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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  양  製劑와 메리트靑 處理가 加溫促成栽培時 ‘大峰’ 

葡萄의 發芽와 成熟에 미치는 影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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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garlic juice (GJ), ethanol- (GJAE) and ethyl ether 
extract of garlic juice (GJEE), onion juice (OJ) and ethanol extract of onion 

juice (OJAE), garlic juice+Merit Blue (GJ+MB), ethanol extract of garlic juice+ 
Merit Blue (GJAE+MB), onion juice+Merit Blue (OJ+MB), ethanol extract of 
onion juice+Merit Blue (OJAE+MB), and Merit Blue (MB) on budbreak, flower-

ing, and maturity of plastic house-grown ‘Daebong’ grapes (Vitis labruscana B.) 
were studied. MB alone and in combination with other formulae hastened the 
budbreak, and double application was more effective than single one. Most of 

the buds sprouted in early forcing, but percent budbreak in late forcing was 
very poor except for MB application. In early forcing, single application of MB 
in combination with other formulae was most effective for hastening flowering 

while the response to double application was not consistent, and even delayed 
the flowering except for OJAE, MB, and OJ+MB. In late forcing, single applica-
tion of all dormancy-breaking agents, especially MB in combination with other 

formulae, hastened the flowering while flowering response to double application 
was inconsistent, and even delayed the flowering except for OJAE+MB and OJ. 
Although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harvest date among treat-

ments and the number of application in early forcing, single and double appli-
cation of MB alone and in combination with other formulae, especially double 
application of OJAE+MB hastened the harvest date for 12 days in late forcing 

culture.

Additional key words: dormancy breaking, ethyl alcohol extract, ethyl ether 
extract, flowering, he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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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stage
Temperature (℃)

Day Night

Before flowering 28±2 6±2

At flowering 27±2 15±2

After flowering 29±2 13±2

Table 1. Temperature conditions according to growth stages in the plastic house. 

서    언

농산물 시장의 개방으로 소득이 높은 포도에 

한 심이 높아져 포도 재배면 이 증함에 

따라 포도 가격의 하락이 상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해서는 가공분야의 발 과 더불어 

작형의 분화로 출하기를 분산시키는 것이 필요

하다. 포도는 덩굴성 작물인 데다 크기나 수세

조 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른 과수보다 시설재

배가 용이하고, 노지재배보다 몇 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재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도의 성재배에서는 가온 

시기와 온도조 도 요하지만, 휴면을 타 시

키기 한 약제의 처리가 가장 요한 기술이

다. 특히 겨울철 조기 성재배 하우스내의 고온

조건은 휴면타 를 불량하게 할뿐만 아니라 불

균일하게 하므로 휴면타 의 요성은 더 커지

게 된다.

재 사용되고 있는 휴면타 제의 거의 부

분이 일본에서 비공식 인 방법으로 도입된 것

으로, 가격이 비싸고 구입하기도 어렵다. 한 

처리약제별 휴면타 에 한 효과가 다르고 그 

정도도 불확실한 문제 이 있다. 그 동안 포도 

성재배시 휴면타 제로 사용되어 온 약제로는 

에틸 클로르하이드린(Antcliff와 May, 1961), 

시아나미드(Cheema 등, 1991; Dokoozlian과 

Williams, 1995; Iwasaki와 Weaver, 1977; 

Shulman 등, 1983; Spiegel-Roy 등, 1987), 티

오요소, 석회질소, 에세폰(金, 1985; 高, 1974, 

Ko와 Yoo, 1974) 등이 있는데, 이에 한 보고

는 많다. Dokoozlian 등(1998)은 시아나미드의 

경우, 착제를 가용할 때 효과가 더 크다고 보

고하 다. 근래에는 메리트靑이 리 쓰이고 있

으나, 이 약제는 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2

배액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가격도 비싼 편이다. 

