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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laimed land contains a large amount of soluble salts and exchangeable sodium in the soil, so it 

is necessary to select and cultivate tolerant crops that are resistant against salt stress. Chinese 

cabbage, a staple ingredient in kimchi, is an important vegetable that accounts for most of the 

production area of leafy vegetables in Korea, but no cases have been reported of growing cabbages 

in reclaimed land to examine growth and glucosinolate conten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growth, nutrient absorption characteristics, and glucosinolate content of Chinese cabbages 

grown in spring and autumn on reclaimed land with irrigation water with different salt concentrations. 

The salt concentrations of the irrigation water were 0, 2, and 4 dS∙m
-1

. Growth of spring and autumn 

Chinese cabbages did not change according to the salt concentration of the irrigation water, and 

only autumn Chinese cabbages showed an increase of Na content according to the salt concentration 

of the irrigation water. The total glucosinolate content tended to decrease when the salt concentration 

of irrigation water increased. The increase in salt concentration of irrigation water may reduce the 

bitterness of autumn Chinese cabbage. Here, it was confirmed that Chinese cabbage cultivation is 

possible even if the salt concentration of irrigation water reaches 4dS·m
-1

 on reclaimed land, and the 

glucosinolate content of autumn Chinese cabbage decreases when salt concentration incr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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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간척지는 굴곡이 심한 해안에 형성된 갯벌을 매립하여 만든 새로운 토지이다.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의해 토지수요가 증가하

는 나라에서는 경작지나 공업단지, 공항 등으로 활용하고자 간척 사업을 실시한다(McCurdy, 1988; Lee and Yun, 2014). 네

덜란드와 일본 등에서 간척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3.5만 ha의 간척지를 조성하였으며, 우리나라 경지

면적의 9%를 차지하여 낮은 식량자급률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약 261km
2
의 면적을 가진 새면금 간척지

는 20년 이상 숙전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강우와 가뭄에 따라 지하수위가 변동하여 작토층 지하에서 염류가 상승하는 현상

이 관찰된다(Jung et al., 2021). 일반적으로 간척지 토양에는 가용성염류와 치환성나트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는 삼투

압의 증가와 알칼리성 토양의 형성으로 인해 작물 생육을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Koo et al., 1998). 간척지의 높은 염 

농도는 토양 공극의 감소에 따른 공기와 수분 감소, 수분퍼텐셜의 저하로 인한 수분 및 양분 흡수 제한, Na
+
와 Cl

-
 이온의 독성 

효과 등을 나타내어 식물 생육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yu et al., 2010; Jo et al., 2018). 고농도의 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식물은 광합성과 생육이 억제되고, 엽록소 함량이 감소하며, 영양 불균형이 일어나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Munns and 

Termaat, 1986; Zeng et al., 2001). 내염성이 강한 작물은 토양의 과도한 염 농도에도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있으며, 내염성이 

강한 채소 작물로는 시금치(Spinacia oleracea L.)나 비트(Beta vulgaris L. var. vulgaris), 사탕무(Beta vulgaris L. var. 

altissima) 등이 있다(Greenway and Muuns, 1980; Lim et al., 2010). 따라서 간척지에서는 염 피해에 강한 내염성 작물을 선

발하여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며, 간척지에서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의 염 농도에 대한 생육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배추과(Brassicaceae) 작물은 아시아 국가에서 대량으로 재배하며 식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채소이다(Lee et al., 2014a, 

2014b). 그 중, 배추(Brassica rapa L. ssp. pekinensis)는 김치의 재료로 쓰이며, 국내에서는 약 3만 ha에 달하는 넓은 재배면

적을 차지하여 엽채류 중 72%를 차지하고 있다(KOSTAT, 2019). 배추과에 속하는 작물 중 순무(Brassica rapa L. ssp. rapa)

는 내염성이 중약 등급이며(Jo et al., 2018), 배추는 유채에 비해 고농도의 염 환경에서도 생육이 양호하여 오크라

(Abelmoschus esculentus (L.) Moench)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Shimose and Kurosaka, 1985). 그러나 배추의 

염에 관한 반응은 배추의 염 저항성 기작을 밝히거나(Pavlović et al., 2019), 고농도의 염 스트레스에 의한 생리 지표의 감소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주로 수행되었다(Kim et al., 2010a; Qiu et al., 2017). 또한 국내에서는 배추의 염 저항성 유전자의 과발현

