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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빔 조사에 따른 잿빛곰팡이병원균 방제효과와 절화 장미의 수확 후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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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control of Botrytis cinerea 

and postharvest quality of cut roses. Electron beam doses of 0.1, 0.2, 0.4, 0.6, 0.8, 1, 2, 10, and 20 kGy were applied with 

a 10-MeV linear electron beam accelerator (EB Tech, Korea). Electron beams inhibited spore germination and mycelial growth 

of B. cinerea with increasing irradiation doses. Conidia of B. cinerea were more tolerant to irradiation than were mycelia: the 

effective irradiation doses for 50% inhibition (ED50) of spore germination and mycelial growth were 2.02 kGy and 0.89 kGy, 

respectively. In addition, electron beam irradiation was more effective in reducing mycelial growth of B. cinerea at 10
o
C than 

at 20
o
C. Analysis of in vivo antifungal activity revealed that elevated irradiation doses exhibited increased control efficacy for 

tomato gray mold. Flower longevity and fresh weight of cut roses decreased when the irradiation dose was increased. In addition, 

flower bud opening tended to be inhibited in a dose-dependent manner. Although ‘Decoration’, ‘Il se Bronze’, ‘Queen Bee’, and 

‘Revue’ roses tolerated and maintained overall postharvest quality up to 0.4 kGy, ‘Vivian’ did not, demonstrating that the irradiation 

sensitivity of cut roses varies according to culti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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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화훼 수출은 화훼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1990년대부

터 급격하게 증가하여 왔다. 화훼 수출은 1990년에는 14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0년 2,890만 달러, 2005년 5,210만 

달러, 2010년 10,307만 달러로 매년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3대 절화인 장미, 백합, 국화의 수출 비중이 7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가운데, 화훼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장미의 비

중은 전체 화훼 수출액의 33%에 이르고 있다(KATI, 2010).

장미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해로는 검은무늬병(Reddy et 

al., 1992), 흰가루병(Pasini et al., 1997) 등이 보고되고 있으

나, 그 중에서도 Botrytis cinerea에 의해 유발되는 잿빛곰팡

이병은 온도가 낮고 습도가 높은 환경에서 활동이 왕성하므

로 장미와 다른 절화류의 저장 및 수출과정 중에 많이 발생

하여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주고 있다(Hammer, 1988). 잿빛

곰팡이병은 열매를 비롯하여 잎, 줄기, 꽃, 봉오리 등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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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에 걸쳐 발생하며, 감염시 연한 갈색 병반이 생기고 심

하면 전체가 갈변하여 죽는다(Hammer et al., 1990). 특히, 

절화 장미의 꽃잎에 형성된 소형 병반은 수확 전 및 수확 

후 선별 과정에서 쉽게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발병된 꽃

잎이 저장 중일 때 병징이 심해지고, 습식상자에 담겨 저온

으로 수출되는 3-4일간의 유통과정에서 크게 발병하여 절화 

장미 수출 시 클레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Elad, 1988). 

절화 장미에서 잿빛곰팡이병의 방제는 주로 수확 전 경엽 

살포와 수확 후 살균제 처리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러한 약

제 처리는 장미의 잎과 꽃잎에 약흔을 유발하며(Hammer et 

al., 1990), benzimidazole계와 dicarboximide계 살균제 등을 

반복적으로 살포하였을 경우 약제 저항성 균의 발생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친환경적인 종합적 방제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Choi et al., 2009).