최근에 그 효과와 가격, 그리고 환경 안정성 때

문에 다른 기존 약제의 체 약제로 유망시되는 

마늘즙에 한 휴면타 와 성효과에 한 연

구가 주로 일본에서 보고되었으나(Hubackova, 

1987; 久保田 등, 1987; Kubota와 Miyamuki, 

1992; 望月, 1993) 그 결과는 매우 단편 이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연구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前報(金 등, 1998)에서 발아를 균

일하게 하는 것으로 밝 진 마늘을 主劑로 하

고, 같은 屬 植物인 양 의 즙과 메리트靑의 

조합이 포도의 휴면타 와 성에 미치는 향

을 구명하기 하여 수행되었다.

재료  방법

본 연구는 忠南 論山  可也谷面에 所在한 개

인 葡萄園에서 1997년 12월부터 1998년 6월까

지 수행하 다. 공시수는 우산식 수형의 6년생 

포도로 3～4 을 남겨 두고 단 정을 하

여 1997년 11월 26일 3  피복을 한 하우스 2

개동에서 실시하 다. 가온시기를 조기가온과 

후기가온구로 두고 각각 1998년 1월1일과 2월 

2일부터 가온을 시작하 는데, 목표 온도 조건

은 Table 1과 같았다. 시험구는 한 나무를 1반

복으로 하여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하 다. 처

리는 1회처리와 2회처리로 나 어 수행하 는

데, 1회처리는 메리트靑을 처리하지 않고 여

러 가지 발아 진약제를 한번 처리한 것이고, 2

회처리는 메리트靑을 1997년 12월 27일부터 

30일에  처리한 후 2차로 각 발아 진제를 

처리한 것이다. 조기, 후기가온에 계없이 약

제처리는 1월 8일에 하 고, 부드러운 붓을 사

용하여  체에 충분히 발라 주었다. 조사항

목은 발아일, 개화일, 그리고 수확기 다.

처리로는 마늘즙, 마늘즙의 에탄올 추출물, 

마늘즙의 에틸에테르 추출물, 양 즙, 양 즙의 

에탄올 추출물, 마늘즙과 메리트靑을 1:1(v/v)로 

혼합한 것, 마늘즙 에탄올 추출물과 메리트靑을 

1:1(v/v)로 혼합한 것, 양 즙과 메리트靑을 

1:1(v/v)로 혼합한 것, 양 즙 에탄올 추출물과 

메리트靑을 1:1(v/v)로 혼합한 것, 그리고 메리

트靑 처리구로 하 으며, 1회처리구에서는 무처

리 구를 조구로 하 고, 2회처리구 메리트靑

을 1회  처리한 것을 조구로 하 다.

에탄올과 에틸에테르 추출물을 추출하기 

하여, 마늘즙과 양 즙 각 100mL에 에탄올과 

에틸에테르 100mL를 가한 후 유리막 로 잘 

은 다음 10분간 방치하고, 상징액을 여과지로 

여과하 다. 殘渣를 같은 방법으로 2회 더 추출

한 후 상징액을 28-30℃ 하에서 회 감압농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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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z Early forcing Late forcing

Single Double
y

Single Double

Garlic juice
GJAE
GJEE

Onion juice
OJAE

GJ+MB
GJAE+MB

OJ+MB
OJAE+MB
Merit Blue

Control

Feb. 7 
Feb. 4 
Feb. 3 
Feb. 6 
Feb. 10
Feb. 2 
Feb. 3 
Feb. 3 
Feb. 2 
Feb. 2 
Feb. 9 

abc
x,w

abc
ab
abc
c
a
ab
ab
a
a
bc

Feb. 7 
Feb. 1 
Jan. 30
Feb. 1 
Feb. 3 
Feb. 1 
Feb. 5 
Jan. 30
Feb. 5 
Jan. 31
Feb. 8 

ab
ab
a
ab
ab
ab
ab
a
ab
ab
ab

Feb. 27 
Feb. 28 
Feb. 26 
Feb. 25 
Feb. 26 
Feb. 20 
Feb. 28 
Feb. 27 
Feb. 27 
Feb. 26 
Feb. 29 

b
b
ab
ab
ab
a
b
b
b
ab
b

 Feb. 23 
 Feb. 21 
 Feb. 23 
 Feb. 17 
 Feb. 22 
 Feb. 21 
 Feb. 20 
 Feb. 19 
 Feb. 20 
 Feb. 22 
 Feb. 27 

ab 
ab
ab
a
ab
ab
a
a
ab
ab
b

z
GJAE=ethanol extract of garlic juice, GJEE=ethyl ether extract of garlic juice, 

