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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be (Ziziphus jujuba Mill.) is the most important native species of Rhamnaceae, a large cosmopolitan family, 

and is one of the oldest cultivated fruit trees in the world. In recent years, consumption of fresh fruit and big 

fruit jujube has increa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auses and its alleviation techniques 

of new branch necrosis and tip-burn, which occur in jujube during the new branch growth perio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organic component content of leaves, the calcium content was markedly 1.48% of abnormal 

samples compared to 1.90% of normal samples appeared low. Also, the calcium content in a necrotic new branch 

was also 0.14%, which was very low compared to 0.76% in the normal sample. In addition, the incidence rate 

of tip-burn at -30 kPa by soil at starting point of irrigation was 16.53%, higher than 7.22% at -10 kPa. The inci-

dence of tip-burn by calcium foliar application was 0.6%, which was very low compared to control of 4.3%. 

Therefor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ymptoms of necrosis of new branch and tip-burn that occur during the 

new branch growth period of Jujube are related to the calcium content in the plant and lack of soil moisture 

and that calcium foliar application is effective in alleviating the occurrence of these abnormal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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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viation effect of leaf tip-burn by Ca foliar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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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대추는 단기 고소득 임산물 중 하나로 2021년 전국의 대추 재배면적은 2015년 대비 27% 가량 증가한 5,952 ha 정

도이다 (AGRIX, 2021). 또한 약리작용과 생리활성이 우수하여 예로부터 주로 한방 약재 또는 식품 첨가재료로써 주

로 건대추 형태로 소비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으로 인해 생대추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Lee 

et al., 2017).

대추는 크게 ‘복조’, ‘월출’, ‘무등’, ‘보은’ 등의 일반대추와 ‘천황’, ‘황실’, ‘천상’ 등의 국내 선발종 및 ‘상왕’, ‘국

광’등의 중국 도입종인 왕대추로 구분하고 있다 (Park et al., 2017; Nam et al., 2018). 왕대추는 ‘사과대추’라는 명칭

으로도 국내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 주재배 품종인 ‘복조’품종 보다 과중이 2배 정도인 30 - 35 g으로 과실이 크고 당도

는 낮으나 식미감이 좋으며 식용가능 부위가 일반대추에 비하여 월등히 많아 현재 그 재배 면적이 꾸준히 증가하여 충

남 부여, 청양 지역을 중심으로 250㏊ 정도 재배되고 있다.

묵은가지에도 착과시키는 일반대추와 달리 왕대추는 2년생 이상의 가지에 착과된 과실은 대부분 낙과되거나 품질

이 좋지 않아 전정 시 1년생 가지를 제거하고 새가지를 받아 착과시키고 있다. 이처럼 일반대추와 왕대추는 두 품종 그

룹 간 생리 생태가 달라 시비, 관수, 전정 등 과원 관리 방법이 달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왕대추 재배를 

위한 별도의 표준시비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대추의 토양검정 시비처방서에 기준하여 시비하거나 농가의 경험

에 의존하여 비료를 살포하고 있어 필수 양분의 과부족에 의한 생리장해, 과실 수량 감소 및 품질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추에서 주로 발생하는 생리장해로는 열과, 연부과, 위조과, 생리적 낙과 등이 있으며 (Kim et al., 2017) 일반 대추

와 다르게 왕대추에서 주로 나타나는 생리장해로는 신초 생장기인 5월 상순경 발생하는 신초 고사 또는 잎끝마름 증

상이 있다. 특히 새가지에 주로 착과하는 왕대추에서 신초가 고사하는 경우 수확량에 큰 영향을 주어 농가 소득 감소

로 이어질 수 있다 (Kim et al., 2021a). 이 증상은 6월이 되어 기온이 상승하면 더 이상 진전되지 않으나 급작스럽게 이

상 저온이 될 경우 7월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발생 원인이 명확하게 구명되어 있지 않아 일부 농가에

