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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향’ 딸기 번식을 위한 자루재배시 상토의 물리･화학성이 

모주 생육과 자묘 발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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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fluence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root substrates on the growth of mother plants and 
occurrence of daughter plants in ‘Seolhyang’ strawberry propagation were investigated through plastic bag 
cultivation. Six different formulations of root substrates were coir dust + perlite (5:5, A), coir dust + perlite 
(6:4, B), coir dust + perlite (7:3, C), coir dust + coconut chip (7:3, D), coir dust + coconut chip (6:4, E), 
and peatmoss + vermiculite (5:5, v/v; F). The total porosities (TP) and container capacities (CC) of all root 
substrates were higher than 85% and 55%,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all substrates were in the acceptable 
range. But the TP and CC of F substrate were 91.5% and 60%, respectively, which were the highest among 
the root substrates tested. In the soil chemical properties analyzed before planting and after harvesting of 
‘Seolhyang’ strawberry mother plants, the root substrates of A, B, C, and F had higher electrical conductivity 
and NO3-N concentrations than those of D and F. The root substrates of A, B, C, and F had heavier runner 
fresh and dry weights, longer runner lengths, and more daughter plant occurrence than those of D and F. 
The treatment F had higher tissue N content than any other treatments at 120 days after the transplanting 
of ‘Seolhyang’ strawberry and statistical differences were not observed among remained 5 substrates. The 
treatment of F also had the higher tissue contents of other nutrients except N analyzed at 120 days after 
transplanting.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soil chemical properties rather than physical properties severely 
influenced the growth of runners and occurrence of daughter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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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딸기는 런너에서 발생한 자묘를 분주한 후 어린 묘를 양

성하여 정식묘로 이용한다. 육성한 묘를 본포에 정식한 후 

가격이 비싼 11-12월에 딸기 과일의 수확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는 소질이 우수한 묘를 9월에 정식하여야 한다(Jang 
et al., 2009).

양질묘의 소질에 관하여는 학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

준이 정립되지 않았지만 무병주여야 하며, 화아가 분화되고, 

관부(crown) 지름 1cm 이상인 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으로 재배농가에서 받아들여지는 기준이다. 우량묘를 정식

하여야 정식 후 병 발생이 없고, 생육이 왕성하여 초기 수량

을 증가시킬 수 있다. 
관행적인 국내의 딸기 육묘는 시설하우스 내의 토양에 모

주를 정식하고, 모주를 정식한 토양 위에 왕겨 등 유기물을 

깔고, 그 위에 발생한 런너를 고정시키고 자묘를 채취하거

나 직접 토양 위에 런너를 고정시키고 발생된 자묘를 채취

하고 있다(RDA, 2008). 그러나 국내에서 딸기 육묘가 이루

어지는 기간인 6-9월초는 장마철에 해당하여 대기 습도와 

온도가 높아 병 발생이 많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국내에서 육성한 딸기 신품종들에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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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병, 위황병, 잿빛곰팡이병, 및 흰가루병 등이 발생하는 

것이며(Yun et al., 2009), 가장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탄저병 및 위황병은 토양전염성 병으로 토양에서 육묘

를 하는 한 병원균에 감염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Nam et 
al., 2006). 일부 재배농가에서는 토양전염성 병을 차단하고 

건전한 묘를 확보하기 위해 벤치 위에서 상토를 이용한 고

설식 수경재배로 육묘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시

설비가 많이 요구되는 문제점이 있어 모든 딸기 재배농가에

서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토양 육묘의 단점을 보완하고 고설 베드 육묘의 

고비용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육묘방법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는데, 토양 위에 상토를 충전한 플라스틱 자루를 놓고 모

주를 정식한 후 재배하면서 자묘를 채취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플라스틱 자루를 이용한 

딸기 육묘 연구의 일환으로 자루에 충전한 상토의 물리･화
학성이 모주 생육 및 자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코코피트 + 펄라이트(5:5; 상토 A), 코코피트 + 펄라이트

