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tea)는 주로 아시아 지역에서 수 천년 동안 음료의 목적

으로 재배되어 왔으며, 전세계에서 물 다음으로 많이 소비

되는 음료이다(Cho et al., 2010). 또한, 최근에는 항암, 항

산화, 항균 등에 효능이 알려지면서 소비량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며(Siddiqui et al., 2006), 잎 이외에 꽃과 

종자 등의 추출물을 이용하여 화장품 소재 및 건강기능성

식품 등 다양한 방면에 활용되면서(Shim et al., 2018), 매년 

재배면적과 생산량, 그리고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Jeong 

et al., 2006; MMFA, 2016).

차나무(Camellia sinensis L.)는 차나무과(Theaceae) 동백

나무속(Camellia)에 속하는 상록활엽수로서 아열대성 작물

이다(Bezbaruah, 1999). 차나무의 종내에는 소엽 관목성의 

중국종(var. sinensis)과 대엽 교목성의 아샘종(var. assamica)

으로 2개의 변종으로 대별되는데, 두 변종 중 소엽 관목성

의 중국종은 한국, 중국 및 일본 등 아열대 지역에서 재배

되고, 대엽 교목성의 아샘종은 인도, 스리랑카 및 인도차이

나반도 등 열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홍차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Willson et al., 1992; Kim et al., 1999; Park, 

2007).

차나무는 배우자체 자가불화합성 작물로 6월경에 화아가 

형성되어 9~11월 사이에 개화하여, 이듬해 9~10월까지 열

리는 실화상봉(實花相逢)의 특성이 있는, 타식성 작물로 이

용목적에 따라 증식법을 달리한다(Park, 2007). 먼저, 묘본

의 특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양번식법을 통해 

우량 품종 및 개체와 동일한 묘목을 얻을 수 있으며, 다수

확 및 묘목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천근성으로 한해 및 동해에 취약하며 묘목 생산에 경비와 

노동력 소모가 큰 단점이 있다. 실생번식은 번식방법이 간

단하여 일시에 다량의 묘목이 생산이 가능하며, 심근성으

로 비교적 내한성 및 내건성 등 환경스트레스에 대한 내성

이 높아 수령이 긴 장점을 지닌다(Kim, 1996). 하지만 타식

성인 차나무의 특성상 묘수와 같은 동일한 개체 생산이 불

가하고 계통이 다양하여 싹트는 시기, 신초 생장속도 및 잎 

형태 등이 균일성이 없어 기계화가 어려운 단점이 있어서, 

파종전처리가 차나무 종자의 출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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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다원의 약 80% 가량이 실생으로 조성되었

다(Jeong et al., 2006; Kim, 2000).

최근 보성, 제주 등은 기계화가 가능한 단일 품종으로 다

원이 조성되어 있으나, 국내 품종이 아닌 대부분이 일본 품

종으로 조성되어, 국내 품종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

다(Kim, 2000; Jeong et al., 2006). 이에 차나무 체계적인 

교배육종에 의한 품종 육성이 필요하며, 교배육종 체계는 

유전자원 수집 및 특성평가, 교배모본 선발, 교배 및 채종, 

육묘 및 개체선발, 영양계 비교시험, 지역적응, 최종선발 등

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종자의 발아는 실생 개체

의 확보와 교배 육묘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이다(Yang et 

al., 2008).

종자의 발아는 수분, 산소, 온도, 광선의 외적조건과 종자

의 유전성, 성숙도, 휴면 여부의 내적조건 등이 발아에 직·

간접적 영향을 주며, 이러한 조건에 의해 수분흡수, 저장양

분 분해효소 생성과 활성화, 저장양분의 분해·전류 및 재합

성, 배의 생장개시, 과피의 파열, 유묘의 출현 순으로 진행

된다(Kelly et al., 1992). 이런 과정 중 활성산소종인 과산

화수소(H2O2)를 처리하면 독성 라디칼을 생성하여 종자 발

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적정 수준으로 처리하면 발

아 과정에 필요한 종자의 수분흡수, 발아관련 호르몬 수치 

조절하여 발아를 촉진하는 효과가 보고되었다(Gregori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차나무 종자의 교배육종을 위한 품종

육성의 체계적인 기술확립을 위해 과산화수소 등 다양한 

파종전처리를 통하여 차나무 종자의 출아율 및 유묘 소질

을 알아보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차나무 종자는 2017년 11월에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에서 수확한 재래종 차나무 종자를 4°C에 저장하여 2019

년 4월 3일부터 2일간 물에 침지하여 불량 종자 및 기타 물

질을 제거하여 4°C에 처리하였다.

