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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vitro culture and radiation techniques were used for obtaining mutants tin tall fescue. 
Endophyte free and friendly tall fescue cultivars Kentucky-31 and Jesup were used for induction 
of genetic variability through in-vitro mutagenesis. Mature seeds was used for callus induction on 
6 mg/L 2,4-D. Actively growing and compact callus was treated with three different doses of 
gamma rays (10 Gy, 30 Gy and 50 Gy). Maximum proliferation and plantlets regeneration growth 
was observed in control and minimum at 10 Gy. Furthermore, the maximum number of tiller in 
the irradiated population was observed in 10 Gy. The treatments 30 Gy and 50 Gy exhibited 
negative impact on the tillering potential of the tall fescue plant. 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protocols for mutation breeding in tall fescue through radiation techniques.
(Key words : Tall fescue, Mutation, Gamma rays, Endophyte, Callus)

서    론

미국을 비롯한 축산선진국에서는 최근 엔
도파이트에 감염되지 않은 (endophyte free 또
는 endophyte friendly) 톨 페스큐 품종 개발
과 이용에 관한 많은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Meyer et al., 2013; Phillips and 
Aiken, 2009). 엔도파이트에 감염된 종자를 
이용하여 톨 페스큐 초지를 조성하여 가축방
목에 경우 가축의 체온상승, 번식률 저하, 유
량 감소 및 증체 불량 등 그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Gay et al., 1988; 
Aldrich et al., 1993; Ball et al., 1993). 반면 
엔도파이트 감염 종자는 환경재해 내성을 향
상시켜 톨 페스큐 초지의 영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Arachevaleta 
et al., 1989; Malinowski, 2000). 국내에서는 
톨 페스큐 품종개발 연구를 1990년대부터 시
작하여 다양한 특성의 우량 영양계통 합성 
및 선발을 통해 국내기후에 적합하고 영속성
과 사료가치를 향상시킨 신품종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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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Choi et al., 2010; Lee et al., 2012). 특
히 최근에는 초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영
속성을 향상시키면서 엔도파이트에 감염되지 
않은 신품종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관행육종 방법에 의한 신품종 개발은 유전
자원의 제한, 우량 형질 특성이 복수의 유전
자에 의한 조절 및 배수성의 차이들로 인해 
인공 교배에 의한 우량계통 선발 및 합성에 
한계가 존재함에 따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의 출현이 요구되게 되었다 (Ye 
et al., 1997).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종
방법은 식물의 종자, 조직배양 세포 및 유식
물체 등의 식물재로에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
(Siddiqui et al., 1994; Karim et al., 2002). 또
한 다양한 특성의 돌연변이 유도를 통한 유
전자원의 다양성의 조기 확보를 통해 품종개
발을 위한 육종모본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Abe et al., 2000). 또한 돌
연변이가 유도된 식물체는 기존의 형질은 유
지하면서 다양한 특성의 변이체를 유도하여 
육종기간을 단축시켜 조기에 신품종을 개발
하고 보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기후환경
에서 잘 적응하고 엔도파이트 프리 톨 페스
큐 신품종을 개발할 목적으로 톨 페스큐 캘
러스 조직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식물체의 재
분화 능력과 돌연변이 개체를 선발하여 우량 
육종모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종자소독 및 캘러스 유도

성숙종자에 다양한 선량의 방사선을 조사
한 후 유발되는 다양한 특성의 우량 영양계
통을 선발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수집한 톨 
페스큐 엔도파이트 프리 5가지 품종 (AU- 
Triumph, Cajun, Jesup, Kentucky-31 및 Seine)

의 종자를 Kim et al. (2005)의 방법에 준하여 
종피 제거 후, 70% ethanol에 30분간 표면 살
균한 후 tween-20이 3-5방울 첨가된 30% 
sodium hypochlorite (v/v) 용액으로 30분간 소
독하였다. 소독한 종자는 멸균수로 5~7회 헹
구어 물기를 완전히 제거한 후 캘러스 유도
를 위한 배지에 치상하였다.

