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ceived: January 14, 2020

Revised: February 15, 2020

Accepted: February 26, 2020

OPEN ACCESS

HORT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38(3):332-341, 2020

URL: http://www.hst-j.org

pISSN : 1226-8763 

eISSN : 2465-8588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20 Korean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과학기
술 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PJ01248002)의 지원
에 의해 수행하였습니다.

332 Hort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RESEARCH ARTICLE https://doi.org/10.7235/HORT.20200032

초음파와 베이킹 소다 처리가 채소 유기종자 소독과 
발아율에 미치는 영향
김민정 · 심창기* · 김 주 · 고병구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유기농업과

Effect of Single and Combined Treatments of 
Ultrasonication and Sodium Bicarbornate on 
Disinfection and Germination Rate of Organic 
Vegetable Seeds

Min-Jeong Kim, Chang-Ki Shim*, Ju Kim, and Byong-Gu Ko

Organic Agriculture Division,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Wanju 55365, Korea

*Corresponding author: ckshim@korea.k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the efficacy of 2% baking soda (sodium bicarbonate) and 

ultra-sonication on the fungi and bacteria disinfection and germination of organic vegetable seeds. 

The predominant fungi and bacterium were Altanaria sp. and Pseudomonas sp. in organic vegetable 

seeds. The treatment of 2% baking soda alone showed low germination rate of organic root, leafy 

vegetable and cucurbit seeds, but the germination and disinfection efficacy was increased by the 

combined treatment with 2% baking soda and ultra-sonication. Among the vegetable seeds, Radish, 

turnip, Chinese cabbage, and cabbage treated with 2% baking soda and ultra-sonication for one 

minute had the highest disinfection and germination efficacy. Also, beet, melon and watermelon 

were the highest disinfection and germination efficiency for 2 minutes of the combined treatment 

with 2% baking soda and ultra-sonication. In the future, the eco-friendly seed disinfection technology 

using ultra-sonication and baking soda is more effective and economical methods, so we need to 

expand research on other organic crops.

Additional key words: baking soda, organic seed, sonication, sterilization, vegetable

서 언

최근 저농약 인증폐지로 2012년 이후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에

서 2015년까지 연평균 12.3%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2016 ‑ 2018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전체 인증

면적 중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연평균 약 11.3% 증가하였고, 인증 농가 수도 9.7% 증가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Ju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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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의 실천에 있어 유기종자의 사용은 기본이며, 유기종자에 대해 “유기종자․묘는 최소한 1세대 또는 다년생인 경우 

두 번의 성장기 동안 규정에 따라 재배한 식물에서 유래된 종자”라고 우리나라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시행규칙 별표 1에 명시하고 있다(MAFRA, 2017). 또한 농촌진흥청에서는 상추, 당근, 고추 등 7개 작물에 대

한 유기종자생산 매뉴얼을 발간하여 보급한 바 있다(RDA, 2011). 그러나 대부분의 유기재배 농가에서는 유기종자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화학농약이 분의(seed dressing) 된 상업용 종자를 사용해 오고 있다.

종자는 재배기간 중에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감염 또는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식물병원균에 감염 또는 오염된 종자

의 비율이 낮아도 포장에서 빠른 전염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농작물 생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Yoo et al., 1994; Gitaitis 

and Walcott, 2007).

1973년과 2006년 사이에 여러 국가에서 채소나 새싹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생 관련 병이 발생한 사례가 최소 

40건 이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Waje and Kwon, 2007). 이러한 발병의 원인은 대부분은 살모넬라 또는 대장균 O157:H7

로 오염된 알팔파, 무, 녹두 및 브로콜리 새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Scouten and Beuchat 2002; Kim et al., 2016). 

또한 병원성 박테리아가 있는 씨앗은 콩나물의 오염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NACMCF, 1999). 

유기농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종자소독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온탕침지법, 냉수온탕침지법, 건열처리 등이 있는데, 온

탕침지법과 냉수온탕침지법은 주로 식량작물 종자에 이용되었고 건열처리는 주로 채소작물 종자에 이용되었다(Choi et al., 

2001).

