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BACKGROUND: Seed of perilla (Perilla frutescens var.
japonica Hara) is short-lived in conventional storage
conditions. For long-term conservation of plant species,
cryopreservation is the method currently availabl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out reliable methods for a
long-term storage of seeds of perilla as a genetic resource.
METHODS AND RESULTS: Using seeds of 9 perilla
cultivars, theeffectsofdesiccation, aging, andcryopreservation
on seed germinability and ascorbate peroxidase activity in
the seeds were investigated. Initial germinability of the
seeds was various, and dry seeds of all cultivars survived
cryopreservation without loss of viability. The highest
germination was achieved at 4-5% moisture content, and
stimulatory effect of cryogenic temperature on the seed
germination was observed in some cultivars. Accelerated
aging of perilla seeds led to reduction in germination and
ascorbate peroxidase activity, and the susceptibility of
seeds to agingwas different among the tested cultivar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germination was observed for the
aged seeds of control and liquid nitrogen exposed.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cryopreservation at 4-5% moisture content would be a
suitablemethod for long-termconservation of perilla seeds
without detrimental effects on germination.

Key words:Ascorbate peroxidase, Cryo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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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들깨(Perilla frutescens 는 꿀풀과var. japonica Hara)

에 속하는 년생 초본으로 중국 인도 일본 등 주(Labiatae) 1 , ,

로 동부아시아에서 재배되어 왔으며(Nitta et al 우., 2005),

리나라도 원산지의 일부로서 삼한시대 이전부터 재배되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들깨 잎과 종자는 식이섬유 칼슘과. ,

철 등의 미네랄 그리고 비타민, A, B2 등 여러 유용성분을, C

함유하고 있다 들깨의(Asif, 2012; Duke and Duke, 1978).

잎과 종실 및 종실유는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소비되고 있으

며 종실유는 지방산 함량이 높아 심장질환이나 염, omega-3

증 예방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Asif, 2011;

Chang et al., 2008; Shin and Kim, 1994).

전통 작물의 재래종이 일반적으로 멸종 위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깨 재래종 역시 에서는 이Central Himalaya

미 소실 직전 상태로 알려져 있어(Negi et al 오랜., 2011),

역사를 갖는 인류에게 유용한 식물 종의 보존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각종 식물 종자를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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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으로 종자은행에 보존하고 있으며 들깨와(Arora, 1997),

같이 위기에 처한 약용식물의 유전형 보존을 위한 종자의 장

기 보존 방법을 개발하고 이용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생물조직을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극한 저온 에 저(-196 )℃
장하는 초저온 보존 방법은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특히 유전형질 특성의 손실 없이 유전자원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데 초저온에서 보존하(Benson and Withers, 1998),

면 저장기간 동안 조직의 대사과정이 멈추기 때문이다

(Engelmann, 2004; Fatima et al 초저온 보존 방., 2009).

법은 다양한 식물 종의 건조종자 및, somatic zygotic

를 중심으로 확립되어 왔다embryo (Sakai et al., 1990;

Gray et al., 1993; Fatima et al., 2009; Yi et al., 2013).

건조조건에 민감하여 저장하기가 어려운 종자나 식물조직

의 경우 초저온 보존 기간 동안 수명이 유지될 수 있는 적정

수분 함량까지 알맞게 탈수시키는 것이 필요한데 매우 까다,

로운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또한 건조에 민감한 종의 초.

저온 보존 기술을 개발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

며(Pritchard and Prendergast, 1986; Wesley-Smith et

al., 1992; Chandel et al 종마다 보존 대상 조직 부., 1995),

위가 다른 것도 같은 이유이다(Berjak et al., 1993; Farrant

et al., 1986; Finch-Savage, 1992; Hong and Ellis, 1996;

Tompsett and Pritchard, 1993).

종자은행의 다양한 종자 저장 방법은 국제기준을 비롯하

여 많은 문헌에서 언급되어 왔으며(Hong and Ellis, 1996),

최근에는 종자 저장수명을 연장하고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종자를 장기간 저장하는 핵심 요인은 종자의 수분 상태이며,

종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건조시키는 것은 저장수명에 거

의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노화(Ellis and Hong, 2006),

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왔

다(Vertucci and Roos, 1990; Walters, 1998).

