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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논 재배시 일라이트부직포 터널을 이용한 막덮기 재배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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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 of tunnel covering materials on the growth and yield of red pepper 

in paddy fields. Materials for tunnel coverings included illite non-woven fabric and P.E film. Air and soil temperature were 

higher in the illite non-woven tunnel and P.E film tunnel by 7-8°C and 2-3°C, respectively, compared to no covering. Relative 

humidity in those treatments was also higher than with no covering. The growth and yield were higher with illite non-woven 

tunnels and P.E film tunnels than with no covering. In particular, the yield was 30% and 26% higher in illite non-woven tunnels

and P.E film tunnels, respectively, than with no cov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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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북부지역의 노지 고추재배에 있어서 정식기와 생육

초기에 해당하는 5월초의 평균기온은 13-17°C로 생육적온

인 24-28°C 보다 낮아 초기 활착 및 생육 불량으로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경북 북부지역 고추주산지의 재배

방법별 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YPES, 2012), 노지 1

열재배가 64.0%로 가장 많고, 다음이 노지 2열 17.1%, P.E 

비닐피복 터널 2열 재배가 10.1% 순이었다. 

현재는 노지에서 조기 정식을 할 경우 대부분 P.E필름을 

이용한 터널 피복에 의존하게 되는데 한낮의 고온장해를 회

피하기 위하여 피복자재에 구멍을 뚫어 환기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환기방법의 적용은 전적으로 농가경험에 달려있어 

생산 불안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비닐터널을 이

용한 2열 재배 시 생육초기 구멍뚫기, 통풍구 내기, 지주꽂

기 및 3-4단 정도의 유인끈 고정 등 많은 노동력이 소요되

고, 비닐이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여름철 과습에 의한 병

해를 유발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점과 고추재배 농가의 고령화 및 노동력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재배법의 개선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저온기에 부직포를 이용한 엽채류

의 피복 재배법이 연구되어, 봄배추 부직포 막덮기 재배

(Kang et al., 2007)에서는 결구 엽수가 증가되었으며, 브로

콜리 부직포 막덮기 재배(Seong et al., 2002)에서는 조기수

확이 가능하였고, 화뢰중이 2배 이상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에는 막덮기용 피복자재의 발달로 막덮기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저온기에 생육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Hemphill and Cabtree, 1988; Westco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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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luctuation of air temperature under different covering 

materials. These data were collected on Apr. 30, 2013. 

Covering materials N.F., non-woven fabric; P.E, polyethylene 

film; and O.T, Non-covered outside temperature.

et al., 1991; Jimbo et al., 1992). 이러한 막덮기 재배는 파종

이나 정식시에 한번 피복을 하게되면 수확시 까지 다른 작

업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 매우 생력적이다. 

또한 막덮기용 자재에 따라서는 터널 내의 기온과 지온 

상승 및 과다한 고온과 과습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면서 재배

작물에 유리한 영향을 주는데 발아, 생육촉진, 저온방지는 

물론 병해충 방지 등으로 품질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ells and Loy, 1985; Okata and Igarasi, 1987; 

Hamamoto, 1994a).

본 시험은 논 고추 조기재배시 막덮기 재배가 고추의 생

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품종은 PR상록(씨드랜드 종묘)으로 2월 15일 72공 

