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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처리에 의한 수박의 시듦증 발생 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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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ccurrence of wilted symptom in watermelon plant (Citrullus lanatus L.) is known to be caused 
by physiological disorder. The symptom results in the loss of fruit production and thus the economical loss 
of watermelon growers. The incidence of symptom is often found from the middle of March to the end of 
May in the major watermelon crop production areas of Korea (i.e. Uiryeong, Gyeongnam (lat 37°56′64″N, 
long 126°99′97″E)). Despite of extensive information about the physiological disorder, little study has been 
conducted to understand a relationship between the wilted symptom and accompanying environment factors (e.g. 
temperatur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effects of environmental conditions amended by a forced-ventilation 
system on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watermelon and incidence of the wilted symptom. Watermelon plants 
were grown from January to May, 2009 with either the forced-or natural-ventilation treatment in a greenhouse 
located in the Uiryeong. In the result, the forced-ventilation treatment decreased the air, leaf and root-zone 
temperature approximately 4.5℃, 5℃ and 3℃,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natural-ventilation. The fruit 
growth rate was maximized twice during the entire growing period. The higher rate of fruit growth was observed 
under the natural-ventilation than the forced one. Maximization of the fruit growth rate (approximately 430 
g per day) was first observed by 12 days after fruiting under the natural-ventilation treatment, while the second 
one (approximately 350 g per day) was observed by 24 days after fruiting. The wilted symptom started occurring 
by 22 days after fruiting under the natural-ventilation, whereas no incidence of the symptom was found under 
the forced-ventilation treatment. Interestingly, the forced-ventilation lowered the fruit growth rate (approximately 
320 g per day) compared to the natural one. Maximization of the fruit growth rate under the forced-ventilation 
was found at 4 days later than that under the natural one. This result coincided with a slower plant growth 
under the forced-ventilation treat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orced-ventilation slows down extension 
growth of fruit and plant, which may be associated with lowering leaf temperature and saturation deficit. 
We suggest the hypothesis that the forced-ventilation may alleviate stress of the wilted symptom by avoiding 
extreme water evaporation from leaves due to high temperature and thus by reducing competition between 
leaves and fruits for water. More direct and detailed investigations are needed to confirm the effect of the 
forced vent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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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수박의 재배면적은 30,451ha(2000)에서 매년 조금씩 감

소하여 20,756ha(2008)로 약 1,000ha가 감소하였다. 반면 

단위면적당 수량은 2000년에 3,030kg/10a가 2008년에는 

4,128kg/10a로 1,000kg이상 증수되었다. 증수의 요인은 내

병성 품종육성 및 새로운 재배기술 등의 개발로 생각된다. 
새로운 재배기술 등이 개발되어 증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1990년 후반부터 수박 최대 주산지인 경상남도 의령과 

함안 등을 중심으로 발생되기 시작한 수박시듦증에 대한 정

확한 기작 해명 및 대책연구 없이, 생산현장에서는 시듦증

이 발생되면 수확을 포기하거나 시설외부에 차광망을 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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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forced-ventilation system in 
the greenhouse (6 m wide x 80 m long x 2.2 m high). The 
ventilator is located at the sidewall of the greenhouse drawing 
in outside air and distributing it through the duct. Each of 
the holes in the duct was made per 1.5 m interval in 15 cm 
diameter, and the airflow rate was 75 m3･min-1. The two speed 
fans without the duct are equipped on the doors at each end 
of the greenhouse pulling out inside hot air. 

거나 보온터널 위에 부직포 등으로 차광하여 줌으로서 식물

체가 시드는 것을 다소 억제시켜 수확하고 있다. 시듦증이 

발생한 식물체에서 수확한 수박은 상품성이 떨어져 정상적

인 유통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지역의 재배작형

은 벼 수확이 종료되면 이동식 간이 무가온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빠른 농가에서는 1작으로 10월 상순에 정식하여 

익년 1월 중순에 수확하고 연이어 2-3회를 추가하여 5월 하

순 경에 종료한다. 이와 같은 답리작 작형에서는 재배시기

를 앞당기기 위하여 무경운 연작을 계속 함으로서 시듦증 

등의 생리장해가 발생되고 있다.
시듦증 발생원인으로는 여러 환경요인에 따른 근권부의 

수분 흡수력 저하 및 잎과 과실간의 수분경합 즉 식물체내

의 수분불균형이 1차적인 원인으로 추정할 뿐 밝혀지지 않

았다(Huh 등, 2003; Lee 등, 1995; Mansoori와 Jaliani 1996; 
Pivonia, 1997; Sanders, 1999). 관련 연구로 대목, 토양수분, 
토양 이화학성, 기상조건, 비배관리 방법 등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Huh 등, 2003; Lee 등, 1995; Mansoori
와 Jaliani 1996; Pivonia, 1997). 또한, 비닐하우스내 35℃설

