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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기 대형 단동하우스를 이용한 파프리카 품종별 재배실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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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tion Demonstration of Paprika (Capsicum annuum L.) Cultivars
Using the Large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to Overcome High
Temperature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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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uring the growing period, the integrated solar radiation inside the greenhouse was 12.7MJ·m-2d-1, and
-2 -1
which was 90% of the average daily global radiation outside the greenhouse, 14.1MJ·m d . The 24-hour average
temperature inside the greenhouse from July to August, which has the highest temperature of the year, was 3.04°C
lower than the outside temperature, and 4.07°C lower after the rainy season. Before the operation of fog cooling
system, the average daily RH (%) was lowered to a minimum of 40% (20% for daytime), making it inappropriate for
paprika cultivation, but after the operation of fog system, the daily RH during the daytime increased to 70 to 85%. The
3
3
average humidity deficit increased to a maximum of 12.7g/m before fog supply, but decreased to 3.7g/m between
July and August after fog supply, and increased again after October. The daytime residual CO2 concentration inside
the greenhouse was 707 ppm on average during the whole growing period. The marketable yield of paprika harvested
from July 27th to November 23rd, 2020 was higher in ‘DSP-7054’ and ‘Allrounder’ with 14,255kg/10a and 14,161kg/10a,
respectively, followed by ‘K-Gloria orange’, ‘Volante’ and ‘Nagono’.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paprika cultivars in fruit length, fruit diameter, soluble solids (°Brix), and flash thickness (mm) of paprika produced in
summer season at large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The soluble solids content was higher in the orange cultivars
‘DSP-7054’ and ‘Naarangi’ and the flesh thickness was higher in the yellow and orange cultivars, with ‘K-Gloria
orange’ and ‘Allrounder’ being the thickest. The marketable yield of paprika, which was treated with cooling and
heating treatments in the root zone, increased by 16.1% in the entire cultivars compared to the untreated ones,
increased by 16.5% in ‘Nagano’, 10.3% in the ‘Allrounder’, 20.2% in the ‘Naarangi’, and 17.3% in ‘Raon red’.
Additional key words : fog system, greenhouse climatic condition, large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marketable
yield, root zone cooling and heating

서

론

파프리카는 수출을 목표로 국내에 도입되어 유리온실 보급
과 함께 재배면적(728ha, 2019년) 및 생산액(2,530억 원, 2019
년)이 크게 증가하였고, 전체 생산량(80,770톤)의 43.7%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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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하고 있다. 여름철 평지의 온실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할
경우, 온실내 복사열로 인해 내부온도는 35℃ 이상 올라 적정
온도 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화분활력이 감소하고 정상적
인 착과가 진행되지 못하여 착과율과 과실품질이 저조하고,
병해충 발생률이 증가하며, 일소과 및 배꼽썩음과 발생 비율
이 높다(Lee 등, 2008; Cho 등, 2009). 2020년 9월 파프리카
상품 도매가격은 9,965원/kg으로 7월의 3,387원/kg에 비해
2.9배 높았으며, 이는 여름철 온실의 고온으로 인해 정상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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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이 불가능함으로써 온실의 휴경 증가 및 수확량 감소가 주
된 원인이다. 우리나라 파프리카 전체 수출액의 99.7%는 일
본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시장 내 한국산 점유율은
79%(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2018)
수준이다. 파프리카는 8－10월에 월평균 1,389톤(2020년)
을 수출하였는데, 4－7월 월평균 수출량(3,803톤)의 37%수
준이다. 일본에서는 8－10월에 한국에서 생산되는 파프리카
물량이 부족하여 네덜란드산 또는 뉴질랜드산을 수입하고 있
어, 고온기 고품질 파프리카의 안정적인 공급에 의한 연중 수
출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여름철 원예작물의 화분 활력저하와 수량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차광(Sethi 와 Sharma, 2007; Ha 등, 2012), 강제 환기
(Na 등, 2011), 포그시스템(Nam 등, 2012; Rhee 등, 2015;
Park 등, 2020), 근권냉방(Choi 등, 2014) 등으로 온실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온을 극복하려는 시도들이 진행되어왔다. 고
온기 온실 내부온도를 외기온도보다 낮출 수 있는 냉방기술은
히트펌프 냉방과 포그/미스트, 팬앤패드(fan-pad), 지붕살수
등과 같은 증발냉각이 대표적이며(Sethi와 Sharma, 2007),
이중 효율성과 냉방효과를 극대화할 수 방식은 포그 & 환기방
식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Arbel 등, 2003;
Toida 등, 2006; Park 등, 2020). Rhee 등(2015)은 여름철 파
프리카 재배에서 포그 및 유동팬 이용 시 무처리 보다 시설 내
온도가 2－3℃ 낮았고, 최고 온도 35℃ 이하, 실내습도 80%
내외로 조절이 가능하고 상품수량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했다. 국내에서는 온실을 차광하지 않은 상태에서 온실
기온을 32℃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포그 냉방시스템 및 제어
장치가 개발되었고, 특히 고온기에 포그 냉방과 공기 순환팬
을 함께 가동할 때 기온을 최대 6－7℃ 하강시킬 수 있었다
(RDA, 2018; Park 등, 2020). 고온기 히트펌프 등을 이용하여
온도를 하강시키는 냉방은 초기 설치 비용과 에너지 소모량에
따른 운영 비중이 높아 야간에만 냉방을 실시하거나(RDA,
2018) 온도 하강이 필요한 부분에 냉방하는 국소냉방을 이용