플러그 트레이에 시판용 육묘상토를 이용하여 파종한 후 65

일간 육묘 후 4월 20일 본엽이 9-10매 자란 묘를 정식하였

다. 정식은 노지포장에 1열 이랑재배는 이랑폭을 110cm로 

하고, 주간 간격을 40cm로 정식하였고, 2열 이랑재배는 이

랑폭을 150cm로 하고, 조간･주간을 각각 40 × 40cm 간격으

로 정식하였다. 시비량은 정식 1주전에 10a당 요소 41.3kg, 용

성인비 56kg, 염화칼리 25kg 및 퇴비 3,000kg으로 하여 인산, 

퇴비는 전량 기비로 사용하였고, 요소와 칼리는 60% 기비, 

40% 추비 4회로 분시하였는데 관수시에 점적호스를 이용하

여 관주하였다. 터널재배는 일라이트 부직포(무게 15-20g･m
-2

, 

공기와 수분이동 용이, 광투과율 75-90%)를 이용하여 피복

하고, 2열로 정식한 후 줄을 이용한 유인과 국화 유인용 망

을 이용한 두가지 유인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PE 필름(두께 

0.05mm) 피복 터널 처리구는 2열 정식에 줄 유인, 무 피복

의 경우는 1열로 정식한 후 터널을 설치하지 않고 농가 관행

의 줄 유인 방법으로 관리하였다. 터널은 길이 1.8m, 직경 

4mm의 강철로 된 철사를 사용하여 80-120cm 간격으로 꽂

고, 유인끈으로 철사를 고정하여 터널을 설치하였다. 터널

을 설치하여 재배할 경우에는 노지 재배와는 달리 정식 초

기에는 고추가 비닐의 구멍을 통해 위로 올라와 골지주와 

비닐이 지지를 해주므로 특별하게 유인을 위한 노력을 투입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다가 고추가 50cm 정도 자람에 따라 

줄 유인의 경우는 터널 양쪽에 2.4-3.6m 간격으로 지주를 

꽂고 유인 끈으로 고정하였다. 유인 망을 이용할 경우는 국

화 유인용 절화망(13.5 × 16.5cm)을 이용하여 수평으로 고

추의 생장점 위쪽에 설치하고 고추가 자람에 따라 유인망을 

위로 올리면서 가지들을 유인하여 쓰러지지 않게 관리하였

다. 부직포를 이용한 터널 피복재는 고추의 경엽이 막덮기 

터널 내에 닿기 시작하는 시기가 도달되는 피복 후 2개월 

정도가 지난 6월 20일에 제거하였다. 고추 수확은 진홍색으

로 완숙된 과실을 4회에 걸쳐 수확하였고 통계처리를 위한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터널 내의 기온은 주간에는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및 

P.E 비닐 터널 처리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야간에는 큰 차이 

없이 모든 처리에서 비슷하게 유지되었다(Fig. 1). 하루 중 

최고기온은 P.E비닐 터널 처리에서는 26.4°C, 부직포를 이

용한 막덮기 터널 처리에서는 24.8°C로 무처리의 14.8°C 보

다는 높게 유지되었다. 최저기온은 P.E 비닐 및 부직포 막덮

기 터널 처리에서 2.3°C로 터널을 설치하지 않은 무처리 3.2°C 

보다 낮게 유지되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터널 내 야온이 외

기온 보다도 낮아지는 기온역전 현장으로(Ikeya et al., 1975), 

최저기온이 외기온보다 낮게 유지되어 터널 설치에 따른 야

간의 보온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일 평균 기온

은 P.E 비닐 터널에서 11.0°C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이 부직

포를 이용한 막덮기 터널 처리구에서 10.7°C, 무처리 8.0°C 

순으로 무처리에 비하여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와 P.E 비

닐터널 처리에서 3°C 정도의 기온 상승효과를 보였다. 

피복자재 및 유인 방법에 따른 생육을 보면(Table 1),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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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different covering materials and training methods on the growth of pepper.

Treatment
Plant height

(cm)

Main stem height

(mm)

No. of branching

(no./plant)

Fruit diameter

(mm)

Fruit length

(cm)

N.C.S
z

99.5 b
y

19.8 a  9.2 b 9.7 b 19.0 b

P.E.S 106.4 a 19.8 a 10.7 a 10.6 ab 19.8 a

N.F.S 105.8 a 21.5 a 10.0 a 11.1 a 19.9 a

N.F.N 109.6 a 20.8 a 10.2 a 11.2 a 19.3 a
z
N.C.S, 1 row of non-covered + string; P.E.S, 2 rows of polyethylene film + string; N.F.S, 2 rows of non-woven fabric + string; 

N.F.N, 2 rows of non-woven fabric + net
y
Different letters within columns indicate different values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2. Effect of different covering materials and training methods on the yield components and overall yield of pepper.

