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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멜론(Cucumis melo L.)은 품종에 따라 다양한 과피 색, 과

형 및 향기를 가지고 있으며 대중적인 소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Lim 등, 2010; Oh 등, 2011; Lee 등, 2020). 멜론은 

캔탈루프 멜론(Cucumis melo L. cantaloupe)을 포함하여 북

유럽, 미주지역, 중국, 터키, 이란 등 100여 개 국가에서 광범

위하게 재배되고 있는데 2018년에 생산량 2,700만 톤, 재배면

적은 105만 ha에 이른다(Choi 등, 2019; FAO, 2020).

멜론은 대부분 토양 재배되고 있으며 토양 재배의 경우 덩굴

쪼김병, 검은점뿌리썩음병, 역병 및 선충 등의 병해충 발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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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optimum fruiting node order, pinching node order, and harvesting time 

in hydroponics using coir substrates to produce high quality melon (Cucumis melo L.) fruit. Three plants per coir slab 

(100 × 20 × 10 cm) were planted for each treatment. Yamazaki standard nutrient solutions for melon were supplied with 

1.8, 2.0, and 2.3 dS·m-1 at the early, middle (fruit enlargement step), and late growth stages, respectively. Two cultivars 

of 'PMR Dalgona' and 'Earl's Aibi' were used for fruiting node order and pinching node order experiments. Fruiting node 

treatments were conducted three replications (8-10 th, 11-13 th, and 14-15 th nodes) and pinching node treatments treated 

with three replications (18 th, 21 th, and 24 th nodes). Two cultivars of ‘PMR Dalgona’ and ‘Earl’s Crown’ were used for 

fruit harvesting time experiment and treated with in four replications (45, 50, 55, and 60 days after fruiting). In growth 

characteristics, the leaf width and leaf area of ‘PMR Dalgona’ were the greatest 28.2 cm and 10,845 cm2. Respectively, 

11-13 th fruiting nodes or more. The node length of ‘Earl’s Aibi’ was the longest by 147.6 cm at 11-13 th fruiting nodes. 

For fruit quality characteristics, the fruit weight of ‘Earl’s Aibi’ at 11-13 th fruiting node fruiting was the greatest by 2.0 

kg. The soluble solids content (SSC) of ‘PMR Dalgona’ was the highest by 14.5 °Brix at 8-10 th nodes in fruiting node 

orders and 14.5 °Brix at the 24 th pinching node order, respectively with significant difference. The SSC tends to increase 

in the same for both cultivars of ‘PMR Dalgona’ and ‘Earl’s Aibi’ as the position of fruiting node was lower. The SSC 

and fruit weight of melon harvested at 55-60 days after fruiting was the best.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most of SSC 

tends to increase in the lower position of fruiting node order and the higher pinching node order, whereas the fruit weight 

shows a tendency of increasing with higher fruiting node. In addition, the SSC of fruit increased as the number of days 

after fruiting increased, and further research is needed for more various cultivars. In melon hydroponics using coir 

substrates, it is needed to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ultivar to determine optimum fruiting node order, 

pinching node order, and fruit harve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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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작장해 발생이 심하여 과실 수량이 크게 감소될 우려가 높

다(Lee 등, 2015). 우리나라의 멜론 수경재배 면적은 2019년 

13 ha로 전체 멜론 재배면적의 1%에 불과하다(MAFRA, 

2019). 그것은 수경재배 시스템의 설치비용 부담과 재배기술

의 미흡 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Choi 등, 2019). 그러나 수

경재배 시 연작 장해 예방과 시비, 관수 및 관리 작업의 생력화

가 가능하므로 고품질의 안정적인 멜론 생산이 가능한 수경재

배 기술 확립이 필요하다(Hwang 등, 1998). 멜론 수경재배 시 

담액 재배, 암면 및 펄라이트 배지 등을 이용한 연구는 일부 진

행되어 왔으나(Hwang 등, 1998; Kim과 Kim, 2003; An 등, 

2009) 친환경 유기 배지인 코이어를 이용한 수경재배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다. 또한 배지 종류별로 양분과 수분의 흡수 특

성이 차이가 있으므로 코이어 배지를 이용한 멜론의 수경재배 

기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멜론은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가 큰 과실로 고품질 생산이 