하는 방식이 연구가 되었다(Dodd 등, 2000; Lee 등, 2002;
Choi 등, 2014). Choi 등(2014)은 여름 파프리카 수경재배 시,
근권 냉방시간에 따른 배지 온도 하강과 파프리카 ‘Orange
glory’의 생리적 반응 연구에서 근권 냉방으로 배지온도의 하
강효과(1.8－5.0℃)는 있으나, 고온기 생육과 착과를 위해서
는 지상부 온도를 낮추는 방식이 병행되어야 함을 보고했다.
최근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시설재배 온실의 고온기 환경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 동고
가 최대 17m에 이르는 고측고 대형하우스 ‘사계절하우스
(Kooling House)’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테스트베드를 구축
하여 국산 장미의 생산성‧품질 향상 및 주년 안전생산을 위한
고온기 환경관리, 겨울철 보광 기술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9). 사계절하우스
는 포그, 히트펌프, 유동팬, 근권부 냉방 등 고온기 온실환경을
제어하기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이들의 제어기준이 제대
로 설정되어 있지않다. 또한 온실의 측고 및 동고가 높기 때문
에 관행 온실에 비해 광 환경, 환기 및 냉방성능이 유리할 것으
로 판단되지만 실제 작물의 재배 검증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고온기 고품질의 파프리카 안정생산을 위해 고측고 대
형단동하우스를 활용 시 내부 기상환경의 변화를 조사하고,
적품종 선발을 위해 품종 간 생육과 생산성을 비교하고, 근권
냉난방 처리의 효과를 구명하여 실용적인 온실 모델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파프리카 품종 및 재배 환경
본 실험은 전북 완주군에 위치(N35° 50' 23”, W127° 01'
48”, 해발 27m)한 대형 단동 비닐하우스(측고 5m, 동고 14m,
폭 40m × 길이 135m) (Fig. 1)에서 2020년 5월 8일부터 11월
30까지 수행되었다. 파프리카 적색계 3품종 [‘Sirocco’ (Enza
Zaden, The Netherlands), ‘Nagano’ (Rijk Zwaan, The

Fig. 1. The large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plastic greenhouse used for the demonstration of cultivation (5,400m2). A, front & side of the
high-eaves plastic greenhouse; B, fogging of the greenhouse; C, inside of the greenhouse.
430

Journal of Bio-Environment Control, Vol. 30, No. 4, 2021

고온기 대형 단동하우스를 이용한 파프리카 품종별 재배실증

Netherlands), ‘Minerva red’ (Jeonbuk ARES, Korea)], 황색
계 3품종 [‘Volante’ (Enza Zaden, The Netherlands),
‘Allrounder’ (Rijk Zwaan, The Netherlands), ‘K-Gloria yellow’
(Araon, Korea)], 오렌지색계 3품종 [‘DSP-7054’ (De Ruiter,
The Netherlands), ‘Naarangi’ (Enza Zaden, The Netherlands),
‘K-Gloria orange’ (Araon, Korea)], 및 소과종 3품종 [‘Raon
red’, ‘Raon yellow’, ‘Raon orange’ (Gyeongnam ARES,
Korea)] 총 12품종을 2020년 3월 26일에 40공 플러그 트레이
에 파종하고 44일간 육묘한 후, 5월 8일 펄라이트로 충전된 스
티로폼 베드(W280 × H440mm)에 25cm간격, 재식밀도 2.58
2
plants/m 로 정식하였다. 파프리카는 비순환식 펄라이트 배
지경(펄라이트 1호 및 3호 혼합)으로 재배되었으며, 유럽에서
개발된 그로단 파프리카 배양액을 기본 조성으로 양액을 조제
하여 사용하였다. 공급액의 EC는 생육초기에 2.3－3.0
-1
dS·m 로 관리하다가 고온기 과실 착과 후 배액의 적정 EC수
-1
-1
준(3.5－4.5dS·m )을 고려하여 3.0－4.3dS·m 의 범위에서
관리하였고, 배양액의 일일 공급량은 생육초기에 주당 1.4－
1.9L/plant 수준에서 1그룹 수확기 이후 고온기에 최대
3.9L/plant까지 공급되었다. 시설내 온도는 정식 후 생육초기
에 배지 내로 뿌리가 활착된 후 주간온도를 23－28℃, 야간온
도를 20℃ 내외로 관리하였고, 고온기에는 차광을 하지 않고
포그와 공기열 히트펌프(AG020KSVAHH1, Samsung Co.
Ltd, Korea)를 가동시켜 하우스 내부 목표 온도를 주간 32℃,
야간 18℃로 설정하였다. 시설 내 포그는 설정온도가 24 ±
2℃로 시설내 온도가 26℃가 넘으면 포그가 시작되고 온도가
24℃로 내려가거나 습도가 80%가 되면 포그가 정지되도록
설정되었다. 정식 후 온실내 탄산가스 시비는 일출 직전에
2,000ppm으로 공급한 후, 낮 동안 500－600ppm 농도로 공
급되었다. CO2 공급 제어는 온실 외부의 CO2 탱크에 전자밸
브(NR 230A, VELIMO, Switzerland)를 설치하여 온실 내부
중앙의 CO2 센서(SH-VT260, SOHA TECK, South Korea)
의 기동으로 전자밸브를 개폐하도록 하였으며, CO2편차는
50ppm으로 설정하였다. 온실 내부의 광량 및 온습도는 일사
량 센서(SP-214, Apogee Instruments Co. Ltd, USA), 온습
도 센서(STH-CP-01, Systronics Co. Ltd, Korea)를 이용하
여 10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복합환경제어장치(SYSnet X4
manager, Systronics Co. Ltd, Korea)에 연결된 서버에 저장
되도록 하였다.
2. 파프리카 품종별 생산성 및 과실 품질 조사
파프리카는 주당 2줄기를 V자형으로 유인하였고, 1그룹 착
과는 3분지에서 시작하고 측지는 제거하였으며, 이후 4분지
부터 측지의 잎 3매와 꽃을 1개 남겨 정지하였다. 즉, 측지엽 3
생물환경조절학회지, 제30권 제4호 2021년