서는 무분별한 비료 살포 및 농약 오남용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잎끝마름 증상은 딸기, 배추, 상추와 같은 채소 작물과 부지화 (한라봉), 레드향 등 만감류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주로 칼슘 결핍에 의한 영양장해로 진단되고 있다 (Selling et al., 2000). 식물체 내 칼슘 결핍은 토양 내 절대적인 칼슘 

부족보다 토양 건조 또는 과습, 고온, 저온, 토양 내 칼륨 과다 등 여러 가지 환경요인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Saure, 1998; Gibson et al., 2007; Nelson, 2013; Maruo and Johkan, 2020). 그 밖에 식물체 내 이동 및 분배 불균형과 

칼슘 흡수보다 빠른 식물체 생육 등도 칼슘 결핍의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Tibbitts and Rao, 1968; Hartz et al., 

2007). 칼슘의 흡수는 주로 증산작용과 근압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Clarkson, 1984; Marschner, 1995) 세포 내로 이

동된 칼슘은 다른 부위로 잘 이동되지 않으므로 타 작물에서는 칼슘 부족 증상이 나타날 경우, 결핍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를 중심으로 칼슘 엽면살포를 실시하고 있다 (Lee et al., 1996; Corriveau et al., 2012; Kim et al., 2021b).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왕대추에서 발생하는 신초 고사 및 잎끝마름 증상에 대한 원인을 구명하고 경감기술을 개발하

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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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잎끝마름 발생 조사 토양수분 및 칼슘결핍과 관련된 잎끝마름 증상 발생 연구를 위해 사용된 대추나무 

(Zizyphus jujuba Mill)는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왕대추 품종 중 하나인 ‘천황’품종으로,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

치한 시설하우스 내에 식재된 4 - 7년생에서 4월말부터 신초 고사와 잎끝마름 증상의 발생을 확인하였다. 토양수분 및 

칼슘 결핍과 칼슘 엽면시비에 따른 잎끝마름 증상 발생을 조사하기 위해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충청북도농업기

술원 대추호두연구소 소재 밀폐형하우스 내에 2년생 ‘천황’대추나무를 포트 (직경 60 cm 깊이 60 cm)에 식재 후 시험

처리 하였다. 6월 상순과 7월 상순에 정상 잎 수와 피해 잎 수를 조사하여 처리별 잎끝마름 증상 발생률을 분석하였다.

시험 처리 한국원시액 (N-P-K-Ca-Mg = 15-3-6-8-4 me L-1)을 기준으로 침전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통을 구분

하여 칼륨과 칼슘이 결핍된 양액을 제조하였으며 4월 중순부터 주 2회 처리하였다. 토양수분 처리는 발아기인 4월 중

순부터 -10 kpa, -30 kPa로 관수개시점을 설정하여 3반복으로 수행하였으며, 반복당 3주의 시험수에 처리하였다. 각 

수준별 토양수분제어는 자동관수제어장치 (CR-1000, Campbell Scientific Inc., USA)와 전자식 토양수분장력센서 

(Dik-8333, Daiki, Japan)를 이용하여 조절하였다. 시비량은 토양검정 후 질소 (요소)와 칼륨 (황산칼륨)은 전량의 

60%, 인산 (용성인비)은 전량을 기비하였다. 칼슘 엽면시비는 산화칼슘 (CaO 35%) 0.125%를 5반복으로 반복당 2주

의 시험수에 6월 초부터 일주일 간격으로 2회 처리하였고 생육기 중 발아기와 신초생장기에는 주 2회, 개화기에는 주 

1회 관수하였다.

토양 및 식물체 분석 대추과원의 토양 pH, 유기물함량, Av. P2O5, NO3-N, NH4-N 그리고 치환성 양이온 등은 

농촌진흥청 토양화학분석법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pH는 초자전극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 유기물함량은 Tyurin

법, NO3-N과 NH4-N은 Kjeldahl법, 양이온은 원자흡광광도계 (AA240, Agilent Tech., Australia)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식물체의 총 질소는 Kjeldahl법으로, 인산은 Vanadate법으로, 치환성 양이온인 K, Ca, Mg는 1 N ammonium 

acetate로 침출하여 원자흡광광도계 (AA240)로 분석하였다 (NIAST, 2000). 

