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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produce bi-axial feathered apple trees economically and stably, unsaleable, low-quality
whip apple trees were planted at different density levels and headed ca. 3 cm above the grating
union, with two shoots raised for the axes. When the shoots reached a height of about 60 cm, BA
was sprayed at different intervals and times. In terms of the planting distance, increasing the
inter-row distance from the conventional distance of 1.0 m to 1.2 m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tree height, scion diameter or number of feathers per axis. Nor did it increase the yield rate of
saleable bi-axial apple trees. The inter-row spacings was 0.3, 0.4, and 0.5 m, and the scion diameter
tended to be somewhat thicker as they were planted more widely,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tree height or number of feathers per axis. In the 600 ppm BA treatment to induce
feathers, among the spraying intervals of 7, 10, and 14 days, the 10-day interval led to the highest
number of feathers per axis (16.1). Regarding the number of BA sprays, as the number of BA sprays
was increased to three times instead of one or two times, more feathers were induced. In conclusion,
in order to produce biaxial geodesic seedlings economically, the strategy of planting at a planting
distance of 1.0 × 0.3 m and spraying BA three times at 10-day intervals is most appropriate.
Additional key words: 2D canopy, Branch, growth regulators, Malus domestica Borkh., multi-leader,
super spindle

서언
1960년대 네덜란드에서 개발된 왜성대목을 이용한 세장방추형은 조기 수확이 가능하고 작업하기 쉬
울 뿐 아니라 수관 내 햇빛도 잘 들어 사과의 품질이 좋고 병해충 발생도 적으며 관리가 쉽고 기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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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수형으로 평가되면서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Robinson, 2003). 초기에는 주간거리 1.5–1.8m에 수고가 2.5m정도였
으나 우량측지묘목의 보급과 더불어 주간거리는 1m 내외 또는 그 이하, 수고는 3.5m까지 또는 그 이상 높아지는 키큰세장방추
형으로 진화하였다(Robinson et al., 2011; Yang et al., 2015).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높은 생산성과 품질을 유지하되 화학 물질과 노동력 투입을 줄임으로써 사과산업의 경제적, 생태학
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 목표가 되어 친환경적 기술투입이 가능한 2차원의 평면 수형 개발이 시작되었다(Palmer,
2011; Dorigoni, 2016). 한 대목에 2개의 축을 세우고 2개의 초방추형 수관을 만드는 방식으로 사과나무를 키우면 재식밀도는
기존의 1축보다 다소 낮지만 주당 2개 축의 수폭이 좁은 초방추형 수관이 만들어지면서 단위 면적당 축수는 배가 되기 때문에
햇빛 이용률이 높을 뿐 아니라 수고를 낮출 수도 있다(Dorigoni, 2016). 2축 묘목의 축을 다소 넓게 벌려 세우고 각 축당 1–4개
의 측지나 새순을 받아 올리면 주당 4–10개의 축이 만들어지면서 손쉽게 폭이 좁은 2차원의 평면 수관을 만들 수 있다. 수관이
평면으로 되면 기계 투입이 용이하여 전정, 적과, 적엽, 수확 등을 기계화 또는 무인화 할 수 있으며 열간거리는 기존의 3.0–
3.5m에서 2.6–3.0m까지 좁힐 수 있어 단위면적당 유효용적이 증가하면서 햇빛이용률이 높아 수량과 품질이 향상될 뿐 아니
라 늘어나는 축에 비례하여 수고도 낮출 수 있어 사다리가 필요 없는 보행자 사과원도 가능하다(Dorigoni, 2016; Tustin et al.,
