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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 기간에 따른 고추 묘의 소질과 정식 후 생육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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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seedling quality, growth characteristics and yield of hot pepper (Capsicum 

annum) grown in the open field according to seedling growth periods (SGPs) of 45, 55, 65, 75, and 85 days. Before planting, 

plant height, node number, leaf area, fresh and dry weight of seedlings were high in longer-SGP treatments, the T/R ratio was 

high in SGP 45 and SGP 85 treatments compared with other treatments. At 10 weeks after planting, plant height, stem diameter 

and leaf area of plants treated with SGP 45 and SGP 55 were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other treatments. Fresh and 

dry weight of the plant with SGP 45 treatment was greatest, however, the dry matter percentage with SGP 45 was low compared 

to other treatments. Fruiting number and weight per plant were highest in SGP 45 treatment. Shorter SGP treatments such 

as 45 and 55 days gave greatly increased total weight of ripened fruit at 18 weeks after planting. Our results showed that 

SGP for hot pepper grown in the open field influences plant growth parameters and marketable yield, so that SGP 45 to SGP 

55 is optimum to cultivate hot pepper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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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국내에 공정 육묘 생산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노동력 절감

과 균일한 묘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 그 수요가 꾸준히 증

가하고 있다. 공정 육묘 산업은 시설재배 면적의 증가와 함

께 묘의 규격화가 대두되면서 확대되었다(Yeoung et al., 

2002). 공정육묘는 균일한 묘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생산 시

기 및 생산량의 제어가 가능하다(Shin et al., 2000). 농업 선진

국들은 공정육묘법의 도입으로(MAFRA, 1997) 균일한 묘의 

대량생산과 작물 생산의 분업화 등이 가능해졌다(Ito, 1992; 

Jeong, 2002). 국내에서는 1990년대에 들어 전문적인 육묘 

생산업이 도입 및 보급되기 시작하였다(Shin, 1997). 묘의 소

질 및 이후 생산성에는 육묘일수, 셀(근권부) 크기, 관수 관

리법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Kim et al., 2001; 

Lee and Suh, 2009; Yu et al., 2002). 이들 중 육묘일수는 정식 

후 활착과 수량 등에 영향을 주는데 토마토 재배에서는 육묘

일수가 4-5주 정도의 어린 묘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Bae et 

al., 2013; Leskovar et al., 1991), 오이 재배에서는 육묘일수가 

긴 묘일수록 정식 후 초기 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Yu et al., 2002). 하지만 대부분 시설 재배에서 이용됨에 

따라 지나치게 어린 묘는 도장할 우려가 있고 초세 안정이나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Lee and Kim, 1999; Shi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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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of hot pepper treated with different seedling growth periods before planting.

Seedling growth

period (days)

Plant height

(cm)

Node number

(No.)

Leaf area

(cm
2
)

Flower number

(No.)

Fruiting number

(No.)

45 18.1 e
z

 8.0 c  77.1 d 0.0 b 0.0 c

55 21.0 d  8.7 b 105.1 c 0.0 b 0.0 c

65 22.8 c  9.0 b 105.3 c 1.2 a 0.9 b

75 28.0 b  9.7 a 132.0 b 1.0 a 0.6 b

85 35.6 a 10.0 a 166.5 a 0.7 a 2.4 a
z
Different letters within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묘의 소질 저하는 육묘 과정 중 높은 재식밀도에 의한 도장

(Zhang et al., 2003), 관행적 생산 기술 적용, 묘 소질 기준의 

모호함에서 발생하는데 이에 관련된 다양한 요인들은 생산

성과 경영비에 영향을 준다(Kemble et al., 1994). 국내에서

는 종자값의 영향으로 자가 육묘가 대부분으로(KREI, 2011) 

공정 육묘의 전반적인 체계 확립이 어렵고, 작목마다 묘 소

질의 규격이 설정되지 않아 생산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본 연구는 노지 재배 홍고추 ‘배로따’를 대상으로 

육묘 일수에 따른 묘의 소질 차이와 이러한 차이가 정식 후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국내 공정묘 규격

