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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nalyzed QTLs for alkali-related digestion by using 120 population crossed Cheongcheong and 
Nagdong derived from anther culture (CNDH). The DNA markers located in the QTLs gene were se-
lected and applied to existing cultivars. As a result of the investigation of the alkali decay degree, 
brown rice of Cheongcheong and Nagdong was 1.9 and 1.6, respectively, and the CNDH was 
3.79±2.01, and the distribution of variance was distributed to 7.0-1.0. The milled rice of Cheongcheong 
and Nagdong was 5.6 and 4.1, respectively. The mean of the CNDH was 4.86±1.55, and the dis-
tribution of variance was distributed to 7.0-2.0. Variation distribution curves showed continuous varia-
tion that was close to non-normal distribution. In the QTLs analysis, qBRA2, qBRA6, and qBRA11 
were mapped in 1-2 replications of brown rice. QHRA2-1, qHRA2-2, qHRA2-3, qHRA3, and qHRA8 
were mapped in the first replication. QHRA2-1, qHRA2-2, qHRA2-3 and qHRA3 were mapped in the 
second replicates. And mapped to qHRA5 in 4 replicates. These were found on chromosome 2, 3, 6, 
8 and 11, respectively. The phenotypic variations of qBRA2, qBRA6, and qBRA11 on the chromosomes 
of brown and milled rice were 1-9%. The polymorphism was analyzed for 12 types of the japonica 
type and six types of the indica type, based on the nine markers found in the QTLs analysis of alkali 
digestion. Chromosome 11, RM27258, was selected to determine the segregation ratio, which shows 
the difference in size by the band patter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evelopment of high-quality rice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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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벼는 세계 3대 식량작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아시아 지

역에서 대부분이 주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요한 작물이다. 

하지만 최근 국민소득증대와 식생활의 서구화 영향으로 쌀의 

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있고 쌀 시장의 국제 개방화를 

고려한다면 고품질의 쌀 생산이 그 어느 시기보다 절실히 요

구되고 있다[8]. 쌀 생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품종 및 재배환

경 조건 등이 중요하며 관련되는 요인이 다양하여 단순히 단

정하기는 어렵지만 식미를 아주 중요한 인자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호화온도가 낮고 알칼리붕괴가 잘되

는 품종이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쌀 알맹이의 알칼

리붕괴도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호화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특성[4, 5]으로 벼 육종과정에서는 알칼리붕괴도를 이용하여 

식미치를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다[8, 12]. 식미

치가 우수한 벼품종 육성 program에서 DNA 마커를 적용한 

선발은 초기 세대에서 유망개체 선발이 가능하며, genotyping 

결과에 의한 간접적인 식미평가가 가능하여 식미치가 우수한 

벼 품종육성 효율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에 주

요 양적형질에 관여된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DNA marker가 

개발되면서, 육종에 polygene아 관여하는 형질을 선발할 때 

주동 유전자와 연관된 marker를 이용한다면 실제 선발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QTL 분석에 체계적인 연구

가 이루어진다면 양적형질과 관련된 marker assist selection 

(MAS)에 직접 활용하여 생육초기에 DNA marker를 이용하

여 육종효율을 증대시켜 줄 수 있다[12, 14]. 양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낱알의 크기에 관한 QTL 분석[13]과 거대벼의 

찰성에 대한 연구도 수해하고 있다[2]. 뿐만 아니라 유용형질

을 한 품종에 집적시킬 경우 대상형질과 관련된 DNA marker

를 이용하면 육종효율을 그만큼 더 증진시킬 수 있다[10]. 

따라서 본 연구는 통일형 청청, 자포니카형 낙동 반수체 

배가 집단을 대상으로 알칼리붕괴도와 양적형질 유전자좌

(QTL)를 분석하여 이에 관련된 DNA 마커를 탐색한 연구는 

미질이 좋은 벼 품종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얻고자 수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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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riteria for alkali digestion score of rice

Score Alkali digestion value

1

2

3

4

5

6

7

Grain not affected

Grain swollen

Grain swollen, colour incomplete or narrow

Grain swollen, colour complete and wide

Grain split or segmented, colour complete and wide

Grain dispersed, merging with collar

Grain completely dispersed and disintegrated

Fig. 1. Comparison of alkali digestion values of brown rice and 

milled rice for the measurement of alkali digestion value 

of Cheongcheong/Nagdong doubled haploid (CNDH) 

population. A; Cheongcheong, B; Nagdong (milled rice), 

C; Cheongcheong, D; Nagdong (brown rice).

