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의 영양생리
과수가 정상적으로 생장 결실하려면 필요한 여러 영양분을 충분히 흡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거의 모든 토양이 과수가 필요로 하는 상당량의 영양원소들을 함
유하지만 그 중에는 어떤 영양원소를 과수가 요구하는 만큼 충분히 함유하지 못
하는 것도 있다.
식물생육에 없어서는 안될 16개 영양원소(C, H, O, N, K, P, S, Ca, Mg, Fe, B,
Cu, Zn, Mo, Mn, Cl)중 모두가 토양 중에 함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토
양에 따라서는 그 일부가 없거나 식물이 필요로 하는 양에 미달하고, 또 있더라고
하더라도 식물에 흡수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어서 인위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급해 주어야 하는 영양원소를 포함하는 물질을
비료(肥料)라고 하며, 그 주된 것이 질소, 인산, 칼리, 석회비료이다. 이밖에 영양
원소는 식물이 요구하는 만큼 토양 중에 충분히 함존 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
식물이 요구하는 그 양도 많지 않다. 이 중에서도 붕소, 망간, 철, 아연, 구리 등의
요구량은 적어서 이들 원소를 함유하는 비료를 미량요소라 부른다.
미량요소비료가 필요할 경우는 같은 장소에서 한 식물이 오랫동안 재배되었거
나 사질토양, 심한 산성 또는 알칼리성 토양에 작물이 재배될 때다. 우리 나라 과
수재배에서는 붕소를 시용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그 시용이 빈번하고 때
로는 양이 과다하여 피해를 입는 과수원도 나타난다. 철, 구리, 아연을 필요로 할
때는 드물고 망간은 오히려 과잉이 되어 과수가 피해를 입을 때도 있다.
1) 질소(窒素, Nitrogen : N)
(1) 토양내 질소
토양 중의 질소형태는 유기태질소와 무기태질소로 있으나 비료를 주지 않은 상
태에서는 무기태질소의 비율은 극히 적은 1～2%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유기태질
소의 형태로 존재한다.
유기태질소는 토양유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질소로서 동식물과 미생물의 유체에
공급된 것으로 토양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해하여 변형된
것이다. 이 중에서 비교적 분해가 덜 된 거친 것으로부터 분해에 저항성이 큰 암
갈색의 콜로이드성 물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후자를 부식이라 하며 통털어서
토양유기물이라고 한다.
토양유기물은 토양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어 무기태질소로 변형되는데 이를 무
기화라고 한다. 즉 유기물 중 복합단백질의 일부는 무기화되어 암모니움태질소

(NH4-N)로 되어 과수원 상태와 같은 호기적 조건에서는 다시 질산태질소
(NO3-N)로 변형되어 작물에 이용되나 무기화된 질소의 일부는 미생물체에 고정
되었다가 (미생물의 단백질화)다시 미생물이 사멸된 후 분해하여 이용된다.
앞의 과정에서 생성된 NH+4의 일부는 점토나 부식입자에 흡착되기도 하나 밭
상태에서는 대부분이 빠른 속도로 1～2일 내에 NO-3으로 산화되어 식물에 이용된
다. NO3-N은 음이온으로서 음전하를 띈 점토나 부식의 콜로이드에 흡착되지 못
하므로 큰비가 내리면 쉽게 용탈되는 성질을 지닌다. 그러나 유기태질소의 대부분
은 일반적으로 분해되기 어려운 것이어서 연간 1～3% 정도가 무기화가 된다. 무
기화된 질소는 전부 식물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미생물에 이용되고 또
일부는 NH4-N은 토양에 흡착되어 NO3-N으로 변화된 질소의 일부는 용탈이나
휘발에 의하여 손실된다.
사과원에서 유효질소가 생성되고 손실되는 순환경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
림 1)과 같다. 과수원 상태에서 시용한 비료의 암모늄이나 토양유기물의 무기화작
용으로 생성된 암모늄은 전술한 바와 같이 비교적 안정한 형태의 질산태로 되어
토양에 존재한다.
밭 토양의 NO3 -N함량은 5～30ppm 범위이나 질소의 시용에 따라 급증한다. 이
NO3-형태는 NH+4 와는 달리 음성으로 하전된 토양교질에 흡착하는 힘이 약하여 용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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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사과원의 질소순환경로

*오챠드글래스초생, 3월에 시용, 그림중 숫자는 N kg/10a
大坦智昭외 11人, 1987, 果樹園藝, 文永堂, p.86

탈을 받거나 또 일부는 가스상태로 휘산된다. 이와 같이 생성된 NO3 -N은 식물에
흡수되거나 미생물에 이용되는 외에 용탈 및 휘발되어 질소순환경로를 거쳐서 빠
져 나간다.

