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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딸기(Fragaria × ananassa Duch.)는 동절기에 수확되는 

대표적인 시설원예 작물로 6,421ha의 생산면적을 가지고 있

으며, 맛과 향이 좋고 비타민 C와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한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과채류 작물이다(Bae 등, 2019; KOSIS, 

2019). 국내 딸기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자가 육묘로 묘를 생산

하고 있으며, 종자의 낮은 발아율과 품종 유지의 어려움과 같

은 이유로 종자 번식이 아닌 영양 번식을 이용한 육묘를 하고 

있다(Jurik, 1985; Rugienius와 Stanys, 2001; Park 등, 2016). 

딸기의 영양 번식 방법에는 유인과 삽목 등의 방법들이 보급

되어 왔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유인 방법

은 10월 하순에 채취한 런너를 삽목 및 휴면시킨 후, 이듬해 

3-4월 경에 모주로 정식하여 9월에 정식할 자묘를 생산하는 

방법이다(Park 등, 2016). 유인 방법은 런너에서 발생한 초기 

자묘가 완전한 자가 독립 영양체로 성장할 때까지 모주로부터 

수분 및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11개월 이상의 긴 육묘기간과 높은 

재식 밀도에 따른 자묘의 도장, 런너의 발생 시기 및 유인 일자

의 차이에 의한 불균일한 묘소질 등의 단점이 있다(Kang 등, 

2019; Liu 등, 2019; Zheng 등, 2019). 

완전히 독립된 묘가 생산될 때까지 겨울에 생산한 육묘용 모

주를 여름까지 관리해야 하는 유인 방법과 달리, 딸기의 삽목

은 모주에서 발생하는 런너를 삽수로 채취하여 모주와 관계없

이 자묘만 관리하여 묘를 생산하기 때문에 육묘기간이 짧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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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optimum medium and humidification period for the strawberry 

(Fragaria × ananassa Duch. cv. Maehyang) cutting seedling production. The cuttings were planted in coir (CO), 

rockwool (RW), phenolic foam (PF), and organic foam medium (OFM) with fogging treatment in 0, 3, 6, 9, or 12 days 

on February, 2019. And, as the field verification examination research, cuttings were planted in CO, RW, PF, and OFM, 

with misting treatment in 0, 6, 9, 12, or 15 days on June, 2019. In fogging treatments, rooting and survival rates of 

seedlings tended to increase with longer fogging periods, and rooting and survival rates were showed significantly 

higher in CO medium with more than 9 days of fogging periods. In misting treatments, rooting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CO and RW medium with more than 9 days of misting periods, and survival rate was significantly higher with 

more than 12 days of misting periods. There was no significantly difference by growth medium and humidification 

period in shoot and root growth. Therefore, when considering the rooting and survival rate the CO medium with 9 days 

of humidification period could be beneficial for the production of the ‘Maehyang’ strawberry cutting seed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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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력이 절감되며 균일한 묘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

어 유럽에서 흔히 활용되고 있다(Kim 등, 2018). 또한, 가지나 

잎을 삽수로 사용하는 다른 원예작물과 달리 뿌리가 형성된 

자묘를 삽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관리가 쉽고 발근율이 높다

(Saito 등, 2008; Zheng 등, 2019). 딸기 삽목묘 생산의 성공률

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삽수의 탈수를 방지하는 

것이다(Kang 등, 2019). 식물의 수분은 기공을 통한 증산작용

으로 가장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Lee와 Han, 2012), 미리 포

습시킨 배지에 삽수를 고정한 후 밀폐된 공간에서 공중 습도

를 높여 증산작용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삽수의 탈수를 방지하

며 관리한다(Saito 등, 2008; Tetsumura 등, 2017). 

삽목상의 공중 습도를 높이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으로 포깅과 미스팅 처리가 있다(Miller, 2014; Suraj 등, 2019). 

포깅과 미스팅을 구분하는 기준은 삽목상에 공급되는 수분 입

자의 직경으로, 40μm를 기준으로 그 이하의 직경을 가진 수분 

입자를 공급하면 포깅 처리, 그 이상의 직경을 가진 수분 입자를 

공급하면 미스팅 처리로 구분하고 있다(Miller, 2014; Tetsumura 

등, 2017). 미스팅 처리는 수분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식물과 배지에 수분 입자가 흡착되어 식물의 생육에 영

향을 끼칠 수 있는 반면, 포깅 처리는 공급된 수분 입자의 크기

가 작아 식물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공중 습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Harrison- Murray 등, 1988; Priapi, 1993). 