화훼작물을 수출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국에서 반입을 규

제하는 질병이나 해충을 대상으로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는

데, 장미의 경우 점박이응애(Tetranychus urticae), 담배가루이

(Bemisia tabaci), 꽃노랑총채벌레(Frankliniella occidentalis) 

등의 해충이 문제가 되고 있다(Kang et al., 2007). 검역에 

통과하지 못한 화훼는 훈증소독 후 유통 또는 폐기 등의 

검역 조치를 받게 되는데,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일본의 

식물검역 과정에서 소독 처리를 받은 우리나라 수출 장미

의 비중은 9%에 달하며(PPS, 2010), 이때 수출농가는 훈증

처리에 따른 비용, 훈증처리 후 품질 하락에 따른 손실액 

발생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검역

병해충이 발견된 화훼의 소독에 사용되는 메틸브로마이드

(methyl bromide)는 무색, 투명한 휘발성 액체로서 가스 상

태로 화물에 침투가 잘되고 화재에 안전하지만(Van Den 

Oever et al., 1982), 식물에 따라 탈색, 표피 함몰, 냄새 변화, 

부패 및 스트레스에 대한 감수성 증가 등의 약해를 유발할 

수 있고, 인체에 여러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Hatton and 

Cubbedge, 1979; Lee and Shin, 2008). 무엇보다 오존층 파

괴 물질로서 몬트리얼의정서(조약 제1273호)에 따라 선진국

의 경우 2005년부터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고, 개도국에서도 

2015년부터 전폐될 예정이다(UNEP, 2012). 검역과 선적 전

처리 등의 필수 용도는 제외된다는 예외 단서가 있지만, 

FAO/IPPC 사무국이 2008년 4월 “식물검역용 메틸브로마이

드의 대체 및 감축을 위한 권고문”을 채택하면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대체 소독기술 개발을 적극

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IPPC, 2008).

최근 메틸브로마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물리적 소독방법

으로 방사선처리 등이 주목 받고 있는데(FAO, 2003), 이 중 

전자빔을 통한 소독처리는 유해성분의 생성이나 잔류성분

이 남지 않는 기술로 공정제어가 용이하고 처리시간은 수

초에 불과하며, 열 또는 압력을 받지 않아 제품의 변형이 

적을 뿐 아니라 복잡하거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효과적

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후처리 과정이 필요 없이 

판매용 포장상태로도 처리가 가능하며, 대규모 물량을 연속

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리공정에서 부산물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도 큰 특징이다(Gomes et al., 2008). 

전자빔 조사는 담배가루이(B. tabaci), 복숭아혹진딧물(Myzus 

persicae), 아메리카잎굴파리(Liriomyza trifolii), 점박이응애

(T. urticae) 등의 해충에서 발육단계에 따라 살충 또는 불임 

효과를 나타내었으며(Koo et al., 2012; Moon et al., 2010), 

Phytophthora cinnamomi, Phytophthora citricola, Pythium 

ultimum, Fusarium oxysporum 등의 병원균 방제에도 효과적

이었다(Gryczka et al., 2010; Migdal et al., 2012; Orlikowski 

et al., 2011). 전자빔 조사를 포함한 모든 검역처리기법은 

반드시 농산물에 해를 가하지 않으면서 규제대상 병해충을 

방제해야 하기 때문에(Follett, 2008), 절화와 같은 신선 농산

물 검역에 전자빔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사선량별 절화의 

품질 평가를 통한 감수성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자빔 조사에 따른 잿빛곰팡이병 방

제효과 및 절화 장미의 수확 후 품질을 평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제 무역규정에 맞는 비화학적 소독기술인 전자빔 검

역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전자빔 조사

전자빔 조사는 대전에 위치한 EB-Tech(주)의 high energy 

linear accelerator(UEL V10-10S, 10MeV, 1mA, 10Kw)를 사

용하였다. 조사선량은 0.1, 0.2, 0.4, 0.6, 0.8, 1, 2, 10, 20kGy

였고, Radiochromic film dosimeter(GEXGAF3002DS, USA) 

(ISO/ASTM51275:2004(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포자 발아에 미치는 전자빔 영향

전자빔 처리에 따른 잿빛곰팡이병 병원균의 감수성 평가

를 위해 대상 병균인 B. cinerea 전자빔 조사선량별 포자 발

아율을 조사하였다. B. cinerea 균주는 한국화학연구원에서 

분양 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B. cinerea 포자현탁액(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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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5
spores･mL