처리방법

실험의 재배방법은 과산화수소 등 다양한 파종전처리를 통

하여 차나무 종자의 출아율 증진방법을 구명하기 위해 2 mm 

체로 곱게 친 모래를 종자와 한 층 한 층 교호로 넣어주고 대

조구는 증류수, 산성처리는 pH 4로 맞춘 용액(증류수+HCl), 

알카리성처리는 pH 10으로 맞춘 용액(증류수+NaOH), 과산

화수소 처리는 10 mM 및 100 mM, 70% 에탄올 처리, 물리

적 충격처리는 3 kg 벽돌을 0.2 m 높이에서 낙하하여 물리

적 충격을 주었다.

물리적 충격량 5.9 J은 자유 낙하한 벽돌의 위치에너지가 

종자 표면에 닿는 순간의 에너지는 0이지만, 그 위치에너지

(Ep)가 운동에너지(Ek)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

지 보존법칙에 따라 낙하하는 벽돌의 높이의 위치에너지

(Ep) 값을 아래 공식으로 계산하였다(Seo et al., 2015).

Ep = G (9.8 m/s2, 중력가속도) × m (질량) × h (높이)

각 처리별로 50 ml씩 층적저장된 모래 위에 도포하여 적

정 수분함량을 유지하여 저온(4°C)에서 3주(21일)간 저장

하였다. 

출아실험은 층적저장된 종자에서 모래를 제거 후 20 cm 

파종상에 30 립씩 3 반복 파종하여 유리온실에서 출아 및 

초기 생육(초장, 엽장, 엽폭 및 엽수 등)을 진행하였으며, 파종

상은 플라스틱 상자(360 mm × 560 mm × 140 mm)에 멸

균된 버미큘라이트를 넣어 사용하였고, 파종상이 건조되지 

않도록 2~3일에 1회 수분을 보충하였다. 파종 후 2 개월(60

일)까지 파종상별 출아된 개체 수는 출아율(Percentage of 

emergence, PE), 평균출아일수(Mean emergence time, MET), 

출아율지수(Emergence rate index, ERI)을 각각 아래 수식

과 같이 조사하였다.

MET(mean emergence time)




























ERI(emergence rate index)





PE(percentage of emergence)







여기서, N1...n: 파종 후 경과 일수별 출아수

T1...n: 파종 후 경과일수

Ste: 총 공시 종자수

또한, 묘소질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처리구 당 10주

를 채취한 후, 수돗물로 세척한 후에 초장, 엽장, 엽수 및 

엽폭 등을 각각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얻어진 데이터의 통계분석은 SAS프로그램(V. 

9.4,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하였고, Dunca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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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을 통해 

5% 유의수준에서 처리구간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출아율 평가 

다양한 파종전처리에 따른 차나무 종자의 출아율을 알아

보기 위하여 대조구, pH 4, pH 10 용액, 과산화수소 10 

mM 및 100 mM, 70% 에탄올 처리, 물리적 충격처리한 결

과는 Fig. 1과 같다. 먼저 70% 에탄올 처리를 제외한 6개 

처리구에서 발아 및 초기 생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무처리구의 평균 출아율은 36.7%로 나타났고, 염기성 조건

(pH 10)에서는 출아율이 26.7%로 발아율이 10% 감소한 

반면, 산성 조건(pH 4)에서 46.7%로 차나무 재배 특성상 산

성토양(pH 4.5~5.5)에서 생육이 우수한 것과 동일한 발아 

특성을 보였다. 과산화수소 처리에서는 Shim et al. (2018)

