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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ipburn occurs occasionally in Kimchi cabbage, and lowers quality and yield.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reduce the occurrence of tipburn. Daily calcium uptake 

increased rapidly at the heading time when Kimchi cabbage biomass increased. Tipburn occurred 

when Kimchi cabbage was hydroponically cultured for over 24 hours in calcium-deficient nutrient 

solution, and occurred on leaves ranging from the 20th to 50th leaf from the outer leaf. Calcium 

content was lower in inner leaves than in outer leaves, and was lower at the leaf margins than in the 

middle part of the leaf. Tipburn was more sensitive to soil drying than to saturated soil. In the 

70/100% day/night relative humidity (RH) treatment, tipburn did not occur at all, and in the 

50/100% RH treatment, it appeared mildly at the initial stage and recovered. In the 40/80% RH 

treatment, in which the RH was kept low during the day, tipburn occurred severely, and in the 

20/40% RH treatment, in which the RH was kept very low during the day and night, the leaves were 

shriveled, but tipburn did not occur. It seems that the occurrence of calcium deficiency can be 

reduced by increasing the humidity at night while managing sufficient soil moisture in highland 

Kimchi cabbage.

Additional key words: chinese cabbage, microclimate, physiological disorder, sapflow, vapor 

pressure deficit

서 언

 여름철 단경기에 생산되는 중요한 부식 채소 중의 하나인 고랭지배추는 일반적으로 식미감, 색택, 저

장성, 가공적성 등이 품질을 좌우하는 요인이지만, 해충이나 병 등에 의한 물리적 손상은 채소의 품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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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랭지배추는 결구된 형태로 수확되어 유통되기 때문에 포기 속에 발생한 팁번(tipburn)은 절개

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구입 후 식가공 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고랭지배추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도 있다. 최근 한여

름에 재배되는 고랭지배추에 발생되고 있는 팁번은 배추의 품질 저하는 물론 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여름철 고온건

조기에 발생이 잘되는 팁번은 그 후 고온 다습을 맞아 2차적으로 무름 증상이 발생하면 일명 ‘꿀통 배추’가 되어 전혀 수확할 

수 없게 된다. 팁번은 해에 따라 간헐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랭지배추 재배자들은 아직 완전한 극복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

다. 팁번은 칼슘 부족에 의한 생리 장해로 100여 년 전에 밝혀졌으나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직도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Saure, 1998). 팁번은 세포 내에 칼슘이 부족한 조건에서 polygalacturonase의 작용으로 pectic 

polysaccharide가 붕괴되고 세포벽이 와해되어 세포의 괴사가 일어나는 생리 장해(Selling et al., 2000)로, 토양이나 식물체의 

절대적인 칼슘 부족에 의한 경우보다는 과습, 건조(Balvoll, 1995), 고온 등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조건의 변화에 의한 칼슘의 

흡수 장해 또는 부위 간 이동 분배의 불균형과 이를 더 부채질하는 생장 속도(Saure, 1998)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칼슘의 흡수는 증산류를 따라 수동적으로 흡수·이동되므로(Clarkson, 1984) 주로 증발산이 많은 부위로 이동하게 되

어 칼슘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신초 부위로 이동이 적다(Cho et al., 1994). 그러나 증산류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고 근압에 의해

서도 좌우되므로(Engels, 1999) 근권부 환경도 영향을 미친다. 세포 내로 이동된 칼슘은 세포 내에 잉여될 경우에는 액포에 저

장되지만 이것이 질소 등 다른 영양 원소와 같이 잘 이동되지는 않는다(Hirschi, 1999). 이런 특성 때문에 칼슘 흡수량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칼슘 용액의 엽면살포도 실시되고 있다(Lee et al., 1996). 증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습도는 칼슘의 잎으로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친다(Chung, 1999). 공중 습도에 의해 포차가 낮으면 증산이 일어나기 어려우며, 포차가 너무 높으면 과도

