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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성 간이진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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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ransgenic herbicide-resistant sweet potato plants [Ipomoea batatas (L.) Lam.] 

produced through a biolistic transformation were used in this stud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a rapid and reliable assay method for confirming glufosinate-ammonium resistance. 

The techniques tested include whole-plant bioassay, one leaf bioassay, and leaf disk bioassay. 

Parameters investigated in this study were leaf injury and ammonium accumulation at 1 and 5 days 

after treatment of glufosinate-ammonium. In the leaf disk bioassay, leaf injury of the transgenic line 

7171 was 1.9-fold less affected by glufosinate-ammonium than the wild type. The leaf injury of 7171 

in one leaf and whole-plant bioassays was 59- and 92-fold less affected by glufosinate-ammonium,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at of the wild type. Leaf disk, one leaf, and whole-plant bioassays 

showed that ammonium accumulation of the 7171 was 2 to 20-, 4 to 43-, and 6 to 115-fold less 

affected by 0.5-5 mM glufosinate-ammonium than that of the wild type. All three bioassays 

successfully distinguished the resistance from the transgenic lines, but one leaf bioassay is the 

simplest and quickest. Leaf injury and ammonium accumulation were the same in leaves 1, 3, 5, 

7, and 10 of 3 mM glufosinate-ammonium treated plants or nontreated plants. The one leaf bioassay 

was chosen as the standard procedure for future confirmation of resistance in transgenic sweet potato 

because it is a rapid and reliable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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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고구마[Ipomoeabatatas(L.) Lam.]는 몇몇 열   

아열  국가에서 주요 재배작물이며, 생산 인 측면

과 경제 인 측면에서 볼 때 세계 7  작물  하나이

다(Yoshinaga 등 1999). 우리나라는 온 북부에 

치하여 고구마의 생육기간이 비교  짧으나 여름철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아 산간 고랭지를 제외한 부

분 지역에서 안 하게 재배할 수 있다(조재  2007). 

한 고구마 기는 셀룰로오스 원료물질로 사용할 

수 있고, 덩이뿌리는 다량의 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

문에 바이오에 지 체 작물로 각 받고 있다

(Woolfe 1992). 고구마의 덩이뿌리는 에 지 공 원

인 탄수화물 함량이 가장 많고 단백질, 지방, 식이섬

유, 칼륨, 철, 인, 비타민 등이 고루 들어 있으며, 최근

에 고구마는 항암, 항산화작용   콜 스테롤의 

강하작용 등 약리효과가 인정되어 건강식품으로 각

 받고 있다(Teow 등 2007).

  고구마는 재배 지가 범 하며, 한발과 같은 재

해에 상 으로 강하며, 생육기간의 조 이 용이하

다. 한 비료요구도가 크지 않으며 건물생산량이 

많고 능률이 높은 작물이며 은 노동력을 들여 재

배가 가능하다(Prakash 1994; Woolfe 1992). 그러

나 고구마 재배면 의 확 와 생산은 병, 해충, 잡

에 의해 제한을 받는다. 특히, 고구마 재배시 효과

인 잡 방제법이 부족하다. 이러한 잡 문제를 해결

하기 해 최근 한국에서는 고구마 멀칭재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멀칭재배는 멀칭시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고, 한 멀칭을 해 기계장비가 필요하며, 

이랑사이에 발생하는 잡 를 손제 에 의해 제거해

야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조 2007). 그래서 고구마 

재배지에 효율 인 잡 방제 수단 의 하나는 제

제이다. 재 고구마 재배지에 사용되고 있는 제 제

에는 alachlor, pendimethalin, fluazifop-P-butyl 등으

로 국한되어 있으며, 이들 제 제는 주로 1년생 잡

 방제가 가능하며 잡  살 스펙트럼도 넓지 않

다(Culpepper 등 2000; 한국작물보호 회 2010).