하지만 포깅 처리는 시설의 비용이 많이 들고 유지 및 관리가 어

려우며, 넓은 공간을 균일하게 가습하기 힘들다는 단점을 가지

고 있지만, 미스팅 처리는 시설의 설치가 쉽고 비용이 저렴하며 

넓은 재배 면적을 동시에 가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Peterson 등, 2018). 이러한 이유로 농가에서는 재배 규모와 경

제성을 고려하여 미스팅 혹은 포깅 처리를 이용하여 딸기를 삽

목 번식시키고 있다. 삽목의 성공률은 적절한 가습 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적정 가습 기간을 초과할 경우, 과습에 

의한 무름병과 곰팡이 발생 등으로 삽수의 발근율과 생존율이 

저하될 수 있다(Ku와 Cho, 2014). 하지만, 딸기 삽목묘 생산을 

위한 적정 가습 기간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며 이에 따라 농가마

다 가습 기간이 달라 삽목묘의 묘소질 저하 등과 같은 문제가 발

생하고 있다. 따라서, ‘매향’ 딸기 삽목묘를 생산하는 데 있어 적

절한 가습 기간에 대한 구명이 필요하다.

공중 습도 관리와 함께 삽수가 고정되어 직접적으로 수분을 

공급받는 배지 또한 성공적인 삽목묘 생산에 있어 중요한 요

소이다. 딸기 삽수의 발근율은 삽수의 기저부에 닿는 배지의 

수분 및 온도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며, 건조하거나 과습한 배

지에서 발근시킬 경우 삽목묘의 주근 발생 및 생육이 지연되

어 뿌리 형성이 불량하게 된다(Saito 등, 2008). 따라서, 딸기 

삽수의 발근에 적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배지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딸기의 수경재배에는 암면, 코이어, 피트모스 

등 다양한 고형배지들이 사용되며, 배지마다 물리성, 화학성, 

수분 이동 특성 등이 달라 식물에 서로 다른 근권환경을 제공

한다. 하지만 피트모스는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여 만드는 배

지이기 때문에 채굴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코이어

는 제염 처리 및 품질의 불균일성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암

면은 부식되지 않아 폐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Shin과 

Son, 2015; Park과 Kim, 2017). 그러므로, 기존에 사용되고 

있던 배지들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생분해가 되어 폐기가 

쉬운 페놀폼 배지와 기존 유기 배지의 불균일한 품질을 개선

한 유기성형배지와 같은 다양한 신 배지들이 개발되었으나

(Kim 등, 2016; Lee 등, 2019a), 신 배지들을 딸기 육묘에 적

용한 데이터 및 자료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수출 딸기 ‘매향’ 삽목묘 생산 시, 삽수의 

발근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가습 기간과 배지를 

구명하고 농가 현장에서도 적용 가능한지에 대한 가능성을 파

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매향’ 딸기 삽목 번식 시 포깅 기간 및 배지 종류에 

따른 삽목묘의 생육(실험 1)

본 연구는 경상대학교에 위치한 벤로형 유리 온실에서 수행되

었다. 2018년 9월 3일에 ‘매향’(Fragaria × ananassa Duch. cv. 

Maehyang) 딸기 모주를 육묘 베드에 정식하고, 이듬해 2019년 

2월 13일에 발생한 런너를 채취하여 80mL씩 코이어(CO, Coir; 

Cocopeat Co. Ltd., Dummalasuriya, Sri Lanka), 암면(RW, 

Rockwool; Grodan Co. Ltd., Roermond, The Netherlands), 

페놀폼(PF, LC grow foam; Smithers-Oasis Co. Ltd., OH, 

USA), 그리고 유기성형배지(OFM, Terra Plug; Smithers- 

Oasis Co. Ltd., OH, USA)를 각각 충진한 40구 트레이에 삽

목하였다. 이후 산업용 가습기(분사 입자크기, 4-7μm; 분무

량, 3.3kg·h-1)(UH-303, JB Natural Co. Ltd., Gunpo, Korea)

를 설치한 소형 삽목 터널에 각각 0, 3, 6, 9 및 12일간 포깅 처리

하였으며, 포깅 처리가 끝난 삽목묘의 재배 관리를 위해 2019

년 2월 25일까지 수돗물을 이용하여 저면관수 하였다. 상대습

도 조절장치(LITE-C, JB Natural Co. Ltd., Gunpo, Korea)를 

이용하여 설정치를 80%로 설정하여 가습기를 가동하였다. 온

습도 데이터 로거(TR-74Ui, T&D Co. Ltd., Matsumot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된 실험 기간 동안 소형 삽목 터널 내

부의 주간 평균 온도와 야간 평균 온도, 평균 상대습도는 각각 

22.2℃와 14.5℃, 97.3%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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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향’ 딸기 삽목 번식 시 미스팅 기간 및 배지 종류에 

따른 삽목묘의 생육(실험 2)

