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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산림자원 유용식물인 곰취 종자의 채집지역(강원도 봉평 해발 690 m, 제주도 한라산해발 1,085 m),

전처리(저온습윤처리, 증류수 및 GA3 침지처리) 및 차광처리(50%, 80%, 대조구)가 발아율, 유묘 특성 및 분화묘 활

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 곰취 종자의 발아율 범위는 6.9~75.5%였으며, 이 중 강원도

봉평지역에서 수집한 곰취 종자(강원곰취)의 발아율 범위는 6.9~32.8%, 한라산에서 수집한 곰취 종자(한라곰취)의 발

아율 범위는 22.2~75.5%이었다. 강원곰취는 저온습윤처리와 증류수 침지처리 후 차광처리 대조구에서 가장 높은 발

아율(32.8%)을 나타낸 반면, 한라곰취는 저온습윤처리와 GA3 100 ppm 침지처리 후 80% 차광처리에서 가장 높은 발

아율(75.5%)을 나타내었다. 유묘활력지수의 경우 강원곰취와 한라곰취 모두 저온습윤처리와 증류수 침지처리 후 50%

차광처리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분화묘 생육특성의 경우, 한라곰취는 모든 차광처리에서 100% 적응하여 활착한 반

면, 강원곰취는 차광처리가 높아짐(대조구, 50%, 80%) 에 따라 활착률이 77.8%, 61.1%, 55.6%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곰취 종자로부터 우수한 유묘 생산과 분화묘 활착을 위해서는 한라곰취종자를 저온습윤처리하여 증류

수 침지 후 파종하여 50% 차광처리에서 발아시키고 이를 분화묘로 이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collected region(Bongpyeong in Gangwon, 690 m,

Mt. Halla in Jeju, 1,085 m), pre-treatment (stratification, soaked in distilled water or GA
3
) and shading (control,

50%, 80%) on seed emergence and seedlings growth of Ligularia fischeri. The result showed that seed

emergence (%) of L. fischeri were 6.9~75.5% (Gangwon : 6.9~32.8%, Halla : 22.2~75.5%). Maximum seed

emergence (%) of 32.8 (Gangwon) and 75.5 (Halla) were achieved for seeds were stratified, soaked in distilled

water, and under non-shading for L. fischeri (Gangwon), whereas seeds were stratified, soaked in GA
3 

100 ppm,

and under 80% shading for L. fischeri (Halla). In this study, the best seedling vigor index (SVI) of L. fischeri

(Gangwon) and L. fischeri (Halla) were obtained when seeds were stratified, soaked in distilled water, and under

50% shading. The survival rate of potted seedlings for L. fischeri (Halla) were 100% of all shading conditions,

but there were decreased by 77.8%, 61.1%, 55.6%, as an increasing shading rate (con, 50%, 80%) for L. fischeri

(Gangwon). Therefore, good seedlings were obtained when seed (Mt. Halla) of L. fischeri were stratified, soaked

in distilled water, and under 50% shading, and then seedlings were transferred in pot.

Key words: Ligularia fischeri, seed emergence, seed pre-treatment, seedlings growth, shading

서 론

최근 국민소득과 삶의 질 향상으로 소비자의 기능성 식

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단기소

득 임산물 중에서 기능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산

채류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산채류 재배면적과 농가는 1999년 3,928가구에서 2010

년 19,844가구로 10년 사이 6배 이상 증가하였다(Park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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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2). 또한 산채 생산량과 생산액은 2007년 40,884톤,

197억원에서 2011년 46,317톤 387억원으로 생산액이 4년

사이 90% 이상 급증하였다(KFS, 2012).

국내 재배 산채류 중 곰취(Ligularia fischeri)는 예로부

터 고급 산채로 인식되어 왔으며, 독특한 향과 맛은 물론

다양한 기능성 물질까지 함유하고 있어 소비자 선호도가

가장 높고(Kim et al., 2012), 다른 작물에 비해 투자수익

성이 높다(Park et al., 2012). 이 뿐만 아니라 곰취 잎과

꽃이 관상가치가 높아 해외에서는 정원식물로도 널리 활

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에서도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 조

경용으로 이용됨에 따라 곰취는 산림분야의 다목적 자원

식물로서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점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축제(양구 곰취축제)의 주요 소재로 활

용되고 있으며(Yi and Goh, 2011), 곰취와 함께 다른 임산

물을 포함하여 소비촉진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곰취는 주로 강원도의 일

부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어 강원도 기후에 적합한 품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강원도 재래종과 자생종을 육종 소