한 증산이 일어나(Nam et al., 2014), 수분 손실이 크게 되면 기공이 닫혀서 식물체에 수분공급이 제한되므로(Singh and 

Singh, 2003) 이로 인해 생리적 장해가 발생하기도 한다(Monclus et al., 2006). 칼슘 결핍증은 다양한 재배 환경 요인과 관계

가 있어서 실제로 배추재배지에서 나타나는 팁번 발생 양상은 어느 하나가 원인이라고 단정하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팁번 발생에 미치는 몇가지 기상 요인에 대한 반응을 검토하고 아울러 재배 현장에서의 관리 실태를 분석하여 고랭지배추의 칼

슘결핍증을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배추의 생장에 따른 경시적 칼슘 흡수량 변화

배추의 생장에 따른 경시적인 칼슘 흡수량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배추(‘CR대장부’, KS종묘)를 엽채류전용 원예원표준액

(N-P-K-Ca-Mg = 15-3-6-8-4me·L-1)이 담긴 약 4L 들이 폿트에 정식하였다. 정식 후 결구기인 20일이 경과한 때부터 2－3일 

간격으로 식물체중, 양액 흡수량을 조사하였으며, 칼슘 흡수량은 양액을 채취하여 흡수된 양액량과 칼슘 함량으로부터 산출하

였다. 칼슘 분석은 ICP-OES(Optima 2100 DV, Perkin Elmer, USA)로 하였다.

배추의 칼슘 결제처리 및 칼슘액 엽면살포에 따른 tipburn 발생 

엽채류전용 원예원표준액(N-P-K-Ca-Mg = 15-3-6-8-4me·L-1)에서 결구 초기(정식 후 20일)까지 4L 용기에서 배추(‘수

호’, 농우바이오)를 재배하다가 칼슘결제처리일 오전 10시에 뿌리를 세척하고 칼슘을 제거한 양액에서 2, 4, 8, 16, 24 및 48시

간 동안 결제처리하였다. 이 후 표준 양액에서 40일간 더 재배한 후 팁번 발생을 조사하였다(Table 1). 칼슘결제 시 양액 조제는 

양이온교환수지로 칼슘을 제거시킨 물을 사용하였다. 재배 종료 후 결제처리기간 이외의 재배기간 중 1주일 간격으로 양액을 

갱신하였다. 또한 0.3%의 염화 칼슘 용액을 결구기에 5일 간격으로 3회 살포하였다. 팁번이 발생한 잎과 발생하지 않은 잎의 

잎 중앙 부위와 끝부분, 그리고 포기 내외부 잎의 칼슘 함량은 전자현미경 장착 EDS system(FE-SEM+EDS, Thermo fi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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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tific, USA)으로 분석하였다.

 

주야간 습도 조절에 따른 배추 내외부 온습도 및 포차의 변화 특성

배추 포기 내부의 온습도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배추묘(‘수호’, 농우바이오)를 직경 36cm의 폿트에 정식하여 생육 상자

(W × D × H, 1 × 1 × 1m)에서 재배하면서 제습기(DHJ-067BNB, Winix)와 가습기(SGM-L124, Geek)를 활용하여 주간제습

/야간제습 및 주간제습/야간가습 처리하고 배추 포기 내외의 온습도 및 포차를 조사하였다. 배추 포기 내외부의 온습도는 온도

센서(Almemo Thermo Za 9020-Fs, Arborn, Germany)와 습도센서(Almemo FH A646-E1, Arborn, Germany)로 측정하

였다.

주야간 습도 조건에 따른 배추 칼슘 결핍증 발생

배추(‘수호’, 농우바이오)을 직경 36cm 폿트에 정식하여 1개월간 온실에서 재배한 식물체를 생육 상자(W × D × H, 1 × 1 

× 1m)에 두고 제습기(DHJ-067BNB, Winix)와 가습기(SGM-L124, Geek)를 이용하여 습도를 조절하면서 재배하였다. 습도

를 조절한 각각의 생육 상자 내의 상대 습도의 변화는 Fig. 1과 같다. 처리 전 배추는 70－100%의 습도조건에서 재배하였다. 

