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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7) 고추의 저온 및 일조부족시 피해경감제 처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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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구의 온도는 화석연료의 사용 증가 등으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온도상승과 더불어 이상기상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작물 생산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고추는 각종 양념에 필수적으로 
사용(3.4kg/인/년)되고 있어 공급량 부족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안정적 생산이 중요하
다. 그러나 고추가 주로 노지에서 재배되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상기상 발생시 피해가 심하다. 따라서 본 
실험은 고추재배시 갑작스런 저온과 일조부족이 발생되었을 때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을 위해서 
수행하였다.

2. 자료 및 방법
시험재료는 농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슈퍼마니따’(Capsicum annum L. cv. ‘Super Manita’, Nongwoo 

Bio Co., Suwon, Korea) 고추를 사용하여 2월 9일 72구 플러그트레이에 시판 경량상토를 채운 후 파종하였다. 
정식은 4월 19일에 직경 12 cm, 높이 45 cm 크기인 화분에 하였고, 첨단 이상기상연구동 시설내에서 저온처
리 후 비가림하우스에서 일조부족 조건을 처리하였다. 저온조건은 낮온도 12℃, 밤온도 9℃로 설정하여 3일 
동안 처리하였고, 일조부족 조건은 자연광 조건을 기준으로 무차광, 30% 차광, 60% 차광조건으로 처리하였다. 
저온조건과 일조부족조건 처리 후 피해경감물질을 처리하였는데, Glutamic acid 2농도(2.5 mM, 5 mM), 
Salicylic acid 2농도(1 mM, 2 mM), Brassinosteroids 2농도(50 nM, 100 nM), Sodium nitroprusside 2농도(0.25 
mM, 0.5 mM), dl-2-Aminobutyric acid (20 mM),  Metyl-Jasmonate (100 uM) 및 규산제(1/2000, 시판용) 등 11
처리를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생육조사 결과, 첫번째 방아다리까지의 길이는 30% 차광조건에서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처리구 24.4 

cm 대비 Salicylic acid 2 mM 처리구에서 29.5 cm로 컸으며, 60% 차광조건에서는 대조구 23.7 cm보다 
Brassinosteroid 100 nM 처리구에서 30.2 cm로 컸다. 엽록소함량(SPAD)은 30% 차광조건에서 Brassinosteroid 
50 nM, dl-2-Aminobutyric acid 20 mM 처리구에서 큰것으로 나타났고, 60% 차광조건에서는 처리효과가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정상과수와 총 과실수에 있어서는 저온과 일조부족(30%, 60% 차광) 조건시 본 실험에
서 사용한 피해경감처리제를 살포하면 대조구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량 감소를 막을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추재배시 저온 및 일조부족 조건이 발생하게 되면 안정적 수량 확보를 위해서 
피해경감제를 살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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