통계 분석 모든 데이터는 SPSS 프로그램 (SPSS Inc., Chicago, IL, USA)을 활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유의성 95% (p < 0.05 수준)와 독립표본 T-test로 검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왕대추의 신초 고사와 잎끝마름 증상은 주로 5월 상순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하우스의 측창을 닫아 신초 발

아를 촉진시킨 경우 4월 하순부터 관찰되기도 하였다. 신생엽 끝에 갈색의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여 잎의 안쪽으로 확

대되는데 증상이 심할 경우 피해 부위가 마르고 뒤틀리며 오목한 형태의 잎이 되거나 괴사 부분이 탈락되어 기형이 되

기도 하였다 (Fig. 1). 잎끝마름 증상은 많은 엽채류과 과채류 그리고 만감류 등의 일부 과수류에서 부적절한 환경조건

에 따른 양분 흡수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Edwards and Horton (1979), Miao et al. (1997) 및 

Jeong et al. (2000) 역시 복숭아 묘목과 양배추, 딸기 등에서 잎끝마름 증상이 신생엽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한 바와 일

치하였다. 세포 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polygalacturonas에 의해 pectic polysaccharide가 붕괴되고 세포벽이 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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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괴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Selling et al., 2000), 빠르게 생장하는 식물체 조직이 상대적으로 낮은 증산작용을 보

이는 부위로의 칼슘 이행 불량에 따른 국소적 조직괴사 (necrosis)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Saure, 1998; Gibson et al., 

2007; Nelson, 2013; Maruo and Johkan, 2020). 왕대추는 일반대추보다 세력이 강하고 과실이나 잎의 크기도 더 크므

로 빠른 생장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칼슘 공급 능력이 부족하여 잎끝마름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 Normal (b) Necrosis of new branch (c) Tip-burn of leaf

Fig. 1. Symptom of normal (a), necrosis of new branch (b) and tip-burn of leaf (c) in Jujube.

신초생장 초기에 잎끝마름 증상만 있을 경우 6월 이후 기온이 상승하면 피해 부위가 더 이상 진전되지 않으나 신초

가 고사할 경우에는 강전정을 통해 새가지 착과를 유도하는 왕대추의 특성상 과실 수량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충청

남도 부여의 왕대추 시설하우스의 토양 화학성을 신초생장기인 5월 중순 분석한 결과 잎끝마름증이 발생하는 과원과 

발생하지 않은 과원 모두 pH는 대추 재배 적정 pH인 6.5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으며 유기물, 인산, 칼륨, 마그네슘 함

량 및 전기전도도 또한 적정범위보다 모두 높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1). 특히 칼슘 함량은 잎끝마름 비발생 과원에서 

유의하게 높았는데 발생 과원 역시 대추과원 적정 칼슘 함량 범위인 4.0 - 7.0 mg kg-1보다 높은 8.2 mg kg-1으로 분석

되어 전적으로 토양 내 칼슘 함량 부족에 의해 잎끝마름증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대추 과

원에서는 비료와 퇴비 등의 농자재에 의존해 농산물을 생산하므로 토양 내 양분의 절대적인 부족은 거의 발생하지 않

는다 (Hartz et al., 2007). 특히 왕대추는 개당 과중이 30 - 35 g 정도로 무거워 비바람에 의해 낙과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어 대부분 시설재배를 하고 있으므로 양분의 부족보다는 양분이 과다하게 집적될 우려가 크다 (Choi et al., 2021). 

칼슘은 이동성이 낮은 원소 중 하나로 식물체 내에서 주로 물관을 통해 이동하게 되는데, 새로 발생하는 엽 부위는 상

대적으로 증산율이 낮으므로 칼슘의 함량이 적을 위험성이 크다 (Choi et al., 1999). 또한 토양 양분간의 길항 작용에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jujube orchard soil.

