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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ape fruit quality can be deteriorated with leaf chlorosis caused by magnesium (Mg) 
deficiency during fruit coloring season in several grapevine varieties. The occurrence of leaf chlorosis and 
soil Mg states for four grapevine varieties (Campbell Early, Muscat bailey A (MBA), Sheridan, and Kyoho) 
in the vineyards of Gyeongsan and Youngcheon were surveyed. The relationships between leaf chlorosis 
and fruit qualities were also investigated. Leaf chlorosis was more widely found and the symptom was 
stronger in Campbell Early in comparison to the other varieties. Sugar content and Hunter values (L, a, b) 
of grape fruit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trees of chlorosis when compare to healthy grapevine trees. 
Soil Mg contents in the vineyards where leaf chlorosis was found were lower than the optimum level for 
grapevine. Also Mg content in the petioles of chlorosis grapevine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healthy 
grapevines. Application of Mg through foliar spray and soil fertigation was quite effective in correcting 
deficiencies of Mg in grapevine. Proper management of soil Mg availability and K/Mg ratio is strongly 
recommended to prevent Mg deficiency in grape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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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포도의 품질은 재배지의 기상과 토양조건, 농가의 재배기

술 등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최근 

농가의 포도 재배기술은 교육 등을 통해서 많이 향상이 되었

지만 토양관리와 과실품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포도원의 토양환경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별 토양특성이 포도의 품질에 미치는 영

향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토양의 

주요 물리화학성이 포도나무의 생육과 과실생산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치며1), 특히 시비관리는 고품질의 포도생산에 기여하

는 가장 중요한 인자이다2). 현재 포도원에 적합한 토양화학

성이 제시되어 있지만3), 양이온의 균형시비가 이루어지지 않

은 결과로 많은 포도원 토양에서 Mg 결핍 현상이 발견되며 

이로 인한 포도 품질의 저하가 점차 우려되고 있다. 
Mg은 엽록소를 구성하는 필수원소로 식물의 태양에너지 

흡수와 광화학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탄수

화물대사와 단백질 합성에도 관여한다4). 포도나무 잎에서 발

생되는 황화현상은 주로 Mg 결핍 때문이며, Mg 결핍은 수

확기의 포도 품질을 크게 낮추고 수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

다5). 토양 중의 Mg 함량과 유효도는 지리적 기원, 강우 및 

칼륨을 포함한 양이온 등의 존재량에 의해서 결정 된다. Mg
은 다른 양이온에 비해 토양 콜로이드에 약하게 흡착되므로 

근권에서 Mg의 유효도가 낮게 되며, 토양 pH가 낮거나 칼

륨의 시비량이 많을 경우 Mg 결핍이 유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6,7). 
Mg 결핍에 의한 잎의 황화증상은 Mg이 부족한 나무에

서도 봄철 생장이 왕성한 시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과

실의 크기가 확대되는 시기에 주로 나타나며, 황화증상은 

Mg이 과실 쪽으로 이동되는 성숙된 잎에서부터 시작 된다8). 
이 시기에 과실이 착색 되고 당도가 크게 높아지기 때문에 

Mg 결핍이 심한 나무의 과실은 착색이 지연 되거나 검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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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을 띄어 품질이 크게 떨어진다8). 
국내에는 다양한 품종의 포도나무가 재배되고 있으며, 지

역별로 거의 모든 품종에서 Mg 결핍에 의한 황화증상이 유

발되어 포도의 숙기가 지연되고 당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발

생하고 있다. 그러나 Mg 결핍이 포도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과 관리대책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본 시험은 경북지역 포도 주산지 포도원의 황화현상 발생 

상황과 Mg 결핍과의 관계, Mg이 포도의 당도와 착색 등 과

실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

비방법을 구명하여 영농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잎의 황화율, 엽색도, 당도 및 과일색도 

본 시험은 포도 착색기에 Mg 결핍에 의해 잎에 황화증상

이 발생한 포도 주산지인 경북 경산과 영천에서 4개품종인 거

봉(Kyoho), 켐벨어얼리(Campbell Early), 세리단(Sheridan) 
및 MBA(Muscat Bailey A)를 대상으로 농가포장에서 수행

