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론

치커리의 한 종류인 라디치오(Cichorium intybus L. var. Folisum)는 적색과 흰색으로 이루어진 잎을 가진 결구형 

엽채류로, 주로 유럽과 미국에서 샐러드용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식생활 소비 패턴의 변화 및 외

식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소비 및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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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xperiment provides basic data for selecting the best variety of radicchio in Gangwon-do, 

highland.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in an open field in Taebaek-si (at the high altitude of 800 

m) in 2021. Varieties compared were ‘Leonardo’, ‘Raffaello’, ‘Rossini’, ‘Rubro’, ‘Vasari’, ‘Botticelli’,

and ‘Canaletto’, which are all widely cultivated in Europe and the United States. The weight, 

spherical index, and predicted quantity were investigated. Most of the radicchios planted in spring 

bolted, which aligns with the chicory flower differentiation. Additionally, the high seasonal 

temperatures impacted the anthocyanin synthesis causing low spring crop quality. In spring, 

‘Leonardo’ had the highest cultivation period with a rate of 93.3% and an average weight of 343 g. 

‘Leonardo’ was also the best for the predicted yield per unit area of 1,170 kg/10 a. In autumn, 

‘Leonardo’ had the highest product rate of 84.4%. However, ‘Canaletto’ was the heaviest at 376.6 

g. There was no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weight difference between ‘Canaletto’, ‘Leonarod’, 

‘Raffaello’, or ‘Rossini’. The highest predicted yield per unit area was ‘Canaletto’ at 1,102 kg/10 

a. Therefore, we select ‘Leonardo’ as the best variety, it consistently displayed the highest 

quantity and quality of radicchio for growing in both spring and autumn in high altitude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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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치오의 최근 5년간 평균 수입량은 850여 톤 수준으로 주요 수입국은 미국과 벨기에이다(Trade map, 2021). 이 

라다치오는 소비량의 증가에 따라 국내에서도 충북 제천지역을 중심으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국내 재배면적

은 약 15 ha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MAFRA, 2021).

성숙한 라다치오의 크기는 지름 13－16 cm의 구형이며 양상추보다 조금 작다(Dennis R. Decoteau, 1999). 상추와 

비슷한 호냉성 채소로 생육적온이 15－20°C이기 때문에 서늘하면서 긴 재배기간을 요구하고, 특히 결구시기에 고온

보다는 서늘한 기후가 품질을 좋게 만든다. 그리고 추대반응은 저온에 일정기간(6°C, 1－2주) 접하면 꽃눈이 분화되

고 그 이후 장일 조건에서 꽃대가 오르게 된다(Park, 2018). 따라서 봄에 재배를 하게되면 유묘기에 저온조건, 수확기

엔 장일조건에 놓여 추대가 많이 발생하게 됨으로 봄보다는 가을에 수확되는 산물의 품질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녹색을 띠는 라디치오의 잎에 비해 붉은 색을 띠는 잎이 더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데, 이는 안토시아닌의 존재 때문이다(Innocenti et al., 2005; Tavarini et al., 2007). 이 붉은 잎은 안토시아닌을 가

지고 있으며 항산화, 항균 및 항암 특성으로 인해 인체 건강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lifford, 

2000; D’Evoli, 2011).

현재 재배되고 있는 모든 붉은색 유형의 라디치오는 15세기에 처음 도입된 붉은 잎이 있는 개체에서 파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라디치오의 품종들은 과거 이탈리아 베로나 지역에서 육성이 되었는데, 그 종은 “Rosso di Treviso”의 긴 

라디치오에서 짙은 붉은색 잎을 형성하는 것 중 내한성이 강한 종이 선발되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Rosso di 

Verona”가 1960년대에 처음 얻어졌다. 그리고 동그란 라디치오(Rosso di Chioggia)는 베니스 남쪽에 있는 Chioggia 

지역에서 1980년대에 처음 선발되었다. 이 라디치오는 전 세계의 매우 다른 환경에서 뛰어난 적응력을 보이기 때문에 

이탈리아 이외의 지역에서도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주년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라디치오 

중에서 가장 널리 재배되고 있다. 종자산업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라디치오 품종이 많이 육성되어 왔지만, 여전히 이

탈리아의 전통 품종들이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Lucchin et al., 2008). 

