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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establish the optimum cutting time, plant growth regulator, and bed-soil

for rooting by greenwood cutting of Schisandra chinensis. Approximately 7 ㎝ long-shoots of greenwood cuttings were

transplanted by various cutting times, plant growth regulators, and bed-soils in the plastic-film house. The rooting rate of

greenwood cutting was 12.5% in the April 5th, 73.5% in the May 8th, and 75.5% in the August 5th. The number and length

of primary root in greenwood cutting were more in the early May than those in the early August. For mass propagation of

Schisandra chinensis. using greenwood cutting, shoots were treated with plant growth regulators on May to increase rooting

rate. Rooting rate was 100% with IAA 50 ㎎/ℓ , 92.9% with NAA 100 ㎎/ℓ , and NAA 1,000 ㎎/ℓ , for 60 min. To select

effective media for rooting, various medias for bed-soil were treated by single and mixture form for 100 days after cutting.

Rooting rate was 91.8% in the single treatment of peat moss or decomposition of granite soil, and this result was better than

those in other treatment. The treatment by 1 : 1 mixture of peat moss and horticulture bed soil was rooting with 94.0% best

root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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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 2n = 28)는

오미자과의 목본식물로서 전통적으로는 건과를 한약재용으로

이용하여 왔으나, 최근 일반 가정에서 오미자 생과를 이용한

즙액추출 수요의 증가로 2002년 445농가 261 ha 재배에서

289톤이 생산되었던 것이 2012년에는 4,054농가 1,978 ha에서,

9,141톤이 생산되어 약 10년 동안 생산량이 32배정도 증가 하

였다 (MAERA, 2013).

오미자는 자웅이화 식물로서 타화수정을 주로 하므로 유전

적으로 잡종상태인 종자에 의해 실생번식을 하게 되면 멘델의

분리법칙에 따라 개체간의 생육이 고르지 않고, 성숙기가 달

라 같은 포장 내에서도 수확기간이 달라지고 수량 차이가 매

우 커진다고 보고되었다 (Chang et al., 1995; Park et al.,

2000). 따라서 개체간의 변이를 줄이고, 일시 다수확을 위하여

영양번식에 의한 대량번식 방법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오미자의 번식은 포기나누기, 실생번식 또는 접목번식 방법

등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포기나누기는 우량계통의 유전

성을 유지하거나 번식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지만, 뿌리 발

달이 미약하여 활착기간이 1년 이상 길게 소요되고, 이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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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율이 높아 많이 사용되지는 않으며, 대량증식을 위해서는

실생번식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Kim et al., 2003).

Kim 등 (2003)이 개발한 대량번식방법 중에서 접목번식 방

법은, 접목부위가 바람 등의 영향으로 단단히 고착되지 않거

나, 대목의 지하부에서 새로운 싹이 올라와 생장하는 경우가

있어 좀 더 효율적인 번식방법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전년도에 자란 숙지 삽목을 이용 하여 삽목 하였으나 발근이

되지 않아 녹지 삽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상수리나무, 차나

무 등의 녹지 삽목 자료를 검토 해본 결과, Kim 등 (1995)

은 녹지 삽목에 의한 상수리나무 증식에서 5월 17일 삽목 발

근율이 38.6%로 7월 6일 (23.0%)과 8월 18일 (5.8%)에 삽

목한 결과보다 발근율이 높았다고 하였고, Kim 등 (1994)은

차나무 삽목 시 발근율이 숙지 삽목보다 녹지 삽목에서 양호

하고, 최적 삽목 시기는 숙지 삽목의 경우 4월 10일 경, 녹지

삽목의 경우 6월 10일 경이었으며, 적정상토는 마사토 였다고

보고하였다. 참나무의 녹지 삽목 시험은 삽수를 채취하는 모

수의 수령과 IBA 처리가 발근율에 중요한 인자라고 하였고,

IBA 처리가 효과적이었다고 하였다 (Isebrands and Crow,

1985). 그 외 삽수조건, 삽수채취시기, 발근에 영향하는 식물

호르몬의 수준, 온도, 광조건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Isebrands and Crow, 1985). 따라서 본 연구는 오미자의 우

