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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select the optimum cultivars 
which are adaptable to South Korea through estimating the differences in 

daughter plant production and growth response among seven strawberry culti-
vars. In the vegetative stage, Nyoho, Akihime and Suhong produced more 
daughter plants than other cultivars whereas Akaneko and Tochinomine, which 

developed less runners, showed better condition in runner vigorness. The 
quality of daughter plants derived from forcing cultivars was uniform in 
general. Even though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rooting among 

cultivars, runners from Akaneko and Tochinomine developed more roots and 
fresh weight of roots than other cultivars. In the forcing cultivars, Akihime 
showed the most excellent plant vigorness, yield and highest sugar content of 

fruits and also was 5 days faster than Nyoho in flowering date. However, the 
fruit tended to be softened. In the semi-forcing cultivars, Tochinomine was 
excellent in vigorness, firmness, sugar content of fruits and the average of fruit 

weight but low in flower numbers per cluster and late in the emergency of 
second flower cluster. Although Akaneko showed highest in sugar/acid ratio 
and rich in flavour, lighting treatment was recommended to this cultivar for 

early harvest because of softness of fruits. 

Additional key words: cultivar characteristics, daughter plant, forcing, semi- 
forcing 

서    언

딸기는 과채류 에서 철의 비타민류 원

식품으로 요한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맛이 

뛰어나고 다른 과채류가 생산되지 않는 시기에 

출하되므로 소비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97

년도 재 우리나라의 딸기재배 면 은 6,303 

ha이고 생산량은 151,199M/T(농림부, 1997)에 

이르고 있다. 지 까지 우리나라의 딸기재배는 

보교조생을 심으로 한 반 성재배가 주류를 

이루어 왔으며, 그에 한 연구도 어느 정도 확

립되어 있다(木村, 1983; 宋 등, 1975; 柳, 

1972). 한 딸기는 런 에 의한 양번식 작물

로 오랜 재배 동안에 일어나는 바이러스에 의한 

식물체 퇴화를 극복하고자 조직배양을 이용한 

무병묘 육성 연구(Boxus, 1976; Nishi와 Oh-

sawa, 1973)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실용화 단계

에 이르 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새로 육성

된 신품종(農耕과 園藝編集部, 1998) 들이 많이 

도입되고 시설재배 면 이 증가하면서 반 성 

심의 딸기재배가 성, 성재배등으로 작

형의 변화가 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알

맞는 화아분화 진기술( 田, 1987; 森下, 

1984; Shinohara와 Kawasaki, 1990; 鄭 등, 

1994)이나 휴면(木村, 1983)의 극복문제가 시

한 과제로 두되고 있다. 딸기의 휴면은 품

종별로 깊이정도가 다르기 때문에(農耕과 園藝

編集部, 1998) 휴면성에 따라 재배방법을 달리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한 성이나 성재

배시에는 무휴면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품종의 

선택이 매우 요하다. 재 재배면 이 증가하

고 있는 성용 품종은 여 으로서 휴면이 얕으

며 재배 리가 매우 까다롭고 다양한 작형을 가

지고 있어 높은 재배기술을 요하고 있다(강 등, 

1996). 더구나 새로 육성된 도입 신품종은 국내 

특성검정을 거치지 않고 농가로 보 됨에 따라 

재배방법이 정립되지도 않은 채 기존의 재배법

으로 재배되어 잎이 도장하거나 왜화하는 등 

정재배가 되지 못하는 문제 들이 많이 노출되

고 있다. 재 국내 딸기 재배양상은 보교조생

이 차 어들고 여 의 재배면 이 증가하고 

있다. 한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응하고자 

일부 지역에 신품종이 도입되어 재배되고 있는

데 기존의 보교조생이나 수홍에 비해 육묘시기

나 방법 등이 다르고 새로운 병충해도 많이 발

생되어 정 자묘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실험은 재배작형에 따른 품종의 선택이

나 재배법을 확립하고자 최근에 도입된 성, 

반 성재배용 품종과 국내 육성된 품종의 육묘 

 생육특성 등을 비교 검토하 다.