Treatment
Rate of 

commodity (%)

Fresh weight 

of fruit (g)

Percentage of dry 

matter (%)

Yield

(kg/10a)
Index

N.C.S
z

86.2 a
y

16.4 b 19.4 a 461.5 c 100

P.E.S 81.5 a 16.3 b 19.0 a 579.7 b 126

N.F.S 86.6 a 17.7 a 19.2 a 601.1 a 130

N.F.N 91.1 a 17.6 a 18.9 a 601.5 a 130
z
N.C.S, 1 row of non-covered + string; P.E.S, 2 rows of polyethylene film + string; N.F.S, 2 rows of non-woven fabric + string; 

N.F.N, 2 rows of non-woven fabric + net
y
Different letters within columns indicate different values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장, 분지수 및 과장에 있어서 무처리에 비해 P.E 비닐피복 

및 부직포 막덮기 터널 처리구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P.E 비닐피복 및 부직포 막덮기 터널 재배하에서 작물의 생

육촉진은 피복 초기의 순동화율 증가에 의해 상대생장율이 

커지면서 초장 및 분지수가 커지는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하였는데(Hamamoto, 1994b), 이는 결국 고추의 수량과 직

결되는 분지수와 과경의 크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고하

였다(Yamazaki, 1962). 고추 수확에 따른 상품과율 및 건과

율은 터널의 피복 재료 및 유인 방법에 따른 처리간 차이는 

없었는데(Table 2), 이는 피복 후의 야간온도가 처리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고추의 품질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생과중은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터널 줄 유인 처리에서 17.7g으로 가장 무거웠고, 다음은 부

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터널 망유인 17.6g, 무처리 16.4g 및 

P.E 비닐 터널 줄 유인 16.3g 순이었다. 생과중의 경우 부직

포를 이용한 막덮기 재배가 P.E 비닐 피복 터널이나 무처리

보다 유의성 있게 무거웠으나,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재

배의 유인 방법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

되지 않았다. 또한 P.E 비닐 피복 터널과 무처리 간에도 통

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10a 당 건과 

수량은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터널 줄 유인 및 망유인 처

리에서 각각 601.1kg, 601.5kg으로 무처리 461.5kg 보다 30% 

정도 수량이 높았다. P.E 비닐 터널의 경우는 579.7kg으로 

무처리 대비 26% 많았으나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터널 

재배 대비 4% 정도 낮아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재배가 

유인 방법에 상관 없이 높은 수량을 보여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재배가 앞으로 경북 북부지역의 노지 논고추 조기 

정식 재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터널 재배에 의한 생육촉

진과 수량증가 원인은 낮 동안의 기온 상승(Fig. 1)과 야간

의 지온 확보(Fig. 2) 및 터널 내 습도(Fig. 3) 유지 등이 고추

의 생육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Hemphill 

and Crabtree, 1988; Hamanoto et al., 1989). 또한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자재는 터널 내의 기류 속도를 약하게 하여 

작물의 증산을 억제한다고 하였는데(Hamanoto, 1994b), 증

산억제에 의한 수분스트레스 경감을 가져왔을 가능성도 있

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한편, 막덮기 자재에 의한 투광율의 

저하가 광합성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온상승이나 습도 유지 등 다른 요인에 의한 보상 

효과로 생육촉진의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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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uctuation of soil temperature under different covering 

materials. These data were collected on Apr. 30, 2013. Covering 

materials N.F, non-woven fabric covering; P.E, polyethylene 

film; and O.T, non-covered outside soil temperature.

Fig. 3. Daily fluctuation of relative humidity under different 

covering materials. These data were collected on Apr. 30, 

2013. Covering materials N.F, non-woven fabric; P.E, polyethylene 

film; and O.H, non-covered outside humidity.

