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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 約

放射編을 利用하여 쌀， 보랴， 밀， 판， 녹두풍의 밝魔顆物에 융홉生하

는 害명의 훌E 除策을 模索코저 화랑곡냐방과 바구미의 生活史와 加

害뿔性을 또한 바구미의 뼈과 成뾰에 放射線을 續量別로 照射시켜

致死率을 調효하는 한현 -般효科作勳에 加훌하는 害뾰의 生態的

防除寶의 -環으로 害!R에 대 한 휠抗性品種育成에 必要한 寶料를

얻 고져 바쿠마 • Beanfly , 진 맛 물동의 홉뾰에 대 해 서 品種間 團楊

짧抗性檢定을 쫓趙하였고， 이들 휠抗性系鏡i훌技을 위한 放射性同 fit元

素의 適用性끌否도 펌j定해 보았으며 , 아울러 放射線照射後 녹투의

利用面도 換討해 본 結果는 마음파 같댁

1 .화랑곡냐방의 生活史는 爾育圖度 27 t 에서 뼈期間이 4-6

日， 빼명期間이 g ", 11 日， 觸期間이 8'" 10 日， 成뾰의 훌命은 20

日이 였뎌: 바구마는 뼈期間아 6 - 8 日， 助뾰期間이 11 - 13 日，

觸期間은 4 - 6 日， 成뾰의 좋命은 12 - 14 日이 였다: 爾育遍度가

30 t 혹 上昇하면 成뾰의 윷좋命을 除外하고 모든 期間이 約 l 日

씩 短縮되는 順向이였다;

2 • 바구미의 %은 放射觸에 敏感한 펀이어서 5k Rad 에서 完

全히 致死하였고 成뾰온 대단히 鐘해서 300 k Rad 를 照射한것도

照射後 2 日만에 完숲致死하지 않고 致死寧이 93% 이였다:

3. 100 요 Rad - 500 k Rad 까지 放射鍵짝理한 玄米에서의 화랑곡



냐방의 樓息選好姓에는 放射線量에 대한 差異가 認定되지 않았댁

4 . 녹두의 品種間에 바구미의 團場批抗性을 成명의 훌뼈選好性으

로 調흉한 것은 品種間에 5% 의 有意差개 認定되 었다;

5. 13eanfly 의 品種間 按抗性은 i휩度의 有意差가 짧定되 었고，

載植時期가 늦을 수촉 被害率야 增加하였막

6 .진닷물 짧抗性選技을 위한 放射性同뾰元素 p- 32 의 適用은

達觀調흉의 結果와 相도、하여 잔덧물짧抗性系統選銀에 p - 32 의 利

用이 可能할것 같댁

7 . 녹두는 放射線에 彈한 것으로 냐타나 20 k Rad 까지 @마理해

도 짧흉 빛 Y;/}l휩生長어} 큰 差異가 없고 I 30kRad"'50kRad 서

도 뚫흉生育이· 可能하여 放射線照、射에 의한 뽑藏쨌果가 클것 촬막



ABSTRAOT

Present studies were carried out to control the insect

pests which infest on rice , barley , wheat , redbean and

rnungbean grains during Thp storage perio껴 For appli-

cation of radia.tion to the pest controls , life spans of

indian-meal moth (Plodia interpuc tella Hubner) and bean

weevil (Callosobruches chinensis L.) were inγestigated

in different rearing conditions. Eggs and adults of the

bean weevil were irradiated with variousldoses ofr-rayto

determine radiosensitivities of the insect. For the

ecological contrOl of general legume insects , screening

for varietal resistance to bean weevil and beanfly were

perforned in the experiment field. Radioisotope , p-32 ,

was applied to screening of soybean resistant to aphid.

AlsO , the germinability and the seedling height were

measured in r-ray irradiated mungbean for the gr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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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ults obtained are summarized as

1. Indian-meal moth took 4-6 days for egg hatching , 9-

11 days for larvae maturing , 8-10 days for pupae ma

turing and 20 days for adult span at 27t of rearing



temperature , while bean weevil took 6-8 days fOregg

hatching , 11-13 days for larvae maturing , 4-6 days

for pupae maturing and 12-14 days for adult span.

All spans of the insects except for the adults were

shortenedabout one day by increasing the rearing

temperature to 30 t .

2. The eggs of bean weevil were more radiosensitive than

adults and complete mortal dose of the eggs was 5k

Rad , while the lethality of the adults exposed to 300

k Rad was 93% at two days after irradiation.

3. Atractiveness of indian-meal moth toward the rice

irradiated with 100-500 k Rad was non-significant in

F-test.

4. In field test of mungbean resistance to bean weevil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among

varieties.

5. Difference of varietal resistance to beanfly was

significant at 1% level in F-test and later plant

ing has mare severe damage by the beanfly than early

planting.

6 ..The results of screening.foε aphid resistance by

application of p-32 radioisotope agreed with those



。 f the field test.

7. Germinability and seedling growth of irradiated

mungbean were slightly affected by lO-20k Rad expo

sure , but the germinability was decreased signifi

cantly by irradiation of 30-50k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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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序 論

