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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딸기(Fragaria×ananassa Duch.)는 과채류의 저온

성 작물로 겨울철 시설재배에서 난방비 부담이 적으며 

가격이 안정되어 있어 농가의 고소득 작물 중 하나로 분

류되고 있다(RDA, 2015). 또한 비타민 C와 안토시아닌 

등 항산화 활성이 있는 유용한 페놀 화합물들을 다량 함

유하고 있다(Lee et al., 2017). 2017년 기준 딸기의 연

간 생산량은 198,000톤(KASMO, 2017)이며, 생산액은 

13,057억원으로 과채류 중에서 생산액으로는 1위를 차

지하고 있다(MAFRA, 2017). 이와 같이 딸기산업은 지

난 10년 전에 비하여 생산액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며, 
이는 우수한 국산 품종의 육성과 재배기술의 발전 및 작

형의 변화가 큰 몫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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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efoliation treatment on the growth and yield of strawberries. 

There was a remarkable growth in the above-ground part and root of untreated strawberry plants possibly due to higher amount 
of photosynthesis, while overall plant growth was suppressed as the level of defoliation treatment increased. In both the 
“Seolhyang” and “Maehyang” cultivars examined, defoliation treatment resulted in small fruits and a low number of fruits per 
plant. Notably, 50% defoliation significantly reduced the number of fruits per plant to 8.2, compared to 13.8 in untreated 
plants. Defoliation treatment also negatively influenced the fruit quality including color, sugar content, and solid-acid rate. 
However, no significant changes in fruit firmness was observed in either cultivar. Therefore, retaining enough leaves without 
defoliation treatment can be important to increasing fruit yield, producing high quality fruits and saving labor required for 
defol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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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도 이상기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일조시간은 1970년대 2,429시간에서 2000년대에는 

2,172시간으로 256시간이 감소하였다(Lee and Sim, 
2011). 겨울철 시설 딸기재배에서 일조 부족은 지상부를 

웃자라게 하고 착과가 불량해진다. 이와 아울러 과일의 

생장지연 및 기형과 발생율이 증가하여 상품성을 저하시

키는 요인이 되어왔다(RDA, 2011).
딸기의 잎은 관부에서 로제트 상으로 발생하고 복엽

으로 잎자루 끝에 3장의 소엽이 붙어 있다. 겨울철 저온

기에는 잎이 왜화되고 신엽의 발생속도가 늦으나 봄철에 

온도가 상승하면 신엽의 발생속도가 빠르고 과도한 엽수 

증가로 인해 과번무 되기 쉽다(Lee et al., 2019). 식물에

서 잎은 광합성을 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적정한 잎의 확

보는 작물의 생육과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Marcelis et 
al., 2004). 반면 수광량이 적으면 과채류에서 경엽은 증

가되나 건물중이 감소하고 착과지연, 과실비대 저하, 당
도저하 및 식미저하의 결과를 초래한다(Lester and 
Bruton, 1986).

딸기는 잎이 전개 된 후 45일 이상 경과하여도 높은 

광합성 능력을 나타내어 동화산물의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Keutgen et al., 1997). 적엽처리는 지상부

가 과번무 하거나 수광량이 부족할 때 수광량을 확보하

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과실주변의 밀착엽과 노화된 잎

을 제거해 주는 처리이다(Nam et al., 2016). 그러나 포

도의 과도한 적엽처리는 광합성 면적의 감소와 함께 동

화량 감소가 수반되므로 화아발육과 착과불량, 저장양분

의 감소 및 착색과 당도저하 등 과실 품질을 악화시킨다

고 하였다(Lee and Kang, 1992). 
적엽처리가 저장양분의 축적과 과실비대에 미치는 영

향은 감(Park et al., 2002), 감귤(Shimizu et al., 1975), 
복숭아(Kang and Ko, 1976), 피칸(Worley, 1979a, b). 
포도(Park, 1970), 블루베리(Lyrene, 1992), 멜론(Ham 
et al., 2008), 수박(Park, 2017), 키위(Srisook et al., 
2016) 등 다양한 작물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딸기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적엽처리 방법이 시설 딸기의 생육, 수량 및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

한 효과적인 적엽관리 기준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및 재배조건

2.1.1. 공시품종 및 실험장소

본 시험에 사용된 딸기(Fragaria ananassa Duch.) 
품종은 ‘설향’과 ‘매향’이었다. 시험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부산대학교 온실(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산 50번지)의 고설벤치 베드에서 실험을 수행하

였다. 주간온도 20℃로 온도환경을 설정하여 재배하였

다.

