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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다래 및 교잡종 다래의 수관층위에 따른 광환경 차이에 따른 광합성능력, 엽 그리고 과실의 특

성 변화를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수관층위별에 따른 광합성속도를 측정한 결과, 수관층위가 높아질수록 광합성 속

도가 증가하여 광도 1,000 µmol·m−2s−1에서 하층(5.82 µmol CO
2 

m−2s−1), 중층(7.11 µmol CO
2 

m−2s−1), 상층(9.54 µmol

CO
2 

m−2s−1)의 순으로 높은 광합성속도를 나타냈다. 엽의 경우, 수관층위가 높아질수록 엽폭과 엽장 그리고 엽면적이

감소하였다. 즉, 하층, 중층, 상층 수관층위가 증가할수록 엽면적은 162.8, 90.9, 68.3 cm2 로 각각 감소하였다. 과실의

경우에는 수관층위가 높아질수록 과실 중량 및 과실 폭과 과실 길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상

층의 높은 광합성능력이 과실의 생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수관상층부로의 결과지 유도를 통해 대립성 다래 과실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photosynthesis, leaf and fruit according to

crown layers in Actinidia arguta and hybrid kiwi. Photosynthesis rate (PPFD 1,000 µmol·m−2s−1) were 5.82,

7.11, 9.54 µmol CO
2
m−2s−1 at lower, middle, and upper position, respectively in 3 layer cultivation type. The

length and area of leaves collected from lower position have lager value than upper position. The fruit quality

of A. arguta and hybrid kiwifruit increased with increasing crown height. A linear correlation (R2 = 0.72, 0.89

and 0.98) was shown between fruit weight (Boeun 4, Injea 16 and HM3) and the height of crown layer(layer

1, 2, and 3). From the results, we can suppose that the tree of the upper position of crown layer in the

cultivation of A. arguta and hybrid kiwifruit produce high quality fruit due to its high photosynthesis ability.

Key words : Actinidia arguta, A. deliciosa, crown layer, fruit characteristics, hybrid kiwifruit, photosynthesis

서 론

다래(Actinidia arguta)는 다래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

의 다년생 덩굴성식물이다. 다래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 등에 자생하며, 내한성이 강하여 hardy

kiwifruit이라고도 한다(Park et al., 2007). 다래는 암수가

다른 자웅이주식물로 5월에서 6월 사이에 꽃이 피며, 10

월경에 열매가 성숙한다. 다래의 종류는 세계적으로 2~5

속 280~560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다래(A.

arguta), 개다래(A. polygama), 섬다래(A. rufa), 쥐다래(A.

kolomikta) 등 4종류가 분포한다(Kim et al., 2003). 한방에

서 미후도라고도 불리는 다래는 열을 내리게 하고 갈증을

멈추게 하며 소화불량 등에 효과가 있다. 특히 비타민 C

가 풍부하여 피로회복이나 괴혈병 치료에도 효과적이다.

미후도근이라 불리는 다래나무의 뿌리는 소화불량이나 구

토 그리고 관절통 등의 치료에 사용하였다. 다래나무의 수

피에서 catechin, (−)-epicatechin, quercetin 등이 분리되었

으며, 열매에서는 kaemferol과 이들의 배당체들이 분리되

었다는 보고가 있다(Lim et al., 2005).

다래에 관한 국내연구는 자생다래의 수집 및 분류, 증

식, 신품종 육성(김회경 등, 1997; 김천환 등, 2008)등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진바 있으며, 최근에는 다래 과실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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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등의 추출물을 대상으로 약리활성에 관한 연구(임현우

등, 2005; 홍은실 등, 2008; 호성현 등, 2009)들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재배관리에 필요한 다래의 광합성 생리 및

생육특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식물의 생육에서 광환경은 광합성작용을 위한 에너지

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광환경의 차이는 식물

의 광합성능력에 영향을 미쳐 생장 및 과실의 양적, 질적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수형에 따른 수관 내

