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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I. 제 목

무궁화의 돌연변이 육종연구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약

우리나라 국화인 무궁화를 방사선 돌연변이 기술을 이용하여 무궁화의

花色， 花훨， 草뀔， 耐蟲性 및 葉色變異 둥의 관상가치가 높은 무궁화 변야체

륭 선발， 육성하여 국민의 나라꽃 사랑정신을 함양하논데 었다.

Ill.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무궁화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1차적으로 국내 무궁

화 germplasm의 수집 및 증식하였으며， 무궁화 종자에 방사선 처리에 따른

감수성 및 적정선량에 대해 검토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있는 무궁화 78 품종을 수집하였으며 26 품종에서

2，000여주를 삽목 증식하였다.

무궁화 종자의 방사선 감수성 조사에서 4 kR 처리구에서는 발아율， 생존

율， 경장이 control구 보다 모두 높았으며， 무궁화의 돌연변야 유기 적정 선

량으로는 10-12 kR가 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무궁화와 돌연변이 유

기 척정 추정선량인 10-12 kR은 앞으로 돌연변이 유기에서 기초가 되는 자

료로 활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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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Studies on Mutation Breeding of Hibiscus syriacus

II. Objective and hnportance of the Project

The national expectation for Hibiscus (Hibiscus syriacus) is useful in

radiations. It is necessary to improve our national flower Hibiscus

having more splendour flower, more flower color and shape, more various

tree type, more insect resistance veriegated flower and leaf the existing

cultivar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The experimental study on the Hibiscus has been studied by means

of the following methods.

- collected in Hibiscus varieties

- propagated in cuttings

- radiation sensitivity in Hibiscus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Hibiscus has been know as a national flower of Korea science old

times. Hibiscus has such a characteristics of self-incompatibility that all

the plants exist as a hybrid naturally and have heterogeneous genes.

Many domestic 78 varieties of Hibiscμs synacus were collect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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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gated 26 varieties cuttings.

Radiosensitivity of gamma-ray irradiated Hibiscus syriacus were

investigated. The germination rate, survival rate, plant height was with

the increase of 4 kR better than control. The radiation dose of 10-12 kR

are recommended for mutation breeding of Hibis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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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릎르

‘-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나라꽃으로서 원산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과

인도이며 학명은 Hibiscus syriacus 이다. Hibiscus는 이집트의 아름다운

Hibis 신을 닮았다는 뜻이며 이것을 속명으로 한 것이며， 명명자가 자생지라

고 생각했던 중동의 시리아를 종명으로 한 것이다. Hibiscus 屬에 해당하는

식물에는 하와이 무궁화(Hibiscus rosa-sinensis) , 황근(Hibiscus 따mabo) ，

부용(Hibis띠s mutabilis) , 졸부용(Hibiscus sino-syriacus) , 노산부용

(Hibiscus jXlra-mutabilis) , 대만부용(Hibiscus taiwanesis) , 미국부용

(Hibisα.IS moscheutos) , 운남부용(Hibiscus yunnanesis) , 미 려부용(Hibisα.IS

indicus) , 닥풀(Hibiscus manihot) 퉁이 었다. 특히 하와이 무궁화와 우리나

라 무궁화와는 속운 같지만 종이 전혀 다른 식물이다.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많이 분포되어 었다는 가장 오래된 기록은 중국의 “山梅醒” 이라는 고전 (Be

2183-2175년)에 “군자의 나라가 북방에 있는데 그들은 의관을 정제하고 칼

을 차며 짐숭을 먹이고 호랑이를 곁에 두고 부리며， 사양하기를 좋아하고 다

투기를 싫어하는 겸허의 덕성이 있다. 그 땅에는 무궁화가 많은데 아침에

피고 저녁에 시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신라시대에는 스스로를 樓

花鄭(무궁화의 나라)이라 불렀고 고려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

무궁화의 한자어로 無廳花 또는 無宮花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직도 알 수 없으며 어느 고서에는 舞宮花， 無遭 동으로 써오다가 의미가

좋은 無觀花로 통일된 것 같다고 하였고， 순수한 무궁화의 우리말은 “무우게

꽃” 이라는 학자의 이야기도 있으며 “무우게”는 한자로 木鐘 또는 鐘이라는

것이다. 전남 완도 구례지방에서는 무궁화를 “무우게” 전북 엄피지방에서는

“무게나무”라고 불리었다고 한다.

무궁화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자가불화합현상5돼，6，7따，7까7

진27때3영I，’쩨때째)， 조직배양껑，%)， 種間交雜 가능성 11)， 耐寒性 검정법 8，17，18) 퉁이 주로 연

구되었으며 최근에는 배수체 육성 및 교배육종에 의한 새로운 품종개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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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며 방사선을 이용한 돌연변이 육

종연구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는 나라꽃인 무궁화의 몇가지 형질개량을 위한 연구로서 방사선을

무궁화 종자에 照射시켜 무궁화 종자의 방사선 감수성을 調훌하며 7E色，7E

훨， 草型， 耐蟲性， 葉色變異 둥 관상가치가 높은 형질을 선발하고 Chimera

생성에 관한 자료를 축적하고 삽목증식에 의한 돌연변이 육종재료를 육성하

여 무궁화의 돌연변이 육종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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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료르
‘-

제 1 절 채료 및 방법

1. 무궁화의 품종수집

무궁화의 꽃색깔은 순백색의 꽃 (배달계)， 단심을 갖고 있으면서 흰색의

꽃 (백단심계)， 단심을 갖고 있으면서 붉은색의 꽃 (홍단샘계)， 단섬을 갖고

있으면서 꽃잎 옆으로 띠를 갖고 있는 꽃 (아사달계)으로 크게 분류하며 배

달계는 배달， 옥토끼， 옥녀， 한서， 옥선， 사엄당을， 백단심계는 화랑， 한얼， 백

단성， 월산， 절약(겹)， 일편단섬을， 홍단심계로는 홍단섬， 새영광， 홍화랑， 서

광， 진이， 파랑새， 내사랑(겹)， 자션(겹)， 영광， 한사랑을， 아사달계로는 아사달

과 평화를 수집하였다.

2. 무궁화의 삽목증식

원예시험장의 무궁화 연구팀 (담당자 : 오용남 연구사)이 보유하고 있는

품종중 배달， 옥녀， 옥토끼， 사임당， 백단섬， 일편단심， 한얼단섬， 화랑， 설악，

새영광， 수줍어， 에밀레， 영광， 한사랑， 임진홍， 홍화랑， 파랑새， 아랑， 아사달，

평화의 삽수를 분양받아 삽목 증식하였다.

3. 무궁화 종자의 방사선 감수생 조사

1993년에 시험농장에 섬어져 있는 25년생 백단심 계통의 2주와 홍단심계

통의 2주에서 각각 종자를 받아 건조시켜 저장한 종자에 1994년 4월 27일에

고선량 방사션조사 처리장치(10만 CD에서 각각 4, 6, 8, 10, 12, 14, 16, 18,

낌O kR를 照射시칸후 1994년 5월 1일에 모래로 만든 파종상에 50립씩 2반복

으로 파종하였으며 파종후 10일부터 5일 간격으로 발아율을 조사하였다. 생

존율과 경장은 파종후 170일인 10월 20일에 調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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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궁화 종자의 채종

금년에 수집예정인 무궁화의 품종인 배달， 옥토끼， 한서， 옥선(배달겨11)， 화

랑， 한얼단섬， 일편단섬(백단섬계)， 서광， 월싼， 한사랑 파땅싸， 진이， 영광， 홍

단심， 홍화랑(홍단섬계)의 종자를 채종키로 하였다.

5. 시험농장의 기상장태

1994년의 기상상태는 70년만의 기상이변이라고 일컬어지는 한해였다.