들깨 종자는 유지 함량이 높으며 보존 기간이 경과할수록

활력이 크게 감소하는 단명종자에 속하며 종자의 수분 함량,

과 온도 습도 등 보존조건에 따라 활력의 변화가 크고 휴면,

이 잦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Lee and Kim, 200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저장 특성을 갖는 들깨 종자를 유전적

진위성 의 소실 없이 간단한 절차로 장기(genetic integrity)

간 보존할 수 있는 조건을 구명하기 위하여 종자를 액체질소

에 초저온 동결보존하기 위한 최적 종자 수분 함량을 구명하

고 이러한 보존 조건이 식물의 산화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종자의 다양한 활력수준에 따른.

보존 후 발아율을 조사함으로써 저활력 종자의 효율적인 보

존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종자시료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에서 년에 증식한 종의2015 9

들깨 종자를 시료로 이용하였다(Ta 수집한 종자는 세ble 1).

척 소독 등 사전 처리 후 에서 냉장 보관하면서 실험에, 4℃
사용하였다 종자는 수분함량별 초저온 동결. Accession 1-6

보존 시험에 사용하였고 종자는 활력수준별, accession 7-9

초저온 동결보존 및 효소활성 분석에 사용하였다.

건조처리 및 종자 수분함량 측정

들깨 종자의 수분함량에 따른 저장성을 조사하기 위해 수

집한 종자를 온도와 습도가 각각 및 인 종자건15 10-12%℃
조실에서 건조시켜 범위의 초기 수분 함량의 종자 시료3-8%

를 준비하였다.

종자의 수분함량은 국제종자검사협회(International Seed

의 기준에 따라 오븐에서 시Testing Association) 103 24℃
간 건조한 후 종자의 무게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종자의 수.

분이 목표 함량에 이르렀는지는 건조 전후의 종자 무게를 이

용한 아래 식으로 판정하였다.

목표 수분함량의 =

종자 무게 (g)

건조 전 수분함량(100- %)×
건조 전 종자 무게 (g)

목표 수분함량(100- %)

인위노화 처리

종자의활력수준이초저온동결보존후발아율에미치는영

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분함량을 로 조절한4-5% accession

품종의 들깨 종자에 인위적으로 노화처리를 하였다7, 8, 9 .

기저부에 증류수를 채운 밀폐용기 내에 수위보다 높은 위치

에 망을 설치하고 그 위에 종자를 치상하여 습도조건에, 95%

서 건열기를 이용하여 일간 노화처리를 하였다40 1-3 (Lee℃
and Kim, 2004).

초저온 보존 및 해동

수분함량을 조절하거나 노화처리를 한 종자 시료에 대하

여 초저온 보존처리를 하였다 각 종자 시료를. 5 mL

에 립씩 담아 사전 동결처리 없이 바로 액체질소cryovial 150

탱크에 담갔으며 시간 후 실온에서 해동하였다 액체질소, 24 .

Accession No. Cultivar Moisture content, %

1 Collected (Jeju) 6.83

2 Collected (Miryang) 6.32

3 Collected (Daegu) 7.98

4 Deulsaem 8.00

5 Bora 7.72

6 Namchon 7.85

7 Dayu 7.22

8 Danjo 6.90

9 Yeobsil 7.85

Table 1. Perilla seeds collected for th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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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초저온 보존 처리는 액체질소를 가득 채운 탱크에

서 종자를 액체질소 내에 보존하는 처리 방법Liquid zone

을 적용하였다(-196 ) .℃

종자 발아 실험

건조처리와 초저온 보존처리가 종자의 발아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집 초기조건의 종자 건조처리로,