광환경 차이가 잎과 과실의 생장 및 품질에 영향을 미친

다는 연구결과는 사과, 배, 망고 등 다양한 유실수 수종에

서 보고된바 있으며(Garriz et al., 1998; Wolfram et al.,

2009; Jung and Choi, 2010), 적절한 재식체계의 선택과

알맞은 수형 조절은 광합성작용을 위한 광환경을 조성함

으로써 식물의 생장, 꽃눈의 형성과 과실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Tustin et al., 1988). 과실의 품질을 향

상시키기 위한 수관 내 광량과 분포는 수고, 수형 및 재식

거리, 재식방향, 가지의 구성과 배열 및 잎의 발달 등에 따

라 달라지며(Kappel and Neilsen, 1994), 이러한 연구결과

에 따라 재배수종의 과실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광량을

늘리고, 수관 내 광분포를 고르게 하는 등 광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법의 수형조절 및 유도 전정이 이용되고

있다(Salisbury and Ross, 1992; Rosati et al., 1999).

본 연구는 다래와 교잡종 다래의 재배에 있어 수관의 높

이를 다르게 하였을 때 나타나는 각 층위별 수관 내 광환

경에 따른 광보상점, 광포화점, 암호흡율, 최대광합성속도,

순양자수율 등 광합성 특성에 따른 잎의 형태적 특성 및

과실특성 변화를 분석하여 고품질 다래 및 교잡종다래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재배방법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본 연구에는 2005년 경기도 화성군 어천리에 조성한 국

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 다래품종보존원에서 선발

한 6년생 토종다래 2클론(보은4, 인제16)과 교잡종 다래 1

클론(HM3)을 선정하여 공시재료로 사용하였다. 수관층위

에 따른 광환경 차이를 유도하기 위해 T자형 덕을 1단, 2

단, 3단으로 처리하여 다래와 교잡종다래를 재배하였다.

다래 및 교잡종 다래의 재배에 사용된 T자형 1단, 2단, 3

단 덕의 형태와 특성은 Figure 1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2. 광합성 특성조사

수관의 층위별 광환경 조건에 따른 광합성 특성을 조사

하기 위해 광도와 CO
2
 농도조절이 가능한 휴대용 광합성

측정장치(LI-6400, Li-Cor, USA)를 이용하여 각 수관층위

별로 광합성 속도를 측정하였다. 광합성 속도 측정은 각

각의 클론별, 처리별로 정상적으로 성장한 잎을 선정하여

3반복 측정하였으며, 이때 CO
2
농도는 400 ppm, 온도는 25

의 조건하에서 광량을 0, 25, 50, 100, 200, 500, 800,

1,000, 1,500, 2,000 µmol·m−2s−1의 10단계로 조절하면서

각 광량에 따른 광합성 양을 측정하였다.

3. 엽 형질 특성조사

수관의 층위별 광환경 조건에 따른 엽형질 특성을 조사

하기 위해 엽장(Leaf length), 엽폭(Leaf width), 엽두께

(Leaf thickness), 엽면적(Leaf area) 및 엽생중량(Leaf

fresh weight)을 측정하였다. 엽장과 엽폭 그리고 엽두께는

디지털 캘리퍼(Mitutoyo, Japan)을 사용하였고, 엽면적은

엽면적 측정기(LI-3000A, Li-Cor, USA)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4. 과실 특성조사

처리별 과실특성은 과실이 완전히 성숙한 후 각각의 층

위별 과실 20개를 채취하여 과실종경(Fruit length), 과실횡

경(Fruit width), 과실입중(Fruit weight) 및 당도(Sugar

contents)를 각각 측정하였다. 과실의 당도는 당도측정기

(RA-510, Kyoto Electronics,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AS(The SAS system ver. 6.12) 프로그

Figure 1. Cultivation of Actinidia arguta and hybrid kiwi by different crown layer.

Table 1. Characteristics of each layer length and height.

