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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oxygenase-3 (LOX-3) 결핍 자포니카 벼 우량계통 개발 및 농업형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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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LOX-3는 벼의 저장 중 고미취 발생과 관련이 있는 산화효소이다. LOX-3가 결핍된 태국 자바니카 품종 ‘Daw Dam’은 LOX-3 

보유 품종에 비해 저장 후에 고미취의 원인인 휘발성 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우리나라 벼의 저장후 고미취 

발생 저감을 위하여 LOX-3가 결핍된 자포니카 벼 개발을 위한 육종사업이 수행되었고 ‘새누리’ 배경에 LOX-3 결핍 대립유

전자(lox-3)를 도입한 자포니카 우량계통 ‘전주624호’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육종사업의 경과와 전주624호의 농업형질 특

성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차 육종단계에서 Daw Dam을 lox-3 수여친으로 신동진을 반복친으로 활용하였다. lox-3 선발을 위해 발색반응을 이용하였

고 약배양을 통해 고정계통을 조기 개발하였다. 1차 육종단계에서 선발된 HR27873-AC12를 수여친으로 하고 새누리를 반복

친으로 하여 2차 육종사업을 수행하였다. lox-3를 탐지하는 분자표지(4100_F, 4500_R)를 이용하여 LOX-3 결핍 계통을 선발

하였고 주요농업형질 특성을 조사하여 고정계통을 선발하였다. 3차 육종단계는 새누리를 다시 모본으로 하고 2차 육종단계

에서 선발된 HR28896-31-3-1-1(이하 HR28896)을 부본으로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초기세대부터 lox-3 탐지 분자표지를 이

용하여 LOX-3 결핍계통을 선발하였으며, 내병성 및 입형 관련 유전자에 대한 분자표지 검정을 수행하였다. 최종적으로 선발

된 LOX-3 결핍 자포니카 우량계통 전주624호를 남평, 새누리, 다우담과 함께 생산력검정시험에 공시하여 농업형질 특성을 

정밀 분석하였다. 전주624호의 유전적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406개 KASP마커를 이용하여 다형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종자

의 저장수명을 예측하기 위해 90℃에서 0, 12, 24, 36시간 건열처리 후 발아율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LOX-3 결핍에 대한 발색반응에서 신동진은 보라색 반응을 나타내고 다우담은 우유빛 색깔을 나타냈다. BC1F2 종자에서 우

유빛으로 발색되는 종자를 선발하여 재식한 BC1F2 식물체를 약배양하여 LOX-3가 결핍된 고정계통 HR27873-AC12를 선발

하였다. 선발된 HR27873-AC12는 LOX-3가 결핍된 계통이나 다우담과 같이 대립 입형 특성의 찰벼로 농업형질이 열악한 특

성을 나타냈다. 2차 육종단계에서부터는 발색반응에 비해 효율적인 분자표지를 이용하여 LOX-3 결핍계통을 선발하였다. 

BC1F3세대부터 lox-3에 대한 분자표지선발과 농업형질 조사를 통하여 HR28896 계통을 선발하였다. 선발된 계통은 중소립

의 메벼이나 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에 약하고 재배품종으로 활용하기에는 농업형질 특성이 부족하였다. 3차 육종단

계에서는 lox-3에 대한 선발과 함께 내병성 유전자 Xa3와 Stvb-i에 대한 분자표지 선발, 농업형질에 대한 강한 선발압을 적용하

였다. 최종적으로 LOX-3 결핍 계통으로 내병성이 향상된 중만생 우량계통 전주624호를 선발하였다. 전주624호는 다우담과 

같이 lox-3 대립유전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새누리와 남평과 같은 GW2GS3qsw5의 입형 관련 유전자형의 중소립 메벼로 내병

성 유전자 Xa3과 Stvb-i를 가지고 있어 벼흰잎마름병과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한 우량계통이다. 다형성 분석 결과 전주624호는 

다우담, 남평 ,새누리와 각각 57.4, 66.0, 95.8%의 동형접합성을 나타내 새누리와 유전적 배경이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모든 

품종에서 건열처리 시간이 경과할수록 발아율은 감소하였고 36시간 처리 후 발아율은 다우담(68%), 전주624호(59%), 새누

리(55%), 남평(46%)순으로 LOX-3 결핍 품종인 다우담과 전주624호가 LOX-3 보유 품종인 남평, 새누리에 비해 종자의 저장

수명이 긴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주624호에 대한 고온 저장 후 고미취 발생에 대한 분석이 수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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