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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랍에미리트(UAE)는 국가에서 소비하는 식품 전체의 

8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21년 

내 세계식량안보지수를 상위 10개국에 진입하고 이후 2051

년까지 동 지수 1위 달성을 목표로 하는 ‘국가식량안보전략 

2051’를 2018년 수립하여 자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해 정부에

서는 농업 기술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식량생산 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An, 2020). 또한 아부다비투자공사

(ADIO)의 주도하에 농업기술펀드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내 농업기술, 정밀 농업 및 농업 로봇 기술, 해조류 

기반 바이오 연료에 2019년부터 3년간 약 2억7천만 달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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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cucumber (Cucumis sativus) varieties adaptive to the desert climate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growth, yield, and water consumption. Two long-sized cucumber varieties, ‘Gulfstream’ 

and ‘Imea’ and two medium-sized cucumbers, ‘Nagene’ and ‘Sausan’ were cultivated in coir substrate hydroponics 

under hot and humid greenhouse conditions from March 2 to June 20, 2020. On the 113 DAT, ‘Nagene’ had the longest 

plant height and the highest internode number. The marketable fruit number per plant was higher in the medium-sized 

varieties, which had more internode number. The marketable fruit number was 31.3 for ‘Gulfstream’, 30.7 for ‘Imea’, 

57.8 for ‘Nagene’, or 56.0 for ‘Sausan’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fruit weights per plant. The water 

consumption required to produce 200 g of fruit was lower in the ‘Nagene’ (2.39 L) with the highest water use efficiency 

(WUE). Therefore, ‘Nagene’ variety may have higher adaptability to desert high temperature compared to the 

long-sized varieties, and it is going to be necessary to verify more medium-sized cucumber var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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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였다(An, 2020). UAE의 이러한 정책은 러시아, 호주, 

남부, 동남아시아 및 동아시아와 같은 많은 UAE의 식량공급 

지역에 직면한 환경 및 농업 위기와 세계 식량 공급 위기와 급

격한 인구 증가에 의한 것이다(Saif, 2016; Shahin과 Salem, 

2015).

아랍에미리트(UAE)의 연평균 강우량은 78mm로, 강우량

의 80%가 주로 12월에서 3월까지 내린다. 기온은 아부다비

(Abu Dhabi) 지역을 기준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35－45℃

로 고온 다습한 기후이나, 12월부터 3월까지는 14－23℃로 

우리나라의 봄-초여름과 비슷한 날씨를 가지고 있어(NCM, 

2019), 거의 모든 재배는 이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 

국토의 80%가 사막지형으로 이루어져 농지와 담수원이 부족

해 작물 재배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농

지 면적은 104,397ha로 전체 국토 면적의 약 1.2%에 불과하

다. 농지 면적 중 채소재배면적은 5,320ha이며, 전체 농지 면

적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오이의 생산량(2018년 

기준)은 약 71,351ton으로 토마토(약 78,607ton) 다음으로 많

이 생산되는 채소작물로, 전체 채소생산량의 28.9%에 해당된

다. 오이의 생산규모는 21,300만 디르함으로 이는 한화로 약 

714억원으로 추정된다(AT, 2020). 주로 재배되는 오이는 유

럽형 오이로, 유럽과 미국 등지의 기후에 적응되어 발달한 품

종으로, 유럽형 오이는 영국온실형, 슬라이스형, 피클형으로 

구분된다. 영국온실형 오이는 온도가 낮고, 약광인 영국에서 

온실용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였으며, 과실은 슬라이스형이지

만 굵고 긴 것이 특징이며, 슬라이스형은 지중해 지방의 서늘

한 기후에 적응되어 과실이 길고 가늘다. 피클용 오이는 육질

이 단단하고 절임용으로 이용되며, 과실 길이가 짧은 것이 특

징이다(RDA, 2020). 