필수적이며, 품질 결정의 주요 요인인 과실 크기, 모양 및 당도 

등은 착과 절위 및 적심 절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특히 박과 

작물인 멜론, 수박 등은 주당 착과 수를 1-2개로 제한하여 재

배하기 때문에 착과 절위가 품질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Hwang 등, 1998). 그리고 과실의 품질 평가에 있어서 맛

은 당도와 향기, 질감 등으로 구성되지만 멜론은 당도가 품질

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보통 가용

성 고형물 함량(soluble solids content, SSC)으로 나타낸다

(Lee와 Kim, 2003). 과실의 성숙과 발달이 진행되면서 과실 

조직의 당 함량은 재배 환경과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고, 과실의 생육과 성숙 과정에서 전류당 및 유리당의 대사

는 수확 후 과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친다(Kim 등, 2007). 따라

서 멜론 품종 별로 과실 수확시기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코이어 배지를 이용한 멜론의 수경재배 기술 확립

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착과 절위, 적심 절위 및 과실 수확시기

가 생육과 과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및 재배 관리

본 실험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내의 폭 

24m, 길이 28m의 유리온실에서 수행하였다. 100 × 20 × 10cm 

규격의 코이어 슬라브(Daeyoung GS, Daegu, Korea)에 3주씩 

정식하였다. 급액 횟수를 일일 8회로 고정하고 생육단계를 ‘초

기-중기(과실 비대기)-후기’로 구분하여 급액농도를 1.8-2.0- 

2.3dS·m-1로 설정하여 야마자키 멜론 전용 양액(Yamazaki, 

1982)을 공급하였다. 일주일 간격으로 배지 슬라브에서 배액

을 집수하여 pH 미터(Orion Star A211, Thermo Fisher 

Scientific, Massachusetts, USA)와 EC 미터(CT- 54101B, 

DKK-TO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배액의 pH와 EC를 

모니터링 하였다. 모든 실험 처리구는 난괴법 3반복으로 실시

하였다.

2. 실험 1. 착과 절위 및 적심 절위

네트멜론 품종인 ‘피엠알달고나’(PMR Dalgona, Lucky 

Seeds, Mirayng, Korea)와 ‘얼스아이비’(Earl’s Aibi, Lucky 

Seeds, Mirayng, Korea)를 2018년 3월 12일에 정식하였다. 4

월 17일부터 암꽃 개화 후 4월 23일부터 착과시켰다. 착과 절

위 실험은 8-10, 11-13 및 14-15 마디에 각각 3처리하였고, 23 

마디에서 동일하게 정단부를 적심 하였다. 적심 절위 실험은 

11 마디에 동일하게 착과시키고 18, 21 및 24 마디에 각각 3처

리하였다.

3. 실험 2. 과실 수확시기

멜론 품종 ‘피엠알달고나’(PMR Dalgona, Lucky Seeds, 

Mirayng, Korea)와 ‘얼스크라운’(Earl’s Crown, Nongwoo 

Bio Co., Ltd., Suwon, Korea)을 2018년 8월 3일에 정식하였

다. 모든 처리구는11-13마디에 착과하였고, 23 마디에서 적

심을 실시하였다. 수확시기 처리는 착과 45일, 50일, 55일 및 

60일 후로 4처리하여 수행하였다. 

4. 멜론 생육 특성 및 과실 품질 특성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RDA, 2012)

에 따라 조사하였다. 엽장, 엽폭, 및 엽병장 등은 11-13마디의 

3엽을 각각 측정한 후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엽면적은 엽면

적 추정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Wu 등, 2010). 

Leaf area = 0.73 × Leaf length × Leaf width

배지 바로 위 식물체의 지제부에서 10 마디까지 줄기 길이, 

10마디에서 적심 절위까지의 줄기 길이를 각각 조사하였다. 

그리고 과실 수확 후 과중, 과장, 과폭, 경도, 및 가용성 고형물 

함량(SSC) 등을 조사하였다. 과실 경도는 꼭지를 기준으로 반

으로 잘라 과육 중간을 경도계(FHM-1, Takemura Techno 

Works Co., Ltd, Kyoto, Japan)를 이용하여 N·mm-2 단위로 

측정하였으며, SSC는 과실에서 표피와 종자 및 태좌부를 제

거한 과육을 믹서기로 갈아 시료를 만들고 휴대용 당도계

(PAL-1, ATAGO, Co., Ltd, Tokyo, Japan)로 측정하여 

°Brix 단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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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통계분석

통계 분석은 SAS 프로그램(Statistical Analysis System, V. 