Layer Length (cm) Height (cm)

1 100 130

2 100 80(lower), 80(upper)

3 100 80(lower), 60(middle), 70(u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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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을 이용하여 기본통계량을 분석하고, 측정결과의 유의

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층위별 광환경이 광합성에 미치는 영향

다래 재배시 층위별 처리에 의한 광합성의 변화를 측정

한 결과, 다래의 각 층위에 따른 보은 4호의 광합성 특성

은 Figure 2와 같다. 광 광합성 곡선에서 보듯이 광도(광

합성광양밀도, Photosynthetic Proton Flux Density, PPFD)

1,000 µmol·m−2s−1에서 1단, 2단, 3단의 광합성 속도는 각

각 11.19, 9.41, 9.54 µmol CO
2 

m−2s−1로 나타났으며, 1단

상층의 광합성 속도가 다른 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 강광

조건에서의 광합성 능력이 다른 층위보다 높았다. 층위별

Figure 2. Light response curves to photosynthesis of A. arguta (Boeun 4) by crown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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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의하면 2단의 경우 PPFD 1,000 µmol·m−2s−1에서

광합성 속도를 비교한 결과, 하층(7.13 CO
2 
m−2s−1)보다는

상층(9.41 CO
2 
m−2s−1)의 광합성 속도가 높아 광합성 능력

이 뛰어났다. 또한 3단은 PPFD 1,000 µmol·m−2s−1에서 하

층(5.82 µmol CO
2 

m−2s−1), 중층(7.11 µmol CO
2 

m−2s−1),

상층(9.54 µmol CO
2 
m−2s−1)의 순으로 광합성속도가 높았

다. 즉, 동일한 PPFD 조건에서 수관의 층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 속도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복분자딸기의 수관 층

위별 광합성특성을 조사한 결과(Han et al., 2006), 수관상

층의 광합성 속도가 중층과 하층의 광합성 속도보다 우수

하다는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광 광합선 곡선(Figure 2)을 토대로 하여 광보상점, 광포

화점, 암호흡, 최대광합성량, 순량지수율을 계산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Kim and Lee, 2001). 다래 보은 4클론의

경우 층위가 증가할수록 광포화점은 증가하였다. 3단 재

배의 경우, 하층, 중층, 상층의 순으로 각각 173.0, 195.8

그리고 226.7 µmol·m−2s−1 의 값을 나타내어 점차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즉, 층위가 낮을수록 낮은 광도에서 포

화점에 이르러 낮은 광도 조건에 순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Kim and Lee, 2001). 식물의 내음성을 판단하는 척

도가 되는 광보상점을 조사한 결과, 1단, 2단 상층, 3단 상

층의 경우 단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고, 2단과 3단의 경

우 층위가 증가할수록 광보상점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약광조건에서의 광합성능력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빛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광화학계의 활성을

나타내는 순양자수율의 경우, 일정한 환경조건에서 생장

한 식물은 일반적으로 0.04-0.06 µmol CO
2 

m−2s−1의 범위

내에 값을 가진다고 하였다. 다래의 경우 1단, 2단, 3단에

서 재배한 보은 4클론은 모두 층위에 관계없이 0.04-0.05

µmol CO
2 

m−2s−1범위에 존재하여 강광저해 등으로 인한

광화학계가 손상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Evan,

1987).

2. 층위별 광환경이 엽형질 특성과 과실특성에 미치는

영향

다래(보은 4)의 재배에 있어 각 층위별 광환경에 따른

잎의 형태적 특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낮

은 광도조건에서 생장한 잎은 수광량을 높이기 위해 넓은

엽면적을 가지는 반면에 높은 광도조건에서 생장한 잎은

두꺼운 잎을 가진다고 하였다(Marini and Barden, 1982).

다래 보은 4클론의 층위별 다른 재배조건 중에서 2단 재

배의 상층과 하층의 엽특성을 비교한 결과 엽장, 엽폭 그

리고 엽면적 모두 하층이 큰 값을 가진 반면, 엽두께는 증

가하였다. 또한 3단 재배에서도 이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즉, 하층, 중층 그리고 상층으로 광도 조건이 증가함에 따

라 엽장은 122.8, 117.0 그리고 110.0 mm로 점차 감소하

Table 2. Light compensation, saturation points, dark respiration, photosynthetic capacity, and apparent quantum yield calculated from
the light response curve to photosynthesis (Boeun 4).

