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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식과 비순환식 수경재배 방식에 따른 파프리카 재배온실 내 미생물의 

집락형성단위(CFU) 조사

안태인
1,2

, 김도연
1,2

, 손정익
1,2*

1
서울대학교 식물생산과학부
2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연구원

Investigation of Colony Forming Unit (CFU) of Microorganisms in the 

Paprika-grown Greenhouses Using Open and Closed Soilless Culture Systems

Tae In Ahn
1,2

, Do Yeon Kim
1,2

, and Jung Eek Son
1,2*

1
Department of Plant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2
Research Institute for Agriculture and Life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colony forming unit (CFU) of microorganisms in closed and open soilless culture 

systems for estimating the possibility for potential disease occurrence. Samples were collected at four different positions in four 

commercial greenhouses with closed or open soilless culture system using rock wool or coir as substrate, respectively. The distance 

between sampling positions was 3 cm starting from the substrate and the surface area of each position was 25 cm
2
. The CFU 

of fungi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open system, while that of bacteria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ut showed relatively 

lower in the closed system. Samples collected at the plastic surface of the substrates where little environmental effects occurred 

from drainage showed lower CFU than any other positions. The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showed that samples collected on 

the drainage pathway highly affected the changes in microbial population in the greenhous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greenhouses

with closed soilless culture are expected to have more advantageous conditions for restraining the microbial growth, resulting in 

the lower potential of disease occurence in greenhouse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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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배지를 사용하는 수경재배에서는 근권부의 염류 집

적과 이에 따른 양분 균형 변화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배액을 필요로 한다(Schon 

and Compton, 1997). 이 과정에서 질산태 질소와 같은 양분

이 고농도로 용탈되며, 이는 지하수 오염원으로 작용한다

(McAvoy, 1994). 따라서 배액을 재사용하는 순환식 수경재

배 방식을 적용하여 양수분의 이용효율을 증가시키고(Ahn 

et al., 2010; Ko et al., 2013), 환경오염원을 감소시킬 필요

가 있지만(Van Os, 1999), 비순환식에 비해 투입비용의 증

가(Van Os, 1991), 양분 불균형 발생(Zekki et al., 1996), 유

기산의 집적(Lee et al., 2006) 등이 우려된다. 이는 농가의 

순환식 수경재배 방식의 적용에 대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

며, 기술적인 안정화가 필요한 부분이다. 

수경재배는 외부와 토양으로부터 격리된 시설재배환경에

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경재배에 비해 미생물의 개체수와 

종류를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시킬 수 있지만 발병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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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Positions for microbial sample collection: A, closed system; B, open system.

에는 토경재배에 비해 더 심한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러한 온실 내 병원균은 물, 토양, 공기 등의 경로를 통해서 

전파될 수 있다(Agrios, 2005). 따라서 온실 내부의 미생물

의 개체수 증가는 병이 전파될 수 있는 경로와 전염 가능성

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온습도와 같은 환경

조건(Etchellis et al., 1973)과, 영양조건(Chang et al., 2007) 

등은 미생물의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순환식 온실의 경우는 순환식 수경재배에 비하여 배액

의 적극적인 집수과정이 없으며 일부는 온실 내 잔류하거나 

외부로 방류된다. 특히, 대부분의 비순환식 온실에서는 관

수 시 배액은 온실 내부로 방출되어 증발된다. 순환식과 비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의 구조적 차이는 온실 내 미세 환

경조건과 영양조건 등에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는 

병원균의 개체 증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순환식 수경재배 방식의 적용 시 온실 내 배액의 폐쇄적 순

환 구조로 인해 배액을 온실 내외부로 방류하는 비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병발생 억제에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수경재배 시스템에 따른 미생물 집락수 변화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의 적용 효과인 

자원절약 및 환경부하 감소와 더불어 온실 내 위생조건의 

향상 측면을 고려할 수 있게 하여, 적용에 따른 불안요인을 

감소시키고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의 보급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순환식과 비순환식 수