9.4, Cary, NC, USA)을 이용한 요인 별 분산분석(ANOVA)

을 실시하였고, 평균 간 비교는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을 이

용하였다(P ≤ 0.05).

결과 및 고찰

1. 실험 1. 착과 절위 및 적심 절위

착과 절위 실험의 식물체 생육 결과 품종에 의한 영향으로 

‘피엠알달고나’ 품종이 ‘얼스아이비’ 보다 엽장이 유의적으

로 더 긴 결과를 보였다. 두 품종 각각 착과 절위 처리에 의한 

영향은 ‘피엠알달고나’ 경우는 착과 11-13 마디에서 줄기 직

경 11.4mm, 엽폭 28.2mm, 엽면적 10,845cm2로 평균값이 컸

고, ‘얼스아이비’는 착과 14-15 절위에서 줄기 직경 11.2mm, 

엽폭 28.1mm, 엽면적 10,403cm2로 높은 평균 값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얼스아이비’ 엽면적은 8-10 

마디 착과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작았으며, 2 품종 모두 착과 

절위가 높을수록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1). 

Hwang 등(1998)은 멜론 담액재배 결과 엽장과 엽폭은 착과 

절위가 높아질수록 약간 커지는 경향이었고, 특히 착과 절위

의 경우 식물체 생육과 과실 생육 사이에 싱크와 소스 상관 관

계를 가지므로 착과 절위에 따라 식물체 생육 및 과실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적심 절위 실험의 식물체 생육 결과에서 줄기 직경과 엽폭의 

경우 2품종 모두 품종 및 적심 처리에 의한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 엽장의 경우 착과 절위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피엠알

달고나’ 품종이 ‘얼스아이비’ 보다 유의적으로 더 큰 결과를 

보였다. 엽면적은 2품종 모두 적심 절위가 높아질수록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Table 2). 

Table 1. Growth characteristics of muskmelon as affected by fruiting node orders.

Cultivars (A) Fruiting node order (B) Stem diameter (m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Leaf areaz (cm2)

‘PMR

Dalgona’

 8-10 th  10.5 dy 20.4 a 26.8 b   10,146 bcd

11-13 th 11.4 a 20.7 a 28.2 a 10,845 a

14-15 th   11.1 abc 20.5 a 28.1 a  10,742 ab

‘Earl’s Aibi’

 8-10 th   10.7 bcd 18.9 c  27.3 ab  9,715 d

11-13 th  10.5 cd  19.1 bc  27.7 ab   9,957 cd

14-15 th  11.2 ab 19.7 b 28.1 a   10,403 abc

F-testx
A NS *** NS **

B * NS ** **

A*B * NS NS NS
zEquation; (0.73 × Leaf length × Leaf width) × umber of leaf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xNS, *,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or 0.001 or 0.001, respectively.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muskmelon cultivars as affected by pinching node orders.

Cultivars (A) Pinching node order (B) Stem diameter (m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Leaf areaz (cm2)

‘PMR

Dalgona’

18 th  11.1 ay 20.8 a 27.9 a  8,444 d

21 th 11.0 a 19.9 b 27.6 a  9,375 c

24 th 11.4 a 20.6 a 28.1 a 11,228 a

‘Earl’s Aibi’

18 th 11.3 a 19.8 b 28.4 a  8,243 d

21 th 11.4 a 19.6 b 27.2 a  9,100 c

24 th 11.1 a 18.9 c 27.5 a 10,230 b

F-testx

A NS *** NS **

B NS * NS ***

A*B NS NS NS NS
zEquation; (0.73 × Leaf length × Leaf width) × umber of leaf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xNS, *,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or 0.001 or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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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 길이는 착과 절위의 영향은 없었고, 품종 간 차이가 더 

뚜렷하였는데 ‘얼스아이비’ 품종은 11-13마디에서 줄기 길이

가 147.6cm로 가장 길었다(Fig. 1). 적심 절위에 있어서는 지

제부에서 10마디까지의 길이는 적심 절위 간에 큰 차이가 없

었지만 10마디부터 적심 절위까지의 길이는 적심 절위가 높

아질수록 증가하였다. 적심 절위 처리의 영향보다 품종 간 특

성 차이가 더 컸다. ‘얼스아이비’ 품종은 줄기 길이 차이가 적

었으나, ‘피엠알달고나’ 품종은 적심 절위가 높아질수록 마디 

길이가 확연히 증가하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Fig. 1). 품종 

별로 적심 절위에 의한 줄기 길이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Lim 등(2020)은 멜론 수경재배 시 생력 관리를 위해 품종에 

알맞은 적정 줄기 길이를 꼭 고려 할 것을 보고 하였다. 

