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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팔나리와 자생 솔나리와의 종간 교잡 시 수정 전

불화합성 타파를 위한 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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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ptimum pollination methods for overcoming pre-fertilization incom-
patibility in interspecific crosses between L. longiflorum ‘Gelria’ (LG) and L. cernuum (LC). In cross combination of
LG×LC, the survival rate of the ovaries was higher in the cut style pollinations than in normal stigmatic pollination. 
Among the various cut style pollination methods, pollination after cutting the styles 2 3mm length above the ovary
and top of the ovary were the most effective ones. No ovaries and ovules survived in cross pollination of LC×LG.
In self-pollination of LG and cross pollination of LG×LC, pollens germinated on the stigma by 12 hours and reached 
to the ovules by 90 hours after pollination. However, in the cross pollination of LC×LG, pollen tubes elongated very
slowly until 48 hours after pollination and a lot of deformed tubes were observed in the styler canal having swelled 
tube tip and irregular heavy callose deposition. The pollination time after anthesis also affected on the survival rate of
ovaries and ovules showing the best result when pollinated on three days after anthesis. Stigma exudate promoted 
slightly the enlargement of ovaries, but the survival rate of ovaries and ovules was not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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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나리속에는 약 85개의 종이 있고 이들은 7가지 (section)로 

구분된다(De Jong, 1974). 주로 재배되고 있는 Asiatic Hybrid 품
종군은 종간 교잡종들로 구성되어 있고, Oriental Hybrid군은 

Archelirion section의 종간 교잡종이고, 나팔나리류는 Leucolirion 
section의 종간 잡종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나라에 자생하는 나

리속은 10여 가지로 알려져 있으며, 일본에는 16종이 자생하고 

있다(Shimizu, 1987). 일본 남부가 자생지인 L. logiflorum이 우

리 나라에 도입된 것이 언제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나 일본에서 

19세기 후반부터 유럽과 미국으로 수출되어 세계 인 화훼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나팔나리는 내의 종간교잡에 의해 신나팔나리(L.×formolongi)

가 육성되어 있으나 다른 의 종과는 교잡된 품종이 없으며, 화색

은 흰색 한 가지로 오래 부터 유색 나리를 육성하기 한 노력이 

수행되어 왔다(Kanoh 등, 1988, Kim 등, 1998). 
우리 나라에 자생하는 나리인 참나리, 하늘나리, 나리, 섬말나

리 등은 부분이 카로티노이드에 의한 황색 내지 선홍색의 화색을 

나타낸다. 화청소 유래 화색(cyanic color)을 발 하는 것은 솔나리 

하나뿐이며 이것과의 종간 교잡은 시도된 바 없다. Sinomartagon 
section에 속하는 솔나리는 연자주색을 나타내며 개화가 빠른 특성

을 지니고있다. 나팔나리에 솔나리의 유 인자를 도입하는 것은 그 

자체로 품종을 육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색인자 도입을 한 

육종소재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도 요한 의미를 갖는다. 
나리의 종간교잡은 내에서의 종간교잡은 수월하나 간교잡은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잡불화합성은 크게 수정  장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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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binations Pollination method No. of flowers
pollinated

No. of fruits
obtained(%)z

No. of ovules
fertilized

Avg. No. of ovules
per fruits

LGy×LCx

LC×LG
Full length

style
24
27

 9 (37.5)
 0 (0) 

 12
  0

 1.4
 0

LG×LC
LC×LG

Cut stigma
style

15
15

 3 (20.0)
 0 (0)

 29
  0

 9.7
 0

LG×LC
LC×LG

1/2 cut
style

15
15

 4 (26.7)
 0 (0)

 41
  0

10.3
 0 

LG×LC
LC×LG

2-3mm
style

72
45

55 (76.4)
 0 (0)

596
  0

10.8
 0

LG×LC
LC×LG

No style
15
10

11 (73.3)
 0 (0)

114
  0

10.4
 0

z(number of fruits obtained/number of flowers pollinated)×100
yLilium longiflorum ‘Gelria’
xLilium cernuum

Table 1. Fruit and seed sets of interspecific crosses between L. longiflorum ‘Gelria’ and L. cernuum by various polliantion 
methods.

수정 후 장벽으로 나 어진다(Van Tuyl 등, 1990). 백합에서의 수

정  장벽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될 수 있으나 화주 단수분법

에 의해 극복되는 경우가 많고(Van Tuyl 등, 1991), 수정 후 장벽

은 배배양에 의해 극복되고 있다(Asano 등, 1977, 1978, 1980, 
Van Tuyl 등, 1991).

