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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Korean raspberry (Rubus crataegifolius) cultivation has increased with the recent trend of conveni-

ence foods, the growers suffer from renovating the orchards due to the outbreak of Agrobacterium tumefaciens 

which severely occurs in the raspberries every 3 to 4 year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inhibi-

tory effect of container cultivation on the occurring of A. tumefaciens in the Korean raspberry and to suggest EC 

range and volume of the nutrient solution suitable to the raspberry. Two-year-old raspberries were supplied 

with a nutrient solution (NO3-N 4.6, NH4-N 3.4, PO4-P 3.3, K 3, Ca 4.6, Mg 2.2 me L-1) from bud burst to 

harvest in 50-L containers (non-woven fabric) containing peatmoss (44 L) and perlite (6 L) within non-heating 

plastic houses in Gimhae and Jinju, Gyeongnam-province. When Agrobacterium sp. was inoculated to the 

plants in Gimhae, the container cultivation exhibited significantly lower tumor occurrence of 3.3%, in contrast 

to 54.5% of the conventional soil cultivation. On the other hands, the plants in Jinju were examined with 4 

levels of EC (0.8, 1.0, 1.2, and 1.5 dS m-1) combined with 4 volumes of nutrient solution (4, 6, 8, and 12 L 

plant-1 per week). Shoot growth tended to increase with raising EC, but numbers of shoots and suckers rather 

decreased at EC 1.5. The EC 1.0 with volume of 12 L resulted in the greatest bush growth including number of 

shoots and the pruned weight. The highest berry weight and yield were found in EC range of 1.0 to 1.2 at the 

rate of 12 L. The results indicated that container cultivation supplied with the nutrient solution could decrease 

occurrence of A. tumefaciens and the appropriate supply of the nutrient solution increases growth of the Korean 

rasp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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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h growth as affected by different ECs and volumes of nutrient solution supplied to container-grown Korean rasp-

berry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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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4 8.6 2.2 29.0 3.5 6.2 5.3 225

6 9.0 2.4 26.8 3.9 6.0 1.3 475

8 9.0 2.6 32.7 4.1 8.0 1.7 500

12 8.4 2.8 56.3 3.8 9.0 2.7 650

1.0

4 9.5 2.6 36.9 4.1 5.5 3.3 250

6 10.0 2.4 31.7 4.1 5.2 2.0 525

8 10.6 2.6 36.1 4.2 7.7 5.3 550

12 9.9 2.9 70.9 4.3 12.7 6.3 725

1.2

4 10.5 2.6 41.9 4.3 11.2 1.0 400

6 10.8 2.6 38.7 4.3 13.0 1.7 600

8 11.3 2.7 27.8 4.4 12.5 3.3 625

12 10.2 2.9 58.1 5.1 14.0 5.0 825

1.5

4 11.6 2.8 35.8 4.3 8.5 3.7 525

6 11.4 2.8 24.0 4.4 14.2 3.7 500

8 12.2 3.1 35.5 4.8 8.7 4.3 575

12 11.7 3.2 56.2 5.1 8.7 1.0 675

Significance

EC (A) ns * ns ** * ns **

Volume (B) *** ** *** *** ** ns ***

A × B ns ns ns ns ns ns ns

ns, *,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0.01, and 0.001, respectively.

Introduction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과실 소비의 다양화, 고급화와 더불어 최근 소비자들의 간편식 소비 트렌드로 산딸기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산딸기 과실에는 다양한 종류의 phytochemical 물질을 함유하여 항산화능, 항염증, 항균, 항암효과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Zhang et al., 2010; Bobinaite et al., 2012). 산딸기가 속하는 Rubus 속 

나무딸기들은 대부분 북반구의 온대와 한대 지방에 분포하며 전 세계적으로 약 400여종이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33종이 분포한다 (Lee, 2014). 우리나라에서 주로 재배되는 산딸기는 Rubus crataegifolius Bunge에 해당하며 (Lee, 

