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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the optimal disinfection method and temperature for germinating
‘Namdo’ garlic bulbils in order to use the garlic shoots as a new leafy vegetable. Two different
disinfection methods utilizing either NaOCl or ultralviolet (UV) treatments were evaluated by
measuring the germination rate of bulbils and the frequency of infection events. The NaOCl method
involved treatments with NaOCl concentrations ranging from 0% to 4% for different periods from
15 up to 60 minutes, whereas under UV treatments only the irradiation time was varied. Germination
rates of bulbils were assessed after soaking in 2.0% NaOCl and incubation at three different
temperatures: 20, 25, or 30°C. Varying the bulbil soaking period did not result in different germination
rates, however, it did reduce the infection frequency, with more extended soaking periods resulting
in fewer infection events. Comparative analysis of all different parameter combinations revealed
that the highest germination rate was observed when bulbils were incubated in 2.0% NaOCl for 45
min or in 3% of NaOCl for 30 min. Irradiation with UV light for 4 hours resulted in the highest
germination rate among the irradiation durations, albeit the germination rate was reduced compared
to the NaOCl-mediated disinfection method. Temperatur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germination
rate, while more infection events observed at higher temperatures, with 20°C being the optimal
temperature. We suggest incubation of ‘Namdo’ garlic bulbils in either 2.0 or 3.0% NaOCl solution
with more than 30-min soaking time followed by incubation at 20°C to achieve the highest
germination rate with low occurrence of infection events.
Additional key words: germination rate, infection rate, Namdo garlic, sodium hypochlorite, UV
l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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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백합과 파속에 속하는 마늘(Allium sativum L.)은 특유의 향미성분으로 인해 조미 및 약용채소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대한민
국은 1인 마늘 소비량 최대의 국가로, 2015년 생산량은 266,272톤이며 20,638ha의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다(KOSIS, 2015). 그
러나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마늘은 최근 중국에서 저가로 수입되는 마늘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며, 2-3년 주기로 발생
하는 생산 및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농가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생식용 이외의 용도로의 활용에 대한 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다(Kim et al., 1990; Choi et al., 2005; Lee et al., 2007). 마늘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가공 및 첨가물로의 활
용가치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최근 들어 풋마늘이나 황화마늘잎 등의 엽채류로의 이용 방법에 대해 연구되고 있다. 풋마늘이
란 5월 초순 구근의 성장을 위해 제거하는 잎줄기이며(Kim and Chung, 1997), 황화마늘잎은 마늘의 인편을 어두운 곳에서 재
배하면 잎이 출현하게 되는데, 이 잎을 엽채소류로 이용하는 것이다. 풋마늘과 황화마늘잎 모두 마늘에 비해 식이섬유소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나 기능성 채소로의 가치를 갖고 있다(Kim and Chung, 1997; Choi et al., 2005; Lee et al., 2005).
마늘은 주로 무성번식에 의해 재배되어 왔으며 생산 농가에서는 인편을 종구로 이용하여 재배하고 있는데, 바이러스 감염으
로 인해 수량이 감소되고 있다(Hwang et al., 2004).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해 조직배양 및 주아 재배 기술을 통한 종구 생산
체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Hwang et al., 2004). 주아를 이용한 방식으로는 0.5g 이하의 소립 주아를 파종하여 통마늘
을 생산, 이를 종구로 사용하는 방법과 0.5g 이상의 대립 주아를 파종하여 이후 년도에 인편이 분화된 종구용 마늘을 생산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Nam et al., 2005). 그러나 소립 주아 재배 시의 생산 및 선별에 요구되는 노동력과 작업의 번거
로움 등으로 인해 대립 주아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Choi et al., 2009). 이러한 이유 때문에 소립 주아는 다시 그 해 재파종되거나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파종되거나 버려지는 소립 주아를 잎마늘로 생산할 수 있다면,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라 생
각된다.
마늘은 수확 후 보편적으로 상온 혹은 저온에 저장되고 있고, 저장 중 발아 되거나 부패하는 등의 변질로 인해 질적, 양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Kim and Kim, 1990). 종자로 이용되는 마늘은 저장 중 저장 온도, 재배환경, 수확시기 등의 영향을 받는
데, 생리적 요인 외에도 병해충, 특히 푸른곰팡이균에 의한 부패로 인해 심각한 경우 50% 이상의 마늘이 폐기되기도 한다(Kim
et al., 2003; Kim et al., 2010). 우리나라의 경우 수확 후 농산물에 대한 농약의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부패를 막기 위한 경종적

