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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study the effect of natural anti-microbial chemicals on the growth and quality of chili 

peppers, chitosan (100 mg/L-1), stevia (250 mg/L-1), and the mixture of both chemicals at 

the same concentration were sprayed after planting at 1-week interval throughout the 

experimental period. Plant height was measured twice after the 3rd and 4th applications. 

Plant height was numerically reduced in all chemical treatments compared to that of 

untreated control;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The fruit 

quality was examined at commercial maturity, and only minor differences were found in 

fruit color, length, and dry matter content between the treatments. Although a statistical 

difference was not present for soluble sugars levels, total phenolics, and capsaicin contents, 

yield in all chemical treatment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untreated control. The 

effect on yield increase was greater at the late harvest season regardless of treatments. Total 

yield of 4 harvests was higher for the chitosan treatment than other treatments. During the 

experiment, the entire experimental field was waterlogged for 1 day due to sudden heavy 

rainfall, which resulted in the occurrence of bacterial browning disease in all treatments. 

The rate of disease occurrence and the degree of severity, however, were much lower in the 

chitosan treatment. In conclusion, the potential of chitosan as an alternative antimicrobial 

agent was confirmed in chili peppers in this study. Further research is required on stevia as 

an alternative chemical for disease control in chili pep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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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고추는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양념채소로 우리나라에서도 원예적으로 중요한 위

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생산량이 부족하여 많은 양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수한 품질의 고

추를 생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여름 장마철을 지나

며 폭염에 의한 고온스트레스와 잦은 강우로 인해 다습한 기후가 지속되는 계절에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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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는 물론 생리적 장해도 급격히 발생하여 해에 따른 생산량에 큰 영향을 준다(RDA, 2017). 따라서 고추가 건실

하게 생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재배현장에서는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하여 영양제는 물론 

다양한 방제 약제를 살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근래 소비자들의 농산물 식품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잔류 독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생산농

가에서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살균, 살충제의 사용량을 줄이거나 이를 배제하기 위한 노력

을 다각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천연물질 중 항균성이 우수한 물질을 선발하여 대

체농약으로 사용하여 작물을 건강하게 재배하므로 식품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여러 천연항균물질 

중 키토산은 갑각류 껍질에서 유래한 키틴을 탈아세틸화 과정을 거쳐 제조하여 poly-D-glucosamine으로 구성된 

용해가 어려운 키틴과 달리 약산성에서 쉽게 녹는 특징을 지닌다(Pillai et al., 2009). 고분자 키토산을 작물에 살포

할 경우 표면에 항균 피막을 형성하므로 병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그 자체로 살균작용이 있으며 또한 포자를 

피막으로 감싸 발아를 억제하고 작물의 자체 방제 기작을 자극하여 phytoalexin 생산을 촉진하므로 작물의 항균 능

력을 높여 주는 효과도 있다(Majeti and Kumar, 2000; Goy et al., 2009; El-Hadrami et al., 2010). 키토산을 농업적으

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시도되었으나 아직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시판 중인 키토산의 

효과가 제품 특성에 따라 처리 시기, 농도 및 방법이 다르고 제형도 차이가 있어 일괄적인 효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

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연구 결과를 살펴 볼 때, 망고에 대한 고농도 키토산 용액 침지(Chauhan et al., 2014)와 수확

전후 저농도 살포 또는 침지를 통한 저장성 증진 효과를 조사한 연구에서 키위 및 다래(Ko, 2015; Shin et al., 2016), 

복숭아(Lee et al., 2015), 딸기(El-Ghaouth et al., 1991; Ahn et al., 2014a) 등에서는 키토산 처리가 과실 경도를 증진

시키고 부패를 지연시키며 참외에서는 유통 중 흔히 발생하는 골갈변 증상 또한 수확 전 처리로 지연시켜 유통성

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다(Lee et al., 2017). 한편 재배 중인 딸기에서는 흰가루병 발생 억제 및 키위 저장 중 과피 갈

변 장해 억제 등의 효과도 확인되었다(미발표 자료). 키토산의 항균작용은 잿빛곰팡이균에서 균사 생장을 억제할 

뿐 아니라 병원균의 세포벽 분해효소 합성을 제어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였다(El-Ghaouth et al., 1997). 키토산 

처리 효과는 대체적으로 수확 후 처리보다 수확 전 처리에서 우수하였는데 그러나 재배기간과 수확기가 긴 작물에

서 키토산의 누적 처리가 작물의 생장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진행된 바 없고 작물 별로 효과가 일정