에 의한 효과를 확인하거나(Yu and Park, 2013), 염 스트레스 관련 유전자의 발현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는 등의 연구가 주로 

진행되었다(Lee et al., 2014a). 이러한 연구 경향은 배추의 게놈 서열 분석이 완료되어 분자 수준으로 검정할 수 있기 때문이며

(Wang et al., 2011), 또한 모델 식물인 애기장대와의 비교 연구가 용이하기 때문이다(Kim et al., 2012). 그러나 염 농도가 높

은 간척지에서 배추를 재배하여 생장과 생리적 변화를 살펴본 사례가 없으며, 간척지의 배추 재배에 관한 타당성을 검토한 연

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배추과 작물은 2차대사산물인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s)를 다량 함유하는 특징이 있으며, 글루코시놀레이트는 주

로 병충해나 질병 등에 대한 방어 반응에 관여한다(Moon et al., 2015; Ko et al., 2017; Yoon et al., 2019). 글루코시놀레이트

는 현재까지 200 종 이상이 알려져 있으며, 30여 종이 생리적 활성을 보인다(Clarke, 2010). 따라서 배추과 작물의 총 글루코시

놀레이트 함량과 각 성분 함량 측정의 중요성이 대두되었으며, 품종 개발과 수확 적기 판단, 병충해 방제 등의 용도로 활용 가치

를 인정받고 있다(Lee et al., 2015). 그러나 배추과 작물의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은 재배 작형이나 기후조건, 작물의 영양상

태, 품종 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Shim et al., 2018). 기존에는 광질 또는 광주기, 광량 등을 변화시켜 배추의 글루코시놀

레이트 함량 변화를 추적하거나(Lee et al., 2014b; Moon et al., 2015), 배추에 생석회를 시비하여 총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을 증대시킨 사례 등이 보고되었다(Kim et al., 2015). 그러나 간척지에서 염 농도에 따른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분석은 배추

과 작물인 순무에서만 행해졌으며(Jo et al., 2018), 배추에 대해서는 염 농도에 따른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변화가 가공처리 

단계에서만 연구되었다(Hwang, 2010; Kim et al., 2010b). 따라서 간척지 토양에서 염 농도에 대한 배추의 생장과 글루코시

놀레이트 함량 변화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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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간척지에서 관개수의 염 농도를 달리하여 재배한 봄 배추와 가을 배추의 생장과 양분 함량,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염 농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작물 재배 조건 및 처리 조건

실험 대상인 봄 배추와 가을 배추는 전라북도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간척지의 시험 포장(35.827°N, 126.688°E)에서 재배하

였다. 봄 배추는 ‘춘광’ 품종(B. rapa cv. Choongwang)을 사용하였으며, 가을 배추는 ‘추월’ 품종(B. rapa cv. Chuwol)을 사

용하였다. 작물 정식을 위해서 20cm 높이의 두둑을 만들어 점적 호스를 설치하였으며 흑색 비닐을 이용하여 멀칭하였다. 봄 

배추는 파종 후 약 30일이 지난 유묘를 2019년 4월 23일에 40cm×40cm 간격으로 정식하였으며, 가을 배추는 파종 후 약 30일

이 지난 유묘를 8월 20일에 봄 배추와 동일한 간격으로 정식하였다. 배추에는 농촌진흥청 표준 시비법에 따라 질소-인산-칼리

를 기준으로 각각 320, 78, 198kg·ha
-1
를 시용하였다. 기비로 요소(질소 46%, 남해화학㈜)와 용성인비(유효인산 20%, KG케

미칼㈜), 염화칼리(칼리 60%, ㈜풍농)를 각각 110, 78, 110kg·ha
-1
를 시비하였으며, 추비는 요소와 염화칼리를 이용하여 부족

분의 50%에 해당하는 양을 2회로 나누어 분시하였다. 봄 배추와 가을 배추는 각각 2019년 6월 18일과 11월 28일에 수확하였다.

봄 배추와 가을 배추에 대해 세 가지 서로 다른 염 농도의 관개수를 처리하였으며, 처리구별로 3반복 난괴법으로 배치하였다. 