OJAE=ethanol extract of onion, GJ+MB=garlic juice+Merit Blue (1:1, v/v), GJAE+MB 
=ethanol extract of garlic juice+Merit Blue (1:1, v/v), OJ+MB=onion juice+Merit Blue 

(1:1, v/v), OJAE+MB=ethanol extract of onion+Merit Blue (1:1, v/v).
y
Double: Merit Blue was applied prior to each treatment.

x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w
Same date with different letter(s) is due to the rounding off of the date.

Table 2. Effects of garlic- and onion-based formulae and Merit Blue with or without 

prior Merit Blue application on budbreak date in ‘Daebong’ grapes. 

Treatment
z Early forcing Late forcing

Single Double
y

Single Double

Garlic juice   55.6 b
w, x

100.0 a 53.7 a 64.5 bcd

GJAE 100.0 a 86.7 ab 60.0 a 80.5 b

GJEE 100.0 a 100.0 a 60.0 a 69.7 bcd

Onion juice 100.0 a 100.0 a 63.5 a 60.3 cd

OJAE 100.0 a 100.0 a 53.8 a 78.6 bc

GJ+MB 100.0 a 80.0 b 53.8 a 63.2 bcd

GJAE+MB 86.7 a 67.5 b 65.5 a 55.9 d

OJ+MB 100.0 a 86.3 b 70.0 a 73.2 bcd

OJAE+MB 86.5 a 100.0 a 58.4 a 52.6 d

Merit Blue 100.0 a 83.8 b 68.2 a 100.0 a

Control 100.0 a 100.0 a 54.5 a 55.5 d
z
Treatment codes same as Table 2.

y
Double: Merit Blue was applied prior to each treatment.

xStatistically analyzed after arcsine transformation.
w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Table 3. Effects of garlic- and onion-based formulae and Merit Blue with or without 

prior Merit Blue application on percent budbreak in ‘Daebong’ grapes. 

기를 이용하여 농축시켰다. 수분이 각각 약 

40mL와 25mL 남은 마늘즙과 양 즙의 에탄

올 농축액과, 수분이 거의 없었던 마늘즙 에틸

에테르 농축액은 50% 에탄올을 가하여 100mL

로 定容하여 시험에 사용할 에탄올과 에틸에테

르 추출물을 만들었다.

 

결과  고찰

여러 가지 휴면타 제 처리가  포도의 발

아에 미친 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3). 조기가온 실험에서 처리 횟수간에는 2회 처

리가 1회 처리보다 발아가 빨랐지만, 마늘즙과 

양 즙 에틸에테르 추출물+메리트靑 혼용구에

서는 1회 처리가 2회보다 빨리 발아하 다. 1회 

처리에서는 메리트靑 혼용  단용 처리구에서 

발아가 빨랐다.

처리약제간 발아에 미치는 향을 보면, 마늘

즙처리구에서는 1, 2회 처리구 모두 같은 날에 

발아되었으며, 조구보다 각각 2일  1일 빨

랐다. 마늘즙+메리트靑 혼용구에서는 발아기간

도 2, 4일로 단기간에 모두 발아하 다. 양 즙 

에틸에테르 추출물 처리구에서 발아기간이 8일

로 가장 길게 나타났고, 1회와 2회 처리의 차이

는 7일로 가장 컸다(자료 미제시).

기가온의 경우, 처리 횟수에 따라 약제간 

발아율이 다르게 나타났다. 1회 처리에서는 마

늘즙과 마늘즙  양 즙 에탄올 추출물+메리

트靑 혼용구를 제외한  처리구에서, 2회 처리

의 경우 마늘즙의 에탄올 추출물, 마늘즙과 메

리트靑 혼용구, 마늘즙 에탄올 추출물과 메리트

靑 혼용구, 양 즙과 메리트靑 혼용구, 그리고 

메리트靑구를 제외한  처리구에서 100% 발

아하 다. 마늘즙과 양 즙 에탄올 추출물과 메

리트靑 혼용구는 1회 처리에서 발아율이 55.6%

와 86.5% 으나, 2회 처리로 100% 발아하

다. 반면, 마늘즙의 에탄올 추출물, 마늘즙과 메

리트靑 혼용구, 양 즙과 메리트靑 혼용구, 그

리고 메리트靑은 1회 처리시에는 100% 발아하

으나, 2회 처리에서는 발아율이 떨어졌다.