害뾰의 ，顆除는 農藥을 使用하는 化좋的防除法이 主가 되어 왔는

데 이 方法은 害뾰이 -時的으로 大짧生하는 데에는 썼果的 01 지 만

長期的防除策으로는 不適핍하다: 그 理由는 農藥이 많은 天敵을 갖E

滅시키는가 하연 A좁에 대한 直接的안 毒性은 물혼 殘留毒性이

미치는 公害問題는 점차 심각허 대두되고 있고， 害뽀 역시 農藥에

대한 耐性이 增加해 가고 있어 使用藥量의 몇 10 倍 까지도 견디

어 내는 새로운 振抗性系統의 害m出現은 크게 問題親되고 있는

美情이약

放射線에 의한 雄性不娘技術의 利用과 天敵의 利用 또는 作物#

가 保有하고 있는 휠抗性要因을 利用한 耐m性品種育成과 載培法와

짧更에 의한 生態、的防除풍은 앞으로 害뾰顆除面에서 더욱 鼎究開짧

되어야 할 課題로 둥장하였고，점차 害명의 生物字的麗除에 대한

開心은 늘어 가고 있막

害E힘의 被害는 載培하는 동얀의 農作物 뿐만아니라 뽑藏中의 農

塵物에도 겨l 속 짧生하고 있는데 어느쪽에 童l몫을 두어야 할지는

作物 또는 害뽀에 짜라 마른것이며， 특히 散魔中 용홉生하는 害뾰의

題除는 몇가지 爆薰빼률 除外하고는 化字的防除가 不可能하여 H 투흐, .,

이 放射線을 利用한 生物후的防除策이 模索되어야 할 것으로 취j簡

된마

載培期間中의 害m 에 의한 農作物의 揚失도 많지만 빨을 비롯하

-7 -



여 보리， 밀， 豆類 기타 雜觀둥 뽑藏中 揚失率도 대단히 커서

美固에서 1963 년 10"'30%에 이흔마고 報告펀바 있으며 l) , 우리

냐라에서는 確美한 統룹，-資휘가 없어 그 被害率을 正確히는 알수

없지만 美固의 鎭失率보다 적지 않을 것으로 보아진막

JtT藏觀物에 加害하는 主害뽀은 8itophilus , Ephestia , Tri-

bOlium , Oryzaephilus , 8itotroga , Polorus , Rhizopertha 둥

7 屬 10 奈種으로 알려졌으며 2-5) , 뺨魔中 여들 害뾰이 짧生하면

排f世物의 15 청흰 o t료 微生物의 緊쩌흘을 f足進하게 되므로 品質을 低下

시킬뿐만 아니라 微生物에 의해서 生成되는 여러가지 毒性￦質은

/\1*냐 家좁에 中毒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 觀物외 f률失은 물톰

사랍에게 被害를 추게된약

生#는

DNA 의되띤 細뼈內

中뼈되고， 따라서

지 금까지 뽑顧觀物홈뾰의 顧除는 082 , methyl bromide , pro

pylene oxide 둥의 爛젖훌홉”률 使用한 在末式方法에 의 해 이 루어 지

고 있었는데 6) ，成뾰 또는 功뾰의 殺!R썼果는 있지만 %에는 藥

썼가 거의 없고， 또 包裝 깊숙히 들어 있는 害뽀을 殺鐵시키기

어려우며， 藥剛成分이 殘留하기 때문에 /\1*냐 家좁에 害를 끼치는

얼이 있어 좋은 方法이 뭇된아

放射續은 生物에 -定線量以上 照射하게

合成을 防害하기 빼운에 細뼈의 分짧은

죽게 된다; 昆뾰은 種類에 따라 20 c"v 3 0 k Rad 에 죽는것 야 있슨

가 하면， 300 k Rad 에서도 상당 期聞 生存하는 것이 있어 그

差異가 큰 펀이지만， 100 요 Rad 前後의 線量으로 거의 대부분의

,.. 8-



홈명이 ~i威되는 고로 뽑載中 옳生하는 害뾰의 題除에 適合한

手段이 될것으효 보아 世界 여러냐라에서 이에 團한 .fVf究 7}- 逢行

되었으며， 1959 년 소련에서 最初로 30 k Rad 以內의 放射編照射를

無條件 許可했닥 이어 美園도 1963 년 50 k Rad , 카냐다는 1969

년 75 k Rad 以內에서 밀파 밀 가루에 限해 서 放射續照射블 承꿇함

으로써 훌用化가 急‘速허 增加되고 있다_ 7)

1974 년 WHO 協議에서도 0.5 M Rad 以內의 放射線照射食品이

/κ#어l 有害한 物質을 生成하지 않기 때문에 安숲하다고 하였다:

오히려 이보다 높은 線量에서도 安全할것이라 하였으며 8) ， 이 範

圍의 線量은 어떠한 食品에 照射하년 간에 安숲性에는 짧함이

없음을 認定하였 던 것으로 보아 放射線照、射에 의한 뽑藏顆￦의

害m顧除는 바람직 한것으로 思뼈펀뎌:

電離放射線이 害m 에 미치는 -般的인 髮響운 致死， 훌命短縮，

짧育停止， 不雄諸짧， 쫓精力低下둥의 樣相으로 냐타냐는데 9 「 12) ， 이들

放射線團受性은 害뽀의 種類， 性別，裵態期， 顧期둥에 따라 다른데

-般的으로 뼈뽀은 成뾰보다 感쭉性이 . 높고 같은 쫓態의 것 이라도

어련껏일수록 放射線에 敏慮한것으로 알려졌뎌:

* 1iJf究는 放射編을 直接 製物에 照、射시켜 害뾰의 致死， 緊碩에

마치는 썼果 또는 生活史를 調흉함으로써 放射線을 利用한 顆物밝

魔方法윤 開옳하여 애써 生覆해 벤 農塵檢을 安全하게 管理할 수

있도록 알， 밀， 팔， 녹두풍에 主록 옳生하는 화랑곡나방과 바규L마를

대상으로 이들 害뾰을 分離同定해서 累代觸育을 通한 生活史를

- 9-



正確히 把握하여 放射線照、射에 의한 騙-除策윤 模索코저 하였고， 한

편 作物載培期聞동얀외 防除와 閔聯해서 害!R에 대한 振抗性因子를

探索쿄져 콩， 녹누둥의 品種間 團場紙抗性換定파 拖抗性選批에 放射

/;,

性{可ill:元素으I :適때性달否를 調좁하였으며， 放射線뺨藏과 開聯해서 녹

두의 짧牙강::'R'에 미치는 影響도 아울러 調흉한 結果를 報告=a.저

한닥

-10-



u. 結論 oj
A 建議事項

딸， 보c.] • 밀， 팡， 녹두둥의 홉f顧顆物에 짧生하는 화랑곡1f방 및

爾育溫度어l 따릎 바쿠마의 gm期間 .);1]뿔期間， 爛期間， 成뽀의 윷풍命둥

의 生活史가 究明되고， 放射編照射에 의한 이들 害뽀의 顧除에 必、

要한 基鍵資料를 알아 냈으냐 아직도 爾育條件을 細分하여 이들

害명의 生態를 調훌해야 되겠으며， 放射線을 利用한 顆勳의 홉f魔으

로써 녹두의 바쿠미에 대한 放射線團受性을 알아 본 結果 邱은

極히 放射線에 형륭한 현.안터1 反해 成뾰은 대 단히 彈한 펀에 속해

서 녹누의 밝藏後 利用으로 숙주나물 生塵까지 考慮한마연 成뽀이

짧生하기 前에 ~~ tJ\態로 l휩榮되어 있을 時期를 適切히 選용굿하여

放射鍵을 10 k Rad 內外로 如理함으로써 바구 0] 의 被뿔블 막는

同時에 녹두의 利用面에서 숙주냐물을 生塵하는데에도 支障여 없을

것으로 보아진마 그런고로 放射線에 의한 녹두 바구며의 顧除률

위해서는 團場에서 ~獲한것을 곧 照射시켜야 썼果的안 方法여 될

것얀데 이플 充足시키기 위해서는 빼設의 普及이 要請된마 또한

放射線에 의 한 뽑顧과 開聯해 서 安全性問題로써 玄米를 500 k Rad

까지 照射시켜 화랑곡냐방의 樓息狀態를 調훌한 結果 顧量에 따른

差異가 냐타냐지 않았￡나 이 問題는 成分짧化와 開聯펀 것 이니

만큼 금후 더욱 細密히 調훌換討해야 할 것이다:

대두의 -般害뾰의 防除를 팀的으로 生態的 防除의 -環안 휠抗

性品種育成은 여러가지 面에서 했果가 있융것으로 期待되기에



진닷물， 팔바쿠마， beanfly 둥으l 害뾰에 휩抗性을 檢定하였던1:I}

品種聞에 握抗性의 有意差가 認定되는 것으로 보 C~ 提抗性品種育成

面에 폭넓은 冊究가 이루어 지도록 支援케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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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 本 論

1 . 鼎究쫓廳方法

가.화랑곡냐방 및 바구미의 生活史

화랑곡냐방과 바쿠미의 生活史를 調훌하기 위해서 爾育用 玄

米는 1978 년 金용農揚에서 !f)(獲한것을 또 녹두는 市飯하는 것을

購入해서 使用하였다 玄米와 녹두는 爾育에 適뀔한 짧度調節올 위

해 서 直律 45 em 되는 desiccator 어} 廳和盧水륜 채 우고 그위 에

약 2 週間 밝藏하여 水分含量이 13% 로 調節된 것을 使用하였뎌;

供試뽀의 爾育은 玄米와 녹두를 각각 2009 씩 透明한 뼈子명에

담아 마라 分離同定해 l싼 화랑곡냐방은 玄米에 바구미는 녹두에

각각 20 마리 씩 넣고 망사로 명우를 막아 I 日 동안 塵뼈시킨후

成뾰을 除去하고， 圖度 20 t. 27 t , 30 t 의 힘효圖器에 關育하면서

f}~期間， 助뽀期間， 觸期間， 成뽀의 룡중命둥의 生活史툴 調훌하였다; 爾

育中 直圖器內의 相쳐짧훌度는 60 % 程度가 維持되도록 쟁반에 물

을 담아 넣어 추었으며， 낮에는 약 5 , 000 lux 程度가 되도록

螢1t燈을 14 時間 照‘明해 주었댁 한현 爾育用 玄米와 녹두7의 7.1<

分含量의 調節을 위해서 glycerol 水협被의 農慶를 달러하여

-定期間 財藏함으로써 水分含量을 任意調節토록 하였댁

. - 13-



냐. 바쿠미뼈의 放射線感풍性

塵Em盛期에 았는 바쿠미위 成.rR 。-，ε 50 마라흘 水分含量아

13% 로 調節된 녹두 200 g 에 接種하여 l 日間 흉용Em 케 하고， 녹두

表面을 觀察하여 용휠Jj~ 1릎否와 첼€: J} fJ 歡를 릅I웹흉한 放射線照、射

L 10 ， 000ci 감마선 照、射튿흩어} 서 “250 , 500 , 1’’l ，애 0 ， 3 ， 000 ， 5υ ’ 000 Rad
""'c

흘 照射하였댁 照、射펀 앙H은 27 t 의 펌置器에서 解化시켜 爾育하

였으며， 爾育條件은 生活史調좁에서와 同~하게 해 주었뎌: 뼈의 放

射線感受性調훌는 照射받은 §~에서 解化되는 빼뾰數를 처象으로 調

흉해야 하냐 바구미는 녹TI 의 種子의 種皮에 Jj~을 接홉시켜 효놓J}B

하고 購化時는 微細한 행뽀이 노-，두 種皮의 接홉部11L쪽의 훌面 Jj~

껍질과 種皮를.뚫고 혈入하는 고보 解化달否를 識別하지는 매우

어렵고 또한 mm도 種子속에서 加뽑하는 고로 調호하기가 어렵 71

혜문에 成뾰의 짧生量오로 Jj~위 放射線感쫓姓을 定하였다:

다. 바쿠마成뾰의 放射編I뽑受性

바쿠마成뾰의 放射線團쫓性調효는 4"'58 敵期의 成뽀에 放

射線을 짜理하였는데， 녹두에서 成뽀의 分離는 lOX 15 x 20 em 의

觸育箱內에서 樓息活動하고 있는 成뽀을 觸育箱채 4 t 의 冷嚴庫에

약 5 分聞 넣어 活動을 中止시킨후 2m 채로 成뾰만을 分離하고，

100 cc 碩子 vial 에 ￠마理펼 200 "-' 500 마리 씩 넣 고 放射線을 照‘

射하였닥 線끓은 50 , 100 , 200 , 300k Rad 를 急照、射시켰고， 照射後

2 日만에 死명敎를 調흉하였는데 死뽀의 ￥u定은 直怪 5 em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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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찌R 되는 알루 vJ 늄 접시에 照射된 成 E힘을 옮져 담고 이것을

glycerol 50% 水溶波이 들어 있는 petri dish 속에 넣 어 2

時間 동얀 放置하연 접 시에서 움직여 glycerol 減에 빠지는 것

은 산것으로， 접시에 남아 있는 것은 死뾰￡로 렘j別調홀하였다;

랴. 放射線照射된 玄米에서의 화랑곡냐방의 樓息快態

玄米에 放射線을 0 , 1 00 ~ 200 , 300) 500 k Rad 의 5水遭으로

짜理하고 ， 300 cc 으J Conical beaker 에 담아 영 쿠를 열어 둔채

70x 50x 30em 의 關育箱內에 完全任意配置한 다음 화랑곡냐방成뾰

30 마리 를 爾育箱內에 放爾하고， 放射線量에 따라 화랑곡냐방의 흉할

JJ~選好性달否를 輪定하였1:1 放爾한 화랑곡냐방은 48 時間後에 除去

하고 beaker 의 뱅구폴 막아 27 t 의 휩圖器에 넣어 爾育하였으

며， 째이 解化하여 i;l]iR期를 거쳐 짧生하는 成뾰數롤 調흉하였고，

照射線量別로 有意差를 換定하였마:

아. 바구마의 녹두品種聞 團場批抗性

f흉集녹두 75 個 品種을 金갑團場에 5 월 17 일 播種하였 는데

條間 60 em , 妹間 10 em 間隔으로 完全任意配置하여 2 反覆으로

載植하였 막 ije:培管理는 標揮法에 灌하였으며 , 녹두가 成熟한 後 꼬

투리에 바구미가 塵耶하게 되무로 品種월 5 個씩의 꼬투리를 任意

로 取해서 훌종 JJff敎를 調훌하였고， 品種間 훌홍JJS選好性의 有無를 알기

위해서 分散分析을 하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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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Beanfly 의 載植時期 및 品種셈l 被害