매, 곁가지 1착과, 원가지 1착과 방식으로 착과수를 조절하였
다. 품종별 생육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초장, 경경, 화방높이,
엽면적, 기관별 생체중 및 건물중 등을 각 품종 당 5－7주를 2
－4주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품종별 생산성과 과실 품질 평가
를 위해 10주씩 3반복(총 30주)으로 상품수량(kg/10a), 상품
과율(%), 주당 과실수, 과중(g), 과고, 과폭, 경도(N), 당도
o
( Brix), 과육두께등을조사하였다. 경도(N)는Texture analyzer
(LLOYD Instrument BG/TA plus, Ametek, Inc., Fareham,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파프리카 1개 시료당 표면의
적도 중간 부위 3곳을 프로브 Φ 5mm, 테스트 속도 2.5mm/s,
depression limit 10mm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당도(°Brix)
는 파프리카 이물질을 제거하고, 반으로 잘라 태좌와 씨를 제
거한 후 약 30g을 취하여 일정한 크기(0.5 × 0.5cm)로 자른 후
착즙액을 디지털 당도계(PAL-1, Atago Co., Tokyo, Japan)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과실의 중간부위를 잘라 심실
수를 조사하고, 과육부위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3. 근권 냉난방 처리 및 효과 분석
파프리카 펄라이트 배지경에서 근권 냉난방 효과를 구명하
고자 스티로폼 베드 바닥면 20cm 지점에 16mm의 XL 파이프
를 매설하고 온도조절기(ED6, Hanyoung Nux Co. Ltd,
Korea)와 공기열 히트펌프(AG020KSVAHH1, Samsung
Co. Ltd, Korea)를 사용하여 지하부 온도를 제어하였다. 근권
냉방 처리는 8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냉수(20.5 ± 0.5℃)를
공급하고, 근권난방 처리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온
수(23.5 ± 0.5℃)를 24시간 순환시켜 공급하였다. 배지 온도
는 작물과 작물 사이에 온도센서(STH-CP-01, systronics Co.
Ltd, Korea)를 6－8cm 깊이로 꽂고 10분 간격으로 계측하였
다. 시험 품종은 ‘Nagano’, ‘Allrounder’, ‘Naarangi’, ‘Raon
red’ 4품종을 사용하였으며, 2020년 3월 26일 파종하여, 5월
8일 펄라이트로 충전된 스티로폼 베드(W280 × H440mm)에
2
25cm 간격, 재식밀도 2.58plants/m 로 정식하였다. 시험구배
치는 품종별로 근권 냉난방 처리구와 무처리구를 난괴법 3반
복으로 배치하였다. 근권 냉난방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냉난
방 처리구와 무처리구의 파프리카 품종별 처리구당 10주씩 3
반복(n=30)으로 수량과 경도, 당도, 과육 두께 등의 과실 품질
을 비교하였다. 수경재배 방식과 양액 조성, 공급량 등은 품종
선발 시험과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4. 통계분석
품종별 재배실증 시험의 생육조사는 품종별 5－7개체를 3
반복으로 측정하였고 대과종 9품종 및 소과종 3품종(data not
shown)을 10개체씩 3반복(n=30)으로 수량과 과실품질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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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후부터재배종료시점(5－11월)까지시설내평균적산광
-2 -1
-2 -1
량은 12.7MJ·m d 로, 온실외부의 평균 광량인 14.1MJ·m d
의 90%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설 내부의 적산광량은 정식 후
-2 -1
7월 중순까지 평균 15.1MJ·m d 이었으나, 이후 장마기(7월
-2 -1
중순－8월 중순)에 10.6MJ·m d 으로 감소하였다가 8월에
-2 -1
13.6MJ·m d 으로 증가한 후 저온기로 접어들수록 다시 낮
아지는 양상을 보였다(Fig. 2). 포그 등 냉방장치를 가동(6월
13일)하기 전 온실 온도는 외기 보다 최대 10℃ 높게 나타나

하루 최고 39℃까지 올라갔으나 포그 및 히트펌프 가동 후 8
월말까지 24시간 평균온도는 평균 22.9℃(낮 최고 33℃)로
나타났다. 일 년중 가장 기온이 높은 7－8월의 온실내 24시간
평균온도는 외기보다 3.04℃ 낮았고, 장마가 끝난 시점인 8월
12일 부터는 외기온보다 평균 4.07℃ 낮게 나타났다. 배지내
일평균 온도는 근권 냉방 기간 동안 20.7℃로 나타났고, 근권
난방 기간 동안 23.4℃로 나타났으며, 9월 25일 이후 저온기
에 시설 내 24시간 평균온도는 공기열 히트펌프 난방을 통해
19－24℃ 범위로 유지되었다.
Park 등(2020)은 온실 포그냉방 제어시스템의 냉방성능 분
석 시, 외기 온도 대비 6℃가 낮았음을 보고하였다. 포그 냉방
은 포그장치의 설치방법, 기후조건 및 시설내 환기율 등에 따
라 그 냉방효율은 다르나(Kim 등, 2001; Mahmoud, 2015;
Nam 등, 2012), 일반적으로 고압의 2－60μm 직경의 포그를
분사할 경우 외기온 보다 3－8℃까지 낮출 수 있음이 보고되
었다(Sethi와 Sharma, 2007). 또한 포그냉방은 팬-패드 시스
템(fan-pad systems)보다 균일한 온도 분포와 높은 습도조건
을 제공할 수 있는데, 시설내 높은 습도는 병원성 미생물의 생
장을 촉진시켜 작물이 감염되기 쉬운 환경이 되기 때문에 외

Fig. 2. Changes in integrated solar radiation (MJ m-2d-1) and average
daily temperature (℃) inside and outside the large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during summer paprika cultivation.

