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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

  강활은 경북 화, 양 등에서 주로 재배되는 약 이며 행 으로 북강활로 불리는 

양번식계통과 남강활로 불리는 종자번식의 두 계통이 있다. 종자번식계통의 경우 정식 

한 해  주로 노지상태에서 육묘하여 이식재배하게 되는데 생육이 왕성한 묘가 정식되면 

추 상이 빈번히 발생하여 수량감소로 이어져 이를 회피하기 해 농가에서는 주로 

양번식계통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양번식의 경우 수확된 노두의 일부를 종자용으로 

남겨야 하고 월동과정 에 부패 상이 발생하는 등의 여러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종자

번식계통의 안정  수량 확보를 해 추 율을 히 낮출 수 있는 트 이육묘법이 

재 개발되어 있으나 동 기에 육묘가 시작되어야 하므로 련 시설 부족으로 부분 농

가에서는 노지육묘를 선호하고 있다. 따라서 노지육묘시에도 추 의 특성을 지닌 품종

개발이 강활생산에 가장 요한 요인임에 따라 안정  추  다수성의 특성을 지닌 강

활육성을 해 시험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 실험재료

  2000년 강원  경북지역에서 재배되거나 산지에 자생하는 강활 20계통을 수집한 후 

화고냉지약 시험장의 시험연구포장에 이식하 다. 이들 개체의 순계를 선발육종의 기본 

식물로 사용하 다. 

◦ 실험방법

  각 계통  지상부의 생육이 양호한 개체 에서 당해년도에 추 가 되지 않는 계통을 

분리하여 격리 채종하 으며 수확된 종자를 이용하여 다시 육묘과정을 거쳐 이듬해 정식한 

다음 동일한 기 으로 선발을 반복 하여 형질을 고정하여 추  2계통을 선발하 다. 고

정된 계통의 지역 응과 수량성 검정을 해 화, 안동, 태백지역에 선발 계통과 지역재래

종을 각각 정식한 후 생육과 수량을 3년간 반복하여 조사하 다.

실험결과 

  재래계통인 K-9의 추 율 23.7%에 비해 육성품종인 “ 강 강활”은 추 율 0%로 우수한 

내추 성을 보 다. 형태  특징으로는 잎이 다른 계통에 비해 크고 둥근 엽성이며 잎자

루의 색은 연한 자색이고 잎자루를 가로로 자른 단면은 부정6각형이다. 지하부의 특성

으로 주근장과 주당 생근 은 KS-9계통에 비해 각각 더 길고 무거운 편으로 지상부에 

비례하여 지하부의 생육도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병해충 항성은 궤양병에 

해 도 항성을 나타내었고 특별히 문제되는 해충은 발견할 수 없었다. 수량은 트

이육묘 재배에서 452kg/10a로 KS-9계통에 비해 30% 증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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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f variation SS df MS F-value P-value F-crit

Strain 51783.6 2 25891.8 1.94389 0.16503 3.40283 

Province 79722.3 2 39861.1 3.27927 0.05507 

Year 83398.1 2 41699.1 3.47425 0.04730 

Strain
Length of Radical leaf

(㎝)

Petiole

(㎝)

Vertical leaflet Bolting rate

(%)Length(㎝) Width(㎝)

KS-6 59.4 28.8 6.2 2.5 0.1

KS-7 63.6 31.4 6.9 2.5 0.0

KS-9 64.9 30.6 5.7 2.4 23.7

Strains No. of nodules
Root

Length
(cm)

Diameter
(mm)

Fresh weight
(g/plant)

Dry weight
(kg/10a)

KS-6 7.6 32.6 56.1 223.6 410.8 

KS-7 7.7 32.2 61.2 242.2 451.9 

KS-9 6.8 30.3 59.1 194.6 345.6 

시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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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digree diagram of "Daegang".

Table 1. Statistical analysis of yield according to strain, province and year.

Table 2. Inherent character of newly selected variety "Daegang".

Table 3. Yield and character of subterranean part of "Daegang" in the yield trial.

K6 K7 K8 K9 K6 K7 K8 K9 K6 K7 K8 K9 K6 K7 K8 K9

Primer 2 3 5 6

Fig. 2. Comparison of RAPD pattern of "Daegang" against other strai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