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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잎 및 꽃받침 제거가 딸기의 과형 변화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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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rtificial removal of corolla and calyx lobes from open flowers on fruit 
development and fruit quality of strawberry (Fragaria × ananassa Duch.). Removing the corolla had no significant effect on 
fruit weight, hardness, length, and diameter, Hunter L, a, b values, sugar content and acidity. However, removing the calyx 
lobes significantly inhibited longitudinal and transverse growth of the fruits, resulting in diminished fruit size. In addition, 
merchantable fruit quality significantly decreased upon removing the calyx lobes, and this tendency was increased as more 
calyx lobes were removed. Nonetheless, removal of the calyx lobes had no effects on fruit color, sugar content, or acidity, 
similar to the effect of corolla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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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딸기(Fragaria × ananassa Duch.)는 주로 플라스

틱하우스에서 9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재배되는 대표

적인 겨울 및 봄철 과채류로 생식용으로 소비되는 원

예작물이다.
딸기는 고유의 맛과 향기 그리고 비타민 C를 비롯

한 항산화 활성이 있는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풍부한 

과채류이다(Zheng et al., 2008). 딸기 총생산액은 

2015년을 기준으로 1조 2천억원 이상이며(MIFAFF, 
2015), 이는 원예작물 중에서 가장 높은 생산액이다. 
수출금액은 3,400만불(2015년) 이상으로 이러한 성장

세를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출 지역은 아

시아권인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으로 수

출이 활성화 되고 있다. 
최근의 시설 딸기는 고설재배 등 첨단 재배기술 도

입과 수경재배 기술의 진보로 수량과 품질이 향상되

고 있다. 딸기의 품질은 시설의 환경조건에 따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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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된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딸기재배의 불

량조건 현상이 빈번해지고 강도 또한 더욱 커지고 있

다. 특히 겨울철 딸기 재배는 저온 등 불량환경에 노출

되는 경우가 많아 기형과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다. 과
형이 불량한 기형과는 상품성을 떨어뜨리고 수출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고품질의 딸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형과를 줄일 수 있

는 재배기술이 확립되어야 한다. 딸기의 기형과는 수

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며, 외적 요인

으로는 고온과 저온, 다습과 건조, 일조불량, 농약살포 

등이며, 생리적 요인으로는 묘의 영양상태 등으로 요

약된다(Jung, 2012). 
딸기의 화기는 암술, 수술을 갖는 완전화이며, 보통 

5장의 꽃잎을 갖는데 수술은 꽃잎 당 5배수로 합계 

20~25개 정도이며, 암술은 대략 100~400개 정도 형

성된다. 딸기에서 꽃잎은 수정이 끝나면 탈리가 되는 

반면 수술과 암술 및 꽃받침은 과실에 부착되어 있다. 
탈리되지 않고 부착된 꽃잎은 과일의 잿빛곰팡이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Boff et al., 2003). 수
정이 완료 된 후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꽃잎과 꽃

받침은 탈리되는 과정을 거치는데(Bleecker and 
Patterson, 1997), 꽃의 탈리 정도는 품종, 영양상태 및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서 달라진다(Roberts et al., 
2000). 

수정된 과실은 이중 S자형 생장곡선을 나타나며, 
급속한 생장이 이루어지는(생장 1단계와 3단계) 단계

와 생장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는 단계로 구분된다

(Yonemori et al., 1995). 배(Choi, 2007; Kang et al., 
2007)와 감(Sobajima, 1979; Zheng and Sugiura, 
1990; Yonemori et al., 1995)에서 꽃받침이 과일의 

생장과 과일형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인위

적으로 꽃받침을 제거하면 과일 생장이 지연되었다

(Kitagawa and Glucina, 1984). 특히, 꽃받침을 제거

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과일의 생장억제 정도가 높았

다(Nakamura, 1967; Maeda, 1968). 그러나 딸기에서

는 기능성 물질탐구(Zheng et al., 2008; Kim et al., 
2011) 저장 및 유통 연장기술(Vicente et al., 2002; 
Park and Hwang, 2010; Choi et al., 2013), 병해충 방