본 연구는 경남에 위치한 딸기 재배 농가의 플라스틱 온실에

서 수행되었으며 실험 1의 결과에 대한 현장 실증 실험으로 진

행되었다. 2019년 5월 27일에 완전히 전개된 3-4매의 잎을 가

진 균일한 품질의 삽수를 채취하여 5℃의 농업용 저온 냉장고

에서 저온 보관 후, 2019년 6월 2일에 꺼내어 73mL씩 CO, 

RW, PF, 그리고 OFM 배지를 50구 트레이에 각각 충진하여 

삽목하였다. 삽목한 묘들은 분무 노즐 구경 0.2mm의 미스트 

노즐과 고온 및 강광 방지를 위한 80% 차광막이 설치된 가로 

6m, 세로 60m, 높이 3m의 삽목용 플라스틱 온실에서 각각 0, 

6, 9, 12 및 15일간 미스팅 처리를 하였다. 미스팅 처리가 끝난 

처리구는 수돗물을 이용하여 저면관수 하여 배지가 마르지 않

도록 관리하였다. 온습도 데이터 로거(TR-74Ui, T&D Co. 

Ltd., Matsumot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된 실험 기간 동안 

삽목 온실 내부의 평균 주간 온도와 야간온도, 상대습도는 각

각 26.6℃와 16.9℃, 92.4%였다(Fig. 2).

3. 조사항목

가습 처리가 끝난 각 처리 별 삽목묘의 발근율과 생존율, 근

장, 주근 수, 초장, 엽장, 엽폭, 엽수, SPAD, 엽면적, 관부 직경, 

지상부, 지하부 생체중 및 건물중을 측정하였다. SPAD값은 

엽록소 측정기(SPAD-502, Konica Minolta In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생장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전개된 세 번

째 잎에서 측정하였다. 엽면적은 엽면적 측정기(LI-3000, 

LICOR Inc., NE,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관부 직경

을 측정하기 위해 버니어캘리퍼스(CD-20CPX, Mitutoyo Co., 

Ltd., Kawasaki, Japan)를 사용하였으며, 생체중과 건물중

은 전자저울(EW220-3NM, Kern&Sohn GmbH., Balingen, 

Germany)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건물중은 시료를 항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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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hanges of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small plastic tunnel during 12 days after cutting in fogg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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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changes of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in plastic greenhouse during 15 days after cutting in misting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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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기(Venticell- 222, MMM Medcenter Einrichtungen 

GmbH., Planegg, Germany)를 이용하여 70℃에서 72시

간 건조 시킨 후 측정하였다. 

4. 배지 이화학성 측정

실험에 사용한 배지의 물리성(총 공극, 용기용수량, 기상

률, 가비중)과 화학성(EC, pH)을 Kim과 Jeong(2003), Kim 

등(2016)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Fig. 3과 Table 1). 배지 화

학성은 pH/EC meter(Enzo 8200M, GOnDO Electronic Co. 

Ltd., Taipei, Taiwan)로 측정하였다. 배지의 물리성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Fonteno, 1996; Choi 등, 1997).

∙총 공극(TP, total porosity) = 용기용수량 + 기상률

∙ 용기용수량(CC, container capacity) = [습윤중량(wet 

weight) - 건조중량(dry weight)] / 배지의 용적(volume of 

sample) × 100

∙ 기상률(AS, air space) = 배수된 용적량(volume of drained 

water) / 배지의 용적(volume of sample) × 100

∙ 가비중(BD, bulk density) = 건조중량(dry weight) / 배지

의 용적(volume of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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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porosity (A), container capacity (B), air space (C), and bulk density (D) of the media used in experiments for ‘Maehyang’ strawberry 

cutting seedlings rooting. CO (Coir; Cocopeat Co. Ltd., Dummalasuriya, Sri Lanka); RW (Rockwool; Grodan Co. Ltd., Roermond, The 

Netherlands); PF (LC grow foam; Smithers-Oasis Co. Ltd., OH, USA); and OFM (Terra Plug; Smithers-Oasis Co. Ltd., OH, USA).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n = 6). 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 at p ≤ 0.05.

Table 1. EC and pH of growing media used in experiments for ‘Maehyang’ strawberry cutting seedlings rooting (n = 15). 