하게 관찰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테비아는 국화과 스테비아속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파라과이 원산으로 근래 설탕을 대신할 감미료로 이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며(Brandle et al., 1998) 유해성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인공감미료 비하여 건강에 

유해하지 않고 건조한 잎 분말의 경우 설탕보다 10 - 15배 이상, 정제할 경우 최대 300배 이상 감미가 높아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천연감미료로 사용이 허용되었다(Ceunen and Geuns, 2013; Zlabur et al., 2013). 또한 스테비

아가 보이는 우수한 항산화성은 스테비아에 함유된 페놀류 및 플라보노이드 등에서 기인하며(Abou-Arab and 

Abu-Salem, 2010; Jahan et al., 2010), 그러한 원인으로 항균 및 항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yaraman et 

al., 2008). 옥수수 생산에서 Aspergillus flavus 및 Fusarium verticillioides에 의해 생산된 마이코톡신은 옥수수의 식

품안전성을 크게 해치는데 쇠뜨기와 스테비아 추출물은 수확전후 수분활성도가 상이한 조건에서도 이들 균류의 

증식을 억제하므로 농약대체제로서의 가능성을 보고하였고(Garcia et al., 2011), Xu et al. (2013)은 스테비아 생산

지에서 스테비아를 수확 후 남은 잔류물이 토양의 미생물 분포를 다양화하여 스테비아의 품질과 수량을 증진시키

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하여 스테비아를 작물 재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항균성 물질의 농업적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널리 재배 중인 고추를 

대상으로 재배 중 키토산 및 스테비아 단용 혹은 혼용으로 누적 살포할 때 고추의 품질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여 농업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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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식물 재료

어린 묘(품종: 고향산천, 삼성종묘)에 대한 키토산의 약해를 살피기 위하여 30일령의 프러그묘를 대상으로 본 

시험에 이용한 약제를 2회 이상 0, 50, 100, 300 µg/L-1로 각각 살포하고 3일간 묘의 생장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약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포장에 정식한 고추는 프러그묘로 육성한 다음 5월 20일에 정식하였고 실험지의 실험구 분할이 어려워 완전임

의배치법으로 처리당 최소 44주에서 57주까지 정식하였다. 생육 조사를 마친 다음 각 처리구별로 생육이 비슷한 

12개체를 표시하여 반복당 4주씩 배치하여 3반복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재배관리는 관행적인 비배관리를 따

랐다. 실험은 4회 수확을 마친 8월 19일에 종료하였다.

약제 준비 및 살포

키토산(탈아세틸 정도 75% 이상, 정수유통㈜)은 분말상의 제품을 구입하여 0.5% 초산에 용해시켜 2.5% 키토산 

용액을 준비하였다(Ahn et al., 2014a). 스테비아(Guangzho Deli-Agriculture Technology LTD. > 27%, China)를 구

입하여 순량 250 mg/L-1로 용해하여 준비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키토산 단용보다 칼슘을 혼용할 때 유리하였으

므로 모든 처리에서 칼슘을 혼용하였다(Ahn et al., 2014a). 칼슘은 염화칼슘을 순량 2.5%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살

포용 키토산 용액은 키토산과 칼슘을 각각 100 mg/L-1으로 농도를 조절하여 살포하였다. 살포용 스테비아에도 키

토산과 마찬가지로 100 mg/L-1의 칼슘을 혼용하였다. 혼합액은 키토산 100 mg/L-1, 스테비아 250 mg/L-1 농도로 조

절하고 칼슘도 기타의 처리와 마찬가지로 100 mg/L-1의 농도로 조절하여 혼합한 다음 살포하였다. 계면활성제는 

모두 tween 80 0.02%를 혼용하고 이를 잘 섞어준 다음 수관 전체에 약액이 흘러내리도록 충분히 살포하였다. 약제 

살포는 정식 후 활착된 것을 확인하고 1주일 간격으로 살포하였으며 실험을 종료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총 11회 살

포하였다.

