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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수분 조건에 따른 블랙쵸크베리 ‘Nero’ 과실의 

품질 및 세포 발달 비교

원정연
1†
, 신현석

1,2†
, 오영재

1,3
, 한현대

1
, 김금선

1
, 오세원

1
, 김대일

1
*

1
충북대학교 원예학과, 

2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원예학과, 

3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소

Comparison of Quality and Cell Enlargement of ‘Nero’ Black 

Chokeberry Fruits According to Different Soil Water Conditions

Jungyeon Won
1†

, Hyunsuk Shin
1,2†

, Youngjae Oh
1,3

, Hyeondae Han
1
, Keumsun Kim

1
, 

Sewon Oh
1
 and Daeil Kim

1
*

1
Department of Horticultu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28644, Korea

2
Department of Horticulture,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Jinju 52725, Korea
3
Apple Research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and Herbal Science, RDA, Gunwi 39000, Korea

Abstract - Effects of different soil water conditions on fruit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in 5-year-old ‘Nero’ black 

chokeberry trees (Aronia melanocarpa). Three kinds of drought stresses, including low water deficit, severe water deficit, 

and very severe water deficit, due to decline of soil water decreased the fruit quality of weight of 10 berries, soluble solid 

content, and anthocyanin, compared with the control (consistent water supply) during the harvest period. After longer 

drought stress, supply of soil water could induce berry cracking because cell size of epidermis of fruits contracted, whereas 

cell size of sub-epidermis and flesh expanded. Thus periodic water supply using water supply facility is needed for yield and 

quality of ‘Nero’ black chokeberry fr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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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수분은 작물의 2/3를 구성하고 있으며, 광합성과 호흡 등 대

사활동에 필요한 원료이다. 작물은 수분을 통해 토양내 양분을 

흡수하고 체내로 이동시키며, 세포내 팽압을 유지한다. 따라서 

토양수분은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

이다(Kim et al., 2011).

토양내 낮은 수분 함량으로 발생하는 건조스트레스는 수체

내 수분포텐셜 및 광합성을 감소시켜 세포분열 및 비대 등 조직 

발달을 억제하고 수체 생육과 과실 생장에 영향을 미치며, 지속

되면 과실 품질을 크게 저하시킨다(Cho et al., 1998; Glass et 

al., 2005; Rahmati et al., 2015). 또한, 건조스트레스 후 많은 

양의 강우가 내리면 뿌리와 과피를 통해 수분이 과도하게 유입

되어 과피 미세균열 및 열과를 발생시켜 과실 품질을 떨어뜨린

다(Milad and Shackel, 1992; Sekse, 1995).

블랙쵸크베리(Aronia melanocarpa)의 원산지는 캐나다와 

북아메리카 동부로 습지 혹은 절벽 등에서 자생하고, 현재 폴란

드, 러시아, 오스트리아 그리고 체코 등 다양한 국가에서 재배

되고 있다(Kask, 1987). 환경적응성이 뛰어나(Bussières et al., 

2008) 재배가 용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국내 재배면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RDA, 2015), 실제로 많은 재배농가에

서는 적합한 재배법 조차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열과와 갈색

무늬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DRMA, 2014). 또한 국내 연

강수량의 50~70%는 여름철인 6~8월에 편중되어 집중강우로 

내려(Ho and Kang, 1988), 특히 봄철에 적절한 수분 관리가 되

지 않은 포장에서는 이러한 피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의 블랙쵸크베리 농가에서는 적절한 관수시설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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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ximum, minimum, and mean daily air temperatures 

recorded in the greenhouse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in 

2015.

Fig. 2. Pattern of the four different soil water conditions 

applied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in 2015. LWD, low 

water deficit; SWD, severe water deficit; VSWD, very severe 

water deficit.