2.1.2. 재배조건 및 적엽처리

딸기는 육묘하여 본엽이 4장 전개된 유묘를 상토

(Chambujs, Farmhannong, Korea)가 충진된 포트(길이 

60 cm × 길이 25 cm × 높이 30 cm)에 정식하였다. 시험

구는 난괴법 3반복이었으며, 처리구당 6개의 포트를 배

치하고 포트 당 3주의 식물체를 정식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딸기묘는 평균 크라운 직경이 8.5 mm 되는 것을 사용

하였다. 
무적엽(엽수 8장)을 대조구로 하였고, 전개된 잎의 

30% 적엽(엽수 6장)과 50% 적엽(엽수 4장)을 실시하였

다. 적엽 처리구는 하위엽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

였으며 정식 후 7일 간격으로 적엽하여 전 실험기간 동안 

처리 엽수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였다. 무적엽 처리구는 

황화된 잎만 제거해 주었다. 각 처리구에서 발생하는 액

아와 런너는 수시로 제거하였으며, 적화 및 적과는 하지 

않았다. 
재배기간 중 양액은 400배로 희석한 물푸레 1호 과채

류용(Dae-yu, Korea)를 사용하였고, 자동 타이머를 이

용하여 하루에 각 2분씩 5회 걸쳐 점적튜브를 통해 총 

400 ml의 양액을 공급하였다. 공급되는 양액의 pH는 

6.7 이었으며, EC는 1.5 dS.m-1 였다. 그외의 재배관리

는 농촌진흥청 표준 딸기재배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2.2. 조사방법

2.2.1. 생육조사

생육조사는 포트에 딸기를 정식 한 후 30, 60 및 90일
째에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반복 당 3주의 식물체를 대

상으로 엽수, 엽면적, 엽장, 엽폭, 초장, 근장, 생체중 및 

건물중을 조사하였다. 엽면적 측정은 엽면적 측정기

(LI-3100, LI Cor., USA)를 이용하였고, 엽수는 잎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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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가 1 cm 이상인 것을 조사하였다. 생체중은 생체 무

게를, 건물중은 105℃에서 3시간 건조 후 측정하였다. 근
장은 뿌리를 물로 완전히 씻어 흙을 제거한 후 뿌리의 가

장 긴 부분을 측정하였다. 

2.2.2. 생산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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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딸기 수확은 과실크기가 2 g 이상이고, 숙도가 균일

한 것을 대상으로 하였다. 수확한 딸기는 수량, 과중, 과
장, 과경을 조사하였다. 과중은 실험용 전자저울

(AX2202KR/E, OHAUS Cor., USA)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과장, 과경은 vernier calipers(CD-15CP, 
Mitutoyo Cor., JAPAN)을 사용하여 딸기의 과장과 과

폭을 측정하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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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

값으로 나타내었다. L value는 0(black), +100(white), a 
value는 +a(redness), -a(greenness), b value는 

+b(yellowness), -b(blueness)으로 수치화 하였다. 경도

는 물성분석기(TA-XT2, Stable micro systems, U.K.)
에 5 mm probe를 장착하여 과실의 동일한 부위에 7 mm 
깊이로 측정하였다. 당도(PR-201a, Atago, Japan)는 경

도를 측정한 과실의 앞쪽을 5 mm 가량을 잘라낸 후 착

즙하여 측정하였다. 산도는 Titratable acidity 법으로 그

리고 당산비를 조사하였다. 딸기의 품질에 관련된 분석 

실험은 시료당 10개의 딸기를 3반복씩 측정 후 그 평균

값을 나타내었다. 

