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溫度와 生長調節物質이 무궁화(Hibiscus syriacus 

‘’Honghwarang’) 삽수의 萌芽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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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ous temperatures and plant growth regulators were assessed 

to investigate the nature of the dormancy and bud sprouting of stem cutting of 
Hibiscus syriacus ‘Honghwarang'. The bud sprouting was promoted as tem-
perature increased. Under 30℃ condition, stem cuttings began sprouting at 4 

days after cutting and showed 100% sprouting  at 6 days after cutting.  With 
GA or BA treatment, the cuttings started sprouting at 6 days after cuttings 
under 25℃ condition and reached 65% sprouting, which was not different from 

the results without hormone treatments. However, ABA dipping under below 
25℃ condition resulted in low sprouting, whereas under over 25℃ condition 
they started sprouting at 6 days after cutting and reached 93% at 12 days 

after cutting, which indicated that ABA is not effective on inhibition of 
sprouting under high temperatur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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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various temperatures and 
plant growth regulators on bud sprout-
ing of Hibiscus syriacus cv. Honghwa-
rang during the 12-day experimental 
period after stem cutting. Each point 
represents the mean ∑12 of sixteen 
buds. 

서    언

나라꽃 무궁화에 한 연구는 다방면으로 이

루어 졌지만 류 등(1974, 1975)의 보고 이후로 

休眠生理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류 

등(1975)의 무궁화 개화특성에 한 보고에서 

무궁화의 생육은 온도보다 일장에 지배되며 고

온장일에서는 생육이 계속되나 고온단일에서는 

생육이 완 히 정지하 다고 했다. 따라서 무궁

화의 휴면이 단일 조건에서 온 원산 식물의 휴

면타 에 필요한 온처리를 받아야 타 되는

지와 휴면타 를 진 는 지연시키는데 여

하는 외부 생장조 물질의 향을 받는지 알아

보고자 하 다. 한 Lang 등(1987)이 구분한 

휴면단계  우리나라 기후조건에서 무궁화 휴

면의 깊이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생리  변화에 한 연구의 기 자료로 삼고자 

본 실험을 시행하 다.

재료  방법

공시재료는 홍단심계 무궁화인 ‘홍화랑’으로 

1997년 10월 20일에 고려 학교 화훼온실에서 

생육하고 있는 당년생 가지를 (芽)과 잎 하나

만을 남기고 7cm정도로 조제하 다. 배양토는 

버미큘라이트와 펄라이트를 1:1 (V/V)로 섞어 

사용하 으며, 직경 10 cm 의 라스틱화분에 

한 화분 당 10주를 1반복으로 하여 처리 당 3

반복으로 완 임의배치하여 각 온도별 생장상

에 두었다. 萌芽는 이 두터워지면서 녹색을 

나타낼 때를 기 으로 하 다.

온도 조건은 10, 15, 20, 25, 30℃로 하 고, 

일장은 단일(8시간)조건으로 하 다. 생장조

물질로는 ABA 200mg/L (천연 racemic형, 

Research Organics社), gibberellic acid 

100mg/L (GA3, BDH Limited Poole Eng-

land), benzyladenin 50mg/L(Research Or-

ganics社)을 삽수에 24시간 침지처리 하 다.

조사항목은  腋芽가 처음 맹아하기까지 소요

되는 날과 그에 따른 出芽長과 出芽率을 조사하

는데, 측정방법은 Timson(1965)에 의한 방

법으로, 삽목 후 1일만에 맹아가 되었다면 ∑12 

value = 11,  2일 ∑12 value = 10,  12일만에 

맹아가 되었다면 ∑12 value = 0으로 계산하

다. 맹아에 따른 생리  변화를 알아보기 하

여 25℃의 생장상에서 삽목한 삽수 액아의 

peroxidase (POD), catalase activity (CAT)

의 변화량은 Kar와 Mishra(1976)의 방법으로 

측정하 다. 

