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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토마토는 종자를 직접 파종하지 않고 육묘를 하여 정식을 하

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연결포트를 이용하여 육

묘를 하고 있다(KREI, 2011). 실생묘의 경우 25－45일, 접목

묘는 45－60일 정도의 육묘기간이 필요하디. 기존 육묘연구

에서도 접목묘는 50일, 실생묘는 20－40일까지 육묘기간을 

설정하였다(Lee 등, 2015). 연결포트를 이용한 토마토 묘는 

대부분 1화방 꽃이 피기 전 어린 묘를 정식을 하고 있으며 폐쇄

형 육묘시설에서는 30일간 육묘하고 있다(Um 등, 2009). 최

근 첨단 스마트온실이 증가하면서 유럽의 육묘 방법인 암면 

큐브 육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암면 큐브는 연결 포트보다 부

피가 크고, 뿌리를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장기육묘가 가능하다. 

Kim 등(2013)은 토마토 육묘 시 적절한 공간확보와 배지의 

부피가 초기 수확량을 높이고 초기 수확을 빠르게 한다고 하

였다.

최근 유럽 국가들에서는 2화방 개화묘를 정식하여 수확기

간을 연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온실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

확량을 증가시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장기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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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produce two-flowered seedlings, harvest them early in a greenhouse, and 

extend the harvest perio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ffectively produce the second truss blooming seedlings to 

harvest tomatoes early and extend the harvest period. For production of the second truss blooming seedlings (one 

stem), the nutrient solution EC was supplied at 1.5, 2.0, 2.5 dS·m-1, and dynamic management (3.0 → 3.5 → 4.5 

dS·m-1). The seedling period was 60 days, which was 20-40 days longer than conventional seedlings, and 10 days 

longer than the first truss blooming seedlings (cube seedlings). The plant height was 78 and 77 cm in EC 2.5 dS·m-1 

and dynamic management respectively, which was shorter than EC 1.5 dS·m-1 with 88 cm. As for the EC in the cube 

before formulation, dynamic management had the highest EC 5.5 dS·m-1, and the cube supplied with EC 1.5 dS·m-1 

had the lowest. The production yield by treatment did not a difference among in the second truss blooming seedlings, 

but the first truss blooming seedlings showed lower productivity than second truss blooming seedlings. The second 

truss blooming seedling were harvested 35 days after planting on June 4, the first harvest date, and the first truss 

blooming were harvested in 42 days on June 11th. There was no difference in plant height and root growth due to 

bending at frequency planting. In the study on the production of the second truss blooming seedlings (two stem), the 

nutrient solution EC was supplied under 2.0, 2.5, 3.0 dS·m-1, and dynamic management (3.0 → 3.5 → 4.5 dS·m-1). The 

seedling period was 90 days, which was 40-50 days longer than conventional seedlings and 10 days longer than the 

first truss blooming seedlings (cube seedlings). Plant height was 80 and 81 cm in EC 2.0 dS·m-1 and 2.5 dS·m-1 

respectively, but was the shortest at 73 cm in dynamic management. EC in the medium increased as the seeding period 

increased in all treatments. The dynamic management was the highest with EC 5.1 dS·m-1. There was no difference in 

yield among EC treatments in the second truss blooming seedlings, which had a longer seeding period of about 10 

days, produced 15% more than the first truss blooming seedlings. In order to shorten the plant height of the second 

truss blooming seedlings, it is judged that the most efficient method is in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nutrient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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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를 이용한 재배는 암면 큐브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경재배에

서만 가능하다.