제(Choi et al., 2009), 재배기술(Chung et al., 1993; 

Hwang and Ku, 1993; Jun et al., 2013)에 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화기 손상이 과일 형태에 미치

는 영향을 고찰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시설재배에서 불량환경으로 인해 딸기

의 꽃잎 및 꽃받침이 손상을 받았을 때 과형변화에 나

타나는 특징을 파악하고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

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2.1. 꽃잎 제거가 딸기의 과형변화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본 시험에 사용된 딸기(Fragaria × ananassa 
Duch.) 품종은 ‘설향’이였다. 시험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부산대학교 온실(경남 밀양시 삼랑진

읍 청학리 산50번지)에서 생육온도를 20 로 제어하

여 고설벤치 베드에 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딸기는 육묘하여 본엽이 4장 전개된 유묘를 상토

(Chambuja, Farmhannong, Korea)가 충전된 포트에 

정식하였다. 시험구는 난괴법 3반복이었으며, 처리구

당 6개의 포트를 배치하고 포트(길이 60 cm x 길이 25 
cm × 높이 30 cm)당 3주의 식물체를 정식하였다. 재
배기간중 양액은 400배로 희석한 물푸레 1호 과채류

용(대유)를 사용하였고, 자동 타이머를 이용하여 하루

에 각 2분씩 5회 걸쳐 점적튜브를 통해 총 400 ml의 

양액을 공급하였다. 공급되는 양액의 pH는 6.7이었으

며, EC는 1.5 dS·m-1 였다. 
꽃잎 제거가 딸기의 과형변화 및 품질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기 위해 만개한 다섯장의 꽃잎을 핀셋으

로 8처리로 나누어 제거하였다. 꽃잎 제거처리는 인위

적으로 시계방향으로 잎의 숫자를 부여하여 A; (1)번 

꽃잎 제거, B; (1) + (2)번 꽃잎제거, C: (1) + (2) + (3)
번 꽃잎제거, D; (1) + (2) + (3) + (4)번 꽃잎제거, E; 
(1) + (4)번 꽃잎제거, F; (2) + (5)번 꽃잎제거, G; 꽃
잎 완전제거 H; 꽃잎을 제거하지 않는 대조구였다. 
꽃잎 제거는 꽃이 만개한 후 1일째에 실시하였다

(Fig. 1).   
수정한 후 30일째 수확한 딸기의 품질은 과중, 과

장, 과경을 조사하였고, 색도는 색차계(CM-3500d,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Hunter L, a, b 값을 측정

한 뒤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L value는 0(bl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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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rolla removal treatment at open flower of 'Seolhyang' strawberry. Treatment were: A; 1 corolla removed on 
flower, B; 1+2  corolla removed on flower, C; 1+2+3 corolla removed on flower, D; 1+2+3+4 corolla removed on 
flower, E; 1+4 corolla removed on flower, F; 2+5 corolla removed on flower, G; all corolla removed on flower, H; 
corolla remained attached to the fruit till harvest (control). 

+100(white), a value는 100(redness), -800(greenness), 
b value는 +70(yellowness), -70(blueness)으로 수치

화 하였다. 경도는 물성분석기(TA-XT2, Stable micro 
systems, London, England)에 5 mm probe를 장착하

여 과실의 동일한 부위에 7 mm 깊이로 측정하였다. 
당도(PR-201a, Atago, Japan)는 경도를 측정한 과실

의 앞쪽을 5 mm 가량을 잘라낸 후 착즙하여 측정하였

다. 산도는 Titratable acidity 법으로 그리고 당산비를 

조사하였다. 