2018).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들어서 수고를 4m내외로 높이고 주간거리는 1m로 좁히는 키큰세장방추형의 고밀식 재배체계
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묘목 재식 주수가 늘어남에 따라 개원비가 증가하고, 수고가 지나치게 높아 작업효율이
떨어지며 수관 하단부에는 그늘이 많이 지면서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2축 및 다축형과 같은
새로운 재배체계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계 투입이 용이하여 인력을 절감할 수 있고, 수고가 낮고 수폭
이 좁으므로 저출력의 작고 가벼우며 다루기 쉬운 소형농기계로도 관리가 가능하다(Dorigoni et al., 2011; Dorigoni, 2016).
또한 2축 같은 다축형은 키큰세장방추형보다 수고를 낮출 수 있어서 태풍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2축 이상 다축형 재배체계의 보급과 조기정착을 위해서는 세장방추형에서와 같이 다축형에 적합한 소질의 묘목 재식이 매
우 중요하다(Van oosten, 1976; Österreicher, 1989; Kim and Yoon, 1998; Wertheim and Webster, 2003; Dorigoni et al.,
2011; Robinson et al., 2013). 국내에서는 1축의 우량측지묘목 생산을 위한 연구는 지금까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Park et
al., 1999; Yoon et al., 2000, 2001a, 2001b; Jung et al., 2003; Han et al., 2005) 한 대목에 2개의 축을 세우면서 측지를 받아내
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시도되지 않았다. 대목 하나에 2개의 축을 균형 있게 키우면서 측지를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1축
측지묘목과는 재식거리와 BA 처리 횟수 및 간격이 달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2축 같은 다축재배체계
확산의 필수조건인 우량한 소질의 2축 측지묘목의 경제적 생산을 위한 적정 재식거리와, 측지발생을 위한 생장조절제 처리방
법을 설정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18년 4월에 재식하여 1축으로 키운 묘목 중에서 줄기직경이 10mm 이하이고 측지가 거의 발생되지 않아 측지묘목으로
판매할 수 없어 2년차 크닙묘목 생산을 위해 보관중이던 등외의 1년생 ‘후지’/M.9 회초리 묘목을 이용하여 2019년에 경북 문
경시 소재 농원에서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2019년 4월 중순경 10a당 과수전용 복합비료(N:P:K = 21-13-9)를 60kg, 황산고토 10kg을 전면 살포한 후 로터리 작업을
하였다. 묘목을 심을 열에 20cm 높이로 두둑을 만든 다음 관수를 위하여 점적공 간격 20cm, 직경 0.2mm의 점적테이프를 깔고
흑색 비닐로 멀칭하였다. 4월 30일에 준비한 회초리 묘목을 20cm 깊이로 재식하였다. 재식 직후에 비슷한 높이와 세력의 곁순
을 받기 위하여 접목부 상단 3cm 높이에서 절단하였다. 새순이 약 15cm 자랐을 때 세력이 가장 비슷한 마주 보는 2개의 새순을
축으로 선택하고 그 외에 자라나온 새순은 모두 제거하였다. 2개의 새순이 20–30cm 자란 때에 바람에 부러지지 않고 곧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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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록 FRP지주를 대목 양쪽 10cm 위치에 마주 보게 꽂고 새순을 지주에 결속하였다. 6월 6일, 6월 16일, 7월 6일에 요소
0.3%를, 7월 21일과 8월 27일에는 복합비료 나르겐®(Daeyu, Seoul, Korea)를, 9월 11일에는 미량원소비료 대유미리근®
(Daeyu, Seoul, Korea)를 엽면살포하여 왕성한 자람을 유도하였다. 관수는 묘목을 옮겨 심은 직후 4시간 동안 충분하게 관수
하여 활착을 유도하였고 이후에는 기상 상황에 따라 약 15일 간격으로 수시로 관수하였다. 병해충 방제는 필요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였고 열간의 제초는 경엽제초제 바스타®(Bayer, Leverkusen, Germany)와 손 제초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2축 묘목은 1축 묘목과는 달리 두 개의 축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묘목이 자람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할 것이
라 판단하여 필지의 절반은 열간거리 1.0m, 나머지 절반은 열간거리 1.2m로 하여 주간거리를 각각 0.3, 0.4, 0.5m로 10주를
1반복으로 한 완전임의배치 3반복으로 시험구배치를 하였다. 측지 발생 유도를 위한 생장조절제로 BA를 600ppm 농도로 약
2주 간격으로 3회(7월 1일, 7월 16일, 7월 30일)에 걸쳐 선단부에 처리하였다.
측지발생을 위한 생장조절제 적정 살포방법을 설정하기 위해 열간거리 1.0m에 주간거리 0.3m 간격으로 묘목을 재식하고
