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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과제 처리가 ‘홍로’와 ‘후지’ 사과의 착과 및 과실품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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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nzyladenine (BA, 99% purity), MaxCel
®

 (1.9% BA), Fruitone (3.5% NAA), MaxCel
®

 + Fruitone, and simazine were 

applied postbloom as fruitlet thinning agents to mature ‘Hongro’ and ‘Fuji’ apple (Malus domestica Borkh.) trees. BA and MaxCel
®

were applied at 100 mg･L
-1

 a.i. while Fruitone at 0.1 mg･L
-1

 a.i. and simazine at 400 mg･L
-1

 a.i. All PGRs were applied at 

8 days after full bloom (DAFB, 6 mm fruit diameter) in both cultivars, while simazine was treated twice at 7 and 14 DAFB. 

In ‘Hongro’, the number of total fruit set per flower cluster in terminal buds was 1.67, 1.84, and 1.81 in MaxCel
®

 + Fruitone, 

MaxCel
®

, and simazine applications, respectively, when compared with 2.35 of water control.  These reductions in fruit set were 

mainly attributed to the increased ratio of defruited clusters by the thinning agents. In ‘Fuji’ apple, the number of total fruit 

set per flower cluster in terminal buds was 1.29, 1.60, and 1.76 in MaxCel
®

 + Fruitone, Fruitone, and MaxCel
®

, respectively, 

when compared with 2.56 of water control in ‘Fuji’ apple. The addition of Fruitone to the MaxCel
®

 promoted the thinning efficacy 

in both cultivars, compared to MaxCel
®

 only. The thinning efficacies were similarly observed with lateral flowers in both cultivars. 

A significant increase of fruit weight by the postbloom thinning treatments was observed only in the BA application in ‘Hongro’,

while the effect was observed in BA and MaxCel
®

 in ‘Fuji’. While the soluble solids content increased in the BA, MaxCel
®

 and 

MaxCel
®

+Fruitone treatments in both cultivars, other fruit quality attributes were not affected by the application of post-bloom 

thinn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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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의 적과 작업은 수체 내 저장 양분의 소모를 줄이고 

과실의 비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실시되는 매우 중요한 작

업이다(Dennis, 2000; Kook et al., 2009; Wertheim, 2000). 

이러한 적과 작업은 사과 생산 시 투입되는 총 노동시간의 

16%를 차지할 만큼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지만(Park, 1998) 

최근 국내에서는 농촌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인건비 상

승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적과의 생력화 방안

으로 화학적 약제 적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Jang et al., 

1998).

지금까지 많이 사용되어 온 적과제인 carbaryl은 효과의 

일관성이 있지만(Batjer and Billingsley, 1964) 화분 매개 곤

충에 대한 살충 효과의 부작용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

어 이를 대체할 적과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Dennis, 

2000). 그 중 cytokinin 종류인 6-benzyladenine(BA)를 주성

분으로 하는 Maxcel
®
(Valent BioSciences, USA)은 적과효

과와 더불어 세포분열을 증대시켜 과실의 비대를 향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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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ound et al., 1997; 

Elfving and Cline, 1993; Greene and Autio, 1989; Greene 

et al., 1992; Guak et al., 2002; Stover et al., 2001; Wismer 

et al., 1995). 그리고 BA는 carbaryl과 다르게 개화기에 살

포하여도 화분매개충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Greene and Autio, 1994). 그 외에도 naphthaleneacetic 

acid(NAA)는 에틸렌 생합성을 촉진하여 내생 에틸렌으로 

하여금 잎의 광합성율을 저하시키고 과실생장을 억제하여 

낙과를 유발하지만(Robinson et al., 1998) 과실이 작아지는 

문제점이 나타났고(Black et al., 1995; Byers and Carbaugh, 

1991; Jones et al., 1989; Schumacher et al., 1978), 광합성 

억제 기작을 가진 제초제인 simazine도 적과 효과와 함께 화

분매개충의 피해가 없는 것으로(Byers and Carbaugh, 1991; 

Park et al., 1998) 알려져 왔으나 과실이 작아지는 문제와 

제초제라는 부정적 이유로 실용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홍로’와 ‘후지’ 품종을 대상으로 화학