2.2. 꽃받침 제거가 딸기의 과형변화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본 시험에 사용된 품종은 ‘설향’이었다. 꽃받침 제

거에 따른 딸기의 과형변화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10개의 꽃받침 조각을 핀셋으로 제거

하였다. 꽃받침 제거 처리는 시계방향으로 인위적으

로 꽃받침 조각에 숫자를 부여하여 A; 꽃받침 조각 2
개 제거, B; 꽃받침 조각 4개 제거, C; 꽃받침 조각 6개 

제거, D; 꽃받침 조각 8개 제거, E; 꽃받침 조각 전부

제거, F; 꽃받침 조각 제거하지 않는 대조구 처리였다. 
딸기의 인위적 꽃받침 조각 제거 시기는 인공수정 직

후에 실시하였다(Fig. 2).   
꽃받침 제거가 딸기의 과형변화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과중, 과장, 과경을 조사하였고, 
상품과(4 g 이상 및 과형 둥근원추형)와 비상품과(4 g 
미만 및 기형과)로 구분하여 조사한 후 1주당 총수량

으로 환산하였다.
색도는 색차계(CM-3500d, Minolta, Japan)를 사용

하여 Hunter L, a, b 값을 측정한 뒤 평균값으로 나타

내었다. L value는 0(black), +100(white), a value는 100 
(redness), -800(greenness), b value는 +70(yellowness), 
-70(blueness)으로 수치화 하였다. 경도는 물성분석기

(TA-XT2, Stable micro systems, London, England)
에 5 mm probe를 장착하여 과실의 동일한 부위에 7 
mm 깊이로 측정하였다. 당도(PR-201a, Atago, Japan)
는 경도를 측정한 과실의 앞쪽을 5 mm 가량을 잘라낸 

후 착즙하여 측정하였다. 산도는 Titratable acidity 법
으로 그리고 당산비를 조사하였다. 그 외의 시험구 배

치 및 재배방법은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꽃잎 제거가 딸기의 과형변화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꽃잎은 암술과 수술을 둘러싸서 보호하며, 화려한 

색깔과 향기로 곤충을 유인하여 수분, 수정을 돕는 역

할을 한다(Bleecker and Patterson, 1997). 식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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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lyx lobe removal on fruit of 'Seolhyang' strawberry. Treatment were: A; 2 calyx lobe removed on fruit, B; 4 calyx 
lobe removed on fruit, C; 6 calyx lobe removed on fruit, D; 8 calyx lobe removed on fruit, E; all calyx lobe removed 
on fruit, F; calyx lobe remained attached to the fruit till harvest (control). 

Removal 
of corollaz)

Fruit weight
(g)

Fruit
length(mm)

Fruit diameter
(mm)

Fruit 
shape

A  4.57 ay) 22.29 a 19.64 b Circular cone

B 4.66 a 24.22 a 21.49 b Circular cone

C 4.96 a 24.12 a 20.95 b Circular cone

D 5.54 a 25.31 a 21.64 b Circular cone

E 5.08 a 24.73 a 19.15 b Circular cone

F 4.93 a 24.92 a 20.47 b Circular cone

G 6.12 a 26.60 a 23.89 a Circular cone

H 5.45 a 25.47 a 21.87 b Circular cone

z) A; 1 corolla removed on flower, B; 1+2 corolla removed on flower, C; 1+2+3 corolla removed on flower, D; 1+2+3+4 corolla 
removed on flower, E; 1+4 corolla removed on flower, F; 2+5 corolla removed on flower, G; all corolla removed on flower, H; 
corolla remained attached to the fruit till harvest (control)

y)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of each treatm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Table 1. Effect of corolla removal on fruit growth and fruit shape of strawberry

수정이 완료되면 꽃잎은 탈리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딸기의 경우 탈리되지 않고 부착된 꽃잎은 과일의 잿

빛곰팡이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Boff et 
al., 2003). 

