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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으로 농작물의 재배적지가 이동하고 있어 배추

와 무를 비롯한 주요 채소류에 대한 작황예측 기술의 고도화 및 작물 

생육모형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작황예

측 기술의 고도화를 위한 기초 연구로 무의 생육시기별 수량 및 품질특

성을 조사,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가을무 주요품종인 ‘TK’와 

‘SG’를 시험재료로 8월 29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수원) 시험 포장에 

파종하고 가을 재배작형에 준하여 포장 재배하였으며 9월 15일부터 1

주일 간격으로 주중, 근중, 근폭, 엽장, 엽수, 당도, 바람들이 등의 생육

을 조사하였다. ‘TK’와 ‘SG’의 생육을 비교한 결과 두 품종 모두 비슷

한 경향으로 생장함을 알 수 있었다. 근중은 6주차 조사에서 두 품종 

모두 1,000g을 넘었으며 7-8주차 사이에 각각 1,515g과 973g씩 큰폭

으로 증가하였고, 근폭(상, 중, 하)의 경우 매 주차 점차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엽수와 엽장의 경우 3주차까지 증가하다

가 4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당도의 경우 4주

차 조사에서 6.0°Brix로 가장 높았으나 다른 주차에서는 평균 5.0°Brix

를 나타냈고 바람들이의 경우 3-7주차까지 2.0에서 4.0 수준으로 점차 

증가한 후, 8주차에 ‘TK’와 ‘SG’ 각각 2.3, 3.1정도를 나타내 오히려 

수확 시기에 바람들이 현상이 덜한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무 생장

은 3-4주차 사이까지 엽의 생장이 주로 증가하고 4주차 이후부터는 뿌

리의 생장이 큰폭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작황예측 

기술의 고도화 및 작물 생육모형 개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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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germination of spinach (Spinacea oleracea L.) is greatly affected 

by temperature and seed moisture condition. We examined the seed 

germination of five spinach cultivars (‘Mahoroba’, ‘Mighty’, ‘Platon 

gold’, ‘Titan’, and ‘Ultra’) at 5, 10, 15, 20, 25, and 30°C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seed germination in 

different spinach cultivars. In all cultivars, seeds were well germinated 

below 15°C and the percentage of germination rapidly decreased above 

20°C. ‘Platon gold’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of germination in 

all the temperature and the percentage of germination was more than 

50% at 25 and 30°C. In ‘Platon gold’, ‘Mahoroba’, and ‘Mighty’, 

more than 80% of seeds were germinated within seven days. ‘Titan’ 

and ‘Ultra’ showed the low percentage of germination and the slow 

speed of germination compared with the other cultivars. The effect 

of soaking-drying pre-treatment on seed germination of five spinach 

cultivars was also evaluated and the percentage of germinat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soaking-drying pre-treatment in ‘Titan’ 

and ‘Ultra’. Results indicate that the optimal temperature range for 

germination in spinach is 5-15°C and seed germination of spinach 

can be improved by soaking-drying pre-treatment. To understand the 

cultivar differences in seed germination performance by temperature 

and seed moisture condition will be helpful to choose the proper 

cultivar for spinach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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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품종의 작형별 영농현장 재배적 특성 조사를 통한 개선점 발굴하기 

위하여 기술 수요자 등과 함께 현장 평가하고, 향후 신품종의 미흡한 

점을 재배적으로 보완하는 기술 개발과 영농현장 적용을 통한 신품종

의 확대 보급을 목적으로 시험을 추진하였다. 시험품종은 방울토마토 

장타원형인 ‘에티켓’(충청남도농업기술원 과채연구소) 품종을 사용하

여 수행하였다. 대상농가는 충남 부여의 방울토마토 재배 4농가에서 재

배적 특성을 조사 하였다. 정식일은 1월 27일에 A농가, 2월 14일에는 

B농가와 C농가, 3월 10일에는 D농가를 실시하였다. 충청남도농업기술

원 과채연구소에서 육성한 신품종 ‘에티켓’ 재배특성을 검토한 결과, 

저온 약광기인 1월 27일에 정식한 A농가에서는 과정부가 함몰되는 기

형과 발생 되었다. 반면 2월 14일, 3월 10일에 정식한 3농가에서는 과

정부가 함몰되는 과일은 발생하지 않았다. 과정부가 함몰되는 과일의 

발생 원인은 시설내 광량이 부족하고 저온이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동절기에 기형과의 발생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투광량이 높은 PO필름 

피복과 적정 온도 관리를 하거나 동절기를 회피하는 것이 양호할 것으

로 생각된다. ‘에티켓’ 품종은 고온기에 착과성이 양호하고 선홍색으로 

착색이 잘되나, 여름철에 재배 시설내의 고온이 되고 강한 햇빛에 의해 

초세가 약해지면서 뾰족과와 곤봉과의 발생이 증가한다. 상기의 미흡

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육 초기부터 시비하고, 동력 환기팬으로 

환기하며 차광막이나 보온다겹커튼을 활용하여 광량을 조절하면 기형

과 발생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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