본 연구팀은 선행 연구로 국내의 여름철 고온기에 극고온·

과습 조건의 온실 환경을 조성한 후 수경재배 방식으로 사막

기후 적응성 장과형 오이 품종 선발 실험을 하였지만(Yoon 

등, 2021), UAE 현지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중과형 오이 품

종에 대해 사막기후 적용 가능성 검토에 대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럽계 장과형과 중과형 오

이 품종을 고온·다습조건에서 재배하여 품종별 생육과 수량 

특성 및 수분소모량을 비교 분석하여 중과형 오이 품종에 대

해 사막기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식물재배 및 재배환경

본 시험은 유럽형 장과종 오이 2품종(Cucumis sativus 

‘Gulfstream’ and ‘Imea’, Enza Zaden Co., Netherlands)과 

중과종 오이 2품종(Cucumis sativus ‘Nagene, ‘Sausan’, Enza 

Zaden Co., Netherlands)을 전라북도 익산 원광대학교 내에 

위치한 연동형 플라스틱온실(면적: 645m2, 규격: 15m(W) × 

43m(L) × 5.9m(H), 피복재: PO필름)에서 2020년 3월 2일부

터 6월 20일까지 수행하였다. 오이 품종별 각각 36주를 코이어 

슬라브[100 × 20 × 10cm, BioGrow, dust:chip = 50:50(v:v)]

에 3주씩 정식하여 품종당 12개의 슬라브를 완전임의배치법

으로 배치하였다. 네덜란드 PBG 비순환식 배양액을 EC 1.8

－2.4dS·m-1, pH 5.8－6.0 수준으로 조정하여 자동급액시스

템(Magma 1000, Green Control System Ltd., Gwangju, 

Korea)으로 누적일사량 제어 방식으로 급액하였다. 상대습

도, 온도, 광량, 누적광량 데이터는 복합환경 제어기(Green 

Control System Ltd.)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저장되었다. 

2. 측정항목 및 측정방법

급액량과 급액 EC 및 pH는 비커에 점적핀 하나를 따로 설치

하여 하루의 급액을 측정하였으며, 품종당 1개의 슬라브에 필

름을 설치하여 배수공에서 흘러나온 배액을 받아 배액량과 배

액 EC, pH를 측정하였다. 배액률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배액률(%) = (식물체당 하루의 배액량 / 식물체당 하루의 급

액량) × 100]. 과실 200g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된 물량은 개체

당 생산한 상품과중을 개체당 공급된 총 급액량에서 총 배액

량을 뺀 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수분이용효율(water 

use efficiency, WUE)는 Burnett와 van Iersel(2008)의 방식

[WUE = 수확 시 잎, 줄기 및 과실 생체중 / (급액량–배액량)]

을 따라 계산하였다.

생육조사는 품종별 9반복으로 실시하였다. 초장은 지표면

에서 생장점까지 길이, 마디수는 절간장이 2cm 이상인 마디

수, 절간장은 마디와 마디 사이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엽장과 

엽폭은 생장점 아래 7번째 잎의 길이와 너비를 측정하였으며, 

줄기직경은 지제부 1cm 위의 줄기직경(diam. I)과 생장점 아

래로 5번째 잎 1.5cm 밑의 줄기직경(diam. II)을 측정하였다. 

과실은 처리구별 과장, 과경, 과중을 측정하였다. 생체중과 건

물중은 처리구별 9반복으로 측정하였다. 

엽온은 엽온측정센서(LT-1M, Campbell Scientific Inc., 

Logan, UT, USA)에 2분 단위로 저장되도록 하였다. 엽수증

기압[Le(mb)]과 대기의 수증기압[e(mb)]의 차(leaf-air vapor 

pressure difference, LAVPD, mb)와 공기 수증기압포차

(vapor pressure deficit, VPD, mb)는 SAS 9.4 소프트웨어

(SAS Institute, Cary, NC, USA)로 작성한 model식에 적용

하여 계산하였다(Woo 등, 2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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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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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통계 방법

데이터 통계분석은 SAS 9.4 소프트웨어 패키지(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사용하여 95% 유의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온실 생육환경, VPD, LAVPD

재배 기간 중 3, 4, 5, 6월의 온실 내부의 평균 온도는 각각 

21.3, 21.7, 22.7, 24.6℃로 3월에서 6월까지 약 3℃가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온실 내부 최고 온도는 3, 4, 5, 6월에 각각 

Fig. 1. Temperature (Temp., °C), relative humidity (RH., %) and solar irradiance (SI, W·m-2) inside greenhouse in March (A), April (B), May (C) and 

June (D) o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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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35.3, 36.1, 35.7℃로 40℃이하로 유지되었으며, 최저 

온도는 각각 10.4, 12.9, 13.6, 17.6℃였다(Fig. 1). 온실 내부의 

상대습도(relative humidity, RH)는 최저 25.5에서 최고 100%

까지 범위를 보였다. 3월부터 6월까지 재배기간 중 최고 광량

(solar irradiance, SI)은 각각 1108, 1181, 1199, 1308W·m-2였다.