의 체계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홍고추 ‘배로따’ 품종을 대상으로 전북에 위치

한 플러그 육묘장에서 육묘 기간별로 묘를 양성하여 원광대

학교 실습 포장에 정식하여 수행하였다. 육묘 기간 설정은 

전북 지역의 관행적인 파종 후 65일을 기준으로 -20일(45

일), -10일(55일), +10일(75일) 및 +20일(85일)로 하였다. 파

종일은 정식일을 미리 정한 후 처리마다 역산하여 결정하였

고, 처리당 50셀 트레이 5개에 파종하였다. 환경 관리는 주

간에는 24 ± 1°C, 야간에는 18 ± 1°C, 습도는 80 ± 5%로 

관리하였다. 육묘 기간에 따라 생산된 묘는 처리마다 한 트

레이에서 12주씩 총 60주를 무작위 선발한 후 20주는 육묘 

기간에 따른 묘 특성 조사에, 나머지는 정식 후 생육 특성 

조사에 사용하였다. 정식은 2013년 5월 10일에 재식거리를 

60cm × 35cm로 하였고,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으로 5집구, 

집구당 8주씩 랜덤으로 배치하였다. 양성된 묘의 소질은 초

장, 마디수, 엽면적, 꽃수, 착과수, 그리고 지상부와 지하부

를 구분하여 생체중, 건물중, 건물률, T/R율을 조사하였다. 

정식 후 생육 조사는 4주째부터 2주 간격으로 집구당 2주

(처리당 10주)씩 선발하여 묘 소질 특성 조사 항목 외에 줄

기직경과 수확량을 추가적으로 조사하였다. 줄기직경은 첫 

번째 마디 아래 1cm 위치를 캘리퍼스(500-182, Mitutoyo 

Co., Kawasaki, Japan)로 측정하였고, 엽면적은 엽면적기

(LI-3100, LI-COR, Lincoln, USA)로 측정하였다. 건물중은 

각 기관별로 분류하여 80°C의 건조기에서 2일 정도 건조하

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생체중과 건물중을 이용하여 건물률

과 T/R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건물률 = DW/FW × 100 (%) (1)

･ DW: 식물체 총 건물중

･ FW: 식물체 총 생체중

T/R ratio = DW1/DW2 (2)

･ DW1: 지상부(줄기 + 엽 + 꽃 + 과실) 건물중

･ DW2: 지하부(뿌리) 건물중

정식 후 착과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과실 직경 3cm 이

상인 완전히 착과된 과실을 2주(week) 간격으로 누적 조사

하였다. 정식 후 초기 수확량 패턴을 알아보기 위해 80% 

이상 착색된 성숙과를 정식 후 12주, 16주, 18주 총 3회 수

확하여 비교하였고, 연구기간 동안 총 수확량은 3회의 성숙

과 수확량을 합하여 나타내었다. 처리간 평균 비교는 SPSS 

프로그램(Version 19.0, SPSS Inc., Chicago, USA)을 이용

하여 95% 신뢰수준에서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육묘 기간에 따라 생산된 고추 묘의 소질 차이

육묘 기간에 따라 생산된 고추 묘의 생육 특성을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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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lant fresh and dry weight of hot pepper treated with different seedling growth periods before planting. 

Seedling growth

period (days)

Fresh weight (g) Dry weight (g)

Shoot (A) Root (B) A + B Shoot (A) Root (B) A + B 

45  4.31 e
z

1.71 d  6.02 (2.5)
y

0.50 d 0.10 d 0.60 (5.0)

55  5.87 d 3.18 c  9.05 (1.8) 0.77 c 0.29 c 1.06 (2.7)

65  7.32 c 3.87 b 11.19 (1.9) 1.17 b 0.48 b 1.65 (2.4)

75  8.68 b 4.43 a 13.11 (2.0) 1.28 b 0.47 b 1.75 (2.7)

85 17.67 a 4.59 a 22.26 (3.8) 2.42 a 0.54 a 2.96 (4.5)
z
Different letters within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y
Data in parentheses are T/R ratio = shoot weight (A) / root weight (B).

