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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어떼기에 의한 사과 왜성대목 M.9 번식 시 발근에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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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Involved in Rooting Response of M.9 (Malus domestica Borkh.) Dwarf Apple Rootstock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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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과(Malus domestica Borkh.)는 영양번식을 통하여 번식하

는 작물이므로 대목에 품종을 접목하여 묘목을 생산하고 있

다. 최근 우리나라 사과 대목은 ’90년대 중반까지는 M.26/실

생대목등 이중접목묘를 이용하여 왔고,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는 밀식재배체계가 도입되어 M.9 및 M.26 자근대목을 이용하

면서 고품질과실 생산, 노동력 절감 등의 사과재배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밀식재배체계 도입과 함께 사과 재배

면적이 2002년 26,200 ha에서 2007년 32,200 ha로 23%정도 증

가하였다[10,11]. 이러한 재배체계의 확산에 따라서 M.9 및

M.26 자근대목의 이용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으나 자근대목

의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현재까지도 M.9 및 M.26/실생

대목의 이용 비율이 여전히 높은 실정이다. 실생대목이 붙은

왜성대목묘 사용시 사과나무의 수체생장이 균일하지 않게 되

고 흡지 발생 등 왜화효과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M.9의 자근대목 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나 발근력

이 떨어지는 등 자근대목 생산효율이 낮은 문제점이 있다.

사과 대목은 일반적으로 묻어떼기, 삽목, 조직배양에 의해

서 번식되고 있지만[4] 주로 묻어떼기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2,4]. 그러나 묻어떼기 번식 시 모수포 유지 노력이 필요하고

모수의 쇠약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대목이 상당 비율 생산

되고 있는 등 묻어떼기에 의한 대목 생산 효율을 높일 필요성

이 있다[14].

따라서 본 시험은 사과의 주요 왜성 대목인 M.9의 묻어

떼기에 의한 번식 시 복토시기, 차광, 복토재료 및 복토부위

의 수분 정도 등이 발근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실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 재료

본 시험은 경북 군위군 소보면 위성리 소재 사과시험장에서

M.9 대목 증식포를 조성하여 실시하였다. 발근 상태가 양호한

M.9 대목을 3월 중순에 30 cm 간격으로 재식한 다음 지면에서

10 cm 상단에서 절단한 후 이듬해 봄에 모수의 1년생 가지를

그루터기 1 cm 정도 남기고 절단하였다. 모수에서 발생된 신

초가 20 cm 정도 되었을 때 톱밥과 흙(양토)을 3:1 비율로 혼합

한 복토재료로 신초의 절반 정도가 묻히도록 복토를 하였다.

신초가 10 cm 정도 더 신장하였을 때 추가 복토를 하여 총

복토높이가 20 cm 정도 되도록 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10 m

구역을 1반복으로 하여 3반복 총 30 m를 처리구로 설정하였고

난괴법으로 실시하였다.

차광 처리

95% 및 65% 차광 처리구는 시험구에 맞는 차광율로 제작된

차광망을 모수의 발아전에 30 cm 정도 상단에 설치하였으며,

신초가 20 cm 정도 신장하였을 때 차광망을 제거하고 1차 복

토를 실시하였다.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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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ooting and rootstock-quality according to an early-covering and a shading in M.9 apple rootstock

Treatment
Rooting percentage

(%)

No. of roots

(No.)

Length of root

(cm)

Length of rootstock

(cm)

Proximal diameter of

rootstock (mm)

Early-covering

95% shading

65% shading

Control

96.2 az

87.0 b

82.4 b

82.0 b

22.0 a

11.0 b

8.0 b

7.9 b

10.5 a

7.9 a

8.8 a

6.8 a

78.4 a

76.0 a

73.2 a

78.4 a

10.2 a

10.4 a

9.3 a

8.8 a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Table 2. A rootstock-quality and No. of producted tree according to a covering materials in M.9 apple rootstock

Covering

material

Rooting percentage

(%)

No. of producted

tree (tree/m)

No. of

roots (No.)