라디치오는 국내에 도입 된지 얼마 되지 않아 재배역사가 짧다. 특히, 아직까지 국내의 기후와 재배여건에 맞는 품

종 정보가 전무한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처음 도입하기엔 진입장벽이 높은 작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새로운 

유망작목 발굴을 위한 첫 번째 과정으로써 고랭지에서 라다치오의 기초 적응력과 품종 선발을 위한 기본자료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 지역의 기상 및 토양자료 분석

시험지의 최고, 최저, 평균온도, 강수량 등 재배기간 중 외부기상 정보는 태백의 시험지로부터 11.8 km거리에 위치

한 태백기상대(216), 방재기상관측(AWS)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시험연구포장 노지의 1 m 높이에 간이백엽상

을 설치하여 지온(S-THB-M002, Onset Computer, USA) 센서를 이용하여 데이터로거(H21-USB, Onset Computer, 

USA)로 매 1분마다 정보를 수집하였고 일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토양시료 분석은 하였다(Table 1). 분석 이후 정식

포장은 농촌진흥청 치커리 표준시비량에 따라 10 a당 질소 7.9 kg, 인산 0 kg, 칼리 2.8 kg, 우분퇴비 443 kg를 시용하

였다. 그리고 봄과 가을 작형 모두 정식 후 약 40일이 되었을 때 10 a당 질소 9.6 kg, 가리 5.3 kg의 비료를 고랑에 추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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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품종

강원도 고랭지에서의 라디치오 적품종을 선발하기 위하여 글로벌 회사인 Bejo seed사의 ‘Leonardo’, ‘Raffaello’, 

‘Rossini’, ‘Rubro’, ‘Vasari’, ‘Botticelli’, ‘Canaletto’ 시험에 사용하였다. 이 품종들은 유럽과 미국 등 주요 생산국가

에서 주로 생산하는 품종들이다. 이들은 자가불화합성을 이용한 OP (방임수분형) 품종으로 생육 속도가 비슷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결구형인 것을 시험 재료로 선정하여 이용하였다.

육묘 및 정식

라다치오의 육묘는 강원도농업기술원 채소 육묘 유리온실 내에서 수행되었다. 봄 작형용은 4월 16일에 파종하였

고, 가을 작형용은 6월 30일에 파종을 하였다. 봄 작형의 육묘기간은 32일, 가을 작형의 육묘기간은 30일이었으며, 육

묘기간 동안 시설 내 온도는 주간 25°C 내외, 야간 14°C 이상으로 유지하였다.

봄 작형 라다치오의 묘소질 조사는 파종 32일 후인 5월 18일에 실시하였으며, 가을 작형의 경우 파종 30일 후인 7월 

30일에 수행하였다. 묘 전체의 생체중은 품종별로 임의로 15개체를 선별하여 전자저울(HS1000TB, Hansung,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초장은 기부에서 가장 높게 전개된 잎을 대상으로 버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고, 엽장과 엽폭은 가장 크게 전개된 잎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육묘 과정을 거친 이후 강원도 태백시 원동에 위치한 해발 800 m의 노지 포장에 정식하였다. 정식을 위한 이랑은 

60 cm, 고랑 30 cm의 두둑을 만들었고, 이후 고밀도 흑색 비닐을 이용하여 멀칭 하였다. 정식거리는 90 × 30 cm 간격

으로 정식하였고, 관수는 시간당 700 ml 공급 가능한 점적 구멍이 10 cm 간격인 점적테이프를 외줄로 설치하여 오전 

9시경 15분간 3－4회/주 관리하였다. 

생육 조사

봄 작형의 라다치오는 정식 후 74일간 재배한 7월 30일에 수확을 하였고, 가을 작형은 정식 후 75일간 재배한 10월 

12일에 수확하였다(Bejo seeds, 2017; Suhonen, 1991). 정식 된 개체들의 경우 일시에 수확을 하였고 품종별로 15주

씩 3회 임의선별 수확하여 전자저울(HS1000TB, Hansung, Korea)로 지상부 생체중을 측정하였다. 아울러, 완전히 

전개된 하단으로부터 25번째 본엽을 선정하여 엽장, 엽폭을 측정하였으며 색차계(CR-300, Konica Minolta, Japan)

를 이용하여 L*, a*, b* 값도 측정했다. 그리고 총 150주를 대상으로 상품율, 비상품율(미숙, 추대, 고사, 병 등)을 조사

하였으며 수확물의 평균 무게와 상품률, 재식간격(90 × 30 cm)을 토대로 10 a당 예상 수확량을 조사하여 품종별 차이

를 검정하였다.