(2) 흡수와 이동
식물이 흡수하는 질소는 대부분이 NO3-N과 NH4-N이나 과수원에서는 더 많은
양이 NO-3형태로 흡수 이용되었다. 흡수한 NO-3 은 뿌리 또는 잎에서 생성되는 질
산환원효소에 의해 NH+4로 환원되어 아미노산을 합성하고 이어서 단백질과 생장
호르몬을 합성하게 된다. NH+4로 식물체에 축적이 된다면 생육 및 발육에 해독작
용을 주게되어 어느 정도 과잉으로 흡수하게 되면 식물체내에서 아마이드(amide)
와 같은 질소 저장 화합물을 형성하여 저장하게 된다. 대부분의 과수는 이 두 형
태의 질소를 선별함이 없이 적당한 비율로 흡수했을 때 생육이 촉진되는데 사과,
복숭아에서 조사한 결과 NO3-N와 NH4-N의 비율이 1 : 1이나 3 : 1의 경우 생육
이 왕성하였다.
NH+4가 식물조직이 적은 양으로 존재할 때에는 유기산과의 결합으로 아미노산
을 만들고 단백질을 형성하여 세포증식에 쓰여지지만 계속적으로 NH+4가 공급되
는 상태에서 세포액중의 NH+4 이온으로 축적될 수 없기 때문에 저장형의 아마이드
(amide)와 같은 질소화합물을 형성하여야 하므로 유기산이 많아지면 기호성, 풍
미, 품질 등이 저하된다.
목본생 다년생 식물에서는 질소의 대부분이 아스파라긴산 또는 그 아미드
(amide)이다. 사과나무의 수액에 들어있는 질소의 70～90%도 이런 것이다. 사과
나무의 도관이나 체관에는 질산태 질소는 존재하지 않는다. 흡수된 질산태 질소는
뿌리에서 거의 완전히 암모니아태로 환원되기 때문이다. 늦가을부터 봄까지는 모
든 아미노산중 아르기닌의 농도가 50～60%를 차지하는 일도 있다.
배나무에서는 가을에 기비로 시용한 질소가 휴면기인 1월에는 아직 가는 뿌리
에 저장되었다가 봄이 되어 잎이 생장하기 시작하면 단과지엽으로 이동한다. 다시
말하면 휴면기 이전에 흡수된 질소는 단과지엽, 신초발육 지엽 및 새 뿌리 기타
신장부위 및 새로운 생장조직으로 이동해 간다. 그러나 여름철에 덧거름으로 시비
한 질소는 가는 뿌리와 신초에 집적된다. 어느 시기에 질소비료를 시용 하더라도
7월중에 흡수된 질소의 70% 정도가 단과지 엽과 발육지 엽으로 분포된다. 질소의
이용율은 덧거름에서 가장 높고 기비와 가을거름은 그 반 정도이다.
(3)식물체 중 질소
과수생장을 지배하는 가장 으뜸이 되는 성분은 질소이다. 식물체의 기본단위는
세포가 증식하여 식물로 생장하여 간다. 세포는 원형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원
형질의 대부분은 단백질로 되어 있다. 단백질은 광합성을 통해 생성된 탄수화물
(C, H, O)에 N이 결합되어 만들어진 각종 아미노산의 종합체이다. 이와 같이 식
물체가 자라는 것은 세포의 증식이고 세포는 단백질의 합성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식물체가 생장함에 따라 더 많은 질소를 필요로 하게 된다.
질소는 단백질, 핵산(RNA, DNA), 엽록소, 효소를 만들어 내며 니코틴 같은 알
칼로이드를 만든다. 녹색식물에서 몸체에 있는 전체 질소의 85%가 단백질 중에
들어있으며 10%의 질소는 핵산, 그리고 5%의 질소는 유리의 아미노산이나 아미
드와 같은 작은 분자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이 가장 많은 질소화합물은 단백질이지
만 단백질도 기능이 서로 다른 여러 종류로 되어 있는데 영양기관에는 효소단백
이 많고 곡실 중에는 저장단백으로 채워져 있으며 원형질막이나 세포내에 들어있
는 각종 미소기관(미소콘드리아, 엽록체 등의 막)의 막, 즉 생체막에는 인지질과
함께 구조단백이 분포하여 존재한다.
식물의 초기생장에는 세포의 원형질을 만들어 내기 위하여 단백질대사가 왕성하
다. 푸른잎에 전질소 함량이 높은 것은 원형질 단백질 외의 엽록체 단백이 있기
때문이다. 젊은 잎일수록 엽록체 단백이 많아 광합성 능력이 높으며 잎이 노화하
면 엽록체 단백이 분해되고 분해된 질소는 다른 부위로 전류되어 이용된다.
(4) 결핍과 과다
가) 결 핍
질소가 부족하면 생장속도가 매우 빈약해져 작은 식물체는 작은 상태로 머물고
늙은 잎이 성숙되기 전에 떨어진다. 질소가 부족하면 엽의 생장속도가 저하
되어 엽면적 지수가 30%정도 낮다. 또한 수체생장량이 감소하고 개화가 되더
라도 저장양분이 부족하여 결실율이 낮으며 과실의 발육도 불량하여 수량이 현저
히 감소한다. 뿌리의 생장도 빈약하고 분지가 좋지 못하며 뿌리/신초비가증가된
다. 한편 엽의 질소결핍 현상은 엽록체의 발달이 정상으로 되지 않아 대개 전체의
잎은 황화현상(chlorosis)을 나타내며, 백화현상은 정도가 심하거나 시간이 경과됨
에 따라 잎 전체에 나타난다.
나) 질소과다 현상
과수에 질소를 과다 시용하면 가지와 잎의 생장에만 동화양분이 대부분 소비되
어 식물체가 도장하고 꽃눈 형성이 불량하여(<표 1>), 포도에서 질소과다가 되면
꽃떨이 현상이 유발되기도 한다. 또한 질소가 과다하면 과실의 품질이 저하되는
데 동화물질이 과실에 축적되지 못하면 과피색이 푸른색을 띄거나 숙기가 늦어져
당의 함량이 낮아진다. 질소를 과다 시비하면 수체의 세포가 연약하여 크게 자라
나 세포내 내용물의 농도가 낮아져서 동해를 입게 된다<표 2>.
포도에서는 질소과다 시비로 수피내 저장양분이 적은 나무는 휴면병 현상을 일

<표 1> 포도(델라웨어)에 질소수준별 결실률 및 수량과 품질

질소수준 수체중량 엽내질소
함 량 소화수 결실률 수 량 당 도 산 도
2 배량 984g 3.81% 325개/주 32.6% 127g/주 18.9% 0.68%
정 상 1,060 2.97 828
45.1 599
19.7
0.54
무질소 407 1.83 307
11.2
15
21.5
0.78

정상수준 : N 80ppm, 小林章, 1970, ブドウ園藝, 養賢堂. p.337

으킨다. 사과나무에 질소비료를 과용하면 탄저병이 많이 발생하고 병반의 확대
가 잘 된다(<표 3>). 또한 복숭아에서 질소가 과다하면 생리적 낙과를 증가시키
는데 이것은 질소와 수분이 과잉될 경우 많은 탄수화물이 단백질합성에 이용되
어 가지와 잎의 생장이 왕성하게 되는 반면, 과실이 공급될 탄수화물이 부족한 상
태로 되어 과실의 발육이 저지되기 때문이다. 질소가 과다되면 식물체내의 칼슘흡
수가 저해되어 고두병 발생이 증가된다. 이와 같이 질소가 과다하면 여러 가지 생
리장해가 나타나므로 질소 시용은 주의해야 한다.
<표 2> 사과 旭(2년생)의 엽내 <표 3> 사과의 질소수준별 탄저병
질소 함량과 동해피해도
발생율 및 병반크기
엽내질소함량 피 해 도
질소수준 발 생 율 병반크기
2.37%
31.8%
1/4량
5% 2.8mm
2.57
44.4
기준량
10 2.5
2.79
63.5
2배량
15 6.7
2.82
68.8
3배량
30 8.0
*피해도=
지면에서 20cm 상부까지 주간피해면적
지면에서 20cm 상부까지 주간표면적×100
三上敏弘,1978, 異常氣象と リソゴ栽培, p.165

김규래, 1973, 질소의 시용수준이 사과나무의 영양
상태 및 과실품질과 생산력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 인산(燐酸, Phosphorus : P)

(1) 토양중 인산
인산(P)은 우선 인회석(자연산광물)이 풍화되어 인산이온이 유리되어 토양에
흡착되거나 부식중에 고정되고 혹 인산광물의 풍화 및 인산시비를 통해서 토양중
유리된 인산이온은 pH의 영향을 받아 여러 형태의 다양한 인산화합물을 이루어
고정되기도 한다.
알칼리토양에서는 세립 결정질이 쉽게 흡수될 수 있는 인산칼슘이 형성된 후
다소 쉽게 빨리 조립질결정질 이며 난용성인 인회석으로 변형된다. 중성 및 약산