하우스 내부의 평균 VPD [Eqn. (2)]는 4월부터 6월까지 각

각 9.5, 5.9, 5.6mb로 4월보다 6월에 VPD가 낮았고 전 기간 

동안 0－33.5mb 범위를 보였다(Fig. 2). 식물이 흡수한 수분

의 대부분은 증산작용에 이용되며, 기공이 열릴 때 기공증산

을 90%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 등, 2021). 기공의 

개폐 여부는 광, 온도, 습도, VPD, 배지 수분 등에 영향을 받는

다(An 등, 2021; Turner 등, 1984). Barker(1990)는 온실 작물 

재배에 적합한 VPD는 5－8mb라고 하였고 본 연구팀의 선행 

연구결과에서 7－10월 고온기 온실의 VPD 값은 0－15mb

의 범위를 보였는데(Yoon 등, 2021), 이들 결과보다 본 실험

에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VPD 값이 높으면, 증산작용이 활

Fig. 2. Vapor pressure deficit (VPD) of greenhouse air (A) and leaf-air vapor pressure deficit (LAVPD) of ‘Gulfstream’ (B), ‘Imea’ (C), ‘Nagene’ (D) 

and ‘Sausan’ (E) cucumber varieties during the growing period from April to June of 2020.

Fig. 3. Relationships between the VPD and difference in leaf and air temperature (leaf temperature – air temperature) of ‘Gulfstream’ (A), ‘Imea’ (B), 

‘Nagene’ (C) and ‘Sausan’ (D) cucumber varieties during the June o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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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게 이루어지며, 활발한 증산작용으로 엽온은 낮아진다고 

하였다(Idso, 1982; Jackson 등, 1981; Woo 등, 2000; Yoon 

등, 2021). 

LAVPD[Eqn. (1)]는 품종별로는 ‘Imea’가 평균 52.9mb, 

‘Gulfstream’이 42.2mb, ‘Nagune’이 42.4mb, ‘Sausan’이 

40.8mb로 ‘Imea’가 다른 품종보다 약 10mb 높았다(Fig. 2). 

이 결과는 ‘Imea’의 엽기온차가 다른 품종보다 더 큰 음의 값

을 보인 결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재배기간 동안 

평균 엽기온차는 ‘Imea’(－0.21) < ‘Gulfstream’(－0.10) < 

‘Nagene’ (－0.03) < ‘Sausan’(0.06)로 ‘Imea’가 다른 품종

보다 더 큰 음의 값을 보였고 실험 기간 중 가장 고온기였던 6

월의 평균 엽기온차는 ‘Nagene’(0.142) < ‘Sausan’(0.156) < 

‘Gulfstream’ (0.181) < ‘Imea’(0.212)로 ‘Nagene’이 낮았다

(Fig. 3).

2. 급액 회수, 총급액량, 배액률 및 배지 함수율

정식 후 71일부터 102일까지 일별 급액 횟수는 최소 9회, 최

대 29회이고 개체당 급액량은 최소 1,170L, 최대 3,770L이다. 

품종별 최대 배액률은 ‘Gulfsftream’이 52.08%로 가장 적었

으며, ‘Imea’가 58.33, ‘Sausan’이 57.14, ‘Nagene’이 74.07%

Table 1. Daily frequency and volume of irrigation and drainage ratio between the 71 and 102 days after transplant (DAT).