되었다. 2007년 8월 28일부터 30일 사이에 잎의 Mg 결핍율

을 조사하였으며, Mg 결핍이 심한 켐벨어얼리와 MBA 품종

에 대해서는 엽색도(SPAD)와 과일색도를 조사하였다. 그리

고 이 시기가 수확기인 캠벨어얼리 품종에 대해서는 과실의 

당도를 함께 조사하였다. 
포도 품종별로 황화현상이 나타난 포도원 3곳과 황화현상

이 나타나지 않은 건전 포도원 3곳을 선정하여 1곳 포도원 

당 30 나무를 1반복으로 하고 3반복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대

상 포도나무 당 2개의 결과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하였

으며, 나무의 수령은 9-12년이었다. 
포도나무의 황화증상 발생 정도는 개화 전 결과지를 적심

한 부위까지의 성숙한 잎을 대상으로 황화증상을 나타내는 

잎 수를 조사하고 전체 잎 수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품종별 황화증상 발생정도는 5등분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

이 나타내었다. Geen은 황화증상이 전혀 나타내지 않은 경

우며, A, B, C, D는 황화증상이 발생된 잎의 비율이 각각 

1-15%, 16-30%, 36-45% 및 46% 이상인 경우이다. 잎의 색

도는 엽색도 측정기(chlorophyll meter, Minolta SPAD-502)
로 조사하였으며, 1 나무 당 포도송이가 달린 잎(3-4번)을 대

상으로 하였다. 포도 과실의 당도는 당도계(refractometer, 
Atago PR-201)로 조사하였다. 과실의 색도는 색도계(color 
reader CR100)를 이용하여 Hunter value(L, a, b 값)를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 포도송이는 Mg 결핍이 발생한 포도

송이와 건전한 포도나무 포장에서 결핍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포도송이를 대상으로 1송이 당 5알을 조사하였다. 포도 과실

의 산도는 포장에서 당도와 색도를 조사한 포도송이를 실험

실로 운반하여 과즙 20 mL에 증류수 80 mL를 가하고 0.1 
N NaOH로 pH 8.1까지 적정하여 측정하였으며 maleic 
acid 함량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토양 화학성 조사

황화현상 발생율을 조사한 포장에서 2007년 8월 28일부

터 30일 사이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였다. 조사대상 과수원당 

3나무를 1반복으로 하여 30 cm 깊이의 표토를 채취하였다. 
2 mm 체를 통과한 풍건 시료를 이용하여 농업과학기술원 

표준분석법에 준하여 토양화학성을 분석하였다9). pH는 토양

과 물을 1:5로 하여 전극으로 측정하였고, 유기물은 회화법, 
질소는 Kjeldahl 법, 유효태 인산은 Lancaster법으로 분석

하였다. 교환성 양이온은 1 N ammonium acetate로 침출

한 후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
meter, Optima3000 SC, Perkin Elmer)로 분석하였다.

 
잎자루의 무기성분 분석

무기성분의 분석을 위한 잎자루의 시료는 2007년 8월 28
일에서 30일 사이에 토양분석시료를 채취한 곳과 동일한 포

장에서 수집하였다. 잎자루 시료는 Mg 결핍이 발생한 가지

의 3번째 잎에서 채취하였으며, 대조 잎자루 시료는 황화증

상이 없는 건전한 포도원에서 같은 위치의 잎으로부터 채취

하였다. 반복구 당 30개씩의 잎자루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

한 잎자루는 흐르는 물에 잘 세척한 후 송풍식 건조기에 넣

고 80oC에서 14일간 충분히 건조시킨 후 40 mesh 체를 통

과하도록 분쇄하여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9). 질소는 

Kjeldahl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외 무기성분은 습식 분

해 후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emission spectro-
meter, Perkin Elmer)와 AAS(Atomic absorption spectro-
photometer, Perkin Elmer 2380)로 분석 하였다. 

