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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카 품종 IR72유래 흰잎마름병 저항성 및 노화촉진 계통 ‘MY298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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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298BB, Bacterial Blight Resistance and Early Leaf senescence derived from
Indica Variety ‘IR72’
Jong-Hee Lee*, Un-Sang Yeo, Tae-Heon Kim, Dongjin Shin, Ju-Won Kang, Sais-Beul Lee, Ji-Yoon Lee,
Jun-Hyeon Cho, Dong-Soo Park, and You-Chun Song
Paddy Crop Research Division, National Institute of Crop Science, RDA, Miryang 50424, Republic of Korea

Abstract Limitation of genetic diversity in japonica rice breeding populations is often identified as a potential obstacle for the development
of high yielding cultivars. The use of diverse germplasm in rice breeding has been suggested as one way of combating this problem.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genetic diversity for rice, by developing an advanced backcross population derived from a backcross ‘Junam’
as recurrent parent and ‘IR72’ as a donor parent. Among them, we selected a promising line ‘YR24438-B-B-B-B-132’ containing bacterial
blight resistance gene Xa4. Testing in the replicated yield trial in 2009, the ‘YR24438-B-B-B-B-132’ line was selected, and it was designated
as ‘Milyang298’. The local adaptability test of ‘Milyang298’ was carried out at three locations from 2014 to 2016 and it was named ‘MY298BB’.
The average culm length in the replicated yield trials was 87 cm, which is 15 cm taller than recurrent parent ‘Junam’. Number of spikelets
per panicle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Junam’ but the number of tillers per hill was higher. This variety is resistant to bacterial blight
race K1, K2, K3, and K3a.However ‘MY298BB’ showed early leaf senescence at the mature stage and the chlorophyll content of ‘MY298BB’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recurrent parent ‘Junam’. Moreover the grain filling ratio and yield were significantly lower in ‘MY298BB’
than those of recurrent parent ‘Junam’. Therefore, understanding the leaf senescence mechanism would be useful for improving yield potential
in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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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Jena & Khush 2000). 반면, 이런 원연교
잡 후대계통들은 출수기 등 주요 농업적형질의 변이가 심하고,

벼는 야생종이 재배벼로 순화되는 과정에서 농업적으로 유용

불임현상 발생 및 많은 열악형질을 동반하기 때문에 재배품종으

한 형질만 선발됨에 따라 유전적 다양성이 현저하게 감소하였고,

로 도입하거나 유전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재배벼의 대립유전자 다양성이 야생벼에 비해 약 50~60%정도

양적형질의 유전분석을 위해서는 여교배 재조합 집단(Advanced

낮아졌다(Sun et al. 2001). 반면,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backcross inbred lines), 염색체단편 치환계통(chromosome segment

따른 생물적, 비생물적인 환경스트레스는 지속적으로 재배안전

substitution lines; CSSL) 집단 및 근동질 계통(near isogenic

성을 위협하고, 쌀 생산량 감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lines; NIL) 육성 및 활용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다양한 환경스트레스에 적응성이 높고, 다수성 고품질 품종

이들 집단에서 유래된 계통들은 공여친의 염색체 단편 비율이

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유전적 다양성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낮고, 아종간 교배에 따른 불임현상이 적기 때문에 QTL분석을

있는 실정이다.

통한 공여친의 유용 유전자를 탐색하는데 적합하다(Harushima

수량과 품질 같은 양적형질 유전적 다양성 확대를 위해서
야생종, 아종간 교배 등 원연교잡을 통한 유용형질 도입에 관한

et al. 2002).
자포니카 품종인 ‘Nipponbare’ 배경에 인디카 품종인 ‘Kasal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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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립 유전자가 도입된 여교배 계통을 이용하여 내염성(Takehisa