Layer
Light compensation

point
(µmol·m−2s−1)

Light saturation
points 

(µmol·m−2s−1)

Dark respiration
rate 

(µmol CO
2 
m−2s−1)

Maximum
photosynthesis rate 
(µmol CO

2 
m−2s−1)

Apparent
quantum yield

(µmol CO
2 
m−2s−1)

1  27.1±6.3a abc*  274.3±13.2 a  1.29±0.2 ab  12.37±1.6 a  0.05±0.003 ab

2-upper  33.1±0.1 ab  202.1±0.0 bc  1.58±0.0 a 0 8.41±0.1 bc  0.05±0.000 ab

2-lower  24.1±9.0 bc  178.8±27.4 c  1.15±0.6 ab 0 7.38±2.0 bc  0.05±0.007 ab

3-upper  36.5±5.7 a  226.7±37.1 b  1.69±0.5 a 0 9.92±1.9 ab  0.05±0.003 a

3-middle  19.4±2.2 c  195.8±11.1 bc  0.67±0.3 b 0 7.47±1.2 bc  0.04±0.005 b

3-lower  17.8±3.9 c  173.0±19.3 c  1.09±0.7 ab 0 6.29±1.0 c  0.04±0.006 b

aData are expressed as mean±SD (n=3).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Table 3. Leaf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by crown layer of Actinidia arguta (Boeun 4).

Layer
Leaf length

(mm)
Leaf width

(mm)
Leaf thickness

(mm)
Leaf area

(cm2)
Leaf fresh weight

(g)

1  131.4±20.7a a*  87.3±15.1 a  0.7±0.1 bc  081.0±26.2 bc  3.0±1.3 a

2-upper  098.6±19.9 c  69.6±13.7 c  0.8±0.3 ab  049.4±19.2 d  1.6±0.8 c

2-lower  130.4±15.8 a  84.4±12.2 ab  0.7±0.2 bc 0 82.0±22.1 bc  2.3±0.7 b

3-upper  110.0±21.9 bc  83.5±14.1 ab  0.6±0.1 c 0 68.3±23.1 cd  2.2±0.6 b

3-middle  117.0±30.2 ab  77.9±13.4 c  0.9±0.3 a  090.9±29.8 b  2.1±1.0 b

3-lower  122.8±14.2 ab  79.3±11.0 ab  0.8±0.2 ab  162.8±53.0 a  2.2±0.5 b

aData are expressed as mean±SD (n=30).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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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엽면적도 각각 162.8, 90.9, 그리고 68.3 cm2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낮은 광도에

서 생장한 잎은 넓은 엽면적을 가지는 반면, 높은 광도에

서 생장한 잎은 엽면적이 적다는 연구결과(Saisbury and

Ross, 다래 및 교잡종다래의 재배에 있어 각 층위별 광환

경에 따른 열매의 형태적 특성 및 당도는 Table 4에 나타

내었다. 보은 4는 1단, 2단, 3단으로 재배 층위가 증가함

에 1단과 2단에서 재배한 과실의 특성은 비슷하였으나, 3

단은 1단과 2단 재배에 비해 과실의 입중, 과실 종경, 횡

경 모두가 현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인제 16과 교잡종

다래 HM3의 경우는 층위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 입중, 과

실종경, 과실 횡경 모두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인제 16의 경우 1단, 2단, 3단의 과실 입중은 각각

14.2, 14.8 그리고 17.3 g으로 증가하였으며, 교잡종 다래

HM3의 경우도 각각 과실입중이 31.6, 45.7 그리고 68.0 g

으로 각각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과실의 종경과 횡

경의 크기 역시 재배한 단별에 따라 변화하였는데, 각각

의 단이 증가할수록 즉, 층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다. 인

제 16의 경우 1단, 2단, 3단 재배의 경우 과실의 종경은

30.8, 31.5 그리고 33.1 mm로 각각 증가하였다. HM3의

과실종경 역시 1단, 2단, 3단의 재배 유형에 따라 39.5,

44.5, 58.9 mm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복분자딸

기의 수관 층위별 과실특성을 연구한 결과(Han et al.,

2006)와 왜성 사과원의 수관 내 광분포가 과실품질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Han and Yoon, 2001)와도 일치하였다.

