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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rassica napus, an oil crop that produces rapeseed oil, is an allotetraploid (AACC, 2n = 38) produced by
natural hybridization between B. rapa and B. oleracea. In
this study, microspore was cultured using the F1 developed
from a cross between ‘EMS26’ line with high oleic acid
content and ‘J8634-B-30’ lines. The flower bud size
showing the nuclear development at the late uninucleate and
binucleate stage with high embryogenesis rate was 2.6 ~ 3.5
mm. Microspores were cultured using only this size and after
then most microspore embryo developed into secondary
embryos and then regeneration plants obtained from the
developed multilobe. The analysis of the ploidy of the plants
revealed that 66.7% and 27.8% of the total lines were
tetraploids and octoploids, respectively. The sizes of
stomatal cells in tetraploids, octoploids, and diploids were
25.5, 35.6, and 19.9 μm,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ploidy
level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cell size. Furthermore,
62 tetraploid doubled haploid (DH) lines were selected. The
average oleic acid (C18:1) and linolenic acid (C18:3)
concentrations of DH were 72.3% and 6.2%, respectively.
Oleic acid and linolenic acid concentrations exceeded the
two parental values in 5 and 14 DH lines, respectively,
suggesting that these two fatty acids had transgressive
segregation. Therefore, the DH population can be utilized for
J. E. Lee () ･ J. H. Park ･ K. S. Kim ･ D. H. An ･ Y. L. Cha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Bioenergy Crop Research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199 Muanro, Cheonggye, Muan, Jeonnam,
Republic of Korea)
e-mail: leejins212@korea.kr

the biosynthesis of unsaturated fatty acids in rapeseed and
related genes. It can also be used as a breeding material for
varieties with high oleic acid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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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작물 육종에서 배가반수체(Doubled haploid, DH) 생산 기술
은 기존 전통 육종과 비교하여 동형접합 계통(Homozygous
inbred lines)을 짧은 기간 내 얻을 수 있는 기술이다(Forster
and Thomas 2005). 또한 형질을 짧은 시간 내에 확인하고 고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발 효율도 뛰어나다(Sanpe 1997). 이
러한 배가반수체 식물은 반수체를 획득하여 콜히친 등을 처
리하고 염색체를 배가시켜 100% 동형 접합자인 배가반수체
를 만들어 얻을 수 있다(Mohammadi et al. 2012; Weber et al.
2005). 독말풀(Datura innoxia)에서 처음으로 약배양을 통해
반수체 식물체를 얻은 이래로, 유채, 담배, 밀 등에서 약배양
에 성공하여 반수체를 획득하였다(Guha and Maheshwary
1964; Nakata and Tanaka 1968; Ouyang et al. 1973; Thomas and
Wenzel 1975). 소포자 배양을 통한 반수체 식물체 생산은 유
채(Licher 1982)에서 처음 보고되었으며, 이후, 담배(Kyo and
Harada 1985), 보리(Datta 2001) 등에서 보고되었다. 소포자
배양은 체세포 유래 세포와 소포자 유래 세포가 혼재되어 있
는 약배양에 비해 소포자 세포만을 사용하며, 약배양에 비
해 배발생 비율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Siebel and Pauls 1989).
특히 유채, 사과에서는 약배양에 비해 소포자배양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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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비율이 10배가 높다고 보고되었다(Höfer 2004; Siebel
and Pauls 1989).
유채(Brassica napus)는 약 7,500년 전 배추(Brassica rapa,
AA, 2n = 20)와 양배추(Brassica oleracea, CC, 2n = 18)의 자연
교잡(Natural hybridization)에 의해 만들어진 이질사배체
(AACC, 2n = 38) 작물이다(Chalhoub et al. 2014). 또한 유채는
전 세계적으로 콩에 이어 연간 6-7천만톤의 유채유를 생산
하는 가장 주요한 유지 작물이다(Long et al. 2018). 유채유는
대부분 올레산(Oleic acid, C18:1), 리놀레산(Linoleic acid,
C18:2), 리놀렌산(Linolenic acid, C18:3)과 같은 불포화된 지
방산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유채유의 조성 중 높은 올
레산 비율을 갖는 것은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 특히 유채
유 산패를 줄여 보관 기간을 길어지게 하며(Browse et al.
1998; Przybylski et al. 2013), 섭취 시 저밀도 지질단백질 수준
을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Chang and
Huang 1998; WHO 2003). 또한 올레산 비율이 높은 올리브유
를 대체할 수 있어 가격 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Long
et al. 2018).
유채에서는 배가반수체 생산을 통한 계통 육성이 다수 보
고 되어왔는데, 특히 인위적인 돌연변이 유발을 통해 얻은
올레산 비율이 높은 계통(70% 이상)과 일반 계통(60 ~ 65%)
을 교배하여 얻은 잡종 1세대로부터 약, 소포자 배양을 통해
배가반수체 유전 집단을 확보하여 관련 마커를 개발하는 연
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Hu et al. 2006; Javidfar et al. 2006;
Yang et al. 2012). 특히 Gecek 등(2017)은 반수체 배양으로 얻
은 배가반수체(DH) 60계통을 대상으로 종자 내 지방산 생합
성과 관련된 GWAS (Genome-Wide Association) 연구를 실시
하였으며, 올레산과 연관된 유전자좌가 A05 염색체에 존재
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인위적인 돌연변이를 유발한 유
채 M2 세대(Kim et al. 2008)와 ‘탐미유채’(Kim et al. 2012) 등
의 유채 품종에서 효율적인 소포자 배양 조건을 설정하여 반
수체 식물체를 얻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Park 등(2006)은
‘탐라유채’, ‘한라유채’ 등 8개의 품종을 대상으로 반수체 식
물 유도 효율을 확인하였으며, 각 품종에 따라 배발생을 유
도하는 배지 조건과 배 발생능이 달랐고 탐라 품종에서 가장
높은 반수체 배 생산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포자 배양 기술을 이용한 배가반수체 집단을 육성
하여 유채 종자 내 올레산 함량의 증가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올레산 함량이 높은 EMS26 계통과 J8634-B-30 계통을 인공
교배하여 잡종 1세대를 얻었으며, 잡종 1세대의 적정 꽃봉
오리 크기를 확인하고 소포자 배양을 실시하였다. 이후 소
포자 배양에서 유래한 식물체의 배수성을 확인하고 배가반
수체 계통을 선발하여 지방산 조성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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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시험 재료
본 시험은 종자의 지방산 조성 중 올레산이 70% 이상을 차지
하는 고올레산 유채 계통 ‘EMS26’을 모본으로, 올레산 함량
이 60% 정도인 ‘J8634-B-30’ 계통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한 F1
계통을 사용하였다. F1 계통은 비닐하우스 내에서 온도를 주
간 20 ~ 25°C, 야간 10°C로 조절하여 재배하였다.

