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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유전자원 

활용상황과 미래 전망*

이 병 훈 

1. 서론 

  유 자원이란 말은 생물이 가진 다양한 유 자가 농작물의 개량 등에 가치를 갖

는다는 에서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면서 생겨난 말이다. 유 자원은 생물개체 등

을 가리키며 인류에게 지  당장 힘이 되지 않아도 앞으로 유용한 혹은 그 가능성

을 가진 것까지 포함한다.

  유 자원은 인류가 오랜 역사 속에서 수집·획득해온 재산이다. 이것은 지구 환

경 보호에 이용할 때에는 간 인 가치를 갖고, 생물을 농산물이나 의약품의 목

으로 활용할 때에는 직 인 가치를 가진다. 유 자원의 최  특징은 다양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  농업이 발 하면서 특정 개량종이 리 보 되게 되

었고, 지역 환경에 응한 재래 유 자원은 속히 사라지는 추세이다. 한 재 

열 림의 감소, 사막화 등에 의한 환경 악화가 원인으로 귀 한 유 자원 체가 

기에 직면해 있다. 시 에서 이용 가치를 찾아낼 수 없는 유 자원이라 할지

라도 미래 과학기술이 진보했을 경우 요한 가치를 만들어낼 가능성을 담고 있다. 

유 자원의 수집·보존은 꾸 히 해야 하는 요한 활동으로, 세계 으로도 각국이 

장기 인 에서 다 오고 있다. 재배 식물의 품종이 세계 규모로 획일화되고, 

* 본 내용은 일본 농림수산 기술회의 사무국이 2008년에 발표한 자료인 “農業を支える基盤リソ一

ス-遺伝資源-"을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병훈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

(bhlee@krei.re.kr, 02-3299-4242).

농업의 기반이 되

는 유전자원에 대

한 역사, 수집‧보존‧
평가, 활용 상황 및 

미래 전망을 살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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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테크놀로지가 진보한 재야말로 새로운 재배 식물의 소재가 될 유 자원

의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에서는 농업의 기반이 되는 유 자원에 한 역사, 수집‧보존‧평가, 활용 

상황  미래 망을 살펴보았다. 

2. 유전자원을 둘러싼 국제 환경

  일반 으로 온 나 한  지역에 비해 열 ·아열  지역은 다양한 생물이 존재한

다. 한 많은 재배 식물의 기원지 역시 열 ·아열  지역으로, 기원지 주변에는 

다양한 유 자원이 존재하 다. 그러나 열 ·아열  지역에는 개발도상국이 많고 

이들 국가에서는 경제성과 유 자원의 보 이나 이용에 있어서 연구 개발능력이 

부족하다. 에는 유 자원이 부족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유 자원을 일방

으로 수집·이용하여 재산 등의 면에서 막 한 이익을 입으면서도 원산국에는  

환원되지 않았다. 개발도상국은 이와 같은 상황에 해 ‘생명자원의 불공정 취득

행 (바이오 이러시)’라며, 선진국에 한 비 을 높여왔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1993년 ‘생물다양성 조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이 발효되었다. 이 조약에서는 유 자원을 포함한 천연자원에 한 각국의 

주권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함께 유 자원을 이용할 때에는 자원제공국의 사  

동의를 얻을 것, 유 자원의 이용으로 생겨나는 이익은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물자원 등의 천연자원과 마찬가지로 유 자원에 

한 권리를 원산국에 귀속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CBD가 발효되자 에 수집되어 보존된 유 자원, 특히 리 액서스(free access)

를 원칙으로 구에게든지 무상으로 배포되던 농작물 유 자원의 권리 귀속이 문

제가 되었다. 이는 FAO의 농작물 유 자원은 ‘인류 공통의 재산’이라는 의식과 

CBD의 유 자원의 원산국 권리 의식 사이에 어 남을 만들게 되었고, 양자의 조

정을 해 10여년 가까운 세월을 들여 교섭하게 되었다. 그 결과 식료나 농업에 

한 식물 유 자원의 경우 식료  농업에 이용되는 ‘식물 유 자원에 한 국제조

약(ITPGR)’이 2004년에 발효되었다. 이 새로운 ITPGR조약에서는 식료 생산이나 농

업에 깊이 여된 농작물의 리스트를 작성하고, 리스트에 게재된 농작물(수집 제

외)의 유 자원에 해서는 다국간 시스템에 기 해 활용을 진하면서 유 자원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공평하게 배분하게 하고 있다.