새순이 지면으로부터 약 60cm 자랐을 때 BA를 600ppm 농도로 7일 간격 1–3회(7월 1일, 7월 8일, 7월 16일), 10일 간격 1–3
회(7월 1일, 7월 11일, 7월 22일), 14일 간격 1–3회(7월 1일, 7월 16일, 7월 30일)로 다르게 처리하였다. BA처리 간격 7, 10,
14일에서 살포 횟수를 각각 1, 2, 3회로 달리하여 10주를 1반복으로 한 완전임의배치 3반복으로 시험구배치를 하였다.
2020년 2월 10일–14일에 수고를 측정한 다음 접목부로부터 10cm 높이에서 각 축의 줄기직경을 전자식 버니어 캘리퍼스
(CD-20APX, Mitutoyo, Japan)로 측정하였고, 축별로 5cm 이상인 측지 수와 그 길이를 조사하였다. 묘목 소질을 전량 조사한
다음 아래와 같이 등급을 나누고 그 비율을 산출하였다.
- 특: 접목부 상단 10cm 높이에서 양 축의 줄기직경 간 비율이 0.8 이상이며 수고가 1.6m 이상이면서 축당 5–30cm의
측지가 각각 10개 이상
- 상: 접목부 상단 10cm 높이에서 양 축의 줄기직경 간 비율이 0.6 이상이며 수고가 1.6m 이상이면서 축당 5–30cm의
측지가 각각 8개 이상
- 중: 접목부 상단 10cm 높이에서 양 축의 줄기직경 간 비율이 0.6 미만이며 수고가 1.6m 이상이면서 2개의 축이
만들어져 있지만 축당 측지 수가 5개 미만으로 소질은 떨어지나 2축 묘목으로 판매가 가능한 묘목
- 판매불가: 묘목의 상태가 상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2축 묘목으로 판매할 수 없는 묘목
묘목 생산비 시산은 기본적으로 농업과학기술 경제성 분석 기준자료집(RDA, 2020a)에 제시된 과수 묘목 생산에 필요한 투
입 자원의 비용 자료가 기준이며, 농축산물소득자료집(RDA, 2020b, 2020c)에 제시된 소득분석표를 참고하여 묘목 생산 비목
에 맞게 보완하여 시산하였다. 묘목 생산비에서 임차비, 비료비, 농자재비, 대농구와 영농시설 감가상각비, 유류비, 수리비 및
기타 비용은 각 처리구별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다만 묘묙 생산과 관련하여 투입되는 대농구의 감가상각비에서 트랙터, 로
타베이터, 광역방제기, 화물차 등은 실제 묘목 생산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여 시산하였다. 트랙터와 로타베이터는
1개월(4월), 광역방제기는 5개월(5–9월), 화물차는 7개월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축 묘목 생산을 위한 회
초리 접목묘, 측지발생을 위한 BA처리, 포장 관리에 따른 인건비 등은 내용에 따라 실제 비용과 노동시간을 산출하여 적용하
였고, 농원의 경영기록장부를 토대로 하여 산출하였다.
조사한 데이터의 통계분석은 SAS(SAS9.4, SAS Institute Inc., US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소유의차(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검정(p < 0.05)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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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재식거리에 따른 묘목의 소질 및 득묘율과 생산비
1년생 회초리묘목을 심고 1년 더 키워 2축 묘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재식거리에서 각 축의 줄기직경이 10.7mm 이상,
수고 1.9m 이상의 충분하게 자란 묘목이 생산되었다. 열간거리에 따른 묘목의 생장은 1.2m 일 때 평균 줄기직경이 12mm로
열간거리가 1.0m 일 때의 11.4mm에 비해 줄기 비대는 양호하였으나 수고는 각각 201cm와 197cm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Table 1). 주간거리에 따른 생장은 수고는 차이가 없었으나 줄기직경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 열간거리 1.0m와 1.2m 공히 주간
거리가 0.3m에서 0.5m로 넓어질수록 줄기비대가 양호한 경향을 보였다.
각 축당 길이 5cm 이상의 측지 수는 열간거리가 1.0m 일 때 평균 20.1개, 1.2m 일 때 20.9개로 열간거리 간에는 서로 비슷하
였다. 주간거리에 따른 측지 수와 길이 분포도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다. 열간거리 1.0m에서는 축당 측지 수가 0.3m에서 19.5
개, 0.5m에서 20.6개로 차이가 없었고 열간거리 1.2m에서만 주간거리 0.3m에서의 측지 18.6개에 비해 주간거리 0.5m에서
22.4개로 주간거리가 넓을수록 측지 수가 많은 경향이 있었다(Table 2). 묘목의 재식 밀도가 증가하면 빛, 물, 영양에 대한 묘목
간의 경쟁이 증가하여 묘목의 재식거리, 특히 주간거리는 묘목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최종 수고와 줄기직경이 감소
(Kennedy, 1988; Stainner, 1990; Cicek et al., 2007; Woeste et at., 2011; Zhang et al., 2015)한다는 다수의 보고에서처럼
Table 1. Growth of bi-axis apple nursery trees at different planting distances
Planting distance (m)
Inter-row