Beanfly의 生 J態的防除을 위해서 大豆의 퍼괴種랩j 휴운 載植

時期別 beanfly의 被떻差異릎 調효하였1:-1: 혔集種 120 奈個 系統

을 처象으로 5 월 15 일 早播한 것 에 서 부터 6 웰 10 일 , 6 월 1 7 얼 ,

6 월 23 일， 6 월 30 일에 I 週日 間隔으로 播種한것과 7 월 20 일 極

陳播한것 까지 6~에 결척 載植하였뎌: 播種은 睡!圖 2.5 m 에

條間 60 em , 珠間 10 em로 하였고， 把培管理는 標準에 輝하였약

Beanfly 被害調훌는 極曉播한 7 월 20 일E 만은 8 월 24 일 , 9 월 5

일. 9 월 29 일， 10 월 15 일에 4~에 결쳐 調훌하였고， 냐머지는 g

獲과 同時에 品種월 10 '" 20 個1*씩을 採휩하여 콩줄기를 切開하

고， 被害有無를-調흉하여 品種 또는 錢植時期別 差異를 換討하는

한펀 beanfly는 우려 냐라에서 그間 報告가 천혀 없었던 害뾰언

開係로 이 害뽀의 形態， 被害펼性풍의 生活史를 可能한 限 觀察

調흉하였다;

사. P-32를 利用한 진닷물 훨抗性檢定

KEX - 2 外 固內짧歐品種과 훨入品種둥 48 個를 20"'27<: 의

폼훌室에서 일단 진닷물에 대한 월抗性換定을 한것중 代表的얀 휠

抗性系統파 樓~뾰系統 4 個씩을 골라 P-32 放射性同位元素를 使

用하여 콩잔닷물의 選好性흘否를 ￥u定해 보았막 p- 32 의 @다理는

標識완 Na 2 HP04 를 0.034μci/m£의 濟滅에 播種後 10 B 째 되

는 助험를 뿌라채 24 時間 훔慣하여 P-32 를 吸1&시킨후 진닷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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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接種하여 吸싹시컨것과 뿌리와 下部잎을 切取해 버리고 上部잎

이 달란 줄기만을 吸Jl>(시켜 전닷물을 接種한것으로 E分하여 킹등施

하였 막 잔덧물 接種後 24 時間後에 잔닷물이 樓息하고 있는 狀態

의 植物休를 -27 t 의 冷陳室에 固定한 後 잔닷물은 分離해 서 個

#別로， 植物#는 105 t 의 乾操器에 48 時間 乾操시켜 100 11lf}을

拜量하여 Aloca Super Scaler GM Counter 로 測定하였고， 활抗

性과 擺뽀性系統間의 진닷물 吸rt量의 差異 또는 植物#의 吸~開

係를 比較換討하였다:

아. 녹둔의 放射線I훤受性

녹두는 뺨藏後 숙주냐물을 만드는데 상당량이 消홈되 고 있가

빼문에 放射線앨理하여 뺨載하는 녹두의 ￥홉흉生長에 支障이 없어 야

하는 고로 녹두 品種 京離 5 뭉를 100 拉씩 10 ,000 c i 감마線照

射옳에서 10 J 20 J 30 J 4 0 , 50 k Rad 까지 如理한 마음 짧훗率파 뼈혐

長을 調흉하였다; 放射續짜理한 녹두는 합皮에 播種하여 약 20 "OJ

25 t 의 않료옳에서 옳흉育成하고， 15 日後에 g홉흉率파 JJJ짧長을 測定

하였으며 反覆은 3反覆￡로 하였 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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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結果 메
솟 考察

가. 화랑곡냐방 및 바구미의 生活史

關育圖度 27 C 에서 水分含뭘;이 13 %되는 r 玄米에 接種하여

相처混짧 약 60% 에서 爾育한 화땅퓨냐방의 生活史는 때期가 4

rv6 일， 왜명期는 9 rv II 일， 觸期는 8 rv 10 얼， 成뾰의. 훌命은 20

연로 냐타났으며， 웰뾰의 加害핍性온 제 일 먼저 玄米으l 降흉를 먹

어 들어가고 이어 玄米의 表面 (Fe ricarp) 을 먹어치워 ut치 提

精한 빨처 럼 되며 甚하연 점차 內部까지 먹어들어 간막 老熱tb .iR

은 업에서 가는-잘을 보해내며 주위를 싸고 그 얀에서 觸化한닥

成뾰의 #長은 .7 rv 8 mm 이고， 老熱功뽀의 1*長은 8 rv 13mm 內外로

個1*聞의 길이의 差異가 대 만히 심한 펀이었-e:-l: .[1~은 橋며따으로

맙작한 펀이고， 塵째直後는 ￥L白色을 뜨!우냐 시 간이 지 냥에 따라

JJR 白色，으로 변하고， 걸이는 0.3 rvO.6mm 가량 된닥 27 C 의 圖度

에 混慶 60% 정도되는 快態에서 약 30 일 만에 한 세대씩 청좋

찌훌하는 것으로 보아 溫度， 混慶둥 條件만 맞요변 年中짧生이 可能

한 것으로 생 각된뎌:

녹두에 接種한 바구미는 녹두 表面에 걸이 0.4 rv O.6m끼 의 長

橋면型의 해을 運g~ 하는데 처음에는 透明하냐 하루가 지 냐면 곧

￥L白色으로 변화한다: 成뽀의 #長은 2"'3 1llJ1l 程度이고， 숫컷의 |觸

角은 흉행숭휩:狀이고， 암컷은 銀園快으로 되어있막 助뽀은 ￥L 白色으록

老熟助 m의 #長은 3"'4 1llJ1l 가 되며， 方雜型 벤데기를 形成한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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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t 에서 뼈期間은 6-8 일이며， 빼뾰期間은 11 - 13 일， 觸期間