Mediumz EC (dS·m-1) pH

CO 0.25 ay 6.5 c

RW 0.09 c 7.1 a

PF 0.11 bc 6.9 b

OFM 0.14 b 6.3 c

zCO (Coir; Cocopeat Co. Ltd., Dummalasuriya, Sri Lanka); RW (Rockwool; Grodan Co. Ltd., Roermond, The Netherlands); PF (LC grow foam; 

Smithers-Oasis Co. Ltd., OH, USA); and OFM (Terra Plug; Smithers-Oasis Co. Ltd., OH, USA).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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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설계 및 통계분석

실험은 처리당 12개체씩 3반복의 난괴법으로 배치하였으

며 균일한 6개체의 삽목묘를 채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통

계분석은 SAS 프로그램(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평균간 비교는 피셔의 최소유의차검정(Fisher’s least signi-

ficant difference test)을 이용하여 5% 유의수준에서 각 처

리 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그래프는 SigmaPlot 프로그램

(SigmaPlot 12.5, Systat Software Inc., San Jose, CA, USA)

을 이용하여 나타냈다.

결과 및 고찰

1. 배지의 이화학적 특성

실험에 사용된 4종류의 배지의 물리적 특성은 Fig. 3과 같다. 

배지의 총 공극은 배지가 포함할 수 있는 수분과 산소의 함량을 

결정한다(No 등, 2012). 총 공극은 RW 배지에서 73.7%로 유

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PF, CO, OFM 배지에서 각각 64.7%, 

57.8%, 47.8% 순으로 낮았다. 용기용수량은 배지에서 함유 

가능한 최대 양수분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용기용수량이 높

은 배지는 관수 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Kim 등, 2018). 용기용수량은 RW 배지에서 71.3%로 가장 

높았으며, PF, CO, OFM 배지에서 각각 63.4%, 54.3%, 

4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의 생장을 위한 근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고상, 액상, 기상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

며, 총 공극에 대한 기상률에 따라 배지의 통기성이 결정된다

(Kim 등, 2004; Kim 등, 2006; Park 등, 2012). 기상률은 CO 

배지에서 3.5%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PF와 OFM 배

지에서 각각 1.3%, 1.0%로 가장 낮았다. 가비중은 배지의 부

피당 무게를 나타낸 것으로 가비중이 높을수록 정식된 식물체

를 지지하는 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No 등, 2012; Lee 등, 

2019b). 가비중은 OFM 배지에서 0.16g·m-3으로 가장 높았으

며, CO, RW, PF 배지에서 각각 0.09g·m-3, 0.07g·m-3, 0.04g·m-3 

순으로 낮았다. 실험에 사용된 배지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배지의 EC는 CO 배지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OFM, PF, RW 배지 순으로 낮아졌다. 일반적으로 유기 배지는 

무기 배지와 비교해 EC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O 배지

는 유기 배지이기 때문에 EC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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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rooting rate (A), survival rate (B), root length (C), and number of primary roots (D) of ‘Maehyang’ strawberry cutting seedlings as affected 

by different types of growing media and fogging period at 12 days after cutting in fogging experiment. CO (Coir; Cocopeat Co. Ltd., 

Dummalasuriya, Sri Lanka); RW (Rockwool; Grodan Co. Ltd., Roermond, The Netherlands); PF (LC grow foam; Smithers-Oasis Co. Ltd., OH, 

USA); and OFM (Terra Plug; Smithers-Oasis Co. Ltd., OH, USA).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n = 6). 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 at p ≤ 0.05. *Not measured because plants were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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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등, 2018; Lee 등, 2019b). 실험에서 사용된 배지들의 pH 

범위는 6.3-7.1로 딸기의 수경재배가 가능한 pH 범위인 5.0-7.0

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Choi 등, 2017). 

2. ‘매향’ 딸기 삽목 번식 시 포깅 기간 및 배지 종류에 

따른 삽목묘의 생육(실험 1)

Fig. 4는 포깅 처리 12일 후, 조사한 ‘매향’ 딸기 삽목묘의 발

근율, 생존율, 근장 및 주근 수를 나타낸 것이다. CO 배지는 포

깅 기간 9일째부터 100%의 발근율과 생존율을 보였고 OFM 

배지에서는 유의적으로 낮은 발근율과 생존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CO 배지는 타 배지에 비해 기상률이 높았으며(Fig. 3C), 

기상률이 높은 배지는 통기성이 좋아 삽수의 발근 및 생존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Kim 등, 2004). 반면, OFM 배지는 

다른 배지에 비해 유의적으로 총공극과 용기용수량, 기상률

이 가장 낮았다(Figs. 3A, 3B와 3C). 추가적인 배지의 수분공

급이 이뤄지지 않는 삽목 터널 안에서 OFM은 수분 함유량과 

통기성이 떨어져 삽수의 발근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기성이 좋은 CO 배지를 이용하는 것이 포깅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삽목묘의 발근율과 생존율을 높게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모든 배지 처리에서 포깅 기간이 증가할수록 발근율과 생존

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Mudge 등(1995)은 성공적인 

Table 2.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Maehyang’ strawberry cutting seedlings as affected by different types of growing media and fogging period 

at 12 days after cutting in fogging experiment (n = 6).

