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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Optimal Collecting Date and Exogenous Auxin D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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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iming of collecting date and concentration of IBA and
NAA, in order to enhance initial activity and seedling quality of domestic strawberry. Strawberry cuttings were separately
taken twice, in June 7 and in July 5, and IBA and NAA were treated with the concentrations of 0.025, 0.05 and 0.1% at
cutting date, respectively. The seedlings were evaluated for the percentage of survival during 18 days at 6 times after
tunnel cultivation. The NAA treatment was inappropriate for strawberry cutting due to the high rate of seedling mortality,
regardless of the collecting date. The vitality of the seedlings was highest at IBA 0.1% in June collecting and at IBA 0.05%
in July collecting. The seedlings from June collecting had a higher quantum yield at IBA 0.1% and the seedlings from July
collecting at IBA 0.05%. Therefore, IBA could be more effectively applied than NAA to promote the vitality and quality
with the appropriate concentration of 0.1% at June collecting and 0.05% at July collectin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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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딸기(Fragaria × ananassa Duch.)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재배되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원예작물로, 2018년 딸기 국내
생산액은 12,936억원에 이르며 우리나라 전체 과채류 생산액
의 25.1%를 차지하고 있다(MAFRA, 2019). 그 중 촉성재배
시설딸기는 10a당 소득이 11,728천원으로, 소득률이 50.2%
로 높은 고소득 작물이다(RDA, 2020).
딸기 재배에 있어서 고품질 묘 생산은 전체 비중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과실의 생산량과 품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이다(Jun 등, 2014). 딸기 포트 육묘는 5～6개월의 긴
육묘 기간을 거치며 좁은 재식밀도로 인해 묘가 도장하거나
묘소질이 불균일해지는 단점이 있는데, 묘소질이 불균일하면
정식 후 개체 간 생장 차이가 심하고 화아분화가 불균일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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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이 저하된다(Kim 등, 2018).
최근 유럽에서는 딸기의 육묘 기간을 단축하고 균일한 묘를
생산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실을 생산한 모주에서 이듬해의
고온장일 조건 하에서 생산된 자묘를 삽수로 채묘한 후 육묘
하는 삽목법이 시도되고 있다(Kang 등, 2011). 삽목 육묘는 3
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육묘 기간으로 묘 생산이 가능하며
일시 채묘로 노동력 절감과 동시에 균일한 자묘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삽목 후 1~2주 사이에 자묘의 생존율과
뿌리 활착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 및 관수관리가 중요시되며
새 뿌리를 발생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Kim 등,
2018).
국외에서 딸기 육묘 시 환경조절 기술에 관한 연구로는
‘Chandler’ 품종의 런너팁 채취 조건 등에 따른 특성 검정
(Takeda와 Hokanson, 2001), 광선택적 네트 적용에 따른
‘Festival’ 품종의 반응 비교(Takeda 등, 2010) 등이 수행되었
다. 국내 품종을 대상으로 한 육묘 기간 단축 연구로는 폐쇄형
육묘 시스템에서 광합성유효광량자속에 따른 ‘매향’ 딸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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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묘 생산(Kim 등, 2010), ‘매향’ 딸기의 삽목 번식 시 관수방
법(Kim 등, 2018) 등이 수행되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작
물에서 삽목 번식 시 발근율 및 뿌리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는 삽목시기, 발근촉진물질, 습도유지, 관수방법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Kim과 Kim, 2012).
이러한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 비추어볼 때, 딸기 삽
목 육묘 시 삽수 채취시기와 식물생장조절제는 삽목묘의 생육
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삽수 채
취시기에 따른 적정 오옥신의 종류와 농도를 설정함으로써 삽
목묘의 생존율을 높이고 뿌리 활착 증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가설 하에, 국내에서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설향’ 딸기
를 대상으로 삽수 채취시기와 식물생장조절제의 적용에 따른
생육 특성을 비교하고 그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식물재료 및 재배환경
‘설향’ 딸기(Fragaria × ananassa Duch. cv. Seolhyang) 삽
수는 익산시에 소재한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2018년 9월
부터 2019년 5월까지 수경재배한 묘에서 발생한 자묘를 대상
으로 하였다. 이때 1~2번째 발생 자묘 중 전개엽이 2~3매인 묘
를 2019년 6월 7일과 7월 5일의 2차례에 걸쳐 채묘하였으며,
3℃에 냉장보관한 후 2019년 7월 12일에 딸기 전용 포트(24구
A형, 60×34×10cm, Hwaseong Industrial Co. Ltd., Korea)에
혼합 상토(Myung Jin Joo, Homan Industrial Co. Ltd., Korea)
를 충진하여 1구당 1개의 삽수를 삽목하였다.
‘설향’ 딸기 삽목 육묘 시 식물생장조절제의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하여 삽수 삽목 시에 오옥신 IBA와 NAA를 각각 0.025,
0.05, 0.1%로 농도를 달리하여 처리하였다. 냉장보관했던 삽
수의 기부를 오옥신에 3초간 침지 후 상토에 삽목하였으며, 증
류수 침지를 대조구로 두었다.
삽목한 묘는 전라북도농업기술원 고설 육묘장 내에서 소형
비닐터널을 제작한 뒤 직사광선 차단과 온‧습도 유지를 위해
부직포, 비닐, 35% 차광막 순으로 덮고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
도로 10일간 관수하였다. 10일 후 소형터널의 부직포, 비닐,
차광막을 제거한 뒤 본포 정식 한 달 전까지 딸기 야마자키 전
용 양액을 EC 0.8dS·m-1, pH 6.0으로 맞추어 모든 처리구에 동
일하게 관주하였다. 육묘기 동안 탄저병, 흰가루병, 진딧물, 응
애 등의 주요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적용 약제를 살
포하여 관리하였으며, 2019년 9월 23일에 묘를 정식하였다.
육묘장 내부 온‧습도는 데이터로거(TR-72wf, TandD Co.
Ltd., Japan)를 이용해 60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터널재배
시설원예·식물공장, 제29권 제3호 2020년