2.3. 통계분석

실험 결과의 통계분석은 최소유의차(Least Significant 
Difference)검정을 하였고, 이를 위해 SAS 프로그램

(Statistical Analysis System, Inc., Version 9.4, NC. 
USA)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하위엽 적엽처리가 딸기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적절한 적엽처리는 수광조건을 개선시켜 과실의 당 

축적을 향상시킨다(Nam et al., 2016). 딸기 수확기의 엽

수 관리는 현장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수량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만 개별 농가마다 적엽 방법이 달라 

고품질의 딸기 생산을 위한 적엽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 
시설 딸기재배에서 적엽처리 수준이 딸기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Table 1-3 및 Fig. 1). 이를 

위해 무적엽(엽수 8매)를 기준하여 30% 적엽(엽수 6매) 
및 50% 적엽(엽수 4매)으로 적엽처리를 수준을 달리하

여 딸기의 시기별 생육을 조사하였다. 

Fig. 1. The effect of different levels of defoliation on 
growth of strawberry at 90 days after transplanting.

무적엽으로 재배하였을 때 지상부 생육인 엽수와 엽

면적, 엽장, 경직경 등이 수분별로 적엽한 처리보다 좋았

고, 이러한 경향은 90일간의 전 생육기간 동안 유지되었

다. 
적엽과 딸기의 지상부 생육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

냈는데, 적엽을 많이 할수록 딸기의 생육은 억제되었다. 
‘설향’, ‘매향’ 두 품종 모두 무적엽 처리에서 지상부 및 

지하부 생육이 좋았다. 정식 후 30% 적엽한 처리구는 생

육 90일째까지 6매의 엽수를 유지하였고, 50% 적엽한 

처리구는 4매, 반면 무적엽 처리구는 8매의 엽수를 유지

하였다. 적엽처리하면 식물체당 엽면적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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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엽하지 않고 30일간 생육시킨 ‘설향’의 엽면적은 

355.7 cm2 였으나 50% 적엽처리하면 엽면적이 284.8 
cm2로 낮아졌다. ‘매향’도 같은 경향으로 적엽처리 수준

이 높아질수록 엽면적은 감소하였다.  
또한 엽장과 엽폭도 무적엽 처리에서 가장 높았으며. 

적엽처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엽장과 엽폭은 작아지는 경

향이었다(Table 1). 반면 적엽처리는 식물체의 초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지하부의 생육은 억제 되었

다. 생육 30일째의 무적엽한 ‘설향’의 근장은 21.7 cm 
였고, 30% 적엽 처리구는 20.5 cm, 50% 적엽 처리구는 

12.7 cm 나타나 딸기에서 적엽처리는 뿌리생장을 억제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생육이 진전된 60일 및 90일째에 

지속되었고, ‘매향’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적엽처리에 의해 경직경과 관부직경은 생육 초기인 

30일째까지는 억제 되었으나 그 이후 생육이 진전될수록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 2). 딸기에서 적엽처리에 

의해 생육 초기에 관부직경이 얇아진 것은 잎을 제거하

는 과정 중에 관부의 외경이 함께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

단되었다(Kim et al., 2016). 
‘설향’ 및 ‘매향’ 두 품종 모두 적엽처리 수준에 따라 

생체중과 건물중에 차이를 보였다. 무적엽으로 재배된 

딸기는 생육단계에 관계없이 적엽처리에 비해 지상부의 

생체중과 건물중이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생육 30일
째에 가장 현저하였다. 이와 같이 딸기를 재배하는 과정

중 적엽처리는 식물체 수광을 개선하는 유익한 측면도 

있으나 과도한 적엽처리는 엽면적을 감소시켜 생육저하

를 초래하였다(Kim et al., 2016). 특히 적엽정도가 높은 

50% 적엽처리에서는 무적엽 처리에 비해 식물체의 생체

중과 건물중이 낮았다(Table 3). 그 원인은 적엽처리로 

광합성의 주요 기관인 잎이 제거되어 광합성 효율이 낮

아지고 이에 따라 식물체내에 동화산물 축적량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된다(Keutgen et al., 1997; Lyu et 

Cultivars Defoliation 
treatment(%)z No. of Leaves Leaf area 

(cm2)
Leaf length

(mm)
Leaf width 

(mm)