재로 활용한다(Suh et al., 2015). 이에 따라 강원도 이외의

곰취 자생종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며, 강원도 이외의 지

역에서 곰취 재배와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곰취 재배는 주로 종자를 직접 파종하는 직파(直

播)에 의해 실시되고 있다. 직파는 인력이 적게 소요되는

장점이 있지만 수확시기가 늦어질 경우 잡초 제거 등 제

초작업에 많은 노동력이 필요함에 따라 경제적 비용지출

이 높아진다. 특히 파종 시 줄뿌림으로 실시할 경우, 발아

이후 곰취 간의 경쟁으로 인해 일부 도태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종자 손실은 물론 재배 경쟁력 감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반면 곰취 포트(pot)묘 또는 1년생 모종의 식

재는 활착률이 높고 생장이 빨라 수확시기를 앞당길 수

있고, 잡초와의 경쟁에서 직파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장점으로 직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어(Kim, 2012; Park

et al., 2012), 우량한 포트묘의 생산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

요한 시점이다.

지금까지 곰취 종자의 발아에 관한 연구는 실험실 수준

의 발아율 증대, 발아 생리 구명(Kwon et al., 1993; Cho

et al., 1997; Kim, 1999) 및 유묘특성 연구(Jeon et al.,

2013)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Cho et al.(1997)은 BA 200

ppm 처리된 종자를 15 조건에서 최고 61%의 발아율을 보

고하였고(발아범위 11~61%), Kwon et al.(1993)은 15일

저온습윤처리(72%)와 20 조건에서 최고 85%의 발아율

(발아범위 31~85%)을 보고하는 등 조건에 따라 다양한 발

아율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대부분이 강원재래종 곰취 종

자를 대상으로 실험실 수준에서 수행되어 강원도 이외지

역의 자생 종자와 강원재래종과의 발아, 포트묘 생산 및

육묘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주로 재배되는 강원재래종

곰취 종자와 한라산 자생 곰취 종자를 대상으로 전처리와

차광처리가 발아율, 유묘 특성 및 분화묘의 활착률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교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및 조사환경

본 연구에 사용된 공시재료는 강원 재래종과 한라산 자

생의 곰취 종자이다. 강원 재래종 종자는 해발 690 m에

위치한 강원도농업기술원 특화작물시험장 산채연구분소

의 시험포장(노지재배)에서 채취한 종자(이하 강원곰취)

이며, 한라산 자생 곰취의 종자는 한라산 해발 1,085 m 지

점의 습한 음지(N 33° 21' 54", E 126° 28' 05")에서 채

취한 종자(이하 한라곰취)이다.

채종된 곰취 종자는 모두 종피의 날개를 제거하고 충실

한 종자만 골라내기 위해 정선한 후, 2oC가 유지되는 저

온저장고에 보관하였다. 저온건조 상태로 보관된 종자의

품질은 Table 1과 같다.

곰취 종자의 발아율 및 유묘특성 조사는 비닐온실(경기

도 양평군 용문면 소재, 해발 65 m) 내에서 실시되었다.

습도는 75~85%로 유지될 수 있도록 자동관수시스템을 가

동하였으며, 온도는 30oC 이상 상승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자동 개방장치와 순환식환기처리기(Air cool, TCS-

700s, Paru, Korea)를 가동하였다. 비닐온실 내 온도와 습

Table 1. Seed quality and size of L. fischeri.

Collected 
region

1,000 seeds 
weight (g)

Seed length
(mm)

Seed width
(mm)

Gangwon  4.5±0.3z 9.1±0.7 1.2±0.4

Halla 3.7±0.7 8.2±0.8 0.9±0.5
z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Figure 1. Maximum, mean and minimum temperature at
greenhouse in experiment site (Useful Plant Resources
Center, Yongmun, Gyeonggi provin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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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격으로 측정 자료를 수집하였고, 매일 평균값과 최고값,

최저값을 구하였다(Figure 1 and 2). 또한 곰취 종자의 채

종지역의 평균 온도는 Table 2와 같으며, 기상청 국내기후

자료 분포도(KMA, 2014)를 이용하였다.

2. 처리별 발아율 조사

곰취 종자의 발아율은 전처리와 차광처리를 각각 실시

한 후 조사하였다. 전처리는 저온습윤처리와 증류수 및

GA
3
 침지처리로 달리하였으며, 저온습윤처리는 petridish

에 여과지(Whatman, No.1) 2매를 깔고 곰취 종자에 증류

수 5 mL를 공급한 후, parafilm으로 밀봉하여 15일간 2oC

에서 실시한 Jeon et al.(2013)의 방법을 따랐으며, 대조구

는 습윤처리를 하지 않은 저온건조 상태의 종자이다. 증

류수 및 GA
3
 침지처리는 증류수와 GA

3 
용액에 곰취 종자

를 각각 24시간 침지 처리한 처리구와 처리하지 않은 대

조구이며, GA
3 
용액 침지처리는 100 ppm 농도(Cho et al.,

2013)에서 실시하였다.