Orchard
pH

(1:5)　

OM

(g kg-1)

EC

(dS m-1)

Av. P2O5

(mg kg-1)

Exch. cations (cmolc kg-1) NO3-N

(mg kg-1)

NH4-N

(mg kg-1)K Ca Mg

Normal† 6.9 57.8 7.4 2,035 5.1 11.5*§ 5.4 182.6 6.8

Abnormal‡ 6.8 48.5 6.3 2,418 3.2   8.2 4.9 103.2 6.6

†Normal orchard.
‡Abnormal orchard showing necrosis of new branch and tip-turn of leaf.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independent t-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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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흡수가 저해되거나 지온, 온도, 토양 수분과 같은 재배환경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Bangerth, 1979; Cox 

and Dearman, 1981; Saure, 1998) 특히 칼륨이 토양 내 많을 경우 길항작용에 의해 칼슘과 마그네슘의 흡수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Marschner, 1995; Nelson, 2013).

정상 엽과 잎끝마름증 발생 엽의 무기성분 함량 분석 결과 칼슘 함량이 정상 엽 1.90%에 비해 잎끝마름증 발생 엽

은 1.48%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Table 2). 신초 무기성분 분석 결과 또한 고사가 진행된 신초에서 0.14%로 정상 

신초의 0.76%에 비해 칼슘 함량이 매우 낮았다. 칼륨 함량은 고사 신초 2.75%, 정상 신초 2.27%로 나타났으며 질소 

함량 또한 고사 신초가 3.33%로 정상 신초 2.48%보다 높아 신초 발생 시 질소와 칼륨의 체내 축적이 높을 경우 고사 

증상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추, 배추 등의 다른 작물에서도 질소의 과잉 공급은 작물의 생장을 

촉진하여 잎끝마름증의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Ashkar and Ries, 1971; Brumm and Schenk, 1993; Choi 

et al., 2022). 대추나무 번식법은 종자를 발아시켜 번식하는 실생법, 뿌리에서 나온 흡지 (뿌리줄기)를 포기 나누기 하

는 분주법, 실생대목 혹은 분주대목에 우량품종을 접목하는 접목법 등이 있으며, 왕대추는 접목법을 이용하여 묘목을 

증식하고 있다. Rouphael et al. (2012)은 식물체 무기성분 함량 중 인산과 칼슘 함량은 접목한 나무와 접목하지 않은 

나무가 유사하였지만 칼륨과 마그네슘의 농도는 접목한 나무에서 증가한다고 하였다. 또한 칼륨은 체관부 수송으로 

흡수가 촉진될 수 있는데 호흡 기질로서 뿌리 공급에 영향을 주는 저장조직에서의 칼슘 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Bangerth, 1979).

Table 2. Leaf mineral content of jujube plant.

Organ T-N (%) P2O5 (%) K2O (%) CaO (%) MgO (%)

New branch
Normal† 2.48 0.64 2.27 0.76***§ 0.26**

Abnormal‡ 3.33*** 0.71 2.74** 0.14 0.22

Leaf
Normal 2.36 0.25 2.91 1.90** 0.67***

Abnormal 2.39 0.27 2.76 1.49 0.59

†Normal orchard.
‡Abnormal orchard showing necrosis of new branch and tip-turn of leaf.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independent t-test at *p < 0.05, **p < 0.01, ***p < 0.001.

토양으로 공급되는 양분의 결핍에 따른 신초 고사와 잎끝마름증의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양액 성분을 조절

하여 토양 내 칼륨과 칼슘이 결핍된 처리구를 조성하였다 (Fig. 2). 무결핍 토양과 칼륨 또는 칼슘이 결핍 처리된 토양 

모두에서 잎끝마름 증상이 관찰되었으며 칼슘이 부족한 토양에서는 신초 고사 증상 또한 확인되었다. 이전 연구결과

와 마찬가지로 토양 내 칼슘이 충분한 상태에서도 지온이나 토양 수분 등의 재배 환경에 따라 칼슘의 흡수에 영향을 

미쳐 잎끝마름 증상이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Bangerth, 1979; Cox and Dearman, 1981; Saure, 1998). 각 결