결과  고찰

무궁화의 휴면특성을 알아보기 해 온도와 

생장조 물질의 처리에 따른 맹아차이를  조사

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맹아에 소요되는 시

일은 여러 온도 처리  30℃에서 가장 빠른 맹

아율을 보 다. 생장조 제 처리의 경우 GA, 

BA처리는 무처리와 차이가 없었으나 ABA처리

에 의해서 맹아가 지연되었다(Fig. 1).

무처리의 맹아율은 보면 10℃에서는 거의 반

응을 보이지 않았으나, 15℃에서는 10일경에 

맹아를 시작하 고, 20℃에서는 6일경 맹아를 

시작하여 10일경에는 100% 맹아했다. 25℃에

서도 6일경 맹아가 시작되어 2일후인 삽목 후 

8일경에는 100%의 맹아하 고,  30℃에서는 4

일경에 맹아하기 시작하여 6일후에 100% 맹아

하 다(Table 1). 한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액아의 맹아뿐만 아니라 생장도 진되었다

(Fig. 2).

100 mg/L GA 처리 경우 20℃와 25℃의 온

도에서는 6일째 맹아가 시작되어 삽목 10일 후

에는 100%, 30℃에서는 4일째에 시작되어 6일

에는 100%의 맹아했다(Table 1, Fig. 2). BA 

50mg/L 처리도 10℃에서는 반응을 보이지 않

다가 15℃에서는 삽목 12일부터 맹아가 시작되

었고, 20℃에서는 6일 후에 시작되어 12일에는 

75%정도의 맹아율을 보 으나 조구인 무처

리구나 GA처리에 비하면 약간 조하 다.   

25℃는 6일 후에 시작되어 12일에 100 %를 나

타내었으나 무처리나 GA처리에 비하여 조하

다. 30℃에서는 6일에 100%맹아를 보여 무

처리나 GA처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1, Fig. 2). 

ABA 200mg/L 처리의 경우 25℃이하의 온

도에서는 거의 맹아하지 않았으나, 25℃ 온도에

서는 6일 후에 맹아가 시작되어 12일 후에는 

90%이상 맹아하 고, 30℃에서는 12일에 

100% 맹아했다(Table 1). 액아의 생장도 무처

리에 비해 억제되었다(Fig. 2). Barros와 Neil 

(1986)은 버드나무(Salix viminalis) 휴면 연구

에서 내생 ABA의 양과 휴면과는 상 계가 

없고, 휴면 이거나 휴면에 들어갔을 때에만 

ABA에 의해서 휴면이 유지될 수 있다고 했는

데 이 결과에 따르면 본 실험의 시기가 10월 

하순경으로 아직 잎의 탈리 상도 일어나지 않

았을 때 시행하 으므로 이미 온처리를 받았

다고는 생각할 수 없어 아직 휴면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휴면 호르몬인 고농도의 ABA

에 침지하 어도 맹아가 되는 것으로 보아 휴면

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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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Bud sprouting ratio(%)

 Growth 
regulators

Temperature
(℃) 2z 4 6 8 10 12

Control

10 0  0   0   0   0   0

15 0  0   0   0  25  37.5

20 0  0  43.8  62.5 100 100

25 0  0  87.5 100 100 100

30 0 62.5 100 100 100 100

ABA
200mg/L

10 0  0   0   0   0   0

15 0  0   0   0   0   0

20 0  0   0   0   0  56.3

25 0  0   6.3  18.5  43.8  93.8

30 0  0  12.5  25  56.3 100

GA
100mg/L

10 0  0   0   0   0   0

15 0  0   0   0  25  43.8

20 0  0  50  68.8 100 100

25 0  0  62.5 100 100 100

30 0 56.3 100 100 100 100

BA
50mg/L

10 0  0   0   0   0   0

15 0  0   0   0   6.25  12.5

20 0  0  18.8  50  68.8  75

25 0  0  62.5  81.3  93.8 100

30 0 31.3 100 100 100 100
z
Days after stem cutting. 