량형질 대량번식을 위하여, 앞서 검색한 선행 연구 자료를 참

조로 오미자 녹지 삽목의 삽수 적정 채취시기와 식물생장조절

제 처리시간, 처리농도, 발근율 향상을 위한 알맞은 상토 종류

선발을 통하여 오미자 대량증식을 위한 삽목 번식 효율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구명을 위하여 본 시험을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은 오미자 (Schisandra chinensis (Turcz.) Baill.,

2n = 28)의 우량형질을 유지시키면서 대량번식을 할 수 있는

삽목번식 방법을 구명하고자, 전북 진안에 있는 약초시험장에

서 월동 전 가을에 신품종 ‘청순’ 3주를 비닐하우스에 옮겨

심어, shoot가 자라날 때 삽수길이 7㎝ 내외의 녹지삽수를 채

취하여 시험하였다 (Kim et al., 2004).

1. 삽목 시기가 발근에 미치는 영향

오미자 적정 삽목 시기를 구명하기 위하여 3월 25일, 4월

5일, 5월 5일에 새로 자란 신초인 녹지 삽수를 채취 하여 당

일 오전 중에 포트에 삽목하였으며, 8월 25일에는 봄 (4월)에

줄기가 출현하여 자라서 경화가 진행된 반숙지 결실 줄기를

채취하여 삽수로 이용하였다. 삽목 후 발근률 향상을 위하여

검정색 75% 차광막으로 약간 어둡게 차광하고 수분증발을 막

기 위하여 비닐로 50일간 밀봉처리 하였다.

2. 식물생장조절제 처리가 발근에 미치는 영향

삽목 시 발근율 향상을 위하여 IAA, IBA, NAA, 루톤F분

등을 당해에 자라난 새순을 삽수길이 7㎝로 잘라 500㎖ 페

트리디쉬에 100개씩 1다발로 묶어 생장조절제의 처리농도는

50, 100, 1,000㎎/ℓ로 희석농도를 달리하여, 생장조절제 처

리시간을 1분, 60분, 3,600분 동안 오미자 삽수를 담근 후 버

미큘라이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1 : 1 : 1의 3종 혼용한 상토

에 가로 10㎝, 세로 10㎝로, 굵기 1㎝ 굵기의 막대기를 이

용하여 5㎝ 정도 깊이의 땅에 구멍을 파고 삽수를 손으로 심

은 후, 주변의 상토를 모아 삽수가 움직이지 않게 고정 하였다.

3. 상토종류가 발근에 미치는 영향

적정 상토 선발을 위하여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피트모스,

원예상토, 황토, 마사토 단용 처리와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피트모스, 버미큘라이트+원예상토, 펄라이트 +피

트모스를 1 : 1로 하는 2종 혼용, 버미큘라이트 +피트모스 +펄

라이트를 1 : 1 : 1의 3종 혼용처리에 의해 시험을 실시하였다.

4. 조사 및 통계처리

주요 조사방법은 농촌진흥청 조사기준을 따랐으며, 주요 조

사항목은 발근율, 근 생육상황 이었으며, 각 시료를 3회 반복

으로 조사하고, 데이터의 처리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 분석 하였으며, p < 0.05의 조

건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로 유의적 차

이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삽목 시기가 발근에 미치는 영향

당년에 발생하는 오미자 신초를 이용하여 3월 25일, 4월 5

일. 5월 5일, 8월 5일에 녹지삽목을 실시한 결과, 3월 25일

삽목은 전혀 발근이 되지 않았고, 4월 5일 삽목은 12.3%로

매우 낮았으며, 5월 5일 녹지 삽목은 73.5%, 8월 5일 녹지삽

목은 75.5%가 발근 되었다 (Table 1).