1993년에는 기온이 낮아 전국이 냉해로 인한 고역을 겪었으며 강원도와 경

기도 일부 산간지역은 벼에서 많은 수량이 감소하여 농민들의 가슴속에 멍

이 들게 하더니 금년에는 지난해에 차가웠던 날씨를 원망이나 하듯이 6월부

터 불볕더위가 기송을 부리더니 시험농장 개설이후 가장 기온이 높은 36°C

를 오르내리면서 또한 납부지방에는 유례없는 가붐을 동반하여 농민들의 마

음과 농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애타게 만틀은 한해였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강우량은 1056 mm와 강셜량은 37 em가 내렸고 식물

체의 생육기인 4월부터 10월까지의 강우량은 987.4 mm로 평년의 강우량 이

었으며 최고 최저 기온은 그렴 l과 같다.

l월에는 눈이 7 em 내렸으며 1월6일， 21 일， 22일에 눈이 내렸다. 1월의

최저 가온은 1월 24일의 -18°C 이었으며 -10°C 이하의 일수도 14일이나 되

어 l월의 반이 -10oe 이하의 낮은 기온으로서 매서운 겨울의 날씨였으며 1

월 17얼 하루만이 영상의 기온을 나타내었다 1월 최고 기온의 평균은

1.4°e 로서 1992년의 2.3°e 보다는 낮았으나 1993년의 o.re 보다는 높았다.

최저 기온의 평균은 -8.2°e로서 1993년의 -8.re와 버슷한 기온으로서 평년

의 겨울이었다고 볼 수 있다. 2월이 되어도 추위는 계속되었고 최저 기온은

2월대내 계속되었고 2월 10일에는 최저 기온이 -19°e로서 금년의 최저 기온

이 2월에 나타나는 진기록을 남긴 한해였다. 또한 2월중에는 20 em의 눈이

내렸으며 최저 기온이 -loDe 이하의 일수도 7일이나 되어 2월도 매우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다. 3월이 되어서도 매서운 추위는 계속되어 3월 1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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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S
0
C를 가록하였고 3월 14일에는 -9°C를 나타내었으나 3월에는 눈과 비

가 같이 내렸으며 눈은 10 em, 비는 20 mm가 내려 역사 흐르는 세월에는

추위도 한풀 쩍이는 기색이 확연하였다. 금년 4월에는 비가 비교척 적게 내

렸는데 4월 12일에 43.5 mm 만이 내렸다. 1993년 4월의 88.7 rnm에 비하여

1/2에 해당하는 量으로서 매우 적은 량이다.5월에는 강우량이 136.7 mm이

나 내렸으며 비가 내런 일수도 11일 이었다. 6월이 들어서면서 기온이 급상

숭하면서 초여름의 가뭄이 시작되었고 6월 14일부터는 30°C가 넘는 한여름

의 기온을 나타내었고 고온에 의한 식물의 장애현상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6월 25일경 부터는 장마가 시작되었으며 6월중의 강우량은

109.5 mm 이었으나 지난해의 177.3 mm에 비하여 약 67 mmY- 적게 내린

반면에 기온에서는 지난해의 28°C 보다 높은 32.5°C 이상고온현상이 나타나

기 시작하였다. 장마가 길어질 것이라는 기상대의 예보와는 달리 7월 초순

에 장마가 끝나고 높은 온도와 가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7월 12일 부터

는 계속하여 30°C를 오르더니 7월 22일과 23일에는 36°C나 되어 시험농장이

생긴 이래 가장 무더운 여름기온으로 기록하게 되었다 7월의 강우량은

240.4 mm로 비교적 적당한 비가 내렸으나 비가 7월 6일까지 약 160 mm 내

렸고 7월 30일과 31일에 74 mm가 내려서 약 20여일간에는 높은 온도에 의

한 가뭄현상이 전국각지에서 매우 심하게 나타나서 전남 및 경남지역에서는

전국적인 한발대책에 의한 가붐극복 작전이 벌어졌었으나 우리 농장에는 일

부 밭작물에 약간의 피해가 나타났으나 큰 장해는 비교적 적었었다. 8월에

는 l일부터 5일까지 하루에 한차례씩 소나기가 내렸으며 8월도 매일같이

30°C를 오르내리는 폭염이 계속되었다. 작년 8월에 가장 낮은 기온을 보여

주었으나 금년에는 30°C가 념는 일수가 12일이나 되었으며 강우량은 240.5

mm로서 1993년의 181.6 mm 보다는 약 60 mm가 많은 량이었다. 9월의 비

가 내린 일수는 5일이었으나 강우량은 42.6 mm로서 매우 적은 량여었다. 9

월의 최저 기온은 7°C까지 내려갔으나 1993년의 9월에는 4°C까지 내려가 지

난해에 바하여 가을의 온도가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다. 10월에는 버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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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내렸는데 강우일수는 7일이나 되었으며 강우량은 174 mm 이었으며 첫서

리는 10월 29일에 내렸으며 이로 인한 식물의 금년의 활동은 중단되었으며

1995년을 기약하면서 내년을 위한 생명의 활동을 위한 잠시동안의 휴식에

들어갔으며 추운겨울을 지나면서 인고의 추위를 견디면서 살아남은 생명들

은 내년의 새봄에 더욱 힘찬 생명의 꿈틀거림이 지금 이시간에도 우리의 눈

에는 보이지 않지얀 생명의 활동은 쉬지 않고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숨을

쉬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제 2 절 결과 및 고찰

1. 무궁화의 품종수접

무궁화의 품종수집은 한국무궁화연구회(회장 : 유달영 박사)를 중심으로

하여 무궁화를 연구하시는 분들과 여러번씩 만난후 유상 또는 무상요로 분

양받았다.

원예시험장 화훼2과의 무궁화 연구팀(정순경 오용남) 으로부터 20 품종을

분양(삼수로) 받았으며 엄목육종연구소의 무궁화 연구팀(이석구， 송원섭) 으

로부터 53 품종을 그리고 월산농장(구석회) 으로부터 7 품종을 구입하였고

서울여자대학의 이종석 교수로부터 1개 품종을 분양받아 포장에 정식하여

재배중에 있다 (표 1).

원예시험장에서는 배달계(순백색계) 품종으로 배달， 옥토끼， 옥녀， 사엄당

을 백단심계(흰색꽃잎에 붉은 단심이 있는것) 품종으로 백단심， 일편단심， 한

얼단심， 화랑， 절악을， 홍단섬계 (분홍색 꽃잎에 붉은 단섬이 있는것) 품종으

로는 새영광， 수줍어 (Bonjoia) 에밀레， 영광， 한사랑， 엄진홍， 홍화랑， 파랑새，

아랑 둥 9품종， 아사달계 (단심을 갖고 있으면서 꽃잎옆으로 띠를 갖고 있는

것) 품종으로는 아사달과 평화 둥 2품종 합계 20 품종을 분양(1994.4.6.) 받

았다.

엄목육종연구소 무궁화 연구팀(송원섭 연구판) 으로부터는 배달계 품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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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배달， 옥선， 옥토끼， 옥녀， 소월， Shirohanagasa, 눈보라， 새한， S비TO

rnidare를， 백단심계 품종으로는 선덕， 원화， 일편단섬(Pheasant eye) ,

Camphana, 한보람， Min바mra-hanagasa, Daisengionmamori, 설악，

Pulcherrimus, Sonde, The Banner, 홍단심계 품종으로는 개량단심， 계월향，

고요로，고주몽，난파，불새，새아칩， 영광，새영광， 에밀레， 칠보， 향단， 홍단

심， Surninokura, 파랑새， Shihai, Natsuzora, 산차녀， 아랑， 홍공작， 대덕사，

Daitok띠i-hanagasa， H없nabo， Speciosus plenus, Lucy, Ardens , Pompon

rouge, 홍순， Purple rouge, 자선 , 자옥， Kreider blue, Boule de Feu, kijibato,

아사달계 품종으로는 철보아사달， Bicolour, Camte de Heinaut, Paeoniflorus

총 59 품종 465주의 묘목을 분양(1994 .4.13.) 받았다.

충남 공주군 정안면 월산리에 있는 월산농장(구석회)에서 백단심계 품종으

로는 신태 양， 월산 175호， 월산 176호， 홍단심 계 품종으로는 충무， 한사랑， ‘

Woodbridge, 아사달계 품종으로는 아사달 총 7 품종 70주의 묘목을 구업하

였다 0994.3.29.). 셔울여자대학교 원예학과 이종석 교수로부터 황근(노랑무

궁화) 9주를 분양(1994 .4.1 2.) 받았다.