3. 농업생물자원 유전자은행 사업

  일본에서 유 자원(식물, 동물, 미생물)의 도입·보존·평가 연구는 원래 개개인 연

선진국의 ‘생명자

원의 불공정 취득 

행위’로 인해 1993

년 ‘생물다양성 조

약’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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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수 보존대상

센터뱅크
(독)농업생물자원연구소 3 식물, 동물, 미생물, DNA 

서브뱅크
(독)농업‧식품산업기술 종합연구기구 25 식물, 동물, 미생물

(독)농업환경기술연구소 1 동물, 미생물
(독)국제농림수산업 연구센터 2 식물, 미생물

(독)종묘관리센터 11 식물
(독)가축개량센터 10 식물, 동물

구자에 의해 따로따로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략 인 요성때문에 1985년 이후 

국 인 네트워크를 갖는 ‘농업생물자원 유 자은행 사업’(2001년에 ‘농림수산성 

진뱅크 사업’에서 명칭 변경)으로 바 게 되었다. 1986년에는 농업생산물 자원연구

소내( (독)농업생산자원연구소내)에 유 자원센터를 설립하 으며, 이곳이 식물·

동물·미생물 부문의 센터 뱅크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1993년에는 유 체 연구

의 가속을 해 DNA부문(DNA뱅크)을 추가하 다. 

  농업생물자원 유 자은행 사업은 (독)농업생물자원연구소를 센터뱅크로, (독)농

업·식품산업기술 종합연구기구를 비롯한 연구기 을 서 뱅크로 하여 서로 연 ·

운 하고 있다. 센터뱅크의 역할은 유 학이나 생리학 등의 문 지식을 가진 연

구자가 식물, 동물, 미생물의 유 자원  DNA의 국내외에서의 수집, 분류, 동정

(同定), 특성 평가, 증식, 종자나 정자 등의 보존, 배포  정보의 리제공에 한 

사업을 략 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서 뱅크는 센터뱅크에서 탁을 받는 형식

으로, 를 들면 과수 등의 양체 보존 등 센터뱅크에서 실시할 수 없는 사업에 

해 농업생물자원 유 자은행 사업의 효율 인 실시를 해 상기의 사업을 보완

하는 역할을 한다. 이외에도 일본에는 지방자치체가 독자 으로 운 하는 유 자

은행이나 특정 작물  식물에 해 학이나 민간 기업이 유 자원을 수집하는 

유 자은행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 농업생물자원 유 자은행 사업에 해 설명하

다. 

표 1  농업생물자원 유전자은행

1) 유전자원의 탐색·수집·도입

  생물은 그 진화의 과정에서 많은 변이를 축 함으로서 다양해져 왔다. 그리고 

인류는 수천 년에 이르는 농업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유 자원을 이용하 다. 변

이가 있는 생물을 찾아내고 수집하는 것을 탐색이라 한다. 한 해외의 유 자원

을 국내에 받아들이는 것을 도입이라고 한다.

  농업생물자원 유 자은행 사업에서는 식물·동물·미생물 유 자원을 국내에서 

유전자원의 중요성 

때문에 1986년에 

유전자원센터를 설

립하여 식물, 동물, 

미생물 부문의 센

터 뱅크 기능을 하

고 있다.  

해외에서의 식물 

유전자원의 탐색·

도입은 1977년에 

개시되어 2007년까

지 합계 119회, 모

두 161개국에서 행

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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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으로 탐색·수집하는 것과 함께 국외의 연구기 과 력하면서 국외에 있는 

식물 유 자원의 탐색·도입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해외에서의 식물 유 자원의 탐

색·도입은 1977년에 개시되어 2007년까지 합계 119회, 모두 161개국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유 자원의 탐색을 통하여 직 으로 품종 개량 등의 소재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육지역내의 유 자원의 분포 상황이나 생육지역 보존을 한 

정보 등을 얻을 수 있다. 

2) 유전자원의 분포·동정(同定)·특성 평가

  리 재배되는 작물의 경우 작물명을 쉽게 알 수 있지만, 해외의 야생종 탐색  

조사에서는 종의 동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도입 후 

특성 평가를 해 재배를 하여 동정한다. 