Table 1. Analysis of soil samples by cultivation region

Region pH
EC

(dS/m)

SOM

(g/kg)

Cation Av

P2O5

(mg/kg)

Ca

(cmol+/kg)

K

(cmol+/kg)

Mg

(cmol+/kg)

Na

(cmol+/kg)

Highland

(Taebaek)
4.91 3.19 6 3.4 0.72 0.97 0.41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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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 package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n 9.3, SAS Institute Inc, USA)를 이용하여 Duncan’s 

Multu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5% 유의수준에서 각 처리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시험지역 환경데이터

품종별 차이를 구명하는 시험을 진행했던 태백의 시험연구포장의 외기와 토양 지하부의 온도를 측정하여 환경데

이터를 수집하였다. 봄 작형의 파종부터 수확기까지의 대기 적산온도는 1881.0°C, 정식부터 수확까지의 토양 적산온

도는 1340.8°C이었다. 가을 작형 조사결과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외기 적산온도는 2199.1°C, 정식부터 수확까지의 

토양 적산온도는 1325.5°C였다(Table  2). 두 작형의 비교 조사결과 파종부터 수확까지의 외기 적산온도는 봄 작형이 

가을작형에 비하여 318°C 낮았지만, 정식부터 수확까지의 지온은 봄 작형이 가을작형에 비하여 15.3°C 높았다. 특히, 

결구 잎의 안토시아닌 발현이 시작되는 정식 후 40일부터 수확까지의 외기 적산온도는 가을작형이 봄 작형에 비하여 

173.4°C 낮았고, 지온 적산온도 또한 167.8°C 낮았다.

품종별 묘소질 특성 비교

봄 재배 시 라디치오 7품종의 초장은 13.2－18.7 cm, 엽장은 12.3－17.8 cm, 엽폭은 4.6－5.8 cm, 엽수는 4.0－4.6

개, 생체중은 1.9－3.6 g 범위에서 조사되어, 묘의 특성은 품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Table 3). 특히 7품종 중에서 

‘Leonardo’의 유묘의 엽이 가장 빨리 적색으로 변했다(Fig. 1).

Table 2. Collated temperature data of cultivation period in spring (1nd) (Unit: °C)

Experiment

period

Sum of average 

temperature

Sowing－

Planting

Planting－Planting 

after 40 days

Planting after 

40days－Harvest
Total

Spring1)

(May-Jul)

Air 478.5 702.7 699.8 1881.0

Soil - 668.0 672.8 1340.8

Autumn2)

(Jul-Oct)

Air 821.2 851.5 526.4 2199.1

Soil - 820.5 505.0 1325.5

1)Spring: Sowing (4.16.), Planting (5.18.), Planting after 40 days (6.26.), Harvest (7.30.)
2)Autumn: Sowing (6.30.), Planting (7.30.), Planting after 40 days (9.7.), Harvest (10.12.)

Table 3. Comparison of seedling varieties planted on May 18th 2021

Variety
Plant height

(c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No. leaf

(number) 

Fresh weight

(g) 

Leonardo  18.5 az 17.1 a 5.6 b 4.0 b   3.2 ab

Raffaello 15.9 b 15.1 b 5.8 a 4.1 b 3.6 a

Rossini 16.3 b 15.4 b 5.0 d 4.6 a   2.9 bc

Rubro 16.5 b 14.9 b 4.9 d 4.1 b 2.4 d

Vasari 13.2 d 12.3 c 4.6 e   4.3 ab 1.9 e

Botticelli 14.6 c 13.2 c 5.3 c   4.2 ab   2.5 cd

Canaletto 18.7 a 17.8 a 5.4 c 4.1 b 3.0 b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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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재배 시 라다치오의 묘소질 특성을 조사한 결과(Table 4) 역시, 초장은 6.4－9.1 cm, 엽장은 4.4－6.2 cm, 엽폭

은 2.6－4.2 cm, 엽수는 3.6－4.6개, 생체중은 0.7－1.0 g 범위에서 나타나, 묘의 특성이 품종에 따라서 차이를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잎의 외관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2).