(6:4; 상토 B), 코코피트 + 펄라이트(7:3; 상토 C), 코코피트 

+ 코코칩(7:3; 상토 D), 코코피트 + 코코칩(6:4; 상토 E), 그
리고 피트모스 + 버미큘라이트(5:5; 상토 F)를 용적기준으로 

혼합하여 모주재배용 상토를 조제하였고, 자외선에 강한 플

라스틱 자재를 사용하여 높이 20cm, 너비 25cm, 길이 1m의 

백을 제작한 후 상토를 충전하였다. 상토 A, B, C, 및 F는 

혼합과정에서 기비를 첨가하였는데 비료의 종류와 첨가량은 

다음과 같다(g･L-1): 고토석회 1.00, 용성인비 1.20, CaSO4･
1/2H2O(gypsum) 0.50, MgSO4･7H2O 0.40, Ca(NO3)2.4H2O 
0.30, KNO3 0.40, Micromate 0.30. 상토 D 및 F는 아주로 

100[30 - 10 - 10 + 2g + 미량원소(N + P2O5 + K2O + MgO, 
㈜ 도프)], 아주로 칼마그[13-0-1.9-16-6(N + P2O5 + K2O 
+ CaO + MgO, (주)도프)], 그리고 아주로 콤비[킬레이트 

철, 망간, 구리, 아연, 붕소 빛 몰리브덴 복합제제, (주)도프)]
의 세 종류 비료를 선택한 후 각각 EC 1.0dS･m-1

이 되도록 

지하수로 희석한 후 1일 간격으로 3일간 상토를 충분히 적

실 수 있도록 관주하였다. 
조제된 후 비료를 포함한 상토는 정식하기 전 Choi et 

al.(2000)의 방법으로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였고 Warncke 
(1986)의 방법으로 추출한 용액을 이용하여 상토의 화학성

을 분석하였다. 이 후 조직배양하여 본엽이 3매인 유묘를 

확보한 후 뿌리 부분을 수세하여 상토를 제거하고 준비된 

플라스틱 백에 정식하였다. 정식한 유묘는 3주간(21일) 지
하수를 이용한 정상적인 관수를 통해 식물체가 활착하도록 

기다렸고, 모든 식물체를 신엽 3매만 남긴 채 하위엽과 발생

한 런너를 모두 제거한 후 조성된 비료용액을 공급하기 시

작하였다. 
재배 중 비료 공급은 아주로 100, 아주로 칼마그, 그리고 

아주로 콤비의 3종류의 비료를 EC 0.8dS･m-1
이 되도록 지

하수로 희석하였고, 점적관수 장치를 이용하여 관비하였다. 
매주 1회 1종류의 비료를 공급함으로써 3 종류 비료의 시비

를 마치기 위해서는 3주가 소요되었으며, 관비 중간에는 기

상 조건을 고려하여 지하수만 관수하였다. 이 때 상토 내의 

염류집적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관수량의 약 30%가 배수되

도록 조절하였다.  
재배 중 농가의 관리 방법과 유사하게 모주를 정리하였

다. 즉, 식물이 생장하면서 엽수가 증가하면 노화된 하위엽

이 시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하위엽이 시들 경우 광합성 

작용이 원할하지 못해 자묘 발생량이 적어지므로 식물체당 

잎 6매를 기준으로 시들고 노화된 하위엽은 수시로 제거하

였다. 식재된 작물은 유리온실에서 재배하였는데 재배 중 

온도는 주간 24℃, 야간 13℃ 이상으로 조절하였고, 상대습

도는 60-70%, 광도는 330-370μmol･m-2･s-1. 그리고 평균 일

장은 15시간이었다. 
정식 120일 후에 모주의 생육, 발생된 런너 및 자묘 수 등

을 조사하고 식물체를 수확하여 무기원소 함량을 분석하였

으며, 모주를 재배한 상토의 일부분을 채취하여 화학적 특성

을 분석하였다. 모주 생육은 Choi et al.(2009)의 방법에 준하

여 조사하였다. 식물체의 무기원소 분석은 지상부 전체를 수

확한 후 건조하고, 분쇄된 시료를 이용하여 전질소(T-N)함
량 분석은 Kjeldahl 방법(Eastin, 1978; VELP Scientifica, 
Model UDK 132 Semi-automatic Distillation Unit)으로, 그
리고 식물체 내 다른 무기성분 분석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