30 days after transplanting

Seolhyang
30
50

Non defoliation

 6.1by

4.3c
7.3a

284.8b
263.4c
355.7a

10.8a
11.1a
11.4a

  9.1ab
 9.4b
10.1a

Maehyang
30
50

Non defoliation

6.2b
4.4c
8.4a

149.7b
111.7c
488.3a

10.8a
11.0a
11.9a

 8.1a
 8.0a
 8.7a

60 days after transplanting

Seolhyang
30
50

Non defoliation

6.1b
4.1c
7.2a

416.8a
291.7b
415.8a

10.0a
10.1a
10.5a

8.6a
8.1a
8.6a

Maehyang
30
50

Non defoliation

6.0b
4.6c
8.3a

275.0b
233.6c
328.5a

9.9a
9.0a
8.7a

7.1a
6.9a
6.8a

90 days after transplanting

Seolhyang
30
50

Non defoliation

6.2b
4.7c
8.4a

554.4b
504.2c
617.2a

10.6a
10.9a
11.5a

9.1a
8.8a
9.4a

Maehyang
30
50

Non defoliation

6.1b
4.6c
8.3a

552.3b
520.5c
578.2a

11.3a
11.1a
11.8a

7.4a
7.2a
7.8a

z Plants were different levels of defoliation applied from transplanting to 90 days growing periods. Defoliation 
applied non defoliation(leaf 8 remained), 30%(leaf 6 remained), and 50%(leaf 4 remained). Plant growth was 
measured at 30 days intervals during growing periods. All values are means of 9 plants.

y Means in columns within each cultivar are separated by LSD at P = 0.05.

Table 1. The effect of defoliation on number of leaves, leaf area, leaf length and leaf width of strawberry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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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014). 
딸기 잎의 광합성 특성은 잎이 전개된 후 3주 미만의 

잎보다는 생육이 진전된 7-9주 이상 경과된 잎에서 광합

성 효율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Keutgen et al., 1997). 이
에 따라 딸기의 효율적인 초세관리 및 생육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과도하게 적엽하지 않고 노화잎이나 병든 잎만 

제거하는 낮은 수준의 적엽관리가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하위엽 적엽처리가 딸기의 과실수량에 미치는 영향 

적엽처리는 적정 엽과비(leaf-fruit ratio)를 조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적엽 수준에 따

라 과실비대, 당도 및 식미 등 딸기 품질에 영향을 끼친

다. 시설 딸기재배에서 적엽처리가 딸기의 과실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 및 5에 나타내었

다. 

‘설향’ 및 ‘매향’ 모두 적엽처리하면 과중이 적은 소과

가 생산되어 딸기의 상품성도 낮아졌다. 원예작물에서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정 엽수가 필요하

며, 작물에 따라 요구되는 적정 엽수는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Heuvenlink, 1997). 
적엽을 하지 않고 재배한 ‘설향’은 주당 과실수가 

13.8개로 가장 높았고, 적엽처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과

실수량은 감소하였다. 특히 50% 적엽처리구는 주당 과

실수가 8.2개에 불과 하였다. 반면 ‘매향’은 적엽처리 수

준에 관계없이 주당 과실수가 4.0-4.6개로 적엽처리에 

의해 주당 과실수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품종간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설향’이 적엽처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딸기에서 

적엽처리는 꽃분발육과 분화에 관련되며(Albergts et 
al., 1992; Casierra-Posada et al., 2012; Lee et al., 

Cultivars Defoliation 
treatment(%)z

Plant height
(cm)

Stem diameter
(mm)

Crown diameter
(mm)

Root length
(cm)