Table 3. Plant height, stem diameter, and leaf area of hot 

pepper treated with different seedling growth periods at 

10 weeks after planting in the open field.

Seedling growth 

period (days)

Plant height

(cm)

Stem diameter

(mm)

Leaf area

(cm
2
/plant)

45 113.6 a
z

18.8 a 7,295.0 a

55 107.8 ab 15.4 bc 6,802.0 a

65  93.7 d 14.9 c 4,339.8 c

75 103.1 bc 17.2 ab 6,574.3 b

85  98.1 cd 15.3 c 4,927.4 bc
z
Different letters within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Fig. 1. Increment of leaf area in hot pepper plant treated with 

different seedling growth periods per two weeks for 10 

weeks after planting in the open field.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10).

면(Table 1), 육묘 기간이 긴 묘일수록 초장, 마디, 엽면적, 

꽃수 및 과실수, 생체중 등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

히, 초장, 절간수 및 엽면적은 육묘 기간에 의해 뚜렷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65일 이상 묘부터 꽃의 개화나 일부 

수정이 되어 착과된 유과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상기 결

과는 Yu et al.(2002)이 오이 접목묘의 육묘 일수 증가에 따

라 엽면적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고추 묘의 생체중 및 건물중도 육묘 기간이 긴 묘일수록 

무거웠다(Table 2). Yu et al.(2002)의 연구에서도 오이 접목

묘의 건물중은 육묘 일수가 길수록 증가한다고 하였다. 하

지만 식물체의 생체중 및 건물중 대비 뿌리의 비율은 45일 

및 85일 묘들에서 뚜렷이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data not 

shown). 특히, 건물중으로 본 T/R율은 45일 및 85일 묘에서 

각각 5.0 및 4.5로 다른 처리구들의 2배 가량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뿌리 건물중과 T/R율을 고려할 때 유엽의 생성에 따

른 옥신(Auxin) 이동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45일 묘에서는 

발아 후 1차 줄기 생장과 엽의 확장 단계로 뿌리부로의 옥신 

이동량이 적었고, 85일 묘에서는 1차 줄기 생장과 엽의 확

장, 그리고 옥신 이동에 따른 뿌리 발육 촉진이 끝나고 다시 

2차 줄기 생장과 엽의 확장 단계로 진입하여 옥신 이동이 

조정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육묘 기간에서 생산

된 묘들에서는 뿌리부로의 옥신 이동에 의해 뿌리 발육이 

활발한 단계로 생각된다. 

육묘 기간에 따라 생산된 고추 묘의 정식 후 생육 특성 및 수량

육묘 기간에 따라 생산된 고추 묘를 정식한 후 10주째에 

초장, 줄기직경, 엽면적을 조사하였다(Table 3). 모든 특성이 

45일 묘에서 가장 높았고, 65일 묘에서 가장 낮았다. 그리고 

75일 묘를 제외하고는 55일 이하와 초과 묘들 간 뚜렷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정식 후 6주에서 8주 사이에 45일 

및 55일 묘에서 다른 묘들에 비해 엽면적이 급격이 증가하

였다(Fig. 1). 이러한 엽면적 증가량 변화를 고려할 때 육묘 

일수가 짧았던 묘들에서 정식 후 뿌리 활착이 빨랐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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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lant fresh and dry weight, and percentage of dry 

matter of hot pepper treated with different seedling growth 

periods at 10 weeks after planting in the open field. 

Seedling 

growth period 

(days)

Total fresh 

weight (A)

(g/plant)

Total dry 

weight (B)

(g/plant)

Dry matter

(B/A × 100)

(%)

45 1,287.6 a
z

206.9 a 16.1 b

55 815.1 b 142.2 c 17.4 b

65 751.9 b 166.5 bc 22.1 a

75 1,105.7 a 184.0 ab 16.6 b

85 785.7 b 159.1 bc 20.2 a
z
Different letters within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Table 5. Change of total weight of fruits set of hot pepper treated with different seedling growth periods per two weeks for 

10 weeks after planting in the open field. 