각각의 처리구에는 배추를 20개체씩 정식하였다. 새만금 간척지의 토양 염 농도는 평균 1.9dS·m
-1
로 제염이 진전된 상황이다

(Sohn et al., 2010). 따라서 세 가지 처리구는 식염(NaCl)을 활용하여 관개수의 염 농도가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 기준 0dS·m
-1
와 2dS·m

-1
, 4dS·m

-1
가 되도록 구성하였다. 작물 재배 기간 동안 관수는 2－3 일 간격으로 계절에 따라 2－

6mm 수준으로 관수하였다.

작물 샘플 채취 및 양분 함량 분석

배추 20개체를 수확하여 측정된 평균값을 각 처리구의 하나의 반복 값으로 간주하였다. 수확 후 개체 전체의 무게를 측정하

였으며, 뿌리와 고사한 주변 잎을 제거하고 구의 생중량과 구고, 구폭, 최대 엽장을 측정하였다. 각 식물체 조직에 포함된 다량

원소의 분석은 농촌진흥청의 토양 및 식물체 화학성 분석 방법을 따랐다(RDA, 2000). 식물체 조직의 총 질소 함량은 Kjeldahl 

분석기(Kjeltec 8400, FOSS analytical, Hillerød, Denmar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인 함량은 ammonium metavanadate법

을 이용하여 분광 광도계(AutoAnalyzer3, SEAL Analytical, Norderstedt, Germany)로 측정하였으며, 칼륨 함량은 

ICP-OES(SDS-720, GBC Scientific Equipments, Braeside, VIC, Australi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근권부 토양 샘플 채취 및 토양 화학성 분석

각 처리구별로 배추를 수확하고 난 다음 토양 채취용 오거(φ5×L15cm, Eijkelkamp, Netherlands)를 이용하여 지표면에서 

15cm 깊이까지의 표토를 무작위로 다섯 번 채취하였다. 샘플은 평균 무게가 100g이 되도록 채취하였으며, 다섯 샘플을 섞어 

음지 풍건하여 각 처리구의 하나의 반복 값으로 간주하였다. 농촌진흥청 표준 분석 방법에 따라 건조된 토양 샘플의 pH, 전기

전도도(EC), 토양 유기물 함량(Organic matter, OM), 가용성 인산(available P2O5) 함량을 측정하였다. 토양의 총질소 함량은 

Kjeldahl 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치환성 K, Ca, Mg, Na 이온은 ICP-OES(SDS-720, GBC Scientific Equipments, 

Braeside, VIC, Australi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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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분석

샘플 준비 및 글루코시놀레이트(Glucosinolates, GSL) 분석은 Jo et al.(2016)의 방법에 의하여 정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동

결 건조 된 분말 시료(0.05g)와 1mL MeOH(70%)를 2mL tube에 넣고 70°C에서 1시간 동안 추출하고 원심분리(12,000g, 10

분, 4°C)를 하였다. 상층액을 따로 모으고 위 과정을 2회 반복하여 추출하였다. GSL 추출물을 DEAE sephadex-A-25 slurry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와 0.1M sodium acetate(pH 4.0)를 혼합하여 만든 혼합물로 채워진 mini bio-spin 

chromatography column(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 USA)에 흘려주었다. 그 후, sulfatase(EC 3.1.6.1, Helix 

pomatia의 type H-1, Sigma-Aldrich)를 200µL 첨가하고 column의 양쪽을 막은 뒤 GSL의 desulfation을 위하여 실온에서 

18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Desulfatione된 GSL를 0.5mL 증류수로 3번 추출하고 0.2µm PVDF 실린지 필터를 이용하여 여과

하였다. 준비된 샘플은 auto sampler와 photodiode array detector(PAD)가 장착된 1260 HPLC(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AD는 229nm로 설정되었고, guard column으로 보호된 Acquity UPLC
®
 

BEH-C18 column(1.7µm, 2.1 × 100mm; Waters Co., Milford, MA, USA)은 30°C의 column oven 온도에서 GSL를 분리