재배되고 있는 실정이며, 토양수분이 블랙쵸크베리의 과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양수분의 변화가 블랙쵸크베리 ‘Nero’

의 과실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고품질 블랙쵸크베리 

재배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충청북도 단양군 적성면에서 재배된 5년생 블랙쵸크베리 

‘Nero’ 16주를 구입하여 플라스틱 포트(Ø660×500 ㎜)에 원예용

상토(에버그린, ㈜서울바이오, Seoul, Korea)를 혼합하여 식재하

였다. 충북대학교 부속농장 무가온 온실(36°37'28.6"N, 127°27'16.2"E)

에서 난괴법 4반복으로 배치하여 2015년 4월 25일부터 2015년 

8월 19일까지 재배하였다.

기온 조사

온실의 최고, 최저, 평균 기온은 디지털 온도기록계(Thermo 

Recorder TR-72U, T&D Co, Nagano, Japan)를 이용하여 2015

년 4월 25일부터 2015년 8월 22일까지 조사하였다(Fig. 1). 실험

기간 동안의 온실내 대기온도는 2015년 4월 25일부터 지속적인 

변동과 함께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2015년 8월 

7일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온실내 일평균온도 범위는 약 

17~34°C였다.

수분 처리

수분 처리는 대조구, 저건조구(low water deficit, LWD), 고

건조구(severe water deficit, SWD) 그리고 극건조구(very 

severe water deficit, VSWD)로 나누었다(Fig. 2). 재식 후 7월 

5일까지 토양수분은 과원의 적정 토양수분 수준인 -0.03~-0.04 

MPa로 유지하였다. 대조구는 수확 5주전(7월 6일)부터 최종수

확기(8월 19일)까지 5주간 지속적으로 적정 토양수분 수준인 

-0.03~-0.04 MPa을 유지하였다. 저건조구는 수확 3주전인 7

월 20일(-0.03~-0.04 MPa)과 수확 1주전인 8월 3일(0.00~-0.01 

MPa)에 관수하였고(2회 관수), 고건조구는 수확 1주전인 8월 3

일(0.00~-0.01 MPa)에 관수하였으며(1회 관수), 극건조구는 

대조구와 같은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0.07~-0.08 MPa로 토

양수분 수준을 유지하였다. 재배기간 중 토양수분 관리는 수분

장력계인 텐시오미터(Irrometer R, Irrometer Co., CA, USA)

를 포트당 1개씩 15 ㎝의 깊이로 설치하여 처리구당 관수개시기

에 도달하면 관수를 실시하였다.

과실 특성 조사

토양수분 처리별 과실 특성 비교를 위해 7월 26일부터 8월 19

일까지 과실을 4회 수확하여 십립중, 과실 종경, 경도, 가용성고

형물, 산도, 타닌 함량 그리고 안토시아닌 함량을 조사하였다. 

십립중은 전자식 저울(AR3130, OHAUS Co., NJ, USA)을 이용

하여 임의로 10과립씩 선정하여 5반복으로 측정하였다. 과실 종

경은 임의로 선정한 10과립을 디지털 버니어캘리퍼스(CD-15CP, 

Mitutoy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경도는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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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robe를 사용하는 경도계(TA-XT Express, Stable Microsystems, 

Godalming, UK)를 이용하여 임의로 선정한 20립의 과실 적도

부위를 측정하였다. 가용성고형물은 과실을 착즙 후 굴절당도

계(Pocket PAL-1, ATAG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10반복 

측정하였다. 산도는 과실을 파쇄하여 얻은 과즙 0.3 ㎖에 증류

수 29.7 ㎖를 혼합하여 희석한 후, 산도계(GMK-835N, G-WON, 

Seoul, Korea)를 이용하여 10반복 측정하였다. 타닌 함량은 

Atanassova and Christova-Bagdassarian (2009)의 방법을 이

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동결 마쇄한 시료 3 g을 250 ㎖

의 증류수와 혼합하고 4시간 동안 진탕 후 필터링하였다. 1 L 메

스플라스크에 25 ㎖의 indigo carmine 표준용액과 증류수 750 

㎖, 필터링한 시료 25 ㎖를 혼합하였다. 0.1 N의 KMnO4 수용액

을 혼합액에 적정하여 황금색으로 변할 때까지의 용량을 측정

하였고, 대조군은 25 ㎖의 indigo carmine 표준용액과 증류수 

750 ㎖를 혼합하여 적정하였으며, 분석은 3반복으로 수행하였

다.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타닌 함량을 계산하였다.

