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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owth and physiological disorders caused by abnormally low temperatures were evaluated in pepper, an important field 

crop in Korea. In addition, the effects of chemical treatment using glutamine was verified on minimizing the damages by low 
temperature. The growth of pepper plants in stem length and diameter was suppressed as the temperature decreased from 25℃, 
and the suppression level was the highest for plants grown for 90 days at 20℃. However, root growth was not affected by the 
different temperatures. The number of leaf and leaf area decreased at the temperatures below 25C, an optimum temperature for 
growth. Fresh weight and dry weight  decreased for plants grown at 20℃. Pepper fruit yield also decreased by 11% at 20℃ in 
comparison to 25℃. Falling blossom rate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growth temperature, and the rate was 27.2% at 25℃, 
35.2% at 22.5℃, and 41.0% at 20℃, indicating that falling blossom rate increased as temperature decreased. Different growth 
temperatures did not affected on the level of symptom of calcium deficiency and Phytopathora blight. Falling blossom was 
severe at abnormally low temperature of 20℃, but the treatment of glutamine reduced falling blossom rate and increased the 
yield by 7.0% as compared to control. The optimum concentration of glutamine treatment was 10 mg/L for y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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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지구 곳곳은 온난화로 인해 기상재해 등 기후변화

로 인한 피해가 점차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구평

균의 두배 수준으로 온난화 진행속도가 빠르게 진행

되고 있어 기후영향에 의존적인 농업분야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작물의 개화, 출수

시기 변화 등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고 작물의 품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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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재배적지를 이동 시켜 농업에 영향을 미친다(FAO, 
2001; FAO, 2004; Parry 등, 2004). 

우리나라는 온난화 영향으로 식물재배에 적합한 

일수가 증가하나 강수량이 큰 폭으로 늘고 고온에 약

한 작물들의 생산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평균기온 5℃이상 일수를 의미하는 식물기간은 

과거보다(1969~1987)보다 9일 정도 길어졌으며, 아
울러 노지작물 재배에 중요한 무상일도 10년 1에 6.7
일 길어지는 등 작물재배의 작물재배에 유용한 측면

도 있다. 
그러나 온난화에 따라 여름과 겨울의 기후변화 역

시 극값을 기록해 최근 이상고온과 이상저온 함께 나

타나는 이상기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 발

생되는 기상재해는 이상기온, 집중호우, 황사, 폭설, 
가뭄, 건조 등(Menzel, 2000; Tao 등, 2006)이며, 기상

재해 1회 발생에 따른 평균 발생일수는 가뭄이 45.7일
로 가장 길고, 이상고온 7.8일, 이상 저온 4.0일, 대설 

2.6일, 황사 2.5일, 호우 2.4일, 태풍 2.1일, 우박 1.5일 

순이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기상재해에 따른 피

해액 증가하고 있고, 농업분야 피해액은 전체피해액

의 11% 내외이며, 연간 9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Lee와 Sim, 201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대체적으로 농업생산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Assa 등, 2004; 
Chmielewski 등, 2004; Mcwilliam, 1986; Midmore 
등, 1992; Pereira와 Chaves, 1995; IPCC, 2007; Wolfe 
등, 2005). 특히 고온성 작물에서는 지속적인 기온저

하는 생육지연과 착과율 저하로 인한 수량감소 및 착

색불량 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다. 
기상재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생산성을 유지하기 위

해서는 작목별 적지적작물 선정, 내재해성 품종개발

과 새로운 작물의 도입 등 대응전략 구축에 많은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추의 경우 고추

에서 광합성에 적합한 온도는 25~30℃의 비교적 높은 

온도를 요구하며, 생육에 적합한 온도는 24℃ 범위이

다. 20℃ 이하의 온도에서는 생육이 불량해지고, 화분

발아율이 낮아 낙과율이 증가할 것이며, 이는 곧 수확

량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상저온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지

채소인 고추에서 생육 및 생리장해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함으로써 이상저온 등 기상재해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아울러 저온피해

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적 대응방안으로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작물의 이상저온 조건설정

본 실험에 사용된 공시작물 및 품종은 노지 전용 고

추인 녹광(몬산토) 이었다. 실험장소는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청학리 산50번지 부산대학교 첨단온실에서 

수행되었다. 2013년 9월 1일 50공 플러그 트레이 파

종하여 30일간 육묘한 후 10월 2일에 플라스틱 폿트

(내경 30 cm)에 상토(비로커, 서울바이오)를 충진한 

후 폿트 당 1주씩 정식하였다. 
이상저온 조건이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자 재배온실의 온도환경을 생육적온인 25℃, 평균재

배온도 보다 2.5℃ 낮은 22.5℃ 및 평균재배온도보다 

5℃ 낮은 20℃의 온도조건에서 재배하였다. 시험구는 

처리당 30개체를 완전임의배치 3반복으로 하였다. 재
배상의 기타 관리는 농시표준법에 준하였다.