-1
)을 10MeV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0.1, 0.2, 

0.4, 0.6, 0.8, 1, 2, 10, 20kGy 선량으로 조사한 후, 멸균한 

hole slide glass에 각각 80μL씩 분주하고 습도가 유지되는 

상자에 넣어 20°C 배양기에서 암조건으로 12시간 배양하였

다. 실험은 3반복으로 실시하였고, 포자 발아 조사는 광학현

미경(×300) 하에서 발아관의 길이가 포자의 폭보다 긴 것을 

발아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전자빔 조사선량과 포자 발아 억

제율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비선형 회귀분석(nonlinear 

regression method)를 실시하였고(SigmaPlot 10.0, Germany), 

Sigmoidal 함수 형태의 회귀 모형 y = a/(1+e
(-(x-x0)/b)

) (Sigmoidal, 

Sigmoid, 3 Parameter)를 이용하였다.

균사 생장에 미치는 전자빔 영향

전자빔 처리에 따른 잿빛곰팡이병균의 감수성 평가를 위

해 B. cinerea 균사 생장을 조사하였다. 감자한천배지(PDA; 

Becton, Dickinson and Co.)에 B. cinerea 균사 절편(직경 

8mm)을 치상한 후 10MeV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0.1, 0.2, 

0.4, 0.6, 0.8, 1, 2, 10, 20kGy 선량으로 조사하고, 20°C 배양

기에서 암조건으로 4일간 배양한 후 균사 생장을 측정하였

다. 실험은 5반복으로 실시하였고, 균사 생장 억제율은 다음

과 같은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균사 생장 억제율(%) = (1 - 처리구의 균사 생장량/무처리

구의 균사 생장량) × 100

전자빔 조사선량과 균사 생장 억제율과의 관계를 설명하

기 위해 비선형 회귀분석(nonlinear regression method)를 실

시하였고(SigmaPlot 10.0, Germany), 지수함수 형태의 회귀 

모형 y = a(1-e
-bx

) (Exponential Rise to Maximum, Single, 

2 Parameter)를 이용하였다.

배양온도에 따른 전자빔 조사의 효과

온도에 따른 전자빔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B. cinerea 

균사 생장을 조사하였다. PDA 배지에 B. cinerea 균사 절편

(직경 8mm)을 치상한 후, 10MeV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0.4kGy와 0.8kGy 선량으로 조사하고, 5, 10, 15, 20°C 배양

기에서 암조건으로 6일간 배양하면서 매일 균사 생장을 측

정하였다. 실험은 5반복으로 실시하였고, 각각의 배양온도

에서 전자빔 조사에 의한 균사 생장 억제율은 다음과 같은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균사 생장 억제율(%) = (1 - 처리구의 균사 생장량/무처리

구의 균사 생장량) × 100

전자빔 조사후 배양온도에 따른 균사 생장 억제율을 비교

하기 위해 비선형 회귀분석(nonlinear regression method)를 

실시하였고(SigmaPlot 10.0, Germany), Sigmoidal 함수 형

태의 회귀 모형 y = a/(1+e
(-(x-x0)/b)

) (Sigmoidal, Sigmoid, 3 

Parameter)를 이용하였다.

전자빔의 in Vivo 살균활성 검정

전자빔을 조사한 잿빛곰팡이병균을 토마토 유묘에 접종

하여 전자빔의 in vivo 살균활성을 검정하였다. 실험에 사용

한 토마토 유묘는 4.5cm 직경 플라스틱 포트에 파종하여 25 

± 5°C 온실에서 3주동안 재배하였다. In vivo 검정은 5 × 10
5 

spores･mL
-1 

농도로 조정한 B. cinerea 포자현탁액을 10MeV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0.2, 0.4, 1, 2, 10kGy 선량으로 조사

한 후, spray gun(1kg･cm
-3

)을 이용하여 4엽기 토마토 유묘 

전체에 분무 접종하여 실험하였다. 접종한 토마토 유묘는 

20
o
C 습실상(상대습도 95% 이상)에 넣어 3일 동안 발병을 

유도시킨 후 잎에 형성된 병반면적율(%)을 조사하였다. 실

험은 5반복으로 실시하였고, 방제효과는 다음과 같은 식으

로 계산하였다.

