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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암흑처리가 국내 육성 신품종 딸기의 화아분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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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 of low temperature-darkness treatment on floral 
initiation in four kinds of Korean strawberry cultivars. Mother plants were planted on March 29 and daughter 
plants were raised for the experiment. Temperature treatment was done for 7, 14, and 21 days keeping 13°C 
in cooling storage from August 29, September 5 and September 14 to September 21. After the treatment, 
flower bud initiation was examined by a microscope, and the seedlings were transplanted on hydroponic 
system with Yamazaki's strawberry solution of EC 0.8 dS･m-1 to check the flowering. ‘Ssanta’ and ‘Maehyang’ 
showed early flower bud initiation in 7 days treatment than ‘Seolhyang’ by microscope check. ‘Ssanta’, 
‘Daewang’, and ‘Maehyang’ showed early flower bud initiation in 14 days treatment than ‘Seolhyang’. There 
were no differences among the treatments in 21 days treatment. Percentage of flowering of ‘Seolhyang’ and 
‘Maehyang’ by low temperature-darkness treatment didn’t show any difference but ‘Daewang’ and ‘Ssanta’ 
showed high percentage of flowering. It suggested that low temperature-darkness treatment technique can 
be use for improving early flowering and yield of ‘Ssanta’ and ‘Daewang’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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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우리나라 딸기의 총생산액이 2010년에는 1조원을 초과하

여 원예작물 중에서 최고를 기록하였고, 수출금액은 계속적

인 신장세를 나타내며 주요 채소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RDA, 
2011). 자연상태에서 딸기는 가을이 되어 기온이 저하하고 

일조시간이 짧아지면 화아분화와 더불어 휴면에 돌입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더불어 촉성재배라는 세계적으

로도 독특한 딸기재배기술을 확립하여 딸기의 휴면기인 겨

울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과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휴면 중인 딸기에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 주면 지속적

으로 화아가 분화되어 개화와 결실을 하는 딸기의 상대적 

휴면이라는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Fujime and Yamasaki, 
1988). 딸기 촉성재배 시 출하일수가 빠를수록 가격 경쟁력

이 높아지고, 균일한 화아분화는 적엽, 적과 등의 재배관리

작업이 일관성있게 진행되어 농가 생력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촉성재배 농가는 경쟁적으로 빠른 화아분화

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경향이 있다.
딸기의 화아분화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가 있지만 주로 온도와 일장을 조절하여 화아분화를 조절하는 

데(Fumiomi and Michael, 2006; Manakasem and Goodwin, 
1998; Rho et al., 2007), 그 중에서 야냉육묘 방법은 오래 
전에 도입되어 농가에 널리 보급되었으나(Kim et al., 1998), 
재배면적의 규모가 큰 우리 농가의 실정에는 야냉처리 시설

비와 전기료의 부담, 입출고 작업의 어려움으로 최근에는 

이용하는 농가를 보기 어렵다. 그런데 최근에 저온암흑처리 

방법이 일부 농가에서 시도되고 있는데 그 반응이 다양하며 

피해 사례도 빈번하나 저온암흑처리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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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amazaki’s hydroponic solution for strawberry.

Solution
Macro element (me･L-1) Micro element (mg･L-1) EC

(dS･m-1)NO3-N NH4-N PO4-P K Ca Mg SO4-S Fe B Mn Zn Cu Mo
5 0.5 1.5 3 2 1 1 3 0.5 0.5 0.05 0.02 0.01 0.8

