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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지뽕나무 묘목생산을 위한 최적 꺽꽂이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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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of Cudriania tricuspidata Bureau saplings in Korea have been produced by crown division. But the production
of Cudriania tricuspidata B. saplings by this method is very low in efficiency and in uniformity. Therefore, to develop
Cudriania tricuspidata B. saplings production system by cutting method which is suitable for mass production, several
conditions on rooting and growth of cuttings were investigated. The rooting ability of cuttings varied according to tem-
perature on the bed, length, thickness of the hard wood cutting and rooting agent application. Of different concentration
of rooting agent, the 5,000 ppm of 1-naphthalenacetic acid(NAA) and Indole butyric acid(IBA) were found to be the
highest in rooting of hardwood cuttings; other concentration were in order as follows; 2,500, 1,000 and 10,000 ppm in
concentration of rooting agents. The shading ratio of polyethylene film showed the highest rooting ratio of the softwood
cuttings at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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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꾸지뽕나무(Cudrania tricuspidata Bureau)는 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성 소교목 또는 관목으로서 우리나라 남부지

방과 중국, 일본등지에 주로 분포하는 식물이다(Lee 1982).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민간 약초로 많이 이용되어 부

인병, 타박상, 습진, 폐결핵 등을 치료하는데 이용되어왔

고, 특히 뿌리와 줄기를 다려 먹으면 간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Kangjoshineuihakwon 1985). 최근 우리나라

에서의 꾸지뽕나무 약리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플라보노

이드계(flavonoids) 화합물의 암세포주성장 저해 및 항산

화 활성을 보고한 바 있고(Lee et al. 1994), 꾸지뽕나무

근피의 항당뇨 효과(Park et al. 2001), 플라보노이드계의

항균성(Lee et al. 2004)이 보고되는 등 약용자원화 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꾸지뽕나무의 종자는 자연상태에서는 발아가 잘

되지 않아 저온 처리 등으로 발아율을 높일 수 있으나(Kim

1989) 만족스러운 정도는 아니다. 또한 꾸지뽕나무는 풍매

화로 종자로부터 번식이 가능하여도, 모수와 다른 형질을

나타내므로 품질이 안정된 묘목을 얻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꾸지뽕나무는 주로 분주에 의한 방법으로 묘목이 생산되어

왔으나, 이 방법으로는 충분한 묘목을 번식하기 어렵다.

생산방법이 비교적 간단한 묘목생산 방법으로서는 삽목

법을 들 수 있는데, 삽목에 의한 묘목생산은 생산소요기간

이 1년으로 짧으며, 유전적 변이가 없고, 특별한 기술이 없

어도 비교적 질 좋은 묘목을 생산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삽목법에는 삽수의 종류에 따라 묵은 가지 삽목과 새순 삽

목으로 나누어지는데, 묵은 가지 삽목법은 모수(母樹)당 많

은 삽수를 채취할 수 없다(Honda 1957, 1970, Chung 1977,

Lim 1981, Muraue 1966)는 단점이 있으나, 가장 쉬운 묘

목생산법이다.

새순 삽목은 모수(母樹)당 많은 삽수를 채취할 수 있어

고조삽목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묘목생산법으로 기대

되어 많은 연구가 행하여져 왔다(Chung 1977, Honda 1957,

1958, 1970, Koishira 1962, Yokota 1937). 그러나 새순 삽

목에 의한 묘목생산법은 신소 잎의 탄소동화작용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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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근에 필요한 물질이 생산되므로 발근될 때까지 잎의 생

존해야 되므로, 발근률을 높이기 위하여, 잎의 일부를 잘

라 내거나 짚을 이용한 차광(Yokota 1937), 증산억제제의

처리(Suzuki et al. 1960, Koishira 1962)등의 방법으로 발

근률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다.

이 연구는 약리효과 구명 등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꾸지뽕나무 묘목의 원할한 번식을 위하여 새순 및 묵은 가

지의 최적 삽목에 의한 묘목 번식방법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묵은 가지 삽목

본 시험에 사용한 꾸지뽕나무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보

존중인 10년생 꾸지뽕나무로부터 전년도에 자란 가지를

2월 중순에 삽수를 채취하였다. 온도조절이 가능한 생육

상에 사양토를 채운 포-트에 삽수를 심고 12시간 명

(3,000 lux), 12시간 암조건으로 30일간 보호하였다.

굵기 시험은 삽수 기부의 굵기에 따라 굵은 것, 중간,

가는 것으로 구분하였으며, 굵은 것은 조경이 11.5-14.5 mm,

중간 것은 9.5-10.5 mm, 가는 것은 7.0-8.5 mm로 나누어

삽목 처리하였으며, 길이 시험은 10, 15, 20 cm로 구분하

여 처리하였고, 30oC에서 발근 처리하였다.

