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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개똥쑥(Artemisia annua L.)은 국화과(Compositae) 쑥속(Artemisia)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지상부 전체를 생약으로 사용한다. 개똥쑥은 말라리아 치료제, 항암 및 항균 등의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주목 받고 있는 생약제이다. 개똥쑥 연구는 천연

물학, 약학 등의 성분 및 효능평가가 주를 이룬 반면, 재배학적인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개똥쑥 종자는 소립종자로써 발아 전처리 및 육묘에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다. 본 연구는 개똥쑥의 발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아온도, 침종, 저온처리 등

몇 가지 요인에 따른 종자 발아 특성을 구명하고자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자원수집 : 개똥쑥(Artemisia annua L.)의 종자는 전라남도 곡성 재배농가에서 2011년에 채종

◦ 처리내용

- 무처리(Control), 침종처리(20℃) 24시간, 저온처리(5℃) 24시간

- 발아온도처리(다온도 발아기, seed processing, Netherland) : 10, 15, 20, 25℃

◦ 조사내용 : 발아율(백체가 1㎜ 내외로 자란 종자 수를 백분율)

발아세{∑(조사 당일의 발아된 종자수/치상 후 조사일수)}

종자오염 발생율(%)

실험결과

◦ 개똥쑥 종자의 길이와 폭은 각각 0.93±0.08mm, 0.47±0.06mm로 나타났으며, 폭이 좁은

장타원형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천립중은 1.06±0.02g으로 소립종자로 판단된다.

◦ 발아온도 20℃에서 71.3~90.7%로 발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5℃(64.0~88.7%),

10℃(58.0~76.0%) 순으로 나타났으며, 유의성은 인정되었다. 한편, 25℃이상 조건은

발아율 31.3% 이하로 발아에 적절치 않은 온도로 사료된다.

◦ 침종 24시간, 15℃와 20℃의 발아율은 각각 76.7%, 85.3%로 무처리에 비해 약

12.7~14.0% 증가하였으며, 발아기간을 1~2일 단축시켰다.

◦ 저온처리 24시간, 20℃의 발아율과 발아세는 각각 90.7%, 7.49로 모든 처리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무처리에 비해 발아기간을 3일 단축시켰다.

◦ 개똥쑥 발아시 문제가 되는 종자오염 발생율을 살펴본 결과, 무처리는 14~38%로 가장

많이 오염된 반면, 침종 24시간과 저온처리 24시간은 각각 12~19%, 10~18%로 무처리에

비해 종자오염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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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Temperature
Germination

percentage(%)

Germination

speed

Seed

Contamination(%)

Control

10℃ 58.0 3.02 15.3

15℃ 64.0 4.46 22.0

20℃ 71.3 5.00 14.0

25℃ 28.7 2.08 38.0

Soaking

24 h

10℃ 66.0 3.49 17.0

15℃ 76.7 5.31 16.0

20℃ 85.3 5.92 12.0

25℃ 27.8 1.97 19.0

Chilling

24 h

10℃ 76.0 4.31 15.0

15℃ 88.7 6.92 12.0

20℃ 90.7 7.49 10.0

25℃ 31.3 2.64 18.0

P-value

(P =0.05)

Treatment ** ** **

Temp. ** ** **

Teratment*Temp. ns * *

Fig. 1. Effect of treatment time and temperatures on seed germination in Artemisia annua L.

Table 1. Seed characteristics of Artemisia annua L.

1000-seed Weight Length Width length/width

ratio(g) (mm) (mm)

1.06±0.02 0.93±0.08 0.47±0.06 1.98±0.21

* 시험성적

Table 2. Seed germination of Artemisia annua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