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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climate changes have resulted in high temperatures, a greater frequency of flooding, and outbreaks of various plant diseases
and insect pests, the latter of which has been characterized by a change in pest type from crop chewing to sap-sucking insects. To date,
however, there has been limited study of plant resistance to sap-sucking insects.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resistance and
genetic patterns of the foxglove aphid Aulacorthum solani, a sap-sucking pest of soybean. We investigated the growth and reproduction of
the foxglove aphid on five different varieties of soybean showing either susceptibility or resistance to this aphid in a non-choice test. Genetic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two F2 populations derived from Daepung (susceptible to foxglove aphid) × IT104704 (resistant to foxglove
aphid) and Daepung × IT188399 (resistant to foxglove aphid) crosses, which were evaluated for their responses to foxglove aphids. Differences
in the responses of resistant and susceptible varieties were confirmed by monitoring aphid growth and reproduction. Although the two resistant
germplasms (IT104704 and IT188399) have a strong antibiosis effect, they showed a slight difference with respect to aphid viability. Genetic
analysis of foxglove aphid resistance showed that resistance was governed by a single dominant gene in IT104704 (3:1, p=0.11). We accordingly
identified two resistant resources showing antibiosis to foxglove aphid, which is reported here for the first time, and also detected differences
in genetic behavior. These results could be useful not only with respect to securing materials showing resistance to the foxglove aphid but
also in the breeding of new foxglove aphid-resistant soybean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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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추후, 국내에서도 점차 노린재나 진딧물과 같은 흡즙성 해충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린재목(目)에 속하는 노린재과(科)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의 농도 변화에

진딧물과의 곤충들은 대부분 흡즙으로 먹이활동을 한다. 그 중

따라 지구의 평균 기온이 2100년까지 약 2.8-4.8℃까지 상승해

진딧물은 온대지방과 열대지방에 주로 분포하며 전 세계 4,000여

작물생육에 악영향을 끼치는 홍수, 폭염, 폭풍 및 돌발 병해충

종, 국내에는 약 300여종이 알려져 있다. 진딧물은 식물에 기생하

등의 발생 증가로 미래 식량안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며 계절에 따라 유⋅무성생식을 통해 빠르게 증식하며, 체관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Pachauri et al. 2014). 또한 환경 변화에

통해 흡즙을 하는 동시에 식물체에 바이러스를 매개하고 엽의

따라 작물 재배지에서 우점해충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황변과 고사, 꼬투리와 종자수를 감소시키며, 심각하게는 식물체

(Bansal et al. 2013), 과거 미국 해충의 경우 나비와 나방 같은

전체를 고사시키는 등의 피해를 입힌다(Suyun et al. 1996).

식엽성 해충류가 주를 이뤘으나 점차 진딧물이나 노린재 같은

최근 Christian et al. (2019)은 진딧물이 식물체를 흡즙할

흡즙성 해충류의 발생이 많아지고 있다(Bansal et al. 2013).

때 주입하는 체액을 Pectin Methyl Esterase로 규명하고, 세포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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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효소를 분비하며 흡즙함을 밝혔다. 또한 진딧물에 감염된

PI200538 (Hill et al. 2009), Jackson (Hill et al. 2006b), Dowling

식물체에서는 그렇지 않은 식물체에 비해 광합성률이 최대 50%

(Hill et al. 2006a)에서 3:1 분리비(p=0.90)로 저항성이 단인자

까지 감소한다(Macedo et al. 2003)고 보고하였다. 콩에서 대표

우성 유전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Mensah et al. (2008)은 콩진딧

적인 진딧물로는 콩진딧물(Aphis glycines Matsumura), 싸리수

물에 항생성을 가진 PI 567541B와 PI 567598B에서 두 가지

염진딧물(Aulacorthum solani Kaltenbach), 완두수염진딧물

주요 열성 유전자가 저항성에 관여함을 확인하였다. 진딧물에

(Acyrthosiphon pisum Harris)이 있다. 싸리수염진딧물은 콩,

대한 저항성을 가지는 자원을 대상으로 식물유래 저항성 물질을

고추, 상추 등의 기주식물을 가지며 콩위축병 등 40여종의 바이러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도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Sato et al. (2013)

스를 매개하는 해충으로(Blackman & Eastop 1986), 싸리나무를

은 싸리수염진딧물 저항성 자원인 Tohoku149에서 아미노산,

숙주식물로 하며 알 형태로 월동 후에 두과작물 등으로 이동

중간산물 등의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고, Cai et al. (2003)도