방제가(%) = (1-처리구의 병반면적율/무처리구의 병반면

적율) × 100

전자빔에 대한 절화 장미의 감수성 평가

전자빔에 대한 절화 장미의 감수성 평가를 위해 ‘Decoration’, 

‘Il se Bronze’, ‘Queen Bee’, ‘Revue’, ‘Vivian’ 5개 품종을 

대상으로 실험하였다. 10MeV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0.1, 

0.2, 0.4, 0.6, 0.8, 1, 2kGy 선량으로 조사한 절화 장미의 수

확 후 품질을 평가하였다. 전자빔을 조사한 절화 장미는 온

도 23 ± 1°C, 상대습도 70 ± 10%, 하루에 9시간 광조건이 

유지되는 실험실로 옮긴 후, 길이 30cm로 재절단하여 증류

수에 꽂았다. 이후 절화수명, 개화단계, 그리고 생체중을 측

정하였다. 실험은 5반복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의 분석

유의성 분석은 SAS ver. 9.2(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여 Duncan의 다중검정법으로 통계처리 하였

으며 유의수준은 5%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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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spore germination 
of Botrytis cinerea. Data are the means of three replications 
± SD.

Fig. 2.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mycelial growth 
of Botrytis cinerea. Inhibition of mycelial growth (%) was 
determined using the following equation: Inhibition of mycelial 
growth (%) = (1 - mycelial diameter of treatment/mycelial 
diameter of control) × 100. Data are the means of five 
replications ± SD.

결과 및 고찰

포자 발아에 미치는 전자빔 영향

잿빛곰팡이병의 비화학적, 물리적 소독기술 개발을 위해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B. cinerea의 감수성을 포자 발아 

억제율을 통해 비교하였다. 전자빔 조사선량이 높아짐에 따

라 포자 발아가 억제되었고, 포자 발아는 1kGy와 2kGy 선

량에서 각각 18.4%와 47.9% 억제되었다(Fig. 1). 회귀분석 

결과 B. cinerea 포자 발아를 50% 억제하는 선량(ED50)은 

2.02kGy로 나타났으며, 10kGy 이상에서 포자 발아가 완전

히 억제되었다. Chang et al.(1997) 역시 10MeV 전자가속기

로 B. cinerea 포자현탁액을 조사하고 발아 억제율을 측정했

을 때, 1kGy 이하의 전자빔 선량에서는 포자 발아 억제율이 

12%로 낮았던 반면, 2kGy에서 69%, 4kGy에서 98%로 전자

빔 조사선량이 증가할수록 효과적으로 억제되었으며, 분생

포자의 경우 1-2kGy 선량에서 전자빔에 대해 감수성을 가

진다고 보고하였다. Gryczka et al.(2010)의 연구에 따르면 

9MeV 전자빔 조사에 의해 F. oxysporum f. sp. dianthi은 

1.5kGy에서 포자 발아가 40% 억제되었고, 3kGy 이상에서

는 100% 억제되었다고 하여 미생물 종류에 따라 전자빔에 

대한 감수성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자빔 처리는 

DNA를 포함한 몇몇 분자의 화학적 결합을 깨며, 그로 인하

여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데(Fiester et al., 

2012), 전자빔에 대한 감수성은 미생물 분류군에 따라 또는 

같은 종일 경우라도 미생물의 생장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며, 일반적으로 포자가 영양세포(균사)에 비해 저항성이 

크다고 알려져 있다(Kim, 2006).

