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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수경재배방식은 작물 재배 시 배출되는 배액의 폐기 또는 회

수 여부에 따라 비순환식 수경재배와 순환식 수경재배로 구분

된다(Roh 등, 2009). 비순환식 수경재배의 경우 양액이 1회 

급액 후 곧바로 배액되어 폐양액이 발생되며, 이는 주변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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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losed cultivation and open cultivation method and 

substrate type on the nutrient ion change pattern and growth of sweet pepper (Capsicum annuum L.) ‘Scirocco’ 

according to the reuse of drainage in hydroponics. The sowing, transplanting, and application of the closed and open 

cultivation method were carried out on August 19 and September 16, and October 21, 2021, respectivel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nutrients in the drainage, Na+ and Cl‒ are representative ions that crops do not absorb properly, and 

as the growth progresses, they are accumulated in the closed method. In addition, since the content of NH4-N in the 

drainage i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NO3-N, it is thought that NH4-N is preferentially absorbed rather than NO3-N 

due to the ion selectivity of sweet pepper. The growth and fruit characteristics of sweet pepper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between treatments according to the drainage reuse and the type of substrate. In conclusion, if you take 

care of poor fruiting due to the weakening of power after the middle period in hydroponic cultivation of sweet pepper 

according to the cultivation method of closed and open, and the substrate type of coir and rock wool, the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is not large, so the sweet pepper can be produced by selecting the cultivation methods and substrate 

types suitable for the conditions of grower. However, as interest in environmental pollution has recently increased, it 

is judged that there is no need to worry about a decrease in quantity or quality, even if a closed cultivation method is 

adopted under the assumption that pathogen infection due to drainage reuse is well managed. It is expected that if coir 

is applied instead of rock wool, which causes a problem of disposal, it will further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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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하천 등으로 그대로 배출되어 지하수와 하천 오염의 원

인이 될 수 있다(Uronen, 1995; Roh 등, 1997; Roh, 2003; 

Park 등, 2005; Kumar와 Cho, 2014; Lee와 Kim, 2019). 비순

환식 수경재배에 따른 연간 환경 부하량은(300일 재배, 30% 

방출 시 추정) 물 6,000톤/ha, 질소 10톤/ha, 인 1톤/ha, 탄소 배

출량 3,285톤/ha이다. 순환식 수경재배 비율은 네덜란드 

95%, 일본 15%이다. 이에 반해 한국 5% 미만이고, 유럽과 일

본은 폐양액 배출을 철저히 규제하고 있다(RDA, 2018).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제외)에서 총 질소와 인

은 각각 60mg∙L-1과 8mg∙L-1 이하로 규제된다(KMoE, 2020).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바에 의하면 수

경재배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폐양액 내 총 질소와 인의 평균 

농도는 해당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ong 등, 2009; Son 등, 2019). 우리나라도 재배시설에서 발

생되는 폐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순환식 수

경재배 시스템의 도입 및 적용이 적절한 대안으로 생각되며 

점차적으로 비순환식 수경재배 면적을 줄여 나가야 될 것이다

(Hong 등, 2009). 

수경재배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유기배지인 코이어(coir) 배

지는 코코넛 열매의 중과피를 가공하여 만드는 친환경적인 배

지이지만 과거 코코넛의 재배환경이나 제조 공정 등의 문제로 

배지의 품질이 균일하지 못했고 암면에 비해 생육 단계별 양∙

수분의 조절이 어려웠다(Inden과 Torres, 2004; Evans 등, 

1996). 그러나 칩(crushed chips)을 첨가하여 공극을 확보하

고, 배액의 배출이 원활해지면서 과거에 비하여 코이어 배지

의 균일성이 향상되었고, 근권 함수율 조절이 용이해 졌다(An 

등, 2009; Choi 등, 2019; Shin과 Jeong, 2000). 그리고 대표

적인 무기배지로 이용되는 암면(rockwool) 배지는 암석을 

1,600℃ 이상의 온도에서 용융한 뒤 원심분리장치와 에어 펌

프를 이용하여 섬유 형태로 성형하여 제조한다(Lee와 Park, 

2021). 배지 내 균일한 양∙수분 관리가 용이하고 양액 공급의 

효율이 높아 많은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가격이 비싼 편

이다(Lee 등, 2017). 순환식 수경재배에서 배양액을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면 순환되는 배양액과 초기에 사용한 배양액 

