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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착색단고추 여름재배는 에 정식하여 생육 기 온 약 의 조건을 거친 후 이후 강

과 고온조건에서 재배가 된다.  따라서 고온으로 인하여 생육이 억제되고 각종 생리장해가 

발생하여, 수량 감소  품질 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Dodd 등, 2000 ; 이재한 등 2002).  

특히 근권부 배지온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뿌리의 활력 하에 따른 생육 지연  장

해 발생이 빈번해진다.  그간의 연구에서 착색단고추 수경재배시 동계 근권난방을 통한 경

제 인 정 근권온도는 23℃(김경제 등, 2001)이었고, 하계 지하수 환류에 의한 근권냉방

시 정 근권온도는 24℃(원재희 등, 2005)이었었다.  따라서 본 시험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 로 하여 농가에서 용가능한 근권 냉방효과를 구명하기 하여 실시되었다.

재료  방법

  본 시험은 강원도 철원군의 착색단고추 재배농가

에서 수행되었다.  시험품종은 스페셜( 색)과 피에

스타(황색)이었다.  4월 3일 배양액으로 충분히 포

습시킨 암면 종 에 1립씩 넣어 종하 고, 5월 

20일에 100×20×7.5㎝의 암면슬라 에 재식 도 3.3

주/㎡씩 정식하 다.  수확은 7월 31일을 시작으로 

11월 17일까지 13회 실시하 다.  처리내용은 고온

기 근권냉방의 효과를 구명하기 하여 지하수 환

류에 의한 근권냉방을 실시하여 근권온도를 23～2

4℃로 유지하 다(그림 1).  냉방처리는 6월 15일부

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 고, 난방처리는 9월 25일

부터 작기종료인 11월17일까지 실시하 다. 

Fig. 1. Schematic drawing of the 

treatment of root-zone 

cooling by circulation of 

undergroun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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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육은 30일 간격으로 장, 분지수, 경경 등을 조사하 고,  수량성은 매 수확기에 수확된 

모든 과실을 상으로 과 을 각각 조사하 다.  그 외 조사내용은 농 진흥청 농업과학기

술 연구조사기 에 하 다.

결과  고찰

  근권냉방 처리에 의한 근권온도 특성은 처리구의 경우 평균, 최 , 최고 온도는 각각 

25.4, 21.5, 27.1℃이었고, 무처리구는 각각 26.7, 22.3, 29.4℃를 나타내었다.  일  근권온도

의 변화는 일출과 함께 온도가 상승하여 오후 3시경에 가장 높았다.  일반 으로 착색단고

추 재배시 정 근권온도는 동 기 23℃, 하 기 24℃로 보고되었는데(김 등. 2001), 본 시

험은 하 기에는 정 근권온도보다는 1.4℃높았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oot-zone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treatment of 

root-zone cooling by circulation of underground water.

(Treatment period : Jul. 15～Aug. 15, unit : ℃)

Treatment Ave. Min. Temp. Max. Temp.

Root-zone cooling 25.4 21.5 27.1

Non-treatment 26.7 22.3 29.4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root-zone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treatment of 

root-zone cooling by circulation of underground water.

(Nov. 17)

Variety Treatment
Top length

(㎝)
No. of 

internodes
Top F.W.
(g/plant)

Special
Root-zone cooling 219 20.0 897 

Non-treatment 229 19.7 891 

Fiesta
Root-zone cooling 244 20.9 1,094 

Non-treatment 249 19.0 1,037 

  생육특성은 체 으로 피에스타 품종이 장, 생체 에서 높았으며, 처리간에는 무처리

가 냉방처리에 비해 장은 스페셜이 10㎝, 피에스타는 5㎝ 컸으며, 분지수는 처리구가 0.

3～1.9매 많았다.  즉 냉방처리에 의하여 장이 작아지고, 분지수는 많아지는 경향이었고, 

생체 은 처리간에 차이가 없었다.

  착색단고추 여름철 재배시 장마기  고온기를 거치면서 규칙 인 착과가 이루어지지 않

아 9～10월경의 생산량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착과 에 따른 착과수는 스페셜, 피

에스타 두 품종에서 모두 처리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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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racteristics of monthly yield according to the treatment of root-zone cooling 

by circulation of underground water.

  월별 수량특성은 스페셜 품종은 9월까지는 처리구와 무처리구가 각각 0.97㎏/주,  0.98㎏/

주로 처리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10월～11월에는 처리구와 무처리구가 각각 1.19㎏/주, 1.04

㎏/주로 주당 150g의 차이가 나타났다.  피에스타 품종도 9월까지는 처리와 무처리가 각각 

1.27, 1.30㎏/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10～11월에는 각각 1.25, 0.99㎏/주로 처리가 무처리

에 비하여 주당 260g이 높아졌다.  이 게 수량이 증가하는 원인은 착과수와 평균과 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특히 평균과 의 변화가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Fig. 3).  한 품종간에 있어서는 처리구의 경우 피에스타 품종이 수확이 시작

되는 시 부터 종료시까지 일정한 착과  과비 로 일정한 수량이 확보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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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monthly changes of fruit weight according to the treatment of root-zone 

cooling by circulation of underground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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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ft : Special, right : Fiesta)

  일 수출을 한 리카의 정 과 은 151～180g이고, 121～150g과 181～210g까지는 

규격품으로서 같은 수출단가로 수취된다.  따라서 수출규격 과실을 많이 생산하는 하는 것

이 매우 요한데, 스페셜 품종은 처리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피에스타 품종은 

수출규격 과실의 비율이 처리구에서 무처리에 비해 7.3% 증가하여 85%를 나타냈다.  이것

은 냉방 처리에 의하여 근권환경의 개선으로 양수분 흡수가 원활히 이루어져 정상 인 과

실 비 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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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racteristics of average fruit weight according to the treatment of root-zone 

cooling by circulation of underground water.

요약  결론

  착색단고추 여름재배시 고온기에 착과불량 등에 의한 수량감소가 심각하여 이를 해결하

기 한 기술 인 책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여름 고온기에 근권냉방을 통하여 근권온도를 

조 하기 하여 6월 순부터 8월 하순까지는 지하수를 환류하여 근권냉방을 하면서 재배

하 다.  근권냉방 처리에 의한 근권온도 특성은 처리구의 경우 평균, 최 , 최고 온도는 

각각 25.4, 21.5, 27.1℃이었고, 무처리구는 각각 26.7, 22.3, 29.4℃를 나타내었다.  지상부 생

체   착과수는 스페셜과 피에스타 두 품종 모두에서 처리간 큰 차이는 없었으나 평균과

의 증가에 의해 수량이 처리구에서 스페셜의 경우 2.16㎏/주로 6.9% 증가되었으며, 피에

스타는 2.52㎏/주로 무처리 비 10%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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