1.0

In-row

Scion stem diameter
(mm)

0.5

12.1 az

200 a

0.4

11.4 b

199 a

0.3

10.7 c

193 a

11.4

197

0.5

12.9 a

205 a

0.4

12.0 b

203 a

0.3

11.1 c

195 b

12.0

201

Mean

1.2

Tree height
(cm)

Mean
z

Means followed by the same capital letters, within th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LSD, p < 0.05.

Table 2. Feathering of bi-axis apple nursery trees at different planting distances
Planting distance (m)
Inter-row

1.0

In-row

No. of feathers per axis
> 30 cmy

Total

x

0.5

13.6 a

7.0 a

20.6 a

0.4

14.5 a

5.8 a

20.3 a

0.3

14.5 a

5.0 a

19.5 a

14.2

5.9

20.1

0.5

13.5 a

8.9 a

22.4 a

0.4

13.0 a

8.6 a

21.6 ab

0.3

12.8 a

5.8 a

18.6 b

13.1

7.8

20.9

Mean

1.2

< 30 cmz

Mean
z

Number of feathers from 5 cm to 30 cm in length.
Number of feathers longer than 30cm in length.
x
Means followed by the same capital letters, within th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LSD, p < 0.05.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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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cquisition of bi-axis nursery apple trees by grade at different planting distances

In-row

Planting
density
(tree/10a)

Premium

Good

Acceptable

0.5

2,000

1,340 (67%)

280 (14%)

0.4

2,500

1,500 (60%)

0.3

3,333

2,466 (74%)

0.5

1,666

1,383 (83%)

0.4

2,083

0.3

2,777

Planting distance (m)
Inter-row
1.0

1.2

Total

Produced in
unsaleable
grade and %

Loss and %

280 (14%)

1,900 (95%)

100 (5%)

0 (0%)

500 (20%)

400 (16%)

2,400 (96%)

100 (4%)

0 (0%)

567 (17%)

233 (7%)

3,266 (98%)

67 (2%)

0 (0%)

83 (5%)

167 (10%)

1,633 (98%)

33 (2%)

0 (0%)

1,437 (69%)

146 (7%)

312 (15%)

1,896 (91%)

146 (7%)

42 (2%)

1,500 (54%)

555 (20%)

555 (20%)

2,610 (94%)

167 (6%)

0 (0%)