소포자 핵 발달 관찰 및 소포자 배양
적절한 소포자 단계를 선별하기 위해 꽃봉오리의 크기에 따
라 소포자 핵의 발달 과정을 관찰하였다. 꽃봉오리의 크기
는 2.0 mm 이하, 2.1 ~ 2.5 mm, 2.6 ~ 3.0 mm, 3.1 ~ 3.5 mm, 3.6 ~
4.0 mm, 4.1 mm 이상으로 분류하였으며, Carnoy’s 용액
(Aectic acid : Ethyl-alcohol, 1:3)에 고정 후 DAPI (4’-6Diamidino-2-phenylindole) 염색을 통해 형광현미경(Carl zeiss,
AX10, Germany)으로 관찰하였다.
소포자 배양은 Kim 등(2012), Na 등(2011), 그리고 Seo 등
(2014)의 방법을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선별된 크기의 꽃봉
오리에 B5 (Sucrose 13%) 배지를 첨가 후 마쇄하고 45 μm
nylon mesh로 여과시켜 24/32/40%의 percoll을 이용하여 농도
구배를 만들었다. 이후 32% percoll층에 분리된 소포자만을
수집하여 배양 밀도가 5 × 104 개/ml가 되도록 1 mg/L NAA (α
-Naphthalen acetic acid)와 0.05 mg/L BA (6-Benzyl amino
purine)이 포함된 1/2 NLN 배지(Sucrose 13%)에 현탁하여 배
양하였다. 초기 배양은 3일간 암상태에서 34°C로 3일간 열
처리한 후, 25°C에서 암배양하였다.
배양 후 형성된 소포자배는 MS (Murashige and Skoog
1962) 고체 배지(Sucrose 3%, Agar 0.75%)에 치상하여 27°C에
16 h/day 광주기로 배양하였다. 이후 발생한 캘러스, 절취한
신초 또한 동일한 배지와 조건에서 계대 배양하였다. 재분
화된 식물체는 온실에서 순화 과정을 거쳐 약 2 ~ 3주 후 주
간 20 ~ 25°C, 야간 10°C로 조절되는 비닐하우스 내에 이식
하여 재배하였다.