적 약제 적용이 과실의 착과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

함으로써 실용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경북 상주시 낙동면과 함창읍 소재의 농가에 재식되어 있

는 10년생 ‘홍로’(M.9 대목) 품종과 6년생 ‘후지’(M.9 대목) 

품종을 대상으로 수세가 안정되고 균일한 나무를 선정하여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적과제 처리

‘홍로’ 품종에는 적과제로 benzyladenine(BA 99% purity, 

Sigma B-3408)과 MaxCel
®
(1.9% BA, Valent BioSciences, 

Libertville, IL, USA)은 100mg･L
-1 

농도로, Fruitone[3.5% 

naphthaleneacetic acid(NAA), Amvac, Los Angeles, CA, 

USA]은 0.1mg･L
-1 

농도로, 그리고 MaxCel
®
(100mg･L

-1
)과 

Fruitone(0.1mg･L
-1

)을 혼용하여 중심과 과실직경 6mm(5월 

2일)일 때 살포하였다. 제초제인 simazine은 400mg･L
-1
의 

농도로 중심화 만개 7일 후(5월 1일)와 14일 후(5월 8일)에 

2회 살포하였다. 과실 수확은 9월 6일에 실시하였다.

‘후지’ 품종에 적용한 적과제는 ‘홍로’ 품종과 동일하게 

적용하였고, BA, MaxCel
®
, Fruitone, MaxCel

®
 + Fruitone은 

중심과 과실직경 6mm인 5월 4일에, simazine은 중심화 만

개 7일 후인 5월 3일과 14일 후인 5월 10일에 2회 처리하였

고, 과실 수확은 10월 31일에 실시하였다. 

적과제 처리는 20L 고압분무기를 사용하였으며 약액이 

미세하게 잘 분사되도록 노즐을 조절하여 바람이 적게 부는 

오전 8시-10시 사이로 맑은 날 살포하였고, 약량은 나뭇잎에 

약액이 떨어지게 나무당 약 2L 정도로 충분히 살포하였다. 

착과율 조사

과총당 착과수는 나무당 중심이 되는 측지 3개를 선정한 

뒤 정화아와 액화아로 구분하여 평균 값으로 나타내었다. 

과총 내 착과 정도는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무착과, 1과, 2

과 및 3과 이상 착과로 구분하여 평균 값으로 나타내었다. 

착과율은 착과 정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5월 25일에 

조사하였다. 

과실 품질 특성 

과실의 특성은 과중, 과형지수, 종자수, 과실 경도, 가용성 

고형물 함량 및 산 함량을 조사하였다. 과중은 반복당 20개 

과실로 하여 처리당 60개 과실을 측정하여 평균하였고, 과

형지수와 종자수도 동일한 과실수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평

균 값으로 나타내었다. 과실 경도는 직경 11mm plunger를 

장착한 과실경도계(Fruit Tester, FT327, Italy)를 사용하여 

과실 적도면에 과피를 제거한 후 과실당 3회 측정한 값을 

평균하여 Newton(N)값으로 나타내었다. 산 함량은 과즙 

5mL를 0.1N NaOH로 적정한 후 사과산으로 환산하였고, 가

용성 고형물 함량은 디지털당도계(PR-201 , ATAGO, Japan)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완전임의배치 3반복

으로 하였고, 처리간 평균 값의 비교는 SPSS 프로그램(IBM 

SPSS Statistics 20, SPSS Inc., USA)을 이용하여 Duncan 다

중검정으로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적과제 처리가 ‘홍로’ 품종의 착과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정화아의 과총당 착과수를 보면 무처리구는 

2.35개였으나, MaxCel
®
 + Fruitone, MaxCel

®
,
 
simazine 처

리구들은 각각 1.67, 1.84, 1.81개로 적과효과를 보였다(Tables 

1 and 2). 그리고 정화아의 과총 내 착과분포를 보면 무처리

구는 과실이 전혀 착과되지 않았으며, 1개만 착과된 비율이 

26.6%이지만 3개 이상 착과율은 42.7%로 높은 반면, MaxCel
®
 

+ Fruitone, MaxCel
®
,
 
simazine 처리구들은 1개의 과실이 착

과된 비율이 각각 36.9, 33.9, 34.0%였고, 3개 이상 착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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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s of fruit thinning agents on fruit set of terminal flowers in ‘Hongro’ apples.