생육조사는 정식한 묘를 온도처리를 한 후 30일, 60
일 및 90일 등 30일 간격으로 식물체의 생육을 조사하

였다. 조사방법은 시험구에서 반복 당 10주의 묘를 채

취하여 초장, 경직경, 엽면적, 엽수, 근장, 생체중 및 

건물중을 조사하였다. 엽면적 측정은 엽면적 측정기

를 이용하였고, 근장은 뿌리를 물로 완전히 씻어 흙을 

제거한 후 뿌리의 가장 긴 부분을 측정하였다. 엽수는 

잎의 길이가 1 cm 이상인 것을 조사하였다. 건물중은 

105℃에서 3시간 건조 후 측정하였다

이상저온 조건이 고추의 생리장해 및 발병율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칼슘결핍증과 역병 발병율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각각의 처리온도에서 생육과

정 중에 나타나는 칼슘결핍 증상 및 역병 발병정도를 

달관으로 조사하여 전체 공시처리구의 백분율로 환산

하였다. 

2.2. 저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학적 처리 수준 구명  

이상저온에서 고추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학적 대

응방안을 강구하고자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을 사용하

였다. 이상저온 조건은 고추의 평균재배온도인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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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plant height, stem diameter and root length of pepper seedling as affected different growth temperature. 
Growth was measured at 30, 60 and 90 days after sowing

Temperature
(℃) 

Plant height 
(cm)

Stem diameter
(mm)

Root length
(cm)

30 z 60 90 30 60 90 30 60 90
 20.0 
 22.5
 25.0
 LSD(0.05)

13.4
14.6
15.8
0.9

33.1
35.3
36.5
 1.2

 73.1
 96.3
116.5
 7.2

2.36
2.48
2.53
0.13

4.58
4.68
4.73
0.21

6.62
6.88
7.12
0.21

10.56
10.89
11.45
NS

12.23
13.28
14.63
 1.02

51.23
50.28
53.63
 NS

z Days old seedling
y Means separation in columns by LSD test, P=0.05.

Table 2. Changes in number of leaves, leaf area and yield of pepper seedling as affected different growth temperature. Growth 
was measured at 30, 60 and 90 days after sowing. Growth was measured at 30, 60 and 90 days after sowing

Temperature
(℃) 

No. of Leaves Leaf area(cm2) Yield(g/plant)

30 z 60 90 30 60 90 30 60 90
 20.0 
 22.5
 25.0
 LSD(0.05)

16.1
17.2
18.1
 0.6

82.1
85.3
94.6
 2.1

289.5
302.2
312.1
 6.7

 97.2
104.4
117.3
  8.1

 979.2
1,121.1
1,246.4
 103.1

3,245.1
3,562.4
3,723.3
 121.2

-
-
-
-

16.3
26.4
32.2
 2.8

 60.9( 88.9)
 64.7( 94.5)
 68.5(100.0)
  1.1

z Days old seedling
y Means separation in columns by LSD test, P=0.05.

보다 5℃ 낮은 20℃의 온도조건을 설정하였다. 글루

타민 처리수준은 5 mM 및 10 mM 이었고, 정식하여 

30일 경과 한 60일묘에서 1주일 간격으로 2회 엽면살

포 하였다. 
생육조사는 글루타민을 처리한 후 30일이 경과한 

90일묘에서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초장, 경직경, 엽
면적, 엽수, 근장, 낙화율, 생체중 및 건물중 이었고, 
조사방법은 위의 방법과 동일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SAS 0.2 SAS Institute Inc.,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으며, 평균

간 비교는 최소유의차(LSD) 검정을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이상저온이 생육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계절이 불규칙해지고, 기상

재해가 빈번해지는 기후변화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후변화는 기후의존적인 농업에 가장 큰 피해

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상이변이 노지 고추

의 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피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진

단할 필요성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상저

온이 고추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생육적온인 25℃를 기준하여 -2.5℃ 저

온은 22.5℃ 및 -5℃ 저온인 20℃로 조절된 온실에서 

재배하면서 시기별 생육을 조사하였다. 
Table 1에서보면 고추의 신장생장은 생육적온인 

25℃보다 온도가 낮을수록 신장생장은 낮았고, 경직

경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생육이 

진전된 90일간 재배한 식물체에서 현저하였다. 25℃에

서 90일간 생육시킨 식물체는 초장이 116.5 cm 이었으

나, 20℃에서는 73.1 cm로 신장 생장이 낮았다. 또한 

25℃에서 생육된 식물체는 경직경이 7.12 mm 인데 

비해 20℃에서는 6.62 mm로 경직경이 낮았다. 반면 

뿌리생육도 생육온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따라

서 고추에서 생육적온을 기점으로 하여 -5℃ 낮은 20℃
의 저온은 25℃에 비해 전반적인 생육이 낮았다.