  Glufosinate-ammonium는 1981년에 소개된 비선

택성 경엽처리 제 제로서 비경작지, 과수원 등에 발

생한 잡 를 방제하기 해 주로 사용되고 있고

(Krausz 등 1999), 특히 후기에 발생한 잡 를 방제할 

수 있는 제 제이다. 그러나 glufosunate-ammonium

은 작물 재배지에 사용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Glufosinate-ammonium의 작용 은 식물의 질소

사에 주요한 효소인 glutamine synthetase(GS; E.C. 

6.3.1.2)이다. 이 효소가 크게 해되면 암모니아의 

속한 축 이 이루어지고, 이 암모니아가 독성물질

로 작용하여 합성을 신속히 해한다(Coetzer와 

Al-Khatib 2001; Manderscheid와 Wild 1986). 

Glufosinate-ammonium 처리에 의해 식물은 황화  

조 상이 야기되고 결국 처리 2∼5일 후에 죽게 된다. 

  고구마 포장에서 잡 방제는 높은 생산성을 한 

결정 인 요인이다. 따라서 유 자공학 기술을 용

하여 제 제에 항성 형질 환 고구마를 개발하여 

재배한다면 고구마 포장에 발생한 잡 를 효율 으

로 방제 할 수 있어 고구마 수량과 이윤을 증 할 수 

있을 것이다. Glufosinate-ammonium 항성은 식물

에 phosphinothricin acetyl transferase(pat) 유 자를 

도입함에 의해 부여된다(De Block 등 1987; Shelp 

등 1992; Strauch 등 1988; Wild와 Manderscheid 

1984; Wild와 Wendler 1993). Bar 유 자를 사용하

여 glufosinate-ammonium 항성 유채(De Block 등 

1989), 벼(Oryza sativa L.)(Cao 등 2004)와 사탕수

수(Saccharum spp.) (Manickavasagam 등 2004), 고

구마(Choi 등 2007; Otani 등 2003; Yi 등 2007) 등

이 개발되었다. 이들  제 제 항성 형질 환고구

마에 의한 잡 리 장 은 행 잡 방제 시스템에 

비해 문제 잡 방제, 토양처리제 제를 포함한 제

제 사용량 감소, 처리시기 조 이 용이함을 들 수 있

다(Culpepper 등 2000; Wilcut 등 1996).

  그러나 고구마는 양번식 작물로서 종자번식 작

물에 비해 육묘기간이 길다. 즉, 묘상에 씨고구마를 

묻은 후 채묘까지 기간이 40∼60일로 긴 육묘기간을 

필요로 하며, 이들 채묘를 이식 후 활착까지도 10∼

15일이 소요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glufosinate- 

ammonium 항성 형질 환 고구마에 한 항성 

유무를 빠르고, 경제 이며, 신뢰할 수 있는 간이진단

법을 찾고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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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방법

식물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고구마 품종은 한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율미’를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

지 작물센터에서 분양받아 사용하 고, 이 품종에 

bar 유 자를 삽입하여 glufosinate-ammonium에 

항성인 형질 환 고구마 T3세  7라인(7149, 7150, 

7151, 7155, 7156, 7164, 7171)과 형질 환 control 

1라인(7073)을 사용하 다. 벡터제작과 고구마 형

질 환은 Yi 등(2007)의 연구에서 기술한 것과 동

일하다.

식물 생장조건

  수확한 씨고구마를 원 용 상토(흥농바이오 상토)

가 충진된 1/5,000a 와그 폿트에 종하 다. 종 

후 30/20℃(주/야)의 온도조건, 65/80%(주/야)의 상

습도와 16시간의 일장조건(400μmol m
-2 

s
-1

)의 온

실에 두었다. 이들 포트에 지상부가 출 할 때까지는 

3일 간격으로 물을 주었고, 출  후에는 매일 물을 

주었다.

진단방법별 형질 환 고구마의 glufosinate-ammonium

에 한 항성 수

  본 연구에서 형질 환 7라인  glufosinate- 

ammonium에 항성 수 이 가장 큰 T3세  1개 라

인(7171)을 비실험을 통해서 선발하 다. 형질 환 

라인  비형질 환 라인의 씨고구마를 와그 폿트

에 종하고 종 후 40일 자란 고구마 기를 15cm 

간격으로 자른 후 원 용 상토가 충진된 500ml 포트

에 이식하 다. 이때 15cm 고구마 기에 달린 잎은 

3매이었다. 이들 기를 이식 후 새로운 잎이 2매 

개된 시기(이식 후 14일)에 glufosinate-ammonium

을 처리하여 식물체 수 에서 항성 수 을 확인

하 다.

