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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stem number on plant growth, fruit quality, and
yield of sweet peppers grown in greenhouses under supplemental lighting in winter. The seedlings were transplanted
-2
at 3.2 plants·m on October 26, 2020, and started supplemental lighting with 32 high pressure sodium lamps for
16-hour photoperiod from December 1, 2020 to May 25, 2021. Stems were differently trained with 2 and 3 numbers
after branching nodes were developed. In the final harvest, the plant height was significantly shorter in the 3
stem-plants than in the 2 stem-plants. The number of nodes per stem and the leaves per plant were increased in the 3
stem-plants than in the 2 stem-plants, while the leaf area was less affected.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dry mass of leaves, stems, and immature fruits between the 2 and 3 stem-plants. The fruit fresh weight and fruit dry
weight in the 3 stem-plants were decreased by 17% and 12% at 156 days after transplanting (DAT), and by 17% and
15% at 198 DAT compared to those in the 2 stem-plants, respectively. The marketable fruit rates were 93.6% and
95.4% in the 2 and 3 stem-plants, respectively. The total fruit yield in the 3 stem-plants was increased by 30.2% as
compared to that in the 2 stem-plants. We concluded that the 3-stem-training cultivation positively affected the total
fruit yield by sustaining adaptive vegetative growth of the plants. This result will help producers make useful decisions
for increasing productivity of sweet peppers in greenhouses.
Additional key words : artificial lighting, paprika, productivity, stem density, reproductive development

서

론

대표적인 시설과채류인 파프리카는 재배면적과 총 생산량
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고부가가치 작물로서 각광받
고 있다(KATI, 2019). 파프리카의 생산량은 광, 온도, 상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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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CO2 농도와 같은 온실 내부의 환경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Dorais, 2003; Marcelis 등, 2004). 특히 겨울철의 낮은 일조
량은 파프리카의 광합성 동화산물을 제한하여 (Heuvelink와
Körner, 2001; Kim 등, 2011) 낙화율 및 낙과율을 증가시키
고 수량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된다(Marcelis 등, 2004; Jeong
등, 2009). 따라서 겨울철의 열악한 광 환경을 개선하고 식물
의 생육 및 과실의 수량과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공광을
이용한보광이적극적으로이용되고있다(Runkle 등, 2012; Kim
등, 2013; Lee 등, 2014; Kwon 등, 2018; Park 등, 2018a,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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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지성을 갖는 파프리카의 재배 특성 상 줄기 유인 수
를 조절함으로써 과실 수와 과실 크기 등을 조절하며 재배 공
간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는 파프리카를 “V”
-2
자 형태로 2줄기로 유인하여 6.6－7.4줄기·m 의 줄기밀도

Fig. 1. Experimental set-up for stem number and light treatment in the
greenhouse: Representative image of the experimental greenhouse
(A), spectral distributions of the high pressure sodium (HPS) lamp
(B), and location of the 2 and 3 stem treatments (C).

(Jeong 등, 2009)로 재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개 또는 4개
의 줄기로 유인할 경우 총 마디 수와 함께 과실 수가 증가하여
높은 생산량을 보이나 동시에 과실 크기가 감소하였다는 결과
가 보고된 바 있다(Cebula, 1995; Jovicich 등, 2004; Maboko
와 du Plooy, 2011; Alsadon 등, 2013). 그러나, 줄기 밀도를
높게 유지할 경우, 생육 중기 이후 인접 작물에 의한 상호차광
으로 인하여 군락 내부의 수광량이 감소하고 호흡량이 증가하
여 전반적인 생육 부진으로 이어져 생산량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Khah와 Passam, 1992; Kang 등, 2019).
관행의 줄기 밀도는 보광 처리가 고려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
에, 파프리카 재배에 있어 보광 처리 하에 줄기 유인 수를 증가
시킬 경우 이에 적절한 줄기 밀도 및 전정 방식을 결정할 필요
가 있다. 보광을 통하여 군락 내 작물의 광 환경을 개선함으로
써 3줄기 유인과 같이 높은 줄기 밀도 재배 하에서도 효율적인
과실 생산이 가능한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보광
시 줄기 유인 밀도가 작물의 생육, 과실 품질 및 생산량에 미치
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적은 겨울철 광 환경에서 고압나트륨등을 이용한 보광 하에서
줄기 유인 수가 파프리카의 생육, 과실 품질과 생산량에 미치
는 영향을 구명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1. 식물 재료 및 재배 조건