재료  방법

공시재료

경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작물육종학 연구실에서 청

청/낙동 F1 조합에서 약배양으로 양성된 120계통의 DH 

(double haploid) 집단(CNDH) [7]을 2013년에 경북대학교 부

속실험실습장의 하계 포장에 전개하였다. 4월 25일에 파종하

고 5월 25일에 재식거리 30x15 cm로 주당 1본씩 이앙하였다. 

시비량은 N-P2O5-K2O = 9-4.5-5.7 kg/10a로 농촌진흥청 표준

재배법에 따라 재배하였다.

알칼리 붕괴도 

공시 재료의 현미와 백미의 알칼리붕괴도 및 공시 재료와 

MAS (marker assisted selection) 선발을 위한 일반품종에서의 

알칼리 붕괴도 실험은 다음과 같다. 1.4%의 KOH 용액을 만들

기 위하여 증류수 1 l를 삼각 플라스크에 담고 85% KOH용액

을 2 g으로 정량하여 용해하였다. 직경 85 mm, 높이 15 mm의 

Petri-dish에 각 계통의 현미와 백미를 각각 4립씩 올려놓고 

1.4% KOH 용액을 20 ml씩 분주 하였다. 그 후 30℃ 항온기에 

18시간 정치 후 현미와 백미의 붕괴 정도를 국제미작연구소

(IRRI)의 조사기준에 따라 1-7등급(Table 1)으로 평가하였다

[1].

알칼리붕괴도 련 QTL 분석

알칼리붕괴도 관련 QTL을 분석하기 위하여 Window QTL 

cartographer 2.5를 이용하였으며, 2013년 분자육종학 연구실

에서 CNDH 집단을 이용하여 만든 유전자 지도를 사용하였

다. CNDH집단의 120계통에 대한 알칼리붕괴도 값은 Kosam-

bi Function에서 Composite Interval Mapping (CIM)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threshold LOD는 2.5[15] 설정하여 QTL 분석

을 실시하였다. QTL 명명은 McCouch et al. [11]이 제안한 

방법에 따랐다.

MAS를 한 DNA 추출  PCR 분석

QTL분석을 통해 확인된 마커들을 다른 일반품종에 도입했

을 때 알칼리붕괴도와 관련 있는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DNA 추출 및 PCR을 실시하였다. 모부본인 통일형인 청청, 

자포니카형 낙동 외 자포니카형 12 품종인 일품, 칠보, 동진, 

백진주, 일미, 추청, 화영, 드리미1, 드리미2, 흑설, 흑진주, 주

남, 인디카형 6 품종인 NP97, Tetep, Warrangal culture 1240, 

N22, Santh1288, TN1 종자를 사용하였다. DNA 추출은 

NucleoSpin® Plant II Kit (MACHEREY-NAGEL, Cat. 740 

770.250)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현미 100 mg을 정량하여 막

자사발에서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곱게 갈아 1.5 ml tube에 담

은 뒤, 400 μl P1 용액과 10 μl RNaseA를 첨가하여 섞고 65°C

에서 10분간 처리하였다. NucleoSpin® Filter (보라색)를 새 

collection tube에 장착하여 용액과 샘플이 섞여 있는 용해물을 

column에 올린 다음 13,000 rpm으로 2분간 원심분리하고 맑

은 여과액을 취하며, NucleoSpin® Filter (보라색)는 버렸다. 

450 μl의 PC 용액을 첨가하고 피펫팅한 다음. NucleoSpin® 

Plant II Column (녹색)을 새 collection tube에 위치시키고 샘

플 용액 700 μl만큼 올리고, 1분간 13,000 rpm으로 원심분리를 

실시하였으며 여과액은 버렸다. 세척 작업을 위해 400 μl의 

PW1 용액을 NucleoSpin® Plant II Column에 첨가하고, 다시 

1분간 13,000 rpm으로 원심분리한 뒤 여과액은 버렸다. PW2 

용액을 700 ul 만큼 column에 첨가하고, 1분간 13,000 rpm으

로 원심분리하여 다시 여과액을 버렸다. 그리고 세척용액을 

제거하고 실리카 막을 완전히 건조시키기 위해 PW2 용액을 

200 μl 만큼 첨가하고 2분간 13,000 rpm으로 원심분리를 실시

하였다. NucleoSpin® Plant II Column을 1.5 ml tube에 장착

시키고 50 μl의 PE 용액을 막 위로 첨가시킨 후 65°C에서 5분

간 처리한 다음에 1분간 13,000 rpm으로 원심분리를 실시하였

으며,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한 뒤에 같은 tube로 용리시켰다. 