본 연구는 백색 다화성인 L. longiflorum  ‘Gelria’와 우리 나라 

자생종인 솔나리(L. cernuum)와의 효율 인 종간 잡종 획득을 목

으로 화주길이, 수분시기, 주두분비물 등이 수정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고 불화합성을 극복하기 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수행되

었다.

재료  방법

1. 수분방법의 비교

나팔나리 ‘Gelria’와 솔나리(L. cernuum)를 강원 학교 농장 비

닐 하우스에 식재하 다. 수분 방법으로는 보통방법인 주두수분법

(Van Tuyl 등, 1991)과 화주 단수분법을 비교하 다. 주두수분법

(normal method)은 개약 에 제웅하고 주두를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주었다. 개화 1일 후에 주두 표면에 화분을 충분히 묻  주었

다. 화주 단수분법(cut style pollination method)을 수행하기 

하여 주두수분법에서와 동일하게 1일 후의 화주를 자방상단 1
3mm에서 단하고 화주를 수직으로 열게 한 뒤 화분을 내부로 

어넣었다. 한 이와 비교하기 하여 화주를 주두 바로 아래에서 

잘라낸 것, 1/2만 단한 것과 부를 제거한 자방 에 수분시켰

다. 수분 후 건조와 오염을 막기 해 호일로 덮어주었다. 착과율

은 수분 75일 후에 과실이 비 된 것을 착과된 것으로 간주하 고 

수분 직후 조된 것과 발달 도  조된 것은 착과되지 않은 것으

로 간주하 다. 부분의 착과된 과실은 수정된 배주가 존재하는 

부 가 돌기모양으로 비 되었다. 수분 75일경에 수정된 배주와 수

정되지 않은 배주의 길이에는 차이가 없으나 두께에는 뚜렷한 차이

가 있어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하 다(Kim 등, 2001). 따라서 이들 

두꺼운 배주를 수정된 종자로 간주하 다. 이들 배주 내에 배가 있

는지를 확인하여 배배양에 사용하 고 이에 해서는 차보(Kim 
등, 2001)에서 언 하고 있다.

2. 자 수용성 조사

나팔나리와 솔나리를 개화 1일 후에 정역 교잡시키고 6시간 간

격으로 화주를 채취하여 FAA로 고정 시켰다. 고정된 화주를 수세

하고 1N NaOH로 6시간 실온에서 가수분해시켰다. 물로 수세 후 

0.1N K3PO4에 녹인 0.1% aniline blue에 24시간 염색하고 340
400nm 여기상태의 형 미경 하에서 화분  신장 정도를 찰하

다.

3. 수분시기가 수정에 미치는 향

개화 1일 에 제웅하고 알루미늄 호일로 감싸주어 오염을 방지

하 다. 아침에 개화하는 것을 0으로 하고 개화 1일 후, 개화 2일 

후, 개화 3일 후에 화주 단법과 주두수분법을 실시하여 자방 비

와 수정 여부를 조사하 다.

4. 주두 분비물이 수정에 미치는 향

주두 분비물질이 수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화주를 

2 3mm 남기고 주두 분비물을 충분히 발라  후 수분시켰다. L. 
longiflorum  ‘Gelria’×L. cernuum 조합에서만 실시하 다. 수분 

60일 후에 자방 비 를 조사하 다.

결과  고찰

1. 수분방법이 수정에 미치는 향

여러 가지 수분방법이 종간 교잡 시 종자형성에 미치는 결과를 

Table 1과 같다. L. longiflorum  ‘Gelria’×L. cernuum의 교배조합

에서는 수분 방법에 계없이 착과가 이루어졌다. 수분 방법 에서

는 화주를 2 3mm 남기고 자른 것과 화주를 모두 잘라버리고 자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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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after pollination(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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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ollen tube growth in pistil of interspecific crosses 
between L. longiflorum ‘Gelria’ and L. cernuum.

Fig. 2. Pollen tubes in the styles. A: Section across the style just above the ovary
showing massed pollen tubes entering the 3-armed styler canal of L. longi-
florum pollinated with L. cernuum pollens. B: Compatible pollen tubes in the
style of L. longiflorum. C: Pollen tube penetrated into ovary of L. longiflorum.
D: Incompatible swelled tube tip of L. longiflorum at half of the style length
of L. cernuum, showing irregular heavy callose deposition.