국내 수경재배 면적은 2000년 700ha에서 2017년 3,355ha

로 5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MAFRA, 2011, 2018) 우리나라

의 수경재배 면적은 세계 10위 수준이다(Suzuki, 2018). 국내 

토마토 수경재배 면적은 2018년 수준으로 753ha이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Horticulture, 2019). 암면 큐브를 이용한 장기

육묘는 식물체의 크기가 커 운반하기가 어려우므로 줄기 신장

을 억제하면서 생산성에는 지장이 없는 기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2화방 개화묘 등 

대묘 생산 수요에 대응하여 줄기는 짧으면서도 생산성은 높은 

토마토 묘 생산을 위하여 대묘 정식 후 암면배지경에 적합한 

적정 양액 농도를 구명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방울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Mill.) ‘하이큐’

(농우바이오, 한국) 종자를 240공 암면 파종판(280 × 540 × 

50mm, Grodan, Denmark)에 파종한 후 본엽 3매 전개 시까

지 약 20일간 육묘하였다. 이 묘를 암면 큐브(10 × 10 × 6.5cm, 

Grodan)에 가식하였고 토마토 묘가 생장함에 따라 잎이 서로 

닿지 않게 간격 벌리기 작업을 실시하였다. 저면관수로 양액

을 공급하여 식물체에 닿지 않게 관리하였다 정식 전 토마토 

묘의 크기는 78－88cm로 일반적인 토마토 묘에 비해 초장이 

매우 길었다(Fig. 1). 처리에 따라 7－9주간 육묘한 묘는 본포

(유리온실)의 암면 슬라브(10 × 100 × 6.5cm, Drymaster, 

Denmark)에 정식하였다.

2. 개화묘 착화 부위에 따른 육묘 기간 및 양액 농도 처리

이 연구는 1줄기 2화방(1 stem, 2nd truss) 개화묘 실험과 2

줄기 2화방(2 stems, 2nd truss) 개화묘 육묘 실험 등 2개의 실

험으로 이루어졌다. Fig. 2 왼쪽의 관행묘는 1화방 꽃이 나오

기 전 본포에 정식을 하였으며, 가운데의 1화방 개화묘는 1화

방이 개화되고 2화방이 보이기 시작할 때를 보여준다. 오른쪽

의 2화방 개화묘는 3화방이 출현하고 1화방이 착과된 상태이

다(Fig. 2). 각 실험별 육묘 방법은 다음과 같다.

Fig. 1. The second truss blooming seedlings of tomato (right) and 

cherry tomato (left) before planting at April 29, 2019.

  

Fig. 2. Two stem seedlings before planting: not blooming seedling (left), the 1st truss blooming seedling (middle), and the 2nd truss blooming 

seedling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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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줄기 2화방 개화묘 육묘 실험 

2화방 개화묘는 2019년 2월 20일, 1화방(1st truss) 개화묘

는 2019년 2일 암면 파종판에 파종하였다. 파종 20일 후 암면 

큐브에 가식한 후 2화방 개화묘는 8주간 1화방 개화묘는 7주

간 육묘하였고, 유리온실의 2019년 4월 29일에 암면 슬라브

(Drymaster, Denmark)에 정식하였다. 7월 15일 수확을 종료

하였으며 2화방 개화묘의 수확 화방은 6화방이었다. 양액은 

PGB 토마토 전용양액을 사용하였으며 1줄기 2화방 개화묘 

육묘 시 양액 농도는 EC 1.5, 2.0, 2.5dS·m-1의 3처리와 동적 

관리(EC 3.0 → 3.5 → 4.5dS·m-1)로 실시하였다. 동적 관리

는 가식 10일 후 EC 3.0dS·m-1, 20일 후 EC 3.5dS·m-1, 30일 

후 EC 4.0dS·m-1로 양액을 공급하였다. 배지의 함수율이 

40-50%일 때 저면관수를 실시하였다.

1.2 2줄기 2화방 개화묘 육묘 실험

2화방 개화묘는 2020년 1월 20일에, 1화방 개화묘는 2020

년 1월 30일에 파종하였다. 파종 20일 후 2화방 개화묘는 

2020년 2월 11일에, 1화방 개화묘는 2월 21일에 암면 큐브로 

가식하였으며, 본엽 2매 때에 적심하여 곁순에서 2줄기를 유

인하였다. 2화방 개화묘는 9주간, 1화방 개화묘는 8주간 육묘

한 후 2020년 4월 9일 유리온실의 암면 슬라브에 정식하였다. 