Mediumz 

(A)

Fogging period 

(B)

Plant height 

(c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No. of leaves

Leaf area 

(cm2/plant)
SPAD

Crown 

diameter (mm)

CO 

 0 13.18 a-cy  4.98 a-c  3.85 b-d  4.5 ab   89.18 c-f  56.75 a  11.27 ab

 3 11.45 c  5.38 ab  4.58 a  4.3 a-c  122.75 a-d  55.55 a-c   8.62 ef

 6 13.95 a-c  5.61 a  4.22 a-d  4.7 ab  137.39 a  50.65 d-f  11.87 a

 9 13.05 a-c  5.08 a-c  3.95 b-d  4.7 ab  123.29 a-c  53.52 a-d   9.73 c-e

12 14.35 ab  5.42 ab  4.05 a-d  4.5 ab  114.33 a-e  52.08 c-e  10.21 b-d

RW 

 0 -x - - - - - -

 3 - - - - - - -

 6  11.85 bc  5.22 a-c  4.12 a-d  5.0 a  115.39 a-e  56.28 ab  10.16 b-d

 9 15.48 a  5.62 a  4.35 ab  4.3 a-c  136.10 ab  50.65 d-f  10.62 a-c

12   14.05 a-c  5.35 ab  4.12 a-d  4.3 a-c  102.88 b-f  55.65 a-c   8.92 d-f

PF

 0 12.42 bc  5.48 ab  3.75 c-e  4.0 b-d   88.09 ef  44.62 g   8.03 f

 3 13.13 a-c  4.43 c  3.17 e  3.7 cd   76.38 f  53.10 c-e   7.63 f

 6 11.60 c  4.93 a-c  3.67 c-e  3.5 d  105.01 a-f  54.47 a-c   7.81 f

 9 13.00 a-c  4.93 a-c  3.90 b-d  4.3 a-c  100.81 c-f  54.53 a-c   8.92 d-f

12 13.02 a-c  5.35 ab  4.25 a-c  4.7 ab  136.58 ab  53.35 a-d   9.12 d-f

OFM

 0 - - - - - - -

 3 - - - - - - -

 6 - - - - - - -

 9   12.22 bc  5.08 a-c  4.18 a-d  4.3 a-c  117.45 a-e  48.78 ef   9.06 d-f

12   12.98 a-c  4.78 bc  3.65 de  4.3 a-c   88.86 d-f  47.65 fg   7.85 f

Significance

A NS NS * * NS *** ***

B NS NS NS NS * * **

A × B NS NS ** NS * *** **

zCO (Coir; Cocopeat Co. Ltd., Dummalasuriya, Sri Lanka); RW (Rockwool; Grodan Co. Ltd., Roermond, The  Netherlands); PF (LC grow foam;

Smithers-Oasis Co. Ltd., OH, USA); and OFM (Terra Plug; Smithers-Oasis Co. Ltd., OH, USA).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 at p ≤ 0.05.
xNot measured because plants were dead.
NS,*,**,***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0.01 or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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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 습도를 높게 유지하여 뿌

리가 수분을 흡수할 수 있을 때까지 삽수의 수분 퍼텐셜을 유

지시키는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딸기의 뿌리 활착에는 약 10

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Kim 등, 2018), 12

일 포깅 처리에서 삽수의 발근율과 생존율이 유의성 있게 가

장 높았던 것은 딸기의 뿌리가 활착될 때까지 공중 습도를 높

게 유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O 배지와 PF 배지

에서 근장과 주근 수는 포깅 기간의 증가에 따른 정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이는 식물의 삽목 시, 공중 습도를 높게 유지하는 

기간이 길수록 발근율 및 뿌리 생육량이 증가했다는 Kim 등

(2015)의 보고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수분 퍼텐셜

이 낮아지면 세포의 팽압이 낮아지면서 증산률 저하, 잎의 위

조, 물질 이동 장애에 따른 광합성 저하 등으로 전반적인 식물 

생육이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Kang과 Lee, 2003). 특히, 딸

기와 같은 잎이 넓은 삽수를 이용한 삽목은 증산으로 발생하

는 수분 유출이 비교적 심한 편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공

중 습도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Nam 등, 2017). 따라서, 포

깅 기간이 길수록, 공중 습도를 높게 유지하는 기간이 길어져 

딸기 삽수의 수분 퍼텐셜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켰기 때문에 근

장 및 주근 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2와 Table 3은 포깅 처리 12일 후 삽목묘의 지상부 및 

지하부 생육을 조사한 것이다. SPAD와 관부직경을 제외한 

Table 3. The fresh and dry weights of ‘Maehyang’ strawberry cutting seedlings as affected by different types of growing media and fogging period at 

12 days cutting in fogging experiment (n = 6).