핍 처리구의 엽 무기성분을 분석하였을 때 칼슘 함량은 무결핍 처리 1.86%에 비해 칼슘 결핍 처리에서 1.71%로 낮았

으며 토양 내 칼륨이 결핍된 경우 2.19%로 가장 높았다 (Fig. 3). 잎의 Ca/K 함량비 또한 칼륨 결핍 처리에서 가장 높

아 칼륨이 결핍되었을 때 칼슘의 흡수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Van den Ende et al. (1975)은 칼슘을 결핍 

처리하였을 때 칼륨의 과잉으로 뿌리압의 감소를 가져오면서 잎끝마름증을 증가시킨다고 하여 본 실험에서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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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ormal (b) K (-) (c) Ca (-)

Fig. 2. Growth and leaf tip-burn of jujube plant grown under potassium- (b) and calcium- (c) deficient conditions. Normal

(a) indicates jujube plant fed by an optimal nutrient recipe.

(a) Mineral content (b) Ca/K ratio

∙ Normal: no deficiency, K: potassium, Ca: calcium.

∙ Error bars indicated standard error (n = 3).

∙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Fig. 3. Comparison of K and Ca concentrations from jujube leaf and Ca/K ratio.

칼슘은 일반적으로 apoplast에 의한 물관부 수송으로 도관의 물 흐름에 따라 상향으로 이동하는데 주로 증산류와 

근압류에 의해 이루어진다 (Clarkson, 1984; Marschner, 1995). 따라서 토양 수분 부족은 칼슘 결핍의 원인으로 작용

될 수 있다. 토양 수분 조건에 따른 잎끝마름증의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발아기인 4월 중순부터 6월 말까지 관수

개시점을 각각 -10 kPa과 -30 kPa로 설정하여 전체 엽 수 대비 잎끝마름증 발생 엽 수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30 kPa 

처리에서 16.53%, -10 kPa 처리에서 7.22%로 나타나 토양 수분이 부족할 경우 잎끝마름증 발생이 높아지는 것으로 

Table 3. Tip-burn occurrence from jujube leaves under different soil water potential.

Treatment† Total leaves Tip-burn leaves Incidence rate (%)‡

-10kPa 198.3 12.9 7.22

-30kPa 164.4 23.6*§ 16.53*

†Soil at starting point of Irrigation.
‡(Tip-burn leaves / Total leaves) × 100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independent t-tes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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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Table 3). Kim et al. (2021b) 또한 고랭지 배추에서 칼슘 결핍은 토양의 과습보다는 토양 건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하였다.

잎끝마름 증상이 나타난 부위에 칼슘을 엽면시비하여 잎끝마름 증상의 경감 여부를 확인하였다 (Fig. 4). 수용성 분

상석회 (CaO 35%) 0.125% 희석액을 6월 초부터 7일 간격으로 2회 처리하였을 때 무처리 7.11%와 비교하여 0.35%

의 잎끝마름증 발생률을 보여 신초 발생기에 칼슘을 엽면시비하였을 때 잎끝마름증을 경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배추와 상추에서 칼슘의 엽면시비를 통해 잎마름증의 발생이 감소한다는 보고 (Pressman et al., 

1993; Saleh, 2009)와도 일치하였다.

(a) Total leaves (b) Tip-burn leaves (c) Incidence rate

∙ Control: no foliar fertilization, Ca (+): calcium foliar application.

∙ Error bars indicated standard error (n = 5).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independent t-test at *p < 0.05, **p < 0.01.

Fig. 4. Alleviation effect of lear tip-burn by Ca foliar application.