원래의 계획에서는 20 품종을 수집할 예정이었으나 총 78품종을 수집하였

는데 이는 임목육종연구소의 송원섭 연구관으로부터 많은 품종 특히 국내품

종 뿐만 약니라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의 품종도 분양받은 것에 대하여 매

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았다.

1995년도에는 몇가지 품종을 더 분양해 주실 예정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무궁화 육종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문제점에 대하여도 많

은 조언올 해 주셨음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수집예정이던

배달계의 한서， 홍단심계의 서광， 진이， 내사랑 품종은 수집하지 못하였으며

금년에 수집하지 못한 품종은 1995년도에 수집하여 시험용으로 보존할 예정

이다. 또한 금년에 수집한 품종은 1995년도에 삽목 증식할 예정이며 일부

품종으로부터 종차를 채종하였고 이들 종자에 방사선을 처리하여 돌연변이

를 유기시킬 예정으로 되어 었다. 내한성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기위하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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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식재된 곳에서 월동시킨 후 내년(1995년)에 월동후의 생존율을 파악하

여 월동저항성 즉 내한성에 대한 품종간 차이를 검토하여 평가할 예정이다.

2. 무궁화의 잡목증식

삼목증식용 삽수는 원예시험장으로 받은 것이 대부분이며 신태양， 월산，

충무， 난파， Wood bridge와 아사달(大)은 다른 곳에서 수집한것 중에서 수세

(觸努)가 비교적 충실한 묘목에서 삽수를 채취하여 삽목 증식하였다 (표2).

삽목증식을 한 품종은 배달계 품종으로는 배달， 옥녀， 옥토끼， 사임당 이었으

며， 백단십계 품종으로는 백단심， 일편단섬 (Pheasant eye) , 한얼딴섬， 신태양，

월산， 화랑， 설악， 홍단심계 품종으로는 새영광， 수줍어 (Bonjoia) ， 에밀레， 영

광， 한사항(Mauve Queen) , 암진홍， 홍화랑， 충무， 난파， Wood bridge, 파랑

새， 아랑， 아사달계 품종으로는 아사달， 아사달(大)， 펑화 이었다.

삽목증식시의 각 품종별 발큰율을 보면 품종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삽목증식용 삽수의 크기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다. 삽

목시에는 삽수를 10 em 전후로 자른후 약 10시간 정도 물에 약 3 em 잠기

게 하여 담근후 꺼내어 삽목상에 꽂기 직전에 발근촉진제인 “루톤(rooton)'’

분제에 밑부분을 가루를 바른후 삽수를 삽목상에 꽂았다. 삽목은 1994년 4

월 6일에 치상하였고 6월 29일에 상목상에서 삽목묘를 뽑아서 밭에 l차 정

식을 하였으며 이때에 발근율(發根寧)을 調흉하였다. 품종별 발근율을 보면

배달계에서는 옥녀가 8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옥토끼로서 76%, 반겹꽃인

사엄당이 69% , 배달이 가장 낮은 60% 이었다. 배달계의 평균 발근율은

72% 이었다. 백단심계 품종의 발근율에서는 윌산이 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화랑으로 87%, 일편단심이 84% , 한얼단심과 설악이 73%, 신태양이

54% , 백단심이 43%로 가장 낮았논데 월산과는 50% 이상의 차이를 보였는

데 그 원인은 아직 밝혀내지 못하였지만 품종간의 발근에 관여하는 몇가지

호르몬의 함량， 생성 동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홍단심계 품

종의 발근율에서도 수줍어가 91%로 가장 높으며 아량이 85%, 홍화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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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파랑새가 78%, 임진홍이 73%, 새영광이 68% , 영광이 63%, 에멀레가

60%, 난파가 59%, 충무와 한사랑이 47%, Wood bridge가 38%로 가장 낮았

다. 홍단심계의 평균발근율은 66% 이었다. 홍단섬계에서는 수줍어와 Wood

bridge와의 발근율 차이는 50% 이상이었다. 아사달계에서는 형화가 82% ,

아사달이 74% , 아상달(大)가 37%로 가장 낮았는데 역시 발근율이 낮은 계

통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푸엇인지 1995년도에 검토를 해보고 연구를 해 보

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삽목묘의 월통으로 안한 생존율을 재검토하

기 위하여 시험농장의 자연상태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1995년 봄에 생존율

을 조사하여 품종간에 내한성(耐寒性)에 대한 저항성 유전인자가 있는지에

대하여도 추적해볼 예정이다.

삽목 묘목에 대한 발근율이 90% 이상연 품종은 월산과 수줍어 2품종 이

었으며 80% 이상의 발근율을 보인 품종은 옥녀， 일편단섬， 화랑， 홍화랑， 아

랑， 평화 뿐이었으며 Wood bridge와 아사달(大)는 40%에 못미치는 아주 낮

은 발근율을 나타내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해볼 가치가 있

는 것으로 생각된다.

삽복묘의 증식은 2900여 개체를 삽목하였으나 발근율이 약 70%에 이르러

서 2000여주악 증식개체를 얻었으며 이들 개체는 1995년도 방사선(y선)을 1,

2, 3, 4, 5, 6, 7 kR까지 처리하여 여틀 개체의 생존율과 돌연변이개체 출현

율을 조사하는 재료로 이용할 것이며 또한 수집한 품종중에서 화색과 화형

이 우수한 계통의 삽수증식도 계속할 예정이다. 무궁화 삽목묘 증식에서 다

른 연구자들에 의한 활착율에 대한 보고를 보면 품종에 따라 많은 차어를

보이는데 비닐멀청에 있어서도 평균 80.4% 이엇으며 새아침은 96.9%, 산처

녀는 92%, 옥토끼는 81%, 일편단심은 73%, 서호향은 43%의 활착율을 보였

으며 露地에서는 평균 62% 이며 새아침이 72%, 산처녀가 65%, 옥토끼가

68% , 일편단심이 60% , 서호향이 32%로 가장 낮았음을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와 비교해 보면 옥토끼는 76%로 송40) 동의 연구결과보다 약간

낮았으나 큰 차이가 없었음을 볼 수 있었고 일현단심은 84%로서 높은 활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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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나타내었음을 볼 수 있었다.

앞서의 연구자도 언급했듯이 품종고유의 특성 즉 유전적인 특성에 의하여

활착율이 높고 낮음을 나타내는데 이에 대한 DNA의 map도 한번 검토해 보

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삽수길이는 약 10 cm로 잘라서 삽목한 결과 평균 70%로서 송40}의 연구결

과와도 같았다.

3. 무궁화 종자의 방사션 감수생

무궁화 종자의 방사선 감수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1993년 가을에 백단섬계

2주와 흉단심계 2주에 각각 채종하여 자연상태에서 건조 보관해 둔 종자를

1994. 4. 27. 방사선을 처리하여 1994년 5월 1일에 播種똥에 파종하여 품종별

선량별로 발아율과 생존율을 調흉하였다. 발아율은 파종후 10일부터 5일 간

격으로 50일까지 조사하였으며 파종후 170일에는 생존율과 식물체의 키를

측정하였다. 백단섬 1의 경우 control은 파종후 40일만에 44% 의 발아율을 보

인 반면 4 kR 照射區에서는 74%의 발아율을 나타내었고 6 kR 조사구는

84%, 8 kR 조사구는 52%. 10 kR 조사구는 75%. 12 kR 조사구는 64%, 14

kR 조사구는 41%, 16 kR 조사구는 49%, 18 kR 조사구는 50%, 20 kR 조사

구는 70%의 발아율을 나타내었는데 4 kR - 10 kR 조사구에서는 발아율이

contrl구 보다 증가하였음을 볼 수가 있었다. 이는 저선량에 의한 종자에 영

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3).

백단섬 2의 경우도 control은 44%의 발아율을 보인 반면 4 kR 구는 68%,

6 kR 구는 52%, 8 kR 구는 46%, 10 kR 구는 46%, 12 kR 구는 43% ,, 14

kR 구논 27%, 16 kR 구논 30%, 18 kR 구는 16%. 20 kR 구는 39%로 나타

났으며 14 kR 구 부터는 발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백

단심-2의 경우도 백단섬-1과 거의 유사한 발아율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홍단섬 l에서 파종후 40일째의 발아융을 보면 control 발아율이 100%에

이르렀으며 4 kR 구는 99%. 6 kR 구는 56%, 8 kR 구는 70%, 10 kR 구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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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12 kR 구는 65%, 14 kR 구는 74%, 16 kR 구 67%, 18 kR 구는 53%,

20 kR 구는 52%에 이르렀다 (표 5, 9).

