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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ow temperature on the growth, yield, quality, and biologically active 
compounds of strawberry and obtain basic information for developing a technology for stable growth of strawberry in 
greenhouses. Growth of strawberry, including leaf number, area, and length, plant height, and dry weight was better at the 
optimum growth temperature of 20 than at a lower temperature of 15°C. At the low temperature of 15°C, the cultivar 
'Maehyang' was more tolerant and displayed better growth rate than 'Seolhyang'. At 15°C, the fruit production per week and 
fruit weight was lower than that at 20°C. In contrast, fruit length and diameter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wth temperatures. Growth temperature also did not affect the fruit color index, Hunter L, a, b value, or fruit firmness. 
However, the sugar content of strawberries grown at 15 was higher by 0.8 and 1.5 Brix for 'Seolhyang' and 'Maehyang', 
respectively, than of those grown at 20°C. There was no difference in the content of fisetin, a biologically active compound, 
for 'Seolhyang' at both growth temperatures, however, the fisetin content of 'Maehyang' was higher at 20°C than at 15 . 
Cinchonine and ellagic acid content of 'Seolhyang' was higher at 20°C than at 15 , whereas that of 'Maehyang' was higher at 
15°C than at 20 . Quercetin content showed no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respect to growth temperature, however, it tended 
to increase at 20°C. The cinnamic acid content of 'Seolhyang' was higher at 15°C than at 20 , whereas that of 'Maehyang' 
increased at 20°C. Collectively, the biologically active compounds of strawberry were affected by growth temperature. 
Moreover, the content of these compounds tended to increase at 20°C, the optimum growth temperature, rather than at the 
sub-optimal growth temperature of 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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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에서 딸기(Fragaria ananassa Duch.)는 9
월 말부터 5월 말까지 플라스틱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대표적인 겨울 및 봄철 과채류로 생식용으로 소비되

는 원예작물이다(Choi et al., 2013). 지구온난화에 따

른 기후변화는 작물재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이며(IPCC, 2007; Heo et al., 2013; Park et al., 2014), 
최근 시설 딸기재배에서도 저온, 고온, 일조부족 등 기

상재해 현상이 빈번해지고 강도 또한 더욱 커지고 있

는 실정이다. 시설딸기 재배의 불량환경 가운데 특히, 
겨울철 이상저온은 딸기의 생육부진, 착과불량, 수량

감소 및 난방비의 과다지출 등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

한다. 
딸기의 생육적온은 주간 17~20 , 야간 10 내외

이며, 25 이상에서는 생육이 지연되고, 30 이상에

서는 생육이 정지된다. 특히 개화기의 꽃이나 꽃봉오

리가 온도에 민감하여 5 이하에서 장기간 경과하면 

냉해를 받아 꽃받침 부분이 검게 변하며, 35 이상의 

고온에서는 화분발아가 불량하여 기형과 또는 불수정

과의 원인이 된다(Jung, 2012). 이는 곧 수확량의 감소

로 이어질 수 있다. 
식물의 생리활성 성분은 암, 혈관성질환 및 염증 등

의 만성질환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Willis et 
al., 2009), 항산화 효능을 가진 polyphenolic 물질은 

LDL cholesterol 감소, 혈압감소 등을 개선한다

(Samman et al., 2003). 그 중에서도 딸기와 같은 적색

의 과채류는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오렌지 및 키

위 등의 과실보다도 항산화력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Kevers et al., 2007). 딸기는 안토시아닌, 비
타민 C 및 페놀화합물 등의 항산화 물질을 다량 함유

하고 있으며 특히, 페놀화합물은 활성산소에 의해 생

성되는 암세포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ang 
et al., 2008).