Produced in a saleable grade and %

본 연구에서도 주간거리가 좁을수록 줄기직경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재식거리가 2축 묘목 생산에서도 생육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생각되었다. 열간거리는 주로 포장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두는 공간으로 열간거리 1.0m와 1.2m 간에 묘목의 소질은 차이
가 뚜렷하지 않았고 열간거리 1.0m에서도 병해충 방제와 측지발생을 위한 생장조절제 처리 등과 같은 포장관리에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2축 묘목생산에 있어서 열간거리는 1.2m보다는 단위면적당 생산 주 수가 더 많은 1.0m가 적당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묘목 소질별 득묘율 조사에서 결주를 포함하여 2축 묘목으로 판매가 불가능한 묘목의 비율은 2–9%에 불과하였는데 1년생
회초리 묘목을 다시 심어 2축 묘목을 생산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열간거리 1.0m에 주간거리 0.5, 0.4, 0.3m 재식에
서 2축 묘목으로 판매가 가능한 묘목의 득묘율은 각각 95, 96, 98%였고, 열간거리 1.2m에 주간거리 0.5, 0.4, 0.3m 재식에서는
각각 98, 91, 94%로 재식거리를 달리함에 따른 묘목 소질별 득묘율은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재식거리 1.0 ×
0.3m(3333주/10a)에서 특등 2축 묘목 2466주(74%)를 포함하여 판매가 가능한 2축 묘목 3266주(98%)를 득묘하여 처리구
중에서 가장 양호한 2축 묘목 생산성을 보였다(Table 3).
본 연구에서는 묘목의 재식거리와 BA처리에서 우량하고 경제성이 있는 묘목의 생산방법을 도출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
고, 사과원 경영에서 묘목 구입비는 과원조성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우량한 소질의 2축 측지 묘목의
생산 방법에서 경제성이 있는 재배방법은 2축 측지묘목의 적정 재식거리가 열간거리 1.0m에 주간거리 0.3m 재식으로 10a당
묘목 생산비는 40,841,850원이고, 총수입은 63,487,000원으로 생산비는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4.3%로 경제성이 있
다. 재식거리가 열간거리 1.0m에 주간거리 0.3m 재식 처리구에서 가장 양호한 2축 묘목 생산성을 보였고 경제성도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가장 우수한 처리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생장조절제 처리 방법에 따른 묘목의 소질 및 득묘율과 생산비
한 대목에 2개의 축을 세우면서 측지의 발생을 유도하는 것은 1개의 축을 올리면서 측지를 받아내는 기존의 측지묘목 생산
과는 생장조절제의 처리 간격과 횟수가 달라야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2축 묘목 생산에서 측지발생을 위한 생장조절제 적
정 살포방법을 설정하기 위해 BA 살포 간격과 살포 횟수에 따른 묘목의 소질과 소질별 득묘율을 조사하였다. 묘목의 수고는
BA 처리 간격과 횟수에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줄기 비대는 BA 처리 횟수가 1회일 때 보다는 3회 처리 시 다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Table 4). BA를 살포하면 측지 발생이 유도되면서 신장 생장 또는 줄기의 비대 생장이 일시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는데(Tromp and Wertheim, 1994; Junker, 1995, 1996; Hrotkó et al., 1996) 본 연구에서는 BA 살포 횟수가 수고보다
는 줄기 비대에 더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었다. 측지 수는 BA 처리 횟수와 간격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Table
5). BA 처리 횟수는 처리 간격에 관계없이 1회보다는 3회 처리가 축당 측지 수가 현저히 많았는데, 측지 묘목 생산에 있어서
BA의 살포 횟수를 늘리면 측지의 수가 늘어난다는 보고(Wertheim, 1993; Wertheim and Estabrooks, 1994; Junker,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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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Jacyna, 1996; Hrotkó et al., 1998; Yoon et al., 2000)와 마찬가지로 2축 묘목 생산에서도 BA 살포 횟수가 증가할수록
측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A 처리 간격은 10일 간격으로 처리했을 때 축당 가장 많은 16.1개의 측지가
발생하였고, 14일 간격으로 처리했을 때가 14.8개, 7일 간격으로 처리했을 때 12.7개의 측지가 발생하였다. 기존의 축이 1개인
측지묘목 생산에서는 BA 처리 시 7일 간격 살포가 묘목이 가장 양호하고, 권장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Kim and Yoon,
1998; Yoon et al., 2000, 2001a; Han et al., 2005) 2축 묘목에서는 10일 간격이 가장 우수하였고 다음이 14일 간격이었다. 이
는 2개의 축으로 생장량이 분산되어(Dorigoni et al., 2011) 축이 1개인 측지묘목보다 생장이 더뎠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Table 4. Growth of bi-axis apple nursery trees at different BA application intervals and times
BA application
Interval (day)

7

Times

Scion stem diameter
(mm)

Tree height
(cm)

1

10.8 az

197 a

2

10.6 ab

197 a

3

10.0 b

193 a

10.5

196

1

10.8 a

195 a

2

10.6 a

205 a

3

10.5 a

203 a

Mean

10

Mean

14

10.6

201

1

10.9 a

199 a

2

9.9 b

201 a

9.8 b

186 b

3
Mean

z

10.2

195

Means followed by the same capital letters, within th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LSD, p < 0.05.

Table 5. Feathering of bi-axis apple nursery trees at different BA application intervals and times
BA application
Interval (day)

7

Times

x

Total

4.9 c

4.2 b

9.1 c

2

7.1 b

5.9 a

13.0 b

3

12.0 a

3.9 b

15.9 a

8.0

4.7

12.7

1

5.8 c

4.6 b

10.4 c

2

10.2 b

5.8 a

16.0 b

3

15.9 a

5.9 a

21.8 a

10.6

5.4

16.1

5.4 c

4.6 a

10.0 c

2

9.9 b

4.8 a

14.7 b

3

14.5 a

5.2 a

19.7 a

Mean

9.9

4.9

14.8

Mean
1
14

< 30 cm

No. of feathers per axis
> 30 cmy

1

Mean

10

z

z

Number of feathers from 5 cm to 30 cm in length.
Number of feathers longer than 30cm in length.
x
Means followed by the same capital letters, within th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LSD, p < 0.05.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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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cquisition of bi-axis nursery apple trees by grade at different BA application intervals and times
BA Application
Interval
(day)

Produced in a saleable grade and %

Times
1

7

2
3
1

10

0 (0%)
67 (2%)
1,633 (49%)
0 (0%)