Seedling growth

period (days)

Total weight of fruit set (g/plant)

4
th

 week 6
th

 week 8
th

 week 10
th

 week Coefficient of line regression

45  9.9 b
z

120.1 ab 473.0 a 770.6 a 131.8

55 30.4 a 138.5 a 404.0 a 493.0 bc  82.7

65 29.4 a 125.9 ab 257.0 b 457.2 c  70.7

75 27.6 a  81.2 bc 259.2 b 624.6 ab  98.5

85 31.6 a  64.0 c 169.1 b 408.1 c  61.7
z
Different letters within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Fig. 2. Number of fruit set in hot pepper plant treated with 

different seedling growth periods for 10 weeks after planting 

in the open field.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the mean (n = 10). 45, 55, 65, 75, and 85 indicate seedling 

growth periods (days). 

따라 양･수분 흡수 및 이용 효율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Shin(1997)은 고추 묘의 육묘 일수에 따라 정식 후 생육 후

기에는 육묘일수가 긴 묘에서 작물생장속도(CGR)가 둔화

되었고, Ibrahim et al.(2013)은 착색 단고추(sweet pepper)

에서 8-14주 동안 육묘된 묘들 중 육묘 일수가 짧은 묘에서 

정식 후 엽면적, 초장, 측지수 등이 많았다는 연구결과와 상

당히 일치하였다. 하지만 Yu et al.(2002)는 오이 접목묘의 

정식 후 4주째 조사에서는 육묘 일수가 긴 묘를 사용할 때 

생육이 좋았다고 하였다. 이는 정식 후 조사 시기와 작목이 

다르므로 상호 결과가 일치 또는 불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었다. 

육묘 기간에 따라 생산된 고추 묘를 정식한 후 10주째에 

생체중 및 건물중을 조사한 결과(Table 4), 생체중과 건물중

은 45일 및 75일 묘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하지만 건물률은 

생체중이 가벼웠던 65일 및 85일 묘에서 높았다. 양･수분 

흡수 측면에서 45, 55 및 75일 묘들에서 건물률이 낮은 것을 

고려하면 정식 후 초기에 양･수분 흡수가 원활히 되어 줄기 

신장(Table 3), 엽면적 증가(Fig. 1)와 같은 영양 생장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육묘 기간에 따라 생산된 고추 묘를 정식한 후 10주 동안 

착과 무게 변화를 살펴본 결과(Table 5), 정식 후 4주째까지 

착과 무게는 45일 묘에서 유의하게 낮았고, 다른 묘들 간에

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6주째에는 75일 및 85

일 묘에서 다른 묘들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2주 간격으로 

조사된 착과수를 이용하여 1차 선형회귀식(y = ax + b)을 

도출한 결과(data not shown), 착과수의 증가속도(회귀계수 

a)는 45일 묘에서 131.8로 가장 높았던 반면 85일 묘에서는 

45일 묘의 46.8% 정도인 61.7로 아주 낮았다. 이러한 차이

는 45일 묘에서 초기 엽면적 확보(Fig. 1)가 잘 되어 광합성

률이 높아 영양생장이 잘 이루어졌고 이후 생식전환도 잘 

이루어져 과실로의 동화산물 분배가 잘 되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육묘 기간에 따라 생산된 고추 묘를 정식한 후 10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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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arvested ripened fruit weight per hot pepper plant 

treated with different seedling growth periods for 18 weeks 

after planting in the open field. First, second, and third 

harvest time are 12th, 16th and 18th week after planting, 

respectively.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 of mean 

(n = 10).

Fig. 4. Total weight of harvested ripened fruits per hot pepper 

plant treated with different seedling growth periods for 18 

weeks after planting in the open field.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errors (n = 10).