파종은 각각 처리된 종자를 대상으로 클라스만 토양

(potgrond H, Klasmann-Deilmann, Germany)으로 채워진

72구 플러그 셀 트레이(plug cell tray; 이하 트레이)의 각

구마다 한 립씩 파종하여 각 처리구당 곰취 종자를 24립

씩 3반복으로 실시하였다.

차광처리는 농업용 차광막으로 처리한 50% 차광망 설

치구(440~590 µmol·m−2·s−1), 80% 차광망 설치구(130~270

µmol·m−2·s−1), 대조구(920~1,150 µmol·m−2·s−1) 등 3조건이

다. 차광비율은 광합성광양자량(PPFD: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으로 구분하였으며, 휴대용 광합성 측

정 장치(LCi Portable Photosynthesis System, ADC, UK)

를 이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발아율은 발아된 종자로부터 발달된 자엽의 길이가 2 mm

이상 자란 종자를 대상으로 산출되었다.

3. 처리별 유묘특성 조사

곰취 유묘의 특성은 각각의 조건 및 처리별로 묘고(苗

高, 유묘의 높이), 엽수(葉數, 잎의 개수), 엽폭(葉幅, 잎의

너비) 엽장(葉長, 잎의 길이), 근장(根長, 뿌리의 길이), 생

중량(生重量, 지상부, 지하부) 및 건중량(乾重量, 지상부,

지하부)을 각각 조사하였으며, 파종 45일 후 3개체를 선

정하여 3반복으로 총 9개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특히

지상부와 지하부의 건중량은 선정된 시료를 15일간 음지

에서 충분히 자연건조를 실시한 후 전자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종자의 발아율과 유묘 특성 등을 종합

하여 유묘의 활력을 나타내는 지표(Afrakhteh et al., 2013)

로 사용되는 유묘활력지수(Seedling Vigor Index, SVI)는

식 1에 의해 산출되었으며, 곰취 종자의 발아와 유묘생육

에 적합한 전처리 및 차광처리 효과 구명의 고찰자료로 활

용하였다. 식 1에서 S
ER
는 발아율(發芽率, Seed emergence

rate), H
P
(Plant height)는 묘고, L

R
(Root length)는 근장,

W
F
는 생중량(Fresh weight/지상부 W

FT
, 지하부 W

FR
), W

D

는 건중량(Dry weight/지상부 W
DT

, 지하부 W
DR

) 등을 의

미한다.

SVI = R
SE

 × [H
P
 + L

R
 + (W

FT
 + W

FR
) + 

(W
DT 

+ W
DR

)] / 6 (1)

4. 처리별 분화묘의 활착률 조사

분화묘의 활착률 조사를 위해 곰취 발아 후 정상적으로

생육한 유묘를 클라스만 토양으로 채워진 플라스틱 포트

(직경 13 cm, 높이 10 cm)에 각각 9개씩 2반복으로 이식

하였다. 이식된 유묘는 비닐온실 내의 차광처리(50%, 80%,

대조구) 조건에서 2개월 간 생육시킨 후 활착률을 조사하

였다.

5. 통계분석

본 연구의 조사된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ver.

12.0 Ko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

(Multivariate ANOVA: M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통

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경우, Duncan multiple range

Figure 2. Maximum, mean and minimum relative humidity
at greenhouse in experiment site (Useful Plant Resources
Center, Yongmun, Gyeonggi province), 2013.

Table 2. Mean temperature (oC) of seed collected region

(Bongpyeong, Mt Halla) and experiment site (Useful Plant
Resources Center, Yongmun, Gyeonggi province), 2013.

Month Bongpyeong Mt. Halla
Experiment sitez

Control 50% 80%

April 10.5 15.1 16.8 16.1 15.8

May 16.4 18.5 18.1 17.5 17.4

June 21.2 22.1 23.4 23.0 22.3

July 25.0 28.8 26.8 25.4 24.4

August 26.1 28.9 28.0 27.2 27.1

*Source: www.kma.go.kr
zHobo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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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P=0.05)로 2차 검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곰취 종자의 발아특성

곰취 종자의 수집지역별 전처리 및 차광처리에 따른 발

아율의 범위는 6.9~75.5%로 나타났다. 강원도에서 수집한

재래종 곰취 종자(이하 강원곰취)의 발아율의 범위는

6.9~32.8%로 나타났으며, 저온습윤처리 종자를 증류수에

24시간 침지처리 후 차광처리 대조구에서 가장 높은 발아

율(32.8%)을 보였다. 또한 동일 전처리 종자를 50% 차광

처리에서 발아시켰을 때 29.2%의 발아율을 보였다(Table 3).

