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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근육묘를 위한 배지의 깊이 및 착근 시기가 ‘설향’ 딸기 자묘 소질과 정식 후 초기 

생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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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various depths of expanded rice hull (ERH) medium 

and fixation dates of runner plantlets of ‘Seolhyang’ strawberry on the growths in nursery field and in plastic house soil after 

transplanting. The five treatments in medium depths (30, 50, 70, 90, and 110 mm) and four treatments in fixation dates (1st 

and 15th July and 1st and 15th August) were tested. The growths of runner plantlets were investigated before transplanting 

to plastic house soil. The early growth and inflorescence rates of crops after transplant to plastic house soil were also investigated. 

The plant height and fresh weight of runner plantlets were the highest in the medium depths of 50, 70, and 90 mm. The 

medium depth of 30 mm had higher numbers of first roots, but lower root fresh weight compared to those of 70, 90, and 

110 mm. The treatment of 30 mm in medium depth showed poorer growth in all indexes except root length and root weight 

compared to those of 70, 90, and 110 mm. The runner plantlets fixed on July 1 and July 15 showed good root growth and 

the weights of ERH adhered to form root balls were 18.3 g and 13.9 g, respectively. The detached amount of ERH was less 

than 40% in the two treatments when root balls were shaken by a vibratory sieve shaker. The plant growth at 45 days after 

transplanting to plastic house soil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hen the runner plantlets were fixed in the period from 

July 1 to Aug. 1. The inflorescence rates of the first cluster were 93 to 100% when runner plantlets were fixed in the period 

from July 1 to Aug. 1. By contrast the runner plantlets fixed on the Aug. 15 had a 67% in florescence rate for the first clust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optimum depth of ERH medium was 7 cm and the ranges of optimum fixation dates are from July 

20 to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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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촉성재배를 위한 충남지역의 딸기(Fragaria × ananassa 

Duch.) 육묘는 3월 중순경 번식상에 모주를 정식한 후 모주

에서 런너 및 자묘의 발생, 배지 위에 발생된 자묘의 고정 

및 생장, 독립 개체로 분리 생장, 그리고 화아분화 유기 등의 

과정을 거쳐 9월 초･중순경 본포에 정식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므로 자묘를 본포에 정식할 때까지 번식상에서 약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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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월이 소요되며, 장마철이 이 기간에 포함된다. 국내에서 

육성한 ‘매향’ 및 ‘설향’ 딸기 등은 장마철에 많이 발생하는 

탄저병이나 토양 전염병인 위황병 등이 육묘의 큰 위협 요

인이 되고 있다(RDA, 2001, 2008). 

탄저병 발생을 억제하고 안정적으로 자묘를 확보하기 위

해서는 비가림 재배가 유리하다(Lee, 2008). 시설하우스 내 

딸기 육묘방법은 모주로부터 발생한 런너 및 자묘를 연결

포트에 고정한 후 생장시키는 “포트육묘”와 하우스 바닥에 

뿌리가 토양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플라스틱 필름 등 차근

시트를 깔고, 그 위에 배지를 일정한 깊이로 덮으며, 자묘를 

생장시키는 “차근육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RDA, 2001, 

2008). Park et al.(2015a)은 진주를 중심으로 한 경남 지역

은 포트육묘 비율이 62%이지만, 전남 담양, 충남 논산 및 

부여 지역은 차근육묘가 약 3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들 3개 지역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 차근육묘 방법은 

런너 유인작업의 생력화 그리고 토양과 차근된 상태에서 상

대적으로 정밀한 양･수분 조절이 가능하여 화아분화 촉진 

등 양질묘 생산이 용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일

반 토양을 차근육묘용 배지로 사용하였지만 토양전염성 병

해차단 그리고 묘 소질 개선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가볍고 

취급이 용이한 팽연왕겨를 배지재료로써 이용하기 위한 연

구가 시도되었고(RDA, 2001), 최근 ‘설향’ 딸기의 보급 확

대와 더불어 팽연왕겨 차근육묘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팽연왕겨는 보수력이 낮은 단점과 토양 통기성이 높은 장

점을 가진다(Choi et al., 2000; Kim et al., 2003; Lee, 1999).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격이 저렴한 장점을 살리고 

보수력이 낮은 팽연왕겨의 물리적 단점을 개선하여 혼합배

지로 이용하고자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Hwang et al., 

2003; Lee et al., 1997; Lim et al., 1995; Oh, 2012). 그러나 

기존에 수행된 대부분의 연구들은 팽연왕겨를 구성재료로 

혼합배지를 조제하고, 이들 혼합배지로 분화 또는 플러그 

작물을 재배하면서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한 것

들이며, 딸기 묘의 생장 및 묘 소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다. 