및 증식하며(Dixon 2012), 콩진딧물이나 완두수염진딧물보다

다양한 밀 품종으로 보리수염진딧물의 저항성 연구를 진행하여

크기와 이동성이 크고, 피해증상 또한 심각하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페놀 함량 차이를 밝혔다. 또한 잠두(broad

식물과 곤충의 상호작용에서 저항성 종류는 내성(tolerance),

bean)에서 아카시아진딧물(cowpea aphid, Aphis craccivora

비선호성(antixenosis), 항생성(antibiosis) 이 3가지를 기초로 하

Koch)의 저항성 연구에서도 저항성 자원에서 2차 대사산물인

며(Ellis 1991), 곤충에 대한 식물의 저항성 검정 방법으로는

쿠마린의 농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Mansour et al. 1982).

Choice와 Non-Choice test 같이 식물의 피해정도를 확인해 저항

또한 우리나라는 콩의 기원지로 다양한 야생콩(Glycine soja

성을 판단하는 방법과 진딧물의 개체수, 세대 일수 등을 측정해

Sieb. and Zucc)을 포함한 유전자원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Jeong

생존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나눠 볼 수 있다. Choice test는

et al. 2019).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콩진딧물의 유전적 분화에

진딧물이 선호하는 기주를 선발, 저항성 확인이 가능하지만 저항

따른 생물학적⋅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바도

성 유형을 구별은 불가능하다. Kim et al. (2008)은 콩에서 콩진딧

있어(Michel et al. 2009) 국내에 다양한 콩 유전자원을 활용하여

물로 Choice test를 진행하여 식물의 유전자형 별로 진딧물의

진딧물과 같은 다양한 해충에 대한 저항성 자원연구는 시급한

생존개체수가 유의차를 보임을 밝혔다. 반면 Non-Choice test는

실정이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콩에서 발생하는 진딧물연구는

단일 기주로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지며, 항생성과 저항성 정도를

미국을 중심으로 콩진딧물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콩

구별할 수 있다. Hill et al. (2004)은 지름 3.8 cm, 깊이 21 cm의

가해 주요 해충 중 하나인 싸리수염진딧물에 대한 저항성 연구는

트레이에서 V1 Stage까지 재배한 식물체에 진딧물을 접종하고

상당히 저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서식하는 싸리수염진

2

1.2 cm 면적의 Non-Choice test cage를 덮은 뒤 7일 후 진딧물의

딧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검정방법을 통해 저항성 자원간 차이점

개체 수를 측정하여 20마리를 기준으로 항생성 자원 검정을

을 확인하고, 이들 저항성 자원을 활용한 유전분석으로 저항성

진행하였고, Rossi et al. (1998)은 식물체에 진딧물을 접종 후

유전자의 유전양상을 구명함으로서 금후 싸리수염진딧물 저항

13일 뒤 진딧물 개체 수를 측정하였다. Harrington (1941)는

성 연관물질 탐색 및 저항성 품종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완두에서 콩진딧물에 대한 세대 일수 측정으로 저항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진행하여 저항성과 감수성 식물체 간의 유의차를 확인하였고,

재료 및 방법

Hesler & Dashiell (2011)는 비선호성 자원 선발하고자 원형
배치한 식물체에 90마리의 콩진딧물 성충을 접종하고 48시간
뒤에 각 식물체의 진딧물을 계수하여 검정하였다. 한편 Lee

실험재료

et al. (2015)은 콩에서 싸리수염진딧물 성충을 V1 Stage에서

본 실험에 사용한 진딧물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

접종하여 Total Plant Damage (TPD)와 Primary Infestation leaf

작물부(수원)에서 채집한 진딧물을 분양 받아, 서울대학교 곤충

Damage (PLD)를 피해엽의 황변정도에 따라 1부터 9까지 등급

분류학실험실에 의뢰하여 싸리수염진딧물로 분류 동정 받았다.

을 나눠 조사하는 등 진딧물 저항성 검정은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싸리수염진딧물의 유지 및 증식을 위해 생장상에서 온도 22-2

접종방법은 유사하였다.