품종별 생육 및 품질 특성

봄 작형에서 구중은 ‘Rossini’ 364.7 g으로 가장 무거웠고, ‘Leonardo’, ‘Rubro’, ‘Botticelli’, ‘Raffaello’가 325.3

－343 g으로 비슷했으며, ‘Canaletto’, ‘Vasari’가 274.4－305.8 g으로 가장 낮았다. 구형지수는 ‘Vasari’, ‘Botticelli’

Table 4. Comparison of seedling varieties planted in autumn (on July 30th 2021)

Variety
Plant height

(c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No. leaf

(number) 

Fresh weight

(g) 

Leonardo  8.4 az 6.1 a 3.2 b 3.6 c   0.9 ab

Raffaello   6.9 bc 5.2 b 3.0 b 4.6 a   0.9 ab

Rossini 8.5 a 5.0 b   2.8 bc   3.9 bc   0.9 ab

Rubro   6.7 bc 4.4 c 2.6 c   4.3 ab 0.7 c

Vasari 6.4 c 4.8 b 3.2 b   4.4 ab   0.9 bc

Botticelli 7.2 b 5.7 a 4.2 a 3.8 c 1.0 a

Canaletto 9.1 a 6.2 a 3.1 b   3.9 bc   1.0 ab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Fig. 1. Photograph of each seedling variety planted in spring (on May 18th 2021). A:‘Leonardo’; B:‘Raffaello’; C:‘Rossini’; 

D:‘Rubro’; E:‘Vasari’; F:‘Botticelli’; G:‘Canaletto’.

         

      

Fig. 2. Photograph of each seedling variety planted in autumn (on July 30th 2021). A:‘Leonardo’; B:‘Raffaello’; C:‘Rossini’; 

D:‘Rubro’; E:‘Vasari’; F:‘Botticelli’; G:‘Canale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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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0.9로 편원형이었고, ‘Leonardo’는 1.0으로 완전 원형이었으며, 나머지 품종들은 장타원형이었다. 7개의 품종 중

‘Rubro’는 가장 큰 구형지수(2.0)를 나타냈다. 엽장과, 엽폭은 ‘Rubro’가 28.2, 13.0 cm로 가장 길었다. ‘Canaletto’와 

‘Rossini’의 엽장은 16.8－17.3 cm으로 ‘Rubro’다음으로 긴 엽장을 보였다. 그 이외의 품종의 엽장은 11.5－12.8 cm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엽폭은 ‘Canaletto’와 ‘Rossini’가 11.6－11.8 cm으로 ‘Rubro’다음으로 긴 엽폭을 보

였다. 그 이외의 품종의 엽폭은 9.3－11.0 cm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엽수의 경우 ‘Botticelli’가 40.7개로 가장 많았으

며, ‘Rubro’와,‘Canaletto’의 엽수는 26.5개와 26.6개로 가장 작았다(Table 5).

가을작형의 품종별 구중은 ‘Canaletto’, ‘Rossini’, ‘Raffaello’, ‘Leonardo’가 356.6－376.6 g으로 가장 무거웠으

며, 다음으로 ‘Vasari’, ‘‘Botticelli’ 순이었고, ‘Rubro’가 가장 낮았다. ‘Rubro’의 무게는 시험품종 중 가장 무거운 

‘Canaletto’에 비해 73.7%밖에 미치지 못했다. 구형지수는 ‘Leonardo’, ‘Raffaello’, ‘Vasari’, ‘Botticelli’가 0.9로 편

원형이었고, ‘Rossini’는 1.0으로 완전 원형이었으며, ‘Rubro’, ‘Canaletto’는 각각 1.6, 1.2로 장타원형이었다. 엽장은 

‘Rubro’가 18.9 cm로 가장 길었으며, ‘Canaletto’가 15.6 cm로 두 번째였다. 그 이외의 품종의 엽장은 11.2－13.4 cm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엽폭은 ‘Canaletto’가 12.7 cm로 가장 길었으며, ‘Rubro’, ‘Leonardo’, ‘Rossini’ 가 12.0－12.2 

cm로 두 번째였다. 그 이외의 품종의 엽폭은 10.8－11.6 cm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엽수는 ‘Raffaello’가 35.8개로 가

장 많았으며, ‘Botticelli’가 34.7개로 두 번째였다. 그 이외의 품종은 22.－33.2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Table 6).

시험 7품종의 구 특성은 모두 원형(Radicchio di chioggia)으로 보고되었으나(Bejo seeds, 2017), 봄 작형의 

‘Rubro’, ‘Rossini’, ‘Canaletto’ 품종은 장타원의 구 특성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Rubro’ 등 3품종은 추대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라디치오의 크기는 주로 300 g 이상으로, 무게가 많이 나

가면 나갈수록 경락가격이 높다. 아울러 가로와 세로의 폭이 같은 구형이 상품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

서 봄 재배 시 태백지역에서 무게 및 구 형태를 고려한 최적 라다치오 품종은 ’Leonardo’, ‘Raffaello’, ‘Botticelli’로 

조사되었다. 가을 작형의 수확물의 구형지수는 전반적으로 우수했다. 하지만 시험 품종 중 ‘Rubro’는 장타원형이고, 

무게가 277.8 g이었기 때문에 출하 시 상품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다.