정의 자동환기는 관행의 온도관리보다 시설내 기온이 3℃, 
상대습도가 7% 낮게 유지되어 수박 초세가 양호하였고 시

듦증 발생이 감소하였다(Kwon 등, 2002). 이와 같이 선행연

구들은 단편적인 몇 가지 기술을 접목시켜서 부분적으로 시

듦증 발생 감소에 대하여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박시듦증의 발생시기가 3월 중순 이후 일

사량이 높아지는 시기라는 것과 착과 후 20일-25일에 발생되

는 것에 주목하여 이 시기에 강제환기처리와 관행처리를 비교

하면서, 기상환경 및 생체정보 분석과 착과 후 20-25일째에 

과실생장속도 등을 구명하여 시듦증 발생 기작을 구명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9년 1월 상순부터 5월 중순까지 경남 의령

군 용덕면 수박 작목반에서 수행하였다. 실험하우스는 면적

이 480m2(폭 6m, 길이 80m, 높이 2.2m)인 단동형 이중구조 

비닐하우스2동(강제환기, 관행)을 이용하였다. 비닐하우스

내는 폭이 2.4m의 이랑을 2줄로 만들고 지주를 이용하여 터

널을 설치하고, 야간에는 보온을 위하여 비닐 한 겹과 15온
스 다겹보온덮개(캐시미어 1겹 + 폴리폼(1mm) 4겹 + 부직

포 2겹 + 폴리프로필렌 1겹)를 덮어 주었다. 수박대목은 FR
참박 (세미니스 코리아), 수박품종은 ‘스피드꿀수박’(농우바

이오)을 이용하였으며, 인근 공정육묘장에서 주문 후 구입

하여 이용하였다. 파종은 1월 8일, 정식은 2월 16일에 하였

으며 재식거리는 주간거리 50cm간격으로 심어 주당 3덩굴

을 유인하였다. 관수는 분수호스를 이용하여 토양상태,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하였다. 시비는 기비로 퇴비 

2,500kg/10a, N:P:K=6-5-5kg/10a, 추비로 N:K=8-5kg/10a을 

2회 분시하였다. 기타 방제 등 관리는 농가관행 방법에 준하

였다. 수박시듦증 발생기작을 구명하기 위하여 식물체 생육

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Fig. 1과 같은 환기시스템을 이용하

였다. 환기관리는 시설 내부기온이 35℃이상이 되면 자동으

로 환기팬을 작동시켜 시설내로 외부의 찬공기의 유입과 내

부의 더운 공기 배출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환기

팬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공기는 시설내부에 균일

하게 확산시키기 위하여 덕트를 이용하였다(Fig. 1). 환기 

시스템의 작동개시 시기는 정식 후 완전히 착근이 이루어진 

3월 1일부터 하였다. 농가에서 관행적인 환기는 3월 중순경

까지 밀폐하였다가 3월 하순경부터 시설내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측면의 비닐을 뚫어 환기하였다. 
환경 계측방법으로 광도는 quantum light sensor(Item＃

36681, Spectrum, USA)를 이용하여 광합성유효복사량(photo-
synthetically active radiation, PAR)을 측정하였고, 엽온은 

CC열전대선(Copper & Constat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데이터는 데어터로그(CR-10X, Campbell Scientific Inc)를 

이용하여 10분 간격으로 수집하였다.
착과 후 경시적으로 비대되는 과실의 생체중을 구하기 위

하여 착과 후 4일 간격으로 과실 12개씩을 적과하여 실제 

과중을 계측하였고, 비중은 실제 중량 계측한 과실을 물에 

침수시켜 흘러나온 물량을 계측하여 비중상수(1.026)를 구

하였다. 착과 상태의 과실 10개를 고정 선택하여 4일 간격으

로 과경과 과고를 구하여, 과실의 부피(V=4/3πabc)에 비중

(1.026)을 곱하여 과중을 계산하였다. 여기에서 과경의 1/2
을 r(반지름; r=a=b)로 과고의 1/2을 c(높이)로 하였다. 생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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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pical profiles of daytime solar radiation inside and 
outside of the greenhouse during a clear day from March 
to May, 2009 in Uiryeong (lat 37°56′64″N, long 126°99′97″E).