온탕침지법은 가장 오래된 물리적인 종자소독 방법으로 19세기말부터 귀리 겉깜부기병(Ustilago avenae)와 보리, 밀의 비

린깜부기병(Ustilago nuda)을 방제하기 위하여 개발되었으며, 미국에서는 1920년대에 배추뿌리썩음병(Phoma lingam) 방

제기술로도 개발되었다(Gabrielson, 1983; Jensen, 1988). 최근에 식량작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채소종자의 종자전염성 병원

균 방제 및 생육 촉진을 위한 온탕침지법 적용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Nega et al., 2003; Fukushima et al., 2015; 

Michalczyk et al., 2019). 국내에서는 오래 전부터 온탕침지법은 벼 키다리병(Gibberella fujikuroi) 방제, 맥류 깜부기병(U. 

nuda) 방제를 위해 널리 활용되어 왔다(Park et al., 2003; Park et al., 2008; Roh et al., 2011). 그러나 국내에서 온탕침지법을 

이용한 채소 종자 소독에 적용한 연구 사례는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07; Kim et al., 2018).

초음파 처리기술은 의학, 생물학(Timonin, 1966; Rapuntean et al., 2005; Wang et al., 2012), 식품 기술 특성 (Soria and 

Villamiel, 2010)의 향상뿐만 아니라 소독(Miano, 2015), 균질화, 추출(Balachandran et al., 2006), 점도 변경, 결정화, 건조

(Patero and Augusto, 2015) 및 소포와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 널리 적용되었다.

자연 저장 조건에서 각각 약 9.5년과 11.5년 저장한 톨페스큐와 러시아 야생 호밀 씨앗의 발아율 및 유묘 생육을 증진하기 위

한 초음파 최적 처리조건은 367W의 출력, 36.7의 초음파 처리 시간, 35°C의 초음파 처리 온도 및 종자 침지 4.1시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Liu et al., 2016). 

초음파 처리는 종자의 발아율을 개선(Yaldagard et al., 2008; Goussous et al., 2010)할 뿐만 아니라 새싹에서 총 호기성 세

균수를 2.21 log10 CFU·g-1으로 줄이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초음파 처리는 또한 씨앗 10g당 콩나물 생산량을 301.83g으로 증

가시켰다. 따라서, 완두콩 새싹 생산을 위한 미생물 제어 처리로서 초음파 처리가 사용될 수 있다(Chiu and Sung, 2013). 알팔

파 종자에 대한 살모넬라 및 대장균 O157:H7 살균 또는 제거에서 화학, 열 및 초음파 복합 처리가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Scouten and Beuchat, 2002).

베이킹 소다(sodium bicabonate)는 식품의 pH, 맛 및 질감을 제어하고 광범위한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Miyasaki et al., 1986; Corral et al., 1988). 그래서 베이킹 소다는 치약, 화장품 등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며, 항균작

용은 제한적이지만 여러 곰팡이의 생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Gamagae et al., 2003; UNEP, 2020). 그러나 베이킹 

소다의 항균작용 메커니즘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되었다(Hang and Woodams, 2003; Arslan et al., 2009). 

베이킹 소다를 농산물에 처리한 연구 사례는 파파야(Gamagae et al., 2003), 체리(Karabulut et al., 2001), 감귤(Palou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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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등이 있다. 베이킹 소다는 농산물의 곰팡이 성장을 억제하는 다른 약제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항진균 

스펙트럼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Yao et al., 2004; Palou et al., 2009; Letscher-Bru et al., 2013). 핵과류 열매를 저장

하는 동안, 잿빛곰팡이병(Monilinia spp)을 제어하기 위해 온수, 길항균 및 베이킹 소다의 단독 또는 조합처리로 잿빛곰팡이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Casals et al., 2010).

본 연구는 채소 유기종자를 대상으로 유기농업에서 활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인 베이킹 소다와 초음파의 단독 또는 혼용처

리에 따른 유기종자의 소독효과를 구명하여 유기종자 생산 및 유기농업 실천농가에 보급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과채류(참외, 수박) 유기종자는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유기농업연구소, 근채류(무, 비트, 순무)와 엽채류

(배추, 양배추) 유기종자는 세종대학교 유기재배 포장에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후 채종하여 소독하지 않고 보관 중인 것을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종자소독용 2% 베이킹 소다 희석액을 제조하기 위해 필요한 순도 100% 베이킹 소다(NaHCO3, Sigma-Alderich, USA)를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베이킹 소다 용액은 베이킹 소다 분을 계량한 후 멸균 증류수에 녹인 후, 멸균된 0.25µm 셀

룰로스 멤브레인 필터(cellulose membrane filter)에 걸러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또한, 유기종자 소독효과 검정을 위해 사용된 초음파세척기(Power Sonic 410, Hashin Instr. Co. Ltd., Seoul, Korea)는 실

험용 초자세척기기로써 온도 조절(25 ‑ 65°C)이 가능하며 40kHz의 초음파를 출력하였다. 