Fig. 3. Changes in daily humidity deficit (HD, g/m3) and daily relative
humidity (%) inside and outside the large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during summer paprika cultivation.

사하였다. 근권 냉난방 효과 구명 시험은 4품종별 무처리구와
처리구를 각각 10주씩 3반복(n=30)으로 수량과 과실품질을
조사하였다. 실험결과의 통계분석은 SAS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사용하여 품종, 근권 냉난방 유무,
수확시기 요인별 평균을 비교하거나 상호작용 검증을 위해 분
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Duncan의 다중범위검정
(DMRT)로 5% 유의수준에서 처리 평균간 비교를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하우스 내 환경변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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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습도가 높은 우기에는 비효율적이다(Arbel 등, 1999; Sethi
와 Sharma, 2007). 따라서 포그냉방 시 환기율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환기가 필요하다(Arbel 등, 2003; Nam 등, 2012;
Rhee 등, 2015). 시설내 30－33℃의 온도 범위에서 작물 재
배에 적합한 상대습도는 70－85% 수준으로 보고되었는데
(RDA, 2018), 시설 내 포그 냉방 가동(6월 13일) 이전 일평균
상대습도는 최저 40%(주간 20%) 수준까지 떨어져 작물재배
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포그를 가동한 이후 주간 상대
습도는 70－85% 수준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시설내 평균 수분부족분(HD, humidity deficit)은 현재 온도
의 포화수증기량(SMC)에서 절대 수증기량(AH)을 뺀 값으
3
로 포그 공급전에는 최고 12.7g/m 까지 상승하여 매우 건조
한 조건이었으나, 포그 공급 후 고온기(7－8월)에 평균
3
3.7g/m 으로 감소하였고, 저온기(10－11월)로 갈수록 다시
증가되는 경향이었다(Fig. 3). 전체 재배기간동안 수분부족분
3
은 평균 4.0g/m 으로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고온기에 안정
적이었고, 저온기로 갈수록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다. 파프리
카 재배현장에서 습도 관리는 식물의 생장과 병저항성을 증진
3
시키기 위해 낮 동안 수분 부족분을 3－7g/m (VPD 0.42－
0.97kPa) 기준으로 제어하도록 추천하고 있다(BCMAFF,
2005). 시설내 습도가 높을 경우 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3
않으며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므로 수분부족분을 3.0g/m 이
상 유지되도록 환경관리가 필요하다.
시설 내 주간 잔존 CO2 농도는 전체 재배기간동안 평균
707ppm으로 나타났으며, 정식 이후 5－6월 613ppm, 7월－
9월 731ppm, 10월－11월 759ppm 수준으로 나타났다(Fig.
4). 정식 후 8월 중순까지 온실내 탄산가스 시비는 일출 전
2,000ppm으로 공급한 후, 주간에 환기가 이루어지는 시간 동
안 500－600ppm 농도로 공급되었기 때문에 CO2 농도의 변
화폭은 크게 나타났으나, 저온기에 환기량이 감소되면서 시

Fig. 4. Changes in daytime residual CO2 concentration (ppm) inside the
large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during summer paprika cultivation.
생물환경조절학회지, 제30권 제4호 2021년

설 내부는 750ppm 수준에서 안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고온기
(8월) 사계절하우스 파프리카의 탄산가스 농도에 따른 광합성
률을 조사하였을 때, 최대 포화점은 600ppm 수준이었으며, 포
-2 -1
그 공급 시 광합성률은 15μmol·m s 내외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Jeong 등(2009)에 따르면 네덜란드 Bleiswijk의
온실 시설내부 주간 CO2 농도는 평균 748ppm으로 정식 초기
와 엽면적지수가 높은(LAI 6 이상) 시기에 높은 CO2 농도가
공급되었는데, 한국에 비해 낮은 광량이지만 높은 농도의 탄
산가스 시비를 통해 작물의 광이용효율과 시설 내부 CO2 시
용 효율이 우리나라에 비해 높다고 하였다. 내부 적산 광량에
따른 시설 내부의 주간 잔존 평균 CO2 농도를 분석한 결과, 광
량 대비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CO2 농도의 편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Fig. 5). 광량이 크게 증가하는 고온기
에는 환기량도 동시에 증가하여 CO2의 손실이 많아 시용 효
율은 떨어진다. 본 시험에서는 시설 내 광량이나 환기량에 따
른 경제적인 탄산가스 시비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향후 사계절하우스를 활용한 고온기 파프리카 생산 시 생육시
기, 내부 광량, 환기량, 수분조건 등에 따른 효과적인 탄산시비
전략의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내부 적산 광량 대비

Fig. 5. Changes in average daily temperature (℃) and daytime residual
CO2 concentration (ppm) by increase of integrated solar radiation
(MJ m-2d-1) inside the large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during
summer paprika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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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in air temperature (℃), relative humidity (%), light intensity (W/m2), and humidity deficit (g/m3) inside the large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on August 13 in 2020.