수분함량을 조절한 종자 및 초저온 처리를 한 종자의 발아율

을 조사하였다 에탄올로 소독한 종자를 증류수로 세척. 70%

한 후 실온에서 시간 건조시킨 다음 증류수로 적신 여과지3

를 페트리 접시에 넣고 그 위에 각 처리별 종자를 립씩100

치상하였으며 반복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생장상에, 5 . 20℃
서 일간 배양하면서 일차에 차 발아립수 일차에 최종21 7 1 , 21

발아립수를 조사하여 합산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

활성 분석Ascorbate peroxidase

보존 및 노화 처리 들깨 종자를 생장상에서 일간20 21℃
배양하여 유묘를 생산하였으며 유묘의, ascorbate peroxidase

활성을 등 의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유묘 시Lee (2001) .

료 에 를 함유한0.2 g 1 M ascorbic acid 100 mM potassium

를 가하여 균질화하였다phosphate buffer (pH 7.4) 2 mL .

이를 12,000g에서 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 를 취3 60 Lμ
하여 반응용액(H2O 2.34 mL, pH 6.5 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300 L, 10 mM ascorbic acid 180 L,μ μ
5 mM H2O2 과 잘 혼합한 후 에서 흡광도를120 L) 290 nmμ
측정하여 초간30 H2O2에 의해 산화되는 아스코르빈산을 측정

하였다 분석은 이하의 암상태에서 반복으로 수행되었으. 4 5℃
며 효소의활성은유묘시료무게당생성된, dehydroascorbate

의 양으로 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종자 건조

들깨 종자의 수집 당시 초기 수분함량은 품종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초기 수분 함량이 이하인(Table 1), 7% accession

의 경우에는 건조처리 시간 만에 임계점 약 에1, 2 72 3.5%

이르렀고 이상인 나머지 품종의 경우에는 같은 시간 경, 7%

과 후에 약 내외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Fig. 1).

또한 들깨 종자를 흡습처리하거나 소독과 수세 후 건조시킬

경우 이상의 수분을 함유한 종자를 에서 시간, 10% 15 24℃
건조시키면 수분함량이 로 감소하였다4-5% .

수집 종자의 초기 발아율

실험에 사용한 들깨 품종 종자의 건조처리accession 1-6

전 초기 수분함량은 이었으며 수집 당시 수분함량6.3-8.0% ,

조건에서의 발아율은 품종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Fig. 2).

의 발아율이 로 가장 높았으며Accession 1 94% , Accession

의 발아율은 이하로 가장 낮았다 발아실험에서종자에6 40% .

GA3를 처리할 경우 모든 품종의 발아율은 이상으로 균95%

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들깨 품종별로 종자의 휴면 특성과.

생화학적 물리적 특성이 다르며 수확 후 여러 가지 관리 및,

보존 조건에 대한 민감도가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저장기간.

이 짧은 신선한 들깨 종자의 발아율은 높지만 저장기간이 길

어지면 발아율이 낮아지며 품종에 따라서는 급격히 발아율이,

감소하기도 한다 들깨 종자는(Masumoto and Ito, 2010).

온도 변화에 민감하여 온도의 변화가 잦을 경우 쉽게 휴면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and Kim, 2004). GA3에

의해 종자의 발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수확기에 이미 휴면강도가 강하거나 수확 후 온도 변화에 노

출되면서 휴면에 돌입할 수 있는 종자로 판단되며, GA3를 처

리하지 않아도 발아율이 높은 품종의 경우에는 종자가 쉽게

휴면에 돌입하지 않거나 저장기간 중 온도 변화에 대한 내성

이 강하고 저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수분 함량별 종자의 초저온 처리 후 발아율

들깨 종자의 최적 저장 수분함량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분

함량을 여러 수준으로 조절한 종자를 액체질소에 보관하여

초저온 처리를 한 후 발아율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과 같았다3 .

Fig. 1. Changes of seed water content of 6 perilla accessions
during desiccation. The seeds were desiccated in
airflow chamber at 15 and 10-12% of relative℃
humidity.