Table 2에서 보면 고추의 생육적온인 25℃보다 저

온에서 재배하면 엽수와 엽면적이 감소하였다. 이러

한 경향은 저온인 20℃에서 생육일수가 진전될수록 

뚜렷하였다. 수확량은 생육온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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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 

Fresh wt.(g) Dry wt.(g)

30 z 60 90 30 60 90

 20.0 
 22.5
 25.0
 LSD(0.05)z

0.56
0.61
0.66
0.04

48.5
51.5
53.8
 2.8

117.2
125.4
128.3
  3.5

0.56
0.61
0.66
0.04

48.5
51.5
53.8
 2.8

117.2
125.4
128.3
  3.5

z Days old seedling
y Means separation in columns by LSD test, P=0.05.

Table 3. Changes in fresh and dry weight of pepper seedling as affected different growth temperature. Growth was measured at 
30, 60 and 90 days after sowing

Temperature
(℃) 

Flower abscission
(%)

Calcium deficiency
(%)

Fruit rot
(%)

20.0 
22.5
25.0
LSD(0.05) z

41.0(152)
35.2(129)
27.2(100)

2.5

1.8
0.3
0.0
NS

0.0
0.0
0.0
NS

z Means separation in columns by LSD test, P=0.05.

Table 4. Changes in flower abscission, calcium deficiency and fruit rot of pepper seedling as affected different growth 
temperature. Growth was measured at 90 days after sowing

으며, 생육적온인 25℃에서 90일 재배한 식물체는 주

당 68.5g의 고추 생산량을 보였으나 20℃에서는 

61.2g에 불과하였다. 이는 생육적온인 25℃에 비해 생

산량이 88.9% 수준에 불과하며, 저온에 의해 생산량

이 11% 감소함을 의미한다.
Table 3.에서 보면 생체중 및 건물중은 생육적온인 

25℃보다 저온인 20℃에서 재배된 식물체에서 낮았

다. 이와 같이 고추는 25℃에서 균형적인 안정생육과 

생식생장이 전개되었으나 20℃의 저온재배는 전반적

인 생육이 생장적온보다 낮았다(Table 3). 이와 같이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을 병행하는 고추에서 저온에 의

한 생육의 저하는 담과 능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

상된다. 담과 능력은 수량을 좌우하는 지표로써 식물

체가 강건할수록 담과 능력은 커진다. 전반적으로 생

육적온에서는 생육이 원활하여 건물생산이 높아 담과

능력이 향상되지만 (Heo 등, 2013), 생육적온보다 낮

은 저온재배는 담과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판단된다.

3.2. 이상저온이 고추의 생리장해 및 발병율에 미치는 

영향

고추의 이상저온에 의한 낙과율, 칼슘결핍증, 역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

내었다. 고추재배에서 낙화는 수확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며, 낙화의 발생 원인은 생리적인 원인과 환경

적인 요인으로 대별된다. 생리적인 원인은 식물체의 

담과 능력의 차이이고, 환경적인 요인은 재배에 관련

된 모든 환경요인들인데 이들은 단독 또는 복합적으

로 낙화에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Marcelis 등, 2004; 
Snyder 등, 2001). 

고추의 생육온도를 달리하여 낙화율을 조사한 결

과 생육적온인 25℃에서는 낙화율이 27.2% 였으나, 
22.5℃에서는 35.2%, 20℃에서는 41.0%로 생육온도

가 낮아질수록 낙화율이 높았다. 20℃의 저온에서는 

개화한 꽃들 중에서 59.0%만 착화하였는데, 이는 생

육적온인 25℃에 비해 낙화율이 13.8%로 높았다. 이
와 같이 낙화율의 증가는 착과율의 감소를 의미하고, 
이는 곧 수량성 저하로 연결 된다. 고추에서 담과 능력

은 식물체당 착과된 과실수와 토양중의 비료성분 및 

식물체내의 영양 등에 의해 달라지는데 개화수 및 착

과수가 많으면 광합성작용에 의한 동화물질의 생산과 

축적 및 소비되는 양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상호균형

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낙과 및 낙화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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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tamine
concentration

(mM) 

Plant height
(cm)

Leaf area
(cm2)

Root length
(cm) No. leaves Fresh

wt.(g)
Dry

 wt.(g)

Flower 
abscission

(%)

Yield
(g/plant)

 5
 10
 Control
 LSD(0.05)z

77.6
78.3
75.4
 NS

3,364
3,454
3,125
  112

52.12
51.45
50.24
 NS

298.9
301.6
291.3
  3.1

114.5
116.3
109.3
  3.6

120.2
121.6
118.2
  1.3

38.2
38.8
41.2
 1.1

62.9(106)
63.7(107)
59.5(100)

  1.2

z Means separation in columns by LSD test, P=0.05.

