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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병풍쌈(Cacalia firma)은 병풍취라고도 하며 초롱꽃목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한국, 중국, 일본에 분

포되어있다. 웰빙 삶을 위한 생활식습관의 변화에 따라 기능성 식품과 유기농 채소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

고 있다. 본 연구는 병풍쌈 임간재배를 위한 적정 광조건을 구명하기 위해 1년생 병풍쌈에 대해 차광망을 이용하여

4가지 광조건 25%, 55%, 75%와 95% 차광처리(전광의 50%, 30%, 20%, 10% 상대광도)와 대조구(전광)에서 생육 후

초기 생장과 생리적 반응을 조사·분석하였다. 75% 차광처리구는 대조구와 비슷한 초장, 뿌리생육과 함수율을 보였

으나, 잎의 길이, 폭과 면적이 증가하여 엽 건중량과 총 건중량이 증가하였다. 특히 95% 차광처리구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근원경과 뿌리길이는 감소하였으며 총 건중량도 감소하였으나, 초장이 약 40% 증가 하였으며 엽 생육과 함수

량 또한 증가하였다. 엽면적비(specific leaf area; SLA)와 엽면적률(leaf area ratio; LAR)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며 대

조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잎의 두께가 얇고 수광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병풍쌈은 낮은 광조건

에서도 원활한 탄소동화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병풍쌈의 임간재배를 통한 적정 광요구는

차광처리 75~95%(상대광도 10~20%)로 조사되었으며, 산채류로써의 상품성을 고려할 때 임간지역에서 75% 이상 차

광재배 함으로써 식감과 생산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결과는 병풍쌈의 임간재배 가능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Cacalia firma is a perennial plant in Asteraceae, Parasenecio that distributed in Korea, China, and Japan. As

dietary style changes for well-being life, consumer’s demand of functional food and organic vegetables is getting

increas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optimum light conditions of P. firmus in forest farming. One year

old seedlings were grown under four different light conditions 10%, 20%, 30%, and 50% of sunlight by shading (equals

50%, 30%, 20%, and 10% relative brightness respectively) and non-treated control under full sunlight. They were

analyzed for early growth and physiological response. Seedlings grown under 75% shading showed similar height, root

growth, and leaf water content to control. However, their leaf length, width, and total leaf area were increased, which

caused increased leaf dry weight and total dry weight. Especially, seedlings under 95% shading showed 40% increase in

height and more leaf growth and leaf water content, although they had shorter main root length and root collar diameter

than control. In addition specific leaf area (SLA) and leaf area ratio (LAR) were higher than control and indicated that

the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Higher SLA refers thinner leaf thickness, higher LAR means

larger leaf area. The results indicate seedlings under 95% shading have higher water content, thinner leaf, and wider light-

interception areas. It is plausible that P. firmus is active in chlorophyll activities and carbon dioxide assimilation at even

lower light condi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optimum light level of P. firmus for artificial cultivation in forest

farming ranges from 75~95% shading (20%-10% of relative brightness). When salability as ‘sanchae’ (wild edible greens)

is considered, P. firmus could be cultivated under 75% shading in forest farming and expected to have better taste and

higher yield. We suggest these results as basic data of P. firmus for possible forest far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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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식생활의 고급화로 소비자들의 기능성 고급산채

에 대한 수요와 신소득 작물의 개발에 대한 농·산촌민들

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산채류는 청정임산물

일 뿐만 아니라 식물체 내에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여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식용자원이다. 병풍쌈(Cacalia

firma(Komarov) Nakai)의 식물학적 특성은 국화과 박쥐나

물속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식물로 우리나라의 경기도, 강

원도를 중심으로 깊은 산의 고지대에서 모여 자란다. 일

반적으로 자생하는 환경은 일조량이 적고 습한 장소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줄기는 높이 1~2 m, 잎은

지름 35~100 cm 까지 자라기도 한다(Lee, 2003).