9.0-4.5-5.7 kg/10a로 재배하였다. 그 밖의 재배관리와 품종육성

et al. 2004) 및 저온 발아성(Miura et al. 2001) 등 유용형질에

을 위한 주요 농업적 특성인 출수기, 간장, 수장, 수수, 수당립수,

대한 QTL이 탐색되었다. Wan et al. (2005)은 인디카 품종인

등숙율 및 수량은 농촌진흥청 신품종개발공동연구사업 과제수

‘IR24’의 유용유전자를 자포니카 품종인 ‘Asominori’에 도입한

행계획서(RDA. 2014) 조사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또한,

염색체 치환계통(CSSL)육성하였으며. 이들 계통을 이용하여

내냉성 검정은 춘천출장소에 내냉성 검정 기준에 따라 유묘냉해,

밥맛, 종자크기 및 불임 유전자 QTL이 탐색되었다(Wan et al.

출수지연일수, 종합내냉성을 측정하였다. 도복저항성 검정은

2006, Zhao et al. 2007). 마찬가지로 Ebitani et al. (2005)은

본원(전주)에서 3절간장, 도복지수 등 도복관련 특성 검정과

Japonica 품종 ‘Koshihikari’ 유전적 배경에 인디카 품종인

포장도복을 조사하였다. 품질분석은 식량원 중부작물부 주관으로

‘Kasalath’의 유용유전자 단편이 도입된 CSSL계통을 육성하였

쌀의 외관특성인 심복백과 투명도를 측정하였고, 이화학적 특성인

으며, 현미의 카드뮴 농도(Ishikawa et al. 2005), 수수, 수당립수

아밀로스, 단백질, 알칼리붕괴도 등은 농촌진흥청 시험조사분석

및 뿌리특성에 관여하는 QTL (Maduoka et al. 2008)이 탐색되었

기준에 준하여 분석하였다(RDA. 2012). 성숙기 엽의 노화정도를

다.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야생벼 및 아종간 원연교배에서 유용유

분석하고자, 엽록소함량 측정기 CCM-300 (OPTI-Sciences, Ins,

전자 도입 및 유전분석 연구를 위한 재료로서 CSSL 또는 NIL

USA)을 이용하여, 출수 후 약 60일경에 지엽, 차엽 및 상위

계통이 가장 이상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제3엽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하였다. 현미 두께별 분포비율을 살

Kang et al. (2008) 등에 의해서 야생벼인 O. glaberrima 유래에서

펴보고자, 선별체(Hitachi Ltd. Japan)를 이용하여 선별체 크기별

여교배집단을 육성하여 주요 농업적 형질의 QTL 탐색 및 CSSL

현미 잔류량을 분석하였다. 선별체는 눈금 크기가 가장 큰 2.3

계통 육성을 수행하였으나, 벼 12개 염색체 전체를 대표하는

mm 선별체를 맨 위에 두고, 1.6 mm 선별체를 맨 아래로 배치하였으

CSSL계통 육성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도 자포니카

며, 0.1 mm 크기로 8단계로 분류하였다. 현미 300 g를 맨상단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확대하고자, ‘주남’ 배경에 인디카 품종

선별체에 투입한 후 60 Hz의 속도로 7분간 앞뒤로 흔들어 크기별

‘IR72’ 염색체 단편이 도입된 여교배 집단을 육성하였으며, 이를

로 분류하였으며, 선별체 크기별 잔량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분포

이용한 ‘IR72’유래의 유용 유전자를 탐색을 한 결과 수량 관련

비율을 측정하였다.

형질인 수당립수, 입형, 벼멸구 저항성 계통 등 다수의 유용형질

결 과

을 선발하였고, 소얼성에 관한 유전분석 연구도 수행하였다(Yeo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IR72’ 유래의 흰잎마름병 K3a균계
에 저항성이면서 엽의 노화가 빠른 계통 ‘ABL132’를 선발하였

육성경위

으며, 3년간 지역 적응성 시험을 통하여 ‘MY298BB’ 중간모본으

‘MY298BB’는 농촌진흥청 영남농업시험장 수도과에서 수행

로 등록하였다. 금후 유전육종적인 측면에서 활용가치를 높이고

중인 직파적응성 고품질계통 육성 과제에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자 그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인디카 품종인 ‘IR72’에서 벼멸구 저항성을 비롯한 유용한 형질
을 자포니카 품종에 도입하고자, 단간 내도복성이면서 수량성과

