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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atistical analyses of coefficient of variation, heritability, and genetic advance were carried 
out to identify differences i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such as the stem and inflorescence 
length, of 10 major commercial cultivars of spray chrysanthemum (Chrysanthemum morifolium). 
For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stem lengths ranged from 46.4 cm to 54.9 cm, the maximum 
diameter of stem was 5.6 to 8.5 mm, the hardness of the stem was 0.17 to 0.70 kg·m-2, the 
fresh weight of stem was 7.5 to 17.5 g, the dry weight of the stem was 1.6 to 3.3 g, the ratio of 
dry weight/fresh weight of stem was 15.9% to 23.1%. Also, the number of leaves on the stem 
was 8.4 to 12.2, the stem leaf area was 17.8 to 37.8 m2, the fresh weight stem leaves was 5.3 to 
18.6 g, the dry weight was 0.5 to 1.4 g and the ratio of dry weight /fresh weight of stem leaves 
was 7.6% to 11.5%. The inflorescence length ranged from 10.1 to 18.6 cm, the fresh weight of 
inflorescence was 7.3 to 26.7 g, the dry weight of inflorescence was 1.2 to 2.8 g, the ratio of dry 
weight /fresh weight of inflorescence was 10.4% to 17.1%. For flower, the diameter of the flower 
center was 8.2 to 13.3 mm, the petal width was 5.7 to 14.0 mm, the petal length was 12.9 to 33.1 
mm, and the petal thickness was 157.8 to 354.4μm. The mean values of each character in each 
cultivar were very different, and DMRT and LSD values based on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mong 10 cultivars were highly significant. For variability and genetic parameters, the lowest 
CV (coefficient of variation), PCV (phenotypic coefficient of variation), and GCV (genotypic 
coefficient of variation) were 4.79% to 5.15% in stem length, and the highest variations were 
62.97% to 65.21% in leaf area. ECV (error or environmental coefficient of variation) was the 
lowest for leaf area (1.71%) and it was the highest for leaf dry weight (19.30%). Heritability also 
significantly differed among the characteristics, ranging from 68.69% to 99.67%, the lo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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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 was shown in ratio of dry weight /fresh weight of stem and the highest value was for leaf area of stem. The 
value for genetic advance was the lowest in hardness of stem at 0.30 and the highest in leaf thickness at 156.65. 
The lowest genetic advance as percentage of mean of stem hardness was 9.17%, while the highest percentage of 
stem length was 134.27%. Thus the characters which had the highest values indicated above show the influence 
of additive gene action and may provide useful resources for selection programs for agronomic improvement.

Additional key words: CV (coefficient of variation), ECV (error or environmental coefficient of variation), GCV 
(genotypic coefficient of variation), PCV (phenotypic coefficient of variation)

서  언

국화 속은 쌍자엽 식물로서 200여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종의 분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화의 어원은 그리스어

로 금꽃(golden flower)의 의미이며(Reid, 2004). 학명은 Chrysanthemum morifolium Ramat이며, 보통명은 chrysanthemum

이다. 재배 품종은 감국과 국화를 위시한 다양한 종 또는 품종 간 교잡 후대의 장기간의 선발에 의해 육성과정을 거치면서 배수

화된 6배체(2n = 54) 품종이 대부분이며, 재배 유형별로 대별하면 스탠다드(standard) 계통과 스프레이(spray) 계통으로 나누

어진다. 국화는 대표적인 단일식물로서 일장에 의해 개화기를 조절함으로써 연중 절화생산이 가능하다. 

국화는 장미, 난, 나리, 카네이션을 위시한 절화류 중 생산량이 가장 많은 화훼류 중의 하나이며, 꾸준한 증가세로 인해 2010

년에는 국내 절화 수출의 13.4%를 차지하고 있으며(MIFAFF, 2011), 관혼상제용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는 국화는 스탠다드 국

화로서 주로 흰색이 사용되고 있으며 관상용으로 사용되는 스프레이 국화는 주로 절화용으로(Suh et al., 2015), 소국 또는 대국

은 화분용 또는 화단 재배용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Kim et al., 2012). 

이와 같은 특성에 따라 연구 또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연구중에는 생리 형태적 특성을 기본으로 통계학적으로 

분석하여 얻은 자료를 유전육종에 이용하고자 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형태적 특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계통 또는 재배종

들의 초장, 엽수, 화수, 꽃의 수량, 개화소요일수 등의 특성조사가 이루어져 왔으며(Rajashekaran et al., 1895; Cheizhiyan et al., 

1985a; Cheizhiyan et al., 1985b; Negi et al., 1988), 이들 특성조사 결과들을 자료로 CV(coefficient of variation, 변이계수)를 

위시한 GCV(genetic coefficient of variation, 유전 변이계수), PCV(phenotypic coefficient of variation, 표현형 변이계수), 

ECV(environmental or error coefficient of variation, 환경 또는 오차 변이계수) 등 변이계수와 관련된 연구(Ponnuswami et al., 

1985; Singh and Padlani, 1989; Han, 2011; Han, 2012), 유전율, 유전자 전이 및 유전자 전이율(Chezhiyan et al., 1985a; 

Barigagad et al., 1992; Raghava et al., 1992; Zhang et al., 2008) 등에 관한 통계학적 분석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볼 때 스프레이 국화의 외형적인 미적 향상을 위하여 통계학적 유전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육종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재배 환경이 동일한 온실에서 재배한 국내 또는 네덜란드에서 육성된 국화 10품종의 형

태적 특성, 즉 줄기와 관련된 요인으로 줄기의 길이와 굵기, 엽 면적, 등과 화서와 관련된 요인으로 화서의 길이, 꽃목의 경도, 화

심 폭 등 특성의 통계학적인 유전분석의 결과를 제시코자 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가. 식물재료

구미 시설 공단 원예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벤로형 온실에서 주로 대일 수출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국화의 스프레이 계통 중 

‘Pink Pride’(홑꽃)는 국내육성품종이며, ‘King Fisher’(홑꽃), ‘Green Bird’(폼폰형), ‘Leopard’(홑꽃), ‘Euro White’(겹꽃), ‘Moon 

Light’(홑꽃), ‘Noa White’(홑꽃), ‘Noa Yellow’(홑꽃), ‘Euro Yellow’(겹꽃), ‘Arctic Queen’(겹꽃)은 네덜란드 육성품종으로 모

두 10품종을 실험 재료로 사용하였다.