병풍쌈은 식감이 부드럽고 독특한 향취가 있어 예로부

터 기근이 닥쳤을 때 구황식물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근래에 들어서도 고급 산채로서 뛰어난 식용가치를 인정

받고 있다(Jin and Ahn, 2010). 또한 병풍쌈은 진통, 소염,

항바이러스, 간보호, 항산화, 혈소판응집억제 등에 효과가

있는 caffeoylquinic acid를 함유하고 있어 신경질환, 심혈

관질환, 당뇨병, 동맥경화 등과 같은 질환에 유익한 기능

성 산채로 보고되었다(Lee et al., 2011; Yoon and Kim,

2007; Zhao and Zhao, 2006). 고급산채에 속하는 병풍쌈

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일부 유통되는 공급

량의 대부분이 자연채취에 의존하고 있어 생산량이 현저

히 떨어지고 남획에 의한 유전자원 고갈로 이에 대한 보

존대책이 필요하다(Ahn et al., 2008).

최근에는 병풍쌈 대량증식을 위한 시도로 자생하는 개

체의 종자를 채취하여 일부 농가의 시설이나 노지에서 시

범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초기단계에 불과하다(Lee et

al., 2012). 또한 병풍쌈에 대한 청정한 산림 내에서 체계

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기술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증식

을 위한 식물의 생장 및 생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도 미비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능성 산채로서 잠재성

이 높은 병풍쌈의 임간재배 가능성을 추정하고 광도 차이

에 따른 초기 생장과 생리적 반응을 조사분석하여 임간재

배를 위한 적정 광 조건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및 차광처리

본 실험에 사용된 병풍쌈(Cacalia firma)은 강원도 화천

에서 생산된 1년생 유묘를 구입하여 뿌리발육 정도가 일

정한 개체를 선정하여 2011년 10월에 국립산림과학원 남

부산림자원연구소 진주시험림의 임간재배 시험지에 이식

하였다. 광 조건에 대한 병풍쌈 유묘의 초기 생장 및 생리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전광의 대조구와 시중에서 판매되

고 있는 25%, 55%, 75% 및 95%의 차광망을 설치하였다.

각 차광처리구별 6지점에서 휴대용 조도계(ANA-F10,

Tokyo Photoelectric Inc., Japan)를 사용하여 조도를 측정

한 결과 각각 전광일 때 96,362±2,623 lux, 25% 차광에서

43,827±8,524 lux, 55% 차광에서 26,892±5,840 lux, 75%

차광에서 20,984±4,306 lux, 그리고 95% 차광 시에서는

8,240l±2,167 ux로 조사되었다. Li and Kubota(2009)의

광 단위 변환식에 따라 식물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PPFD; µmol·m−2·s−1)

단위로 환산할 경우 각각 1,927, 876, 538, 420 및 165

µmol·m−2·s−1로 나타나 각 차광처리구별 상대광도는 전광

(100%) 대비 약 50%, 30%, 20%와 10%로 조사되었다.

차광처리구 내 환경 인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다중항목 측

정기(ALMEMO5690, Ahlborn, Germany)를 이용하여 지

상 온도, 상대습도와 지중 온도를 측정하였다.

2. 초기생장 및 엽 특성

차광처리에 따른 병풍쌈의 초기 생장 특성 변화를 조사

하기 위해 형태적 특성과 건중량을 조사하였다. 병풍쌈은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 여름에는 높은 광량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자연산 산채의 경우에는 5월 중순부터 출하

가 시작되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2012년 5월 21일에 차

광처리별로 30개체를 대상으로 초장, 근원경, 주근의 길

이를 측정하였다. 엽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건전한 15개

체를 선정하여 엽 면적을 엽면적측정기(LI-3000C, LI-

COR, In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건중량은 차광

처리별로 15개체를 채취하여 잎, 줄기 및 뿌리를 구분하

여, 건조기에서 105°C로 72시간 건조한 후 부위별로 측정

하였다. 잎의 수분함량은 생중량과 건중량의 차이를 백분

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차광처리별 광 환경이 병풍쌈

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S/R율(shoot/root

ratio), 엽 건중비(leaf dry weight ratio; LWR), 줄기 건중

비(shoot dry weight ratio; SWR), 뿌리 건중비(root dry

weight ratio; RWR), 엽 면적비(specific leaf area; SLA),

엽 면적률(leaf area ratio; LAR)을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S/R ratio = Shoot dry weight/Root dry weight