이처럼 인체에 유익한 딸기의 다양한 기능성 식물화

합물(phytochemicals)은 품종의 유전적 특성(Atkinson 
et al., 2006; Voca et al., 2009; Buendia et al., 2010), 
수확 계절(Khanizadeh et al., 2009), 과실의 성숙정도

(Tulipani et al., 2011), 저장온도(Olsson et al., 2004; 
Choi et al., 2013) 및 유통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딸기의 항산화 성분의 함량은 재배방법(Wang 

and Millner, 2009; Bordonaba et al., 2010; D’Evoli et 
al., 2010; Jin et al., 2011) 및 시비량(Anttonen et al., 
2006; Chelpinski et al., 2010)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딸기에 함유되어 생리활성 물질의 성분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비배관리에서부터 저장 및 유

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가 있었으나 생육온도가 

딸기의 생리활성 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한 연구

는 없었다. 
본 연구는 시설 딸기재배에서 저온이 딸기의 생육

과 수량, 품질 및 딸기의 생리활성 성분에 미치는 영향

을 구명하여 고품질의 딸기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이상 저온이 딸기의 생육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본 시험에 사용된 딸기품종은 ‘설향’과 ‘매향’ 
(Fragaria ananassa Duch. cv. Seolhyang and 
Maehyang)이였다. 시험은 2015년 5월부터 2016년 5
월까지 부산대학교 온실(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

리 산50번지)의 고설벤치 베드에서 수행하였다. 이상

저온이 딸기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기 위해 생육적온인 20 , 생육적온보다 2.5 낮은 

17.5 및 생육적온보다 5 낮은 15 로 온도환경을 

설정하여 재배하였다. 
육묘하여 본엽이 4장 전개된 유묘를 상토(Chambujs, 

Farmhannong, Korea)가 충전된 포트에 정식하였다. 
시험구는 난괴법 3반복이었으며, 처리구당 6개의 포

트를 배치하고 포트(길이 60 cm × 길이 25 cm × 높이 

30 cm)당 3주의 식물체를 정식하였다. 재배기간중 양

액은 400배로 희석한 물푸레 1호 과채류용(대유)를 

사용하였고, 자동 타이머를 이용하여 하루에 각 2분씩 

5회 걸쳐 점적튜브를 통해 총 400 ml의 양액을 공급

하였다. 공급되는 양액의 pH는 6.7이었으며, EC는 

1.5 dS.m-1였다. 
생육조사는 포트에 딸기를 정식 한 후 30일, 60일, 

90일째에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반복 당 10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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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s Values

Instrument Agilent 1100 series

Solvent 0 min B 0%, 28 min B 100%, 35 min B 100 %, 45 min B 20%

     A 0.025% formic acid in distilled water

     B Acetonitrile

Column Luna C18 (2) column
(Phenomenex, 250 x 4.6 mm ID : 5 μm)

Run time 60 min

Flow rate 0.5 mL/min

Detector PDA 254, 260, 320 nm (slit with = 4)

Column temp. 30

Table 1. Chromatographic conditions for the determination of biological active compounds in strawberry fruits

식물체를 대상으로 엽수, 엽면적, 엽장, 엽폭, 초장, 근
장, 생체중, 건물중을 조사하였다. 

딸기 생산성 조사는 포트에 딸기를 정식 한 후 1화
방에서 5화방이 출현할 때까지 수확된 수량을 합산하

였다. 딸기는 5 g 이상의 크기로, 숙도가 균일한 딸기

를 대상으로 sampling 하였다. 생산성 검정을 위해 수

확한 딸기의 수량, 과중, 과장, 과경을 조사하였다. 또
한 딸기의 품질에 관련된 색도, 경도, 산도, 당도, 당산

비를 조사하였는데, 색도는 색차계(CM-3500d,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Hunter L, a, b 값을 측정한 뒤 평

균값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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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K.)에 5 mm probe를 장착하여 과실의 동일한 부위

에 7 mm 깊이로 측정하였다. 당도(PR-201a, Atago, 
Japan)는 경도를 측정한 과실의 앞쪽을 5 mm 가량을 

잘라낸 후 착즙하여 측정하였다. 산도는 Titratable 
acidity 법으로 그리고 당산비를 조사하였다. 