후부터 본포 정식 전까지 육묘 실험이 진행된 온실 내부의 평
균 온도 및 상대 습도는 각각 28.0±4.9℃, 71.9±9.8%였다.
2. 삽목묘의 생육특성 분석
식물체의 엽장, 엽폭, 엽병장, 관부직경 등 생육은 특성조사
표준매뉴얼(RDA, 2017)에 따라 조사하였다. 생존율은 10일
간 터널재배 후 3일 간격으로 6회 동안 달관 조사하였고, 전체
삽목묘 개수 대비 온전한 식물체로 볼 수 있는 묘의 수를 백분
율로 표기하였다.
활착된 딸기를 대상으로 삽목 후 40일째와 본포 정식 시에
초장, 엽병장, 엽수, 관부직경, 생체중, 건물중 등을 조사하였
다. 관부직경은 버니어캘리퍼스(CD-20CPX, Mitutoyo Co.
Ltd., Japan)를, SPAD 값은 엽록소 측정기(SPAD-502, Konica
Minolta Inc., Japan)를,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체중과 건물중
은 전자저울(Entris, Sartorius Inc., Germany)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이때 건물중은 시료를 60℃의 항온 건조기(DH2009H, Korea Dry Tech., Korea)에서 72시간 건조 후 측정
하였다.
3. 엽록소형광분석
삽목 후 43일째에 엽록소형광이미지장치(Chlorophyll fluorescence imaging; Closed Fluorcam FC 800-C, PSI, Drasov,
Czech)를 이용하여 엽록소형광 지수를 측정하였다. 엽록소
형광 조사를 위해 식물체를 20분간 암적응시킨 후 카메라와
식물체 간의 거리를 20cm로 고정하고 측정하였다. 엽록소형
광 지수 획득을 위한 측정 기법은 Quenching Act2 방법을 이
용하였으며, 개별 식물체에 대하여 엽록소형광 수준을 연속
측정하고 FluorCam7(Version.1.2.5.16, PSⅠ, Chez)을 이용
하여 측정된 이미지에서 완전히 전개된 상위엽 1매 영역을 직
접 분리하여 엽록소형광 지수를 획득하였다.
4. 통계분석
삽수 채취시기와 식물생장조절제의 종류 및 농도가 딸기 삽
목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구 및 대조구는 각
처리당 72개체씩 두었고, 완전임의배치법 3반복으로 배치하
였다. 실험 결과의 통계분석은 R program(version 3.5.2)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던컨의 다중검
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해 95% 수준에서 각
처리구 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래프는 SigmaPlot program
(SigmaPlot 8.0, Systat Software Inc., San Jose, CA, USA)
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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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1. 삽수 채취시기와 오옥신 처리가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삽목묘의 생존율은 삽목 10일 후부터 3일 간격으로 6회 동
안 조사하였다. 삽목 13일 후 생존율을 비교했을 때 오옥신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의 경우 6월 삽수 채취묘에서는 90.3%
가 생존하였고 7월 삽수 채취묘에서는 88.9%가 생존하여, 6
월 삽수 채취 시 생존율이 다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자
료 미제시).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의 신
초지를 이용한 것이 발근 촉진에 효과적이었다는 Lee 등
(2002)의 기존 연구처럼, 삽수 채취시기에 따라 식물체 내에
존재하는 오옥신의 이동 및 농도에 차이가 발생하여 생존율에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는 또한 ‘선홍’, ‘매향’,
‘설향’, ‘아키히메’의 네 품종에서 여름 고온기에 대량으로 런
너 묘 삽수를 채취할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삽수가 시들
어 활착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Rho 등(2009)
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결과였다.
삽수의 채취시기는 발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Bassuk과 Howard, 1981), 삽수 내의 C/N율과 발근 역시 상
관관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C/N율이 높으면 발근이 잘되고
N의 절대량이 높으면 발근이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mbrick 등, 1985). 딸기 삽목 육묘 시에는 전년도에 재배
에 이용되었던 묘가 모주가 되며 모주 내에 저장되어 있던 탄