총 타닌 함량(%) = {(V-V0)×0.004157×250×100}÷(g×25)

V : 0.1 N의 KMnO4 수용액의 부피

V0 : 시료가 첨가되지 않은 0.1 N의 KMnO4 수용액의 부피

0.004157 : 0.1 N의 KMnO4 수용액 1 ㎖에 포함된 타닌

250 : 메스플라스크의 용적

100 : percent, %

g : 분석한 시료량(g)

 

안토시아닌 함량은 Giusti and Wrolstad (2001)의 방법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동결마쇄한 블랙쵸크베리 과실 0.1 g에 

0.1% formic acid를 함유한 methanol 5 ㎖를 주입하고 20분간 

sonication 후 상층액을 취하였으며, 위 과정을 3회 반복하였

다. 상층액은 40°C에서 rotary evaporator (EYELA N-1000, 

EYELA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추출용매를 

이용하여 희석하였다. 시료 100 ㎕에 pH 1.0 완충용액 1,900 ㎕

와 pH 4.5 완충용액 1,900 ㎕를 각각 혼합 후, vortexing하였다. 

시료는 520 ㎚와 700 ㎚에서 UV/Visible Spectrophotometer 

(Ultrospec 4000, Pharmacia Biotech, Orsay, France)를 이용

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안토시아닌 함량은 다음의 식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총 안토시아닌 함량(㎎·㎏
-1
) = 

(A×449.2×DF×1,000)÷(26,900×1)

A : (OD 520 ㎚-OD 700 ㎚)pH 1.0 - (OD 520 ㎚-OD 700 

㎚)pH 4.5

449.2 : cyaniding-3-glucoside의 1 mol당 분자량(g)

DF : 희석배수 = 20

1,000 : ㎏당 환산

26,900 : cyaniding-3-glucoside의 molar absorptivity

과실 세포 조직학적 관찰

시기별로 채취한 과실 조직 절편을 채취하여 glycol 

methacrylate (GMA) section하여 과실 세포를 관찰하였다. 채

취한 과실은 0.5×0.5 ㎝ 크기로 절단하여 formalin:glacial 

acetic acid:ethanol:증류수를 10:5:50:35로 혼합한 고정액을 

이용하여 암상태의 4°C에서 24시간 고정하였다. 고정된 과실은 

30, 50, 70, 90%의 ethanol에서 단계적으로 탈수하고, 마지막

으로 100% ethanol을 이용하여 2회 탈수하였다. 탈수과정 동안 

진공펌프(VS-975M, Vision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과

실 조직 내 존재하는 공기를 매회 제거하였다. 4°C의 암상태에

서 24시간 보관한 후, embedding은 ethanol:Technovit 7100을 

2:1, 1:1, 1:2 비율로 각각 24시간씩 조직 내부에 침투시켰다

(Yeung, 1999). Embedding한 블록은 microtome (RM2165, Leica, 

Wetzlar, Germany)을 이용하여 2~4 ㎛의 두께로 절단하여 3

차 증류수를 채운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절편을 올려놓고 50°C

에서 건조하고 증착시켰다. 증착된 슬라이드 글라스는 0.1% 

periodic acid Schiff (PAS) 용액에 30분간 침지하고, 흐르는 물

에 세척하여 Toluidine Blue O (TBO) 용액에 5분 동안 염색하였

다. 염색이 끝난 슬라이드 글라스는 흐르는 물에 충분히 염색용

액을 제거하여 광학현미경(BX40, Olympus, Tokyo, Japan)을 이

용하여 40~100배의 배율로 과실 세포를 관찰하였다.

통계 처리

통계 처리는 SAS 프로그램(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5% 유의수준에서 던칸의 다중검정

방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수행하였다.