즉, 복분자딸기의 수관층위가 증가할수록 광합성 속도가

증가하고, 과실 입중과 과실 횡경, 종경 모두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왜성사과의 재배에서 광투과율이 증가할수

록 과실의 무게가 증가하여 이들 간에는 정의 상관을 보

였다.

3. 층위별 광환경에 의한 층위와 과실입중의 상관관계

수관 내의 광환경에 따라 과실의 품질은 결정되며, 수

관내 광투과율이 증가함에 따라 과실의 크기, 과실품질 및

생산성은 증가한고 하였다(Barritt et al., 1987; Wagenmakers

and Callesen, 1995). Figure 2는 다래 및 교잡종다래의 클

론별에 따라 재배 층위의 단별과 과실의 입중과의 상관관

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인제 16클론의 경우 다래의 재

배 단이 증가할수록 즉, 재배 층위가 증가할수록 과실의

입중도 증가하여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89%의 상관

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교잡종 다래 HM3 역시 단이

증가할수록 과실의 입중도 증가하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으며, 98%의 상관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

를 통해 다래의 재배에 있어 재배 단이 증가할수록 과실

Table 4. Fruit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by crown layer of Actinidia arguta (Boeun 4 and Injea 16) and hybrid kiwifruit

(HM3).

Clone Layer
Fruit weight

(g)
Fruit length

(mm)
Fruit width

(mm)
Sugar content

(Brix%)

Boeun 4

1 0 13.3±1.8a b* 36.8±2.1 b 26.5±1.5 b 08.7±3.0 b

2 13.0±1.6 b 31.6±1.6 c 27.1±1.5 b 11.2±3.0 a

3 20.1±3.5 a 38.7±3.0 a 29.5±2.4 a 09.2±1.3 b

Injea 16

1 14.2±1.8 b 031.8±2.2 ab 27.5±1.3 b 12.6±2.4 a

2 14.8±3.9 b 30.5±4.4 b 27.3±2.7 b 10.1±2.5 b

3 17.3±2.3 a 33.1±1.9 a 28.9±2.2 a 10.4±1.8 b

HM3

1 31.6±4.5 c 39.5±1.9 c 37.3±2.1 c 07.9±0.7 a

2 45.7±2.8 b 44.5±2.3 b 41.7±0.9 b 007.4±0.5 ab

3 68.0±5.5 a 58.9±1.8 a 45.0±2.0 a 07.3±0.5 b
aData are expressed as mean±SD (n=20).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Figure 3. The correlation between crown layer and fruit weight of A. aruguta (Boeun 4 and Injea 16) and hybrid kiwifruit
(HM3).



다래(Actinidia arguta) 및 교잡종다래(A. arguta × A. deliciosa)의 수관 층위에 따른 광합성, 엽 그리고 과실의 특성 변화 13

의 입중도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다래의 재배에 있어 수관의 층위별 광환경에 따른 광합

성량과 과실의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우수한 품

질의 다래 수확에 적합한 재배조건을 찾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광합성 특성에 있어 동일한 광도에서 하층이

나 중층보다는 상층의 광합성 속도가 높아 광합성 능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으며, 광포화점과 광보상점도 광합성

속도와 마찬지로 수관의 층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또한 엽특성을 조사한 결과, 하층의 엽장과 엽면적이 상

층보다 큰 값을 가졌는데, 이는 낮은 광도에서 생장하였

기 때문에 수광량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과

실특성 역시 층위가 높을수록 우수하여 1단이나 2단 재배

보다는 3단재배가 다래의 품질 향상면에서는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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