수화물은 런너를 통해 새로 발생하는 자묘 쪽으로 이동하여
축적되는데, 자묘 발생이 증가할수록 기존에 발생했던 1~2번
자묘는 숙지가 되어 새로 발생하는 3~4번 자묘 내에 탄수화물
의 이동이 증가한다. 그 결과 하나의 모주에서 발생하는 자묘
의 개수가 적었던 6월의 1~2번째 삽수는 자묘의 개수가 증가
하는 시기인 7월에 채취했던 1~2번 자묘 삽수에 비해 탄수화
물의 함량이 높으므로, 6월 삽수 채취묘에서 7월 삽수 채취묘
보다 발근이 잘 되고 생존율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삽목 28일째 각 처리별로 생존율을 비교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오옥신 종류 및 농도에 따른 생존율은 삽수 채취시기와
상관없이 IBA 처리 시에는 증가하였지만, NAA 처리 시에는
급감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월 채취묘에서는 IBA 처리구에
서 생존율이 모두 90% 이상이었고, 무처리보다 생존율이 다
소 높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7월 채취묘에서도 무처리보다
IBA 처리에서 생존율이 높았는데, 그 증가 효과는 6월 채취묘
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IBA 0.05%에서 가장 생존율이 증가하
였다. 반면 NAA 처리에서는 삽수 채취시기와 상관없이 생존
율이 모두 50% 미만으로, NAA 농도가 높아질수록 생존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7월 채취묘에서는 6월 채취묘에서
보다 NAA 처리 시 생존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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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rcentage of survival (%) of strawberry cuttings collected in
June and July according to auxin treatment measured at 28 days after
cutting.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있었으며, 그 중에서도 NAA 0.1% 처리에서 생존율이 2.8%
로 대부분의 묘가 고사하였다. 삽수 채취시기에 상관없이
NAA를 처리한 식물체에서는 잎의 급격한 위조현상이 일어
났으며, 그 결과 지상부 잎이 말리는 등 수분 스트레스로 인해
고사주가 많이 발생하였다. 이때 생존한 일부 삽목묘에서도
초장과 엽병장이 짧고 엽수가 적어 온전한 식물체로 생육을
유지하기에는 다소 힘들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딸기 ‘설향’ 삽목 시 생존율에 미
치는 오옥신의 영향은 삽수 채취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BA는 딸기 삽목 시 묘의 생존에 보다 적합
한 오옥신 계열로서 6월 채취묘보다 7월 채취묘에서 그 효과
가 더 컸지만, NAA는 삽수 채취시기와 관계없이 딸기 삽목 육
묘에 있어서 부적합한 오옥신 계열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삽수 채취시기와 오옥신 처리가 생육에 미치는 영향
딸기 삽목에 부적합한 NAA 처리를 제외하고, 삽수 활착이
이루어진 후 삽목상 내에서 식물체의 생육특성을 비교한 결과
는 Table 1, Fig. 2와 같다. 6월에 삽수를 채취한 처리구에서는
초장, 엽병장, 엽수, 엽장, 엽폭에서 처리구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때 SPAD 값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외부
처리한 IBA의 농도 또는 내부 IBA 농도의 증감에 관계없이
식물의 SPAD 값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는 기존의 여러 연
구들과 유사한 결과였다(Kim 등, 2018). 관부직경 또한 처리
구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무처리구에서 7.96mm로 가장
얇았고, 오옥신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관부의 두께가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생체중과 지상부 건물중은 I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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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rowth of strawberry cuttings according to the collecting date and auxin treatments at 40 days after cutting.
Collecting
Auxin
Plant
date Concentration height
(A)
(B, %)
(cm)

