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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ew strawberry (Fragaria×ananassa Duch.) cultivar ‘Highberry’ was developed by Strawberry
Research Institute of Chungcheongnam-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for
forcing culture in 2018. In order to breed a new cultivar that is favorable to export with high fruit
firmness and maintain the fruit quality during warm temperatures in the spring season, ‘Highberry’
originated from a cross between an unreleased selection ‘NS071608’ (female parent) with high
firmness and ‘Daewang’ (male parent) with good taste and fragrance in 2013. In 2014－2017, it was
originally named ‘Nonsan No. 12’ by conducting seedling selection, growth characteristics and
production trials in forcing culture, and it was renamed ‘Highberry’ in 2018. ‘Highberry’ shows an
erect plant type and vigorous growth habit. The leaves are dark green and thick and the leaf shape
is elliptic. Fruits are conical type; fruit color is red. The first cluster of ‘Highberry’ has 13 flowers,
and it is a large fruit size cultivar with an average fruit weight of 16 g. The marketable yield of
‘Highberry’ was 2,623 kg·10a-1, which is 97% of that of ‘Sulhyang’. The flower stem length of
‘Highberry’ was 37 cm long and is divided into two stems from the bottom. Fruit firmness of
‘Highberry’ was 15.3 g·mm-2, which was 3.6 g·mm-2 higher than 11.7 g·mm-2 of ‘Sulhyang’ and can
be harvested until late spring. The soluble solids content of ‘Highberry’ was 10.1°Brix, which was
0.6°Brix higher than that of ‘Sulhyang’. ‘Highberry’ is resistant to Fusarium wilt but susceptible to
powdery mildew and two-spotted spider mites.
Additional key words: crossing, export, Fragaria×ananassa, soluble solids content

서언
현재 재배되는 딸기(Fragaria×ananassa Duch.)는 장미과에 속하는 작물(Hancock et al., 2002)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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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유럽에서 F. virginiana와 F. chiloensis간 인위적인 종간 교잡에 의해 탄생하였고(Darrow, 1966; Bringhurst, 1990;
Um et al., 2019), 품종육성은 단교잡에 의한 육종 방법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Na et al., 2013). 2019년 기준
국내 딸기재배 면적은 6,462 ha로 대부분 시설재배 형태로 촉성재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전체 생산량은 234,000톤, 생산액
은 1조5,090억 원으로 과채 생산액의 28.9%로 1위를 차지하여 농가 소득의 기여도가 매우 높은 중요 작물이다(Choi and
Jeong, 2020; KOSIS, 2020). 국내 딸기 재배는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도입 품종을 주로 재배했으나 2012년 UPOV 가입으
로 품종보호가 강화되어 로열티문제가 대두되면서 국내 품종의 개발과 보급 확대로 도입품종 위주에서 딸기연구소에서 개발
한 ‘매향(Kim et al., 2004)’, ‘설향(Kim et al., 2006)’ 등 국산 품종 중심으로 급격히 대체되었다(Jang, 2014; Kim et al.,
2018). 국내 육성품종은 ‘매향’, ‘설향’, ‘싼타(Chung et al., 2012)’, ‘죽향(Lee et al., 2016)’ 품종이 96%를 점유하며 품종의
국산화를 이루었고 이 중 ‘설향’ 품종이 87.7%를 점유한다(KREI, 2020). 수량성이 많고 흰가루병에 저항성인 ‘설향’ 품종은
가격이 높은 11－12월에 수확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경도가 약해 3월 이후 고온기에 품질이 저하되며 단일 품종의 편중 재
배로 일시 출하에 의한 가격 하락의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수출 주력 품종인 ‘매향’은 경도가 높고 품질이 우수하지만 수량성
이 낮고 기형과 발생이 많아 농가에서 재배를 기피하여 신선 딸기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봄철 고온기에
도 품질이 우수하여 수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설향’ 품종 위주의 내수 시장을 분산하면서도 경도가 높아 과실 수출에 용이한
신품종을 육성하고자 실시하였다.