저온건조처리 종자를 GA
3
 100 ppm 용액에 침지처리 후

차광처리 대조구와 50% 차광처리의 경우, 발아율은 종자

전처리 대조구보다 10~17% 향상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80% 차광처리에서는 전처리 대조구가 저온건조처리 중에

서 가장 높은 발아율(24.9%)을 나타냈다. 저온습윤처리에

서도 GA
3
 100 ppm 침지처리 후 차광처리 대조구와 50%

차광처리가 대조구보다 9~16% 향상되는 경향을 보여 저

온건조처리와 유사하게 나타냈다. 그러나 80% 차광처리

에서는 전처리 대조구가 가장 높은 발아율(22.2%)을 나타

냈다. 이와 같이 GA
3
 100 ppm 침지처리는 곰취 종자의

발아율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보인 반면, 증류수 침지처리

는 발아율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채종지역(강원

곰취) 및 종자처리 방식이 유사한 Kwon et al.(1993)이 보

고한 72%의 발아율과 본 연구결과와 40% 이상 차이를 보

였다. 이러한 차이는 실험실과 온실과의 미세한 기후환경

및 종자 수집 개체와의 차이에서 기인(Kang et al., 2004)

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라산에서 수집한 종자(이하 한라곰취)의 발아율 범위

는 22.2~75.5%로 나타났으며, 저온습윤처리와 GA
3
 100

ppm 침지처리 후 80% 차광처리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

Table 3. Effects of collected region, pre-treatment and shading on seed emergence rate of L. fischeri.

Pre-treatment Shading
(%)

Seed emergence rate(%)

Stratification Soaking treat. Gangwon Mt. Halla

Control

 Control

 0

09.7 ± 2.4z gy 22.2 ± 8.50 g

 Distilled water 09.2 ± 5.2 g 25.5 ± 3.80 g

 GA3 100 ppm 19.7 ± 9.1 ef 52.8 ± 6.40 cd

15 days

 Control

 0

08.3 ± 4.2 g 52.8 ± 2.40 cd

 Distilled water 32.8 ± 9.4 a 57.9 ± 5.20 c

 GA3 100 ppm 26.9 ± 2.1 cd 61.6 ± 4.80 bc

Control

 Control

 50

09.7 ± 6.4 g 32.0 ± 8.70 f

 Distilled water 16.7 ± 7.9 f 32.9 ± 4.90 f

 GA3 100 ppm 26.4 ±  2.40 cd 50.0 ±10.00 cd

15 days

 Control

 50

06.9 ± 2.4 g 66.7 ± 6.10 ab

 Distilled water 29.2 ± 7.20 b 75.0 ± 8.30 a

 GA3 100 ppm 15.3 ± 2.40 f 64.4 ± 8.60 bc

Control

 Control

 80

24.9 ± 4.7 de 34.1 ± 9.70 f

 Distilled water 19.5 ± 8.7 ef 25.9 ± 8.50 g

 GA3 100 ppm 22.2 ± 4.8 e 56.5 ± 5.80 c

15 days

 Control

 80

22.2 ± 6.4 e 45.8 ± 8.80 e

 Distilled water 19.5 ± 8.7 ef 71.3 ± 2.70 a

 GA3 100 ppm 22.2 ± 8.7 e 75.5 ± 6.90 a

Significance

Collected region ***

Stratification (S)  nsx ***

Soaking treatment (St) * *

Shading (Sh) ns ns

(S) × (St) * *

(S) × (Sh) ns ns

(St) × (Sh) ns ns

(S) × (St) × (Sh) ns ns
z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n=9).
yMeans within colum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xns,* and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0.05 or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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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을 보였다. 또한 저온습윤처리와 증류수 침지처리

후 50% 차광처리에서 75.0%의 발아율을 보인 반면, 차광

처리 대조구에서는 최대 발아율이 61.6%였다. 이는 채종

개체 모수가 적응한 환경(음지)과 유사한 환경조건(차광

처리)에서 종자발아가 우수하다는 del Monte and Tarquis

(1997)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강원곰취와 마찬가지로 저온건조처리 한라곰취 종자를