LWR (g·g−1) = Leaf dry weight/Total dry weight

SWR (g·g−1) = Shoot dry weight/Total dry weight

RWR (g·g−1) = Root dry weight/Total dry weight

SLA (cm2·g−1) = Leaf area/Leaf dry weight

LAR (cm2·g−1) = Leaf area/Total dry weight

3. 엽록소 함량 및 광합성 반응

차광처리에 따른 광합성관련 색소 함량 차이를 분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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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 Dimethylsulfoxide(DMSO)를 용매로 엽록소와

carotenoids를 추출한 후 광학분광분석기(Biochrom Libra

S22, Shimadzu Corp., Japan)를 이용하여 663 nm(A
663

),

645 nm(A
645

)와 470 nm(A
470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아래의 식으로 함량을 계산하였다(Hiscox and Israelstam,

1979; Lichtenthaler, 1987).

Chlorophyll a (mg·g−1 F.W.)=(12.7×A
663

)−(2.69×A
645

)

Chlorophyll b (mg·g−1 F.W.)=(22.9×A
645

)−(4.68×A
663

)

Total Chlorophyll (mg·g−1 F.W.)=(8.02×A
663

)+(20.20×A
645

)

Carotenoids (mg·g−1 F.W.)=(1,000×A
470

)–

 (1.90×Chl a-63.14×Chl b)÷214

차광처리구 내 병풍쌈의 광합성 반응은 휴대용 광합성

측정기(Li-6400, Li-COR Inc.,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광합성 측정 시 엽 챔버의 온도는 25°C, 상대습도는

60%, 광량은 1,000 µmol·m−2·s−1로 고정하였으며, 잎에 공

급되는 CO
2 
농도는 400 µmol·mol−1로 고정하였다. 측정은

생장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5월에 건전한 잎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4. 실험 통계처리 및 분석

상대광도 차이가 병풍쌈의 초기 생장과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SAS 통계프로그램(SAS

Institute Inc. USA)을 이용하여 ANOVA test를 실시하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유의한 경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처리 간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지상부의 온·습도 변화 및 토양온도 변화

모든 차광처리구의 지상부의 온·습도 및 지온의 변화

는 병풍쌈이 생장을 시작하는 2012년 4월(Hong et al.,

1999)부터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기간 중 지상부의 월

평균온도는 대조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특히 8월에 27.1°C

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95% 차광처리구에서는 대

조구와 0.93~2.05°C 차이를 보이며 가장 낮은 평균온도를

보였다(Figure 1A). 

상대습도는 전반적으로 대조구에서 가장 낮게 조사되

었으며, 25% 차광처리구에서 7월에 91.48%로 가장 높게

조사되고 다른 차광처리구도 비슷한 수준의 상대습도를

나타냈다(Figure 1B). 병풍쌈 자생지의 생육환경은 광 조

건 뿐만 아니라 습도도 중요한 요소로 보고 된바 있다(Ahn

et al., 2008; Jin and Ahn, 2010). 