성 토양에서는 가는 결정질이며 세립형인 인산제 2칼슘(CaHOP4 혹은 CaHPO4
2H2O)과 인산제 4칼슘 (Ca4H(PO4)3 3H2O)의 인산화합물이 형성되는데 이들은 식
물이 이용하기 좋은 유효태로 있게 되고 서서히 인회석이나 혹은 인산철(FePO4)
및 인산알루미늄(AlPO4)으로 전환 난용성 형태로 변형되기도 한다. 산성 무기토양
에서는 다소 빨리 AlPO4 및 FePO4 형태의 인산화합물로 생성되어 난용성으로 고
정된다.
인산의 분별함량을 보면 광물토양 중에는 0.01～0.1%의 P가 저장되어 있는데
이는 P=300～3,000kg p/ha가 토심 20cm 깊이 까지 함유되어 있다는 뜻이며, 유기
물이 많은 토양에서는 0.2% 인산(p)가 함유되어 있다. 무기형태의 인산함량은 총
인산(P)함량의 40～80%, 유기형태의 경우는 20～60% 함유되어 있고 대부분 피틴
(phytin)유기체 형태로 있어 일단 분해된 후에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유효
태 인산함량에서는 치환성 인산은 10～30mg/kg 정도이나 변화 폭이 크며 수용성
인산은 0.02～1.0mg/kg의 인산이 토양 용액 중 함유되어 있다.
유효태 인산은 무기광물의 분해기작 또는 유기물체 중에 함유된 인산이 미생물
(생물학적)분해에 의하여 유리되어 유효태가 된다. 특히 약산성의 습윤한 토양과
유기물 시용 후에 이러한 경향이 높다. 무기인산화합물은 가는 결정체 그리고 세
립형일수록 쉽게 용해되는데 이는 인산의 원활한 식물체 공급을 위한 중요한 조
건이 된다. 이산은 우리 나라 신개간지 과수원에서 Fe에 의한 고정과 부식 중에
고정 및 박테리아 등에 의한 탈취고정이 일어나기도 한다. 특히 화산회토의 점토
는 대부분 Al(OH)3, 또는 Fe(OH)3의 기본단위가 불규칙하고 약하게 결합되어 있
는 무정형 점토광물(allophne)이어서 인산의 고정력이 높다. 인산질비료를 과잉 시
용하면 철, 아연, 구리의 결핍을 유발할 수 있다.
(2) 흡수와 이동
뿌리에 인산의 흡수는 H2PO-4이나 HPO42- 형태로 인산의 농도가 대단히 낮아도
흡수할 수 있어 토양내의 인산의 농도는 뿌리와 물관부 수액의 0.001～0.01에 지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능동적으로 인산을 흡수하고 있다. 식물의 대사활동이 왕성
하면 흡수가 증가된다.
pH 6.0정도에서 인산흡수가 잘되며, 마그네슘이 신초나 열매로 이동할 때 도움
을 주므로 인산의 흡수를 도와준다. 식물세포에 흡수된 인산은 급속한 대사과정에
들어간다. 흡수 후 10분 이내에 흡수된 인산염의 80%가 여러 유기 화합물(hexose
phosphate, uridine diphosphate 등)로 이동되었다. 식물체 안에서 인산은 매우 이
동성이 크며 상향 또는 하향으로 전류되고 상향이동은 주로 도관부 하향이동은
사관부에서 일어난다.

(3) 식물체 중 인산
인산(P)은 작물의 생육에 중요한 영양원소로 핵산, 단백질, 인지질 등의 구성성
분으로 식물의 조직을 만들 뿐 아니라 탄소동화작용, 호흡작용, 전분이나 당의 합
성 분해 등의 생화학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성분이다. 식물체내에 흡수된
인산은 생장이 왕성한 신초 끝이나 뿌리의 선단, 종자 등으로 이동하여 세포의 증
가에 이용되고 있다. 인산은 가지와 잎의 생장을 충실하게 하고 과실의 단맛을 높
이고 신맛을 적게 하여 품질을 양호하게 한다
(4) 결핍과 과다
인산이 결핍하면 새가지나 잔뿌리의 생장이 억제된다. 결핍증상은 오래된 잎부
터 발생하며 곡류에서는 열매에서 나타난다. 야산을 새로 개간한 과수원이나 화산
회토에 개간한 인산을 주지 않은 밀감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사과는 잎이
청동색으로 되고 작은 갈색반점이 생기고, 복숭아는 잎이 청동색으로 되고 엽폭이
좁아지며 엽장이 길어지고 가을에 엽병이나 잎 뒷면의 엽맥은 적색을 띄는데 이
는 아르시아닌의 형성이 촉진되기 때문이다. 감귤은 신초의 생장이 정지되고 소엽
이 밀생하며 잎은 어두운 농녹색이 된다. 또한 과실은 과피가 두껍고 과심에는 공
간이 생기며 산미가 많아진다. 인산이 부족하면 마그네슘의 흡수도 저해된다. 포
도에서는 눈이 자랄 4월 하순부터 5월 중하순까지 인산이 결핍하면 착립이 나쁜
과방이 되는가 하면 착색이 나쁘고 당분이 적으며 산도가 높아 품질이 나빠진다.
인산과잉은 잘 나타나지 않으나 과실의 성숙이 지나치게 빨라지거나 철, 아연,
구리의 흡수를 방해한다. 인산이 결핍하면 응급조치로 인산칼슘을 0.5～1.0% 엽면
살포를 하고 유기물을 시용하면서, 토양에 전층(全層)시용을 하여 토양 pH를 6.0
정도로 교정한다.
3) 칼륨(Potassium : K)
(1) 토양 중 칼륨
칼륨은 광물질 토양에 비교적 많은 양이 들어 있으나 대부분이 1차 광물(암석
을 이루고 있는 광물)의 결정구조 성분으로 들어 있어 직접 식물이 이용할 수 없
다. 집적 이용이 가능한 유효칼륨의 형태는 K이온으로서 점토광물(2차 광물)에
흡착되어 있거나 토양용액 중에 녹아 있다. 칼륨의 총량은 Ca와 Mg에 비하여 토
양 중에 가장 많이 들어 있는 염기성분이나 거의가 비치환성 K의 형태이어서 불
과 4%만이 치환성 칼륨으로 존재한다.

토양칼슘은 화학적으로 수용성, 치환성, 비치환성의 세 형태로 아래와 같이 상
호간에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
비치환성칼륨 ⇄ 치환성칼륨 ⇄ 토양용액 칼륨
이 중 유효태 칼륨은 수용성과 치환성의 합계로 나타난다. 치환성칼륨은 토양
콜로이드(점토+부식)에 흡착되어 있는 K+로서 다른 양이온(Ca, Mg)에 의하여 치
환되어 토양용액으로 나온다.
칼륨은 illite와 같은 점토광물에 다량으로 고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비료로 준
칼륨이 팽창성 점토광물에 고정되어 일단 비치환태로 된다. 칼륨을 고정하는 능력
을 지닌 점토광물은 몬모릴로나이트와 버미큘라이트이며, 카올리나이트는 거의
칼륨 고정력이 없다.
한편 산성토양에서는 칼륨의 고정량이 적은데 그 까닭은 산성토양에는 Al의 수
산화물이 다량 존재하고 있어 점토광물의 격자층 사이에 이 대형의 수화된
Al(OH)3의 것들이 다량 끼어 들어 막고 K+의 고정삽입이 어렵게 될 뿐 아니라
Al이 격자내 음전하를 중화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주요 점토광물이 카올나
이트로 되어 있어 K의 고정력이 매우 약할 것이나 소량의 일라이트를 함유한 토
양에서는 어느 정도의 K고정이 예상된다. 또한 K는 수용성이어서 유실의 우
려가 큰 성분으로 점토가 적은 모래땅에서는 유실방지의 대책이 중요하다. 점토광
물에 흡착되어 있는 치환성 칼륨과 토양용액에 존재하는 칼륨은 모두 유효성 칼
륨이다. 유효성 칼륨의 대부분(90%)은 치환성 형태로 있고 10%만이 수용성칼륨
이다. 식물에 흡수할 수 있는 칼륨은 용액의 것만이 아니고 점토에 흡착된 일부의
치환성 칼륨도 뿌리에 의하여 직접 치환흡수가 가능하다. 이 두 형태는 서로 동적
평행상태로 있어 식물에 의하여 수용성 칼륨이 흡착되면 치환성 칼륨이 토양용액
으로 이동하여 나온다. 속효성 칼륨은 치환성 칼륨이 매우 적은 사질 토양과 유기
질 토양에서 중요한 칼륨원이 된다. 지효성 칼륨은 2 : 1형 점토광물의 내부 격자
층 내에 끼어 들어가 음전하를 중화하고 고정칼륨으로서 보통 치환방법으로는 방
출되지 않으나 일정기간이 경과한 다음에는 속효성 칼륨의 감소로 유효태로 된다.
(2) 흡수와 이동
K+는 능동적 흡수를 하기 때문에 흡수율이 높으며 식물체내에서 매우 유동적이
며 이동방향을 분열조직으로 향하고 늙은 기관에서 어린 조직으로 재분배되는 현
상이 일어난다. K+가 어린 분열조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백질 합성, 생장률, 사
이토카이닌 공급 등과 관련이 있다는 보고도 있다. 식물체내의 K+는 대부분 영양
생장기에 흡수되며 과실이 자람에 따라 과실내에 많이 이동된다. 흡수된 K+은 세
포질에 50% 이상이 유리상태로 있으며, 특히 체관부 수액이 전체 양이온 중 약

