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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활 종자의 수분, 온도 및 저장기간에 따른 종자 활력 및 발아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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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로 인해 약용작물의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약용작물의 증식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해서는 저장, 관리 및 보급이 용이한 종자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독활(Aralia continentalis

Kitagawa)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다년생 숙근성 초본으로 추위에 비교적 잘 견디어 고

랭지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어느 곳에서나 재배가 가능하다. 독활의 번식은 종자번식, 묘

두번식 및 삽목번식이 가능하지만, 종자번식은 짧은 시일에 많은 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실험은 독활 종자의 수확 후 저장기술 개발 및 종자활력의 증진을 위해

독활 종자의 저장조건에 따른 종자활력을 조사 분석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실험재료

- 공시작물 : 독활(Aralia continentalis Kitagawa)

◦ 처리내용

- 종자저장시 수분조건 : 건조, 습윤

- 종자저장온도 : 4℃, -20℃, 실내(25℃), 실외

- 종자저장기간 : 10, 20, 30, 40, 50, 60, 70일

◦ 조사기간

- 파종 직후부터 파종 후 30일까지

◦ 주요 조사내용

- 독활 종자의 수분, 온도 및 저장기간에 따른 발아율 조사

- 독활 종자의 수분, 온도 및 저장기간에 따른 평균발아일수 조사

실험결과

1. 독활 종자의 발아율은 습윤저장이 건조저장보다 높았다. 습윤저장시 저장온도는 실외저장이

가장 높았으며, 30일 저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저장기간 30일 이후에는 발아율

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건조저장은 저장온도에 따른 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

지만 실내저장은 습윤저장과 같이 30일 이후 다른 온도조건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평균발아일수는 습윤저장이 건조저장보다 짧았으며, 실내온도로 습윤저장하는 것이 가

장 짧았으나, 발아율이 다른 처리에 비해 낮게 조사되어 이용효율은 낮은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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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

Fig. 1. Germination rates of Aralia continentalis Kitagawa seeds with different

conditions of moistures, temperatures, and storage durations(R.T. : Room

temperature, O.T. : Outdoor temperature).

Table 1. Days required for germinating seeds of Aralia continentalis Kitagawa with

different conditions of moistures, temperatures, and storage durations.

(unit : day)

Seed
Moisture Temp.

Storage Duration (day)
10 20 30 40 50 60 70

Wet 

4℃ 10.8 9.9 10.7 10.1 13.0 10.4 12.3 
-20℃ 13.9 11.7 14.2 13.5 15.8 12.2 12.9 
R.T. 8.8 6.2 7.5 10.7 10.7 8.6 25.5 

O.T 10.2 9.4 8.1 11.0 8.4 11.5 7.0 

Dry

4℃ 12.4 13.9 15.6 16.1 17.0 15.8 12.9 
-20℃ 14.6 15.8 17.4 17.7 17.3 14.0 17.5 
R.T. 12.9 15.0 16.0 17.5 17.2 15.3 19.8 

O.T 14.9 15.3 16.0 15.4 17.5 12.9 1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