Petiole
Leaf Leaf Crown
Shoot fresh Root fresh Shoot dry Root dry
No. of
SPAD
length
length width diameter
weight
weight
weight
weight
leaves
value
(cm)
(cm) (cm)
(mm)
(g)
(g)
(g)
(g)

0.025 19.46 az 13.46 a
June 7

July 5

IBA 0.05

4.6 a 5.58 a 4.16 a 8.10 a 35.58 a

5.42 b

1.92 b

1.34 b

0.34 a

3.22 a

7.50 ab

2.78 a

1.30 b

0.36 a

2.68 a

22.36 a

14.90 a

4.8 a 6.38 a 4.76 a 9.33 a 37.46 a

0.1

22.02 a

15.06 a

4.7 a 6.22 a 4.90 a 9.38 a 36.48 a

8.60 a

2.72 a

2.04 a

0.46 a

3.48 a

Control

20.22 a

13.60 a

4.8 a 5.56 a 4.60 a 7.96 a 39.06 a

5.94 b

1.46 b

1.24 b

0.41 a

4.06 a

0.025 17.16 b

10.56 c

4.0 a 6.00 a 5.14 a 7.97 a 35.72 a

5.20 a

2.18 a

1.16 a

0.30 a

2.64 a

IBA 0.05
0.1
Control

ANOVA
testy

T/R
ratio

A
B
A×B

21.18 a

13.94 ab 4.5 a 6.76 a 5.24 a 7.80 a 35.14 a

6.04 a

1.38 a

1.12 a

0.20 a

4.34 a

19.14 ab 12.10 bc 4.0 a 6.34 a 5.32 a 7.85 a 38.80 a

5.20 a

1.36 a

1.24 a

0.26 a

4.38 a

21.10 a

14.34 a

6.56 a

1.96 a

1.48 a

0.34 a

3.70 a

*

**
NS

NS

NS

NS

NS

NS

NS

*
NS

NS

*
NS

**
NS

*
NS

**
NS

NS

NS

NS

NS

NS

NS

NS

NS

**

NS

NS

NS

*
NS

4.6 a 6.24 a 4.90 a 7.81 a 35.64 a
NS

NS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MRT at P ≤ 0.05 (n=5).
NS, *,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0.01, or 0.001, respectively.

y

Fig. 2. Growth of strawberry cuttings taken at June (A) and July (B) according to IBA concentration.

0.1% 처리에서 무거웠고, 무처리구와 IBA 0.025%에서 가벼
웠다. 7월 삽수 채취 처리구에서는 6월 채취구와 다소 다른 경
향을 나타냈는데 초장과 엽병장은 IBA 0.025%에서 유의하
게 짧았지만, 생체중과 건물중 및 T/R율은 처리구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삽수 채취시기와 IBA 농도 간의 분산분석 결과 초장, 엽병
장, 관부직경, 생체중 및 건물중은 삽수 채취시기에 따른 유의
성이 인정되었는데, 이때 6월 삽수 채취묘에서 7월 삽수 채취
묘보다 유의하게 값이 커서 생육이 우수하였다. 반면 오옥신
농도에 따른 유의성은 초장에서만 인정될 뿐 다른 지표들에서
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왕벚나무 삽목 시 IBA와
NAA 간 호르몬 종류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있을 뿐 IBA와
NAA 내에서는 농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는 Kim과 Kim(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반면 지
시설원예·식물공장, 제29권 제3호 2020년