결 과

토양수분 처리별 과실 특성

토양수분 처리별 십립중과 종경은 대조구, 저건조구, 고건조

구, 극건조구 순으로 작아지는 경향을 보였다(Fig. 3A, B). 수확

기간 중 8월 12일 대조구의 십립중이 8.75 g으로 가장 높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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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eight of 10 berries (A), berry length (B), and firmness 

(C) of the fruits harvested from 5-year-old ‘Nero’ black 

chokeberry trees cultivated under the four different soil water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in 2015.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different 

treatments on the same sampling date (p ≤ 0.05). LWD, low 

water deficit; SWD, severe water deficit; VSWD, very severe 

water deficit.

저건조구 7.83 g, 고건조구 6.45 g, 극건조구 4.28 g 순으로 나

타나 건조가 심할수록 과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과실 

종경은 8월 12일 대조구 10.5 ㎜, 저건조구 9.8 ㎜, 고건조구 

9.7 ㎜, 극건조구 7.7 ㎜로 조사되어, 십립중과 같은 경향을 보

였다. 경도는 관수를 실시한 대조구, 저건조구, 고건조구는 수

확시기가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지만, 극건조구의 경도

는 감소하다가 8월 12일부터 증가하였다(Fig. 3C). 가용성고형

물 함량은 극건조구에서 수확기간 동안 다른 처리구들에 비해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대조구에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다

(Fig. 4A). 극건조구, 고건조구, 저건조구 모두 8월 5일에 가용

성고형물 함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에는 유사하게 유지되

었던 반면, 대조구는 계속 유사하게 유지되다가 8월 19일에만 

약간 증가하였다. 토양수분 함량이 높을수록 가용성고형물 함

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4A). 산도는 최종수확기인 8

월 19일 극건조구 1.72%, 고건조구 1.02%, 저건조구 0.73%, 대

조구 0.71%로 수확시기가 경과하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Fig. 4B). 타닌 함량은 처리구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Fig. 

4C). 안토시아닌 함량은 대조구가 가장 높았으며, 고건조구와 

저건조구가 유사한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Fig. 4D).

과실 세포 관찰

토양수분 처리에 따른 과실 세포를 관찰한 결과(Fig. 5), 블랙

쵸크베리 과실은 표피와 아표피, 과육세포로 구분되었으며, 열

과 수치가 높았던 8월 19일 처리구별 과실 세포는 수분 처리에 

따라 대조구, 저건조구, 고건조구, 극건조구 순으로 과육 세포

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극건조구의 과육 세

포에서 원형질이 분리된 흔적이 관찰되었다.

수확 1주일 전 관수를 실시했던 8월 3일 이전인 7월 26일과 

이후인 8월 19일의 과실 세포를 비교한 결과(Table 1), 대조구의 

표피, 아표피 그리고 과육 세포는 7월 26일과 비교하여 8월 19일

에 각각 7.9, 18.9 그리고 28.5% 증가하였다. 저건조구의 표피 

세포의 크기는 7월 26일과 비교하여 8월 19일에 -5.1%로 감소

한 반면, 아표피 세포와 과육 세포는 각각 19.6, 8.2%로 증가하

였다. 고건조구는 각각 -9.1, 22.0 그리고 21.2%로 저건조구와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극건조구의 표피, 아표피 그리고 과육 

세포는 7월 26일과 비교하여 8월 19일에 각각 -3.3, -9.8 그리

고 -2.3% 감소하였다.

고  찰

과실 특성은 토양수분 처리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

다(Figs. 3 and 4). 토양수분의 과다 또는 부족 상태는 과실의 

품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주는데(Mills et al., 1997), 낮은 토

양수분은 수체내 수분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온주밀감의 생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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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oluble solid content (A), total acidity (B), tannin content (C), and anthocyanin content (D) of the fruits harvested from 

5-year-old ‘Nero’ black chokeberry trees cultivated under the four different water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in 2015.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different treatments on the same sampling date (p ≤ 0.05). LWD, low 

water deficit; SWD, severe water deficit; VSWD, very severe water deficit.