시설 내부의 24시간 평균온도를 분석한 결과, 적산광량 100J∙
cm-1 당 0.2℃씩 증가하였으나, 24시간 평균온도의 편차는 크
게 나타났다(Fig. 5). 고온기 포그시스템 사용 전 온실 온도는
외기의 영향으로 크게 상승하여 목표 평균온도인 24℃ 이상
이었으나, 포그 냉방 후 24℃ 이하로 감소되었고, 광량 대비
온도의 상승도 좀더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광합성률은 광환경에 따른 CO2 농도, 온도 조절로 최적화 할
수 있는데, 광량이 높은 환경에서 24시간 평균온도를 높게 관
리하여 호흡량을 증가시키고, 광합성산물의 이용효율을 높여
새로운 세포 생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Heuvelink, 1996;
Lee 등, 2011). 그러나 높은 일사량, 고온, 고습도 조건의 극한
의 기후에서는 적절한 환기나 냉방을 통해 광합성 효율을 증
가시킬 수 있도록 온도를 최적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프
리카에서 개화와 착과에 적합한 온도는 16℃인 반면 생산성
을 위한 최적의 24시간 평균온도는 약 21℃로 알려져 있다
(Bakker, 1989; Pressman 등, 1998).
파프리카 고온기 시설 내부 환경의 일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8월 중 외기온이 34.4℃로 가장 높았던 날(8월 13일)의 시설
내부 온도(℃), 상대습도(%), 광도(W/m2), 수분부족분(g/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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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조사하였다(Fig. 6). 시설 내 주간 기온은 외기온보다 최
대 8.9℃, 평균 4.6℃ 낮게 나타났으며, 습도는 평균 84.9% 수
준이었다. 우리나라 여름철 고온 강광기의 시설 내부의 상대
습도는 평균 50% 수준의 매우 낮은 편으로 수분스트레스 발
생이 우려되는데, 파프리카 재배 현장에서 낮 동안 상대습도
는 70－85% 수준에서 관리하고, 85% 이상일 겨우 제습이 필
요하다(Lee 등, 2011; Nam 등, 2012). 8월 13일 파프리카 사
계절하우스의 시설 내부 평균 수분부족분은 3.8g/m3로 나타
났으며, 낮 동안 5.6g/m3로 적정 수준에 있었다(Fig. 6). 사계
절하우스 시설 내부로 입사되는 광도(W/m2)는 낮 동안 외부
광도의 83%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광도의 저하는 피복 필름
및 포그 분무처리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2. 파프리카 품종별 생산성 및 품질
사계절하우스에서 5월 정식 작형 대과종 파프리카 재배 시
’20년 7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수확한 품종별 과실 수량
특성을 조사하여 LSD로 검정한 결과 상품수량과 상품과율에
있어서 품종에 따른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나, 주당 과중 및 과
실수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품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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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수량(kg/10a)의 경우, 주황색 품종 ‘DSP-7054’과 황색
품종 ‘Allrounder’이 각각 14,255kg/10a와 14,161kg/10a로
다른 품종에 비해 높았고, 다음으로 주황색 ‘K-Gloria orange’,
황색 ‘Volante’, 적색 ‘Nagano’ 품종 순으로 나타났다. 본 시
험에서는 적색 계통 ‘Sirocco’와 ‘Minerva red’ 품종의 상품
수량(kg/10a)이 낮게 나타났다. 본 시험이 수행된 7－8월은
예년에 비하여 강우가 잦아 광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저광도
조건하에 ‘Sirocco’, ‘Minerva red’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해
착과수가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Minerva red’ 품종은 상
품수량이 12,527kg/10a로 다른 품종에 비해 낮았으나, 상품
과율은 97.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계절하우스에서 ’20년 7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수
확한 대과종 파프리카의 시기별 주당 수량을 조사한 결과 주
황색 품종을 제외한 나머지 품종들은 생육 초기에 높은 수량
을 보였으며, 이후 10월초 수량의 상승이 있었으나, 전체적으
로 생육 중기로 갈수록 수확량은 감소하였다(Fig. 7). 적색 및
황색 품종들의 월별 총 주당 수량은 8월에 가장 높았고, 다음
으로 9월의 수량이 높았으며, 적산광량과 기온이 낮아지기 시
작하는 10월 이후 생산량이 감소되어 11월에 가장 낮게 나타
났다. 10월 중순 이후 생산량의 감소는 주황색 품종에서도 나
타났다. 사계절하우스에서 재배한 파프리카는 광량이 높은 5
월에 정식을 하여(Fig. 2) 1그룹 착과와 과실비대에 유리한 환
경이 조성되어 생육초기 많은 착과군을 형성하였지만, 높은
착과 부하와 7－8월의 잦은 강우로 인한 저일조 조건으로 9월
이후 초세가 약화되고 착과가 감소되는 경향이었고, 저온기

Fig. 7. Changes in fruit production (g/plant) for in the large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during summer paprika cultivation.