균사 생장에 미치는 전자빔 영향

B. cinerea의 균사 생장에 전자빔 조사가 미치는 영향은 

Fig. 2와 같다. 전자빔 조사 4일 후에 균사 생장을 조사한 결

과, 전자빔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균사 생장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고, 특히 2kGy 선량에서 균사 생장이 70.1% 억제되

었다. 회귀분석 결과, B. cinerea 균사 생장을 50% 억제하는 

선량(ED50)은 0.89kGy로 나타났으며, 10kGy 이상에서는 균

사 생장이 100% 억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Orilikowski et 

al.(2011)이 9MeV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B. cinerea 균사절

편체를 조사한 뒤 4일 동안 배양했을 때 균사 생장이 3kGy

에서 62.8%, 6kGy에서는 93.1% 억제되었다는 보고와 일치

한다. Migdal et al.(201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P. cinnamomi 

균사 생장은 1.5kGy에서 50%, 3kGy 이상에서 100% 억제되었

는데, 특히 3kGy 전자빔 조사선량에서 균사 붕괴와 후막포자 

생성이 저해되었으며, Phytophthora 종들에 비해 B. cinerea 전

자빔 저항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균사 생장 실험 결과 포자 발아에 영향을 주는 선량보다 

낮은 선량에서 균사의 생장이 억제되었으므로, B. cinerea의 

전자빔 저항성은 포자가 균사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였다. 감

마선을 이용한 연구결과와 비교해보면, Sommer et al.(1972)



권  송, 최경자, 김기선, 권혜진 511

Fig. 3. Effect of incubation temperature on mycelial growth 
of Botrytis cinerea. Data are the means of five replications 
± SD.

A

B

C

Fig. 4.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mycelial growth 
of Botrytis cinerea at different incubation temperature. Mycelial 
growth of B. cinerea was observed at 10°C (A), 15°C (B), 
and 20°C (C). Electron beam was irradiated at dose of 0.4 
kGy (△) and 0.8 kGy (□). Inhibition of mycelial growth 
(%) was determined using the following equation: Inhibition 
of mycelial growth (%) = (1 - mycelial diameter of treatment/ 
mycelial diameter of control) × 100. Data are the means 
of five replications ± SD.

은 감마선에 대한 B. cinerea 생장단계별 반응은 어린 균사

와 균핵의 저항성이 강하고, 분생포자에 비해 성숙 균사의 

감수성이 높다고 하였다.

배양온도에 따른 전자빔의 잿빛곰팡이병균 억제효과

온도에 따른 B. cinerea 균사 생장을 비교하였다. 5°C 배

양온도에서는 모든 처리구에서 6일째까지 균사 생장이 일어

나지 않았다(Fig. 3). 10, 15, 20°C 배양온도에서 전자빔 무

처리구의 균사 생장이 50%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각각 4.1

일, 2.9일, 2.0일로 20°C에서 균사 생장이 빠르게 증가하였

다. 잿빛곰팡이병원균의 최적 균사 생장, 포자 형성, 포자 

발아 및 발병 온도는 18-23°C라고 알려져 있다(Bulger et al., 

1987; Lahlali et al., 2007).

전자빔 조사 후 배양온도에 따른 B. cinerea 균사 생장을 

비교하였다(Fig. 4). 잿빛곰팡이병균의 균사 생장에 대한 전

자빔 효과는 배양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특히 

10°C에서 가장 명확한 균사 생장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10°C 배양온도에서 전자빔 선량이 0.4kGy에서 0.8kGy로 증

