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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이랑재배에 의한 하우스 밀감의 품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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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Ridge-up Bed Cultivation on the Fruit Quality of Satsuma Mandarin

(‘Miyagawa Wase’) in a Plastic Film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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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mt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ridge-up bed with different height (0, 20, 40, 
60 cm) on the fruit quality of ‘Miyagawa Wase’ satsuma mandarin cultivated in a plastic film house. Soil moisture 
was measured at the soil depths of 10, 30, and 60 cm for each height of ridge-up bed. The time required to reach 
the condition, -1.4 Mpa at 30 cm deep in soils, which are supposed to be the ideal soil moisture potential and soil
depth for high quality satsuma mandarin production, was 100, 60, and 30 days for 20, 40, and 60 cm ridge-up bed,
respectively, and more than 100 days for 0 cm. Peel chromaticity by ‘a’ value was increased as the ridge-up height
went up, so that plants grown at the bed with 60 cm height had 11 degree higher value than those of plants grown
at the bed with 0 cm height. The ‘a/b’ values also had a similiar trend as value ‘a’. The reducing sugar level of the 
fruit juice, which was composed of glucose and fructose, was increased as the height of ridge went up,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ridge heights. The sucrose level had the same trend as the reducing sugar level 
although the difference between the ridge heights were not significant. Generally, the soluble solid level is considered
to be representing the fruit quality. It had 11.4, 12.1, 12.5, 12.8 oBrix for 0, 20, 40, and 60 cm ridge-ups, respectively,
showing 1.4 oBrix difference between 0 and 60 cm ridges. Acidity basically showed the same result as that of the 
soluble solid level depending on the height of the ridges.

Additional key words: peel chromaticity, soil moisture, sugar

서    언

과실에 한 소비자의 고품질화 요구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하우

스 감 생산에 있어서도 당도가 높은 고품질 하우스 감을 생산하

는 것이 무엇보다 요하게 되었다. 과실의 품질 구성요인은 당도, 
산도, 육질 등과 더불어 과실크기, 과피색, 과면의 매끄러운 정도, 
부피, 외상 등의 외 , 그리고 박피성, 양낭피의 두께 등을 나열할 

수 있는데, 이들 에서 매가격에 가장 크게 향을 주는 요인은 

식미와 외 이다. 일반 으로 온주 감의 품질은 과실내의 총 당함

량(Leonard 등, 1953; Robertson 등, 1992)과 총당내의 유리당 함

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 과당, 자당, 포도당 순으로 감미비가 높

다(Doty, 1976; Pangborn, 1963; Yamaguchi 등, 1970). 특히 과

실내에서 단당류나 이당류가 다당류 는 그 이외의 고분자화합물

로의 생합성 는 억제에 한 연구(Hansen, 1970)가 이루어지고, 
과실의 비 성숙단계에 따른 이들 당류의 합성․분해에 한 연구

(Ackermann 등, 1992; Chapman 등, 1991; Ishida 등, 1971)가 

진행되면서 고품질 안정생산에 응용되고 있다(Mukai 등, 1996). 
맛있다고 평가되는 하우스 감의 품질기 은 당도 12 oBrix, 산함

량은 0.7 0.9%이다. 품질향상을 한 기술로는 과실비 기에 토양

에 반사필름을 멀칭하여 하우스 내 환경(Kim과 Moon, 1988)을 

개선시키고, 감 성숙기에 칼슘제를 엽면살포하여 과면의 기공을 

확 시켜서 증산작용을 조장하여 양낭 내 당을 농축시킴으로써 하

우스 감의 당도를 증가시키는 연구(Kim과 Kim, 1999)가 수행되

어 실용화되고 있으나, 지상부 처리에 의한 품질향상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서 보다 근본 인 연구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 품

질향상을 한 연구는 주로 수체에 수분 스트 스를 가함으로써 과

실의 당도를 높이는 데 을 둔 강우차단, 배수 진, 근역제한재

배 등이다(高辻, 1993). 노지에서는 과실비 기에 강우를 차단하는 

멀칭재배에 의한 품질향상(Hyun 등, 1993; 河瀨 등, 1993a, 
1993b, 1993c)에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하우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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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ridge-up bed height on the seasonal changes 
of soil moisture potential at 0, 30, 60 cm soil depth (E: 
early; M: middle; L: late).