에 의하면 밀, 수수에서 10 mM 과산화수소를 처리가 최적 

농도로 보고 있으나, 차나무 종자의 경우 일반 작물 종자보

다 경실종자에 해당함에 따라 100 mM 과산화수소에서 가

장 높은 65.0% 출아율을 보여 무처리 대비 약 178% 높은 

출아율을 보였으며, 10 mM 과산화수소 처리는 무처리 대비 

약 141% 높은 51.7% 출아율을 보였다(Fig. 1). 과산화수소 

처리는 종자 내 호르몬 수치를 조절하여 발아가 유도 될 수 

있는 분자 신호로 작용하여 최근 종자 프라이밍 기술에 많

이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활력이 적은 종자의 활성화에 이

용되고 있다(Gregorio et al., 2012; Shim et al., 2018). 물

리적 충격처리는 종피 파상을 유도하여 경실종자 내 수분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어 발아율이 48.3%로 이번 실험에

서 3번째로 높은 발아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품종간의 

차이를 보일 수 있으나, Yang et al. (2008)에서는 보고한 저

온처리 기간에 따른 처리에서 가장 높았던 저온처리 75일

과 유사한 출아율로써 높은 향상율이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파종전처리를 통하여 차나무 종자의 출아율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출아율(Percentage of emergence, PE), 

평균출아일수(Mean emergence time, MET), 출아율지수

(Emergence rate index, ERI)을 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출아율과 출아율지수는 처리에 따라 유의

성이 나타났으며, 평균출아일수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

다. 특히, 출아율과 출아율지수에서의 파종전처리에 따라 

고도의 유의성을 보였다. 처리간의 평균출아일수는 무처리

구 51.7일에 비해 과산화수소(10, 100 mM)와 물리적 충격 

처리구에서 가장 짧은 46.5~47.0일이 소요되었으며, 다른 

처리구에서도 무처리구보다 짧은 소요일수를 보였다(Table 

2). 또한, 종자활력 평가의 주요지표인 출아율지수는 100 

mM 과산화수소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1.363 d-1m-1을 보였

으며, 무처리구에서 0.708 d-1m-1이 조사되었고, 산성 조건

(pH 4), 10 mM 과산화수소 및 물리적 충격 처리구에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Emergence percentage of tea seeds according to pre-

soaking treatments. The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 Analysis of variance (F value) on emergence at 

seedling stage of tea seeds.

Source of 

variation

Degrees of 

freedom
PE† MET ERI

Treatments 5  16.42**‡ 2.15ns 24.43**

†PE (percent emergence), MET (mean emergence time), ERI 

(emergence rate index)
‡ns,*,**; No significance, significance at 0.05 and 0.01 proba-

bilities, respectively.

Table 2. Effects of presoaking treatments on emergence at 

seedling stage of tea seeds.

Presowing treatments
MET†

(days)

ERI

(d-1 m-1)

Control 51.7 a 0.71 c

pH  4 49.2 ab 0.95 b

pH 10 48.0 ab 0.55 c

10 mM H2O2 46.8 b 1.11 b

100 mM H2O2 46.5 b 1.36 a

70% EtOH ns ns

Physical shocks (5.9 J) 47.0 b 1.02 b

†MET (mean emergence time), ERI (emergence rate index)
‡Within each sampling date, the result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dicate that the 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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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질 평가

파종 60일 후에 묘 소질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묘의 초장, 

엽수, 엽장 및 엽폭을 조사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초장은 

무처리 6.5 cm로 알카리성 처리(pH 10)는 6.6 cm로 가장 

작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성 처리(pH 4)는 7.6 cm, 물

리적 충격처리는 7.8 cm로 무처리구 대비 117% 이상 크게 

생육하였으며, 가장 큰 초장은 100 mM 과산화수소 처리구

로 9.1 cm로 나타났고, 10 mM 과산화수소 처리는 8.3 cm

으로 다음순으로 과산화수소 처리구에서 최대 초장 10.0 

cm, 최저 초장이 8.2 cm로 그 차이가 1.8 cm로 비교적 균

일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물리적 충격에 의한 

종피 파상은 상대적으로 파상 정도의 차이에 따라 최고 초

장 10.4 cm, 최저 초장이 4.4 cm로 그 차이가 6.0 cm를 보

여 생육의 균일성이 떨어졌다.

엽수 조사에서는 70% 에탄올처리를 제외한 모든 처리에

서 4엽 전·후로 잎이 전개되었으며, 무처리와 알카리성 처

리에서 4엽으로 가장 적은 엽수를 보였으며, 나머지 산성, 

과산화수소 처리(10, 100 mM) 및 물리적 충격에서 4.3~4.6 

장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2B).