하는데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0.2µL·min
-1
의 유속을 가지는, HPLC grade 초순수(A)와 100% acetonitrile(B)이었으며, 

gradient 조건은 다음과 같다. 6분 동안 용매 B를 1%에서 99%까지 상승시키고, 이후 14분까지 일정하게 유지한 뒤, 15분에 

용매 B를 1%로 급격하게 감소시켜 25분까지 유지하였다. 위와 같은 분석 조건으로 개별 desulfo-GSL를 분리 동정하였다. 모

든 GLS 표준물질은 샘플 준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desulfation하였고, 각각의 GSL 표준물질(1－20µL·mL
-1

)의 다양한 농도

를 사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하였다. 모든 샘플은 3반복으로 분석되었고, 개별 desulfo-GSL는 건조중량(DW) 당 µmol·g
-1
로 

표시되었다. 분석은 desulfo-GSL로 수행하였고, 연구결과에는 GSL로 표시하였다. 

통계 분석

수집된 배추의 생장 지표와 양분과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토양 성분에 대한 데이터는 각 3반복으로 통일하였으며, 이에 대

한 통계 분석은 SAS 통계 프로그램(version 9.4,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각 처리 사이의 유

의성은 단일변량 분산분석(ANOVA)으로 분석하였으며, 평균 사이의 유의성은 5% 수준에서 Duncan의 다중검정법(DMRT)

과 최소유의차(LSD)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관개수 염 농도별 토양 화학성 변화

봄 배추 재배 전에 비해 재배 후 토양 pH는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치환성 Na 이온 농도는 4dS·m
-1
 처리구에

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able 1). EC는 0dS·m
-1

 처리구에 비해 2와 4dS·m
-1

 처리구에서 소폭 상승하였다. 가을 배추 재배 전

에 비해 재배 후 토양 EC는 2와 4dS·m
-1

 처리구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치환성 Na 이온 농도는 4dS·m
-1

 처리구에서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Table 2). 새만금 간척지에서 작물 재배 전의 토양 EC와 치환성 Na 이온 농도는 각각 0.54dS·m
-1
와 

0.51cmol
+
·kg

-1
로 보고되어 유사한 범위에 있었다(Jung et al., 2020). 따라서 배추 재배 후 EC와 치환성 Na 이온 농도의 증가

는 관개수 염 농도 처리에 의한 효과로 판단되었다. 배추 재배 시 적정 토양 pH 수준은 6.0에서 6.5 사이로 알려졌으며(Choi et 

al., 2011), 본 실험 결과 봄 배추와 가을 배추 모두 재배 후 적정 pH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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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il chemical properties of experimental blocks before and after spring cultivation of ‘Choongwang’ Chinese 
cabbage

Time of spring 

cultivation

Salt treatments

(dS·m
-1
)

pH

(1:5)

EC

(dS·m
-1
)

OM

(g·kg
-1
)

Av. P2O5

(mg·kg
-1
)

T-N

(%)

Before 7.2 ± 0.12
z 
a

y
0.6 ± 0.07 ab 0.4 ± 0.09 a 74.9 ± 40.90 a 0.1 ± 0.00 ab

After 0 6.4 ± 0.32 b 0.4 ± 0.04 b 0.4 ± 0.02 a 51.2 ± 9.63 a 0.1 ± 0.01 a

2 6.5 ± 0.14 b 0.7 ± 0.27 a 0.4 ± 0.04 a 54.5 ± 5.08 a 0.1 ± 0.03 ab

4 6.6 ± 0.03 b 0.6 ± 0.18 ab 0.5 ± 0.05 a 64.4 ± 4.78 a 0.0 ± 0.00 b

Time of spring 

cultivation

Salt treatments

(dS·m
-1
)

Exch cation (cmol
+
·kg

-1
)

K Ca Mg Na

Before 0.8 ± 0.03 a 1.3 ± 0.20 a 2.4 ± 0.14 a 0.5 ± 0.28 b

After 0 0.8 ± 0.28 a 1.4 ± 0.16 a 2.1 ± 0.51 a 0.5 ± 0.12 b

2 0.6 ± 0.10 a 1.5 ± 0.13 a 2.3 ± 0.08 a 0.7 ± 0.12 ab

4 0.6 ± 0.18 a 1.5 ± 0.11 a 1.9 ± 0.18 a 1.0 ± 0.10 a
z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three replications ± standard deviation.

y
Each value 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Table 2. Soil chemical properties of experimental blocks before and after autumn cultivation of ‘Chuwol’ Chinese cabbage