재료  방법 

품종간 런   자묘 발생

품종간 런   자묘 발생율은 유리온실내에

서 여 , 도요노까, 아키히메, 설홍, 도치노미네, 

아까네꼬, 수홍 등 7품종을 공시하여 97년 4월 

1일 인공용토(피트모스+버미큘라이트, V/V 

1:1)를 넣은 화상자(30×15×20cm)에 월동 

모주를 2주씩 정식하여 1.5m 높이의 거터에 올

려놓고 양액에 의해 재배하 다. 발생된 런 는 

공 에 늘여뜨리면서 런 수와 자묘의 출 율

을 1개월 간격으로 조사하 다. 자묘는 런 가 

생장하면서 연속 으로 발생하므로 각각의 런

에서 발생하는 첫번째 자묘를 1번 자묘로 하

고 그 다음을 2번 자묘, 3번 자묘로 표시했다. 

생육 4개월 후에 자묘간 런  길이를 측정하

는데 모주를 0으로 표시하고 0～1은 모주에서 

1번 자묘가 발생된 치까지의 길이를 의미한

다. 공 육묘에 의한 품종간 뿌리의 발근 상태

를 알아보기 해 일시에 자묘를 채취하여 피트

모스 상토에 가식하고 12일 후에 1차근 수  

길이, 생체  등을 조사하 다.

품종간 생육  과실 특성 비교

공시품종으로 성재배는 일본 도입 품종인 

여 , 도요노까, 아키히메와 국내 육성종인 설

홍 등 4품종을 사용하 고, 반 성재배는 도치

노미네, 아까네꼬와 국내 육성종인 수홍 등 3품

종을 사용하 다. 재배포장은 성용과 반 성

용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하우스에서 성재배

는 96년 9월 25일 정식하여 무휴면으로 재배하

고, 반 성재배는 96년 10월 11일 정식하

으며 12월 5일에 보온을 실시하 다. 정식포장

은 10a당 N-P2O5-K2O를 19-15-17kg과 퇴비 

3,000kg을 넣었고, 조간 30cm, 주간 20cm 간

격으로 정식하 다. 재배방법은 일반재배 기

에 하여 실시하 고, 생육  과실의 특성과 

수량성 등을 조사하 다.

결과  고찰

품종간 런   자묘 발생

성용 4품종과 반 성용 3품종 등 총 7품종

간 런 의 발생양상을 시기별로 비교하여 본 결

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런  발생은 

정식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1～2개씩 출 하기 

시작하 으며 2개월 경과하면 5～6개 정도의 

런  발생을 보 다. 품종간에는 2개월까지는 

도치노미네와 아까네꼬가 각각 7.0, 6.3개로 앞

서가기 시작했으며 도요노까가 3.7개로 조하

다. 그러나 4개월이 지난 7월경에는 여 , 수

홍 등에서 14～15개 발생을 보인 반면 설홍은 

6～8개로 반 정도 다. 자묘의 발생도 도치노

미네는 기에 자묘발생이 왕성하 으나 후기

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자묘의 발생

이 많은 품종은 여 , 수홍이 30개 내외를 보

고, 도요노카, 아까네꼬 등은 20개 이하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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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

Number of runners and daughter plants developed 

1 month 2 month 3 month 4 month

Runner
Daughter

plant
Runner

Daughter
plant

Runner
Daughter

plant
Runner

Daughter  
plant

Nyoho 1.0 0.0 5.7 2.3 7.7 14.3 14.0 31.3

Sulhong 0.7 0.0 5.0 1.7 6.0 11.3  6.7 22.0

Akihime 1.0 0.0 5.0 1.3 6.7 12.6 11.7 25.3

Toyonoka 1.0 0.0 3.7 2.3 5.3 11.3 11.7 19.3

Tochinomine 2.3 0.0 7.0 6.7 7.7 17.0 10.0 20.3

Suhong 0.0 0.0 5.7 2.7 8.3 12.7 16.7 28.0

Akaneko 0.3 0.0 6.3 0.3 7.0  4.4 10.3 16.5
zMother plants were planted on April first, 1997 in green house.

Table 1. Comparison of runners and daughter plants developed during vegetative period 

after plantingz among 7 strawberry cultivars.

