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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파프리카 수경재배에서 근권 냉방 시간이 근권 온도와 생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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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an appropriate cooling timing in the root zone for lowering substrate temperature 

and its effect on physiological response of sweet pepper (Capsicum annum L. ‘Orange glory’) grown on coir substrate in summer,

from the July 16 to October 15, 2012. Daily temperature of substrate, root activity, leaf water potential, first flowering date, 

and the number of fruits were measured by circulating cool water through a XL pipe in the root zone during either all day 

(all-day) or only night time (5 p.m. to 3 a.m.; night) from the July 23 to September 23, 2012. For comparison, no cooling (control) 

was also applied. Between the 23
rd

 of July and 31
st

 of August (hot temperature period), daily average temperatures in substrates

were 25.6°C, 26.1°C, and 29.1°C for the all-day and night treatment, and control respectively. About 1.8 to 5°C lower substrate 

temperature was observed in both treatments compared to that of control. In sunny day (600-700 W･m
-2
･s

-1
), the highest temperature

of substrate was measured between 4 p.m. and 5 p.m. under both the all-day and night treatments, whereas it was measured 

between 7 p.m. and 8 p.m. under the control. Substrate temperatures during the day (6 a.m. to 8 p.m.) and night (8 p.m. to 

6 a.m.) differed depending on the treatments. During the day and night, averaged substrate temperature was lower about 3.3°C

and 4.0°C for the all-day, and 2.1°C and 3.4° for the night treatment, compared to that of control. In the all-day and night treatment,

the TD [TD = temperature of (control)] was greater in bottom than that of other regions of the substrate. Between the day 

and night, no different TD values were observed under the all-day treatment, whereas under the night treatment there was 

difference with the greatest degree in the bottom of the substrate. During the hot temperature period, total numbers of days 

when substrate temperature was over 25°C were 40, 23 and 27 days for the control, all-day, and night treatment, respectively, 

and the effect of lowering substrate temperature was therefore 42.5% and 32.5% for the all-day and night treatment, respectively,

compared to that for the control. Root activity and leaf water potential of plants grown under the all-day treatment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under the night treatment. The first flowering date in the all-day treatment was similar to that in the night 

treatment, but 4-5 day faster than in the control. Also, the number of fruits in both treatment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the control. However, there was no effect of root zone cooling on eliminating delay in fruiting caused by excessively 

higher air temperature (> 30°C), although the substrate temperature was reduced 1.8°C to 5°C.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ethod of cooling root zone temperature need to be incorporated into the lowering growing temperature for growth and fruit 

set of health pap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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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여름 시설 재배는 온실 내로 방사된 복사열로 인해 외부

보다 온실 내부의 온도가 높아져 작물 적정 온도 관리에 어

려움이 많다. 시설 내에서는 주로 환기 또는 차광을 단독 

또는 병행 처리하거나 증발 냉각, 지붕 살수 등을 이용하여 

고온을 극복하고 있다. 최근 규모화된 온실에서는 유공 덕

트와 열 교환기를 이용하여 외기를 흡입한 후 각 덕트의 구

멍으로부터 저온 건조한 공기가 뿜어 나오는 구조를 이용한 

강제 환기 방식(Na et al., 2011), 미세노즐을 이용하여 세무

하는 증발냉각 방식(Lee and Kim, 2011) 등을 통해 지상부 

고온을 하강시켜 안정적인 생산을 꾀하고 있다. 

시설 내 온도를 하강시키는 냉방은 설치에 따른 초기 비

용과 에너지 소모량에 따른 운영 비중이 높아 작물 생육에 

적합한 온도로 온실 환경을 유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

라서 야간에만 냉방을 실시하거나, 온도 하강이 필요한 부

분에 부분적으로 냉방하는 국소냉방을 이용하는 방식이 온

실 전체를 냉방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일 수 있다(Lee et al., 

2002; Morgan, 2011). 