시설 딸기재배에서 불량조건에 노출되면 꽃잎이 

수정전에 탈리하는 경우가 많고, 과형이 변형된 기형

과의 발생율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기형과 발생 원

인이 꽃잎 등 화기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구조적 결함

과 손상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

다. 또한 꽃잎이 딸기의 과일생장과 발육 및 과일형태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도 구명된 바 없다. 따
라서 본 연구는 개화한 딸기의 화기에서 꽃잎을 인위

적으로 제거한 처리가 과실의 형태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Table 1, 2 및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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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al 
of corollaz)

Hunter Firmness
(N)

Soluble solid 
content
(°Brix)

Titratable 
acidity

(Acetic acid %)
SSC/TA ratio

L a b

A  41.92 ay) 47.45 a 30.17 a 2.081 a 8.0 a 0.60 a 13.33 a

B 44.81 a 46.41 a 32.06 a 2.015 a 8.4 a 0.76 a 11.05 a

C 43.25 a 46.73 a 31.45 a 1.971 a 8.6 a 0.76 a 11.31 a

D 42.87 a 46.24 a 30.43 a 1.910 a 8.2 a 0.74 a 11.08 a

E 42.35 a 46.53 a 28.63 a 2.002 a 8.8 a 0.76 a 11.57 a

F 41.50 a 48.02 a 29.77 a 2.308 a 7.7 a 0.72 a 10.69 a

G 42.80 a 47.21 a 31.21 a 2.234 a 8.0 a 0.71 a 11.26 a

H 41.73 a 52.25 a 29.78 a 2.011 a 8.4 a 0.66 a 12.72 a
z) A; 1 corolla removed on flower, B; 1+2 corolla removed on flower, C; 1+2+3 corolla removed on flower, D; 1+2+3+4 corolla 

removed on flower, E; 1+4 corolla removed on flower, F; 2+5 corolla removed on flower, G; all corolla removed on flower, H; 
corolla remained attached to the fruit till harvest (control)

y)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of each treatm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Table 2. Effect of corolla removal on hunter value, firmness, sugar content and acidity of fruit in strawberry

A B C D E F G H

Fig. 3. Change in fruit shapes by the corolla removal treatment at open flower of 'Seolhyang' strawberry. Treatment were: A; 
1 corolla removed on flower, B; 1+2 corolla removed on flower, C; 1+2+3 corolla removed on flower, D; 1+2+3+4 
corolla removed on flower, E; 1+4 corolla removed on flower, F; 2+5 corolla removed on flower, G; all corolla 
removed on flower, H; corolla remained attached to the fruit till harvest (control).

딸기의 화기에서 꽃잎을 제거하면 과실의 무게에

는 큰 변화가 없었다. 또한 꽃잎 조각을 제거하는 부위

에 따라서도 수확된 과실의 무게에는 큰 차이가 없었

다. ‘설향’ 딸기의 과일형태는 둥근 원추형이었으며, 
화기에서 꽃잎을 다양하게 제거하더라도 과일형태에

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 뿐만 아니라 꽃잎 제거 처리

는 수확한 과실의 경도, 종단길이 및 과실직경에도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 1).  
딸기의 화기에서 꽃잎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수

확한 과실의 색택을 조사한 결과 Hunter L, a, b 값에

도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꽃잎을 제거하지 않고 생육

시킨 딸기 과실의 Hunter L 값은 41.73였으나 다양한 

처리로 꽃잎을 제거하더라도 과실의 밝기를 뜻하는 

Hunter L 값은 뚜렷한 차이가 없었고, 적색 및 황색을 

뜻하는 Hunter a, b 값도 꽃잎제거에 의해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꽃잎을 제거하지 않고 수정 후 30일째에 수확

한 딸기의 경도는 2.01N이었다. 꽃잎을 다양한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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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4. Change in fruit shapes by the calyx lobe removal on fruit of 'Seolhyang' strawberry. Treatment were: A; 2 calyx 
lobe removed on fruit, B; 4 calyx lobe removed on fruit, C; 6 calyx lobe removed on fruit, D; 8 calyx lobe removed 
on fruit, E; all calyx lobe removed on fruit, F; calyx lobe remained attached to the fruit till harvest (control). 