가함에 따라 균사 생장 억제율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0.8kGy 

전자빔 조사후 2일까지 균사 생장이 100% 억제되었다. 회귀

분석 결과, 50% 균사 생장 억제율을 보이는 시간은 0.4kGy

와 0.8kGy에서 각각 4.6일, 6.2일이었다(Fig. 4A). 배양온도

가 10°C에서 15°C로 높아짐에 따라 전자빔의 균사 생장 억

제 효과는 초기엔 높게 유지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

격하게 감소하였다. 10°C 배양온도에서와 마찬가지로 전자

빔 선량이 0.4kGy에서 0.8kGy로 증가함에 따라 균사 생장 

억제율도 증가하였으나, 5일 이후부터는 무처리구와 차이가 

없었다. 회귀분석 결과, 15°C에서 50% 균사 생장 억제율을 



Kor. J. Hort. Sci. Technol. 32(4), August 2014512

Fig. 5. Control efficacy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tomato 
gray mold. The percentage of disease control was determined 
using the following equation: Control value (%) = 100(1 - 
B/A), where A = the area of infection (%) on untreated 
leaves and B = the area of infection (%) on treated leaves. 
Data are the means of five replications ± SD.

보이는 시간은 0.4kGy와 0.8kGy에서 각각 3.0일, 3.7일이었

다(Fig. 4B). 20°C 배양온도에서 전자빔의 균사 생장 억제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으며, 전자빔 조

사 후 4일부터는 잿빛곰팡이병에 대한 균사 생장 억제 효과

를 볼 수 없었다. 회귀분석 결과, 50% 균사 생장억제율을 

보이는 시간은 0.8kGy에서 1.2일이었으며, 0.4kGy에서는 전

자빔 조사 후 1일부터 30.77%의 낮은 균사 생장 억제율을 

보였다(Fig. 4C).

B. cinerea와 같이 저장 중에 주로 발생하는 병원균에 대한 

수확 후 관리기술로써 이온화 방사선과 열, MAP(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저온 등의 병용처리에 대한 연구가 많

이 시도되어 왔다(Barkai-Golan et al., 1993; Fan and Sokorai, 

2011; Wani et al., 2008). 미생물의 방사선 감수성은 온도, 

기체환경, 수분활성도 등과 같은 외부환경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이를 방사선 조사와 병용하면 보다 저선량

의 방사선 조사로 유효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Kim, 2006). 

Tiryaki(1990)는 B. cinerea에 감마선을 조사한 뒤 3-4°C 저

온에서 배양했을 때 1, 2, 3kGy 감마선 처리구의 균사 생장

이 7일 후에 각각 94.6%, 95.9%, 100% 억제되었고, 17일 

후에도 3.0%, 40.2%, 99.1% 억제되어 감마선과 저온 병용

처리를 통해 병원균의 생장을 효과적으로 지연시킬 수 있다

고 보고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전자빔 조사 후 저온을 

처리할 경우 B. cinerea 균사 생장이 지연되어 전자빔을 통

한 잿빛곰팡이병 억제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빔의 in Vivo 살균활성 검정

토마토 유묘를 이용하여 전자빔의 in vivo 살균활성을 검

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전자빔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토마토 유묘의 병반면적율(%)은 감소하였으며, 전자빔 선

량이 0.2, 0.4, 1, 2kGy로 증가함에 따라 방제효과도 14%, 

28%, 47%, 52%로 증가하였다. 특히, 10kGy 선량의 전자빔 

조사시에는 잿빛곰팡이병에 대하여 100% 방제 효과를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1.5, 3, 4.5, 6kGy 전자빔 조사한 B. cinerea 

병원균을 국화 엽병에 접종하고 5일 후 병반을 비교했을 때, 

각각 32%, 41%, 68%, 100% 방제효과를 보였다는 Orilikowski 

et al.(2011)의 보고와 비슷하였다.

전자빔에 대한 절화 장미의 감수성 평가

전자빔 조사선량에 따른 장미의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 절화수

명과 개화단계를 조사하였다(Table 1 and Fig. 6). ‘Decoration’

의 절화수명은 0.6kGy 이하에서 전자빔 무처리구와 비슷하였

고, 0.8kGy 이상에서는 화색 변화, 화기 위조, 꽃목굽음 등

의 노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되어 감소하였으나, 0.1kGy 전

자빔 선량에서는 약간 연장되는 효과를 보였다. ‘Il se Bronze’

는 0.8kGy, ‘Queen Bee’와 ‘Revue’는 0.6kGy, ‘Vivian’은 

0.2kGy 이하에서 무처리구와 비슷한 절화수명을 보였으며, 

0.1-0.2kGy에서 절화수명이 약간 연장되는 효과를 보였다. 

