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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도라지의 발아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저온처리 후 종자를 파종의 효율성을 위

해 30℃에서 24시간 건조 후 발아온도를 달리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및 방법:

종자 침종 : 24시간 증류수에 침종

저온처리방법 및 기간 :침종후 필터페이퍼에 싸서 4℃ 냉장고에 1주∼3주 보관

발아온도 : 20, 25, 30℃에서 100립 3반복

건조 온도 및 시간 : 30℃, 24시간

조사기간：치상후 10일간 조사

결과 및 고찰

  도라지의 발아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라지 종자를 저온처리 후 건조 시켜서 발아온도

를 달리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 하면다음과 같다. 도라지의 발아 온

도는 20℃와 25℃에서 유의성이 인정 되지는 않았지만 20℃에서 가장 놓았다. 저온처리

에서는 무처리가 저온저장 처리보다 낮았으며, 저장기간에 따른 발아율은 1주차가 다른

저장기간에 비해 발아율이 높게 나타났다. 발아온도와 저장기간에 따른 상호작용에서는

고도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발아 온도별 저온처리 기간에 따른 발아율은 20℃에서는 처

리간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25℃ 이상에서는 저온처리가 무처리에 비해 발

아율이 높았다. 따라서 도라지의 발아율과 입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종자를 침종하여 약

1주일 정도 저온 냉장고에 보관하여 파종하는 것이 유리 할 것으로 사료되며 파종 시기

는 온도가 고온으로 올라가지 않는 봄에 파종하는 것이 여름에 파종하는 것 보다 유리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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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ed germination of Platycodon Radix as affected by Cooling Treated

and Germination Temperature

Parameters
Days after sowing

2 4 6 8 10

%

Temperature (℃; A)

20 0.0 9.4 66.8 77.5 79.2

25 0.0 19.9 69.4 75.1 76.4

30 0.0 9.9 51.4 60.6 64.6

LSD 0.5 ns 2.2 5.4 5.2 5.0

Period (weeks; B)

Control 0.0 7.1 41.8 52.5 56.3

1 0.0 12.0 69.0 80.7 82.9

2 0.0 14.4 67.6 73.8 75.8

3 0.0 18.7 71.8 77.3 78.6

LSD 0.5 ns 2.5 6.3 6.0 5.8

A×B ns ** ** ** **

ns: non-significant; **: significant at 0.0l probability

Figure 1. Changes in seed germination Platycodon Radix as affected by
         Cooling Treated and Germination Tempera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