 
Mg 시비 효과

Mg 결핍이 심한 10년생 켐벨어얼리 품종에 Mg 염을 시

비하고 흡수 및 효과를 조사하였다. 자연강우를 피하기 위하

여 비닐하우스에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MgSO4․7H2O와 

MgNO3․5H2O를 각기 단용 혹은 KH2PO4와의 혼용하여 엽

면시비와 관주로 처리하였다. 단용 엽면시비와 관주의 경우

에는 해당 Mg 염 2 g을 물 1 L에 녹였으며, 혼용 처리구는 

MgSO4․7H2O와 KH2PO4를 각각 2 g씩 1 L 물에 녹여 나무 

당 2 L씩 처리하였다. 7월 10일부터 10일 간격으로 4회 처리

하였으며, 마지막 처리 10일 후인 8월 20일에 잎자루 시료를 

채취하여 앞서 설명한 분석방법으로 무기성분을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시험결과에 대한 유의성검정은 SAS(Jump 6.3)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Fit model을 검정 후 ANOVA와 T-test를 통

해 수행하였으며, 잎의 색도와 과실색도 및 당도 사이의 상관

관계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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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racteristics of leaf chlorosis symptom and fruit color caused by magnesium deficiency in grapevine varieties. 
A: Kyoho, B: Sheridan, C: Campbell Early, D: Muscat Bailey A, F: Fruit of healthy tree (left) and Mg-deficiency tree 
(right) of Campbell Early, G: progress of chlorosis. 

결과 및 고찰

포도과원의 Mg 결핍 현상

Mg 결핍에 의해 포도나무 잎에 나타나는 황화증상은 

Fig. 1과 같았다. 잎의 황화현상은 6월 하순에서 8월 하순 사

이에 여러 포도 품종에서 동일한 증상으로 발생하였으며, 아
래 잎에서부터 발생하여 점점 상위 엽으로 진전되었다. 잎에 

나타나는 황화증상의 특징은 엽맥 사이에 황화나 황백화가 

나타나고 증상이 진행됨에 따라서 잎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괴사되며 품종별 증상의 차이를 볼 수 있었다 (Fig. 1, A-D). 
잎에 황화현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품종 간에 차이가 없었으

며, 켐벨어얼리 품종의 경우 다른 3 품종에 비하여 황화현상

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고 과실의 착색이 

빠르게 진행되는 7월 중순부터 8월 하순 사이에 황화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Fig. 1, C). 그리고 Mg 결핍에 따른 

잎의 황화현상이 나타나는 포도나무의 과실과 건전한 나무의 

과실은 색도에서도 차이를 보였으며, 그 차이를 육안으로 관

찰 할 수 있었다 (Fig. 1, F). 
경산과 영천 지역 포도과수원의 품종별 황화현상 발생정

도를 잎의 황화율로 조사하여 나타낸 결과는 Fig. 2와 같았

다. 캠벨어얼리 품종에서 황화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는

데, 성숙한 잎의 황화율이 45% 이상인 경우(D 수준의 황화)
가 전체 조사대상의 나무의 40.6%였다. 반면 거봉과 세리단 

품종에서는 조사대상 나무의 10.3% 및 5.1%에서 D 수준의 

황화현상이 나타났다. 세리단과 거봉 품종의 경우에는 황화

율이 16~30%인 B 수준의 황화를 보인 나무가 조사대상의 

31.8% 및 38.9%로 다른 두 품종보다 황화현상 발생율이 낮

은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포도 품종별로 황화현상이 심하게 나타난 과

수원 3곳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황화현상 발생정도는 지역

별 과수원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황화증상은 켐벨어얼리 

품종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났으며 80% 이상의 나무에서 황

화현상을 보인 과수원도 있었다 (자료 미제시). 특히 켐벨어

얼리 품종의 황화현상은 논토양에 조성된 포도원보다 경사지 

밭 토양에 조성된 포도원에서 주로 심하게 발생되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현상 또한 지역별 편차가 상당히 발견되는 것으

로 보아 지역별 또는 포도원별 토양화학성의 차이에 따른 것

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엽색도, 과일 당도 및 색도

황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캠벨어얼리와 MBA 두 품종

의 포도나무에서 황화증상이 나타난 잎의 색도와 건전한 녹

색 잎의 색도를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는 Fig. 3과 같았다. 캠
벨어얼리 품종의 경우 황화증상이 나타난 잎의 SPAD 값은 