지하부 근권 냉방은 온실의 지상부 냉방에 소요되는 에너

지 비용을 줄이면서 뿌리가 분포하는 배지 온도 상승을 낮

추고, 뿌리의 생장을 촉진시키고, 양･수분 흡수 저해를 완화

시켜 작물 생육과 수량에 긍정적임을 파프리카(Jang et al., 

2010), 토마토(Lee et al., 2002), 오이(Moon et al., 2007), 엽

채류(He et al., 2001) 등에서 보고(Morgan, 2011)된 바 있다. 

이와 같은 근권 냉방 방식은 급액 온도를 낮추거나(Kim et 

al., 2011), 배지부 열 교환 매체나 증발 냉각을 이용하는 방

식(Kim et al., 2010) 등이 사용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은 고온기 파프리카 수경재배에서 XL 파

이프를 이용한 냉수 순환에 의한 근권 냉방의 냉방 시간이 

배지 내 온도 변화와 파프리카의 뿌리 활력, 엽 수분포텐셜 

및 착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 품종은 Blocky 타입의 주황색계 파프리카(Capsicum 

annum. L) ‘Orange glory’(Seminis Vegetable Seed Inc., USA)

이다. 암면 블록에 육묘(초장 40cm 내외)된 파프리카를 2012

년 7월 16일 서울시립대 양지붕 단동 유리온실(N37.5°, E127.0°)

에 정식하여 2줄기 유인하여 10월 15일까지 수경재배하였

다. 정식용 배지는 유기 코코넛 코이어 슬라브(chip:dust = 

5:5(v/v), W 20 × L 100 × H 12cm, Shinsung Minerals Co., 

Sri Lanka)이며, 배지의 화학적 특성과 조제 과정에서 집적

된 염을 제거하고자 3회 이상 세척하였고, 파프리카 네덜란

드 배양액(EC 2.0dS･m
-1

)으로 충분히 포수한 후 슬라브당 

3주씩 파프리카를 정식하였다. 파프리카 수경재배 방식은 

비순환식 시스템이며, 작물 생육에 따라 배양액 공급 EC 

2.7-3.5dS･m
-1
로 조절하면서 pH 5.7 ± 0.2로 공급하였다. 1

회 배양액 공급량은 주당 100-110mL씩 하루 8-9회, 일출 후 

2시간부터 일몰 1시간 전까지 24시간 타이머로 생육 초기 

공급하다가 점차 일일 급액량을 증가시켰다. 

근권 냉방은 코이어 배지와 스티로폼 베드 사이에 XL 파

이프를 매설하고, 자동온도조절기(DOV-882, Daeil Co., Ltd., 

Korea)와 냉각기(DA-3000B, Daeil Co., Ltd., Korea)를 사용

하여 설정 온도 ± 0.5°C에서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냉수 설정온도는 20 ± 2°C로 유지하면서 순환시키는 냉수 

순환형 방식을 채택하였다. 근권 냉방 효과를 알아보고자 

냉방 공급 시간에 따라 연속냉방(전일, 24시간), 야간냉방

(야간, 오후 5시-오전 3시) 및 냉방무처리(대조구)의 3수준

으로 7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처리하였다. 

온실 내 온도는 대기 온습도센서(SHT-110, Miraesensor Co., 

Korea)로 10분마다 계측하였고, 배지 온도는 FDR 센서(CoCo 

Sensor, Miraesensor Co., Korea)를 이용하여 작물과 작물 사

이에 센서를 상부에서 5-7cm 깊이에 꽂아 10분 간격으로 계

측한 후 Data logger(WP700, Miraesensor Co., Korea)에 자

료를 수집하였다. 

처리에 따른 배지 온도 변화는 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

지 수집된 자료를 최고, 평균, 최저 온도로 각각 정리하였고, 

하루 중 배지 온도 변화는 맑은 날(일사량 600-700W･m
2
, 

8월 1일)과 흐린 날(일사량 < 350W･m
2
, 8월 13일)에 계측된 

자료를 주간(오전 6시-오후 8시), 야간(오후 8시-오전 6시)으

로 각각 분석하였다. 