Fig. 3. A comparison of typical daytime profiles of air and leaf 
temperatures in the greenhouses treated with either the forced- 
or natural-ventilation during a clear day. LTFV; leaf temperature 
of forced ventilation, ATFV; air temperature of forced ventilation, 
LTNV; leaf temperature of natural ventilation, ATNV; air
temperature of natural ventilation.

Fig. 4. A comparison of typical daytime profiles of root-zone 
temperature in the greenhouses treated with either the forced- 
or natural-ventilation during a clear day.

Fig. 5. A comparison of typical daytime profiles of relative 
humidity in the greenhouses treated with either the forced- 
or natural-ventilation during a clear day.

Fig. 6. A comparison of typical daytime profiles of saturation 
deficit in the greenhouses treated with either the forced- or 
natural-ventilation during a clear day.

조사는 처리당 6주를 취하여 초장, 경경, 엽수, 마디수, 생체

중, 당도를 측정하였다. 일비액량은 오전 11시경에 줄기의 

지제부 20cm부분을 절단하고 절단부위에 시험관을 삽입하

여 30분간 근압에 의하여 도관을 통하여 유출된 량을 측정

하였다. 또한 일비액의 양이온성분 분석은 원자흡광광도계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착과 후 22일째(4월 18일) 수박시듦증이 발생 시작한 시

기의 시설 내･외부 기상환경을 보면 Fig. 2-5와 같다. 일사

량이 비닐하우스의 외피복과 1중 커튼을 통과하면서 약 25% 
광량이 감소하여 시설내부에 도달하였다(Fig. 2). 환기처리

에 의한 시설내부 기온과 수박 엽온을 보면 강제환기처리로 

시설내부 기온이 관행시설보다 4.5℃정도 낮아 최고기온이 

33℃를 넘지 않았고, 수박 엽온은 관행에서는 최고 40℃를 

상회하였으나 강제환기처리에서는 35℃로 약 5℃ 낮게 유

지되었다. 일사량이 높아지는 10시-16시까지는 시설내부 기

온보다 엽온이 높게 유지되어 상당히 수분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3). 시설내부 지온은 강제환기처리

에서 16시경에 최대 3℃ 이상 낮았다. 이는 낮 동안의 지표

면에 도달한 복사열이 최대 축적되는 시기가 16시경이며 그 

이후로는 역으로 지중으로부터 열전도가 지상방향으로 이동

되면서 지온이 낮아져 일출되기 직전이 가장 낮은 지온을 유

지하였다(Fig. 4). 상대습도의 변화는 일사량이 높아짐에 따

라 낮아졌고 강제환기처리에서 관행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경

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시설외부의 습공기가 환기팬을 

통하여 시설내부로 유입되었고, 환기로 식물체온이 관행에 

비하여 비교적 낮게 유지되었기에 수분 스트레스 없이 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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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ponse of plant height, stem diameter, numbers of leaves and nodes, fresh weight and soluble solids concentration 
of watermelon to the forced-ventilation treatment. 

Treatment Plant height
(cm)

Stem diameter
(mm)

No. of 
leaves

No. of 
nodes

Fresh weight
(g/plant) Sugar content

(°Brix.)
leaves stem

Forced-ventilation 416 b 10.1 az 79 a 34 b 881 a 863 a 9.1 a
Natural-ventilation 483 a 10.4 a 88 a 41 a 892 a 947 a 9.9 a

* ns ns * ns ns ns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ns,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0.05.
Values represent mean values of four samples per treatment.

Table 2. Response of quantity of root exudates and mineral concentrations in the exudates to the forced-ventilation treatment. 

Treatment Quantity of root exudates 
(mL/plant/30 min)

Mineral concentrations in the exudates (ppm)
K Ca Mg

Forced-ventilation 7.2 az 578 267 55
Natural-ventilation 7.6 a 458 235 49

ns * ns ns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ns,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0.05.
Values represent mean values of four samples per treatment.

Fig. 7. Changes in the calcium (Ca) and potassium (K) con-
centrations of the root exudates collected from the plants 
grown in the greenhouses treated with either the forced- or 
natural-ventilation.