화훼류는 식물 종에 따라, 또는 품종에 따라 전자빔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게 나타나는데(Sangwanangkul et al., 2008), 

Chang et al.(1997)은 10MeV 전자빔 조사 시 ‘Royalty’ 장미

의 절화수명이 0.5kGy까지 무처리구와 비슷했으나 0.75kGy 

이상에서는 화기 위조나 꽃목굽음 등이 증가하였고, Hayashi 

et al.(1998) 역시 5MeV 0.4kGy 전자빔 조사에 의해 절화 

품질이 감소하였으므로 장미의 전자빔 감수성이 높다고 보

고하였다. 

전자빔 조사 후 장미의 개화단계를 조사한 결과, 무처리

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보여 봉오리가 정상적으로 개화했음

을 알 수 있었고, 조사선량이 높아질수록 개화가 지연되면

서 화경 감소를 보이긴 했으나, 5개 품종 모두 0.4kGy 이하

에서 무처리구와 비슷하였고, 1kGy 이상에서는 개화가 지

속되지 못하고 봉오리 상태로 시드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자빔 감수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으며, Chang et al.(1997)이 ‘Royalty’ 장미를 대상으로 한 

연구 및 Kikuchi(2003)의 Lilium speciosum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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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flower longevity and flower bud opening in five rose cultivars.

Dose
(kGy)

Cultivar

Decoration Il se Bronze Queen Bee Revue Vivian

Flower longevity (day)

0 7.40 ab
z

7.25 a 6.50 ab 9.8 a 8.0 a

0.1 7.60 a 7.33 a 6.50 ab 9.3 ab 8.3 a

0.2 7.20 abc 7.50 a 7.00 a 10.0 a 8.2 a

0.4 6.60 bcd 7.00 a 5.75 bc 9.8 a 6.8 b

0.6 6.60 bcd 6.67 ab 5.75 bc 9.2 ab 6.4 bc

0.8 6.40 cd 6.50 ab 5.00 c 6.8 b 5.5 cd

1.0 6.40 cd 5.33 b 5.00 c 6.8 b 5.5 cd

2.0 6.00 d 5.25 b 5.00 c 6.8 b 4.5 d

F-test *** * ** * ****

Flower bud opening
y

0 4.20 a 4.20 a 4.40 a 4.20 a 4.40 a

0.1 4.00 a 4.40 a 4.20 ab 4.00 ab 4.20 a

0.2 3.80 ab 4.40 a 4.20 ab 4.20 a 4.00 a

0.4 3.60 abc 3.80 ab 4.00 ab 3.60 abc 3.80 ab

0.6 3.20 bcd 3.40 bc 3.60 bc 3.20 bcd 3.20 bc

0.8 3.00 cd 2.80 cd 3.20 cd 2.80 cd 2.60 cd

1.0 2.60 d 2.80 cd 2.80 d 2.60 d 2.40 d

2.0 2.60 d 2.60 d 2.60 d 2.60 d 2.40 d

F-test ** **** **** ** ****
z
Duncan’s multiple range test within columns for each experiment, p = 0.05.
y
Based on a scale of 1 to 5. 1 = very tight bud, only the outer petals are clearly visible; 2 = bud starts to open, the tips 

of most inner petals are visible; 3 = bud is open, the outer petals are starting to stand out; 4 = bud is open, the outer petals 
are fully expanded, the flower has not yet reached its maximum size; 5 = bud is fully open, all petals are fully expanded, 
the flower has reached its maximum size.
*,**,***,****

Significant at p = 0.05, 0.01, 0.001 or 0.0001 level, respectively.