발근촉진제 처리효과시험은 Indole 3-butyric acid(IBA),

1-naphthalenacetic acid(NAA)를 사용하였으며, 각각 무처

리, 1,000 ppm, 3,000 ppm, 5,000 ppm 및 10,000 ppm의 각

농도별로 수용액을 만들어 삽수기부 2 cm까지 각 농도의

수용액에 3초간 침지 처리한 후, 물기가 제거될 때까지

음건한 다음 포트에 삽목하여 30oC의 생육상에서 보호하

였다. 삽목 후 흙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주었

으며, 발근 및 생육조사는 삽목 30일 후 조사하였다.

2. 새순 삽목

본 시험에 사용한 재료는 농업생물부(수원시 서둔동 61

소재) 포장에 심어져 있는 꾸지뽕나무로부터 자란 새순을

6월 중순에 잘라 삽수로 이용하였다. 삽수는 새순의 기부

에서 2잎을 따낸 후 위의 2잎을 남기고 잘라버린 다음 삽

목상에 아래의 2눈이 묻히도록 삽목하였다.

삽목상은 묘판에 퇴비를 10a 당 2M/T을 넣고 잘 섞은 후

폭 60 cm, 높이 45 cm 정도의 철사를 세워 0.03 mm비닐을

덮고 터널을 설치한 다음 그 위 10 cm에 다시 차광망을 설

치하는 A타입(Fig. 1)과, 반경 3 m 정도의 하우스 파이프를

세우고 그 안에 폭 60 cm, 높이 45 cm 정도의 철사를 세워

0.03 mm의 비닐로 피복하여 터널을 설치한 다음 그 위 150 cm

에 다시 차광망을 설치하는 B타입(Fig. 2) 2가지로 설치하

였다. 차광하우스를 설치한 다음 묘판에 물을 충분히 주고

이랑사이 20 cm, 주간거리 10 cm로 3열식으로, 삽수의 눈 2

개중 밑의 눈은 땅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고, 그 위의 눈은

묘상과 거의 닿을 정도로 삽목을 하였다. 폴리에틸렌 차광

망은 차광률 55, 75, 95%인 제품을 사용하였다. 비닐터널은

삽목 60일 후에 벗겨주고 1주일 후에 다시 차광망을 벗겨

주었으며, 제초를 하고 10a당 요소 20, 용성인비 20, 염화

칼리 9 kg을 주었다. 삽목은 자연광하에서 실시하였으며, 삽

목 3개월 후에 발근률, 뿌리수, 새순의 생육상태를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묵은 가지 삽목

꾸지뽕나무 묵은 가지 삽목에 의한 발근에 적당한 온도,

삽수의 굵기 및 길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삽목한 다음 30

일 후에 발근률 및 발근상황을 조사하였다.

표 1은 25, 30, 35 및 38oC로 조절한 새육상에 삽수를

삽목 포트를 12시간 3,000 lux 명, 12시간 암조건으로 보

호 한 다음 온도와 발근률, 발근상태 및 발근 후의 새순

의 생육을 나타낸 것으로서 30oC에서 66.7%의 가장 높은

발근률을 나타내었으며, 35oC 이상에서는 발근률이 낮아

졌다. 삽수 당 뿌리 수 및 새순의 생장 역시 30oC에서 가

장 많고 길었으며, 35oC 이상에서는 고온 장해를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수액이 이동하기 전에 채취하

여 보관한 다음 가지를 삽목하고 있으나, 온도가 비교적

Fig. 1. Polyethylene film tunnel for softwood cutting(Type A) Fig. 2. Polyethylene film tunnel for softwood cutting (Typ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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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30oC에서 발근과 발근후의 생육이 좋으므로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생육상 또는 전열온상이 없는 경우 2중

하우스를 설치한 다음 삽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는 삽수의 굵기에 따른 발근율의 차이를 구명하기

위하여, 가지 기부의 조경에 따라 굵은 것, 중간, 가는 것

으로 구분하여 삽목 처리하였다. 굵은 것은 11.5-14.5 mm,

중간 것은 9.5-10.5 mm, 가는 것은 7.0-8.5 mm로 하였으며,

30oC에 보호하였다. 발근률은 중간 것이 66.7%로 가장 높

았고, 가는 것이 50%, 굵은 것이 가장 낮은 41.7%를 나타

내었다. 삽수당 발근수는 7.5개 및 최장 새순길이는 13.3 cm

로 가장 많고 길어 생육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은 삽수의 길이에 따른 발근 및 생육의 차이를 나

타낸 것으로, 15 cm 길이가 가장 발근률이 높았고, 20 cm,

10 cm 순이었다. 뿌리수 및 최장 새순의 길이도 15 cm 처

리구에서 가장 길어 생육이 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삽

수의 길이를 10 cm로 짧게 할 경우 생육이 나빠지고, 20 cm

로 길게 할 경우도 15 cm보다 생육이 나쁠 뿐 아니라, 삽

수의 개수를 많이 채취할 수 없다.