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RDA, 2003)에 준하여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er(Thermo 
Elemental Tracescan.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재배 후 토양용액 분석을 위해 관비하고 2시간을 기다려 자

루 내의 토양 용액이 화학평형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상토

의 일부분을 채취하고, 채취한 시료를 포화추출법(Warncke, 
1986)으로 추출한 후 화학성을 분석하였다. 화학성 분석의 

방법 및 장비는 Choi et al.(2009)과 동일하였다. 

결   과

‘설향’ 딸기의 모주를 정식하기 전 측정한 상토의 물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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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ysical properties of root substrates determined before transplanting of ‘Seolhyang’ strawberry mother plants. Values in 
each physical property followed by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reatments: 
A. coir dust + perlite (5:5, v/v); B. coir dust + perlite (6:4); C. coir dust + perlite (7:3); D. coir dust + coconut chip (7:3); E. 
coir dust + coconut chip (6:4); F. peatmoss + vermiculite (5:5).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root substrates (RS) determined before transplanting of ‘Seolhyang’ strawberry mother plants.

RS EC
(dS･m-1) pH

NO3-N NH4-N PO4-P K Ca Mg
------------------------------------------------- (mg･L-1) -------------------------------------------------

A 1.66 cz 6.45 a 142 a 0.68 b  8.9 b 386 c 90.3 a  98.9 b
B 3.33 ab 6.31 b 141 a 0.55 b 26.3 ab 489 b 78.2 b  94.9 b
C 3.67 a 6.39 ab 148 a 0.51 b 15.4 ab 560 a 76.3 b 114.5 a
D 1.37 abc 5.76 c  11 c 0.49 b 18.8 ab 137 d  7.6 d   9.7 d
E 1.03 c 5.84 c  12 c 0.42 b 26.5 ab 160 d  8.0 d   7.5 d
F 1.93 bc 4.48 d  84 b 3.21 a 29.3 a  60 e 33.6 c  43.0 c
zMeans followed by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at 5%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See Fig. 1 for treatment description.

에서 상토 F의 공극률이 약 91.5%로 가장 높았고, 상토 E와 

D 순으로 낮아졌으며, 상토 A, B 및 C 간에는 통계적인 차

이가 없었다(Fig. 1). 용기용수량은 대조구인 상토 F에서 약 

60%로 뚜렷하게 높았고, 상토 C는 63%로 대조구보다 약간 

낮았으며, 상토 E가 약 56%로 가장 낮아 통계적인 차이가 

인정되었다. 기상률은 상토 E가 약 42%로 가장 높았고, 상

토 C와 F가 약 25%로 가장 낮았다.
모주를 정식하기 전 분석한 상토의 화학성에서 코코피트, 

펄라이트 또는 코코칩을 혼합하여 조제한 상토 A, B, C, D, 
및 E의 pH가 5.84-6.45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피트모스 + 
버미큘라이트를 혼합한 상토 F의 pH는 4.48로 과도하게 낮

았다(Table 1). 그러나 상토 조제 과정에서 pH를 교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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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resh and dry weight of ‘Seolhyang’ strawberry mother plants at 120 days after transplanting as influenced by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various root substrates in plastic-bag cultivation. Values in each index of growth followed by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See ‘Materials and Methods’ for treatment description.