충남 지역에서 딸기 촉성 재배를 위한 정식이 9월 중순경

에 이루어지며, 일찍 착근하여 정식시기까지 기간이 길어질 

경우 정식시기에 자묘의 세근발생이 많아 배지가 잘 탈락되

지 않는다(Lee, 2013). 배지가 뿌리에 부착된 상태로 정식할 

경우 본포 토양과의 물리･화학성이 달라 수분 이동이 어려

우며 정식묘가 활착하기 어려워 시들고 고사하는 문제가 종

종 발생한다.

따라서 농가에서는 배지를 제거한 후 정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문제점을 갖는다. 그러나 

자묘를 늦게 착근시킬 경우 정식 시기까지 짧은 기간으로 

인해 양･수분을 흡수하고 생장이 촉진될 충분한 시간을 갖

지 못하여 정식묘로써 적합한 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문제

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착근 시기에 관한 정밀한 연구도 수

행되어야 한다. 

상기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차근육묘를 위한 배지로서 

팽연왕겨를 이용할 때 왕겨의 깊이와 배지 위에 자묘를 고

정시키는 착근시기가 자묘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

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팽연왕

겨를 이용한 차근육묘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재료 및 방법

부여군농업기술센터 양지붕 유리온실(폭 6m × 길이 40m)

에서 수행하였으며, ‘설향’ 딸기 모주를 2013년 3월 25일 차근

육묘상 중앙에 두 줄(주간 180mm)로 정식하였다. 차근육묘상

의 폭은 1,400mm이며 높이는 800mm였다. 육묘기간 동안 모

주에 대한 양분공급은 한국원시표준배양액(N-P-K-Ca-Mg-S 

: 13-3-6-6-3-3me･L
-1

)으로 조성된 배양액을 EC 0.40-0.65 

dS･m
-1

, pH 6.2-6.5 범위로 조절한 후 1일 2-3회 관비하는 

방법으로 하였다. 

모주를 정식한 베드 양쪽으로 설치된 차근육묘상 바닥에 두

께 0.03mm의 투명한 폴레에틸렌(PE)필름(Daehong-industry 

Inc., Asan, Korea; PE)을 깔았다. PE 필름 위에 일반 왕겨를 

80-110°C에서 압축, 팽창 및 분쇄하여 물리성이 개선된 팽

연왕겨(입경 1.6mm 이하, ㈜대원 GSI, 경북 칠곡)를 30, 50, 

70, 90, 110mm로 충진하여 처리구를 만들었다. 5월 중순부

터 7월 상순 사이 모주로부터 발생한 자묘를 간격이 100mm

가 되도록 각각의 왕겨 배지 위에 유인하였다. 7월 1일까지 

자묘 확보를 완료하였고, 7월 15일부터 5-6일 간격으로 식

물체당 100mL씩 관수하였다. 처리별 9월 5일에 자묘를 채

취하여 초장, 엽수, 엽 면적, 관부 직경, 1차 근수, 근중, 근장 

및 생체중을 조사하였다. 