Time of spring 

cultivation

Salt treatments

(dS·m
-1
)

pH

(1:5)

EC

(dS·m
-1
)

OM

(g·kg
-1
)

Av. P2O5

(mg·kg
-1
)

T-N

(%)

Before 6.5 ± 0.09
z 
a

y
0.6 ± 0.17 c 0.4 ± 0.02 a 56.7 ± 6.90 b 0.1 ± 0.02 a

After 0 7.0 ± 0.27 a 0.3 ± 0.10 c 0.5 ± 0.09 a 54.3 ± 19.17 b 0.0 ± 0.01 b

2 6.7 ± 0.40 a 1.1 ± 0.16 b 0.5 ± 0.08 a 108.0 ± 44.53 a 0.0 ± 0.01 b

4 6.9 ± 0.23 a 1.7 ± 0.18 a 0.5 ± 0.04 a 82.9 ± 17.67 ab 0.0 ± 0.00 b

Time of spring 

cultivation

Salt treatments

(dS·m
-1
)

Exch. cation (cmol
+
·kg

-1
)

K Ca Mg Na

Before 0.7 ± 0.11 a 1.5 ± 0.03 a 2.1 ± 0.16 b 0.7 ± 0.26 b

After 0 0.7 ± 0.07 a 1.8 ± 0.21 a 2.8 ± 0.20 a 0.5 ± 0.13 b

2 0.7 ± 0.05 a 1.8 ± 0.45 a 2.2 ± 0.22 b 0.8 ± 0.13 b

4 0.6 ± 0.06 a 1.8 ± 0.27 a 2.1 ± 0.05 b 1.7 ± 0.28 a
z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three replications ± standard deviation.

y
Each value 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관개수 염 농도별 배추 생장

모든 처리구에서 봄 배추와 가을 배추의 총 생체중과 구중, 구고, 구폭, 최대 엽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1; 

Tables 3 and 4). 따라서 간척지에서 관개수의 염 농도가 EC 기준 4dS·m
-1

 이하인 경우 배추의 수확량이 감소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을 배추의 최대 엽장은 관개수 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349.3 ± 16.3mm 에서 404.4 ± 90.5mm로 증가하였으

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재배한 정식 후 56일이 지난 춘광 품종 배추의 생체중은 3.4에서 

3.5kg 수준이었다. 반면, 기존 연구에서 상토를 이용해 재배한 춘광 품종 배추의 생체중은 정식 후 50일에 0.4kg 수준이며(Lee 

et al., 2013), 70일에 약 1.1kg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Son et al., 2015). 또한, 본 연구에서 재배한 정식 후 100일이 지난 추월 

품종 배추의 생체중은 2.2에서 2.3kg 수준이었다. 반면, 기존 연구에서 재배한 추월 품종 배추의 생체중은 정식 후 90일경에 

0.4kg 수준이었다(Lee et al., 2020). 기존 연구에서 재배한 배추에 비해 본 연구에서 재배한 배추의 생장이 좋은 원인은 재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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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Growth characteristics (A) and head cross section (B) of ‘Choongwang’ Chinese cabbage in spring cultivation under 
different salt treatments. Growth characteristics (C) and head cross section (D) of ‘Chuwol’ Chinese cabbage in autumn 
cultivation under different salt treatments.

Table 3. Growth characteristics of ‘Choongwang’ Chinese cabbage in spring cultivation under different salt treatments

Salt treatments

(dS·m
-1
)

Total fresh weight

(kg)

Head fresh weight

(kg)

Head height

(mm)

Head width

(mm)

Maximum leaf length 

(mm)

0 3.4 ± 0.21
z 
a

y
2.1 ± 0.04 a 271.5 ± 1.3 a 141.2 ± 2.4 a 409.3 ± 34.6 a

2 3.5 ± 0.31 a 2.3 ± 0.30 a 277.8 ± 7.0 a 144.8 ± 9.9 a 398.2 ± 10.8 a

4 3.3 ± 0.18 a 2.2 ± 0.16 a 278.4 ± 5.3 a 142.2 ± 4.6 a 405.3 ± 15.0 a
z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three replications ± standard deviation.

y
Each value 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LSD test at p < 0.05.