없으며, 특히 국내에서 육성된 딸기 품종에 의한 실험은 찾

아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먼저, 남부지역에서 자연상태에

서 딸기의 화아분화가 이루어지는 9월 중순경을 기준으로 

하여 저온암흑처리 기간을 달리하여 최근에 국내에서 육성

된 주요 딸기 품종에 대한 화아분화 반응을 밝히고자 하였

다. 특히 딸기 품종간의 반응을 조사하여 저온암흑처리 기

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은 대구대학교 생명환경대학 부속농장에 설치된 

저온저장시설과 딸기 고설 수경 재배 온실에서 수행하였다. 
국내 육성 품종인 ‘설향’, ‘매향’, ‘싼타’, ‘대왕’ 품종의 모주

를 2012년 3월 29일에 고설수경 육묘 시스템에 20cm 간격으

로 정식하였고, 야마자키(Yamazaki) 조성 딸기전용 배양액

(Table 1)을 0.8dS･m-1
의 농도로 점적호스(Typhoon, 1.49L･h-1, 

Netafim, Israel)를 사용하여 주당 300-400mL를 하루 4-6회
로 나누어 급액하였다. 5월까지 발생한 런너는 제거하고 그 

후에 발생한 런너로 자묘를 증식시켜 2012년 7월 2일에 선

발하여 플라스틱포트에 꺾꽂이 핀을 이용하여 고정 후 8월 

2일에 동시에 절단하여 미스트 시설이 설치된 유리온실에서 

육묘하였다. 탄저병, 흰가루병, 진딧물, 응애 등의 병해충 방

제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적합한 약제로 철저하게 방제를 하

였다. 저온암흑처리 시설은 6m × 6m × 2.4m 크기의 저장고

를 설치하고 내부에 2HP 용량의 냉동기 1대와 3HP 용량의 

냉동기 1대를 설치하여 만들었다. 저장고 내에는 순환식 송

풍기를 설치하였고 일정온도(13°C)를 유지하기 위해 온도

센서를 2곳에 설치하였다. 그리고 2012년 9월 20일의 정식

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8월 29일에 3주간 처리(21일간), 9
월 5일에 2주간 처리(14일간), 9월 12일에 1주간 처리(7일
간)로 각 품종별 20주씩 3반복으로 하여 저온 암흑처리실에 

저장하였고, 대조구는 8월 29일부터 질소중단을 하여 정식

까지 수분공급만으로 유지시켰다. 그리고 9월 20일 정식 전

에 형태적인 화아분화 확인을 위하여 저온암흑처리가 완료

된 묘 중에서 10주를 임의로 선발하여 실체현미경(SZ-40, 
Olympus, Japan)으로 생장점을 검경하여 화아분화의 진행

단계를 조사하였다. 화아분화 단계의 판정은 Eguchi(1950)
가 제시한 6단계의 모식도에 의하여 결정하였는데, 1단계는 

생장점이 평평하며 가장자리에 엽원기가 보이고, 2단계는 

생장점이 반구형의 지붕모양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는 

시기, 3단계는 반구형의 지붕모양에 가깝게 비대해진 상태, 
4단계는 비대해진 생장점이 2개로 분할되는 상태, 5단계는 

분할된 생장점이 완전히 2개로 구분되는 상태, 6단계는 2-3
열의 꽃받침이 분화되는 상태로 구분하였다(Fig. 1). 그리고, 
저온암흑처리가 끝난 후에는 처리구별로 10주씩 3반복으로 

완전임의 배치하여 고설수경재배시설에 정식하여 정화방의 

출뢰율과 개화율을 조사하였다. 출뢰와 개화의 판정은 제 1
번화의 꽃망울이 출현한 시점과 꽃잎이 완전히 전개된 시점

으로 하였다. 배양액의 EC와 pH는 EC meter(Orion 3-Star 
meter, Thermo, USA)와 pH meter(Inolab pH/cond level 1, 
Wissenschaftlich Technische Werkstatten, Germany)를 사

용하여 관리하였다. 실험결과의 통계분석은 Sigma Plot 9.0 
(Statistical Analysis Software, USA), SAS 8.2(Statistical 
Analysis Software, USA)를 이용하여, P ≤ 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계성 딸기의 화아분화는 저온과 단일에 의해서 촉진되는 

것(Fumiomi and Michael, 2006; Manakasem and Goodwin, 
1998)으로 알려져 있는데, Jonkers(1965)는 5-15°C에서는 

일장에 관계없이 화아를 형성한다고 하여, 본 실험의 13°C
에서의 암흑처리는 일장의 영향을 배제하면서 비교적 전기

료를 절감하면서 한계온도에 근접하게 한 적합한 처리라고 

생각하였다. 저온암흑처리 후에 처리구별로 Eguchi(1950)
가 제시한 화아분화 단계를 조사한 결과, 14일간의 처리구

에서 네 품종 모두 화아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고, 21일
간의 처리구에서 화아분화의 진행이 가장 늦은 것으로 관

찰되었다. 21일간의 처리구에서 화아분화의 유도가 가장 

늦은 것은 다른 처리구보다 일찍 저온저장을 시작하게 되

므로 광합성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져서 생장점의 발달이 

늦어졌거나, 장기간의 저온저장 기간 동안 양분소모가 많아

진 것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Savini 
and Neri(2004)는 실생묘에서 화아 형성에 필요한 생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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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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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images of floral stages of growing point of strawberry. The floral stages are A, vegetative 
stage; B, floral primordial stage-1; C, floral primordial stage-2; D, 1st floret primordial stage; E, petal stage; F, stamen stage.