엽장은 무처리와 알카리성 처리에서 각각 3.99 cm, 3.97 

cm로 가장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00 mM 과산화수

소 처리구에서 가장 긴 5.46 cm으로 무처리 대비 약 137% 

긴 것으로 나타났다(Fig. 2C). 다음으로 10 mM 과산화수

소 처리, 물리적 충격처리 및 산성 처리구가 5.0~5.1 cm로 

조사되었다. 한편, 물리적 충격처리구에서 최고 7.9 cm, 최

저 2.4 cm로 그 차이가 5.5 cm로 생육 균일성이 가장 낮았

으며, 100 mM 과산화수소 처리는 최고 6.5 cm, 최저 4.0 

cm로 그 차이가 2.5 cm로 가장 높은 생육 균일성이 높았다.

엽폭은 무처리와 알카리성 처리구에서 2.4~2.6 cm로 가

장 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산성 처리가 3.0 cm, 100 

mM 과산화수소 처리 3.1 cm, 10 mM 과산화수소 처리가 

3.2 cm, 물리적 충격처리가 3.3 cm으로 유사성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Fig. 2D). 한편, 엽폭 역시 물리적 충격처리

는 균일성 낮았다. 이는 물리적 충격시 종자의 크기, 충격 

시 배의 위치 등 복합적인 측면에 의해 종자 하나 당 전달

된 충격량의 차이가 발생하여 종피 파상 정도에 차이가 있

어 발아율, 초기 생육 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종자는 충격량에 의해 파손으로 초기 종자 소비량이 

증가하는 단점이 있었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 파종전처리시 과산화

수소 처리구에서 출아율 향상뿐만 아니라 묘소질에서 우수

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

Fig. 2. Changes in seeding quality of tea seeds by presoaking treatments (A: plant height, B: No. of leaves, C: leaf length, 

D: Leaf width). The different letter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in the values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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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수소를 종자에 전처리하면 종자 내 항산화 물질의 활

성화를 유도하여 수분스트레스, 염분스트레스 등 다양한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한 식물 생장의 생리학적 특성을 향

상시켜 식물 체 내 산화 손상을 완화하여 발아 및 초기 생

육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bass et al., 

2011; Shim et al., 2018). 10~20 mM 과산화수소 처리시 강

낭콩 종자의 정상묘 발아가 유도되었으나, 40 mM 이상에서

는 비정상묘 출현빈도가 증가한다고 보고되었고(Gregorio 

et al., 2012), 토마토 종자는 6~10 mM 과산화수소 처리에

서 발아율이 높았으나, 10 mM을 초과할 경우 유아 및 유

근의 손상을 초래하여 작물별로 종자의 특성에 따라 과산화

수소 농도별로 그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났다(Lu & Higgins, 

1999). 또한, 차나무 종자는 경실종자로 토마토, 강낭콩 종

자와 상이하게 10 mM 보다 100 mM 과산화수소 농도에서 

발아율이 촉진되었으며, 유근 및 유아 출현 시 과산화수소

에 의한 부정적인 영향(비정상묘 출현)을 주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과산화수소 농도별처리에 따른 최적의 출

아조건을 구명하는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적  요

본 연구는 차나무 종자의 교배육종에 위한 품종 육성의 

체계적인 기술확립을 위해 과산화수소 등 다양한 파종전처

리를 통하여 차나무 종자의 출아율 및 유묘 소질을 알아보

고자 수행하였다.

1. 무처리구의 출아율은 36.7%로 나타났고, 염기성 조건(pH 

10)에서는 출아율이 26.7%로 가장 낮은 발아율을 보인 

반면, 100 mM 과산화수소에서 가장 높은 65.0% 출아

율을 보였다.

2. 출아율과 출아율지수는 처리에 따라 유의성이 나타났으

며, 평균출아일수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3. 처리간의 평균출아일수는 과산화수소(10, 100 mM)와 물

리적 충격 처리구에서 가장 짧은 46.5~47.0일이 소요되

었으며, 출아율지수는 100 mM 과산화수소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1.363 d-1m-1을 보였다.

4. 파종 60일 후에 묘 소질에서의 초장, 엽수, 엽장 및 엽폭 모

두 조사에서 100 mM 과산화수소 처리구에서 9.1 cm, 4.4

개 5.5 cm, 3.1 cm로 가장 크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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