고정시기(착근시기)에 따른 자묘의 생장을 조사하기 위한 

실험도 수행하였다. 상기한 바와 동일한 방법으로 차근육묘

상을 만들고 모주를 정식하였으며, 바닥에 차근 자재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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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fluence of depth of expanded rice hull as root medium packed over root restriction material on the growth of 2nd 
and 3rd runner plantlet of ‘Seolhyang’ strawberry in the nursery field.

z

Depth 
(cm)

Plant height
(cm)

Number of 
leaves

Leaf area
(cm

2
/plant)

Crown diameter
(mm)

Number of 
first roots

Root length
(cm)

Fresh weight (g/plant)

Top Root 

3 28.9 a
y

3.9 a 334 a 8.7 a 24.0 a 12.9 a 15.6 a 3.4 a

5 31.3 c 4.2 a 372 c 8.8 a 22.6 a 16.1 b 17.1 b 4.1 b

7 31.1 c 4.1 a 354 b 9.2 a 22.4 a 18.1 c 19.2 d 5.2 c

9 30.8 bc 4.1 a 369 c 8.8 a 21.7 a 20.7 d 18.2 c 5.1 c

11 29.5 ab 4.3 a 351 b 8.7 a 21.8 a 21.4 d 17.6 bc 5.2 c
z
Investigation date: September 5, 2013.
y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having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DMRT (p ≤ 0.05).

Fig. 1. Influence of depth of expanded rice hull as root medium 
packed over root restriction material on the growth of 
‘Seolhyang’ strawberry runner plantlets in nursery field. The 
photo was taken for the 2nd runner plantlets.

0.03mm 두께의 투명한 폴리에틸렌 필름을 깔고 팽연왕겨를 

70mm 두께가 되도록 충진하였다. 착근 시기가 자묘의 생장

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7월 1일, 7월 15일, 8월 

1일 및 8월 15일로 하여 15일 간격으로 네 처리구를 두어 

실험하였다. 런너로 부터 발생한 자묘는 식물체당 간격이 

100mm가 되도록 유인한 후 착근시켰으며, 착근 후 식물체

당 100mL씩 5-6일 간격으로 관수하였다. 9월 10일 자묘의 

초장, 엽수, 엽 면적, 관부 직경, 1차 근수, 근중, 근장 및 생

체중을 조사하였다. 본 실험에서 모든 자묘의 생육조사는 2

차 및 3차 묘를 대상으로 하였다.

각 착근시기 처리별 2차 및 3차묘를 채취한 후 자묘 뿌리

에 부착된 왕겨의 무게와 탈락률을 측정하였으며, 각 처리

별 3반복, 그리고 반복당 5주를 대상으로 하였다. 탈락률 조

사를 위해 체 진동기(vibratory sieve shaker, analysette3 + 

spartan, FRITSCH, Germany) 위에 sieve(높이 200mm × 직

경 200mm, sieve 망 사이즈 19mm)를 고정시켰으며, sieve

를 고정하는 자묘의 관부를 고정시키고 30초간 진동시켜(분

당 3,000회, 상하 진동폭 2mm) 탈락되는 왕겨를 수집하였

다. 진동 후 뿌리에 부착되어 있는 배지와 탈락된 배지를 

수집한 후 70°C에서 24시간 건조시켰으며, 건조된 무게를 

측정한 후 이를 비율로 환산하였다.

실험기간 중(6월 1일-9월 10일) 온실 내 평균온도는 25.1°C, 

광합성유효광량자속은 291μmol･m
-2
･s

-1
이었다. 실험구 배

치는 완전임의배치 3반복으로 수행하였으며, 수집한 데이터

는 SPSS(VER. 20) 프로그램으로 p ≤ 0.05 수준에서 분석하

였다.

결과 및 고찰

차근육묘를 위한 팽연왕겨 배지의 깊이가 자묘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Table 1과 Fig. 1에 나타내었다. 왕

겨의 깊이를 50과 70mm로 조절한 처리의 초장이 가장 컸

고, 90, 110 및 30mm 처리 순으로 작았다. 엽 면적은 50과 

90mm처리에서 가장 넓었으며, 엽수, 관부 직경 및 1차근수

는 처리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근중은 왕겨 깊이

가 70, 90 및 110mm인 처리들 간에는 유사하게 무거웠고, 

근장은 90 및 110mm처리에서 가장 길었다. 자묘의 지상부 

생체중은 70mm처리에서 가장 무거웠고, 90, 110 및 30mm 

처리 순으로 가벼워졌다. 이상과 같이 팽연왕겨 배지의 충

진량이 많아 배지 깊이가 깊어질수록 근장이 길었지만, 묘 

소질의 중요한 판단 기준인 초장, 생체중 및 근중은 70mm

처리에서 가장 우수하였고, 이 보다 왕겨 깊이가 얕거나 깊

을 때 생장이 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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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fluence of the dates at which runner plantlets were fixed to the surface of expanded rice hull root medium in nursery 
field on the growth of 2nd and 3rd runner plantlet of ‘Seolhyang’ strawberry.