실험기간 중 월별 토양 평균온도는 8월에 25% 차광처

리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55% 차광처리구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1C). 지온은 일조량과 기온의

영향을 받으며 토양의 수분함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토양수분 함량이 낮을수록 일조와 기온에 의한 영향이 커

진다(Oh et al., 2004). 또한 조사기간 중 차광 정도가 증가

함에 따른 토양온도의 순차적인 감소현상은 나타나지 않

았는데, 이는 차광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지형적 특성과 토

양 수분함량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2. 형태적 생장 특성

일반적으로 음지에서 잘 자라는 산채로 알려진 병풍쌈

의 초장, 근원경과 주근의 길이를 각 차광처리 별로 95%

신뢰도(p<0.05)에서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Figure 2와

같다. 초장은 95% 차광처리구에서 9.05 cm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전광을 비롯한 다른 차광처리구 간에는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95% 차광처리구에서의 근원경

과 주근의 생장은 대조구보다 저조하였다. 75% 차광처리

구에서는 초장, 근원경과 주근이 모두 대조구와 동일한 수

준의 생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55% 차광처

리구에서는 초장, 근원경과 주근의 길이가 각각 5.36 cm,

Figure 1. Changes of air temperature (A), relative humidity (B), and soil temperature (C) at experiment site by shading

treatments from April to September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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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cm와 12.16 cm로 초장은 대조구와 차이가 없지만 뿌

리생육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Figure 2). 이와 같

은 결과는 55% 차광처리구에서 4월부터 9월까지 지속적으

로 가장 낮은 지온을 보인 결과와 부합되는 것으로 지온이

병풍쌈의 초기 생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Ahn et al.(2003)은 쌈과 샐러드 유망자원에 대한 발굴

및 재배 연구 중 병풍쌈을 무처리, 30%, 50%와 75% 차광

처리 한 결과, 병풍쌈은 차광수준이 높아질수록 초장이 커

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75% 차광처리구에서 높은 생산량

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95% 차광처리구에서 초

장이 가장 높고, 75% 차광처리구에서 근원경과 주근의 길

이가 대조구와 같은 생장을 보인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며,

수광경쟁에 유리한 환경을 도모하기 위해 지상부위 지하

부의 생장이 촉진된 것으로 사료된다.

3. 광합성 동화산물 생산 및 분배

차광처리별 병풍쌈의 부위별 건중량, 건중비와 S/R율을

측정하여 차광처리 후의 병풍쌈의 균형적인 생장 여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Table 2).

차광처리에 따른 병풍쌈의 부위별 건중량과 전체 건중

량을 조사한 결과, 25% 차광처리구는 대조구와 차이가 없

었으며, 75% 차광처리구에서 줄기와 뿌리의 건중량은 대

조구와 통계적 유의차가 없지만 엽건중량과 전체 건중량

이 각각 0.16 g과 0.53 g으로 대조구보다 높았다. 95% 차

광처리구에서는 잎, 줄기, 뿌리와 전체 건중량이 각각

0.07 g, 0.02 g, 0.11 g과 0.2 g으로 대조구에 비해 모두 낮

았다. 또한 S/R율은 전광에서 0.61로 가장 낮았고 95% 차

광처리구에서 0.85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광도

가 부족한 식물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뿌리로 분배시키

는 광합성산물의 비율을 상대적으로 감소시켜 S/R율이 증

가한다는 보고와 일치 하였다(Kim, 2000). 한편, 본 실험

Table 1. Effects of shading treatments on height and root
collar diameter growth of Cacalia firma grown in forest farming.

Shading
treatments (%)

Height 
(cm)

Root collar 
diameter (mm)

Main root length
(cm)

0 6.61±1.55bz 3.58±0.64a 15.87±5.39a

25 6.13±1.64b 2.78±0.36b 12.78±2.70b

55 5.36±1.68b 2.65±0.61b 12.16±2.18b

75 5.85±1.03b 3.59±0.70a 16.85±3.79a

95 9.05±1.63a 2.67±0.67b 12.63±2.09b
zDifferent letters in each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Figure 2. Effects of shading treatments on morphological changes of Cacalia firma in forest farming. Cont.: full sunlight, A:
25% shading, B: 55% shading, C: 75% shading, D: 95% shading. 

Table 2. Effects of shading treatments on dry mass, S/R ratio, and tissue specific dry weight ratio of Cacalia firma grown in forest

farming.