2003), 야산이나 산악지대에서 자생하는 것을 1960년대 초부터 경남 진주지방을 중심으로 상업적인 재배가 이루어

졌다 (Kang et al., 2014). 이후 경남은 전국에서 재배면적이 가장 많이 증가하여 2019년 기준 227 ha로 전국 재배면적

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KFS, 2018). 산딸기는 비를 맞으면 품질이 낮아지기 쉽고, 조기에 출하할수록 소득이 높기 

때문에 대략 경남 재배면적의 60% 이상이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산딸기는 노지에서 4년 이상 계속 재배할 경우 뿌리혹 (crown gall) 발생이 심해지므로 대부분 농가는 재식 

후 3 - 4년째에 나무를 모두 제거하고 개식해야 하는 애로를 겪고 있다. 산딸기의 뿌리혹병은 서서히 발병이 진행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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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지면 신초, 잎, 과실 생장이 나빠지면서 수량이 감소하고 나무는 결국 고사한다. 뿌리혹병은 토양 중에 있는 세균

의 일종으로 뿌리나 접목부에 혹 또는 암종을 형성하여 뿌리활력 및 수세를 약화시키는 토양전염병해로 과습 및 과비 

조건에서 발병하기 쉽다 (Yoshigawa, 1983; Kim et al., 1996). 현재 경남의 산딸기 시설재배는 대개 배수가 불량한 논

토양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농가에서는 수세 회복을 위해 해마다 많은 양의 비료 및 퇴비를 살포하고 있어 발병

을 조장하는 조건이 되고 있다.

뿌리혹병 대응방안으로 용기재배 활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용기재배가 토양을 통한 병원균의 전염을 

차단하는데 유리하고 (Olympios et al., 1992), 배수와 통기가 양호하여 뿌리의 활력을 높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Sandanam and Fonseka, 1974; Oyejola, 1977; Wagenvoort et al., 1985). 또한 용기재배에 자동양수분공급장치를 

이용하면 수분과 양분의 적절한 조절이 쉬워 나무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함으로써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일 수 있

을 것이다. 용기재배에서는 적정량의 양분공급이 매우 중요하므로 블루베리, 라즈베리, 포도의 경우 효율적인 양액재

배 기술들이 보고되어 왔다 (Himelrick and Dozier, 1994; Kim et al., 1999; Jun et al., 2006; Cheon et al., 2019, 

2021a). 수분과 함께 공급되는 양액의 공급량과 공급횟수는 양액의 농도와 함께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토의 특성, 환경요인, 작물 생육 등에 맞추어 조절되어야 한다 (Bohme, 1995; Lee et al., 1998; Cheon et al., 2021b). 

그러나 산딸기에 있어 용기 양액재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는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산딸기 시설재배에서 뿌리혹병 발생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용기 양액재배의 효과를 구명하고 적절한 양액 공급

방법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뿌리혹병 접종 용기 양액재배의 뿌리혹병 발생 경감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김해 소재 무가온 비닐하우스에서 

2년생 ‘왕딸기’ 산딸기 품종을 용기 (50 L) 양액재배와 관행 토양재배를 같이 하는 농가에서 접종 실험을 하였다. 용기 

내 상토는 원예용 상토와 펄라이트가 7:1 (v/v) 정도로 혼합되어 있었다. 양액은 Cheon et al. (2019)이 제시한 블루베

리용 조성 양액 (NO3-N 4.6, NH4-N 3.4, PO4-P 3.3, K 3, Ca 4.6, Mg 2.2 me L-1)을 사용하여 발아기 (3월 상순)부터 

수확기 (6월 상순)까지 공급하였다. 사용한 균주 Agrobacterium sp. GNIY10는 경남농업기술원에서 분리한 균주로 

MGY media (D-mannitol, 10 g; L-glutamic acid, 2 g; KH2PO4, 0.5 g; NaCl, 0.2 g; MgSO4 ‧ 7H2O, 0.2 g; yeast 

extract, 1 g; agar, 15 g per 1 L, pH 7.0)에 28°C에서 48시간 배양하여 식물체 접종에 사용하였다. 접종원은 LB broth