은 비닐이 피복되어 강우가 차단된 생육환경조건에서 재배되고 있

기 때문에 물빠짐이 보다 좋은 환경조건을 만들어주고 필요시에 토

양을 쉽게 건조시킬 수 있는 재배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하우스 감의 품질향상과 하게 련된 토

양환경조성을 해 하우스 감재식시 이랑높이를 달리하여 토양

수분 변화를 조사하고 품질에 미치는 향을 구명함으로써 하우스

감의 고품질 안정생산에 한 기 자료로 제공하기 하여 수행

되었다.

재료  방법

본 시험은 제주도 남제주군 남원읍에 치한 감귤시험장 비닐하

우스에서 수행되었는데 1994년도에 동넓이가 5.5m인 하우스를 양

분하여 폭을 2.25m로 구획하고, 무암을 모재로 한 화산회 토양

의 이랑높이를 0, 20, 40, 60cm로 하 으며, 이랑이 무 지는 것을 

막기 하여 기 부분에 블록을 쌓았다. 탱자 목에 목한 궁천

조생과 흥진조생(Citrus unshiu Marc. cv. Miyagawa Wase, 
Okitsu Wase) 5년생을 이랑높이를 주구, 품종을 세구로 한 3반복

의 분할구배치법으로 배치하고, 수세가 비슷한 나무 10주를 1구로 

하 다. 1998년 1월 15일부터 가온하 고, 가온 날 50mm에 상

당하는 양의 물을 스 링클러를 이용하여 수하 다. 발아수를 증

가시키고 가온 후의 발아를 균일하게 하기 하여 가온직후에 발아

진제로서 benzylaminopurine(BA) 100mg․L-1을 분무기로 250
300L/10a에 상당하는 양을 결과모지에 골고루 살포하 다. 가온

개시 온도는 야간 15℃, 주간 22℃ 고, 1일에 1℃씩 승온하여 야

간온도 22 24 ℃, 주간온도 28 30℃에서 발아시켰다. 발아후에는 

수 상부의 발아상태를 찰하면서 주야온도를 1일에 1℃씩 내려

서 만개시에는 야간온도를 17℃, 주간온도를 23 24℃로 유지하여 

노지에서의 만개시 온도와 비슷하게 하 다. 개화기 이후부터의 

리는 감귤시험장 하우스 리기 에 하 다. 과경이 35mm 정도

가 되었을 때 토양에 수분스트 스를 부여하기 하여 수를 단

하 다. 이랑내 토양수분 함량 측정을 해서 10, 30, 60cm 깊이

에 gypsum block을 묻고 간단수후부터 이를 soil moisture 
meter(soil moisture equip. model 9510A)로 측정하여 토양수분 

메트릭 포텐셜로 환산하 다.
품질조사용 과실은 수  동서남북 50 70cm 높이에 착과된 과실

을 채취하여 품질변화를 조사하 다. 과피 착색도는 도 부근 과

피  고르게 착색된 4지 을 색상색차계(Color-Eye 2145, Mac-
beth)로 측정한 착색정도를 평균하여 색채  a( 녹도), b(황청도)
로 표시하 다. 가용성 고형물(Brix)  산함량은 착즙된 과즙을 

日園連糖酸度分析裝置(NH-1000, Horiba)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측정하 고, 당산비는 가용성 고형물과 산함량의 비율로 나타내었

다. 과즙의 유리당 정량은 착즙된 과즙을 3,000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한 뒤 상징액을 취하여 0.45㎛ millipore filter로 여과한 

뒤 3차 증류수로 1000배 희석하여 LC(Bio-LC Dionex DX-500)

에 주입하여 분석하 다.

결과  고찰

이랑높이를 달리하여 토심(10cm, 30cm, 60cm)별로 토양수분의 

경시  변화(Fig. 1)를 조사한 결과, 토심 10cm에서 토양수분포텐

셜이 -1.4Mpa 이하로 낮아지는 기간은 간단수 이후로부터 평휴

에서는 100일 이상, 20cm 이랑에서 70일, 40cm이랑에서 40일, 
60cm 이랑에서 30일이었고, 토심 30cm에서 소요되는 기간은 평

휴에서 100일 이상, 20cm에서 100일, 40cm에서 60일, 60cm에서 

30일이었다. 한 토심 60cm에서는 평휴와 20cm에서 100일 이상, 
40cm에서 90일, 60cm에서는 70일이 소요되어 이랑높이가 높을수