배지 깊이에 따른 배지 온도는 배지 하부 기준으로 8cm(상), 

5cm(중), 2cm(하)로 나누어 CR10X data logger(Campbell 

Scientific, USA)로 8월 1일, 10분 간격으로 수집한 자료를 

시간별 평균값으로 분석하였다.  

근권 냉방에 의한 파프리카의 생리적 반응을 알아보기 위하

여 뿌리활력과 수분포텐셜을 측정하였다. 뿌리 활력은 Hirata 

(1990)의 triphenyl tetrazolium chloride(TTC)법으로 측정하

였다. 처리 25일째 1cm 내외로 균일하게 절단한 0.5g 뿌리

를 1% TTC가 혼합된 용액에 침지한 후 환원 반응에 따른 

적색 정도를 분광광도계(Shimadzu, UV-1800, Japan) 47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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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aily average (A), maximum (B), and minimum (C) 

temperature of substrate when cool water was circulated 

through the XL pipe in the root zone during either all day 

(all-day) or only night time (5 p.m. to 3 a.m., night), or 

when no cooling (control) was applied. Data were recorded 

every 10minutes between the 23
rd

 of July and 31
st
 of August, 

2012.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근활력을 계산하였다. 잎 수분퍼텐

셜은 근권냉방 43일째 오전 9시부터 3시간 간격으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상부에서 3번째 마디의 전개 잎을 채취하여 

휴대용 잎 수분포텐셜 측정기(SKPM 1400, SKYE, UK)로 

질소 가스 압력에 의해 수액이 엽병 밖으로 나오는 시점의 

값을 3회 반복 측정하였다. 파프리카 첫 개화가 시작된 시기

는 육안 조사하였고, 주당 착과수는 처리 63일과 77일에 조

사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package(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 SAS Institute Inc.)를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DMRT)를 실시하여 5% 유의수준에서 각 처리간 차이

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고온기(7월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XL 파이프를 이용한 

근권 냉방 방식에서 냉방 시간에 따른 배지 내 일평균, 최고, 

최저 온도 변화는 대조구보다 1.8-5°C 낮아 온도 하강 효과가 

관찰되었다(Fig. 1). 근권 배지의 평균온도가 전일 처리구에서

는 25.6°C(22.7-28.2°C), 야간 처리구는 26.1°C(22.9-29.2°C)

였으며, 대조구는 29.1°C(24.7-33.2°C)였다. 근권 냉방에 의한 

배지 온도 하강이 전일 처리구에서는 평균 3.5°C(1.9-5.0°C), 

야간 처리구에서는 평균 3°C(1.8-4.0°C)로 전일과 야간 냉방 

시간 처리간 일 평균 배지 온도 차이는 0.5°C였다. 고온기간 

중 8월 1일부터 10일까지 온실 평균 온도가 32.7°C(29.0- 

35.6°C)이였을 때 전일 처리구의 배지 온도는 24.8-28.1°C로 

대조구 배지 온도(28.1-33.2°C)에 비해 온도 하강(3.3-5.1°C)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Fig. 1A). 전일 처리구, 야간 처리구 

및 대조구 배지의 최고온도는 27.6°C(24.7-30.8°C), 28.5°C 

(24.7-32.3°C), 30.8°C(26.3-34.9°C)였고, 최저온도는 24.0°C 

(20.5-26.0°C), 24.3°C(20.6-26.3°C), 27.4°C(24.1-31.2°C)였

다. 이는 배지의 온도범위가 전일, 야간 처리구 및 대조구에

서 각각 20.5-30.8°C, 20.6-32.3°C, 24.1-34.9°C를 나타냄으

로써 근권 냉방 처리와 처리시간이 길었을 때 대조구보다 

근권 온도는 낮아졌다(Figs. 1B and 1C). 