30 days after transplanting

Seolhyang
30
50

Non defoliation

 31.5ay

31.8a
31.8a

3.1b
3.4b
3.6a

10.1a
 8.6b
10.2a

20.5a
12.7b
21.7a

Maehyang
30
50

Non defoliation

32.3a
33.1a
35.3a

3.7a
3.2a
3.7a

11.8b
10.6b
15.3a

12.4b
14.7b
16.2a

60 days after transplanting

Seolhyang
30
50

Non defoliation

31.9a
30.7a
33.3a

3.2a
3.5a
3.5a

13.2a
11.2b
13.1a

16.3b
11.8b
26.3a

Maehyang
30
50

Non defoliation

33.0a
33.5a
35.6a

3.4a
3.5a
3.5a

12.2a
13.2a
13.3a

17.5b
17.1b
22.9a

90 days after transplanting

Seolhyang
30
50

Non defoliation

32.6a
32.2a
34.0a

3.6a
3.5a
3.6a

14.3a
13.4a
14.0a

22.5a
16.8b
20.8a

Maehyang
30
50

Non defoliation

33.8a
31.6a
34.1a

3.6a
3.5a
3.6a

13.5a
13.0a
13.8a

21.2a
17.7b
24.7a

z Plants were different levels of defoliation applied from transplanting to 90 days growing periods. Defoliation applied 
non defoliation(leaf 8 remained), 30%(leaf 6 remained), and 50%(leaf 4 remained) defoliation. Plant growth was 
measured at 30 days intervals during growing periods. All values are means of 9 plants.

y Means in columns within each cultivar are separated by LSD at P = 0.05.

Table 2. The effect of defoliation on plant height, stem diameter, crown diameter and root length of strawberry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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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설향’에서 적엽처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과실이 

작아지고 주당 과실수가 감소한 것은 과실생장에 필요한 

충분한 잎의 확보하지 못하여 동화산물의 축적량이 부족

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16).   
과실의 길이와 직경도 적엽처리 수준에 따라 달랐으

며 무적엽 처리구가 30% 및 50% 적엽처리구에 비해 과

실이 컸다. ‘설향’에서 무적엽으로 재배된 과실의 과장과 

과경은 각각 22.9 mm 및 21.6 mm 였다. 이는 50% 적
엽처리구에 19.1 mm 및 18.8 mm 비해 과장은 3.8 mm 
과폭은 2.8 mm 높았다. ‘매향’ 에서는 무적엽 처리와 

30% 적엽처리는 50% 적엽 처리에 비해 과실수와 과장 

및 과폭이 높았다. 반면 무처리와 30% 적엽 처리간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따라서 ‘매향’에서는 하위엽 

30% 적엽 처리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의 무게는 동화산물의 축적에 의해 결정되는데, 

적엽처리구는 주당 동화산물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Marceils et al., 2004) 과실로의 동화산물 분배량이 적

어 과실의 크기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적엽

처리는 딸기의 크기와 과실수량을 감소하는 원인이었다

(Table 4). 
적엽처리가 딸기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Table 5). 딸기재배에서 적엽처리는 과실 품질에 영향

을 주었다. ‘설향’과 ‘매향’에서 적엽처리된 딸기는 색도, 
당도 및 당산비 값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적엽정

도가 많은 50% 적엽 처리구에서 더욱 두렷하였다.  
과실의 색도는 적엽처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명도

를 나타내는 L은 직선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과실성숙

과 관련이 있는 붉은색을 나타내는 a값 및 황색을 나타내

는 L값도 적엽처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였다.  
반면 과실의 경도는 두 품종 모두 적엽처리에 의해 큰 

 Cultivars Defoliation 
treatmen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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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ot Root Total Shoot Root Total