주요 스프레이 국화 품종의 형태적 특성과 변이계수, 유전율 및 유전자 전이율

Korean Journal of Horticultural Science & Technology 271

나. 재배 방법

2012년 5월 하순-6월 하순에 걸쳐 채취한 삽수를 피트모스블록(Klasmann Co. Germany)에 삽목 한 다음 비닐로 피복하여 

온도 17-24℃, 습도 95%이상, 광도는 500W 조건에서 2주간 발근을 유도하였다. 

정식은 피트모스가 함유된 인공 용토에 삽목 2주 후 발근된 삽목묘를 12.5cm × 12.5cm 간격으로 정식하였다. 시비는 평균 

4일에 1회 상부에서 엽면 시비하였다. 이때 시비한 양액은 A탱크와 B탱크를 이용하여 A탱크에는 CaNO3, Fe-EDTA, KNO3

를 혼용한 양액과, B탱크에는 MgS04, KNO3, MgNO3, KH2PO4와 미량원소(Cu, Mn, Zn, Mo, B, Cl)를 혼용한 양액을 각각 혼

합하여 전기 전도도를 1.0-1.8µsㆍcm-1로 조정한 후 m2당 10L씩 시비하였다. 병충해 방제는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용 또는 단

용으로 시기에 따라 2주일에 3회 또는 1주일에 2회의 간격으로 살포 하였다. 정식 3주 후인 6월 하순-7월 하순 경부터 8월 중

순-9월 중순까지 명기 11시간, 암기 13시간이 되도록 암막으로 단일 처리하였으며, 단일 처리 3일과 7일 후 왜화제(CCC lll, 

Cycocel, chloromequat) 1,000배액을 2회에 걸쳐 살포하였다. 이 기간 중 평균 온도는 18-25℃ 전후였다. 

다. 조사 방법

1) 생육 조사

시료는 2012년 8월 중순-9월 중순까지 오전 중에 채취하였으며 각 품종당 폭 8m, 길이 76m(608m2)의 실험포를 3구획으로 

나누어 12.5cm × 12.5cm 간격으로 재배되고 있는 개체 가운데 제 1번 화(최상위 꽃)의 최 외부 꽃잎 중 1/2정도가 전개된 것

을 각 구획별 3본씩 총 9본씩 채취하였다. 이들 시료를 줄기의 상부 25-30cm의 착화 부위(화서)를 포함해서 전 초장이 65cm

가 되도록 잘라 줄기의 하단 부 20cm에 착생한 잎은 모두 제거한 후 생육상태를 조사하였다.

조사 항목은 줄기의 길이, 줄기의 직경, 줄기의 경도, 줄기의 생체중, 줄기의 건물중, 줄기의 생체중과 건물중의 비율, 엽수, 엽

면적, 엽생체중, 엽건물중, 엽생체중과 건물중의 비율, 화서의 길이, 화서의 생체중, 화서의 건물중, 화서의 생체중과 건물중의 

비율, 꽃목 경도, 화서 내 엽수, 화서 내 엽면적, 최하부 소화경 착생부 잎의 두께, 화서 내 엽생체중, 화서 내 잎의 건물중, 화서 내 

잎의 생체중과 건물중의 비율, 화심 직경, 꽃잎 폭, 꽃잎 길이, 꽃잎 두께 등을 조사하였다.

2) 조사 방법(Fig. 1)

1. 화서의 길이; 최하부 소화경 착생부로부터 1번화 꽃목까지의 길이

2. 줄기의 길이; 줄기의 최하부로부터 소화경의 착생부까지의 길이

3. 줄기의 직경; 줄기하부의 경우 기부의 최대와 최소직경을 켈리퍼스로 측정

4. 줄기의 직경; 줄기상부의 경우 최하부 소화경 착생부의 바로 아래부분의 최대와 최소직경을 켈리퍼스로 측정

5. 줄기의 경도; 최하부 소화경 착생부의 바로 아래부분의 경도를 경도계(AXIS, Digital Force Gauge, Model AFG-2)로 측정

6. 꽃잎의 두께; 완전 전개된 꽃잎을 엽후측정기로 측정-화심의 직경, 꽃잎의 최대폭, 꽃잎의 길이를 측정

7. 잎의 두께; 최하부 소화경 착생부잎의 엽맥이 없는 부분을 엽후측정기로 측정

-생체중; 온실에서 채취한 2시간 후의 줄기, 화서, 줄기 내 잎과 화서 내 잎 등 4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생체중을 측정

-건물중; 생체중 측정 시 사용한 4가지로 구분한 시료를 80℃의 건조기에서 무게가 고정될 때까지 건조한 후 각각 건물중을 측정

-생체중과 건물중의 비율; 건물중을 생체중으로 나누어 환산

-줄기 내 엽수; 최하단부에서 20cm를 제외한 줄기로부터 최하부 소화경 착생부까지의 엽수 화서 내 엽수; 화서에 착생한 엽수

-줄기 내 평균 엽면적; 전체 엽면적의 평균치로 산출 

-화서 내 평균 엽면적; 전체 화서 내 엽면적의 평균치로 산출

[엽면적측정기(Laser Leaf Area Meter, Cl-203)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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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계학적 분석

생리 형태적 특성을 조사해서 얻은 평균치를 대표치로 하여 품종 간 특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DMRT(Duncan’s 

multiple range test)와 LSD를 검정하였고, 이들 평균치를 이용하여 분산분석 및 공분산분석을 행하였으며, 각 성분의 기대치

로부터 CV(Lush, 1949; Choudhary and Prasad, 1968), PCV, ECV 및 GCV(Burton and Davane, 1953), Heritability(Robinson 

et al., 1951), GA 및 GAM(Johnson et al., 1955) 등의 통계 처리하였으며 산출방법은 Table 1과 같다(Dutta et al., 2013).

결과

10종류의 국화품종 간 줄기의 길이, 줄기의 직경 및 경도의 품종 간 평균값을 보면 Table 2와 같다. 줄기의 길이는 ‘Leopard’

품종이 54.9cm로 가장 긴 편이었고 ‘Green Bird’품종이 46.4cm로 가장 짧은 편으로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나 대부분 품종들은 

50cm전후로써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CV(변이계수)는 5.02%, PCV(표현변이계수)는 5.15%, GCV(유전변이계수)는 

4.79%, ECV(오차 또는 환경변이계수)는 1.91%로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유전율은 86.33%로써 다소 높은 편이었으나 

GA(유전자 전이)는 4.74, GAM(유전자 전이율)은 9.17%로서 낮은 편이었다.