2.2. 이상 저온이 딸기의 생리활성 성분에 미치는 영향  

딸기의 생리활성 물질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딸

기는 ‘설향’과 ‘매향’ 품종이었다. 이상 저온이 딸기의 

생리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생육온도를 

15 , 17.5 및 20 에서 재배하여 수확한 딸기를 동

결 건조하여 분말 0.5 g을 각각 15 mL conical tube에 

넣었다. 각각의 샘플이 담긴 conical tube에 50% 

EtOH를 10 ml을 첨가하여 시료와 잘 섞이게 흔든 다

음 1시간 동안 sonication(4020P, KODO Technical 
Research Co., Ltd. Hwaseong-City, Gyeonggi-Do. 
Korea)을 시킨 후 3,000 rpm에서 10분 동안 centrifuge 
(HA-300,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Incheon, 
Korea) 하였다. Centrifuge 한 tube의 상등액을 50 mL 
conical tube에 따라 내는 방법을 3회 반복하여 최종 

volume을 50 ml 되도록 조정하였다. 그 중 5 mL을 

0.45 μm membrane filter(SLLHH25NK, Merck Ltd. 
Tokyo, Japan)로 여과하여 HPLC 분석용으로 사용하

였다. 
딸기의 주요 생리활성 성분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하

여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를 이용하였다. HPLC는 Agilent 1100 series를 사용

하였고, column은 Luna-C18(250×4.6 mm I.D.; 5 μm 
particlesize, Phenomenex, Torrance, CA, USA), 이동

상은 0.025% formic acid in distilled water : 
Acetonitrile로 모두 HPLC grade(Fisher, Fair lawn 
NJ, USA)를 사용하였으며, 유속 0.5 mL/min, 검출기 

PDA 254 nm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Table 1). 
딸기의 주요성분에 대하여 회귀직선식, 검출한계 

및 정량한계를 확인하였다. 회귀직선식은 표준용액을 

조제한 후, 그 표준용액을 5단계 이상 희석하여 각 농

도 범위에서 y=ax+b의 형태로 시료함량(X)과 피크 면

적(Y)의 회귀직선식(calibration curve)을 작성하였다. 
회귀직선식은 상관계수 r2(correlation coefficient)로 

평가하였다. 검출한계(Limits of Detection, LOD)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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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 Temp.
( )

No. of 
Leaves

Leaf area 
( )

Leaf
length
(mm)

Leaf   
diameter

(mm)

Plant
height
(cm)

Root
height
(cm)

30 days after transplanting

Seolhyang 15.0
17.5
20.0
LSD(0.05)z)

19.50
18.50
21.00
NS

472.01
480.41
609.80
45.22

8.00
8.22
8.88
0.28

6.97
6.13
7.19
0.21

19.82
18.42
20.05
 1.31

27.00
27.50
30.00
NS

Maehyang 15.0
17.5
20.0
LSD(0.05)

18.00
17.67
20.00
 1.20

424.71
375.24
450.97
 43.12

7.67
7.22
7.52
NS

6.37
5.17
5.33
NS

17.20
17.45
18.87
 0.78

27.00
23.00
27.50
NS

60 days after transplanting

Seolhyang 15.0
17.5
20.0
LSD(0.05)

23.00
24.60
24.00
NS

640.82
791.57
897.12
 45.21

8.76
8.42
8.98
0.43

7.74
6.42
7.90
0.23

21.78
20.00
22.10
 1.11

27.90
30.50
36.40
 1.15

Maehyang 15.0
17.5
20.0
LSD(0.05)

19.80
20.00
20.00
NS

536.03
547.73
589.34
36.78

7.80
7.62
7.72
NS

5.92
5.38
5.86
NS

20.16
18.66
21.80
 1.14

21.10
24.30
28.50
NS

90 days after transplanting

Seolhyang 15.0
17.5
20.0
LSD(0.05)

23.00
26.67
24.83
NS

796.70
833.16
952.95
 56.23

 9.52
 8.70
10.37
 0.47

7.87
6.52
8.72
0.35

28.83
24.98
29.50
 1.35

29.50
34.50
39.50
2.32

Maehyang 15.0
17.5
20.0
LSD(0.05)

23.83
26.33
24.33
NS

583.23
767.46
782.96
 78.23

8.22
7.98
9.98
0.39

6.67
5.40
7.93
0.63

24.43
29.20
30.42
 1.15

24.60
24.70
38.80
2.24

z)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of each cultivar by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test at P = 0.05

Table 2. The effect of low temperature on leave number, leaf area, leaf length, leaf diameter, plant height and root height of 
strawberry plants