방법에 중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Harvey, 1978; Kim et al., 2010). 종구로 이용되는 마늘의 경우 우수한 방제 효과가 있
는 베노밀, 티람 용액 같은 농약을 사용하여 소독 하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2003). 그러나 농약을 사용
해 종구를 소독하여 잎채소로 이용할 경우 농약 잔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친환경적인 소독방법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마늘의 주아를 이용한 잎채소의 생산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주아의 부패 및 오염을 방지하고 발아율을 높이기 위
한 친환경적인 소독 방법과 발아온도를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소립 주아의 친환경적 소독
본 실험에는 제주 신도 영농 협동 조합에서 2014년 6월에 수확되어 건조 후 2개월 이상 5°C 이하의 저장고에서 저온 처리된
‘남도’ 마늘(Allium sativum L.)의 소립 주아(0.3 ± 0.1g)를 이용하였다. 모든 주아는 수돗물에 24시간 침지 후 사용하였다.

적합한 친환경적 소독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차아염소산나트륨(NaOCl)과 UV 램프 처리를 하였다. 먼저 NaOCl의 소독 효
과를 알아보기 위해 1차 실험은 1.0, 2.0와 4.0%의 용액에 15, 30과 60분 침지하였고, 2차 실험은 1.0, 1.5, 2.0, 3.0과 4.0%의 용
액에 각 15, 30, 45과 60분 침지처리하였다. 모든 처리 후 흐르는 물에 세척하였고 처리된 주아를 filter paper(No.2 90mm,
Adventec, Japan)를 놓은 petri dish(90 × 15mm)에 4반복으로 25립씩 치상하여, 10mL의 증류수를 관수하였다. 1차 실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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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21일에서 12월 3일까지, 2차 실험은 2015년 2월 24일에서 3월 7일까지 수행되었다.
UV 램프의 소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50cm의 거리에서 1, 2과 4시간 UV 램프(SanKyo G40T10, SANKYO DENKI,
Japan)를 조사처리한 후 증류수로 세척, 위와 동일하게 치상하였다. 본 실험은 2014년 12월 4일에서 17일까지 수행하였다. 모

든 실험에서 수돗물 침지 후 아무런 처리도 거치지 않고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동일하게 치상한 처리구를 대조구로 하였다.
소독 처리한 주아는 온도 20°C, 습도 60%로 설정한 생육상(Multi-Room Chamber HB-302S-4H, HANBAEK. Co., Korea)
에 넣어, 시간 경과에 따른 발아 및 오염 주아 수를 24시간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이후 조사된 발아수 및 오염 발생 주아의 수를
백분율(%)로 나타내어 통계 처리하였다.

소립 주아의 발아온도
주아의 발아에 가장 적합한 온도를 구명하기 위해 이전 실험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NaOCl 2.0%액에 45분 침지한
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치상하여 실험하였다. 발아조사는 위와 동일한 생육상에서 수행되었으며, 설정 온도는 20, 25와
30°C로, 설정 상대습도는 60%로 각각 설정하였다. 조사는 24시간 간격으로 발아 및 오염이 발생된 주아의 수를 조사하였고,
2015년 3월 11일에서 11일간 수행되었다.