줄기 상단부와 하단부의 직경을 보면, 상단부의 경우 초장이 길었던 ‘Leopard’품종에서 최대, 최소 직경이 각각 8.5, 7.4mm

로 가장 굵었던 반면, ‘Noa Yellow’품종의 경우 최대, 최소 직경이 각각 5.6, 5.2mm, ‘Noa white’품종의 경우 최대, 최소 직경이 

Table 1. Variance(covariance) analysis and component of variance (covariance).

Factor F Component Component
of variance of covariance

Total mn-1

Replication n-1

Cultivar  m-1 σ²eἱ + nσ²gἱ σeἱj + nσgἱj
Error (n-1)(m-1) σ²eἱ σeἱj

m: cultivar, n: replication, F; degree of freedom, σ²gἱ (VG): genetic variance of character,
σ²eἱ (VE): environmental variance of character, σgἱj: genetic covariance of ἱ and j character,
σeἱj: environmental covariance of ἱ and j character

Fig. 1. Illustration of spray chrysanthemum flower used for measurement. 1, inflorescence length; 2, stem length; 3, stem 
diameter (base); 4, stem diameter (top); 5, stem hardness; 6, thickness of petal on 1st flower; 7, thickness of the lowest 
positioned leaf in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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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7

6

2



주요 스프레이 국화 품종의 형태적 특성과 변이계수, 유전율 및 유전자 전이율

Korean Journal of Horticultural Science & Technology 273

각각 5.7, 5.0mm로 가는 편으로 품종 간의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하단부의 경우 ‘Pink Pride’품종에서 최대, 최소 직경이 각각 

6.7, 6.0mm로 가장 굵었던 반면 상단부에서 직경이 가늘었던 ‘Noa Yellow’와 ‘Noa white’품종에서 최소 직경이 각각 5.1, 

4.9mm로 가장 가늘었으며 품종 간의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CV는 8.33-12.88%, PCV는 8.60-13.27%, GCV는 7.55-12.90%

로써 중정도의 변이율을 나타내었으나 ECV는 2.67-5.41%로서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유전율은 상단부의 최대 직경과 

최소 직경이 각각 94.52와 95.36%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하단부의 최대 직경과 최소 직경은 각각 71.08%와 77.09%로 높

은 편이었다. GA는 0.74-1.73으로 대단히 낮은 편이었고, GAM은 13.65-25.90%로서 낮은 수준이었다. 

줄기의 경도는 줄기의 길이가 가장 길었던 ‘Leopard’품종이 0.7kgㆍm-2로 가장 강했고, ‘Pink Pride’품종은 0.17kgㆍm-2로 경

도가 가장 약했으며, 품종 간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CV는 43.93%, PCV는 45.33%, GCV는 41.16%로서 대단히 높았으나, 

ECV는 18.99%로 다소 높은 변이율을 나타내었다. 유전율은 82.44%로 높은 편이었다. GA는 0.30으로 대단히 낮은 편이었고, 

GAM은 77.72%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줄기의 생체중, 건물중 및 생체중:건물중의 비율을 보면 Table 3과 같다. 줄기의 생체중은 ‘Euro White’품종이 17.5g으로 가

장 무거운 반면 ‘Noa White’, ‘Noa Yellow’품종은 각각 7.5, 7.6g으로 가장 가벼웠으며 품종 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CV는 

29.07%, PCV는 30.06%, GCV는 29.65%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나 ECV는 4.95%로 낮은 변이율을 나타내었다. 유전율은 

97.29%로 대단히 높은 편이었다. GA는 6.89로 낮은 편이었고, GAM은 60.17%로 중정도를 나타내었다. 

줄기의 건물중은 ‘Pink Pride’품종이 3.3g으로 가장 무거웠고 ‘Noa White’품종이 1.6g으로 가장 가벼웠으며 품종 간 유의차

가 인정되었다. CV는 24.25%, PCV는 25.05%, GCV는 23.36%로 높은 편이었나 ECV는 9.05%로 중정도 변이율을 나타내었

다. 유전율은 86.96%로 높은 편이었다. GA는 1.03로 낮은 편이었고, GAM은 45.18%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한편 생체중:건물중의 비율은 ‘Noa Yellow’품종이 23.1%로 가장 높았으며, ‘Euro White’품종이 15.9%로서 가장 낮게 나타

Table 2. Stem length diameter and hardness of 10 cultivars of Chrysanthemum morifolium cultivated for cut flowers in a Venlo-type greenhouse.

Cultivar Stem length
(cm)

Stem diameter (mm)
Hardness
(kg·m-2)Top Base

Max. Min. Max. Min.
‘Pink Pride’ 53.1 abc 6.6 cde 5.9 cd 6.7 a 6.0 a 0.17 e
‘King Fisher’ 52.6 abc 6.0 ef 5.4 ef 5.7 b-e 5.3 bc 0.30 cde
‘Green Bird’ 46.4 e 6.2 def 5.9 cd 5.6 cde 5.4 bc 0.60 ab
‘Leopard’ 54.9 a 8.5 a 7.4 a 6.4 ab 6.1 a 0.70 a
‘Euro White’ 49.1 de 7.6 b 6.7 b 6.2 abc 5.8 ab 0.22 de
‘Moon Light’ 53.9 ab 6.8 cd 5.8 de 5.6 b-e 5.2 c 0.27 cde
‘Noa White’ 53.9 ab 5.7 f 5.0 f 5.1 e 4.9 c 0.40 bcd
‘Noa Yellow’ 50.9 cd 5.6 f 5.2 f 5.1 de 4.9 c 0.40 cd
‘Euro Yellow’ 51.4 bcd 6.9 bc 5.9 cd 5.9 a-d 5.4 bc 0.45 bc
‘Arctic Queen’ 50.9 cd 6.9 c 6.3 bc 5.5 cde 5.2 c 0.35 cde
L.S.D.5% 1.76 0.39 0.29 0.52 0.35   0.12
CV (%) 5.02 12.88 11.99 9.73 8.33 43.93
PCV (%) 5.15 13.27 12.38 10.07 8.60 45.33
GCV (%) 4.79 12.90 12.09 8.49 7.55 41.16
ECV (%) 1.91 3.11 2.67 5.41 4.11 18.99
Heritability (%) 86.33 94.52 95.36 71.08 77.09 82.44
GA 4.74 1.73 1.44 0.85 0.74   0.30
GAM (%) 9.17 25.90 24.20 14.71 13.65 77.72

Mean separation with 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SD;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C.V; coefficient of variation, PCV; Phenotypic coefficient of 
variation, G.C.V.; genetic coefficient of variation, ECV; Error/environmental coefficient of variation, GA; Genetic advance, GAM; Genetic advance as present of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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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는데, 이로써 생체중이 무겁다고 해서 건물중이 무거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으며 생체중:건물중의 비율 역시 품종 간 유의

차를 나타내었다. 한편, CV는 12.56%, PCV는 13.01%, GCV는 10.79%, ECV 역시 7.28%로 중정도의 변이율을 나타내었다. 