5℃, 상대습도 40-60%, 일장 16:8 (light: dark)의 조건 아래

콩에서 진딧물에 대한 저항성 유전분석 관련 연구는 주로

생육환경을 조성하여 대풍을 기주식물로 사용하였다. 순계 유지

콩진딧물에서 다수 진행되었는데 콩진딧물에 저항성을 갖는

와 혼종 방지를 위해 식물체 접종 2주 전, 다른 생장상으로 성충을
355

韓育誌(Korean J. Breed. Sci.) 52(4), 2020

옮긴 후 증식하여 이용하였다. 싸리수염진딧물에 대한 콩 저항성

싸리수염진딧물 발육과 증식 비교

검정과 싸리수염진딧물의 발육과 증식 비교를 위해 기존연구

싸리수염진딧물 저항성 검정은 Kho et al. (2018)이 방법에

(Lee et al. 2015)에서 싸리수염진딧물에 저항성이 확인된

준하여 실시하였고,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검정자원의

PI366121과 감수성이 확인된 자원(Park et at. 2000) 및 IT104704,

종자를 지름이 9 cm인 포트에 각 5반복으로 파종한 뒤 24~26℃

IT188389, 대풍(Park et at. 2005) 사용하였다. 유전분석을 위해

의 온도와 40~60% 습도인 환경에서 V1 stage까지 재배하였다.

교배모본인 IT104704, IT188389, 대풍, 대풍 × IT104704의 F2

자원별로 접종한 싸리수염진딧물이 생산하는 진딧물 마릿수를

184개체 및 대풍 × IT188389 F2 237개체와 일부 후대검정용

측정하기 위해 싸리수염진딧물 성충 한 마리를 대풍에 접종한

F2:3 계통을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소원, 대풍은 국립식량과

뒤, 성충이 산자를 낳도록 한 뒤 새로 태어난 지 3일된 약충

학원애서 분양 받아 단국대학교에서 보관중인 종자를 증식하여

한 마리를 각 검정자원에 접종하였다. 이후 각 자원에 접종한

활용하였고, PI366121은 미국 USDA, IT104704 및 IT188389는

약충이 성충으로 탈피한 후 생식을 시작하면 약충을 접종한

농업유전자원센터에서 분양 받아 증식하여 사용하였다. 이중

날부터 성충이 첫 자손을 낳은 날까지의 기간을 측정하였다(1세

PI366121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지역에서 수집된 야생종이고

대 일수; Days from Inoculation to Nymph). 또 우화한 성충이

(Zheng et al. 2005), IT104704는 경북지역에서 수집된 지방

첫 산자를 낳은 후부터 5일 동안 약충수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재래종이며, IT188389는 충북지역에서 수집된 야생종이다

(후대 마릿수; Nymph Numbers) 이와 함께 새로운 약충이 태어났

(http://genebank.rda.go.kr/).

을 때, 그 날부터 이 약충이 자라 성충이 되어 다시 처음 자손을
낳은 날까지의 기간을 조사하였다(2세대 일수; Days from Nymph

검정용 식물체 재배

to Progeny). 증식량 조사를 위해 식물체에 싸리수염진딧물을

각 실험에 사용한 식물체는 지름 11 cm에 높이 8 cm의 육묘포

접종후에는 Poly Vinyl Chloride (PVC) 필름으로 만든 덮개로

트에서 원예용 상토와 수도용 성토를 3:1 비율로 혼합하여, 포트

덮어 타 식물체로의 이동을 막았고, 마릿수 측정시 오류를 피하기

당 각 자원을 3립씩 파종 후 생장상에서 온도 22-25℃, 상대습도

위해 매일 성충을 식물체의 다른 부위로 옮겨주면서 측정하였으

40-60%, 장일 16:8(day: night)의 조건으로 재배하였다. 파종

며, 약충은 이동하지 않았다. 전체 실험은 검정자원별로 5개체씩

후 약 14일 뒤 3복엽이 전개하는 V1 stage에서 건실한 1개의

3반복으로 실시하였고 통계분석은 SAS 9.1 package를 이용하여

개체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를 제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품종간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5%의 유의수준에서 평균간 비교
(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싸리수염진딧물에 대한 콩 저항성 검정
싸리수염진딧물 저항성 검정은 Kho et al. (2018)과 Lee et