z

Fixation 
date

Plant height
(cm)

Number of 
leaves

Leaf area
(cm

2
/plant)

Crown diameter
(mm)

Number of 
first roots

Root length
(cm)

Fresh weight (g/plant)

Top Root

July 1 30.5 c
y

4.1 a 328 d 9.1 c 21.1 ab 22.9 c 18.2 c 5.5 b

July 15 30.4 c 4.1 a 315 c 9.1 c 22.3 bc 22.1 c 18.3 c 5.1 b

Aug. 1 27.1 b 3.8 a 267 b 8.1 b 23.9 c 16.7 b 16.1 b 5.0 b

Aug. 15 24.7 a 3.7 a 230 a 6.9 a 19.7 a 12.2 a 13.3 a 3.2 a
z
Investigation date: September 10, 2013.
y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having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DMRT (p ≤ 0.05).

Park et al.(2015b)은 딸기육묘에서 팽연왕겨 배지의 함수

량 변화와 자묘생육을 보고한 바 있으며, 배지의 함수량

(volumetric water content, VWC)이 15% 이하로 너무 낮게 유

지될 때 자묘의 생장이 저조하다고 하였다. Choi et al.(2010)

과 Nelson(2003)은 배지에 관수를 하면 중력에 의한 하방 

이동이 이루어져 배지의 아랫 부분은 모든 공극이 물로 포

화된 지하수와 동일한 상태로 변한다고 하였다. 지하수로부

터 높이가 높을수록 중력에 의한 하방 이동력이 커져 배지 

상단부의 함수량이 낮아지며, 팽연왕겨 배지의 깊이가 90 

및 110mm인 처리들은 상단부의 함수량이 낮아 자묘의 생

장이 저조한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하수로부

터 높이가 낮을수록 중력이 약하게 작용하여 배수력과 토양 

통기성이 불량해지며, 이러한 이유로 30 및 50mm 처리의 

자묘 생장이 70mm 보다 저조하였다고 생각한다. 

모주로부터 발생한 자묘를 배지에 고정하는 시기에 영향

을 받은 자묘 생장을 조사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7월 

1일과 7월 15일 착근한 처리의 자묘 초장이 각각 305와 

304mm로 유사하게 컸고, 8월 1일 이후에 착근한 처리들에

서 뚜렷하게 작아졌으며, 8월 15일 착근한 처리가 247mm로 

가장 작았다. 착근시기가 빠를수록 엽 면적이 넓었다. 관부 

직경은 7월 1일과 7월 15일 착근한 처리가 9.1mm였고, 8월 

1일 착근 처리는 8.1mm, 8월 15일 처리는 6.9mm로 가장 

가늘었다. 또한 7월 1일과 7월 15일 착근한 처리의 지상부 

생체중이 8월 1일 또는 8월 15일 착근한 처리의 생체중 보

다 유의하게 무거웠고, 8월 15일 처리가 가장 가벼웠다.

뿌리 생장에서 8월 1일 착근한 처리의 1차 근수가 23.9개

로 가장 많았고, 7월 15일, 7월 1일 및 8월 15일 처리 순으로 

적었지만 착근시기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뿌리 생체중도 7월 1일, 7월 15일 및 8월 1일 착근의 세 

처리는 5.0-5.5g범위로 측정되었으며 처리간 통계적인 차이

가 인정되지 않았다. Udagawa et al.(1989)에 의하면 저온성 

작물인 딸기는 근권온도가 높을 때 뿌리의 초기신장이 빠르

지만 노화가 촉진된다. Rhee et al.(2001)은 토마토, 오이 등 

고온성 작물도 25°C 이상의 근권온도에서 노화가 빠르고 근 

활력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고온기에 육묘가 이루

어지는 딸기는 뿌리의 노화가 빠르며, 노화된 뿌리가 새로

운 뿌리로 교체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8월 1일 사이에 착근

한 처리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던 원인이 되었

다고 판단하였다. 