따라서 묘목의 발근률, 발근수 및 새순의 생육상황을 고

려하여 삽수의 길이는 15 cm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는 발근촉진제 처리에 의한 발근율의 차이를 나타

낸 것으로, 무처리구에 비하여 5,000 ppm까지 NAA 및

IBA를 처리한 것이 발근 촉진효과가 있었으며, NAA가

IBA에 비하여 발근촉진 효과가 높았다. 농도별로는 NAA

5,000 ppm에 처리한 것이 가장 발근에 효과적이었으며,

2,500, 1,000 ppm 순이었다. 10,000 ppm에서는 오히려 무

처리구 보다 낮았다. 따라서 발근률, 발근수, 새순의 생장

을 종합하여 볼 경우 발근처리제는 NAA, 농도는 5,000 ppm

처리구가 가장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뽕나무의 경우 50 ~ 100 ppm이 적당하다고 한 Honda

and Tsuboi(1970)의 보고보다 높은 농도가 적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뽕나무의 경우 1일간 침지 처리하였으나,

꾸지뽕나무는 3초간 침지 처리하여 처리 시간이 짧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새순 삽목에 의한 번식

새순 삽목에 의한 묘목생산법은 새순 잎의 탄소동화작

용에 의해 발근에 필요한 물질이 생산되므로 발근 될 때

까지 잎의 생존이 필수적으로 안정적인 생산이 어렵다.

이를 위하여 잎의 일부를 잘라 내거나 볏짚을 이용한 차

광(Yokota 1937), 증산억제제의 처리(Suzuki et al. 1960,

Koishira 1962) 등의 방법으로 어느 정도 발근률을 높일

수 있었으나 안정성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그러나 Goo et

al. (1997)이 차광망을 이용한 뽕나무 새순을 이용한 안정

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본 실험에 적용하였다.

가. 삽목상 형태가 활착률에 미치는 영향

표 5는 삽목상의 형태가 활착에 미치는 영향으로 단일

Table 1.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rooting of the hardwood

cuttings

Temperature 

(oC)

Rooting rate 

(%)

No. of roots per 

cutting

Longest new 

shoot (cm)

25oC 0 - -

30oC 66.7 7.5 12.2

35oC 25.0 5.2 09.7

38oC 25.0 4.8 08.2

Table 2. The effect of stem thickness on rooting and growth of

new shoots by hardwood cuttings

Diameter

(mm)

Rooting rate 

(%)

No. of roots per 

cutting

Longest new 

shoot (cm)

Thick stem

(11.5-14.5)
41.7 5.2 13.2

Medium stem

(9.5-10.5)
66.7 7.5 13.3

Thin stem

(7.0-8.5)
50.0 5.5 12.5

Table 3. The effect of stem length on rooting of hardwood

cuttings

Stem length
Rooting rate 

(%)

No. of roots per 

cutting

Longest new shoot 

(cm)

10 cm 33.3 5.5 13.2

15 cm 66.7 7.5 13.3

20 cm 50.0 5.8 10.3

*Diameter of cuttings : 9.5-10.5 mm

Table 4. The effect of NAA and IBA treatment on the rooting

and shoot growth.

Concentration 

(ppm)

Rooting rate 

(%)

No. of roots per 

cutting

Longest new 

shoot (cm)

No treatment 66.7 7.5 13.3

1,000
NAA* 75.0 11.7 14.0

IBA** 69.4 12.6 13.9

2,500
NAA 83.3 18.5 15.4

IBA 77.8 17.0 15.9

5,000
NAA 100 22.3 15.0

IBA 97.2 21.7 15.5

10,000
NAA 41.7 12.4 14.9

IBA 44.5 11.8 14.2

* : 1-naphthalenacetic acid

** : Indole-3-buty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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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위에 차광망을 설치하는 A 타잎의 경우, 최고 발근

률이 16%로 매우 낮아, 묘목생산용으로 활용하기는 어려

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2중 터널을 설치하고 1.5 m 위에

차광망을 설치하는 B 타입으로 개선한 결과, 발근률을 크

게 높일 수 있었다(표 6).