에서 1일 동안 액체 배양하였고 0.1 M phosphate buffer (K2HPO4 61.5 g, KH2PO4 38.5 g per mL, pH 7.0)에 세균현

탁액을 OD600 nm에서 0.1 농도로 현탁하여 주당 50 mL를 용기와 토양재배 나무의 지제부에 각각 30주씩 2021년 

5월 20일에 접종하였다. 2022년 8월 20일에 접종한 나무에서 혹의 형성 유무를 조사하여 발병률을 구하였고 뿌리혹

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뿌리혹 발병률은 관행 토양재배와 용기재배 처리구에 대하여 T-test로 비교하였고, 처리별 뿌

리혹 크기 분포를 제시하였다.

EC (electrical conductivity) 및 양액 공급량 처리 산딸기 용기 양액재배에 적합한 양액 농도 및 공급량을 제

시하기 위하여 2021년 경남 진주 소재 무가온 비닐하우스 내 50 L 부직포 용기에 심겨진 2년생 산딸기 ‘왕딸기’를 시

험재료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용기 내 상토는 원예용 상토 (바로커, 주식회사 서울바이오, 포항)와 펄라이트 용량을 

각각 44 L, 6 L로 혼합하였으며, 용기는 열간 1.5 m, 주간 1.0 m 거리로 배치하였다. 시험구는 양액 EC 4수준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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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2, 1.5 dS m-1)을 주구, 양액 공급량 4수준 (4, 6, 8, 12 L plant-1)을 세구로 하는 분할구배치 3반복으로 배치하였

으며 반복당 1주를 두었다. 양액은 김해 농가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양액을 3월 10일 (발아기)부터 7월 20일 (수확 

종료 후 30일)까지 매주 2 - 3일 간격으로 나누어 공급하였다. 5월 이후 증산량이 많은 고온기에는 양액과 별도로 물만 

1주일에 1 - 2회 20% 정도 배액이 되도록 관수하였다. 시험기간 중 처리별로 공급된 질소 함량은 4 L-17.6 g, 6 L-26.4 

g, 8 L-35.2 g, 12 L-52.8 g이었다.

5월 23일에 과실을 수확하여 주당 총 수량을 구하고 주당 30개의 과실에 대하여 평균 과중을 구한 후 과실을 막자사

발에서 으깨어 착즙하여 굴절당도계 (PR-100, Atago, Japan)로 가용성고형물을 측정하였다. 수체생장 조사는 8월 5

일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 (RDA, 2002)을 참고하여 모든 주축지 직경을 측정하고, 주당 5개

의 신초를 대상으로 신초경, 평균신초장, 절간장을 조사하였다. 신초경은 신초기부에서 0.5 cm 떨어진 지점에서 버니

어켈리퍼스로 측정하였으며, 신초장은 나무 중간 부위 높이의 자르지 않은 가지에서 기부로부터 신초 선단까지의 길

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주당 총신초수와 길이 5 cm 이상의 흡지수를 세었다. 전정량도 수체생장의 지표이므로 8월 10

일에는 관행재배에 따라 새로 발생한 흡지를 남기고 전년도에 발생하여 금년에 과실을 맺었던 가지를 기부에서 전정

하여 생체중을 측정하였다. 통계분석은 R 프로그램 (version 4.1.0)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Results

뿌리혹병 발생 김해 농가에서 뿌리혹병균 접종 후 발생한 뿌리혹의 발생률 (Table 1)은 토양재배에서 54.5%였

으나 용기 양액재배에서는 3.3%로 현저히 감소하여, 용기 양액재배가 뿌리혹병 발생 경감에 효과가 있었다. 뿌리혹

병의 발병은 감염된 묘목을 심거나 토양에 잠복된 병원균이 식물체 조직에 침투하면서 이루어지는데, 식물체 조직이 

연약해지거나 과습 조건에서 감염 및 발병이 심해진다 (Matthysse, 2006). 나무는 근권 토양의 통기가 충분하지 않으

면 뿌리의 호흡에 필요한 용존산소 농도가 낮아져 뿌리가 연약해질 수 있지만 (Veen, 1981), 용기에서 재배하면 상토 

속에 배수성과 통기성이 우수한 펄라이트가 들어감으로 인해 근권에 산소공급이 용이하여 뿌리 생육이 양호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용기에 양액재배를 하면 토양전염성 병원균의 침입을 회피할 수 있어 (Olympios et al., 1992) 