기부에 수분시킨 처리구에서 각각 76.4%와 73.3%로 높은 착과율을 

나타내었다. 한 이들 화주 단 수분법에 의한 처리구의 과실 당 

수정된 배주수도 주두수분법에 의해 얻어진 수정 배주수보다도 약 

8배가 높았다. 그러나 L. cernuum×L. longiflorum  ‘Gelria’의 경우

는  착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잡불화합성을 나타내었다.
나리의 자가불화합성에 의한 주두수분법으로 종자를 얻을 수 없

는 경우에 화주 단수분법을 이용하면 종자를 획득할 수 있다

(Cheng과 Mattson, 1972; Van Tuyl 등, 1982; Watts, 1967). 본 

실험에서도 L. longiflorum  ‘Gelria’×L. cernuum  교배조합에서 주

두수분법을 이용하 을 때는 낮은 잡종종자 형성률을 나타내었으

나, 화주 단수분방법에서는 높은 종자 형성률을 나타내었으며 상

기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L. cernuum×L. longiflorum  
조합에서는  착과되지 않아 이들 종간교잡은 강한 편방향화합

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자 수용성

두 종간 정역교잡 시 자 수용성을 알아보기 하여 화주 내에서

의 화분  신장 속도를 조사하 다. L. longiflorum ‘Gelria’를 자가

수분시킨 경우 화분 은 70시간이면 자방에 도달하 으나 종간교

잡에서는 이보다 훨씬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 longiflorum  

‘Gelria’×L. cernuum의 교잡수분에서는 화분 이 수분 후 40시간

까지는 서서히 신장하다가 그 이후부터 빠른 속도로 신장되어 90
시간만에 자방에 도달하 다. 그러나 L. cernuum×L. longiflorum  

‘Gelria’ 교잡의 경우 화분 이 완만하게 신장하

으며 자방에 도달하는 화분 이 거의 없었다

(Fig. 1).
L. longiflorum  ‘Gelria’×L. cernuum의 교잡

수분에서 주두에서 발아된 화분은 정상 으로 신

장하여 자방까지 도달하 다(Fig. 2 A, B). 그러

나 L. cernuum×L. longiflorum  ‘Gelria’의 교잡

수분에서 찰한 화분  가운데에는 화분  내에 

callose 형성과 화분 의 선단 비 와 같이 기형

인 화분 이 다수 찰되었다(Fig. 2 C, D). 
이와 같이 불화합조합에서는 화분  신장이 느리

고, callose의 침착이 불규칙하여 화분  벽이 부

분 으로 비 되어 화분  선단에 이상이 일어난

다고 보고되어 있는데(Ebert 등, 1989; Li 등, 
1996; Hiratsuka 등, 1991), 본 실험에서도 유사

한 상이 찰되었다.

3. 수분시기가 수정에 미치는 향

L. longiflorum ‘Gelria’×L. cernuum교잡에서 

개화 후 수분시기가 착과율과 종자형성에 미치는 

향은 Table 2와 같다. 주두수분법에서는 개화

당일 수분한 처리구를 제외하고 개화 1일 후, 개
화 2일 후, 3일 후에 수분시켰을 때 착과가 이루

어졌으나, 정상 인 배를 함유한 종자는 거의 없

었다. 이에 반하여 2 3mm로 단한 화주에 수

Time after pollination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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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s after 
anthesisz

Pollination 
methody

No. of flowers
pollinated

No. of fruits 
obtained (%)x

No. of ovules
fertilized

Avg. no. of ovules
per fruit

AD CSM
N

6
6

3 (50)
0 (0)

 5 
 0

1.7
0

1DAA CSM
N

6
6

3 (50)
2 (33)

10
 0

3.3
0

2DAA CSM
N

6
6

4 (66.7)
3 (50)

18
 1

4.5
1

3DAA CSM
N

6
6

5 (83.3)
3 (50)

26
 3

5.2
3

zAD: anthesis day, 1DAA: 1 day after anthesis, 2DAA: 2 days after anthesis, 3DAA: 3 days after anthesis.
yCSM: cut style pollination, N: stigmatic pollination.
x(number of fruits obtained/number of flowers pollinated)×100.

Table 2. Effects of floral age and pollination methods on the survival rate of ovaries and ovules in L. longiflorum ‘Gelria’×L. 
cernuum.

Treatment No. of flowers
pollinated

No. of fruits
obtained

Length of ovary
(mm)

Width of ovary
(mm)

Avg. no. of ovules 
per fruits

No exudate 20 17 61.02±2.44z 16.59±1.69 12.0
Exudate 20 18 70.08±1.98 20.18±2.32 12.5

zStandard error

Table 3. Effect of stigmatic exudate on the fruit growth in L. longiflorum ‘Gelria’×L. cernuum crosses.