광량이 많았던 맑은 날(일사량 최고 600-700W･m
-2

)과 광

량이 적었던 흐린 날(일사량 < 300W･m
-2

)의 하루 중 배지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았다. 맑은 날 온실 

내부 온도가 최고조에 도달한 시간은 오후 2시경이였으며, 

배지 온도가 최고조에 도달한 시간은 전일과 야간 처리구에

서는 오후 4-5시, 대조구에서는 오후 7-8시였다. 냉방 처리

를 받은 배지 온도는 일몰(오후 7시) 이후 배지 온도가 감소

한 반면, 대조구의 오후 8시 이후부터 오전 6시 전까지 배지 

온도는 온실 온도보다 높았다. 이는 냉수 순환을 위해 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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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comparison of typical profiles of substrate temperature 

when cool water was circulated through the XL pipe in 

the root zone during either all day (all-day) or only night 

time (5 p.m. to 3 a.m., night), or when no cooling (control) 

was applied in a sunny day (A) and cloudy day (B). Solar 

radiation at midday ranged between 600 and 700 W･m
-2

at the sunny day and was lower than 350 W･m
-2

 at the 

cloudy day. Data were recorded every 10 minutes at the 

1
st

 of August (A) and 13
rd

 of August (B), 2012.

로폼 베드 위에 슬라브를 설치함에 따라 스티로폼 재질의 

특성상 주간에 상승한 배지 온도가 일몰 이후에도 낮아지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맑은 날 하루 평균 배지 온도가 전일 처리구에서는 27.1°C, 

야간 처리구에서는 28.1°C, 대조구는 30.8°C로 근권 냉방으

로 배지 온도는 2.7(야간)-3.7°C(전일) 낮아졌다(Fig. 2A). 주

간(오전 6시-오후 8시)의 온실 평균온도는 37.3°C였으며, 처

리구의 배지 평균온도는 각각 28.0°C(전일), 29.2°C(야간), 

31.3°C(대조구)였다. 야간(오후 8시-오전 6시) 온실 평균온

도는 28.7°C였으며, 배지 평균온도는 26.3°C(전일), 26.9°C 

(야간), 30.3°C(대조구)였다(자료 미제시). 냉방처리로 주간/

야간 배지온도가 대조구보다 전일 처리구에서는 3.3°C/4°C, 

야간 처리구에서는 2.1°C/3.4°C 온도가 하강하였고, 주간보

다 야간 온도 하강이 컸다. 특히 야간 처리구는 배지의 야간 

온도 하강으로 주간 배지 온도를 낮추었다. 전일과 야간 처

리 간 배지온도 차는 오후 4시에 최고 1.9°C였으며, 주간은 

평균 1.2°C, 야간은 평균 0.6°C 차이를 나타냈다. 

흐린 날의 배지 온도 변화도 맑은 날과 같은 경향을 보였

으며, 근권 냉방으로 일평균 2.9(야간)-3.3°C(전일) 배지 온

도가 하강했다(Fig. 2B). 야간 처리구는 맑은 날에 비해 주간 

배지 온도 상승이 높지 않은 반면, 야간 시간 냉방으로 인해 

주간 배지 온도 하강이 더 컸으며, 전일과 야간 처리에 따른 

온도 차이는 맑은 날에 비해 작았다. 

근권 냉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조구의 배지 온도는 낮에 

시설로 유입된 복사에너지로 인해 일몰 이후까지 상승하였

고, 야간 시간대 배지 온도가 평균 30.3°C(맑은 날)-27.5°C

(흐린 날)의 고온을 유지하여 야간에도 배지 온도가 매우 높

아 파프리카 근권 온도 범위에서 크게 벗어났다(Fig. 2). 이

에 비해 전일과 야간 처리구의 근권 냉방은 일몰 이후 야간 

시간대 배지 온도를 낮추는 데 긍정적인 영향인자로 작용하

였다. 