평균 34.4로 건전한 잎의 57.8보다 크게 낮았고 MBA 품종

의 경우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수확기를 맞은 캠벨어얼리 품종 과실의 당도는 Table 1과 

같았다. 황화현상이 발생한 나무의 과실 당도는 13.4 B〬rix인 

반면, 건전한 나무의 과실 당도는 14.4 B〬rix로 1 B〬rix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포도 과실의 산도는 당도와는 반대로 황화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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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Mg-deficiency severity among grapevine varieties by visual diagnosis at late August, 2007. Green: 
no chlorosis; A: 1-15% chlorosis; B: 16-30% chlorosis; C: 31-45% chlorosis; D: over 46% chlorosis. Ratios of chlorosis = 
(chlorosis leaves/ total adult leaves per stem)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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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mpbell Early var. Muscat Bailey A var.

Healthy leaf
Mg-deficiency leaf

Fig. 3. Comparison of leaf color (SPAD) between healthy 
and chlorosis leaves of Campbell Early and Muscat 
Bailey A varieties. 

상이 발생한 나무의 과실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황화증상이 발생한 나무와 건전한 나무의 과실 당산비

(Brix/acidity)에서도 큰 차이가 나타났다. 
황화현상이 포도 과실의 착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황화현상이 심한 캠벨어얼리와 MBA 품종에서 Hunter 
L, a, b 값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과피 색상의 

밝기를 나타내는 L 값과 붉은색을 나타내는 a 값을 보면, 두 

품종 모두에서 황화현상이 나타난 포도나무의 과실에서 L 값
이 높고 a 값이 낮은 것으로 보아 황화현상이 발생한 나무에

서 과실의 착색이 지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엽색도(SPAD)
와 Hunter L 값의 상관관계를 보면 (Fig. 4), MBA 품종의 

경우 엽색도가 높을수록 L 값이 낮아지는 부의상관 관계를 

나타냄으로써 황화현상이 나타난 포도나무에서는 과실의 착

색도 지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캠벨어얼리 품종의 

엽색도와 과실 당도와의 상관관계에서도 포도나무의 황화현상

이 과실의 당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Healthy leaf
Mg-deficiency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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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1e 1. Qualities of grape fruit sampled from healthy trees and leaf-chlorosis trees of Campbell Early variety. Fruits 
were sampled at 30 Aug. 2007 in vineyards of Gyeongsan

Tree Sugar content Acidity Ratio of 
Brix/Acidity

B〬rix %

Healthy  14.4 a✝ 0.10 b 144

Chlorosis 13.4 a 0.15 a 89.3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2. Comparison of grape fruit color measured by Hunter values. Fruit samples were collected in late Aug. 2007

Grapevine variety Tree
Hunter value

L a b

Campbell early 
Healthy  26.6 b✝ 1.8 b -3.1 b

Chlorosis 27.2 a 4.1 a -2.6 a

Muscat Bailey A 
Healthy 35.5 b 0.6 b -5.3 a

Chlorosis 51.7 a 3.2 a -3.1 a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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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leaf color (SPAD) and 
Hunter L value of fruits in Muscat Bailey A variety. 

Fig. 5. Relationship between leaf color (SPAD) and 
sugar content of fruits in Campbell Early variety. 

황화현상의 원인은 Mg 결핍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광

합성에 필요한 엽록소의 생성이 억제되므로 작물의 광합성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다. 포도의 Mg 결핍은 흔히 과실

이 급격하게 비대하는 비대기와 착색기에 더 심하게 나타나

는데, 이 시기에 필요한 탄수화물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함으

로써 Mg 결핍이 유발된 포도나무의 과실에서는 당도가 낮아

지고 착색도 지연되며 붉은 색이 강하고 착색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미국에서 개발된 켐벨어얼리는 현재 

