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한국산학기술학회 춘계 학술발표논문집

- 924 -

수박에서 칼슘제 엽면살포가 과실의 
칼슘농도, 과실품질 및 탄저병 발생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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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수박 ‘스피드’에서 칼슘제를 착과 14일 후에 1회 엽면 살포한 후 식물체의 칼슘농도, 과실품질 및 탄저병 발생을
조사하였다. 식물체 부위별 칼슘농도는 엽병에서 ECa 500배 처리구는 다른 처리구보다 현저하게 높았으며 과피

에서는 MCa 500배 및 염화칼슘 0.4%에서 현저하게 높았다. 과육에서는 무처리에 비하여 ECa, MCa 및 염화칼슘

모두 높았다. ECa 칼슘제 희석배수에 의한 엽병의 칼슘 농도는 500배, 250배, 125배에서 높았다. 수확 시 과중은

무처리 및 염화칼슘 0.4%에 비하여 ECa 및 MCa 처리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당도 및 과피두께 차이는 없었

다. 탄저병 발생은 무처리에 비하여 처리 칼슘제 모두 낮았다. 생리장해과 발생은 육안으로 전처리 모두 관

찰할 수 없었다.

1. 서론
수박은 고온성 작물로 우리나라에서 촉성재배는 대

부분 남부지방 시설농가에서 11월 상순에서 12월 중

순까지 파종하여 3월 상순에 수확하는 작형이다, 대

부분 이 시기에는 가온을 하지 않고 재배하므로 가

장 불리한 작형이지만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장

점으로 재배를 하고 있다. 또한 지온이 낮아 무기성

분의 원활한 흡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초세가

떨어지고 병 및 생리장해 발생이 나타나고 있다. 칼

슘은 수박 생장에 중요한 무기원소 중에 하나이다.

이 원소는 토양 중에 많이 함유되어 있어도 지상부

에서 칼슘부족으로 생리적 장해 현상이 발생되고 있

으며 특히, 토양의 조건이 건조, 과습, N 및 K 과다

등으로 인하여 칼슘의 흡수 장해를 받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조건일 때 칼슘제를 엽면 살포하

면 식물체의 어린 조직이나 기공을 통하여 칼슘을

흡수하여 필요한 곳으로 이동한다. 우리나라에서 칼

슘 공급원으로는 염화칼슘을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고온 다습 조건하에서 엽면살포를 하면 약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며 칼슘이 흡수된 후에는 Cl 염이 과

실 표면이나 토양에 존재하여 염류집적 장해의 원인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

여 새로 개발된 굴 껍질을 고압 통전하여 제조된 칼

슘화합물(ECa)을 수박의 칼슘농도, 과실 품질 및 탄

저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염화칼슘과 굴 껍질을

산 반응하여 제조한 액상칼슘화합물과 비교 분석하

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의 시험 장소는 경남 의령 지정 수박재배 단지

에서 실시하였으며 품종은 참박에 접목한 ‘스피드수박’

(농우바이오)을 이용하였다. 재배방법은 1월 28일 정식

(45일 묘)하여 하우스 멀칭재배를 실시하였으며 관리는

관행재배에 준 하였다. 동일한 칼슘제는 굴 껍질을 고압

통전 하여 제조한 ECa(Ca 함량 420 mg/kg) 500배,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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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Ca 농도 (mg/ kg DW)

엽 병 과 피 과 육

ECa 500배 8433az 1219b 97a

MCa 500배 8382b 1317a 98a

염화칼슘 0.4% 8334b 1297a 96a

무처리 8368b 1209b 85b

처 리
과중
(kg/ea)

경도(kg) 당도(oBx) 과피두께(mm)

A B
과피
직하 중앙부 A B

1차 수확(2010년 4월 13일)

ECa

500배
531az 10.3a 11.1a 10.1a 11.9a 14.6a 12.7a

MCa

500배
530a 10.0a 9.3a 10.8a 11.4a 14.4a 11.5a

염화칼슘
0.4% 504b 10.8a 11.1a 10.5a 12.6a 13.9a 13.3a

무처리 469c 10.4a 9.7a 10.7a 12.1a 14.5a 12.2a

1차 수확(2010년 4월 18일)

ECa

500배
486a 10.1a 11.1a 10.4a 12.6a 15.0a 10.5a

MCa

500배
485a 10.8a 8.3a 10.7a 11.9a 15.5a 11.4a

염화칼슘
0.4%

495a 11.4a 13.0a 10.0a 12.1a 14.8a 10.9a

무처리 499a 11.5a 11.0a 10.6a 12.4a 14.1a 10.4a

MCa 염화칼슘 ECa 무처리

[그림 1] 수박 ‘스피드’에서 칼슘제 엽면시비에 의한 수  확 
시 과실

처 리
탄저병 발생정도

(0～10 심)

생리장해과

(%)

ECa 500배 1.1bz 0

MCa 500배 1.2b 0

염화칼슘 0.4% 1.7b 0

무 처 리 3.1a 0

MCa 500배 염화칼슘 0.4% ECa 500배 무처리

[그림 2] 칼슘제 엽면시비에 의한 수확 시 탄저병 발생 
상태(착과 14일 후 1회 살포)

살포

농도

(배)

T-N

(%)

P

(mg/kg)

K

(mg/kg)

Ca

(mg/kg)

Mg

(mg/kg)

Na

(mg/kg)

0 0.58aZ 6,818a 179a 184b 105a 20a

1,000 0.54a 6,445a 185a 187b 99a 26a

500 0.50a 6,498a 184a 193a 99a 26a

250 0.52a 6,658a 160b 207a 110a 21a

125 0.56a 6,977a 173a 213a 111a 22a

껍질을 산 반응하여 제조한 MCa(Ca 함량 : 12.15%) 500

배, 염화칼슘 2수염 0.4%액을 2010년 3월 20일 충분한

약액을 엽면 살포하였다. 식물체의 무기성분 농도 분석

은 농촌진흥청 식물체 분석법에 의해 조사하였으며 당도

는 굴절당도계로 조사하였다. 탄저병 발생조사는 농촌진

흥청 탄저병 조사기준에 준하여 발생정도를 조사하였다.

3. 연구결과
[표 1] 수박 ‘스피드’에서 칼슘제 엽면시비에 의한 식물체 

부위별 칼슘농도

*처리시기 : 착과 14일 후
z
DMRT, 5%

[표 2] ECa 칼슘제 엽면시비에 의한 농도별 엽병의 무기성분 
함량

*처리시기 : 착과 14일 후
z
DMRT, 5%

[표 3] 수박‘스피드’에서 칼슘제 엽면시비에 의한 수확 시 과실품질

*처리시기 : 착과 14일 후
z
DMRT, 5%

[표 4] 칼슘제 엽면시비에 의한 수확 시 탄저병 발생 정도 및 
생리장해 발생율

*처리시기 : 착과 후 14일
z
DMR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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