발근 후 근 생육상황을 살펴보았을 때, 4월 5일에 실시한

녹지 삽목에서는 삽수 1주당 1차 근수가 7.0개로 근수가 적었

으며, 5월 5일에 실시한 녹지 삽목에서는 삽수 1주당 1차 근

수가 23.3개로 매우 많았다 (Table 1). 그리고 8월 5일 삽목

에서는 삽수 1주당 6.3개로 1차 근수가 적었다 (Table 1). 이

때 근장은 5월 5일 삽목에서 13.3㎝로서 4월 5일 삽목

12.2㎝나, 8월 5일 삽목의 4.4㎝보다 길게 자랐다 (Table 1).

이러한 결과는 차나무 (Kim et al., 1995)의 녹지 삽목에서

6월 10일 삽목이 가장 높은 발근율을 보인 것과 비슷한 결과

이며, 오미자 새순 출아기인 5월 5일이 세포분열이 가장 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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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기에 높은 발근율을 것과 같이, 상수리나무에서 5월 17

일 삽목한 것이 가장 높은 발근율 을 나타낸 것 처럼 오미자

의 경우 5월 5일 녹지 삽목이 가장 최적의 삽목 시기인 것으

로 판단된다 (Kim et al., 1995). 

 

2. 식물생장조절제 처리가 발근에 미치는 영향

오미자 녹지 삽목의 발근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IAA,

IBA, NAA 등 3종의 생장조절제를 각 50, 100, 1,000㎎/ℓ

로 처리한 시험에 있어서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IAA 50㎎/ℓ, 1분 처리에서는 발근율이 66.7%, 60분 처리에

서는 100%, 3,600분 처리에서는 62.9%로서 60분 처리에서

가장 높았고, IAA 100㎎/ℓ, 1분 처리에서는 75%, 60분 처

리에서는 78.6%, 3,600분 처리에서는 42.9%였으며, IAA

1,000㎎/ℓ 처리에서는 1분 처리에서 58.3%, 60분 처리에서

는 64.3%, 3,600분 처리에서는 37.1%를 나타냈다. IAA 처리

농도에 따른 발근율은 IAA 50㎎/ℓ에서는 평균 76.5%,

IAA 100㎎/ℓ에서는 평균 65.5%, IAA 1,000㎎/ℓ에서는

평균 53.2%로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오미자 녹지

삽목의 발근율 향상을 위한 생장조절제 IAA 처리 적정 농도

는 50㎎/ℓ, 처리시간은 60분 처리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2).

IAA 50㎎/L 60분 처리에서 발근율 100%의 결과는 IAA

가 오미자의 신초 신장이나 발근에 필요한 천연 auxin에 친화

적인 성질이 있었던 결과로 생각되나, 처리간에 발근율의 차

이가 심하였던 것은 천연 auxin인 IAA가 생장조절에 비교적

불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 것과 유사 하였다

(You, 2005). 

합성 auxin으로써 안정적인 IBA 처리에서는 IBA 50㎎/ℓ,

1분 처리에서는 발근율이 54.2%, 60분 처리에서는 64.3%,

3,600분 처리에서는 57.1%를 나타났으며, IBA 50㎎/ℓ 처리

농도에서는 평균 41.5%의 발근율을 나타냈다. IBA 100㎎/ℓ,

60분 처리에서는 발근율이 29.2%, 60분 처리에서는 42.9%,

3,600분 처리에서는 60.0%였으며, 평균 44.2% 이었다. IBA

1,000㎎/ℓ 처리에서는 1분 처리에서는 71.4%, 60분 처리에

서는 71.4%, 3,600분 처리에서는 62.5%를 나타내어 60분과 1

분 처리에서 양호 하였으나, 1차 근수가 주당 15.8개로 60분

처리에서 묘소질이 양호 하였고, 평균 발근율은 68.4% 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발근제 IBA 처리 농도는

1,000㎎/ℓ, 처리시간은 60분 처리가 가장 양호하였다 (Table 2).