7월 23일부터 8월 31까지의 온실 내 일평균 온도는 30 

± 3.3°C, 최고/최저 평균온도는 37.7 ± 5.8°C/24.7 ± 2.1°C였

으며, 8월 3일은 온실 최고온도가 48.8°C를 기록했다. 근권 

냉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조구의 배지 일평균 온도는 29.1°C

이였으며(Fig. 1), 맑은 날 야간 평균 온도도 30.3°C로 나타

나(Fig. 2A), 이 기간 중 일평균 배지 온도가 25°C 이하로 

내려간 날은 없었고, 30°C를 넘는 날은 16일이나 되었다

(Fig. 1A). 이에 비해 전일 처리구에서는 일평균 배지 온도가 

25.6°C, 야간 처리구에서는 26.1°C로, 일평균 배지 온도 25°C

를 넘는 날이 전일 처리구에서는 23일, 야간 처리구에서는 

27일 측정되었다. 

파프리카 재배 온도는 21-26°C(Morgan, 2011)이며, 24시

간 평균 온도 목표는 19-21°C임을 고려할 때 근권 냉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대조구는 지상부와 지하부 모두 고온에서 

파프리카가 재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식물 생육, 개화, 착

과 및 과실 비대는 주/야간 온도뿐만 아니라 24시간 평균 

온도가 크게 관여하고 있다(Bakker, 1989). 영양생장기와 착

과 이후 온도 관리는 다르나, 고온(≥ 32°C)에서는 낙화 및 낙

과를 조장하여 생산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Khan and Passam, 

1992; Rylski and Spigelman, 1982). 따라서 본 실험에서 고

온기의 파프리카 근권 목표 최고 온도를 25°C로 가정할 때, 

근권 냉방에 의해 배지의 고온 노출 기간을 전일에서는 42.5%, 

야간 처리에서는 32.5% 줄일 수 있었다. 또한 본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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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Differences of substrate temperature at 8 cm (A), 5 

cm (B) and 2 cm (C) apart from the bottom of substrate 

when cool water was circulated through the XL pipe in 

the root zone during either all day (all-day) or only night 

time (5 p.m. to 3 a.m., night). Data were recorded every 

10 minutes at the 1
st
 of August, 2012.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of six replications.

Table 1. Root activity measured at 25 days after cooling. Cool 

water was circulated through the XL pipe in the root zone 

during either all day (all-day) or only night time (5 p.m. 

to 3 a.m., night), or no cooling (control) was applied.

Treatment Root activity (mg･g
-1

 Fw･h
-1

)

Control 13.56 b
z

All-day 37.30 a

Night 17.93 b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전일과 야간 처리구에서의 배지 내 하루 평균 온도는 0.5-1°C

의 차이를 보였으나, 24시간 평균 온도를 고려한다면 전일 

처리가 근권 배지의 고온 노출 일수를 감소시켜 고온기 근

권 온도를 유지하는 데 보다 더 효과적이라 생각된다. 

XL 냉수 순환 근권 냉방은 XL 파이프가 배지 하단부에 

위치하므로 배지 깊이에 따른 온도 차[TD, TD = (대조구 - 

처리구)의 배지 온도]와 평균 온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배지 상/중/하부의 TD가 전일 처리구에서는 4.0°C/ 

5.5°C/7.3°C였으며, 야간 처리구에서는 3.3°C/4.5°C/6.1°C

로, 배지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TD는 커졌다. 전일 처리

구의 하루 중 TD 변화는 배지 상/중/하부에서 완만하였으나, 

야간 처리구는 주간과 야간 시간대 TD가 배지 중, 하부에서 

커졌다(Figs. 3B and 3C). 이는 냉방이 없었던 낮 시간 배지 

온도 상승이 일몰과 함께 야간 냉방 공급으로 배지 온도가 

하강함으로써 주간과 야간 시간 TD는 XL 파이프가 매설된 

배지 중, 하부에서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Lee et al.(2002)이 펄라이트 배지에서 XL 냉수순환, 라디에