은 4 - 6 일 , 成뾰의 좋命은 12 '" 14 일 이 되 며 , 圖慶가 30 t 로

上昇하면 成뾰의 룡풍命을 除外하고， 기타 짧態期間이 약 l 日 程度

빨라지는 碩向이었닥

觸育置慶 20 t 의 f頁圖器內에서는 화랑곡냐방파 바쿠마는 모두

接種後 겨l 속 出現하지 않았는데 그 原因은 뺨魔混度의 差異인지

確쫓치 않아 20 t 에서는 次後 뎌 調훌해 보아야 할 것같댁 또

한 供試뾰의 觸育을 위한 水分調節을 위해 glyc 81‘。 l 健度률 달

리하여 玄米와 를
zT

녹 홉F藏한 結果 表 l 파 같이 水分을 10% 에

서 14 %까지 調節할 수 있을 것오후 나타났댁

냐. 바쭈마 邱위 放射線 感受性

바구미는 째에서 購化해서 밖으로 냐오절 않고， 種皮에 慶邱

한 훌面의 tm 껍질을 뚫고 種子內에 홉入함으로 放射觸을 照射한

~m 에서 다음 成명이 쫓生한 敎로 放射線 l휩쫓性을 定하였는데 無

@깐理E 에서 10) 000 Rad 까지 7 水灌으로 如理한 째에서 成뽀의

짧生敎를 調흉한 것은 表 2 와 같t:-l 5) 000 Rad 의 照、射에서 成!R

은 전혀 짧生하지 않았는데 放射線올 如理하지 않은 째에서도 成

뾰의 짧生率은 76.2% 밖에 얀되어 대단히 低調한 펀이었다; 邱

의 放射線 感쫓性은 敵期에 딱라 마료고， 早期의 것알수록 放射線

에 敏l훤하다는 報告가 있는더I 13) 본 과재 에서는 홉f嚴을 텀 的으로

!m의 完全致死 7} 이루어져야 하기 혜문에 되도록 放射線에 論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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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올 화象으로 해야하냐 본 실험에서는 펀의상 뼈의 觀期를 E分

하지않고 어란것에셔 老熟한것까지 混合해서 취급하였다; 응애류의

-種으로 Acarus sir。 의 째은 100 k Rad 를 照射받아도 解化하

는 대단히 放射線에 행한것에 比해 바쿠마의 뼈은 極허 放射續에

룡롱한 것으로 냐타나 녹누의 합藏에서 問題가 되는 짧뽕力 維持를

위해저도 10 k Rad 마만의 放射觸如理는 뼈의 殺鐵*껴果를 지니면서

도 숙주냐물 生훌을 위한 짧흉에도 ~l 장이 없는 範園가 되어 대

단히 몇用性있는 뺨藏法이 될것 같다: 특히 녹두는 團場.에서 ~獲하

면 g~:休態로 混入퇴에 들어오껴l 됨으로 이빼 放射線을 照射하여

保管하연 손쉽제 밝魔할 수 있을 것오로 생각된막

마. 바구미 成뽀의 放射線 I협受性

바구미의 成뾰에 r 線을 50 k Rad 에서 300 k .Rad 까지 照射

하여 짜理後 2 日만에 死뾰數률 調훌한 것은 表 3 파 그림 l 파 같

다; 成뽀의 放射線 l훨受性은 대단히 낮은 펀이어서 300 k Rad 까지

도 照射後 2 日까지 生存해 있는 것이 있는데 살아 움직이가기는

하지만 正常活動운 뭇하고 食짧能力이 없으며 컬국 死鼓하게 된막

放射編量파 死뾰率과에는 Y빽 0.0 01없 1.5231 의 式이 成立되고

이 式에 의해서 쿠해진 LD50 = 125 k Rad 냐 되어 대단히 높은

編量이: 되지만， 이것은 放射線 照射後 死뽀率을 調흉한 期間야 2

日밖에 얀되는 짧은 期間혜문에 오는 結果라고 생각된다: 바쿠미류

의 完全멍DE양 殺 E설은 300'" 500 k Rad 가 된마고 報告되어 있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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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 , I6) , 照射後 -定期間을 투고 死뾰快態를 보면 훨 씬 낮은

線量으로도 可能할 것으로 보이며 설혹 多少間의 成뾰이 살아냥는

것이 았다 치더라도 일단.照射밭운 成뾰이 保有하고 있는 抱g~은

아주 初期의 Em~態이으로 10k Rad 以內의 編量으로 購化를? 방지

할 수 있 7] 혜뭄에 ￡L3-L 問題가 안되리라고 본다: 바쿠마류의 不雄

縮量은 10 rv 50 k Rad 로 放射線 f훨受姓의 差가 甚한 것으로 報告

된 바 있어 17 ,18 )시 바구마류에서 도 種에 따라 혹은 寄主#에 따라

放射編에 x'1한 활抗柱이 다륨을 냐타내추고 았는데， 본 녹두에 慶

息하는 바쿠마는 放射續에 룡륭한 便에 속하는 것으로 펌l階된닥 害

뾰온 여 러가;:t] 形態로 農作物이 냐 農塵物융 可뿔하는데 CD iJJ E설과

成!R이 모두 加害할 수 있는 것，@ 빼뽀만이 可害하고 成뽀은

加害하지 않는 것，@ 成뾰만이 加害하는 - 것 둥으로 E分되는데19 )

불 바쿠 u] 는 빼뾰과 成뾰이 모두 加害하는 펀에 속하므로 雄性不

維을 利用해서 防除하는 手段은 보류해 야 될것으로 보인다;

라. 放射觸 如理한 玄米에서의 화랑곡냐방의 樓息快態

홉F藏훌&勳에서의 害뽀의 옳生은 대단히 敏風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빼문에 本 몇훌옳은 放射觸을 100 rv 5 00 k R ad 까지 玄米에

照射시켜 觸育箱內에 任意로 配置하고 여기에 화랑곡냐방의 成뽀을

接種하여 화랑곡냐방이 팀由로 鷹好에 맞게 慢入하도록 해줌A로써

放射線量에 짜흔 이 害!R의 껑홍gp 選好性올 比較3l..져 照射觸量別로

樓息 成!R數를 調흉하여 分散分析을 몇施하였 언 結果는 表 4 와 같

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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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射線을 100 k Rad 에서 500 k Rad 까지 照射사컨것 間에 화랑곡