습도를 처리한 지 1주 및 2주 후에 팁번 등 생리 장리 발생을 확인하였다. 또한 발생한 팁번의 엽서 위치를 파악하기 위하여 습

도 조절 처리 3주 후에는 배추를 수확하여 잎 발생 순서에 따라 팁번 발생 엽서 및 발생 엽수를 조사하였다. 습도는 소형 데이터

로거(Watchdog model450, Spectrum Technologies, USA)로 측정하였다. 

토양 수분 조건 및 야간 습도 조절에 따른 팁번 발생

배추(‘수호’, 농우바이오)를 바로커 상토(원예전용, 서울바이오)로 채운 직경 36cm의 화분에 심어 생장상(D × W × H, 1 × 

1 × 1m)에서 재배하면서 토양수분조건을 달리하였으며 및 야간 동안에는 습도를 조절하였다. 토양 수분 조건은 생육 단계를 

생육 초기(정식－20일), 생육 중기(21－42일) 및 생육 후기(42－63일) 등 3 단계로 나누어 생육 단계에 따라 －10kPa 이상으

로 과습한 조건, －20 ~－50kPa의 적습한 조건 및 －50kPa 이하의 건조한 조건 등 3처리를 두었다. 야간 동안의 공중 습도는 

가습기(SGM-L124, Geek)와 제습기(DHJ-067BNB, Winix)로 100% 및 약 60%로 유지되게 조절하였다. 

고랭지배추 주산단지의 토양 수분과 습도의 일변화 등 칼슘 결핍증 발생 요인 분석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태백 매봉산(N37°22', E128°96')과 강릉 안반데기(N37°61', E128° 74')에 위치한 농가의 고랭지배추 

재배지에서 재배기간 중 토양의 수분포텐셜과 공중 습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습도와 토양 수분포텐셜은 소형 데이터로거

(Watchdog model450, Spectrum Technologies, USA)와 gypsum block 센서(Watermark, Irrometer Inc. USA)로 측정하였다. 

아울러 토양의 칼슘 부족, 칼슘 흡수 장해 요소, 칼슘 이동· 분배, 작물의 성장속도 등 칼슘 결핍증에 관련된 요소에 대한 재배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상황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자료는 SAS 프로그램(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9.4, USA)을 이용하였으며 처리 평균 간 유의성은 Duncan의 다중검

정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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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배추의 칼슘 결제처리 및 칼슘액 엽면살포에 따른 팁번 발생 

칼슘 결제에 따른 배추의 칼슘 결핍 발생 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칼슘을 제거한 양액에서 일정기간 처리한 후 배추의 팁번 

발생을 조사하였다(Table 1). 팁번은 24시간, 48시간 칼슘 결제처리한 구에서 모두 나타났다. 칼슘 엽면 살포는 칼슘 결핍증 발

생을 줄이는 효과는 보이지 않았으나 결핍 정도는 다소 낮추는 효과는 있었다. 결구 시작기의 칼슘 결제처리 시 팁번 나타내는 

A B

C D

Fig. 1. Daily changes of relative humidity by treatment in a pilot-scale greenhouse controlled by drying machine and 
humidifier. Relative humidity conditions were: RH-1 (A) 70 to 100%, RH-2 (B) 50 to 100%, RH-3 (C) 40 to 80%, and 
RH-4 (C) 20 to 40%.

Table 1. Tipburn occurrence according to calcium deficiency in the nutrient solution and foliar spray of calcium solution in 
hydroponically grown Kimchi cabbage

Calcium deficiency treatment 

(hr)

Control Foliar spray of calcium solution 

Occurrence of tipburnz

(%)

Degree of tipburn 

occurrencey

Occurrence of tipburn

(%)

Degree of tipburn 

occurrence

Control 0 bx 0  0 b 0

 2 0 b 0 0 b 0

 4 0 b 0 0 b 0

 8 0 b 0 0 b 0

16 0 b 0 0 b 0

24 100 a 4 100 a 3

48 100 a 4 100 a 3

zTipburn occurred from the 20th to 55th leaf.
yDegree of tipburn occurrence: extreme 4, severe 3, common 2, slight 1, none 0.
xMeans separation 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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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위는 외엽으로부터 20엽부터 55엽위까지 평균 26개의 잎이 칼슘 결핍증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칼슘 결제처리 시, 구의 