하부 생체중은 삽수 채취시기와 IBA 농도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효과가 인정되었다. 이는 삽수 채취시기에 따른 뿌리 발
근정도의 차이 및 내생 오옥신의 영향, 그리고 뿌리에 오옥신
을 순간 침지한 효과에 따른 결과라고 생각되었다.
딸기는 정식 시 묘소질이 정식 후 생육 및 수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에 딸기 삽목묘를 본포에 정식할 때 묘소질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6월 삽수 채취구에서 초장과
엽병장 및 엽장은 IB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길었으며, 무처
리구에서 가장 짧았다. 이는 딸기 모주의 엽병장에 IBA를 처
리했을 때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길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와 일치하는 것으로서, 오옥신의 식물 엽병 신장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다(Samarakoon과 Horton, 1983). 반면 엽
수, SPAD 값, 지상부 생체중 및 건물중, T/R율은 오옥신의 농
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관부직경은 무처리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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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growth of strawberry cuttings according to the collecting date and auxin treatments at transplanting.
Collecting
Auxin
date Concentration
(A)
(B, %)

Plant
height
(cm)

Petiole
Leaf Leaf Crown
Shoot fresh Root fresh Shoot dry Root dry
No. of
SPAD
length
length width diameter
weight
weight
weight
weight
leaves
value
(cm)
(cm) (cm) (mm)
(g)
(g)
(g)
(g)

0.025 22.76 bcz 14.39 ab 5.71 a 7.30 ab 5.37 a 9.35 a 38.46 a
June 7

July 5

10.34 a

2.89 b

2.70 a

0.59 ab

3.73 a

25.24 ab 16.71 a 4.79 a 7.56 a 6.21 a 9.41 a 36.21 a

11.60 a

3.79 a

2.54 a

0.53 b

3.10 a

0.1

25.79 a

17.00 a 5.29 a 7.61 a 5.93 a 9.44 a 38.56 a

11.57 a

3.49 ab

2.96 a

0.70 a

3.40 a

Control

21.10 c

13.63 b 5.71 a 6.71 b 5.83 a 8.57 b 37.43 a

11.11 a

3.07 b

2.89 a

0.54 b

3.70 a

0.025 24.71 b

16.66 b 4.64 a 7.96 ab 6.31 a 8.78 ab 36.69 a

10.26 a

2.07 a

2.43 a

0.44 a

5.57 a

IBA 0.05

IBA 0.05

ANOVA
testy

28.20 a

19.26 a 4.86 a 8.49 a 6.41 a 9.00 a 35.97 a

11.00 a

2.71 a

2.70 a

0.49 a

4.16 a

0.1

25.43 b

15.86 b 5.29 a 8.63 a 6.27 a 8.09 b 35.90 a

10.34 a

2.24 a

2.64 a

0.49 a

4.84 a

Control

24.76 b

16.70 b 4.57 a 7.26 b 5.71 a 8.74 ab 36.30 a

10.24 a

2.27 a

2.45 a

0.49 a

4.16 a

NS

NS
NS

***
NS

NS

NS

NS

**
NS

**
NS

NS

NS

NS

NS

NS

A

NS

NS

NS

B

NS

NS

NS

***

*
NS

***
NS

*
A×B
NS
NS
NS
NS
NS
NS
NS
z
Mean sepatation within columns by DMRT at P ≤ 0.05 (n=7).
y
NS, *,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0.01, or 0.001, respectively.