Shading
treatments (%)

Leaves 
(g)

Shoot
(g)

Root
(g)

Total
(g)

S/R
ratio

LWRz SWRy RWRx

0 0.10±0.04bcw 0.04±0.03a 0.29±0.12ab 0.44±0.16b 0.61±0.41b 0.24±0.08b 0.11±0.07a 0.65±0.12a

25 0.12±0.02b 0.04±0.01a 0.25±0.06b 0.41±0.07b 0.67±0.22ab 0.30±0.07a 0.09±0.03a 0.60±0.06ab

55 0.09±0.02cd 0.03±0.02ab 0.17±0.05c 0.30±0.06c 0.75±0.28ab 0.30±0.07a 0.11±0.07a 0.58±0.09ab

75 0.16±0.04a 0.05±0.01a 0.33±0.09a 0.53±0.13a 0.62±0.10b 0.29±0.03ab 0.09±0.02a 0.62±0.04a

95 0.07±0.01d 0.02±0.01b 0.11±0.02d 0.20±0.03d 0.85±0.15a 0.34±0.05a 0.11±0.03a 0.54±0.04b

zLWR : leaf dry weight ratio (g·g−1)=Leaf dry weight/Total dry weight
ySWR : shoot dry weight ratio (g·g−1)=Shoot dry weight/Total dry weight
xRWR : root dry weight ratio (g·g−1)=Root dry weight/Total dry weight
wDifferent letters in each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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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55% 차광처리구에서 뿌리건중량과 총 건중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Table 2), 임간지역의 시험지

내 다양한 환경인자의 영향으로 특히, 55% 차광처리구에

서 토양의 평균온도가 다른 차광처리구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이라 사료된다(Figure 1C). 

광, 수분, 그리고 양분 등 주어진 환경조건에 대한 식물

의 적응 반응에서 상대생장률을 최대로 하기 위한 전략으

로(Reynolds and Antonio, 1996) 엽건중비(LWR), 줄기건

중비(SWR)와 뿌리건중비(RWR)를 조사하여 광합성에 의

해 생산되는 동화산물의 분배 비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차광수준이 높아질수록 병풍쌈의 LWR은 신뢰도

95%(p<0.05)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95% 차광에서 0.3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SWR은

0.09~0.12의 범위로 나타나 차광처리 간 유의성을 보이지

않은 반면, RWR의 경우는 전광에서 0.66으로 가장 높게,

95% 차광에서 0.54로 가장 낮게 나타나 차광수준이 높아

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차광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지상부의 생장이 증가되고

뿌리생장은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초기 엽 생장 특성

식물은 생육기간 동안의 광환경에 따라 잎의 형태와 기

능이 달라진다(James and Bell, 2000). 특히 산채류는 엽면

적, 두께와 수분함량 등의 엽 생장 특성이 생산량과 식감

에 영향을 미치므로 차광처리별로 엽 생장 특성과 함수율

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차광처리구 중 75%와 95% 차광처리구에서 각각 엽면

적은 43.1 cm2과 38.2 cm2, 엽길이는 10.5 cm와 9.3 cm,

그리고 엽폭은 3.9 cm와 4.0 cm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p<0.05). 이는 Lee et al.(2012)이 묘포에서 88~92% 차광

처리 후 재배한 병풍쌈의 엽면적, SLA과 LAR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한 내용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25%와 55% 차광처리구에서는 엽면적과 길이가 대조구와

비슷한 생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75%

와 95% 차광처리구에서 엽 생장이 높은 결과는 일정 수

준 이하의 낮은 광에 노출된 식물의 잎은 많은 광을 받아

들이기 위해 광합성으로 생산된 동화산물을 잎에 투자하

여 잎 크기를 증가시켰기 때문이라 판단된다(Niinemets

and Tenhunen, 1998). 