통계처리
모든 처리구는 완전 임의 배치하였으며, 반복수는 4반복 처리하였다. 통계처리는 SAS 9.4(SAS Institute Inc., USA)를 이용
하여 95% 수준에서 Duncan다중검정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소독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1차 실험에서 NaOCl 4%로 처리한 경우 오염 발생률은 다른 처리 농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6%로 나타났으나 발아율은 68.3%로 NaOCl 1.0과 2.0% 처리구의 73-77%보다 유의하게 감소되었다(Fig. 1A). 침지 시
간의 경우 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발아율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고, 오염 발생의 경우 15분 침지처리에서보다 60분 침지처리
시 절반 이상 감소되었다(Fig. 1B). 결과적으로 발아율의 감소가 적은 NaOCl 1.0과 2.0%에서 30-60분 침지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NaOCl 1.0과 2.0%에서 4.0% 농도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오염 발생률을 나타냈기 때문에 발아율의

A

B

Fig. 1. Effects of NaOCl concentration (A) and soaking time (B) on germination rate and infection rate of garlic bulbils. Data
are means ± SE of four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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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와 오염 발생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정 농도에 대한 추가 실험이 요구되었다.
2차 실험의 결과에서 발아 시(첫 발아 시작일)의 경우 처리 농도나 침지 시간 처리 간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그러나, 발아율과 50% 발아일(T50), 첫 감염일 및 감염률은 처리 농도와 침지 시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발아율의 경우 무처리구가 13%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NaOCl 처리구는 발아율 53-86%로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무처리보다는 NaOCl 처리하는 것이 발아율에 좋을 것으로 나타났다. 발아율은 NaOCl 2.0% 용액에 30분 침지처리에서 86%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침지 시간에 따른 발아율의 차이는 30분 침지처리가 7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발아기(발아율 50%의
일자, T50)의 경우 최종적으로 발아율이 50%를 넘지 못했던 무처리구가 가장 늦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오염 발생일자의 경우 대조구에서 가장 빨랐으며, 침지 농도에 비례하여 점차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오염 발생
률은 NaOCl처리 농도가 높을수록 침지시간이 늦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조구에서 가장 오염률이 높았다. 통계
Table 1. Effects of NaOCl concentration and soaking time on days to first germination, germination rate, T50, days to first
infection and infection rate of garlic bulbils
NaOCl
concentration (%)

Soaking time
(min)

Days to first
germination

Germination rate
(%)

T50z

Days to first
infection

Infection rate
(%)

1.3

13

13.0

1.8

83

15

1.0

53

8.5

3.8

41

30

1.8

57

8.5

3.8

33

45

1.0

58

7.3

4.5

38

60

1.3

78

4.3

4.5

21

15

1.5

72

4.0

5.0

24

30

1.0

69

4.8

5.8

33

45

1.0

75

4.8

5.3

21

60

1.8

62

8.0

5.8

18

15

1.0

59

7.0

6.0

30

30

1.5

86

4.8

6.3

15

45

1.0

80

6.3

11.0

7

60

1.0

69

6.3

8.0

12

15

1.0

79

4.5

7.3

14

30

1.0

82

4.0

8.3

13

45

1.3

80

5.3

11.8

4

60

2.0

75

6.0

12.8

2

15

1.5

61

7.5

9.8

8

30

1.0

67

8.3

11.2

6

45

1.3

55

8.7

13.0

1

60

1.3

69

5.3

13.0

0

Concentration (A)

NS

***

***

***

***

Soaking time (B)

NS

***

***

***

***

A×B

NS

NS

NS

NS

NS

Control
1.0

1.5

2.0

3.0

4.0

Significance

z

Number of days to 50% germination.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01.

N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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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NaOCl 2.0% 용액에 45분 이상, NaOCl 3.0% 용액에 30분 이상 침지하는 것이 오염 발생률이 낮았다. NaOCl 1.0과
1.5% 용액에서 침지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오염률이 감소했으나 NaOCl 2.0% 농도 이상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그러나 NaOCl 4.0% 처리의 경우 발아율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 NaOCl 2.0과3.0% 처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NaOCl 2.0% 용액에 45분 침지 혹은 NaOCl 3.0% 용액에30분 침지 처리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새싹채소 혹은 신선편이 식품의 소독에 NaOCl을 사용한 연구들의 경우 100ppm 내외의 농도로 수행되어 왔으며
(Lee et al., 2009; Lee et al., 2009), 통고추의 소독을 위해 본 연구와 유사한 농도의 용액인 NaOCl 3% 용액에 침지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4분 이상 침지 시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있었는데(Yang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NaOCl 농도에 따른
발아율의 감소를 최소화해야 했기 때문에, 보다 낮은 농도의 용액에 보다 긴 시간 침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외선 4시간 처리한 경우 발아율이 46%로 다른 처리구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오염 발생률 또한 54%로 다른 처리
구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Fig. 2). 그러나 오염 발생률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유의적인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발
아율 또한 50%를 넘지 못하여 주아의 발아 및 소독에는 UV처리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딸기에서 UV-C 조사
시 주요 병원균의 생장이 억제되었다(Kim et al., 2012)와 과염소산과 UV-C 처리가 미생물 감소에 효과적이었다(Song et al.,
2011)는 연구의 결과들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4시간 조사 시 발아율은 증가되었지만 오염률의 경우 무처리구와