Fig. 2. Seed germination rate of 6 perilla accessions with
the initial moisture content of 6.3-8.0%. In the
treatment of GA3, seeds were immersed in GA3

solution of 100 mg/L for 1 hour before the
germination test. Data represent mean±SD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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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품종종자의초저온처리후발아Accession 1, 2, 3

율은 수분함량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으며 의 수분함, 3-7%

량 수준에서 모두 발아율이 이상이었다 와95% . Accession 5

품종 종자의 발아율은 다른 품종에 비해 낮았으며 수분함6 ,

량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종자의 발아율이 더 낮은 경향이

었다 특히 품종의 경우 종자의 수분함량이. accession 6

일 경우에 발아율이 이하이며 일 경우5-7% 40% , 4-5% 55%

이상으로 나타났다 수분함량 와 수준의 종자에. 4-5% 3-4%

대한 발아율을 비교하면 품종 종자의 발, accession 4, 5, 6

아율은 수분함량 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4-5% .

수분함량 종자의 초저온 처리 후 발아율을 의7-8% Fig. 2

초기 발아율과 비교하면 품종의 경우 초, accession 3, 4, 5

저온 처리에 따라 발아율이 증가하였고 품accession 1, 2, 6

종의 경우에는 초저온 처리 전후 발아율 차이가 없었다 휴면.

강도 종피의 구조와 경도 수분함량 등의 특성이 다른 종, , 66

의 열대 식물 종자에 대한 액체질소 초저온 저장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종자에서 초저온 처(Salomao, 2002),

리 전후의 발아율의 변화가 없었지만 휴면강도나 종피의 경

도가 높은 일부 종자의 경우에는 저온 처리에 따라 발아율이

증가하였다 물론 종자의 수분함량이나 냉각속도 등이 적절하.

지 않은 경우에는 발아율이 감소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들깨 품종 의 경우 초(accession 1-6)

저온 처리 후에도 대부분 수분함량에 관계없이 초기의 발아

율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발아율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들깨 종자는 액체질소를 이용한 초저온 저장이 가능한 것으

로 판단되며 초저온 처리 후 발아율이 종자의 수분함량의 영,

향을 받지 않는 품종도 있지만 저장기간 중의 품질 저하를 최

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들깨 품종에 대하여 종자의 수분함

량을 로 건조시켜 초저온 저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4-5%

판단된다 들깨 종자를 에 저장할 경우에도 수분함. -10 5%℃
량이 가장 적합하며 이론적인 종자 수명 반감기가 년 정도, 50

라는 보고도 있다(Nagamine et al 입고 종자를., 2000). 2-3

일간 일반 건조실 조건 에서 건조시키면 이 수준의 수(15 )℃
분 함량에 이를 수 있다(Fig. 1).

인위노화 종자의 초저온 처리 후 발아율

인위노화처리를한들깨종자의초저온처리여부에따른

발아율을 조사한 결과는 와 같았는데 인위노화 처리Table 2 ,

기간에 따라서 들깨 종자의 발아율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온도에 민감한 들깨 종자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

로 판단된다 노화 처리에 따른 들깨 종자의 발아율 저감 정.

도는품종별로크게달리나타났다 의경우인위. Accession 9

노화 일 처리 후 발아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1 , Accession

은 일 처리 후 발아율이 대조 종자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8 3

감소하였다 의 경우 인위노화 일 처리 후에도. Accession 7 3

의 발아율을 유지하여 노화처리에 강한 저항성을 보여81.3%

저장성이 강한 품종으로 판단된다 과. Accession 7 Accession

는 모두 인위노화 일 처리 후 발아율 감소가 가장 크게 나9 1

타났다 일본에서 재배되고 있는 들깨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

과를 보면 수확 후 년간 냉장(Masumoto and Ito, 2010), 1-4

보관한 종자는 이상의 발아율을 유지하였는데 년 후80% , 5-8

에는 수준으로낮아졌고 년이상저장한종자는발아력65% 9

을 상실하였다 특히 유지 함량이 높은 종자는 수분함량과 저.

장온도에 따라서 수명이 크게 달라지는데 인위 노화처리 실,

험을 통해 수분함량이 낮고 보관 온도가 낮을수록 들깨 종자

의 장기 저장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Nagamine

et al., 2000).