Treatments
z Rate

(mg･L
-1

 a.i.)
Fruit number 

per cluster

% fruiting sites with: (on terminal flowers)

0
y

Single Double ≥ 3

Control - 2.35 a
x

 0.0 b 26.6 a 30.6 a 42.7 a

BA 100 2.05 ab 12.0 a 20.7 a 34.0 a 33.3 ab

MaxCel
Ⓡ

100 1.84 b  9.9 a 33.9 a 28.2 a 28.0 ab

Fruitone 0.1 2.10 ab  7.8 ab 24.2 a 33.4 a 34.6 ab

MaxCel
Ⓡ

 + Fruitone 100 + 0.1 1.67 b 11.5 a 36.9 a 29.7 a 21.8 b

Simazine 400 1.81 b 11.0 a 34.0 a 28.2 a 26.8 ab
z
BA, benzyladenine 99%; MaxCel

Ⓡ
, benzyladenine 1.9%; Fruitone, 3.5% naphthaleneacetic acid. All PGRs were applied at 8 days 

after full bloom at 6 mm of fruit diameter, while simazine was treated twice at 7 and 14 days after full bloom. 
y
The number of fruit per cluster.
x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2. Effects of fruit thinning agents on fruit set of lateral flowers in ‘Hongro’ apples.

Treatments
z Rate

(mg･L
-1

 a.i.)
Fruit number 

per cluster

% fruiting sites with: (on lateral flowers)

0
y

Single Double ≥ 3

Control - 1.75 a
x

 7.0 c 37.8 a 31.6 a 23.6 a

BA 100 1.36 ab 19.2 b 40.1 a 27.8 a 13.0 ab

MaxCel
Ⓡ

100 1.20 bc 27.6 b 37.5 a 24.7 a 10.2 b

Fruitone 0.1 1.44 ab 21.9 b 33.5 a 28.7 a 15.8 ab

MaxCel
Ⓡ

 + Fruitone 100 + 0.1 0.88 c 40.4 a 36.6 a 18.4 a  4.5 b

Simazine 400 1.27 bc 24.8 b 39.7 a 23.2 a 12.3 ab
z
BA, benzyladenine 99%; MaxCel

Ⓡ
, benzyladenine 1.9%; Fruitone, 3.5% naphthaleneacetic acid. All PGRs were applied at 8 days 

after full bloom at 6 mm of fruit diameter, while simazine was treated twice at 7 and 14 days after full bloom. 
y
The number of fruit per cluster.
x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비율이 21.8, 28.0, 26.8%로 낮아 적과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액화아의 경우도 무처리구는 1.75개였으

나 MaxCel
®
 + Fruitone, MaxCel

®
,
 
simazine 처리구들은 0.88, 

1.20, 1.27개로 적과효과를 보였으며, 과총내 착과분포도 정

화아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무처리구는 무착과 과

총 비율이 매우 낮으나 적과제 처리구들은 무착과 과총 비

율이 높아 액화아에 미치는 적과제의 효과가 정화아보다 더 

우수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2). 

적과제 처리가 ‘후지’ 품종의 착과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과 같다(Tables 3 and 4). 정화아의 과총당 착과수를 보면 

무처리구는 2.56개였으나, MaxCel
®
 + Fruitone, Fruitone, 

MaxCel
®
 처리구들은 각각 1.29, 1.60, 1.76개로 적과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과총 내 착과분포를 보면 무처리구는 3개 이

상 착과된 비율이 51.6%로 높은 반면 MaxCel
®
 + Fruitone, 

MaxCel
®
, Fruitone 처리구들은 각각 20.2, 29.0, 30.5%로 낮

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Fruitone과 MaxCel
®
 + Fruitone 

처리구들은 무착과 과총 비율이 40.3%와 34.4%로 과다 적

과되어 정화아 착과를 권장하는 국내의 경우 적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3). 액화아의 경우도 무