미국에서는 거의 재배되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재배 

품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단맛과 함께 신맛이 

적당히 유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Mg 결핍으로 인해 황화

현상이 발생되면 건전 과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당도는 낮아

지고 산도가 높아져 신맛이 강해지는데, 이로 인해 켐벨어얼

리 포도의 품질이 크게 나빠진다. 
나무 전체 잎의 20% 이상에서 황화현상이 나타날 경우 

피해가 심각해지는데, 광합성 능력의 심각한 손실로 포도나

무의 성장과 수확량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10). 포도 과실의 품

질을 결정하는 요인인 색도와 당도는 토양환경요인과 상관관

계를 가지며, 특히 양이온 함량의 기여도가 가장 높고 토양물

리성보다 토양화학성의 기여도가 71%가 넘는다고 하였다11). 
또한 캠벨어얼리 품종의 경우 토양시비에 유의해야 하며, 양
이온 함량의 균형이 맞지 않을 경우 Mg 결핍이 많이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토양 화학성 

포도 품종별로 3개 지역에서 황화현상이 나타난 포도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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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oil chemical properties in the vineyards of four different varieties. For each variety, soil samples were collected 
from vineyards where healthy and chlorosis trees were found

Variety Sample Organic 
Matter

pH
(1:5 H2O)

Total
N

Exchangeable cation

K Ca Mg

g/kg g/kg -------------- cmolc/kg --------------

Campbell Early
(Gyeongsan)  

healthy 27.8  5.2 a✝ 4.2 2.3 a 3.2 a 1.9 a

chlorosis 26.4 4.6 b 4.6 2.4 a 2.9 a 1.3 b

Kyoho
(Gyeongsan)  

healthy 24.8 5.2 a 3.8 2.9 a 2.9 a 1.6 a

chlorosis 26.3 5.0 a 4.1 2.6 a 2.7 a 1.1 b

Sheridan
(Youngcheon)

healthy 26.4 5.4 a 3.8 2.4 a 2.5 a 1.5 a

chlorosis 25.2 4.5 b 3.5 2.5 a 2.3 a 0.9 b

Muscat Bailey A 
(Youngcheon)

healthy 25.5 5.5 a 3.7 2.0 b 2.3 a 1.7 a

chlorosis 26.2 4.2 b 3.5 2.3 a 2.3 a 0.7 b

Optimum range☨ 20-30 5.5-6.5 - 1.5-2.5 - 1.5-2.0
✝Mean separation between soils of healthy and chlorosis trees in each cultiva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Robinson et al.13) and Dami et al.12)

건전한 포도원의 토양이화학성을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유기물과 총질소 함량을 보면 황화현상이 

발생한 포도원과 건전한 생육을 보인 포도원에서 차이가 없

었다. 따라서 포도나무에서 발생된 황화현상은 질소의 결핍

에 기인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었다. 황화현상이 발생한 포

도원의 토양 pH는 건전한 포도원에 비해 훨씬 낮았다. 교환

성 K와 Ca 함량은 황화현상이 발생한 포도원과 건전한 생육

을 보인 포도원에서 차이가 없었으며, 교환성 Mg 함량은 황

화현상이 나타난 포도원 토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낮은 것을 볼 수 있었다. 포도나무 생육에 적합한 토양중의 

교환성 Mg 함량은 1.5-2.0 cmolc/kg으로 알려져 있다. 황

화현상이 발생한 경산 및 영천지역 포도원 토양의 교환성 

Mg 함량은 적정함량에 미달하였다. 황화현상이 나타난 포도

원의 토양화학성은 지역별 포도원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도 하였으나 공통적으로 pH가 낮고 Mg 함량이 낮았다. 전
반적으로 조사대상 포도원의 토양 pH가 낮은 것은 Mg을 포

함한 교환성 염기 함량이 낮기 때문이며 이들 염기의 충분한 

시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노후화된 토양에

서는 Mg을 비롯한 교환성 양이온들이 용탈되어 표층토양보

다는 심층토양에 더 많은 양으로 존재할 수 있다5). 대부분의 

경우 작물의 Mg 결핍은 토양에서 유효태 Mg 함량이 부족

할 때 나타나며 뿌리 생육이 왕성한 표층토양중의 Mg 함량

이 낮은 토양에서도 나타난다5,6,10). 또한 pH가 5.5보다 낮은 

경우나 교환성 K와 NH4 함량이 높은 토양에서는 Mg의 흡

수가 저해되어 결핍이 유발된다7,10). 특히 유효 K의 함량이 

높은 토양에서 자라는 식물에서는 비록 토양중의 Mg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도 흔히 Mg 결핍이 나타나기도 한다7).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조사한 황화현상이 심하게 발생하는 포도원