유기농 채소종자의 곰팡이와 세균 감염 정도 조사

무소독 채소 유기종자에 감염된 미생물의 종류와 감염 정도를 파악하고자 유기농업연구소와 세종대학교로부터 분양 받은 

채소 유기종자에서 임의적으로 50립씩 3반복으로 추출한 다음, 무균상자에서 직경 14cm의 물한천배지(water agar)에 종자별

로 25립씩 3반복으로 균일하게 치상하여 근채류와 엽채류 채소 종자는 25°C, 과채류 종자는 30°C 항온기에 7일간 배양하였

다. 작물별로 종자의 표면에 발생하는 곰팡이와 세균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광학현미경으로 검경하였으며, 곰팡이와 세균의 종

류별로 감염된 종자의 수를 조사하였다.

초음파 및 베이킹 소다 처리

초음파와 2% 베이킹 소다 처리에 의한 채소류 유기종자 소독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Lee et al.(2007)의 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2% 베이킹 소다 단독으로 채소류 유기종자를 소독처리할 경우는 150mL 2% 베이킹 소다를 멸균된 250mL 유리 

비이커에 붓고, 작물별로 종자를 25립씩 멸균 티백에 넣어 3반복으로 10분간 처리하였다. 초음파와 2% 베이킹 소다를 병행 

처리할 경우, 작물별로 종자를 25립씩 멸균 티백에 넣어 2% 베이킹 소다 용액인 250mL 유리 비이커에 넣고, 멸균수로 채운 

초음파 세척기에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한 다음, 처리시간을 30초, 1분, 2분, 3분, 4분 및 5분 간격으로 하여 3반복으로 처리하

였다. 이 때, 초음파 세척기의 온도는 상온인 25°C로 설정하였다. 초음파와 2% 베이킹 소다 단독 또는 혼합처리 후, 처리한 종

자를 건져내어 무균상자 안에서 멸균된 직경 11cm filter paper(Whatman No. 3) 위에 펼쳐놓고 풍건하여 종자 표면의 물기를 

제거한 다음, 채소 유기종자의 소독효과와 발아율 검정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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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및 베이킹 소다 처리에 따른 종자 소독효과 및 발아율 조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초음파와 2% 베이킹 소다 단독 또는 혼합 처리에 의한 채소 유기종자의 소독 효과와 발아율 검정하고자, 

처리별로 25립씩 3반복으로 무균상자에서 직경 14cm의 물한천배지(water agar)에 균일하게 치상하여 근채류와 엽채류 종자

는 25°C, 과채류 종자는 30°C 항온기에 7일간 배양하였다. 처리별 종자의 소독 효과는 표면에 발생하는 곰팡이와 세균을 육안

으로 관찰하고 광학현미경으로 검경하였으며, 감염된 종자의 수를 조사하였다.

초음파와 2% 베이킹 소다 단독 또는 혼합 처리에 의한 채소 유기종자의 발아율 검정은 국립농업과학원 유기농업과 유리온

실에서 수행하였다. 육묘용 상토는 ‘원예용 바로커’를 사용하였으며 원예용 원형포트(Ф20.5 × 16.0cm)에 25립씩 3반복으로 

파종한 후 21일까지 항온항습(28°C, RH 85 ‑ 90%)을 자동으로 조절하면서 처리별로 종자의 발아율을 조사하였다.