30 days after transplanting

Seolhyang
30
50

Non defoliation

  7.8by

 5.1b
29.0a

 7.5b
 7.5b
14.3a

15.3b
12.6b
43.3a

1.3b
1.7b
4.9a

0.8b
0.5b
1.4a

2.1b
2.2b
5.3a

Maehyang
30
50

Non defoliation

 9.3b
 4.1c
14.4a

 4.1b
 3.0b
11.2a

13.4b
 7.1c
25.6a

1.0b
0.6b
2.5a

0.9a
0.5b
1.1a

1.9b
1.1b
3.6a

60 days after transplanting

Seolhyang
30
50

Non defoliation

12.5b
11.6b
17.7a

11.3a
 6.5b
14.8a

23.8b
18.1c
32.5a

2.3a
1.9b
2.5a

1.3a
0.7b
1.4a

3.6a
2.6b
3.9a

Maehyang
30
50

Non defoliation

 9.1b
 5.6c
12.9a

 9.6a
 6.4b
10.7a

18.7a
12.0b
23.6a

1.6a
1.0b
2.1a

1.4a
0.7b
1.6a2

3.0a
1.7b
3.7a

90 days after transplanting

Seolhyang
30
50

Non defoliation

26.2a
20.3b
27.7a

16.2b
15.1b
19.0a

42.4a
35.4b
46.7a

4.4a
4.0a
4.5a

0.9a
1.1a
0.8a

5.3a
5.1a
5.3a

Maehyang
30
50

Non defoliation

23.5a
22.0a
23.5a

15.1b
15.5b
18.1a

38.6b
37.5b
41.6a

3.9b
3.3b
5.4a

0.7a
0.8a
0.9a

4.6b
4.1b
6.3a

z Plants were different levels of defoliation applied from transplanting to 90 days growing periods. Defoliation applied 
non defoliation(leaf 8 remained), 30%(leaf 6 remained), and 50%(leaf 4 remained). Plant growth was measured at 30 
days intervals during growing periods. All values are means of 9 plants.  

y Means in columns within each cultivar are separated by LSD at P = 0.05.

Table 3. The effect of defoliation on fresh weight and dry weight of strawberry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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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없었다. 다만 품종간 차이는 있었으며, ‘매향’은 

‘설향’보다 경도가 0.5N 정도 높았다. 이는 ‘매향’이 저

장성이 강하여 수출용으로 적합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설향’에서 적엽처리를 하지 않은 재배한 과실의 당도

는 7.8 °Brix 였다. 반면 50% 적엽처리한 과실의 당도는 

5.7 °Brix로 무적엽 처리한 과실에 비해 당도가 2.1 
°Brix 낮아졌으며, ‘매향’ 또한 ‘설향’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Ollat and Gaudillere(1998)는 딸기에서 적엽처

리는 과실의 당도와 malic acid 함량을 감소시킨다고 하

였고, 멜론에서도 적엽처리는 과실내의 Sucrose 함량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Hubbard et al., 1990). 이와 같이 

본 연구와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보면 딸기를 재배하는 

동안 적엽처리는 과실의 당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

된다.
당산비는 당도와 산도의 비율을 나타내며 과실의 맛

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설향’에서 과실의 당산비는 무적

엽 처리구에서 14.1로 가장 높았다. ‘매향’에서도 과실의 

당산비는 무적엽 처리구에서 15.8로 가장 높았고, 50% 
적엽처리구에서 12.9로 가장 낮았다. 

딸기의 잎이 전개된 후 45일 이상 경과하여도 높은 광

합성을 능력을 나타내고 동화산물의 공급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Keutgen et al., 1997; Lyu et al., 2014). 
또한 딸기는 엽수가 증가하면 화방의 분화가 촉진되고 

화수가 많아져 과실수량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Cultivars Defoliation 
treatment(%)z

Hunter value Firmness
(N)

Soluble solid 
content
(°Brix)

Titratable 
acidity

(Acetic acid %)

SSC/TA 
ratioy

L a b

Seolhyang
30
50

Non defoliation

49.6ax

49.5a
48.9b

40.4b
40.2b
41.3a

34.8a
33.2b
35.3a

2.0a
2.0a
2.2a

7.2a
5.7b
7.8a

0.6a
0.5b
0.6a

12.9b
12.1b
14.1a

Maehyang
30
50

Non defoliation

47.6a
45.8b
47.7a

42.2a
36.6b
41.6a

29.9b
27.0c
31.3a

2.4a
2.3a
2.5a

9.2a
7.7b
9.5a

0.6a
0.6a
0.6a

16.1a
12.9b
15.8a

z
Plants were different levels of defoliation applied from transplanting to 90 days growing periods. Defoliation applied 
non defoliation(leaf 8 remained), 30%(leaf 6 remained), and 50%(leaf 4 remained). All values are means of 18 
plants and fruit characteristic meature from 1 flower clusters to 5 flower clusters.

y SSC/TA ratio; Soluble solids concentration/Titratable acidity ratio.
x Means in columns within each cultivar are separated by LSD at P = 0.05.

