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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감마선 처리에 의해 유래된 Dohoku 유색미 돌연변이체의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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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m length of Dohoku mutant 1(DM 1) and mutant 2(DM 2) were shorter than Dohuko parent 

and Heukjinjubyo check, while days to heading were delayed seven to 20 days Panicle length of 

these were similar to check and number of panicle per plant of DM 2 was highly appeared than 

check. Spikelets per plant of the selected lines were lower than check, and glume color of these were 

varied from brown to dark purple and awn length was also varied according to line used. 

  Anthocyanin content of each mutant line as measured by 530nm were  lower than that of check 

in that OD 2.23 and OD 2.26 for DM 1 and DM 2, respectively, and 2.59 for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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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량이 감함에 따라 이에 한 육종 방향 

역시 종 의 안정. 다수성인 면에서 고품질(김등 

1994, 문등 1998) 품종육성과 안토치안을 함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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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능성(최 2002, 박등 1998) 유색미 연구가 활발

히 진행 에 있다. 

  Mazz and Miniati(1993), Osawa(1995) 그리고 

Wang(1997)등은 anthocyanin 색소는 식품첨가용 

천연 염색제 원료 이외에 식물 병원균 감염에 의

한 상해나 자외선에 한 방어 능력, 동물체내 항

산화 활성, 항염효과, 심  질병 방  치료 

효과 그리고 생리 활성 기능 등으로 이를 함유한 

농산물은 기능성 가치가 높다고 보고된바 있어 안

토치안 함량이 높은 흑자색미 품종 육성에 한 

심이 집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집된 유색미를 감마선 처리

한 후 분리 세 에서 유망계통으로 선발된 돌연변

이체에 해 다수성이며 안토치안 색소 함량이 다

량 함유된 신품종 유색미 품종 육성을 한 기

자료를 얻고자 실시하 다.    

재료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호남 농업시험장으로

부터 분양받은 Dohoku 유색미 수집종을 한국 원

자력연구소에서 돌연변이원 감마선 250 Gy를 처

            

  Fig. 1. Plant types for colored rice mutants selected from Dohoku line treated by gamma-ray.

          1: parent, 2: multitiller, 3: shorten, 4: intermediate

리한 M3 종자를 2002년 4월 20일에 육묘한 후 5

월 15일에 충남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부속농장

에 1주 1본씩 200m
2
에 30×15cm로 손이앙하 다. 

시비량은 Kg/10a로 질소의 반량은 기비로 하 고 

나머지 반량은 추비로 하 으며 병충해 방제로는 

후라단 입제를 이앙  육묘 에 20Kg/10a로 시용

하 으며, 분얼최성기에 이화명충 방제를 해 살

충제를 1회 살포하 다. 

  주요 농업  특성으로 M3:4 세 에서 각각 20개

체를 상으로 간장, 유효경수, 출수기, 수장, 주당 

수수, 수당 화수, 까락길이, 색, 1000립   

임실율등을 조사하 으며, 안토치안 색소 함량의 

비교를 해서는 김등(2000)의 분석 방법에 하

다.

결과  고찰

 

  표1은 선발된 유망계통에 해 양친인 Dohoku 

수집종과 조품종인 흑진주벼를 비교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稈長에서는 DM 5에서 96.7㎝로 가

장 길었고 DM 1에서 69㎝로 가장 짧게 나타났다. 

出穗期는 양친의 경우는 8월 1일, 조구는 7월 23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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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gr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Dohoku mutants induced by gamma - ray treatment.

   Characters

 Lines    

Culm

length

Panicle

length

Panicle

/plant

Spikelets

/panicle

Spikelets

/plant

Heading

dates

Awn

length

Glume

color

Grain

fertility

1000

gr.w.

 OD5 3 0  

 Value

cm cm no. no. no. month/day cm  color    %   g A

  Parent 86.5  23.5 10.0 111.2 1183.4 Aug. 1 0.32 Brown 98 21.8 2.280

  DM-1  69.0 23.6 10.2 95.4 1017.0 Aug. 5 0.30 Purple 89 18.3 1.929

  DM-2 72.4 19.6 15.8 83.8 1224.2 June 28 0.20 Purple 95 24.9 2.232

  DM-3 85.1 21.1 13.0 106.8 1545.8 Aug. 7 3.40 Purple 94 20.6 2.260

  DM-4 82.6 24.6 12.8 114.8 1454.2 Aug. 12 3.20 Brown 96 25.1 1.644

  DM-5 95.7 19.8 12.2 108.6 966.4 Aug. 8 4.00 Purple 93 23.0 1.632

  DM-6 76.2 21.2 11.8 86.0 997.2 Aug. 10 4.00 Brown 95 22.4 1.151

Check 75.0 21.8 15.6 104.8 1606.5 June 23 0.05 Brown 99 18.0 2.591

Mean 80.5 22.2 12.8 101.4 1262.1 Aug. 17 2.19    -   94.8 21.8 1.965

LSD(0.05) 7010 2.32 3.84 29.5 490.7 - 1.16    -   1.89

Dm; Dohoku mutant, OD; Optical density

일인데 비해 선발된 돌연변이체에서는 7월말에서 

8월 . 순경으로 나타났다. 

