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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식물이 추위에 강한 ‘세포집’을 짓는 비결
극지연, 남극좀새풀에서 벼 냉해 저항성 최대 7배 높이는 유전자 발견

□ 극지연구소 (소장 강성호)는 벼의 냉해 저항을 최대 7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유전자를 남극식물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 극지연구소 이형석 박사와 연세대학교 김우택 교수 연구팀은 남극좀새풀 

(Deschampsia antarctica)에서 DaADF 유전자를 분리해 냉해 저항력을 

확인했다. DaADF는 남극좀새풀이 저온의 남극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유전자이다.

□ DaADF 유전자가 주입된 벼는 영상 4도에서 평균 53%, 최고 62% 생존했다. 

영상 4도는 벼가 냉해피해를 심각하게 입을 수 있는 온도로 일반 벼는 

같은 조건에서 8%만 살아남았다. 일반 벼의 생육조건인 영상 28도에서

두 그룹 간 외형이나 생장 속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 식물에는 세포의 골격을 이루는 액틴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DaADF 유

전자는 액틴의 구조를 쉽게 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추운 지역에서 단열

이 잘되는 집을 짓는 것처럼, DaADF 유전자가 식물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추운 환경에 유리한 형태로 액틴을 변형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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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팀은 지난해에도 남극좀새풀을 추위와 건조 환경에 강하게 만들어주는 

GolS2 유전자를 찾았다. GolS2 유전자는 수분 증발을 막거나 내부에 

에너지가 쌓이는 것을 도와 극한환경에서 생존율을 높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식물의 전략들이 유전자에 남아있는 것이다.

□ 남극은 극야와 백야 등 계절에 따라 해가 떠 있는 시간이 크게 다르고 

여름철에도 얼음이 녹지 않을 정도로 추워서 식물이 살기 어렵다. 이 같은 

악조건 때문에 남극에서 꽃이 피는 식물은 남극좀새풀과 남극개미자리 

2종뿐이며, 이들의 개체 수는 지구 온난화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남극좀새풀은 최적 생육온도가 13℃이지만 0℃에서도 30%의 광합성 

능력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저온 환경에서 잘 적응한다. 또한 벼와 

유전적으로 유사해 벼의 냉해 피해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연구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연구결과는 “남극좀새풀 DaADF 유전자를 활용한 내냉성 벼 연구‘라는 

제목으로 전문 학술지 ‘Frontiers in Plant Science’*에 지난 달 게재됐다.

□ 이형석 극지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유전자변형작물(GMO)과 관련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남극식물 유전자의 기능은 살리면서 최소한의 

유전적 변형으로 합법적인 신품종 작물을 개량할 수 있도록 유전자 편집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붙임1.� 남극세종과학기지�인근�남극좀새풀

붙임2.� 남극좀새풀�유전자�효능�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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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남극세종과학기지 인근 남극좀새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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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남극좀새풀 유전자 효능 실험결과

일반 벼 일반 벼DaADF
형질전환 벼

DaADF
형질전환 벼

냉해

DaADF 유전자 주입 시, 외부 형태나 생장 속도에 일반 벼와 차이가 없음 (왼쪽). 냉해 발생 
시, 일반 벼는 90% 이상 죽지만, 형질전환 벼는 평균 53%, 최대 62% 생존 (오른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