재분화 식물체 배수성 검정 및 세포 크기 측정
재분화된 식물체의 배수성 검정은 Atri와 Banga (2016)의 방
법을 변형하여 수행하였다. 비닐하우스에 이식된 식물체의
어린 잎을 채취하여 약 0.5 cm2 면적의 잎을 잘라 잘게
CyStain UV precise P (Partec, Germany) kit를 이용하여 DNA를
추출하고 염색(DAPI)하였다. 추출한 DNA는 cyflow ploidy
analyzer (Partec, Cyflow Cube 6, Germany)로 배수성을 검정하
였다. 배수성은 기존의 모본과 부본 계통 대비 재분화 식물체
의 형광강도(fluorescence intensity)를 확인하여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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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체의 세포 크기는 기공 세포의 세로 길이를 측정하여 조
사하였다. 본엽이 7 ~ 8매 자란 식물체의 잎을 채취해 잎 뒷
면의 표피를 벗긴 후,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증류수를 떨어
뜨려 광학현미경(Carl zeiss, AX10, Germany)으로 관찰하였
다. 기공 세포의 크기는 닫혀진 기공을 기준으로 세로 길이
를 측정하여 식물체 당 5반복으로 조사하였다.

배가반수체 집단 지방산 조성 분석
배가반수체로 선발된 유채 계통을 대상으로 종자의 지방산
조성을 Lee 등(2014)의 방법을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종자
0.3 g을 분쇄하여 methyl alcohol 15 ml와 30% sodium
methoxide 1 ml을 넣고 78°C에서 methylation 시킨다. 이후
n-hexane 을 넣고 추출하여 상층액을 0.2 μm 필터로 필터 후,
GC (Gas chromatography, Agilent, 7890A, USA)로 분석하였다.
분석 컬럼은 fused silica capillary column (Agilent, 122-2232, 30
X 0.25 mm, 0.25 μm, 7 inch cage)를 사용하였으며, 오븐 온도
는 초기 100°C에서 1분 후, 분당 8°C씩 상승시켜 250°C에서 5
분간으로 유지시켰다. Detector gas는 hydrogen (30 ml/min), 온
도는 250°C 조건으로 분석하여 각 peak의 면적에 비하여 각
지방산의 비율을 상대적인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유채 잡종 1세대의 소포자 배양
효과적인 소포자 배양을 실시하기 위해, ‘EMS26’과 ‘J8634B-30’ 인공교배 잡종 1세대의 꽃봉오리 크기에 따른 소포자
핵의 발달 과정을 관찰하였다(Fig. 1). 크기가 가장 작은 2.0
mm 이하 꽃봉오리의 소포자는 거의 4분자기 상태였으며,
2.1 ~ 2.5 mm 꽃봉오리에서도 거의 대부분 사분자기와 일부
소포자에서는 1핵기 초기 발달 단계였다. 2.6 ~ 3.0 mm 크기
꽃봉오리에서는 전체적으로 1핵기 단계였으며 일부 2핵기
초기 단계를 보였다. 3.1 ~ 3.5 mm 꽃봉오리에서는 1핵기 말