처리구는 1.34개였으나, 적과제 처리구들에서 과총당 착과

수가 0.34-0.89개로 우수한 적과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과총 

내 착과분포를 보면 무처리구는 2개의 과실이 착과된 비율

이 35.2%로 높은 반면 적과제 처리구들은 무착과 비율이 

44.4-76.7%로 높아 ‘홍로’ 품종과 마찬가지로 적과제들이 

액화아의 착과율을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Table 4). 그리고 모든 처리구들에서 약제살포 후 화분매개

충인 꿀벌들의 고사 정도를 조사한 바 그 피해는 나타나지 

않았다(데이타 미제시). 현재까지 알려진 합성 cytokinin류인 

BA의 경우 사과에서 처리 14-15일 후에 잎과 과실에서 광합

성율이 저하되어 적과효과가 나타나는데(Yuan and Gre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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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fruit thinning agents on fruit set of terminal flowers in ‘Fuji’ apples.

Treatments
z Rate

(mg･L
-1

 a.i.)
Fruit number

per cluster

% fruiting sites with: (on terminal flowers)

0
y

Single Double ≥ 3

Control - 2.56 a
x

14.8 b 13.4 b 20.2 a 51.6 a

BA 100 2.18 ab 24.7 ab 11.5 b 16.3 a 47.6 a

MaxCel
Ⓡ

100 1.76 bc 16.5 b 33.2 a 21.3 a 29.0 b

Fruitone 0.1 1.60 bc 40.3 a 12.5 b 16.7 a 30.5 b

MaxCel
Ⓡ

 + Fruitone 100 + 0.1 1.29 c 34.4 a 27.3 a 18.1 a 20.2 b

Simazine 400 2.34 ab 14.9 b 21.0 ab 19.0 a 45.1 a
z
BA, benzyladenine 99%; MaxCel

Ⓡ
, benzyladenine 1.9%; Fruitone, 3.5% naphthaleneacetic acid. All PGRs were applied at 8 days 

after full bloom at 6 mm of fruit diameter, while simazine was treated twice at 7 and 14 days after full bloom. 
y
The number of fruit per cluster.
x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4. Effects of fruit thinning agents on fruit set of lateral flowers in ‘Fuji’ apples.

Treatments
z Rate

(mg･L
-1

 a.i.)
Fruit number 

per cluster

% fruiting sites with: (on lateral flowers)

0
y

Single Double ≥ 3

Control - 1.34 a
x

31.9 c 20.0 ab 35.2 a 12.9 ab

BA 100 0.85 b 60.8 ab 13.6 b 12.0 b 13.6 a

MaxCel
Ⓡ

100 0.89 b 44.9 bc 33.4 a 15.1 b  6.6 ab

Fruitone 0.1 0.34 c 76.7 a 14.7 b  6.1 b  2.4 ab

MaxCel
Ⓡ

 + Fruitone 100 + 0.1 0.35 c 74.0 a 19.1 ab  5.7 b  1.2 b

Simazine 400 0.83 b 49.4 bc 28.1 ab 16.3 b  6.1 ab
z
BA, benzyladenine 99%; MaxCel

Ⓡ
, benzyladenine 1.9%; Fruitone, 3.5% naphthaleneacetic acid. All PGRs were applied at 8 days 

after full bloom at 6 mm of fruit diameter, while simazine was treated twice at 7 and 14 days after full bloom. 
y
The number of fruit per cluster.
x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2000), BA(100mg･L
-1

) ‘Elstar’ 사과는 14-48%, ‘Jonagold’ 

사과는 10-47% 낙과를 유발하였다(Schroder and Bangerth, 

2006). 또한 BA 처리시기를 보면 ‘홍로’와 ‘후지’ 품종의 중

심화 크기가 6-15mm 사이에 적용하였을 때 적과효과가 나

타나며(Guak et al., 2009), 만개 20일 후에 BA를 처리하면 

적과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Bound et al., 1991). NAA의 

경우 사과에 처리했을 때 잎의 광합성율을 저하시키고 과실

생장을 억제하거나(Robinson et al., 1998), 또한 종자발육을 

억제하여 낙과를 유발하고 한다고 하였다(Moon and Kim, 

1986). Simazine은 400mg･L
-1

 농도로 만개 후 7일과 14일 

2회 살포 시 결실율이 무처리(74.7%)에 비하여 48.7%로 우

수한 적과효과가 보고되었는데(Park et al., 1998) 본 연구에

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홍로’와 ‘후지’ 품종에서 적용한 적과제가 다소 

차이를 보이기는 했지만 적과효과는 인정되었다. 특히, 정화

아의 경우 ‘홍로’ 품종에서는 MaxCel
®
, MaxCel

®
 + Fruitone, 

simazine 처리구가, 후지 품종에서는 MaxCel
®
, Fruitone, 

MaxCel
®
 + Fruitone 처리구가 우수한 적과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MaxCel
®
 + Fruitone 혼용처리구에서 통계적 유의성