차이가 없었고 1시간과 2시간 처리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조사 시간이 길어질수록 효과적이라는 이전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UV 조사 강도(세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장시간에서의 소독 효율, 그리고 주아의 표면
전체에 고르게 조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독된 ‘남도’ 마늘 주아의 온도 20, 25와 30°C에서 발아율과 오염 발생률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ig. 3). 또한 발아율
의 경우 온도에 따른 발아시와 발아기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오염 발생 시작일은 온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0°C의
경우 약 10일, 25°C의 경우는 7일경, 30°C의 경우는 약 4일경이었다. 결과적으로 20°C에서 가장 높은 발아율과 낮은 오염 발생
률을 나타내어 발아에 가장 적합한 온도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마늘의 인편의 비대는 10°C 이상에서 가능하지만, 적온은
20°C 전후로 알려져 있다(Lee, 2003; Wi et al., 2017), 10°C를 기준으로 하여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출현율이 감소한다는 결과

또한 있어(Moon et al., 2014), 온도 10°C나 15°C에서의 추가적인 실험이 요구된다.
결과적으로 UV 처리보다는 NaOCl 처리가 소독 방법으로 효과적이었으며, 마늘 주아의 소독에는 NaOCl 2.0% 용액에 45분
침지처리 혹은 NaOCl 3.0% 용액에 30분 침지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20°C 온도에서 발아시키는 것이 발아율을 높이
고 오염률을 낮출 수 있다.

Fig. 2. Effect of ultraviolet (UV) treatment time on germination rate and infection rate of garlic bulbils. Data are means ± SE
of four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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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Effect of temperature on germination rate (A) and infection rate (B) of garlic bulbils. Data are means ± SE of four
replicates.

초록
본 연구는 새로운 잎채소로 잎마늘로 사용하기 위해 ‘남도’ 마늘의 소립 주아를 이용해 최적의 소독방법과 온도를 결정하고
자 수행되었다. 주아의 소독방법으로는 NaOCl 처리와 UV 램프 처리를 이용한 두 가지 소독방법으로, 주아의 발아율과 오염률
를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NaOCl 농도 처리는 0에서 4.0% 처리와 UV 조사시간을 달리하여 15분에서 60분 처리하였다. 주아의
발아를 위해 생육상에서의 발아 온도는 2.0% NaOCl 용액에 온도 20, 25와 30°C로 처리하였다. 침지 시간은 발아율에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지만, 오염률을 감소시켜서, 침지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낮은 오염률을 나타냈다. 모든 다른 매개 변수 조합들을
비교 분석하면, 주아를 2.0% NaOCl에서 45분 동안 또는 3% NaOCl에서 30분 동안 항온 처리되었을 때 가장 높은 발아율을 보
였다. 4시간 동안 UV를 조사하면 발아율이 NaOCl에 의한 소독 방법에 비해 감소되었지만, 가장 높은 발아율을 보였다. 온도는
발아율과 음의 상관 관계를 보였으나, 최적 온도는 20°C보다 높은 고온에서는 더 많은 오염률이 관찰되었다. ‘남도’ 마늘 주아
를 2.0과 3.0 % NaOCl 용액에 30분간의 침지 시간 처리한 후 20°C에서 발아시키면 가장 높은 발아율과 낮은 오염률을 얻을 수
있다.
추가 주요어 : 발아율, 오염률, 남도마늘, 차아염소산나트륨, UV 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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