고추의 착과수 변화를 살펴보았다(Fig. 2). 육묘 기간 45일 

묘에서 평균 77.1개/주로 가장 많았고, 55일 묘에서 51.1개/

주로 가장 적은 경향이었다. 정식 후 6주째 조사까지는 육묘 

기간 차이에 따른 착과수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8주째 조

사에서부터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45일 

묘에서 정식 후 뿌리 활착이 빨랐을 것이고 이에 따라 생체

중 대비 양･수분 흡수량이 다른 묘에 비해 많아 지상부 생육

(엽면적) 증가량이 많았고(Fig. 1), 생식생장으로의 전환뿐

만 아니라 과실로의 동화산물 분배율도 높았을 것으로 생각

된다. 반면 육묘 기간이 긴 묘들에서는 상반되는 과정을 걸

쳤을 것으로 생각되며 75일 묘의 상이한 결과는 어떠한 변

인에 의해 발생하였는지 검토가 요구된다. Leskovar et al. 

(1991)은 토마토의 어린 묘가 성숙 묘에 비해 정식 후 뿌리 

활착이 빨랐다고 하였고, Ibrahim et al.(2013)은 착색 단고

추(sweet pepper)를 8주-14주까지 육묘 기간을 달리하여 정

식하였을 때 개화율 50% 개화까지는 육묘 기간이 긴 묘에

서 먼저 도달하나 단위면적당 과실의 수 및 무게는 짧은 묘

에서 높았다고 하였다. 

육묘 기간에 따라 생산된 고추 묘를 정식한 후 12주째, 

16주째 및 17주째에 수확된 성숙과의 무게를 살펴본 결과

(Fig. 3), 육묘 기간 75일 묘를 제외하고는 45일 및 55일 묘

에서 3회 모두 수확량이 많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연구 기간 

동안 성숙과의 총 수확량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4). 본 수확량 결과는 육묘 일수가 짧은 45-50일(본엽 8매 

정도) 토마토 묘를 정식하였을 때 육묘 일수가 긴 토마토 

묘보다 수확량이 높았다는 Lee and Kim(1999)의 연구 결과

와 동일하였다. 하지만 Kim et al.(1999)는 육묘 일수에 따른 

토마토 생육 연구에서 45일 묘와 60일 묘 간 상품 수량의 

차이가 없었다고 하였고, Shin(1997)도 고추의 육묘 일수가 

짧을수록 첫 수확일이 늦어지나 최종 수량에서는 육묘 일수

가 긴 관행적 묘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러

한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면 재배 현장에서 동일한 작물일

지라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생장 및 수량이 변할 수 있다

(Leskovar et al., 1991). 

상기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면 홍고추 ‘베로따’의 육묘 기

간은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65일보다 보다 짧아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추 노지 재배 시 

육묘 기간 45일-55일 정도의 묘를 정식하는 것이 생육 및 

수확량 증대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동일 작목

이라도 작형, 재배방식, 재배지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으로 차후 더 세밀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것

이다. 

초  록

본 연구는 고추 묘의 소질과 정식 후 생육 및 수량에 대한 

육묘 기간(45, 55, 65, 75일 및 85일)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육묘 기간에 따라 정식 전 고추 묘의 초장, 마디

수 및 엽면적, 생체중 및 건물중은 육묘 기간이 긴 묘일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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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T/R율은 45일 및 85일 묘에서 높았다. 육묘 기간에 

따라 생산된 고추 묘의 정식 후 10주째에 초장, 경경, 엽면

적은 45일 및 55일 묘에서 뚜렷이 높았다. 식물체의 생체중 

및 건물중은 45일 묘에서 무거웠지만, 건물률은 가장 낮았

다. 착과된 과실의 수 및 무게는 45일 묘에서 가장 높았다. 

정식 후 18주 동안 성숙과 수확량은 45일 및 55일 묘에서 

많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상기 결과들을 종합하면 고추의 

생육 및 상품과 생산량은 45일과 55일 묘에서 좋았다. 그러

므로 노지 재배 시 고추 묘의 육묘 기간은 45일에서 55일 

사이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주요어 : 고추, 건물률, 엽면적,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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