  Leaf disk 방법은 와그 폿트에 종 후 40일 자란 

고구마 잎 에 로부터 5번째 잎을 사용하여 cork 

borer 이용하여 만든 편(직경 4mm)을 증류수 5ml

가 들어있는 직경 6cm의 polystyrene petri dish에 10

개씩 옮긴 후 항성 정도를 확인하 다. 

  One leaf 방법은 의 leaf disk 방법처럼 종 후 

40일 자란 고구마 잎  로부터 5번째 잎을 엽병과 

함께 자른 후 50ml 튜 에 증류수를 30ml 채우고 엽

병을 잠기게 한 후 잎에 제 제를 처리하여 항성 

정도를 확인하 다.

  이들 진단법에 사용된 glufosinate-ammonium(18% 

액제)의 처리 농도는 0.1, 0,3, 0.5, 1, 3, 5, 10, 30, 50, 

100과 300mM이었고, 처리 한 식물  엽 편은 생

장상(온도, 25℃; 16시간 일장조건; 량, 200μmol 

m
-2 

s
-1

)에 옮긴 후 5일째에 달 평가 하 다(0-100, 

100; 완 고사). 50% 억제하는 농도(I50)를 구하기 

하여 SAS(2000) 로그램을 이용하 고, 이때 사용

한 회귀식은 아래와 같다.

y=y0+ax+bx2

진단방법별 형질 환 고구마의 glufosinate-ammonium 

처리에 의한 암모늄 축

  의 진단방법별 glufosinate-ammonium 처리 후 

잎의 약해에 한 항성 수  실험과 동일한 방법에 

하여 실시하 다. Glufosinate-ammonium을 0.5, 

1, 3, 5mM을 처리 24시간 후에 0.25g 잎을 채취하여 

2ml 증류수에 0.1g polyvinyl polypyrrolidone을 넣

고 마쇄하 다. 마쇄한 후, 12,000g로 4℃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고 상징액을 증류수로 10배 희석하고, 시

약 A(5g phenol과 25mg sodium nitroprusside/ 

500ml 증류수)와 B(2.5g sodium hydroxide과 1.6ml 

sodium hypochlorite/500ml 증류수)를 각각 1.5ml 

씩 넣고, 37℃에서 15분간 배양하 다. 배양한 용액

은 분 도계를 이용하여 625nm에서 흡 도를 측정

하 다. 표 곡선은 0.1-2.0μg ammonium-nitrogen 

(NH4
+
-N)을 사용하 다(D’Halluin 등 1992).

엽령별 glufosinate-ammonium 처리에 의한 형질

환 고구마의 항성 수   암모늄 축

  엽령별 glufosinate-ammonium 처리에 의한 항

성 수 과 암모늄 축 을 알아보기 하여 씨고구마 

종 후 엽령이 10매 개되었을 때, 1, 3, 5, 7  9

엽을 채취하여 one leaf 방법과 동일하게 각각의 잎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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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fosinate-ammonium를 처리하 다. 항성 수

은 처리 후 5일에 그리고 암모늄 축 은 처리 후 2일

에 조사하 다. 기타 방법은 의 잎 피해율과 암모늄 

축 에 의한 항성 수 에 한 실험방법과 동일하

게 수행하 다.