냐방의 짧生敎에 差異가 認定되잘 않았는데 放射線을 짜理한 玄米

에 쫓化가 없었던 탓엔지， 아니 연 화랑곡냐방의 塵#S :i훨好性 흑은

f놓홉혹j훨好·性에 差異가 없였딘 것안지는 不明하고 ·마반 WHO 에서

0.5 MRad 까지의 線;量 JK!t射는 어느 食 l많이고 큰 成分짧化가 認定되

질 않고 安숲性이 維持된아는 報告 8) 와 相If.;하는 結果라고 본댁

放射線을 照、射한 戰物이냐 食品의 安全性을 調흉하는 데에는 主로

L rJl 20 - 23) 님 a
動때쫓驗에 依存하고 있 τr데 , 대 Tτ 생취， 모르모트 둥의

용증똥횟動物을 使用하고 있막 그런데 쫓驗動物은 흉려育管理에 費

用이 많이 들고·緊碩率은 比較的 낮으L 펀이어서 어려운 점이 많

反面， 昆뽀은 低嚴하게 .=E :ill速히 많은 量을 緊찌훌시 걸 수가

었으며 또한 盡性 脫質에 처한 反빠‘이 敏i황한 것이 많아 照射

食品이내 觀物의 安숲性을 調흉하는데는 便利한 方法이 될 可能性

이 높다: 昆뾰의 解毒#係 (detoxication system) 는 一般 좁推

24-26)
動物과 同-하마는 報告가 있으며 , Tenebrio moliter 의

昆，뾰에 의 한 dialkylnitrosamine 둥의 毒性反If.;에 화한 冊究報

告가 있고 27) ， 가타 昆뾰을 利用한 放射編 照射食品이냐 觀物의

安숲性을 調훌한 冊究가 정 차 增加하고 있다:

Loaharanu 잃) 는 200 k Rad 照射시킨 강남콩으로 爾育한

Zabrotes 8ubfasciatus의 生存率과 性比의 쫓化가 없었음을 報

告한 바 있고 照射食品에 초파려의 致갖E率에 -定한 i煩向이 없었

다는 報告도 있어 아직은 昆.뾰을 利用한 安全性 換定에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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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冊究가 進隆되어야할 것요로 보안댁 本 쫓顧에서도 화랑

냐방의 행뽀生育;快態， 훌훌g~敎， 成뽀의 룡훈命 또는 突然裵異出現둥

여러가지 面에서 騎合的으로 調흉하여 比較檢혐해야 될 것으..%:.

며 鍵量에 있어서도 500 k Rad 以上의 水揮을 두에 그 反￡‘을

調흉해 야할 것 으로 생 각된다:

마. 바쿠마의 녹두 品種聞 團場휠抗性

녹두의 바쿠미는 양F嚴中어l 直接 홉入하여 加害하기도 하지만

團場에서 이 마 꼬투랴에 흉흉뼈된 it\態로 섞여 收獲後 홉F顧庫어!

어오고 이것이 購化해서 被害률 주는 경우가 많닥 그런고로 團場

에서 混入되는 것을 막 7] 위한 手段의 -環으로 振抗性品種을 홉#

할 수 았다연 큰 썼뽕가 있을 것으로 據想이 되지에 萬集系統

75 個를 供試하여 바쿠미의 品種間 훌fm選好性융否를 換討해 j호강

ti. 75 系統中 ~獲期가 너무 빡릎 21 系統은 除外하고 냐매 지

54 系統의 꼬푸리에 麗g~敎를 調훌한것외 品種間 差異블 分홉'" I

한 것은 表 5 와 같다: 品種間에 훌gp數의 差異가 高度의 有意柱-‘

없지만 5 % 水輝에서 認定되는데 이것이 品種數가 적었떤 탓인지

혹은 바쿠미의 選好性에 差異 7}- 적은 것안지는 붐간할 수 없고，

잔 닷물 또는 콩냐방의 品種間 뿔抗性의 差異만큼 29) 顧著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녹두에서 團場활抗性系統을 選技하는 것이 크게 期싸

펼것 같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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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Beanfly 의 載植時期 및 品種間 被害率

대둔의 害뾰안 beanfly 의 被害樣相은 그림 2와 같고 載植

期에 짜릎 被害率 差異는 表 6 과 같막 初期의 어렌 뺑홈에 쩔入

하는 것은 줄기의 下端部에서 葉股사이를 뚫고 줄기속으로 들어가

주로 觀部分을 加害하며 甚하면 cortex 까지 f훌훌한댁 植物像가

자라남에 딱라서 홉入部1lL도 上昇하여 줄기의 上端部뾰까지 이른다;

播種期에 따른 被害率은 5 월 15 알 極早播한것의 被害率이 가장

낮아 5.1% 에 불과한데 7 월 20 일 極曉播한것의 被害率은 85%

로 播種期가 늦어점에 따라 被害率은 흉、鐵허 t협加하는 現象을 보

였9: 日本의 九州地方에서는 曉播의 정우 被害率이 增加한다는 報

告가 있어 3o ，3l) ， 本 結果와 相따하는 便아지만 대만의 정우는 거

의 年中 짧生率OJ' 1 '" 2 월만 除外하고는 큰 裵化가 없이 짧生한

다는 報告 32) 도 있 어 圖帶地方파 團熱帶 혹은 熱帝地方에서 의

beanfly의 生活史에 큰 差異를 냐타내고 있마 5 월 15 일 早播

한 98 系統을 熟期의 早廳파 beanfly 의 被害率과의 開係를 본

것은 表 7 과 같은데 熟期와 被害率과에는 전혀 相團性이 없었다;

品種間 beanfly에 대한 훨抗性도 7 월 20 일의 曉播~에서는 品

種間 差異가 題著히 認定되는데(表 8 ). 5 월 "'6 월의 早期 혹은

適期播種f.8:에서는 品種間 휠抗性差異가 홉정定되 질 않었뎌: (表9 , 10 )

이처럽 早期 혹은 適期에 播種한 것에서 品種聞 활抗性差異가

없었던 것은 beanfly 가 大量 훌生되는 時期가 이들 播種期와

-致하지 않기 혜문으로 보언뎌: 대만의 AVRDC 에서 beanfly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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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훨抗性模定結果는 品種間에 題著한 差異르E 냐타내어 beanfly

에 대한 耐뽀性系統을 多數 選技하였고， 휩抗性因子導入에 큰 團 l心

」를ai‘ 모￡고 있막 33) 한환 beanf‘ly 의 홉入이 어느정도 대두의

生育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 必要가 있기에 被홉업은 植벗~1*의

훌長과 正常의 것을 比較한것은 表 11 과 같은데 6 個 品種의 乎

험은 被害樣의 草長은 7 0/0 減少하였다: 植物#꿈 마머수 역시 약

간 減少하는 碩向을 보였으냐 ( 表 12 ), 聲微한 현이고 이 害fR의

優入으로 가장 영향올 많이 받은 形質은 꼬투리수 이였뎌: (表 13 )