요건을 갖추게 되는 데는 충분한 영양생장 기간이 필요하다

고 하였으며, Rho et al.(2007)은 묘령에 따른 화아분화의 

정도를 조사한 실험에서 충분한 영양생장이 되지 않은 묘는 

화아형성률이 낮았다고 하였다. 한편, Austin et al.(1961)은 

야간 17°C와 11시간 일장에서 화아분화 유도에 필요한 일

수는 21-23일이라고 하였으며, Ito and Saito(1962)는 17°C
에서는 8일간의 단일처리에서 화아가 분화되었고, 9°C에서

는 10-12일간의 단일처리에서 화아가 분화되었다고 하여 온

도처리의 정도와 단일처리의 유무에 따라서 화아분화에 필

요한 일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저온단일처리

보다는 훨씬 낮은 온도처리가 요구되는 저온암흑처리에 의

한 딸기의 화아분화 반응에 대한 근년의 연구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온단일처리와의 비교를 포함한 더 많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7일간의 저온암흑처리에서 ‘싼타’와 ‘매향’은 4단계와 5

단계까지 화아의 발달이 충분하게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었

고, ‘설향’은 화아분화 초기의 생장점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

하는 1단계였다(Fig. 1). 14일간의 저온암흑처리에서는 ‘설
향’이 2단계의 화아분화를 보였으며, 다른 3품종은 모두 4
단계의 비대한 생장점이 분할되기 시작하는 단계였다. 21일
간의 저온암흑처리에서는 4품종 모두 3단계 이전의 화아분

화를 나타내어 품종간의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13°C에서의 저온암흑처리는 품종에 따라 1주간 또는 2주간

의 기간이면 화아분화의 유도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 

조기 수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처

리 개시 시간을 달리했을 때의 반응을 조사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2주 이상의 처리는 본 

실험에서 공시한 품종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

었다. 그러나 추후 동일한 묘령에 의한 저온암흑처리 기간 

간의 화아분화 유도 반응을 조사할 필요도 있을 것으로 생

각되었다.
저온암흑처리 기간에 따른 품종별 출뢰율을 보면, ‘싼타’

와 ‘매향’이 다른 품종에 비하여 출뢰가 빠른 경향을 나타내

었다. 품종별 저온암흑처리 시간의 영향을 보면, ‘설향’은 

저온암흑처리구보다 대조구에서 출뢰가 빠르고 출뢰율도 높

았다. ‘싼타’는 대조구보다 저온암흑처리에 의해 출뢰가 빨

랐으나 출뢰율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단지 21일간의 처

리구는 다른 처리구에 비해서 출뢰율이 낮았다. ‘매향’은 대

조구와 7일간의 저온암흑처리구에서 출뢰가 빨랐으며 21일
간의 처리구가 가장 출뢰가 늦었으나 출뢰율은 모든 처리구

에서 차이가 없었다. ‘대왕’은 7일간과 14일간의 저온암흑

처리구가 출뢰가 빠른 경향을 보였으나 출뢰율은 대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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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periods of low temperature-darkness treatment 
on flower bud initiation in four kinds of Korean strawberry 
cultivars ‘Seolhyang’, ‘Ssanta’, ‘Daewang’, and ‘Maehyang’.
Each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mean of 10 replicates 
at p ≤ 0.05.

A B

C D

Fig. 3. Effects of low temperature-darkness treatment on flower budding in four kinds of Korean strawberry cultivars ‘Seolhyang’
(A), ‘Ssanta’ (B), ‘Maehyang’ (C), and ‘Daewang’ (D). (Treatments of 7, 14 and 21 days at 13°C)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mean of 10 replicates at p ≤ 0.05.

가장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2). 
저온암흑처리 기간에 따른 품종별 개화 시기를 보면 ‘싼

타’가 가장 빠르고 ‘설향’이 가장 늦었다. 품종별 저온암흑

처리 시간의 영향을 보면, ‘설향’은 대조구에 비하여 저온암

흑처리에 의해 개화가 빨라졌으나 개화율은 처리간에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저

온암흑처리간에는 처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개화율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어 ‘설향’의 저온암흑처리 효과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싼타’는 저온암흑

처리에 의해 대조구보다 유의하게 개화가 빠르고 개화율도 

월등하게 증가하여 조기 수확을 위한 저온암흑처리의 실용

화 가능성이 높은 품종으로 생각되었다. ‘매향’은 14일과 21
일간의 저온암흑처리에 의해 개화가 늦어졌으며 특히 21일
간의 처리구에서는 월등하게 개화가 늦어졌다. ‘대왕’은 모