위해 고토석회가 혼합되었고, 고토석회의 경우 정상적인 수

분관리하에서 약 3주가 지나야만 최고 pH에 도달하므로

(Choi et al., 2000) 문제를 유발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

였다. 상토 조제 과정에서 고형비료를 혼합하지 않고 정식 

전 아주로 100, 아주로 칼마그, 및 아주로 콤비를 EC 1.0 
dS･m-1

로 조절하여 관비한 상토 D와 E는 전기전도도가 낮

았고, NO3-N, NH4-N, PO4-P, K, Ca 및 Mg의 농도도 낮았

다. 그러나 상토 조제 과정에서 고형비료 상태로 기비를 혼

합한 상토 A, B, C, 및 F는 EC가 1.66-3.67dS･m-1
의 범위에 

포함되었고 다량원소 함량도 비교적 높았다. 특히 상토 A, 
B, 및 C에서 코코피트의 혼합량이 높아질수록 상토의 K 농
도가 높아졌다. 이는 코코피트 속에 포함된 K이 혼합상토 

조제 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데, 코코

피트는 K 함량이 과도하게 높다는 Nelson(2003)의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6종류 혼합상토를 자루에 충전하여 ‘설향’ 모주를 재배한 

결과 C상토에서 생체중이 가장 무거웠고, 상토 B, E, D, A, 
그리고 F의 순으로 가벼웠다(Fig. 2). 건물중도 유사한 경향

을 보여 A 상토와 F 상토에서 유의하게 가벼웠다. 그러나 

이 두 종류 상토 외에 네 종류 상토에서 재배한 모주의 건물

중은 통계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는 보수성이 

높았던 상토에서 재배된 식물체의 함수량이 높아 생체중이 

무거웠지만 식물체 내의 수분이 대부분 제거된 상태에서 측

정한 건물중은 상대적으로 상토간 차이가 적어졌다고 판단

한다. A 상토 또는 F 상토에서 재배된 모주는 생육이 지나

치게 왕성하여 재배 중간에 노엽을 제거하는 주정리 과정을 

겪었으며, 주정리 후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상대적으로 

생체중 및 건물중이 가벼웠다고 생각한다. 
‘설향’ 모주에서 발생한 런너 생체중과 런너의 건물중은 

모주의 생육이 왕성하였던 상토 A와 F 처리에서 유의하게 

무거웠으며, 상토 D와 E에서 가벼웠다(Fig. 3). 런너의 길이

와 자묘 발생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런너

의 생체중 또는 건물중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모주의 무기물 함량은 상토 F에서 재배된 모주의 N 함량

이 1.44%로 가장 높았고, P함량도 0.41%로 6종류 상토에서 

재배된 식물체중 가장 높았다(Table 2). 그러나 코코피트와 

코코칩을 혼합하여 조제한 상토 D 및 E에서 재배한 모주는 

N 및 분석한 모든 무기원소의 함량이 낮았다. 코코피트의 비

율이 높았던 상토에서 재배한 식물체의 K 함량이 높았고 상

토 F에서 재배한 모주의 K 함량이 낮았는데 이는 코코피트

에 포함된 높은 K 함량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Nelson, 
2003). 또한 버미큘라이트가 혼합된 상토의 Na, Fe, Mn 및 

Ca 함량이 높았던 것은 점토광물인 버미큘라이트가 이들 무

기원소를 많이 보유하고, 상토 조제 후에도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Choi et al., 2000).
모주 재배 후 상토의 화학성을 분석한 결과 코코피트와 

펄라이트를 혼합한 상토 A, B 및 C는 코코피트의 비율이 

높을수록 pH가 높아졌고, 코코피트와 코코칩을 혼합한 상

토 D및 E는 5.79-6.22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피트모스가 

혼합된 상토는 5.2 또는 5.4로 측정되어 낮았다(Table 3). 전
기전도도는 F 상토가 2.78dS･m-1

로 가장 높았고, B상토, A
상토, 및 C상토의 순으로 낮아졌으며, 코코피트와 코코칩이 

혼합된 D 및 E 상토는 각각 0.65 및 0.83dS･m-1
로 측정되어 

낮았다. 모주 재배 후의 상토 무기원소 농도는 식물체의 무

기물 함량(Table 2)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식물체 무기

원소 함량이 높았던 처리의 상토 NO3-N과 PO4-P 농도가 높

았다. 또한 코코피트의 비율이 높았던 B 및 C 상토의 K, 
Ca 및 Mg 농도가 높았고, 버미큘라이트가 혼합된 F 상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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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ccurrence of runners and daughter plants in ‘Seolhyang’ strawberry propagation as influenced by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various root substrates in plastic-bag cultivation of mother plants. Values in each index followed by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See Fig. 1 for treatment description.