Conclusions

왕대추 잎끝마름증 증상 신초의 칼슘 함량이 낮았고, 질소와 칼륨 함량이 높아 질소와 칼륨이 칼슘의 흡수를 저해

하였다. 또한 토양수분 부족 (-30 kPa)은 칼슘의 흡수를 억제하여 잎끝마름증 발생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토양 중 질

소:칼륨:칼슘의 비와 토양 수분함량이 대추나무 신초 잎끝마름증 발생에 중요한 인자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

선책으로 분상석회 엽면시비가 잎끝마름증 발생 완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토양의 질소:칼륨:칼

슘의 비와 신초 잎끝마름증 발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사업 (과제번호: PJ016147)의 연구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ffect of Soil Moisture and Calcium Deficiency on Incidence of New Branch Necrosis and Tip-Burn in Jujube (Zizyphus jujuba Mill.) ∙ 495

References

AGRIX. 2021. Management search service. Agriculture Integrated Information eXcellent System, Available from 

https://uni.agrix.go.kr (cited 2 November 2022).

Ashkar, S.A. and S.K. Ries. 1971. Lettuce Tipburn as Related to Nutrient Imbalance and Nitrogen Composition. J. 

Am. Soc. Hortic. Sci. 96(4):448-452.

Bangerth, F. 1979. Calcium-related physiological disorders of plants. Annu. Rev. Phytopathol. 17(1):97-122.

Brumm, I. and M. Schenk. 1993. Influence of nitrogen supply on the occurence of calcium deficiency in field grown 

lettuce. In Workshop on Ecological Aspects of Vegetable Fertilization in Integrated Crop Production in the Field. 

339:125-136.

Choi, J.Y., Y.U. Yun, S.H. Choi, J.I. Lee, and Y.J. Lee. 2022. Effects of NPK fertilization on yield and fertilizer use 

efficiency of ‘Altari’ radish (Raphanus sativus L.). Korean J. Soil Sci. Fert. 55(2):93-101.

Choi, K.Y., J.H. Bae, and Y.B. Lee. 1999. Effects of Ca : K ratios in nutrient solution on photosynthesis, transpiration, 

growth and incidence of tipburn in butterhead and leaf lettuce. J. Bio-Env. Con. 8(1):42-48.

Choi, Y.S., Y.J. Kang, D.H. Kim, C.K. Lee, and S.I. Yun. 2021. Effects of chelating agent and micronutrient application 

on nutrient content and growth of lettuce in soils with different salinity and acidity. Korean J. Soil Sci. Fert. 54(4): 

578-587.

Clarkson, D.T. 1984. Calcium transport between tissues and its distribution in the plant. Plant Cell Environ. 7(6):449- 

456.

Corriveau, J., L. Gaudreau, J. Caron, S. Jenni, and A. Gosselin. 2012. Testing irrigation, day/night foliar spraying, 

foliar calcium and growth inhibitor as possible cultural practices to reduce tipburn in lettuce. Can. J. Plant Sci. 

92(5):889-899.

Cox, E.F. and A.S. Dearman. 1981. The effect of trickle irrigation, misting and row position on the incidence of 

tipburn of field lettuce. Sci. Hortic. 15(2):101-106.

Edwards, J.H. and B.D. Horton. 1979. Response of peach seedlings to calcium concentration in nutrients solution. J. 

Am. Soc. Hort. Sci. 104(1):97-99.

Gibson, J.L., D.S. Pitchay, A.L. Williams-Rhodes, B.E. Whipker, P.V. Nelson, and J.M. Dole. 2007. Nutrient defici-

encies in bedding plants: A pictorial guide for identification and correction. Ball Publishing, Batavia, IL, USA.

Hartz, T.K., P.R. Johnstone, R.F. Smith, and Cahn M.D. 2007. Soil calcium status unrelated to tipburn of romaine 

lettuce. HortScience 42:1681-1684.

Jeong, S.K., J.M. Choi, K.H. Cha, H.J., Chung, and K.S. Seo. 2000. Deficiency symptom, growth characteristics, and 

nutrient uptake of ‘Nyoho’ strawberry as affected by controlled phosphorus concentrations in fertilizer solution. 

Korean J. Hortic. Sci. Technol. 41(4):345-349.

Kim, C.W., W. Lee, H.W. Yu, M.H. Na, H.J. Eo, M.J. Kim, and Y.S. Ahn. 2021a. High value new income crop, jujube 

cultivation manual. p. 1-105.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Seoul, Korea.