통계처리

초음파와 2% 베이킹 소다 단독 또는 혼합처리에 따른 채소 유기종자의 곰팡이와 세균의 살균효과와 온실에서 발아율의 조

사는 각 처리마다 3반복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한 자료는 엑셀(Microsoft, 2016)로 정리한 후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

(SAA 9.1, SAS Institute, USA)을 이용하여 던컨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종자감염균 조사

근채류, 엽채류 및 과채류 유기종자의 곰팡이 오염도를 조사하였더니, 우점된 곰팡이는 Alternaria sp.(23.1 ‑ 85.5%) > 

Aspergillus sp.(14.5 ‑ 80.5%) > Penicillium sp.(35.5 ‑ 75.4%) 순으로 나타났으며 양배추 종자에서는 3종(Penicillium sp., 

Aspergillus sp., Alternaria sp.)의 곰팡이가 모두 검출되었다(Table 1).

또한 근채류, 엽채류 및 과채류 유기종자의 세균 오염도를 조사하였더니, Pseudomonas sp.(19.2 ‑ 69.8%) 단일종이 검출되

었으며 엽채류의 종류에 따라 세균의 오염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배추가 평균 19.2%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수박이 평균 

69.8%로 가장 높게 검출되었다(Table 1).

Table 1. The contamination percentage of seed borne fungus and bacterium in organic watermelon seed

Crop
Fungi Bacteria

Species Percentage of contamination (%) Species Percentage of contamination (%)

Lettuce
Alternaria sp.

Aspergillus sp.

85.5 ± 5.8

14.5 ± 3.1
Pseudomonas sp. 27.5 ± 1.1

Chinese cabbage
Alternaria sp.

Penicillium sp.

64.5 ± 4.2

35.5 ± 6.1
Pseudomonas sp. 19.2 ± 1.8

Cabbage

Penicillium sp.

Aspergillus sp.

Alternaria sp.

52.3 ± 3.4

24.6 ± 3.2

23.1 ± 1.6

Pseudomonas sp. 24.1 ± 3.9

Radish Alternaria sp. 56.4 ± 2.4 Pseudomonas sp. 46.7 ± 4.1

Oriental melon
Penicillium sp.

Alternaria sp.

65.4 ± 10.2

34.6 ± 5.6
Pseudomonas sp. 20 ± 5.0

Watermelon Alternaria sp. 80.5 ± 4.0 Pseudomonas sp. 69.8 ± 8.2

means ± standard error (n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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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무, 양배추, 토마토, 당근, 가지, 고추 등의 채소 종자에서 전염되는 식물성 병원균을 검출한 결과, 

Alternaria sp., Aspergillus sp., Penicillium sp. 등 11종의 진균이 감염되어 있으며 작물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Alternaria sp.

가 우점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Yoo et al., 1994). 

본 연구 결과에서도 유기재배로 생산한 채소 유기종자로부터 분리한 진균은 Alternaria sp., Aspergillus sp. 및 Penicillium 

sp., 등 3종의 곰팡이가 모두 검출되었으며 Alternaria sp.가 우점종인 것으로 나타나, Yoo et al.(1994)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

를 보여 종자소독에 관한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음파 및 2% 베이킹 소다 처리에 따른 근채류 유기종자의 소독효과 및 발아율

초음파와 베이킹 소다 단독 또는 병행 처리에 따른 무, 순무, 비트 유기종자의 곰팡이와 세균의 소독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더니, 2% 베이킹 소다 단독처리보다 2% 베이킹 소다와 초음파 병행 처리한 것이 무, 순무, 비트 유기종자의 발아율 및 

곰팡이와 세균의 살균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무 유기종자의 무처리에서는 곰팡이와 세균이 각각 25%, 

20%로 전체적인 감염 정도가 높았으나 2% 베이킹 소다를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무처리에 비해 곰팡이와 세균이 각각 15%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무 유기종자를 2% 베이킹 소다와 초음파를 1분간 병행 처리하였을 때 다른 처리에 비해 발

아율 및 곰팡이와 세균의 소독효과가 각각 100%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났다(Table 2). 

무처리 순무 유기종자의 경우, 곰팡이와 세균이 각각 15%, 35%로, 곰팡이에 비해 세균의 감염 정도가 높았다. 순무 유기종

자에 2% 베이킹 소다를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무처리에 비해 곰팡이와 세균이 각각 10%, 20% 감소하였다. 또한 순무 유기종

자에 2% 베이킹 소다와 초음파를 1분간 병행 처리할 경우 때, 2% 베이킹 소다를 단독으로 처리할 때보다 순무 종자의 발아율

은 90%, 곰팡이와 세균의 소독 효과는 각각 100%로 가장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Table 2).