80%가 K+가 차지하고 있어 이동이 자유롭고 장거리 이동도 가능하다. 체관부 수
액을 공급받는 기관인 어린잎, 분열조직, 과육에 많이 존재한다.
(3) 식물체 중 칼륨
칼륨의 생리기능을 보면 일반 이온작용에 관여하고 수분을 절약(K+공급이 잘된
식물에서는 수분손실이 적다)하면서 식물체의 팽윤화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칼륨은 ATP의 생성을 촉진하여 동화산물의 이동을 촉진시켜 과실의 발육을 양호하
게 하는 외에 과실의 당도를 높이고 성숙기를 촉진하여 저장성을 높이는 등의 일
이 그 주된 것이다. 여러 효소의 활성화을 촉진시켜 단백질합성, 호흡에 관여하는
작용을 한다. K+은 식물체 구성성분은 아니지만 동해 및 냉해를 감소시켜주는 작
용을 한다.
(4) 부족과 과다
칼륨의 결핍은 식물의 생장, 물질생성 기능이 저하되고 탄수화물의 감소와 더불
어 환경적응성이 약화되며 도복이 되기 쉽다. amide의 상대적 증가로 단백질의
함량이 떨어지고 이에 따라 풍미 및 저장성이 나빠진다. 세포의 팽압이 떨어지며
증산과 호흡이 왕성해지고 가뭄 및 냉해피해가 커진다. 이는 칼륨이 수분절약과
빙점강하를 유도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칼륨이 결핍하면 생장이 쇠퇴하여 선
단의 잎이 약간 위축하기 때문이다. 칼륨이 결핍하면 생장이 쇠퇴하며 선단의 잎
이 약간 위축하고 늙은 잎의 가장자리가 탄다. 사과의 칼리 결핍은 엽연이 타고
하엽부터 낙엽되고 결핍이 심하면 과실의 비대가 정지되고 과즙의 산함량이 낮아
진다. 복숭아에서는 과실이 비대할 때 엽색이 담록색이 되며 황반이 생겨 그 후
엽신에서부터 마르기 시작하고 잎이 안쪽으로 말리며 중륵(中肋)이 적색 혹은 자
색으로 되어 돌출한다. 포도는 과실이 비대할 무렵부터 엽연이 황화하여 착색기부
터 성숙기에 걸쳐서 잎이 두껍고 무르며 엽연이 갈색으로 고사하고 엽신내에도
갈색의 고사반점이 생긴다.
칼륨이 부족하면 응급조치로는 황산칼륨을 0.5～1.0% 정도 살포하고 칼리질 비
료를 분시하여 용탈에 대비하고 유기물을 시용하여 보비력을 높여야 한다.
한편 칼륨이 과다하면 칼슘과 마그네슘이 부족되며 이는 유리온실 포도원에 잘
나타나며, 감귤에서 엽내 칼륨함량이 3% 이상 되면 과실의 품질이 나빠지고 가식
부위가 적어지며 부패되기 쉽다.
4) 칼슘(石灰, Calcium : Ca)

(1) 토양 중 칼슘
Ca은 지구 겉표면(지각)에 존재하는 무기성분 중 5번째로 많은 원소중의 하나
로서 3.64%에 해당하고, Ca은 장석, 각섬석, 인산칼슘, 탄산칼슘의 형태로 존재한
다. 정상적인 토양의 약 0.07～3.6%가 Ca이고 경작지토양에서는 전체 양이온치환
용량(CEC)의 65～85%이다. 토양내에서 Ca은 무기성분, 무기성분의 화합물, 유기
성분의 구성성분으로 존재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Ca의 상대적 양은 기후,
유기물의 양, 토양내 점토광물의 양과 형태에 좌우되며, 대부분의 토양용액내의
Ca농도는 50～1000ppm이다.
토양 중 칼슘과 마그네슘은 K와 같이 비치환성, 치환성 및 토양용액중 수용성
의 세 형태가 동적 평행을 이루고 있다. 칼슘은 회장석, 사장석, 각섬석, 녹섬석,
등의 1차 광물에 비치환성 칼슘으로 들어 있으나 이들 1차 광물은 비교적 풍화가
쉬워서 중요한 Ca의 급원이 되고 있다. 이외에 중성 내지 염기성 토양 중에는 용
해도가 서로 다른 여러 형태의 인산석회(이것은 1차 광물이지만 새로 합성된 2차
광물도 있다.)로 존재해 있다. 유효태 Ca은 토양용액 중에 용존되어 있는 Ca과 무
기 및 유기콜로이드에 흡착되어 있는 Ca을 말한다.
토양 중 치환성 Ca은 치환성 염기 중 가장 많아서 총 염기 중 60～70%를 점하
고 있다. 칼슘은 토양반응(pH)을 변화시키고 각종 유해물질과 중금속을 중화하여
제거시키며 또 토양입자와 입자를 서로 강하게 결합시켜 입단구조를 형성케 하므
로서 토양구조를 개선해 주며 토양미생물의 활성을 증대시키는 등 작물의 양분으
로서의 기능보다는 작물의 생육환경을 양호하게 하는 효과가 실제적으로 더 크다.
온난다우의 우리나라 경지토양에서는 Ca이 토양 하층으로 용탈되어 산성화되었
기 때문에 Ca 포화도가 약 30% 이하인 pH 5.5이하의 산성토양이 매우 많이 분포
되어 있다.
그러나 Ca은 토양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양이온으로 양분으로서 결핍되는
일은 드물며 산성토양을 개량하기 위해 석회(산화상태인 CaO를 석회비료의 기준
단위로 하고 이를 석회라 부른다)를 투입해야 한다. 그러나 토양에 석회를 과다
시용하면 Fe, B 등의 미량요소가 비유효태로 되어 작물에 결핍현상이 유발된다.
(2) 토양으로 부터 Ca의 흡수
뿌리로부터의 Ca흡수는 근계(根系) 그 자체와 그 주위의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즉 근계의 총량, 뿌리밀도, 지상부와 관련한 생장과 활성의 주기성, 토양
내에서의 근계의 분포 등이 토양용액으로부터 Ca흡수에 전적으로 영향을 준다.
토양용액 내의 Ca이온은 증등류(식물체내에서 증산작용으로 물이 상승되는 물
흐름)에 영향 받는 토양용액의 집단류(集團流)에 의해, 또 토양용액 속으로 뿌리