별로 제거한 과실은 1.91 - 2.30N의 경도를 보여 대조

구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당 함량은 꽃잎을 제거

하지 않은 대조구 과일은 8.4°Brix 였으며, 꽃잎 조각

을 다양한 부위로 제거하여 수확한 과일의 당도는 7.7 
- 8.8°Brix  범위로 꽃잎 제거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또한 과일의 산도는 꽃잎제거 유무에 관계없

이 0.66 - 0.76%였으며, 당산비도 10.69 - 13.33로 꽃

잎 제거에 따른 과일의 산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Table 2). 따라서 딸기의 꽃잎은 과실의 생장 및 품질

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 
과실의 생장은 이중 S자형 생장곡선을 나타나며, 

급속한 생장이 이루어지는 단계(생장 1단계와 3단계)
와 생장곡선이 완만한 단계(생장 2단계)로 구분된다

(Yonemori et al., 1995). 과일의 생장과 발육에 식물

생장조절제의 역할이 중요하며, ABA는 감에서 생장

발육의 최종단계인 과일의 비대생장에도 관여한다

(Sobajima, 1979). 또한 포도(Inaba et al., 1974)와 딸

기(Archbold, 1988)에서도 과일의 비대생장이 시작단

계에서 ABA 함량이 급속히 증가하였고, 외생 ABA 
처리에 의해 당의 축적되는 성숙과정을 촉진하였다. 

딸기의 경우 옥신이 과일의 생장 1단계에서 증가하

며, 지베렐린은 과일의 생장 1단계와 2단계에서, 성숙

이 진행되는 3단계에서는 ABA 함량이 증가한다고 알

려져 있다(Symons et al., 2012). 선행연구에서 딸기 

과실의 생장에는 호르몬 직접적으로 관여하며, 꽃잎

은 과실의 생장에는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었다. 

딸기의 기형과는 꽃봉오리 및 개화기 때 이상저온

으로 화기가 손상 받았을 경우에도 발생한다고 알려

져 있다. 본 실험에서 꽃잎을 인위적으로 제거하더라

도 과형이나 품질에 큰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시설 딸

기재배에서 저온에 의한 기형과 발생은 꽃잎의 조기 

탈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딸기의 기형과 발생은 이상저온으

로 인한 수술의 개약과 화분의 비산이 불량해져 일어

나는 수정장해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3.2. 꽃받침 제거가 딸기의 과형변화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꽃받침이 과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

정직 후 10개의 꽃받침 조각을 처리별로 제거하여 과

실의 특징을 조사하였다(Table 3, 4 및 Fig. 4). 전반적

으로 꽃받침을 제거하는 부위가 많아질수록 과실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꽃받침을 제거하지 않고 수

확한 딸기의 과중은 7.74 g였다. 그러나 꽃받침을 제

거하면 과중이 감소하였고, 특히 꽃받침을 완전 제거

한 처리에서는 과중이 4.80 g에 불과하였다. 
수확과의 상품성을 조사한 결과 꽃받침을 제거하

지 않은 대조구는 상품화율 99.0%였으나, 꽃받침을 

모두 제거한 처리에서는 상품화율이 92.4%였다. 따라

서 딸기에서 꽃받침을 제거하면 비상품화 비율이 높

아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꽃받침 제거 부위가 많아질

수록 뚜렷하였다. 
또한 꽃받침 제거한 처리에서 과일의 종단비대와 



꽃잎 및 꽃받침 제거가 딸기의 과형 변화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

Removal of
calyxz)

Fruit weight
(g)

Fruit length 
(mm)

Fruit diameter
(mm)

Yield

Marketable
(%) 

Abnormal 
(%)