3.3xσ S의 식에 의해서 계산하였으며, σ는 반응의 

표준편차를, S는 검량선의 기울기를 말한다.
딸기 추출물의 생리활성 성분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사용된 표준물질은 cyanidin-3-glucoside 
(Biopurify phytochemicals Ltd. Chengdu. Sichuan 
China), cinchonine(Sigma-Aldrich, St. Louis, MO, 
USA), ellagic acid(Sigma-Aldrich, St. Louis, MO, 
USA), fisetin(Sigma-Aldrich, St. Louis, MO, USA), 
quercetin(Sigma-Aldrich, St. Louis, MO, USA), 
cinnamic acid(Sigma-Aldrich, St. Louis, MO, USA) 
등 6종 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이상 저온이 딸기의 생육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시설 딸기 재배에서 저온현상은 작물의 생육부진

과 이로 인한 기형과 및 병해 발생을 초래하여 생산량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온에서 

시설딸기의 안전재배를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저온

조건이 생육, 수량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Table 2 및 Fig. 2는 딸기의 생육적온으로 알려져 

있는 20 를 기준하여 2.5 낮은 17.5 와 5 낮은 

15 에서 재배하여 시기별 생육을 조사한 결과이다. 
딸기를 생육적온인 20 에서 재배하면 엽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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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ltivar Temp.
( )

Fresh weight(g/plant) Dry weight(g/plant)

Shoot Root Total Shoot Root Total

30 days after transplanting

Seolhyang

15.0
17.5
20.0
LSD(0.05)z)

18.00
17.62
22.02
 1.37

4.98
4.17
6.10
0.87

22.90
21.79
28.12
 2.23

2.91
2.90
3.61
0.31

0.69
0.48
0.74
0.31

3.60
3.38
4.35
0.35

Maehyang

15.0
17.5
20.0
LSD(0.05)

18.16
19.87
22.84
 1.23

6.12
5.98
6.14
NS

24.28
25.85
28.98
 2.43

3.13
3.51
3.82
0.31

1.08
0.89
1.11
NS

4.21
4.40
4.93
0.32

60 days after transplanting

Seolhyang

15.0
17.5
20.0
LSD(0.05)

24.17
27.87
27.43
1.44

 6.25
 8.78
11.79
 3.23

30.42
36.65
39.22
 2.44

4.02
4.71
5.70
0.80

0.93
0.96
1.50
0.30

4.95
5.67
7.20
0.72

Maehyang

15.0
17.5
20.0
LSD(0.05)

23.30
30.75
29.95
 1.35

7.36
6.65
7.48
0.89

30.66
37.40
37.43
 2.43

3.72
4.50
4.12
0.50

1.23
1.50
1.73
0.40

4.95
6.00
5.85
0.43

90 days after transplanting

Seolhyang

15.0
17.5
20.0
LSD(0.05)

31.44
35.53
34.98
 1.23

 6.75
 9.18
13.42
 3.42

38.19
44.71
48.40
3.52

6.02
6.48
6.57
0.29

0.97
1.20
1.95
0.24

6.99
7.68
8.52
0.32

Maehyang

15.0
17.5
20.0
LSD(0.05)

34.50
34.86
35.61
NS

8.34
7.15
6.67
NS

42.84
42.01
42.28
NS

4.28
6.28
5.78
NS

1.78
1.61
1.63
NS

6.06
7.89
7.41
NS

z)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of each cultivar by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test at P = 0.05

Table 3. The effect of low temperature on fresh weight and dry weight of strawberry plants