  穗長의 경우는 DM 4에서 24.6㎝로 양친이나 

조구보다 약간 길었으며 DM 2에서 19.6㎝로 가장 

짧았다. 株當 穗數는 DM 2에서 15.8개로 가장 많

았고 DM 1에서 10.2개로 가장 었으나 양친보다

는 높게 나타났다. 穗當 穎花數의 경우는 DM 4에

서 114.8개로 가장 많았으며 DM 2에서 83.8개로 

가장 었고 株當 穎花數에서는 DM 3에서 1,545

개로 가장 많았으나 조구보다 게 나타났다.

  까락길이는 DM-5와 DM-6에서 4㎝로 양친이나 

조구보다 월등히 길었으며, DM-2에서 0.2㎝로 

가장 짧았다. 穎色(glume color)은 갈색으로부터 

짙은 자주색으로 다양한 변이를 보 다. 선발된 계

통에 한 안토치안 함량을 530nm의 흡 도에서 

측정된 OD값으로 나타난 결과 조구인 흑진주벼

에서 2.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양친으로 2.28

을 보 으나 선발된 돌연변이체간에는 DM-3에서 

2.26으로 가장 높았고, DM-6에서 1.15로 가장 낮

았다. 

  稔實率(percent of fertile grain)은 공시된 모든 

계통에서 비교  높았으며, 正租(paddy rice, rough 

rice) 千粒重은 공시계통간에 다소의 차이를 보 다.

  그림1은 양친과 선발된 돌연변이체들의 식물체 

특성  이삭형태를 비교한 것으로 양친에 비해 

주당 분얼수  이삭수가 많은 계통 <그림1-2>, 비

교  단간종이며 분얼수가 은 계통 <그림1-3> 

그리고 간형 계통 <그림1-4>등으로 분리되었다.

  한편 그림2는 양친과 선발된 돌연변이체들의 수

형, 색  까락을 비교해 본 결과 양친인 Dohok

u는 수형이 개방형이며 갈색 이고, 까락이 거의 

없는데 비해 선발된  돌연변이체들의 색은 짙은 

갈색 내지 자주색으로 다양한 변이를 보 으며, 까

락의 유무 역시 유망 (그림2-V,VI)과 무망(그림I-

IV)으로 분리되었으며, 수당 화수 역시 계통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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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panicle pattern, glume color and awn length for 

       colored rice mutants selected from Dohoku line.

        P: parent, I: brown glume,  II and III : non awn, IV : intermediate, 

        V and VI : long a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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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Selected Line difference in wavelength scanning of pigment solution 

                extracted from six Dohoku color rice mutants.

  그림 3은 선발된 계통들에 해 안토치안 색소

의 차이를 장 530nm에서 OD값으로 나타내 본 

결과 조품종인 흑진주벼에서 2.280으로 가장 높

았으며, 선발된 계통간에는 DM-3 계통에서 2.260, 

DM-2에서 2.232, DM-1에서 1.929, DM-4에서 1.64

4, DM-5에서 1.632, DM-6에서 1.151의 순서로 나

타났다.   

  요

 

 1. 돌연변이체 DM-1과 DM-2의 간장은 양친인 D

ohoku나 조구인 흑진주벼보다 짧은 반면에 

출수기는 7일내지 20일가량 늦어졌다. 

 2. 이들 DM-1과 DM-2의 수장은 조구와 비슷

하 으나 주당 이삭수는 조구와 같이 DM-2

    P        Ⅰ        Ⅱ           Ⅲ        Ⅳ       Ⅴ          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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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매우 많았다. 

 3. 선발된 계통들에 한 주당 화수는 조구보

다 었으나 색은 갈색내지 짙은 자주색으로 

다양한 변이를 보 고 까락길이 역시 변이가 

컸다.

 4. 안토치안 색소에 한 공시계통간 차이를 opti- 

cal density(OD530)값으로 나타낸 결과 DM-2 

변이계통에서 2.23, DM-3 변이계통에서 2.26으

로 나타나 조구인 흑진주벼의 2.59보다 크게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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