재료 및 방법

밥맛이 우수한 고품질 벼 밀양165호(‘주남’ 품종등록 됨)로 2000
년 하계에 처음 교배되었다. 2000년/2001년 동계 세대단축 온실

‘MY298BB’ 육성을 위해 생산력검정시험은 대비 품종은 반

에서 여교배를 통해 BC1 및 BC2 교배립를 확보하였으며, 2001년

복친인 ‘주남’과 공여친인 ‘IR72’를 이용하여 2013년에 국립식

하계 BC2F1 (YR22785)를 식물체를 양성하여 2002년 하계에

량과학원 남부작물부(밀양) 시험포장에서 벼 표준재배법에 따라

BC2F2세대를 전개하였다. 2002년/2003년 동계에 벼멸구 저항성

수행하였다. 지역적응시험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동

생물검정을 통하여 저항성 개체를 선발하였으며, 선발된 개체를

안 국립식량과학원 본원(전주), 남부작물부(밀양), 및 경남농업

부본으로 하여 2002년/2003년 동계 세대단축 온실 2차시기에

기술원 외지시험장소(고성) 3개소에서 수행하였다. 표준품종인

‘주남’을 모본으로 여교배를 하였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남평’을 공시하여 수행하였다(RDA 2014). 각 시험지별 재배방법

하계부터 BC3F1 식물체 양성 및 1수 1열법으로 BC3F6까지 세대

은 4월 30일 파종하여 30일간 육묘한 후 5월 30일에 30 × 15 cm의

를 진전하였다. 2009년 하계에서 2012년까지는 외형적 초형이

재식거리로 주당 3본씩 이앙하고, 시비량은 N-P2O5-K2O=

고정된 652계통을 선발하여 여교배 재조합 집단(Advanced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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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cross lines; ABL)을 구성하였다. 또한 농업적 유용형질을

성숙후기에 인디카 품종 ‘IR72’의 엽노화는 반복친인 자포니

가진 계통을 다수 선발하였으며, 그 중에서 흰잎마름병 K3a균계에

카 품종 ‘주남’보다 빨리 진행되었다. 또한 ‘MY298BB’도 공여

저항성인 ‘YR24438-B-B-B-B-132’(ABL132)를 선발하였다.

친인 ‘IR72’와 비슷하게 성숙기 후기에 엽노화가 빠르게 진행되

2013년 생산력 검정을 거쳐 밀양298호 명명하였으며, 2014~2016

었다(Fig. 1A, 1B). 인디카 단편이 도입되지 않은 계통 ABL048

년 지역적응성 시험을 통해 흰잎마름병 저항성 유전자 Xa4를

은 ‘주남’과 동일하게 녹색을 유지하고 있었다. 출수 후 60일경에

가지고 있으면서, 엽노화 메커니즘 구명 등 중간모본으로 그

엽의 지엽, 차엽 및 상위 제3엽의 엽색((Fig. 1C)와 부위별로

활용성이 인정되어 ‘MY298BB’로 품종보호 출원 및 등록되었다

엽록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Fig. 1D), ‘MY298BB’ 지엽의 엽록소

(Table 1).

함량은 39 ㎍/㎠으로 공여친인 ‘IR72’의 엽록소 함량 45 ㎍/㎠
과 비슷하였으나, 반복친인 ‘주남’의 엽록소함량 205 ㎍/㎠보다

출수기 및 주요 농업적 특성

유의하게 낮았다. 차엽과 상위 제2본엽의 엽록소 함량은 ‘주남’

‘MY298BB’의 출수기는 영남지역 평야지 보통기 재배에서

에서 128 및 118 ㎍/㎠으로 높은 함량을 유지하였으나, ‘MY298BB’

8월 15일로 반복친인 ‘주남’과 비슷한 중만생종이며, 공여친인

와 ‘IR72’는 노화가 완료되어 엽록소 함량이 측정되지 않았다.