J Plant Biotechnol (2022) 49:74–81

에서 2핵기 상태가 주를 이루었으며, 3.6 ~ 4.0 mm에는 2핵기
단계가 주를 이루었고 3핵기가 일부 관찰되었다. 4.1 mm 이
상의 가장 큰 꽃봉오리에서는 생식핵과 영양핵을 동시에 갖
는 3핵기 상태가 대부분이었다.
유채는 품종에 따라 소포자 배양에 효과적인 꽃봉오리 크
기가 달랐다. ‘한라유채’는 2.5 ~ 3.0 mm, ‘내한’유채’은 3.0 ~
3.5 mm, ‘탐라유채’는 3.5 ~ 4.0 mm 꽃봉오리에서 소포자 배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다(Kim et al. 2008; Park et al. 2006). 본
꽃봉오리 크기의 소포자 발달 상태는 모두 1핵기 말에서 2핵
기 초기로 배 발생에 적합한 핵 발달 시기였다. 3핵기 이상의
소포자로 배양 된 소포자 배는 다핵성 세포구조로 발달하였
으며, 4분자기의 소포자는 세포 팽창과 세포 분열이 전혀 일
어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Jang et al. 1997; Kim et al. 2012).
이에 본 시험에서도 소포자 핵이 1핵기 말에서 2핵기의 발달
단계를 보이는 2.6 ~ 3.5 mm 크기의 꽃봉오리를 이용하여 소
포자 배양에 사용하였다.
소포자배 발생을 촉진시키는 고온 처리 후, 소포자 배양 2
일차에서는 세포의 크기가 커지는 팽윤 현상을 보였으며
(Fig. 2A, B), 배양 10일차에는 육안으로 관찰 가능한 구형배,
심장형배가 관찰되었다(Fig. 2C, D). 이후 어뢰형배 시기에
소포자배를 고체 MS 배지에 치상하여 암배양 조건에서 광
배양 조건으로 옮겨 광 순화를 진행하였다(Fig. 2E, F). 광순
화가 진행된 소포자배는 일부 자엽으로 발달되고 뿌리가 신
장하여 정상적인 식물체를 얻을 수 있었지만(Fig. 3A), 대부
분의 소포자배는 캘러스가 형성되면서 다수의 2차배 발생
이 관찰되었다(Fig. 3B). 이후 발생된 2차배를 계대배양하게
되면 비대된 multilobe가 발생하고 다량의 신초가 발달하였
다(Fig. 3C). 형성된 신초는 기저부를 절단하여 동일한 MS 배
지에서 배양하였고 캘러스 형성없이 뿌리가 유도된 식물체
를 얻을 수 있었다(Fig. 3D).
유채의 여러 품종에서 소포자 배양 결과가 보고되었다.
‘탐미유채’ 와 ‘MS-B line’ 품종에서는 소포자배에서 바로 뿌
리가 발달하여 식물체를 형성하였으며, ‘탐라유채’와 ‘목포
68호’ 품종에서는 캘러스 형성 후 multilobe로 발달하였다
(Park et al. 2006). 또한 Kim 등(2008)은 양성자 및 감마선을 처

Fig. 1 Nuclear development stage of microspore according to the flower bud sizes of rapeseed F1. Binucleate stage presenting
vegetative and generative nuclei. Trinucleate stage presenting one vegetative and two generative nuclei

J Plant Biotechnol (2022) 49:74–81

77

Fig. 2 Embryogenesis from the isolated microspore culture of rapeseed F1. (A) Isolated microspores. (B) Embryogenesis derived from
microspores after 2 days of culture. (C and D) Globular-stage embryo after 10 days of culture. (E and F) Maturated embryo after
2 days of culture in light acclimation

Fig. 3 Shoot regeneration derived from the embryo. (A) First early shoot and root formation derived from the embryo. (B) Multilobe
formation from the secondary embryo. (C) Shoot formation from the multilobe. (D) Regenerated plantlet

리한 ‘한라유채’, ‘내한유채’ ‘탐미유채’ 품종에서 대부분
multilobe를 형성한다고 보고하여, 우리의 소포자 배양 결과
또한 품종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재분화 유채 배수성 검증

Fig. 4 Flow cytometric analyses (A) and stomatal cell (B) of
rapeseed lines from the isolated microspore culture of F1. (A)
The ploidy of each peak is indicated on top. (B) The white line
indicated 30 μm

재분화된 식물체는 순화 과정을 거쳐 온실로 옮겨졌으며,
성공적으로 이식된 유채 108개 계통을 대상으로 배수성을
검정하였다. 재분화 식물체의 배수성을 검정하기 위해, 부
본인 J8634-B-30과 모본인 EMS26 계통의 유세포 분석(flow
cytometry)을 실시하였다. 두 계통 모두 상대적 형광 강도
(flouorescence intensity)가 약 200 가량에서 peak를 보였으며,
이를 4배체 기준으로 두고 각 재분화 식물체의 배수성을 판
별하였다(Fig. 4A). 108개의 계통 중 4배체는 DH47계통을 포
함하여 72계통으로 전체 계통 중 66.7%를 차지하였으며, 8
배체는 DH21계통을 포함하여 30계통으로 27.8%였다. 마지
막으로 2배체 식물체는 DH15계통을 포함하여 6계통으로
5.6%였다(Table 1).
식물체의 배수성과 세포의 크기는 연관 되어있으며, 특히
기공 세포의 길이는 배수성이 커질수록 길어진다고 알려져
있다(Tatum et al. 2006; Thomson et al. 2002). 이에 재분화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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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loidy and stomatal size of rapeseed lines from the isolated microspore culture of F1
Line
DH1