뿌리혹병 발생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로 용기 양액재배를 활용하면 토양에 재배할 때보다 뿌리혹병 

발생을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지만, 이러한 경감효과가 몇 년까지 지속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1. Occurrence of crown gall tumors in the roots after inoculation of Agrobacterium sp. to Korean raspberry plants

cultivated in soil and container.

Treatment Occurrence of tumors (%) Tumor size

Conventional soil culture 54.5 ++

Container culture   3.3 +

Significance **

Agrobacterium sp. was inoculated at 104 cfu mL-1 on May 20 and tumors were investigated on August 20.

+: 1 - 2 mm; ++: 2 - 5 mm.

**: significant a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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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 EC 및 공급량 조절 효과 Table 2는 용기재배 산딸기에 양액의 EC 수준과 공급량을 달리했을 때 수체의 

생장을 나타낸 것이다. 평균신초장, 흡지수는 EC 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신초 직경, 총신초수, 절간

장, 전정량은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양액공급량이 많을수록 흡지수를 제외한 수체의 생장이 증가하여 12 L 처리

구가 가장 왕성하였다. 그러나 EC가 1.5로 높아졌을 때는 총신초수, 흡지수, 전정량 등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도 있

었는데, 양액공급량이 많을 때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EC 1.2 수준에서 공급량이 12 L일 때 총신초수 14개, 전정량 

825 g이었으나 EC가 1.5로 높아졌을 때는 각각 8.7개와 675 g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EC 범위 1.0 - 1.2에서 양액

공급량이 12 L일 때 생장이 대체로 양호하지만 EC가 1.5 이상 되면 생장이 나빠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

로 질소 시비량이 증가할수록 수세가 강해지므로 (Ballinger et al., 1963; Ballinger and Kushman, 1969), 본 시험에서

도 EC가 증가할수록 질소 공급량이 많아져 신초생장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양액의 EC가 1.5를 초과했을 

때 신초수, 전전량 등 수체생장이 감소한 것은 잎의 마름과 같은 염류장해를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Visconti et al., 2017). 생육에 적합한 EC 범위는 작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적정 수준보다 높아지면 뿌리의 삼투 

포텐셜이 낮아져 양액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흡수하는 뿌리의 능력은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ones Jr., 2012).

Table 2. Bush growth as affected by different ECs and volumes of nutrient solution supplied to container-grown 

Korean raspberry plants.

Nutrient solution Floricane 

diameter

(mm)

Shoot 

diameter

(mm)

Avg. shoot 

length

(cm)

Avg. 

internode

(cm)

Total shoots

(No. plant-1)

Suckers

(No. plant-1)

Pruned 

shoots

(g plant-1)

EC

(dS m-1)

Volume

(L plant-1)