이와갇이 beanfly 의 感榮이 꼬투리수에 제일 많이 영향을 마천

것은 beanfly 의 홉入部ill:가 葉嚴오로써 花序가 옳生하는 部ilL와

‘敏하는 까닭이 아닌가 생각된마 Beanfly는 콩줄기의 훌훌部分울

홉害하여 生育에 支障을 주기 혜문에 外觀上으로는 被害現象이 냐

타나질 않아 I~JjiJ이 힘들닥 그런데 品種에 짜라 이 害fR의 l협형흰

이 生育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 봉의 같은 品種은 beanfly 의

l뽑葉率이 높다 하더 라도 1fR量構成要素 ~P 生育에 미치는 영향은

적 어 실처l 이 害뾰에 대 한 品種間뿔抗性을 論할 빼 어}는 l뽑業率

뿐만아니라 生育에 마치는 영향도 동시에 考慮해야 될것 같다:

사. P-32 를 利用한 진닷물 활抗性換定

達觀調3흘로 選技된 代表的언 콩진닷물의 훨抗性系鏡과 擺m 뾰

系統을 각각 4 系統씩 養成하여 放射性同삶元素 p-32 를 標識시켰

고， 그 標識된 植物#에 진닷물올 接種하여 진닷물의 吸rt量을 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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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함요로써 월抗性系統과 羅뽀性系統텀죄의 差異블 比較한 것은 表

14 I 15 와 같막 表 14 는 植物#쓸 14 日 카워 뿌리채 0.034μci

/m£ 의 P-32 협被에 홈윷慣시켜 吸1/)(시킨 다음 잔닷물을 接種하고

24 時|태後에 진텃물파 植物休를 固定하여 放射能을 測定한 것얀데

훌훌抗性파 權뽀性系統閒에 진 닷물의 吸什量이 뭘§著한 差異를 보이 냐

뿌리채 P-32 를 吸11>(시칸 結果안AI 個1*閒에 差異가 컷던 開係上，

뿌리와 下部葉을 切取해 배리고 p-32 를 짜理한 結果， 個#間 差

異는 減少해서 진닷불의 P-32 吸什量의 훌異에 의한 활抗性펌j定에

좋은 結果를 보이었뎌: (表 15 ) 이와같이 放射姓同位元素를 利用한

콩진닷불의 握抗性輪定은 達觀調훌에 의한 換定과 잘 -致가 되었

고， 벼에서도 벼멸쿠에 대한 耐뽀性檢定을 위하여 p-32 를 짜理한

후 벼 멸쿠가 吸rt한 量이 척 을수록 뀔抗性系統어 였 마는 報告 34) 와

도 相 ffi、하였뎌: 連觀調훌에 의한 뿔抗性樓定은 時日이 많이 所要되

고， 또 比較的 環境에 대한 영향이 크게 作用하여 誤웹j 하는 경우

가 많다; 그러 냐 放射性同뾰元素를 使用했 을

히 햄l劉할 수가 있고， 環境의 영향도 거의

方法으로써의 開짧에 期待가 要望펀막

청우는

받지

短期間에 正確

않아 휠抗性換定

아. 녹두의 放射繼 l옳쫓性

放射線을 利用한 녹두의 용숫顧과 團聯해서 녹두는 상당량이

숙주냐붙을 生塵하는데 消폼되기 빼뭄에 뽑顧後 짧흥가 問題된다;

녹두어} 바구마가 홉害하면 거의 옳흉力을 喪失하게 되며， 했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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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릅失은 물톰 숙주냐물을 71 르는데 利用細 f直가 없 o 며 만일 放射線

을 짜理해서 바쿠마를 防除할 정우 짧훗力이 없어진아연 숙주냐물

生훌을 위한 뽑威手段으로는 不適월하게 되는 고로 本 쫓훌옳은 放

射線을 10 k Rad 에서 SOk Rad까지 녹두 種子에 없理하여 옳흉力

파 영1짧長을 휩IJ 定한것안데 20 k Rad 까지는 큰 差異를 認定할 수

없을 만큼 僅少하였고 30 ,...., 50 k Rad 도 滅少하는 便이지만 큰 差

7t 없어 쫓際 숙추냐물 生塵에 支障이· 없을 것으로 보안약 바쿠

미를 防除하기 위한 放射線짜理는 耶狀態에서 10k Rad 程度로

거의 完全殺載01 되며 成E설을 없얘기 위해셔는 거의 100 k Rad

까지 照射해야 하겠으냐 案地的으로 바쿠미는 녹투의 ~獲時에 成

뽀으로 홉入하는 정우가 드물고 대 부분 聊快態로 f당樂되 어 뺨嚴庫

에 들어 오므로 JlZ獲後 郞時 10k Rad 程度의 放射線을 如理하

연 바구미도 顧除되고， 또 숙주냐물 生塵에도 支障이 없어 쫓用化

의 展望이 밝다고 생각된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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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Water content of dehUlled rice grains stored

over different concentrations of glycerol

Percent of Grain water
glycerol content ( % ) Days of storage

85 10 14

75 11 14

70 12 10

65 13 8

60 14 8

Table 2. Emergence of adult from eggs irradiated with

γariaus dose of r-ray in Callosobruchee

Chinensis L.

Dose 。f No. 。f eggs No. of adult Percent of
r-ray irradiated emergence emergence

Oont. 521 397 76.2

250 434 280 64.5

500 506 340 67.7

1, 000 563 268 50.8

3 , 000 724 55 7.6

5 ,000 396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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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ortalities of adults (Callosobruches chinensis

L.) in two days after r-irradiation

. Dose of No. 。 f adult No. of mor- Percent of

r-ray irradia ted tal adults mortali ty

Cont. 25 6 24.0

50 49 16 32.7

100 36 21 58.3

150 36 23 63.9
‘

200 37 33 89.2

300 59 55 93.2

Table 4. Analysi잉 of variance for attractiveness of

Plodia interpunctella Hubner to the irradiated

stored grainsr

Factors df ss MS F

Total 17 692.00 40.70

Dose of r-ray 5 1'42.00 28.40 0.57 NS

Replication 2 58.33 29. 16 0.59 NS

Error 10 49 1. 67 49.17

NS ; Non-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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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sis of "variance for varietal resistance

to Oallosobruches chinensis L.

Factors df SS MS F ‘

Total 107 74.84

Varieties 53 45.76 0.863 1. 616*

Replication 0.78 0.780 1.4"61

Error 53 28.30 0.534

* ; Signif‘ icant at 5% level.

