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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 BAALL) 는 열매가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의 다

섯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그 명칭이 유래된 것으로 자양강장, 간 기능 치료에 특효약으

로 알려져 있다. 오미자의 주산지는 경북 문경, 상주 및 전북 장수, 무주 등지이며, 최근

약용작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오미자의 재배농가 및 면적도 계속 증가될 것으로 전

망된다. 고품질의 우수한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대량증식이 가능한 종자

번식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미자 종자의 채

취시기에 따른 종자 특성을 조사하고, 종자 채취시기 및 후숙처리 온도에 따른 발아 특성

을 조사 비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실험재료

- 공시작물 :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 BAALL)

◦ 실험방법

- 종자채취시기 : 2011년 09월 18일, 09월 28일, 10월 04일(총3회)

- 후숙저장온도 : 4℃, -20℃, 실내(25℃), 실외(암거 매장 저장법 이용)

- 후숙기간 : 3개월

- 파종방법 : 플라스틱 petri-dish에 filter paper를 깔고 오미자의 종자를 20립씩 치상

하고 발아온도를 25℃로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 주요 조사 내용

- 오미자의 종자 채취시기별 종자의 폭, 두께, 길이, 100립중 특성 조사

- 오미자의 종자 채취시기, 후숙과 휴면타파조건별 발아율과 평균발아일수조사

실험결과

1. 오미자의 종자 채취시기별 종자특성을 조사한 결과 09월 28일 채취한 오미자가 폭, 두께, 길이가가

장 컸으며, 100립중은 9월 18일 채취한오미자가 3.10g으로가장가벼웠고, 10월 4일에채취한오미자

가 3.20g으로가장무거웠다.

2. 오미자의종자채취시기, 후숙 및휴면타파처리별발아율은 09월 18일채취한오미자를실외에처리

하였을 때 58.3%로 발아율이 가장 높았으며, 9월 28일 채취한 오미자를 실내에서 처리하였을 때 발

아율은 5%로가장낮았다. -20℃에서처리한종자는채취시기와상관없이전혀발아하지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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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미자 종자의 평균발아일수는 채취시기 및 후숙 온도별로는 9월 28일에 채취한 오미자

를 실내온도에서 처리하였을 때 가장 낮은 평균발아일수를 보였고, 9월 28일에 채취한

오미자를 4℃에 처리하였을 때 가장 높은 평균발아일수를 보였다.

그림 1. 채취 시기별 오미자 종자의 길이, 폭, 두께, 100립중 변이

4℃ -20℃ 실내 실외

그림 2. 오미자 종자의 후숙과 휴면타파 조건별 종자의 형태적 차이

그림 3. 오미자 종자의 채취 시기, 후숙과 휴면타파 조건에 따른 발아율과 평균발아일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