의 경우 토양 중 교환성 Mg 함량이 낮고 건전 포도원 토양

에 비해 교환성 Mg/K 비율이 낮기 때문에 포도나무 잎에서 

Mg의 결핍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황화현상이 발

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잎줄기의 무기성분 함량 

황화현상이 발생된 포도나무의 Mg 결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황화현상이 나타난 잎과 건전한 녹색 잎의 잎자루를 

이용하여 무기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질소 

함량은 대체로 황화현상이 나타난 잎에 비해 건전 잎의 잎자

루에서 높았는데, 건전 잎과 황화 잎 모두에서 적정수준 이상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포도나무의 황화현상은 

질소 결핍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님을 재차 확인할 수 있

다. K와 Ca 함량은 황화현상이 나타난 잎과 건전 잎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체로 적정함량으로 흡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황화현상이 나타난 잎에서 채취한 잎

자루중의 Mg 함량은 건전한 녹색 잎의 잎자루에 비해 통계

적인 유의 차이를 보였으며, 건전 잎의 잎자루에서는 적정수

준의 Mg 함량을 보였으나 황화현상이 나타난 잎에서는 Mg 
함량이 조사된 4 품종 모두에서 적정수준 이하이었다. 

포도나무 잎자루중의 Mg 함량이 0.14% 이하이면 결핍증

상이 나타나며7,13), 미국 캘리포니아 포도원에서는 개화기 때 

잎자루의 Mg 함량이 0.2% 이하일 때 결핍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7,10). 그리고 포도 개화기 때 Mg 결핍을 

추정하기 위하여 잎자루를 분석하여 포도나무의 Mg 상태를 

결정하는데, 잎자루의 K/Mg의 비율이 5:1을 초과할 때 이

후 Mg 결핍이 나타난다고 한다7).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황

화현상 발생 포도원에서 채취한 잎자루중의 Mg 함량은 

0.2% 이하이었고 K/Mg 비율은 5:1을 훨씬 상회하였다. 따
라서 조사대상 지역 포도원에서 발생하는 황화현상의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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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utrient contents in petioles of grapevine sampled in late Aug. 2007. For each variety, leaf samples were 
collected from vineyards where healthy and chlorosis trees were found

Variety Sample Total N K Ca Mg K/Mg Ratio

--------------------------%-------------------------

Campbell Early
(Gyeongsan)

healthy  2.55 a✝ 1.98 a 1.32 a 0.31 a 5.7:1

chlorosis 2.49 a 2.02 a 1.05 a 0.16 b 11.2:1

Kyoho
(Gyeongsan)

healthy 2.63 a 2.04 a 0.99 a 0.33 a 2.0:1

chlorosis 1.74 b 2.10 a 1.16 a 0.19 b 11.1:1

Sheridan
(Youngcheon)

healthy 2.58 a 1.88 b 1.34 a 0.30 a 5.7:1

chlorosis 1.15 b 2.14 a 1.48 a 0.16 b 13.4:1

Muscat Bailey A
(Youngcheon)

healthy 1.95 a 2.01 b 2.05 a 0.26 a 6.7:1

chlorosis 1.43 a 2.24 a 1.19 a 0.08 b 16.0:1

Optimum range☨ 0.9-1.3 1.5-2.5 1.2-1.8 0.26-0.45
✝Mean separation between leaves of healthy and chlorosis trees in each cultivar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Robinson et al.13) and Dami et al.12)

Table 5. Mineral contents in petioles after application of magnesium compounds on Campbell Early variety 

Treatment✝ P K Ca Mg K/Mg
Ratio

--------------------------------- % -----------------------------

Non-treated  0.37 a☨ 1.50 ab 1.63 a 0.18 b 8.3

MgNO3 (I) 0.42 a 1.42 ab 1.60 ab 0.21 ab 6.8

MgNO3 (F) 0.41 a 1.52 ab 1.45 c 0.28 ab 5.4

MgSO4 (I) 0.43 a 1.47 ab 1.51 abc 0.28 ab 5.3

MgSO4 (F) 0.41 a 1.49 ab 1.49 bc 0.29 a 5.1

MgNO3 + H3PO4 (F) 0.32 a 1.56 a 1.47 bc 0.30 a 5.2

MgSO4 + H3PO4 (F) 0.44 a 1.57 a 1.59 ab 0.30 a 5.2
✝I: soil application with solution and F: foliar application☨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Mg 결핍에 따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Mg 염 시비 효과 