Table 6. Beanfly damages on different planting dates

of soybean in Kumkok Experimental Farm , 1979

Planting date

May June June June June JUly

15 10 17 23 30 20

No. of lines
98

i nv es t i gated
6 6 6 6 29

Percent of
5 . 1

damage
15.3 23.3 30.2 48.0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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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elationship between maturity and beanfly

damage of soybean planted on 15 May

No. of No. of No. of plan ts
Ma turi ty Percent

lines plants damaged

Early 24 365 21 5.8

Intermediate 40 622 29 4.7

Late 34 498 26 5.2

Total 98 1 , 485 76 5. 1

Table 8. Percent of cumulative beanfly damage in

different lines or γarieties of soybean

planted on 20 JUly

Varieties Date of inγestigation

or lines Aug. 24 sept. 5 Sept. 29 oct. 15
’

100-3-1 30 30 100 100 **

131-1 30 14 82 85

170-8 10 50 67 93

200- 27 10 40 48 89

200-30-2 20 30 75 57

200-33 8 27 59 61

200-34 10 9 69 86

200-39 25 8 48 80

510-8 20 20 47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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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ies Date of investigation

or Ii nes Aug. 24 Sept. 5 Sept. 29 Oct. 15

575-11 30 30 36 77

606-7 0 18 74 79

612-10 30 50 75 91

633-19 50 30 37 69

635-2 18 20 93 87

636- 10 10 20 63 61

638-5 10 0 74 67

640-16 20 0 84 96

648-6 40 30· 77 80

681-23 50 46 91 95 * *

Manchu 30 40 80 87

31926 10 20 100 91

Pomona 20 40 41 100

Kwangky。 50 70 100 100 *'4o

Woodworth 10 20 83 96

OB-51 30 10 79 ‘ 100

OB- 62 40 40 100 95 * *
Wangs 30 0 69 87

L63-2404 30 50 71 87

L73-1087 40 30 50 93

Ave rage 24.5 27.3 71. 5 85.0

** statistical significant at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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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ercent of beanflY'damage in dift‘ erent varieties

and planting. dates of soybean

Planting date
Varieties Average

June June June ,Tune
10 17 23 30

Clark 6 20 24 46 24.0

Kumkandai rip 11 20 40 50 30.3

Bong-eUl 20 23 19 58 30.0

Chungbuk-baik 7 17 23 55 25. 5

Jangdan- baikmok 15 40 28 40 30.8

KEX-2 33 20 47 39 34.8

Average 15 .3 23.3 30.2 48.0 29.2

Table 10. Analysis of variance for beanfly damage in

soybean planting times and cUltivars

Factors df SS MS F

Total 23 5 , 247.958

Varieties 5 302.708 60.542 0.623NS

Planting time 3 3 , 486.458 1 , 162.153 11. 950**

Error 15 1 , 458.792 92.253

NS ; Non -s ign i :ficance

** ; Signi :ficant at 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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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Plant height of matured soybean plant sown

。n 30 June

Plant height ( em)
CUltivars

Non-damaged Damaged Pe reent

Clark 32.4 30.9 95

KEX-2 38.5 35.4 92

Chung buk- bai k 36.5 36.0 99

KUmkang-dairip 32.3 29.4 91

Jangdan-baikmok 39.0 34.8 89

Bong-eui 28. 9 29.9 104

Average 35.4 32.8 93

Table 12. Number of nodes in different cUltivars

damaged by beanfly planted on 30 June

No. of nodes
、

CuI ti var 8
Non- damaged Damaged Perc ent

Clark 10.6 10.7 101

KEX-2 11. 8 10.6 90

Chungbuk- baik 10.7 10.7 100

Kumkang-dai rip 10. 5 10.6 101

Jandan- baikmok 12.2 11. 8 97

Bong-eui 12. 1 12.2 101

Average 1 1. 5 1 1. 0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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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e 13. Num ber of pods in d. i f ferent cuIti vars damaged

by beanfly planted on 30 June

No 。 f pods
cultiv a.rs

Non-damaged Damaged Perc en t

Clark 8.2 6.3 77

KEX-2 8.4 7.4 88

Chungbuk-: ik 10. 1 8.5 84

Kumkang-da J. rip 4.5 4.1 91

.Jangdan ‘ baikmok 9.3 9‘ • 3 100

Bong-eui .8.9 8.8 99

Average 8.4 7.4 88

Table 14. Radioactive counts of soybean seeding label‘ ed

with P ‘ 32 and soybean aphids fed on the plant

Reacti ana Radioactive counts /m
Varieties

to aphid b Aphid cPlant

Hill R 31 ,464 2 , 383

Haman-dairip 1/ 16 , 459 1. 195

Chong-gak 1/ 39 ,849 3 , 218

Kadamishiro 1/ 36 , 125 2 , 813

Total 123 ,897 9 , 609

Average 30 , 974 2 ,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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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 ona Radioactive· counts/m.
Val‘ietie s

to a야lid Plant b Aphid c

않mglbuk빼ang s· 64 ,406 4 ,884NO.

Chong-tae /I 29 , 355 1, 769

Yong-il " 30 ,417 2 ,354

Shinsel /I 84 ,355 4 ,221

Total 208 ,533 13 , 228

Aγerage 52 , 133 3 , 307

a; R= resistance , S= susceptible to aphid in green

house test.

b ; Counts per 10 0 행 dry weight.

c ; Mean coun ts of 9 to 12 aphids.

Table 15. Radioactive counts of soybean seedling detached

root labeled with p-32 and soybean aphids fed

。n the plants

Reactiona Radioactive counts/m
Varieties

to aphid Plant b Aphid C

Clark R 27 ,501 35

Haman-dairip /I 33 , 727 73

Kapsan-jairae /I 28 , 180 33

Hill 1/ 45 ,850 96

Total
’ 135 , 258 237
’

Aγerage 33 ,815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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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 ana Radioactive counts /m
Varieties

to aphid Plant b Aphid c

Kumkang ‘ dairip S 46 ) 585 227

'Chong- tae " 32)203 112

~Shin s ei II 40) 383 139

Mil-tae II 49)883 209

Total 169)054 687

Average 42)264 172

a ; R = resistant) S::늑 susceptible to aphid in green

house test.

b ; Counts per 100 TIIlJ dry weight.

c ; Mean counts of 5 to 14 aphids.

Table 16. Influence of r-ray on germination and seedling

growth in mungbean

Dose(kR) Percent of germination Seedling height (c껴)

Cont. 90.0 10. 1

10 87.6 10.0

20 85.8 8.9

30 84.3 8.2

40 83.5 7.0

50 83.0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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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 .2. 맹lf.I'l.양d pJ,n.nt (left) oy 1nfellUH1on 01'

eBnf~y which attackll che pith tissue
Of floybean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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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양 .3. Bea때17 pUp!LO (r1ght) and 1 1l.rVl1 (tnidd.le
a.n‘1 le~r) are 2.0-2.5mm and 2.5-3.0αm

n leDg~h reopeaClvf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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