Table 4. Growth characteristics of ‘Chuwol’ Chinese cabbage in autumn cultivation under different salt treatments

Salt treatments

(dS·m
-1
)

Total fresh weight

(kg)

Head fresh weight

(kg)

Head height

(mm)

Head width

(mm)

Maximum leaf length 

(mm)

0 2.15 ± 0.41
z 
a

y
1.25 ± 0.42 a 243.7 ± 17.4 a 140.2 ± 9.7 a 349.3 ± 16.3 b

2 2.18 ± 0.12 a 1.28 ± 0.15 a 241.5 ± 8.5 a 139.0 ± 1.5 a 360.3 ± 3.6 b

4 2.25 ± 0.53 a 1.28 ± 0.50 a 224.7 ± 29.9 a 136.3 ± 11.7 a 404.4 ± 90.5 a
z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three replications ± standard deviation.

y
Each value 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LSD test at p < 0.05.

기간이 일주일 가량 길었으며, 실험이 진행된 연도의 기후 조건이 배추의 생장에 적합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기존 

연구 중 춘광과 추월 품종의 배추를 간척지 토양에서 재배한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비교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관개수 염 농도별 배추 양분 함량

봄 배추의 양분 함량 분석 결과 모든 처리구에서 다량원소와 미량원소의 관개수 염 농도 증가에 따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

다(Table 5). 따라서 간척지에서 관개수의 염 농도가 EC 기준 4dS·m
-1

 이하인 경우 봄 배추의 영양 성분이 변하지 않는 것을 확

인하였다. 반면 가을 배추의 양분 함량 분석 결과 관개수 염 농도가 증가할수록 Na 함량이 증가하였고, K 함량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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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utrient contents of ‘Choongwang’ Chinese cabbage in spring cultivation under different salt treatments

Salt treatments

(dS·m
-1
)

N

(%)

T-P

(%)

K

(%)

Ca

(%)

Mg

(%)

0 4.6 ± 0.30
z 
a

y
0.8 ± 0.05 a 4.7 ± 0.10 a 0.5 ± 0.06a 0.4 ± 0.02 a

2 4.7 ± 0.17 a 0.8 ± 0.00 a 4.9 ± 0.35 a 0.5 ± 0.05a 0.4 ± 0.03 a

4 4.8 ± 0.05 a 0.8 ± 0.05 a 5.2 ± 0.68 a 0.6 ± 0.06a 0.4 ± 0.03 a

Salt treatments

(dS·m
-1
)

Na

(%)

Fe

(mg·kg
-1
)

Mn

(mg·kg
-1
)

Cu

(mg·kg
-1
)

Zn

(mg·kg
-1
)

0 0.1 ± 0.02 a 61.6 ± 9.65 a 34.2 ± 8.62 a 2.3 ± 0.56 a 36.5 ± 3.73 a

2 0.1 ± 0.03 a 69.9 ± 13.34 a 36.9 ± 8.00 a 2.3 ± 0.27 a 37.7 ± 0.57 a

4 0.1 ± 0.03 a 78.3 ± 24.16 a 39.6 ± 7.43 a 2.2 ± 0.42 a 38.9 ± 4.54 a
z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three replications ± standard deviation.

y
Each value 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LSD test at p < 0.05.

Table 6. Nutrient contents of ‘Chuwol’ Chinese cabbage in autumn cultivation under different salt treatments

Salt treatments

(dS·m
-1
)

N

(%)

T-P

(%)

K

(%)

Ca

(%)

Mg

(%)

0 3.0 ± 0.29
z 
a

y
0.6 ± 0.02 a 4.1 ± 0.16 a 0.3 ± 0.01 a 0.1 ± 0.02 a

2 3.1 ± 0.28 a 0.6 ± 0.01 a 3.8 ± 0.20 ab 0.3 ± 0.03 a 0.1 ± 0.02 a

4 3.1 ± 0.63 a 0.6 ± 0.04 a 3.6 ± 0.27 b 0.3 ± 0.05 a 0.0 ± 0.02 a

Salt treatments

(dS·m
-1
)

Na

(%)

Fe

(mg·kg
-1
)

Mn

(mg·kg
-1
)

Cu

(mg·kg
-1
)

Zn

(mg·kg
-1
)

0 0.3 ± 0.04 c 60.3 ± 8.58 a 24.7 ± 4.70 a 3.4 ± 0.34 a 35.4 ± 6.49 a

2 0.8 ± 0.11 b 68.8 ± 8.29 a 24.5 ± 3.12 a 3.2 ± 0.60 a 33.3 ± 2.65 a

4 1.2 ± 0.27 a 77.4 ± 24.19 a 24.3 ± 1.66 a 3.0 ± 0.94 a 31.3 ± 6.89 a

z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three replications ± standard deviation.

y
Each value 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LSD test at p < 0.05.