생육 조사 및 분석

약제를 3 - 4회 살포 후 각각 지상부 생육을 조사하였다. 고추 수확은 정식 약 2개월 후인 7월 27일 1차로 수확하

였고 그 후 8월 5일, 12일, 19일에 각각 수확기에 도달한 과실을 모두 수확하여 조사하였다. 과실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처리구별로 임의로 60과(20과/반복)를 선별하여 과실 길이, 건물중, 과피 색택을 각각 조사하였다. 건물

중 조사는 생육 조사를 마친 과실을 대상으로 70℃에서 5일간 건조한 다음 무게를 조사하여 생체중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였다. 과피색은 색도차계(CR-400, Minolta, Japan)로 조사하여 L*, a*, b* 값을 구하였다. 건조한 시료는 반

복별 구분없이 처리간 표본을 취합하여 pooled sample을 만들고 이를 분쇄한 다음 100 mesh 체로 걸러 분석 시료로 

삼았다. 당과 페놀 분석을 위하여 분말 시료 1 g을 취하여 80% 에탄올 50 mL을 가하여 끓는 수조에서 20분간 용해

성 성분을 추출한 다음(2회 반복), 이를 농축하여 여과(Whatman pore size 0.45 µm)한 다음, 유리당과 페놀 분석 시

료로 삼았다. 당분석은 HPLC (Acme HPLC, Younglin, Korea)에 NH2 컬럼을 장착하고 RI 검출기로 측정하였다. 이

동상 용매는 75% acetonitrile (HPLC grade, Sigma-Aldrich, USA)을 사용하였다. 포도당, 과당, 자당을 분석 대상으

로 삼았으며 각각의 표준 물질과 비교하였다. 페놀은 무수 catechin을 표준 물질로 삼아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 (Sigma-Aldrich, USA)를 이용하여 비색 반응을 시킨 다음 720 nm에서 흡광도를 조사하여 정량하였다. 캡

사이신은 전술한 무수 acetonitrile 25 mL에 분말 시료 0.5 g을 넣어 vortexing하여 추출한 다음 28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모든 표준 물질은 Sigma-Aldrich (USA)에서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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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중 폭우로 실험구 전체가 1일간 침수되었으며 침수 5일 후 세균성 점무늬병이 발생하여 실험구의 모든 개

체를 대상으로 병 발생 정도와 발병율을 조사하였다. 발생 정도는 0(건전), 1(약함), 2(중간), 3(심함) 4단계로 조사

하여 지수를 합한 다음 전체 조사개체수로 나누어 발생 지수를 구하였고 발병율은 전체 조사 개체 중 병증을 보인 

모든 개체를 전체 조사 개체에 대한 백분율로 조사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는 SPSS Software package ver. 21.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Duncan 다중검정법으로 분

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천연항균물질을 대체농약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는데 키토산은 갑각류 껍질에서 

유래한 풍부한 천연항균물질로 산업적으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Shahidi et al., 1999; Majeti and Kumar, 2000). 

키토산의 농업적 활용을 검토한 연구에서 키토산은 단독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이온과 함께 처리하여 항균작용을 

높일 수 있으며 다양한 물질의 공급 수단으로도 활용할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어(Aziz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천연 감미료이며 항산화력이 우수한 스테비아와의 혼용 효과를 비교하였다. 키토산과 스테비아, 단독 혹은 혼용 

살포가 고추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한 약액과 동일한 약제를 만들어 육묘 단계에서는 

30일령의 묘를 대상으로 3일 간격 2회 살포하고 또한 정식 후에는 1주일 간격 2회 살포한 다음 각각 약해 발생을 조

사하였으나 가시적인 약해는 어린 묘에서는 물론 정식 후에도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자료 미제시). 정식한 이후 약

제를 3 - 4회 누적 살포한 다음 초장을 조사한 결과(Table 1), 무처리구의 초장이 가장 커서 64.5 cm이었고 다음이 

스테비아, 키토산 순이었으며 키토산 + 스테비아는 가장 적은 59.2 cm이어서 키토산 + 스테비아 혼용처리에서 가장 

낮았고 4회 살포 후에도 경향이 유사하였으나 처리 간 초장 차이는 감소하였다(Table 1).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키토

산 및 스테비아 살포는 고추의 생장을 다소 감소시켰지만 그 정도는 스테비아보다는 키토산의 영향이 다소 큰 것

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초장을 제외하고는 육안으로 관찰한 생육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으며 생리적 장해도 발생

하지 않았다. Hwang and Ku (2004)도 딸기에서 0.2% 로 4 회 처리했을 시 생리적 장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를 

고려한다면 본 실험에 사용된 농도의 누적 처리가 고추 작물에도 생리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Effect of chitosan and stevia application on the growth of chili pepper plants.