경재배를 채택하고 있는 상업용 농가에서 병원균의 집락형

성단위(CFU) 수준을 조사 분석하여 순환식 수경재배 시스

템의 배액 수집에 따른 온실 내 미생물의 개체수 변화를 분

석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수경재배 온실 조건

본 연구는 파프리카를 재배하는 1ha 이상의 복합환경제

어 시스템을 갖춘 상업용 벤로형 유리온실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비순환식과 순환식 수경재배 농가 중 코이어와 암

면을 배지로 사용하는 2개 농가를 각각 선정하여 2012년 10

월 24일에서 26일 사이에 시료를 채취하였다. 모든 농가는 

일사비례제어 점적 관수 방식이 적용되어 있었으며, 매일 

공급 양액의 30% 정도의 양액이 배액되도록 관리되었다. 순

환식 수경재배의 배액은 UV 살균방식이 적용되었으며, 발

생된 배액이 행잉 거터(hanging gutter)의 배수로를 통해 1차 

집수탱크로 저장되었다(Fig. 1A). 비순환식 수경재배 농가

에서 발생된 배액은 2열의 배지 사이에 위치한 스티로폼 베

드의 배수로를 통해서 온실 내 배수탱크로 이송되거나 온실 

내 정체되는 구조였다(Fig. 1B). 모든 농가의 통로를 제외한 

바닥면은 피복자재로 피복되어 있었으며, 모두 약 2주 전에 

살균제 살포가 이루어졌다.

미생물 시료 채취 및 배양

시료는 배지의 피복재와 거터, 온실 바닥 면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채취되었으며, 멸균된 1회용 면봉(3M quick swab, 

3M, USA)을 이용하여 표면에 대해 약 30°의 기울기를 유지

하며 지그재그로 3회 반복 이동하여 접촉하여 채취하였다. 

수집에 사용된 면봉은 수집액에 담아 밀봉하였으며, 아이스 

박스에 냉장 보관하여 이동하였다. 배지의 피복재를 기준으

로 25cm
2
의 정사각형 면적에 대해서 3cm 간격으로 4개의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 하였으며(Fig. 1), 이러한 수집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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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ydroponic systems of investigated greenhouses.

Greenhouse type Hydroponic system Substrate Drainage transport

Glasshouse, > 4 ha Closed
z

Rockwool Hanging gutter

Glasshouse, > 4 ha Closed Coir Hanging gutter

Glasshouse, > 2 ha Open Rockwool Styrofoam bed

Glasshouse, > 4 ha Open Coir Styrofoam bed
z
Closed and open mean closed and open soilless culture systems, respectively. 

Table 2. Colony forming units (CFU) of fungi and bacteria 

under different hydroponic systems with different media.

Medium
Hydroponic 

system

Colony forming unit 

(Log CFU/cm
2
)

Fungi Bacteria

Rockwool
Open

z
2.53 b

y
3.18 ab

Closed 1.03 c 2.66 b

Coir
Open 4.02 a 3.78 a

Closed 2.63 b 3.65 a

Significance

Medium (A) *** *

Hydroponic system (B) *** NS

A × B NS NS
z
Open and closed mean open and closedsoilless culture systems, 

respectively.
y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NS,*,***

Not 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and 0.001, 

respectively.

각 온실별 무작위로 장소를 선정하여 3회 반복 채취하였다. 

시료는 10, 100, 1000배의 배율로 멸균 증류수를 이용하여 

희석하였다. 희석 배율 중 30-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

를 집락수 계산에 사용하였으며, 최대 희석 배율에서도 300

개 이상의 집락이 존재할 경우에는 단위 면적당 평균 집락

수를 계산한 후 배양면적을 곱하여 집락수를 계산하였다. 