후기가온에서는 1, 2회 모든 처리구에서 

조구보다 체로 발아가 빨랐고, 처리약제간에

는 메리트靑 단용, 혼용 처리구가 조기가온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발아가 빨랐으며, 발아

기간도 부분의 다른 처리구보다 짧았다. 1회 

처리구에서 가장 발아가 일 던 처리는 마늘즙

+메리트靑 혼용구 고, 2회 처리구에서는 양

즙 처리구 는데 조구보다 각각 7일, 10일 일

 발아하 으며, 1회 처리구에서 기타 처리는 

조구와 2～3일 정도의 차이를 보 지만, 2회 

처리구에서는 6～10일의 차이를 보 다. 앞에

서도 언 한 로, 2회 처리의 조구가 메리트

靑 처리구인 것을 고려하면, 메리트靑은 다른 

처리제와 혼용하 을 때 발아가 빨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후기가온에서 이러한 경향

을 보 다. 본 시험에서 처리에 계없이 발아

기간이 부분 짧아 가온을 시작하기 에 어느 

정도 휴면이 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발아율

은 메리트靑 2회구에서만 100% 고, 조구는 

1, 2회 처리 모두 50% 로서 발아율이 매우 낮

았으며, 다른 처리구에서도 발아율은 50～60%

로서 체로 낮았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메

리트靑 단용, 혼용 특히 혼용처리가 발아 진에 

효과 이었으며, 2회 처리가 1회 처리보다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온 개시기에 따

른 발아기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포도의 성재배에서 많이 이용되는 休眠打

破劑인 석회질소와 시아나미드는 일  처리하

고, 催芽促進劑인 메리트靑과 질산암모늄은 좀 

늦게 처리하는 것이 일반 이다(奧田, 1996). 

日本 山梨縣에서는 석회질소와 시아나미드처리

로 12～14일, 메리트靑과 질산암모늄처리로는 

6～9일 발아기를 단축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

는데(相河 등, 1976; 望月, 1993), 메리트靑의 

성효과는 본 시험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었

다. 마늘제제의 작용부 는 처리 부  근방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 으로 剪定 직후 傷口에 

도포하며, 메리트靑보다는 성효과가 조  떨

어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久保田, 1987), 본 

시험에서는 정 직후 상구에 도포한 것이 아니

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에만 도포하 으

나 같은 경향을 보여주었다. Kubota와 Miya-

muki(1992)는 포도 2芽揷을 하면서 상부 단

면에 마늘즙을 도포하 더니 윗 은 발아가 

진되는 반면 아래 은 발아가 억제된 반면, 본 

시험에서의 처리 방법과 유사하게, 윗부분을 도

포하면 처음에는 윗 의 발아 속도가 늦지만 최

종 발아율은 같아졌을 뿐 아니라 아래 도 어느 

정도 발아된 것을 보고하 다. 望月(1996)는 석

회질소와 메리트靑의 혼합처리를 고온처리와 

병용할 때 성효과가 가장 컸다고 보고하 는

데, 추후 검증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개화기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조기가온한 실험의 결과를 보

면, 1회 처리는 모든 처리구에서 조구보다 개

화가 빨랐지만, 2회 처리에서는 조구보다 오

히려 늦은 처리구가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2회 

처리의 조구는 메리트靑을 1회 처리한 것

이기 때문에 1회 처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

처럼 메리트靑의 개화 진 효과에 기인하는 것

으로 생각된다. 1회 처리에서는 마늘즙과 양

즙 에탄올 추출물+메리트靑 혼용구, 2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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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z Early forcing Late forcing