Table 1. The yield characteristics of 9 different paprika cultivars for 20 weeks (Jul.27~Nov.23 in 2020) in the large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Marketable yield
(kg/10a)

Marketable fruit ratio
(%)

Fruit weight (kg)
/ Plant (n=30)

No. of harvested fruit
/ Plant (n=30)

Sirocco

12,760 dey

93.3 bcd

5.32 ab

30.3

Nagano

13,187 bcd

95.3 abc

5.37 ab

28.7

Minerva red

12,527 e

97.9 a

4.98 b

29.3

Volante

13,461 bc

95.5 abc

5.51 ab

29.7

Allrounder

14,161 a

94.2 abcd

5.90 a

30.3

Color

Cultivar

Red

Yellow

Orange

K-Gloria yellow

13,017 cde

90.5 d

5.48 ab

29.3

DSP-7054

14,255 a

93.6 bcd

5.88 a

31.0

Naarangi

13,372 bcd

96.4 ab

5.37 ab

28.3

K-Gloria orange

13,766 ab

92.1 cd

5.76 ab

32.3

NS
**

NS
NS

NS
NS

z

Significance
Color (C)
Cultivar (CV)

***
***

z

Probability of significant F values: NS, *, **,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0.05, 0.01, or 0.001, respectively.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the 5% level.

y

생물환경조절학회지, 제30권 제4호 2021년

435

여경환 · 박석호 · 유인호 · 이희주 · 위승환 · 조명철 · 이우문 · 허윤찬

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과육두께는 황색과 주황색
품종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K-Gloria orange’와 ‘Allrounder’
가다른품종에비해 두꺼웠고, 다음으로‘DSP-7054’, ‘K-Gloria
yellow’ 순으로 나타났으며, ‘Sirocco’ 품종이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사계절하우스에서 10월에 생산된 대과종 파프리
카의 품종별 과실품질 특성을 조사하여 LSD 검정한 결과, 평
균과중, 과고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나, 당도, 경도, 과육두
께 등에서는 유의성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data not
shown). 평균 과중, 과실의 당도에 있어서는 색깔 계통간 유의
성이 인정되었는데, 평균 과중의 경우 주황색 계통의 품종들이
다른 품종들보다 높았으며, ‘DSP-7054’, ‘K-Gloria orange’,
‘Naarangi’ 순으로 나타났다. 8월의 품질 특성 결과와 마찬가
지로 과고는 ‘Nagano’에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 ‘Naarangi’,
‘K-Gloria orange’로 나타났다. 10월 수확한 과실의 당도는
주황색 품종인 ‘Naarangi’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황색 품
종인 ‘K-Gloria yellow’에서 가장 낮았다. 경도 측정 시
‘Nagano’ 품종이 가장 높고, ‘K-Gloria orange’ 품종이 가장
낮았으나, LSD 검정결과,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파프리카는 환경관리 및 재배기술을 통해 착과군 간의 간격을
줄여 줄 수 있으며, 전 생육기간동안 영양생장과 착과의 균형
을 유지하며, 상품성과 수량이 좋고 재배 지역과 작형에 적합
한 품종 선택이 중요하다(Won 등, 2009; Jang 등, 2016). 하계
동안 생육한 파프리카의 생산성 및 과실품질을 분석한 결과,
시험 품종 중 재배기간동안 상품수량이 다른 품종에 비해 높
고 고온기에 경도가 높았던 ‘DSP-7054’, ‘Allrounder’ 품종
이 사계절하우스에 적합한 품종으로 판단이 되었다. 또한 앞

로 접어들며 흰가루병 발생이 조장되어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
로 판단된다. 파프리카에서 고온, 건조, 저광도 등은 낙과를 야
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Aloni 등, 1996; Marcelis 등, 2004),
특히 낮은 광도는 꽃의 당 축적을 감소시켜 낙화를 야기할 수
있는데, sink-잎의 당 축적은 저광도에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낮 동안 인접한 화아보다 sink-잎으로의 더 많은 당축적이 이
루어진다(Aloni 등, 1996). 결과적으로 낮 동안 생식기관으로
의 당과 전분의 축적은 착과의 중요한 요소이다. 본 실험에서
와 같이 광량이 높은 시기에 정식하여 재배하는 작형은 초기
생육과 광합성 능력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이점은 있지만 이
로 인한 높은 착과 부화와 낮은 광량의 조건은 다음 착과의 지
연과 낙화를 유발할 수 있다(Jeong 등, 2009). 또한 영양생장
과 생식생장 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실 생산시기
에 수확량이 불균일해져 온실 경영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
사계절하우스에서 고온기(8월)에 생산된 대과종 파프리카
의 품종별 과실품질 특성을 조사하여 LSD 검정을 한 결과
(Table 2), 과실 당도는 파프리카 색깔 계통간에도 유의성 있
는 차이를 보였는데, 주황색 계통이 가장 당도가 높았고, 다음
으로 적색 계통, 황색 계통 순이었다. 당도는 주황색 품종인
‘DSP-7054’와 ‘Naarangi’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황색 품
종인 ‘K-Gloria yellow’와 ‘Volante’에서 낮았다. 과고는
‘Nagano’에서 가장 크고, 다음으로 ‘K-Gloria orange’,
‘Naarangi’ 순이었고, 과폭은 ‘DSP-7054’에서 가장 컸다. 평
균 과중은 ‘DSP-7054’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Nagano’,
‘Naarangi’, ‘K-Gloria orange’순이었고, ‘Minerva red’가 과
중이가장낮았다. 과실의심실수, 경도는색깔계통간, 품종간유

Table 2. The characteristics of fruit quality of 9 different paprika cultivars in the large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in August 2020.
Color

Cultivar
Sirocco

Red

Yellow

Orange

Fruit weight
(g)
y

249.9 bc

Fruit length
(cm)
90.6 bc

Fruit diameter Soluble solids
Flesh thickness
No. of loculus
(cm)
(°Brix)
(mm)
91.2 abc