과실 품질 요소 중 중요한 과중은 ‘피엠알달고나’의 경우 착

과 절위 간에 유의한 차이 없이 1.6-1.7kg나타내었고, ‘얼스아

이비’는 11-13마디 착과 시 2.0kg으로 가장 컸으나 처리간 유

의적인 차이는 크지 않았다. ‘피엠알달고나’ 보다 ‘얼스아이비’

가 과중, 과고, 과폭 등이 더 컸다. 결과적으로 착과 절위 보다는 

품종에 따른 차이가 더 뚜렷하다. ‘피엠알달고나’의 경우 14-15 

마디 착과 처리에서 과육 두께가 45.9mm, 경도 0.59N·cm-2 각

각 평균값이 높았다. 네트 발현은 8-10마디 착과에서 우수하

였으나 2품종 모두 착과 절위 처리간 뚜렷한 유의성은 없었다

(Table 3, Fig. 2). 적심 절위 실험의 과실 품질 결과 ‘얼스아이

비’ 품종은 적심 21마디 이상 처리 시 과중과 과고의 경우 유의

성 있게 가장 높았다. 과폭의 경우 ‘얼스아이비’ 품종이 ‘피엠

알달고나’보다 더 커서 품종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얼스아

이비’ 품종은 과육 두께, 경도 및 네트 발현에서 적심 절위 처

Fig. 1. Node length of muskmelon cultivars as affected by fruiting and pinching node orders.

Table 3. Fruit characteristics of muskmelon cultivars as affected by fruiting node orders.

Cultivars

(A)

Fruiting node order 

(B)

Fruit weight

(kg)

Fruit length

(mm)

Fruit diameter

(mm)

Flesh thickness

(mm)

Flesh firmness

(N·cm-2)

Net indexz

(1~5)

‘PMR

Dalgona’

 8-10 th  1.6 cy 145.6 c 143.2 c  44.0 ab 0.54 b 1.3 c

11-13 th 1.6 c 146.9 c 143.1 c 41.1 b 0.50 c   1.7 abc

14-15 th 1.7 c 148.5 c 143.5 c 45.9 a 0.59 a 1.9 a

‘Earl’s Aibi’

 8-10 th  1.9 ab  163.1 ab  151.4 ab  43.2 ab 0.55 b  1.5 bc

11-13 th 2.0 a 165.1 a 153.6 a 45.2 a 0.55 b 2.0 a

14-15 th 1.9 b 160.5 b 148.4 b 44.6 a  0.56 ab  1.8 ab

F-testx

A *** *** *** NS NS NS

B NS NS NS NS *** ***

A*B NS * * * ** NS
z1, excellent; 2, good; 3, average; 4, poor; 5, bad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xNS, *,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or 0.001 or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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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 4, Fig. 2).

SSC 결과는 ‘피엠알달고나’ 품종에서 착과 절위 8-10 마디 

처리시 14.5°Brix, 적심 절위 24 마디 처리시 14.0°Brix 각각 

유의성 있게 가장 높았다. 착과 절위가 낮아질수록, 적심 절위

가 높아질수록 SSC 결과는 높아지는 경향이 2품종 모두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Fig. 3). 착과 절위 실험에서 멜론 과중이 

클수록 SSC값은 감소하고, 과중이 작을수록 SSC 값은 증가

하는 부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Fig. 4). Lim 등(2020)의 멜

론 수경재배 품종 실험에서도 과중과 SSC 간에 부의 상관이 

있었고, Hwang 등(1998)의 결과에서도 착과 절위가 높을수

록 중·대과의 비율이 많아지며 당도는 저하되고, 적심 절위가 

높아지면 상부 엽수가 증가되어 과중과 당도가 증가한다고 하

였다. 따라서 지나치게 낮은 절위에 착과를 하면 당도는 올라

가지만 과중이 가벼워지므로 당도와 과중의 균형을 고려하여 

각 품종에 맞도록 착과 및 적심 절위를 조절해야 한다.