가 생장하여 들어감으로, 그리고 Ca 이온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의 확산 등에 의
해 뿌리표면에 Ca이온이 접촉하게 된다. 뿌리가 접하고 있는 토양용액중의 다른
성분이 적당한 농도가 되어 있다면 Ca의 적당한 농도범위는 5～40mg/kg이다. 식
물체의 Ca 흡수에 있어서 토양용액 중 Ca의 절대적 농도보다 다른 무기염류와의
비례농도가 Ca 흡수를 조절하는데 더 중요하다. 따라서 총 염류농도에 대한 Ca의
비율에 따라 용액내 특수이온이 Ca흡수를 억제한다. 예를 들면 암모늄(NH4+)이온
이 Ca흡수를 가장 저해하고 칼륨(K+), 마그네슘(Mg2+), 나트륨(Na+)이온의 순 으
로 저해한다. 질산(NO3-), 인산 HPO42-, H2PO4-)과 같은 음이온은 Ca 흡수를 촉진시
키기도 한다.
토양용액 중 Ca이온이 뿌리표면에 도달되면 Ca은 확산에 의해, 그리고 자유공
간(free space : 외부용액과 쉽게 수동적으로 염류평형에 달하는 뿌리세포의 부분)
내에서 이온교환에 의해, 또는 이들의 복합작용에 의해 뿌리의 피층으로 이동된
다. 이피층으로 부터 중심주(中心柱)와 목부도관으로 이동은 내피의 목전화(木栓
化, suberization)된 카스파리안선(casparian strip)에 의해 제지당한다. 따라서 목
전화되지 않은 가는 곁뿌리나 뿌리 끝을 통해 흡수 이동되어 중심주에 이르러 도
관을 통하여 이동된다.
(3) 이동과 과실내 축적
뿌리로부터 흡수된 Ca이 뿌리 목질부 도관까지 이동되면 원줄기와 연결된 도관
을 통하여 가지, 잎, 과실로 이동되는데 도관벽에 존재하는 음이온으로 전하(電荷)
된 부분에 흡착되고 이것이 다시 다른 양이온(또 다른 Ca이나 2가 또는 3가의 양
이온)과 치환하여 상승한다. 따라서 Ca은 도관내에 상승되는 물과 함께 곧바로
타기관(잎, 가지, 과실)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니고 도관벽에 흡착되었다가 다시 떨
어져 나와 상승하다가 또 흡착되기도 하고 다시 떨어져 나와 상승하게 되므로 이
동이 빠르지 못하다. 식물체내 특히 도관내에 Ca이외의 2가양이온(Mg), 킬레이트
화합물(EDTA 화합물 같은) 또는 사과산, 구연산 등이 많이 존재할 때는 Ca의 이
동은 촉진되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는 Ca의 양이 증가된다. 뿌리로부터 Ca의 상
승이동은 어린 사과 실생 에서는 비교적 느리게 나타나 30cm이동하는데 3일이
소요되었다는 시험결과가 있고, 또 다른 시험에서는 70～80cm 상승하는 데 14일
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과실로의 Ca이동은 체관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일단 과실 내에 들어올 때는
목부도관이동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전화점은 나중에 탈리층(脫籬層)으로 될 부분
인 과경이 수피(樹皮)에 붙어있는 부분이라는 학설도 있지만 과실로의 이동은 목
부도관과 체관부 모두에서 이루어진다는 시험결과도 있다.

사과 과실은 생육하는 동안 Ca함량은 증가하지만 Ca농도는 감소한다. 과실에
Ca이 축적되는 단계를 2기(二期)로 나눌 수 있는데, 제 1기는 생장이 시작되는 짧
은 기간동안 지속되고 과실 내 Ca양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이 특징이다. 제 2 기
는 느린 속도로 Ca이 이동되어 들어오거나 아주 정지되거나 또는 토양이 건조하
게 되면 나무의 다른 부분으로 유출되는 시기이다.
제 1기는 과실의 세포분열기에 일어나며 제 2기는 세포비대기와 관련된다. 이러
한 양상의 변화는 과실이 약 30g정도일 때라고 하는데, 이 시점이 과실 내에 Ca
축적의 변화가 일어나 Ca공급모형이 목부도관 이동으로부터 체관부 이동으로 전
환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제 2기에서도 Ca의 과실로의 흡수이동도 상당이 많게 되는데 이러한 조
건은 토양내에 수분상태가 양호하고 Ca의 양이 충분할 때이다.
어린 과실은 Ca의 이동이 목부도관을 통해 과실로 전류되는데, 이 시기의 과실
은 과실부피에 비해 표면적이 상대적으로 넓고 증산율이 높고 광합성작용(과실표
피에 엽록소가 있어 광합성 작용을 함)이 활발하며 과실자체가 물요구량이 많게
되고 광합성 산물(탄수화물)의 요구량이 적데 되어 기본적으로 목부도관을 통하여
물과 Ca을 공급받는다. 과실이 커지면 증산과 광합성은 감소되고 과실부피에 비
해 표면적은 상대적으로 적어져 물의 요구도는 적어지고 탄수화물의 요구도가 커
져 잎으로부터 탄수화물을 더 많이 공급받아야 된다.
따라서 물의 주된 통로는 체관부로 바뀌는데 이 체관부는 Ca의 이동이 용이하
지 않는 곳이다. 그러므로 과실의 비대가 계속되기 때문에 체관부를 통한 Ca의
흡수가 크게 저해 받게되며 과실비대와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과실내 Ca농도는
점점 희석되어간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분장해를 받고 있는 경우, 과실이 착과한 후 몇 주
일 동안은 Ca흡수가 빠르고 그후 7월중순경까지 점차 감소되다가 그 이후에는 거
의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초기 6주에 총 Ca의 90%가 축적되고
그 이후의 Ca축적은 극히 적게된다. 그러나 정상적인 토양조건에서는 과실내의
Ca함량은 뚜렷하게 증가되는 것이 계속되므로 토양내 수분의 적당한 공급(관수)
과 석회시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생육하반기에 과실로는 Ca이동 양상은 정상적
인 조건에서는 과실이 야간에 주로 비대된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증산율이 높은 맑고 더운 주간에는 잎에서의 증산을 뿌리로부터 물의 흡수
가 충족시키지 못하여 과실로부터 물과 Ca을 빼앗을 수도 있으므로 과실내의 Ca
은 주간 에 유출되고 야간에는 잎으로부터 광합성산물(탄수화물)을 물과 함께 공
급받게 되어 비대하기 때문에 체관부를 통한 Ca이동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낮
동안의 유출과 밤의 유입이 교차되는데 수분장해로 인한 유출이 유입보다 많게되

면 과실 내 Ca수준은 감소된다.
(4) 식물체중 칼슘
칼슘은 펙틴산과 결합하여 세포벽을 만드는 외에 α-amylase나 ATPase의 구성
분이 되고 기타 효소의 활성에도 관련이 있다. 세포신장과 세포분열에도 Ca가 필
요하며 탈리(abscission)의 방지와 노화의 지연에도 효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NO3-N을 공급받은 식물은 NH4-N의 경우보다 Ca함량이 많다.
Ca이 한번에 여러 조직에 정체되면 그 Ca의 대부분은 타장소(타기관)로 재이동
되는 양이 아주 적다. 재이동(재분포)이 잘 안 된다는 결과로 인해 자라는 과실이
나 신초같이 대사작용이 활발한 기관은 뿌리흡수에 의한 Ca의 계속적인 공급에
의존해야만 한다. 앞에서의 Ca이동성이 극히 낮고 Ca의 고정으로 인하여 과실의
생리적 장해를 예견하기 위해 엽분석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과실내의 Ca농도는 생육초기에는 어느 정도 고르게 되지만 과실이 비대함에 따
라 농도의 구배가 생겨 과피와 과심부위보다 과육부분이 가장 농도가 낮게된다.
과육에서도 과정부(과실 윗쪽)가 체외부(과실 아랫쪽)보다 높게 과실 중심부의 과
육보다 과실 바깥쪽의 과육이 농도가 낮다. 따라서 과실비대 후기에 Ca결핍에 의
해 발생되는 생리장해는 과실 아래 부분의 과피 직하에서 많이 발생된다. 과실발
육기 동안 과실량은 사과성목에서 연간 총 생육량의 40%(건물량으로 계산)에 해
당하는데 반하여, 과실내 Ca의 양은 연간 총 흡수량의 겨우 약 2%에 해당한다.
사과성목에서 Ca의 요구도는 다른 무기성분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다. 성목에서
지상부(줄기, 가지, 잎, 과실)는 총 무기성분량이 80%, 지하부(뿌리)는 35%를 차
지한다.
(5) 결 핍
칼슘은 이동성이 나쁜 요소이기 때문에 흡수량이 적으면 잎의 선단이 황백색으
로 되고 신장이 정지되며 차차 갈색이 되어서 주변이 고사한다.
Ca은 세포벽의 구성물질로서 부족 되면 세포벽이 쉽게 붕괴된다. 따라서 Ca이
부족하면 과실이 분질화(粉質化)되기 쉬워 저장력이 저하된다. Ca이 많으면 세포
막의 투과성이 감소되어 세포의 물질 누출을 감소시킨다. Ca이 결핍되면 과육조
직이 부분적으로 갈변되는 생리장해가 발생하는데 이는 액포(液胞)로 부터 세포질
로 페놀 전구물질의 누출이 증가됨으로 폴리페놀 산화효소(polyphenol oxidase)에
의한 페놀물질이 산화되기 때문이다.
사과 과실에 나타나는 생리장해의 대부분이 Ca 결핍에 의해 나타나는데 수확전
의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이나 수확 후 저장 중 과실의 과육(果肉)조직이나 과피