엽면적, 엽장, 엽직경, 및 초장 등 전반적인 생육이 저

온인 17.5 나 15 보다 좋았고, 이러한 경향은 90일
간의 전 생육기간 동안 유지되었다. 생육온도에 대한 

생육반응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설향’에서

는 15 에서 생육억제 현상이 심하였으나, ‘매향’은 

저온에 대한 생육억제 정도가 ‘설향’ 보다는 낮았다. 
따라서 ‘매향’이 ‘설향’보다 저온신장성이 강한 품종

이었다(Kim et al., 2008).
딸기의 생육적온인 20 에서는 전생육 시간동안 

생육이 가장 좋았고, 15 에서는 생육이 억제되는 정

도가 높았다(Table 2). 엽면적의 경우 20 에서 90일
간 재배된 ‘설향’의 엽면적은 952 cm2였으나 15 에

서는 796 cm2에 불과하였다. ‘매향’ 또한 20 에서는 

엽면적이 783 cm2였지만 15 에서는 583m2로 저온

조건에서는 엽면적이 감소되었다. 또한 엽장, 엽폭 및 

초장도 20 에서 가장 좋은 생육을 보였다. 
‘설향’ 및 ‘매향’ 품종 모두 생육온도에 따라 생체

중과 건물중에는 큰 차이를 보였다. 20 에서 재배된 

딸기는 전생육 기간 동안 저온인 15 비해 생체중과 

건물중이 높았다. 이와 같이 딸기는 20 에서는 건전

한 생육이 유지되었으나 15 에서는 두 품종 모두 생

육이 저하되었다(Table 3). 
최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상기후 등 불

량환경은 우리나라 주요 시설채소인 딸기에서도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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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 Temp.
( )

No. of fruits
/plant

Fruit 
weight

(g)

Fruit
length
(mm)

Fruit 
diameter

(mm)

Seolhyang 15.0
17.5
20.0

LSD(0.05)z)

12
27
60
11

3.71
5.45
5.73
1.12

20.06
22.11
23.48
NS

17.82
20.45
20.87
NS

Maehyang 15.0
17.5
20.0

LSD(0.05)

20
32
39
6.1

6.35
6.66
6.69
0.21

29.72
29.30
30.48
NS

23.09
23.80
24.13
NS

z)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of each cultivar by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test at P = 0.05

Table 4. The effect of low temperature on fruit number, fruit weight, fruit length and fruit diameter of strawberry

Fig. 1. Changes in growth as affected by cultivation temperature of strawberry plants at 30 days after transplanting.

피해가 예상된다. 딸기재배에서 이상저온이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에서 나타내었

다. 
‘설향’ 및 ‘매향’ 모두 20 보다 생육온도가 낮을수

록 딸기의 수량이 적었고, 과중도 낮았다. 20 에 재

배한 ‘설향’은 주당 60개의 딸기를 생산하였으나 17.
5 에서는 27개로 수량이 낮아졌고 15 에서는 12개
에 불과 하였다. ‘매향’은 저온에 의한 과일생산량 감

소율이 ‘설향’보다 뚜렷하지 않았으나 20 에서는 주

당 39개의 과일이 생산되었다. 반면 15 에서는 주당 

과일 생산량이 20개로 감소하였다. 또한 딸기의 과중

은 두 품종 모두 생육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2
0 재배는 저온인 15 나 17.5 에 비해 과중이 높았

다. 반면 과실의 길이와 직경은 생육온도에 의한 뚜렷

한 차이는 없었다. 딸기재배에서 15 의 저온은 20
에 비해 수량성이 감소하였다(Table 4 및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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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 Temp.
( )

Hunter
Firmness

(N)

Soluble   
solid 

content
(°Brix)

Titratable   
acidity

(Acetic acid 
%)

SSC/TA 
ratio

L a b

Seolhyang

15.0
17.5
20.0

LSD(0.05)z)

44.39
42.47
45.11
NS

46.05
47.21
48.23
NS

31.05
29.56
32.11
NS

2.624
2.900
2.774
NS

7.3
7.3
8.1
0.3

0.74
0.65
0.75
NS

9.87
11.23
10.80
 1.10

Maehyang

15.0
17.5
20.0

LSD(0.05)

44.06
40.22
40.69
NS

44.20
48.02
49.14
NS

30.26
30.50
34.84
NS

2.205
2.177
2.589
 118

8.0
9.3
9.5
0.3

0.73
0.60
0.74
NS

10.95
15.50
12.83
 2.20

z)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of each cultivar by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test at P = 0.05

Table 5. The effect of low temperature on chromaticity, firmness, sugar content, and acidity of strawberry

Fig. 2. Changes in the external appearance quality of fruit as affected by cultivation temperature of strawberry.