노화 처리 들깨 종자에 초저온 동결보존 처리를 했을 경

우 발아율이 일부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가지 품, 3

종 모두에서 초저온 처리 전후의 발아율 차이는 크지 않았다.

Fig. 3. Effect of cryopreservation on the germination of
perilla seeds of various water contents. Data
represent mean±SD (n=5).

Artificial aging Cryopreservation
Germination rate, %

Accession 7 Accession 8 Accession 9

Control
Control 94.0±1.63 72.0±2.16 71.3±4.78

Liquid nitrogen 89.3±1.89 80.0±3.56 79.3±1.70

1 day
Control 86.7±3.40 71.3±5.56 55.3±5.44

Liquid nitrogen 78.5±8.26 82.7±4.64 52.7±1.89

2 days
Control 88.0±1.41 74.0±2.16 54.0±1.63

Liquid nitrogen 92.7±0.47 73.3±4.19 50.7±8.08

3 days
Control 81.3±4.50 37.3±11.1 51.3±5.56

Liquid nitrogen 85.3±3.86 42.0±5.35 55.3±4.71

Table 2. Germination rate of perilla seeds submitted to artificial aging and cryopreservation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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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최저 이상 범위의 모든 발아율Accession 8 37.3%

수준에서 초저온 처리에 의한 발아율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

다 의 경우 인위노화 일 처리 후 초저온 처리. Accession 9 , 2

를 하였을 때 발아율이 에서 로 약 감소하였54% 50.7% 4%

다 초저온 처리에 따른 발아율 감소는 이내이지만 활력. 10%

이 낮은 종자의 경우에는 발아율 감소 정도가 높은 활력 종자

와 유사하더라도 더욱 치명적으로 종자의 장기 보존을 저해

하는 요소가 되며 인위노화 일 처리 후에 급격히 활력이 떨, 1

어지는 품종의 종자는 온도 조건에 민감함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유전자원 장기 보존소인 National Center for

에서는 초저온Genetic Resource Preservation (NCGRP)

동결보존 전후 발아율 변화가 이내인 종자의 경우 액체10%

질소를 이용한 초저온 동결 저장법을 장기 보존으로 추천한

다 따라서 와 의 결과를(Yi and Lee, 2014). Fig. 2 Table 2

고려하면 액체질소를 이용한 초저온 동결 방법을 이용하여,

들깨 종자를 발아력의 훼손 없이 장기간 보관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노화가급속히진행되는 와같. accession 9

은 품종의 경우는 이상의 고활력 자원을 확보하거나70%

GA3로 휴면을 타파시킨 후 초저온 동결 보존하는 것이 적합

한 장기보존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인위노화처리 종자의 항산화 효소 활성

종자를저장하는동안자유라디칼에의한비효소적인지질

의과산화로인해지방산함량이증가하며단백질의불활성화

로 인해 단백질과 효소의 기능적 특성이 소실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들깨와 같은 유료 종자의 저장성을 신속히 훼손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종자가 노화될수록(Shaban, 2013).

세포내여러소기관에서활성산소의수준을조절하는데있어

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를 비롯ascorbate peroxidase

하여 등의 항산화효소 활성catalase, superoxide dismutase

도 낮아진다(Caverzan et al., 2012; Sung and Chiu, 1995).

인위노화와 초저온 동결 보존처리를 한 들깨 종자에서 생

산된 유묘의 활성을 조사한 결과는ascorbate peroxidase

Tabl 과 같았다 활성은 들깨 품종e 3 . Ascorbate peroxidase

별로또인위노화처리에따라서달리나타났다. Accession 7

의 경우 노화처리에 의해 활성이 유도ascorbate peroxidase

되었으나 과 에서는 노화처리에 따라, accession 8 9 ascorbate

활성이 크게 감소하고 일간 노화 처리한 종자peroxidase 2

의 유묘에서는 효소의 활성이 측정되지 않았다 초저온 처리.

