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딸기 주요품종 특성 

  딸기는 재배기간이 길고 노동력이 많이 드는 작물이지만, 저온에서도 생육이 양호하여 난

방비 부담이 적고, 시장 가격이 안정되어 있는 소득 작목입니다. 최근에는 고랭지 여름딸기 

생산 농가도 늘어나고 있어 딸기의 연중생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 딸기의 작형 

  딸기의 작형은 초촉성과 촉성, 반촉성재배, 여름재배, 노지재배 등 다양하지만, 전체 재배

면적의 95% 이상이 반촉성과 촉성, 초촉성 등 시설 내에서 촉성재배 형태로 재배되고 있습

니다. 노지재배와 억제재배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가. 촉성재배 

  촉성재배는 딸기품종이 휴면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보온하여 재배하는 작형이며, 9월 중

하순 경에 심고 12월 하순에서 1월 상순경에 수확이 시작됩니다.  

나. 초촉성재배 

  초촉성재배는 촉성재배보다 육묘를 앞당기거나 육묘후기에 꽃눈분화를 촉진하는 저온처리

를 하여 8월 하순에서 9월 상순경에 정식하는 작형입니다. 대개 11월 하순경에 첫 수확을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10월부터 수확하는 농가도 있으나 무리하게 수확시기를 당길 경

우 꽃이 불균일하게 피거나 화방 간의 간격이 멀어지는 등 여러 가지 생리장해의 원인이 됩

니다.  

다. 반촉성재배 

  반촉성재배는 대개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경에 심고 품종이 요구하는 일정량의 저온기

간을 거쳐 휴면을 깨운 다음 보온을 시작하는 작형이며 대개 2월경에 수확이 시작되고 

3~4월에 수확이 집중됩니다. 여름재배는 대관령이나 태백 등지의 고랭지를 이용해 여름과 

가을에 생산하는 작형이며, 일장에 관계없이 연중 꽃이 피는 사계성 품종을 이용합니다.  

2. 딸기의 주요 품종 특성 

  최근 들어 농가에서 재배되는 딸기 품종은 매우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장희가 들어와 촉성 및 초촉성재배지역에 빠르게 확산되었고, 1990년 후반에는 수출용 품

종인 ‘육보’가 들어와 반촉성작형의 대부분을 대체하여 재배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딸기품종의 개량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매향, 선홍, 설향과 같

은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량이 많은 품종들이 육성 보급되고 있습니다.  



가. 장희 

  ‘장희(아키히메)’ 품종은 꽃눈이 빨리 형성되고 화방출현의 연속성이 좋습니다. 또한 휴면

이 얕고 저온에서도 생육이 왕성하여 촉성이나 초촉성 등 조기생산 작형에 적당한 품종입니

다. 과일이 크고, 모양이 좋으며, 당도가 높고 과육이 부드러워 다양한 소비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저병과 흰가루병에 약한 것이 단점입니다.  

나. 육보 

  ‘육보(레드펄)’는 휴면타파를 위한 저온 요구 시간이 300시간 정도로 중만생에 속하는 품

종이며,  반촉성재배에 적당합니다. 과일이 크고 맛과 향이 좋으며, 과육이 단단하여 유통이 

편리합니다. 그러나 큰 과일에서는 골이 지거나 과일 안에 구멍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한 

겨울철 저온기에는 생육이 떨어지므로 전조재배가 필요합니다.  

다. 매향 

  ‘매향’은 논산딸기시험장에서 육성되어 2001년도에 촉성재배용으로 등록된 품종이며, 과

일의 모양이 좋고 딸기 표면의 광택이 뛰어납니다. 또한,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당하며 맛

이 뛰어난 것은 물론이고 단단해서 수출용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저병에 

매우 약하며 진딧물의 발생이 많고, 저온기에 새잎의 발생속도가 늦어 보온력이 약한 시설

에서는 재배가 곤란합니다. 

  첫 화방의 1번과가 정상적으로 발육하지 못하는 경우도 더러 생기며, 육묘가 늦어 어린 

묘를 심게 되면 수량이 떨어지므로 큰 묘의 육성에 힘 써야 합니다.  

라. 선홍 

  ‘선홍’은 원예연구소 시설원예시험장에서 2002년에 육성되었으며, 꽃눈분화가 매우 빨라 

촉성이나 초촉성재배에 적당한 품종입니다. 딸기 색깔이 밝은 적색을 띄며 과면 광택이 뛰

어납니다. 당도가 높고 신맛이 적은 편이며, 단단하기는 중간 정도입니다. 과실 끝부분의 착

색이 좋지않은 과실이 더러 발생하며, 시들음병에 약한 편입니다.  

마. 설향 

  ‘설향’은 논산딸기시험장에서 촉성재배용으로 육성하였으며, 2005년에 품종등록 되었습니

다. 과일이 크고 풍산성이며 저온기의 생육이 뛰어난 장점이 있습니다. 흰가루병에는 매우 

잘 견디므로 방제가 거의 필요 없으나 탄저병에 약한 편입니다. 봄철에 온도가 높아지면 쉽

게 물러지므로 환기와 관수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바. 기타  

  대관령 등 고랭지의 여름 생산 작형에 이용되는 품종으로는 볼레로, 플라멩코, 엘란 등이 

있으며 모두 일장에 관계없이 꽃눈이 분화될 수 있는 사계성형 품종들로써, 국내 딸기의 단

경기인 7월에서 11월까지 생산합니다.  

  딸기재배는 작형에 따른 품종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서 우수한 품종

이 많이 육성되고 있습니다. 로얄티를 지불하는 도입품종보다 우리가 육성한 품종을 재배하

여 높은 소득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