수확은 7월 20일 종료하였으며 2화방 개화묘의 수확 화방수

는 9화방이었다. 양액 농도는 EC 2.0, 2.5, 3.0dS·m-1의 3처리

와 동적 관리(3.0 → 3.5 → 4.5dS·m-1)로 실시하였다. 동적 관

리 방법과 관수 시점은 위의 실험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3. 생육 특성 조사 및 통계분석

토마토 묘의 생육 및 수량 특성 조사를 위해 처리당 3반복으

로 하여 각 반복에서 10개체를 대상으로 초장, 경경, 엽장, 엽

폭, 뿌리 생장, 생산량을 조사하였다. 과실의 경도와 당도는 과

실 10개씩 3반복으로 샘플링하여 각각 fruit hardness tester 

(kg/cm2, CAT, Japan)와 Brix meter(PR-101, Japan)로 측정

하였다. 배지 내 EC 변화는 5개 배지를 각각 3반복으로 하여 

배지 내 양액은 주사기를 사용하여 추출하였고 EC meter 

(COM-100, HM Digital, Seoul, Korea)로 측정하였다. 수집

된 데이터는 SAS 패키지를 이용하여 Duncan의 다중 범위 검

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양액 농도에 따른 개화 화방수는 공급 EC가 낮았던 EC 

1.5dS·m-1 처리에서 2개로 다른 양액 농도처리보다는 적었으

며 다른 양액 농도 처리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근

권 EC가 높아 생식생장이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근

권 EC가 높거나 수분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생식생장이 강해

진다(Li 와 Stanghellini, 2001)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경경 및 

엽장, 엽폭 등 생육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식물길이의 경

우는 공급 양액 농도가 낮은 EC 1.5, 2.0dS·m-1 처리에서 각각 

88, 86cm이었으며, 동적 관리와 EC 2.5dS·m-1 처리는 각각 

78, 77cm이었다. 전체적으로 육묘기간이 짧았던 1화방 개

화묘가 화방수, 경경, 엽장, 엽폭, 식물길이 모두에서 가장 작

았다(Table 1).

공급 양액 EC가 높을수록 또 재배기간이 늘어날수록 배지 내 

EC도 증가하였다. 파프리카 수경재배에서는 배액률을 높일수

록 배액의 양이온 농도는 낮아진다고 하였으나(An 등, 2010)이

번 실험에서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

은 저면관수가 배액과 같이 배지 내 EC를 낮추는 데에는 한계

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면 육묘기에 강한 

생식 생장 유도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019년 4월 29일 정식하여 2화방 개화묘는 6월 4일, 1화방 

개화묘는 6월 11일부터 수확이 시작되었다. 일반적인 토마토

묘를 정식한 것보다 2화방 개화묘는 25일, 1화방 개화묘는 19

Table 1. Growth characteristics of hydroponically grown cherry tomato seedlings at 65 days after sowing according to the nutrient solution 

concentration.

Treatment No. of blooming 

trusses

Stem diameter

(m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Plant height

(cm)Blooming truss number EC (dS·m-1)

1st 2.5 1.0 b y 9 28 20 61 c

2nd 1.5 2.0 ab 11 37 26 88 a

2.0 2.2 a 10 38 25 86 a

2.5 2.3 a 10 38 27 78 b

DM z 2.2 a 11 38 25 77 b

zDynamic management: 3.0 → 3.5 → 4.0 dS·m-1.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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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도 조기 수확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육묘기간을 연장하

여 2화방 개화묘의 경우 1화방을 착과시킨 후 정식한 효과로 

판단된다. Choi 등(2002)은 폿트에서 45일간 육묘한 토마토 

묘가 25일, 35일간 육묘한 플러그묘보다 정식 후 수확이 빨라

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2화방 개화묘의 총수량과 상품 수량

은 공급 EC와 관계없이 각각 1,801－2,057kg·10a-1, 1,521－

1,823kg·10a-1이었으며 1화방 개화묘는 각각 1,132kg·10a-1, 

1,074kg·10a-1로 2화방 개화묘의 생산량이 높았다(Table 3). 

Table 2. Change in electrical conductivity (EC) in media by nutrient concentration treatment.