에 따른 활성 변화를 에ascorbate peroxidase accession 7

서 조사된 결과로 비교해보면 초저온 처리는 들깨 종자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ascorbate peroxidase .

이와 같은 노화처리 종자의 항산화 효소 ascorbate

peroxidase 활성 변화는 에 제시된 노화처리 종자의Table 2

발아율과 부합하는 결과이다 즉 노화처리에 의해 발아율이. ,

감소하는 과 품종의 종자에서는 발아율 감소와accession 8 9

함께 활성이 감소하거나 측정되지 않ascorbate peroxidase

았으며 노화처리에도불구하고발아율이 이상으로유지, 80%

되었던 종자에서는 활성accession 8 ascorbate peroxidase

또한 유도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면 들깨 품종별로 종. ,

자의 저장기간 중 노화속도가 크게 다르며 활성산소를 소거,

할 수 있는 항산화 효소 시스템이 저장 조건이나 기간에 따라

서 불활성화 되기 쉬운 종자일수록 저장성이 낮은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도 신선한 종자에 비해 노.

화된 종자의 활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peroxidase

(Scialabba et al 종자를 노화시키면., 2002), H2O2 등의

와 자유라디칼은 축적되지만 한편으로 이들을 소거peroxide

하여 산화스트레스를 억제할 수 있는 효소들의 활성이 저해

되어 종자의 수명이 단축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Sung and

Jeng, 1994; Sung and Chiu, 1995).

초저온 동결 방법을 통해 종자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보존

할 수 있지만 급속한 냉동 및 해동 처리과정에서 활성산소의

생성이 증가하며 이에 따른 산화스트레스가 종자의 활력을,

훼손시킬 수 있다(Chen et al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2015).

초저온 동결 처리를 한 종자와 대조 종자에서 생산된 들깨 유

묘 중의 활성의 차이가 품종별로 없거ascorbate peroxidase

나 크지 않았다 그리고 초저온 처리가 들깨 종자의(Table 3).

발아율에도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았으므로 초저온(Table 2),

처리과정에발생할수있는산화스트레스에의한지질의과산

화등에따른피해가들깨종자를액체질소에동결보존하는데

있어서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식물종자를비롯한각종유전자원을액체질소에저장하면

유전형질특성의손실없이장기간보존할수있다 본연구에.

Artificial aging Cryopreservation
Dehydroascorbate mg/g seedling

Accession 7 Accession 8 Accession 9

Control
Control 0.30±0.03 0.39±0.04 0.21±0.02

Liquid nitrogen 0.46±0.02 0.65±0.03 0.90±0.08

1 day
Control 2.36±0.14 0.01±0.08 0.30±0.02

Liquid nitrogen 2.59±0.12 0.08±0.05 ND

2 days
Control 4.35±0.23 ND ND

Liquid nitrogen 4.30±0.59 ND ND

Table 3. Ascorbate peroxidase activities of perilla seedlings produced from seeds submitted to artificial aging and
cryopreservation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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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존조건이 까다로워 단명 종자로 분류되는 들깨 종자를

초저온 동결저장 방법으로 보존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수집한 들깨 품종별 종자의 초기 발아율은 수준으40-95%

로 다양하였는데 수분함량을 로 조절한 종자를 액체질, 3-8%

소에처리하여도발아율은감소하지않았다 종자의수분함량.

이 인 종자의 초저온 처리 후 발아율이 가장 높았으며4-5% ,

초기 발아율이 낮은 품종에서는 초저온 처리에 의해 발아율

이 증가하기도 했다 인위 노화처리에 따라 종자의 발아율과.

활성은 감소하였으며 품종별로 종자의ascorbate peroxidase ,

활력저하정도는크게달리나타났다 대조처리종자와비교.

하였을 때 초저온 처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산화스트레스,

가 들깨 종자의 활력을 저해하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들깨 종자를 수분함량으로 건조시켜 초저온4-5%

동결 저장하면 활력 손실 없이 장기간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품종의 경우에는 고활력,

자원을 확보하거나 휴면타파 처리 후 초저온 동결 보존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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