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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nutritional components (proximate components, fatty acids, amino acids, minerals
and vitamins) between genetically modified (GM) drought-tolerant rice and a parental rice cultivar (Ilmibyeo)
as a non-GM control. Both GM and non-GM rices were grown and harvested in two different locations, Gunwi
and Suweon in Korea. Proximate components (moisture, starch, protein, lipid, and ash contents) were similar
between the drought-tolerant GM rice and the conventional non-GM rice.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GM and non-GM rice in most of their nutrient compositions, despite minor locational differences
of some amino acids and mineral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ransgenic rice with a genetically improved resist-
ance to drought is equivalent to the parental rice cultivar without major changes in its chemic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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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전자변형(GM)작물은 1990년 중반부터 콩, 옥수수, 목

화, 유채 등 수종의 주요 작물들이 제초제, 해충, 병 저항성을

지니도록 개발되어 상업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면서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부족을 해결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농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피해를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는 방안으

로 인식되고 있다(1). 전 세계적으로 GM작물은 1996년 170

만 ha에서 재배되기 시작하여 2011년에는 29개국에서 GM

작물의 재배면적이 1억 6천만 ha로 94배나 급속히 증가하였

다(2). 우리나라도 많은 양의 GM작물이 수입되고 있으며

다양한 종의 GM작물이 개발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재배가

승인되어 상업화된 GM작물은 없는 실정이다(3).

세계적으로 물 사용은 농업으로 인한 비중이 가장 크며,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245 mm로 세계 평균보다 많

지만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대부분의 물을 이용하지 못하

고 약 30% 정도만이 이용되고 있어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

물 부족은 작물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제한

요인으로 농업에서 물이용 효율을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

다. 또한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내건성 작물이 개발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최근 몬산토에서 개발된 가뭄저항성

옥수수가 포장시험을 통해 현재 상업화를 눈앞에 두고 있으

며 국내에서도 가뭄저항성을 보이는 작물에 대한 연구가 보

고되었다(4,5). 쌀은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를 포함해 전 세계

인구의 반 이상이 주식으로 이용하는 매우 중요한 작물이다.

최근 국내에서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일미”벼를 모 품

종으로 하여 스트레스 유도성 프로모터 하에 고추 유래

CaMsrB2 유전자를 도입하여 내건성을 갖도록 형질전환 된

가뭄저항성 벼를 개발하였다.

GM작물은 환경방출 전에 환경위해성과 최종적으로 식품

으로 이용되는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식품안전성에 대하

여 철저한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6). 일반적으로 GM식품

의 안전성은 그의 traditional counterpart와 비교 시 그만큼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실질적 동등성

에 의한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진다(7). GM식품의 인체 안전

성 평가에는 주요 및 미량 영양성분 함량을 분석하고 실질적

동등성에 차이가 있을 경우 독성,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 등

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6). 유전자변형 쌀의 식품안전성 평

가를 위해 유전자변형 쌀과 그 모종에 대한 영양성분 조성

차이에 대하여 조사된 바 있다(8-10).

본 연구에서는 고추 유래 유전자(CaMsrB2)를 도입하여

가뭄저항성이 증진된 가뭄저항성 GM벼를 대상으로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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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tical conditions for ICP-AES

RF power (W)
Plasma gas flow (L/min)
Sheath gas (L/min)
Pump speed (rpm)
Nebulizer gas flow (L/min)

1,000
12
0.3
15

1.17～1.23

Wavelength (nm) Ca
Fe
K
Mg
Na
P
Zn

317.933
259.940
766.490
279.079
588.995
214.914
213.856

안전성평가의 일환으로 모종벼인 일미와 함께 쌀의 주요 영

양성분 함량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실험에 사용한 쌀 시료로 2011년 수원과 군위에서 재배한

유전자변형 가뭄저항성 벼와 그 모품종인 일미벼를 국립농

업과학원 생물안전성과와 경북대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

다. 벼를 제현기(Satake rice machine Type THU, Satake

Engineering Co., Tokyo, Japan)로 처리하여 왕겨를 분리하

고 현미를 제조하였다. 현미는 0.5 mm screen을 사용한

Cyclotec Sample Mill(Tecator, Hoganas, Sweden)로 분쇄

하여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쌀 시료의 수분, 조단백, 조회분, 전분 함량은 각각 AACC

방법(11) 44-15A, 46-13, 08-01, 76-1에 의해 분석하였으며,

조지방 함량은 AOAC Soxhlet 방법(12)에 의해 분석하였다.