DAT
Irrigation 

frequency

Irrigation volume

(L·plant-1∙d-1)

Solar adiation

(J∙cm-2·d-1)

Drainage ratio (%)

‘Gulfstream’ ‘Imea’ ‘Nagene’ ‘Sausan’

71 23 2990 2598 32.10 29.63 74.07 50.62

72 25 3250 2944 31.11 31.11 55.56 47.78

73 21 2730 2331 18.67 26.67 61.33 38.67

74 11 1430 171 44.05 54.76 71.43 57.14

75 11 1430 605 52.08 58.33 70.83 43.75

76 18 2340 2294 38.46 46.15 70.51 52.56

77 16 2080 1852 26.67 16.67 63.33 35.00

78 9 1170 783 21.21 15.15 57.58 30.30

79 21 2730 2763 23.19 4.35 59.42 27.54

80 20 2600 2530 0.95 3.17 22.22 4.76

81 18 2340 2428 0.00 0.00 39.68 1.11

82 20 2600 2785 0.00 0.00 42.03 0.00

83 11 1430 1188 0.00 0.00 44.05 0.00

84 15 1950 1545 0.00 3.70 53.70 16.67

85 16 2080 1914 0.00 20.37 53.70 29.63

86 22 2860 2797 0.00 10.67 42.67 16.00

87 22 2860 2761 9.72 19.44 51.39 26.39

88 21 2730 2741 2.67 4.00 32.00 6.67

89 17 2210 2111 0.00 0.00 45.00 8.33

90 16 2080 1861 14.81 3.70 40.74 18.52

91 21 2730 2688 28.21 24.36 56.41 29.49

92 9 1170 1307 21.21 19.70 37.88 6.06

93 19 2470 1886 8.33 15.00 41.67 8.33

94 29 3770 2588 42.42 48.48 62.63 46.46

95 22 2860 1948 32.05 38.46 60.26 26.92

96 27 3510 2386 43.01 44.09 65.59 51.61

97 27 3510 2426 50.51 50.51 68.69 55.56

98 29 3770 2730 44.76 43.81 57.14 48.57

99 28 3640 2775 40.40 38.38 50.51 42.42

100 22 2860 2215 18.67 8.00 4.67 22.67

101 23 2990 2474 16.67 7.14 4.17 20.24

102 13 1690 803 24.07 20.37 48.15 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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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높아 ‘Nagene’의 수분 소비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측정되

었다(Table 1). 본 실험에서 장과종과 중과종을 같이 재배하

였을 때 급액 기준을 장과종에 맞춘 경우 중과종의 배액률이 

높은 결과를 보여 오이 품종별로 적절한 급액 제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식 후 30일부터 56일까지 배지 함수율

은 오후 13시에서 14시 사이에 네 품종 모두 가장 높고 아침 6

시에 가장 낮았으며 ‘Sausan’과 ‘Gulfstream’은 63－70%, 

‘Imea’는 45－53%, ‘Nagene’은 58－63% 범위로 나타났다

(자료 미제시).

3. 오이 생육특성

정식 후 32일 생육조사 결과, 초장과 마디수는 중과종인 

‘Sausan’이 209.6cm, 23개로 유의적으로 높았는데, 정식 후 

69일부터는 초장은 ‘Sausan’(445cm)과 ‘Imea’(429cm)의 

유의차가 없었고 마디수도 ‘Sausan’(47.6개)과 ‘Nagene’(46.2

개)의 유의차가 없었다(Table 2). 정식 후 93일 생육조사 결과, 

마디수는 ‘Nagene’, ‘Sausan’, ‘Imea’에서 70.7, 69.2, 62.2개로 

세 품종 간의 통계적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Gulfstream’

이 49.9개로 다른 세 품종보다 유의적으로 적었다. 줄기 굵기

(diam.Ⅱ)는 품종별 유의차가 없었다. 정식 후 113일 조사에서 

Table 2. Plant height, petiole length, internode number, leaf length and width, stem diameter I (1 cm from the base), stem diameter II (below the 7th 

leaf from the apical zone) of cucumber varieties grown for 32 and 93 days after transplanting (DAT).