Treatment Measuring date

Blooming truss number EC (dS·m-1) March 15 April 1 April 15 April 29

1st 2.5 2.8 3.0 3.5 3.7

2nd 1.5 2.2 2.5 2.6 3.0

2.0 2.6 2.9 3.0 3.6

2.5 2.9 3.2 3.7 4.0

DM z 3.4 4.0 4.8 5.5

zDynamic management: 3.0 → 3.5 → 4.0 dS·m-1.

Table 3. Total production and fruit weight by according to seedling methods.

Treatment
Total yield

(kg/10a)z
Commercial yield

(kg/10a)

Commercial weight (g) per fruit/10a

<10g
Blooming truss number

EC

(dS·m-1)
≧20 ≧15 ≧10

1st 2.5 1,132 1,074 b x 269 291 257 315

2nd 1.5 2,057 1,823 a 755 712 356 234

2.0 1,801 1,521 a 775 391 355 279

2.5 2,015 1,797 a 711 709 377 218

DMy 2,000 1,814 a 517 772 525 186

zFirst harvest day : June 4 (the 2nd truss blooming), June 11 (the 1st truss blooming).
yDynamic management 3.0 → 3.5 → 4.0 dS·m-1.
x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5%.

Table 4. Comparison of seedling quality according to temporary planting method of bending at October 4, 2019.

EC (dS·m-1)
Temporary planting 

method

Plant height

(cm)

Stem diameter

(m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No. of leaves

1.5 Erection 35.6 3.48 19.2 12.0 10.0

Bending 90° 34.6 3.46 17.0 10.6 9.4

180° 38.4 3.50 20.0 12.6 10.4

2.0 Erection 35.0 3.50 18.4 12.6 9.4

Bending 90° 31.6 3.26 17.6 11.4 9.0

180° 34.5 3.42 19.0 11.5 9.0

2.5 Erection 32.2 3.26 17.2 12.0 10.2

Bending 90° 31.6 3.36 17.2 12.0 8.8

180° 32.6 3.44　 16.6 11.4　 9.2

DM z Erection 31.2 3.40　 16.0　 11.2　 8.6　

Bending 90° 31.0 3.44　 15.8　 10.6　 7.8　

180° 32.0 3.22　 18.4　 11.8　 9.8　

zDynamic management 3.0 → 3.5 → 4.0dS·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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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화방 개화묘가 1화방 개화묘에 비해 수확 화방이 많았기 때

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양액 공급 농도에 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Heuvelink 등(2003)은 근권 EC

가 높아지면 토마토의 생산성이 감소한다고 하였으나 이번 연

구에서는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최고 근권 EC 5.5 

dS·m-1로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육묘기에만 EC를 높이는 처

리를 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Table 2). Cuartero와 Ferna-

udez-Munoz(1998)는 화방 당 수확 과실 무게가 EC의 영향

을 받으며 특히 EC 7.0dS·m-1 이상에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한

다고 하였다.

Table 4는 양액 공급 EC와 절곡에 따른 묘 소질을 비교한 결과

이다. 절곡에 의한 초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Lee(2011)는 

파프리카에서 절곡한 묘가 절곡하지 않은 묘와 비교해 초장이 작

다고 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5는 절곡에 따른 뿌리의 무게이다. 직립 가식한 처리

와 절곡한 처리와의 생체중은 차이가 없었으며 건조 후 무게

는 직립한 처리가 근량이 많았다. Lee(2011)는 파프리카에서

는 절곡처리가 뿌리 무게가 많았다고 하였으나 이번 연구에서

는 차이가 없거나 직립처리가 뿌리양이 많았다. 토마토는 파

프리카에 비해 뿌리 생육이 좋으며 절곡처리가 오히려 초기 

생육을 늦추기 때문에 파프리카와 반대의 결과나 나타난 것으

로 판단된다.