8.57mm로 가장 가늘었고, 오옥신 처리구에서는 농도 간의 유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그 농도가 증가할수록 관부직경이 굵어
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7월 삽수 채취 처리구는 6월 삽수 채취 처리구와 다소 다른 경
향을 보였는데, 초장과 엽병장은 IBA 0.05%에서 유의하게 가
장 길었다. 관부직경은 IBA 0.1%에서 8.09mm로 가장 가늘었
으며, IBA 0.05%에서 9.00mm로 가장 굵었다. 반면 엽폭, 생체
중, 건물중, T/R율은 처리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전반적으
로 무처리구에서 그 값이 작고 IBA 0.05%에서 가장 우수한 경
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무처리에 비해 IBA를 처리한 딸기의 자
묘에서 지상부 생육이 증진되었다는 Murti와 Yeoung(2013)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분산분석 결과 관부직경, 지하부 생체
중 및 건물중, T/R율은 삽수 채취시기에 따른 유의성이 인정되
었고, 6월 채취묘에서 보다 우수하였다. 이는 오옥신이 식물의
발달 단계에 따라 세포 및 조직에 차등 분배되기 때문에
(Vanneste와 Friml, 2009), 삽수 채취시기에 따라 딸기 자묘 내
발달 상태의 차이가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Kang 등(2011)은 딸기 양질묘의 판단기준이 되는 주요 요
소로 관부직경의 두께를 제시하였으며, 관부직경이 8mm 이
상의 대묘를 정식묘로 사용하였을 때 식물체의 생장 및 뿌리
활착이 우수하고 소묘에 비하여 빠른 수확과 전체 과실의 생
산량이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Cocco 등, 2010; Durner
등, 2002). 본 실험에서는 모든 처리구에서 관부직경이 8mm
이상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6월 삽수 채취구에서는 IBA 0.1%,
7월 삽수 채취구에서는 IBA 0.05%에서 가장 그 두께가 굵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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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때 6월 삽수 채취구에서는 처리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
으나 IBA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관부의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다. 식물생장조절제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에서는
관부직경이 8.57mm로 가장 얇았는데, 이를 통해 6월 삽수 채
취 시에는 식물생장조절제를 처리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으
로 판단되었다. 반면 7월 삽수 채취구에서는 IBA 0.05% 처리
에서 관부직경이 가장 굵고 IBA 0.1% 처리에서 가장 얇아, 7
월 삽수 채취 시에는 오옥신을 고농도로 처리하는 것이 부적
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keda 등(2004)은 ‘Chandler’ 품종에서 딸기 자묘의 생체
중이 9.9g과 0.9g인 묘를 정식했을 때, 무거운 묘에서 활착률
도 높고 생산량이 10%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ANOVA
분석 결과, 지하부 생체중과 건물중은 삽수 채취시기에 따른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며 6월 삽수 채취 시에 보다 그 무게가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6월 삽수 채취묘에서는
IBA 0.1%, 7월 삽수 채취묘에서는 IBA 0.05%에서 묘의 무
게가 무거워, 정식 후 활착과 생산량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유
추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딸기 삽목 시 자묘 생육에 미치는 오옥신의 효
과는 삽수 채취시기에 따라 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때
오옥신 농도보다는 삽수 채취시기가 삽목묘의 생육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6월 삽수 채취 시에는
IBA 0.1%, 7월 삽수 채취 시에는 IBA 0.05%를 이용하는 것이
묘의 생육을 증진시키는 데 보다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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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삽수 채취시기와 오옥신 처리가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
식물체는 외부환경으로부터의 다양한 환경스트레스에 의
하여 광합성 활성이 감소되며 이러한 광합성 수준의 감소는
엽록소형광반응의 측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정량화될 수 있
다(Chaerle 등, 2007). 딸기 삽목 시에 식물생장조절제 처리
가 삽목묘의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
하고 그 건전성을 비교하고자 삽수 채취시기와 오옥신 IBA
의 농도에 따른 딸기 삽목묘의 양자수율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6월 삽수 채취 처리구에서는 생체중과 건물
중이 무겁고 관부직경이 두꺼웠던 IBA 0.1%에서 양자수율
이 0.796으로 가장 높았고, 지상부 건물중이 가벼웠던 IBA
0.05%에서 0.774로 유의하게 가장 낮았다. 반면 7월 삽수 채
취 처리구에서는 6월 삽수 채취의 경우와는 달리 처리 간의 유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IBA 0.05%에서 양자수율이 0.800으
로 가장 높았다.
Fv/Fm은 암적응 시 식물체의 광합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엽록소형광 지수로, 다양한 비생물적 및 생물적 스
트레스 탐지에 활용되고 있다(Rungrat 등, 2016). 이에 딸기
육묘 시 오옥신의 처리에 따른 뿌리 활력에의 변화로 수분 흡
수 패턴의 변화가 나타나 식물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에 대한
여부를 양자수율 측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딸기 삽목
시 삽수 채취시기와 식물생장조절제 처리에 따른 Fv/Fm을 비
교했을 때 6월 삽수 채취 시 IBA 0.05% 처리를 제외하고 유의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식물생장조절제가 딸기 삽목
묘에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광합성 효율의 감
소에 미치는 영향이 미비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6월 삽수 채취 시 IBA 0.1%, 7월 삽수 채취 시
IBA 0.05%를 처리하였을 때 양자수율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딸기 삽목 육묘 시에는 식물생장호르
몬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일정 농도
처리하는 것이 식물체의 광합성 효율을 증진시키는 데 보다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육성 딸기 ‘설향’ 품종의 삽목 육묘 시
삽수 채취시기에 따라 오옥신의 종류 및 농도별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BA는 삽수 생존 및 활착
에 보다 적합하였지만, NAA는 삽수 채취시기와 관계없이
묘의 고사율을 높여 딸기 삽목 육묘에 있어서 부적합한 오옥
신 계열이었다. 이때 묘의 생육과 광합성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한 IBA 농도는 6월 삽수 채취 시에는 0.1%, 7월 삽수 채취
시에는 0.05%로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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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quantum yield (QY=Fv/Fm) according to the
collecting date and auxin treatments at 43 days after cutting.
Collecting date
(A)