5.88 b

3.77 a

7.60 d

Hardness
(N)
27.1 ab

Nagano

271.8 ab

105.6 a

87.4 c

5.57 b

3.49 ab

8.03 bcd

26.8 abc

Minerva red

240.2 c

89.0 bc

88.3 bc

5.60 b

3.43 ab

7.73 bc

27.5 ab

Volante

251.4 bc

86.1 c

88.5 bc

4.71 c

3.57 a

8.02 bcd

28.1 a

Allrounder

255.5 abc

89.3 bc

89.2 bc

4.98 c

3.47 ab

8.84 a

27.3 ab

K-Gloria yellow

249.1 bc

87.8 bc

87.1 c

4.56 c

3.17 b

8.40 abc

25.2 bc

DSP-7054

284.9 a

87.8 bc

93.7 a

6.51 a

3.49 ab

8.53 ab

27.2 ab

Naarangi

266.0 abc

92.7 bc

92.4 ab

6.56 a

3.40 ab

7.97 bcd

25.6 abc

K-Gloria orange

259.2 abc

92.9 b

86.7 c

5.98 b

3.50 ab

9.07 a

24.2 c

**
***

NS
*

***
***

**
**

NS
NS

Significancez
Color (C)
Cultivar (CV)

*
NS

NS
NS

z

Probability of significant F values: NS, *, **,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0.05, 0.01, or 0.001, respectively.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the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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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여름철 안정적인 파프리카 생산을 위해서 사계절하우스
에 적합한 신규 도입 품종들의 선발 및 검증시험이 추가적으
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근권 냉난방 처리에 의한 생산성 및 과실 품질 분석
고온기(’20.8.1－9.16) 냉수(20.5 ± 0.5℃)와저온기(’20.10.1
－11.30) 온수(23.5 ± 0.5℃)를 XL파이를 통해 24시간 순환
시켜 공급하였을 때, 배지내 온도의 변화는 Fig. 8과 같다. 근
권 냉방처리 기간동안 외부기상이 맑은 날 배지온도는 19.5－
23℃(24h-평균 20.7℃)의 범위였고, 근권 난방 시 배지내 온
도는 22.5－24.5℃(24h-평균 23.4℃) 범위로 나타났다(Fig.
8). 근권 냉방 시 무처리구보다 평균 2.5－2.8℃ 낮았고, 근권

Fig. 8. Changes in the substrate temperature (℃) with and without
root-zone cooling and heating treatments in the large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Table 3. The characteristics of paprika yield affected with and without root-zone cooling & and heating treatments in the large single-span plastic
greenhouse.
Treatment

Harvest time

August

Control

September

October

August

Cooling &
heating
treatment

September

October

Cultivar
Nagano
Allrounder
Naarangi
Raon red
Nagano
Allrounder
Naarangi
Raon red
Nagano
Allrounder
Naarangi
Raon red
Nagano
Allrounder
Naarangi
Raon red
Nagano
Allrounder
Naarangi
Raon red
Nagano
Allrounder
Naarangi
Raon red

Marketable yield
(kg/10a)
3,875 bcd
5,307 ab
3,706 cde
2,348 efghi
3,146 cdef
3,438 cde
2,409 defghi
1,021 j
1,793 ghi
1,778 ghi
2,430 defghi
1,215 i
5,502 a
5,472 a
4,683 abc
2,861 defg
3,432 cde
3,996 abc
2,669 defgh
1,247 hi
1,762 ghi
1,985 fghi
2,997 def
1,309 hi

Marketable fruit ratio
(%)
83.4 c
83.4 c
90.6 abc
98.6 a
96.2 a
95.8 ab
94.9 ab
96.2 a
100.0 a
93.1 ab
92.3 abc
100.0 a
89.9 abc
86.2 bc
90.6 abc
99.5 a
98.5 a
96.1 a
97.6 a
98.6 a
99.4 a
98.6 a
98.5 a
99.2 a

Fruit weight (kg)
/ Plant (n=30)
1,502 cd
2,057 ab
1,437 de
910 fghi
1,219 defg
1,333 def
934 efghi
396 k
695 hij
689 hij
942 efghi
471 j
2,120 ab
2,217 a
1,586 bc
1,113 defg
1,330 def
1,549 cd
1,035 defgh
484 j
683 hij
770 ghij
1,162 defh
507 ij

No. of harvested fruit /
Plant (n=30)
7.4 defgh
8.3 defg
6.3 fgh
15.8 b
7.0 efgh
7.5 defgh
5.0 hi
8.3 defg
4.3 i
4.5 i
6.1 fgh
10.2 cd
10.6 cd
9.1 cde
7.9 defg
19.2 a
7.5 defg
8.7 cdef
5.5 gh
9.3 cde
4.3 i
5.1 hi
7.5 defgh
11.8 c

Significancez
Root-zone treatment (T)
*
NS
*
Harvest time (H)
***
***
***
Cultivar (C)
***
**
***
T×H×C
NS
NS
NS
z
Probability of significant F values: NS, *, **,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0.05, 0.01, or 0.001, respectively.
y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the 5% level.
생물환경조절학회지, 제30권 제4호 2021년