Ploidy
4

Stomatal size (μm)

Line

Ploidy

Stomatal size (μm)

Line

Ploidy

Stomatal size (μm)

22.3±0.36

DH37

4

22.4±0.34

DH74

4

27.0±0.25

DH2

4

28.4±0.20

DH38

4

30.6±0.43

DH75

8

29.9±0.53

DH3

4

26.3±0.22

DH39

8

41.2±0.40

DH76

4

24.4±0.35

DH4

4

25.2±0.71

DH40

4

30.5±0.23

DH77

4

26.3±0.28

DH5

4

25.4±0.22

DH41

8

29.7±0.29

DH78

8

27.2±0.85

DH6

8

37.9±0.67

DH42

4

29.8±1.19

DH79

2

27.7±0.29

DH7

8

35.3±0.68

DH43

4

25.4±0.24

DH80

4

25.9±0.23

DH8

8

35.6±0.42

DH44

4

24.6±0.31

DH81

8

41.2±1.06

DH9

4

26.3±0.91

DH45

8

28.1±0.97

DH82

8

44.4±0.31

DH10

4

19.0±0.63

DH46

4

23.5±0.28

DH83

4

28.6±0.35

DH11

4

25.8±0.24

DH47

4

23.7±0.45

DH84

8

37.8±0.73

DH12

8

36.2±0.43

DH48

4

29.7±0.11

DH85

4

27.1±0.41

DH13

4

23.4±0.20

DH49

4

26.1±0.56

DH86

4

25.5±0.32

DH14

4

24.4±0.25

DH50

8

30.0±0.30

DH87

4

25.1±0.35

DH15

2

20.1±0.20

DH51

2

12.2±0.30

DH88

4

26.3±0.34

DH16

8

36.9±1.42

DH52

4

26.0±0.33

DH89

8

45.1±0.67

DH17

4

22.6±0.25

DH53

8

34.1±0.47

DH90

8

34.1±0.58

DH18

4

24.3±0.11

DH54

4

25.8±0.23

DH91

2

17.9±0.61

DH19

4

24.6±0.54

DH55

4

27.5±0.30

DH92

4

23.6±0.06

DH20

4

23.7±0.15

DH56

4

22.3±0.16

DH93

4

21.4±0.36

DH21

8

32.3±1.04

DH57

4

21.7±0.25

DH94

4

30.4±0.21

DH22

4

25.7±0.33

DH58

4

29.7±0.36

DH95

4

26.0±0.37

DH23

4

25.0±0.29

DH59

4

24.5±0.51

DH96

4

28.3±0.34

DH24

8

34.7±0.08

DH60

8

29.4±0.64

DH97

8

40.1±0.27

DH25

4

22.3±0.29

DH61

4

18.3±0.05

DH98

4

26.4±0.35

DH26

8

25.5±0.38

DH62

4

24.3±0.29

DH99

4

29.1±0.22

DH27

4

27.7±0.12

DH63

8

36.5±0.22

DH100

4

26.2±0.33

DH28

4

24.6±0.18

DH64

4

31.2±0.51

DH101

4

25.0±0.36

DH29

4

27.3±0.27

DH65

8

37.2±0.36

DH102

8

50.4±0.45

DH30

4

24.6±0.24

DH66

4

21.9±0.28

DH103

8

23.9±0.82

DH31

2

21.8±0.26

DH67

4

31.5±0.35

DH104

4

26.1±0.20

DH32

4

22.7±0.19

DH68

4

23.2±0.40

DH105

4

32.8±0.76

DH33

8

36.8±0.34

DH69

4

27.0±0.33

DH106

2

20.0±0.36

DH34

8

39.6±0.54

DH70

4

25.3±0.70

DH107

4

26.0±0.41

DH35

8

36.5±0.35

DH72

4

22.9±0.53

DH109

4

18.7±0.50

DH36

4

22.9±0.46

DH73

8

40.8±0.68

DH110

4

26.1±0.89

계통의 식물체 기공 세포의 길이를 측정하였다(Fig. 4B).
DH82 계통을 포함하는 8배체의 평균 세포 크기는 35.6 μm로
DH102계통에서 50.4 μm로 가장 크게 관찰되었다(Table 1).
DH18계통을 포함하는 4배체 식물체의 평균 세포 크기는