Kim, K.D., J.T. Suh, C.S. Kim, and S.N. Jee. 2021b. Tipburn occurrence according to soil moisture, calcium deficiency, 

and day/night relative humidity regime in highland Kimchi cabbage. Hortic. Sci. Technol. 738-749.

Kim, S.H., K.H. Lee, J.W. Lee, C.W. Kim, H.K. Oh, S.K. Lee, H.J. Kang, H.S Park, and K.H. Na. 2017. Jujube culti-

vation techniques. p. 1-86. Chungbuk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Cheongju, Korea.

Lee, J.T., Y.M. Choi, and W.B. Kim. 1996. Highland Kimchi cabbage stable production technology system establish-

ment. Report. National Institute of Highland Agriculture, Pyeongchang, Korea.

Lee, J.W., C.W. Kim, H.K. Oh, K.H. Lee, S.K. Lee, S.H. Kim, and E.Y. Hong. 2017. Effect of root pruning on growth 

and fruit setting in Zizyphus jujuba var. inermis (Bunge) Rehder. Korean J. Medicinal Crop Sci. 25:160-164.

Marschner, H. 1995. Mineral nutrition of higher plants. p. 1-889. Academic Press, San Diego, USA.



496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Vol. 55, No. 4, 2022

Maruo, T. and M. Johkan. 2020. Plant factory. p. 231-234. Academic Press, San Diego, USA.

Miao, Y., Y.T. Jiang, G.H. Zeng, and J.S. Cao. 1997. Changes of Ca2+ compartmentation and ultrastructure in inner 

leaves of Chinese cabbage (Brassica compasteris sp. Pekinensis olson) during the development of calcium related 

physiological disorder. Acta Hortic. Sin. 24(2):145-149.

Nam, J.I., U. Lee, and S.H. Kim. 2018. Analysis of genetic characteristic of jujube (Ziziphus jujuba Mill.) cultivated in 

Korea revealed by ISSR markers. J. Korean For. Soc. 107:378-384.

Nelson, P.V. 2013. Greenhouse operation and management. p. 1-616. Pearson Education Ltd., Harlow, UK.

NIAST. 2000. Methods of soil and plant analysis.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RDA, 

Suwon, Korea.

Park, Y., J.S. Kim, J.Y. Jung, S.Y. Ha, J.H. Park, and J.K. Yang. 2017. Effect of tree age and tree growth on jujube 

(Zizyphus jujuba var. inermis) fruit yield. J. Agric. Life Sci. 51:15-21.

Pressman, E., R. Shaked, and L. Arcan. 1993. The effect of flower-inducing factors on leaf tipburn formation in 

Chinese cabbage J. Plant Physiol. 141:210-214.

Rouphael, Y., M. Cardarelli, E. Rea, and G. Colla. 2012. Improving melon and cucumber photosynthetic activity, 

mineral composition, and growth performance under salinity stress by grafting onto Cucurbita hybrid rootstocks. 

Photosynthetica 50(2):180-188.

Saleh, S.A. 2009. Precision stressing by supplemental Ca and Bacillus subtilis FZB24 to improve quality of lettuce 

under protected cultivation. Acta Hortic. 824:297-302.

Saure, M.C. 1998. Causes of the tipburn disorder in leaves of vegetables. Sci. Hortic. 76(3-4):131-147.

Selling, S., A.H. Wissemeier, P. Cambier, and P. Van Cutsem. 2000. Calcium deficiency in potato (Solanum tuberosum 

ssp. tuberosum) leaves and its effects on the pectic composition of the apoplastic fluid. Physiol. Plant. 109:44-50.

Tibbitts, T.W. and R.R. Rao. 1968. Light intensity and duration in the development of lettuce tipburn. Proc. Am. Soc. 

Hortic. Sci. 93:454-461.

Van den Ende, J., P. Koornneef, and C. Sonneveld. 1975. Osmotic pressure of the soil solution: Determination and 

effects on some glasshouse crops. Neth. J. Agric. Sci. 23(3):181-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