안쪽에 있는 대부분의 신엽이 칼슘결제에 의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구상추의 경우에도 외부환경에서 자란 상추

보다 생장환경이 좋은 환경조절조건에서 자란 상추에서는 외부엽인 5번째 잎보다 내부엽인 14번째 잎에서 팁번이 발생하였

고 결구상추에서 생장속도가 빠른 조건에서 팁번 발생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밝혀 결구하는 작물에서 생장 특성상 칼슘 결핍증 

발생이 특정부위에 나타날 뿐 아니라 일정한 위치에 발생한다고 하였다(Barta and Tibbitts, 1991).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배추에서도 결구기 이후에 생장속도가 빨라지며(Kim et al., 2015) 칼슘 흡수량도 증가하여 칼슘 

결핍증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생육기이기 때문에 실제 재배시에도 결구기에 5일 간격으로 칼슘 용액을 엽면살포

를 하고 있다(Lee et al., 1996). 팁번이 발생된 잎은 발생하지 않은 잎에 비해 선단과 잎 중앙 부위 공히 칼슘 함량이 낮았고, 중

앙부위보다는 선단이 낮았으며, 정상적인 잎에서도 선단보다는 중앙 부위의 칼슘 함량이 높았다(Fig. 2). 또한 포기 내부 잎의 

칼슘 함량은 외부의 1/3 수준이었는데 이는 증산이 더 활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Kim et al., 1994). 이는 결구상추에서 팁번

이 발생한 잎은 상대적으로 포기 내부의 Ca 함량이 적은 잎 선단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때 팁번이 발생한 잎의 칼슘 함량이 낮았

다는 보고(Barta and Tibbitts, 2000)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Oh and Kim(1985)은 질소질과 칼리질비료에 시용량이 증가하였

을 때 배추 포기 내부 잎의 칼슘 함량이 매우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처럼 칼슘 함량이 낮은 것은 결구하는 작물에서 포기의 

앞쪽에 위치한 잎이 칼슘 결핍에 매우 취약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A B

Fig. 2. Calcium content of margin and center of tipburned leaf, and calcium content of inner and outer leaf of Kimchi 
cabbage head. Vertical bars indicate mean standard errors (n = 3). z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t p < 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3. Daily changes in rate of Ca and water uptake, and plant fresh weight in the hydroponically grown Kimchi cabbage. 
Data were measured in 2-3 day intervals from 20 days after planting when the Kimchi cabbage was starting the stage of 
h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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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를 양액에서 재배하면서 경시적 칼슘 흡수량과 생체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배추는 정식 20일경에 결구가 시작되면서 생

체량의 증가가 커짐에 따라 물 흡수량과 칼슘 흡수량도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는 증가가 둔화되다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Fig. 3). Kim et al.(2008)의 보고와 같이 대체로 양액 흡수량은 많은 날에 칼슘 흡수량도 많은 결과와 유사하였는데, 생장이 

활발한 시기에는 생체중의 증가 뿐 아니라 흡수되는 칼슘량도 증가하였다. 또한 배추의 상대생장률은 정식 후 21일에서 28일 

사이에 peak를 보였고 그 이후 점점 낮아졌다(Kim et al., 2015). 따라서 배추의 생육이 왕성한 결구기의 칼슘 흡수량이 많은 

시기에 칼슘의 흡수가 제한을 받거나 흡수가 많이 되었더라도 신엽으로 칼슘의 분배가 어려운 조건에 처해지게 되면 칼슘 결핍

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작물의 생장 속도는 칼슘의 결핍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Saure, 1998). 한