유전율은 68.69%로 다소 높았으며 GA는 3.75로 낮은 편이었고, GAM은 18.44%로 낮은 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줄기의 길이, 줄기의 경도 등 3가지 요인은 품종 간 유의차가 인정되었고 변이계수, 표현변이계수, 

유전변이계수, 오차 또는 환경변이계수는 줄기의 길이가 가장 낮았고 줄기의 경도가 가장 높았다. 유전율은 생체중이 가장 높

았고, 생체중:건물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유전자 전이는 줄기의 경도가 가장 낮았고 줄기의 생체중이 가장 높았다. 

유전자 전이율은 줄기의 길이가 가장 낮은 반면 줄기의 경도가 가장 높았다.

줄기 내 엽수, 엽면적, 생체중과 건물중 및 생체중:건물중의 비율을 보면 Table 4와 같다. 엽수는 ‘Leopard’품종이 12.2매로서 

가장 많았고 ‘Pink Pride’와 ‘King Fisher’품종도 11.9매로서 많은 편이었으며 ‘Noa Yellow’와 ‘Euro Yellow’품종은 각각 9.1매

와 8.4매로서 가장 적었으며 품종 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CV는 13.04%, PCV는 13.50%, GCV는 13.30%로 중정도의 변이

율을 나타내었으며, ECV는 2.32%로 낮은 편이었다. 유전율은 97.04%로 대단히 높았고 GA는 2.83으로 낮은 편이었고, GAM 

또한 27.00%로 낮은 편이었다. 

엽면적은 ‘Euro White’품종이 37.8cm2 로 가장 넓었으며 ‘Moon Light’와 ‘Noa White’품종은 각각 16.2cm2 와 15.4cm2 로서 

좁은 편이었으며 품종 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CV는 28.84%, PCV는 29.89%, GCV는 29.84%로 대단히 높은 편이었고, ECV

는 1.71%로 낮은 편이었다. 유전율은 99.67%로 대단히 높은 편이었으며 GA는 15.34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GAM 또한 

61.41%로 중정도를 나타내었다. 

잎의 생체중은 ‘Leopard’품종이 18.6g으로 가장 무거웠고 ‘Noa Yellow’품종은 5.3g으로 가장 가벼웠으며 품종 간 유의차는 

인정되었다. CV는 40.52%, PCV는 41.96%, GCV는 41.32%로 대단히 높은 편이었고, ECV는 7.32%로 중정도를 나타내었다. 

유전율은 96.96%로 대단히 높았으며 GA는 8.87로 낮은 편이었고, GAM은 83.76%로 높은 편이었다. 

Table 3. Fresh and dry weight, ratio of fresh and dry weight in stem of 10 cultivars of Chrysanthemum morifolium cultivated for cut flowers in a 
Venlo-type greenhouse

Cultivar
Stem

D.W/F.W ratio (%)
Fresh weight (g) Dry weight (g)

‘Pink Pride’ 15.1 b 3.3 a 22.0 ab
‘King Fisher’ 10.8 c 2.0 cde 18.7 bcd
‘Green Bird’ 11.4 c 2.6 bc 22.2 ab
‘Leopard’ 15.2 b 2.7 b 17.6 cd
‘Euro White’ 17.5 a 2.8 ab 15.9 d
‘Moon Light’ 8.8 de 1.7 de 19.2 a-d
‘Noa White’ 7.5 e 1.6 e 21.8 ab
‘Noa Yellow’ 7.6 e 1.7 de 23.1 a
‘Euro Yellow’ 10.1 cd 2.2 bcd 22.0 ab
‘Arctic Queen’ 10.5 c 2.2 bcd 20.9 abc
L.S.D.5% 1.02 0.35 2.40
CV (%) 29.07 24.25 12.56
PCV (%) 30.06 25.05 13.01
GCV (%) 29.65 23.36 10.79
ECV (%) 4.95 9.05 7.28
Heritability (%) 97.29 86.96 68.69
GA 6.89 1.03 3.75
GAM (%) 60.17 45.18 18.44

See foot note of Table 1-1, D.W/F.W; fresh and dry weigh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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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의 건물중은 ‘Pink Pride’와 ‘Leopard’품종이 각각 1.5g과 1.4g으로 무거운 편이었고 ‘Moon Light’품종은 0.5g으로서 가장 

가벼웠으며 품종 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CV는 33.69%, PCV는 34.70%, GCV는 32.78%로 대단히 높은 편이었고, ECV는 

11.39%로 중정도를 나타내었다. 유전율은 89.23%로 대단히 높았으며 GA는 0.63으로 대단히 낮았고, GAM은 64.29%로 중

정도를 나타내었다.

생체중:건물중의 비율은 Noa Yellow품종이 11.5%로서 가장 높았으며 ‘Leopard’와 ‘Euro White’품종이 각각 7.6%와 8.2%

로 낮은 편이었으며 품종 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CV는 14.14%, PCV는 14.63%, GCV는 12.46%로 중정도의 변이율을 나타

내었고, ECV는 7.67%로 중정도를 나타내었다. 유전율은 72.5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GA는 2.12로 낮았고, GAM 역시 

21.86%로 낮은 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엽수, 엽면적, 생체중, 건물중, 생체중:건물중의 비율 등 5가지 요인은 품종 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변이계수, 표현변이계수, 유전변이계수는 생체중이 가장 높았고 엽수가 가장 낮은 편이었다. 오차 또는 환경변이계수는 엽면

적이 가장 낮았고 건물중이 높았다. 유전율은 생체중이 가장 높았고, 생체중:건물중의 비율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 유전자 전이

는 건물중이 가장 낮았고 엽면적이 가장 높았으며 유전자 전이율은 생체중:건물중의 비율이 가장 낮았고 생체중이 가장 높았

다.

10종류의 국화품종 간 화서의 길이, 생체중, 건물중 및 생체중:건물중의 비율, 꽃목의 경도를 보면 Table 5와 같다. 화서의 길

이는 ‘Green Bird’품종이 18.6cm로 가장 길었고 ‘Leopard’품종이 10.1cm로 가장 짧았으며 품종 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CV

는 19.56%, PCV는 20.09%, GCV는 18.65%로 다소 높은 변이율을 나타내었고, ECV는 7.47%로 중정도를 나타내었다. 유전

율은 86.18%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며, GA는 4.74로 낮았고, GAM 역시 35.67%로 낮은 편이었다.