황화현상이 발생하는 초기에 포도나무에 Mg 염을 토양에 

관주처리를 하거나 엽면시비한 후 잎자루의 Mg 함량을 조사

한 결과는 Table 5와 같았다. Mg 염을 처리한 포도나무 잎

자루의 Mg 함량은 무처리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고, 적정하한인 0.26% 이상이었다. 
MgSO4와 MgNO3에 인산을 혼용하여 엽면시비한 처리에서 

잎자루의 Mg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토양

관주와 엽면시비에서 모두 MgSO4와 MgNO3 처리 사이에

는 잎자루의 Mg 함량 차이는 없었다. Mg 염의 처리가 잎자

루의 K와 Ca 함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결과적으로 무처리에 비하여 Mg 염 처리구에서 K/Mg 
비가 크게 낮아져 적정비율이 5에 근접하였다. 엽면시비의 

경우 Mg 염과 인산을 함께 시용하면 인산이 Mg의 엽면흡

수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로 보

면 인산을 함께 처리하였을 때 Mg 흡수가 일부 증가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는 아니었다.
Mg 결핍이 발생된 포도나무의 잎과 토양에 7월10일부터 

10일 간격으로 4회 엽면살포와 토양관주를 통하여 Mg을 공

급하였으나 육안으로 관찰하였을 때 결핍증상이 완전하게 회

복 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가급적 Mg 결핍증상이 발생하

기 전이나 발생초기에 지속적으로 엽면살포나 토양관주를 통

하여 부족한 Mg을 보충함으로써 수확기 포도 과실의 품질저

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의 우리나라 포도 재배지역과 품종에서 Mg 결핍현

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은 점차 확대되고 있으므로 

포도 과수원 토양의 Mg 유효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관리대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Mg의 결핍을 예방하고 교정하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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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토양시비와 엽면시비를 동시에 추천하고 있으며8), 포
도나무를 비롯한 각종 작물의 Mg 결핍을 교정하는 데는 

MgSO4의 시용이 권장되고 있다7,16,17). 만성적으로 Mg 결핍

이 발생하는 경우는 대부분 토양에 유효 Mg이 부족하거나 

Mg/K 비율이 부적합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dolomite
나 황산마그네슘비료를 주기적으로 토양에 처리하여 적정수

준의 유효 Mg 수준으로 유지시키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생육기간 중 갑자기 Mg 결핍이 

중간 정도나 심각하게 나타날 때는 토양에 Mg 비료를 토양

에 시용하여도 결핍이 교정되지 않으므로 엽면시비나 관주를 

통하여 Mg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 

 요  약

캠벨어얼리 외 여러 포도 품종에서 과실 비대기와 착색기

에 Mg 결핍현상이 심하게 발생하여 과실의 품질을 크게 저

하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경북 경산 및 영천지역 4개 품종의 

포도원에서 Mg 결핍이 발생하는 시기 및 품종 간에 Mg 결
핍의 심각성을 조사하고 Mg 결핍이 심한 품종에 대하여 잎

의 엽색도와 과실의 당도 및 착색과의 관계를 조사하여 분석

하였다. Mg 결핍이 발생하는 시기는 6월 상순부터 8월 하순 

사이로 품종 간에 차이는 없으나, 캠벨어얼리 품종에서 Mg 
결핍이 가장 심하여 조사대상 포도나무의 40% 이상에서 매

우 심각한 황화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Mg 결

핍으로 황화현상이 발생된 포도나무의 과실은 당도가 낮고 

착색 또한 지연되어 품질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화현상이 발생한 포도원의 토양 및 포도 잎자루 중의 Mg 
함량은 건전한 포도원의 경우에 비하여 매우 낮았다. 포도원

에서 발생되는 Mg 결핍현상은 토양중의 Mg 유효도가 낮기 

때문이며, Mg 결핍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Mg 
시비를 비롯한 적절한 토양관리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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