편 상추의 칼슘 결핍증의 발생에 관한 연구에서도 상추의 빠른 생장 때문이라고 보고 하였다(Cho et al., 1998). 이런 측면에서 

고랭지배추 배추 재배 시 생장 억제(Yong et al., 2003) 살포는 어느 정도 칼슘 결핍을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냈을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배추 구 내부의 상대 습도와 포차의 변화로부터 배추의 칼슘 결핍증을 유발하는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낮 동안에 제습하고 밤에 제습 또는 가습했을 때, 배추 포기 내외부의 습도 변화를 살펴보면(Fig. 4A), 밤에 배추 포기 외부의 

습도를 제습에 의해 80% 정도를 유지했을 때 포기 내부는 100%의 상대습도를 유지하였고, 낮에도 제습으로 배추 포기 외부의 

상대습도가 30% 내외로 더 낮아졌지만 배추 포기 내부의 상대습도는 야간과 동일하게 거의 100%를 나타냈다. 이 때 배추 포

기 내부의 포차는 매우 낮아 내부 잎에서의 증산은 거의 없었을 것으로 보여진다(Fig. 4B). 이는 배추가 결구되고 나면 내부엽

의 증산은 거의 없을 것이므로 증산에 의한 물의 이동에 의한 칼슘의 이동보다는 근압에 의한 물의 이동에 따라 칼슘이 이동될 

것으로 이해된다(Palzkill and Tibbitts, 1977). 칼슘의 결핍이 절대 흡수량의 부족보다는 칼슘의 분배·이동의 편향성 때문에 

특정 부위에 결핍증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Cho et al., 1994). 이는 칼슘의 이동이 수류를 따라 이동하므로 상대적으로 증

산이 활발한 광엽으로의 이동이 많고, 한참 생장하고 있어 칼슘을 필요로 하지만 구내의 신엽으로의 이동이 적어 칼슘 결핍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주야간 습도 조건에 따른 배추 칼슘 결핍증 발생

Table 2 및 Fig. 5는 배추 재배 시 공중 습도를 조절했을 때 칼슘 결핍증 발생 조사결과이다. 24시간 가습하여 낮에는 70%, 

밤에는 100%로 유지되었던 RH-1처리에서는 팁번은 발생되지 않았다. RH-1처리의 결과와는 달리 낮에 50%, 밤에는 100%

로 낮에만 습도를 낮게한 RH-2처리에서는 초기에 팁번이 초기에 가볍게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다시 회복되었다. 즉 처음에 낮

과 밤의 습도가 70－100%의 습도 상태에서 낮과 밤의 습도가 50－100% 환경 조건으로 최저 습도가 20%정도 더 낮아진 경우

에도 팁번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 습도가 밤에만 높으면 낮 동안의 습도 조건은 어느 정도까지는 팁번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낮과 밤의 습도 범위가 40－80%로 조절되었던 RH-3처리에서 팁번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이는 공중 습도가 밤에는 높고 낮에는 낮았던 RH-2처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낮의 습도가 낮은 것보

Fig. 4. Daily changes of relative humidity and vapour pressure deficit inside and outside Kimchi cabbage. DDND: 
dehumidified during day and night, DDNW: dehumidified during day; humidified during n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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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밤에 80% 수준으로 낮아진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밤 동안에 증산이 더 커져 수류에 따라 이동하는 신엽으로의 칼슘의 이

동이 더욱 제한되는 조건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Chung, 1999). Rhee et al.(2010)도 파프리카 재배 시 야간 습도를 85% 내외

로 낮았을 때 배꼽썩음과 발생이 많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낮과 밤의 습도가 모두 낮았던 20－40%(RH-4처리)의 지나

치게 낮은 습도 조건은 배추의 잎이 오그라지는 형태의 생리 장해가 나타고 팁번발생이 보이지 않았던 것은 포차가 지나치게 

낮아 팁번으로 발달하지 못해 생육이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Argus, 2009; Nam et al., 2014). 이와 같이 팁번은 작물

이 배추의 생장 속도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Choi and Lee(2008)이 상추에 대한 주야간 습도조절 연구에서 밝혔

Table 2. Occurrence of physiological disorders of Kimchi cabbage grown in four relative humidity conditions in a pilot-scale 
greenhouse. Relative humidity conditions were: RH-1, 70 to 100%; RH-2, 50 to 100%; RH-3, 40 to 80%; and RH-4, 20 
to 40%

Air humidity condition

RH-1z RH-2 RH-3 RH-4

1 week after treatment

2 weeks after treatment

Occurrence of 

physiological disorder
No occurrence of tipburn

Recovered after initial 

tipburn occurrence 
Extreme tip burn occurred Shriveled leaves

zSee Fig. 1.