Table 2. Tissue nutrient contents of ‘Seolhyang’ strawberry mother plants based on whole above ground plant tissue at 120 days 
after transplanting as influenced by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various root substrates (RS) in plastic-bag cultivation.

RS
T-N P K Ca Mg Na Fe Mn Cu

-------------------------------------------- (%) -------------------------------------------- ------------------ (mg･kg-1) ------------------
A 1.17 bz 0.30 b 1.40 c 0.95 c 0.72 a 0.38 b 278 b  94 d  6.59 c
B 1.23 b 0.25 c 1.66 a 1.22 b 0.77 a 0.39 b 289 b 159 bc  7.40 bc
C 1.19 b 0.28 bc 1.71 a 1.47 a 0.67 b 0.34 c 277 b 178 b  8.19 bc
D 1.18 b 0.19 d 1.32 c 1.50 a 0.56 c 0.33 c 278 b 147 c  8.33 b
E 1.13 b 0.19 d 1.49 b 1.48 a 0.52 c 0.33 c 279 b  84 d 10.23 a
F 1.44 a 0.41 a 1.57 b 1.50 a 0.54 c 0.54 a 451 a 264 a 11.46 a
zMeans followed by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at 5%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See Fig. 1 for treatment description.

Na 농도가 높았다. 

고   찰

플라스틱 또는 기타 자재를 이용하여 제작한 자루에 상토

를 충전하여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Kim et al., 2000, 2006; Lee et al., 1996; Sim et al., 2006). 
그러나 Sim et al.(2006)이 보고한 연구결과 외에는 자루 재

배에서 상토의 물리･화학성이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딸기 재배와 관련한 

플라스틱 자루재배의 연구결과가 전무하며, 본 연구의 결과

를 비교할 대상이 없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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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il chemical properties of various root substrates (RS) determined at 120 days after plastic-bag cultivation of ‘Seolhyang’
strawberry mother plants.

RS EC
(dS･m-1) pH

NO3-N NH4-N PO4-P K Ca Mg Na
------------------------------------------------------ (mg･L-1) ------------------------------------------------------

A 2.17 bz 7.00 a 132 a 8.3 a  9.6 d  73.2 b 70.5 a 65.4 ab 24.6 b
B 2.23 b 6.83 b 130 a 3.3 d 10.7 d 113.5 a 64.2 a 92.1 a 31.7 b
C 1.89 b 6.70 b 112 a 1.0 f 10.7 d 113.0 a 42.1 b 61.4 bc 24.6 b
D 0.65 c 5.79 c 121 a 5.6 b 24.2 c  34.3 c 12.5 c 15.9 d  9.3 c
E 0.83 c 6.22 bc 110 a 4.6 c 51.7 a  70.9 b  6.4 c 28.3 d  9.9 c
F 2.78 a 5.04 d 140 a 2.2 b 40.5 b  35.8 c 36.1 b 35.9 d 49.6 a
zMeans followed by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 difference at 5% level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See Fig. 1 for treatment description.

본 연구를 위해 조제한 상토는 공극률이 85% 이상으로 

측정되었고, Choi et al.(2000)과 Fonteno et al.(1981)의 연

구결과와 비교할 때 상토의 물리성이 보편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물리성의 결과만을 

고려한다면 상토 F와 C는 상토의 보수성이 높지만 통기성

이 낮으므로 관수 횟수를 줄이고 관수 간격을 넓혀야 한다

고 판단하였다. 코코피트 + 펄라이트의 비율을 6:4 및 5:5로 

조절한 B 상토 및 C 상토와 코코피트 + 코코칩을 7:3으로 

조절한 D 상토의 세 종류 상토는 보수성과 통기성에서 중간

적인 특성을 보였다.
정식 전 상토의 화학성, ‘설향’ 딸기의 모주 생육, 그리고 

런너 및 자묘 생육 및 발생량(Table 1, Figs. 2 and 3)을 고

려할 때 상토의 물리성 보다 화학성이 모주 생육 및 자묘 

발생량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다. 상토 A, B, C 
또는 F와 달리 상토 D와 E는 상토 조제과정에서 고형비료 