추출한 DNA를 QTL 분석에서 확인된 마커들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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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alkali digestion value measured 4 times using brown rice of 120 Cheongcheong/Nagdong 

doubled haploid (CNDH) population.

A B

C D

Fig. 3. Frequency distribution of the alkali digestion value measured 4 times using milled rice of 120 Cheongcheong/Nagdong 

doubled haploid (CNDH) population.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을 실시하였다. PCR 증폭은 

95℃ 1분, 95℃ 30초, 55℃ 30초, 75℃ 1분, 75℃ 5분으로 35 

cycle를 통해 증폭된 DNA는 QIAxcel (QIAGEN, Germany) 

전기영동 분석장치를 이용하여 확인 검정하였다.   

결과  고찰

Fig. 2와 3은 CNDH 120계통에서 채종된 현미, 백미의 알칼

리 붕괴도(Fig. 1)를 조사하여 나타낸 빈도분포도이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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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QTL mapped on the alkali digestion value. QTL of LOD 

2.5 or more analyzed by measuring four alkali decay val-

ues using brown and milled rice of 120 Cheongcheong/ 

Nagdong doubled haploid (CNDH) population.

Table 2. QTL locations for the alkali digestion value

Trait Rep. QTL Marker interval Chr. LOD
Variation

(%)

Additive

(%)

Brown rice

1
qBRA2

qBRA11
RM5619-

RM27123-RM27258

RM5899-RM12532

RM586-

2

11

2

6

2.84

3.25

3.96

2.96

4

5

8

7

34

41

48

442
qBRA2

qBRA6

Milled rice

1

qHRA2-1

qHRA2-2

qHRA2-3

qHRA3

qHRA8

RM555-

RM12915-RM12879

-RM13594

RM14330

RM44-

2 

2

2

3

8

4.14

3.80

4.32

3.56

2.51

7

8

8

7

4

40

40

38

34

27

2

qHRA2-1

qHRA2-2

qHRA2-3

qHRA3

RM555-

RM12915-RM12879

-RM13594

RM14330-

2

2

2

3

4.72

3.32

4.40

4.00

9

7

1

7

45

37

42

36

4 qHRA5 RM3838- 5 2.71 5 32

Additive effect: a positive value indicates the genotype from the parent 'CNDH' toward increasing the trait value.

Fig. 3). CNDH 계통을 이용하여 알칼리붕괴도 변이를 조사한 

결과 통일형 청청과 일반형 낙동 현미는 각각 1.9, 1.6을 보였

으며 CNDH 계통은 3.79±2.01를 보였으며 변이 분포는 7.0-1.0

까지 분포하였다. 모부본인 청청과 낙동 백미는 각각 5.6, 4.1

를 보였으며 CNDH 집단의 평균은 4.86±1.55 보였으며, 변이 

분포는 7.0-2.0까지 분포하였다(Fig. 3). Lee et al. [10]와 Kang 

et al. [6]는 정규분포에서 이항 분포 곡선을 나타내었으나, 

CNDH 계통의 변이 분포 곡선은 비정규분포에 가까운 연속변

이를 나타내었다. 비정규분포 현상은 인디카형과 자포니카형

의 원연교잡이 아닌 모본인 청청이 통일형의 교배로부터 유래

된 근연교잡이므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알칼리붕괴도 관련 측정된 광의 유전력은 현미 92.1%, 백미 

60.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알칼리붕괴도가 낮은 것이 

높은 것에 비하여 우성으로 나타났고, 등숙기간 중의 온도에 

대한 변이가 나타났지만 유전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알칼리 붕괴 QTL 분석에서 LOD>2.5 이상의 QTL이 14개 

발견되었는데, LOD peak는 현미 11번 염색체의 RM27258의 

예로 Fig. 4와 같다. 현미 1, 2반복에서 qBRA2, qBRA6, qBRA11, 

백미 1반복에서 qHRA2-1, qHRA2-2, qHRA2-3, qHRA3, 

qHRA8, 2반복에서 qHRA2-1, qHRA2-2, qHRA2-3, qHRA3, 

4반복에서 qHRA5 이라 명명하였다(Table 2). 이 QTL들은 각

각 2번, 3번, 6번, 8번, 11번 염색체상에 탐색되었다(Fig. 4). 

현미, 백미 반복에서 각 염색체상의 qBRA2, qBRA6, qBRA11

의 표현형 변이는 1-9% 분포되었다. 