Fig. 5. Occurrence of physiological disorders such as tipburn or shriveled leaves by leaf order of Kimchi cabbage grown at 
four relative humidity conditions in a pilot-scale greenhouse. Relative humidity conditions were: RH-1, 70 to 100%; RH-2, 
50 to 100%; RH-3, 40 to 80%; and RH-4, 20 to 40%. ( ): Range of tipburn occurrence by leaf order, ( ): Range of 
shriveled leaf occurrence by leaf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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듯이 주/야간 상대습도 80/80% 처리에서 80/40%처리에 비해 생장 속도가 빨라 팁번 발생이 많았던 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검

토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낮 동안의 습도가 80% 조건으로 다소 높았기 때문에 포차에 따른 증산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낮 동안

에 광이 부족하였거나 낮은 수분포텐셜에 의해 잎이 연하고 빠르게 성장하는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이해된다. 칼

슘결핍증은 일반적으로 결핍이 발생한 후 2－3주후에 나타나는데(Magnusson, 2002), 본 실험에서는 1주일만에 칼슘결핍증

상이 보였듯이 아마도 생장속도가 다소 빠른 실내 조건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현실적으로 작물 재배 시 습도가 20－40%로 낮아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야간의 낮은 습도가 팁번 발생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더라도 이처럼 지나치게 낮은 습도조건에서 생장이 억제되어 팁번의 발생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 상태에서 다시 야간에 보통의 습도 조건이 되면 팁번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 수분 조건 및 야간 습도 조절에 따른 팁번 발생

배추 생육 단계별로 토양 수분 조건을 달리하여 재배하였을 때 팁번 발생과 발생 위치를 조사하였다(Table 3). 모든 단계에 

적습을 유지한 처리에서는 칼슘 결핍이 발생되지 않은 반면 토양 수분을 건조하게 관리한 처리에서 팁번 발생이 많았다. 즉 칼

슘 결핍은 토양의 과습보다는 토양 건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양 수분을 건조하게 관리했을 때 생육 

단계에 따른 차이나 발생 위치에 대한 반응은 뚜렷한 경향은 보이지 않았으며, 대체로 10－20엽위에서 발생하였다. 또한 야간 

가습이나 무처리보다는 야간 제습에서 팁번 발생이 많았다. 따라서 팁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토양이 건조하

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고랭지배추 주산단지의 토양 수분과 습도의 일변화 등 칼슘 결핍증 발생 요인 분석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태백 매봉산과 강릉 안반데기에서 배추 재배기간 동안 야간 습도의 변화를 살펴 보았다(Fig. 6). 두 지

역 공히 밤 동안에 상대습도가 80%이하로 낮아지는 날이 나타났다. 야간 동안의 상대습도는 대개 비가 오지 않아 토양 수분포

텐셜이 낮아지는 때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매봉산에서 생육 후기

인 8월 30일경에 야간 동안의 습도가 낮고 토양 수분포텐셜이 낮은 조건은 구 내부 신초엽에 팁번이 발생할 수 있는 필요조건을 

Table 3. Tipburn occurrence by leaf order according to soil moisture conditions by growth stage and air humidity control at 
night

Soil water conditionz Air humidity control 

Days after planting

Control Humidified DehumidifiedEarly 

(1－20)

Middle

(21－42)

Late

(43－63)

Leaf order (Outer 1↔ Inner 70)