작물의 담과능력은 수량을 좌우하는 지표로써 식

물체가 강건할수록 담과 능력은 커진다. 작물은 생육

적온에서는 생육이 왕성하여 담과능력이 향상되지만 

불량조건에서는 전반적인 생육이 저하되어 담과능력

이 감소한다.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병행하는 딸기

에서 저온에 의한 생육저하는 담과 능력에 영향을 주

어 딸기의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Heo et 

al., 2013; Park et al., 2014). 
이상의 결과로 딸기는 비교적 저온에 강한 작물이

지만 극단적인 저온은 낙뢰, 낙화, 수정불량, 기형과 

발생 등에 의해 딸기의 생육 및 수량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생육온도는 딸기 생육뿐만 아니라 품질에도 차이

를 일으킨다. 20 에서 재배한 ‘설향’ 딸기 과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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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s RT
Wave 
length 
(nm)

Range
(μg/mL)

Regression
 equantion

Correlation 
coefficient

LOD
(μg/mL)

LOQ
(μg/mL)

Cyanidin-3-glucoside 18.219 254 5-100 y = 13.17x - 7.55 0.9999 1.857 6.128

Cinchonine 18.464 254 2.5-100 y = 3.46x - 2.55 0.9999 1.467 4.842

Ellagic acid 42.372 254 1-100 y = 52.16x - 3.92 0.9990 0.484 1.596

Fisetin 48.838 254 0.5-50 y = 48.56x - 21.71 0.9995 1.929 6.366

Quercetin 50.254 254 0.5-50 y = 73.44x - 25.34 1.0000 1.467 4.842

Cinnamic acid 51.217 254 0.5-50 y = 1.27x - 2.33 0.9997 1.438 4.746

Table 6. Compound identification, Retention Time (RT), regression equation, correlation coefficient (r2) and range of 
calibration (n = 6), Limit of Detection (LOD), and Limit of Quantification (LOQ)

Hunter L 값은 45.1였고 15 에서 재배한 딸기의 과

실은 44.4로 생육온도에 의해 과실의 밝기를 뜻하는 

Hunter L 값은 뚜렷한 차이가 없었고, 적색 및 황색을 

뜻하는 Hunter a, b 값도 생육온도에 의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딸기 과실의 경도는 품종에 따라 반응이 달

랐다. ‘설향’ 딸기 품종은 과실의 경도가 2.62 - 2.90N
의 보여 생육온도에 따라 과실의 경도에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반면 ‘매향’은 20 의 생육적온에서 재

배한 딸기에서 과실의 경도가 2.58N으로 가장 높았다. 
과실의 당도는 두 품종 모두 20 에서 재배한 딸기

에서 높았다. 20 에서 재배한 ‘설향’은 과실의 당도

가 8.1°Brix였으며, ‘매향’은 9.5°Brix였는데, 이는 

15 에 비해 ‘설향’은 0.8°Brix, ‘매향’은 1.5°Brix 높
았다. 

반면 과일의 산도는 생육온도에 관계없이 ‘설향’에
서는 0.65 - 0.75%였으며, ‘매향’은 0.60 - 0.74%로 생

육온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당산비는 전반적으로 생육적온 20 에서 재배한 

딸기 과일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딸기는 생육온

도에 따라 품질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생육적온인 2
0 에서는 균형적인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이 전개되

어 딸기의 생산성이 높았고 품질도 높았던 것으로 판

단된다. 
반면 산도는 생육온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당산

비는 전반적으로 생육적온에서 재배한 딸기에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딸기는 생육온도에 따라 생육 및 품

질에도 차이가 있었으며, 생육적온인 20 에서는 균

형적인 안정적인 생육과 생식생장이 전개되어 딸기 

생산성이 높았고 품질도 높았다. 반면 생육적온을 벗

어난 15 의 저온재배에서는 수량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담과 능력의 저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담
과 능력은 식물체당 착과된 과실수와 토양중의 비료

성분 및 식물체내의 영양 등에 의해 달라지는데 개화

수 및 착과수가 많으면 광합성작용에 의한 동화물질

의 생산과 축적 및 소비되는 양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상호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낙과 및 낙화

가 발생하게 된다(Park et al., 2014). 

3.2. 딸기 지표 성분의 분석 방법 확립

본 시험에 사용된 딸기의 생리활성 물질들은 각종 

문헌검토를 통하여 딸기에 함유되어 있는 6종의 물질

들을 선정하였다(Table 6). 6종의 표준물질들을 구매

하여 생리활성 물질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한 분석방

법을 Table 6과 같이 확립하였다. 각 생리활성 물질들

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분석범위는 0.5에서 100 
μg/mL이며 모두 254 nm에서 분석하였다. 각 표준물

질은 모두 r2>0.999로서 직선성(linearity)을 확인하였

다. 각 물질들마다 회귀직선식을 작성하였으며, 검출

한계(LOD)는 0.484-3.316이었으며, 정량한계(LOQ)
는 1.596-10.941이었다. 