무처리 비트 유기종자의 경우, 곰팡이와 세균이 각각 30%, 20%로 곰팡이뿐만 아니라 세균의 오염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2% 베이킹 소다를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무처리에 비해 곰팡이와 세균이 각각 18%,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무 

유기종자에 2% 베이킹 소다와 초음파를 2분간 병행 처리할 때, 2% 베이킹 소다 단독 처리에 비해 발아율 및 곰팡이와 세균의 

소독 효과가 각각 100%로 가장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났다(Table 2).

초음파 처리는 물리적으로 미생물의 세포조직을 단락 및 파괴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0). 또

한 베이킹 소다는 광범위한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지만(Miyasaki et al., 1986; Corral et al.,1988), 항균작용 메커니즘은 불분

Table 2. Effect of a single- or combined treatment with 2% NaOCl2 and ultrasonication on seed germination and 
disinfection rate of fungi bacteria in organic radish, turnip, and beet seeds under difference treatment time

Treatment
Radish Turnip Beet

Germination Fungi Bacteria Germination Fungi Bacteria Germination Fungi Bacteria

Single with 2% 

NaOCl2
10 min. 80 d 10 b 5 b 75 c 5 b 15 b 75 e 12 b 9 b

Combined with 

2% NaOCl2 and 

ultrasonication

30 sec 95 b 0 c 4 b 80 b 0 c 2 c 95 b 7 c 4 c

1 min. 100 a 0 c 0 c 90 a 0 c 0 d 75 e 0 d 0 d

2 min. 95 b 0 c 0 c 80 b 0 c 1 c 100 a 0 d 0 d

3 min. 90 c 0 c 0 c 75 c 0 c 0 d 75 e 0 d 0 d

4 min. 90 c 0 c 0 c 65 d 0 c 0 d 85 d 0 d 0 d

5 min. 85 d 0 c 0 c 60 e 0 c 0 d 85 d 0 d 0 d

Control - 90 c 25 a 20 a 60 e 15 a 35 a 90 c 30 a 20 a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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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Hang and Woodams, 2003; Arsla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2% 베이킹 소다의 단독 처리만으로는 무, 순무, 비트 등 근채류 유기종자의 살균 효과가 낮았지만, 초음파와 

병행 처리할 경우 종자의 발아율과 소독 효과가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2% 베이킹 소다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

다 초음파와 병행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음파 및 2% 베이킹 소다 처리에 따른 엽채류 유기종자의 소독효과 및 발아율

초음파와 2% 베이킹 소다 단독 또는 혼합처리에 따른 배추와 양배추 유기종자의 발아율 및 곰팡이와 세균의 소독효과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더니, 2% 베이킹 소다 단독처리보다 2% 베이킹 소다와 초음파의 병행 처리가 엽채류 유기종자의 발아

율이 높이고 곰팡이와 세균의 살균 효과를 향상시켰다(Table 3). 

무처리 배추 유기종자의 경우, 곰팡이와 세균이 각각 20%, 30%로 높은 감염 정도를 보였다. 2% 베이킹 소다를 단독으로 처

리할 경우 무처리에 비해 곰팡이와 세균이 각각 15%, 10% 감소한 것으로 보였다. 배추 유기종자에 2% 베이킹 소다와 초음파

를 1분간 병행 처리하였을 때, 2% 베이킹 소다 단독처리에 비해 발아율 및 곰팡이와 세균의 소독효과는 각각 100%로 가장 유

의한 결과를 나타났다(Table 3). 

무처리 양배추 유기종자의 경우, 곰팡이와 세균이 각각 15%, 30%로 곰팡이에 비해 세균의 감염 정도가 높았다. 2% 베이킹 

소다를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무처리에 비해 곰팡이는 15% 감소하였으며 세균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양배추 유기

종자에 2% 베이킹 소다와 초음파를 1분간 병행 처리하였을 때, 2% 베이킹 소다 단독 처리에 비해 발아율은 95%, 곰팡이와 세

균의 소독 효과는 각각 100%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났다(Table 3).