2. 실험 2. 멜론 과실 수확시기

수확시기에 따른 과실의 품질 결과에서 과중과 과장은 ‘얼

스크라운’이 ‘피엠알달고나’ 품종보다 유의성 있게 더 컸다. 

과중, 과고, 과폭 및 과육 두께 등 품종에 따른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냈고, 수확시기 처리에 따른 유의성은 없었다. 과육의 경

도는 2품종 모두 수확 일수가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네트 발현 

평균 값이 2 품종 모두 착과 후 60일 수확 시 우수하였으나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5). 과중의 변화 요인을 보면 2품

종 모두 수확시기에 따른 과고의 변화는 없었고, 과폭의 변화

가 보였는데 과실의 후반기 횡적 생장의 결과가 영향을 준 것

으로 판단된다.

‘피엠알달고나’ 품종은 착과 후 일수가 증가할수록 SSC값

이 유의성 있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착과 60

일 후 수확한 과실이 착과 45일 후 수확한 과실보다 46% 증가

하는 결과를 보였다(Fig. 5). 석탄회 성형배지 수경재배 결과

에서도 과실 성숙기 동안 당도는 점차 증가하고, 과육 경도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당분해 과정에서 과육의 생리

적인 변화로 조직 연화가 촉진되기 때문이다(Lee등, 1996; Li 

등, 2001). 멜론은 착과 후 과실 비대가 급격히 이루어지다가 

후반에 과실 비대가 완만해진다. 특히 Sucrose는 과실 비대가 

완만해지는 시기에 조직 내 축적이 시작되어 노화과정에서도 

계속 증가하는데 네트 멜론의 당도 증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Li 등, 2001). 착과 후 수확시기가 증가할수록 

당도의 증가를 보인 반면에 과육 경도의 감소를 나타내서 상

반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실의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품

종에 맞는 적절한 수확시기 선택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품종에 따라 착과 절위, 적심 절위 

및 과실 수확시기 실험에서 엽면적, 줄기 길이 등 식물체 생육 

상태와 과실 품질 요소인 과중, SSC및 네트 발현 등은 처리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많았다. 적심 절위는 상부 엽의 개수와 

비례하여 식물체 생육에 영향을 미치므로 24 절위에서 적심

이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과실 품질 중 SSC 값은 착과 절위가 

낮아지고 적심 절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고, 과중은 착과 절

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피엠알달고

나’의 경우 품종 자체의 평균 당도가 높고, 과중이 작은 경향이

므로 14-15마디 착과를 유도하여 과중을 크게 하고, ‘얼스아

이비’는 평균 당도가 낮고, 과중이 무거운 품종이므로 8-10 마

디에 착과 시킴으로써 당도의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각 품종에 적합한 착과 및 적심 절위의 설정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착과 55-60일 후 수확 시 과실의 SSC

Fig. 2. Photographs of the fruit shape of muskmelon ‘PMR Dalgona’ and ‘Earl’s Aibi’ as affected by fruiting node orders (A, 8-10 th; B, 11-13 th; C, 

14-15 th) and pinching node orders (D, 18 th; E, 21 th; F, 24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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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ruit characteristics of muskmelon cultivars as affected by pinching node orders.

Cultivars

(A)

Pinching node order

(B)

Fruit weight

(kg)

Fruit length

(mm)

Fruit diameter

(mm)

Flesh thickness

(mm)

Flesh firmness

(N·cm-2)

Net indexz

(1~5)

‘PMR

Dalgona’

18 th  1.6 dy 145.2 d 142.9 b 43.8 a 0.47 b  2.4 ab

21 th  1.7 cd 149.9 c 145.2 b 45.0 a 0.50 b 2.6 a

24 th 1.7 c 149.7 c 146.0 b 46.5 a 0.55 a 2.7 a

‘Earl’s Aibi’

18 th 1.8 b 158.1 b 150.5 a 45.4 a 0.56 a 1.9 b

21 th 2.0 a 163.9 a 152.8 a 45.3 a 0.56 a 1.8 b

24 th 2.0 a 163.2 a 153.0 a 44.3 a 0.56 a 1.9 b

F-testx
A *** *** *** NS *** ***

B *** *** * NS ** NS

A*B NS NS NS NS * NS
z1, excellent; 2, good; 3, average; 4, poor; 5, bad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xNS, *,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or 0.001 or 0.001, respectively.