미생물 시료의 배양에는 3M 건조필름 배지를 사용하였으

며, 일반 호기성 세균배지(3M Petrifilm aerobic count plate, 

3M, USA)와 진균류 배지(3M Petrifilm yeast and mold count 

plate, 3M, USA)를 이용하여 선택적으로 배양하였다. 일반 

세균은 35°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였으며, 진균류는 25°C

에서 7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종료 후 단위면적당 집

락형성단위(CFU)를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CFU(colony forming unit)/cm
2 

=

Number of colonies on film 

× Dilution ratio

25cm
2

미생물 CFU의 조건별 평균의 비교는 분산분석을 통해 유

의성 검정을 하였으며, 미생물의 개체수의 수준과 이에 대

한 온실 내 시료 수집 지점의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주성

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을 이용하였다. 상기의 

통계분석을 위해서는 SAS 9.3(SAS Institute, Cary, NC, USA)

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각 온실의 채취지점에서 수집한 미생물 시료를 배양한 후 

조사 농가의 수경재배 조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진균류

의 경우의 CFU 값은 순환식 농가가 비순환식 농가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Table 2). 세균류의 경우 유의차

는 없었지만, 코이어 배지를 사용하는 순환식 수경재배 온

실이 3.65 log CFU/cm
2
로 비순환식 온실의 3.78 log CFU/cm

2

의
 
낮은 경향을 나타냈고, 암면의 경우에도 순환식 온실이 

2.66 log CFU/cm
2
로 3.18 log CFU/cm

2
의 비순환식 온실보

다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외부와 차단된 수경재배 온실 내 

미생물의 개체수 증가는 배액의 수집 방식에 따른 환경조건

의 차이에 의한 영향이 비교적 클 수 있으며, 미생물에 대해

서 일종의 배지로 작용할 수 있는 배액의 성분에 따른 영향

이 있을 수 있다. 본 조사에 포함된 온실은 각각 암면과 코이

어를 배지로 사용하였으나 각각은 무기배지와 유기배지로

써 배액의 성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조사한 온실 내 CFU

를 배지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진균류에서 암면배지를 사

용하는 순환식 수경재배 온실에서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수

준의 CFU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코이어를 배지로 사용하

는 순환식 수경재배 온실은 암면 배지를 사용하는 비순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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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Colony forming unit (CFU) according to the sampling positions in the open (■) and closed soilless culture systems (▨): 

A, fungi; B, bacteri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Refer to Fig. 1 for the positions of P1, P2, P3, and P4.

온실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균류에서 가장 높은 

CFU 값은 코이어를 배지로 사용하는 비순환식 온실로 나타

났다. 세균류에서는 코이어 배지가 사용된 순환식과 비순환

식 수경재배 온실에서 높은 값이 관찰되었다. 

코이어 배지는 코코넛 섬유로 이루어져 있으며 배액으로 

유기물질이 유출될 수 있다(Domeño et al., 2009). 또한 유기

물의 함량 차이는 미생물의 활동 및 개체수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Chang et al., 2007). 배지에 따른 상기의 결과는 

배액의 질적인 차이에 따른 간섭으로 판단된다. 비순환식 수

경재배 온실은 순환식 수경재배 온실에 비해 배액이 거쳐 가

는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으며, 이로 인해 미생물의 개체수 

증가를 최소화 하는데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통제된 실험 시설이 아닌 

실제 상업농가 현장에서 조사가 이루어진 본 연구의 제약상 

조사의 기준인 순환식과 비순환식 배액 수집 시설의 차이에 

따른 영향 외에도 농가의 살균제 살포와 같은 요인의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Rowe and Farely(1978)는 토마토 

재배 온실 내 살균된 토양에 미생물을 투입한 결과 2-3주 안

에 재집락이 형성됨을 보고한 바 있으며, 조사한 농가는 모

두 약 2주 전에 살균제 살포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조

사 결과에 대한 간섭 효과는 최소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순환식과 비순환식 농가의 시료 채취 구역은 Fig. 1의 P1

와 P2 구역의 경우 각각 배지와 배액 집수 부분으로 유사하

지만 비순환식의 P3와 P4구역(Fig. 1B)은 배액 집수부에, 순

환식의 경우 온실 바닥면에 해당하여 기능적인 차이가 있다. 