Number of 

chemical applications

Plant height (cm)

Untreated Chitosan Stevia Chitosan + Stevia

3 64.5az 62.8ab 63.4ab 59.2b

4 77.9a 73.4b 75.0ab 71.7b

za, b: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과실 생장을 비교하기 위하여 4회에 걸쳐 수확한 과실의 길이를 각 수확기별로 비교하였을 때(Table 2), 수확시

기별 차이는 있었지만 처리 간에는 수확시기별로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지 않아 처리간 평균 차이가 처리에 의한 

효과이기보다는 개체 간 편차에 따른 영향이었을 것으로 추정되어 키토산, 스테비아 및 이들 혼용처리가 과실 생

육에 특이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었다.

처리에 관계없이 수량은 재배 일수가 길어질수록 모든 처리에서 증가하였는데 1차 수확기에는 처리간 차이가 

없었으나 2차 수확기에는 스테비아 살포에서 가장 우수한 234.2 g/주이었고 다음이 키토산 + 스테비아 처리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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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9 g/주, 키토산은 171.8 g/주 였으며 대조구의 수량이 가장 낮은 153.5 g/주 였다(Table 3). 3차 수확기에는 키토

산 처리구의 수량이 대조구보다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대조구를 제외하고는 처리간 유의차가 없었다. 4차 수확

에서도 경향이 유사하여 키토산 처리구의 수량이 다른 처리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412.9 g/주 였으며 다음이 혼용

처리구의 335.6 g/주, 스테비아처리구는 314.0 g/주, 반면에 대조구는 253.5 g/주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4회에 걸쳐 

수확한 누적 수확량도 키토산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스테비아, 키토산 + 스테비아 혼용처리구, 대조구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천연항균물질 살포가 고추 수량을 증진시킨 결과를 유추해볼 때 처리구에서는 

성숙기에 접근한 고추의 낙과를 방지하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즉, 성숙기에 고추 과실은 무름병에 취약하여 완

숙 전에 과육이 물러지며 낙과되는 경우가 흔하다(RDA, 2017). 키토산의 병해 억제 기작에 대한 연구에서 Goy et 

al. (2009)은 키토산과 미생물 사이의 정전기 발생에 의한 직접적인 살균, 미생물 세포벽과 결합하여 세포 내용물 

누출을 유도함으로써 혹은 키토산 아민류가 미생물 세포를 감싸주어 균을 죽게 할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스

테비아도 페놀류와 플라보노이드에 의한 항균작용을 제시하였으며(Jayaraman et al., 2008; Abou-Arab and Abu-Salem, 

2010; Jahan et al., 2010), Garcia et al. (2011)도 스테비아와 쇠뜨기 추출물의 개별적인 항균 작용은 언급하지 않았

지만 이들 물질이 수분활성도가 낮은 상태에서도 옥수수에서 Aspergillus flavus 및 Fusarium verticillioides에 의한 

마이코톡신 생산을 억제한다고 하였으므로 이들 항균 물질이 무름병이 발생하는 과실이나 병원성 미생물이 서식

하기 쉬운 과실 꼭지와 과실의 결합 부위에 도포되어 병의 발생을 억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천연항균물질 처리가 고추의 수량 증진에 기여한 것은 천연항균물질의 주기적 살포가 고추의 병해를 억제하므로 

낙과를 방지하고 결과적으로 수량을 증진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처리 간에는 초기 수량은 키토산처리에서 다소 낮

았지만 후기로 갈수록 수량이 크게 증진하여 4회 수확한 전체 수량은 키토산이 가장 우수하여 대조구와 비교할 때 

약 36% 증수 효과를 보여주었다. 스테비아와 키토산 + 스테비아 복합처리는 키토산 단독처리보다 낮았으나 두 처

리는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키토산 단독처리와도 4번의 수확기 모두 통계적 유의차는 보이지 않았다.

Table 2. Effect of chitosan and stevia treatments on the growth of chili pepper fruits.

Treatments
Fruit length (cm)

Jul. 27 Aug. 5 Aug. 12 Aug. 19 Mean

Untreated 14.1az 14.0a 14.0b 13.1a 13.8

Chitosan 13.6a 14.4a 15.0a 13.2a 14.1

Stevia 14.0a 14.2a 14.1b 13.2a 13.9

Chitosan + Stevia 14.5a 14.4a 14.5ab 12.8a 14.1

za, b: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3. Effect of chitosan and stevia spray on yield of chili pepper plants.