홍단심 2에서 파종후 40일째의 발아율을 보면 control의 발아율이 78%, 4

kR 구는 91%, 6 kR 구는 68% , 8 kR 구는 95%, 10 kR 구는 89% , 12 kR

구는 65% , 1'4 kR 구는 77%, 16 kR 구는 75%, 18 kR 구는 46% , 20 kR 구

는 36%로 나타났는데 4-10 kR 처리구는 control 보다 발아율이 높았고 18,

20 kR 처라구에서는 매우 낮은 발아율을 나타내었다 (표 6).

4가지 무궁화 품종의 발아율을 종합하여 보면 (표 7 및 그림 2) 백단심계

에서는 control의 발아율이 매우 낮은 반면 홍단심계의 발아율은 높게 나타

났다. 백단심、계에서는 4.6 kR 처리구는 발아율이 control 보다도 매우 높았

는데 이는 미숙배에 자극을 주어 발아율이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control~ 발아율이 낮은 것도 종자가 제대로 여물지 않은 미숙배의 종자가

많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든다. 종자를 채종하여 선별하지 않고 시험용으로

전량 사용하였기 때문이 아딘가 하논 생각이 든다. 그러나 홍단심계의 2품종

은 control와 발아율이 100%와 83%로서 종자의 충실도가 매우 좋은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종자의 선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다. 홍단섬~ 1과 2에서도 4-8 kR 구에서는 발아율이 매우 높은 반면 10-20

kR 구에서는. 발아율이 낮아짐을 볼 수 있었다. 백단섬 1, 홍단심 1, 백단섬

2, 홍단심 2;. 이 4품종의 선량별 평균발아율을 보면 control 이 67.8% , 4 kR

구는 83.3% ,, 6 kR 구는 68%, 8 kR 구는 66.5% , 10 kR 구는 75%, 12 kR 구

는 61%, 14 !ill 구는 56%, 16 kR 구는 57%, 18 kR 구는 49% , 20 kR 구는

51 9-(> 발아되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control의 발아율이 자연상태에서 70%에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고 4, 6, 8 kR 처리구에서는 control 구보다 오히

려 발아율이? 높았는데 이는 방사선이 종자내의 세포에 자극을 주어 세포에

활성화가 되는 촉진제의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해석

은 할 수 없었다.

그렴 2에서와 같이 4 kR 처리구가 발아율이 월동히 높았으며 20 k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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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방사선을 처리하였을 때에도 50% 정도는 발아됨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종자에 4 kR의 방사선처리는 매우 낮은 선량으로서 저선량에 의한 자극효과

가 아닌가 생각되며 이 자극에 의하여 휴면중이거나 활동이 정지한 세포가

활동을 재개하여 발아율을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저선량

에 의한 발아율의 증가는 모든 식물체의 생체조직에 자극효과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되며 특히 생육을 촉진시키논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저선량에 의한 식물의 생육촉진 효과에 관하여 깊이 연구를 해 볼수 있는

하나의 분야가 생긴 것이라고 보아진다.

생존율(生存寧) 조사는 파종후 170일이 지난 10월 20일에 실시하였으며 백

단심 -1의 생존율에서는 control 구는 17%인 반면에 4-10 kR 처리구에서는

27-56%로서 control에비하여 거의 2-3배의 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14

kR-20 kR 처리구에서는 0-3%로서 생존율이 매우 낮음을 볼 수 있었다.

백단섬 2에서도 control 구는 32%의 생존율을 보인 반면 4 kR 처리구에서

는 56%, 6 kR 처리구에서는 37%, 8 kR 처리구에서는 26%, 10 kR 처리구에

서는 22%, 12 kR 처리구에서는 15%, 14 kR 처리구에서는 3%, 16 kR 처리

구에서는 2%, 18 kR 처라구에서는 6%, 20 kR 처리구에서는 1% 만이 생존

치 않았다. 4-10 kR 처리구에서는 생존율이 비교적 높았으나 12 kR 이상의

방사선을 처리한 구에서는 생존율어 급격히 낮아져 감을 볼 수 있다.

홍단심 -1에서의 생존율은 control 구가 82%로 매우 높음을 보여 주었으며

4 kR 처리구에서는 control 구보다 높은 88%를 보여주고 있으나 6 kR, 8

kR, 10 kR 처리구에서는 각각 41%, 44%, 46%를 나타내었으나 12 kR 처리

구는 18%로 급격히 낮아졌고 14 kR 처리구는 17%, 16 kR 처리구는 10%로

낮악졌고 20 kR 조사구는 겨우 3%에 머물렀다. 홍단섬-2의 생존율은

control 구가 32%로 홍단심 -1의 82%에 비하여 매우 낮은 반면 4 kR 처리구

에서는 78%로서 홍단섬 l과 거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냈는데 이는 앞서 이

야기 한 것과 같이 저선량에 의한 자극효과가 생존율을 증가시킨 것이 아난

가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6 kR 처리구는 49%, 8 kR 처려구는 5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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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처리구는 32% 였으나 12 kR 처랴구는 13%, 14 kR 처리구는 6%, 16 kR

처리구는 3%, 18 kR 처리구는 1% 였으나 20 kR 처리구에서는 l주도 살지

못하였다.

4품종을 각 선량별로 평균하여 본 결과를 보면 (표 8) control 구는 생존

율이 41% 였으나 4 kR 처리구는 64%.6 kR 처리구는 46% , 8 kR 처리구는

37% , 10 kR. 처리구는 34%, 12 kR 처리구는 16%, 14 kR 처리구는 7% , 16

kR 처리구는 4% , 18 kR 처리구는 2%, 20 kR 처리구는 1% 만이 생존하였

다.

방사선 처리에 의한 생존율을 볼 때 4 kR 처리구에서는 발아율도 높을 뿐

만 아니라 생존율에서도 control 구보다도 약 1/3이 높음을 볼 수 있는데 이

것도 방사선:에 의한 자극효과로 인하여 세포의 활성화가 증가되어 생육이

왕성하여 생존율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되어 1995년에는 이들 변이개체간에

유전적인 변비가 발생한 것인지를 DNA 분석에 의한 확인을 할 예정야다.

표 8과 그림 3, 4를 종합해 볼 때 무궁화 종자에 방사선을 照射하여 경훨然

흉흘異를 훌훌起할 때 적정선량으로는 10-12 kR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장에 있i어서도 백단심-1의 control은 20 em 자랐으나 4 kR 처리구는

22.9 em 로셔 control 보다 약 30 em 더 자랐다. 6 kR 처리구부터는 줄기

의 길이가 Gontrol 보다 작은 16.3 em 이었으며， 8 kR 처리구는 17.5 em,

10 kR 처리구는 14.7 em, 12 kR 처리구는 10.7 em, 14 kR 처리구는 3.2 em,

18 kR 처리，구는 2.5 em, 20 kR 처리구는 1.3 em로 12 kR 이상의 고선량을

처리할 경우- 방사선에 의한 생리적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가

없음을 볼 :듀 있었다. 백단섬-1에서 보면 줄기 길이로 볼 때 돌연변이 유기

적정선량으로는 12 kR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백단심 -2의 줄기길이

를 보면 control 구가 17.7 em 자랐으나 4 kR 처리구는 19.5 em, 6 kR 처리

구는 12.2 em, 8 kR 처 리구는 13.3 em, 10 kR 처 리구는 12.0 em, 12 kR 처

려구는 11.6 em, 14 kR 처리구는 10.3 em, 16 kR 처리구는 6.0 em, 18 kR

처리구는 6.1‘ em, 20 kR 처리구는 겨우 2.2 em가 자랐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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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단심-1에서의 줄기길이는 control 구가 18.7 em, 4 kR 처리구가 18.6

em, 6 kR 처리구가 15.3 em, 8 kR 처리구가 12.2 em, 10 kR 처리구가 12.0

em, 12 kR 처 리구가 10.8 em, 14 kR 처 리구가 9.6 em, 16 kR 처 리구가 9.5

em, 20 kR 처리구가 1 em 였다. 홍단섬-2의 줄기길이는 control 구가 13.2

em, 4 kR 처리구가 15.1 em, 6 kR 처리구가 13.2 em, 8 kR 처리구가 12.4

em, 10 kR 처리구가 8.5 em, 12 kR 처리구가 8.3 em, 14 kR 처리구가 5.2

em, 16 kR 처리구가 5.5 em, 18 kR 처리구가 3.4 em를 나타냈는데 14 kR

처타구부터는 급격히 생장이 둔화되었는데 이는 식물체가 많은 방사선량을

받아 장애가 심하게 일어나서 자라지 못한 때문이다.