2. 캘러스 유도 및 방사선 조사

살균된 종자는 Kim et al. (2005)의 방법으
로 캘러스 유도배지 (MS 기본배지, 500 mg/l 
L-proline, 100 mg/l myo-inositol, 3% sucrose, 
0.5% gelrite, 6 mg/l 2,4-D and 0.1 mg/l BAP, 
가압멸균 전 pH 5.8)가 첨가된 MS 고체 배
지에 치상하여 암상태에서 40일 동안 캘러스
를 유도하였다. 성숙종자로부터 유도된 캘러
스는 shoot 부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새로운 
배지에 계대배양하여 7일간 배양한 후 방사
선 조사에 이용하였다. 캘러스 유도에 사용
한 종자는 100개의 종자를 3반복으로 총 300
개의 종자를 치상하여 캘러스 유도효율을 조
사하였다.

3. 방사선 조사 캘러스의 식물체 재분화

감마선 조사에 의한 톨 페스큐 성숙종자 
유래 캘러스로부터 재분화된 유식물체에서의 
돌연변이체를 선발하기 위하여 성숙종자에서 
유도된 캘러스를 감마선 0, 10, 30 및 50 Gy
로 각각 24시간 조사한 후 3일간 캘러스 유
도배지에서 배양하였다. 

배양된 캘러스로 부터 감마선 선량에 따른 
식물체 재분화 효율, 신초의 생육 및 분얼경
수를 조사하기 위하여 Kim et al. (2005)의 방
법으로 N6 배지 (Chu et al., 1975)에 1 g/l 
casein hydrolysate, 500 mg/l L-proline, 3 mg/l 
thiamine-HCl, 3% sucrose, 0.5% gelrite, 1 mg/l 
2,4-D and 3 mg/l BA가 첨가된 고체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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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different doses of gamma 
rays on regeneration capacity of tall 
fescue callus.

Fig. 1. Callus induction and plant regener- 
ation percentage of five different 
tall fescue genotypes.

식물체의 재분화를 유도하였다. 
재분화 된 식물체는 1/2 MS 배지에 이식하

여 뿌리를 유도한 후 화분에 익하여 순화 시
킨후 온실에서 재배하면서 감마선 선량에 따
른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품종간 배양효율 

다양한 특성의 톨 페스큐 신품종을 개발하
기 위하여 우선 국외에서 수집한 엔도파이트 
프리 5품종의 재분화 효율을 조사하기 위하
여 캘러스 형성과 식물체 재분화율을 조사한 
결과 Fig. 1과 같다.

수집한 5품종의 발아율을 조사한 결과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결과미제시) 이들 
품종들을 캘러스를 유도한 결과 품종에 따라 
49.3%~69.7%로 나타났다. 엔도파이트 프리 
Kentucky-31 품종이 69.7%로 가장 높은 캘러
스 유도율을 보였으며 Seine 품종이 49.3%로 
가장 낮은 효율을 보였다. 식물체로의 재분
화 효율은 엔도파이트 프리 Kentucky-31 품
종이 66.7%로 가장 높았고 Cajun 품종이 
42.0%로 나타났다. 

돌연변이 육종법에 기내 조직배양 기술을 
도입하면 계대배양에 의한 변이체를 대량으
로 생산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에 변이개체
를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Pierik, 1987). 

따라서 톨 페스큐 기내배양 캘러스에 감마
선 조사를 돌연변이체를 유기를 위한 품종은 
Kentucky-31과 Jesup 품종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실험재로로 사용하였다. 

2. 방사선 조사 선량별 식물체 재분화

엔도파이트에 감염되지 않은 다양한 육종 
모본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분화 효율이 60% 
이상인 Jesup 품종과 Kentucky-31 품종을 선
발하여 방사선 조사 후 선량별 재분화 효율
을 조사하였다.

저선량 방사선 처리시 (10 Gy)의 재분화 효
율은 처리하지 않은 처리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30 Gy 이상의 방사선량 조사시 재
분화 효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화본과 작물인 수수의 캘
러스 배양 (Yasmin et al., 2011), 벼의 약배양 
(Mkuya et al., 2005) 등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또한 품종간 재분화 효율 비교시에는 Kentucky- 
31 품종이 모든 방사선량 선량 처리구에서 
Jesup 품종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다. 