GA
3
 100 ppm 침지처리시 발아율이 18~30% 이상 현저히

향상되어 저온습윤처리 대조구와 유사한 발아율을 보였

다. 이는 저온습윤처리가 종자 내부에서 GA
3
 및 시토기닌

합성을 촉진하여 휴면을 타파했기 때문인 것(Diaz and

Martin, 1972)으로 생각된다. 차광처리 50%와 대조구의 저

온습윤처리 종자는 증류수침지나 GA
3
 100 ppm 침지처리

에 의해 발아율이 크게 향상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80%

차광처리에서는 대조구의 발아율이 45.8%로 저온습윤처

리 중 가장 저조하였으나 증류수 및 GA
3
 100 ppm 침지처

리에 의해 26~30% 이상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차광처

리는 온도와 습도와 같은 미기후(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

쳐 발아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Jellicorse

et al., 2009), 곰취 종자의 경우, 차광처리도 발아율에 일

정한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강원곰취와 한라곰취 종자의 발아율에 있어 채종지역

(P<0.001)과 전처리(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또한 한라곰취는 전처리 중 저온습윤처리에서

고도의 유의성(P<0.001)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강원곰취와

한라곰취의 발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처리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라곰취는 저온습윤처리를

통해 발아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강원곰취와 한라곰취의 발아율 차이는

곰취 종자의 수집지역에 따라 모수가 적응한 환경의 차이

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유묘가 생육하기

에 선호하는 온도가 아니면 휴면기에 돌입하기 때문에 모

수가 적응한 환경과 유사한 환경조건이 최적의 발아 조건

이다(Giménez-Benavides et al., 2005; Brandel, 2006)는

Table 4. Effects of pre-treatment and shading on seedling growth of L. fischeri (Gangwon).

Pre-treatment
Shading

(%)

Seedling 
height
(cm)

No. of 
leaves

Leaf 
width
 (cm)

Leaf 
length
 (cm)

Root 
length
 (cm)

Fresh weight
(mg/plant)

Dry weight
(mg/plant) Seedling 

Vigor 
IndexStratification

Soaking
treat.

Above
Ground

Below
Ground

Above
Ground

Below
Ground

Control

Control

 0

4.6 dz 1.3 3.9 3.1 7.5 445.8 313.4 ab 39.1 c 20.2 a 408.7

Distilled water 4.6 d 1.3 2.7 2.5 6.9 591.7 244.7 bc 42.4 bc 17.1 ab 314.8

GA3 100 ppm 4.8 cd 1.7 3.7 3.2 8.2 462.7 308.7 b 39.6 bc 21.7 a 844.4

15 days

Control

 0

4.2 e 1.3 2.6 2.2 8.4 333.4 128.8 d 18.3 e 6.4 de 240.0

Distilled water 5.3 bcd 2.0 4.2 3.8 6.0 1077.5 426.7 a 74.6 a 21.4 a 1339.7

GA3 100 ppm 4.7 d 1.7 4.2 3.6 6.8 928.2 401.3 a 71.3 a 17.7 ab 1037.4

Control

Control

 50

4.8 cd 1.3 2.9 2.4 6.3 526.4 130.0 d 30.8 cd 8.8 d 311.6

Distilled water 5.6 bc 1.7 4.3 3.7 8.4 645.6 182.4 c 48.2 bc 8.0 d 542.6

GA3 100 ppm 6.8 ab 2.0 4.4 3.9 6.7 835.0 181.9 c 56.7 b 11.1 c 1068.8

15 days

Control

 50

5.9 b 1.3 3.9 3.1 6.7 528.1 103.4 d 34.6 cd 6.1 d 231.7

Distilled water 7.2 a 2.0 4.8 3.7 10.1 840.3 158.6 cd 61.7 ab 7.7 d 1379.3

GA3 100 ppm 5.3 bcd 1.3 3.0 2.2 6.8 319.4 69.5 e 22.5 e 4.8 e 415.3

Control

Control

 80

5.9 b 1.7 4.0 3.4 6.6 469.8 137.8 d 29.2 cd 6.9 de 769.2

Distilled water 4.5 de 2.0 3.7 3.0 5.3 598.7 95.7 e 33.4 cd 5.6 de 507.1

GA3 100 ppm 4.8 cd 1.3 3.5 3.1 4.9 467.6 81.1 e 25.3 d 5.6 de 552.8

15 days

Control

 80

5.6 bc 1.7 4.2 3.7 5.9 364.1 93.3 e 25.0 d 5.7 de 645.1

Distilled water 6.3 ab 1.7 4.3 3.5 7.3 632.0 120.2 de 41.1 c 6.8 d 691.7

GA3 100 ppm 6.8 ab 2.0 5.0 4.3 8.2 910.7 231.2 bc 63.1 ab 11.8 c 1085.1

Significance

Stratification (S)  nsy ns ns ns ns ns ns ns ns ns

Soaking treatment (St) ns ns ns ns ns ns ns * ns **

Shading (Sh) * ns ns ns ns ns *** * *** ns

(S) × (St) ns ns ns ns ns * ns ns ns ns

(S) × (Sh)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St) × (Sh) ns ns ns ns * ns ns ns ns *