든 저온암흑처리구에서 대조구보다 개화가 빨라졌으며 개화

율도 높았는데, 저온암흑처리 시간은 14일간, 7일간 그리고 

21일간의 차례로 개화율이 높았다. ‘싼타’와 마찬가지로 ‘대
왕’도 저온암흑처리의 효과가 현저하여 조기수확을 위한 인

위적인 화아분화 유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싼타’와 ‘대왕’ 두 품종은 대조구가 출뢰율은 높았으나 개화

가 늦어진 것에 비해서 저온암흑처리에 의해 빠르고 높은 개

화율을 나타내어 촉성재배 농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는 기술로의 개발이 기대된다(Fig. 3). 딸기의 화아분화 유도

는 일장과 온도에 의해 제어되는데, 그 효과는 품종간에 차이

가 있다(Durner et al., 1984)고 하였다. Heide(1977)는 조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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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품종은 만생종 품종에 비하여 보다 고온, 장일에서 화아분

화가 유도된다고 하였으며, Morishita and Yamakawa(1991)
는 딸기 품종의 화아분화 유도를 위한 저온단일처리에 대한 

감수성에는 품종간 차이가 인정되므로 조생형 딸기 품종 선

발의 가능성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화아분화 유도에 관

한 온도 및 일장 반응에 대한 품종간의 차이를 검토한 연구

가 있으나 그 수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딸기는 품종마다 

환경적응 특성이 크게 달라 그 결과는 국내의 품종에 적용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가 저온

단일처리에 대한 결과인데, 야냉처리에 의한 저온단일처리

는 시설비의 부담이 크고 입출고와 관수 등의 관리에 힘이 

들므로 활용하기가 어려운데, 본 실험에서의 저온암흑처리

는 처리가 간단하고 관리가 쉬우므로 재배현장에 적용하기

에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국내에서 새로운 딸

기 품종의 육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각 

품종의 특성에 대하여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으므로 재배

농가에서 특성에 맞는 재배기술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온암흑처리에 의한 국내 육성 품종간의 특성을 

비교한 본 실험의 결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Kim et al.(2013)의 국내외 딸기 품종간의 생리화학적 

특성에 대한 비교 연구에서도 딸기는 품종에 따라 특성의 

차이가 큰 것으로 보여 앞으로 품종 특성에 대한 더욱 다양

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싼타’와 ‘대왕’ 품종은 무처리보다 저온

암흑처리에 의해서 개화가 현저하게 빨라지고 개화율도 높

아서 저온암흑처리에 의한 인위적인 화아분화 유도에 의하

여 조기 수확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짧은 기간 

내에 100%의 개화율을 나타내어 적엽, 적과 등의 작업 생력

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딸기 촉성재

배농가에 유용한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저온암흑처리는 저온저장고에 입고하기 전과 처리

가 끝난 후 출고한 뒤에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으

므로 농가에 보급할 때는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지도가 

필요할 것이다.

초   록

저온암흑처리가 국내 육성 신품종 딸기의 화아분화에 미

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3월 29일에 모

주를 정식하여 8월 2일에 런너를 절단하여 육성시킨 자묘를 

7일간, 14일간, 그리고 21일간 13°C 저온저장고에서 저온암

흑처리를 하였는데, 정식일인 2010년 9월 20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8월 21일에 3주간 처리, 9월 5일에 14일간 처리, 

9월 12일에 7일간 처리를 각각 개시하였다. 처리 후에는 각

각의 처리구별로 실체 현미경을 사용하여 형태적인 화아분

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저온암흑 처리한 딸기묘를 9월 20일
에 고설수경재배 시스템에 일제히 정식하고 야마자키 조성 

딸기배양액을 EC 0.8dS･m-1
로 공급하여 재배하면서 처리별

로 출뢰 및 개화를 조사하였다. 현미경으로 화아분화를 검

경한 결과, 7일간의 저온암흑처리에서 ‘싼타’와 ‘매향’이 현

저하게 빠른 화아분화를 나타내었다. 14일간의 처리구에서

는 ‘설향’을 제외한 ‘싼타’, ‘대왕’, 그리고 ‘매향’은 현저하

게 화아분화가 촉진되었다. 21일간의 처리구에서는 품종간

에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화

아분화의 진행이 늦었다. 정식 후의 개화율은 ‘설향’과 ‘매
향’은 대조구인 무처리구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
러나, ‘싼타’와 ‘대왕’은 대조구에 비하여 현저하게 빠른 개

화와 높은 개화율을 나타내어서 저온암흑처리 방법이 이들 

두 품종에서는 조기수확 및 수량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

술로 기대된다. 

추가 주요어 : 대왕, 전기 전도도, 수경재배, 배양액, 싼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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