육성 경위
‘하이베리’ 품종은 충청남도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에서 2018년도에 육성한 촉성재배용 신품종이다. 봄철 고온기에도 품
질이 우수하여 수확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경도가 높아 과실 수출에 용이한 고온기 적응성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딸기연구소에
서 육성한 고경도인 ‘NS071608’ 계통을 모본으로 하고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육성한 맛과 향이 우수하고 경도가 높은 ‘대
왕(Na et al., 2013)’을 부본으로 하여 2013년에 인공교배를 실시하였다(Fig. 1). 인공교배에서 채취한 630개의 종자를 4°C 냉
장고에서 4주간 보관한 후 5월 20일에 딸기전용상토(코코피트:피트모스:펄라이트 = 65:17:10, Purumi, Seoulbio, Korea)를
충진한 파종상에 파종하였다. 본엽이 3－4매 전개된 후에 생육이 우수한 개체를 점적관수 육묘상자(A형 24구, 60 × 34 × 10
cm, Hwasung industries Co., Korea)에 가식을 실시하고 포트에서 키워진 실생묘 중 생육이 좋고 병해 발생이 관찰되지 않은
건전한 300주의 실생개체를 9월 10일에 비닐하우스에 정식하고 촉성작형으로 재배하였다. 동절기 야간 최저온도는 8°C이상,
주간 최고온도는 24－27°C내외로 유지하였다. 출뢰성, 초형, 초세, 과형, 내병성 정도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과일의 맛과 당
도, 경도를 직접 달관조사하여 출뢰성이 우수하고 대과성인 실생개체를 10개체 선발하여 계통번호를 부여한 후, 이듬해인
2014년 개체당 10개씩의 자묘를 육성하여 재배하면서 1년차 특성검정을 하였다. 2015년도 2년차 특성검정 결과 생육 및 과실

Fig. 1. Pedigree of ‘Highberry’ strawbe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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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수량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NSJ131504’계통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생산력검정 및 농가특성검정시험
을 수행하였으며, ‘논산 12호’로 계통명을 부여하고 2018년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직무육성 신품종 심의위원회를 거쳐 ‘하이
베리’로 명명하고,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하였으며 2020년 11월에 품종등록이 완료되었다.

주요 특성
‘하이베리’ 품종은 일계성으로 9월 상순에 비닐하우스에 정식하여 12월 상순부터 5월 상순까지 수확이 가능하며 촉성재배
에 적합하다. 식물체는 초형이 직립형이고 초세가 왕성하다. 엽형은 타원형에 가깝고 과실의 과형은 원추형이고 균일하며 외
관이 수려하고 과색은 선홍색을 띤다. 화아분화의 조만성은 설향보다 약간 빠르고 휴면성은 얕은 정도로 ‘설향’ 품종과 유사하
다(Fig. 2 and Table 1). ‘하이베리’의 엽병장은 15.2 ± 1.4 cm로 ‘설향’의 12.7 ± 0.8 cm에 비하여 긴 편이며, 엽수는 6.5 ± 0.4
개로 ‘설향’ 7.1 ± 0.2개보다 적어 엽의 출현속도가 ‘설향’보다 다소 늦은 편이다. 화방당 화수는 13.1 ± 1.0개로 ‘설향’ 17.4 ±
0.9개보다 적은 편으로 적화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고 연속 출뢰도 우수한 편이다. 화경장은 37.3 ± 4.3 cm로 ‘설향’의 30.3
± 1.0 cm보다 7 cm 긴 편으로 토양재배시 두둑의 높이를 50 cm 이상으로 높게 설치하는 것이 재배관리에 유리하다. 개화기는
11월 11일로 ‘설향’의 11월 1일보다 10일 정도 늦으며 수확기가 ‘설향’보다 18일 정도 늦은 편이었다(Table 2). 과실 품질에
있어서 과실의 당도는 10.1 ± 0.9°Brix로 ‘설향’의 9.5 ± 1.2°Brix 보다 0.6°Brix 높으며 산도는 0.7 ± 0.02%로 ‘설향’의 0.61
± 0.06%보다 0.09% 높아 당산비가 14.6 ± 1.4%로 풍미가 우수하고 고유의 향기가 있다. 경도는 15.4 ± 2.4 g·mm-2으로 ‘설
향’의 11.6 ± 1.3 g·mm-2보다 3.8 g·mm-2 높아 봄철 늦게까지 수확이 가능하며 해외 수출용 품종으로 적합하다. 과피는 단단하
나 과육은 부드러워서 식감이 우수하다. 과육색은 ‘설향’과 비슷한 선홍색을 띤다(Table 3). ‘하이베리’의 수량특성에 있어서,
평균과중은 16.7 ± 0.8 g으로 ‘설향’ 13.6 ± 1.0 g보다 3.1 g정도 큰 대과성이고 과형이 균일한 특징을 가진다. ‘하이베리’의 상

