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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멜론은 체가 시설재배되고 있으며, 최근 재배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품

질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멜론은 생육기간이 짧아 연2~3회 재배와 아울러 , 

여름, 가을, 겨울재배가 가능하나 평난지에서 하계에 생산된 과실은 지나치게 크고 네트가 

엉성하며, 당도가 떨어져 품질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金 1996). 멜론 수출상품의 단기

이 되는 규격은 과실의 무게가 1.2∼1.5kg이고, 당도는 15 °Brix 이상, 네트의 발 은 선

명하면서도 과피의 면에 균일하게 발 되어야 한다(한 등, 1998). 이런 규격품의 안정  

생산을 하여 성숙기 토양수분 리  근권환경제어(박 등, 1998), 용기재배법(조 등, 

1998), 생장조정제 이용실태(李 등, 1988), 착과수  착과  유인방법이 과실 품질에 미

치는 향(韓과 朴, 1993; 林 등, 1994), 과의 비 와 당도 등의 품질에 미치는 향(김과 

이, 1983) 등 품질향상재배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고온기재배 등 연  안정  

고품질생산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민 생활수  향상과 더불어 소비패턴이 고

화 다양화됨에 따라 멜론의 소비가 차 늘어나면서 재배면 이 격하게 확 되어 2000

년도 659ha이던 것이 2005년도 1,235ha로 증가하 고, 수출 액은 2000년도 931천$ 이었으

나 2006년도 3,083천$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주 수입 상국인 일본에서의 재

배면  감소와 소비량 증가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 한국산 멜론이 일본산에 비해 

가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품질의 고 화와 안 성 수, 신뢰향상시 수출이 확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난지에서 품질이 우수한 과일생산이 어려운 고온기에 

네트멜론 고품질화재배로 시설하우스의 활용도와 유휴노동력 이용증 로 수출확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험을 수행하 다.

재료  방법

  본 시험은 네트멜론 고온기 환경불량으로 품질 하를 래하므로 유인방법에 따른 품질

반응을 알아보기 하여 2005년부터 2년간 아틀랜틱 품종( 종 6월 2일, 정식 6월 21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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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9월 5일~13일)을 공시하여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비가림 비닐하우스에서 수행하 다.

 종은 최아를시켜 직경 11cm 흑색비닐 폿트에 하 고, 본엽 3~4매시 정식(포복  반지

주재배는 220cm×50cm, 2본 유인재배, 지주재배는 180cm×45cm, 2조)하 으며, 0.02mm 흑

색PE필름을 피복하 다. 시험구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 으며, 심은 23∼24 에서 

하 다. 시비는 10a당 질소 9.3kg, 인산 6.3kg, 칼리 15kg, 퇴비1,000kg과 고토석회 100kg을 

량기비로 시용하 다. 수는 정식직후 호스를 이용하여 리하 다. 착과 는 

11~13  사이에 포복재배와 반지주재배는 주당 2개, 지주재배는 주당 1개씩 착과시켰으며, 

수확은 교배후 58~60일 기 으로 실시하 다.

  생육조사는 농 진흥청 농업과학기술연구조사분석기 (2003)에 하여 실시하 으며, 네

트정도는 과실의 네트분포에 따라 1(매우양호), 9(불량)의 9단계로 나 어 육안으로 정하

다. 온도조사는 지상부(지주재배의 과일이 부분 착과된 지상부 1m 지 ), 지표부, 지

부(지하 15cm)로 구분하여 조사하 으며, 멜론 리는 표 재배법에 하여 실시하 다.

  주요조사항목  조사방법에서 간장은 주지 11~13  사이의 길이를 측정하여 cm로 표

시하 고, 엽장  엽폭은 교배후 착과 의 상하 엽  최 엽의 폭과 길이를 cm로 표시하

다. 과장은 수확기의 과실의 세로 길이를 cm로, 과폭은 수확기의 과실의 가로 비를 cm

로, 과육두께는 과실을 세로로 잘라 간부 의 과육두께를 cm로, 당도는 당도계 (Digital 

refractometer PR-101, Atago, Japan)로 과실을 세로로 잘라 간부 의 2지 씩 과육즙을 

내어 측정하여 °Brix 단 로, 과 은 과실 1개의 무게를 g로 각각 표시하 다.

결과  고찰

  가. 생육특성

  멜론 유인방법별 생육특성은 표 1과 같다. 착과기는 포복재배와 반지주재배시 지주재배

에 비해 3~4일 늦었고, 착과율은 지주재배에서 높은 경향을 보 다. 이는 년도간에 개화기

의 장마 등 기상조건의 향이 크게 미친것으로 사료되었다. 만장은 유인방법간에 비슷하

고, 착과 는 지주재배에서 다소 높았으며, 엽폭  엽장은 지주재배에서 다소 큰 경향

을 보 다.