Treatments
Yield (g/plant)

Jul. 27 Aug. 5 Aug. 12 Aug. 19 Sum

Untreated 68.7az 153.5b 239.6b 253.5b 715.3

Chitosan 70.8a 171.8ab 319.7a 412.9a 975.2

Stevia 66.7a 234.2a 304.0ab 314.0ab 918.9

Chitosan + Stevia 73.2a 213.9ab 288.9ab 335.6ab 911.6

za, b: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수확 전 키토산 살포가 과실의 성숙을 지연시킨다는 연구 결과에는 상이한 보고 (El-Ghaouth et al., 1991; Ahn et 

al., 2014a)가 있지만 키토산 처리구에서 생산량이 증가하였음에도(Table 3) 4회에 걸쳐 수확한 과실의 과피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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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확 시기에서 처리 간 차이가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지 않아(Table 4) 이들 차이는 처리간 차이보다 표본 오차

에 의한 차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천연항균물질 살포가 과실 착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건물중은 수확시기에 따라 경향이 일정하지 않아 1차 수확에서는 키토산 + 스테비아 혼용처리

구에서 가장 높았고 기타의 처리간에는 유의차가 없었으며 2차와 4차 수확에서는 대조구와 키토산 처리구에서 낮

았고 스테비아 처리와 키토산 + 스테비아처리에서 높았다(Table 5). 그러나 3 - 4차 수확기에서 키토산 처리의 수량 

증가를 고려할 때(Table 3) 키토산의 건물비 감소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사용한 항균물질 

중 고분자인 키토산은 식물체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여 가스의 유출입을 제한할 경우 수체의 광합성 작용에 불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과실의 길이 생장(Table 2)과 수량(Table 3)을 더불어 고려할 경우, 이들 처리가 광합성 

작용 및 광합성산물의 전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복숭아와 키위과실에서도 키토산 수확

Table 4. Effect of chitosan and stevia application on chili pepper fruit color change between harvest dates.

Treatments
Harvest date

Mean
Jul. 27 Aug. 5 Aug. 12 Aug. 19

L

Untreated 52.1az 45.9a 48.7a 50.4a 49.3

Chitosan 51.3b 46.3a 47.2b 49.9b 48.7

Stevia 52.3a 46.1a 47.5b 49.2c 48.8

Stevia + Chitosan 51.2b 45.8a 47.8b 49.8b 48.6

a

Untreated 31.1a 21.1c 26.3a 30.3a 27.2

Chitosan 30.2b 21.7bc 25.8a 29.9a 26.9

Stevia 31.0a 22.6a 26.5a 29.0b 27.3

Stevia + Chitosan 30.9a 22.4ab 26.6a 29.8ab 27.4

b

Untreated 25.8a 17.0b 20.4a 24.2a 21.9

Chitosan 26.2a 17.5ab 19.7a 22.9b 21.6

Stevia 25.6a 18.0a 19.4a 21.8c 21.2

Stevia + Chitosan 24.6b 17.8ab 20.4a 23.8a 21.6

°hue 

Untreated 24.8a 25.2a 25.4a 23.9a 24.8

Chitosan 26.0ab 25.8ab 25.0a 24.5a 25.3

Stevia 25.3b 24.1b 25.0b 23.6a 24.5

Stevia + Chitosan 26.5b 24.6c 25.8c 23.3a 25.1

za - c: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5. Effect of chitosan and stevia application on the dry matter of chili peppers between harvest dates.

Treatments
Dry matter (%)

Jul. 27 Aug. 5 Aug. 12 Aug. 19 Mean

Untreated 15.6abz 14.4b 14.8a 15.6b 15.1

Chitosan 15.1b 14.3b 15.4a 15.9b 15.2

Stevia 15.6ab 15.4a 16.5a 17.2a 16.2

Chitosan + Stevia 15.7a 15.4a 14.6a 16.9a 15.7

za, b: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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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살포가 과실의 탄수화물 축적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미발표자료) 과실 조직 내에 이산화

탄소 농도를 높여주므로 단시간 CO2처리에서와 같이 호흡을 억제하여(Ahn et al., 2014b) 수량 증진에 기여할 가능

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실의 용해성 당, 페놀 및 캡사이신 함량을 수확시기별로 조사하였으나 처리간 수확시기에 