A

B

Fig. 2. Plants (A) and fruits (B) of ‘Highberry’ strawberry.
Table 1. Plant characteristics of ‘Highberry’ strawberry in forcing culture
Cultivar
Highberry
Sulhyang
z

840

z

Plant type

Plant vigor

Leaf shape

Fruit shape

Fruit color

Flower bud
differentiation

Dormancy

Upright

Strong

Elliptic

Conical

Red

Early

Shallow

Semi-spreading

Strong

Elliptic

Conical

Red

Early

Shallow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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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수량은 2,623 ± 436 kg·10a-1으로 ‘설향’ 2,700 ± 427 kg·10a-1의 97% 수준이었고, 총수량은 3,453 ± 358 kg·10a-1으로 설
향 4,135 ± 200 kg·10a-1의 83.5% 수준이었다. 상품과율은 75.9 ± 8.0%로 대조품종인 ‘설향’의 65.1 ± 7.1%보다 10.8% 높았
다. ‘하이베리’는 과실 크기가 균일하여 소과의 발생이 적고 저온에서도 수분, 수정이 우수하여 기형과율이 낮아 상품과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Table 4). 병해충 저항성 평가 결과 육묘기에 주로 발생하는 탄저병은 ‘설향’보다 약한 편이고 시들음병
은 ‘설향’보다 비교적 강한 편으로 육묘기 문제가 되는 시들음병 방제에 들어가는 노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흰가
루병은 비교적 약한 편으로 잎, 화경, 과실에 발생하며 육묘기 및 수확기에 주야간 일교차가 클 때 주의가 필요하다. 잿빛곰팡이
병은 ‘설향’보다 강한 편이다. 목화진딧물 발생은 ‘설향’보다 낮고 점박이응애 발생은 ‘설향’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Table 5).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Highberry’ strawberry in forcing culture
Petiole length
No. of leaves
(cm)

Cultivar
Highberry
Sulhyang
z
y

y

Leaf length
(cm)

Leaf width
No. of flowers
(cm)

Flower stalk
length
(cm)

Flowering
date
(mm.dd)

First harvest
date
(mm.dd)

15.2 ± 1.4 z

6.5 ± 0.4

8.0 ± 0.5

6.5 ± 0.4

13.1 ± 1.0

37.3 ± 4.3

11.11

12.20

12.7 ± 0.8

7.1 ± 0.2

8.0 ± 0.4

6.3 ± 0.1

17.4 ± 0.9

30.3 ± 1.0

11.01

12.02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hree replications.
Control.

Table 3. Fruit quality characteristics of ‘Highberry’ strawberry in forcing culture
Cultivar
Highberry
Sulhyang
z
y

y

Soluble solids content (A)
(°Brix)

Acidity (B)
(%)

A/B

Fruit firmness
(g·mm-2)

Color of fruit flesh
(white-dark red)

10.1 ± 0.9 z

0.70 ± 0.02

14.6 ± 1.4

15.4 ± 2.4

Red

9.5 ± 1.2

0.61 ± 0.06

15.4 ± 2.8

11.6 ± 1.3

Red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hree replications.
Control.

Table 4. Yield characteristics of ‘Highberry’ strawberry in forcing culture
Cultivar
Highberry
Sulhyang

w

No. of marketable
fruits z

Average fruit weight
(g)

Marketable yield y
(kg·10a-1)

Total yield
(kg·10a-1)

Percentage of
marketable yield (%)

11.5 ± 4.6 x

16.7 ± 0.8

2,623 ± 436

3,453 ± 358

75.9 ± 8.0

12.3 ± 5.0

13.6 ± 1.0

2,700 ± 427

4,135 ± 200

65.1 ± 7.1

z

Marketable fruit is over 12 g of normal fruit weight.
Average yield from 2015 to 2017.
x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hree replications.
w
Control.
y