선발한 간이 항성 진단법에 의한 형질 환 라인의 

glufosinate-ammonium 항성 평가

  의 진단방법 에 간편하면서 정확하게 항성 

유무를 평가할 수 있는 one leaf 방법을 사용하여 

wild type, 형질 환 control 1라인과 형질 환 7개 

라인에 한 항성 수 을 조사하 다. 3엽이 개

된 고구마 에서 제 1엽을 엽병기부에서 자르고 이

들 잎에 1mM glufosinate-ammonium를 침  처리 

후 20ml 증류수가 들어 있는 시험 에 옮긴 후 의 

항성 수  실험방법과 동일한 생장상에 서 잎의 약

해는 처리 후 1일과 5일에 달  평가하 고, 암모늄 

축 은 처리 24시간 후에 조사하 다. 기타 방법은 

의 잎 피해율과 암모늄 축 에 의한 항성 수 에 

한 실험방법과 동일하게 수행하 다.

결과  고찰

진단방법별 형질 환 고구마의 glufosinate-ammonium

에 한 항성 수

  Bar 유 자가 삽입된 형질 환 고구마 라인 에 

7171는 다른 라인에 비해 식물체 진단법에서 

glufosinate-ammonium에 높은 항성을 보 다. 

한 이 라인은 1.7kg ai ha-1 수 으로 포장에 처리했을 

때 어떤 증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비형질 환 

라인은 완  고사하 다(자료 미제시). 따라서 형질

환 고구마 라인 에서 가장 높은 항성 라인 

7171과 wild type를 상으로 bioassay 방법별 

glufosinate-ammonium에 한 항성 정도를 확인

하 다(그림 1, 표 1). Whole-plant bioassay에서 wild 

type은 5mM glufosinate-ammonium 처리에서 고구

마 잎에 약해가 75% 발생하 으나 형질 환 라인 

7171는 약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 7171는 300mM 

Fig. 1. Comparison of bioassay methods on leaf injury of 

wild-type and transgenic sweet potato plants as 

affected by glufosinate-ammonium. Leaf injury 

was determined at 5 days after treatment.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of the mean. 

Corresponding I50 values are presented in Table 1.

고농도 처리에서도 고구마 잎이 50% 생존하 다. 이

러한 경향은 one leaf bioassay에서도 유사하게 나타

났다. 즉, wild type은 5mM 처리에서 거의 잎이 고사

하 고, 7171은 300mM 처리에서 거의 고사하 다. 

그러나 leaf disk 검정법에서 7171은 wild type에 비

해 큰 항성을 보이지 않았고, 두 라인 모두 5mM 

처리에서 거의 잎이 고사하 다. 그림 1의 반응 곡선

에 의해 I50 값을 구하여 wild type과 7171간에 항

성 정도를 표 1에 제시하 다. Leaf disk 진단법은 

7171의 I50값이 wild type에 비해 1.9배 높았다.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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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 Line Equationa
R

2 I50

(mM)
b

7171/WT

ratio
c

Leaf disk

bioassay

WT

7171

y = 103.98–14.59x+0.4676x
2

y = 96.71 + 0.81x–0.0549x
2

0.98

0.99

  0.9

  1.7

 1.0

 1.9

One leaf

bioassay

WT

7171

y = 113.21–31.29x + 1.7667x
2

y = 97.69 + 0.04x–0.0012x
2

0.99

0.99

  4.0

237.1

 1.0

59.3

Whole plant 

bioassay

WT

7171

y = 101.67–19.97x + 1.6006x2

y = 103.76–0.19x + 0.00009681x2

0.99

0.99

  3.7

341.1

 1.0

92.2

aRegression equation generated using the herbicide concentration in mM.
bI50 values were the herbicide concentrations that appeared leaf injury by 50%.
C7171/WT ratios were calculated relative to the I50 values of the wild-type sweet potato plants.

Table 1. I50 values for the leaf disk, one leaf, and whole-plant bioassays of wild-type (WT) and transgenic sweet potato 

plants (7171) treated with glufosinate-ammonium.

leaf 진단법과 whole-plant 진단법의 경우 7171의 I50 

값은 wild type에 비해 각각 59배와 92배 높았다. 

Whole-plant 진단법은 신뢰성이 있고 포장에서 나타

날 수 있는 항성수 에 반 될 수 있다. 하지만 

whole-plant 진단법은 기반시설 비용, 노동비 측면에

서 비싸고, 검정을 완료하기까지 장시간이 요구된다. 