Fig. 2. Greenhouse environments during experimental period. Change
in daily light integral (A),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B)
in the greenhouse from 50 to 130 days after transplanting (D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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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20년 10월 26일부터 2021년 5월 25일까지 경
상남도 함안에 위치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
(35.2°N, 128.4°E)의 벤로형 유리온실(폭 8.4m, 길이 20m,
높이 5.5m)에서 수행되었다(Fig. 1A). 육묘실에서 4주간 재
배한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cv. Scirocco)를 전기
-1
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 EC) 2.6dS·m 의 표준 양액
으로 포습된 암면 배지(SV75151/9, Hankuk URmedia,
Seoul, Kor)에 4개체씩 정식하였으며, 온실 내 재식밀도는
-2
3.2주·m 였다. 온실 내부 온도는 주간 26°C, 야간 18°C로 유
지해 주었으며, 천, 측창 개폐 및 온수관을 이용한 난방으로 내
부 온도를 제어하였다. 작기 중 온실 내부의 일평균온도는
20.9°C, 상대습도는 40% 였다(Fig. 2). 관수는 08시부터 15
시 30분까지 90분 간격으로 하루 5회(1회 250mL) 급액하였
-1
으며, 정식부터 착과기에는 EC 1.8dS·m , 1그룹 착과 이후에
-1
-1
는 EC 1.8dS·m 에서 2.5dS·m 까지 공급 양액을 점진적으
로 증가시켜 점적으로 공급하였다. 재배 기간 동안 유인, 적심,
병해충 방제 등의 관리작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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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실 수확은 80% 이상 착색된 과실을 매 3일마다 수확하
였고, 과실 생체중은 수확 직후 측정하였다. 자연순환식 건조
기(HB503LF, Hanbaek Sci., Bucheon, Kor)를 통해 80°C에
서 과실 건물중은 120시간 동안, 엽 및 줄기 건물중은 72시간
동안 건조 후 측정하였다. 수확한 과실은 상품과와 비상품과
로 분류하였는데, 무게 100g 미만의 과실, 배꼽썩음과, 병과,
열과 및 기형과를 비상품과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과실의
당도는 수확한 과실의 과피를 갈아 즙을 낸 후 휴대용 당도계
(PAL-1, ATAGO, Tokyo, Japan)를 통해 측정하였다.
4. 보광 처리 및 온실의 광 환경
-2

Fig. 3. The harvested fruit fresh weight (A), fruit dry weight (B) of
fruits of 2 and 3 stem-sweet peppers grown under supplemental
lighting with high pressure sodium (HPS) lamps for 106, 156 and
198 days after transplanting (DAT). The vertical bars indicate SD, n
= 18. The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via Studentꞌs
t-test, *p < 0.05; **p < 0. 01; ***p < 0. 001 ns, non-significant.