Mediumz (A) Fogging period (B)
Shoot Root 

Fresh wt. (g/plant) Dry wt. (g/plant) Fresh wt. (g/plant) Dry wt. (g/plant)

CO

 0 4.77 c-ey 1.90 ab 3.08 e-g 0.74 b-d

 3 4.78 b-e 1.74 a-c 3.79 c-f 0.84 a-d

 6 7.56 a 2.09 a 4.37 a-d 0.87 a-c

 9 5.70 b-d 1.63 a-c 4.62 a-c 0.84 a-c

12 5.82 bc 1.44 b-d 5.05 ab 0.78 b-d

RW

 0 -x - - -

 3 - - - -

 6 4.98 b-e 1.46 b-d 3.31 d-g 0.69 cd

 9 6.37 ab 1.83 a-c 5.09 a 1.09 a

12 5.10 b-e 1.50 a-d 4.88 a-c 1.00 ab

PF

 0 4.14 de 1.34 cd 2.57 g 0.59 cd

 3 3.53 e 1.08 d 2.57 g 0.63 cd

 6 4.87 b-e 1.56 b-d 2.82 fg 0.67 cd

 9 4.83 b-e 1.40 b-d 3.84 b-f 0.78 b-d

12 6.17 a-c 1.73 a-c 4.19 a-e 0.78 b-d

OFM

 0 - - - -

 3 - - - -

 6 - - - -

 9 5.67 b-d 1.90 ab 2.37 g 0.60 cd

12 4.89 b-e 1.60 a-c 2.49 g 0.57 d

Significance

A NS *** * ***

B ** NS NS **

A × B * NS NS *

zCO (Coir; Cocopeat Co. Ltd., Dummalasuriya, Sri Lanka); RW (Rockwool; Grodan Co. Ltd., Roermond, The Netherlands); PF (LC grow foam; 

Smithers-Oasis Co. Ltd., OH, USA); and OFM (Terra Plug; Smithers-Oasis Co. Ltd., OH, USA).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 at p ≤ 0.05.
xNot measured because plants were dead.
NS,*,**,***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0.01 or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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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목묘의 지상부 생육은 배지 종류 및 포깅 기간의 증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매향’ 딸

기 삽목 후 26일째 생육 결과, 가습 처리 유무에 따른 지상부 생

육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는 Kang 등(2019)의 연구와 

유사하다. SPAD와 관부직경은 배지의 종류에 영향을 받았으

며, CO 배지에서 다른 배지에 비해 우수한 경향을 보였다. 이

는 CO 배지에서 지하부 생육이 우수하여 지상부의 생육에 영

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Fig. 4). 지하부 건물중은 포깅 기

간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배지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이는 본 연구에서 포깅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발근율, 근장 

및 주근 수가 증가한 것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매향’ 딸기 삽목 번식 시 미스팅 기간 및 배지 종류에 

따른 삽목묘의 생육(실험2)

미스팅 처리 15일 후에 ‘매향’ 딸기 삽수의 발근율, 생존율, 

근장 및 주근 수를 조사하였다(Fig. 5). 미스팅 처리를 하지 않

은 처리구의 삽수는 모두 발근과 생존을 하지 못하였다. 다른 

배지 처리에서와 달리, CO 배지와 RW 배지에서 9일 이상 미

스팅 처리하였을 때 100% 발근되었으며, 12일 이상 미스팅 처

리하였을 때 100%의 높은 생존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코이어

는 밀도에 비해 공극률이 크고, 암면은 직조 방향에 따른 배액 

배출의 경로를 조절할 수 있으므로 배액의 배출이 쉬운 장점이 

있다(Shin과 Son, 2015). 한편, 미스팅 처리는 포깅 처리보다 

수분 입자가 3-7배 가량 크기 때문에 식물의 잎이나 배지 등에 

흡수되기 쉬우며, 공급된 수분 입자는 배지를 과습하게 만들 

수 있다(Fernandez 등, 1992; Miller, 2014; Tetsumura 등, 

2017). 그러므로, 지속해서 배지에 수분이 공급되는 상황에서 

CO와 RW 배지는 기상률과 총 공극이 높고 배액 배출이 쉬운 

특성을 가져 삽수의 발근과 생존에 유리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최소 9일 이상 미스팅 처리를 해주는 것이 삽수의 발근율과 생

존율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처리로 판단된다. 실험1에서 발근

율과 생존율이 현저히 낮았던 것과 달리 실험2에서는 OFM 배

지에서도 높은 발근율과 생존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포깅 처리와 달리 미스팅 처리에 의해 공급된 크기가 큰 수분입