Length of

root (cm)

Length of

rootstock (cm)

Proximal diameter

of rootstock (mm)

Sawdust

Chaff

Vermiculite

Peatmoss

Loam soil

92.7 a
z

95.3 a

94.4 a

80.2 b

84.0 b

10.6 a
z

12.8 a

12.2 a

7.8 b

9.6 ab

31.3 a

34.0 a

27.5 a

16.2 ab

10.3 b

17.1 a

15.4 a

17.4 a

12.9 ab

7.3 b

65.9 a

65.6 a

68.1 a

55.8 b

52.7 b

9.7 a

9.0 a

10.6 a

8.7 ab

7.7 b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복토 시기

대목 모수에서 발아된 신초가 약 2 cm 신장 시 복토재료인

톱밥을 약 2～3cm정도의 두께로 1차 복토를 하였고, 대조구는

신초가 20 cm 정도 신장시 1차 복토를 하였다. 본 시험에 사용

된 복토재료는 대조구는 흙(양토: loam soil)을, 처리구는 톱밥

(sawdust), 팽연왕겨(chaff), 질석(vermiculite)을 각각 사용하

였다. 그리고 모래(sand)는 부재료로 사용하였다.

복토 부위의 수분: 점적공 간격 10 cm의 점적관수 시설을

하여 복토 부위 표면에서 약 10 cm 깊이의 수분 조건을 -40

kPa, -60 kPa 및 무관수 등 3처리로 하였다.

발근율, 근수 및 근장: 휘묻이 된 대목들이 낙엽된 후 해토

하여 접목부 상단의 발근된 부위를 기부에서 잘라 조사하였

다. 발근율은 전체 휘묻이 된 대목의 개체수 중 발근된 뿌리의

길이가 1 cm 이상이고, 근수가 1개 이상의 개체를 발근된 개체

로 조사하여 나타내었고, 근수는 뿌리의 길이 1 cm 이상의

뿌리의 개수를, 근장은 뿌리의 길이 1 cm 이상의 뿌리를 각각

조사하였다.

우량 대목 생산 기준 설정

묻어떼기 번식 포장의 시험구별로 생산된 대목들 중 대목

기부 직경이 10 mm 이상인 것을 우량 대목으로 간주하여 조

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묻어떼기 번식 시 모수의 차광 처리 및 복토시기별 발근 효과

M.9 대목의 묻어떼기 번식 시 모수의 차광 처리 및 복토

시기가 발근에 미치는 효과는 Table 1과 같다. 조기 복토(신

초 2 cm 신장 시 복토)처리구의 발근율은 96.2%로 무처리구

의 발근율 보다 14.2% 높았으며, 95% 및 65% 차광 처리구들

은 무처리구와 차이가 없었다. 발근된 뿌리의 숫자도 조기복

토 처리구가 22개로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근장,

대목 길이 및 대목 기부 직경 등의 생육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발근은 신초를 완전 차광하여 황화처리시킨 삽수로 이용

할 경우 부정근 형성이 용이하며[1,3,6,9,13], 사과에서도 황

화처리된 녹지 삽수의 삽목 시 발근촉진 효과가 있다고 하였

다[5]. 따라서 본 결과에서도 조기복토가 신초의 황화처리 효

과가 좋아 발근을 촉진하는 효과를 보였지만, 95%와 65%의

차광처리는 발근율 촉진에는 효과가 없어 신초의 황화처리

에는 광의 차단정도가 아주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차광 처리 시기의 효과를 보기 위해 모수에서 발아를 시작

한 신초와 발아 후 3주 경과한 신초의 줄기를 각각 황화처리를

하였을 때, 조기복토구가 발근율 및 대목 소질이 우수한 경향

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황화처리의 빠르고 늦음에 상관없

이 어린 신초 조직은 황화 처리 효과에 민감하다[7]고 하기

때문에 어린 신초 조직의 황화 처리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는 최소한 신초 발아 3주전에 황화처리를 시작하는 것이 대목

의 발근율을 향상시키는 우수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묻어떼기 번식 시 복토재료별 발근 효과

M.9 대목의 묻어떼기 번식 시 복토재료에 따른 발근 촉진

및 생육을 시험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복토 재료 처리구별

발근율은 대조구인 양토 처리구에서는 84%였으나, 톱밥, 팽연

왕겨, 질석 처리구들은 각각 92.7, 95.3, 94.4%로 대조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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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ooting and rootstock-quality classified by a condition of water around covering in M.9 apple rootstock

Treatment
Rooting

percentage (%)

No. of

roots (No.)