25.5 μm였으며, DH15계통을 포함하는 2배체는 19.9 μm로
DH51계통에서 12.2 μm로 가장 작았다. 재분화 식물체의 배
수성과 세포 크기와의 상관 계수인 R2 값은 0.616으로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Fig. 5).
반수체 배양 후 배가반수체 식물을 얻기 위해서는 일반적
으로 콜히친을 처리하여야 한다(Mohammadi et al. 2012;
Weber et al. 2005). 그러나 소포자 배양 조건에 따라 캘러스
형성 후 2차배 발달 단계를 거치게 되면 배가반수체 식물의
비율이 70% 이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Keller and Armstrong 1979; Shumilina et al. 2020). 이러한 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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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tomatal size versus ploidy level in rapeseed lines from
the isolated microspore culture of F1. The black dot line
indicated the trend line

적인 배가반수체 식물로 발달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핵내유
사분열(Endomitosis)이나 내재복제(Endoreduplication)의 결
과라고 보고된 바 있다(Keller and Armstrong 1979). 또한,
Shumilina 등(2020)은 소포자 배양 시 2차배 형성이 진행되게
되면 추가적인 배양 기간 동안 세포의 염색체가 2배가 되게
하고, 이 중 염색체가 배가된 세포가 더 빨리 배아로 발달되
게 되어 자발적인 염색체 배가식물체 비율이 증가한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또한 소포자 배 발달 후 캘러스를 생
성하고 2차배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인 염색체 배가
과정을 거쳐 배가반수체 식물체 비율이 기존 연구결과와 유
사하게 66.7%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유채 배가반수체 계통에서 지방산 조성 분석
이식된 식물체 중 종실을 수확할 수 있는 계통은 4배체 계통
뿐이었으며, 총 62계통을 수확하였다. 반수체인 2배체나 8
배체 식물체에서는 후대 종자를 얻기 위해 자가 수분을 실시
하였을 때, 꼬투리는 형성되었으나 종실이 발달하지 못해
임성이 회복되지 않았다. 반수체나 배수성이 커진 식물체에
서 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결과는 배추, 청경채(Brassica
compestris L.) 등에서도 유사하게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19; Seo et al. 2014).
수확된 4배체 62계통과 모부본, F1 계통까지 총 65계통을
대상으로 지방산 분석을 실시하여 C18 지방산 중 주요 불포
화지방산 비율을 조사하였다(Fig. 6). 동일한 조건의 온실에
서 재배 후 분석한 모본 EMS26 계통의 올레산 비율(C18:1)은
76.1%였으며, 부본인 J8634-B-30 계통에서는 63.1%, 두 계통
의 F1 계통은 72.3%였다. DH 계통의 평균 올레산 비율은
72.3%였으며 DH76 계통에서 61.6%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
고, DH22계통에서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리놀레산
(C18:2)은 EMS26계통에서 9.7%, J8634-B-30 계통에서 20.6%,
F1 계통 13.1%, DH 계통 평균은 11.8%였다. 또한 리놀렌산
(C18:3)의 비율은 EMS26계통에서 6.2%, J8634-B-30 계통

Fig. 6 Unsaturated C18 fatty acids measured in rapeseed DH
lines derived from the cross of EMS26and X J8634-B-30. Fatty
acid levels were measured as a percentage of the total oil
content. The black arrow indicated the fatty acid level in
parental and Fl lines