Variety
Plant height

(cm)

Petiole length

(cm)

No. of internodes 

per plant

Leaf lengths

(cm)

Leaf width

(cm)

Stem diam. I

(mm)

Stem diam. II

(mm)

32 DAT (4th of April)

Gulfstream 181.6 czy 16.7 b 18.3 c 21.8 b 25.1 ab 11.4 a 9.9 a

Imea 191.0 b 18.4 a 19.2 c 23.5 a 26.4 a 11.6 a 9.8 a

Nagene 185.9 bc 16.5 b 21.2 b 19.4 c 22.9 bc  9.9 b 8.1 b

Sausan 209.6 a 16.0 b 23.0 a 18.4 c 20.4 c  8.8 b 6.9 c

62 DAT (3rd of May)

Gulfstream 399.5 c 17.7 a 37.7 c 21.6 a 26.6 a - 8.3 a

Imea 429.0 b 16.3 ab 40.6 b 18.6b c 22.7 b - 8.1 a

Nagene 416.7 b 15.6 b 46.2 a 17.5 c 21.4 b - 7.4 b

Sausan 444.5 a 15.9 ab 47.6 a 19.1 b 21.8 b - 6.8 c

93 DAT (3rd of June)

Gulfstream 538.8 b 16.1 ab 49.9 b 18.9 a 21.6 a - 7.1 a

Imea 646.4 a 17.2 a 62.2 a 18.6 a 23.7 a - 6.8 a

Nagene 628.4 ab 15.2 b 70.7 a 16.9 b 22.3 a - 6.8 a

Sausan 636.1 a 16.3 ab 69.2 a 18.9 a 22.2 a - 6.7 a

z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yEach value is the mean of 9 replications.

Table 3. Plant height, internode number, stem fresh weights, leaf fresh weighs, stem dry weights, and leaf dry weights of cucumber varieties grown 

for 113 days after transplanting (DAT).

VAR
Plant

height (cm)

No. of internodes 

per plant

Stem fresh wt.

(g·plant-1)

Leaf fresh wt.

(g·plant-1)

Stem dry wt.

(g·plant-1)

Leaf dry wt.

(g·plant-1)

Gulfstream 752.33 abzy 71.67 c 760 a 400 b 61.3 a 43.3 a

Imea 766.67 ab 75.00 bc 750 a 470 ab 61.7 a 48.3 a

Nagene 806.67 a 93.67 a 680 ab 530 a 50.3 b 49.7 a

Sausan 728.33 b 84.00 ab 590 b 430 ab 48.7 b 45.0 a

z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yEach value is the mean of 9 replications.



유럽계 장과형과 중과형 오이 품종의 사막기후 적응성 검증을 위한 생육 및 수량 특성 비교

생물환경조절학회지, 제31권 제2호 2022년 131

초장은 중과종인 ‘Nagene’이 806.7cm로 유의적으로 가장 길

었고 그 뒤로 ‘Imea’(766.7cm) > ‘Gulfstream’(752.3cm) > 

‘Sausan’(728.3cm) 순이었고 마디수도 중과종인 ‘Nagene’

이 94개로 유의적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Sausan’(84개) > 

‘Imea’(75개) > ‘Gulfstream’(72개) 순이었다. 줄기 건물중

은 장과종과 중과종과의 유의차가 높았는데, ‘Imea’(61.7) > 

‘Gulfstream’(61.3) > ‘Nagene’(50.3), ‘Sausan’(48.7) 순으

로 나타났다(Table 3). Yoon 등(2021)은 고온기 장과종 오이 

재배에서 ‘Imea’가 ‘Gulfstream’보다 초장과 마디수가 좋았

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중과종의 경우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오이 과실특성 및 수량과 무게

정식 후 113일째에 측정된 과장(fruit length)은 장과형이 중

과형보다 약 9cm 정도 길었고 장과형중에서도 ‘Gulfstream’ 

(27.02cm)이 ‘Imea’(26.30cm)보다 유의적으로 길었으며 중

과형 중에서는 ‘Nagene’(18.79cm)이 ‘Sausan’(17.90cm)보

다 유의적으로 길었다. 과경(fruit diameter)은 장과형이 중과

형보다 유의적으로 7mm 굵은 것을 나타났고 같은 장과형과 

중과형 간의 유의차는 없었다(Table 4). 과병장(fruit petiole 

length)은 ‘Sausan’(5.62cm)이 다른 품종보다 1.0cm 정도 짧

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개체당 생산한 상품과수는 장과종 

‘Gulfstream’이 31.3개, ‘Imea’가 30.7개, 중과종 ‘Nagene’