Fig. 5. Comparison of surface tissues of the fruits harvested from 5-year-old ‘Nero’ black chokeberry trees cultivated under the four 

different soil water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in 2015. A, control; B, low water deficit; C, severe water deficit; D, 

very severe water deficit; E, epidermis; SE, sub-epidermis; F, fruit flesh; P, plasmo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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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 비대를 억제하고 과실 크기와 과중을 줄여 수확량을 감소

시켰으며(Chae et al., 2007; Hyun et al., 1993), 건조 처리 후 

수분 공급은 온주밀감의 비대를 촉진하여 생육을 회복시켰다

(Maotani and Machida, 1980). 본 연구에서도 저건조구, 고건

조구, 극건조구의 과실은 건조스트레스를 받아 과실 비대가 억

제되어 십립중과 종경이 감소하였다(Fig. 3A, B). 저건조구와 

고건조구는 재관수로 생육이 회복되어 십립중과 종경이 증가하

였으나, 재관수를 하지 않은 극건조구는 현저한 차이가 없었다.

과실의 경도는 관수를 실시한 대조구, 저건조구, 고건조구에

서 수확시기가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지만, 극건조구의 

경도는 감소하다가 8월 12일부터 증가하였다(Fig. 3C). 수확시

기가 경과함에 따라 경도가 감소하는 것은 과실의 성숙으로 인

한 연화로 생각되었고, 극건조구는 지속적인 건조스트레스에 

노출돼 과실이 수축하여 건포도와 같은 과실 외관을 보였으며

(data not shown), 그로 인해 일시적인 경도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Fig. 3C). Rahmati et al. (2015)은 수분부

족으로 건조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복숭아의 크기는 감소하고 경

도는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건조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블루

베리의 과실은 수축한다고 보고하였다(Glass et al., 2005).

과실의 가용성고형물과 산도는 과실 생육기 동안의 온도, 광, 

강우 등 기상요인에 영향을 받으며, 토양수분 관리 등과 같은 재

배기술에 따라 달라진다(Marguery and Sangwan, 1993). 건조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블랙베리의 가용성고형물 함량은 증가하

고(Naumann and Wittenburg, 1980), 온주밀감은 가용성고형

물 함량과 산도가 증가한다(Hyun et al., 1993). 그리고 포도에

서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면 수량은 증가하고 가용성고형물 함

량은 낮아졌다고 보고되었다(Morris et al., 1983). 본 연구에서

도 세 건조처리구는 건조스트레스에 의해 상대적으로 과실내 

수분 함량이 감소되어 가용성고형물 함량과 산도가 높은 것으

로 생각되었으며, 대조구는 지속적인 관수처리로 가용성고형

물 함량과 산도가 낮게 유지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Fig. 4A, 

B). 특히 극건조구는 관수 없이 연속적인 건조스트레스에 노출

돼 과실의 수분이 지속적으로 소실되었으며, 이로 인해 과실의 

가용성고형물 함량과 산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당도와 산도는 기온의 영향을 주로 받으며 기온이 증가할

수록 같은 인과류인 사과 과실내 가용성고형물 함량은 증가하

고 산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Marguery and 

Sangwan, 1993), 본 연구에서 블랙쵸크베리는 실험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온도가 증가함에도 건조처리구의 가용성고형물 함

량과 산도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온도의 영향보다는 건조

스트레스로 인한 과실내 수분 함량의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포도는 성숙기에 수분이 부족하면 타닌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

고되었는데(Bucchetti et al., 2011), 이와 다르게 블랙쵸크베리

의 수분 처리에 따른 타닌 함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수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Fig. 4C).

안토시아닌은 당과 안토시아니딘이 결합한 수용성 색소로 

광, 온도, 수분, 당 함량에 영향을 받아 생성이 촉진된다(Do and 

Cormier, 1990). 포도(Do and Cormier, 1990)와 블랙베리

(Naumann and Wittenburg, 1980)는 수분이 부족하면 안토시

아닌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결과 또한 건조가 

진행될수록 극건조구가 고건조구와 저건조구에 비해 안토시아

닌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 4D). 한편 본 

연구에서 안토시아닌 함량은 대조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2015년 실시한 선행연구에서 노지에서 재배된 

블랙쵸크베리의 수확시기별 안토시아닌 함량과 유사한 범위

(약 600~700 ㎎·㎏
-1
)로 확인되었다(submitted).