상태의 기비를 혼합하지 않았다. 아주로 100, 아주로 칼마그 

및 아주로 콤비를 액비상태로 관비한 후 모주를 정식하기 

전에 상토의 화학성을 분석하였는데, 전기전도도가 각각 1.37
과 1.03dS･m-1

로 측정되었고, NO3-N 농도는 각각 11 및 

12mg･L-1
로 분석되어 다른 상토 보다 뚜렷하게 낮았다

(Table 1).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EC와 NO3-N 농도가 

낮았던 상토 D 및 E에서 런너 길이가 짧고, 런너 생체중 및 

건물중이 가벼웠으며 발생된 자묘의 개체수가 적었다. 작물

을 수확한 후 분석한 화학적 특성(Table 3)에서도 유사한 경

향을 보였으며, 런너의 생체중과 건물중이 무거웠고 자묘 

발생수가 많았던 상토 F 및 A의 EC와 NO3-N 농도가 뚜렸

하게 높았다.
따라서 상토의 EC와 N 농도가 자묘 발생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실험 범위내에서는 

질소 농도가 높을수록 자묘 발생수가 많지만 본 연구의 실

험 범위 이상으로 전기전도도 및 질소 농도를 높일 경우 자

묘 수와 모주 생육에 관해서는 추후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고 판단한다.  
정식 120일 후 지상부 식물체 전체를 수확하여 무기원소 

분석을 한 결과(Table 2), 자묘 발생 개체수가 많았던 F 상토

의 질소 함량이 유의하게 높았을 뿐 다른 상토간에는 처리

간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는 모주 재배중 수시로 주정

리를 위해 시들은 하위엽을 제거하였고, 남아있는 식물체 

부분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

한다. 또한 자묘 발생수가 많았던 상토 F와 A의 모주 생체

중 및 건물중이 가벼웠던 것도 주정리가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Fig. 1).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85% 이상의 공극률을 가지면

서 약 60% 이상의 용기용수량을 갖는 상토를 이용하여 자

루형태의 플라스틱 백을 제작하고 관비재배하면 모주 생육

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단지 런너의 생체중 

및 건물중 그리고 자묘 발생개체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재배중 상토의 전기전도도를 2.17dS･m-1 이상으로 유지하

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Nam et al.(2006)이 발표한 바와 같

이 식물체내 질소 함량이 높을수록 탄저병에 대한 감염률이 

증가하므로, 적절한 자묘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질소 시비농도를 낮추는 합리적인 시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탄저병 감염률을 줄이면서 적절한 자묘수

를 확보할 수 있는 식물체내 질소 함량에 관해 추후 정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초   록

코코피트 + 펄라이트(5:5, A), 코코피트 + 펄라이트(6:4, 
B), 코코피트 + 펄라이트(7:3, C), 코코피트 + 코코칩(7:3, 
D), 코코피트 + 코코칩(6:4, E), 그리고 피트모스 + 버미큘

라이트(5:5, F)의 6종류 상토를 혼합하고 플라스틱 백에 충

전하였다. 다음 ‘설향’ 딸기의 모주를 재배하면서 상토 물

리･화학성이 모주 생육과 자묘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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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제된 모든 상토는 공극률이 85% 이상, 용

기용수량이 55% 이상으로 측정되어 모든 상토가 수용 가능

한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F 상토의 공극률과 용기용수량이 

각각 91.5% 및 60%로 다른 상토들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설향’ 딸기의 정식 전 또는 작물을 수확한 후 분석한 상토