Cultivar
Runner length (cm) Runner

diameter
(mm)Total 0～1z 1～2 2～3

Nyoho    167.7 ab    62.3 a    43.3 b   46.7 ab   1.99 ab
y

Sulhong    176.7 ab    57.0 ab    51.0 ab   37.3 b   2.09 ab

Akihime    191.7 a    58.3 a    51.7 ab   51.3 ab   1.91 ab

Toyonoka    190.7 a    54.7 ab    55.3 a   49.3 a   1.86 b

Tochinomine    161.7 ab    42.7 b    50.7 ab   39.3 ab   1.89 b

Suhong    158.7 b    49.0 ab    47.3 ab   40.3 ab   2.13 ab

Akaneko    156.0 b    53.3 ab    55.0 a   46.0 ab   2.29 a
z
Means runner length from mother plant to first daughter plant. 

y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Table 2. Comparison of length and diameter of runners after 4 months of planting 

among 7 strawberry cultivars.

  Cultivar
Crown diameter of daughter plant (mm)   

1st 2nd 3rd

  Nyoho          6.8 ab         5.3 b         4.0 bz

  Sulhong          5.7 bc         5.4 b         4.6 b

  Akihime          6.4 ab         5.7 b         5.1 ab

  Toyonoka          5.2 c         5.8 ab         4.8 b

  Tochinomine          7.2 a         7.0 a         6.4 a

  Suhong          7.2 a         6.1 ab         3.8 b

  Akaneko          7.1 a         5.4 b         4.8 b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Table 3. Comparison of crown diameter of daughter plants after 4 months of planting 

among 7 strawberry cultivars.

  Cultivar

Rooting ability   

 Root fresh weight 
(g/plant)

No. of primary roots  
(no./plant)

 Primary root length
(cm)

  Nyoho        1.88 ab       11.3 bc        8.5 bc
z

  Sulhong        1.92 ab       14.0 bc       10.0 ab

  Akihime        2.13 ab       16.3 abc        7.0 bc

  Toyonoka        1.76 ab       12.7 bc        8.3 bc

  Tochinomine        2.36 a       26.7 a       13.0 a

  Suhong        1.07 b        6.0 c        5.3 c

  Akaneko        2.05 ab       21.3 ab        7.3 bc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Table 4. Comparison of rooting ability of daughter plants after 12 days of cutting among 

7 strawberry cultivars.

하 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여 이나 아키히메

의 경우는 후기에 런   자묘 발생이 많아 묘

확보에는 문제가 없지만 성이나 성으로 

재배 할 경우에는 기 묘확보가 어려워 약간 

일  정식 할 필요가 있으며 수홍은 반 성재배 

품종이므로 묘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설홍

은 런 발생이 많지 않았으며 아까네꼬는 런

수에 비해 자묘생산이 매우 으므로 모주수를 

늘려 충분한 런  확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

각된다.

재배기간 동안 발생된 총런  길이와 굵기는 

아키히메, 도요노카 등에서 런 길이가 190cm

내외로 길었고 수홍, 아까네꼬는 160cm 이하를 

나타냈다. 그러나 런 의 굵기는 아까네꼬가 

2.29mm로 가장 굵었고 수홍, 설홍 등은 간

정도를 나타냈으며 도요노까나 아키히메는 

1.86과 1.91mm의 굵기를 보여 런  길이와 굵

기는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 다(Table 2). 한 

자묘의 형성은 런 가 생장하면서 런 끝의 생

장 에서 분화가 이루어져 개체가 형성되고 액

아에서 다시 런 발생이 되어 일정시간이 지나

면 다시 개체를 형성한다. 이러한 자묘의 연속

인 발생을 순서 로 1번 자묘, 2번 자묘로 표

시하 는데 본 실험의 결과에서는 여 , 설홍 

등 성용 품종에서는 모주와 1번 자묘간의 길

이가 1번에서 2번 자묘 사이나 2번에서 3번 자

묘 사이의 런  길이보다 조  긴 경향을 보

다. 그러나 반 성 품종에서는 자묘간의 런 길

이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런 길이는 

수식 육묘에서는 육묘높이 결정에 향을  

수 있으며 런 의 굵기는 자묘의 소질에 향을 

다. 한 자묘의 크기도 가식 후 육묘기간에 

향을 주며 정식후 생육과 수량에까지 향을 

 수 있기 때문에 자묘간에 균일한 묘의 확보

가 요하다. 품종간에 자묘의 크기는 도치노미

네, 아키히메, 여  등에서 우수하 다. 체

으로 부직경은 1번 자묘가 가장 크고 2, 3번 

자묘로 갈수록 작아졌는데 수홍, 아까네꼬는 묘

소질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고 아키히메, 도치노

미네 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비교  균일

한 묘 생산이 가능하 다(Table 3). 