양액 농도 처리에 따른 1화방 높이(Fig. 2), 엽수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초장의 경우는 공급 양액 농도가 낮은 EC 

2.0, 2.5dS·m-1 처리에서 각각 81, 80cm이었으며 동적 관리와 

3.0dS·m-1 처리는 75, 73cm이었다(Table 6). 근권 EC가 높으

면 생식생장이 강해져 초장이 짧아진다. 전체적으로 육묘기

간이 짧았던 1화방 개화묘가 화방수, 경경, 엽장, 엽폭, 초장 모

두에서 가장 작았다. 근권 EC가 높으면 초장이 짧아지고 생식

생장이 강해진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Dorais 등, 2010; Li와 

Stanghellini, 2001). Samarakoon 등(2006)은 상추 재배에서 

낮은 EC의 양액을 공급하면 엽면적이 증가하고 생체중과 건

물중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공급 양액의 EC가 높을수록 또 재배기간이 늘어날수록 배지 

내 EC도 증가하였다(Table 7). EC 2.0dS·m-1로 양액을 공급한 

처리에서 3월 2일에는 배지 내 EC가 2.2dS·m-1이었으나 4월 8

일에는 3.3으로 높아졌다. 4월 8일 배지 내 EC를 조사한 것에서

는 공급 EC가 가장 높았던 동적 관리에서 배지 내 EC 

5.1dS·m-1로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배액률이 높아질수록 배

액의 EC는 공급 EC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번 실험에

서는 계속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저면관

수가 배액과 같이 배지 내 EC를 낮추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

으로 보이며 이러한 결과를 이용하면 육묘기에 강한 생식생

장을 유도하는 데에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2020년 4월 8일 정식하여 2화방 개화묘는 5월 20일, 1화방 

개화묘는 5월 26일부터 수확이 시작되었다. 일반적인 토마토 

Table 5. Root growth according to temporary planting method (bending) for the second truss blooming seedlings.

Treatment Fresh weight (g) Dry weight (g)

Erection 592 a z 151 a

Bending  90° 601 a 129 b

180° 594 a 115 b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5%.

Table 6. Growth characteristics of two-stem seedlings of cherry tomato hydroponically grown with nutrient solution of different electrical 

conductivity (EC) (investigation date: April 8, 2019).

Treatment Height to 1st 

truss

(cm)

No. of lower 

leaves under the 

1st truss

Plant height

(cm)

Stem diameter

(m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Blooming truss number
EC

(dS·m-1)

1st  2.5 40 5.0 60 cy 9 29 27

2nd

 2.0 42 4.8 81 a 8 31 28

2.5 41 4.3 80 a 9 30 27

3.0 44 4.4 75 b 9 29 28

DM z 42 4.7 73 b 8 30 29

zDynamic management: 3.0 → 3.5 → 4.0 dS·m-1.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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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를 정식한 것보다 2화방 개화묘는 25일, 1화방 개화묘는 20

일 정도 조기 수확을 시작하였다. 이것은 육묘기간을 연장하여 

2화방 개화묘의 경우 1화방을 착화시킨 후 정식한 효과로 판단

된다. 2화방 개화묘의 총수량 및 상품 수량은 공급 EC와 관계없

이 각각 6,739－6,319kg·10a-1, 326－5,662kg·10a-1이었으며 

1화방 개화묘는 각각 5,383kg·10a-1, 4,690kg·10a-1로 2화방 

개화묘의 생산량이 많았다. 2화방 개화묘가 1화방 개화묘에 비

해 수확 화방이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

나 양액 공급 농도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8). 

처리 간 당도 및 경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9). 근

권 EC가 높아지면 토마토의 생산성이 감소하고 당도 및 경도

는 증가한다고 하였으나(Dorais 등, 2010; Heuvelink 등, 2003). 

이번 연구에서는 감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육묘기에

만 EC를 높이는 처리를 하였기 때문이다. 

적  요

이번 연구는 효과적으로 2화방 개화묘를 생산하여 조기에 

Table 7. Electrical conductivity (EC) changes in media by nutrient concentration.