토양 및 수체내 수분은 과실로 유입되며, 그로 인해 과실내 

팽압이 증가하면서 과실은 비대한다(Mowat et al., 1997). 하지

만 과실내 수분이 과다하게 유입되면 세포내 팽압이 증가하여 

과피 중 가장 약한 부분을 중심으로 열과가 발생한다고 보고되

었다(Lang and Düring, 1991). 본 연구에서 대조구는 토양수분

이 과실내로 지속적으로 유입되었고, 표피, 아표피, 과육 세포 

모두 세포의 크기가 증가했다. 반면 저건조구 및 고건조구는 수

확 1주전 관수를 실시했던 8월 3일 이전인 7월 26일과 이후인 

8월 19일을 비교하였을 때 표피 세포의 크기는 오히려 감소하였

고, 아표피 및 과육 세포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토양의 

건조로 적은 양의 수분이 뿌리를 통해 유입되다가 갑자기 많은 

양의 수분이 공급됨으로써 삼투작용에 의해 삼투포텐셜이 가장 

낮은 과실로 수분이 과도하게 집중되어(Lang and Thorpe, 

1986), 아표피와 과육세포의 크기가 한계팽압 이상으로 비대할 

경우 열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Table 1 and 

Fig. 5). 또한 2회 관수를 실시했던 저건조구가 고건조구에 비해 

아표피 및 과육 세포의 증가 폭이 적었다. Hiratsuka et al. 

(1989)은 포도 열과와 아표피 세포의 두께가 정의 상관을 나타

냈으며, 열과에 감수성인 조건에서 아표피 세포의 두께가 증가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관수시설을 통한 급격한 토양수분의 변동을 막는 일

정 주기의 관수는 블랙쵸크베리의 과립중을 증가시켜 과실 생

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고, 항산화물질인 안토시아닌 함량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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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ell size and expansion rate of cell size on the surface tissues of the fruits harvested from 5-year-old ‘Nero’ black chokeberry 

trees cultivated under the four different soil water condition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in 2015

Surface tissue Treatment
y

Cell size (μm
2
) Expansion rate of

cell size (%)Jul 26 Aug 19

Epidermis

Control 69.1a
z

75.0a 7.9

LWD 68.1a 64.8b -5.1

SWD 58.2b 53.3c -9.1

VSWD 62.0b 60.0b -3.3

Sub-epidermis

Control 132.0a 162.7a 18.9

LWD 117.4b 146.0ab 19.6

SWD 109.5b 140.4b 22.0

VSWD 87.7c 79.9c -9.8

Fruit flesh

Control 240.0b 335.5a 28.5

LWD 269.8a 293.9ab 8.2

SWD 231.8b 294.3ab 21.2

VSWD 265.1a 259.1b -2.3
z
Different letters within columns of each surface tissu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treatments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ge test (p ≤ 0.05).
y
LWD, low water deficit; SWD, severe water deficit; VSWD, very severe water deficit.

지시켜 과실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과실 

세포로의 과도한 수분 유입을 막아 아표피 세포 두께의 급증을 

예방하여 열과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토양수분의 변화가 블랙쵸크베리 ‘Nero’의 과실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여 고품질 블랙쵸크베리 재배 연구의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토양수분 감소로 인한 건조스트

레스는 수확기 동안 블랙쵸크베리의 과실의 과중, 당도, 안토시

아닌 함량 등의 품질을 저하시켰다. 또한 건조기간이 길수록 이

후 토양수분 공급시, 과실 표피 세포 크기는 감소하는 반면 아표

피, 과육 세포의 크기가 증가하여 열과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

서 관수시설을 통한 일정 주기의 관수가 블랙쵸크베리 과실 생

산량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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