2. 줄기 밀도 처리
정식 후 분지된 줄기를 식물체당 2줄기, 3줄기 방식으로 유
인하였다(Fig. 1C). 유인 처리에 따른 줄기 밀도는 2, 3줄기 처
리구에서 각각 6.4, 9.6줄기·m-2 였다. 2줄기 유인 처리구는 관
행 방식에 따라 2개의 줄기가 “V”자 형태의 수관을 나타내도
록 전정하였으며(Jovicich 등, 2004), 3줄기 처리구의 경우 분
지된 줄기가 3개일 경우 3개의 줄기를 그대로 유인하였고, 2
개일 경우 분지의 바로 다음 마디에서 분지된 줄기를 또 다른
주지로 하여 3줄기 형태로 유인하여 개체당 주지의 개수를 일
정하게 유지하였다. 각 주지별로 정식 후 영양생장을 유지하
기 위해 분지 위로 2번째 마디까지 화방을 적심했으며, 분지
위 3번째 마디부터 화실을 유지하였다.
3. 작물생육, 형태형성 및 과실 조사
작기가 끝나는 정식 후 212일(212 DAT, days after transplanting)에 처리구 당 8개체 씩 파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엽수, 엽면적, 초장의 비파괴조사 항목과 잎, 줄기, 과
실의 생체중과 건물중의 파괴조사 항목으로 나누어 측정하였
생물환경조절학회지, 제30권 제3호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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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기간 동안 온실 외부 평균 일적산광량은 13.7mol·m ·d
였으며, 보광은 고압나트륨등(1000W DE 347－400V, Dutch
Lighting Innovations, Aalsmeer, The Netherlands; Fig. 1B)
을 이용하여 6시부터 22시까지 16시간의 광주기로 2020년 12
월 1일부터 실험 종료일까지 처리하였다. 광주기 및 일적산광
량은 시설 과채류 보광에 관한 연구(Dorais, 2003)를 참고하
여 적용하였다. 주간에는 온실 상부에 설치된 광 센서를 통해
-2
일사량이 100W·m 이상일 때는 자동으로 소등되도록 일사
감응 방식으로 제어하였으며, 제어 시 일적산광량은 최소
-2 -1
12mol·m ·d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보광등에서 조사된 광
합성유효광양자속밀도(photosynthetic photon flux density,
PPFD)는 온실 바닥에서부터 1.0m 높이에서는 55.4µmol·
-2 -1
-2 -1
m ·s , 2.0m 높이에서는 179.4µmol·m ·s 이었으며, 보광
처리 하에서 일사량과 보광량을 합한 일적산광량은 2.0m 높
이 기준 측정 시 가장 높은 날과 낮은 날 각각 29.2와 11.7
-2 -1
mol·m ·d 으로 유지되었다.
5. 실험 설계 및 통계분석
총 270주의 파프리카 육묘를 4구 배지 위에 정식하였으며
완전임의 배치법으로 실험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R package
(R 3.6.2, R Foundation, Vienna, Austria)를 이용하였으며,
생육 및 과실 조사 결과의 경우,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 개체
를 제외한 후 Student’s t-test를 실시하였다. 도표 작성에는
Python (Python 3.9.5, Python Software Foundation, Wilmington, USA)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줄기 유인에 따른 기관 생육 및 형태형성
작물의 생육 및 형태형성 지표는 줄기 유인 밀도에 따라 차
이를 보였다. 초장은 3줄기 유인 처리구가 2줄기 유인 처리구
에 비해 15.8% 짧았고, 마디 수는 3줄기 유인이 2줄기 유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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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lant height, the number of nodes, the number of leaves, and the leaf area of 2 and 3 stem-sweet peppers grown under supplemental
lighting with high pressure sodium lamps.
Treatment

Plant height
(cm / plant)

No. of nodes
per stem

No. of leaves
per plant

Leaf area
2
(m / plant)

No. of flowering per
plant

2 stems

194.2 ± 10.5

140.4 ± 4.8

126.1 ± 4.5

1.39 ± 0.11

4.6 ± 1.2

3 stems

167.6 ± 6.9

147.7 ± 3.7

156.8 ± 4.1

1.47 ± 0.06

5.9 ± 2.4

***

***

***

ns

ns

Significance

The values are an average of eight plants and measured at 212 days after planting. The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via Studentꞌs
t-test, *p < 0. 05; **p < 0. 01; ***p < 0. 001 ns, non-significant.
Table 2. The fresh weight and dry weight of leaf, stem, and fruit of 2 and 3 stem-sweet peppers grown under supplemental lighting with high pressure
sodium lamps.
Treatment

Dry weight (g)
Leaf

Stem

Fruit

Total
z

2 stems

126.7 ± 36.6

158.3 ± 27.3

102.4 ± 12.7

387.4 ± 71.5

3 stems

109.0 ± 13.0

142.0 ± 12.7

100.8 ± 15.3

351.9 ± 22.4

ns

ns

ns

ns

Significance
z

Fruits were measured at immature stage in 2 weeks after harvest.
The values are an average of eight plants and measured at 212 days after planting. The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via Studentꞌs
t-test, *p < 0. 05; **p < 0. 01; ***p < 0. 001 ns, non-significant.