‘IR72’보다는 약 5일정도 빨랐다. 간장은 87 cm로 반복친이

‘IR72’유래의 유용유전자 탐색을 위해 여교배집단을 육성하였

‘주남’보다 15 cm 정도 증가하였으며, 공여친인 ‘IR72’보다

지만, 선발된 ‘MY298BB’은 인디카 품종 ‘IR72’의 염색체 단편

7 cm 정도 큰 계통이였다. 수장은 24 cm ‘주남’보다 1 cm 길었으

이 도입됨으로써 엽노화가 빨라지는 결과를 보였다. 자포니카

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으며, 공여친인 ‘IR72’보다 약 3 cm

품종 개발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형질이 도입되었지만, 인디카

정도 적었다. 수수는 17개로 ‘주남’보다 3개 정도 많았으며,

측면에서 볼 때 ‘주남’의 대립유전자형은 엽노화 지연, 등숙율

공여친인 ‘IR72’보다 1개정도 많았다. 반면 수당립수는 96개로

향상 및 수량증진에 유용한 allele 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주남’보다 약 18개 정도 적었고 ‘IR72’보다는 15개정도 적었다.

이런 가설을 중심으로 성숙기 엽노화에 관한 유전분석 및 유전자

현미 천립중은 23.4 g으로 ‘주남’과 유사하였으며, 장립종인

지도 작성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자포니카 품종인 ‘주남’의

‘IR72’보다 무거웠다. 등숙률은 77.7%로 ‘주남’보다 약 3.9%

대립유전자형을 인디카 품종인 ‘IR72’, ‘밀양23호’ 등에 도입하

적었으며, ‘IR72’보다는 증가되었다. 수량은 544 kg으로 공여친

여 수량증진 효과를 구명하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인 ‘주남’보다 77 kg정도 적었다(Table 2). ‘MY298BB’의 전체

‘MY298BB’는 수수는 많고 수당립수는 적은 수수형 초형임

적 형태적인 특성은 간장은 크고 수수는 많고 수당립수는 적은

에도 불구하고, 등숙율과 수량은 반복친인 ‘주남’보다 낮았다.

수수형 초형을 가지고 있었다.

‘MY298BB’의 수량구성요소 중에서 천립중은 ‘주남’과 유의한

Table 1. Breeding history of ‘MY298BB’

z

Generation

Cross No (line name)

Cross combination

Plants (seeds)

Season

Crossing

-

Milyang165/IR72

(65seeds)

2000 summer

Remark
z

F1

YR22242

〃

20 (65)

2000/2001 W 1st RGA

DSy

BC1F1

YR22424

Milyang165/YR22242

11 (13)

2000/2001 W 2nd RGA

DS

BC2F1

YR22785

YR22424/Junam

26 (37)

2001 Summer

DS

BC2F2

〃

〃

~2.000

2002 summer

DS

BC2F3

YR22785-B

Bph resistance BC2F3

unclear

2002/2003 W 2nd RGA

Bphx

BC3F1

YR24438

Junam × YR22785-B

67 (67)

2003summer

Bph

BC3F2~F6

〃

〃

~2,000

2004-2008 summer

Bulk breeding

BC3F7~F9

〃

〃

652

2009-2012 summer

Pedigree breeding

RYTv

YR24438-B-B-B-B-132

〃

1

2013 summer

BB-Rw

LATu

Milyang 298

〃

1

2014-2016 summer

GPVRt

MY298BB

〃

1

y

x

w

2017
v

(No.7652)
u

RGA: rapid generation advance, DS: direct seeding, Bph: brown planthopper, BB-R: bacterial blight resistance RYT: Replicated yield trial, LAT: Local
t
adaptability test, GPVR: the grant of plant variety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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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jor agronomic traits and yield components of ‘MY298BB’ in replicated yield trial
Varieties

Heading date

CL (㎝)