싸리수염진딧물 저항성 유전분석

al. (2015)이 보고한 식물체 피해정도에 따른 저항성 판별방법을

위에 기술한 싸리수염진딧물에 대한 콩 저항성 검정 방법

이용하였다. 간략히 요약하면 Non-Choice 검정을 실시하였는데

따라 모부본과 조합별 F2 세대에서 저항성 검정 후 식물체에

식물체를 생장상에서 25~28℃의 조건으로 약 2주간 재배 후

나타나는 피해정도를 조사하였다. 대풍 × IT104704조합은 F2

V1시기에 제1본엽에 싸리수염진딧물 성충을 식물체당 4마리를

세대에서 grade 3인 계통에 대해서는 F2세대 검정 후 종자를

접종하고 진딧물이 타 개체로 이동할 수 없도록 코팅용지를

수확하여 F2:3세대에서 계통당 10주씩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이용해 만든 케이지로 격리시킨 다음 생육을 진전시킨 후 접종

검정을 진행하여 저항성유무를 판단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후 7일차에 접종엽 및 식물체 전체에서 진딧물에 의한 피해정도

R Studio Version 1.1.383(R Studio, Inc.)를 이용해 5%의 유의수

를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Lee et al. (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준으로 χ 검정(Goodness of fit-test)을 실시하였다. 식물체반응

피해정도는 접종엽의 황변 정도를 기준으로 1=피해 없음에서

은 Lee et al. (2015)의 연구를 바탕으로 위에 기술한 싸리수염진

9=심한피해로 등급을 나누었는데, 세부적인 기준은 전체면적기

딧물 저항성 검정법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준 1= 0%, 3= 5%미만, 5= 5-30%, 5= 31- 50%, 7= 51-70,
9=70%이상 피해 정도를 바탕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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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싸리수염진딧물 마릿수도 현저히 적었다. 즉 IT188389는 첫
산자 생산 후 초기에는 미약하나마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후

모부본의 싸리수염진딧물에 대한 콩 저항성 검정

증가가 멈추고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반면 PI366121과

본 실험에 활용된 모부본과 대조 품종의 싸리수염진딧물에

IT104704에서는 접종 이후 약충이 전혀 생산되지 않았거나 일부

대한 반응을 보면 육성품종인 대풍과 소원은 감수성을 보였으나

유충도 성장하지 못하였다(Fig. 1). 싸리수염진딧물에 감수성

IT188389, IT104704 및 PI366121은 저항성을 보였다(Table

및 저항성 자원에서 진딧물 마릿수의 변화패턴으로 보아

1). 이중 PI366121과 IT188389는 야생종으로 PI366121은 Raso2

IT104704, PI366121는 강력한 항생성을 지녀 접종한 유충의

유전자를 보유한 자원으로 보고된(Lee et al. 2015) 자원이나

생존이 불가능하였고, IT188389는 PI366121이나 IT104704 보

IT188389는 아직 보고되지 않는 야생형의 싸리수염진딧물 저항

다는 다소 약한 항생성을 보유하여 접종한 유충이 초기에는

성 자원이다. IT104704는 재배종으로 앞서 일본 연구진에 의해

약충을 생산하였으나 점차 약충의 생존이 어려워 마릿수가 초기

보고(Ohnishi et al. 2012)된 Raso1 유전자를 보유한 재배종

에는 조금 증가하다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처음

Adams 유래 Tohoku149 발견 이후 두 번째로 보고되는 재배종

유충접종 후 약충을 생산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풍, 소원,

싸리수염진딧물 저항성 자원이며 금후 저항성 품종개발에 적극

IT188389은 약 7일 정도 소요됐지만 PI366121, IT104704는

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전혀 유충을 생산하지 못하여 측정이 불가능하였다(Table 2).
접종 후 약충을 생산하고 생산한 유충이 다음 세대 약충을 생산하

모부본에서 싸리수염진딧물의 발육과 증식량 검정

는데 걸리는 시간인 2세대 일수는 감수성 자원인 대풍과 소원에

싸리수염진딧물 유충을 접종하고 첫 산자를 생산한 후 5일간

서만 14-15일 정도 소요되는 것을 관찰하였으나 저항성 자원인

싸리수염진딧물 마릿수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대풍과 소원에서

PI366121, IT104704 및 IT188389에서는 식물체가 지닌 항생성

는 마릿수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으로 나타났으나 IT104704과

으로 다음 세대의 유충 생산이 불가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PI366121 및 IT188389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고 생존하는

2세대일수가 1세대일수와 달리 2 Group으로만 구분되는 것은

Table 1. List of soybean varieties and germplasms and response to foxglove aphid.

z

Variety or
Germplasm

Origin

Source

Species

Non-Choice test
(Mean±Std.)z

Deapung

Korea

Breeding

Glycine max

7.0±1.14

Sowon

Korea

Breeding

Glycine max

7.0±1.20

IT188389

Korea

Wild

Glycine soja

2.2±0.97

IT104704

Korea

Landrace

Glycine max

1.0±0.0

PI366121

Japan

Wild

Glycine soja

1.0±0.0

Leaf damage grade: 1 = no damage and 9 = severely damaged, Std: Standard deviation.