롭게 증산되었기 때문에 다소 높은 상대습도가 유지된 것으

로 생각 된다(Fig. 5). Fig. 6은 처리 시설별 하루 중 수박 식물

체의 수분스트레스 정도를 나타내기 위하여 포차(saturation 
deficit)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관행시설내의 포차의 변화는 

일사량이 높아짐에 따라 높은 포차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엽의 증산에 많은 저항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반면 강제

환기처리에서는 비교적 낮은 포차에 완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 수분스트레스가 낮음을 알 수 있다(Fig. 6).
Table 1에는 강제환기처리에서 수박 생육이 지연 조절되

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강제환기처리에서 생육후기인 

5월 5일에는 당도가 0.8ºBrix 정도 낮았으나 수확시기(5월 

18일)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수박재배농가에서 

시듦방지를 위하여 환기시설을 이용 시에는 충분한 생육기

간 확보가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근압과 증산류에 의하

여 도관을 통하여 이동되는 일비액량과 일비액내의 무기성

분 농도를 나타내었다(Table 2). 관행에서 일비액 배출속도

가 0.4mL/p/0.5h 높았다. 이것은 일비액을 채취하기 위하여 

줄기를 절단시 지상부 생육이 왕성한 관행처리에서 엽 등에

서 생성 된 증산류의 수분 이동력이 다소 컸기 때문에 일비

액 배출속도가 다소 빨랐다. 반면 흡수된 K, Ca, Mg의 일비

액 농도는 강제환기처리에서 모두 높게 나타났다(Fig. 7). 
특히 강제환기처리에서 Ca 농도가 높은 것은 광합성산물이 

근권부로의 전류가 많아 뿌리 생장이 양호하다는 것을 나타

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연구에서 근권부에서 Ca

흡수부위는 유근의 선단에서 이루어지고 흡수된 Ca은 내피

를 통하여 근의 외측부터 중심부로 이동하고, 뿌리의 생육

이 악화되거나 조기 노화되면 내피의 카스파리선(Casparian 
strip)이 형성되고(Kramer, 1983), 일단 형성되면 Ca의 흡수

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Kirkby, 1979; Kramer, 1983; Mengel 
and Kirkby, 1987; Scaife and Clarkson, 1978)는 보고와 일

치한다. 정식 후 일비액내의 K, Ca의 경시적 농도변화로 생

육이 진행됨에 따라 흡수농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관행에 비하여 강제환기처리의 일비액 농도가 높게 유지하

고 있었다. 이는 강제환기처리에 비하여 관행에서 지속적으

로 근권부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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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anges in the weight and growth rate of fruits harvested 
from plants grown in the greenhouses treated with either the 
forced- or natural-ventilation. Arrow indicates the first day of 
wilted symptom occurrence in the leaves grown under the 
natural ventilation.

시듦증 발생의 1차적인 원인은 지상부환경의 고온관리로 

엽, 초장 등이 지상부 생육이 왕성한 반면 근권부로의 광합

성산물의 전류가 지연되어 뿌리생육이 악화되고 노화가 촉

진되어, 엽의 증산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왕성한 증산류로 

수동적으로 이동되는 필요 수분량과 근권부로 부터의 근압 

등 근활력 저하로 인한 흡수저해 즉 식물체내 수분 불균형

이라고 생각된다.
착과후 일수에 따라 과실의 생장은 관행에서 과실비대 속

도를 보면 2차례의 최대생장기가 있는데 1차는 착과 후 12
일째, 2차는 착과후 24일째로 시듦증 발생 개시는 착과후 

22일째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발생되었다(Fig. 
8). 반면 강제환기처리에서는 과실 생장이 조절됨으로써 1
차례에 걸친 최대 생장기가 관행보다 4일 늦은 착과후 16일
경에 과실생장속도는 320g/일로 나타났고 시듦증없이 정상

적으로 생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시듦증 발생기작에 대한 

직접적인 실험을 통해 입증하지는 않았지만 본 실험에서 얻

은 결과들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기작을 제시한다. 과실

생장 2차 최대기인 착과후 22일경부터 시듦증이 발생되는 

것은 다음의 원인에 기인한다고 본다. 주요한 Sink로서 과

실이 생장하는 데는 사관으로부터의 광합성산물의 전류와 

도관으로부터의 이동되는 수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시기

에 광합성작용은 비교적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자료 미제시) 
Sink로의 전류가 순조로운 반면 근권부로부터 도관을 통하