은 없었지만 두 약제가 적과에 상승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두 품종 모두에서 이들 약제처리 효과는 액화아가 정화아보

다 더 좋은 적과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두 품종 모두에서 MaxCel
®
과 MaxCel

®
 + Fruitone 

처리구가 정화아와 액화아에 안정적인 적과효과를 보인 것

으로 판단되었다. 

수확 시 ‘홍로’ 과실의 품질을 보면(Table 5), 처리구 간에 

종자수, 경도, 산 함량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과중은 

BA 처리구 과실 만이 무처리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BA가 주성분인 MaxCel
®
과 BA 처리 과실들에서 과

중의 차이를 보인 것은 약제효과의 차이보다는 사과나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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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fruit thinning agents on mean fruit weight and fruit quality characteristics at harvest in ‘Hongro’ apples.

Treatments
z Rate

(mg･L
-1

 a.i.)

Fruit
weight 

(g)

Fruit
L/D
ratio

No. of
seed

Flesh
firmness

(N/∮11 mm)

Soluble
solids
(°Brix)

Titratable
acidity

(%)

Control - 244.9 b
y

0.95 a 7.5 a 68.3 a 12.7 b 0.19 a

BA 100 268.9 a 0.92 ab 7.6 a 69.4 a 13.1 a 0.21 a

MaxCel
Ⓡ

100 250.3 b 0.91 b 7.6 a 69.9 a 13.2 a 0.21 a

Fruitone 0.1 248.1 b 0.94 a 8.1 a 69.8 a 12.6 b 0.20 a

MaxCel
Ⓡ

 + Fruitone 100 + 0.1 251.8 b 0.91 b 8.9 a 70.9 a 13.3 a 0.19 a

Simazine 400 243.5 b 0.91 b 8.5 a 71.7 a 12.6 b 0.22 a
z
BA, benzyladenine 99%; MaxCel

Ⓡ
, benzyladenine 1.9%; Fruitone, 3.5% naphthaleneacetic acid. All PGRs were applied at 8 

days after full bloom at 6 mm of fruit diameter, while simazine was treated twice at 7 and 14 days after full bloom. 
y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6. Effects of fruit thinning agents on mean fruit weight and fruit quality characteristics at harvest in ‘Fuji’ apples.

Treatments
z Rate

(mg･L
-1

 a.i.)

Fruit
weight

(g)

Fruit
L/D
ratio

No. of
seed

Flesh
firmness

(N/∮11 mm)

Soluble
solids
(°Brix)

Titratable
acidity

(%)

Control - 328.8 b
y

0.86 a 7.1 a 62.7 a 13.1 c 0.36 a

BA 100 340.5 a 0.86 a 6.5 a 68.5 a 13.5 b 0.34 a

MaxCel
Ⓡ

100 335.4 a 0.85 a 6.9 a 67.5 a 14.1 a 0.36 a

Fruitone 0.1 326.6 b 0.83 a 6.6 a 62.3 a 13.9 a 0.35 a

MaxCel
Ⓡ

 + Fruitone 100 + 0.1 312.2 b 0.87 a 6.3 a 66.9 a 14.1 a 0.34 a

Simazine 400 315.0 b 0.85 a 7.6 a 62.4 a 13.4 bc 0.35 a
z
BA, benzyladenine 99%; MaxCel

Ⓡ
, benzyladenine 1.9%; Fruitone, 3.5% naphthaleneacetic acid. All PGRs were applied at 8 

days after full bloom at 6 mm of fruit diameter, while simazine was treated twice at 7 and 14 days after full bloom. 
y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세의 차이, 나무당 과실 수의 차이, 그리고 인력 적과 시기 

등에 따른 차이로 나타난 결과로 추정이 된다(Guak et al., 

2009). 그리고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BA, MaxCel
®
, MaxCel

®
 

+ Fruitone 처리구가 무처리에 비해 증가하였다. 