  그러나 작물을 채취한다고 해도 세계의 품종에는 다양한 변이가 존재하여 동정

하기가 쉽지 않다. 기존에는 형태  특징과 교잡을 통해 정상 인 종자를 얻을 수 

있는지 등을 지표로 품종군을 분류하 지만 최근에는 DNA의 다형이 자료로 이용

되고 있다. 미생물 유 자원의 경우 형태  특징에 의한 종의 동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분류 체계 자체가 빈번히 재검토되고 있다. 이에 특정 DNA배열을 지표로 

분류의 함을 조사하고 개개의 계통의 분류를 재확인하고 있다. 

  작물 유 자원을 품종 개량 등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종이나 품종 나름의 특성

을 알고 있는 것이 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유 자원의 특성 평가와 데이터 축

이 요한 것이다. 농업생물자원 유 자은행 사업에서는 센터뱅크와 일본 각지의 

서 뱅크가 각 문분야를 갖고 유 자원의 특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평가는 1, 2, 3차 평가의 3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꽃의 색, 식물의 키 등의 형태  

특성이나 개화 시기 등의 생리생태  특성(1차 특성)을 알고 있으면, 그 식물 유

자원을 재배하면 언제 꽃이 피고 교배가 이 지는지, 어느 정도의 키가 되는지, 언

제 수확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병해충에의 항성, 건조내성 등의 2차 특성이

나 수확량, 품질, 성분 특성 등의 3차 특성은 유 자원을 품종개량에 이용하는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정보이다. 이와 같이 각 종의 특성 데이터가 갖춰짐으로 유

자원의 이용 가치가 증 될 수 있다. 특성을 조사할 때에는 가 조사해도 같은 결

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작물마다 ‘특성 평가 매뉴얼’에 따라 조사하고 그 특성 정보

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

3) 유존자원의 보존·배포

  식물의 종자, 감자나 과수 등의 양체, 동물의 생식질 세포, 미생물 등의 유 자

원은 생물 활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해나 불의의 사고에 비해 복수의 곳에 분

산하는 등 안 성 확보에 유의를 하면서 보존하고 항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둘 필

센터뱅크와 일본 각

지의 서브뱅크가 각 

전문분야를 갖고 유

전자원의 특성을 평

가하고 있다.

농업생물자원 유전

자뱅크 사업에서는 

현재 약 24만점의 

식물 종자·영양체, 

약 2만 5천점의 미

생물, 약 900점의 

동물 생체·수정란·

생식세포, 약 28만 

점의 DNA를 보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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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산자원 보존점수 내용

식물 종자 186,890점 벼류44,215점, 보리류6,260점, 대두 18,955점 등 

영양체 45,815점 감자류8,464점, 차7,5546점

동물 생체 72점 소9점, 돼지6점, 가금30점 등

수정란 683점 소21점 등

생식세포 179점 소42점, 돼지35점, 가금64점 등

미생물 등록주 24,982점

DNA 벼 75,808점

가축 178,299점

누에 23,040점

요가 있다. 한 배포용과 장기 보존용으로 나눠 재료에 맞춘 안 한 방법으로 보

존하고 있다. 농업생물자원 유 자은행에서는 장기 보 용 장고의 경우 상  습

도 30%, 온도 -10도의 조건에서 감압 한 통조림에 종자를 넣어 보존하고 있다. 

배포용 장고는 상 습도 30%, 온도 -1도에서 스크루캡의 페트병에 종자를 넣어 

보존하고 있다. 

  농업생물자원 유 자뱅크 사업에서는 재 약 24만 의 식물 종자· 양체, 약 2

만 5천 의 미생물, 약 900 의 동물 생체·수정란·생식세포, 약 28만 의 DNA를 

보존하고 있다. 보존하고 있는 24만 여의 식물 유 자원  그 특성이 명확해서 

일 이 종자량을 충분히 확보한 것들은 액티  컬 션으로 이용자에게 배포하고 

있다(2007년도 재 136,182 ). 배포 가능한 유 자원은 농업생물자원 유 자은행

의 웹사이트(http://www.gene.affrc.go.jp/)에서 공개하여 연구, 품종개량, 교육의 목

으로 수시 배포되고 있다. 

  보존하고 있는 유 자원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발아율이나 증식율 등을 모니터

링, 재고 리, 배포작업 등을 리하고 있다. 한 배포 실 은 1996년에는 식물 

5,900 , 미생물 636 , 동물 49건, DNA 223 인 것에 비해, 2006년도의 배포 실

은 식물 8,701 , 미생물 1,080 , 동물 245 , DNA 144 으로 올라 체 으로 증

가하 다. 이러한 유 자원은 신품종 육성(식물), 미생물 이용제 제 개발(미생물), 

유 자의 단리(DNA)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유 자원의 배포 수가 증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는 배경으

로는 알기 쉬운 유 자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쉬운 유 자

원 세트의 제공, 보존 유 자원의 양 ‧질 인 충실함을 꼽을 수 있다. 