June 7

July 5

Auxin Concentration
(B, %)

QY
(Fv/Fm)

0.025

0.786 az

0.05

0.774 b

0.1

0.796 a

Control

0.794 a

IBA

0.025

0.792 a

0.05

0.800 a

0.1

0.794 a

Control

0.796 a

IBA

A

ANOVA
testy

B

*
NS

A×B

NS

z

Mean sepatation within columns by DMRT at P ≤ 0.05 (n=5).
NS, *,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0.01, or
0.001, respectively.

y

적

요

본 연구는 국내 ‘설향’ 딸기 품종의 삽목 육묘 시 초기 활착
을 증진시키고 묘소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삽수 채취시기와 오
옥신계 식물생장조절제 IBA, NAA의 적정 처리농도 구명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딸기 삽수는 6월 7일과 7월 5일의 두 차례
에 걸쳐 채취했으며, IBA와 NAA는 각각 0.025, 0.05, 0.1%
의 농도로 침지 처리하였다. 삽목한 묘는 터널재배 후 18일
동안 6회에 걸쳐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삽수 채취시기와 관
계없이 NAA 처리에서는 묘 고사율이 높아, 딸기 삽목 육묘
시에는 NAA 처리가 부적합하였다. 삽수 채취시기와 식물생
장조절제가 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6월 채취묘
는 IBA 0.1%에서, 7월 채취묘는 IBA 0.05%에서 묘의 활력
이 우수하였다. 광합성 효율을 조사한 결과 6월 채취묘는 IBA
0.1%에서, 7월 채취묘는 IBA 0.05%에서 양자수율이 높았다.
따라서, 딸기 삽목묘의 생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NAA보
다 IBA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때 6월 삽수 채취 시에
는 0.1%, 7월 삽수 채취 시에는 0.05%의 농도로 이용하는 것
이 보다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가 주제어 : 촉성재배, indole-3-butyric acid, 식물생장조절제,
양자수율, 1-naphthaleneace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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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erature Cited
Bassuk, N.L. and B.H. Howard. 1981. Seasonal rooting changes
in apple hardwood cuttings and their implications to
nurserymen. Proc. Inter. Plant Prop. Soc. 30:289-293.
Chaerle, L., I. Leininen, H.G. Jones, and D.V.D. Streaten.
2007. Monitoring and screening plant populations with
combined thermal and chlorophyll fluorescence imaging.
Journal of Experimental Botany 58:773-784.
Cocco, C., J.L. Andriolo, L. Erpen, F.L. Cardoso, and G.S.
Casagrande. 2010. Development and fruit yield of strawberry
plants as affected by crown diameter and plantlet growing
period. Pesq. Agropec. Bras. Brasilia. 45:730-736.
Durner, E.F., E.B. Poling, and J.L. Maas. 2002. Recent
advances in strawberry plug transplant technology. HortTech. 12:545-550.
Hambrick, C.E., F.T. Davies, Jr., and H.B. Pemberton. 1985.
Effect of cutting position and carbohydrate/nitrogen ratio on
seasonal rooting of Rosa multiflora. HortScience 20:570.
Jun, H.J., E.H. Jeon, S.I. Kang, and G.H. Bae. 2014. Optimum
nutrient solution strength for Korean strawberry cultivar
‘Daewang’ during seedling period. Korean J. Hortic. Sci.
Technol. 32:812-818 (in Korean).
Kang, H.J., H.J. Song, S.J. Park, Z.H. Kim, and S.W. Lee.
2011. Effects of crown diameter on plant growth and fruit
yield in strawberry (Fragaria × ananassa Duch.). J.
Agriculture & Life Sci. 45:81-86 (in Korean).
Kim, C.S. and Z.S. Kim. 2012. Effects of cutting time, auxin
treatment, and cutting position on rooting of the green-wood
cuttings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transplanted cuttings
in the adult Prunus yedoensis. Korean J. Hort. Sci. Technol.
30:129-136 (in Korean).
Kim, H.M., H.M. Kim., H.W. Jeong., H.R. Lee., B.R. Jeong.,
N.J. Kang., and S.J. Hwang. 2018. Growth and Rooting Rate
of ‘Maehyang’ Strawberry as Affected by Irrigation Method
on Cutting Propagation in Summer Season. Protected
Horticulture and Plant Factory 27:103-110 (in Korean).
Kim, S.H., M. Abinaya, Y.G. Park, and B.Y. Jeong. 2018.
Physiological and biochemical modulations upon root
induction in rose cuttings as affected by growing medium.