적절한 착근시기를 구명하기 위한 본 실험에서 8월 1일 

착근한 처리는 1차 근수 및 근중을 제외한 생육 지표가, 그

리고 8월 15일 착근한 처리는 자묘의 모든 생육 지표에서 

7월 1일 또는 7월 15일 착근한 처리 보다 뚜렷하게 저조하

였다. 충남 지역의 딸기 촉성 재배를 위한 정식이 9월 중순

경에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8월 1일과 8월 15일 착근

한 처리들은 자묘가 독립적인 개체로써 양･수분을 흡수하고 

생장이 촉진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였다고 판단한다. 

팽연왕겨 배지에서 다양한 착근시기가 근권형성에 미치

는 영향을 2013년 9월 10일 채묘 후 조사하여 Fig. 2와 3에 

나타내었다. 착근시기가 빠를수록 근권의 왕겨 부착량이 많

았으며, 70°C에서 24시간 건조한 무게를 기준으로 7월 1일 

처리 18.3g, 7월 15일 처리 13.9g, 그리고 8월 1일과 8월 15

일 처리는 각각 11.6g 및 8.9g이었다. 이는 Table 2에 나타낸 

착근시기별 뿌리 생체중 및 길이와 관련지어 판단할 수 있

다. 팽연왕겨를 배지로 한 차근육묘는 포트육묘에 비해 측

면으로의 뿌리 생장이 제한되지 않는다. 즉, 기상률이 높은 

팽연왕겨의 특성상 뿌리 생장을 위한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

므로 착근시기가 빠를수록 근권 형성을 위한 왕겨의 부착량

도 많아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토양을 차근육묘용 배지로 이용할 경우 착근시기와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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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Influence of the date at which ‘Seolhyang’ strawberry runner plantlets were fixed to the surface of expanded rice hull 
root medium in nursery field on the amount of rice hull adhered to the plant roots (A) and the rate of those detached 
(B) after shaking with a vibratory sieve shaker (2,000 times/minute; vibration width: 2 mm) based on the weight after drying 
at 70°C for 24 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 different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A

   

B

Fig. 3. Root development and amount of expanded rice hull adhered in forming of the root ball (A) and  after detachment 
by shaking with vibratory sieve shaker (2,000 times/minutes; vibration width: 2 mm) (B) as influenced by date of fixation 
of ‘Seolhyang’ strawberry runner plantlets on the surface of expanded rice hull root medium.

없이 채묘 시점에 근권의 흙이 쉽게 탈락되어 정식작업이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왕겨는 표면이 요철구조이고 섬유

층이 다발형태로 존재하여 뿌리와 강한 흡착력을 유발하는 

특성이 보고되었다(Oh, 2012). Kim et al.(2003)도 벼를 상자

육묘 하면서 팽연왕겨를 깔고 그 위에 시판상토를 복토하였

을 때 팽연왕겨가 뿌리부착에 용이한 구조를 가져 메트형성

이 가장 양호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너무 강하게 부착되는 배지는 오히려 정식작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근권

에 부착된 왕겨의 탈락률을 체 진동기(vibratory sieve shaker)

로 조사하였는데 7월 1일과 7월 15일 착근한 처리는 40% 

미만이었고, 8월 1일과 8월 15일 착근한 처리들은 각각 64% 

및 70%의 탈락률을 보였다(Fig. 2). 7월 1일과 7월 15일 착

근한 처리는 왕겨의 탈락률이 매우 낮아 왕겨가 부착된 상

태로 본포에 정식할 경우 토양과 물리･화학성이 다른 것이 

원인이 되어 수분 보유 및 이동상의 차이, 그리고 이를 통한 

활착불량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착근시기가 다른 자묘를 9월 중순 본포에 정식하고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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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fluence of the date at which runner plantlets were fixed to the surface of expanded rice hull root medium in nursery 
field on the growth of ‘Seolhyang’ strawberry after transplanting to plastic house soil.

z

Fixation 
date

Plant height
(cm)

Number of 
leaves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Inflorescence rate 
(%)

July 1 28.1 b
y

5.4 a 12.7 b 10.3 bc 100 b

July 15 28.2 b 5.3 a 12.9 b 10.6 c 100 b

Aug. 1 26.6 b 5.1 a 12.2 b  9.9 ab  93 b

Aug. 15 24.6 a 4.7 a 11.4 a  9.4 a  67 a
z
The largest leaves in each plant were used for measurement of length and width of leaves. The investigation date was October 
27, 2013.
y
Means within the same column having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DMRT (p ≤ 0.05).