표 2  농업생물자원 유전자은행의 주요 유전자원의 보존 수(200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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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전자원 데이터베이스

  지 까지 일부 소개해왔지만 유 자원에는 품종명이나 원산지 등의 이력 데이터, 

형태나 항성 등의 특성 평가 데이터  장 시설 내의 격납 치에 한 재고

리 데이터가 부수되어 있고 이들을 하게 리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 농업

생산자원 유 자뱅크에서는 이력, 특성평가, 재고 리  증식·배포에 한 방 한 

데이터를 등록· 리하기 한 유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식물과 미생물

의 이력과 특성 평가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을 만

들고 있다. 한 웹사이트에서는 동물의 배포 가능 유 자원 리스트, 식물과 동물

의 화상 데이터베이스, 식물 코어 컬 션(수집한 유 자원 에서 선정한 표 인 

품종‧계통 세트)  유용 유 자원의 장소를 특정할 수 있는 DNA마커 정보를 개

재하고 있다.

그림 1  세계의 벼 코어 컬렉션

4. 유전자원의 활용

  유 자원과 련된 정보는 국내외의 학, 연구기  등에 연구·교육용으로 배포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품종개량이나 지 은 자취를 감춘 품종 부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해외의 유 자원을 이용해서 우수한 특성을 가진 

품종 육성에 성공한 사례와 장기간 보존해온 유 자원이 지역 활성에 도움이 된 

사례 등을 소개하 다. 

농업생산자원 유전

자뱅크에서는 식물

과 미생물의 이력

과 특성 평가 데이

터를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 시스템을 만

들고 있다. 

유전자원과 관련된 

정보는 국내외의 대

학, 연구기관 등에 

배포 및 제공되고 

있으며 품종개량, 

품종 부활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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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물 유전자원의 활용

1) 도열병 항성의 다양한 유 자원을 이용해서 만든 코시히카리BL

  일본에서 인기가 높은 벼 품종인 고시히카리는 도열병에 약하다는 결 이 있다. 

하나의 도열병 항성 유 자를 가진 품종은 병원균의 특정 계통에는 항성을 나

타내지만 다른 계통은 버텨내지 못하고 병에 걸린다. 이에 니가타  농업통합연구

소에서는 반복여교배(recurrent backcross) 방법으로 많은 종류의 도열병 항성 유

자원을 이용, 고시히카리에 도열병 항성 유 자를 도입한 품종을 다수 작업하여 

이들을 혼합한 고시히카리BL을 개발하 다. 

  고시히카리BL은 많은 도열병 항성 유 자를 혼합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도열병 항성 유 자에 강한 병원균이 출 해도 확산되지 않는다. 고시히카리BL

은 통상의 고시히카리에 비해 도열병 발생률이 10분의 1정도가 되며, 농약 사용회

수를 25% 감소시킬 수 있다. 고시히카리를 5회 이상 반복여교배해서 육성한 고시

히카리BL은 고시히카리와 외 과 맛이 같아서 고시히카리라는 명칭으로 매되

고 있다. 고시히카리BL은 국내외의 도열병 항균성 유 자원을 이용해서 개발되

었으며, 이들은 니가타 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시히카리의 97%(볍씨 유통량에서 

추계)를 유하게 되었다.

2) 다수확 품종 벼의 개발

  최근 농업의 로벌화나 에 지를 둘러싼 사회정세가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사

료용이나 에탄올 원료용 다수확 품종에 한 수요가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에서 

재배되고 있는 논벼 품종은 부분 고시히카리와 그 비슷한 품종이다. 이것은 고

시히카리와 같은 양식미 품종으로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기 때문인데 새로운 수요

에 응하기 해서는 고시히카리와는 달리 맛은 나빠도 다수확성을 가진 유 자

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경우 지 까지 탐색수집·특성 평가·보존하고 있던 유

자원이 요한 역할을 한다.

