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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와 합성유효 양자속에 향을 받은 감자 러그 묘의 정식 

후  감자 괴경 수량 

Yield of Tuber after Transplanting of Plug Seedlings as 

affected by Photoperiod and Photosynthetic Photon Flux in 

Spring Gree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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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폐쇄형 식물생산시스템에서의 감자 러그 묘를 이용한 종서 생산기술 방법은 기존의 

기내 소괴경 방식과 양액재배에 의한 씨감자 생산 방식과 더불어 우량 종서를 량으로 

증식하는  하나의 기술이 될 것이다. 육묘 기간  유효 량자속, 질, DIF, 주기  

러그 셀 크기 등 환경 요인이 감자 러그 묘 생산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김 등, 

2006a, 2006b; 김 등, 2003; 김 등, 2002)가 발표되었다. 김 등(2006a)은 러그 트 이에서 

주기의 향이 16/8 h에서 ‘수미’ 러그 묘 생육이 높은 것으로, 유효 량자속 100 μ

mol․ m
-2 

․s
-1
 에서 300 μmol․ m

-2 
․s

-1
 로 증가함에 따라 장, 생체 , 건물   

SPAD 값은 감소한 반면 기 두께는 굵어진다고 보고(김 등, 2002)함에 따라 국내 수요

가 많은 ‘ 지’와 ‘수미’의  시설 재배시 러그 육묘 기간  주기와 유효 량자속이 

감자 수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실험을 수행하 다. 

재료  방법

  ‘수미’와 ‘ 지’의 러그 묘 주기  도 처리에 따른 감자 수량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조직배양 묘를 경삽하여 북 학교 폐쇄형 시스템에서 20일간 생육시켰다. 

폐쇄형 시스템에서의 온도는 20℃, 습도 70%로 조 하 으며, 주기(낮/밤) 처리는 

16/8hr, 12/12hr, 8/16hr, 유효 량자속 처리는 100, 200, 300 μmol m
-2
 s

-1
로 3처리하 다. 

2006년 3월 30일 북농업기술원 단동 비닐하우스에 정식하여 100일 재배한 후 수량 조

사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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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찰

 폐쇄형 식물생산시스템에서 20일간 주기 처리를 받은 러그 묘를 정식하여 100일간 재

배 한 후 지와 수미의 주당 괴경 수와 괴경 은 그림 1과 같다. 지의 주당 괴경수는 

11.7～12개, 괴경 은 459～522g이 으며, 수미의 경우 10.7～12.3개, 445～566g으로 주기 

처리의 향이 없었다. 주당 괴경수 분포 비율을 80g이상, 79～30g, 29g 이하로 보면 지

의 경우는 29g 이하의 분포가 36.7～40.2%로 약간 높았으나 비교  균일하 으며, 수미는 

각각 32.5～35.8%, 28.5～28.9%, 35.8～35.9%로 균일한 분포를 보 다. 두 품종 모두 낮의 

길이가 긴 16시간 명기 처리에서 주당 괴경 이 높은 경향을 보여 10a당 산정한 수량이 단

일 처리에 비해 수미는 20.2%, 지는 12% 높았으며, 러그 육묘 기간  주기 향은 

‘수미’ 품종에서 더 컸다(Table 1). 감자의 개화는 장일 조건에서 진되는 데 육묘  주

기 처리가 두 품종 모두 정식 후 생육에는 향을 주지 않았다(data not shown). 김 등

(2006a)은 주기 처리가 수미 러그 묘 소질에 향을 다고 보고했으며, 러그 셀 크

기와 주기 처리를 받았을 때 지와 수미의 묘소질에는 향을 주었으나 정식 후 수량에

는 16/8 hr 처리에서만 높은 경향을 보 다(김, 2007). 즉 정식 후 재포 기간  입모율이 

확보된 후의 감자 생육은 당한 환경 조건이 주어지면 생육  수량에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포장 환경 조건이 개체 간 종서 수량에도 큰 차이를 미치는 것으로 보 다. 