Table 2. Growth and reproduction of the foxglove aphid on different soybean resources.
Variety or
Germplasm

Days from
Inoculation to Nymph (day)

Days from
Nymph to Progeny (day)z

Number of the
Aphid after release nymphy

Deapung

7.52ay

15.03a

15.43bx

Sowon

6.87a

14.50a

20.22a

IT188389

7.33a

N/A

3.00c

IT104704

w

N/A

N/A

0.00c

PI366121

N/A

N/A

0.00c

z

Period the time nymph reproduced the progeny.
y
Value within a column followed by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0.05% level by DMRT.
x
Number of the nymph on the fifth day after release nymph.
w
Not available data due to the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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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the number of nymphs after first nymph release
in different soybean varieties.

1세대 유충은 감수성인 대풍을 3일간 섭식한 것과는 달리 2세대
유충은 검정용 자원만을 흡즙하고 성장하여 검정용 자원의 영향

Fig. 2. Frequency distribution of F2 plants for resistance to the
foxglove aphid in a population of Deapung × IT104704 crosses.
The distribution of leaf damage grade in no-choice test are
presented, where 1 = no damage and 9 = severely damaged.

을 온전히 받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IT188389도
PI366121, IT104704와 마찬가지로 진딧물의 유충 생산능력을

싸리수염진딧물 저항성 유전분석

떨어트리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싸리수염진딧물 저항성 자원 중 진딧물의 증식량검정에서

이상의 결과는 Painter (1951)와 Kogan (1978)이 항생성은

다소 상이한 반응을 보인 IT104704과 IT188389 자원이 보유한

식물이 곤충의 번식과 생존율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며,

저항성 유전자의 유전양상을 구명하기위해 실시한 저항성 유전

곤충의 크기, 성장률, 생존율, 생식률 등을 비교하여 측정할 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모본인 대풍은 Grade 7, 부본으로

있다는 보고와 일치하며, 다수의 과학자가 콩진딧물 저항성 자원

쓰인 IT104704는 Grade 1으로나타났고, IT188389는 Grade

과 감수성자원을 섭취한 진딧물에서 산자수(Mian et al. 2008,

2.25로 나타나 저항성 및 감수성 모부본간에 차이를 명확히

Diaz-Montano et al. 2006, Hill et al. 2010), 한 세대 경과 일수,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1). F2집단에서 싸리수염진딧물에 대한

생식력 및 생존력(Li et al. 2004) 등에서 차이를 확인한 바 있다.

표현형 분포를 보면 대풍 × IT104704집단의 F2 184개체 중 grade

본 연구 결과, 싸리수염진딧물에서도 식물체 반응(Non-choice

1은 99개체, grade 3은 29개체, grade 5는 12개체, grade 7은

test)에서 저항성과 감수성반응을 보인 자원이 저항성 검정에서

13개체, grade 9는 30개체로 나타났다(Fig. 2). F2집단 검정 후

산자수, 1세개 경과일수, 2세대 경과일수에서 확연한 차이를

grade 3를 보인계통들은 후대검정을 추가로 실시한 결과 grade

보임을 확인하여 기존의 진딧물 검정 결과와 유사함을 확인하였

3의 자원이 저항성 혹은 분리하는 양상을 보여 grade 1 및 3를

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식물체반응에서 저항성을 보인 자원 중에서

보인 128개체를 저항성으로 grade 5, 7 및 9를 보인 55개체를

도 증식량 검정을 통해 저항성 간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감수성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리비에 대한 적합도

(Fig. 1, Table 2). 특히, IT188389는 싸리수염진딧물 유충이

검정을 실시한 결과 3:1의 분리비가 적합하여 IT104704이 보유

초기에는 생존하였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할 수 없는

하는 싸리수염진딧물 저항성 유전자는 단인자 우성 유전함을

양상을 나타냈고 강한 저항성을 보인 IT104704, PI366121은

확인하였다(Table 3). 대풍 × IT188389조합 F2 237개체에서 싸

싸리수염진딧물의 유충 단계부터 생존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리수염진딧물에 대한 표현형분포를 보면 grade 1은 104개체,