Table 5. The effect of defoliation on chromaticity, firmness, sugar content, acidity of fruit in strawberry(1 flower clusters ~ 5 
flower clusters)

Cultivars Defoliation 
treatment(%)z

No. of fruits
/plant

Fruit weight
(g)

Fruit length
(mm)

Fruit diameter
(mm)

Seolhyang
30
50

Non defoliation

  9.3by

 8.2b
13.8a

5.0a
3.6b
5.2a

22.4a
19.1b
22.9a

21.4a
18.8b
21.6a

Maehyang
30
50

Non defoliation

 4.6a
 4.0a
 4.0a

4.4a
2.4b
4.3a

24.4a
17.9b
29.0a

20.2a
17.0b
19.8a

z Plants were different levels of defoliation applied from transplanting to 90 days growing periods. Defoliation applied 
non defoliation(leaf 8 remained), 30%(leaf 6 remained), and 50%(leaf 4 remained). All values are means of 18 
plants and fruit characteristic meature from 1 flower clusters to 5 flower clusters.

y Means in columns within each cultivar are separated by LSD at P = 0.05.

Table 4. The effect of defoliation on number of fruits, fruits weight, fruit length and fruit diameter of straw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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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ergts et al., 1992; Casierra-Posada et al., 2012). 
시설 딸기 재배에서 권고되고 있는 적엽관리는 정식후에

는 4매 그리고 첫 수확기에는 7-8매 정도의 엽수를 확보

하는 좋다고 알려져 있다(Lee et al., 2019).  
본 연구에서도 적엽처리에 비해 무적엽 처리구에서 

딸기의 생육과 과실품질이 우수하였다. 이는 식물체의 

생육과 과실성숙에 필요한 충분한 엽수를 확보함으로 잎

을 통한 광합성 및 동화산물 전류가 균형적으로 이루어

져 결과라고 판단된다. 시설 딸기 재배의 영농현장에서

는 정식 후 30일 이후에 적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실험에서는 정식 후 7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적엽을 

실시한 결과 광합성에 필요한 충분한 엽수와 엽면적을 

확보하지 않아 생육과 과실생산량이 저하된 것으로 해석

된다. 따라서 딸기에서는 적엽처리를 하지 않고 8매 정도

의 엽수를 확보하여 충분한 엽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과

실수량 증진과 품질 향상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적엽처리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딸기의 재배 기간동안 하위 적엽처리가 ‘설
향’과 ‘매향’의 식물체의 생육, 과실수량 및 품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고, 효과적인 적엽관리 방법을 구명

하고자 하였다. 재배기간 동안 적엽을 하지 않은 무처리

에서 딸기의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장이 우수하였다. 이
러한 경향은 ‘설향’, ‘매향’ 두 품종 모두 동일하였으며 

적엽처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생육이 억제되는 정도가 컸

다.
‘설향’ 및 ‘매향’ 모두 적엽처리하면 과중이 적은 소과

가 생산되어 딸기의 상품성도 낮아졌다. 적엽을 하지 않

고 재배한 ‘설향’은 주당 과실수는 13.8개로 가장 높았

고, 적엽처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과실수량은 감소하였다. 
특히 50% 적엽 처리구에는 주당 과실수는 8.2개에 불과

하였다. ‘매향’ 에서는 무적엽 처리와 30% 적엽처리는 

50% 적엽 처리에 비해 과실수와 과장 및 과폭이 높았다. 
반면 무처리와 30% 적엽 처리간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딸기를 재배하는 기간 동안 적엽처리는 딸기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설향’과 ‘매향’에서 50% 적엽

처리된 딸기는 색도, 당도 및 당산비 값이 감소하였다. 
‘설향’에서 적엽처리를 하지 않고 재배한 과실의 당도는 

7.8 °Brix 였다. 반면 50% 적엽처리한 과실의 당도는 

5.7 °Brix로 무적엽 처리한 과실에 비해 당도가 2.1 
°Brix 낮아졌으며, ‘매향’ 또한 ‘설향’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과실의 경도는 두 품종 모두 적엽처리에 의

해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딸기에서는 적엽처리는 딸

기 생육 및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적엽처리

를 하지 않고 8매 정도의 엽수를 확보하여 충분한 엽면적

을 확보하는 것이 과실수량 증진과 품질 향상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엽처리에 소요되는 노동력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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