분시켰을 때는 모든 처리구에서 착과가 이루어졌으며, 주두수분법

보다는 많은 종자가 획득되었다. 화주 단수분법으로 개화 후 3일

에 수분하 을 때 착과율과 종자 형성률이 가장 높았다. Kim 등

(1998)도 L. longiflorum  ‘Nellie White’×L. callosum 교잡에서 개

화 당일보다 개화 후 2일과 4일 후에 수분한 경우에서 배를 함유

한 정상 인 종자의 획득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하 다. 본 실험에

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으나, Li와 Niimi(1995)는 L. 
rubellum에서 개화 후 일수에 따른 수분 효과에 차이가 없었다고 

하 다.

4. 주두 분비물질이 자방비 에 미치는 향

주두 분비물질이 수정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L. 
longiflorum  ‘Gelria’의 화주를 자방기부에서 2 3mm 정도 남기고 

자른 후 단면에 ‘Gelria’ 백합의 주두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묻

 후 L. cernuum으로 수분하 다. 자방비 에 있어서 주두 분비

물질을 묻   것이 자방의 길이, 두께 면에서 다소 좋은 효과를 

나타내었으나(Table 3), 착과된 종자수는 거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

았다. Ascher와 Drewlow(1970)는 나팔나리의 주두 액을 단한 

화주에 묻  후 자가불화합성의 향을 조사한 결과 화합  불

화합화분의 화분  신장은 약간 진되었지만 자가불화성 반응에

는 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과 일치하 다. 한 

Labarca와 Loewus(1972)는 14C로 label한 주두 액을 단한 화

주에 주입하여 화분 벽으로의 이동경로를 조사한 결과 주두 액 

성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다당류가 화분 벽의 재료로서 이

용되는 것을 시사하 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주두 액은 불화합성 

반응과는 무 하며, 화분  신장 시 화분 벽 합성의 재료로 이용

될 수 있는 양 인 역할의 차이로 사료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L. longiflorum  ‘Gelria’와 솔나리(L. 

cernuum)와의 종간교잡에서는 L. longiflorum  ‘Gelria’×L. cer-
nuum의 편방향에서만 종간잡종 육성이 가능한 것으로 밝 졌다. 

한 수정된 배주를 획득하기 해서는 화주 단수분법이 필수

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 된 자방속의 수정된 배주는 수분 

60일 이후부터 육안으로 구별이 가능하 으며, 이들 수정배주는 황

숙기가 되어도 정상 인 종자의 배만큼 성장하지 못하 다. 수정된 

배주 에는 배가 구상단계에서 정지된 후 수분 후 60일경에는 수

침상으로 변한 것들도 있었으나 이때까지는 체로 1.2mm까지 신

장한 후 더 이상 발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것은 배주 배양 에 

실체 미경 아래에서 쉽게 구별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자방배양 내

지는 배배양에 의해 구출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단되었다

(Kim 등, 2001). 배양된 배주로부터 얻어진 식물체의 특성과 잡종

성 여부에 해서는 계속 조사 이다.

    록

본 연구는 나팔나리(L. longiflorum) ‘Gelria’(LG)와 자생 솔나리

(L. cernuum , LC)와의 종간 교잡종을 육성할 목 으로 여러 가지 

수분방법을 이용하여 수정  불화합성의 타 방법을 조사하 다. 
L. longiflorum  ‘Gelria’×L. cernuum의 교잡 수분 시 수분방법에 

계없이 모든 교배조합에서 착과가 이루어졌으며, 주두수분법에 

비해 모든 화주 단수분법 처리구에서 착과율과 종자수가 높게 나

타났다. 이들  화주를 2 3mm 남기고 자른 것과 화주를 모두 

잘라버리고 자방기부에 수분시킨 처리구에서 각각 76.4%와 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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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은 착과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LC×LG 교잡에서는 

 착과되지 않았고 어떤 종자도 얻을 수 없었다. LG의 자가수

분과 LG×LC 교잡에서는 속도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수분 후 약 

90시간 정도가 되면 자방까지 화분 이 신장하 다. 그러나 LC×
LG 교잡에서는 수분 후 90시간까지 자방에 도달하지 못하 고, 화
주 간에 선단이 비 되고 callose가 이상 집 된 기형 인 화분

이 많이 찰되었다. 개화 후 수분시기도 착과율과 종자 형성률

에 향을 주었으며, 개화 후 3일에 수분하 을 때 가장 높은 종자 

수를 획득하 다. 주두 분비물질은 자방비 에는 향을 미쳤으나, 
수정배주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추가 주요어：화주 단, 간교잡, 백합과, 편방향 화합성, 수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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