  다수확 품종 벼의 개발은 일본에서는 재배되지 않지만 수확량이 많은 인디카 품

종을 교배 모체로서 이용하는 것이 효과 이라고 단되었다. 그래서 농업생물자

원 유 자은행 사업에서 보존·특성 평가를 한 인디카 품종 에서 일본에서 재배

해도 다수확성을 나타낼 수 있는 한국품종 (‘수원25호’, ‘ 양25호’  ‘ 양 42호’)

과 국품종 ‘계조(桂朝)2호’를 교배하여 다수확 품종인 ‘호쿠리쿠 193호’를 육성하

다. ‘호쿠리쿠 193호’는 호쿠리쿠 지방에서 미 생산량이 900kg/10a 수 으로  

니가타에서 바이오에탄올 원료용으로서의 재배 실증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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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다수확 벼 ‘호쿠리쿠 193’

3) 세계최  ‘찰 ‘의 육성

  은 밥으로 먹는 멥 과 떡으로 해서 먹는 찹 이 있다. 옥수수에도 보통의 옥

수수 외의 찰옥수수가 있다. 이들은 세계 각국의 식품생산 분야에서 폭넓게 활용

되고 있다. 그러나 지 까지 세계에서 재배되고 있는  에는 찰 은 없었다. 이

것은 의 세포에는 A, B, D의 3가지 유 체가 있으며, 이 3가지 유 체는 찰성 유

자를 갖고 있지 않아 찰 이 될 수 없었다. 그래서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소맥분 

제품의 소재로서 찰성 분을 가진 의 개발을 기 했었다. 

  그리하여 ‘백화(白火)’와 A, B 유 체에 찰성 유 자를 가진 계통을 교잡시켜 

1994년에 A, B, D 모든 유 체에 찰성 유 자를 가진 찰  계통을 육성시켰다. 일

본에서 세계 최 로 찰 의 육성에 성공한 것은 많은 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고, 

그 속에서 D유 체에 찰성 유 자를 가진 품종인 ‘백화’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

이다. 그 후 찰  계통을 모체로서 지속 으로 교배, 실용 인 찰  품종 ‘하치모

치’, ‘모치 오토메‘  ’모치 히메‘가 2006년에 품종 등록되었다. 이들 찰  품종은 

병이나 양과자의 신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4) 습해에 강한 옥수수의 개발

  사료 자 률의 향상과 논 환작의 추진을 해서는 수량이 많고 양가가 높은 

옥수수(Zea mats L.)를 논 환 밭에서 재배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옥수수

는 배수가 나쁜 논 환 밭에서 재배하면 습해가 발생하기 쉽다는 결 이 있었다. 

사실 지 까지 옥수수는 밭에서 재배하는 작물이라는 생각에서 내습성을 높이는 

연구는 세계 으로 실시되지 않았다. 옥수수 자체에 내습성이 높은 육종 소재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사종인 테오신트(Zea mays ssp.Huehuetenangensis)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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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렸다. 테오신트는 멕시코, 과테말라, 니카라과 등 강수량이 많은 열 , 아열  지

역에 자생하고 있어서 습해에 강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에서 수집

되어 국제 옥수수·소맥개량센터(CIMMYT)에 보존되어 있던 테오신트 2계통을 내습

성 유 자원으로서 이용하 다. 

  내습성에 계된 형질로는 담수조건 하에서 지표면 가까이 새로운 뿌리(부정근)

가 형성되는 것과 뿌리의 공기 통로인 통기조직이 형성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이

에 테오신트와 옥수수의 교잡 후 에 해 해석하 더니, 테오신트가 갖고 있는 

부정근 형성에 한 2개의 유 자가 발견되었다. 재 이들의 유 자를 도입한 습

해에 강한 옥수수 품종을 육성하고 있는 이다.

5) 발상의 환에서 만들어진 바이오매스량이 높은 에탄올 원료용 사탕수수

  사탕수수는 열  지방에서 재배되는 사탕원료용 작물이다. 사탕수수 야생종의 

기원은 북인도 지방으로, 인도차이나 반도를 남하하면서 주변의 벼과식물의 교잡

을 거쳐 재의 사탕원료용 사탕수수가 완성되었다. 그 후 당도를 높인 품종 개량

을 통해 재의 사탕원료 품종이 육성되었다.