지온의 경우 무처리에서는 주간과 야간의 지온변화가 컸

으나,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터널 및 P.E 비닐 터널 재배 

처리에서는 주･야간의 지온 변화가 크지 않는 경향을 보였

다(Fig. 2). 평균지온을 보면 무처리에서 11.1°C, P.E 비닐 

필름과 부직포 막덮기 터널 처리에서는 각각 12.7과 12.4°C

로 무처리 보다 1.5°C 높게 유지되었다. P.E 비닐 터널과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터널 처리에서 지온이 높았던 것은 

야간의 방사열이 피복자재에 의해 차단되었기 때문이며(Wells 

and Loy, 1985), 이러한 지온상승이 작물 생육에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Hamamoto(1994b)는 막덮기 

자재의 경우 기류속도를 약하게 하며, 지표면으로 부터의 

현증열의 방출을 감소시켜 지온을 상승시킨다고 하였으며, 

막덮기 자재에 의한 방사의 차폐는 최고지온을 저하시키고 

최저지온을 높이는 작용을 하는데 이는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어 지온이 낮은 봄철의 경우 여름철 보다 지온 상승 효과

를 더 발휘한다고 하였다. 본 시험에서도 막덮기 피복에 의

한 야간의 보온성은 없었으나 지온상승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중 상대습도는 무처리의 경우 주･야간에 큰 변화

를 보인 반면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와 P.E 필름 터널의 

경우 큰 변화 없이 높게 유지되는 특징을 보였다(Fig. 3). 

본 시험결과, 터널 내의 기온은 주간에는 일라이터 부직

포를 이용한 막덮기 및 P.E 비닐터널 재배에서 높게 나타났

으며, 야간에는 큰 차이 없이 모든 처리에서 비슷하게 유지

되었다. 하지만 지온의 경우 터널 재배에서 야간의 지온상

승 효과가 있었다. 

생육상황은 P.E 비닐피복 및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터

널 재배에서 피복 초기 초장 및 분지수가 많았다. 생과중은 

일라이터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터널 재배에서 17g 이상

으로 가장 무거웠고, 다음은 P.E 비닐 피복 터널, 그리고 무

처리 순이었다. 이는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및 P.E 비닐 

피복 터널 처리에서는 기온과 지온이 높아 작물의 생육에 유

리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Loy and Walls, 1982; 

Wells and Loy, 1985). Seong(2002)은 브로콜리 봄재배 시 

막덮기 재배로 기온과 지온의 상승으로 인해 생육이 촉진되

어, 무처리에 비해 2주 이상 조기 수확이 가능하였으며, 화

뢰중도 2배 이상 증가하였고 250g 이상의 화뢰중 비율이 증

가하여 상품성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수량은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터널 재배에서 무처리 보

다 10a당 수량이 30%정도 높아피복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수량 증가는 일라이터 부직포를 이용한 막덮기 터널 

재배에서 낮 동안의 기온 상승과 야간의 지온 확보, 터널 

내 습도 유지 등이 고추의 생육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봄철 논에서의 노지고추 조기재배시 부직

포를 이용한 막덮기 터널 재배를 함으로써 냉해, 동해, 방충, 

차광, 보습, 방풍 및 이상 온도 상승억제 등의 피해를 감소시

킬수 있어 조기 수확 및 증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으

로 판단되었다.

금후 막덮기 자재를 이용한 미기상, 토양의 물리성, 병해

충 발생정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추가적

으로 노동력 투입 시간과 자재별 단가 및 내구연한 등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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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한 경제성 분석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  록

본 시험은 노지 논고추 터널 재배시 피복용 재료에 따른 

고추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

행되었다. 터널 피복용 재료는 일라이트 부직포, P.E 비닐을 

사용하였다. 기온과 지온은 일라이트 부직포 및 P.E 비닐 

터널 처리구에서 노지보다 각각 7-8°C, 2-3°C 높았고, 상대

습도도 터널 설치구가 노지보다 30% 더 높게 유지되었다. 

고추의 생육과 수량은 일라이트 부직포 및 P.E 비닐 터널 

설치구에서 높았고, 10a당 수량은 일라이트 부직포 및 P.E 

비닐을 이용한 터널 재배시 노지 재배 대비 각각 30%, 26% 

증수되어 고추 논재배시 수량확보를 위한 재배법으로 적용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주요어 : 피복재, P.E 필름, 터널재배, 고추,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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