베이킹 소다는 농산물의 곰팡이 성장을 억제하는 다른 약제의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항진균 스펙트럼은 제

한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Yao et al., 2004; Palou et al., 2009).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는 기작으로는 대부분의 박테리아

는 세포막을 파열시키는 높은 내부 삼투압을 가지고 있지만, 이 막은 단단한 펩티도글리칸(peptidoglican)으로 둘러싸여 있다. 

그람 음성 박테리아의 외막은 펩티도글리칸 외부에 있지만, 지질다당류(LPS)는 인접한 LPS 분자 또는 단백질에 염다리 및 중

성 반발력을 형성하는 2가 양이온에 의해 안정화되어 있다(Marvin et al. 1989). 따라서, 베이킹 소다로부터 유래한 탄삼염

(HCO3

-)이 2가 양이온과 잘 결합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종자를 살균하기 위하여 베이킹 소다 용액을 처리할 경우, 세균의 세

포벽에 존재하는 양이온들과 브릿지를 형성하여 세포벽이 불안정화되고 LPS는 구조적 완전성을 상실하고 세포질 단백질이 

세포로부터 방출되어 세균이 죽게 될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Table 3. Effect of a single- or combined treatment with 2% NaOCl2 and ultrasonication on seed germination and 
disinfection rate of fungi bacteria in organic Chinese cabbage and cabbage seeds under difference treatment time

Treatment
Chinese cabbage Cabbage

Germination Fungi Bacteria Germination Fungi Bacteria

Single with 2% NaOCl2 10 min. 95 b 5 b 20 b 90 b 15 c 0 c

Combined with 2% NaOCl2 

and ultrasonication

30 sec 100 a 5 b 10 c 75 e 20 b 15 b

1 min. 100 a 0 c 0 d 95 a 0 d 0 c

2 min. 95 b 0 c 0 d 85 c 0 d 0 c

3 min. 95 b 0 c 0 d 85 c 0 d 0 c

4 min. 90 c 0 c 0 d 85 c 0 d 0 c

5 min. 90 c 0 c 0 d 80 d 0 d 0 c

Control - 90 c 20 a 30 a 90 b 30 a 25 a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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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킹 소다는 의료용 소독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살균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중, Streptococcus mutans와 Candida 

albicans 세균에 대한 항균력은 시료의 표면으로부터 칸디다균의 고착을 유의하게 감소시킨다는 실현 가능한 가설도 보고된 

바 있다(Shihacek and Taake, 2005; Cevantes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2% 베이킹 소다 처리만으로는 배추와 양배추 유기종자의 발아율이 90% 이상 이었지만 곰팡이와 세균을 완

전히 소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2% 베이킹 소다와 초음파를 혼합처리를 할 경우 발아율과 소독 효과가 동시에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나 배추와 양배추 유기종자도 살균에는 2% 베이킹 소다와 초음파와 혼합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초음파 및 베이킹 소다 처리에 따른 박과류 유기종자의 소독효과 및 발아율

초음파와 베이킹 소다 단독 또는 혼합처리에 따른 참외와 수박 유기종자의 발아율 및 곰팡이와 세균의 소독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2% 베이킹 소다 단독처리보다 2% 베이킹 소다와 초음파를 병행처리가 엽채류 유기종자의 발아율 및 곰

팡이와 세균의 살균 효과를 유의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Fig. 1). 

무처리 참외 유기종자의 경우, 곰팡이와 세균이 각각 15%, 30%로 세균에 비해 곰팡이의 감염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2% 베

이킹 소다를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 무처리에 비해 곰팡이와 세균이 각각 10%, 15%씩 감소하였다. 참외 유기종자에 2% 베이

킹 소다와 초음파를 2분간 병행 처리하였을 때, 2% 베이킹 소다 단독 처리에 비해 발아율 및 곰팡이와 세균의 소독효과는 각각 

100%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났다(Table 4). 