  사탕수수가 속한 벼과식물 에서 억새속은 온에서의 생육이 우수하고, 에리

안투스속은 재생력이 강하다는 장 이 있다. 이에 이들의 특성에 착안하여 생육 

기에는 온에 강하고, 바이오매스 수량이 높은 품종의 개발을 해 노력하 다.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사탕수수의 선조를 거슬러 올라 유 자원을 수집하여, 재

의 품종과 종간·속간 교잡을 실시하 다. 그 결과 당도는 하되었지만, 바이오매

스량이 2배(건물 (dry weight) 5t/10a) 이상을 가진 사탕수수가 탄생되었다. 재 에

탄올 원료용 사탕수수는 시험재배 되고 있다. 

그림 3  바이오매스량이 높은 사탕수수의 생육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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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남미 안데스의 유 자원을 이용한 일본용 컬러 감자의 육성

  감자의 원산지인 남미 안데스 지역에는 감자의 유 자원이 풍부하며, 그 에는 

감자 내부의 육색이 황색, 자색, 색인 감자가 있다. 이들 감자 유 자원을 이용하

여 새로운 용도의 컬러 감자 육성을 진행하 다. 즉 남미 안데스 지역에서 채취된 

다양한 육색계통을 일본의 감자 품종과 교배해 일본의 환경 조건에 당한 컬러 

감자의 선발한 것이다. 그 결과 짙은 황색육 품종인 ‘잉카의 시작’, 자색육 품종 

‘잉카의 퍼 ’, 색 품종 ‘잉카 드’가 육성되었고, 이들의 품종 재배 특성을 개

량해 색소 함량을 높인 자육품종 ‘기타무라사키’, ‘ 도우퀸’, 육품종 ‘노잔루비’

가 육성되었다. 재 컬러 감자를 이용한 감자칩이 시 되고 있으며, 샐러드, 과자, 

주스 등의 상품 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그림 4  일본산 컬러 감자

7) 원산국에서는 실패해버린 작물의 부활

  10세기경 남태평양의 섬에서 뉴질랜드로 넘어온 마오리족은 고구마를 주식으로 

하며 축제나 종교 의식에 이용하 다. 그러나 유럽인이 뉴질랜드로 이주해오면서 

동화정책으로 마오리족은 고구마를 재배하지 않게 되었고 고구마의 품종은 소실

되어 버렸다. 그 후 마오리족 사이에서 마오리의 문화를 부활·보존하려는 생각이 

팽배해졌다. 이들은 고구마가 뉴질랜드에서는 소실되었지만, 농업생물자원 유 자

은행의 서 뱅크인 농업연구센터(  (독)농연기구 작물연구소, 츠쿠바시)에 보존되

어 있는 것을 알았다. 1988년 마오리족 장로가 일본을 방문하여 마오리족의 통

식 고구마가 20년 만에 뉴질랜드에서 부활되었다.

8) 아득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품종, 꿈의 품종의 부활 재배

  이 에는 다양한 식물종에서 수많은 품종이 재배되었지만, 수량과 맛이 뛰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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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병해에 강한 우수한 품종이 선호 받게 되면서, 결 이 있는 품종은 차 재배되

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품종들이 재인식되면서 농어생물자원 유

자은행에 보존되고 있는 농업생물자원이 지역 활성화 등에 도움을 주고 있다. 

① 카 에 맞는 ‘백목미(白目米)’: 백목미는 에도 시 부터 양식미로 재배되었으며 

메이지 시 에는 도쿄도 신주쿠구에 있는 오랜 역사를 가진 서양요리 에서 인도 

카 에 사용되었다. 하지만 수확량이 낮다는 이유로 더 이상 재배되지 않으며, 이 

품종은 농업생물자원 유 자은행에 보존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백목미를 사용한 

인도카 를 부활시켰으며, 밥을 했을 때 득거리지 않고 카  소스를 부었을 때 

알과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② 꿈의 주조용  ‘와타리부네(渡船)’: 일본에서 유명한 주조용 인 ‘야마다 니시

키(山田錦)’의 선조 ‘와타리부네’는 쇼와 기까지는 주조 용 로 소 히 다루어

져왔지만, 병해에 약하고 쓰러지기 쉽고, 수확량도 어 재배되지 않게 되었다. 시

가 에서는 시가  농업시험장과 이바라키 의 농업생물자원 유 자뱅크가 보존

하고 있던 소량의 종자에서 ‘와타리부테’를 부활시켜 재배하고 있다. 