Table 4는 자묘를 채취하여 품종간 발근을 

살펴 본 결과로서 자묘채취 후 12일이 경과되

었을 때 발근은 모든 품종에서 이루어졌고 특히 

아키히메, 도치노미네, 아까네꼬 등에서 뿌리 

생체 이 높았으며 1차 근수도 많았다. 여 , 

설홍, 도요노까 등은 간 정도를 보이고 수홍

은 타 품종에 비해 발근이 약간 늦은 편이었다. 

자묘 채취시기는 본 실험에서 자료제시는 하지 

않았지만 8월 까지는 발근에 큰 향이 없었

으나 더 늦어지면 고온의 향으로 발근이 상당

히 불량해지며 고사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는데 8월 까지는 충분한 묘확보를 하고 자묘

를 채취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품종간 런   자묘발생 결과를 종합하여 보

면 품종간에 자묘의 발생수나 런  길이, 발근

력 등은 재배작형 선택이나 육묘시에 고려되어

야 할 요한 사항이며, 모주 정식후 4개월 생

육에 런 는 평균 10개 정도, 자묘는 25개 정도

의 발생을 보 는데 그 에서도 여 은 후기 

생육이 왕성하여 성 재배나 성재배시에

는 일  정식할 필요가 있다고 단되며 모주에

서 1번 자묘까지의 런 길이가 길므로 공 육

묘시 모주정식 높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리고 아까네꼬, 설홍, 도치노미네 등 런  길이

가 짧은 품종이 런  길이가 긴 아키히메나 도

요노까보다 자묘의 부 직경이 굵고 자묘의 수

가 은 경향을 보 다(Table 2, 3). 이것은 충

실한 자묘는 확보되지만 수량면에서 기 때문

에 모주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 품종간 발근에 있어서는 8월의 고온기를 피

한다면 충분히 정상 인 묘생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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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ltivar
Petiol 
length
(c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Flowering
date

Harvest
 date

 Ripening 
duration

(days)

No. of 
flowers of 

first cluster

 Sulhong 7.0 a 5.9 a 5.4 b Nov. 20 Jan.  6 47a   6.6  cy

 Toyonoka 7.4 a 6.8 a 6.4 a Dec.  7 Jan. 20 44a   8.3 bc

 Akihime 8.0 a 7.2 a 5.9 b Nov. 26 Jan. 10 45a   9.4 ab

 Nyoho 7.3 a 7.0 a 5.3 b Dec.  1 Jan. 16 47a  10.6 ab
zPlanted on September 25, 1996 in plastic film house.
y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Table 5. Growth and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4 strawberry cultivars in forcing 

culture
z
.

Cultivar
Petiol 
length
(c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Flowering date of 
cluster Harvest 

date

Ripening 
duration

(days)

No. of flowers of 
first cluster

1st 2nd 1st 2nd

Tochinomine 14.4 a 9.4 a 7.0 a Dec. 29 Feb. 19 Feb. 21 53  8.2 b  7.0 b
y

Akaneko  7.7 c 6.2 b 4.8 b Jan. 13 Feb. 18 Feb. 26 43  7.8 b  5.9 c

Suhong 12.0 b 8.6 a 6.8 a Jan.  7 Feb. 24 Feb. 27 51 12.3 a 11.9 a
z
Planted on October 11, 1996 in plastic film house.

y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Table 6. Growth and development characteristics 3 strawberry cultivars in semi- forcing 

culture
z
. 