Table 1. Effect of various temperatures and plant growth regulators on bud-sprouting 

ratio of Hibiscus syriacus ‘Honghwarang’ during the 12-day period after stem c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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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various  temperatures  and  plant  growth  regulators treatment on 
the bud growth of Hibiscus syriacus ‘Honghwarang’ after stem cutting. ZMe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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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peroxidase and cata-
lase activity of axillary bud of Hibiscus 
syriacus cv. Honghwarang under 25℃ 

growth chamber after stem cutting.
  

Z
Mean separation within row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at the 5% level.

↑start bud sprouting.

즉, 무궁화는 다른 온 산 목본식물과는 달리 

온처리를 받지 않아도 맹아할 수 있다고 생각

되었다. Borkowska와 Powell (1892) 역시 사

과나무의 휴면연구에서 와 같은 결과를 보고

한 바 있다.

25℃ 무처리구에서 맹아하는 동안 액아의 내

부물질 변화를 알아보기 하여 POD와 CAT

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3), POD는 맹아가 

진행될수록 감소하 으며, CAT는 맹아가 시작

되는 4～6일 사이에 감소하다가 완 히 맹아한 

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재 휴

면의 시작과 종결시 생장조 물질의 변화가 분

명하게 밝 지지 않고 있으며 몇가지 질소화합

물이나 CAT활성의 변화에 한 보고가 있다

(Omran, 1980). Nir 등 (1986)의 포도나무휴

면의 연구에서도 이 휴면상태에서는 CAT활

성이 높다가 온 처리나 휴면타 물질을 처리

하면 활성이 격히 감소하는데 이것은  조직

내의 H2O2의 양이 증가함으로 일어나며, 증가

된 H2O2는 pentose-phosphate pathway를 활

성화시켜 맹아하는 것이라고 보고하 는데, 본 

실험 무궁화의 경우에도 이 보고와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부분 낙엽성 목들의 은 가을에 형성된 

후 온도가 bloom에 알맞은 상태라 할지라도 성

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 Lang 등

(1987)은 이 단계를 endo-dormancy라고 구분

하여  확실한 온처리에 의해서 타 된다고 하

다. 온 산 식물이 일정기간의 온처리로 휴

면이 타 (Ammon 등, 1979; Ammon, 1987)

되는 것과는 달리 무궁화는 온처리 없이도 

20℃ 이상의 온도에서 맹아가 빨리 일어나는 

것으로 미루어 endo-dormancy상태에서도 이

상 인 환경만 주어지면 온처리를 받지 않아

도 언제든지 타 가 가능한 휴면상태로 있음을 

알 수 있다. Dennis(1987) 역시 endo-dor-

mancy는 온에 의해 유도되고 그 후 고온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고 하 다. 따라서 무궁화

의 휴면은 일정온도를 유지시켜주면 휴면기간

을 짧게 할 수 있거나 휴면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휴면단계에 따른 세포생리학

인 연구가 뒷받침되어 이 결과의 확인이 필요

하며 이는 무궁화의 번식이나 이용, 연구에 큰 

기 가 될 것으로 기 한다.  

    록

  무궁화 (Hibiscus syriacus ‘Honghwa-

rang’)의 휴면특성을 구명하고자 온도와 생장조

물질을 처리하여 萌芽 차이를 비교하 다. 맹

아는 온도가 높을수록 빨랐으며(10～30℃), 3

0℃ 무처리구는 삽목 후 4일만에 맹아하기 시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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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여 6일경에는 100% 맹아했다. GA와 BA 

처리도 조구인 무처리와 큰 차이 없이 20℃

이상의 온도에서는 6일만에 맹아하여 62.5%의 

높은 맹아율을 나타내었다.

ABA 침지처리는 25℃이하의 온도에서는 맹

아율이 조하 으나,  25℃이상의 온도에서는 

삽목 6일 후에 맹아하기 시작하여 12일 후에 

93% 맹아되어, 고온 조건에서는 생장억제제인 

ABA처리가 맹아억제에  효과가 없었다.

추가주요어: abscisic acid, benzyladenine, 휴

면, gibberel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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