록 토양수분포텐셜이 낮아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한 토심 10cm, 
30cm, 60cm순으로 표토에 가까워질수록 이랑높이에 따른 건조효

과가 높은 경향을 나타내어 이랑높이에 따라 토양수분의 변화에 차

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수시 은 잎의 수분포텐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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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asonal changes of peel chromaticity by a, b value, and
a/b ratio of ‘Miyagawa Wase’ satsuma mandarin grown at ridge-
up bed with 0, 20, 40, 60 cm height in a plastic filme house.
a: Chromaticity value representing bluish-green (negative) 
and red-purple (positive).
b: Chromaticity value representing blue (negative) and yellow
(positive).
a/b: a/b ratio×100.

Ridge-up bed height
(cm)

Culivar
Peel chromaticity

z Peel diameter
(mm)

Pulp ratio
(%)a b a/b

 0 Miyagawa 12.51 34.53 36.27 1.95 82.8
Okisu 12.76 33.49 38.12 1.90 82.7

20 Miyagawa 18.10 34.11 53.08 2.04 80.2
Okisu 19.30 33.31 58.03 2.00 81.6

40 Miyagawa 19.44 34.02 57.15 2.05 80.8
Okisu 22.05 33.26 66.29 2.03 79.9

60 Miyagawa 23.41 33.67 69.59 2.12 80.6
Okisu 23.73 33.32 71.23 2.03 80.9

Significance
Ridge-up bed height (A) ** NS ** * *
Cultivars (B) NS NS NS NS NS
Interaction (A×B) NS NS NS NS NS

NS,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0.05 or 0.01, respectively.

Table 1. Peel chromaticity and pulp ratio of satsuma mandarin grown at ridge-up bed with various height in a plastice film house.

-1.0Mpa 이상, 토양수분포텐셜은 -1.3Mpa라는 보고(河瀨 등, 
1993)를 기 으로 할 때 세근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토심 30cm에

서의 토양수분포텐셜이 -1.3Mpa로 되기까지는 행재배인 평휴재

배에서는 100일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서, 재 과실 비 기에 30 
40일 정도의 단수로는 고품질 하우스 감 생산을 한 수분스트

스 부여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보다 물빠짐이 용

이하고, 토양을 단기간에 건조시킬 수 있는 높은이랑 재배기술의 

도입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단되었다.
이랑높이에 따른 착색의 경시  변화(Fig. 2)에서 과피의 착색도 

a는 과육이 성숙됨에 따라서 이랑높이간에 차이가 있어서 이랑이 

높아질수록 증가되었다. b(황청도)는 탈록이 진행되어 노란색을 나

타내는 값으로서 착색 기부터 성숙이 진행됨에 따라서 이랑높이

가 높아질수록 착색이 진되었으나 수확당시에는 반 의 경향을 

보 다. 이는 이랑높이가 높아질수록 과육 성숙이 진되어 과피의 

녹색이 탈록되면서 연한 노란색으로의 발색속도는 빨랐으나, 빠른 

만큼 짙은 주황색으로 진 되지 않고 오히려 시일이 경과됨에 따라 

과피의 연한 노란색이 퇴색되는 데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

는데, Kim 등(1998)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a/b는 

a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 이랑높이가 높아질수록 증가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성숙시 착색도 a(Table 1)는 이랑이 높아질수록 증가되어 평휴에 

비해 60cm 이랑에서 11이나 증가됨으로써 이랑높이에 따른 착색 

진효과가 하 으나 품종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b 값은 이랑

높이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며, 한 품종간에도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a/b는 a와 유사한 경향으로 b값이 이랑높이에 따른 차이가 

없어서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서 高木 등(1994)이 제시한 것처럼 

과실의 착색도는 a와 a/b로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라고 

여겨지는데, Kim(1998)과, Kim 等(1998)도 이와 유사한 보고를 

한 바 있다. 
과피 두께는 이랑높이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과육율은 감소되

는 경향을 보 는데, 藥師 등(1992)은 성숙기 토양 건조시 온주

감의 당집 기구를 수분생리학 인 , 특히 삼투조정의 기능면

으로 검토하여 수분스트 스를 받은 과실은 삼투조정의 기능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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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Sept.