4품종의 줄기길이를 각 선량별로 평균하여 보면 control 구가 17.4 em, 4

kR 처리구가 19.1 em, 6 kR 처리구가 14.3 em, 8 kR 처리구가 13.9 em, 10

kR 처 리구가 11.8 em, 12 kR 처 리구가 10.4 em, 14 kR 처 리구가 7.1 em, 16

kR 처 리구가 5.3 em, 18 kR 처 리구가 3.0 em, 20 kR 처 리구가 1.2 em로서

생장에 있어서도 4 kR 처리구가 control 보다 생장이 잘 된 것으로 판단되

며 이는 저선량에 의한 방사선의 자극효과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선량이 높

아짐에 따라 줄기길이는 점점 작아져 감을 볼 수 있다. 줄기길이로 볼 때

방사선을 이용한 무궁화의 돌연변이 유기 적정선량으로는 10-12 kR가 가장

적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표 9) 각 품종간에도 방사선 션량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각 품종마다 적정선량을 구하여 놓는 것도 매우 긴요한 일이라 생

각되며 그립 5에서 보듯이 품종간애 선량에 따른 줄기길이가 서로 다름을

알아야 하겠다. 그림 6에서는 방사선 선량이 높아질수록 줄기길이가 서서히

완만한 션을 그어가면서 작아지는데 방사선 선량이 높아갈수록 무궁화의 생

체조직을 만드는 각종기관의 세포들이 얼마나 많은 장애를 받아 자라지 못

하고 있는지를 구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무궁화 속에 대한 突然變異 育種冊究는 현재 3품종이 나왔으나 Hibiscus

mosheutos(미국부용)41)가 1개 품종이고 Hibiscus rosa-sinensis(하와이 무궁

화)가 2개 품종이 突然變異 育成品種으로 되어 있으나 미국 부용의 육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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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은 문헌을 수집하여 그 내용을 알고 있으나 하와이 무궁화 2품종의 육성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다. 미국 부용의 육성과정을 보면

백색품종인 Southern Bell에 적색품종인 Big Scarlet를 교배하여 얻은 후대

의 홍색품종 Sakai-no-hana의 종자에 30 kR의 Y선을 照射， 파종하여 얻은

300개체중 l주에서 꽃잎에 반점이 틀어간 것을 발견하여 이 아조변이체를

삽목 증식하여 새품종인 Shirasagi-no-yume를 선발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는

같은 무궁화속인 미국부용 (HibisαlS mosheutos)은 높은 선량인 30 kR 처

리에서도 발아율이 높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궁화에서는

18-20 kR 처랴구에서 생존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묘목의 육성이 매우 어렵

게 생각된다.

4. 무궁화 종자의 훌훌훌

금년에 채종예정야었던 무궁화 품종은 배달계에서 배달， 욱선， 옥토끼， 한

서， 백단심껴l로는 일편단섬， 화랑， 한얼단심， 홍단섬계로는 영광， 홍단심， 파

랑새， 서광， 월산， 진이， 홍화랑， 한사랑 이었으나 이들 품종중 한서， 서광， 진

이， 홍화랑은- 구입하지 못하여 채종을 하지 못하였으며 화랑과 한얼단섬은

삽수만이 구입하였기 때문에 금년에 채종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채종예정이

었던 품종 이외에도 배달계에서는 소월， 옥녀， Shirohanagasa 의 종자를， 백

단심계에서눈 선덕， 신태양， 원화， Camphana, Mimihara- hanagasa의 종자를，

홍단섬계에서는 개량단심 (4n) ， 계월향， 고요로， 고주몽， 난파， 불새， 새아침，

새 영 광， 에 멸 레 , 철보， 향단， Suminokura, Shihai, Natsuzora, 대 덕사，

Hamabo , 충무， 한사랑， Wood bridge의 종자를， 아사달계에서는 아사달과 철

보아사달의 종자를 채취하였다.

5. 무궁화의 국내 연구현황

무궁화는 우리나라의 척박한 토양과 좋지 않은 환경에서도 비교적 잘 자

라며 아름다운 꽃을 우랴틀에게 선사하는 매우 좋은 꽃나무이다. 무궁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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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국내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귀중한 연구보고서들이 았으며 이는

무궁화의 육종연구를 하는데 매우 귀중한 연구자료틀이다.

우리나라에서의 무궁화 육종연구는 1947년 유달영 박사가 국내에 자생하

고 있는 무궁화의 종류를 조사하면서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는 미국과 일본

의 대학식물원으로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품종들이 도입되었고 도입된 품

종들을 대상으로 내한성 꽃모양 꽃색 동이 조사되었다. 또한 국내 자생종으

로부터 순계분리하여 옥선， 소월， 배달， 새한， 백단섬， 화랑， 에빌레， 홍화랑，

영광， 계월향，홍단심，고요로， 춘향，서광，홍순，산처녀，진어，아사달， 나보

라， 아랑 동의 품종이 육성되었고 국내 자생종과 도입종 간의 교배후대에서

선발한 셜악， 한억， 파랑새， 자선， 평화 둥이 선발 육성되었으며， 자생종과 도

입종과 혼삭한 포장에서 자연교배되어 채취한 종자로부터 옥토끼， 한서， 눈

외， 눈보라， 일펀단심， 내사랑 풍의 품종이 육성되었다.

원예시험장에서는 내한성 무궁화 육종을 위한 국내외의 유전자원을 수집

평가하여 신품종 육성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임목육종연구소에서는

조직배양에의 대량증식법 개발 및 무병주 생산기술 둥의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여러대학의 원예학과 연구실에서 화형， 화색， 일반생려， 개화생

리， 병충해방제， 분식재배， 무궁화 노거수의 생리생태연구와 보존방법， 종속간의

교잡에의 새로운 품종육성， 무궁화의 자가 불화합성의 연구， 내한성의 둥이 계

속 진행되고 있다.

특히 무궁화의 종간 교잡육성은 새로운 화잭과 내충성 인차를 도입하는데 매

우 중요한 의의가 있고 국내에서는 하와이 무궁화(H rosa-sinensis)와 교배를

시도하고 있고 돌연변이 육종을 위한 시도에서는 콜히친 처리에 의한 4배체 자

주무궁화(값l二160)가 선발되었으며， 방사선 처리에 의한 화홍과 dES 0.3% 처리

구에서 선발한 서호향이 있다.

가. 무궁화의 유전육종 연구

무궁화는 자가불화합성을 가진 식물로서 오랜세월 동안 타가수분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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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재래품종틀은 유전적으로 매우 복잡하다. 류 둥4.5)은 자가수정 하였을 때

2%가 결실되었고， 타가수분 하였을 때는 약 70%가 결실하였다고 보고하였고

한6)은 무궁화의 자가불화합성 발현정도를 중심으로 3개 그룹으로 분류하였고，

무궁화 자가불화합성 계통의 화분발아와 화분관 신장의 억제는 주두나 배주에

서 분비하는 물질이 그 원인이라고 하였다7) 무궁화의 자가불화합성은 뇌수분

이나 개화말기 수정으로 어느정도 타파될 수 있논데 특히 개화말기 수정이 효

과적이라는 보고도 있다5，6.8)

화색과 화형에 관한 연구는 무궁화가 화려하고 선명한 색깔과 꽃모양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

여 류9) 둥 무궁화의 화색과 화형개량을 위하여 외국도입종을 도입하여 조사하

였고 또한 국내수집종과의 교잡에 의한 색깔과 꽃모양의 개량을 시도하였으며

10.11) 콜히친 처리에 의한 화색과 화형 육종가능성을 배수체 유발12)과 방사선

처리에 의한-돌연변이체 유발 둥에 의한 연구가 있었으나 그 성과는 거의 없었

다.