NAA 50㎎/ℓ, 1분 처리에서는 발근율이 60.6% 60분 처

리에서는 78.6%, 3,600분 처리에서는 82.9%를 나타났으며, 평

균 발근율은 74.0% 이었다. NAA 100㎎/ℓ, 1분 처리에서는

45.7%, 60분 처리에서는 92.9%, 3,600분 처리에서는 34.9%였

고 평균 발근율은 57.8%이었다. NAA 1,000㎎/ℓ, 1분 처리

에서는 68.6%, 60분 처리에서는 92.9%, 3,600분 처리에서는

28.6%였고 평균 발근율은 63.4% 이었다. Park 등(1996)이 사

스레피나무 삽목시 NAA를 처리 했을 때 발근율이 높았다는

단순한 연구 결과와는 달리, NAA 처리는 평균 농도 50㎎/ℓ

처리가 가장 양호 하였으며, NAA 50㎎/ℓ 처리에서는 3,600

분, NAA 100㎎/ℓ, NAA 1,000㎎/ℓ 처리에서는 60분이

가장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Table 2). 

루톤F는 60.6%의 발근율을 보였는데, 이는 흑오미자

(Schisandra. nigra Max.) 의 숙지삽 생존율 (Lee, 1999)이

루톤F에서 10% 발근율을 나타낸데 반하여, 오미자의 루톤F

처리에서 높은 발근율을 나타낸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로

판단되며, 이는 오미자가 흑오미자 보다 삽목번식에 더욱 친

화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오미자 녹지 삽목에서 평균 80% 이상의 발근율을 나타

난 처리는 IAA 50㎎/ℓ, 60분, NAA 50㎎/ℓ, 3,600분,

100㎎/ℓ 60분, 1,000㎎/ℓ, 60분 등 4처리이었다. 그 중에

NAA 1,000㎎/ℓ 60분 처리가 전체적으로 주당 1, 2차근 발

근수와 근 생육으로 보아 가장 우수 하였으며, 다음으로는

NAA 50㎎/ℓ, 3,600분 처리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

된다 (Table 2).

3. 상토 종류가 발근에 미치는 영향

상수리나무 삽목시 7월 및 8월 폭염기에는 온도 조절이 어

려워 최고 38℃까지 상승 하였으나 녹지 손상은 발견 되지 않

았다는 (Kim et al., 1995) 보고가 있었다. 그러나 오미자 녹

지 삽목에서 상토 종류별 온도는 이 보다는 낮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 오미자 녹지 삽목에서 상토종류별 온도를 조사결과 7

월 평균 기온이 28.6℃일 때, 피트모스가 24.6℃로 가장 높았

Table 1. Rooting effect according to cutting date of greenwood in Schisandra chinensis B.

Cutting date Day after cutting♩ Rooting rate (%)
No. of root Length of root (㎝) Diameter of root (㎜)

Pri.† Sec.‡ Pri.† Sec.‡ Pri.† Sec.‡

 March 25th
− − − − − − − −

 April 5th 190 12.3  07.0 26.0 12.2 7.3 0.5 0.4

 May 5th 150 73.5  23.3 18.3 13.3 3.1 0.6 0.3

 August 5th  65 75.5  06.3  7.3  4.4 1.9 0.7 0.4
♩Days until root numbering after cutting, †Primary root, ‡Secondary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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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펄라이트, 원예상토, 마사토 순으로 지온이 낮았다. 8월

평균 기온이 26.9℃일 때,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피트모스,

마사토 순으로 지온이 낮았다. 9월 평균 기온이 27.0℃일 때,

원예상토, 피트모스,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마사토 순으로

지온이 낮았다. 

상토별 지온의 차이는 월별간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마사토

Table 2. Rooting effect to treatment concentration and time of plant growth regulators on greenwood in Schisandra chinensis.

PGR Con. (㎎/L) Treat Time (min) Rooting rate (%)
No. of root  Length of root (㎝)

Pri. Sec. Pri. Sec.