(S) × (St) × (Sh) ns ns * * ns * ns ns ns ns
z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yns, *,** and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0.05, 0.01 or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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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와 일치한 결과이다.

2. 처리별 곰취의 유묘특성 구명

강원곰취의 전처리 및 차광처리에 따른 파종 45일 후

유묘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Figure 3과 같다. 묘

고 생장은 저온습윤처리와 증류수 침지처리 후 50% 차광

처리에서 7.2 cm로 가장 우수하였고, 엽폭과 근장에서도

각각 4.8 cm와 10.1 cm로 길게 생장해 가장 우수하였다.

또한 엽장은 저온습윤처리와 GA
3
 100 ppm 침지처리 후

80% 차광처리 조건에서 4.3 cm로 가장 우수하였다. 그러

나 엽수는 1.3~2매로 처리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생중량과 건중량은 저온습윤처리와 증류수 침지처리 후

차광처리 대조구에서 가장 우수하였으며, 이는 지상부와

지하부 생중량의 경우 각각 1,077.5 mg와 426.7 mg, 지상

부와 지하부 건중량의 경우 각각 74.6 mg와 21.4 mg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저온습윤처리와 GA
3
 100 ppm

침지처리 후 차광처리 대조구에서 지상부와 지하부 생중

량이 각각 928.2 mg와 401.3 mg, 지상부와 지하부 건중량

이 각각 71.3 mg와 17.7 mg으로 양호하였다. 발아율과 유

묘의 생육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유묘활력지수는 저온습

윤처리와 증류수 침지처리 후 50% 차광처리에서 1379.3

으로 가장 우수하였다.

한라곰취의 전처리 및 차광처리에 따른 파종 45일 후

유묘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Figure 4와 같다. 묘

고 생장은 저온습윤처리와 증류수 침지처리 후 80% 차광

처리에서 6.3 cm로 가장 우수하였으며, 동일한 전처리 후

차광처리 대조구에서 6.1 cm 순으로 우수하였다. 엽폭과

엽장은 저온습윤처리와 증류수 침지처리 후 차광처리 대

조구에서 각각 4.0 cm와 3.2 cm로 가장 우수하였고, 동일

한 전처리 후 50% 차광처리 조건에서 각각 3.9 cm와 3.2

cm 순으로 우수하였다. 또한 근장은 저온건조처리와 무처

리(대조구) 후 차광처리 대조구에서 11.0 cm로 길게 생장

해 가장 우수하였다. 그러나 엽수는 강원곰취와 마찬가지

로 처리간 1.3~2매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생중량과

건중량은 저온습윤처리와 모든 침지처리 후 차광처리 대

조구에서 가장 우수하였으며, 지상부와 지하부의 최소 생

중량은 각각 630 mg와 330 mg, 지상부와 지하부의 최소

건중량은 각각 51 mg와 17 mg으로 우수한 생육특성을 보

였다. 유묘활력지수는 저온습윤처리와 증류수 침지처리

후 50% 차광처리에서 2921.9으로 가장 우수하였으며, 강

원곰취의 유묘활력지수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

타내었다(Table 5). 이는 발아율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증류수 침지처리된 곰취 종자의 경우,

유묘특성이 대조구에 비해 뚜렷하게 우수한 생장을 보였

다. 이는 종자의 수분침지는 배 발달을 유도하여 발아율

을 향상시키고, 종자 내부에 옥신과 단백질 합성을 촉진

시켜(Sabongari and Aliero, 2004) 유묘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GA
3
 침지처리도 일부

연구에서 종자의 발아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발아 후

초기생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Balaguera-

Lopez et al., 2009; Lee et al., 2013)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 GA
3
 침지처리시 증류수 침지처리와 유사한 종자 발아

율과 유묘생육 특성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곰취 종자의 효

율적인 발아와 보다 더 우수한 유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GA
3
 침지처리보다 증류수 침지처리가 더 바람직한 것으

Figure 3. Effects of pre-treatment and shading on seedling growth of L. fischeri (Gangwon) on Klasmann soil in 72 tray.