PL (㎝)

PN

NSP

TGW (g)

GFR (%)

Yield (kg/10a)

Yield index

Junam

8. 15 b

72 b

23 b

14 b

114 a

23.8 a

81.6 a

621 a

100

IR 72

8. 20 a

80 ab

27 a

16 a

111 a

17.6 b

64.7 b

525 b

85

MY298BB

8. 15 b

87 a

24 b

17 a

96 b

23.4 a

77.7 ab

544 b

87

CL: Culm length, PL: panicle length, PN: Panicle number, NSP: Number of spikelet per panicle, TGW: 1000 grain weight, GRF: Grain filling ratio

Fig. 1. (A) Phenotypes of donor parent indica type ‘IR72’ and recurrent parent the japonica type ‘Junam’ grown in paddy field. (B) Phenotype
of ‘MY298BB’ and ABL048. (C) Leaf color of flag leave, second leaves and 3rd leaves at 60days after flowering. (D) Chlorophyll content
of flag leaves, second leaves and 3rd leaves which were measured at 60days after flowering. Mean of chlorophyll content was used (n=5).

Fig. 2. Comparison of grain thickness. (A) Phenotype grain length, width and thickness (B) classification of brown rice thickness using the sieve.

차이가 없었고(Table 2), 정조 및 현미의 종자의 크기도 외관상

있었다(Fig. 2B). 따라서 ‘MY298BB’가 ‘주남’보다 현미의 두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2A). 반면, 현미를 1.6 mm부터

가 0.1 mm정도 작은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이는 성숙기에

2.3 mm까지 현미 선별체 크기별 분류하여 현미 두께별 분포비율

‘MY298BB’가 엽노화가 빨리 진행됨에 따라 등숙에 필요한 동화

을 분석한 결과, ‘MY298BB’는 1.9 mm~2.0 mm 사이에 가장

산물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많이 분포하였으며, ‘주남’은 2.0~2.1 mm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내냉성 및 도복관련 형질의 생리장해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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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biotic stress response of ‘MY298BB’
Cold tolerance

Lodging tolerance

Variety

Discoloration
at seedling
stage

Heading
delay
(days)

Grain
fertility
(%)

Phenotypic
Acceptability
(%)

3rd inter
node length
(cm)

Lodging
index

Transplanting
field
(1-9)

MY298BB

5

13

21.7

7

12

103

3

Nampyeong

3

9

32.0

6

10

92

1

Table 4. Reaction to leaf and neck blast disease, bacterial blight, and virus diseases of ‘MY298BB’.

z

Bacterial blight

Neck blast disease (%)

K1

K2

K3

K3a

Leaf blast
disease

MY298BB

Rz

R

R

R

3.5

1.0

0.5

0.1

0.3

R

Nampyeong

S

S

S

S

4.3

0.2

0.0

0.0

0.1

R

Variety

y

IC

MY

IS

JJ

Rice stripe
virus

y

R: Resistant S: Susceptible, IC: Icheon, MY: Milyang IS: Iksan, JJ: Jinju

생리장해 저항성 검정은 내냉성, 도복저항성 및 수발아 저항성

등은 ‘주남’와 ‘MY298BB’가 교배된 후대집단을 이용하여 흰잎

에 대해서 지역적응성 시험을 통해 수행하였다. 춘천 내냉성

마름병 저항성 유전자 정밀지도를 작성하였으며, 벼 11번 염색체

검정시험포에서 수행한 내냉성 검정 결과, ‘MY298BB’의 유묘기

의 27.26 Mb~27.32 Mb사이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적고는 5 정도로 잎 끝에 황화현상이 발생하는 냉해증상을 보였으

‘MY298BB’을 전국 14개소에서 실시한 잎도열병 밭못자리검정

며, 표준품종인 ‘남평’ 3보다 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3).