IAA

50
1 066.7bc*  8.0 14.5  6.2 3.7

60 100.0a  9.0 12.1  7.2 2.4

3,600 062.9bc  8.3 13.4  7.8 3.0

Mean 076.5  8.4 13.3  7.1 3.0

100

1 075.0ab  6.9 11.5  7.3 3.5

60 078.6ab 10.2 11.4  5.6 2.5

3,600 042.9cd   9.1  8.2  6.4 1.8

Mean 065.5  t8.7 10.4  6.4 2.6

1000

1 058.3bcd  t6.7  7.6  6.8 2.6

60 064.3bc 15.3 10.5  5.9 1.8

3,600 037.1d 14.7 10.3  5.8 1.7

Mean 053.2 12.2  9.5  6.2 2.0

Mean 065.1 97.7 11.1  6.7 2.5

IBA

50

1 054.2abc  6.3  9.8  5.4 2.0

60 064.3ab 10.4  5.0  3.2 1.3

3,600 057.1ab 11.5 14.3 10.1 3.4

Mean 058.5  9.4  9.7  6.2 2.2

100

1 029.2c  4.0 13.8  7.5 3.3

60 042.9bc  3.8 10.5  2.1 2.1

3,600 060.0ab 10.7 10.9  7.9 3.2

Mean 044.0  6.2 11.7  5.8 2.9

1000

1 071.4a  5.5  8.1  5.7 2.1

60 071.4a 15.8  3.8  3.5 0.9

3,600 062.5ab 12.0 11.4  7.1 2.6

Mean 068.4 11.1  7.8  5.4 1.9

Mean 056.9  8.9  9.7  5.8 2.3

NAA

50

1 060.0bc  7.3 14.7  9.1 4.3

60 078.6ab  9.2  8.5  5.6 1.9

3,600 082.9ab 12.0 19.0 12.0 8.3

073.8  9.5 14.1  8.9 4.8

100

1 045.7cd  6.4 11.6  9.0 2.6

60 092.9a  8.3  8.1  4.3 1.9

3,600 034.3d  8.7 10.4  6.5 2.1

Mean 057.6  7.8 10.0  6.6 2.2

1000

1 068.6abc  9.4 16.9 11.2 6.0

60 092.9a  9.5 10.6  6.9 2.8

3,600 028.6c 10.2  5.4  4.4 1.9

Mean 063.4  9.7 11.0  7.5 3.6

Mean 064.9  9.0 11.7  7.7 3.5

Rooton F 060.6b 13.4 10.7  6.6 2.7

Control 056.3b  6.8  7.4  6.8 2.4

*Same letters within each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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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상토에 비해 지온이 낮았는데, 마사토에서 91.8%로

발근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삽목에 알

맞은 상토조건은 무균의 신선한 토양으로 통기 보습성이 양호

한 상토를 선택 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Fang et al.,

1993) 한 것처럼, 마사토는 토양공극이 커 공기 유통이 원활

하여 지온을 낮추는 효과가 커서 발근율이 향상된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3). 

식토에서는 발근율이 49%로 매우 낮았는데, 이는 뽕나무 삽

목시 사용된 식토에서 93.3%의 발근율을 나타낸 것 (Goo,

1997)과 대조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따라서 오미자 발근

은 토양 통풍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버미큘라이트 +펄라이트 (1 : 1), 피트모스, 원예상토 처리구

와 펄라이트+피트모스 (1 : 1), 피트모스: 원예상토 (1 : 1) 처리

구에서 발근률이 94%로 가장 양호 하였다. 그 다음으로 펄라

이트: 피트모스 (1 : 1) 처리구가 91.8%, 버미큘라이트 +피트

모스 (1 :1 ) 처리구가 87.8%를 나타냈다 (Table 3). 

아울러 버미큘라이트 +피트모스 +펄라이트 (1 : 1 : 1 )로 3

종 혼합에서 87.8%의 발근율을 보여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는데 이를 토대로 오미자에 알맞은 상토는 단용 상토보

다는 1 : 1 혼합 상토가 발근에 좋은 결과를 나타 내어 효율적

인 삽목 상토를 선발하여 혼용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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