3.3. 이상 저온이 딸기의 생리활성 성분에 미치는 영향  

시설딸기 재배시의 저온이 딸기 과실의 주요 생리

활성 성분의 함량(μg/g dry weight)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Cyanidin 
-3-glucoside는 인체의 면역증진, 세포기능 활성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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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s Temp.
( )

Content (μg/g dry weight)

Cyanidin-3-
glucoside Cinchonine Elllagic

acid Fisetin Quercetin Cinnamic
acid

Seolhyang
15.0
17.5
20.0

343.8±30.2
370.5±29.9
342.7±33.1

 645.8±79.3
 856.2±68.1
1136.1±62.2

147.7±1.7
178.4±1.5
317.8±3.7

38.5±16.8
70.4±10.6
76.8± 9.4

14.0±0.8
14.3±0.7
15.9±1.5

 853.1± 32.1
 753.8±101.1

   0.0±0.0

Maehyang
15.0
17.5
20.0

448.8±11.9
617.1±47.4
662.1±39.3

1064.0±40.2
 883.5±94.0
 875.9±33.4

267.2±24.1
182.5±24.0
181.4±18.5

42.8± 8.4
51.1±10.5
46.4±15.6

13.8±0.6
15.6±1.6
15.7±0.6

 893.1±20.4
2003.7±19.9
2001.8±89.8

Table 7. Contents (μg/g dry weight) of biological active compounds of strawberry fruits affected by culture temperature. 
Biological active compounds of strawberry fruits were extracted with 50% EtOH

간해독능 증진에 효과가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딸
기 과실의 cyanidin-3-glucoside 함량은 생육온도에 

따라 품종간 반응이 달랐다. ‘설향’ 품종에서는 생육

온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매향’에서는 저온인 

15 보다는 생육온도가 20 로 높아지면 cyanidin-3 
-glucoside 함량은 증가하였다.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놀 그룹에 속하

는 fisetin은 함암, 항산화, 항염증 효과 및 당뇨합병증 

예방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Maher et al., 2011). 
생육온도에 따라 딸기 과실의 fisetin 함량에 차이가 

있었으며, ‘설향’은 생육온도에 따라 함량에는 큰 차

이가 없었지만 ‘매향’에서는 저온인 15 보다 생육적

온인 20 로 생육온도가 높아지면 fisetin 함량이 증가

되었다. 
Cinchonine은 알카로이드 화합물로 다른 quinine 

관련 화합물에 비해 낮은 독성을 가지며, 항혈전 및 비

만 효과가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Jung et al., 2012). 
생육온도에 따라 딸기 과실의 cinchonine 함량에 차이

가 있었으며, ‘설향’에서는 저온에서는 함량이 낮았으

나 생육적온인 20 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함량이 증

가하였다. 반면 ‘매향’에서는 저온인 15 에서는 높은 

함량을 보였지만 생육적온에 근접할수록 함량이 감소

하였다. 
Quercetin은 flavonoids 화합물의 일종으로 항바이

러스, 항균효과, 발암물질의 활성 감소 등 광범위한 기

능성을 지닌다고 알려져 있다(Leighton et al., 1992). 
생육온도에 따라 딸기 과실의 quercetin 함량에 뚜렷

한 차이가 없으나, ‘설향’과 ‘매향’ 두 품종 모두 생육

적온인 20 에서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딸기의 대표적인 생리활성 물질로 알려져 있는 

ellagic acid이다. 생육온도에 따라 딸기 과실의 ellagic 
acid 함량은 차이가 있었으며, ‘설향’에서는 저온보다

는 생육적온인 20 로 생육온도가 높아질수록 함량이 

증가하였다. 반면 ‘매향’에서는 생육적온인 20 보다 

저온인 15 에서 높은 함량이 관측되었다. 
Cinnamic acid는 폴리페놀 성분으로 항산화 및 항

균 등과 약학적 특성을 갖는 화합물이다(Chen et al., 
2011). 딸기 과실의 cinnamic acid 함량은 생육온도에 

따라 품종간 다른 경향이 관측되었다. ‘설향’에서는 

저온재배인 15 에서는 높은 함량을 보였으나 20
로 생육온도가 높아지면 함량이 급속하게 감소하였

다. 반면 ‘매향’에서는 저온인 15 재배보다는 20
로 생육온도가 높아지면 함량은 증가하였다. 