봄 작형의 품종별 상품률 조사 결과 ‘Leonardo’가 93.3%로 가장 높았고, ‘Vasari’가 91.3%로 두 번째였다. 그 이외

의 품종들은 80% 이하의 상품률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Rubro’는 71%가 적색 발현이 원활하지 않았고, 18.9%

Table 5. Spring harvest characteristics of each radicchio variety (on July 30th 2021)

Variety

Head

fresh weight

(g)

Spherical 

index

(head 

height/head 

width)

Head height

(cm)

Head width

(c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No. leaf

(number)

Leonardo  343.0 bz 1.0   10.7 de 10.7 b 12.2 c   10.9 bc 35.4 b

Raffaello 325.3 b 1.1 11.6 d 10.6 b 12.8 c   11.0 bc 37.7 b

Rossini 364.7 a 1.4 15.9 c   11.7 ab 16.8 b   11.6 ab 29.4 c

Rubro 331.0 b 2.0 27.8 a 13.7 a 28.2 a 13.0 a 26.5 d

Vasari 274.4 c 0.9 10.2 e 11.0 b 12.1 c   9.3 c 34.7 b

Botticelli 327.6 b 0.9   9.8 e 10.6 b 11.5 c   10.8 bc 40.7 a

Canaletto   305.8 bc 1.4 17.4 b   12.2 ab 17.3 b   11.8 ab 26.6 d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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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추대되었으며 9.1%가 병징이 나타났다. 그리고 ‘Canaletto’는 90%가 적색 발현이 원활하지 않았고, 10%에서 병

징이 나타나 이들 품종의 상품률은 0%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도 ‘Rossini’는 65% 정도가 추대되어 상품률이 많이 낮

았고, ‘Raffaello’는 49.4%에서 병징이 나타났는데, 균 분리를 통한 동정 결과 균핵병으로 밝혀졌다(Table 7, Fig. 3). 

균핵병의 증상으로는 무름병과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식물의 뿌리 조직이 부패가 되어 식물 전체가 시드는 증상을 보

였다. 이 병은 주로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근권부위에 많이 발생하였다(Tu, 1997). 이는 작물의 생육 후기가 됨에 따라 

식물체의 잎이 무성해지고 근권부위와 대기의 공기순환이 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병 발생이 많아진 것으로 추정

되었다(Koh et al., 2019). 또한 ‘Raffaello’에서 많이 발생했는데, 이 품종은 특히 ‘Leonardo’ 등 6품종에 비해 균핵병

에 대한 감수성이 높았다.

‘Leonardo’, ‘Vasari’는 정식초기의 저온과 생육후기의 고온다습 조건에 강하여 생육이 원활하였고, ‘Raffaello’등 

5품종에 비하여 추대반응이 더딘 만생종 품종으로 판단되었다. 상기에 제시된 결과는 기존의 칠레에서 수행한 라디

치오 적품종 선발 시험의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이다(Ricardo et al., 2016). Ricardo (2016)는 ‘Leonardo’ 등 11품종

을 대상으로 칠레의 Central 지역에서 품종 선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Leonardo’가 수량과 품질에서 가장 우수한 결

과를 나타내는 것을 도출하였다.‘Rubro’와 ‘Canaletto’는 서늘한 유럽의 기후에서는 원형의 적색 라디치오가 생산 되

었으나(Bejo seeds, 2017), 우리나라의 고온다습한 여름의 조건에서는 안토시아닌 발현이 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Islam, 2019). 따라서 이 품종은 봄 재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라디치오의 주된 특징은 적색의 잎이기 때문에 ‘Raffaello’과 ‘Rossini’는 단면 내부의 속잎이 노란색으로 발현되

어 품질이 떨어졌다. 또한 ‘Rubro’와 ‘Canaletto’는 결구가 원활하지 않으며 적색이 거의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

품성이 없었다(Fig. 3). Gazula (2005)는 라디치오에 있어 적색은 단순히 내수시장 뿐만이 아니라, 수출시장에 있어서

도 경쟁력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로써 제시한 바 있다. 본 실험 결과 ‘Leonardo’, ‘Vasari’그리고 ‘Botticelli’는 구

형이고 적색발현이 잘 이뤄졌기 때문에 상품성 있는 라디치오의 모습으로 판단되었다. 고온기에 생장하는 봄 재배는 

결구되는 잎의 안토시아닌 발현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데(Islam, 2019), ‘Leonardo’는 잎의 안토시아닌 발현 또한 우

수했다.