자에 의해 배지가 마르지 않고 적정한 수분함량을 유지함에 따

라, 총공극과 용기용수량이 낮았던 OFM 배지에서도 삽수가 

발근하기 적절한 근권환경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된다. ‘매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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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rooting rate (A), survival rate (B), root length (C), and number of primary roots (D) of ‘Maehyang’ strawberry cutting seedlings as affected 

by different types of growing media and misting period at 15 days after cutting in misting experiment. CO (Coir; Cocopeat Co. Ltd., 

Dummalasuriya, Sri Lanka); RW (Rockwool; Grodan Co. Ltd., Roermond, The Netherlands); PF (LC grow foam; Smithers-Oasis Co. Ltd., OH, 

USA); and OFM (Terra Plug; Smithers-Oasis Co. Ltd., OH, USA).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n = 6). 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 at p ≤ 0.05. *Not measured because plants were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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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삽목묘의 근장은 전체적으로 미스팅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으며 9-12일 기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근 

수는 미스팅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Ku와 Cho(2014)는 배지가 과습할 경우 삽수의 발근 및 

근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

구에서 발생한 근장 및 주근 수의 감소도 미스팅 처리로 발생한 

배지 과습이 원인으로 여겨지나, 미스팅 기간에 따른 각 배지 

내 수분 이동 특성에 대한 데이터는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

후 추가실험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와 Table 5는 미스팅 처리 15일 후 삽목묘의 지상부 

및 지하부 생육을 조사한 것이다. 미스팅 처리에 따른 삽목묘

의 지상부 및 지하부 생육은 앞서 수행한 포깅 처리 실험과 유

사하게 배지와 미스팅 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딸기는 런너가 지면에 닿으면, 활발한 발근과 초기 주근의 확

보를 위한 생육이 진행되며 그동안 유관속조직의 발달 및 잎

과 꽃의 생성이 지연된다고 알려져 있다(Mann, 1930). 또한, 

뿌리가 완전히 활착된 딸기 묘에서 신엽이 발생하기까지 약8

일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DA, 2009). 따라

서, 실험이 이뤄진 15일 동안 딸기 삽수는 지상부 생장보다 발

근과 뿌리 활착을 위해 생장 에너지가 주로 사용되었을 것으

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지상부 생육에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스팅 처리로 삽목묘를 생

산하더라도 포깅 처리로 생산되는 삽목묘와 유사한 품질을 가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미스팅 처리를 이용하여 

재배 면적이 넓은 현장에서 고품질의 ‘매향’ 딸기 삽목묘를 생

산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배지 종류 및 가습 기간에 따른 ‘매

향’ 딸기 삽수의 발근율과 생존율은 가습기간이 길어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배수성과 통기성이 다른 배지에 

비해 우수했던 CO 배지에서 안정적으로 높은 발근율과 생존

Table 4.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Maehyang’ strawberry cutting seedlings as affected by different types of growing media and misting period 

at 15 days after cutting in misting experiment (n = 6).

Mediumz 

(A)

Misting 

period (B)

Plant height 

(c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No. of leaves

Leaf area 

(cm2/plant)
SPAD

Crown 

diameter (mm)

CO

 6 -y - - - - - -

 9 18.01 a-cx 6.81 a 4.94 ab 3.14 a-c 138.63 a 43.57 ab 7.56 ab

12 18.68 ab 6.78 ab 5.39 a 3.44 a-c 158.06 a 40.97 b 6.45 a-c

15 15.59 a-d 5.53 a-c 4.38 ab 3.11 bc 108.29 a 41.36 b 4.48 de

RW

 6 13.40 c-e 5.60 a-c 4.10 b 4.00 a 127.89 a 46.80 a 7.81 a

 9 17.57 a-c 5.97 a-c 4.67 ab 2.71 bc  98.80 a 41.30 b 5.32 cd

12 18.00 a-c 6.20 a-c 4.64 ab 3.00 bc 116.95 a 40.89 b 3.72 e

15 14.84 a-e 5.60 a-c 4.12 b 3.56 ab 105.98 a 42.60 ab 5.14 c-e

PF

 6 10.48 e 5.53 bc 4.60 ab 2.63 c 100.16 a 41.15 b 5.66 cd

 9 12.38 de 4.82 c 4.42 ab 2.67 c  92.74 a 40.62 b 5.82 cd

12 13.63 b-e 6.14 a-c 4.65 ab 2.88 bc 124.78 a 43.80 ab 4.62 de

15 12.43 de 6.33 a-c 5.05 ab 3.22 a-c 133.45 a 41.58 b 5.22 cd

OFM

 6 17.30 a-d 6.46 ab 4.82 ab 3.20 a-c 111.91 a 42.46 ab 6.27 bc

 9 13.55 c-e 6.27 a-c 4.65 ab 2.83 bc 115.03 a 42.08 b 5.38 cd

12 17.61 a-c 6.39 a-c 4.91 ab 2.63 c 116.78 a 42.06 b 4.65 de

15 19.03 a 6.20 a-c 4.69 ab 3.11 bc 110.33 a 41.92 b 5.02 c-e

Significance

A *** NS NS NS NS NS **

B NS NS NS NS NS NS ***

A × B NS NS NS NS NS NS ***

zCO (Coir; Cocopeat Co. Ltd., Dummalasuriya, Sri Lanka); RW (Rockwool; Grodan Co. Ltd., Roermond, The  Netherlands); PF (LC grow foam; 