Single Double
y

Single Double

Garlic juice
GJAE
GJEE

Onion juice
OJAE

GJ+MB
GJAE+MB

OJ+MB
OJAE+MB
Merit Blue

Control

Apr. 1 
Apr. 1
Apr. 2 
Mar. 31
Mar. 31
Mar. 30
Mar. 28
Apr. 1 
Mar. 28
Mar. 30
Apr. 4 

bcd
x,w 

cd
de
bc
bc
abc
a
cd
a
ab 
e

Apr. 5  
Apr. 1  
Apr. 4  
Apr. 3  
Mar. 29
Apr. 3  
Apr. 4  
Mar. 27
Apr. 1  
Mar. 29
Apr. 1  

e
c
d
d
b
d
de
a
c
b
c

Apr. 10 
Apr. 11 
Apr. 11 
Apr. 7 
Apr. 11 
Apr. 6 
Apr. 6 
Apr. 8 
Apr. 9 
Apr. 6 
Apr. 12 

def
efg
efg
abc
ef 
a
ab
abc
bcd
ab
g

Apr. 10
Apr. 12
Apr. 10
Apr. 7 
Apr. 10
Apr. 11
Apr. 9 
Apr. 9 
Apr. 3 
Apr. 9 
Apr. 10

cd
d
bcd
b
cd
cd
bc
bc
a
ab
cd

z
Treatment codes same as Table 2. 

y
Double: Merit Blue was applied prior to each treatment.

x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w
Same date with different letter(s) is due to the rounding off of the date.

Table 4. Effects of garlic- and onion-based formulae and Merit Blue with or without prior 

Merit Blue application on flowering date of ‘Daebong’ grapes.

Treatment
z Early forcing Late forcing

Single Double
y

Single Double

Garlic juice
GJAE
GJEE
Onion juice
OJAE
GJ+MB
GJAE+MB
OJ+MB
OJAE+MB
Merit Blue
Control

 June 26 
 June 28 
 June 28 
 June 28 
 June 28 
 June 25 
 June 28 
 June 25 
 June 28 
 June 28 
 June 28 

b
x,w

c
c
c
c
a
c
a
c
c
c

 June 28 
 June 27 
 June 27 
 June 27 
 June 27 
 June 28 
 June 27 
 June 27 
 June 27 
 June 26 
 June 30 

ab
a
ab
ab
a
ab
a
a
ab
a
b

 June 21 
 June 21 
 June 22 
 June 20 
 June 19 
 June 19 
 June 20 
 June 20 
 June 20 
 June 23 
 June 24 

ab
ab
ab
ab
a
a
a
ab
ab
ab
b

 June 20 
 June 27 
 June 25 
 June 28 
 June 20 
 June 20 
 June 21 
 June 26 
 June 17 
 June 20 
 June 29 

ab
cd
c
cd
ab
ab
b
cd
a
ab
d

zTreatment codes same as Table 2. 
y
Double: Merit Blue was applied prior to each treatment.

x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wSame date with different letter(s) is due to the rounding off of the date.

Table 5. Effects of garlic- and onion-based formulae and Merit Blue with or without 

prior Merit Blue application on harvest date of ‘Daebong’ grapes. 

에서는 양 즙+메리트靑 혼용구에서 개화기가 

가장 빨랐다. 처리 횟수에 있어서 1회 처리가 2

회 처리보다 개화가 빠르게 나타났고 2회 처리

에서 처리약제간 개화기의 차이가 1회보다 크

게 나타났다. 개화기간은 2～3일로 차이 없이 

개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자료 미제시).

후기가온 실험에서는, 1회 처리에서는 조

구보다 일  개화되었지만, 2회 처리에서는 마

늘즙 에탄올 추출물, 마늘즙+메리트靑 혼용구

에서 조  늦게 개화되었다. 가장 빠른 개화구

는 1, 2회에서 각각 마늘즙+메리트靑 혼용구, 

양 즙 에탄올 추출물+메리트靑 혼용구 다. 

마늘즙과 양 즙은 1, 2회 처리에서 개화기가 

같았다.