비순환식 수경재배 시설의 경우 배액의 적극적인 집수과정

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일부는 온실 외부로 방류되거나 

배지 근처에서 정체되어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순환식 수경

재배 온실의 P3와 P4 구역(Fig. 1A)의 표면은 비순환식 온

실의 동일 구역에 비해 미생물의 생육에 있어서 습도, 무기

염류 등에서 다른 수준의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미생물 개

체수의 증가 속도는 초기 집락수와 온도, 습도와 같은 환경 

조건, 무기양분 등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다(Etchellis et al., 

1973; Sridhar and Bärlocher, 2000; van Maanen and Xu, 

2003). 본 연구에서 조사 농가의 수경재배 조건의 차이에 

따라 나타난 미생물 집락수의 차이는 시료 채취 표면의 환

경조건이 미생물의 번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

로 판단된다. 

온실 내 시료를 채취한 구역별 CFU 값을 비교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비순환식 온실에서 진균류의 경우 P2-P4 구

역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P1 구역은 순환식 온

실의 동일 구역과 함께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세균류의 경우는 각 구역에 대해 명확한 유의차가 

관찰되지 않았지만, 비순환식과 순환식 수경재배 온실의 P1 

구역의 CFU가 가장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P1 구역은 비순

환식 온실과 순환식 온실 모두 배지의 피복 부위로써 유사

한 환경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비순환식 온실이라도 위치 

별로 다른 환경조건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차이

로 볼 수 있다. 진균류의 순환식 수경재배 온실의 CFU는 

모든 구역에서 비순환식 온실에 비해 전체적으로 가장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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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between CFU and sampling position in the green house for fungi: A, PCA score; ▲, closed-coir; 

●, closed-rockwool; ▲, open-coir; ●, open-rockwool; B, eigenvector plot according to sampling position. Closed and open 

mean closed and open soilless culture systems, respectively. Refer to Fig. 1 for the positions of P1, P2, P3, and P4.

A B

Fig. 4.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between CFU and sampling position in the green house for bacteria: A, PCA score; ▲, 

closed-coir; ●, closed-rockwool; ▲, open-coir; ●, open-rockwool; B, eigenvector plot according to sampling position. Closed 

and open mean closed and open soilless culture systems, respectively. Refer to Fig. 1 for the positions of P1, P2, P3, and P4.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세균류의 경우는 순환식 온실의 전 

구역에서 유의하지는 않지만 비순환식에 비해 낮은 경향의 

CFU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가 다

른 요인들의 간섭보다는 비순환식 또는 순환식 시스템의 적

용에 따른 환경조건의 차이가 미생물의 개체수 증가에 미친 

영향이 컸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각 온실 내 시료의 수집 지점을 설명변수로 하고 미생물

의 개체수 수준을 목적변수로 설정한 주성분 분석결과 진균

류의 경우 제1주성분에서 코이어를 사용하는 비순환식 온실

의 주성분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암면

을 사용하는 비순환식 온실, 코이어 이용 순환식 온실, 암면 

이용 순환식 온실 순으로 나타났다(Fig. 3). 제1주성분의 결

과에는 P2 구역이 가장 크게 기여하였지만 P3와 P4 구역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P1 구역이 가장 낮게 나타났

다. 세균류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비순환식 수경재배 온실이 

높은 수준의 주성분 점수를 나타냈으나 코이어를 사용하는 

순환식 수경재배 온실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점수를 나타냈

다(Fig. 4). 그러나, 세균류의 경우도 암면을 사용하는 순환

식 수경재배 온실이 주로 낮은 수준의 주성분 점수를 나타

냈다. 세균류의 주성분 분석 결과에는 P4 구역이 가장 크게 

기여하였으며, 비슷한 수준으로 P3 구역이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균류의 경우도 P1 구역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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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하는 것으로 관찰됐다. 이는 온실 내 환경의 차이로 작

용했던 배액 이동 경로 상에 있는 P2 - P4 구역이 온실 내 

미생물 개체수의 변화에 영향력이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

다는 것을 의미하며, 배지의 피복부분에 해당하여 상대적으

로 배액의 발생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을 적게 받는 P1 구역

의 영향력이 작았음을 의미한다.