엽 건중량에 대한 엽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SLA는 엽 두

께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 값이 클수록 엽

두께가 얇은 것을 의미한다(Lee et al., 2012). 본 실험에서

SLA는 95% 차광처리구에서 558.6 cm2·g−1으로 대조구보

다 높게 조사되어 차광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엽 두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이와 같은 경향은 초본

을 대상으로 광 환경에 대한 반응을 살펴본 보고와 유사

한 경향을 나타냈다(Sims and Pearcy, 1992). 총 건중량에

대한 엽 면적 비율을 나타내는 LAR은 값이 클수록 개체

마다 넓은 수광면적을 가지게 되는데, 본 실험의 95% 차

광처리구에서 193.7 cm2·g−1로 유의성(p<0.05)을 보이며 가

장 높게 조사되어 광도가 감소함에 따라 수광면적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 병풍쌈은 75%와

95% 차광처리구에서 높은 엽 생장이 나타나 전광보다 광

을 적정 수준으로 차단시켰을 때, 양호한 생장을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Kim et al.(2010)은 산마늘, 곰취와 곤달비

의 엽 두께가 차광 수준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

한 경향을 보였다. 

차광처리별 병풍쌈 잎의 함수율은 차광수준이 높아짐에

따른 순차적인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95% 차광처리구

에서는 86.5%로 대조구에 비해 높은 함수량을 나타냈다

(Table 3). 산채의 경우 잎의 크기와 부피는 생산량과 관련

이 높으나 기호식품으로서의 식감도 중요하기 때문에 함수

율 또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95% 차광

처리구에서 엽 건중량은 75% 차광처리구보다 다소 낮지만

함수율이 가장 높아 식감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엽록소 함량 및 광합성 반응

차광처리별 병풍쌈 잎의 엽록소 a, 엽록소 b, 그리고 총

Table 3. Effects of shading treatments on leaf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water content of Cacalia firma grown in forest

farming.

Shading
treatments (%)

Leaf area 
(cm2)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SLAz

(cm2·g−1)
LARy

(cm2·g−1)
Leaf water

 contents (%)

0 24.4±7.1bx 08.3±1.4bc 2.8±0.5c 259.9±100.5b 59.7±19.7b 79.5±6.3b

25 29.5±4.7b 08.0±0.9c 3.5±0.5b 244.1±23.5b 72.4±10.9b 75.3±3.4b

55 23.3±3.7b 07.9±0.7c 2.8±0.5c 269.2±57.1b 81.1±21.6b 76.3±4.6b

75 43.1±11.1a 10.5±1.4a 3.9±0.5a 278.4±29.8b 81.6±12.7b 73.8±15.5b

95 38.2±7.5a 09.3±1.5b 4.0±0.4a 558.6±100.3a 193.7±52.3a 86.5±2.5a

zSLA : specific leaf area (cm2·g−1) = Leaf area/leaf dry weight
yLAR : leaf area ratio (cm2·g−1) = Leaf area/total dry weight
xDifferent letters in each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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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록소 함량은 차광수준에 따라 95% 신뢰도(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4). 이런 결과는

산채류 곰취의 임간재배 시 엽록소 함량이 상대광도가 낮

아질수록 높아지다가 상대광도 12.5%에서 가장 높게 나

타난 후 일정한 증감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는 결과와 유

사하지만(Kim, 2003), 묘포에서 재배한 병풍쌈이 차광처

리 수준이 높아질수록 총 엽록소 함량이 일정하게 높아진

다는 보고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Lee et al., 2012). 이와

같은 결과는 환경조건을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온실과

는 달리 산지에서는 생육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낮은 광 조건에서 생장하는 식물은 광이

용효율을 증가하기 위해 동화산물을 잎에 투자하여 크

기를 증가시켜 높은 엽록소 함량을 나타낸다(Niienments

and Tenhunen, 199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75%와

95% 차광처리구에서 다른 처리구와 비교하여 높은 엽

면적을 보였으나 엽록소 함량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차

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carotenoids 함량의 경우

75% 차광처리구에서 1.44 mg·g−1으로 대조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able 4). 이는 낮은 광조건에서 광수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광색소 함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

단된다(Han et al., 2011; Terashima and Hikosaka, 1995).