Aug.                     S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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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asonal changes of Brix and acidity of ‘Miyagawa Wase’ satsuma mandarin grown at different height of ridge-up bed
with 0, 20, 40, 60 cm height in a plastic film house.

Ridge-up bed 
height

Culivars
Sugar

z
Soluble 
solids

Acidity
Soluble solids 
/acidity ratioGlu Fru R.S Suc T.S

 %/mL-juice oBrix %

0cm
Miyagawa 2.09 2.24 4.32 3.73 8.06 11.4 0.86 13.35

Okisu 2.19 2.42 4.62 3.62 8.23 11.0 0.87 13.43

20
Miyagawa 2.54 2.76 5.30 3.34 8.65 12.0 0.89 13.50

Okisu 2.56 2.70 5.26 3.35 8.61 12.2 0.92 13.31

40
Miyagawa 2.28 2.60 5.17 3.64 8.81 12.5 0.93 13.34

Okisu 2.52 2.71 5.23 3.92 9.15 12.4 0.96 12.94

60
Miyagawa 2.87 2.95 5.82 3.75 9.57 12.7 1.00 12.71

Okisu 2.85 2.95 5.80 3.69 9.49 12.8 0.98 13.03
Significance
Ridge-up
Bed height (A) ** ** * NS ** * * NS

Cultivars (B) NS NS NS NS NS NS NS NS
Interaction (A×B) NS NS NS NS NS NS NS NS

zGlu: glucose; Fru: fructose; R.S: Reducing sugar; Suc: sucrose; T.S: Total sugar.
NS,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0.05 or 0.01, respectively.

Table 2. Fruit quality of satsuma mandarin grown at different ridge-up height in a plastic film house.

려서 은량의 수분만을 흡수하게 되고, 과피의 기공을 통해서 증

산이 조장되어 과육내에 수분이 부족하게 되고 당이 농축되어 당도

가 증가되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어서 이를 토 로 한다면 

이랑높이가 높아질수록 물 빠짐이 좋아지고 토양건조가 조장되어 

과육에 수분스트 스를 부여한 데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

각된다.
환원당, 자당, 총당의 경시  변화(Fig. 3)를 보면 환원당은 이랑

이 높을수록 과육이 성숙됨에 따라 증가 경향이 뚜렷하 고, 자당

은 8월 31일까지 환원당과 더불어 이랑이 높아질수록 증가되었으

나 과육성숙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부터는 이랑높이에 계없이 

더 증가되지 않는 경향이었다. 총당은 환원당의 변화와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내어 하우스 감에 있어서 총당함량은 자당보다는 환원

당과 한 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한 환원당은 이랑높이

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토양수분의 변화와 한 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온주 감 과즙의 환원당 함량은 수분스트 스처리

에 의해 높아지며(富田, 1972), 그 원인으로서는 온주 감의 류

물질은 일반 으로 자당이 주체(澤村 등, 1975)인데, 수분스트 스

에 의해 자당이 가수분해되어(菅井과 鳥潟, 1976) 과실내에서 자

당이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어 이들 단당류 함량이 증가된 데에

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澤村 등(1975)은 

류당이 환원당이 주체가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

기 때문에 류당에 있어서 환원당의 비율이 수분스트 스에 의해 

증가되어진다고 생각된다. 수분스트 스에 의하여 과당함량이 증가

됨으로써 환원당이 높아져서 용질의 몰농도가 건조에 한 항력

Ridge-up bed height (cm)

Aug. Sept.

oBrix/acidity ratiooBrix Acid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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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유리당 함량을 Table 2에서 보면 포도당과 과당은 이랑이 높을

수록 증가되는 경향이 뚜렷하 고 포도당에 비해 과당 함량이 많은 

편이었다. 자당은 포도당, 과당과 마찬가지로 이랑높이에 따른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포도당과 과당을 합한 환원당에 비해

서는 낮은 편이었으며, 품종간에는 이랑높이에 따른 차이가 없었

다. 따라서 과당과 포도당으로 구성된 환원당은 이랑높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토양수분의 변화와 한 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온주 감 과즙의 환원당 함량은 수분스트 스처리에 의해 높