화색과 화형에 관한 기초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었고13.14， 15， 16) 김 둥

15.16)은 무궁화의 화색발현은 6가지 화청소의 조합에 따라서 발현되며 화색에

따라 분홍， 적자， 자주， 청자， 백색， 백단심의 6개군으로 구분하였고 pH 동의 외

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무궁화(Hibisαs syriacus)는 우리나라의 서남부지방과

중국 황해연안 지방이 원산지이므로 우리나라 중부이납과 이북의 서행안은 월

동하는데 크게 척정되지 않으나 중부 이북지방의 산간지방과 이북와 내륙지방

파 동부지방에는 월동하는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1) 이러한 내한성을 겸

비한 품종육성을 위하여 외국도입종의 내한성실험(수원지방)을 한 결과 국내

자생종과 큰 차이가 없다고 류는 보고4)하였고 최 17，18) 동은 무궁화의 내한성

에 관계되는 주요원인중 백색 홀꽃계통이 매우 약하며 이들 품종은 一15°C 에

서 -20°C의 온도에서 동사하며 전품종은 -25°C에서 동사하여 중북부 이북지방

에서 무궁화 재배가 곤란하다고 하였다. 또한 체내의 불포화지방산과 gluc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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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llctose 동의 당함량이 낮은 계통돌아 내한성이 약하다고 하였다. 정 둥19)은

국내외의 혹한지역에서 자라는 무궁화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연구하고 있으며

기내에서의 내한성 실험과 1대 잡종의 내한성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8，20)

무궁화에 가장 문제가 되는 해충은 진닷물이다. 무궁화에 발생하는 진멋물

은 목화진닷물이 가장 많아서 문제가 된다고 하였으며2l) ， 무궁화의 진닷물 발

생에 관한 생리적 문제와 관련된 연구보고22)도 있으며 무궁화 진닷물 내충성

품종으로 「신태양」과 r월산」이 강하고 r아랑」， 「임진홍」 r 영광」 풍은 진닷물 발

생이 심하였다고 하였다19)

최근에는 조직배양거법을 야용한 산품종의 개량과 육성연구가 활발히 진행중

이며 배배양， 원형질융합 풍의 유전공학 거법에 의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나

배양조건 및 식물체악 분화요건 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3，24，25，26)

나. 가타 무궁화에 관환 연구

무궁화의 생육과 개화 온도와 일장 둥에 관한 연구27，28)와 분화재배를 위한

무궁화의 생장억제를 위한 생장억제제의 활용성29)과 무궁화의 분화재배를 위

해 알맞은 품종은 영광， 아댄스， 배너， 루시 둥이었다고 한 동30)은 보고하였다.

또한 무궁화의 삽목번식에 따른 온도와 방법31)과 발군촉진에의 효과와 삽수의

수분상태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다. 방사선에 의한 무성변식작물의 국내외 연구현황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 유기의 효서는 1927년 M띠ler가 초파려에 x-선을

照射하여 인위적으로 돌연변이를 유발시키고 1928년 Sta버er가 보리와 옥수수에

x-선을 조사하여 식물에서도 돌연변이를 유기할 수 있다고 발표하면서 부터이

다.

무성번식작물의 돌연변이 육종연구사흘 보면 현재 재배되고 었는 木本永年

관상식물과 화훼류， 과수 둥의 품종은 자연적인 훌F條變異에 기인된 것이 많아서

설제로 어틀 식물에서의 돌연변이 육종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되어 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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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에 방사선에 의한 돌연변이 육종법을 웅용하여 무성번식 작물에서 품

종개량을 시도한 나라는 북유럽의 몇나라와 미국， 일본 둥이며 대상작물은 사

과， 배， 복숭아， 양앵두 동 알반과수와 국화， 장미， 카네이션 동의 화훼류가 주

대상이었다. 초기의 연구내용은 삽수에 방사선 굽조사하여 아조변어를 유발시

키거나 화훼류의 종자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각종 형태적 변이를 선발코져 하였

으며， 흉條훌異寧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cut파19 back method 둥이 발달하였

다.

과수와 木本永年 식불과 같은 대형식물체에 방사선 육종법을 적용시킬 때 조

사시설을 크게 해야 하며 또한 조사방법도 살아있는 그대로 또는 심어진 채로

조사하는 방법이 효과적임이 증명되면서 미국의 Brookhaven, 일본의 Omiya를

비롯한 몇나라에서는 자연생육조건 아래에서 식물체에 감마션을 완조사할 수

있는 gamma fieldC감마육총장)과 gamma greenhouseC감마온실) 동을 설치하여

영년식물을 심어둔채 감마선을 서서히 조사시키면서 각종 아조변이흘 유기시키

고자 하는 연r구가 시도되었다.

영양번식 식물에서 그동안의 연구는 방사선 감수성 검토와 돌연변이 유기를

위한 적정방사선량의 결정32) 급조사 및 완조사 효과를 위한 방사선 감수성의

선량별 비교33)， 변이율 증대를 위한 방사선 처리시기와 재료선정34) 및 커메라

생성35) 둥에 관한 것이었다.

식물의 종류별로 잡수 또는 접수를 생체에 X션， r 선， 중성자 동을 조사하여

체세포 돌연변이에 의한 아조변이의 유기로서 과피색， 과설의 품질， 수량， 성숙

기， 내한성， 반왜성 둥의 실용혐절을 개량코자 하였다. 또한 자가불화합성을 화

합성으로 유도시킨 예도 있다고 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아조변이를 유기 선발하

고 l 조직배양법을 이용한 대량증식의 방법도 개발해 냐가야 할 것이다.

무궁화속 식물에 대한 돌연변이 육종연구는 현재 3 품종이 나와 었으나 모두

Hibiscus mosheutos가 1개 품종이고 Hibiscus rosa-sinensis가 2개 품종이 돌

연변이 육성 품종으로 동록되어 있다36，37，38)

Mutation Bre어ing Newsletter의 1호부터 37호까지 둥록된 영양번식 작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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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계통은 617~ 식물에서 523 품종이며 (표 10) 19개국에서 품종개량이

이루어졌다 (표 11).

라. 앞으로의 무궁화의 육종연구 방향

지금까지의 무궁화의 연구결과는 나라꽃으로서 무궁화의 단점을 개선하여 현

재의 무궁화 보다 더 화려하고 내한성 및 내충성이 강하며 국민의 정서생활에

적합한 품종의 육성과 보급을 가능케 하였고 또한 나라꽃의 인식을 공헌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로운 꽃색， 꽃모양， 꽃피는 시가 그리고 재배생리， 번식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겠고 가로수 용으로서 매우 크고 공해환경

적웅성이 강한 신품종의 육성과 함께 왜성품종에 의한 극소형 품종의 개발로

효植用 무궁화를 개발하여 우리와 베란다에서 향상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하

여야 하고 또한 꽃이 없더라도 葉의 모양에 무늬가 있어 앞으로도 감상할 수

있는 변이체의 육성과 보다 더 화려한 꽃색과 꽃모양을 갖는 신품종 육종연구

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연구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수년간 계속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이루어 질 수 있는 연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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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3 장 결론 및 건의사항

방사선을 이용한 무궁화의 돌연변이 육총연구를 위한 제l차년도의 연구결과

는 원예시험장으로부터 20품종， 임목육종연구소에서 59품종， 월산농장에서 7품

종， 서울여자대학에서 l품종 합계 86품종을 수집하여 증식중이며 원예시험장으

로부터 분양받은 20개 품종은 삽목하였고 발근율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심하였

으며 평균 활착율은 70% 이었고 증식개체수는 2αP여주로 증식시켰다.