가을 작형의 상품률은 ‘Leonardo’가 84.4%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고, ‘Vasari’가 82.3%로 두 번째였다. 그 이외에 

품종들의 80% 이하로 낮게 조사되었다. 그중 ‘Rubro’와 ‘Canaletto’는 봄 작형에서와 마찬가지로 0%의 상품률을 보

Table 6. Autumn harvest characteristics of each radicchio variety (on October 12th 2021)

Variety

Head

fresh weight

(g)

Spherical 

index

(head 

height/head 

width)

Head height

(cm)

Head width

(c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No. leaf

(number)

Leonardo  356.6 az 0.9 10.0 d 10.7 a 12.0 d   12.0 ab   31.6 bc

Raffaello 366.1 a 0.9   9.9 d 11.6 a   11.6 de   11.4 bc 35.8 a

Rossini 370.9 a 1.0 11.8 c 11.3 a 13.4 c   12.0 ab   29.9 cd

Rubro 277.8 b 1.6 16.7 a 10.7 a 18.9 a   12.2 ab 22.4 e

Vasari   315.0 ab 0.9   9.3 d 10.5 a 11.2 e 10.8 c     33.2 abc

Botticelli   325.8 ab 0.9   9.3 d 10.9 a   11.5 de   11.6 bc   34.7 ab

Canaletto 376.6 a 1.2 13.4 b 11.4 a 15.6 b 12.7 a 27.8 d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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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Rubro’의 95%는 적색 발현이 원활하지 않았고, 4.3%가 추대되었으며 0.7%가 병에 걸렸다. 그리고 ‘Canaletto’

는 93.2%가 적색 발현이 원활하지 않았고, 4.5%가 추대되었으며, 2.3%가 병에 걸렸다. 그 이외에도 ’Botticelli’는 

44.7%가 미숙하였고, ‘Raffaello’는 19.9%가 미숙하였고, 20.1%가 병징이 발견되었다(Table 8).

수확물에 대한 상품률 조사 결과 ‘Botticelli’, ‘Raffaello’, ‘Vasari’, ‘Leonardo’그리고 ‘Rossini’에서는 미숙 또는 

소과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온다습한 조건에 정식하게 됨으로써, 초반 활착이 불량해져 많

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Kasper and McMichael, 1992). 이와 함께 결구가 시작되는 정식 후 40일부터 저온이 

시작됨에 따라 원활한 생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특히 ‘Rubro’와 ‘Canaletto’의 경우 

봄 작형에 비교 시 적색 발현이 많이 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는데(Fig. 4), 이는 상대적으로 결구시기에 노출되었던 저온

에 의해서 안토시아닌 발현이 더 잘 이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Mori et al., 2003.). 하지만 상품성에 미치진 못하였

기 때문에 해당 품종들은 가을 작형에도 적절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Botticelli’, ‘Rossini’, ‘Canaletto’ 그

리고 ‘Rubro’는 추대가 많이 발생하여 고랭지에서 재배 시 추대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을 작

형 시험 과정 중 발생한 병은 봄 작형과 마찬가지로 모두 균핵병이었다. ‘Raffaello’품종은 봄 작형에서도 49.4% 발생

하였는데 가을 작형에서도 다른 품종보다 높은 20.1%의 빈도로 균핵병이 발생하여 균핵병에 대한 감수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Leonardo’과 ‘Vasari’는 정식초기의 고온과 생육 후기의 저온조건에 강해 생육이 원활하였고, 

‘Raffaello’ 등 5품종에 비하여 상품률과 구 외관이 우수하여 고랭지 재배용 품종으로써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봄 재배 작형에서, 밝기를 나타내는 L* 값은 ‘Canaletto’에서 58.3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Table 9). L* 값이 두 

Table 7. Comparison of quality characteristics of each radicchio variety in the spring harvest (on July 30th 2021)

Variety Product rate (%)

Non-product rate (%)

Total
Immature or 

small head
No color fading Bolting Disease

Leonardo 93.3 6.7 3 - - 3.7

Raffaello 50.6 49.4 - - - 49.4

Rossini 17.1 82.9 12 - 65 5.9

Rubro 0 100 - 71 18.9 9.1

Vasari 91.3 8.7 4.7 - - 4

Botticelli 77.2 22.8 10.8 - - 12

Canaletto 0 100 - 90 - 10

         

      

Fig. 3. Photograph of each radicchio variety at spring harvest (on July 30th 2021). A:‘Leonardo’; B:‘Raffaello’; C:‘Rossini’; 

D:‘Rubro’; E:‘Vasari’; F:‘Botticelli’; G:‘Canaletto’.