(Table 6). Na와 K를 제외한 다른 다량원소와 미량원소는 관개수의 염 농도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관개수의 염 농도

가 0dS·m
-1
일 때 Na 함량은 0.3 ± 0.04%인 반면, 4dS·m

-1
일 때 Na 함량은 1.2 ± 0.27%로 약 4배 상승하였다. 따라서 간척지 

환경에서는 춘광 품종 배추에 비해 추월 품종 배추의 Na 흡수가 더욱 활발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관개수의 염 농도 증가에 

따라 토양의 치환성 Na 이온 함량이 증가한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토마토에 Na를 포함한 염 처리 결

과 Na와 K의 길항작용에 의해 엽경의 K 함량이 낮아지는 현상이 보고되었으며(Rhee et al., 2002), 오이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생하였다(Tsuneo, 1996). 춘광 품종 배추에서는 Na와 K의 길항적인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추월 품종 배추에서 특징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K/Na 비율이 높을수록 식물의 내염성이 강하므로 춘광 품종은 추월 품종에 비해 내염

성이 강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또한 춘광 품종 배추의 재배 기간이 추월 품종에 비해 짧은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간척지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는 목적으로 재배하는 경우, 작물의 영양 성분 변화를 관찰하여 선발의 근거로 활

용할 필요가 있다.

관개수 염 농도별 배추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분석 결과 봄 배추에서는 6종의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높은 함량을 보였다(Table 7). 하지만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관개수 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rogoitrin의 함량은 증가하였으며, glconapi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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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Glucosinolate contents of ‘Choongwang’ Chinese cabbage in spring cultivation under different salt treatments

Salt treatments

(dS·m
-1
)

Progoitrin

(µmol·g
-1
, DW)

Glucoraphanin

(µmol·g
-1
, DW)

Gluconapin

(µmol·g
-1
, DW)

Glucobrassicanapin

(µmol·g
-1
, DW)

0 0.54 ± 0.051
z 
a

y
0.01 ± 0.004 a 0.55 ± 0.237 a 0.86 ± 0.280 a

2 0.59 ± 0.201 a 0.01 ± 0.002 a 0.43 ± 0.172 a 0.81 ± 0.305 a

4 0.73 ± 0.343 a 0.01 ± 0.004 a 0.32 ± 0.108 a 0.76 ± 0.350 a

Salt treatments

(dS·m
-1
)

Glucobrassicin

(µmol·g
-1
, DW)

Gluconastrutiin

(µmol·g
-1
, DW)

Total

(µmol·g
-1
, DW)

0 0.62 ± 0.177 a 1.04 ± 0.290 a 3.60 ± 0.974 a

2 0.48 ± 0.150 a 0.95 ± 0.263 a 3.26 ± 0.746 a

4 0.34 ± 0.170 a 0.86 ± 0.424 a 3.02 ± 1.276 a

z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three replications ± standard deviation.

y
Each value in a row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LSD test at p < 0.05.

Table 8. Glucosinolate contents of ‘Chuwol’ Chinese cabbage in autumn cultivation under different salt treatments

Salt treatments

(dS·m
-1
)

Progoitrin

(µmol·g
-1
, DW)

Glucoraphanin

(µmol·g
-1
, DW)

Gluconapin

(µmol·g
-1
, DW)

Glucobrassicanapin

(µmol·g
-1
, DW)

0 0.27 ± 0.074
z 
a

y
0.05 ± 0.028 a 4.55 ± 1.357 a 5.70 ± 2.330 a

2 0.24 ± 0.099 a 0.01 ± 0.018 b 3.57 ± 1.241 ab 4.73 ± 1.687 a

4 0.23 ± 0.043 a 0.01 ± 0.011 b 2.57 ± 0.899 b 4.05 ± 0.899 a

Salt treatments

(dS·m
-1
)

Glucobrassicin

(µmol·g
-1
, DW)