0.8

4 8.6 2.2 29.0 3.5 6.2 5.3 225

6 9.0 2.4 26.8 3.9 6.0 1.3 475

8 9.0 2.6 32.7 4.1 8.0 1.7 500

12 8.4 2.8 56.3 3.8 9.0 2.7 650

1.0

4 9.5 2.6 36.9 4.1 5.5 3.3 250

6 10.0 2.4 31.7 4.1 5.2 2.0 525

8 10.6 2.6 36.1 4.2 7.7 5.3 550

12 9.9 2.9 70.9 4.3 12.7 6.3 725

1.2

4 10.5 2.6 41.9 4.3 11.2 1.0 400

6 10.8 2.6 38.7 4.3 13.0 1.7 600

8 11.3 2.7 27.8 4.4 12.5 3.3 625

12 10.2 2.9 58.1 5.1 14.0 5.0 825

1.5

4 11.6 2.8 35.8 4.3 8.5 3.7 525

6 11.4 2.8 24.0 4.4 14.2 3.7 500

8 12.2 3.1 35.5 4.8 8.7 4.3 575

12 11.7 3.2 56.2 5.1 8.7 1.0 675

Significance

EC (A) ns * ns ** * ns **

Volume (B) *** ** *** *** ** ns ***

A × B ns ns ns ns ns ns ns

ns, *,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0.01, and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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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 EC 및 공급량에 따른 과실 특성을 조사한 결과 (Table 3), 과중은 EC 1.0 및 1.2 수준에서 양액 공급량이 12 L

일 때 각각 2.5 g, 2.1 g으로 가장 커, 0.8 - 1.8 g을 나타냈던 다른 처리구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반면, 가용성고형물 

함량에 대한 처리 간 유의차는 관찰되지 않았다. 주당 수량은 양액 EC를 1.0로 맞추어 12 L를 공급했을 때 562 g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EC 1.2 수준의 12 L 처리구 순이었다. 양액 EC 1.0 및 1.2 수준의 공급량 12 L에서 과중이 큰 

것은 수체생장이 왕성하여 (Table 2) 과실 당 엽면적 확보가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이들 처리구는 수체생장과 더

불어 결실 부위가 늘어나면서 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산딸기와 유사한 라즈베리 (Rubus idaeus 

L.) 경우 질소 시비량을 증가시키면 당의 함량이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Goode, 1970), 이는 과다한 질소 공급으로 당

이 질소동화에 소모되어 영양생장에 이용되기 때문이다 (Cheng et al., 2004). 반면 다른 과수에서 적절한 질소 공급은 

수체 생장을 촉진하지만 과실의 가용성 고형물에 변화를 주지 않거나 (Uhe, 1957), 오히려 가용성 고형물 함량을 증

가시켰다는 보고 (Kwack et al., 2017)도 있다. 따라서 본 시험의 양액재배 조건에서는 질소의 공급이 가용성고형물에 

미친 영향이 적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Table 3. Berry characteristic and yield affected by different ECs and volumes of nutrient solution supplied to container- 

grown Korean raspberry plants.

Nutrient solution
Avg. berry weight

(g)

Berry soluble solids

(°Brix)

Yield

(g plant-1)
EC

(dS m-1)

Volume

(L plant-1)

0.8

4 1.0 13.7 223

6 1.2 14.1 270

8 1.2 14.5 269

12 1.8 14.0 404

1.0

4 1.1 14.0 246

6 0.9 14.5 203

8 1.7 14.1 381

12 2.5 14.0 561

1.2

4 0.9 14.3 201

6 1.0 14.6 225

8 1.2 15.4 271

12 2.1 14.9 471

1.5

4 0.8 14.9 181

6 1.3 14.7 293

8 1.8 14.6 404

12 1.3 14.6 292

Significance

EC (A) *** ns ns

Volume (B) ns ns ***

A × B ns ns ns

ns, *,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0.01, and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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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본 연구는 경남 지역 산딸기 재배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뿌리혹병의 발생 경감을 위한 방법으로 용기 양액재

배의 효과를 조사하고 양액재배를 위한 적정 양액 EC와 공급량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로 용

기 양액재배로 시설 내 산딸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뿌리혹병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체

생장과 과실 크기, 수량을 고려할 때, 공급하는 양액의 EC는 1.0 - 1.2 범위가 적당하였다. 양액 공급량은 본 시험과 비

슷한 조건의 포장이라면 일주일에 주당 12 L 정도로 공급하면 되겠지만, 시설 내 일사량, 온도, 작물의 생육 정도 등으

로 고려하여 조절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산딸기 용기 양액재배에는 재료와 시설비가 추가적으로 투자되므로 

실용화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뿌리혹병 발병 양상 및 생산성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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