Length of

root (cm)

Length of

rootstock (cm)

Proximal diameter

of rootstock (mm)

Amount of irrigation

(l/times/m)

-40 kPa

-60 kPa

Control

99.0 az

91.0 b

91.0 b

23.9 a

10.1 b

8.1 b

14.5 a

5.1 b

8.3 b

97.1 a

87.6 a

91.5 a

10.7 a

8.3 a

9.8 a

8.8

3.7

0.0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j

Table 4. A distribution of a rootstock diameter classified by condition of water around covering in M.9 apple rootstock

Treatment
Rootstock length (%)

∮6 mm〉 6～7.9 8～9.9 10～11.9 12 mm〈 amount of ∮10 mm〈

-40 kPa

-60 kPa

Control

10.0

24.2

11.0

16.0

24.2

18.3

18.0

17.5

18.3

26.0

21.5

25.6

29.0

12.8

26.8

55.0

34.3

52.4

우수한 발근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피트모스 처리구는

80.2%로 대조구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다.

각 처리별 1 m 당 대목생산 주수를 조사한 결과, 대조구인

양토에서는 9.6주를 생산하였고, 톱밥은 10.6주를, 팽연왕겨는

12.8주를, 질석은 12.2주가 생산되어 대목생산 주수가 향상되

었으나 피트모스처리구에서는 7.9주로 대조구보다 낮은 결과

를 보였다. 이는 부정근 발생을 위한 효과적인 복토재료의 조

건으로 보습력과 통기성을 겸비하여야 하는데[12], 양토는 다

른 복토재료에 비해 통기성이 낮고, 피토모스는 자체 산도가

낮아 발근을 억제시킴으로써 발근율 및 생산 주수가 낮은 것

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뿌리 수, 뿌리 길이, 대목 길이, 대목

기부 직경 등의 생육을 측정한 결과, 대조구인 양토 처리구에

비해 피트모스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우수한 결과

를 보였다. 따라서 대목생산을 위한 효과적인 복토재료는 톱

밥, 팽연왕겨, 질석 등이 좋으나, 경제적으로 가격이 낮은 톱밥

과 팽연왕겨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묻어떼기 번식 시 복토 부위의 수분 상태별 발근 효과

M.9 대목의 묻어떼기 번식 시 복토 부위의 수분 상태별 발

근효과 및 생육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수분상

태를 -40 kPa로 유지한 처리구의 발근율은 99%로 -60 kPa 처

리구와 무처리의 발근율 91% 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근수도

23.9개로 많았고, 근장도 14.5 cm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그

러나 대목 기부 직경은 처리간 유의성이 없었다.

대목의 부정근 발생을 위해서는 발근부위의 수분 조건이

적절[4]하여야 하므로, 통기성 및 보습성이 좋은 복토 재료

(Table 2)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 부위의 수분 공급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묻어떼기 번식 시 복토 부위의

적정 수분을 -40 kPa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우량 대목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복토부위의 수분 상태별 대목 직경의 분포를 보면(Table 4),

이듬해 봄에 접목이 가능한 우량묘의 기준을 직경 10 mm 이

상이라고 할 경우[8], 직경 10 mm 이상의 비율은 -40 kPa 처리

구에서는 우량묘 생산비율이 55%로 -60 kPa 처리구(34.3%)와

무처리구(52.4%) 보다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발근율(Table 3)을 감안해 본다면 우량묘 생산 비율의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M.9 대목의 묻어떼기 번식 시

발근율 향상 및 우량묘 생산을 위해서는 복토시기가 빠를수

록 유리하며, 효과적인 복토재료는 질석, 팽연왕겨, 톱밥 등

이며, 복토부위의 수분 상태는 -40 kPa로 유지를 하는 것이

안정적인 대목생산의 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요 약

본 시험은 사과의 주요 왜성 대목인 M.9 대목의 묻어떼기에

의한 번식 시 복토시기, 차광, 복토재료 및 복토부위의 수분

정도 등 발근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들을 살펴보고

발근율을 높이는 방법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M.9 대목의 묻어떼기 번식 시 모수의 차광 처리 및 복토시

기 별 발근 촉진 효과는 조기 복토(신초 2 cm 신장 시 복토)처

리가 관행구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복토 재료 별 발근 촉진

및 생육을 시험한 결과 질석, 팽연왕겨, 톱방 등은 대조구인

양토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복토 부위의 수분 상태별 발근효

과 및 생육을 시험한 결과는 -40 kPa 처리구의 발근율은 99%

로 -60 kPa 처리구와 무처리의 발근율 91% 보다 유의하게 높

았으며, 근수가 많았고 근장도 길었다.

그러므로 M.9 대목의 묻어떼기 번식 시 복토시기가 빠를수

록, 복토재료는 질석, 팽연왕겨, 톱밥 등을 사용하고, 복토부위

의 수분 상태는 -40 kPa로 유지를 하는 것이 발근율 및 우량묘

생산에 유리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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