 그림 2는 상이한 합성 유효 량자속 처리를 받은 러그 묘를 정식 한 후 수확된 감자

의 주당 괴경수와 괴경 이다. 지의 주당 괴경수는 9.6～11.2개 으며, 수미의 경우 6.3～

6.7개로 지의 주당 괴경수가 많았으며, 주당 괴경  734～1,031g, 10a당 환산된 감자 수량

도 3,905～5,485kg으로 높았다(Table 2). 이는 포장 조건에 따른 차이가 품종에 향을  

것으로 보이며, 감자 정식 기 주기에 의한 생육 향은 지의 경우 장 70～71cm, 

주당 분지수 3.3～3.6개, 수미의 경우 장 65～67cm, 주당 분지수 4.0～4.3개로 차이가 없

었다(data not shown).

 한편 김 등(2003)은 상이한 질하에서 생산된 ‘ 지’를 남해 실험 포장에 정식 한 후 수

확했을 때 질에 따른 괴경 수량이 색+청색 > 백색 > 조구>청색 > 색  순으로 

조구에 비해 약 2배의 높은 수량을 나타내 처리간 차이가 인정되었으며, 괴경수도 차이

가 인정되었다고 보고하 다. 한 주기 유효 량자속 등의 환경 요인에 의한 묘 소질의 

향이 처리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김 등, 2006a; 김 등, 2002)하 으나 본 실험에서는 

육묘기간  주기  유효 량자속 처리를 받은 묘소질 향이 정식 후 감자 수량에 차

이를 주지 않았다.  이는 재배 기간 의 온도, , 수분, 포장 상태 등 물리, 화학  요인 

등이 포장 실험에서는 제한 인자로 작용되어 감자 수량에는 향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

며, 포장에서의 실험은 추후 보완이 필요하리라 본다. 그러나 비록 환경 요인이 묘소질에 

향을 주었다하더라도 포장에서의 감자의 생육에 합한 환경 조건을 통해 러그 묘를 

이용한 감자 종서 생산은 가능한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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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론

 20일간 폐쇄형 생산시스템에서 주기와 유효 량자속 처리를 받은 러그 묘 ‘ 지’와 

‘수미’를 시설하우스에 정식한 후 100일간  재배하여 감자 수량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

았다. 주기 처리를 받은 지와 수미의 주당 괴경수와 괴경 은 11.7～12개, 괴경 은 45

9～522g이 으며, 수미의 경우 10.7～12.3개, 445～566g이 고, 16/8시간 처리된 감자의 수

량이 높은 경향을 보 으나 처리간 차이는 없었다. 유효 량자속처리 후 정식한 감자 지

의 주당 괴경수는 9.6～11.2개 으며, 수미의 경우는 6.3～6.7개로 지의 주당 괴경수가 많

았으나 유효 량자속 처리에 의한 차이는 없었다. 감자 주당 괴경 과 10a당 수량도 지

의 경우 734～1,031g, 3,905～5,485kg으로 수미에 비해 높았으나 처리에 따른 차이는 없었

다. 따라서 러그 묘 육묘 기간  주기와 유효 량자속 처리가 묘소질에 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정식 후 기 묘 활착이 이루어진 후 감자 생육에 합한 생육 조건이 주어지

면 러그 묘를 이용한 종서 생산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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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phothoperiod on tuber number distribution in different size categories 

and tuber weight.

Table 1. The yield of potato 'Dejima' and 'Superior'  as affected by photoperiod. 
 

Photoperiod
(day/night)

Dejima (10a) Superior (10a)

Number 
of tuber Tuber wt.(kg)

Number 
of tuber Tuber wt.(kg)

16/8 45,220 2,776 47,348 3,011

12/12 42,560 2,439 34,048 2,367

8/16 43,092 2,469 39,368 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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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phothoperiod on tuber number distribution in different size categories 

and tuber weight.

 

Table 2. The yield of potato 'Dejima' and 'Superior' as affected by photosynthetic 

photon flux (PPF).

PPF
(μmol․ m-2 ․s-1)

Dejima (10a) Superior (10a)

Number 
of tuber Tuber wt.(kg)

Number 
of tuber Tuber wt.(kg)

100 51,072 3,905 35,644 2,218

200 59,584 4,594 35,112 1,908

300 54,796 5,485 33,516 2,2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