이터 냉풍, 패트 냉풍을 이용하여 근권 냉방 하였을 때 대조

구에 비해 배지 온도가 낮아졌으며, XL 냉수순환에서는 배

지 깊이별 근권 온도에 차이를 보여 본 실험 결과와도 같았

다. 또한 배지 내 작물 근권 온도는 뿌리 발달뿐 아니라 양･수

분 흡수에도 영향을 주며, 급액 관리에 따라 뿌리 분포는 

달라질 수 있다(Kim et al., 2011; Lee et al., 2002). 따라서 

본 실험을 통해 배지 깊이에 따른 근권 온도 차이가 있으므

로, 뿌리 발달 등 생육과 양･수분 흡수와의 관계를 급액 관

리 요인과 함께 병행하여 추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처리 25일째 전일 처리구에서의 뿌리 활력은 대조구와 야

간 처리구에 비해 2배 이상 유의하게 높았으나, 야간 처리구

는 대조구와 차이가 없었다(Table 1). 이는 근권온도가 높았

던 시간이 야간 처리구가 전일 처리구보다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근권 냉방에 영향을 받은 전일과 야간 처리구의 잎 수분 

포텐셜은 높았다(Fig. 4). 대조구의 잎 수분 포텐셜은 낮 시

간 동안 전일 처리구에 비해 1.2MPa 낮았다. 하루 중 수분 

포텐셜은 정오인 12시에 감소하고 오전 6시에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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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first flowering date and number of fruits at 63 

and 77 days after transplanting (DAT). Cool water was 

circulated through the XL pipe in the root zone during either 

all day (all-day) or only night time (5 p.m. to 3 a.m., night), 

or when no cooling (control) was applied.

Treatment
1st flowering date

(mm/dd)

Number of fruits (plant)

63 DAT 77 DAT

Control 9/12 1.0 b
z
 3.0 b

All-day 9/7 4.0 a 7.3 a

Night 9/8 3.3 a 5.3 a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Fig. 4. Leaf water potential measured at 43 days after cooling. 

Cool water was circulated through the XL pipe in the root 

zone during either all day (all-day) or only night time (5 

p.m. to 3 a.m., night), or no cooling (control) was applied.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 of three replications.

오전 중 파프리카 엽온은 오후에 비해 낮았고 광합성과 증

산율은 근권 냉방 처리에서 높았다(자료 미제시). 정오 12시

는 지상부 온도와 함께 엽온이 상승하고, 한편으로 잎 표면

으로부터 증발산이 증가함에 따라 오전 9시에 비해 수분 포

텐셜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낮 시간 동안 잎 수분 포텐셜

은 전일 처리구가 야간 처리구보다 높았다. 즉, 고온기 파프

리카 생육기간 중 근권 냉방은 대조구에 비해 배지 온도를 

낮춰(3-3.5°C; Fig. 1), 뿌리 근활력과 낮 시간 잎 수분포텐셜

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는 Moon et al.(2007)

이 근권 온도에 따른 오이의 잎 수분 포텐셜을 측정한 결과 

20°C 근권 온도 처리구에서 가장 높고 고온인 35°C 포텐셜

에 부의 영향을 준 것으로 본 실험결과와도 같았다.

파프리카 개화 시기는 고온기에 지연되어, 9월 7일에 전일 

처리에서 첫 개화가 시작되었다(Table 2). 근권 냉방 처리구

는 대조구에 비해 개화시기가 4-5일 앞당겨졌으며, 파프리

카 착과 수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Lee et 

al.(2002)이 근권 냉방으로 근권부를 25°C 이하로 유지하였

을 때 토마토 화방별 착과율이 대조구에 비해 통계적 유의

성이 인정되고 수량도 증가한 것으로, Jang et al.(2010)도 

파프리카의 양액 냉각 처리로 과실 착과율과 A등급 수량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한편, 주간 온도가 ≥ 32°C 고온인 경우는 착과가 감소한

다는 Rylski and Spigelman(1982), Khan and Passam(1992)

의 결과와 같이, 본 실험에서 근권 냉방에 의해 일평균 배지 

온도 3-3.5°C 및 냉방 시간 처리간에는 평균 ≥ 0.5°C 이상 

근권 온도 하강 효과를 보였으나, 고온기 온실 내 일평균 

온도가 29.6°C로 높아 파프리카 착과가 늦게 이루어졌다. 