화서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Euro White’품종이 생체중 26.7g, 건물중 2.8g으로 가장 무거웠으며, ‘King Fisher’품종은 생체

Table 4. Number of leaves, leaf area, fresh and dry weight, and ratio of fresh and dry weight in stems of 10 cultivars of Chrysanthemum 
morifolium cultivated for cut flowers in a Venlo-type greenhouse.

Cultivar No. of
Leaves.

Leaf area
(cm2)

Leaf D.W/F.W
(%)Fresh weight

(g)
Dry weight

(g)
‘Pink Pride’ 11.9 ab 27.4 d 15.6 b 1.5 a 9.4 bcd
‘King Fisher’ 11.9 ab 22.5 e 10.0 de 1.1 abc 11.3 ab
‘Green Bird’ 11.3 be 22.4 e 10.4 d 1.0 bcd 9.2 cd
‘Leopard’ 12.2 a 33.7 b 18.6 a 1.4 a 7.6 d
‘Euro White’ 8.7 e 37.8 a 13.5 bc 1.1 abc 8.2 d
‘Moon Light’ 9.8 d 16.2 g 6.2 fg 0.5 e 8.8 cd
‘Noa White’ 10.7 c 15.4 g 6.2 fg 0.6 de 10.4 abc
‘Noa Yellow’ 9.1 e 17.8 f 5.3 g 0.6 de 11.5 a
‘Euro Yellow’ 8.4 e 27.7 cd 8.0 ef 0.8 cde 10.3 abc
‘Arctic Queen’ 10.8 c 28.9 c 12.1 cd 1.2 ab 10.3 abc
L.S.D.5% 0.41 0.70 1.30 0.23 1.22
CV (%) 13.04 28.84 40.52 33.69 14.14
PCV (%) 13.50 29.89 41.96 34.70 14.63
GCV (%) 13.30 29.84 41.32 32.78 12.46
ECV (%) 2.32 1.71 7.32 11.39 7.67
Heritability (%) 97.04 99.67 96.96 89.23 72.51
GA 2.83 15.34 8.87 0.63 2.12
GAM (%) 27.00 61.41 83.76 64.29 21.86

* See foot note of Table 2, D.W/F.W; fresh and dry weigh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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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7.3g, 건물중 1.2g으로 가장 가벼웠고 ‘Noa White’품종과 ‘Noa Yellow’품종의 건물중 또한 각각 1.2, 1.3g으로 가벼운 편이

었으며 품종 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생체중과 건물중의 CV는 각각 37.20, 30.37%, PCV는 각각 38.50, 31.40%, GCV는 각각 

37.67, 29.60%로 높은 변이율을 나타내었고, ECV는 각각 7.96, 10.46%로 중정도를 나타내었다. 유전율은 각각 95.72, 88.90%

로 대단히 높은 편이었고, GA는 생체중은 11.28, 건물중은 1.06으로 두 요인 간 차이가 있었으며, GAM은 생체중은 75.9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건물중은 56.99%로 중정도이었다.

화서의 생체중:건물중의 비율은 생체중과 건물중이 가장 가벼웠던 ‘King Fisher’품종이 17.1%로 가장 높은 반면, 생체중과 

건물중이 가장 무거웠던 ‘Euro White’품종이 10.4%로 가장 낮았으며 품종 간 유의차는 인정되었다. CV는 14.01%, PCV는 

14.48%, GCV는 13.78%로 중정도의 변이율을 나타내었고, ECV는 4.46%로 낮은 편이었다. 유전율은 90.52%로 대단히 높은 

편이었으며, GA는 3.46으로 낮았고, GAM 역시 26.93%로 낮은 편이었다.

꽃목의 경도는 ‘Leopard’품종이 0.64kgㆍm-2로 강한 반면, ‘Green Bird’품종은 0.22kgㆍm-2로 가장 약했으며 품종 간 유의

차가 인정되었다. CV는 30.44%, PCV는 47.47%, GCV는 46.58%로 대단히 높은 변이율을 나타내었고, ECV는 9.13%로 중

정도를 나타내었다. 유전율은 96.30%로 대단히 높았으며, GA는 0.36으로 대단히 낮았고, GAM은 93.02%로 대단히 높은 

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화서의 길이, 생체중, 건물중, 생체중:건물중의 비율 및 꽃목의 경도 등 5가지 요인 모두 품종 간 유

의차가 인정되었다. 변이계수는 5가지 요인 모두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었으며 꽃목의 경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생체중:건

물중의 비율이 낮은 경향이었다. 유전율은 전반적으로 높았으나 그 중 꽃목의 경도가 가장 높은 편이었고 화서의 길이가 상대

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유전자 전이는 꽃목의 경도가 가장 낮은 편이었고 화서의 생체중이 가장 높았고, 유전자 전이율은 꽃목

의 경도가 가장 높았으며 생체중:건물중의 비율이 낮은 편이었다.

Table 5. Inflorescence length, fresh and dry weight, ratio of fresh and dry weight, and hardness of flower neck of 10 cultivars of Chrysanthemum 
morifolium cultivated for cut flowers in a Venlo-type greenhouse.

Cultivar
Inflorescence 

length
(cm)

Inflorescence Mean hardness 
of flowerneck

(kg·m-2)Fresh weight
(g) 

Dry weight
(g)

D.W/F.W
 ratio
(%)

‘Pink Pride’ 11.9 c-f 13.1 de 1.7 cde 12.6 bc 0.39 bc
‘King Fisher’ 12.4 c-f 7.3 f 1.2 e 17.1 a 0.31 cd
‘Green Bird’ 18.6 a 15.4 cd 2.1 bc 13.5 b 0.22 d
‘Leopard’ 10.1 f 18.1 bc 2.2 bc 12.2 bc 0.64 a
‘Euro White’ 15.9 ab 26.7 a 2.8 a 10.4 d 0.49 ab
‘Moon Light’ 11.1 ef 12.9 de 1.5 de 11.5 cd 0.34 bcd
‘Noa White’ 11.1 def 10.2 ef 1.2 e 12.1 bc 0.36 bcd
‘Noa Yellow’ 14.1 bc 9.4 f 1.3 e 13.5 b 0.34 bcd
‘Euro Yellow’ 13.6 b-e 19.0 b 2.6 ab 13.5 b 0.42 bcd
‘Arctic Queen’ 14.1 bcd 16.5 bc 2.0 cd 12.1 bc 0.39 cd
L.S.D.5% 1.77 2.00 0.33 0.96 0.09
CV (%) 19.56 37.20 30.37 14.01 30.44
PCV (%) 20.09 38.50 31.40 14.48 47.47
GCV (%) 18.65 37.67 29.60 13.78 46.58
ECV (%) 7.47 7.96 10.46 4.46 9.13
Heritability (%) 86.18 95.72 88.90 90.52 96.30
GA 4.74 11.28 1.06 3.46 0.36
GAM (%) 35.67 75.91 56.99 26.93 93.02