   표 1. 유인방법에 따른 생육특성

유인방법
착과기

(월.일)

착과율

(%)

만 장

(cm)

 수

( )

착과

( )

간장

(cm)

엽 폭

(cm)

엽 장

(cm)

1. 포복재배 7. 24 88 206 29.6 16.2 8.1 27.5 18.7

2. 반지주재배 7. 25 94 199 29.4 16.3 8.2 28.5 19.1

3. 지주재배 7. 21 99 203 30.9 17.4 7.6 29.6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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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병해  상품율

  멜론 유인방법에 따른 병해  상품율은 표 2와 같다. 지주재배시 포복재배와 반지주재

배에 비해 덩굴마름병의 발생이 었으나, 바이러스와 흰가루병은 지주재배에서 많이 발생

되었다. 열과는 포복재배는 6.4%, 반지주재배 3.0%, 지주재배에서 6.1% 발생되었으며, 네트

블량과는 포복재배 8%에 비해 지주재배에서 2%로 많이 경감되었고, 외 상품율의 상품은 

지주재배에서 69%로 포복재배 29%에 비해 월등히 높아 지주재배가 유리한 것으로 단되

었다. 

   표 2. 유인방법에 따른 병해  외 상품율

유인방법
덩굴마름병

주율(%)

바이러스

주율(%)

흰가루병

병반율(%)

노균병

(%)

열 과

(%)

네트불량과

(%)

외  상품율(%)

상 하

1. 포복재배 21.5 1.0 10 0 6.4 8 29 60 11

2. 반지주재배 24.2 1.0  8 0 3.0 5 24 70 6

3. 지주재배 14.1 14.6 27 0 6.1 2 69 22 9

  다. 과실특성

 멜론 유인방법에 따른 과실특성은 표 3과 같다. 과 은 개당 포복재배 2,138kg, 반지주재

배 1,907kg, 지주재배 2,187g으로서 반지주재배에서 은 경향을 보 으나, 과다하게 큰 특

성을 보 다. 일반 으로 과 은 1.2~1.5kg 정도가 수출 규격과로 통용되고 있는데 이는 과

실이 지나치게 크면 당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과고는 유인방법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과폭은 과 이 었던 반지주재배에서 은 경향을 보 으며, 과형지수는 지주재

배에서 가장 양호한 특성을 보 다. 과육두께는 유인방법간에 차이가 없었다. 당도는 지주

재배에서 11.0°Brix로서 포복재배, 반지주재배 보다 높았으나 고온기재배시 처리에서 낮

은 경향을 보 다. 鈴木(1967)은 재배시기에 따라서 당함량의 차이가 있으며, 여름재배의 

경우 고야온으로 인한 호흡과다로 당의 소비가 증가함으로서 당축 이 불량하다고 보고하

다. 임 등(1994)은 참외형 멜론의 지주재배가 무지주재배보다 당이 높다고 보고하 고, 

申 등(1991)은 재배온도에 따라서 당축 에 상이한 차이가 있는데, 온(15/20℃, 야간/주

간) 보다는 고온(25/30℃)하에서 당축 이 많다고 한 결과가 본 성 을 뒷받침한다고 본다. 

  네트지수는 지주재배에서 가장 양호한 특성을 보 으며, 수량은 10a당 포복재재 3,885kg, 

반지주재배 3,467kg,, 지주재배 5,335kg으로서 지주재배에서 가장 높은 수량을 보 다. 이는 

지주재배가 포복재배, 반지주재배에 비해 재식주수 증가에 의한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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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유인방법에 따른 과 특성  수량

유인방법
과 

(g/개)

과 고

(cm)

과 폭

(cm)

과형지수

(과고/과폭)

과육두께

(cm)

당 도

(°Brix)

네트지수♪

(1-9)

수 량

(kg/10a)

1. 포복재배 2,137a♩ 15.9a 16.6a 0.96 3.9a 10.3ab 5a 3,885b

2. 반지주재배 1,907b 15.7a 15.9b 0.99 3.9a 9.6b 4a 3,467b

3. 지주재배 2,187a 16.4a 16.2ab 1.02 4.1a 11.0a 3b 5,335a

    ♩ DMRT(5%)

    ♪ 네트지수 : 1(매우양호), 3(양호), 5(보통), 7(불량), 9(매우불량)

  라. 온도

  멜론 재배기간 의 유인방법별 지상부, 지표부, 지 부의 온도변화는 표 4, 표 5, 표 6과 

같다. 표 4에서 지상부의 평균온도는 지주재배시 포복재배와 반지주재배에 비해 평균온도

는 2.0~2.1℃ 정도 낮았고, 최 온도는 유인방법간에 비슷하 으나, 최고온도는 지주재배에

서 34.1℃로 포복재배  반지주재배에 비해 3.2~3.3℃ 정도 낮았다. 멜론의 생육 온은 

28~30℃(농 진흥청, 1996) 로서 고온기재배는 생육 온보다 상당히 높게 경과되는 등의 요

인으로 인해 품질이 하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따라서 지주재배시 포복재배  반지주재

배에 비해 온도 하로 인해 외 상상품율  당도향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었다. 