(果皮)조직에 이상증상이 발생하여 심하게 저하시킨다. 사과에서 발생되는 Ca결핍
장해는 코르크스폿트, 고두병, 홍옥반점병,, 내부갈변, 내부붕괴 등이다.
결핍하면 응급대책으로 염화칼슘 0.4% 용액을 4～5회 살포하거나 충분한 관수와
석회를 퇴비와 함께 전층(全層) 시비하고 질소, 칼리의 시용을 줄인다.
5) 마그네슘(苦土 : Magnessium : Mg)

(1) 토양중 마그네슘
1차 규산광물과 2차 고토광물이 풍화되므로서 Mg2+가 유리되어 나오고 대부분
흡착되거나 혹은 알칼리 토양에서는 다시 2차 Mg2+광물로 침적된다.
고토의 분별함량을 보면 토양 중 저장된 고토량은 Mg=0.1～1.0% 정도이며 석
회암 토양에서는 함량이 높다 (특히 苦灰石지대). Mg의 가동성 함량을 보면 치환
성 고토는 Mg=20～400ppm에 달하며 대부분 치환용량의 2～20%에 달한다(Mg는
강하게 흡착된 H+또는 Ca2+와 경합조건에 놓이기 때문에 보통 함량이 높지 못하
다). 수용성 고토 함량은 석회암 지대가 아닌 보통 토양에서는 치환성 고토는 1～
10%에 달한다.
토양 중 고토의 동태를 보면 유효태가 되는 고토는 2차 광물에서 주로 유래하
며 1차 광물에서는 약하다. 고토의 고정은 산성토양에서 난용성 결합물로 침적되
는 것은 드물다. 알칼리 토양에서의 침적은 과다 공급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오
히려 식물생육에 이롭다. 고토의 공급은 석회암 토양에서는 가급태 고토가 대부분
으로 충분하나, 강한 산성토양에서 빈번히 결핍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의 과수원
에서는 용탈과 유실이 일어나기 쉬워서 사질토의 경우 Mg결핍이 발현되며 포도,
배, 사과,단감에서 결핍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한편 칼슘비료의 편중시비(특히 연작지)로 칼륨함량이 많아질 때 길항작용에 의
하여 식물체의 흡수가 억제되어 Mg결핍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Mg는 생리적으로 엽록소의 구성성분 및 조효소적 기능이 중요하나 토양중에서
는 Ca와 함께 토양산성의 교정 능력이 있으며 석회비료에 다소 혼입되어 있기도
하고 용성인비나 용과린의 인산비료 시용을 통해 토양에 공급되기도 한다.
(2) 식물체중 마그네슘
흡수된 Mg2+이온은 50%가 세포액중 유리상태로 있고 식물체의 Mg2+이동은
Ca2+의 이동과 마찬가지로 증산류를 타고 위쪽으로 이동하지만 체관부에서 Mg2+
는 가동성이다. K+는 Mg2+가 과실과 저장조직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돕는다.
마그네슘은 엽록소를 구성하는 원소로 휘틴(phytin)의 Mg염, 수산화마그네슘의

형태로 식물 체내에 존재한다. 또한 Mg는 Ca와 더불어 핵산에 결합되어 고분자
의 골격성분이 되어 있기도 한다. 마그네슘은 인산 대사나 탄수화물 대사에 관계
하는 효소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세포벽의 중층(middle lamella)의 결합
염기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3) 결 핍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노엽의 엽록소가 파괴되어 황백화하면서 마그네슘은 어린
새잎으로 이행해 간다. 이렇게 되어 엽록소의 함량은 줄어들고 작물의 생장은 억
제되며 특히 당이 줄어 품질이 저하된다. 포도에서는 과실이 비대하는 시기에 과
실 달린 주위의 잎에서 황화가 시작되나 선단잎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엽연이
황화 되고 엽맥간이 점점 황색 내지 황백색이 된다. 사과의 경우는 엽연 및 엽맥
간이 담녹색이 되고 점차 백록색이 된 후 비교적 큰 반문이 생기고 조직이 괴사
한다. 배는 잎의 중륵과 엽연과의 중간이 엷은 황갈색으로 되고 증륵 이외는 전면
이 황화 한다. 복숭아는 엽맥간 녹색이 없어지고 엽맥은 녹색을 띠워 선명하게 보
이나 차차 엽맥의 조직이 고사한다. 사과, 배, 포도는 심하면 조기낙엽 된다. 응급
조치는 황산마그네슘 1～2%를 4～5회 살포하고 장기적으로는 칼리질 비료를 줄
이고 고토석회나 마그네슘비료를 시용한다.
6) 붕소(硼素, Boron : B)
붕소는 비금속으로 모든 광물질 양분원소 중 가장 가벼운 원소로 토양 및 식물
체에 3가 형태의 화합물로 존재한다. 붕산(H2BO3), 음이온 H2BO3-혹은 HBO32-그
리고 수용성은 붕산염 형태로 있다. 3～4% B를 함유한 전기석(電氣石, turmolin),
붕소를 부성분으로 함유하는 일부광물 및 2차 붕소광물(예 : Cu-borate)등이 풍화
작용으로 붕산염 또는 붕산으로 유리된다. 일부 소량은 토양액 중 혹은 토양에 흡
착되어 있고 대부분은 다시 2차 광물로 침전된다. 염류토에서는 수용성 붕산염으
로 많이 있다. 붕소의 분별함량을 보면 토양 중 총함량이 B=5～10ppm 정도 (대
부분 무기광물에 저장)이며 해성토에 함량이 많고 조립질 토양보다 세립질 토양
에 많다. 유기질 중 저장량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따라서 유기질 토양에서는 붕소
함량이 낮다.
붕소의 유효태 함량을 보면 치환성 붕산염은 0.1～2.0ppm정도이나 결합체 또는
일부 착염형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판정하기가 어렵다. 수용성 붕산염은 토양 중
0.1～1.0ppm 정도인데 이는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붕소의 기준이 되고 있다.
식물에 대한 붕소 유효도는 토양 pH, 토성, 토양수분, 식물체중의 Ca함량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식물의 붕소 흡수는 pH의 증가와 더불어 감소되는데 수용

성 붕소함량이 동일할지라도 pH가 높은 경우에 식물의 붕소 흡수량은 감소된다.
따라서 석회의 과다시용은 난용성 붕산염을 형성하여 침전되기 때문에 붕소의 결
핍을 유발한다.조립질이며 배수 양호한 사질토양은 점토함량이 매우 낮아 식물의

붕소결핍 가능성이매우 크다.