지방산 분석

쌀 시료로부터 추출한 지방질 20 mg을 25 mL 튜브에 취

하여 0.5 N NaOH/methanol 2 mL를 넣어 마개를 막고 100oC

heating block에서 약 5분간 가수분해 시켰다. 이를 냉각한

후 14% BF3/methanol 2 mL를 넣고 5분간 반응시킨 다음

이소옥탄 2 mL를 넣고 진탕하였다. 시료가 든 튜브에 포화

식염수 3 mL를 넣고 5초간 가볍게 흔들어준 후 이소옥탄층

을 뽑아 무수황산나트륨을 이용하여 탈수시켰다. 탈수된 지

방산 메틸 에스테르 시험액을 받아 HP-FFAP(30 m×0.25
μm) 칼럼을 사용한 Hewlett Packard Co.(Palo Alto, CA,

USA) GC 6890 series에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조

건으로 칼럼 초기온도를 100oC에서 2분간 유지시키고

4oC/min의 속도로 230oC까지 승온시킨 다음 230oC에서 20

분간 유지하였다. 주입구 온도는 230oC였고 운반기체는 He

(1.5 mL/min)이었으며 검출기는 FID(flame ionized detec-

tor, 250oC)를 사용하였다.

아미노산 분석

쌀 시료 약 0.3 g을 ampule에 넣고 6 N HCl 15 mL를 가한

다음 N2로 치환하여 신속하게 밀봉한 상태로 105oC 오븐에

서 24시간 가수분해 시켰다. 이를 방냉하여 탈이온수를 사용

하여 50 mL로 정용한 후 0.2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

였다. 여액 2 mL를 취해 25 mL로 정용한 후 이를 AccQ-

Tag 방법(13)으로 유도체화 시킨 다음 아미노산 분석기를

이용하여 아미노산을 분석하였다. 이때 칼럼으로 Nova-

Pak C18(3.9×150 mm, Waters Co., Milford, MA, USA)을
사용하였으며, 주입량은 10 μL, 칼럼 온도는 30oC, 검출기는

fluorescence(Ex, 250 nm; Em, 395 nm), 이동상은 0.14 M

sodium acetate(A), 60% acetonitrile(B)를 사용하여 gra-

dient법으로 분석하였다.

무기질 분석

쌀 시료 1 g을 항량이 된 회분도가니에 취해 넣고 전열기

위에서 예열한 뒤, 450
o
C 회화로에서 회백색이 될 때까지

회화시켰다. 회화된 시료에 증류수 10방울 정도를 떨어뜨린

다음 묽은 질산용액(질산 :증류수=1:1, v/v) 3 mL를 넣고

열판에서 가열하여 질산을 휘발시켜 완전하게 건조시켰다.

이를 450oC 전기회화로에서 1시간 동안 회화시킨 다음 방냉

하고 다시 도가니에 묽은 염산용액(염산 :증류수=1:1, v/v)

10 mL를 천천히 가하여 회화된 시료를 녹인 후 HPLC용

증류수를 이용하여 50 mL로 정용하였다. 이를 무회분 여과

지로 여과한 다음 용액을 ICP-AES(Horiba Jobin-Yvon JY

Activa, Longjumeau, France)에 주입하여 Table 1과 같은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비타민 분석

비타민 B1 함량 분석을 위해 분쇄된 쌀 시료 5 g에 75 mM

ammonium formate 40 mL를 넣고 10분간 sonication한 후

1시간 동안 shaking하여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3,000 rpm,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0.2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HPLC(Agilent 12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 Clala, CA, USA)로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조건

으로 칼럼은 US-C18(150 mm×2.0 mm i.d., 5 μm particle
size), 이동상은 5 mM ammonium formate/DW(A), 5 mM

ammonium formate/MeOH(B)를 사용하여 gradient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동상의 유속은 0.3 mL/min, 주입량은 5 μL

이었다.