* See foot note of Table 2, D.W/F.W; fresh and dry weight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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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종류의 국화품종을 대상으로 화서 내 엽수, 엽면적, 최하부 소화경 하단부에 부착된 잎의 두께, 생체중과 건물중 및 생체

중:건물중의 비율을 보면 Table 6과 같다. 화서 내 엽수는 ‘Euro Yellow’품종이 11.7매로 가장 많은 반면, ‘Leopard’와 ‘King 

Fisher’품종은 각각 6.1매, 6.2매로 적은 편이었으며, 품종 간 유의차는 인정되었다. CV는 21.86%, PCV는 22.64%, GCV는 

22.24%로 다소 높은 변이율을 나타내었고, ECV는 4.62%로 낮은 편이었다. 유전율은 96.47%로 대단히 높았으며, GA는 3.76

으로 낮았고, GAM은 44.92%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화서 내 엽면적은 ‘Euro White’품종이 26.7cm2로 가장 넓은 반면, ‘Arctic Queen’품종은 5.8cm2로 가장 좁았으며 품종 간 유

의차는 인정되었다. CV는 62.97%, PCV는 65.26%, GCV는 65.21%로 대단히 높은 변이율을 나타내었고, ECV는 2.50%로 낮

은 편이었다. 유전율은 99.85%로 대단히 높았으며, GA는 15.83으로 비교적 낮았고, GAM은 134.27%로 대단히 높은 편이었

다.

최하부 소화경 하단부에 부착된 잎의 두께는 ‘Green Bird’와 ‘Leopard’품종은 각각 585.6μm와 584.4μm로서 가장 두꺼운 반

면, ‘Noa White’, ‘Noa Yellow’, ‘Euro Yellow’와 ‘Arctic Queen’품종은 387.8-410.0μm로서 얇은 편이었으며 품종 간 유의차는 

인정되었다. CV는 15.72%, PCV는 16.29%, GCV는 16.09%로 비교적 높은 변이율을 나타내었고, ECV는 2.55%로 낮은 편이

었다. 유전율은 97.55%로 대단히 높았으며, GA는 156.65로 대단히 높았고, GAM은 32.74%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화서 내 엽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Euro White’품종은 생체중 10.0g, 건물중 1.1g으로 가장 무거운 반면, ‘King Fisher’품종이 

생체중 1.5g, 건물중 0.2g으로 가장 가벼웠으며 품종 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CV는 각각 55.06, 53.08%, PCV는 각각 56.80, 

54.82%, GCV는 각각 54.14, 51.31%로 대단히 높은 변이율을 나타내었고, ECV는 각각 17.20, 19.30%로 다소 높은 편이었다. 

유전율은 각각 90.83, 87.61%로 대단히 높았으며, GA는 각각 5.42와 0.55로 낮은 편이었으나, GAM은 각각 106.07와 100%

로 대단히 높은 편이었다.

Table 6. Number of leaves, leaf area, leaf thickness, fresh and dry weight in inflorescence of 10 cultivars of Chrysanthemum morifolium cultivated 
for cut flowers in a Venlo-type greenhouse.

Cultivar No. of
Leaves.

Leaf area
(cm2)

Leaf 
thicknessz

(μm)

Leaf D.W/F.W
ratio
(%)Fresh weight

(g)
Dry weight

(g)
‘Pink Pride’ 7.4 cd 15.3 c 492.2  c 6.1 bcd 0.6 bc 10.1 cd
‘King Fisher’ 6.2 e 6.4 g 494.4 c 1.5 e 0.2 e 16.2 a
‘Green Bird’ 8.6 b 8.8 e 585.6 a 5.4 cd 0.6 bcd 11.1 bcd
‘Leopard’ 6.1 e 23.5 b 584.4  a 8.0 ab 0.8 ab 10.6 cd
‘Euro White’ 6.8 de 26.7 a 532.2 b 10.0 a 1.1 a 10.7 cd
‘Moon Light’ 9.1 b 11.8 d 507.9 bc 3.8 de 0.3 de 8.7 d
‘Noa White’ 8.2 bc 7.4 f 400.0 d 2.3 e 0.3 de 12.0 bc
‘Noa Yellow’ 8.6  b 7.4 f 390.0 d 2.6 e 0.3 cde 13.6 ab
‘Euro Yellow’ 11.7 a 4.9 h 410.0 d 7.6 abc 0.9 ab 11.6 bcd
‘Arctic Queen’ 11.0 a 5.8 g 387.8 d 3.8 de 0.4 cde 9.7 cd
L.S.D.5% 0.59 0.50 19.83 1.52 0.19 1.69
CV (%) 21.86 62.97 15.72 55.06 53.08 19.49
PCV (%) 22.64 65.26 16.29 56.80 54.82 19.87
GCV (%) 22.24 65.21 16.09 54.14 51.31 18.18
ECV (%) 4.26 2.50 2.55 17.20 19.30 8.01
Heritability (%) 96.47 99.85 97.55 90.83 87.61 83.74
GA 3.76 15.83 156.65 5.42 0.55 3.92
GAM (%) 44.92 134.27 32.74 106.07 100 34.30

* See foot note of Table 2, D.W/F.W; fresh and dry weight ratio
zThickness of leaf in the last pedicel from the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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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중:건물중의 비율은 오히려 생체중과 건물중이 가장 가벼웠던 ‘King Fisher’품종이 16.2%로 가장 높은 반면, ‘Moon 

Light’품종이 8.7%로 가장 낮았으며 품종 간 유의차는 인정되었다. CV는 19.49%, PCV는 19.87%, GCV는 18.18%로 비교적 

높은 변이율을 나타내었고, ECV는 8.01%로 중정도의 변이율을 나타내었다. 유전율은 83.74%로 비교적 높았으며, GA는 

3.92로 낮았고, GAM은 34.30%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화서 내 엽수, 엽면적, 최하부 소화경 접착부 잎의 두께, 화서 내 엽의 생체중, 건물중, 생체중:건

물중의 비율 등을 조사한 결과, 6가지 요인 모두 품종 간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며 변이계수, 표현변이계수, 유전변이계수는 

잎의 두께가 낮은 편이었고 엽면적이 높은 편이었으며 오차 또는 환경변이계수는 엽수, 엽면적, 잎의 두께에서 전반적으로 

낮은 편으로이었고 건물중이 가장 높았다. 유전율은 83.74-99.85%로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유전자 전이는 건물중은 

대단히 낮은 반면 잎의 두께는 100%이상으로 대단히 높았다. 유전자 전이율 역시 요인간 차이가 있었는데 체중:건물중의 

비율은 34.30%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엽면적, 생체중과 건물중은 100%이상으로 대단히 높았다.