◯ ◯ ◯ NOy NO NO

+ ◯ ◯ NO NO NO

◯ + ◯ NO NO NO

◯ ◯ + NO NO 11－25

－ ◯ ◯  7－14x 11－18 13－35

◯ － ◯ 7－13 9－20 13－35

◯ ◯ － 14－17 13－18 9－20

zSoil water condition; ◯: Well watered (－20 ~－50kPa), +: Wet (about －10 kPa), －: Less moisture (below －50kPa). 
yOccurrence of tipburn.
xTipburn occurrence by leaf order from the outer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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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다고 판단되었으나 수확기 시에 팁번은 육안으로 관찰되지는 않았다. 아마도 이는 팁번은 칼슘흡수·이동이 억제되

는 조건 등 원인 발생 후 2－3주후에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Magnusson, 2002). 또한 생육이 왕성하지 않은 생육 후기이기 

때문에 발생이 지연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 공중 습도의 조절이 여의치 않은 노지에서는 팁번의 발생 

우려가 크므로 적어도 토양수분이 건조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팁번 발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팁번 등 칼

슘 결핍증은 배추 뿐만 아니라 결구상추, 토마토, 고추, 피만 등 여러 작물에서 품질과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생리 장해의 하나이

다. 칼슘 결핍증은 근본적으로는 칼슘의 부족에 의한 것이지만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발생

하기 때문에 재배자들도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강릉 안반데기, 삼척 하장, 정선 임계, 태백 매봉산 등 고랭지배추 주산단지

를 중심으로 칼슘결핍증과 연관된 재배 현장의 실태와 관련 요인, 그리고 칼슘 결핍증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 및 경감 방법

을 살펴보았다(Table 4).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칼슘결핍증의 발생을 4가지 항목으로 나눌 때, 첫째 토양 중 칼슘 함량의 부족(Saure, 1998), 둘째 고

온, 토양 건조, 과습, 염류 집적에 의한 흡수 장해(Park et al., 1984), 셋째 증산에 영향을 미치는 고온, 저습, 풍속에 의한 주야간 

포차로 인해 야기되는 이동·분배의 불균형(Cho et al., 1994). 넷째 칼슘요구량에 대한 공급 속도에 비해 빠른 생장 속도이다

(Tibbitts and Rao, 1968; Hartz et al., 2007). 재배 현장에서는 이와 같은 4가지 항목의 변화에 의한 누적 효과의 결과로 잎 끝

에 칼슘이 부족해지면 나타나기 때문에 칼슘 결핍증 발생의 제어가 쉽지 않은 것 같다. 

실제로 재배현장에서는 충분한 시비를 하기 때문에 토양 중 칼슘 절대량의 부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Hartz et 

al.(2007)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결구상추재배에서 칼슘 용액의 관비 또는 토양의 칼슘함량과는 무관하였고, 오히려 수확기 2

주전의 안개에 의해 증산이 낮았던 곳에서 팁번이 심하게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재배지에 안개로 인해 포차가 낮을 경

우 증산이 활발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칼슘이 구 내부잎으로의 이동이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하지만 이 때 일사량이 낮고 

자외선량도 적으며, 세포의 수분포텐셜이 높게 되면 식물체가 연하고 빠르게 커서 칼슘결핍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질 수 있

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마찬가지로 질소의 과잉 공급 또한 배추의 생장을 촉진하여 팁번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Brumm 

and Schenk, 1993). 따라서 주야간 습도 조건을 달리한 연구결과로부터 낮 동안의 상대 습도 증가에 의한 증산의 제어는 광합

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인위적인 조절의 한계가 있으므로 야간 동안의 습도의 조절이나 생장억제제의 적

절한 사용(Pressman and Aviram, 1986; Yong et al., 2003)은 생장 속도와 증산을 제어하여 칼슘 결핍증을 줄일 수 있을 것으

A B

C D

Fig. 6. Daily changes of relative humidity and soil water potential in Taebaek Maebongsan (37°22'N, 128°96'E) and 
Gangneung Anbandegi (37°61'N, 128°74'E), the main producing areas of highland Kimchi cabbage. A, C: Relative 
humidity and soil water potential at Maebongsan, respectively, B, C: Relative humidity and soil water potential at 
Gangneung Anbandegi,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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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 배추는 특히 결구 후 속잎에서 증산이 거의 없는 포차가 낮은 조건이므로(Fig. 4B), 야간 동안이라도 근압을 높이