Whole-plant 진단법이 오랜 시간이 요구되는 것은 고

구마는 양번식작물이므로 고구마 수확 후 씨감자

로부터 육묘, 이식, 제 제 처리, 제 제 처리 후 식물 

반응을 평가하는데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씨

고구마를 묘상에 묻은 후 실험에 필요한 당한 크기

가 되기까지 40-60일의 육묘기간이 소요되고 이들 삽

수를 당한 크기로 잘라 이식하여 활착되는데 14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 소요기간 이외에 제 제를 처리

하고 항성 유무를 단하는데 다시 5일이 소요된

다. One leaf 진단법은 의 whole-plant 진단법과 유

사하나 씨고구마를 육묘하여 그 육묘된 묘  일정한 

엽령을 채취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whole-plant 

검정법에 비해 상 으로 검정기간이 짧고 시험

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지 않

아 렴하게 항성 유무를 평가할 수 있다. 한 형

질 환 고구마의 경우 종자번식 작물과 달리 씨고구

마를 다량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one leaf 진단법을 

사용하면 시료량을 약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

나 항성 유무를 단하는데 있어서whole-plant 진

단법이 일반 으로 one leaf 진단법에 비해 더 포장조

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항성 수 을 확인할 수 있지

만, 여러 조건을 고려할 때 형질 환 고구마에 한 

제 제 항성 유무를 단하는 데에는 one leaf 진단

법이 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Leaf disk 진단법은 

one leaf 진단법과 유사하고 시료량을 일 수 있는 

장 을 가지나 항성 수 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제

제 항성 형질 환 고구마를 탐색하는 방법으로 

합하지 않았다.

진단방법별 형질 환 고구마의 glufosinate-ammonium 

처리에 의한 암모늄 축  

  Glufosinate-ammonium 처리 후 식물은 기에 황

화  조 상이 야기되나 정확한 항성 유무를 

단하는 데는 결국 처리 후 5일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

서 glufosinate-ammonium 처리 후 간편하고 짧은 기

간에 항성 유무를 단하기 해 표 인 형질

환 라인 7171와 wild type을 상으로 암모늄 축 을 

조사하 다(그림 2). Glufosinate-ammonium은 식물

에서 암모늄 사에 간 효소 의 하나인 glutamine 

synthetase(GS; E.C. 6.3.1.2)를 해한다(Leason 등 

1982). GS가 암모늄 동화에 련되므로(Wild와 

Manderscheid 1984), GS가 해되면 식물조직에서 

암모늄 축 의 원인이 된다(Petersen와 Hurle 1989; 

Shelp 등 1992). 암모늄 축 은 형질 환 식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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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bioassay methods on ammonium 

accumulation of wild-type and transgenic sweet 

potato plants as affected by glufosinate-ammonium. 

Ammonium accumulation was determined at 1 day 

after treatment.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of the mean.

glufosinate-ammonium 내성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Petersen와 Hurle 1989). Leaf disk 진단법에 의한 

암모늄 축 은 잎 피해 정도보다 wild type과 7171간

에 더 뚜렷한 차이를 보 다. 비록 wild type과 7171

라인이 glufosinate-ammonium 처리 농도에 따라 암

모늄 축 이 다르지만 wild type이 7171라인에 비해 

0.5-5mM 처리에서 2-20배 더 많이 축 되었다. One 

leaf와 whole plant 진단법에서 7171는 0.5-5mM 

glufosinate-ammonium 처리에서 암모늄 축 이 아

주 었으나 wild type은 이들 검정방법에서 7171라

인에 비해 각각 4-43배와 6-115배 더 많이 축 되었

다. 따라서 glufosinate-ammonium 처리 후 잎에 

한 피해 정도를 조사하는 것보다 암모늄 축 을 조사

하는 것이 항성 유무를 빠르고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엽령별 glufosinate-ammonium 처리에 의한 형질