3. 방사선 조사 선량별 신초형성율

화본과 목초의 조직배양시 재분화되는 식
물체는 Multi shoot으로 분화하는 경향을 보
여준다 (Lee et al., 2008; Lee et al., 2009). 기
내배양한 캘러스를 약 0.5 mm 크기로 절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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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 vitro shoot number and shoot 
survival of tall fescue treated with 
different doses of gamma rays.

Fig. 4. Number of tillers per plant as affected
by different doses of gamma rays 
at generation tall fescue. 

Fig. 5. Regeneration from irradiated calli 
of tall fescue.

     (A) Induction of callus, (B) Embryo- 
genic calli, (C) Regeneration from 
irradiated calli in KY-31 at 10 Gy (D)
Regeneration of albino shoots in 
ky-31 at 50 Gy.

여 다양한 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캘러
스로부터 분화되는 신초를 조사한 결과 방사
선량이 높을수록 신초 형성능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Fig. 3). 또한 50 Gy 이상의 방
사선 처리시 재분화 효율이 급격히 낮아졌으
며 캘러스가 괴사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는 난을 이용한 감마선 조사
시 선량의 증가에 따라 신초분화가 감소한다
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Sheela 
et al., 2006). 

4. 방사선 조사 선량별 식물체 분얼경수

뿌리의 형성이 완성된 개체들은 토양에 이
식하여 기내순화 시킨 후 와그너 포트에 이
식하여 재배하였다. 돌연변이 계통의 후대 
종자생산을 위하여 자연조건의 온실에서 월
동시킨 후 이듬해 분얼경수를 조사한 결과 
Fig. 4와 같이 나타났다.

비처리구와 10 Gy 방사선량 조사시 유의적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30 Gy 이상의 
처리구에서는 식물체의 분얼경수가 서서히 
감소하여 ky-31 품종이 13개와 Jesup 품종이 
11개로 나타났으며 50 Gy 선량에서는 ky-31 
품종과 Jesup 품종 모두 8개의 분얼경수가 
조사되었다. 방사선 선량이 높을수록 재분화 
된 식물체에서의 분얼경수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수수 (Yasmin et al., 2011)에서도 보고
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감마선 조사를 통해 얻은 식물체는 

인공교배를 통해 종자를 합성하고 계통포장
에 이식하여 재배하면서 세대진전을 통해 향
후 지속적으로 수량성 및 농업적 특성 등을 
조사하여 톨 페스큐 신품종 개발에 활용할 
것이다.

톨 페스큐 식물체의 돌연변이 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숙종자 유래의 캘러스를 
이용한 감마선 10Gy, 30Gy 및 50Gy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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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식물체 재분화 효율 및 돌연변이를 조
사한 결과 엽록소 돌연변이 등이 출현하였으
며 50Gy의 높은 선량에서 식물체 재분화 효
율은 낮았으나 돌연변이 출현율은 대체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Fig. 5D).

결    론

다양한 특성의 톨 페스큐 신품종을 개발하
기 위하여 10, 30 및 50 Gy 감마선을 캘러스
에 조사한 후 식물체 재분화 효율을 조사한 
결과 저선량 방사선 (10 Gy) 조사시 비처리구
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30 Gy 이상의 방
사선량 조사시 재분화 효율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또한 캘러스로부터 분화되는 신
초 형성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50 Gy 
이상의 방사선량 조사시 캘러스가 괴사되는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분화 된 개체들은 
기내순화 후 온실에 이식하여 월동 시킨 후 
분얼경수를 조사한 결과 저선량 방사선 (10 
Gy) 조사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으나 30 Gy 이상의 처리구에서는 식물체의 
분얼경수가 감소하였다 비처리구에 비해 감
소하였다. 향후 재분화된 돌연변이 계통들은 
인공교배를 통해 종자를 생산하고 세대진전 
후 수량성 및 농업적 특성 등을 조사하여 톨 
페스큐 신품종 개발을 위한 육종모본으로 활
용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톨 페스큐 신품종을 개발함
에 있어 돌연변이 방사선 육종을 이용함으로
써 보다 다양한 형질의 유전자원을 신속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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