③ 맛과 향이 뛰어난 ‘야나기쿠보(柳久保)’ 소맥: 에도시 에 재의 도쿄도 히가시

쿠루메시에 유입된 소맥 품종 ‘야나기쿠보’는 맛과 향이 뛰어나고 부산물인 볏짚

이 가지붕에도 최 이었기 때문에 도쿄도나 가나카와 으로 되었다. 그러나 

기장이 1미터 이상으로 쓰러지기 쉽고 수확량이 일반 소맥의 2분의 1정도 기 때

문에 1942년 이후 그 모습을 감추어버렸다. 히가시쿠루메시에서는 지역 부흥의 일

환으로 농업생물자원 유 자은행에 보존되어 있던 ‘야나기쿠보’의 재배를 개시하

다. 야나기쿠보로 만든 우동이나 만주는 히가시쿠루메시 지역의 특산물로 매

되고 있다.

④ 달고 맛있는 아마이모: 군마  아마가사키시에서는 에도 시 부터 아마이모라

고 부르는 고구마가 재배되어, 교토나 오사카의 고 요리 에 출하되었다. 그러나 

태풍 제인(1950년)의 피해와 공장 건설에 의한 농지의 감소 때문에 아마가사키시의 

아마이모는 1950년경부터 모습을 감추어버렸다.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후에 ‘달

고 맛있는 아마이모를 다시 한 번 먹고 싶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마이모의 씨

고구마가 농업생산자원 유 자은행의 서 뱅크인 농업연구센터(  (독)농연기구 

작물연구소)에 보존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고, 반세기만에 아마가사키시의 아마

이모가 부활되었다.

(2) 동물 유전자원의 활용

  농업생물자원 유 자은행의 동물 유 자원부문에서는 가축·가 , 에 외 유용

곤충 등 약 900 의 품종·계통을 보존하고 있다. 이들 유 자원은 연구 자료나 

지에서의 보존을 해 배포되고 있으며, 이하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도움



12

을 주고 있다.

1) 일본 재래마 ‘다이슈우마(対州馬)’를 멸종에서 구하다

  일본 국내에는 8종류의 재래마가 남아 있고 농업생산자원 유 자은행의 서 뱅

크인 가축개량센터 도카치 목장에서는 홋카이도 와슈(홋카이도산), 기소우마, 다이

슈우마, 도카라우마, 미야코우마의 5종류가 생체  동결정자 상태로 보존되어 있

다. 이들 재래마는 홋카이도 와슈를 제외, 100마리 후 혹은 그 이하 밖에 남아있

지 않다. 특히 나가사키 의 재래마 ‘다이슈우마’는 지 집단이 20마리로 멸종 

기에 처해 있었다. 이에 가축개량 센터 오카치 목장에 보존되어 있던 다이슈우마

의 암말 4마리가 지로 보내져, 지에서 다이슈우마의 보존에 이용되고 있다.

2) 에 유 자원을 이용해서 헤이안 시 의 비단을 복원

  야마나시 에 있는 농업생물자원 유 자은행에는 메이지 시 부터 계속 되어온 

품종을 포함하여 일본, 국, 유럽의 유래인 에 675품종이 보존되어 있으며, 연

구용으로 배포되고 있다. 하지만 의 에 품종에서 만들어진 비단은 옛날의 

비단과는 감과 느낌이 달랐다. 이에 헤이안 시 의 비단 문화재를 충실하게 복

원·수복하기 해서 옛날의 에 품종과 유사한 에 품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게 되었다. 헤이안 시 의 견사 단면 은 재 품종의 1/3~1/4 수 으로 견사가 가

는 에 품종을 찾은 결과 조선의 재래품종인 ‘한삼면(韓三眠)’을 발견하 다. ‘한

삼면’ 견사의 이용을 통해 문화재의 복원·수복 가능성에 한 기 가 커지고 있다. 

(3) 미생물 유전자원의 활용

  동식물뿐만 아니라 미생물도 요한 유 자원으로 농업생물자원 유 자은행의 

미생물 유 자원부문에서는 벼 도열병균 등의 식물병원 미생물, 효모·유산균 등의 

식품 미생물  나메코(담자균류에 속하는 버섯)·송이 등의 버섯류 등을 보존하고 

있다. 그 에서 연간 800~1,200 그루가 배포되며, 이들은 분류·동정, 병해진단, 유

자 분석, 병해 방법 개발, 농약개발, 병해 항성 육종, 생물방제재료의 개발이

나 새로운 식품 가공기술 등의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지 까지 감나무, 갯방풍 등 각종 작물의 신병해를 일으킨 다양한 병원의 동정, 