환 고구마의 항성 수   암모늄 축

  의 진단 방법과 조사항목을 고려할 때 bar 유

자를 삽입한 형질 환 고구마에 한 glufosinate- 

ammonium 항성 유무를 단하는데 가장 합한 

검정방법으로는 one leaf 진단법으로 단되었다. 따

라서 이 진단법이 고구마 엽령별로 항성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glufosinate-ammonium 

처리 후 잎의 피해와 암모늄 축 정도를 조사하 다

(그림 3과 4). 씨고구마로 부터 엽이 10개 개되었을 

때 1, 3, 5, 7, 9엽을 각각 채취하여 3mM glufosinate- 

ammonium을 처리시 잎의 피해율이 28-40%를 보여 

엽령별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3). 잎의 

피해율과 동일한 방법으로 암모늄 축 을 엽령별로 

조사하 을 때 glufosinate-ammonium 무처리 상태

에서 wild type과 7171간에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Fig. 3. Changes in leaf injury in sweet potato leaves of 

different ages in response to glufosinate-ammonium 

treatment (3 mM) in one leaf bioassay. Leaf injury 

was determined at 5 days after treatment.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of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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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ammonium accumulation in sweet potato leaves of different ages in response to glufosinate- 

ammonium treatment (3 mM) in one leaf bioassay. Ammonium accumulation was determined at 2 days after 

treatment.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of the mean.

Line

Leaf injury

(%)

Ammonium accumulation

 (μg/g FW, 1 DAT)

 1 DATa  5 DAT Control (C) Treated (T) T/C ratio

WT

7073

7149

7150

7151

7155

7156

7164

7171

44

25

 0

 0

 2

 0

16

 0

 0

93

70

 0

 0

 3

 0

23

 0

 0

0.40

0.66

0.44

0.53

0.40

0.58

0.98

0.89

0.49

63.6

49.9

 0.65

 0.84

 0.57

 0.56

13.3

 0.56

 0.90

159.0

 75.6

  1.5

  1.6

  1.4

  1.0

 13.5

  0.6

  1.8

aDAT, days after treatment.

Table 2. Resistance levels on leaf injury and ammonium accumulation of wild-type (WT) and transgenic sweet potato 

plants as affected by glufosinate-ammonium (1 mM) in one leaf bioassay.

한 wild type에 3mM glufosinate-ammonium 처리

시 암모늄 축 이 무처리에 비해 40배 이상이 축 되

었으나 엽령별로는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그림 4). 

그러나 형질 환 7171는 glufosinate-ammonium 처

리로 인해 암모늄 축 이 거의 없었고 엽령간에도 이

러한 경향은 동일하 다. GS 해는 결국 식물조직

에서 암모늄 축 을 야기하고(Petersen와 Hurle 

1989; Shelp 등 1992), 이러한 암모늄 축 은 직

으로 제 제 활성과 련된다(Petersen와 Hurle 2001). 

따라서 glufosinate-ammonium 처리 후 식물 조직에 

축 한 암모늄 양에 의해 항성 유무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선발한 간이 항성 진단법에 의한 형질 환 라인의 

glufosinate-ammonium 항성 평가

  진단방법에서 최종 선발한 one leaf 진단법을 사용

하여 wild type과 형질 환 8라인에 한 항성 유무

를 평가한 결과(표 2), 1mM glufosinate-ammon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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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 Parameter 7171/WT ratio
a Duration (d)

Whole-plant bioassay
Leaf injury

Ammonium accumulation

92

6∼115

>59

>55

One whole leaf
Leaf injury

Ammonium accumulation

59

4∼43

30∼45

30∼41

Leaf disk
Leaf injury

Ammonium accumulation

2

2∼20

30∼45

30∼41

a7171/WT ratios were calculated relative to the I50 values of the wild-type sweet potato plants.

Table 3. Comparison of resistance assay techniques.

처리 후 1일 째 잎의 피해는 wild type에서 44% 그리

고 7073라인(형질 환 control)에서 25%를 보 다. 