Sato et al. (2013)이 콩에서 싸리수염진딧물 저항성 자원인

grade 3은 45개체, grade 5는 26개체, grade 7은 17개체, grade

Tohoku149를 이용하여 저항성에 관한 대사체 분석결과 아미노

9는 38개체로 나타났다(Fig. 3). 이 집단의 경우 저항성 모본인

산, 중간산물 등의 농도가 감수성자원보다 높은 것을 확인한

IT188389이 Grade 2.25를 보여 모본을 기준으로 grade 1과

결로 미루어 본 연구에서 확인된 저항성 자원들에서 싸리수염진

grade 3을 저항성 자원으로 판단하고 149개체를 저항성 자원,

딧물이 성장을 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인 번식을 하지 못하는

55개체를 감수성자원으로 판단하여 3:1 분리비의 적합도 검정을

것은 저항성 식물체에 싸리수염진딧물의 생육에 해로운 물질이

실시한 결과 3:1 분리비는 적합하지 않아 저항성이 우성으로는

존재하기 때문으로 예상할 수 있다.

판단되나 불완전 우성으로 추정하였다(Table 3). 콩진딧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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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gregation of F2 plants for resistance to the foxglove aphid in two populations of Deapung × IT104704 and Deapung x IT188389 crosses.
Response to aphidz

Cross combination

z

Resistance

Susceptible

Deapung × IT104704

128

55

Deapung × IT188389

154

83

χ2

df

P

3:1

2.4360

1

0.114300

3:1

12.6934

1

0.000367

Expected ratio

Resistant: damage grade 1 and 3, Susceptible: damage grade 5, 7 and 9.

보여 재배종과 야생종에서 새로운 싸리수염진딧물 저항성 자원
을 확보하였다. 자원 별 싸리수염진딧물의 발육 및 증식 검정에서
첫 산자생산 후 5일간 진딧물수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감수성
품종은 정상적으로 진딧물수가 증가하였으나 IT188389는 초기
에 적은 수의 마릿수를 유지하나가 점차 감소하였고 PI366121와
IT104704는 진딧물 생존이 불가하여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자원
별 싸리수염진딧물의 증식량 검정에서 1세대 일수는 대풍, 소원
및 IT188389는 유사하게 7-8일 소요되었으나 PI366121,
IT104704는 접종한 유충이 생존할 수 없어 측정이 불가능하였고,
Fig. 3. Frequency distribution of F2 plants for resistance to the
foxglove aphid in a population of Deapung × IT188389 crosses.
The distribution of leaf damage grade in no-choice test are
presented, where 1 = no damage and 9 = severely damaged.

한 유전분석에서 저항성자원인 Jackson에서 저항성은 단일 우성
유전하였고(Hill et al. 2004a), 싸리수염 저항성 유전연구에서
Park et al. (2017)은 싸리수염진딧물에 저항성을 갖는 PI230977
단일 열성 유전함을 밝힌 바 있듯이 저항성 자원의 종류에 따라
유전양상이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IT104704
과 IT188389이 보유한 싸리수염진딧물 저항성 유전자는 대부
분의 콩진딧물에서 밝혀진 유전양상과 유사하게 저항성이 우
성을 보였고, 관여된 유전자는 IT104704는 단인자 유전하나
IT188389는 1-2개의 유전자가 관여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2세대 일수는 대풍, 소원은 각각 15일, 14.5일 소요되었으나
PI366121, IT104704 및 IT188389는 유충을 생산할 수 없어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싸리수염진딧물 저항성 유전분석을 위해
감수성 자원인 대풍과 IT104704 및 IT188389의 인공교배하여
만든 F2 개체들로 저항성검정을 진행하였다. IT104704에서는
저항성과 감수성 개체가 각각 3:1의 분리비로 적합도 검정 결과
저항성이 단인지 우성 유전함을 확인하였고, IT188389는 저항성
과 감수성 개체의 비율이 3:1의 분리비가 적합하지 않아 저항성
이 불완전한 우성 유전함을 알 수 있었다. 아직 전세계적으로
콩을 가해하는 싸리수염진딧물의 연구가 활성화되지않는 상황
에서 콩에서 저항성 자원을 탐색하고 나아가 유전양상을 구명하
는 것은 금후 저항성 품종개발과 해충의 생물적 방제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IT188389조합에서 모본이 야생콩이라 초기생육이 다소 빈약하