여 이동되는 증산류는 증산작용이 활발한 엽으로 수동적으

로 이동되는 수분과 Sink로서 과실로 이동되려는 수분 경합

이 이루어져 식물체내의 수분균형이 붕괴 되는 것이 시듦증

상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한다. 저자의 선행 연구에서 토마토

의 대표적인 생리장해인 배꼽썩음과 발생기작을 해명하였

는데 그 발생원인이 토마토 식물체내의 과실과 엽의 수분경

합인 것으로 밝혀다(Nishina 등, 1992). 이 실험에서, 토마토 

과실 최대 생장기에 과실에만 국소 송풍한 결과 과실표면의 

수증기전달율이 높아져 과실표면으로부터 증산의 촉진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도관으로부터 과실로의 수분유입이 

원활해졌고, 주로 수분과 함께 이동하는 칼슘도 과실로 유

입이 충분히 유지되어 배꼽썩음과 발생을 방지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이와 같은 과실과 엽의 수분경합 기작과 그 결론

은 수박 생육기에 환기처리하여 식물체 생육을 조절함으로

써 과실과 엽의 수분균형이 이루어져 시듦증이 방지되었다

고 하는 위 가설을 뒷받침 한다. 그러나 1차의 최대생장기에

는 430g/일로 2차의 350g/일 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했음

에도 불구하고 2차 최대생장기 직전인 22일째에 시듦증이 

나타나는 것은 금후 검토 과제로 생각된다. 강제환기처리에

서 착과 후 33일경에는 과실 생장속도가 관행보다 빨라지는 

역전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강제환기처리로 인하여 시

설내 기온을 낮추고 포차의 변화를 완만하게 하여 수분스트

레스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초기생장을 조절하여 후기생장

까지 높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관행적으로 수박 시설재배 

농가에서 온도관리는 되도록 보온을 하여 고온관리 하는 것

은 눈에 보이는 과실생장이 빠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와 같은 고온관리는 시듦증도 동반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시

설재배 온도관리 방법으로 시듦증 발생위험 시기인 착과 후 

22일 전후 몇 일간만 적극적인 환기 등으로 식물체내의 수

분 균형을 조절하여 시듦음을 방지하면서 고온관리를 계속

하면 과실 숙기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   록 

수박(Citrullus lanatus L.)의 시듦증은 생리장해라고 알려

져 있다. 품질 및 수량을 저하시키고 큰 경제적 손실을 가져

오는 이 증상은 주로 한국의 수박 주산지인 의령이나 함안 

지역에서 기온이 높아지는 3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하며 해

에 따라 발생 양상이 차이가 있다. 수박 생리장해에 대한 많

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시듦증의 발생 기작에 대한 연

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시듦증 발생 기작을 해명

하기 위하여 강제환기 처리를 하였으며 경남 의령군 용덕면

에서 2009년 1월-5월까지 수행하였다. 관행처리에 비해 강

제환기 처리는 시설내 기온, 엽온 및 근권부의 온도를 각각 

약 4.5, 5, 3℃정도 낮게 유지시켰고 포차도 낮게 유지시켰

다. 전 생육기간 동안 관행 및 강제환기 처리 모두에서 과실 

생육속도가 최대를 보이는 시기가 두 차례 관찰되었고 관행

에서 그 속도와 시기가 더 빠른 것으로 관찰되었고, 첫 번째 

최대기는 착과 후 12일에(350g/일), 그 두 번째는 착과 후 

24일에(350g/일) 관찰되었다. 시듦증은 착과 후 22일에 관

행처리 에서만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강제환기 처리에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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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생육최대기는 관행처리에서 보다 4일 늦게 관찰되었다

(350g/일). 동시에 식물체 생육속도도 강제환기가 관행처리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강제환기가 

전 생육기간 동안 엽온 및 포차를 낮게 유지함으로써 식물

체 및 과실의 생육속도를 조절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

서 강제환기가 건전한 생육을 유도하고 식물체의 증산을 조

절함으로써 엽과 과실간 수분경합을 줄여 시듦증을 방지시

킨다는 가설을 제시한다. 금후 직접적이고 정밀한 실험을 

통해 강제환기효과에 대한 식물체내의 수분균형의 연구가 

기대 된다.

추가 주요어 : Citrullus lanatus, 강제환기, 엽온, 포차, 시듦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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