에서 평균 저항성정도가 3.5으로 ‘남평’ 4.3보다 약간 강한 반응

‘MY298BB’의 유묘기 적고에 관련된 연구는 Hur et al. (2016)이

을 보였다. 목도열병 포장검정에서는 이천, 밀양, 익산, 및 진주에

11번 염색체 말단에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인디카 품종 ‘IR72’

서 각각 1.0%, 0.5%, 0.1%, 0.3% 발병하여 강한 반응을 보였다.

유래의 흰잎마름병 저항성 Xa4 유전자와 유묘기 적고를 발생시

또한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은 ‘남평’과 동일하게 강한 저항성

키는 유전자와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흰잎마름병 저항성

반응 보였다(Table 4).

유전자 Xa4는 자포니카 품종으로 도입시 유묘적고를 유발하는
열악형질을 동반한다고 하였다. 반면, 11번 염색체 말단에는 다수

종자형태, 미질 및 도정특성

의 유묘 적고를 향상시키는 QTL이 탐색되어 있으며, Hur et al.

‘MY298BB’의 현미의 장폭비는 각각 1.75로 ‘남평’ 1.71과

(2016)는 자포니카 품종인 ‘주남’에서 대립 유전자형에서 유묘냉

비슷하였다. 이화학적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아밀로스, 단백질

해를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금후 ‘MY298BB’는

및 알칼리붕괴도는 표준품종인 ‘남평’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주남’의 대립유전자형이 인디카 품종 ‘IR72’에 유묘냉해를 강화

밥맛 관능검정에서도 유사한 평가를 받았다. 반면, 심복백은

시키는 연구용 재료로 활용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출수지연

0/1이며, 백미 완전미율은 87.6%로 ‘남평’ 96.6%보다 낮은 편이

일수 및 등숙기 임실율이 ‘남평’보다 약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Table 5). 이는 MY298B의 반복친인 ‘주남’이 심복백 많고

내도복성 검정 결과 3절간장이 12 cm로 ‘남평’보다 2 cm 길고,

완전미율이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도복지수가 크며 포장도복도 약하였다(Table 3).

지역적응성시험의 수량
흰잎마름병, 도열병 및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검정

‘MY298BB’의 지역적응성 시험은 '14년~'16년에 경남 밀양과

‘MY298BB’은 흰잎마름병 균계별 저항성 검정을 수행한 결

고성 및 전북 익산지역에서 보통기 보비재배시험을 수행하였다.

과, 흰잎마름병 균계 K1, K2, K3 및 K3a에 저항성을 보였다.

3개 지역 3년간 평균 수량은 580 kg/10a으로 ‘남평’보다 8%

반면, ‘남평’는 K1, K2, K3 및 K3a에 이병성이였다. ‘MY298BB’

증수되었으며, 0.0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었다

은 우리나라 흰잎마름병 변이균계인 K3a에 저항성을 가지는

(Table 6).

중간모본으로 활용하고자 선발한 계통이다. Hur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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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hysiochemical and milling properties of ‘MY298BB’ (LAT : '12~'14)

z

Variety

LWRz

WC/WBy
(0-9)

Amylose
content
(%)

Protein
content
(%)

Alkali
digestion value
(1-7)

Milling recovery
of head rice
(%)

Palatablitity of
cooked rice
(-3~+3)

MY298BB

1.75ns

0/1

19.3ns

5.8ns

6.6ns

87.6

0.10ns

Nampyeong

1.71

0/0

18.9

5.9

6.4

96.6

0.11

y

LWR: length and width ratio of brown rice, WC/WB: white core, white back

Table 6. Yield of milled rice at local adaptability test of ‘MY298BB’ (LAT : '14~'16)
Yield of milled rice (kg/10a)

Cultivation
season
Ordinary season
planting

Region

MY298BB
(A)

Nampyeong
(B)

Index
(A/B*100)

Miryang

588

564

104

Iksan

578

520

111

575

521

110

580**

535

108

Goseong
Average

적 요
인디카 품종인 ‘IR72’유래의 유용 육종소재 탐색 및 유전적
다양성 확보를 위해 을 반복친으로 3회 여교배 후 재조합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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