Lee et al. [10]은 농안벼와 BG276의 F6 RILs 집단에서 알칼

리붕괴도 관련 QTL 표현형 변이에서 8번 염색체 42%로 나타

나 작용가가 큰 주동 유전자 QTL이외에 3번, 11번 염색체 표

현형 변이는 유사한 것으로, CNDH 현미, 백미 관련 QTL은 

작은 미동유전자 QTL로 생각되었다. Heu and Park [3]은 알

칼리붕괴도가 주동 유전자와 약간의 변경 유전자가 관여한다

고 보고 했으며, 지배하는 유전자의 조합에 따라 1-2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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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f alkali digestion value and genotyping with RM27258. a : Cheongcheong, b : Nagdong, c : Ilpum, d : Chilbo, 

e : Dongjin, f : Baekjinju, g : Ilmi, h : Chucheong, i : Hwayoung, j : Drimi No.1, k : Drimi No.2, l : Heuseol, m : Heukjinju, 

n : Junam, o : NP97, p : Tetep, q : Warrangal culture 1240, r : N22, s : Santhi288, t : TN1, ADV : alkali digestion value.

다수의 유전자가 관여하며 낮은 것이 높은 것에 비하여 우성

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알칼리붕괴도 QTL 분석결과 현미 1, 2반복에서 qBRA2, 

qBRA6, qBRA11, 백미 1반복에서 qHRA2-1, qHRA2-2, qHRA2- 

3, qHRA3, qHRA8, 2반복에서 qHRA2-1, qHRA2-2, qHRA2- 

3, qHRA3, 4반복에서 qHRA5 이 탐색되어 작성된 CNDH 계

통의 유전자지도를 작성하였다(Fig. 4). Kwak et al. [9]은 5개

의 QTL를 1번, 5번, 7번, 8번, 12번 염색체에서 발견하였는데, 

본 연구와는 5번, 8번 염색체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Kang et al. [6]는 3번, 7번, 8번 염색체상에 나타나며 본 연구와

는 3번 염색체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본 연구에는 2번, 

6번, 11번 염색체를 제외한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와 

같은 실험결과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은 공시재료와 유전적 

차이 및 환경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12, 14].

알칼리붕괴도 관련 분석 결과에서 탐색된 9개 marker를 토

대로 모부본인 청청, 낙동을 기준으로 자포니카형 12품종, 인

디카형 6품종에 다형성을 분석하였다. Fig. 7과 같이 청청과 

낙동과 같은 밴드양상을 나타나거나 다른 크기상태에 밴드양

상을 나타내었다. 밴드양상이 크기에 차이를 보이는 분리비에 

적합한 11번 염색체 RM27258을 선발하였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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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도정정도에 따른 식미치 련 QTL 분석 

박 희1․김경민2*

(1한국방송통신대학교, 2경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본 실험은 청청과 낙동 조합을 약배양하여 육성한 120 계통을 이용하여 식미치 관련 알칼리붕괴도에 대한 

QTLs를 분석하고 탐색된 QTLs 유전자에 위치한 DNA 마카를 선발하여 기존 품종에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CNDH 계통을 이용하여 알칼리붕괴도 변이를 조사한 결과 통일형 품종인 청청과 자포니카형 품종인 

낙동 현미는 각각 1.9, 1.6를 보였으며 CNDH 계통은 3.79±2.01를 보였으며 변이 분포는 7.0-1.0까지 분포하였다. 

모부본인 청청과 낙동 백미는 각각 5.6, 4.1를 보였으며 CNDH 집단의 평균은 4.86±1.55 보였으며, 변이 분포는 

7.0-2.0까지 분포하였다. 변이 분포 곡선은 비정규분포에 가까운 연속변이를 나타내었다. QTLs 분석에서 현미 1, 

2 반복에서 qBRA2, qBRA6, qBRA11, 백미 1반복에서 qHRA2-1, qHRA2-2, qHRA2-3, qHRA3, qHRA8, 2반복에서 

qHRA2-1, qHRA2-2, qHRA2-3, qHRA3, 4반복에서 qHRA5으로, 이들은 각각 2번, 3번, 6번, 8번, 11번 염색체상에 

탐색되었다. 현미, 백미 각 염색체상의 qBRA2, qBRA6, qBRA11의 표현형 변이는 1-9% 분포되었다. 알칼리붕괴도 

관련 QTLs 분석 결과에서 탐색된 9개 marker를 토대로 모부본인 청청, 낙동을 기준으로 자포니카형 12품종, 인디

카형 6품종에 다형성을 분석하였다. 밴드양상으로 크기에 차이를 보이는 분리비에 적합한 11번 염색체 RM27258

을 선발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앞으로 미질이 좋은 벼 품종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 될 것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