‘후지’ 과실의 경우 적과제 처리구와 무처리구 간에 과형

지수, 종자수, 경도, 산 함량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과

중은 BA와 MaxCel
®
 처리구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6). Guak et al.(2009)은 BA가 주성분인 MaxCel
®
처리 

시 ‘후지’ 품종에서 과중이 증가하였고, ‘McIntosh’와 ‘Empire’

에 BA 처리 시 과실의 크기를 다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 하였다(Greene et al., 1990; Stover et al., 2001; Yuan and 

Greene, 2000). 그러나 Fruitone과 simazine 처리구 과실의 

과중이 감소한 것은 NAA는 잎의 광합성률을 저하시켜 과

실생장을 억제하고(Robinson et al., 1998), simazine도 광합

성 억제 기작으로 과실의 생장을 저해한 결과로(Byers and 

Carbaugh, 1991) 과중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본 결과에서 ‘홍로’와 ‘후지’ 품종에서 BA 처리구에서 

과중이 증가한 것은 세포분열을 증대시켜 과실의 발육을 향

상시키는 효과(Elfving and Cline, 1993; Greene et al., 1992; 

Guak et al., 2002; Stover et al., 2001; Wismer et al., 1995)

가 있었다. 그리고 Guak et al.(2009)은 적과제 처리 시 그 

효과들에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은 과수원의 위치, 나무의 

세력, 시비와 관수 정도, 그리고 온도와 상대습도 등 많은 

요인들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여 본 결과도 재배

환경 등 많은 요인들에 의해 약제효과에 다소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홍로’와 ‘후지’ 사과에 BA 

성분의 적과제 처리가 개화기 동안 화분매개충에 피해를 주

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적과효과를 보이고 수확 시 과실의 

품질을 다소 향상시키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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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국내에서 사용하여 온 carbaryl은 우수한 적과효과를 

보여왔지만 화분매개충인 꿀벌을 죽이는 살충제로 꾸준히 

문제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정적

인 적과제로 BA성분의 적과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었다. 

초  록

본 연구는 ‘홍로’와 ‘후지’ 품종에 benzyladenine(BA, 99% 

purity), MaxCel
®
(1.9% BA), Fruitone(3.5% NAA), MaxCel

®
 

+ Fruitone, simazine 등 약제들이 과실의 착과 및 과실품질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BA와 MaxCel
®
은 100mg･L

-1 

농도로, Fruitone은 0.1mg･L
-1 

농도로 과실직경이 6mm인 만

개 8일 후에, 그리고 simazine은 400mg･L
-1 

농도로 만개 7일 

후와 14일 후에 2회 처리하였다. 적과제 처리 후 ‘홍로’ 품종

의 정화아의 과총당 착과수는 MaxCel
®
 + Fruitone, MaxCel

®
, 

simazine 처리구가 각각 1.67, 1.84, 1.81개로 무처리구 2.35

개보다 적어 적과효과를 보였고, 특히 무착과 과총 비율이 

높아 적과효과가 더 우수하였다. ‘후지’ 품종의 경우 정화아

의 과총당 착과수는 MaxCel
®
 + Fruitone, Fruitone, MaxCel

®
 

처리구가 1.29, 1.60, 1.76개로 무처리구 2.56개보다 적어 우

수한 적과효과를 보였다. 또한, 두 품종 모두에서 MaxCel
®
 

+ Fruitone 혼용처리구가 MaxCel
® 

단독처리구에 비하여 적

과증진효과를 보였다. 그리고 액화아의 경우도 정화아의 결

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과중은 ‘홍로’ 품종의 BA 처리

구에서, ‘후지’ 품종에서는 BA와 MaxCel
®
 처리구에서 증가

하였다. 그리고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두 품종 모두에서 BA, 

MaxCel
®
, MaxCel

®
 + Fruitone 처리 과실들에서 증가하였지

만 다른 과실특성들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추가 주요어 : benzyladenine, 착과율, 액화아, naphthaleneacetic 

acid, simazine, 정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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