간의 무기양분 비율 및 농도가 달라지므로, 이러한 변화를 줄

이기 위해서는 배양액조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Bando와 

Machida, 1992; Roh 등, 2009). 특히, 수경재배용 배지의 특

성에 따라서 무기이온이 배지에 흡착되거나 배지로부터 이온

이 배출될 수도 있는데(Ao 등, 2007; Choi 등, 2018) 유기배지 

및 무기배지 각 특성의 따른 무기양분 농도의 변화에 대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배액 재사용 여부에 따른 순환

식과 비순환식 수경재배 방식과 무기 및 유기배지 종류에 따라 

배액의 양분 변화를 조사하고, 이러한 근권 환경의 변화에 따

른 생육 분석을 통해 앞으로 파프리카 순환식 수경재배 시 최적

의 양액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작물 재배 조건

순환식과 비순환식 수경재배 방식에 따른 양액조성은 네덜

란드 파프리카 양액 조성을 기초로 설정하였다(De Kreij 등, 

1999; De Kreij 등, 2003). 배액을 재사용하는 순환 방식의 경

우 배액을 보정하지 않고 무보정으로 재배 시 이용하는 ‘순환

식 표준양액’ 조성을 이용하였고,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비순

환 표준양액’ 조성을 각각 이용하였다(Table 1).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품종은 적색계인 ‘시로

코’(cv. Scirocco F1, Enza Zaden, the Netherlands)이며, 

2021년 8월 19일부터 2022년 2월 22일까지 함안 소재 국립원

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35.2°N, 128.4°E) 육묘온실과 

A7-6호 유리온실에서 수행하였다. 육묘온실에서 2021년 8월 

19일에 암면 플러그판(∅22 × 27mm, 240 Holes, Daeyoung 

GS, Daegu, Korea)에 1공당 1립씩 파종하고 질석(vermiculite)

Table 1. Composition of the nutrient solutions used in the experiment.

Netherlands PBG Lab paprika standard culture solution for open 

cultivation

Netherlands PBG Lab paprika standard culture solution for closed 

cultivation

Chemicals
Conc.

(mg∙L-1)
Chemicals

Conc.

(mg∙L-1)
Chemicals

Conc.

(mg∙L-1)
Chemicals

Conc.

(mg∙L-1)

5[Ca(NO3)2·2H2O]NH4NO3 1,026 DTPA-Fe (6% solution) 10.94 5[Ca(NO3)2·2H2O]NH4NO3 702 DTPA-Fe (6% solution) 21.88

KNO3 480 H3BO3 1.89 KNO3 480 H3BO3 2.87

KH2PO4 170 MnSO4·5H2O 2.41 KH2PO4 136 MnSO4·5H2O 2.41

NH4NO3 24 CuSO4·5H2O 0.20 NH4NO3 48 CuSO4·5H2O 0.20

MgSO4·7H2O 369 ZnSO4·7H2O 1.45 MgSO4·7H2O 246 ZnSO4·7H2O 1.14

K2SO4 44 (NH4)6Mo7O24·4H2O 0.09 Mg(NO3)2·6H2O 32 (NH4)6Mo7O24·4H2O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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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복토하여 물로 저면 관수 하였다. 이후 Table 1에 비순환 

표준양액(EC 1.5dS∙m-1, pH 5.5)을 이용 하였다. 파종 2주 후 

양액(EC 2.5dS∙m-1, pH 5.5)을 포수시킨 암면 블록(10 × 10 × 

7.5cm)에 U자 절곡하여 이식하였으며, 육묘 기간 중 EC 2.0

－3.0dS∙m-1, pH 5.5로 매일 오전에 공급하여 2021년 9월 15

일까지 21일간 육묘하였다. 정식 하루 전날 물로 충분히 포수

한 뒤 2021년 9월 16일 슬라브당 4주씩 재식 간격 15 × 7.5cm

로 정식하였으며, 코이어 슬라브는 대영지에스(Daeyoung 

GS, Daegu, Korea)에서 수입한 코코넛의 분말(dust):칩

(crushed chips)이 30:70(%, v/v)이고 사이즈 100 × 15 × 

10cm로 사용하였으며, 암면은 사이즈 100 × 20 × 7.5cm인 정

식용 슬라브(SV75201/9, Hankok UR media, Anseong, 

Korea)를 사용하였다. 시험구는 재배 방식 2요인, 배지 종류 2

요인을 각각 난괴법 3반복 배치하였다.