우리 연구소 시험농장에 심어져 있는 25년생 무궁화 4주로부터 채종한 종자

의 방사선 감수성을 조사한 결과 4 kR 照射圖에서는 발아율， 생존율， 경장이

control 보다 모두 높았는데 이논 저선량에 의한 자극효과가 아닌가 생각되며

방사션을 이용하여 무궁화의 돌연변이 유기 적정선량으로는 10-12 kR가 적당

할 것으로 추정된다.

무궁화는 나라꽃으로서 이의 연구가 매우 미진하므로 무궁화 연구는 거국적

인 차원에서 계속적인 연구지원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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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Hibis다JS syriacus collection in Korea

Variety Remark

배달계 (4) : 배달， 옥토끼， 옥녀(흩)， 사임당(반겹)

Horticultural 백단심계 (5) : 백단심， 일편단심， 한얼단심(흩)， 화랑

Experiment Station (반겹)， 절악(겹)

(9) 사a -/L「
홍단심계 (9) : 새영광， 수줍어， 에밀레， 영광， 한사량，

입진흥， 홍화랑， 파랑새(흩)， 아랑(반겹)

아사달계 (2) : 아사달(흩)， 평화(겹)

배달계 (9) : 배달， 옥션， 옥토끼， 소월， 옥녀(흩)，

Shirohanagasa(반겹 ), 눈보라， 새 한，

Shiromidare (겹 )

백단심계 (ll) : 선덕， 원화， 일편단심， Camphana(흩)，

한보람， Mimihara-hagasa, Disengionmamori
(반겹 ), 설악， Pulcherrimus, sonde, The
Banner( 겹)

Forest Genetics
홍단심계 (35) : 깨량단심， 계월향， 고요로， 고주몽，

Research Institute 묘 요「

(59) 난파， 불새， 새아침， 영광， 새영4랑광새， 에밀레， 철보，
향단， 홍단심， Suminokura, 파 , Shihai,
Natsuzora(흩)， 산처 녀 , 아랑， 흥공작， 대 덕사，

Dmtokuji-hanagasa, Hamabo(반겹)， SpeCIOSUS
plenus, Lucy, Ardens, Pompon, 홍순， Purple
rouge, 자선， 자옥， Kreide blue, Boule de Feu
k1jlbato(겹 )

아샤달계 (4) : 첼보야사달(흩)겹，B)ICoIour, Comte de
Heinaut, Paeoniflorus (

Wolsan Farm (7)
백단심계 (3) : 신태양， 월산 175호， 월산 176호(흩)

묘목
홍단심 계 (3) : 충무， 환사랑， Woodbridge
아사달계 (1) : 아사달

Seoul Women's
황색계 (1) : 황끈University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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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ooting rate of Hibiscus syriacus cuttings

Varieties No. of No. of Rooting
Remarkcuttings rootmgs rate (%)

배 달 88 53 60.2

배달계
E「L 녀 112 92 82.1
옥토끼 34 26 76.4

사임당 (반겹) 92 64 69.5
••. ‘’ ••..•••.•••.••.• ............... .... .. ............ .................. ...................... .... .......... ... .. ....................

백단심 81 35 43.2
일편단심 101 85 84.1
한열단심 190 140 73.6

백단심계 신태양 99 54 54.5
월 산 80 78 97.5
화랑 (반겹) 129 113 87.5 i

설악 (겹) 56 41 73.2
..-.-...... .... ----................ ••• •••• •••• ••••••••• .. ·0 .‘ ••.• __ .....0••• _· .. .. ...- ----- ...... __ .__••••••••• -_0_- _0_.

셰영광 446 303 67.9
수줍어 34 31 91.1
에밀레 86 52 60.4
여。 광 100 63 63.0
한사랑 184 87 47.2

홍단심계
임진홍 106 78 73.5
홍화랑 70 57 81.4
충 :If 73 35 47.9
난 파 22 13 59.0

Wood bridge 52 21 38.8
파랑새 84 66 78.5
아랑 (반겹) 375 322 85.8

__.... __ •••0••••••.. __ .__ .__ _. __0_'.' .. ••• _0_ .. -- •• - .• _-- .••• ‘ ...... .. · ______0_··.. •. ___ __0 __ •• _0 __ ........

아사달 71 53 74.6
아사달계 아사달 (大) 58 22 37.9

평화 (겹) 91 75 82.4

26 2,914 2,059 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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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ermination rate of Y-ray irradiated Baikdansim-l seeds

dose (kR)
Days after seeding

Remark
10 15 20 25 30 35 40 45 50 170

Control 8 22 22 25 28 34 44 41 40 17

4 12 21 38 45 47 70 74 72 67 35

6 7 32 51 56 64 82 84 84 83 56

8 4 30 30 33 40 47 52 52 49 27

10 4 21 39 41 49 74 75 74 70 37

12 5 27 31 37 47 62 64 58 55 18
1 14 3 26 26 26 28 32 41 39 38 2

16 l 23 23 23 28 45 49 47 39 0

18 l 15 15 17 22 45 50 52 45 3

20‘ 1 16 17 20 38 70 70 64 5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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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ermination rate of 'Y-ray irradiated Baikdansim-2 seeds

dose (kR)
Days after seeding

Remark
10 15 20 25 30 35 40 45 50 170

Control 9 22 28 30 34 38 44 44 44 32

4 12 33 47 48 53 60 68 69 69 56

6 6 23 34 39 44 49 52 53 60 37

8 4 25 29 33 37 44 46 48 48 26

10 8 25 28 33 40 43 46 46 46 22

12 6 27 29 30 39 40 43 44 45 15

14 3 13 14 18 23 26 27 28 30 3

16 3 12 12 13 17 26 30 36 38 2

18 6 13 13 13 13 16 16 25 32 6

20 6 17 18 19 21 35 39 39 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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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Germination rate of I-ray irradiated Hongdansim-l seeds

dose (kR)
Days after seeding

Remark
10 15 20 25 30 35 40 45 50 170

Control 3 30 80 94 100 100 뻐 99 98 82

4 9 30 65 78 96 99 99 93 83 88

6 0 32 35 46 51 54 56 52 49 41

8 5 27 38 52 60 67 70 71 65 46

10 4 22 36 55 77 83 85 82 82 44

12 l 16 24 41 55 63 65 62 61 18

14 2 13 43 58 63 68 74 76 75 17

16 l 22 28 36 55 60 67 66 60 10

18 2 14 21 29 45 51 53 64 46 0

20· 0 10 23 29 47 58 52 57 5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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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ermination rate of l-ray irradiated Hongdansim-2 seeds

dose (kR)
Days after seeding

Remark
10 15 20 25 30 35 40 45 50 170

Control 31 41 56 57 59 71 78 81 83 32

4 39 51 75 76 85 87 91 91 91 78

6 19 38 45 55 55 62 68 70 72 49

8 24 39 60 62 73 88 95 95 92 50

10 21 38 65 65 72 86 89 81 94 32

12 15 43 44 45 53 58 65 70 69 13

14 22 35 46 48 56 70 77 71 68 6

16 22 42 53 54 58 61 75 75 66 3

18 11 23 26 30 31 38 46 49 49 1

20 11 41 41 41 41 39 36 34 3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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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ennination rate of )'-ray irradiated 4. Hibiscus syriacus
varieties

싫없한펀
Baikdansim B머k없ns따l Hongdansim Hongdansim

-} -2 -} -2
Average

Control 44 44 100 83 67.8
4 74 69 99 91 83.3
6 84 60 56 72 68.0
8 52 48 71 95 66.5

10 75 46 85 94 75.0
12. 64 45 65 70 61.0
14 41 30 76 77 56.0
16 49 38 67 75 57.3
18 52 32 64 49 49.3
20 70 39 58 39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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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urvival rate of )'-ray irradiated 170 days after sowing
4 Hibiscus syriacus varieties

싫뀐번 Bail‘dansim B려k없ns따1 Hongdansim Hongdans따l
Average

1 -2 -1 -2

Control 17 32 82 32 40.8
4 35 56 88 78 64.3
6 56 37 41 49 45.8
8 27 26 46 50 37.3

10 37 22 44 32 33.8
12 18 15 18 13 16.0
14 2 3 17 6 7.0
16 0 2 10 3 3.8
18 3 6 0 1 2.5
20 3 1 2 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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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Effect of Y-ray on plant height 170 days after sowing
4 Hibiscus syriacus varieties