곰취 종자의 발아, 유묘특성 및 분화묘 활착에 미치는 몇 가지 요인 69

Table 5. Effects of pre-treatment and shading on seedling growth of L. fischeri (Halla).

Pre-treatment
Shading

(%)

Seedling
height 
(cm)

No. of 
leaves

Leaf 
width
 (cm)

Leaf 
length
 (cm)

Root 
length
 (cm)

Fresh weight
(mg/plant)

Dry weight
(mg/plant) Seedling 

Vigor
IndexStratification

Soaking
 treat.

Above
Ground

Below
Ground

Above
Ground

Below
Ground

Control

Control

 0

4.2 cz 1.3 b 3.0 bc 2.5 b 11.0 a 443.4 c 272.1 b 38.1 bc 15.1 ab 819.1 cd

Distilled water 3.9 c 1.3 b 2.5 c 2.1 bc 7.9 c 314.1 de 141.4 ef 31.0 c 10.3 c 729.1 cd

GA3 100 ppm 4.6 bc 2.0 a 3.3 b 2.9 ab 9.0 b 564.5 ab 245.7 c 47.0 ab 14.4 bc 2030.2 ab

15 days

Control

 0

5.1 b 2.0 a 3.9 a 3.2 a 10.9 a 678.7 a 366.2 ab 58.5 a 19.5 a 2388.1 ab

Distilled water 6.1 a 1.7 ab 4.0 a 3.2 a 10.1 ab 699.0 a 337.1 ab 53.4 a 17.0 a 2589.6 a

GA3 100 ppm 4.5 bc 2.0 a 3.7 a 3.1 a 6.9 cd 632.1 a 387.1 a 51.5 a 19.1 a 2290.1 ab

Control

Control

 50

2.8 e 1.0 b 1.8 d 1.8 c 3.9 e 195.7 f 76.5 f 20.6 de 6.1 e 500.1 d

Distilled water 3.3 d 1.3 b 2.4 cd 2.3 b 5.3 d 342.3 de 123.7 ef 30.4 c 9.1 cd 741.1 cd

GA3 100 ppm 4.5 bc 2.0 a 2.8 c 2.7 b 7.5 c 444.4 c 168.6 d 31.2 b 13.5 bc 1551.5 bc

15 days

Control

 50

4.7 bc 1.0 b 2.9 bc 2.5 b 10.8 a 271.8 e 127.1 ef 15.4 e 6.5 ef 2291.1 ab

Distilled water 5.2 b 2.0 a 3.9 a 3.2 a 9.0 b 611.2 a 289.1 b 45.9 ab 12.7 c 2921.9 a

GA3 100 ppm 5.0 b 1.7 ab 3.2 b 2.8 ab 10.0 a 404.1 cd 147.0 ef 31.9 cd 9.9 d 2177.8 ab

Control

Control

 80

4.1 c 1.0 b 1.9 d 1.7 c 5.7 d 200.1 f 54.0 f 12.9 e 3.0 f 938.9 cd

Distilled water 4.9 bc 1.7 ab 2.7 bc 2.4 b 10.1 ab 360.2 d 83.3 f 24.8 d 5.4 e 877.2 cd

GA3 100 ppm 6.2 a 2.0 a 3.2 b 2.9 ab 7.7 c 554.4 ab 143.9 ef 33.7 c 7.3 e 2010.1 ab

15 days

Control

 80

5.2 b 1.3 b 2.6 bc 2.4 b 9.8 ab 334.1 de 104.8 ef 20.5 de 5.2 e 1495.7 bcd

Distilled water 6.3 a 2.0 a 3.6 ab 3.1 a 10.9 a 516.3 ab 145.6 ef 32.2 c 6.7 ef 2885.1 a

GA3 100 ppm 5.1 b 2.0 a 3.2 b 2.9 ab 8.8 bc 495.7 b 146.6 ef 32.1 c 7.9 e 2628.8 a

Significance

Stratification (S)  ***y * *** *** *** *** *** ns ns ***

Soaking treatment (St) * *** ** ** ns *** ns *** ns **

Shading (Sh) ** ns ** ns ** *** *** *** *** ns

(S) × (St) ** ns ** * ** *** * ns ns ns

(S) × (Sh) ns ns ns ns *** ns * *** *** ns

(St) × (Sh) ns * ns ns *** ** ** ** ** **

(S) × (St) × (Sh)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z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yns,*,** and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0.05, 0.01 or 0.001, respectively.