이는 근권 냉방으로 배지 온도를 낮추어 뿌리 활력, 수분 

포텐셜 등 생리적 반응에 유의하더라도 지상부 고온에 의한 

개화 지연으로 고온기의 근권 온도 보상 효과를 찾을 수는 

없었다. Behboudian et al.(1994)은 파프리카를 지온 34°C에 

계속 노출시켰을 때 무기이온 흡수 양상, 뿌리 발달, 엽록소 

함량은 품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주/야간 고온의 배지 

온도에서 계속적으로 재배되지 않으면 근권의 고온이 작물 

생리적 반응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Gosselin 

and Trudel(1985)도 근권 온도에 의해 오이 생육은 증가하더

라도 지상부 온도가 야간 저온에서는 생산성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고온기 근권 냉방은 차광, 환기 면적 확대 등 주간 

온도를 낮추면서 근권 냉방을 병행했을 때 냉방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으리라 본다. 

 

초  록

본 실험은 고온기 근권 냉방 시간에 따른 배지 온도 하강

과 파프리카(Capsicum annum L.) ‘Orange glory’의 생리적 

반응을 알아보고자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코이어 배

지에서 수경 재배하였다. 배지의 일평균, 최고 및 최저 온도 

변화와 파프리카의 뿌리 활력, 수분 포텐셜, 개화시기 및 착

과수 등을 측정하였다. 20 ± 2°C의 냉수를 순환시키는 XL

파이프 근권부 냉방시간 처리는 전일(전일, 24시간), 야간

(야간, 오후 5시-오전 3시), 및 냉방 무처리(대조구)로 7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처리하였다. 

고온기(7월 23일-8월 31일) 동안 일평균 배지 온도가 

전일 처리구에서는 25.6°C(22.7-28.2°C), 야간 처리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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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6.1°C(22.9-29.2°C)로 대조구의 29.1°C(24.7-33.2°C)에 

비해 1.8-5°C 낮아졌다. 하루 중(맑은 날, 8월 1일) 배지의 

최고온도 도달 시간이 전일과 야간 처리구에서는 오후 4-5

시였으며, 대조구는 오후 7-8시였다. 주간(오전 6시-오후 8시)

과 야간(오후 8시-오전 6시) 시간의 배지 온도는 처리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주간/야간의 배지 평균온도는 대조구보다 전

일 처리구에서 3.3°C/4°C, 야간 처리구에서 2.1°C/3.4°C 낮아

졌다. 배지 깊이별 배지 온도 차(대조구 배지 온도 - 처리구 

배지 온도)는 하부에서 가장 컸다. 전일 처리구의 배지 온도 

차 변화는 배지 상/중/하부에서 완만하였으나, 야간 처리구

는 주간과 야간 시간대 배지 온도 차가 배지 중간, 하부에서 

커졌다. 배지 평균 온도가 25°C 이상 계측된 날이 대조구에

서는 40일, 전일 처리구에서는 23일, 야간 처리구에서는 27

일로 대조구에 비해 각각 42.5%, 32.5% 배지온도 하강효과

를 보였다.

전일 처리구의 파프리카 뿌리 활력과 수분 포텐셜은 야

간 처리구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근권 냉방 처리의 첫 개화 

시기는 4-5일 앞당겨지고 착과수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그

러나 고온기 지상부가 고온(≥ 30°C)으로 파프리카 착과는 

늦어졌다. 이는 근권 냉방으로 배지 온도가 1.8-5.0°C 낮아

졌으나, 고온기 파프리카 생육과 착과를 위해서는 위해서는 

근권 냉방뿐 아니라 지상부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 병행되어

야 한다.

추가 주요어 : Capsicum annum. L., 뿌리활력, 근권 냉방, 

착과수, 수분 포텐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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