A 타입은 직사광선이 비출 경우, 온도가 지나치게 쉽게

높아져 수분의 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 발근되기 전에 잎

이 떨어져 발근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

으로 보이며, B 타입의 경우는 2중 비닐하우스로 온도의

상승이 높지 않아 잎이 오랫동안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나. 차광정도와 발근과의 관계

새순 삽목에 있어서 발근에 필요한 물질은 새순 잎의

탄소동화작용에 의해서 생산되므로(Tazaki 1959) 잎을 발

근될 때까지 유지하기 위하여 차광하여 삽상내부의 환경

특히 상대습도를 조절하여야 한다. 연구 초기에는 증산억

제제의 처리(Suzuki et al. 1960, Koishira 1962)나 종이 또

는 거적 등을 이용한 환경 조절(Yokota 1937) 방법으로

어느 정도 발근률을 높일 수 있었으나, 정확한 조절이 어

려워 활착이 불안정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삽생내의

환경조절을 위하여 폴리에틸렌 차광망의 차광률을 55, 95,

95%로 달리하여 새순의 발근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는

표 5, 표 6과 같다. 발근률은 55% 차광구에서 84%로 가

장 높았고, 75% 차광구에서 24%, 95% 차광구에서 10%

의 발근에 불과하였으며, 차광하지 않은 경우 전혀 발근

되지 않았다.

이는 삽목시부터 발근될 때까지 탄소동화작용을 하여

충분한 탄수화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잎을 유지하여야 하

나(Tazaki 1959, Honda 1957, 1958, 1970), 75, 95% 차광

구 및 무차광구에서는 적정 조도이상으로 광량이 많고 온

도가 높아져 과다한 수분증산으로 잎이 시들음 피해를 받

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 새순 엽수와 발근과의 관계

잎의 탄소동화작용에 의해 발근에 필요한 물질을 생산

할 수 있도록 발근 될 때까지 잎의 생존이 필수적이다.

새순에 남아 있는 잎의 수는 새순 당 삽수를 채취할 수

있는 개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표 7은 새순 삽수당

엽수가 발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으로, 2잎을 남겨

놓았을 때 70%, 3잎 남겨놓았을 때는 68%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4잎을 남겨 놓았을 때는 오히려 발근률이 낮아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삽목 후 발근 될 때까지 잎

에서 탄소동화작용을 통하여 발근에 필요한 영양분을 합

성하여야 하지만, 잎이 4잎 정도로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잎을 통한 수분의 증산량이 많아 시들음 피해를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발근률도 높고, 삽수도 많이

채취할 수 있는 2잎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꾸지뽕나무 묘목의 번식을

위하여, 비교적 용이하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묵은 가지

및 새순 삽목법에 의한 안정적인 뽕나무묘목 생산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꾸지뽕나무의 묵은 가지 삽목 최적조건을 구명하기위하

여 삽수의 길이, 굵기, 발근처리제 농도를 달리하여 처리

한 결과, 삽수의 길이는 15 cm, 굵기는 중간정도, 발근처

리제는 NAA, IBA 다 같이 5,000 ppm에서 가장 발근률이

높고 발근 후의 생장이 좋았다.

또한, 새순 삽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삽목상의 형태,

차광망의 차광정도, 새순당 잎의 수를 달리하여 삽목 후

발근 및 발근후의 생장을 조사한 결과, 삽목상의 형태는

2중 터널을 설치하고 1.5 m 위에 차광망을 설치하는 B 타

입의 경우가 좋았고, 단일 터널 위에 차광망을 설치하는

Table 5. The effect of shading intensity of polyethylene net on

the rooting of cuttings (Type A)

Shading 

intensity (%)

Rooting rate 

(%)

No. of roots

per cutting

Longest new 

shoot (cm)

55 12.0 5.5 8.5

75 16.0 4.5 10.3

95  8.0 3.8 6.8

Table 6. The effect of shading intensity of polyethylene net on

the rooting of new shoot cuttings (Type B)

Shading 

intensity (%)

Rooting rate 

(%)

No. of roots per 

cutting

Longest new shoot 

(cm)

0 0 - -

55 84.0 1 25.5

75 24.0 1 18.3

95 10.0 1 10.5

Table 7. The effect of No. of leaves remained on shoot on

rooting and new shoot growth of new shoot cuttings

No. of 

leaves per 

cutting

No. of 

planted 

cutting

No. of rooted 

cutting

Rooting rate 

(%)

Longest new 

shoot (cm)

2 50 35 70.0 25.5

3 50 34 68.0 24.3

4 50 28 56.0 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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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타입의 경우는 발근률이 매우 낮았다. 차광망의 차광정

도는 55% 차광구에서 발근이 가장 좋고, 55% 이상이거

나 무차광구에서는 발근률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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