비가 오지 않고 건조한 기간이 지속되면 붕소결핍은 더 많이 발생하는데 그 이
유는 건조하면 세균의 활성이 저하되어(수분부족) 유기물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아
붕소의 방출이 적어지기 때문이며 또 하나는 토양이 건조하면 붕소의 고정량이
증가하고 토양 중 붕소의 이동이 제한되어 부족현상이 초래되기 쉽다. 이상과 같
이 붕소결핍은 과도한 용탈(특히 모래땅)과 과량의 석회시용, 극도로 건조한 기후
조건에서 유발되기 쉽다.
Ca함량이 높은 식물체일수록 더 많은 붕소를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Ca에 의해
B의 이동이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흡수한 붕소의 대부분은 세포막의 구성체로
Ca와 함께 결합되어 있어 붕소는 체내에서도 이동이 어려운 성분중의 하나이다.
(2) 식물체중 붕소
붕소는 과수의 생육에 미량으로 소요되는 원소이다. 미량원소는 그 소요량이 적
을 뿐 만 아니라 해독농도가 낮아서 적정범위를 조금이라도 초과하면 과다피해가
생긴다.
붕소의 식물체 내에서의 역할은 분명하지 않으나 원형질의 무기성분함량에 영
향을 주어서 암모니아태 질소나, 칼리, 칼슘 등의 양이온 흡수를 촉진하고 질산태
질소나 인산 등의 음이온 흡수를 억제한다고 한다. 또 세포벽물질인 펙틴화합물을
합성하는 데도 관여하고, 수분의 흡수조절이나 증산조절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붕소는 개화 수정할 때, 세포분열이 왕성할 때 그 요구량이 많아서 생육초기에
부족되기 쉽다. 그 결핍증상은 과수의 종류나 결핍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다. 대부분의 과수에서는 영양생장 부위보다 과실에서 증상이 뚜렷하다.
(3) 결핍과 과다
가) 결 핍
영양부위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붕소결핍증상은 정단 분열조직의 발육이 중지
되고 새가지의 선단이 고사하며 그 밑에 약한 가지가 총생하는 것이다. 또 잎 전
체가 황화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조기낙엽이 된다. 사과나무와 복숭아나무에서는
1～2년생 가지의 발아가 불량해지고 그 부위의 수피는 돌기가 생기고 잎이 작아

지며 흑변하여 말라죽는다.
사과에서 과실 발육 초기에 붕소가 결핍되면 과실내부와 외부에 코르크조직이
생겨서 외관이 울퉁불퉁해지고 심하면 낙과된다. 붕소 결핍이 경미한 경우에는 과
피 전면에 작은 균열과 녹이 생긴다. 과실 발육후기에 붕소가 결핍되면 과실내부
만 코르크화되고 과형은 정상적이다.
포도에는 생육초기에 덩굴 끝 부분의 어린잎에 유침상의 담황색이 생기며 화진
현상(꽃떨이)이 생기고 비대기에는 과실 중심부가 흑색이 되는 과육 흑변현상이
나타난다.
복숭아는 가지가 마르고 잔가지가 많이 나온다. 잎과 과실이 모두 기형이되고
고무질같은 과실이 된다.
붕소의 결핍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유기물을 시용하여 토양의 완충
능을 높이고, 5～6월 한발기에는 관수하며, 2～3년에 1회정도, 붕사를 10a당 2～
3kg 살포한다. 결핍증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0.2～0.3%의 붕사(붕산)
용액을 2회 정도 엽면살포하기도 한다.
나) 과 다
붕소의 과다증상은 사과나무에서 잘 나타나며 신초 중앙 부위에 잎이 아래쪽으
로 구부러지면서 주맥의 양 옆 조직이 황변하고 잎자루가 부풀어 바람에 의해 부
러진다. 더욱 심하면 신초가 6월 상순부터 생장이 정지되고 생장점 부위에 총생엽
이 밀생하며 심하면 줄기가 말라 죽는다. 또한 과실은 외부에 골이 생기고 내부에
는 밀(蜜)생기는 경우가 많고 과육은 단단해지며 착색이 빨리되어 수확기가 되기
전에 조기낙과한다.
배나무는 신초가 6월 상순부터 생장이 멈추어 총생엽이 생기거나 기형을 나타내
며 심하면 신초 끝부터 말라 죽는다
포도는 신초가 마디가 짧아지고 정상엽에 비해 잎이 매우 적고 기형이 수경(穗
莖)도 매우 작아서 개화가 되지 않는다. 열과현상이 나오기도 한다. 석회를 물에
타서 생리장해가 발생한 주위에 관주하여 토양 pH를 교정한다.
7)망 간(Manganese :Mn)
(1) 토양중 망간
망간은 중금속으로서 토양 및 식물체 중에서는 주로 2가 및 3가 양이온 또는
이와 상응되는 Mn-화합물(산화물, 염류)로 존재하며 이와 더불어 일부 4가 산화
물로 존재한다. 망간은 Mn2+⇄ Mn3+로 용이하게 원자가가 변한다. 이와 같은 원

자가의 변화로 착화합물(Mn-chelate)을 형성한다. 많은 암석의 1차 광물(또한 Fe,
Mg도 많음)과 2차 Mn-광물(각종 Mn-산화물)이 풍화되어 토양 중에 Mn을 유리
시키는데 일부 Mn2+로 흡착되거나 혹은 대부분 다시 2차 Mn-광물로 침전된다.
Mn의 토양내 함량을 보면 200～5,000ppm(대부분 무기태 함유물)에 달하며 토
양의 점토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Mn함량도 증가한다. 유기질 토양 일부에서는
Mn 함량이 낮은 경우가 있다.
가용성 Mn 함량에서는 치환성 Mn2+는 보통 2～10ppm에 달하는데 충분한 공급
도를 가리키는 경계함량은 약 3ppm이나 실제 함량 변화폭이 다양하고 중성 및
알칼리 토양에서는 함량이 매우 낮다. 풍건시나 혹은 강한 침윤상태에서는 치환성
Mn2+함량이 증가하나 약한 습윤상태에서는 떨어진다.
<표 4> 토양 pH와 유효태 망간 함량
pH
4.2
5.1
유효Mn(ppm)
170.0
6.7

5.7
2.2

6.7
1.5

*津川力, 1984, リソゴ栽培技術, 養賢堂, p.155

수용성 Mn2+함량은 치환성 망간의 1～10% 정도이며 매우 다양한 폭을 갖으며
망간의 유효도는 pH, 유기물 합성, 배수와 통기, 대목이나 품종 등에 따라 다르다.
pH 5.5 이하에서 토양은 가용성 Mn2+가 많아져 <표 4>망간의 흡수가 증가하고
토양유기물이 많으면 Mn2+과 착염형성으로 불용성 화합물을 만들어 흡수가 저해
된다.
배수가 불량하면 Mn3+→Mn2+로 되어 흡수가 많아지고 사과의 M26대목은
M106대목에 비해 Mn 흡수가 적다.
(2) 식물체 중 망간
흡수된 Mn(유리 Mn2+이온 혹은 Mn3+-chelate)은 소량이 수용성 혹은 흡착되어
있고 대부분 유기물에 결합되어 있다. 식물체 중 총 Mn함량은 20～200ppm 정도
이나 특히 산성토양에서는 Mn함량이 높아 500ppm을 넘기도 한다. 식물체중의 잎
에는 특히 Mn 함량이 높다. 식물종류에 따라서 망간의 가동성이 다르며 많이 소
요되는 시기는 식물의 잎 형성기와 비례한다.
망간의 생리적 기능은 Mg와 같이 공역(共役)기능을 통하거나 혹은Mn의 원자
가 변환(Mn2+ ⇄ Mn3+)을 통한 구성 성분으로 효소의 활성화를 기한다. 이러한
효소기능 증대를 통하여 광합성작용, 엽록소생성, 단백질 대사, 비타민C 합성 등