258

Hortic. Plant J. 4:257-264.
Kim, S.K., M.S. Jeong, S.W. Park, M.J. Kim, H.Y. Na, and C.
Chun. 2010. Improvement of runner plant production by
increasing photosynthetic photon flux during strawberry
transplant propagation in a closed transplant production
system. Kor. J. Hort. Sci. Technol. 28:535-539.
Lee, J.S., J. Hong., J.J. Lee, and Y.K. Chang. 2002. Effect of
Cutting Time and Dipping Treatment of Auxins on Rooting
of Styrax japonica Cuttings. Kor. J. Hort. Sci. Technol.
20:242-245 (in Korean).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MAFRA).
2019. 2018 production amount and index of agriculture and
forestry. URL http://www.mafra.go.kr.
Murti, R.H. and Y.R. Yeoung. 2013. Effects of BA and IBA
concentrations and subculture frequent on meristem culture
of strawberry. ARPN J. Agric. Biol. Sci. 8:405-410.
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7. Standard
Manual of Characteristics Investigation for Breeding New
Varieties of Strawberries. Jeonju Rep. of Korea.
RD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20. Agricultural
Production Cash Costs and Returns. Jeonju Rep. of Korea. p.
17.
Rho, I.R., Y.S. Cho, H.J. Jeong, and J.W. Cheong. 2009.
Collecting and Storage Method of Cutting Plant for
Successful Rooting on Strawberry Nursery. Kor. J. Hort.
Sci. Technol. 27:54 (in Korean).
Rungrat, T., M. Awlia, T. Brown, R. Cheng, X. Sirault, J.
Fajkus, M. Trtilek, F. Furbank, M. Badger, M. Tester, B.J.
Pogson, J.O. Borevitz, and P. Wilson. 2016. Using phenomic
analysis of photosynthetic function for abiotic stress response
gene discovery. The Arabidopsis book 14.
Samarakoon, A.B. and R.F. Horton. 1983. Petiole growth in
Ranunculus sceleratus: the role of growth regulators and the
leaf blade. Can. J. Bot. 61:3326-3331.
Takeda, F. and S.C. Hokanson. 2001. Effects of transplant
conditioning on ‘chandler’ strawberry performance in a winter
greenhouse production system. Inter. J. Fruit Sci. 132-135.
Takeda, F., S.C. Hokanson, and J.M. Enns. 2004. Influence of
daughter plant weight and position on strawberry transplant
production and field performance in annual plasticulture.
HortScience 39:1592-1595.
Takeda, F., D.M. Glenn., C. Ann., S. Janet., and W.S. Gary.
2010. Delaying flowering in short-day strawberry transplants
with photoselective nets. Inter. J. Fruit Sci. 10:134-142.
Vanneste, S. and J. Friml. 2009. Auxin: a trigger for change in
plant development. Cell. 136:1005-1016.

Protected Horticulture and Plant Factory, Vol. 29, No. 3, 2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