A 6.00 by) 24.84 b  21.36 bc 97.0 b 3.0 b

B 6.87 b 27.63 a 22.04 b 96.5 b 3.5 b

C 4.95 c 23.86 b 20.36 b  95.6 bc  4.4 ab

D 4.96 c 25.24 b 19.98 c 92.2 c 7.8 a

E 4.80 c 24.59 b 19.37 c 92.4 c 7.6 a

F 7.74 a 28.93 a 24.71 a 99.0 a 1.0 c

z) A; 2 calyx lobe removed on fruit, B; 4 calyx lobe removed on fruit, C; 6 calyx lobe removed on fruit, D; 8 calyx lobe removed 
on fruit, E; all calyx lobe removed on fruit, F; calyx lobe remained attached to the fruit till harvest (control)

y)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of each treatm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Table 3. Effect of calyx removal on fruit growth and marketable yield of strawberry

Removal of 
calyxz)

Hunter
Firmness

(N)

Soluble solid 
content
(°Brix)

Titratable acidity
(Acetic acid %) SSC/TA 

ratioL a b

A  41.46 ay) 45.03 a 30.03 a 2.22 a 8.0 a 0.65 a 12.31 a

B 41.89 a 46.73 a 30.94 a 2.23 a 8.3 a 0.74 a 11.21 a

C 43.20 a 47.03 a 32.60 a 2.29 a 8.6 a 0.68 a 14.10 a

D 42.72 a 46.16 a 28.80 a 1.97 a 8.9 a 0.70 a 12.71 a

E 42.63 a 44.91 a 29.91 a 2.03 a 8.4 a 0.76 a 11.05 a

F 41.73 a 46.77 a 30.81 a 2.08 a 8.3 a 0.72 a 11.52 a

z) A; 2 calyx lobe removed on fruit, B; 4 calyx lobe removed on fruit, C; 6 calyx lobe removed on fruit, D; 8 calyx lobe removed 
on fruit, E; all calyx lobe removed on fruit, F; calyx lobe remained attached to the fruit till harvest (control)

y)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of each treatm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Table 4. Effect of calyxl removal on hunter value, firmness, sugar content and acidity of fruit in strawberry

횡단비대 생장이 대조구에 비해 낮았다. 이러한 원인

은  꽃받침의 탈리 과정도 에너지를 소비하는 생리현

상이고, 과실 발육의 초기 단계에서 인위적인 꽃받침 

제거 처리는 상처회복에 필요한 에너지와 과실생장에 

필요한 에너지가 분산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대조구에 

비해 과실의 비대생장이 지연된 것으로 해석된다

(Kang et al., 2007).  
우리나라의 시설딸기 재배의 70% 이상을 점유하

고 있는 ‘설향’은 저온에 의해 기형과 발생이 증가하

고 있어, 재배농가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형

과 발생의 주요 원인은 수정장해에 의한 것으로 알려

져 있지만 저온에 의한 화기의 손상에 의한 것도 배제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꽃받침

이 과실의 생장 및 형태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자 하였다. 
꽃받침이 과실 발육에 미치는 영향은 자방상위인 

감(Kitagawa and Glucina, 1984; Yonemori et al., 
1995)과 자방하위인 배(Kang et al., 2007) 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감에서는 꽃받침이 과실 비대에 

관여하였고, 꽃받침의 제거시기에 따라 과실발육이 

달랐으며, 제거시기가 빠를수록 과실 비대의 억제 정

도가 높았다고 하였다(Kitagawa and Glucina, 1984). 
반면 꽃받침이 과경의 반대쪽에 위치하여 수정 후에 

꽃받침이 자연적으로 탈락되는 자방하위인 배는 꽃받

침이 과일발달 및 과일형태에 미치는 효과가 낮았다

고 하였다(Kang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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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는 꽃잎이 탈락된 이후에도 꽃받침은 수확 때 

까지 과실에 부착되어 있으며, 꽃받침이 과실의 형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밝혀져 있지는 않다. 본 연구에

서 꽃받침이 과실 비대에 영향을 주었으며, 꽃받침을 

제거하면 과일생장이 낮았다. 
유사한 연구는 감에서 보고 된 바 있고, 생육 초기

에 꽃받침을 제거하면 과실내 fructose나 glucose 및 

hexose의 함량은 증가하지 않으나 sucrose 함량이 증

가되고 CO2 교환능력이 저하되어 과실발육이 저해된

다고 하였다(Hirano et al., 1995; Yonemori et al., 
1996). 