차광처리별 병풍쌈 잎에서 PPFD가 1,000 µmol·m−2·s−1

일 때 광합성 반응을 측정한 결과 광합성률, 증산률과 수

분이용률은 신뢰도 95%(p<0.05)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지 않은 반면, 기공전도도는 전광에서 가장 낮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Table 5). 

광합성능력은 기공의 개폐와 관련성이 높고 기공전도

도와는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나(Lim et al., 2006) 본 연구

에서는 광합성률과 기공전도도에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

났다. 일반적으로 광합성 반응은 식물의 건전도 및 스트

레스 평가에 자주 이용되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

구의 결과 차광수준별로 병풍쌈 잎의 광합성 반응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식물체의 생장에는 차이를 보였

기 때문에 임간재배 시 적정 수준의 광 조절은 생리적 스

트레스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생장 촉진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병풍쌈 임간재배를 위한 적정 광조건을 구

명하기 위해 1년생 병풍쌈을 25%, 55%, 75%와 95%

차광처리와 대조구(전광)에서 생육 후 초기 생장과 생리

적 반응을 조사·분석하였다. 75% 차광처리구는 대조구

와 비슷한 초장, 뿌리생육과 함수율을 보였으나, 잎의 길

이, 폭과 면적이 증가하여 엽 건중량과 총 건중량이 증가

하였다. 특히 95% 차광처리구에서는 대조구에 비해 근원

경과 뿌리길이는 감소하였고 총 건중량도 감소하였으나,

초장이 약 40% 증가 하였으며 엽 생육과 함수량 또한 증

가하였다. 엽면적비(SLA)와 엽면적률(LAR)은 통계적 유

의성을 보이며 대조구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나 잎의 두께

가 얇고 수광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병

풍쌈의 임간재배를 통한 적정 광요구는 차광처리 75~95%(

상대광도 10~20%)로 조사되었으며, 산채류로써의 상품성

을 고려할 때 임간지역에서 75% 이상 차광재배 함으로써

우수한 생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Effects of shading treatments on chlorophyll and

carotenoids contents of Cacalia firma in forest farming.

Shading
treatments
(%)

Chlorophyll (mg·g−1F.W.) Total 
Carotenoids
(mg·g−1F.W.)Chl. a Chl. b

Total 
Chl.(a+b)

0 4.50±0.07az 2.22±0.22a 6.72±0.27a 1.19±0.08b

25 4.30±0.11a 2.23±0.08a 6.52±0.16a 1.29±0.06ab

55 4.27±0.43a 2.18±0.29a 6.45±0.21a 1.29±0.17ab

75 4.74±0.29a 2.07±0.21a 6.81±0.31a 1.44±0.10a

95 4.51±0.38a 2.05±0.12a 6.57±0.49a 1.15±0.14b

zDifferent letters in each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5. Effects of shading treatments on photosynthetic responses at PPFD 1,000 µmolm−2s−1 of Cacalia firma grown in forest

farming.

Shading
treatments (%)

Photosynthetic rate
(µmolCO2·m

−2s−1)
Stomatal conductance

(molH2O·m−2s−1)
Transpiration rate 
(mmolH2O·m−2s−1)

Water use efficiency
(µmolCO2·mmol−1H2O)

0 33.70±1.70az 0.15±0.03a 4.36±0.55a 07.79±0.80a

25 31.75±1.89a 0.10±0.02ab 3.43±1.45a 10.09±3.02a

55 32.57±2.18a 0.09±0.04b 3.44±0.32a 09.53±1.25a

75 32.83±1.56a 0.11±0.01ab 4.11±0.55a 08.04±0.66a

95 32.00±0.93a 0.06±0.01b 3.25±0.23a 09.87±0.48a

zDifferent letters in each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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