이 57.8개, ‘Sausan’이 56개로 마디수가 더 많았던 중과종이 

과실을 더 많이 생산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상품과 수량은 장과

종과 중과종 간의 유의차가 없었다(Table 5). Shukla 등

(2010)은 오이는 줄기의 마디수와 수량이 상관관계를 갖는다

고 하였는데 마디수가 많았던 중과종 상품과수가 많았던 것과 

관련이 있었다. 과실 200g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된 물량은 

‘Nagene’이 2.39L로 가장 적었으며, ‘Gulfstream’이 3.34L, 

‘Imea’가 3.61L, ‘Sausan’이 3.66L로 나타났고 수분이용이

용효율(WUE)은 ‘Nagene’ 품종이 가장 높았다. Yoon 등

(2021)은 과실 200g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된 물량은 장과종 

‘Gulfstream’과 ‘Imea’ 품종이 ‘Borja’, ‘Dreamliner’ 품종보

다 적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본 실험에서 장과종보다 중과

종 ‘Sausan’(3.66L)과 ‘Nagene’(2.39L)이 평균적으로 적게 

소요되었다. 따라서, 상품과수와 물소비량을 고려할 때 장과

종보다는 중과종인 ‘Nagene’ 품종이 사막 고온 적응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고온 다습하고 물이 부족한 

UAE 환경에 맞추어 중과종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더 진

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4. Fruit length, fruit diameter and fruit petiole length of cucumber varieties grown for 113 days after transplanting (DAT).

Variety Fruit length (cm) Fruit diameter (mm) Fruit petiole length (cm)

Gulfstream 27.02 azy 43.25 a 6.76 ab

Imea 26.30 b 43.48 a 6.89 a

Nagene 18.79 c 36.81 b 6.24 b

Sausan 17.90 d 36.59 b 5.62 c

z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yEach value is the mean of 3 replications.

Table 5. Marketable fruit numbers and fruit fresh weights, water consumption of four different cucumber varieties grown for 99 days after transplant 

between 8th of August and 13th of November.

Variety
Marketable

fruit number per plant

Marketable fruit fresh wt.

(g·plant-1)

Marketable fruit fresh wt.

(g·fruit-1)

Water consumption

(L·200g-1fruit)

WUEx

(g·L-1· plant-1)

Gulfstream 31.3 bzy 8,636 a 276.2 a 3.34 abx 0.07 b

Imea 30.7 b 8,225 a 273.3 a 3.61 a 0.07 b

Nagene 57.8 a 8,360 a 146.0 b 2.39 b 0.10 a

Sausan 56.0 a 7,650 a 138.5 b 3.66 a 0.07 b

zMeans with different letter within the column is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yMeans of fruits from 9 plants for treatment.
xWUE = (fresh weights of leaf, stem, and fruit per plant at harvest)/(total retained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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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요

본 연구는 유럽계 장과형과 중과형 오이 품종을 고온·다습 

조건에서 재배하여 품종별 생육과 수량 특성 및 수분소모량을 

비교 분석하여 중과형 오이 품종에 대해 사막기후 적용 가능

성을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유럽형 장과종 오이 2품종

(Cucumis sativus ‘Gulfstream’, ‘Imea’)과 중과종 오이 2품

종(C. sativus ‘Nagene’, ‘Sausan’)을 연동형 플라스틱온실에

서 2020년 3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코이어 수경재배로 재

배하였다. 개체당 생산한 상품과수는 장과종 ‘Gulfstream’이 

31.3개, ‘Imea’가 30.7개, 중과종 ‘Nagene’이 57.8개, ‘Sausan’

이 56개로 마디수가 더 많았던 중과종이 상품과수가 더 많았

으며 개체당 생산된 총상품과중은 유의차가 없었다. 과실 

200g을 생산하기 위해 소요된 물량은 ‘Nagene’이 2.39L로 

가장 적었으며, 수분이용이용효율(WUE)은 ‘Nagene’ 품종

이 가장 높았다. 따라서, 상품과수와 물소비량을 고려할 때 장

과종보다는 중과종인 ‘Nagene’이 사막 고온 적응성이 더 높

을 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 더 많은 중과종 품종에 대한 검증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주제어 : 수분부족분, 엽과 대기의 수증기압차, 엽온, 포

화수증기압차, 수분이용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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