처리간 개화기의 차이는 발아기의 차이보다 

많이 어들었으며, 심지어 발아가 빨랐던 이 

늦게 개화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것은 공시된 

포도나무가 이미 수년간 성재배되면서 수세

가 불균일하여 효과가 조  다르게 나타난 것으

로 추정되나, 정확한 원인은 추가 인 시험으로 

구명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heema 등

(1991)이 Dormax(시아나미드)처리로 발아는 1

개월이 단축되었으나, 개화기의 단축은 20일로 

어든 것을 보고한 결과와도 같은 경향이었다.

휴면타 제 처리에 따른 포도의 수확기는 

Table 5와 같다. 조기가온 실험에서 1회 처리

에서는 처리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다만 마늘즙구가 2일, 마늘즙  양 즙+메리

트靑 혼용구가 무처리구에 비해 3일 빠르게 수

확되었다. 2회 처리에서는 메리트靑처리에서 메

리트靑 1회 처리한 조구보다 4일 빠르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무처리에 비해 다소의 숙

기 진은 되었으나 처리간의 차이는 1, 2회 모

두에서 크지 않았다. 수확기간은 처리구가 

2-3일에 걸쳐 수확이 되어 큰 차이가 없었다(자

료 미제시).

후기가온 실험에서는 1, 2회의 모든 처리구

가 조구보다 빠른 경향을 보 으며, 1회 처리

에서는 메리트靑 단용구보다는 혼용구에서 빠

른 경향이었고, 2회 처리에서는 메리트靑 단용, 

혼용 모두가 다른 처리구보다 일  수확되었다. 

특히 2회 처리에서는 조구와의 차이가 12일

로 크게 나타났고 1회 처리에서는 5일의 차이

를 보 다. 수확기간에 있어서는 1회 처리구에

서 수확일이 빠른 처리구가 수확기간도 짧았으

나, 2회 처리에서는 수확기가 늦은 처리구가 오

히려 수확기간이 짧았다. 마늘즙 에틸에테르 추

출물+메리트靑 혼용구에서 수확기간이 2일로 

가장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록

마늘즙, 마늘즙 에탄올 추출물, 마늘즙 에틸

에테르 추출물, 양 즙, 양 즙 에탄올 추출물, 

마늘즙+메리트靑 혼용, 마늘즙 에탄올 추출물+

메리트靑 혼용, 양 즙+메리트靑 혼용, 양 즙 

에탄올 추출물+메리트靑 혼용  메리트靑 처

리가 하우스 재배  포도의 휴면타 , 개화 

 성숙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메리트靑 

단용  다른 처리와의 혼용 처리구가 무처리에 

비해 발아기가 빨랐는데, 2회 처리가 1회 처리

보다 발아 진 효과가 더 컸다. 조기가온에서는 

거의 모든 처리구에서 100% 발아하 으나 후

기가온에서는 메리트靑 처리구를 제외하고는 

발아율이 히 낮았다. 개화기는 조기가온 1

회 처리에서는 메리트靑이 혼용구에서 가장 빨

랐으며, 2회 처리에서는 양  에탄올 추출물과 

메리트靑 단용  양 즙과의 혼용구를 제외한 

다른 처리구는 메리트靑 처리구인 조구와 같

거나 더 늦어지는 경향이었다. 후기가온의 경우 

1회 처리는 모든 처리가 조구보다 개화기를 

앞당겼으며, 특히 메리트靑 혼용구에서 개화기

가 크게 빨라졌다. 2회 처리에서는 양  에탄올 

추출물과 메리트靑 혼용구와 양 즙처리구를 

제외한 다른 처리구는 메리트靑 처리구인 조

구와 거의 같거나 오히려 더 늦어지는 경향이었

다. 조기가온실험에서 수확기는 1, 2회 처리 모

두 처리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수확기간도 

비슷했다. 후기가온에서는 1, 2회 모두 메리트

靑 단용, 혼용 처리구에서 수확기간이 빠른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회 처리에서 양 즙 

에탄올 추출물+메리트靑 혼용구가 조구보다 

수확기를 12일 앞당겼으며, 수확기간에는 큰 차

이가 없었다.

追加 主要語：에탄올 抽出物, 에틸에테르 抽出

物, 休眠打破, 開花, 加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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