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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와사비라고 불리는 고추냉이는 온, 반음지성의 숙근 식물로 향신 조미채소이다. 고추냉

이 독특한 매운 맛을 나타내는 주 성분 의 하나인 isothiocyanate가 식욕을 진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외에도  살균, 살충, 소  응집 억제, 발암 억제 작용, 노화방지 

 항산화 기능 등에 다양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CARES, 2003; Depree 등, 1999; Kinae 

등, 2006)되고 있다.  

 고추냉이는 주로 근경이 비 된 것을 강 에 갈아 생선회 등의 일본 음식 소스로 이용하

며, 엽병, 잎, 꽃 등 식물의 모든 부 가 임, 튀김, 볶음, 술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어 소비와 

함께 재배가 증가될 것으로 상되나 재배 방식이 까다로와 어려움이 많다. 한편 고추냉이의 번

식은 모식물체에서 분주된 근경 는 조직배양에 의한 양 번식 방법과 종자에 의한 실생 

번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 등(2007)은 고추냉이 잎 생산을 한 수경 재배에서 6개월 생육하 을 때 주당 약 1

2～15개의 분주가 발생되어 일반 재배에 비해 분주 발생이 높은 것으로 찰되어 분주 근

경의 크기와 배지 종류에 따른 고추냉이 생육을 알아 으로써 고추냉이 묘 생산을 한 증

식에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험을 수행하 다. 

 

재료  방법

 실험에 사용된 분주경은 수경재배에 사용된 식물체를 수확하여 근경의 크기에 따라 5mm 

이하, 5～10mm, 10～20mm로 나 었다. 분리된 근경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은 후 생장조

제에 의한 기 발근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시 되는 발근제로 이용도가 높은 

1) 농 진흥청 농업특정연구사업으로 수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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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A 0.4% 첨가된 루톤 분의제(동부한농화학)를 처리하 다. 분주 경을 수태로 감싼 후  

72공 러그 육묘 에 넣은 후 환경이 조 되는 생장상에 60일간 키우면서 30일째와 60일

째 생존율과 생육 조사를 실시하 다. 환경 조 실의 조건은 16/13℃(낮/밤), 70±5% RH, 

45±5 μmol․ m
-2 

․s
-1
의 PPF  16/8(낮/밤) 주기로 조 하 고 기 식물의 시들음을 

방지하기 해 처리 2주일 동안은 약 (10±3 μmol․ m-2 ․s-1의 PPF) 상태에 두었다.  

 배지 종류에 따라 마사와 난석으로 나 어 72공 러그 육묘 에 루톤 분의제를 처리한 

분주 경(5～10mm)을 기포 발생 장치를 한 담액 방식으로 60일간 재배한 후 생존율, 생육 

 엽록소함량(SPAD 502, Minolta)을 측정하 다. 이때 배지의 입경 분포에 따라 마사(∅

1～3mm), 난석Ⅰ(∅2～5mm), 난석 Ⅱ(∅5～10mm)의 3 종류로 처리하 다.      

결과  고찰

  분주 크기와 루톤 처리에 따른 생존율은 5mm 이하의 루톤 처리에서 50% 생존하 으며 

나머지 처리에서는 100% 생존하 다(Table 1). 루톤 처리는 조구에 비해 장이 짧고 엽

수가 낮았으며 분주 크기가 클수록 장은 길고 잎 생육이 좋아 처리에 따른 유의성이 인

정되었다. 분주 근경에 루톤 분의제를 처리한 후 수태에 감싸 실험됨에 따라 화학조 제가 

생육기간 동안 녹지 않아 생육에 향을  것으로 보이며 분주 근경에 루톤 분의제를 처

리한 후 담액 수경으로 재배되었을 때는 장이 8.4～9.8cm로 양호한 생육을 나타냈다

(Table 2). 표 2는 배지 종류에 따른 30일 째 고추냉이 분주 근경의 생육으로 입경 크기가 

작은 마사와 난석 Ⅰ처리에서의 고추냉이 생존율은 91%와 83% 으며, 생육은 처리 간에 

차이가 없었다. 한편 분주를 수태에 감싸 생육시켰을 경우 뿌리가 없이 분주된 근경의 30

일째 생존율은 근경 5mm 이하에서 67%의 생존율을 보 고, 60일 째는 5mm 이하에서 뿌

리 유, 무에 따라  92%, 75%를 보이고 루톤 분의제가 처리되었을 때 5mm 이하는 33% 이

하의 낮은 생존율을, 5～10mm 크기에서도 66%의 생존율을 보 고, 5～10mm 크기로 담액 

수경하 을 때 뿌리가 없었을 때는 100% 생존율이 찰되어(data not shown) 고추냉이 분

주시 크기는 5mm 이상에서 뿌리를 제거하고 심는 것이 합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3은 

분주 크기와 루톤 처리 60일째의 생육 결과로 30일 째 생육에 비해 조구에서 장이 1.

7～2.1배 신장하 으며 엽수도 1～2장 증가하 다. 분주 크기가 클 수록 지상부 생체 은 

증가하여 처리에 따른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배지 종류에 따른 60일째 생육은 입경 분포가 

2～5mm 내외인 난석 Ⅰ의 소립 입자에서 장과 잎 생육이 좋은 경향을 보여(Table 4) 최 

등(2007)이 수경재배에 합한 배지로 선발한 배지에서와 같은 결과를 보 다.        