Fig. 3. Soluble solids content of muskmelon cultivars as affected by fruiting and pinching node orders.

Fig. 4. Correlation between fruit weight and soluble solids content of muskmelon as affected by fruiting node 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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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증가하였으나 본 결과가 미흡하여 다양한 품종에 대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코이어 배지를 

이용한 수경재배 시 멜론의 각 품종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착과, 적심 절위와 수확시기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적  요

멜론(Cucumis melo L.)의 코이어 배지 수경재배 시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적정 착과 절위, 적심 절위 및 수확 시기

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코이어 배지 슬라브(100 × 20 × 10cm)

에 3주를 정식하였다. 양액은 야마자키 멜론 표준액을 이용하

였고, 급액 농도는 ‘초기-중기(과실 비대기)-후기’의 생육 단

계별로 1.8-2.0-2.3dS·m-1 공급하였다. 착과 및 적심 절위 실

험은 ‘피엠알달고나’와 ‘얼스아이비’ 2품종을 이용하였다. 착

과 절위 실험은 8-10, 11-13 및 14-15 마디에 각각 3처리하였

다. 적심 절위 실험은 18, 21 및 24 마디에 각각 3처리하였다. 

과실 수확시기 실험은 ‘피엠알달고나’와 ‘얼스크라운’ 2품종

을 이용하여 착과 45일, 50일, 55일 및 60일 후로 4처리하였

다. ‘피엠알달고나’ 품종에서 11-13마디 이상 착과 시, 엽폭 

28.2cm, 엽면적은 10,845cm2로 가장 컸다. 줄기 길이는 ‘얼

Table 5. Fruit characteristics of muskmelon cultivars as affected by harvest time (days after fruiting).

Cultivars

(A)

Days after fruiting

(B)

Fruit weight

(kg)

Fruit length

(mm)

Fruit diameter

(mm)

Flesh thickness

(mm)

Flesh firmness

(N·cm-2)

Net indexz

(1~5)

‘PMR

Dalgona’

45   1.38 cdy 137.2 b  138.4 de  41.8 bc 0.58 a   1.7 abc

50 1.32 d 134.0 b 135.0 e 40.4 c  0.57 ab  2.2 ab

55  1.47 cd 138.3 b  141.3 cd  41.6 bc  0.57 ab  2.2 ab

60  1.53 bc 139.4 b  142.1 cd  44.2 ab 0.53 d  1.5 bc

‘Earl’s Crown’

45  1.65 ab 150.6 a  145.0 bc   43.0 abc   0.55 bcd   1.8 abc

50 1.75 a 151.2 a 151.2 a  44.3 ab   0.56 abc 2.4 a

55 1.72 a 152.1 a   145.8 abc 45.4 a   0.56 abc 1.4 c

60 1.74 a 153.7 a  147.8 ab 45.4 a  0.54 cd 1.3 c

F-testx

A *** *** *** ** NS NS

B NS NS NS NS *** **

A*B NS NS ** NS NS NS

z1, excellent; 2, good; 3, average; 4, poor; 5, bad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xNS,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1 or 0.001, respectively.

Fig. 5. Soluble solids content of muskmelon cultivars as affected by days after fru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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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아이비’ 품종에서 11-13마디 착과 시 147.6cm로 가장 길었

다. 과중은 ‘얼스아이비’ 품종에서 11-13마디 착과시 2.0kg으

로 가장 컸다. 과실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SSC)은 ‘피엠알달

고나’ 품종에서 8-10 마디 착과시 14.5°Brix, 24 마디 적심시 

14.0°Brix로 각각 유의성 있게 가장 높았다. 착과 절위가 낮아

질수록 SSC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두 품종에서 동일하게 나타

났다. ‘피엠알달고나’와 ‘얼스크라운’ 2품종 모두 착과 55-60

일 후 수확된 과실의 SSC 값과 과중이 가장 우수하였다. 종합

적으로 검토하면 대부분 SSC값은 착과 절위가 낮아지고 적심 

절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고, 과중은 착과 절위가 높아질수

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착과 후 일수가 증가할수록 과실

의 SSC값이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품종에 대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코이어 배지를 이용한 수

경재배 시 멜론 품종 별로 특성을 잘 파악하여 착과 절위, 적심 

절위 및 과실 수확시기를 설정하여야 한다.

추가 주제어 : 가용성 고형물함량 (SSC), 과중, 줄기 마디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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