딸기에서 꽃받침을 제거하면 과일생장이 억제되는 

이유는 토마토에서 꽃받침을 제거하면 과실 내 

sucrose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

라 과실의 동화물질 흡수력(sink strength)가 낮아져 

탄수화물 수송 저하로 과실 발육이 저해된다는 보고

와 동일한 맥락으로 판단된다(Ho, 1988).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찰하여 보면 딸기

에서 꽃받침을 제거하면 과실생장이 억제되었다. 이
는 꽃받침이 개화기와 결실 초기에 화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다가 그 이후에도 과실 생육 전반에 걸쳐 영

향을 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딸기의 열매에서 꽃받침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수확한 과실의 색택을 조사한 결과 Hunter L, a, b 값
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꽃받침 제거유무에 관계

없이 과실의 Hunter L 값은 41 이상으로 꽃받침 제거

에 의해 과일의 밝기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또한 딸기

의 적색도를 나타내는 a 값도 꽃받침 제거 유무에 관

계없이 45 이상 이었고, 황색도를 나타내는 b 값도 꽃

받침 제거에 의해 큰 차이가 없었다.  
또한 꽃받침을 제거하지 않고 수정 후 30일만에 수

확한 딸기의 경도는 2.08N였으나, 꽃받침을 다양한 

부위별로 제거한 과실은 1.97 - 2.29N의 경도를 보여 

꽃받침 제거는 과일의 경도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당 함량은 대조구 과일에서는 8.3°Brix였으며, 꽃받침

을 조각을 다양한 부위로 제거하여 수확한 딸기는 8.0 
- 8.9°Brix로 꽃받침제거가 과일의 당도에는 큰 영향

을 주지 못했다. 또한 꽃받침 제거 유무에 관계없이 과

일의 산도는 0.65 - 0.76%였으며, 당산비도11.05 - 
14.10으로 꽃받침은 과일의 산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Table 4). 
이상의 결과로 겨울철 시설 딸기재배에서 저온에 

의한 기형과 발생을 원인을 화기의 구조에서 구명하

고자 한 본 연구에서 꽃잎은 과실의 생장 및 비대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었다. 반면 꽃받침이 과실 비대

에 영향을 주었으며, 꽃받침을 제거하면 과일생장이 

낮았고 기형과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꽃받침은 과실

의 색도, 경도, 당도 및 산도에는 큰 영향을 주는 요인

이 아니었다.  

4. 결 론

시설 딸기재배에서 불량조건에 노출되면 과형이 

변형된 기형과의 발생율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기

형과 발생 원인이 화기를 구성하는 기관들의 구조적 

결함과 손상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는 않다.  본 연구는 딸기의 화기에서 꽃잎과 꽃받침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여 과실의 생장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딸기에서 꽃잎을 제거하면 과실의 무게에는 큰 변

화가 없었으며, 수확한 과실의 경도, 종단길이 및 과실

직경에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수확한 딸기

의 색도인 Hunter L, a, b 값 및 경도, 당도와 산도에도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반면 딸기에서 꽃받침을 제거하면 과일의 종단비

대와 횡단비대 생장이 대조구에 비해 낮았고 과실은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꽃받침을 제거하면 딸

기의 비상품화 비율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꽃

받침 제거 부위가 많아질수록 뚜렷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꽃잎은 과실의 생장 및 비대에 영향

을 주지 않았으나, 꽃받침은 과실비대에 관여하였고, 
꽃받침을 제거하면 과실의 비대가 억제되었다. 그러

나 꽃받침은 과실의 색도, 경도 당도 및 산도에는 영향

을 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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