수박 조(萎凋)  양상추 연부(軟腐)에 한 항성 계통의 육성,  흑변(黑變)병 

 보리류 입고병 방제에 효과 인 살균제의 효과 검정·실용화, 배포균을 이용해 

제조한 유산균 음료의 가공·품질 리 기술의 확립, 키토산 시용에 의한 카네이션 

조병의 발병 억제 효과의 발견, 목재 부후(腐朽)내성의 검정  신규 목재 보호제

의 개발과 같은 성과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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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전자원의 미래전망

  지 까지 소개해온 것처럼 농업생물자원 유 자은행 사업에서는 농작물을 비롯

하여 농업상 요한 유 자원의 탐색·수집·보존·평가와 함께 이러한 유 자원을 

활용하 다. 한편 일본에서는 농작물 외의 선충(線虫), 애기장 , 송사리 등 과학 

연구 재료로서 요한 생물에 해서도 유 자원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과학기술·학술심의회의 답신을 받아 문부과학성에서는 이들을 체계 으로 정비하

는 ‘내셔  바이오리소스 로젝트(The National BioResource Project. NBRP)’가 실시

되었다. 그 외 경제산업성, 환경성, 후생노동성에서도 생명 과학에 한 시반정비

를 하고 있고 농림수산성을 포함한 이들 각 부청이 연 해서 ‘세계 최고 수 의 라

이  사이엔스 기반 정비’에 몰두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구축된 방 한 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한 연구

가 건이다. 를 들어 미국의 로우스톤 국립공원 온천에서 발견된 미생물에서 

나온 내열성 DNA복제효소는 DNA를 단시간에 백만 배 정도로 증폭하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기술로 이용되었다. 이 기술은 범죄 조사나 품종식별 

등에 의한 표시의 장 별 등 우리 삶 깊숙한 곳에서 이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익숙지 않은 생물이라도 사용법에 따라서는 인류에 막 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다양한 유 자원의 탐색·평가·보존은 미래를 지지하는 귀 한 자원이다.

  부터 실시되어 온 유 자원의 검색·평가·보존도 물론 요하지만, 그들에서 

얻을 수 없는 자원을 새롭게 발견하고 정비·보존해가는 것도 신의 창출에 있어

서 요하다. 농림수산성에서는 벼 유 체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에는 벼 

유 체 염기배열의 완  해독을 달성하 다. 이들 벼 유 체 연구와 련된 로

젝트 결과로서 cDNA클론 등의 DNA리소스, toa17이라는 활동 유 자나 방사선 등

을 이용해서 인 으로 만들어낸 벼 돌연변이계통이나 염기배열 정보 등 종래의 

유 자원과는 다른 새로운 타입의 자원을 다수 만들어내고 있다.

  기존의 유 자원과 함께 이들 새로운 타입의 자원을 활용한 사례도 많다. 를 

들면 벼의 경우 매우 요한 탈립성(qSH1), 자포니카벼의 수립의 폭(qSW5), 출종시

기(Hd3a 등), 장(sd-1), 이삭수(Gnla)등을 좌우하는 유 자도 발견되었다. 이와 마

찬가지로 에 유 체의 개요해설(2004년), 두 유 체나 돼지 유 체의 해설 추

진 등 다양한 농업생물의 유 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연구의 산물로서 

다양한 생물자원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은 유 자 기능 해명 등의 기  연구에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품

종 개량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DNA마커나 유 자조작 기술을 이용한 신품종 

개발 등에 활용하기 해 매우 요한 자원이다. 이 새로운 자원들은 필요에 따라 

유전자원의 검색·

평가·보존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들

에서 얻을 수 없는 

자원을 새롭게 발

견하고 정비·보존

해가는 것도 혁신

의 창출에 있어서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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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재산화를 추구하면서 공 인 자원으로서 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비·공

개되고 있다. 앞으로는 기존의 유 자원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타입의 자원도 더욱 

요해질 것이다. 

  2008년도부터 5년 동안 실시될 농림수산성의 탁 로젝트 ‘신농업 개 유 체 

로젝트’에서는 에서 설명한 DNA 정보와 유 자원을 조합·활용하여 식료·환

경·에 지 문제의 해결에 공헌하는 획기 인 작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

고 이와 같은 연구 개발 자원으로서의 활용뿐만 아니라 유 자은행이 본래 갖고 

있는 유 자원의 보유라는 기능도 생물다양성 보 이 요해지고 있는 만큼 그 필

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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