비타민 E 분석을 위해 쌀 시료 5 g을 환저플라스크에 취하

여 10 mL 1 N KOH를 가한 후 90oC 환류냉각기가 장착된

수욕조에서 30분 동안 검화시켰다. 이를 상온에서 냉각시킨

후 250 mL 갈색 분액깔대기로 옮긴 다음 석유에테르 100

mL, 포화식염수 50 mL를 넣고 격렬히 진탕하여 석유에테르

층을 분리시켰다. 석유에테르층에 포화식염수 50 mL를 가

하고 1분간 격렬히 진탕하여 층분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면

하층을 제거하고 포화식염수를 이용하여 반복하였다. 이렇

게 얻어진 석유에테르층을 250 mL 용량의 지방수기에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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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ximate compositions of drought-tolerant GM rice and parental non-GM rice grown in two different locations1)

Component
(% db)

Parental GM

Location 1 Location 2 Average Location 1 Location 2 Average

Moisture
Starch
Crude protein

4)

Crude lipid
Crude ash

11.49±0.032)
68.29±0.43
6.80±0.18
2.59±0.03
1.63±0.01

10.33±0.05
69.35±1.50
8.14±0.23
2.67±0.03
1.35±0.02

10.91
a3)

68.82
a

7.47
a

2.63
a

1.49
a

12.18±0.31
70.36±1.30
7.66±0.14
2.44±0.01
1.36±0.02

9.62±0.08
69.59±0.85
7.52±0.03
2.08±0.01
1.65±0.06

10.90
a

69.98
a

7.59
a

2.26
a

1.51
a

1)Location 1, Gunwi; location 2, Suweon.
2)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analyses.
3)Locational averages with the same letters in each row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test.
4)
Nitrogen×5.95.

Table 3. Fatty acid compositions of drought-tolerant GM rice and parental non-GM rice grown in two different locations
1)

Fatty acid (%, d.b.)
Parental GM

Location 1 Location 2 Average Location 1 Location 2 Average

Myristic acid (C14:0)
Palmitic acid (C16:0)
Palmitoleic acid (C16:1)
Stearic acid (C18:0)
Oleic acid (C18:1)
Linoleic acid (C18:2)
Linolenic acid (C18:3)
Arachidic acid (C20:0)
Gadoleic acid (C20:1)
Behenic acid (C22:0)
Lignoceric acid (C24:0)

0.3
2)

16.3
0.2
1.9
42.5
35.3
1.1
0.6
0.5
0.4
0.9

0.2
16.8
0.2
1.6
40.4
38.9
1.5
0.5
0.5
0.4
0.7

0.3
a3)

16.6a

0.2
a

1.8a

41.5
a

37.1a

1.3
a

0.6a

0.5
a

0.4a

0.8
a

0.2
17.2
0.1
1.5
38.5
37.4
1.3
0.5
0.5
0.4
0.7

0.2
17.0
0.1
1.8
39.1
37.8
1.4
0.6
0.5
0.5
1.0

0.2
a

17.1a

0.1
a

1.7a

38.8
a

37.6a

1.4
a

0.6a

0.5
a

0.5a

0.9
a

SFA4) 20.4 20.2 20.3 20.5 21.1 20.8

USFA5) 79.6 79.8 79.7 79.5 78.9 79.2

Total 100 100 100.0 100 100 100.0
1)
Location 1, Gunwi; location 2, Suweon.
2)
Values are means of duplicate analyses.
3)
Locational averages with the same letters in each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test.
4)
SFA: saturated fatty acid.

5)
USFA: unsaturated fatty acid.

40
o
C 온도에서 감압농축 하여 건고시킨 후 10 mL 이소프로

판올을 가하여 0.2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시험용액

으로 하여 HPLC를 사용하여 토코페롤을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조건으로 칼럼은 Oasis C18(150 mm×4.6 mm I.d., 5
μm particle size), 이동상은 ethyl acetate : acetonitrile :

acetic acid(30:68:2, v/v/v), 이동상의 유속은 1.0 mL/min,

주입량은 10 μL이었다.

