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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슬 신품종 심사를 위한 특성조사 기준제정 요구

1. 제안배경

 ❍ 약용작물 종자 자 율 향상을 한 국내육성 품종 조기보   신품종 심사 

기  요령과 특성조사에 한 기  설정되지 않는 실정임

 ❍ 약용작물 품종 개발은 25개 작물에서 67개 품종이 개발되었으나 품종간 

비교를 한 표  품종 특성 조사 기  제정 지침서 제정이 시 함

2. 제안내용(제안부서：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

 ❍ 우슬 신품종 심사를 한 특성조사 기  제정 요구

   - 목 (식물신품종보호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 재배심사를 해 종자 리 

요강 제2조 별표1에 의한 작물별 품종의 특성 조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우슬(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의 모든 품종들에 용한다)

   - 품종 특성표  종자제출(종자 제출규격  제출량)

   - 품종의 특성조사(재배시험의 실시, 특성조사의 실시, 품종의 분류, 조사

항목의 기호, 조사형질의 구분, 특성조사 방법)

   - 특성별 조사기   방법(특성, 표 형태：양 , 질 , 유사 질 형질, 

계 , 표  품종, 조사 시기  방법) 

   - 특성표 설명  품종 특성표(식물의 종류, 출원품종의 명칭, 출원인의 

성명, 특성조사자 성명, 특성조사 연월일, 특성조사 장소, 조 품종)

   - 품종 특성기술서(작물명/학명, 출원품종명, 출원품종의 주요 형태  특성, 

출원품종이 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 기술, 

출원품종을 구별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 정보, 품종육성에 한 정보)

   - [부록] 특성조사요령 식물별 목록(번호순)

3. 파급효과

 ❍ 우슬 신품종 심사를 한 특성조사 기  제정으로 채종포 설치  우량 

종자 량생산 보  확   주산단지 조성

   - 2016년 종자 10㎏(0.5ha)→ 2017년 종자 40㎏(2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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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요약(보조성적)

 ❍ 특성별 조사기   방법

   - 조사형질의 구분

  QL：질 형질：잎(털：VG), 꽃(색, 녹색정도：VG), 종자(모양, 피색, 택：VG)

     QN：양 형질：잎(길이, 비：MS/VG, 모양, 녹색정도：VG), 기(분지수：

MS/VG, 길이：VG, 비：MS/VG), 개화기：MS/VG, 꽃 (길이, 수, 착과수：

MS/VG), 성숙기：VG, 천립 ：MS, 주근(길이, 비), 지근(수：MS/VG)

     PQ：유사질 형질：뿌리(껍질색, 속살색：VG) 

   - 특성조사 방법

  MG：조사 상 식물체들 는 식물체들의 일부를 집단으로 하여 1회 계측조사

    MS：조사 상 식물체들 는 식물체들의 일부를 상으로 하여 개체별 계측조사

    VG：조사 상 식물체들 는 식물체들의 일부를 집단으로 하여 1회 찰에 의한 달 조사

    VS：조사 상 식물체들 는 식물체들의 일부를 개체별로 찰하여 달 조사

 ❍ 품종 특성기술서

1. 작물명 (학명)：쇠무릎(Achyranthes japonica (Miq.) NAKAI.)
2. 출원품종명：우강 우슬
3. 출원품종의 주요 형태  특성
 ❍ 10개 이상의 특성에 해 기술하되, 질 특성을 주로 하며 양 특성은 조품종과 

비교하여 기술
   - 형은 직립이고 엽형은 피침형, 엽색은 연녹색이고 화색은 녹색임.
   - 엽폭은 넓었고 화경은 40㎝이상으로 장형이며 화축은 짧은 편임.
   - 종피는 택이 있는 다갈색의 포과이며 종실 모양은 타원형임.
   - 개화  성숙기가 각각 2일 늦었고, 경장은 12㎝ 크며 경태 0.7㎜ 굵었고
      주당 분지수가 4개 많으며, 주당 생경엽 은 7.5g, 천립 은 0.1g 무거움.
   - 화경장과 화축장은 각각 4.9㎝, 1.5㎝ 길었고 종실 수량이 11.3㎏ 많았음.
   - 주근장은 2.1㎝ 길었고 주근경은 0.5㎜ 두꺼우며 상근  비율은 4% 높았음
   - 10a당 건근 수량은 265㎏으로 장흥 재래종 보다 20% 많은 편임
   - 뿌리의 무기성분(Fe 37.6ppm)  지방산(Palmitic acid 44.3ppm, Oleic acid
      33.6ppm), 총 엑디스테로이드 함량이 91.6ppm 높았음 
4. 출원품종이 조품종과 구별되는 특성
 ❍ 출원 품종이 가장 유사한 품종과 구별되는 특성을 기술, 유사한 품종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의 다른 품종과 구별되는 특성을 명시
   - 우강우슬 잎 모양은 피침형이고 넓으며 엽색은 연녹색임.
   - 개화기와 성숙기는 장흥 재래종보다 우강우슬 2일 정도로 늦은 편이며,
   - 우강우슬은 기가 길고 굵으며 주당 분지수  화축수가 많았음.
5. 출원품종의 균일성과 안정성을 기술( 조품종과 비교)
 ❍ 종자는 무겁고(2.31g/1,000립) 종실수량이 43.5㎏/10a로 장흥재래종 비 35% 많았음.
 ❍ 뿌리가 길었고 굵어 뿌리 수량이 265㎏/10a로 장흥재래종보다 20% 많았으며
 ❍ 뿌리의 무기 성분  지방산류, 총 엑디스테로이드 함량도 높은 편임.

문의처  식량작물연구소：김명석 (☎ 061-330–2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