Good

Loss and %

Acceptable

Total

0 (0%)

3,033 (91%)

3,033 (91%)

333 (10%)

2,333 (70%)

2,733 (82%)

433 (13%)

167 (5%)

767 (23%)

500 (15%)

2,900 (87%)

400 (12%)

33 (1%)

133 (4%)

2,833 (85%)

2,966 (89%)

267 (8%)

100 (3%)

300 (9%)

0 (0%)

2

1,133 (34%)

767 (23%)

1,100 (33%)

3,000 (90%)

333 (10%)

0 (0%)

3

2,466 (74%)

100 (3%)

100 (3%)

2,666 (80%)

433 (13%)

233 (7%)

33 (1%)

2,766 (83%)

2,799 (84%)

367 (11%)

167 (5%)

1
14

Premium

Produced in
unsaleable grade
and %

0 (0%)

2

933 (28%)

1,067 (32%)

1,200 (36%)

3,200 (96%)

133 (4%)

0 (0%)

3

2,266 (68%)

467 (14%)

367 (11%)

3,100 (93%)

200 (6%)

33 (1%)

묘목 소질별 득묘율 조사에서는 결주율이 최대 7%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Table 6). 그러나 BA 처리 횟수 및 간격과 의미 있
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아니었다. 2축 묘목으로 판매가 어려운 소질을 보이는 묘목의 득묘율도 4–13% 범위로 다소 높았지만
처리에 따른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BA 처리 횟수에 따른 우량 측지 묘목의 득묘율은 뚜렷한 차이를 보여 처리 간격에 관계
없이 처리 횟수가 많을수록 특등과 우량등급 묘목의 비율이 현저하게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BA 1회 처리에서는 특등묘가 생
산되지 않았으나 2회 처리의 경우 특등묘 득묘율이 10일 간격이 34%, 14일 간격이 28%였으나 7일 간격은 2%에 불과하였다.
BA 3회 처리의 경우 10일 간격은 특등묘 득묘율이 74%에 달하였고 14일 간격은 68%임에 비해 7일 간격은 49%였다. 따라서
우량한 소질의 2축 측지묘목 생산을 위해서는 BA를 10일 간격으로 3회 살포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결과를 얻었다.
우량한 소질의 2축 측지 묘목의 생산 방법에서 특히, BA 처리에서 경제성이 있는 방법은 2축 측지묘목의 경우 10일 간격으
로 3회를 살포할 경우 10a당 묘목 생산비는 40,841,850원이고, 총수입은 52,820,000원으로 생산비는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7.3%로 경제성이 있다. 따라서 BA 처리에 있어 10일 간격으로 3회 살포하는 것이 가장 양호한 2축 묘목을 생산하고,
경제성도 있기에 종합적으로 가장 우수한 처리방법으로 분석되었다.
사과 우량 2축 측지묘목의 적정 재식거리와 BA 처리 방법에서 기술적 우위와 함께 경제성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
출한 결과 재식거리를 1.0 × 0.3m로 하고 측지 발생을 위한 BA 처리를 10일 간격으로 3회 살포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소질의
2축 측지 묘목을 경제적으로 생산할 수 방법으로 판단되었다.

초 록
2축의 우량측지묘목을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소질이 떨어져 판매가 어려운 1년생 회초리묘목을 상이한 재식거리로
심고 절단하여 2축을 세우고 BA 살포 주기와 횟수를 달리하여 2축 묘목을 생산하는 방법으로 본 시험을 실시하였다. 재식거리
에 있어서 열간거리를 관행의 1.0m를 1.2m로 더 넓힌다고 수고와 측지 수에 있어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있거나 2축 묘목 득묘
율이 유의하게 높아지지 않았다. 주간거리는 0.3, 0.4, 0.5m로 넓게 심을수록 접수의 줄기는 다소 굵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수고, 줄기 직경과 측지 수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축 묘목 소질이나 묘목 득묘율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었다. 측지 발생을 위한 600ppm BA 처리에 있어서는 살포 간격 7, 10, 14일 중에는 10일 간격이 축당 측지 수가 16.1개로 가장
많았고, 살포 횟수에 있어서는 회수가 많을 수록 측지발생이 현저하게 많은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2축 측지 묘목 생산을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재식거리 1.0 × 0.3m로 심고 BA를 10일 간격으로 3회 살포하는 방법이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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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주요어: 2차원 수관 , 분지, 생장조절제, Malus domestica Borkh, 다축, 초방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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