사 사

고 접종 후 종자 수확이 원활하지 않아 후대검정을 수행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추후 RIL 등을 활용한 QTL 분석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사업(과제번호:
PJ013192)의 연구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감사드립

적 요
Non-choice방법으로 싸리수염진딧물에 대한 콩 저항성 검정
결과 대풍, 소원은 감수성을 보였으나 야생형인 PI366121 및
IT188389와 재배종인 IT104704는 싸리수염진딧물에 저항성을

니다.

REFERENCES
1. Bansal R, Jun TH, Mian MAR, Michel AP. 2013. Developing
host-plant resistance for hemipteran soybean pests: lessons

359

韓育誌(Korean J. Breed. Sci.) 52(4), 2020

from soybean aphid and stink bugs, pp. 19-46. In: El-Shemy

resistance in PI 243540 is controlled by a single dominant

HA (Eds.) Soybean - pest resistance. INTECH Open Access

gene. Crop Sci 48: 1744-1748.

Publisher; Rijeka, Croatia.
2. Blackman RL, Eastop VF. 2000. Aphids on the World’s
Crops - an Identification and Information Guide. 2nd edn.
476 pp. John Wiley & Sons. Chichester UK.
3. Cai Q, Zhang Q, Gao X, Wang Y, Zhou MZ. 2003. Effects
of the Secondary Substances on Wheat Resistance to Sitobion
Avenae (F.). Scientia Agric Sinica 36: 910-915.
4. Christian SS, José ME, Francisca BH. 2020. Influence of
cell wall polymers and their modifying enzymes during
plant-aphid interactions, J Exp Botany 71: 3854-3864.
5. Diaz-Montano J, Reese JC, Schapaugh WT, Campbell LR.
2006. Characterization of antibiosis and antixenosis to the
soybean aphid (Hemiptera: Aphididae) in several soybean
genotypes. J Econ Entomol 99: 1884-1889.
6. Dixon AFG. 2012. Aphid ecology an optimization approach,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7. Ellis, P. 1991. Plant resistance to insects - a fundamental
approach. By C. Michael Smith (New York: John Wiley &
Sons, 1989). B Entomol Res 81: 223-223.
8. Harrington CD. 1941. Influence of aphid resistance in peas
upon aphid development, reproduction and longevity. J
Agric Res 62: 461-466.

17. Kogan M. 1976. The role of chemical factors in insect/plant
interactions. Proe. XV Im. Congr. Entomal., Washington,
DC.
18. Koh HM, Park S, Kim KH, Kim JM, Lee T, Heo J, Lee
J, Jung J, Kang S. 2018. Resistance resources for the
foxglove aphid in soybeans. Korean J Crop Sci 63: 257-264.
19. Lee J, Yoo MH, Jung JK, Bilyeu KD, Lee J, Kang S. 2015.
Detection of novel QTLs for foxglove aphid resistance in
soybean. Theor Appl Genet 128: 1481-1488.
20. Lee C, Choi MS, Kim HT, Yun HT, Lee B, Chung YS,
Kim RW, Choi HK. 2015. Soybean [Glycine max (L.)
Merrill]: Importance as a crop and pedigree reconstruction
of Korean varieties. Plant Breed Biotech 3: 179-196.
21. Li Y, Hill CB, Hartman GL. 2004. Effect of three resistant
soybean genotypes on the fecundity, mortality, and maturation
of soybean aphid (Homoptera: Aphididae). J Econ Entomol
97: 1106-1111.
22. Macedo TB, Bastos CS, Higley LG, Ostlie KR, Madhavan
S. 2003. Photosynthetic responses of soybean to soybean
aphid (Homoptera: Aphididae) injury. J Econ Entomol 96:
188-93.
23. Mansour M, Dmetry N, Rofaeel I. 1982. The role of coumarin

9. Hesler LS, Dahiell KE. 2011. Antixenosis to the soybean
aphid in soybean lines. Open Entomol J 5: 39-44.

as secondary plant substance in the food specificity of the
cowpea aphid Aphis Craccivora Koch. Z Angew Entomol

10. Hill CB, Li Y, Hartman GL. 2004. Resistance to the soybean

93: 151-157.