요약  결론

 분주 크기와 배지 종류  생장조 제 처리가 고추냉이 생육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환경이 조 된 생장상에서 60일간 재배하 다. 분주 크기 5mm 이상인 분주경을 깨끗이 씻

어 수태로 감싸 생육시켰을 때 생존율이 100% 으며, 장 12cm 내외, 엽수 3～4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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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 으며, 생육 60일 째는 30일 째에 비해 장 20cm 이상, 엽수가 1～2장 증가하 다. 

루톤 분의제를 처리하고 수태에 감싸 생육시켰을 때는 생장조 제가 식물체에 묻은 채로 

생육됨에 따라 조구에 비해 생육이 조하 다. 분주 5～10mm 크기를 루톤 분의 처리한 

후 담액 수경으로 생육하 을 때 83% 이상의 생존율을 보 으며 60일째 생육 결과 입자 

크기가 3～5mm 내외인 난석 소립 배지에서 비교  좋은 생육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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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divided rhizome size (DRS) and rootone (RT) on survival rate and 

growth of wasabi grown in sphagnum moss medium during 30 days under 

controlled environment system.  

Treatment Survival

rate (%)

Shoot 

length(cm)

Leaf

DRS (A) RT (B) Number Length(cm) Width(cm)

<5mm Control 100  9.2±2.4
z

3.4±0.6 2.6±0.6 2.9±0.6

Rootone  50  2.7±0.5 1.2±0.5 1.0±0.2 1.0±0.4

5-10mm Control 100 12.3±1.8 4.0±0.7 3.7±0.5 4.4±0.4

Rootone 100  3.6±0.7 2.8±0.5 2.4±0.6 2.2±0.5

10-20mm Control 100 12.2±2.8 3.4±0.9 3.9±0.4 4.2±0.6

Rootone 100  7.0±1.9 3.8±0.5 2.1±0.7 2.3±0.7

 Significance

A * ** ** **

B ** ** ** **

A×B NS ** NS NS

z
data are average of 5 replication

NS, *,**, Non significant, significant or highly significant,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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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medium type on survival rate and growth of wasabi (divided rhizome 

size 5～10mm) grown in deep flow culture during 30 days under controlled 

environment system.  

Medium type
Survival
rate (%)

Shoot
length(cm)

Leaf

Number Length(cm) Width(cm)

Saprolite (∅1～3mm) 91.1 8.8±2.2 3.2±0.5 2.6±0.7 3.0±0.4

ASz-Ⅰ(∅2～5mm) 83.3 8.4±1.1 4.4±0.6 2.7±0.3 3.3±0.5

AS-Ⅱ(∅5～10mm) 100 9.4±2.3 3.4±0.6 2.8±0.4 3.1±0.4

z
Aerated light stone, 

y
data are average of 5 replication

Table 3. Effect of divided rhizome size (DRS) and rootone (RT) on growth of wasabi 

grown in sphagnum moss medium during 60 days under controlled 

environmental system.  

Treatment Shoot 
fresh wt.
(g/plant)

Shoot
length
(cm)

Petiole
length 
(cm)

Leaf

DRS (A) RT (B) Number Length(cm) Width(cm)

<5mm Control 4.0±1.3z 20.9±1.3 15.5±0.4 5.7±0.6 5.4±0.1 7.0±0.4

Rootone 0.3±0.1 4.6±0.1 3.5±0.0 1.5±0.7 1.1±0.2 1.4±0.1

5-10mm Control 6.0±1.6 21.5±3.5 16.6±3.0 5.7±1.2 5.4±0.9 6.6±1.5

Rootone 1.1±0.4 7.6±2.1 6.5±1.7 3.0±1.0 2.2±0.7 2.4±0.5

10-20mm Control 7.7±1.7 20.6±2.4 15.8±2.9 5.3±0.6 5.4±0.8 6.8±0.4

Rootone 1.2±1.0 6.8±4.7 4.2±3.0 3.1±1.8 2.6±0.6 2.7±0.4

Significance

A * NS NS NS NS NS

B ** ** ** ** ** **

A×B NS NS NS * NS NS
zdata are average of 5 replication

NS, *,**, Non significant, significant or highly significant, respectively.

Table 4. Effect of medium type on the growth of wasabi (divided rhizome size) grown in 

deep flow culture during 60days under controlled environment system.

Medium type 
Shoot 

fresh wt.
(g/plant)

Shoot
length
(cm)

Petiole
length
(cm)

Leaf
SPAD 
valueNumber Length(cm) Width(cm)

Saprolite (∅1～3mm) 3.6±0.7 22.0±3.1 15.4±1.9 4.0±0.0 6.0±1.1 7.4±1.4 38.0±1.3

AS
z
-Ⅰ(∅1～3mm) 4.6±0.7 24.5±3.1 18.9±3.1 5.0±1.7 5.6±0.6 7.3±0.8 39.1±6.3

AS-Ⅱ(∅1～3mm) 5.1±0.6 22.5±1.6 16.0±3.3 6.0±1.0 5.6±0.5 6.9±0.6 41.0±3.0

zAerated light stone, ydata are average of 5 re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