의 화학성에서 상토 A, B, C, 및 F의 전기전도도 및 질산태 

질소 농도가 상토 D 또는 E보다 높았다. 또한 염 농도가 높

았던 상토 A, B, C, 및 F의 런너 생체중, 건물중, 및 길이 

그리고 자묘 발생수가 염농도가 낮았던 상토 D 및 E보다 

많았으며, 상토의 물리성 보다 화학성이 런너의 생장 및 자

묘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 ‘설향’ 딸기의 정식 120일 

후 지상부 전체의 무기물 함량을 분석한 결과에서 질소함량

은 F 상토를 제외한 다른 상토들 간에 유의차를 발견할 수 

없었는데, 이는 주정리를 통해 하위엽을 제거해준 것이 원

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분석한 다른 원소의 식물체내 

함량도 F 상토에서 뚜렷하게 높아 화학성이 자묘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추가 주요어 :  EC, 상토 N 농도, 런너, 식물체 무기물 함량 

인용문헌

Choi, J.M., H.J. Chung, and J.S. Choi. 2000.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organic and inorganic materials used as container 
media. Kor. J. Hort. Sci. Technol. 18:529-535.

Choi, J.M., S.K. Jeong, and K.D. Ko. 2009. Characterization of 
symptom and determination of tissue critical concentration for 
diagnostic criteria in ‘Maehyang’ strawberry as influencved 
by phosphorus concentrations in the fertigation solution. Kor. 
J. Hort. Sci. Technol. 27:55-61.

Eastin, E.F. 1978. Total nitrogen determination for plant material 

containing nitrate. Anal. Biochem. 85:591-594.
Fonteno, W.C., D.K. Cassel, and R.A. Larson. 1981. Physical 

properties of three container media and their effect on poin-
settia growth. J. Amer. Soc. Hort. Sci. 106:736-741.

Jang, W.S., H.S. Kim, T.I. Kim, and Y.G. Nam. 2009. Comparison 
of cultivars on production of runner and daughter plant in 
strawberry. Kor. J. Hort. Sci. Technol. 27(Suppl. IΙ):25. (Abstr.)

Kim, K.D., E.H. Lee, J.W. Lee, B.Y. Lee, J.E. Son, and C.H. 
Chun. 2006. Effects of diurnal alteration of nutrient solution 
salinity on growth and fruit quality of tomatoes hydroponically 
grown in NFT system. J. Bio-Environ. Control. 15:46-53.

Kim, G.J., I.S. Woo, E.M. Lee, M.S. In, and J.H. Kim. 2000. 
Determination of optimal seedling age for bag culture of sweet 
pepper (Capsicum annuum L.). J. Bio-Environ. Control. 9:146- 
150.

Lee, E.H., J.W. Lee, J.S. Kwon, Y.I. Nam, I.H. Cho, and Y.S. 
Kwon. 1996. Effects of substrates on growth and yield of 
hydroponically grown cucumber in bag culture. J. Bio. Fac. 
Environ. 5:15-22.   

Nam, M.H., S.K. Jeong, Y.S. Lee, J.M. Choi, H.K. Kim. 2006. 
Effects of nitrogen, phosphorus, potassium and calcium nutrition 
on strawberry anthracnose. Plant Pathology 55:246-249.

Nelson, P.V. 2003. Greenhouse operation and management, 6th 
ed. Prentice Hall, N.J.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2003. Agricultural 
science technique, research investigation, and analysis standard. 
4th ed. Suwon, Kore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DA). 2008. Cultivation 
manual of new cultivar ‘Seolhyang’ strawberry. Suwon, Korea. 

Sim, S.Y., S.Y. Lee, S.W. Lee, M.W. Seo, J.W. Lim, S.J. Kim, 
and Y.S. Kim. 2006. Desirable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perlite for tomato bag culture. J. Bio-Environ. Control. 15:231- 
238.

Yun, H.K., J.H. Kwak, D.Y. Kim, and M.K. Yoon. 2009. Reduc-
tion of the occurrence of anthracnose by underground drip 
irrigation for strawberry nursery field. Kor. J. Hort. Sci. 
Technol. 27(Suppl. Ι):58. (Abstr.)

Warncke, P.D. 1986. Analysing greenhouse growth media by the 
saturation extraction method. HortScience 211:223-225.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