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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oxygenase-3 (LOX-3) 결핍 벼의 고온저장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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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벼를 장기간 저장하면 지방이 분해되어 유리지방산이 생성된다. 유리지방산은 lipoxygenase 등 관련효소의 작용으로 고미취

의 원인인 휘발성 물질로 변하게 된다. 벼에서는 주로 LOX-3가 고미취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고미

취 발생 저감을 위해 개발된 LOX-3 결핍 자포니카 우량계통 ‘전주624호’의 고온저장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자 수

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는 LOX-3 결핍 육성계통 ‘전주624호’, LOX-3 결핍 대립유전자(lox-3) 수여친 ‘다우담’, LOX-3 보유 품종 ‘남평’, 

‘새누리’ 등 4 품종의 종자를 이용하였다. 수확된 정조를 polyethylene film에 밀봉하여 35℃ 고온조건에서 0, 8, 16, 24주 저장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저장에 따른 발아율 조사, 지방산도, LOX-3 효소 활성, hexanal 함량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발아율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24주 저장 후 발아율은 다우담(96%), 전주624호(93%), 남평

(88%), 새누리(83%) 순이었다. 유리지방산 함량에 대한 간접지표인 지방산도는 새누리와 전주624호가 남평과 다우담에 비

해 저장 전후에 모두 낮았고, 4품종 모두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지방산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 전에 비해 24주 

저장 후 남평과 새누리는 4.04, 4.21 KOH mg/100g의 증가폭을 보인 반면, 다우담과 전주624호는 2.02, 2.13 KOH mg/100g의 

증가폭을 보여 LOX-3 결핍 품종이 LOX-3 보유 품종에 비해 저장 후 지방산 함량 변이가 적었다. 유리지방산 산화에 관여하는 

LOX-3 효소의 활성은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 전에 비해 24주 저장 후 남평과 새누리는 20.30, 

22.72 unit/mg protein의 증가폭을 보인 반면, 다우담과 전주624호는 4.81, 8.84 unit/mg protein의 증가폭을 보여 LOX-3 결핍 

품종이 LOX-3 보유 품종에 비해 저장 후 LOX-3 효소 활성 변이가 적었다. 고미취 발생에 관여하는 hexanal 함량은 LOX-3 

결핍 품종이 LOX-3 보유 품종에 비해 값이 낮았으며 저장에 따른 변이도 적었다. 이를 통해 LOX-3 결핍 육성계통인 전주624

호는 LOX-3 보유 품종들에 비해 장기간 저장 후에도 고미취 발생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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