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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온성 작물인 수박의 저온발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priming처리조건을 확립하고 국내 다양한 품종을 이용해 우량묘의 생

산 효과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적정 osmotic priming 처리 조건을 확립

하기 위해 사용된 수박종자는 현대꿀(현대종묘)이었다. 적정화학제의 

종류와 농도를 구명하기 위해 Ca(NO2)2, K3PO4, KCl, KNO3, PEG를 

화학제로 사용하고 각 농도를 150mM, 200mM(PEG는 -0.5MPa, 

-0.75MPa)로 4일간 처리하였다. 처리된 종자는 건조과정을 거친 후 발

아조사 및 유묘활력조사를 수행하였다. 발아율은 KNO3 200mM에서 

98.9%, PEG -0.75MPa에서 97.8%, Ca(NO2)2 200mM, KCl 200mM, 

PEG -0.5MPa 그리고 무처리에서 95.6% 순으로 조사되었다. T50은 

무처리가 2.25일이었을 때, KNO3 200mM에서 1.61일이였고, 그 다

음은 KCl 150mM에서 1.78일, KCl 200mM에서 1.80일, PEG 

-0.75MPa에서 1.84일, PEG -0.5MPa 1.95일 그리고 KNO3 150mM

일 때 2.06일로 단축되었다. 확립된 처리조건을 국내 수박품종에 적용

한 결과 ‘핵가족(농협종묘)’, ‘해찬꿀(농협종묘)’, ‘현대꿀(현대종묘)’, 

‘활기찬(현대종묘)’, ‘스피드(농우)’, ‘우리꿀(농우)’, ‘리코후레쉬(아시

아종묘)’, ‘리코스위트(아시아)’, ‘A-1031(아시아)’ 등 9품종에서 priming

처리에 의해 발아율이 무처리에 비해 향상되었다. 특히, 20°C 이하의 

저온에서 발아율이 50% 이하인 품종에서 priming 처리로 10-60% 이

상 발아율이 상승되었다. 또한 유묘활력 조사 결과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priming 처리종자의 하배축의 길이와 직경 및 건물중 등이 무

처리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기내실험 뿐 아니라 포장조사 결과에서

도 priming 처리 종자의 묘출현은 전체적으로 85% 이상으로 대체적으

로 무처리구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고, 생체중과 건물중도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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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확산에 따라 도시에서 텃밭을 가꾸는 도시농부가 늘고 있

다. 도시텃밭에서 이용되는 작물은 품목이 다양하고 재배주수가 적다

는 특징을 갖고 있다. 도시텃밭에 이용되는 묘(苗)는 전문 공정육묘장 

또는 부업형태의 육묘업체 등에서 생산되며, 재래시장, 묘 생산 전문업

체, 노점, 대형 유통업체, 인터넷 등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다(농촌경제

연구원, 2014). 유통단계에서 묘는 저온이나 고온 등 급격한 환경변화

에 노출되기 쉬우며, 이러한 유통시 환경조건은 모종의 품질에 영향을 

미쳐 정식 후 생육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봄철 도시텃밭 재배를 위

한 토마토묘의 유통시 관리방법이 정식 후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을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실험재료로 정식기에 이른 본엽 6-7매가 전

개된 대과종 토마토 ‘박커스’(Solanum lycopersicum L. cv. Bacchus)

를 이용하였다. 유통기간 중 보온용 피복자재 종류 및 관수 처리(2처리)

를 하였다. 보온 피복자재 처리는 야간(17시 30분부터 익일 9시 30분

까지) 무피복, 비닐피복, 해충용 부직포(웰그로) 피복, 및 토목용 부직

포 + 비닐 피복 4처리, 관수처리는 유통기간 중 관수 유무 2처리를 조

합처리하였다. 실험은 4월 14일에서 20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유통

기간은 3일과 6일로 처리하였다. 처리기간 중 3일은 야간 최저기온이 

5°C밑으로 떨어졌고, 6일 중 하루를 제외하곤 산발적인 강우가 있었으

며, 야간 피복재 내 온습도는 처리 간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토마토묘 

유통 중 관리방법에 따라 정식 후 생육 및 착화절위, 착화 수 및 수량이 

영향을 받았다. 따라서 봄철 저온기 도시텃밭 재배용 묘의 유통시에는 

묘 품질 유지 및 정식 후 생육확보를 위해, 적절한 보온 및 관수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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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xamined the antimicrobial activity of three nonionic surfactants; 

Tween 20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laurate), Tween 80 (Poly-

oxyethylene sorbitan monooleate), Span 20 (Sorbitan monolaurate), 

and sodium bicarbonate with min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method. Based on MIC results, seeds of red radish (Raphanus 

sativus L.), romaine lettuce (Lactuca sativa L.), and tat soi (Brassica 

rapa L. var. rosularis) were treated with Tween 20, Span 20, and 

sodium bicarbonate to check whether those chemicals negatively 

affected seed germination or not. Tween 20 and Tween 80 showed 

no inhibitory effect on bacteria growth. However, bacteria growth 

was significantly inhibited by Span 20 (3.35 mg･mL
-1

) and sodium 

bicarbonate (4.15 mg･mL
-1

), respectively. There was no negative 

effect of those treatments on seed germination. Results indicate that 

application of surfactant for removal of microorganism will be 

helpful for safe production of fresh vege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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