Figure 4. Effects of pre-treatment and shading on seedling growth of L. fischeri (Halla) on Klasmann soil in 72 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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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또한 강원곰취와 한라곰취는 저온습윤처리

와 증류수 침지처리 후 차광처리 대조구에서 가장 우수한

생중량과 건중량을 보였으며, 이는 차광처리가 뿌리 발달

을 저해시켜 바이오매스량을 감소시킨다는 보고(Chen et

al., 2012)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종자 발아와 유묘 특성의

전반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유묘활력지수는 강원곰취와 한

라곰취 모두 저온습윤처리와 증류수 침지처리 후 50% 차

광처리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곰취의 자

생지는 50% 차광처리와 유사한 반음지지만 Kim(2003)과

Kwon et al.(2009)의 연구에서와 같이 차광처리가 없는 상

태를 더 선호한다고 보고한 것과 어느 정도 유사하였다.

3. 처리별 곰취 분화묘의 활착률

차광처리에 따른 곰취 분화묘의 생존율은 Table 6과 같

다. 한라곰취는 차광처리와 상관없이 모든 조건에서 100%

적응하여 활착된 반면, 강원곰취는 차광처리 무처리, 50%

와 80%처리에서 각각 22.2%, 38.9%와 44.4% 순으로 높

은 고사율을 보여 차광처리 정도와 활착률과는 부(−)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지나치게 낮은 광도 하에서는 생

육활동이 저해되거나 심할 경우 고사한다는 보고(Renuka

et al., 2007)와 일치하였다. 특히 강원곰취는 분화묘의 엽

폭, 엽장 등 생육상태는 매우 불량하여 특성 분석이 불가

능하였고(Figure 5), 차광처리와 상관없이 8월 말에 잎이

모두 떨어졌다. 자생지의 환경조건을 분석한 결과, 차광처

리별 온실 내 평균온도(6월~8월)는 6월의 경우 22oC 이상

으로 한라산 지역과, 7월의 경우 24~26oC로 강원도 봉평

Figure 5. Effects of collected region and shading on potted seedling survival of L. fischeri.

Table 6. Effects of collected region and shading on potted
seedling survival of L. fischeri. 

Survival rate (%)

Region
Shading

Gangwon Halla

0% (Control) 14 (77.8%) 18 (100%)

50% 11 (61.1%) 18 (100%)

80% 10 (55.6%) 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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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였다. 강원곰취의 경우 분화묘 활착률 조사기간인 6

월 이후부터 비닐온실 내부 평균 온도가 약 30oC에 가까

워 자생지 평균 온도보다 높아 고사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곰취의 경우, 모수가 적응한 환경

정보는 식물의 유묘를 키우고 적응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식물생활사 중 유묘단

계는 건조, 냉해, 병충해 등과 같이 생물학적, 비생물학적

피해를 입기 가장 쉬운 단계이기 때문에 유묘생육에 적절

한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종자는 휴면기에 들어가 발아

율이 급격히 감소됨(Du et al., 2008)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온실 내에서 발아율, 분화묘 활착률 등의 환

경 적응성은 강원곰취보다 한라곰취가 높았으며, 이는 모

수가 적응한 자생환경조건인 온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채종지역에 따른 적응 및 생육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결 론

국내의 유용한 산림자원식물 중 하나인 곰취를 대상으

로 채종지역, 전처리 및 차광처리가 발아율과 유묘 특성

및 분화묘의 활착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교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곰취 종자의 발아율 범위는 6.9~75.5%이었으며, 강원

곰취와 한라곰취의 발아율 범위는 각각 6.9~32.8%와

22.2~75.5%인 것으로 나타났다.

2. 발아율은 강원곰취의 경우, 저온습윤처리와 증류수

24시간 침지처리 후 차광처리 대조구에서 32.8%로 가장 높

았으며, 한라곰취의 경우, 저온습윤처리와 GA
3
 100 ppm 침

지처리 후 80% 차광처리 조건에서 75.5%로 가장 높았다.

3. 유묘특성인 유묘활력지수는 강원곰취와 한라곰취 모

두 저온습윤처리와 증류수 침지처리 후 50% 차광처리에

서 묘고(5.0 cm 이상), 엽폭(3.9 cm), 엽장(3.2 cm 이상),

근장(9.0 cm 이상),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중량과 건중량

(각각 600 mg, 150 mg과 49 mg, 7 mg) 이상으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4. 분화묘의 활착률을 조사한 결과, 한라곰취는 차광처

리에 상관없이 모든 조건에서 100% 활착을 보였으나 강

원곰취는 차광처리 무처리, 50%와 80%처리에서 각각

22.2%, 38.9%, 44.4%로 고사하고 생육상태도 불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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