Table 5. Effect of glutamine treatment on growth and yield of pepper seedling at 20℃. Growth was measured at 90 days after 
sowing

게 된다(Marcelis, 1996; Marcelis 등, 2004). 고추에서 

이상 저온에 의해 낙화율이 높아졌고, 생육적온을 벗

어난 저온은 담과 능력을 저하시켰다. 
칼슘결핍 증상은 배꼽썩음과가 대표적이며, 칼슘 

결핍증은 생육적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22.5℃
에서는 0.3%, 20℃에서는 1.8%로 생육온도가 낮아질

수록 경미한 증가를 보였다. 고추의 병해 중 가장 피해

를 초래하는 역병은 주로 연작재배지에 흔히 발생한

다. 생육온도를 달리하여 역병 발병율을 조사한 결과 

생육온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Table 4). 

3.3. 고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글루타민 처리 수준 구명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초래

하여 식량공급 및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친다(Assa 등, 
2004; Chmielewski 등, 2004; Mcwilliam, 1986). 우
리나라 대표적인 노지채소 작물인 고추에서도 이상

저온에 의해 생리장해 및 생육저해 현상이 발생되었

다. Table 5는 이상저온에서 고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화학적 방법을 모색하고자 아미노산제인 글

루타민을 시용하여 그 효과를 검정하였다. 아미노산

인 글루타민을 원예작물의 생육촉진용으로 이용되고 

있다.
고추의 생육조건보다 낮은 20℃의 저온에서 재배

중인 고추에 글루타민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90일간 

생육시킨 식물체의 생육을 조사하였다. 글루타민 처

리에 의해 초장과 근장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엽

수와 엽면적은 글루타민 처리에 의해 증가되었다. 생체

중과 건물중은 글루타민 엽면살포에 의해 증가되었으

며, 이러한 경향은 10 mM 처리에서 현저하였다. 20℃
의 이상저온에서 고추재배는 높은 낙화에 의한 착과

율이 문제되었으나, 글루타민 엽면살포하면 낙화율이 

감소하였다. 20℃에 글루타민을 처리하지 않은 무처

리구의 낙화율은 41.2% 높았으나, 글루타민을 엽면살

포하면 낙화율이 38~39% 낮아졌다. 이는 글루타민이 

저온에서 화분발아율을 증진시켜 수정율을 높인 결과

로 해석된다. 또한 수확량도 글루타민 엽면살포에 의

해 무처리에 비해 6~7%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고추에서 이상저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적 대응 기술의 방편으로 아미노산인 글루타민의 

엽면살포가 효과가 입증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노지작물인 고추

에서 이상저온에 따른 생육 및 생리장해 등 피해정도

를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아울러 저온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화학적 대응 기술을 확립하기 위해 글

루타민(Glutamine)을 사용하여 그 효과를 검정하고자 

하였다.
고추의 초장과 경직경은 생육적온인 25℃보다 온

도가 낮을수록 신장생장은 낮았고, 이러한 경향은 2
0℃에서 생육이 진전된 90일간 재배한 식물체에서 현

저하였다. 반면 뿌리생육은 생육온도에 따라 큰 차이

는 없었다. 
고추의 생육적온인 25℃보다 저온에서 재배하면 

엽수와 엽면적이 감소하였다. 생체중 및 건물중은 생

육적온인 25℃보다 저온인 20℃에서 재배된 식물체

에서 낮았다. 고추 수확량도 20℃의 저온재배는 생육

적온인 25℃에 비해 수확량이 11% 감소하였다. 
고추의 생육온도에 따라 낙화율에 차이가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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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생육적온인 25℃에서는 낙화율이 27.2% 였으나, 
22.5℃에서는 35.2%, 20℃에서는 41.0%로 생육온도

가 낮아질수록 낙화율이 높았다. 칼슘 결핍증과 역병

은 생육온도에 의한 차이는 없었다. 
20℃의 이상저온은 낙화율이 문제되었으나, 글루

타민을 엽면살포하면 낙화율이 감소하였다. 수확량도 

글루타민 엽면살포 처리에 의해 대조구보다 7% 향상

되었는데 처리농도는 10 mM 처리에서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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