통계처리

가뭄저항성 벼와 모종벼의 영양성분 함량의 동등성 검정

에 대한 통계처리로 SAS 9.2 software(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사용하여 t-test로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본 실험에 사용한 벼는 군위와 수원 두 지역에서 재배된

유전자변형 가뭄저항성 벼(GM 벼)와 모종 벼인 일미벼(non-

GM)로, 이로부터 얻은 현미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두 지역 GM 현미의 평균 전분함량은 69.98

%, 조단백 7.59%, 조지방 2.26%, 조회분 1.51%였으며 이는

두 지역 non-GM 현미의 평균 전분함량 68.82%, 조단백

7.47%, 조지방 2.63%, 조회분 1.49%와 유사하였다. 또한 군

위와 수원 두 지역에서 재배한 GM 현미와 non-GM 현미에

서 지역간 일반성분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Campagme 등(14)은 쌀의 일반성분 함량이 현미는 단백

질 7.1∼8.3%, 조지방 1.6∼2.8%, 조회분 1.0∼1.5% 범위라

하였다. 또한 국내산 쌀의 일반성분 함량은 쌀 품종 및 재배

지역 등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그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으

나 현미는 단백질 6.2∼9.1%, 조지방 1.6∼2.8, 조회분 1.2∼

1.5% 범위로 보고한(15,16) 바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의 가뭄

저항성 쌀 역시 국내산 일반 쌀의 일반성분 함량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산 조성

가뭄저항성 GM 벼와 non-GM 벼 현미 시료의 총지질을

추출하여 gas chromatograpy로 분리한 후 지방산을 분석하

여 그 조성을 나타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GM 벼와 non-

GM 벼 현미 모두에서 oleic acid와 linoleic acid의 함량이

각각 40% 내외로 높았으며 palmitic acid를 포함한 이 3종의



형질전환 가뭄저항성 벼 현미의 주요 영양성분 분석 733

Table 4. Amino acid contents of drought-tolerant GM rice and parental non-GM rice grown in two different locations1)

Amino acid
(mg%, d.b.)

Parental GM

Location 1 Location 2 Average Location 1 Location 2 Average

Aspartic acid
Serine
Glutamic acid
Glycine
Histidine
Threonine
Arginine
Alanine
Proline
Tyrosine
Valine
Methionine
Lysine
Isoleucine
Leucine
Phenylalanine

659.25±3.132)
344.59±3.26
1,285.50±8.22
329.23±3.71
158.29±2.49
236.92±1.83
547.28±12.19
388.77±8.54
315.44±8.20
164.84±4.73
368.21±12.37
105.52±5.83
278.16±0.34
254.10±8.86
643.32±2.61
371.71±3.86

793.24±1.51
423.66±7.03
1,597.86±0.85
379.61±2.34
181.89±5.69
287.83±1.11
639.46±3.36
452.77±1.13
371.47±6.08
198.62±2.00
431.47±10.24
127.91±1.13
313.04±3.93
299.21±9.46
774.73±0.49
446.30±0.25

726.25a3)

384.13
a

1,441.68a

354.42
a

170.09a

262.38
a

593.37a

420.77
a

343.46a

181.73
a

399.84a

116.72
a

295.60a

276.66
a

709.03a

409.01
a

739.92±4.59
390.00±7.40
1,482.69±0.00
354.25±4.84
165.57±3.82
267.71±2.11
599.75±4.66
429.63±5.08
329.77±5.26
184.01±0.08
407.31±9.50
120.82±3.32
298.45±2.66
280.80±10.00
720.56±1.09
421.20±1.30

732.02±2.34
374.31±3.78
1,436.38±9.06
343.22±3.52
163.53±4.27
263.89±0.13
565.83±6.22
412.70±5.59
317.66±8.55
164.20±7.98
381.94±12.04
126.80±3.63
295.64±0.76
268.75±7.93
686.21±6.33
400.64±4.79

735.97a

382.16
a

1,459.54a

348.74
a

164.55a

265.80
a

582.79a

421.17
a

323.72a

174.11
a

394.63a

123.81
a

297.05a

274.78
a

703.39a

410.92
a

Total amino acid 6,451.14 7,719.07 7,085.14 7,192.44 6,933.72 7,063.13
1)
Location 1, Gunwi; location 2, Suweon.

2)
Values are means of duplicate analyses.

3)Locational averages with the same letters in each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test.