의 기능을 갖는다. 우리나라 과수원에 망간의 결핍은 과수시설재배에서 문제가 되
고 과잉은 사과나무에 적진병과 단감에 녹반과가 많이 발생한다.
8) 철(鐵 Iron: Fe)
(1) 토양중 철
Fe는 중금속으로서 토양 및 식물체에서 2가 및 3가 양이온으로 또한 여기에 부
합되는 Fe화합물(oxide, 염류)로 존재한다. Fe2+ ⇄ Fe3+ 의 원자가 변화는 쉽게
일어나며, 부원자가 (副原子價) 착화합물(Fe-chelate)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철은 주로 암석의 일차광물(biotite, olivin)과 2차 철광물(다종의 Fe(III)-oxide)
들이 풍화되어 철이 유리된다. 그러나 강한 산성 토양중에는 대부분 빨리 다시 2
차 Fe-광물로 침적된다. 철의 분별함량을 보면 토양중 총 함량은 Fe=0.5～0.4%
(대부분 무기물 형태로 저장되어 있음)정도이다.
철 결핍은 석회질 토양에서 흔히 발생하며 토양인산의 수준이 높을 경우도 철
크로로시스(황화현상)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철은 pH가 매우 낮은 산성토양에서는 과다하게 녹아 나와 식물에 유해할 수
있으며 알칼리 토양에서는 철의 고정으로 결핍되기 쉽다. 또한 pH 상승으로 Fe2+
→Fe3+으로 용해도가 감소된다.
철은 산소와의 친화성이 높다. 배수불량지에서는 Fe3+→Fe2+로 환원되며 이에
따라 철이 과잉으로 물에 녹아 침전되며 집적층에서는 철괴로 존재하기도 한다.
철 결핍이 식물체내의 Fe : Ca+Mn의 비가 낮을 경우에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Ca와 Mn의 과다로 Fe의 흡수가 저해된다.
석회질 토양에서 관개수 중에 들어있는 HCO3-은 Fe 결핍을 유발시킨다. HCO3은 인산 용해도를 증가시켜 식물체의 인산 흡수를 더욱 증가시켜서 체내에 들어
간 인산이 Fe대사를 방해하여 결핍을 유발시킨다.
(2) 식물체중 철
철은 엽록소를 구성하는 성분은 아니지만 이것이 부족할 때 엽맥사이가 망상으
로 황화되는 것으로 보아 엽록소 생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 실
제로 철은 사이토크롬(cytochrome)계에서 산화환원 반응을 통하여 전자 전달에
참여하고 있다. 식물체내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는 많은 효소들도 철과 결합하여
그 기능을 다하고 식물체의 광합성작용이나 호흡작용 또는 뿌리의 음이온 흡수작
용 등도 철의 관여 한다.
철이 결핍되면 가지의 선단에 있는 어린잎이 황화 또는 백화되어 망상이 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잎의 선단부나 엽연이 타고 잎 전체가 백화되기도 한다. 이 증상
이 심하면 새 가지의 선단이 고사하고 아래쪽에서 곁가지가 발생한다.
과수원에서 철의 결핍증상이 나타나는 일은 드물지만 사과, 배, 포도에서 나타
나는 경우가 있다. 철과 망간은 같은 방법(산화 및 환원을 통한 용해)으로 유효화
한다. 망간의 임계농도는 철보다 낮고 두 성분간에는 길항작용도 있다.
보통 토양에서는 철이 부족 되는 일이 거의 없지만 알칼리토양이나 석회를 과
용한 토양, 인산질비료의 과용이 계속된 토양에서는 부족 될 염려가 있다. 철이
결핍될 경우에는 황산철 0.1～0.3%수용액을 엽면살포한다.
9) 아 연(亞鉛, Zine : Zn)
(1) 토양 중 아연
암석의 1차 광물과 2차 Zn-광물이 풍화작용을 통하여 Zn2+이온을 유리하여 토
양에 흡착되고 2차 광물로 침전되거나 혹은 부식물에 고정된다.
Zn의 분별함량을 보면 총 함량은 10～300ppm으로 주로 무기태질소로 있으며
유효태 Zn량은 동(Cu)의 경우와 같다.
Zn의 행동성은 동(Cu)과 같으나 유기질 착염형성이 미약하므로 부식성분에 의
한 고정은 동보다 상대적으로 경미하다. Zn의 공급과 소모를 보면 Cu와 비슷하나
작물의 탈취량은 높다(100～300g Zn/ha). Zn 공급은 토양에서 대부분 충분하나
pH가 높은 지역에서 가용성 Zn 함량이 적을 때와 인산비료의 과다시용, 강한 태
양광선의 조사조건에서 식물이 높을 요구도를 나타내므로 이 때 결핍이 일어날
수 있다.

(2) 식물체 중 아연
흡수한 Zn(Zn2+ 이온 혹은 Zn-chelate)는 단지 소량이 수용성 혹은 흡착
되어 있고 대부분 유기물질에 결합되어 있다. 식물체 중 총 함량은 2～
100ppm 정도이고 오래된 잎에 많이 고정되어 있다.
아연의 생리작용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점이 많으나 효소와 관련하여 각
종 생리작용의 조정, 특히 산화환원반응의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이밖에 아연은 엽록소의 생성에 관여하고 옥신의 합성에도 관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수는 일년생 작물보다 아연결핍증에 걸리기 쉽다. 아연
결핍증은 양앵두나무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사과나무에서 나타
난다.
아연은 알칼리성 토양에서 결핍되기 쉽다. 결핍증상 폭이 좁은 잎을 총생하고

과실이 작아지며 동녹이 발생하기도 한다. 결핍증상이 나타나면 황산아연을 엽면
살포하며 살포농도는 0.2～0.3%이다. 약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동량의 생석회를 가
용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봄에 새눈이 나오기 전에 황산아연 0.5～0.6%액을 가
지에 살포하면 된다.
10) 구 리 (銅, Copper : Cu)
(1) 토양중 구리
구리(Cu) 는 중금속으로 토양중에서는 대부분이 Cu2+의 형태 및 이에 상응하는
Cu화합물로 들어있다. 동은 흑색의 1차 광물과 2차 광물(Cu 광물)의 중화로 Cu이
온이 유리되어 토양 중 총 함량은 5～100ppm정도이고 대부분이 무기태로 Cu함량
은 점토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그러나 유기질 토양에서도 총 Cu함량의
1/2정도에 달하는 경우도 있다.
Cu는 유기물과 복합물을 형성한다. 이 Cu-부식복합체는 그 안정도가 결합형태
에 따라 다양한데 매우 견고하게 고정되어 유효화가 어려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으로 분류된다.
산성 토양에서 석회 시용으로 pH가 증가하면 Cu의 용해도는 감소한다. 그러나
실제 알카리토양에서 동 결핍이 출현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2) 식물체 중 구리
구리의 생리작용은 잘 밝혀지지 못하였으나 엽록체 중에 그 농도가 높다는 점
에서 광합성작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밖에도 구리는 여러 효소작용에
도 관여한다. 구리가 결핍되면 새 가지의 선단잎의 엽맥 사이가 황변하고 반점이
생기며 컵 모양으로 오그라든다. 심하면 낙엽이 지고 새 가지의 선단이 고사하여
그 밑에 곁가지가 총생하고 아연결핍에서와 비슷한 모양이 된다. 구리가 과다할
때 철결핍증이 나타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과수원에 보르도액을 많이 살포
하므로 구리의 결핍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