**
***
***
NS

437

여경환 · 박석호 · 유인호 · 이희주 · 위승환 · 조명철 · 이우문 · 허윤찬

난방 시 평균 1.9－3.5℃ 높게 나타났다.
고온기 근권 냉방 및 저온기 난방 처리를 통한 과실 수량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LSD 검정을 한 결과, 상품수량, 주
당 과중 및 주당 과실수에 있어서 근권 처리에 따른 유의성이
인정되었으나, 상품과율(%)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Table 3). 8－10월월별상품수량은무처리구에비해
‘Nagano’품종이 평균 16.5%, ‘Allrounder’ 10.3%, ‘Naarangi’
20.2%, 및 ‘Raon red’ 17.3% 증가하였고, 품종 전체로는
16.1% 증가하였다. 주당 과중(kg/plant)도 무처리구 대비 평균
15.1%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Nagano’품종이 평균 16.2%,
‘Allrounder’ 11.9%, ‘Naarangi’ 14.9%, 및 ‘Raon red’ 17.4%
증가하였으며, 주당 과실수도 무처리구 대비 16.4%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근권 냉난방 처리 시, 파프리카 과실의 품질을 조사한 결과,
과고, 경도에 있어서는 근권처리에 따른 유의성이 인정되었
으나, 다른 품질 지표에서는 유의성이 없었다(data not
shown). 냉난방처리에 의해 과실의 과고는 무처리 대비 4개
품종 평균 3.9% 증가하였다. 경도는 무처리 대비 평균 5.7%
증가하였는데, 품종별로 ‘Nagano’ 9.4%, ‘Allrounder’ 7.7%,
‘Naarangi’ 0.3%, ‘Raon red’ 6.0% 증가하였다. 고온기 근권
부에 파이프를 매설하고 냉수를 순환시켜 부분냉방을 하는 것
은 온실전체를 냉방하는 것보다 에너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
이며, 생육, 뿌리활력, 수분포텐셜, 착과수 등이 증가하였음이
보고되어왔다(Dodd 등, 2000; Choi 등, 2014; Niam과
Suhardiyanto, 2019) . Lee 등(2002)은 8－9월 고온기에 토
마토 펄라이트 재배 시 XL파이프를 사용하여 냉수를 순환시
켜 근권의 온도를 22.8－24.7℃로 유지시켰을 때, 화방별 착
과율이 대조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상품과율(%)도 75
－81%로 나타난 반면, 무처리구에서는 67%로 낮았음을 보
고하였다. Choi 등(2014)의 연구에서도 근권냉방 시 첫 개화
시기가 4－5일 앞당겨지고 착과수도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전의 연구결과들은 고온기에 근권냉방을 통해
배지 온도를 약 2－5℃로 낮출 수 있었으나. 생육과 착과를 위
해서는 차광, 환기 등의 주간 온도를 낮추는 냉방방식을 병행
할 경우 냉방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시험에서는
포그, 히트펌프, 유동팬 등 고온기 환경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무처리구에 비해 상품수량, 주당 과중, 경도 등
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계절하우스는 민간이 개발한 시설로서 고온기 파프리카
재배 시 기존의 일반 플라스틱하우스 환경과 차이가 있으며,
증산 등 작물의 생리반응도 상이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여름철 안정생산을 위한 최적 환경관리기술의 확
립이 필요하며 일반 재배농가와의 경제성 분석 및 에너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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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환경제어기술 개발을 통한 경제성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본 연구는 고온기 원예작물의 안정 생산을 위해 대형 단동하
우스 ‘사계절하우스’를 파프리카 재배에 활용 시 시설 내부 기상
환경 및 파프리카 품종별 생육, 수량, 품질 등을 분석하고 근권냉
방 효과 등을 구명하여 파프리카 재배환경 조건을 최적화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정식 후부터 재배 종
료 시점(2020년 5－11월)까지 시설내 평균 적산광량은
12.7MJ·m-2d-1로, 온실외부의 평균 광량인 14.1MJ·m-2d-1의
90%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 년중 가장 기온이 높은 7－8월의
온실내 24시간 평균온도는 외기보다 3.04℃ 낮았고, 장마가
끝난 8월 12일 이후에는 평균 4.07℃ 낮게 나타났다. 시설 내
포그 냉방 가동(6월 13일) 이전 일평균 상대습도는 최저 40%
(주간 20%) 수준까지 떨어져 작물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
였으나 포그를 가동한 이후 주간 상대습도는 70－85% 수준
으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분부족분(humidity
deficit)은 포그 공급전에는 최고 12.7g/m3 까지 상승하여 매
우 건조한 조건이었으나, 포그 공급 후 고온기(7－8월)에 평
균 3.7g/m3으로 감소하였고, 저온기(10－11월)로 갈수록 다
시 증가되는 경향이었다. 주간 잔존 CO2 농도는 전체 재배기
간동안 평균 707ppm으로 나타났다. ’20년 7월 27일부터 11월
23일까지 수확한 파프리카의 품종별 상품수량(kg/10a)은 주황
색 품종 ‘DSP-7054’과 황색 품종 ‘Allrounder’이 각각
14,255kg/10a와14,161kg/10a로다른 품종에 비해 높았고, 다음
으로 주황색 ‘K-Gloria orange’, 황색 ‘Volante’, 적색
‘Nagano’ 품종 순으로 나타났다. 사계절하우스에서 고온기(8
월)에 생산된 대과종 파프리카의 품종별 과실품질 특성을 조
사한 결과, 과고, 과폭, 과실당도, 과육두께에서 품종 간 유의
성이 인정되었다. 당도는 주황색 품종인 ‘DSP-7054’와
‘Naarangi’에서 높게 나타났고, 과육두께는 황색과 주황색 품
종인 ‘K-Gloria orange’와 ‘Allrounder’에서 높게 나타났다.
근권 냉방처리 기간 동안 배지내 일평균 온도는 20.7℃로 나
타났고, 근권 난방처리 기간 동안 배지내 일평균 온도는 23.
4℃로 나타났다. 근권부 냉난방 처리를 통해 상품수량은 무처
리구에 비해 비해 ‘Nagano’ 16.5%, ‘Allrounder’ 1.3%,
‘Naarangi’ 20.2%, 및 ‘Raon red’ 17.3% 증가하였고, 품종 전
체로는 16.1% 증가하였다. 근권 냉난방처리에 의해 과실의
경도는 4개 품종 평균 5.7% 증가하였으나 다른 품질 지표에서
는 유의성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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