비해 5% 많았다(Table 1). 3줄기 유인 처리구에서 마디 수와
엽 수가 더 많았음에도 2줄기 유인 처리구에 비해 낮은 초장을
보였는데, 이는 같은 재식 주수에서 줄기 밀도가 증가할 수록
마디길이가 짧아지는 기존 결과(An 등, 2000; An 등, 2002;
Alsadon 등, 2013)와 일치했다. 엽 수는 3줄기 유인 처리구에
서 2줄기 유인 처리구에 비해 24% 증가했으나, 엽면적은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화방 수는 3줄기 유인 처리구에서
27%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줄기 유인 수의 증가는
절대적인 마디 수 증가와 함께 총 엽수 및 화방 수의 증가를 가
져온다(Jovicich 등, 1999). 줄기 유인 방식에 따른 엽수의 증
가가 엽면적의 유의미한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3
줄기 유인 처리구에서 상대적으로 개별 잎의 크기가 줄어들었
음을 알 수 있다.
기관별 건물중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2
줄기와 4줄기 유인 방식으로 유인한 파프리카에서 처리구별
총 건물 생산량에서 큰 차이가 없었던 선행 결과(Jovicich 등,
1999)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줄기 밀도의 증가가 파프리카의
형태형성에는 영향을 미쳤으나, 영양생장 기관의 발달을 저
해하지 않음으로써 전체 건물중의 총량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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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확 시기별 과실 생체중, 건물중, 품질 및 생산량
과실 생체중과 건물중을 측정한 결과, 생육 단계가 진전될
수록 두 처리구에서 모두 평균 생체중과 건물중은 점차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3). 106 DAT에는 두 처리구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156 DAT에는 3줄기 유인 처리구
에서 2줄기 유인 처리구에 비해 생체중이 17%, 건물중이 12%
감소했고. 198 DAT에는 생체중이 17%, 건물중이 15% 감소
했다. 평균 과실중은 3줄기 유인 처리구가 2줄기 유인 처리구
에 비해 13.2% 낮았다(Table 2).
식물체에서 착과가 많이 이루어지면, 과실로의 동화산물 요
구(sink strength)가 증가되고 광합성 효율이 높아질 수 있다
(Lee와 Cha, 2009; Kim 등, 2013). 본 실험에서는 보광 처리
에 의해 작물 수광량 및 광합성량이 증가하여 3줄기 유인의 많
은 착과수에도 과실에 필요한 동화산물 요구도를 충분히 충족
했을 것으로 보인다(Kim 등, 2013). 그러나, 겨울에서 봄으로
이어지는 작형에서, 생육의 진전과 함께 작물의 엽면적지수
또한 증가함에 따라 작물의 광이용효율이 점차 떨어지고 광합
성 동화산물이 감소함에 따라 2줄기 및 3줄기 처리구의 과실
생체중 및 건물중이 서서히 감소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줄기 유인 수의 증가는 2줄기 유인 작물에 비하여 3줄
기 유인 작물의 평균 과실중을 감소시켰는데, 이는 줄기 유인
수의 제한이 과실중의 감소에 미치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

Journal of Bio-Environment Control, Vol. 30, No. 3, 2021

겨울철 고압나트륨등 보광 하에서 온실재배 파프리카의 줄기 유인 수가 생육, 과실 품질 및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Table 3. The fruit quality relevant parameters including average fruit weight, fruit length, fruit width, marketable fruit ratio, and total soluble solid
(TSS) of 2 and 3 stem-sweet peppers grown under supplemental lighting with high pressure sodium lamps.
Treatment
2 stems
3 stems
Significance

Average fruit weight
(g)

Fruit length
(cm)

Fruit width
(cm)

Marketable
fruit ratio (%)

TSS
(°Brix)

181.5 ± 33.7

82.3 ± 9.9

79.0 ± 2.4

93.6

8.35 ± 0.82

160.3 ± 42.5

78.2 ± 10.6

78.8 ± 2.5

95.4

8.74 ± 1.08

ns

ns

*

ns

ns

The values are an average of eight plants. The asterisk indicates significant differences via Studentꞌs t-test, *p < 0. 05; **p < 0. 01; ***p <
0. 001 ns, non-significant.

Fig. 4. The accumulated fruit yield of 2 and 3 stem-sweet peppers
grown under supplemental lighting with high pressure sodium
(HPS) lamps with days after transplanting (DAT).

하였다(Cebula, 1995; An 등, 2007; Alsadon 등, 2013). 줄기
수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 마디, 잎 및 착과 수로 인해 상대적으
로 영양생장 기관 및 과실로의 동화산물 요구도가 증가하고
과실과 영양기관 간의 경합이 발생하게 된다(Aloni 등, 1997;
Marcelis 등, 2004; Jang 등, 2017). 이에 따라 줄기 유인 수가
많은 작물에서 소과의 비율이 많아지게 된다(Maboko와 du
Plooy, 2008). 결과적으로 기존 연구에서 줄기 수가 많은 작물
은 줄기 수가 적은 작물에 비해 소과 및 중과의 수량이 증가하
고 평균 과실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Maboko와 du
Plooy, 2008; UM, 2008). 그러나 본 실험에서 3줄기 유인 처
리구는 2줄기 유인 처리구에 비해 과폭 및 평균 과실중이 감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로코’ 품종의 평균적인 과실중인 160
－180g 범위를 보였다(Kim 등, 2012). 과실 당도는 줄기 유인
처리구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상품과율은 3
줄기 유인 처리구에서 95.4%로 2줄기 유인 처리구의 93.6%
에 비해 높았다(Table 3). 이는 4본 정지 유인 고추 작물이 2본
정지 유인 작물보다 주당 상품과수가 높았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An 등, 2000). 또한 중과종 단고추 품종에서 줄기
수를 적절히 증가시킬 경우 개체당 수광량이 증대되고, 꽃의
소질이 양호해지며, 착과율이 높아지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
는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낸다(Guo 등, 1991).
생물환경조절학회지, 제30권 제3호 2021년