202 ∙ Journal of Agricultura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Vol. 34, Special Issue, 2022

번째로 높은 품종은 ‘Rubro’로써 42.6이었고, 다른 품종들의 L* 값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a* 값은 ‘Rossini’, 

‘Leonardo’, ‘Raffaello’, ‘Vasari’그리고 ‘Botticelli’가 30.2－34.6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Canaletto’와 ‘Rubro’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조사되었다. b* 값은 ‘Canaletto’가 33.3으로 가장 높았으며 

‘Rubro’의 경우 27.7로 두 번째로 높았다.

무게(Table 5)와 상품률 조사(Table 7) 그리고 재식간격(90 × 30 cm)을 토대로 10 a당 예상수량을 조사한 결과

‘Leonardo’가 1,170 kg으로 공시 품종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Botticelli’의 경우 968 kg로 두 번째로 높은 수량성을 

보였고, ‘Vasari’, ‘Raffaello’그리고 ‘Rossini’ 순으로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었다. ‘Rubro’와 ‘Canaletto’의 경우에는 

수확물의 적색 미발현과 추대로 인해 상품성이 없었기 때문에 상품수량은 0 kg으로 조사되었다(Fig. 5). 

가을 재배 작형에서 측정된 수확물 잎의 L*값은 ‘Rubro’가 36.9로 가장 높았다. 두 번째는 ‘Canaletto’, ‘Botticelli’

가 29.4－30.0이었고, 나머지 품종들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a* 값은 ‘Botticelli’가 34.2로 가장 높았지만 다른 

품종들과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다. b* 값은 ‘Rubro’에서 14.2로 가장 높았으며, 두 번째는 ‘Canaletto’가 11.9이었

다.‘Rossini’,‘Raffaello’는 7.7－8.1이었고, 그 이외의 품종들은 2.1－5.6으로 조사되었다(Table 10).

가을 작형에서 10 a당 예측된 수량의 경우 ‘Leonardo’에서 1,102 kg으로 조사되어 시험품종 중 가장 많았다. 

‘Rossini’가 1,097 kg으로 두 번째로 높은 수량성을 나타내었으며‘Vasari’는 945 kg, ‘Raffaello’는 777 kg, 

‘Botticelli’는 537 kg 수량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Rubro’와 ‘Canaletto’는 봄 작형과 유사하게 적색 미발

현으로 인하여 상품수량 이 0 kg으로 조사되었다(Fig. 6).

Table 8. Comparison of quality characteristics of each radicchio variety in the autumn harvest (on October 12th 2021)

Variety Product rate(%)

Non-product rate (%)

Total
Immature or 

small head
No color fading Bolting Disease

Leonardo 84.4 15.6 10.3 - 0.8 4.5

Raffaello 57.8 42.2 19.9 - 2.2 20.1

Rossini 80.8 19.2 9.7 - 5.8 3.6

Rubro 0 100 - 95 4.3 0.7

Vasari 82.3 17.7 15.5 - 1.5 0.7

Botticelli 45.0 65.0 44.7 - 8.0 2.2

Canaletto 0 100 - 93.2 4.5 2.3

         

      

Fig. 4. Photograph of each radicchio variety at autumn harvest (on October 10th 2021). A:‘Leonardo’; B:‘Raffaello’; 

C:‘Rossini’; D:‘Rubro’; E:‘Vasari’; F:‘Botticelli’; G:‘Canaletto’.



김경원 외 / 고랭지 재배시기에 따른 라디치오 품종별 수량 및 품질 비교 ∙ 203

이처럼 모든 지표를 고려했을 때 봄 작형과 가을 작형의 가장 큰 차이는 온도라고 판단되었다. 봄 작형의 경우 결구

가 진행되기 시작하는 정식 후 40일부터 수확일인 정식 후 75일까지의 기온 적산온도가 699.8°C로 온도가 높아 결구

가 원활치 않고, 잎의 적색 발현 또한 저조하였다. 반면 가을 작형의 결구시기의 경우엔 적산온도가 526.4°C로 상대적

으로 온도가 서늘하여 결구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었고, 잎의 적색발현 또한 원활하였다. 시험품종들 중 특히 

‘Raffaello’, ‘Rossini’, ‘Rubro’, ‘Canaletto’의 품종에서 위와 같은 특징을 보였다.