Table 5. Disease and pest incidence of ‘Highberry’ strawberry in forcing culture
Diseases
Cultivar
Highberry
Sulhyang

y

Pests

Anthracnose
crown rot

Fusarium
wilt

Powdery mildew

Gray mold

Cotton Aphid

Two-spotted spider
mites

+++z

++

++

+

+

+++

++

+++

－

++

++

++

z

Disease Index: －healthy, + slight, ++ moderate, +++ severe, ++++ very severe.
Control.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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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상 유의점
‘하이베리’ 재배시 유의사항은 1화방 출뢰가 ‘설향’보다 7－10일 정도 늦고 첫 수확이 ‘설향’보다 15－18일 늦은 편이다. 육
묘는 70－90일 육묘하여 병 발생이 없는 우량묘를 사용하고 토양재배 시 적정 정식기는 ‘설향’보다 5－10일 정도 늦은 9월 10
일－15일이 적당하며 9월 20일 이후 늦은 정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화경장이 길어 수경재배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토양
재배 시 이랑의 높이를 50 cm이상 높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육묘기와 수확기에 양분 요구도가 ‘설향’보다 높은 편이다. 과실
비대기에 질소비료가 많을 경우 선청과가 발생할 수 있다. 1화방 수확기 촉진을 위해 육묘 후기 질소질 비료의 시비 조절이 필
요하다. ‘설향’에 비해 엽 출현속도가 7－10일 정도 늦은 편이고 엽수가 1－2매 적기 때문에 개화기 전에 주간 온도를 ‘설향’보
다 5°C 내외로 높여 충분히 초세를 확보하고 겨울철 저온기에도 주간 온도를 ‘설향’보다 높게 관리하여 광합성을 위한 엽수 확
보에 힘써야 한다. 탄저병은 ‘설향’보다 약한 편이므로 육묘기에 적엽 후 반드시 철저한 약제 방제가 필요하다. 흰가루병은 비
교적 약한 편으로서 육묘기 및 수확기에 주야간 일교차가 클 때 잎, 화경, 과실에 발생하여 시설 환경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며
점박이응애에 비교적 약한 편이므로 정식 후 개화기 이전에 흰가루병과 점박이응애를 예방적으로 방제하며 수확기에도 철저
한 방제가 필요하다.

유용성
‘하이베리’ 품종은 2018년 6월 29일에 충청남도농업기술원 직무육성 신품종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통과되었고, 2018년
8월 6일에 식물신품종보호법에 의거하여 본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출원(품종출원:제2018-418호)하고, 2018년－2020년
2년간 국립종자원의 등록을 위한 재배심사를 거쳐 2020년 11월 6일에 품종등록(제8354호)이 완료되었다. 2020년 12월에 2
개의 육묘업체에 품종보호권 통상실시를 시행하여 농가 보급이 진행되고 있다.

초록
‘하이베리’ 품종은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에서 2018년도에 육성한 촉성재배용 신품종이다. 경도가 높아 과실 수출에
용이하고, 봄철 고온기에도 품질이 유지되는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경도가 높은 ‘NS071608’ 계통을 모본으로 하고 맛과 향이
좋은 ‘대왕’을 부본으로 하여 2013년에 인공교배를 실시하였다. 2014∼2017년 실생선발, 특성검정, 생산력검정을 거쳐 ‘논산
12호’로 계통명을 부여하고, 2018년에 ‘하이베리’로 명명하였다. ‘하이베리’ 품종은 초형이 직립형이고 초세가 왕성하다. 잎
은 진한 녹색이며, 엽육 두께가 두껍고 엽형은 타원형이다. 과실의 과형은 원추형이고 과색은 선홍색을 띤다. 정화방의 화수는
13개이고 평균 과중이 16 g으로 대과형 품종이다. ‘하이베리’의 상품수량은 2,623 kg·10a-1으로 ‘설향’의 97% 수준이다. 화경
장이 37 cm로 길며 화방이 기부에서 갈라지는 형태를 나타낸다. 과실 경도는 15.3 g·mm-2으로 ‘설향’의 11.7 g·mm-2보다 3.6
g·mm-2 더 단단하고 봄철 늦게까지 수확이 가능하다. 당도는 10.1°Brix으로 ‘설향’의 9.5°Brix보다 0.6°Brix 높다. 병해충 저
항성은 시들음병에 강하나 흰가루병과 점박이응애에 약한 편이다.
추가 주요어 : 교배, 수출, Fragaria×ananassa, 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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