Treatment Measuring date

Blooming truss number EC (dS·m-1) March 2 March 15 March 25 April 8

1st 2.5 2.8 b y 3.2 ab 3.7 b 3.9 b

2nd 2.0 2.2 b 2.3 b 2.6 c 3.3 b

2.5 2.6 b 3.0 ab 3.4 b 4.1 ab

3.0 3.5 a 3.9 a 4.2 a 4.8 a

DM z 3.4 a 4.1 a 4.8 a 5.1 a

zDynamic management: 3.0 → 3.5 → 4.0 dS·m-1.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5%.

Table 8. Total production and fruit weight of cherry tomato hydroponically grown by different seedling method and nutrient solution concentration 

(EC).

Treatment Total yield

(kg/10a)

Commercial yield (kg/10a) 10 g <

(kg/10a)Blooming truss number EC (dS·m-1) ≧20 g ≧15 g ≧10 g Total

1st 2.5 5,383z 763 1,486 2,441 4,690 b y  693

2nd 2.0 6,394 761 1,648 2,942 5,351 a 1,043

2.5 6,319 970 1,908 2,448 5,326 a  993

3.0 6,552 996 1,590 3,008 5,594 a  928

DMx 6,739 1,989 745 2,928 5,662 a 1,077

zThe first harvesting day: May 20 (the second truss blooming), May 26 (the first truss blooming).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5%.
xDynamic management: 3.0 → 3.5 → 4.0 dS·m-1.

Table 9. Sugar content and hardness of fruit by nutrient concentration and seedling method.

Treatment
Sugar content (°Brix) Hardness (kg·cm2)

Blooming truss number EC (dS·m-1)

1st 2.5 6.3 0.64

2nd 2.0 6.2 0.62

2.5 6.3 0.62

3.0 6.4 0.63

DM z 6.2 0.63

zDynamic management: 3.0 → 3.5 → 4.0 dS·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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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를 수확하고 수확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양액 

농도 관리방법을 구명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처리는 양액 농도

로 1줄기 2화방 개화묘 연구에서는 양액 EC를 1.5, 2.0, 

2.5dS·m-1, 동적 관리(3.0 → 3.5 → 4.5dS·m-1)로 공급하였다. 

육묘기간은 65일로 관행묘에 비해 20－40일, 1화방 개화묘

(큐브 육묘)보다는 10일 정도 길었다. 초장은 EC 2.5dS·m-1와 

동적 관리는 각각 78, 77cm로 EC 1.5dS·m-1처리 88cm보다 

짧았다. 정식 전 큐브 내 EC는 동적 관리가 EC 5.5dS·m-1로 가

장 높았으며, EC 1.5dS·m-1로 공급한 큐브는 3.0dS/m으로 가

장 낮았다. 2화방 개화묘에서 EC 처리 간 생산량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으나 1화방 개화묘는 2화방 개화묘보다 생산성이 떨

어졌다. 2화방 개화묘는 첫 수확일이 6월 4일로 정식 후 35일

만에 수확하였으며 1화방 개화묘는 6월 11일로 42일만에 수

확하였다. 절곡에 의한 초장 및 뿌리 생육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줄기 2화방 개화묘 생산 연구에서는 공급 양액 EC를 

2.0, 2.5, 3.0dS·m-1, 동적 관리(3.0 → 3.5 → 4.5dS·m-1)로 하

여 공급하였다. 육묘 기간은 90일로 관행묘에 비해 40－50일, 

1화방 2줄기 개화묘(큐브 육묘)보다는 10일 정도 길었다. 초장

은 공급 양액 EC 2.0dS·m-1에서 80cm, 2.5dS·m-1에서는 

81cm였으며 3.0dS·m-1 처리에서는 75cm, 동적 관리에서는 

73cm로 가장 짧았다. 배지 내 EC는 모든 처리에서 육묘 기간

이 길어질수록 높아졌으며 특히 공급 EC가 가장 높았던 동적 

관리 처리에서 EC 5.1dS·m-1로 가장 높았다. EC 처리 간 생산

량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육묘 기간이 10일 정도 길었던 2

화방 개화묘가 1화방 개화묘보다 15% 정도 생산량이 많았다. 

2화방 개화묘의 초장을 짧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식 후 공급 양

액 농도를 높이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추가주제어: 육묘장, 2줄기 재배, 2화방 개화, 방울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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