8.8%, F1 계통 10.1%였다. DH계통의 리놀레산 비율 평균은
8.0%였으며, DH109계통에서 5.0%로 가장 낮았으며 DH19계
통에서 13.4%로 가장 높았다.
올레산에서 리놀레산으로의 전환 과정은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와 색소체(Plastid)에서 불포화 효소에 의해
이루어진다(Javidfar et al. 2006; Scheffler et al. 1997). 리놀렌산
역시 리놀레산에 불포화 반응을 통해 전환된다. 이에 올레
산 함량이 높게 육종된 유채에서는 불포화 효소의 기능이 저
하되어 리놀레산과 리놀렌산 함량이 낮아진다고 보고되었
다(Gacek et al. 2017; Yan et al. 2011). 우리의 결과 또한 올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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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가장 높은 DH22 계통에서 리놀레산 비율이 7.7%로
가장 낮았다. 또한 C18 지방산의 주요 불포화지방산에서 모
두 모부본을 초과하는 초월분리(Transgressive segregation) 현
상을 보였다. 모부본보다 높은 올레산 비율을 보이는 계통
은 5개였으며, 리놀렌산에서는 14계통이었다. 유채에서 올
레산 비율이 높은 계통과 낮은 계통을 교배하여 DH (Doubled haploid)와 RIL (Recombinant inbred line) 후대 집단을 분
석한 결과 올레산과 리놀렌산 비율에서 초월분리 현상을 보
인 결과는 각각 Javidfar 등(2006)과 Yan 등(2011)이 보고한 바
있다. 특히 Javidfar 등(2006)은 우리의 결과와 유사하게 올레
산에 비해 리놀렌산에서 초월분리 현상을 보인 계통 수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올레산 함량이 높은 EMS26계통과
J8634-B-30계통의 잡종 1세대에서 소포자 배양에 적정한 꽃
봉오리 크기를 확인하였으며, 소포자 배 형성 후 캘러스, 2차
배 발달 과정을 거쳐 식물체를 확보하였다. 확보한 식물체
의 66.7%가 4배체였으며, 식물체의 배수성과 세포 크기의
정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4배체 배가반수체 집단의 지
방산 조성을 모부본과 비교한 결과, 올레산과 리놀렌산 모
두 초월분리 현상을 보였으며 특히 리놀렌산에서 모부본의
함량보다 높은 계통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이렇게 확보된
배가반수체 유전 집단은 올레산 함량 증가와 관련한 기작 및
유전자 탐색의 자료로써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높은 올레산, 리놀렌산 함량을 보인 계통은 고급 유채
유 생산을 위한 품종 육종 소재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적요
유채(Brassica napus)는 배추와 양배추의 자연 교잡에 의해
만들어진 이질사배체 작물(AACC, 2n = 38)로, 유채유를 생
산하는 기름 작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올레산 함량이 높은
유채 EMS26 계통과 J8634-B-30 계통의 잡종 1세대 소포자를
이용하여 배양을 실시하였고, 재분화 식물체의 배수성을 검
정하고 배가반수체 집단을 선발하여 C18 지방산 조성을 분
석하였다. 먼저 꽃봉오리의 크기에 따른 소포자 발달 단계
를 확인하였으며, 소포자 배 발생 효율이 높은 1핵기 말과 2
핵기 발달 단계를 보이는 꽃봉오리 크기는 2.6 ~ 3.5 mm였다.
본 크기의 꽃봉오리만을 이용하여 소포자 배양을 실시하였
으며, 배양 10일 후에 구형배와 심장형배가 관찰되었다. 소
포자배는 캘러스를 형성하여 2차배로 발달하였으며, 이후
발달된 multilobe로부터 108 계통의 재분화 식물체를 획득하
였다. 재분화된 식물체의 배수성은 4배체가 66.7% (72계통)
로 다수였으며, 8배체는 27.8% (30계통), 그리고 2배체는
5.6% (6계통)로 확인되었다. 각 배수성에 따른 기공 세포의
크기는 4배체, 8배체, 2배체 각각 25.5 μm, 35.6 μm, 19.9 μm로
나타나, 배수성과 세포 크기는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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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4배체 배가반수체 식물체 62계통을 선별하여 지방산 조
성을 분석한 결과, 평균 올레산(C18:1) 함량은 72.3%, 리놀레
산(C18:2) 11.8%, 리놀렌산(C18:3) 6.2%로 나타났다. 특히 올
레산 함량이 가장 높은 계통은 DH22 계통으로 77.6%였으며,
리놀렌산 함량은 DH19계통에서 13.4%로 가장 높았다. 또한
모부본 보다 높은 올레산과 리놀렌산 함량을 보이는 계통은
각각 5개와 14개로 초월 분리(Transgressive segregation) 현상
을 보였다. 이렇게 확보된 배가반수체 유전 집단은 유채의
불포화 지방산 생합성 기작 및 관련 유전자 탐색에 활용 가
능하며, 올레산 함유량이 높은 계통들은 고품질 유채유 생
산 품종 육종 소재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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