Table 4. Effect of a single- or combined treatment with 2% NaOCl2 and ultrasonication on seed germination and 
disinfection rate of fungi bacteria in organic oriental melon and watermelon seeds under difference treatment time

Treatment
Oriental melon Watermelon

Germination Fungi Bacteria Germination Fungi Bacteria

Single with 2% NaOCl2 10 min. 90 c 5 b 15 b 75 e 5 b 40 b

Combined with 2% NaOCl2 

and ultrasonication

30 sec 90 c 5 b 10 c 75 e 5 b 35 c

1 min. 100 a 0 c 5 d 90 b 0 c 15 d

2 min. 100 a 0 c 0 e 100 a 0 c 0 e

3 min. 95 b 0 c 0 e 90 b 0 c 0 e

4 min. 95 b 0 c 0 e 85 c 0 c 0 e

5 min. 85 d 0 c 0 e 80 d 0 c 0 e

Control - 90 c 15 a 30 a 85 c 10 a 45 a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 B C D

Fig. 1. Comparison among disinfested oriental melon (A) and watermelon (C) seedlings and oriental melon (B) and 
watermelon (D) seedlings contaminated with Aspergillus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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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처리 수박 유기종자의 경우, 곰팡이와 세균이 각각 10%, 45%로 세균의 발생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2% 베이킹 소다를 단

독으로 처리할 경우 무처리에 비해 곰팡이와 세균이 각각 5%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박 유기종자에 2% 베이킹 소다

와 초음파를 혼합 처리할 경우 2% 베이킹 소다를 초음파에 2분간 처리하는 것이 다른 처리에 비해 발아율은 100%, 곰팡이와 

세균의 소독 효과는 각각 100%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났다(Table 4).

Casals et al.(2010)은 온수, 길항균 및 베이킹 소다의 조합으로 처리할 경우 과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잿빛곰팡이

병의 제어가 가능한 것으로 단독처리에 비해 병행처리의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참외와 수박 유기종자에 

대한 베이킹 소다와 초음파를 이용한 소독기술의 개발 사례가 없으나, Miller et al.(2005)은 스쿼시, 호박 수박 등의 박과류를 

온탕침지에 처리할 경우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온탕침지 종자소독이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박과류 

종자의 발아 및 입묘율에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인에 대해 보고된 바 있다. 종자소독 조건(Kim and Lee, 2001), 발아과정의 

온도와 빛(Kang et al., 2003), 온탕침지 온도와 시간(Lee et al., 2007), 질산칼슘[Ca(NO3)2] 노출에 따른 발아율(Fan et al., 

2017) 등이 박과류 종자의 소독과 발아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베이킹 소다의 농도와 처리 

시간 등이 참외와 수박 종자의 소독처리에 따른 소독 효과와 발아율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생각한다. 

단일 유형의 처리에 의한 종자 소독은 미생물 개체군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으나,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또는 

동시에 적용함으로써 상승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10; Bang et al., 2011; Ding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2% 베이킹 소다 처리만으로는 참외와 수박 유기종자의 발아율이 75% 이상 이지만 세균의 소독 효과가 떨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 베이킹 소다와 초음파를 혼합 처리할 경우 발아율과 소독 효과가 동시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미루어볼 때 2% 베이킹 소다 단독처리 보다는 2% 베이킹 소다와 초음파의 혼합처리가 근채류, 엽채류 및 박

과류 종자의 발아율과 감염된 곰팡이나 세균의 살균효과를 유의적으로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초 록

본 연구에서는 2% 베이킹 소다와 초음파의 단독 및 혼합 처리가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유기종자의 곰팡이와 세균의 소독 

효과와 발아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고자 하였다.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유기종자에 우점하는 곰팡이와 세균에는 

Altanaria sp.와 Pseudomonas sp.이 있었다. 2% 베이킹 소다 단독처리만으로는 근채류, 엽채류, 과채류 유기종자의 살균 효과

가 낮았지만, 초음파와 혼합처리를 할 경우 발아율과 소독 효과가 상승하였다. 무, 순무, 배추 및 양배추 유기종자에서는 2% 베

이킹 소다에서 초음파를 각각 1분간 처리하는 것이 살균 효과와 발아율에 가장 좋았다. 비트, 참외 및 수박 유기종자는 2% 베이

킹 소다에서 초음파를 각각 2분간 처리하는 것이 살균 효과와 발아율에 가장 좋았다. 향후, 초음파와 베이킹 소다를 이용한 친환

경 종자소독기술은 다른 기술보다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이기 때문 다른 작물에 대한 확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추가 주요어 : 가성소다, 유기종자, 초음파, 소독, 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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