Smithers-Oasis Co. Ltd., OH, USA); and OFM (Terra Plug; Smithers-Oasis Co. Ltd., OH, USA).
yNot measured because plants were dead.
x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 at p ≤ 0.05.
NS,**,***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1 or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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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확인하였다. 딸기 ‘매향’ 삽목묘의 근장과 주근수는 가습

기간이 12일 이상으로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9일

간 가습 처리하는 것이 우수한 뿌리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근장 및 주근 수와 가습 시설의 가동시간을 고

려하였을 때, CO 배지에서 9일간 가습 처리하는 것이 안정적

으로 높은 발근율과 생존율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매향’ 딸

기 삽목묘의 생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본 연구는 시설 딸기(Fragaria × ananassa Duch. cv. Mae-

hyang)의 삽목묘 생산을 위해 적절한 배지 및 가습 기간을 구

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9년 2월에 코이어(CO), 암면

(RW), 페놀폼(PF), 유기성형배지(OFM)에 삽수를 삽목하여 

0, 3, 6, 9, 12일간 포깅 처리를 하였으며, 2019년 6월에 현장 

실증 실험으로 코이어(CO), 암면(RW), 페놀폼(PF), 유기성

형배지(OFM)에 삽수를 삽목하여 0, 6, 9, 12, 15일간 미스팅 

처리를 하였다. 포깅 처리에서 삽목묘의 발근율과 생존율은 

포깅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CO 배지

에서 9일 이상 포깅 처리하였을 때 발근율과 생존율이 유의적

으로 높았다. 미스팅 처리에서 발근율은 CO와 RW 배지에서 

9일 이상 미스팅 처리하였을 때, 생존율은 12일 이상 미스팅 

처리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높았다. 육묘기에 배지 및 가습 처

리에 따른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따라서 발근율과 생존율을 고려하였을 때, CO 배지에서 9

일간 가습 처리하는 것이 안정적인 삽목묘의 생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주제어 : 미스팅, 암면, 코이어, 포깅, 페놀폼 

Table 5. The fresh and dry weights of ‘Maehyang’ strawberry cutting seedlings as affected by different types of growing media and misting period at 

15 days after cutting in misting experiment (n = 6).

Mediumz (A) Misting period (B)
Shoot Root 

Fresh wt. (g/plant) Dry wt. (g/plant) Fresh wt. (g/plant) Dry wt. (g/plant)

CO

 6 -y - - -

 9 5.90 ax 0.30 ab 1.29 a 0.029 ab

12 6.88 a 0.28 a-c 1.39 a 0.023 a-c

15 3.73 a 0.21 a-d 0.90 a 0.014 a-c

RW

 6 5.42 a 0.10 b-d 1.21 a 0.010 bc

 9 4.66 a 0.28 a-c 0.98 a 0.025 a-c

12 7.13 a 0.21 a-d 1.08 a 0.015 a-c

15 3.86 a 0.18 a-d 1.15 a 0.018 a-c

PF

 6 4.52 a 0.18 a-d 1.01 a 0.018 a-c

 9 4.44 a 0.06 cd 0.91 a 0.008 bc

12 4.44 a 0.16 a-d 1.38 a 0.020 a-c

15 4.88 a 0.10 b-d 1.32 a 0.016 a-c

OFM

 6 4.43 a 0.29 ab 1.02 a 0.024 a-c

 9 3.99 a 0.34 a 0.93 a 0.031 a

12 3.54 a 0.04 d 1.17 a 0.005 c

15 4.23 a 0.15 a-d 1.00 a 0.011 a-c

Significance

A NS * NS NS

B NS NS NS NS

A × B NS NS NS NS

zCO (Coir; Cocopeat Co. Ltd., Dummalasuriya, Sri Lanka); RW (Rockwool; Grodan Co. Ltd., Roermond, The Netherlands); PF (LC grow foam; 

Smithers-Oasis Co. Ltd., OH, USA); and OFM (Terra Plug; Smithers-Oasis Co. Ltd., OH, USA).
yNot measured because plants were dead.
x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 at p ≤ 0.05.
NS,*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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