Gluconastrutiin

(µmol·g
-1
, DW)

Total

(µmol·g
-1
, DW)

0 0.94 ± 0.364 a 2.71 ± 0.280 a 14.22 ± 3.794 a

2 0.73 ± 0.112 a 2.07 ± 0.109 b 11.35 ± 2.992 ab

4 0.92 ± 0.117 a 1.77 ± 0.701 b 9.55 ± 2.223 b

z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three replications ± standard deviation.

y
Each value in a row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LSD test at p < 0.05.

glucobrassicanapin, glucobrassicin, gluconastrutiin의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총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은 관개수 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꽃양배추 재배 시 4dS·m
-1
의 염 처리를 한 경우 

4-methoxyglucobrassicin과 gluconasturtin의 함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Giuffrida et al., 2016). Aliphatic group에 속하는 progoitrin은 상추에서 발아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Galletti et 

al., 2001). 마찬가지로 aliphatic group에 속하는 gluconapin과 glucobrassicanapin은 가수분해 되어 인간의 건강에 이익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배추의 쓴맛에 관여한다(Padilla et al., 2007; Lee et al., 2014c). 따라서 간척지에서 높은 염 농도의 

관개수를 이용하여 재배한 봄 배추의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은 progoitrin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분석 결과 가을 배추에서는 6종의 글루코시놀레이트가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glucoraphanin과 

gluconapin, gluconastrutiin의 함량이 관개수의 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able 8). 유의한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으나 관개수 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progoitrin과 glucobrassicin은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총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은 관개수 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봄 배추에서와 마찬가지로 gluconapin은 배

추의 쓴맛에 관여하며 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함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배추의 쓴맛이 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간

척지에서 높은 염 농도의 관개수를 이용하여 재배한 가을 배추는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며, 쓴맛이 덜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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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관개수의 염 농도를 다르게 처리하여 간척지에서 재배한 봄과 가을 배추(Brassica rapa L. Pekinensis)의 생

장 특성과 양분 함량,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봄과 가을 배추 모두 관개수의 염 농도 증가에 따른 생

장 저하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가을 배추에서만 관개수의 염 농도 증가에 따른 Na 함량 증가가 관찰되었다.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분석 결과 총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은 관개수 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관개수 염 

농도가 증가하면 가을 배추는 gluconapin의 함량이 감소하여 쓴맛이 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간척지에서 관

개수의 염 농도가 4dS·m
-1
에 이르더라도 배추 재배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염 농도의 증가에 따른 가을 배추의 글루코시

놀레이트 함량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로 배추의 생장이 저하되는 관개수 염 농도를 결정하는 실험이 수행된다면 

초기 간척지에서 작물 재배 시 관개수의 염 농도 관리에 필요한 기술이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봄과 가을 배추 품종 

외에 다양한 상용 품종의 간척지 적응성을 파악하여 간척지에 적합한 품종을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초 록

농업용 토지로 사용되는 간척지에는 토양 내에 가용성염류와 치환성나트륨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염 피해에 강한 내

염성 작물을 선발하여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다. 김치의 재료인 배추는 국내 엽채류 생산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요 채소

이나, 간척지에서 배추를 재배하여 생장과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등을 살펴본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간척

지에서 관개수의 염 농도를 달리하여 재배한 봄 배추와 가을 배추의 생장과 양분 함량,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측정하였으

며, 염 농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처리한 관개수의 염 농도는 각각 0과 2, 4dS·m
-1
의 세 가지로 구성되었다. 춘광 

품종 봄 배추와 추월 품종 가을 배추를 재배하여 생장 지표와 양분 함량,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을 분석하였다. 봄과 가을 배추 

모두 관개수의 염 농도 증가에 따른 생장 저하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가을 배추에서만 관개수의 염 농도 증가에 따른 Na 함량 

증가가 관찰되었다.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 분석 결과 총 글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은 관개수 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관개수의 염 농도 증가로 인해 가을 배추의 쓴맛이 감소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간척지에

서 관개수의 염 농도가 4dS·m
-1
에 이르더라도 배추 재배가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염 농도의 증가에 따른 가을 배추의 글

루코시놀레이트 함량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추가 주요어 : 간척지, 글루코시놀레이트, 다량원소, 미량원소, 염 스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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