Cultivar
   Marketable yield

z
 Average 

fruit weight 
(g)

Marketable 
rate
(%)

Total yield
(kg/10a)No. of fruits

per plant
Fruit weight 

(g/plant)

Forcing culturey

Sulhong 12.9 b 204 a 15.8a 89.5c 1,859 bx

Toyonoka 18.0 a 290 a 16.1a 93.7ab 2,645 a

Akihime 17.9 a 271 a 16.0a 94.8a 2,464 a

Nyoho 18.9 a 254 a 13.4b 90.9bc 2,317 a

Semi-forcing culturew

Tochinomine 11.6 a 222.3 a 19.1 a 89.7 a 2,250 a

Akaneko  9.9 b 164.6 b 16.7 b 81.6 b 1,833 b

Suhong  7.7 c 130.2 c 17.1 b 68.9 c 1,704 b
zMarketable yield indicate normal fruits over 7g.   
y
Planted on September 25, 1996 in plastic film house.

x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wPlanted on October 11, 1996 in plastic film house.

Table 7. Comparison of marketable yield among strawberry cultivars in forcing and 

semi-forcing culture.

Cultivar
Soluble solid    
content (%)

Acidity
(%)

SSC/acid
 ratio(%)

Firmness
(g/Ø5mm)

Forcing culture
z

Sulhong  9.8 ab 0.59 ab 16.6 b    130 bcy

Toyonoka  9.3 b 0.47 ab 19.8 b    150 ab

Akihime 10.3 a 0.41  b 25.1 a    120 c

Nyoho  9.9 ab 0.59  a 16.3 b    165 a

Semi-forcing culture
x

Tochinomine 11.5 a 0.94 a 12.2 b 223 a

Akaneko  9.3 b 0.62 b 15.0 a 115 c

Suhong  9.6 b 0.66 b 14.5 a 140 b
z
Planted on September 25, 1996 in plastic film house.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x
Planted on October 11, 1996 in plastic film house.

Table 8. Comparison of fruit quality among strawberry cutivars in forcing and semi- 

forcing culture.  

품종간 생육특성 비교

도입 품종  성재배 품종의 생육 특성을 

비교하여 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아키히메 

품종은 세가 왕성한 편으로 개화와 수확일이 

여 보다 5일 빨랐으며 엽병장이 타 품종보다 

길고 잎이 장타원형을 하고 있었으며 엽수는 주

당 5개로 은 편이었다. 반면 설홍은 엽병이 

짧고 원형에 가까운 잎을 하고 있었으며 개화와 

수확일이 가장 빨랐다. 도요노까는 간정도의 

세에 개화일이 12월 7일로 가장 늦었으나 성

숙기간은 44일로 여 보다 3일 정도 빨랐다. 화

방당 화수를 비교하여 보면 여 , 아끼히메가 

각각 10.6, 9.4개로 설홍의 6.6개보다 월등히 

많았다.

반 성 재배에서 도치노미네는 개화가 빠른 

반면 액화방의 출  소요일수가 긴 편이었으며, 

정화방의 화수는 수홍보다 었으며 아까네꼬

와는 비슷하 다(Table 6). 엽병장의 길이는 도

치노미네가 가장 길었고 수홍, 아까네꼬의 순이

었다. 잎의 크기도 도치노미네가 엽장과 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세가 왕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7은 성재배에서 품종별로 과실 크

기  수량성을 비교한 것으로 식물체당 과일

수는 여 이 18.9개로 가장 많았고 설홍이 

12.9개로 가장 었다. 그러나 상품과 수량은 

품종별 유의차는 없었으나 도요노까와 아키히

메 품종이 다소 많은 편이었으며 평균과 도 

15g 이상으로 과성 품종이었다. 한 총 수

량면에서는 도요노까와 아키히메 품종이 설홍

에 비해 약간 높은 편이었다. 이런 결과로 보

면 도요노까나 아키히메는 재 많이 재배되고 

있는 여 에 비해 총수량이나 상품과 수량이 

비슷하면서도 평균과 과 상품과율이 높아 타 

품종보다 상 으로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설홍은 평균과 에서 여 보다 우수하

지만 수량면에서는 약간 떨어졌다. 반 성 재

배 품종은 도치노미네가 상품과수나 상품과율

에서 월등하게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수량도 2,250kg/10a으로 아까네꼬나 수홍보다 

400～500kg/10a 더 많은 생산을 하 고 평균

과 도 19.1g으로서 과성이었다. 