45일 후 1화방 출뢰기의 생육을 조사하여 Table 3에 나타내

었다. 7월 1일, 7월 15일 그리고 8월 1일 착근한 처리들의 

초장, 엽수 및 엽장의 통계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으며, 

8월 15일 착근한 처리만 유의하게 생육이 저조하였다. 7월 

1일과 7월 15일 착근한 처리의 1화방 출뢰율이 100%였고, 

8월 1일은 93%였지만, 8월 15일 착근한 처리는 67%로 뚜렷

하게 낮았다. 촉성재배용 딸기묘는 묘령이 비교적 균일하고, 

화아가 분화되어 있으며, 관부 직경이 충분히 굵어야만 본

포 정식한 후 출뢰되기 전 초세확보가 가능하여 수량을 증

대시킬 수 있다(Jang et al., 2009; Lee, 2008). 이상의 실험 

결과로 나타낸 육묘기 생장, 왕겨 탈락률, 그리고 정식 후 

생육 및 출뢰율을 고려할 때 7월 20-25일 기간에 착근시켜 

45-50일 묘령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다. 7월 1

일과 7월 15일 착근한 처리는 자묘 및 정식 후 생육이 우수

하였지만 채묘 시 근권에 부착된 왕겨를 제거하기 위한 과

도한 노동력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팽연왕겨 차근육묘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왕겨제거 기기개발 등의 보완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초  록

‘설향’ 딸기 차근육묘에서 팽연왕겨 배지의 깊이 및 착근

시기가 자묘의 생장과 본포 정식 후 초기 생장에 미치는 영

향을 구명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배지 깊이에 따른 

자묘 생장에서 초장은 50, 70, 및 90mm 처리가 컸고, 엽수, 

관부 직경, 및 1차 근수는 처리별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뿌리 생체중은 배지 깊이를 70, 90, 및 110mm로 조절한 

처리가 30 또는 50mm로 조절한 처리들 보다 뚜렷하게 무거

웠고, 근장은 90과 110mm 처리가 가장 길었다. 지상부 생체

중은 70mm 처리에서 가장 무거웠고 이 보다 얕거나 깊은 

배지 깊이 처리들에서 생장량이 적어졌다. 착근시기에 영향

을 받은 자묘의 생장에서 착근 시기가 빠를수록 초장, 엽 

면적, 관부 직경 및 생체중 등 생장이 우수하였다. 그러나 

1차 근수 및 뿌리 생체중은 7월 1일, 7월 15일 및 8월 1일의 

세 처리간 통계적인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착근시기가 

빠를수록 근권의 왕겨 부착량이 많았으며, 체 진동기를 사

용하여 왕겨의 제거율을 조사한 결과 7월 1일과 7월 15일 

처리는 40% 미만, 8월 1일 및 8월 15 처리는 각각 64% 및 

70%로써 정식 시 왕겨 제거를 위한 노동력 요구도가 높았

다. 착근시기가 다른 자묘를 본포에 정식하고 45일 후 생육

을 조사한 결과 7월 1일 및 15일 그리고 8월 1일 착근한 처

리의 1화방 출뢰율은 93-100%, 8월 15일 처리는 67% 였

다. 본 실험 결과 팽연왕겨 차근육묘의 적절한 배지 깊이는 

70mm, 그리고 착근시기는 7월 20-25일이며, 이상의 결과를 

활용하여 육묘농가의 시행착오가 감소하고 양질묘가 생산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추가 주요어 : 지상부, 출뢰율, 배지 탈락률, 뿌리 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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