실제 고랭지에서 봄 작형 또는 가을 작형으로 이용해야 하는 품종은 ‘Leonaro’가 가장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적 요

본 실험은 강원도의 새로운 유망작목 발굴을 위한 과정으로써 고랭지에서 라다치오의 기초 적응력과 품종 선발을 

위한 기본자료를 얻기 위해서 수행하였다. 실험은 2021년에 태백시 원동(고랭지, 해발 800 m)의 노지포장에서 진행

하였고, 봄(봄 정식－여름 수확)과 가을(여름 정식－가을 수확), 2작기 실험을 진행하였다. 공시 품종으로는 유럽과 

미국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Leonardo’, ‘Raffaello’, ‘Rossini’, ‘Rubro’, ‘Vasari’, ‘Botticelli’, ‘Canaletto’였다. 육

묘는 각각 128공 플러그 트레이에 파종하여 약 30일 후, 본포에 정식하였고, 정식 후 약 75일이 되었을 때 일시에 수확

하여 품종별 구 특성 차이를 조사하였다. 구중, 구형지수, 예측수량 등을 조사하였으며, 2작기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

Table 9. Comparison of chromatic differences between each radicchio variety at spring harvest (on July 30th 2021)

Variety
Chromatic difference

huey

L* a* b*

Leonardo  25.8 cz  30.2 a   6.8 c  0.22

Raffaello 29.0 c  31.8 a   8.4 c  0.26

Rossini 27.9 c  34.6 a   8.0 c  0.25

Rubro 42.6 b -16.1 c 27.7 b -1.04

Vasari 28.6 c  30.8 a   7.5 c  0.24

Botticelli 27.4 c  33.0 a   1.9 d  0.06

Canaletto 58.3 a -0.3 b 33.3 a -1.57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yMean is arctan (b*/a*)

Fig. 5. Yield comparison by radicchio variety (kg/10 a) at spring har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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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시험결과, 봄 작형 수확물들이 전반적으로 추대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저온조건에서 화아분화되고 고온조건에서 

추대되는 치커리의 화아분화 기작과 일치하였다. 게다가, 결구시기의 높은 지온으로 인하여 안토시아닌 합성이 잘 되

지 않아, 봄 작형 수확물의 품질이 떨어졌다. 재배시기 및 품종별 구 조사 결과, 봄 작형의 상품률 조사 결과 

‘Leonardo’가 93.3%로 가장 높았고, 구형지수도 1.0으로 우수하였다. 구중은 ‘Rossini’가 364.7 g으로 가장 무거웠

고, 두 번째론 ‘Leonardo’가 343 g이었다. 이를 통한 단위면적당 예측수량 결과 ‘Leonardo’가 1,170kg/10 a로 시험 품

종들 중 가장 우수했다. 가을 작형의 상품률 조사 결과 ‘Leonardo’가 84.4%로 가장 높았고, 구형지수도 0.9로 우수하

였다. 구중은 ‘Canaletto’가 376.6 g으로 가장 무거웠지만 ‘Leonarod’, ‘Raffaello’, ‘Rossini’와 통계적으로 같았다. 

이를 통한 단위면적당 예측수량 결과 1,102 kg/10 a로 시험품종들 중 가장 우수했다.

따라서 고랭지 지역에서 라다치오에 있어서, 봄과 가을 작기 모두 시험품종 들 중 ‘Leonardo’가 가장 우수할 것으

로 판단되었다.

Table 10. Comparison of chromatic variations between different radicchio varieties at autumn harvest (on October 12th

2021).

Variety
Chromatic difference

huey

L a b

Leonardo  23.9 cz 29.0 a   5.6 d 0.19

Raffaello 22.9 c 30.9 a   8.1 c 0.26

Rossini 23.8 c 29.0 a   7.7 c 0.26

Rubro 36.9 a 28.7 a 14.2 a 0.46

Vasari 23.4 c 30.7 a   5.4 d 0.17

Botticelli 29.4 b 34.2 a   2.1 e 0.06

Canaletto 30.0 b 29.2 a 11.9 b 0.39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yMean is arctan (b/a)

Fig. 6. Yield comparison by radicchio variety (kg/10 a) at autumn harv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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