0 0.1 0.2 0.4 0.6 0.8 1.0 2.0

Irradiation dose (kGy)

Fig. 6. Visual appearance of ‘Decoration’ rose flowers at 6 days after electron beam irradiation.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Yang et 

al.(2002)은 1kGy 이상의 감마선 조사에 의해 Hemerocallis 

fulva 개화가 억제되었으며, 주사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꽃잎 

및 꽃받침 표피세포의 피해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절화 장미에 전자빔을 조사했을 때 생체중은 0.2kGy까지 

무처리구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할수

록 급격하게 감소하였다(Fig. 7). Chang et al.(1997) 역시 

0.25kGy 전자빔 처리구와 무처리구의 생체중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없었으며, 0.5kGy 이상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였

다고 보고하였다. Hasbullah et al.(2012)은 감마선 조사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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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electron beam irradiation on fresh weight of ‘Decoration’ (A), ‘Il se Bronze’ (B), ‘Queen Bee’ (C), ‘Revue’ (D), 
and ‘Vivian’ (E) roses. Data are the means of five replications ± SD.

해 거베라 캘러스의 생체중 역시 감소하였는데, 이는 캘러

스 세포로의 수분 유입이 저해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장미는 0.4kGy를 기준으로 전자빔에 대

한 감수성을 구분할 수 있었는데, ‘Decoration’, ‘Il se Bronze’, 

‘Queen Bee’, ‘Revue’는 0.4kGy 이하에서 전반적인 절화품

질이 유지되었으나, ‘Vivian’은 0.2kGy 이하에서만 절화품

질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전자빔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고 판

단된다. 방사선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할 때 알의 부화 억

제 및 성충의 불임 유발 등과 같은 해충 검역에 요구되는 

선량이 0.4kGy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APHIS, 2002, 2006), 

장미 품종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절화품질의 손상 없이 검

역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잿빛곰팡이병을 방제하

는 선량으로 전자빔을 조사할 경우 절화 장미의 품질이 급

격하게 저하될 수 있으나, 절화 장미에 0.4kGy 전자빔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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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후 저온으로 유통하여 B. cinerea 생장을 지연시킨다면 

수출과정중 잿빛곰팡이병의 효과적인 제어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추후 전자빔에 대한 감수성이 높은 품종에 대해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수확 후 처리법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초  록

본 연구는 전자빔 조사에 따른 잿빛곰팡이병 방제효과와 

절화 장미의 수확 후 품질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10MeV 

전자가속기를 이용하여 0.1, 0.2, 0.4, 0.6, 0.8, 1, 2, 10, 

20kGy로 조사했을 때 전자빔 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Botrytis 

cinerea 포자 발아와 균사 생장은 억제되었다. 전자빔 조사

가 B. cinerea 포자 발아와 균사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했을 때, 포자 발아를 50% 억제하는 선량은 2.02kGy, 균사 

생장을 50% 억제하는 선량은 0.89kGy였으므로 포자가 균

사에 비해 전자빔에 대한 저항성이 더 높았다. 전자빔 조사 

후 배양온도에 따른 B. cinerea 균사 생장을 비교한 결과 잿

빛곰팡이병균에 대한 전자빔 효과는 배양온도가 낮아질수

록 증가하였으며, 특히 10°C에서 가장 높은 균사 생장 억제 

효과를 보였다. 토마토 유묘를 이용하여 전자빔의 in vivo 

살균활성을 검정한 결과 전자빔 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방제

효과도 증가하였다. 절화 장미는 전자빔 선량이 높아짐에 

따라 절화수명 및 생체중의 감소, 개화 지연 등을 보였으며, 

‘Decoration’, ‘Il se Bronze’, ‘Queen Bee’, ‘Revue’는 0.4kGy 

이하에서 전반적인 절화품질이 유지되었지만 ‘Vivian’은 

0.2kGy 이하에서만 절화품질이 유지되어 장미 품종에 따라 

전자빔에 대한 감수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추가 주요어 : 화훼수출, 이온화 방사선, 식물위생, 검역,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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