과실의 품질을 비교하여 보면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재배 품종의 당도는 아키히

메가 10.3%로 가장 높은 반면, 산도는 0.41%

로 가장 낮아 단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품종이었

다. 도요노까는 당도가 9.3%로 타 품종보다 낮

았으나 산도가 낮아 당산비가 높은 편이었다. 

특히 도요노까는 과실의 향이 다른 품종보다 강

하게 나타나 맛이 우수하 다(자료 미제시). 품

종별 당산비를 보면 아키히메가 25.1로 가장 높

고 도요노까, 여 , 설홍은 16～19 정도로 비슷

하 다. 

반 성 품종에서는 도치노미네가 당도와 산

도가 가장 높아 단맛과 신맛이 강하게 나타났

다. 아까네꼬는 당도가 9.3%로 타 품종보다 낮

은 반면 산도도 낮아 당산비가 높았으며 과실향

이 강하 다. 과실의 경도는 성 품종은 여

이 165g/Φ5mm로 가장 높았고 아키히메가 

120g/Φ5mm로 가장 낮았다. 반 성 품종은 도

치노미네가 223g/Φ5mm로 아까네꼬의 115g/

Φ5mm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고 수홍

은 140g/Φ5mm로 간 정도를 보 다.

품종간 생육특성 결과로 볼 때 재 많은 면

에서 재배되고 있는 여 에 비해 아키히메 품

종이 세가 강하고 개화기가 빠르며 수량이 높

아 체 품종으로 당하다고 단된다. 그러나 

경도가 약하고 탄 병, 흰가루병이 약하다고 알

려져 있어 주의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다. 도요

노까는 수량이 많고 과성이며 수확기간이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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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개화기가 조  늦고 세확보를 한 조

의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향기

나 맛은 좋으나 흰가루병에 약하고 착색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재배시 세심한 주의

를 요한다. 국내 육성종인 설홍은 개화기는 아

주 빨랐으나 수량면에는 약간 떨어지는 경향을 

보 다. 한 자료제시는 되지 않았지만 과실 

종자가 돌출하는 경우도 발견되었다. 반 성재

배에서는 도치노미네가 개화기가 빠르며 당도

가 높고 수량성이 우수하여 부지역에서의 

합한 품종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다비재배시

에는 선청과 발생이 있으며 연속출뢰성이 조  

늦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심한 주의를 요한

다.

도입 신품종의 작형별 응시험 결과, 성용

은 아키히메, 반 성용으로는 도치노미네가 기

존 재배 품종보다 우수한 이 있어 체 가능

성을 보 지만 병해충 등 여러 면에서 좀더 검

토되어야만 실패 없이 재배를 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록

국내재배에 합한 딸기 품종을 선발하고자 

7가지 품종을 공시하여 자묘발생 특성과 생육 

 과실의 수량과 품질등을 검토해 본 결과 자

묘 발생은 여 , 아키히메, 수홍이 비교  많은 

양의 자묘를 생산할 수 있었고, 아까네꼬, 도치

노미네는 런 가 굵고 충실한 자묘를 얻을 수 

있었으나 생산량은 은 편이었다. 자묘간의 묘

소질은 성용 품종에서 더 균일함을 보 고, 

자묘의 뿌리 발근력은 모든 품종에서 발근이 잘 

되었으며 특히 도치노미네, 아까네꼬 품종이 타 

품종보다 우수하 다.

품종간 생육특성을 보면 성재배에서는 여

에 비해 아키히메가 세가 왕성하고 개화기

가 5일 정도 빠르며 수량이 많고 당도가 높았지

만 경도가 낮았다. 반 성 재배에서는 도치노미

네 품종이 생육이 왕성하고 경도와 당도가 높으

며 평균 과 과 수량이 많았다. 그러나 화방당 

화수가 고 2화방 출 이 늦었다. 아까네꼬는 

당산비가 가장 높았고 향기가 있었으나 경도가 

낮아 조처리 등으로 조기수확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된다.

주요 추가어：품종 특성, 자묘, 반 성,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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