따른 차이가 뚜렷하지 않아 4회 수확기의 평균을 제시하였다(Table 6). 고추의 당조성은 처리에 관계없이 과당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포도당, 그리고 자당 순이었다. 수확시기별로는 처리 간에 일정한 경향을 보여주지 않았으나 

처리에 관계없이 천연항균물질 처리구의 당함량이 다소 높았고 특히 3회 수확기에서는 스테비아 처리구를 제외하

고는 모든 처리구에서 sorbitol이 미량 검출되었으며 그 함량은 키토산 + 스테비아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다(자료미

제시). 수확시기별 각 당성분의 처리 간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으나 총괄적으로는 대조구, 키토산, 스테비아, 그리

고 키토산 + 스테비아 순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나(Table 6) 통계적 유의차는 확인할 수 없었다. 

특히 키토산 처리구는 다른 처리에 비하여 주당 수량이 높았음에도 내적 구성 성분 함량 차이가 나지 않아 키토산 

처리가 내적 성분의 축적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키토산 및 스테비아 누적 처리는 

수체의 생장은 물론 과실의 품질에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6. Effect of chitosan and stevia application on soluble sugars, phenolics, and capsaicin contents of chili peppers.

Treatments
Soluble sugars (mg/g DW-1) Phenolics

(mg/g/DW-1)

Capsaicin

(µg/g/DW-1)Glucose Fructose Sucrose Total

Untreated  31.0z 63.1 15.1 109.2 6.72 5.63

Chitosan 32.5 65.0 12.8 110.3 5.70 5.35

Stevia 32.4 65.9 13.8 112.1 6.64 5.70

Stevia + Chitosan 34.3 66.6 12.7 113.6 6.22 5.56

zResults were obtained from pooled data of 4 harvests with 3 replications for each harvest. No statistical differences in sugars, 

phenolics, and capsaicin content were found between treatment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실험을 진행하던 중 7월 폭우로 인하여 실험 포장 전체가 일시적인 침수 피해를 받았다. 침수 피해 5일 후 세균성

반점병이 모든 처리구에서 관찰되어 병의 발생율과 병해 증상을 조사하였는데(Table 7) 처리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즉, 스테비아 처리구의 발병율은 53.1%이었으며 다음이 대조구로 49.1%, 키토산 + 스테비아처리구

는 34.1%이었던 것에 비하여 키토산 처리구의 발병율은 17.0%에 불과하여 다른 처리에 비하여 발병율에서 큰 차

이를 보였다. 증상의 발생 정도를 비교하였을 때에도 심한 피해 증상을 보인 처리는 키토산 + 스테비아 혼용처리구

로 1.05로 가장 심하였고 다음이 스테비아 0.73, 대조구 0.68의 순이었으며 키토산 처리구는 다른 처리에 비하여 

0.15로 현저하게 낮아 키토산의 병해 억제 효과가 스테비아에 비하여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연

구(Jayaraman et al., 2008; Abou-Arab and Abu-Salem, 2010; Jahan et al., 2010)와 달리 스테비아 처리에서는 병 발

생 억제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키토산 단용 처리에서는 발병 억제 효과가 뚜렷하여 기존의 보고(El-Ghaouth et 

al., 1991; Ahn et al., 2014a; Lee et al., 2015)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반면에 키토산 + 스테비아 혼용처리구는 두 

약제의 혼용으로 고추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수체의 생장이 다소 적었던 결과(Table 1)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저농도의 누적적 키토산 살포는 고추의 생육과 품질에 불리한 영향을 주

지 않으며 수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병해를 억제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

어 농약대체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스테비아 또한 고추의 생육과 품질을 저해하지 않고 수량 증진에 

기여하지만 병 발생 억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되어 스테비아의 농업적 활용을 위해서는 보다 구체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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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 of chitosan and stevia application on the incidence of bacterial browning in chili pepper plants.

Treatments
Occurrencey

(%)

Severityz

(Index) 

Sample Number

(n)

Untreated  49.1 0.68 57

Chitosan 17.0 0.15 53

Stevia 53.1 0.73 49

Chitosan + Stevia 34.1 1.05 44

yData were the average of total experimental plants for each treatment without replication. 
zSeverity was examined in the range of 0 (none) to 4 (severe) and the index was determined as the sum of severity/total examined 

plant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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