그러나 bar 유 자를 삽입한 glufosinate-ammonium 

항성으로 추측되는 형질 환라인은 7156에서 단지 

16% 잎 피해를 보 을 뿐 그 밖의 라인에서는 잎 피

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처리 후 5일째에는 wild 

type과 7073에서 잎 피해가 각각 93%와 70%를 보

다. 그러나 형질 환라인 7156은 잎에 한 피해가 단

지 23% 나타났을 뿐 다른 형질 환 라인에서는 나타

나지 않았다. 무처리에서 암모늄 축 은 형질 환 라

인 간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1mM glufosinate- 

ammonium 처리에서 wild type의 암모늄 축 량은 

무처리에 비해 159배 그리고 형질 환 라인 control

인 7073은 76배 더 많은 축 을 보 다. 그러나 

glufosinate-ammonium 처리 후 1일째 잎의 피해율

이 16%를 보 던 7156이 무처리에 비해 14배 암모

늄 축 을 보 을 뿐 그 밖의 형질 환 라인에서는 

1.0-1.8배 축 을 보 다.

  이상의 3가지(whole-plant, one whole leaf, leaf 

disk) 간이 항성 테스트법을 분석한 결과(표 3), 

whole-plant 진단법은 glufosinate-ammonium에 

한 항성 수 을 알아보기 한 가장 신뢰할 수 있

는 방법이나 시료를 비하는데 장기간이 요구된다. 

그러나 leaf disk 방법은 whole-plant 진단법에 비해 

시료량이 게 들고 보다 빠른 시간에 항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지만 항성 수 이 크지 않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시료량, 

항성 수  등을 고려할 때 이들 진단법 에서 one 

leaf 진단법이 항성 간이테스법으로 가장 합한 

것으로 단하 다. 즉, one whole leaf 진단법에 의

해 잎 패해율을 조사하여 항성 유무를 단하는데 

30-45일이 소요될 것으로 단되며, 이 방법에 의해 

암모늄 축 을 조사한 경우 잎 피율에 의한 평가보다 

4일 이상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

서 언 한 항성 검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씨고구마

를 종 후 잎이 언제 개되는지와 어느 정도 개

된 잎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항성 소요일수는 달라

질 수 있다. 따라서 one leaf 진단법에 의한 암모늄

축 을 조사하여 bar 유 자를 삽입한 형질 환 고

구마에 한 glufosinate-ammonium 항성 유무를 

가장 간편하고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유 자총기법에 의해 생산된 형질 환 

고구마를 사용하여 glufosinate-ammonium에 한 

항성 유무를 빠르고, 경제 이며, 신뢰할 수 있는 

간이분석법을 찾고자 수행되었다. 항성 진단법은 

whole-plant 진단법, one leaf 진단법  leaf disk 진

단법을 사용하 고, 이들 진단법에 의해 glufosinate- 

ammonium을 처리하고 잎의 피해율과 암모늄 축

량을 조사하 다. Leaf disk 진단법에서 glufosinate- 

ammonium 처리 후 형질 환 라인 7171의 잎에 

한 약해는 wild type에 비해 1.9배 낮았다. One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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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법과 whole plant 진단법의 경우 glufosinate- 

ammonium 처리 후 7171의 잎에 한 약해는 wild 

type에 비해 각각 59배와 92배 었다. Leaf disk, one 

leaf와 whole plant 진단법에서 0.5-5mM glufosinate- 

ammonium 처리 후 암모늄 축 은 wild type이 7171

에 비해 각각 2-20, 4-43  6-115배 더 많이 축 되

었다. 이들 3가지 방법 모두 형질 환 고구마에 한 

glufosinate-ammonium 항성 유무를 단하는데 

가능한 방법이나 one leaf 진단법이 가장 간편하면서 

빠른 진단방법이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엽령별 내성

차이가 존재할 수 있어 고구마 엽이 10개 개되었을 

때 1, 3, 5, 7, 9엽을 각각 채취하여 3mM glufosinate- 

ammonium을 처리시 잎의 피해율과 암모늄 축 을 

엽령별로 조사한 결과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따라서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 시료량, 정확성 

등을 고려할 때 형질 환 고구마의 항성을 별

하는데 one leaf 진단법이 가장 합한 것으로 명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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