거나 습도 조절에 의해 외엽의 증산을 억제시켜 구내엽으로 칼슘의 이동량을 높여야 칼슘 결핍증 발생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

된다(Choi and Lee, 2008). 수경토마토에서 칼슘 이온은 야간 동안에는 다른 양이온에 비해 더 많이 흡수되었다는 보고(Kim 

et al., 2008)와 같이 밤 동안의 근압류에 의한 칼슘의 이동을 기대해야 하므로, 야간 동안의 근압을 유지시켜 신엽으로의 칼슘 

이동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야간에 상대습도를 높이는 등의 관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 수분은 칼슘의 흡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온 상승의 억제 뿐 아니라 칼슘의 흡수, 증산, 공중 습도, 식물체의 수분 포텐셜 등 다양한 작용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요소로 보인다. 재배 현장의 현실적인 재배관리 측면에서 보더라도 배추의 칼슘결핍증을 유발하

는 많은 요소들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야간의 건조한 날씨에 토양수분의 부족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칼슘 결핍증 발

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토양수분의 관리와 아울러 야간 습도를 높이기 위한 fogging은 배추의 칼슘 결핍증

을 줄이는데 획기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 록

빈번히 발생하는 칼슘 부족에 따른 생리 장해의 발생은 품질과 수량을 현저히 떨어 뜨린다. 본 연구는 팁번 발생을 경감시키

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배추의 일중 칼슘 흡수량은 배추의 생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구 초기에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4시간 이상의 양액 내 칼슘을 결제처리할 할 경우, 대부분 팁번이 발생하였으며, 나타나는 부위는 외엽

Table 4. Diagnosis of current situation and solutions for reducing calcium deficiency in the highland Kimchi cabbage 
cultivation area

Items related to 

calcium deficiency
Related factors to calcium deficiency

Current 

situation

Manage-ability 

to related 

factors

How to manage

Fast crop growth

Photosynthesis

Best supply of nitrogen or other nutrients

Water

++z

+

－

－

+

－

Growth retardant

Control of fertilizer

Rain shelter

Growth stage (Heading period) ++ + Foliar spray

Imbalance of 

movement and 

distribution of 

calcium

Evapotranspiration 

during daytime

High air temperature

Low humidity

Air velocity

－

－

－

－

－

－

Shading

Evapotranspiration 

during nighttime

High air temperature

Low humidity

Air velocity

－

－

－

+

++

－

Fogging, proper irrigation

Barrier of calcium 

absorption

High soil temperature

Low soil moisture

Overwet soil

Acidity of soil

Imbalance in nutrients

Salinity of soil

－

－

－

++

+

+

－

++

－

+

+

+

White PE film mulching

Proper irrigation

Drainage improvement

Soil improvement

Fertilizer based on soil testing

Lack of calcium 

content in soil

Fertilization

Natural supply

+++

－

+++

－

Control of fertilizer

-

z+++ Enough, ++ Well, + Good, －Not good or in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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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20－55엽위에서 발생하였다. 구 내엽의 칼슘의 함량은 외엽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잎의 중앙부위보다는 잎 끝 부위

에서 낮았다. 칼슘 결핍은 토양과습보다는 토양 건조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주/야간 70/100% 습도처리에서는 팁번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며, 50/100% 습도 처리에서는 초기에 가볍게 나타났다가 회복되었다. 주야간 낮게 유지하였던 40/80% 습도

처리에서는 팁번 발생이 심하였으며, 주야간 매우 낮게 유지되었던 20/40% 습도처리에서는 잎이 위축될 뿐 팁번으로 진행되

지는 못하였다. 고랭지배추 재배 시 토양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야간 습도를 높이면 칼슘 결핍증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추가 주요어 : 배추, 미기상, 생리 장해, 도관류, 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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