  표 4. 재배기간  유인방법별 지상부 온도 변화                        (단  : ℃)

기 온 유인방법
6 월 7 월 8 월 9 월

평균
하순 상순 순 하순 상순 순 하순 상순

포복재배 31.3 25.2 29.4 32.4 33.8 32.6 30.7 29.9 30.6 

평균온도 반지주재배 31.0 25.6 29.8 32.7 34.0 32.4 30.5 29.9 30.7 

지주재배 29.6 24.5 28.3 28.9 31.0 30.5 28.2 28.2 28.6 

포복재배 21.3 22.1 23.4 23.4 24.3 24.4 22.0 19.9 22.6 

최 온도 반지주재배 21.1 21.8 22.9 22.6 24.0 24.2 21.5 19.5 22.2 

지주재배 21.8 22.4 23.6 23.2 24.4 24.8 22.2 20.1 22.8 

포복재배 38.2 33.6 34.7 37.6 40.1 39.6 37.7 37.8 37.4 

최고온도 반지주재배 38.4 34.0 35.2 37.7 39.7 39.6 37.0 36.8 37.3 

지주재배 36.0 30.5 32.0 33.3 35.9 35.8 33.7 35.6 34.1 

 ※ 온도측정시간 : 10 : 00 ~ 10 : 30

  지표부의 평균온도(표 5)는 지주재배시 포복재배와 반지주재배에 비해 평균온도는 

2.0~2.3℃ 정도 낮았고, 최고온도는 지주재배에서 36.1℃로 포복재배  반지주재배에 비해 

3.1~3.5℃ 정도 낮았다. 

  지 부의 평균온도(표 6)는 지주재배시 24.8℃로 포복재배  반지주재배에 비해 1.7℃ 

정도 낮게 경과되었으나, 온도 낮춤효과는 기온이 높은 시기가 더 큰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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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 재배기간  유인방법별 지표부 온도 변화                            (단  : ℃)

온 도 유인방법
6 월 7 월 8 월 9 월

평균
하순 상순 순 하순 상순 순 하순 상순

포복재배 34.4 26.0 29.5 30.7 33.5 31.9 30.0 30.4 30.8 

평균온도 반지주재배 35.1 25.7 29.3 31.9 34.7 31.7 30.0 30.8 31.1 

지주재배 32.0 25.1 28.3 29.4 30.4 29.9 27.7 27.9 28.8 

포복재배 21.8 23.6 22.6 23.6 25.0 25.3 22.9 20.8 23.2 

최 온도 반지주재배 21.8 22.7 22.6 23.8 25.1 25.3 23.0 20.5 23.1 

지주재배 22.1 23.1 23.0 23.3 24.4 24.9 22.5 20.2 22.9 

포복재배 44.3 37.9 36.3 36.7 40.9 38.8 38.0 40.7 39.2 

최고온도 반지주재배 44.5 36.5 37.4 37.0 42.6 39.5 38.0 41.1 39.6 

지주재배 40.8 32.9 32.7 35.8 37.9 37.2 34.9 37.0 36.1 

  표 6. 재배기간  유인방법별 지 부 온도 변화                        (단  : ℃)

유인방법
6 월 7 월 8 월 9 월

평균
하순 상순 순 하순 상순 순 하순 상순

포복재배 27.9 26.0 25.8 26.0 28.0 27.5 25.9 25.2 26.5 

반지주재배 28.1 26.1 25.7 26.0 27.8 27.5 25.8 25.2 26.5 

지주재배 26.0 24.7 24.7 24.8 25.6 25.8 24.0 22.6 24.8 

 ※ 온도측정시간 : 10 : 00 ~ 10 : 30

요약  결론

  멜론은 소비  수출의 지속 증가로 인하여 시설원 작물의 주요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하계재배시 품질이 떨어진다. 따라서 고온기인 하계에 멜론의 품질향상을 한 

정 유인방법을 구명하고자 포복재배와 반지주재배, 지주재배 등 3처리를 하여 시험한 결과 

포복재배에 비해 지주재배시 착과기는 3일정도 빨랐고, 병해  덩굴마름병은 발생이 었

으나 바이러스, 흰가루병 발생이 많았다. 네트불량과는 지주재배에서 가장 었으며, 과크

기 과형 네트형성도 등의 외  상품율과 당도도 지주재배에서 가장 높았다. 개당 과 은 

1,907~2,187g으로서 반지주재배에서 가장 었으나, 모든 처리에서 큰 편이었고, 과형지수는 

지주재배에서 가장 양호한 특성을 보이면서 과육두께는 차이가 없었다. 수량은 지주재배시 

포복재배에 비해 재식주수의 증가로 37% 증수되었다. 재배기간  비가림하우스내 온도는 

지주재배시 포복재배에 비해 지상부 평균온도는 2.0℃, 최고온도 3.3℃ 정도, 지표부 의 평

균온도는 3.0℃, 최고온도 3.1℃ 정도, 지 부의 온도는 1.7℃정도 낮아 고온기재배시 지주

재배가 생육에 가장 유리한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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