누적 수확량은 3줄기 유인 처리구가 2줄기 유인 처리구에 비
해 약 30.2% 높았다(Fig. 4). 이는 줄기 수의 증가가 최종 수확
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선행 연구 결과(Jovicich 등, 1999;
Dasgan 등, 2003; Maboko와 du Plooy, 2008)와 일치한다. 또
-2
-2
한 줄기 밀도를 관행 6.7줄기·m 보다 높여 7.2줄기·m 로 개
선하여 수량을 증가시킨 연구와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Choi 등, 2012). 파프리카는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의 균형에
매우 민감한 과채류로서 생육 진전에 따른 착과 조절이 최종 생
산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Jang 등, 2016). 착과기에는 과실로
의 동화산물 요구도가 증대되어 영양기관인 잎, 줄기, 뿌리로
의 동화산물 분배량이 감소되고 영양생장 기관 발육이 저해된
다(Lee와 Cha, 2009; Jeong 등, 2009; Kim 등, 2013). 3줄기
유인 작물이 2줄기 유인 작물에 비해 영양생장 기관 생육이 부
진했으나 수확량이 증대된 것은 겨울철의 낮은 광량에도 HPS
상부 보광을 통해 적정 수준의 광합성 동화산물을 유지하고 높
은 착과량을 이끌어내어 소과 및 중과 수량을 증가시켰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파프리카 작물의 3줄기 유인은 2
줄기 유인과 비교하여 형태형성의 변화를 통해 수광을 개선시
키고 작물의 영양생장 및 생식생장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수량
을 증가시켰다.
1립당 550－650원으로 고가에 속하는 파프리카 종자를 수
입하여 재배하는 우리나라 농가 특성 상, 재식 주수를 줄이고
줄기 유인 수를 늘려 3줄기 유인 재배를 하였을 경우, 종자 투
입비, 육묘비 감소에 따라 경영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한 상부 보광에 이용되는 HPS 광원은 에너지 효율이 높으며,
특히 발생되는 열로 온실 내 공기 온도를 증가시켜 난방비 절
감이라는 부가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Brault 등(1989)은 HPS
광원을 이용하였을 경우, 온실 난방 부하의 25－41%를 광원
으로부터 보충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온
실의 광환경이 균일하게 유지되도록 외부 광 조건을 고려한
일사감응 제어를 사용한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실험 결과
는 국내 파프리카 농가의 재배 방법 최적화를 위한 기초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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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본 연구의 목적은 겨울철 약광기 보광 시 줄기 유인 수가 온
실 파프리카의 생육, 과실의 품질 및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는 것이다. 파프리카는 2020년 10월 26일에 m2당 3.2
주를 정식하였고, 2020년 12월 1일부터 고압나트륨등을 작기
종료일인 2021년 5월 25일까지 하루 16시간의 광주기로 조사
하였다. 줄기 유인 처리는 분지 이후의 생장점이 각각 2, 3개로
유지되도록 유인해 주었다. 초장은 2줄기 유인 처리구에 비해
3줄기 유인 처리구에서 유의적으로 짧았고 마디수 및 엽수는
2줄기 유인 처리구에 비해 3줄기 유인 처리구에서 유의적으
로 증가했다. 엽면적 및 기관별 건물중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과실 생체중 및 건물중은 모든 처리구
에서 생육단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3줄기 유인
처리구가 2줄기 유인 처리구에 비해 낮은 수치를 보였다. 3줄
기 유인 처리구의 상품과율은 95.4%로 2줄기 유인 처리구의
93.6%에 비해 높았다. 총 수확량은 3줄기 유인 처리구에서
30.2%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온실 파프리카의 3줄기 유
인 재배는 적정 수준의 영양생장을 유지함으로써 과실 생산량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파프
리카의 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가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가주제어: 생산성, 생식기관, 인공 광원, 줄기 밀도, 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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