aphid in soybean germplasm. Crop Sci 44: 98-106.
11. Hill CB, Li Y, Hartman GL. 2006a. A Single dominant
gene for resistance to the soybean aphid in the soybean
cultivar Dowling. Crop Sci 46: 1601-1605.
12. Hill CB, Li Y, Hartman GL. 2006b. Soybean aphid resistance
in soybean Jackson is controlled by a single dominant gene.
Crop Sci 46: 1606-1608.
13. Hill CB, Kim KS, Crull L, Diers BW, Hartman GL. 2009.
Inheritance of resistance to the soybean aphid in soybean

24. Mensah C, Difonzo C, Wang D. 2008. Inheritance of soybean
aphid resistance in PI 567541B and PI 567598B. Crop Sci
48: 1759-1763.
25. Mian MR, Kang ST, Beil SE, Hammond RB. 2008. Genetic
linkage mapping of the soybean aphid resistance gene in
PI 243540. Theor Appl Genet 117: 955-962.
26. Michel AP, Zhang W, Jung JK, Kang ST, Mian MAR. 2009.
Population genetic structure of Aphis glycines. Environ
Entomol 38: 1301-1311.

PI 200538. Crop Sci 49: 1193-1200.
14. Hill CB, Crull L, Herman TK, Voegtlin DJ, Hartman GL.

27. Ohnishi S, Miyake N, Takeuchi T, Kousaka F, Hiura S,
Kanehira O, Tanaka Y. 2012. Fine mapping of foxglove

2010. A new soybean aphid (Hemiptera: Aphididae) biotype

aphid (Aulacorthum solani) resistance gene Raso1 in soybean

identified. J Econ Entomol 103: 509-515.
15. Jeong SC, Moon JK, Park SK, Kim MS, Lee K, Lee SR,

and its effect on tolerance to soybean dwarf virus transmitted
by foxglove aphid. Korean J Breed Sci 61: 618-624.

Jeong N, Choi MS, Kim N, Kang ST. 2019. Genetic diversity

28. Pachauri RK, Allen MR, Barros VR, Broome J, Cramer

patterns and domestication origin of soybean. Theor Appl
Genet 132: 1179-1193.

W, Christ R, Church JA, Clarke L, Dahe Q, Dasgupta P.
2014. Climate change 2014, synthesis report. Contribution

16. Kang ST, Mian R, Hammond RB. 2008. Soybean aphid

of working groups I, II and III to the fifth assessment report

360

콩에서 싸리수염진딧물 저항성 유전분석

of the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DE, Williamson VM. 1998. The nematode resistance gene

29. Painter RH. 1951. Insect resistance in crop plants. Macmillan,

mi of tomato confers resistance against the potato aphid.

New York.

Proc Nat Acad Sci USA 95: 9750-9754.

30. Park KY, Yun HT, Moon JK, Ku JH, Hwang JJ, Lee SH,

33. Sato D, Sugimoto M, Akashi H, Tomita M, Soga T. 2014.

Seung YK, Ryu YH, Chung WK, Lee YH, Kim SD, Chung

Comparative metabolite profiling of foxglove aphids

MN. 2000. A new soybean cultivar for sprout with good

(Aulacorthum solani Kaltenbach) on leaves of resistant and

storability and disease resistance, ‘Sowonkong’. Korean J

susceptible soybean strains. Mol BioSystems 10: 909-915.

Breed Sci 32: 298-299.

34. Suyun W, Xiangzhi B, Yajie S, Ruilu C, Baoping Z. 1996.

31. Park KY, Moon JK, Yun HT, Lee YH, Kim SL, Ryu YH,

Study on effect of population dynamics of soybean aphid

Kim YH, Ku JH, Roh JH, Lee ES, Ha KS, Kim IJ, Son

(Aphis Glycinies) on both growth and yield of soybean.

CK, Kim SK, Kim SD, Moon HP. 2005. A new soybean

Soybean Sci 15: 243-247.

cultivar for fermented soyfood and tofu with high yield,

35. Zheng C, Chen P, Hymowitz T, Wickizer S, Gergerich R.

“Daepung”. Korean J Breed Sci 37: 111-112.
32. Rossi M, Goggin FL, Milligan SB, Kaloshian I, Ullman

2005. Evaluation of glycine species for resistance to bean
pod mottle virus. Crop Prot 24: 49-56.

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