발병을 구성하는 3요소는 발병력과 밀도 등의 총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병원체와 환경, 기주식물로 구성될 수 있으

며 이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병삼각형으로 나타낼 수 있다

(Agrios, 2005). 온실의 경우 단일 작물로 구성되어 기주식

물의 개체수 측면에서 병 발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비순환식 온실의 경우 환경, 병원체

의 요소에 대해 순환식 온실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생물의 전체적인 개체수만을 

조사하였기 때문에 이 집단을 구성하는 미생물이 병원성 또

는 비병원성 여부를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공간에서 특정 

식물의 개체수가 증가할 경우 해당식물을 기주식물로 하는 

병원체의 개체수는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Flory 

and Clay, 2013). 비순환식 수경재배 시스템을 적용한 온실

이 병삼각형의 3요소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에서 만족

시키고 있으며, 따라서 잠재적인 병발생의 측면에서 비순환

식 수경재배는 순환식 수경재배 온실보다 더 높은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순환식 수경재배는 배액의 재사용에 따른 배액 내 병원성 

미생물의 집적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지만 비순환식 수경재

배 온실은 배액의 수집에 대한 기술적인 필요성이 낮음에 

따라 발생하는 온실 내 미세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잠재

적 병발생 가능성의 증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인 고형배지를 사용하는 국내 순환식 수경재배 온실의 수가 

극단적으로 적은 본 연구의 특성상, 충분한 표본을 확보하

지 못하는 한계로 인해 조사 결과에 그에 따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순환식 수경재배 온실의 배

액 내부 방류에 따른 온실 내 미생물 개체수 증가 현상이 

관찰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적절한 배액 살균 기술의 

적용과 함께 순환식 수경재배를 위한 배액 수집 방식을 적

용할 경우, 잠재적인 병 발생 억제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

리한 온실 조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초  록

본 연구는 순환식과 비순환식 수경재배 온실 내 특정 구

역에서 잠재적인 병발생 가능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미생물 

시료의 채취 및 배양을 통하여 집락형성단위수(CFU)를 분

석하였다. 시료의 채취는 배지를 기준으로 각 구역별 3cm 

간격으로 25cm
2
의 면적에 대해 4개의 구역을 각 온실별로 

3회 반복하여 이루어졌다. 비순환식과 순환식 수경재배 온

실에서 암면과 코이어를 배지로 사용하는 각 2개 농가를 조

사대상으로 하였다. 진균류의 경우 비순환식 수경재배 온실

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의 집락형성단위수(CFU)가 관찰

되었다. 세균류의 경우는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지

만, 순환식 수경재배 온실이 비교적 낮은 경향을 나타냈다. 

위치 별 CFU의 비교에서는 순환식과 비순환식 모두 배액의 

발생에 따른 환경조건의 변화가 적은 배지 부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CFU가 관찰되었다. 주성분 분석결과 온실 내 

배액의 이동 경로 상에서 수집된 시료가 미생물의 개체수 

변화에 많이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순환식 수

경재배 온실은 비순환식 수경재배 온실에 비해 미생물 증식 

억제에 유리한 조건에 있으며, 이는 외부 환경에 비해 비교

적 단순한 생태계로 구성된 온실의 조건을 고려해 보았을 

때 잠재적인 병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의미한다. 

추가 주요어 : 상업용 농가, 병, 배액, 온실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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