(unit: em)

싫랜펀
Baikdansim B려k없ns따l Hongdansim Hongdansim

Average
-1 -2 -1 -2

6
17.7 18.7 13.2 17.4

Control
20.0
22.9 19.5 18.6 15.1 19.1

4
16.3 12.2 15.3 13.2 14.3

6
17.5 13.3 12.2 12.4 13.9

8
14.7 12.0 12.0 8.5 11.8

10
10.7 11.6 10.8 8.3 10.4

12
14

3.2 10.3 9.6 5.2 7.1
- 6.0 9.5 5.5 5.3

16
2.5 6‘ l 3.4 3.0

18
1.3 2.2 1.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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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Number of officially released mutant varieties of different s야~ies of
vegetatively propagated crops and published in Mutation Breeding
Newsletters up to Number 37, 1991

Latin name Common name No. of mutant
vanet1es

Abelia sp. abelia 1
Achimenes sp. achimenes 8

Alstroem앉ia sp. alstroemeria 35
Antirrhimun sp. sna때agon 4
Begonia sp. begonia 25
Bougainvillea sp. bougainvillea 9
Calathea crocata calathea 1
Canna indica L. canna lilies 3
Clnysan삼lemum sp. chrysanthemum 187

Citrus grandis 1. grapefruit 2
Ciσus sp. orange/mandarin 3
Cymbo∞gon winterianus ]owitt citronella 6

Cynodon sp. bennuda grass 2
Cyperus rnalaccensis Lam. chinese rnatgrass l
D삶꾀ia sp. dahlia 34
Dianthus caryophyllus L. carnation 18

Eremochloa ophuiroides(Munro.) Hack centipedegrass 1

Euphorbia fulgens K하W. euphorbia 1

Ficus benjamina exotica ficus 2
Ficus carica L. fig

Forsythia x intermedia forsY간lia 2
Gladiolus sp. gladiolus 3

Guzmania paecockii Ruiz et Pav guzmanm 1

Hibiscus sp. hibiscus 3

Hoya camosa hoya 4
Hyacmthus sp. hyacinth

lpom야꼈 batatas(L.) Poir. sweet potato 2
Ins sp. inS 5

Kalanchoe sp. 없lancho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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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tin name Common name
No. of mutant

V없ieties

lagerstroemia indica 1. crapemyrtle 2

닙ntana depressa WIld sage 3

Lilium sp. hly 2

Malus pumila MIll. apple 9

Malus sp. apple (flowers) 1

Mentha arvensis 1. mmt 1

Mentha piperita 1. peppennmt 2

MoTUs alba 1. mulberry 3

Musa sp. banana

Olea euro맹ea L. olive
Pelargomurn grandiflorum hybrid geraruum l

Polyanthes tuberosa 1. p이yanthes 2

Populus 며chocarpa 1. poplar

Populus trichocarpa 1. portulaca 11
Pnmus armemaca 1. apricot 1

Prunus aviurn 1. sweet cherry 7

Prunus cerasus 1. sour cherry 4

Prunus domestica 1. plum
Pnmus perSlca 1. peach 2

pu띠ca granatum L. pomegranate 2

Rh띠odendron sp. azalea 15

Ribes nigrum 1. black currant
R1bes sp. ribes
Rosa sp. rose 'l7

Saccharum of:ficinarurn 1. sugarcane 6

Samtpaulia sp. afri떠n violet 1

Solanum tuberosum 1. potato 3

Stenotaphrum 않αndatum Kuntze St Augustiner grass 2

Strepiocarpus sp. streptocarpus 30
Tulipa ψ. ιl‘미lp 8
Vltis vinifera 1. grape 1

Weigela 돼unb. weigela 3

Total 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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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Number of officially released mutant varieties of vegetatively propagat려

crops listed by country of release as published in Mutation Brl않ding

Newsletters up to Number '&

Crop

23

33

31

21

41

173

Country

USSR

Hungary

Ne바lerlands

USA

India

Japan

FRG

France

No. of mutant
cv.

--:Arg맺뱃션 1.. •.•• …- --l--- --- --…맺맺h
.겐A￥!맺str며ia ……••……••…….“….“…-“…-

Be리19ium Iι、 1패9 I팩없a려l빼e얹빠a려(8잉)， chπ따IJ댐n뼈the뼈mum(η(7)끼)，’ f뼈Ie때c띠때us뼈s밍앞쩌(띠낌2낌)，,
I''''V I guzmania(l), potato(l)

.Fp맺뱃t§wr~···· ··1···· }. . ·l·~:~
Canada | 12 | apple(2), amicot(1), 밟gonia(2) ， rose(2) ,

I ... r.. I sweet cherry(S)

C비na I 14 I ~~na lil~~~(3) ， m~lbe~(~~， orange/ mandarin
I ...... I (3), rose(4) , sweet potato(2)

az머ea(l)， ehrysanthemum(l4), geranium(l),
ribe(l), rose(lO), sna며ragon(1)，

streptocarpus(22)
apple(S) , black currant( l), c하nation(4)，

dahl熟)， ..렛syt뱃~~~~ι R폐，lUI剛뱃剛n맛1(1셋J\.ι~.L‘3ι!ιL‘”….“핏we맞맺i띤~리맺머뱉a(3)뭔3)λ)“….“-
GDR 1 39 l alsnuemeIia(11), azalea(2), C따nation(4) ，

I Vv I chrysanthemum(20), rose(2)

- -1 ----- … l c:낀ry:saT!꾀1emum
bougainvillea(9), chrysanthemum(38) , citronell

103 l (6), d하1Iia(1l)， gladiolus (1), hibiscus(2) ,
mulberry(l), polyanthes(2) , port버aca(ll)，

.~ ••-…. .“•••-……-“…….“…••…-

.뺏It떠t떠a떠맺맺l까까l¥....……….“….“…‘•••-……….“…….“….“•••……••…••’”……••……••……….,………••………••………••…….“…•..1“•• J...“…….“….‘ ••………….“….“…………••………….“…….“…….‘…’4맛잇.…….“.， j 센iv뼈뼈ve뼈e빈q\꾀M1l꾀앉}!. P.9~옛웰a옛받↓Ito띠o이떼0( 1)ι!ιL.“ s
a매be리Ii떠a( 1)，’ a행pp띠Ie하(1)，’ a양za머Ie얹a(l)，’ be않gom떠a히(어6) ，

’
ca따rn떠1떠ation띠1(1ω1)， chinese rna없tgrass(1)，,
ehrysanthemum(7), hibiscus(1), mint( l),
.맺떠to(와 ro맺qt. 샌~~멧댔맺(낀…
achimenes(8) , african violet(l), alstroemeria
(24), apple(flowers) (1), azalea(3), begonia(6),
ealathea(!), c없nation(7) ， chηsanthemum(80)，

dahlia(18) , euphorbia(1), gladiolus(2), hyacinth
(1), kalanchoe(3) , lily(2) , streptocarpus(7) ,
tulip(8)

1J~.?~9:~.9 J 4........ J p.9:~.~~~q)!..~~.~디O낀q) ， .. ~P.!.Y.~.~~~h~.~옛낀(2)
UK I 1 I Streptocarpus

begonia(ll), b많muda grass(2), carnation( 1) ,

centipedegrass(1), chrysanthemum( l),
crapemyπle(2)， grapefruit(2), hoya(4) ,
야ppermint(2) ， rose(2) , snapdragon(3),
St. Augustiner grass(2)
chrysanthemurn(17), fig(!) , grape(!), iris(S)
.Q<Jmeg~anate(2) ， pop!crr(l), sour chenγ(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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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궁화는 우리나라 나라 꽃으로서 오랜 옛날부터 무궁화가 많이 심어져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나 일제시대의 무궁화 말살정책으로 좋은 무궁확가 많이 없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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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 수집하였고.26품좀은 삽목증식하였다.

무궁화 종자의 방사선 감수성 조사에서 4 kR 처리구에서는 발아률， 생존율， 경

장이 대조구보다 모두 높았므며 무궁화의 돌연변이 유기 적접션랑으로는 10-12
kR가 적당힐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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