10종류의 국화품종을 대상으로 화심의 직경, 꽃잎 폭, 꽃잎 길이와 꽃잎의 두께를 보면 Table 7과 같다. 화심의 직경은 폼

폰형 1품종과 겹꽃 3품종을 제외한 6품종만 측정이 가능하였다. 화심의 직경은 ‘Noa White’품종이 13.3mm로 가장 길었고 

‘King Fisher’품종이 8.9mm로 가장 짧았으며 품종 간 유의차는 인정되었다. CV는 18.29%, PCV는 19.46%, GCV는 19.24%로 

비교적 높은 변이율을 나타내었고, ECV는 2.90%로 낮은 편이었다. 유전율은 97.77%로 대단히 높았으며, GA는 4.26로 낮

았고, GAM 역시 39.14%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꽃잎의 폭은 ‘Arctic Queen’품종이 가장 넓었고 ‘Green Bird’품종이 5.7mm로 가장 좁았으며 품종 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CV는 22.18%, PCV는 22.95%, GCV는 22.54%로 비교적 높은 변이율을 나타내었고, ECV는 4.32%로 낮은 편이었다. 유전

율은 96.45%로 대단히 높았으며, GA는 4.59로 낮았고, GAM 역시 45.63%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Table 7. Flower center diameter and petal width, length, and thickness of 10 cultivars of Chrysanthemum morifolium cultivated for cut flowers in 
a Venlo-type greenhouse.

Cultivar
Flower 
center

diameter
(mm)

Petal

Width
(mm)

Length
(mm)

Thickness
(μm)

‘Pink Pride’ 10.2 c 9.5 de 16.6 e 233.3 c
‘King Fisher’ 8.9 d 8.0 f 20.9 d 232.2 c
‘Green Bird’ _ 5.7 g 12.9 f 354.4 a
‘Leopard’ 12.6 ab 9.5 de 19.6 d 200.0 d
‘Euro White’ _ 10.4 cd 20.1 d 277.8 b
‘Moon Light’ 8.2 d 9.1 ef 15.5 ef 157.8 e
‘Noa White’ 13.3 a 11.7 b 25.4 c 221.1 cd
‘Noa Yellow’ 12.1 b 11.0 bc 20.4 d 202.7 d
‘Euro Yellow’ _ 11.7 b 28.4  b 205.6 d
‘Arctic Queen’ _ 14.0 a 33.1 a 205.6 d
L.S.D.5% 0.52 0.75 1.74 13.49
CV (%) 18.29 22.18 28.12 22.79
PCV (%) 19.46 22.95 29.09 23.58
GCV (%) 19.24 22.54 28.72 23.35
ECV (%) 2.90 4.32 4.62 3.33
Heritability (%) 97.77 96.45 97.48 98.01
GA 4.26 4.59 12.44 109.06
GAM (%) 39.14 45.63 58.43 47.61

* See foot note of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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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종류의 국화품종을 대상으로 꽃잎의 길이는 꽃잎의 폭이 넓었던 ‘Arctic Queen’품종이 33.1mm로 긴 편이었으며 꽃잎

의 폭이 좁았던 ‘Green Bird’품종이 12.9mm로 가장 짧았으며 품종 간 유의차는 인정되었다. CV는 28.12%, PCV는 29.09%, 

GCV는 28.72%로 비교적 높은 변이율을 나타내었고, ECV는 4.62%로 낮은 편이었다. 유전율은 97.48%로 대단히 높았으

며, GA는 12.44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고, GAM 역시 58.43%로 중정도이었다.

꽃잎의 두께는 꽃잎의 폭이 좁고 길이가 짧은 ‘Green Bird’품종이 354.4μm로 가장 두꺼운 반면, ‘Moon Light’품종은 

157.8μm로 얇은 편이었으며 품종 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CV는 22.79%, PCV는 23.58%, GCV는 23.35%로 비교적 높은 

변이율을 나타내었고, ECV는 3.33%로 낮은 편이었다. 유전율은 98.01%로 대단히 높았으며, GA는 109.06으로 대단히 높

은 편이었고, GAM은 오히려 47.61%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화심의 직경, 꽃잎의 폭, 꽃잎의 길이, 꽃잎의 두께 등 4가지 요인 모두 품종 간 평균치의 유의

차가 인정되었으며 변이계수, 표현변이계수와 유전 변이계수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오차 또는 환경변이계수는 

낮은 편이었고 유전율은 4요인 모두 대단히 높았다. 유전자 전이는 요인 간 차이가 현저하여 화심의 직경 4.26, 꽃잎의 두

께는 109.06였다. 유전자 전이율은 전반적으로 39.14-58.43%로 낮은 편이었다.

고찰

다양한 재배종의 스프레이 국화를 대상으로 잎, 줄기 등 영양기관과 소화경, 화기 등 생식기관의 형태적 특성을 조사하

여 통계학적 분석을 시도한 결과, 잎 등을 포함한 줄기와 꽃을 포함한 화서 관련 모든 양적 형질에서 품종 간 차이가 뚜렷

하였고 품종 간 뚜렷한 평균치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모든 요인에서 통계학적으로 품종 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국화

의 경우, Rajashe-karan et al.(1895), Cheizhiyan et al.(1985b), Baskaran et al.(2004)은 여러 가지 유형의 국화 재배종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품종별로 초장, 분지수, 개화기간, 개화 소요일수 및 수량 등에 있어서 재배 품종 간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하

였으며, Negi et al.(1988)은 국화 재래종을 포함한 12품종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영양기관과 화기(생식기관)의 모든 

형질들이 품종 간 유의성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변이계수는 영양기관인 줄기, 줄기 내 잎과 생식기관인 화서, 화서 내 잎, 꽃 등의 형태적 특성으로 나누어 산출했을 때 

이들 기관 내 또는 기관 간 변이의 폭과 크기의 차이가 있었으며 약 5-40%까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유전 변이계수 역시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형질 간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형질에 따라 약 5-90%까지 변이의 폭이 대단히 넓었다. 본 실험에서