지방산이 전체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93% 이

상). 나머지 지방산으로 stearic acid, linolenic acid 순(∼3%)

으로 조성되었으며 그 외에도 myristic, palmitoleic, arachi-

dic, gadoleic, behenic, lignoceric acid를 소량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내산 쌀의 지방산 조성은 oleic, lino-

leic, palmitic acid를 포함하여 3종의 지방산 비율이 높아 대

부분을 차지하며 품종에 따라 oleic acid 또는 linoleic acid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다고 보고된(15-18) 바 있다.

GM 현미의 전체지방산에 대한 포화지방산(saturated

fatty acid, SFA)의 비율은 palmitic acid가 ∼17%로 전체

포화지방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 불포화지방산

(unsaturated fatty acid, USFA)은 ∼79%로 oleic acid와 li-

noleic acid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결

과에서 가뭄저항성 GM 현미와 non-GM 현미의 전체적인

지방산 조성은 유사하였으며 두 재배지역간 지방산 조성에

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뭄저항성 벼 GM 쌀의

지역별 USFA/SFA의 비율은 군위와 수원에서 재배한 쌀에

서 각각 3.88, 3.72였고 모종 쌀은 군위와 수원에서 각각 3.90,

3.95였으며, 국내산 쌀 USFA/SFA의 비율이 백미 2.0∼5.1,

현미 3.6∼4.2로 보고한 이전 결과(15)의 범위 안에 있었다.

아미노산 조성

가뭄저항성 GM 벼 현미와 non-GM 벼 현미의 재배지역

별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하여 비교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

나 있다. 두 지역에서 재배한 GM 현미에 함유되어 있는 아

미노산의 평균 함량은 glutamic acid가 1,459.54 mg%로 가

장 높았으며 Asp(735.97 mg%)> Leu(703.39 mg%)> Arg

(582.79 mg%)> Ala(421.17 mg%)> Phe(410.92 mg%)> Val

(394.63 mg%) 순으로 분석되었다. Non-GM 현미의 두 지역

평균 아미노산 함량 역시 Glu(1,441.68 mg%> Asp(726.25

mg%)> Leu(709.03 mg%)> Arg(593.37 mg%)> Ala(420.77

mg%)> Phe(409.01 mg%)> Val(399.84 mg%) 순으로 조사

되어 GM 현미와 non-GM 현미 사이에 두 지역 평균 아미노

산 함량에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가뭄저항성 GM 현미와 non-GM 현미에 함

유된 아미노산의 함량은 glutamic acid, aspartic acid와 같은

산성아미노산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고 leucine, arginine,

alanine, phenylalanine, valine의 순이었으며 histidine, me-

thionine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가뭄저항성 쌀의

아미노산 함량은 국내산 쌀의 아미노산 함량이 Glu> Asp>

Arg> Leu> Val 순이라고 분석한 결과(19,20)와도 유사하였

다. 그러나 Non-GM 모종쌀의 경우에 군위와 수원 두 재배

지역간에 아미노산 함량에 다소간의 차이를 보여주어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지역에 따라 차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뭄저항성 GM 현미와 non-GM 현미의 총 아미노산

함량은 두 지역의 평균 함량이 각각 7.06 g/100 g, 7.09 g/100

g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무기질 조성

가뭄저항성 GM 벼 현미와 non-GM 벼 현미의 무기질

원소에 대한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GM 현

미와 non-GM 현미 각각의 무기질 함량은 P 361.63 mg%,

331.27 mg%, K 307.41 mg%, 262.39 mg%, Mg 127.58 mg%,

121.22 mg%로 함량이 높아 주요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

며 그 다음으로 Na, Ca, Zn, Fe의 순으로 포함되어 있었다.

가뭄저항성 GM 현미와 non-GM 현미 모두에서 무지질 함

량은 P> K> Mg> Na> Ca> Zn> Fe의 순이었으며 이는

국내산 쌀의 무기질 함량을 분석한 연구결과(21-23)와도 유

사한 경향이었다. 한편 일부 쌀에 대한 무기질 시험 결과에

서 K의 함량이 P의 함량보다 많거나, Ca 함량이 Na 함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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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ineral contents of drought-tolerant GM rice and parental non-GM rice grown in two different locations1)

Mineral
(mg%, d.b.)