딸기는 다양한 영양성분과 비타민 C 및 다양한 생

리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딸기의 생리활성 성

분은 재배방법(Wang and Millner, 2009; D’Evoli et 
al., 2010; Jin et al., 2011), 시비량(Anttonen et al., 
2006; Chelpinski et al., 2010), 재배과정중의 관수방

법과 멀칭 형태(Wang and Millner, 2009), 품종의 유

전적 특성(Olsson et al., 2004; Atkinson et al., 2006; 
Buendia et al., 2010), 수확 계절(Khanizadeh et al., 
2009), 과실의 성숙정도(Tulipani et al., 2011), 저장온

도(Voca et al., 2009; Choi et al., 2013) 및 유통기간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딸기의 생리활성 성분은 생육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대체적으로 불량 생육조건인 15 에서는 

생리활성 성분의 함량이 감소하였으나, 생육적온인 

20 로 근접할수록 생리활성 성분의 함량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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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이 관측되었다(Table 7). 
또한 딸기는 품종간에 ellagic acid와 ellagitannins

과 같은 페놀화합물의 함량에 차이가 있고(Atkinson 
et al., 2006; Buendia et al., 2010), 유전적 또는 환경

적인 요인이 딸기 생리활성 성분의 생산 또는 축적에 

영향을 미치며(Olsson et al., 2004), 품종에 따라서 생

리활성 성분 함량의 차이는 현저하다고(Tulipani et 
al., 2008)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ellagic acid
와 cinchonine의 경우 설향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함량

이 증가하였으나, 매향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전적인 특성과 생육시

의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성분함량이 

달라진다는 선행의 연구결과(Tulipani et al., 2008)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고찰하

여 본다면 딸기에서 생리활성 성분의 함량은 생육온

도 단일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딸기의 생육환

경, 과실의 수확시기 및 저장조건 등이 복합적으로 관

여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시설딸기의 안정적 재배를 위한 대응기

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정보를 얻고자 저온이 딸기

의 생육, 수량, 품질 및 생리활성 성분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딸기를 생육적온인 20 에서 재배하면 엽수와 엽

면적, 엽장, 초장 및 건물중 등 전반적인 생육이 저온

인 15 보다 좋았다. 15 의 저온에서 ‘매향’이 ‘설향’
보다 전반적인 생육이 좋아 저온신장성이 높은 품종

이었다. 
생육적온인 20 을 기준하여 5 저온인 15 에서

는 20 에 비해 주당 과일 생산량이 감소하였고, 과일

무게도 낮았다. 반면 과실의 길이와 직경은 뚜렷한 차

이는 없었다. 생육온도가 딸기의 색택인 Hunter L, a, 
b 값과 과실의 경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과실

의 당도는 20 에서 재배한 딸기에서 증가하였으며, 
15 에 비해 ‘설향’은 0.8 °Brix, ‘매향’은 1.5 °Brix 높
았다. 

생육온도에 따라 딸기의 생리활성 물질인 fisetin을 

분석한 결과 ‘설향’의 경우 생육온도에 따라 fisetin함
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매향’은 20 에서 함량이 

증가되었다. 
Cinchonine와 ellagic acid는 ‘설향’ 품종은 20 에

서, ‘매향’은 저온인 15 에서 함량이 높았다. Quercetin
은 생육온도에 따라 큰 변화가 없었으나, ‘설향’과 ‘매
향’ 품종 모두 20 에서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Cinnamic acid는 ‘설향’에서는 15 에서 함량이 높

았으나, ‘매향’에서는 생육온도가 20 로 높아지면 

cinnamic acid 함량이 증가하였다. 딸기의 생리활성 

성분은 생육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았으며, 품종에 따

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불량 생육조건인 15
보다는 생육적온인 20 에서 생리활성 성분의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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