와 같이 다른 작물에서도 변이계수의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Misra et al.(2013)은 스프레이 국화의 변이계수는 8.93-45.87%

로서 형질 간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고 하였으며 PCV와 GCV 값은 같은 요인 내에서는 비슷하였고 최저와 최대치의 값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본 실험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Ponnuswami et al.(1985)은 국화의 형질 별 변이계수

를 산출한 결과, 개체 당 화수와 개화까지 일수는 유전 또는 표현형 변이계수(GCV 또는 PCV) 모두 상당히 높았다고 하였

고, Choudhary et al.(2003)은 스프레이 국화 11 품종의 유전적 변이를 분석한 결과, PCV와 GCV는 영양기관에서는 엽수가 

가장 높았고 최초 분지수, 줄기의 굵기, 초장 순이었으며 생식기관에서는 개체 당 꽃의 수의 변이계수가 가장 높았고 설상

화 수, 건물중 순이었으며 이들 3가지 형질은 최대의 유전변이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또한 CV를 위시한 PCV, GCV 값

의 크기는 같은 요인 내에서는 거의 비슷하였으며 이들에 비해 ECV의 값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본 실험에서도 타

연구자의 결과와 같이 변이계수의 값이 형질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연구자에 따라 품종과 조사 형질이 다른데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변이계수의 변이의 폭은 형질에 따라 그 범위가 정해 질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유전변이계수의 

폭이 크면 클수록 특정 형질의 후대 유전의 가능성이 낮아져서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추정된다. 

유전율은 줄기와 화서는 약 70-99% 이상으로 각 기관 간 유전율의 폭의 차이가 있었고 요인 간 최소 유전율과 최대 유

전율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Kunigunda(2004)는 국화 7 품종의 특징을 대상으로 유전율을 산출한 결과, 유전율은 초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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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이고, 엽폭이 92.2%였으며 우수한 특징을 지닌 재배종으로는 꽃의 직경은 Lameet Bright, 꽃잎의 길이는 White 

Criquette와 Nivalachs, 꽃의 폭은 La Cagouille Yellow Criquette였다고 하였다. 이들 우수성을 지닌 재배종은 우량한 질적 

특징을 가진 새로운 재배종의 모본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동일한 경향치를 나타내

었다. 한편 Zhang et al.(2008)은 국화 52 품종의 특징을 대상으로 유전율을 산출한 결과, 모든 화서의 형질에서 96.00%로

서 상당히 높은 유전율을 나타내었다고 하였으며 Han(2011, 2012)은 대국 27품종의 유전율을 산출한 결과, 모든 양적 형

질에서 86.80% 이상의 높은 유전율을 나타내었으며 설상화서의 수의 유전율이 70.00%로 가장 높았으며 모든 양적 형질

의 유전율은 86.80% 이상으로 대단히 높았다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조사 형질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어 이는 

형질 고유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유추해 볼때 하나의 개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형질 중 

안정적으로 유전하는 형질이 있는 반면 유전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형질이 존재한다는 근거 하에 품종의 개량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본 실험의 결과, 유전자 전이 또는 유전자 전이율의 값이 본 실험의 경우 형질에 따라 현

저한 차이를 나타내어 적게는 1% 미만에서 크게는 100% 이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Ibrahim et al.(2011), Suma and 

Patil(2006) 또는 Al-Tabbal(2012)은 각각 서로 다른 작물을 재료로 분석한 결과 작물 또는 형질에 따라 유전자 전이 또는 

전이율에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작물 간 차이는 박하가 전반적으로 10%이하로 낮은 편인데 반해 데이지는 형질에 

따른 차이도 현저하여 낮게는 10%, 높게는 100%이상으로 대단히 높았다고 하였다. Zhang et al.(2008)은 절화 국화의 경

우 유전자 전이율은 꽃의 수에 있어서 품종 간 차이가 있었는데 149.42-168.59%로 대단히 높다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

도 화서 내 엽면적은 134.27%로 대단히 높았는데 이는 형질에 따라 대단히 높은 전이율을 나타낼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며 특히 본 실험에 있어서 줄기의 엽면적의 유전자 전이율이 61.41%에 비해 화서 내 엽면적은 현저히 높았는데 이

는 착생 부위 또는 생리적 역할에 따른 유전자 전이율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적  요

절화용으로 재배중인 주요 스프레이 국화 10품종의 형태적 특성과 관련된 요인을 조사하였으며 이들 평균치를 이용

하여 변이계수, 유전율 및 유전자 전이율 등의 통계학적 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형태적 특성

을 보면 줄기의 길이 46.4-54,9cm, 줄기의 최대 직경 5.6-8.5mm, 줄기의 경도 0.17-0.70kgㆍm-2, 줄기의 생체중 7.5-

17.5g, 줄기의 건물중 1.6-3.3g, 줄기의 생체중:건물중의 비율 15.9-23.1%, 줄기 내 엽수 8.4-12.2매, 줄기 내 엽면적 

17.8-37.8m2, 줄기 내 잎의 생체중 5.3-18.6g, 줄기 내 잎의 건물중 0.5-1.4g 줄기 내 잎의 생체중:건물중의 비율 7.6-

11.5%, 화서의 길이 10.1-18.6cm, 화서의 생체중 7.3-26.7g, 화서의 건물중 1.2-2.8g, 화서의 생체중:건물중의 비율 10.4-

17.1%, 화심 직경 8.2-13.3mm, 꽃잎 폭 5.7-14.0mm, 꽃잎 길이 12.9-33.1mm, 꽃잎 두께 157.8-354.4μm였으며 각 특성

별 품종 간 DMRT와 LSD를 검정한 결과 고도의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변이계수, 표현 변이계수, 유전 변이계수는 줄기

의 길이 4.79-5.15%로서 가장 낮았으며 엽면적 62.97-65.21%로 가장 높았으나 환경 또는 오차 변이계수는 엽면적 

1.71%로 가장 낮았고 잎의 건물중 19.30%로 가장 높았다. 유전율은 줄기의 생체중:건물중의 비율 68.69%로 가장 낮았

고 줄기 내 엽면적 99.67%로 가장 높았다. 유전자 전이는 줄기의 경도 0.30으로 가장 낮았고 화서 내 잎의 두께 156.65로 

가장 높았으며 유전자 전이율은 줄기의 길이 9.17%로 가장 낮았으며 엽면적 134.27%로 가장 높았다. 이와 같이 위에서 

언급한 높은 값을 나타내는 형질들은 부가적으로 유전자 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경종의 개량을 위해 만족할만한 선

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 주요어 : 변이계수, 환경 또는 오차 변이계수, 유전 변이계수, 표현 변이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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