아지며(富田, 1972), 그 원인으로서는 온주 감의 류물질은 일반

으로 자당이 주체(澤村 등, 1975)인데, 수분스트 스에 의해 자

당이 가수분해되고(菅井과 鳥潟, 1976), 과실내에서 자당이 포도

당과 과당으로 분해되어 이들 단당류 함량이 증가된 데에서 오는 

결과가 아닌가라고 여겨진다.
Brix 당도는 이랑이 높아질수록 과육이 성숙됨에 따라서 증가되

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Fig. 3), 산도도 이와 경향이 비슷하나 

성숙단계별 경시  변화에서는 이랑높이에 따른 차이는 분명치 않

았다. 실제 으로 하우스 감의 품질을 표하는 당도는 평휴, 20, 
40, 60cm 이랑에서 각각 11.4, 12.1, 12.5, 12.8oBrix로 평휴에 비

해 60cm 이랑에서 1.4oBrix나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산도

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 는데, 과즙의 산농도의 증가는 생성의 

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수분스트 스에 의해 분해능력의 하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久保田 등, 1972).
토양수분의 증감에 의해 과즙의 당  산함량이 변화되는 기작에 

해서는 몇 가지 보고가 있는데, 坂本 등(1970)은 과육 의 수분 

증가에 의한 희석에 의한 향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Kadoya 
(1973)는 단순히 수분부족에 의한 농축효과 이외에도 건조하에서

는 과실에 류된 합성산물이 다당류에로의 생합성이 억제되는 

것은 물론 과실 세포벽 구성물질인 다당류가 가수분해되는 것도 당

함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라고 하는데, 이를 지지하는 연구가 많은 

편이다(門屋, 1974; 河瀨 등, 1993a, 1993b, 1993c; Mukai 등, 
1996). 본 연구에서도 이랑이 높아질수록 수분스트 스에 의한 당

함량의 증가와 더불어 환원당이 증가되고 착색이 진되었는데, 이
러한 결과는 수분스트 스를 부여할 경우에 착색도가 당, 특히 환

원당과 한 계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高木 등

(1994)도 과피배양 실험에서 조사한 결과 환원당이 높은 배지에서 

착색이 진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처럼 수분스트 스 처리를 

한 과실과 하지 않은 과실은 당함량에서만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당조성에서도 차이를 나타내며,(長谷部 등, 1992). 당조성

의 차이는 과실의 맛에 향을 미치기도 한다(平塚 등, 199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랑높이가 높아질수록 토양건조가 용

이하여지고, 수체에 수분스트 스를 부여하게 되어 당함량 증가와 

더불어 당조성이 달라져 과당함량이 증가됨으로써 감미가 높아지

고, 착색이 진되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온주 감 과수원 토양이 부분 화산회토로 되어 있어서 

토양건조가 용이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과실비 기에 수분

스트 스를 부여하기란 매우 어렵다. 한 당도증가에 필요한 토양

수분포텐셜이 -1.4Mpa이 되기까지는 평휴재배에서 100일 이상이 

소요되어 행 간단수기간 30 40일로는 매우 부족하여 이에 

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고품질 안정생산에 다소 차질을 빚었던 하

우스에서 이랑을 높게 하여 배수를 용이하게 한다면 다른 과실과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하우스 감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록

이랑높이가 하우스 감의 품질에 미치는 향을 구명하고자 이랑

높이를 0, 20cm, 40cm, 60cm로 하여 궁천조생과 흥진조생을 공시

하고, 토양수분  품질의 변화를 조사하 다. 하우스 감의 고품질

생산에 필요한 토심 30cm에서의 토양수분포테셜이 -1.4Mpa이 되

기까지는 평휴에서 100일 이상, 20cm에서 100일, 40cm에서 60일, 
60cm에서 30일이 소요되었다. 착색도 a는 이랑높이가 높아질수록 

증가되어 평휴에 비해 60cm 이랑에서 11이나 증가되어 이랑높이에 

따른 착색 진효과가 하 으며, a/b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었으나, 품종간에는 차이를 인정할 수 없었다. 포도당과 과당으

로 조성된 환원당은 이랑이 높아질수록 증가되는 경향이 뚜렷하

고 포도당에 비해 과당 함량이 많은 편이었다. 자당은 환원당과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환원당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었으며, 품
종간에는 이랑높이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실제 으로 하우스 감

의 품질을 표하는 당도는 평휴, 20, 40, 60cm 이랑에서 각각 

11.4, 12.1, 12.5, 12.8oBrix로 평휴에 비해 60cm 이랑에서 1.4oBrix
나 증가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산도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추가 주요어：과피착색, 토양수분,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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