Parental GM

Location 1 Location 2 Average Location 1 Location 2 Average

Ca
P
Na
Fe
Mg
Zn
K

10.74±0.702)
332.93±6.22
19.91±1.92
1.12±0.99
116.20±2.66
2.15±0.00
249.18±0.99

10.29±0.01
329.61±9.93
8.14±0.00
1.09±0.05
126.23±4.65
2.02±0.02
275.59±12.17

10.52
a3)

331.27
a

14.03
a

1.11
a

121.22
a

2.09
a

262.39
a

10.04±0.41
325.88±6.35
24.40±1.11
1.10±0.02
122.82±2.24
1.79±0.01
280.57±3.05

11.78±0.14
397.37±0.04
24.03±0.07
1.07±0.02
132.34±0.56
2.62±0.00
334.24±6.87

10.91
a

361.63
a

24.22
b

1.09
a

127.58
a

2.21
a

307.41
a

1)Location 1, Gunwi; location 2, Suweon.
2)
Values are means of duplicate analyses.
3)Locational averages with the same letters in each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test.

Table 6. Vitamin contents of drought-tolerant GM rice and parental non-GM rice grown in two different locations1)

Vitamin
Parental GM

Location 1 Location 2 Average Location 1 Location 2 Average

Vit B1 (mg/100 g)
Vit E (μg/g)

0.41±0.022)
6.25±0.03

0.46±0.01
6.32±0.01

0.44
a3)

6.28a
0.45±0.01
5.70±0.01

0.45±0.02
4.38±0.02

0.45
a

5.25a

1)
Location 1, Gunwi; location 2, Suweon.
2)Values are means of duplicate analyses.
3)
Locational averages with the same letters in each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test.

다 많게 분석된(15,16) 바도 있다. 전반적으로 가뭄저항성

GM 현미의 2개 지역 평균 무기질 함량이 non-GM 현미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수원에서 재배한 GM 벼

현미에서 일부 무기질 함량이 다소 높았기 때문이었다. 동일

한 품종인 쌀의 무기질 함량에서도 재배지역간의 환경적 차

이가 무기질의 함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15,22)

사료되었다.

비타민 함량

가뭄저항성 GM 벼 현미와 non-GM 벼 현미의 비타민

B1과 비타민 E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나 있

다. 군위와 수원 두 지역에서 재배한 GM 현미와 non-GM

현미의 평균 비타민 B1 함량은 각각 0.45, 0.44 mg/100 g으로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지역간 사이에 재배된 현미의 비타민

B1 함량에서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산 현미의

비타민 B1은 품종별 0.44～0.63 mg% 범위로 보고되었고(16)

Champagne 등 역시 현미의 비타민 B1 함량이 2.9∼6.1 μg/g

의 범위로 보고하여(14) 가뭄저항성 GM 현미는 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뭄저항성 GM 현미와 non-

GM 현미의 비타민 E 함량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2개 재배지

역에서 재배된 현미의 평균 비타민 E 함량이 각각 5.25 μg/g,

6.28 μg/g으로 GM 현미에서 약간 낮게 나타났다. 이는 국내

산 현미의 총 토코페롤 함량이 약 5 μg/g으로 분석한 결과

(24)와는 유사하였지만 현미의 비타민 E 함량을 9∼25 μg/g

으로 보고한(14) 결과에 비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났다.

요 약

본 연구는 국내에서 개발되어 내건성을 갖도록 형질전환

된 가뭄저항성 벼(GM 벼)와 그 모종 벼인 일미벼(non-GM

벼)로부터 쌀(현미)의 일반성분, 지방산, 아미노산, 무기질,

비타민 함량을 분석하여 가뭄저항성 벼에서 주요 영양성분

의 조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 조사하였다. 본 실험에 사

용한 벼는 군위와 수원 두 지역에서 재배되었다. 가뭄저항성

쌀은 모종 쌀과 일반성분 함량이 유사하였으며 두 재배지역

간 성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GM 쌀의 지방산 조

성은 non-GM 쌀과 전체적인 지방산 조성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GM 쌀의 아미노산 함량은 non-GM 쌀과 차이가

없었으나 non-GM 쌀 모종의 경우 두 재배지역간에 아미노

산 함량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어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지역

에 따라 차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뭄저항성

쌀이 non-GM 쌀에 비해 무기질 함량이 약간 높은 수치로

측정되었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비타민 B1과 비타민 E 함량에도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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