정식 후 3일간 양액(EC 3.0dS∙m-1, pH 5.5)을 하루 동안 6－

10회 점적 관수 하였고, 이후 3주간은 뿌리 발달의 촉진을 위

해 하루 1－2회 관수하여 건조하게 유지하였으며, 이후 하루 

동안 3회 관수 하였다. 정식 후 5주까지는 동일하게 비순환식 

재배 방식으로 재배하다가 정식 5주째인 2021년 10월 21일 

이후부터 Fig. 1과 같이 순환식과 비순환식 재배 방식으로 분

리하여 재배하였고, 관수량은 하루 동안 4회로 7일간 유지하

다가 이후 일사비례제어로 변경하였다. 순환식과 비순환식 

재배 방식 두 처리 모두 재배 기간의 동안 배액의 EC와 pH 수

준이 EC 3.0－3.5dS∙m-1, pH 5.2－5.5 범위 내 유지되도록 

모니터링하여 급액의 EC와 pH를 각각 조정하였으며, 매일 공

급되는 양액의 30－40% 정도의 배액 되도록 하였다. 순환식의 

경우 배액 재사용 시 배액의 재사용 EC 농도를 1.5로 설정하여 

배액, 원수, 및 농축양액이 혼합되도록 하였다(Magama-1000 

V2.0, Green Control System, Damyang, Korea). 2021년 11

월 9일부터 매일 오전 광량에 따라 350－550μL∙L-1의 CO2 시

비를 시행하였으며, 기타 관리는 관행에 준하였다.

2. 급･배액의 화학성 분석

유리온실(폭 8m, 길이 25m)에 길이 21.5 m인 행잉거터를 4

줄로 설치하여 구역을 나누었다. 21.5m 길이의 헹잉거터를 

난괴법으로 전개하고자 배액 순환이 독립적일 수 있도록 7m 

간격으로 막음막을 설치하고, 배액 집수 배관이 각각 설비되

어 처리구의 배액을 독립적으로 집수할 수 있었다. 급∙배액의 

화학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4처리 3반복으로 구역별로 배관을 

따로 설치하여 배수통에 집수되도록 하여 처리구마다 배액의 

시료를 각각 따로 채취하였다. 각 구역에 슬라브 7개를 배치하

였으며, 구역당 29개의 점적핀을 설치하여 파프리카 1주당 1

개씩 꽂고 남은 1개의 핀은 급액 조사에 이용하였다. 급∙배액

은 각 처리 별 2주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종

합 수질측정기(HI9814, Hanna Instruments, Italy)를 사용하

여 급∙배액의 pH와 EC를 측정하였다. 또한, 급∙배액의 음이온

은 IC(ICS-5000, Dionex, USA)의 유속을 0.7mL·min-1으로 

고정하여 용리액 및 재생액을 흘려보내면서 기준선을 안정화

시킨 후 혼합 표준액을 이용하여 NO3와 S는 0, 5, 10, 20ppm, 

P, Cl은 10, 20, 40ppm의 표준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양이온

은 ICP(ICAP7400, ThermoScientific, USA)를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표준액을 이용 하여 K, Ca는 0, 25, 50, 100ppm, 

NH4-N, Mg, Na는 0, 12.5, 25, 50ppm의 표준 검량선을 작성

하여 분석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이온농도를 계산하였다.

Fig. 1. Experimental diagram of closed and open cultivation method and substrate types according to whether drainage is reused in hydrop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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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육 데이터 분석

생육 특성 조사항목은 정식 후 41일차에 초장, 최대 주지장, 

방아다리 엽장, 방아다리 엽폭, 마디수, SPAD값을 측정하였

으며, 정식 후 161일차에 초장, 제1 주지장, 제2 주지장, 주경

경, 착과 2그룹의 엽장, 엽폭, 엽면적, 그리고 지상부 잎과 줄기

의 생체중과 건물중을 측정하였다. 주경경은 관부의 최대 직경

을 디지털캘리퍼스(CD-20CPX, Mitutoyo Crop., Kawasaki, 

Japan)로 측정하였으며, 건물중은 85℃에서 72시간 건조 후 

측정하였다. 과실 특성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2022년 2월 

22일까지 대략 1주일 간격으로 수확하여 조사하였다. 표준매

뉴얼에 따라 병충해 없는 중량 100g 이상 과실을 정상과로, 배

꼽썩음 증상이 발생한 과실, 상품성이 낮은 소과와 기형과로 

분류하여 생육조사 하였으며, 조사항목은 총 과실수, 정상 과

실수, 총 과실무게, 정상 과실무게, 과고, 과폭, 당도 등을 측정

하였고, 당도는 Brix 당도계(PAL-1, Atago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SAS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하였고, 평균 간 비교는 최소유의차 검정(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을 이용하여 5% 유의수준에서 

각 처리 간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재배기간 동안 배지 내의 pH와 EC 변화를 Fig. 2에 나타내

었다. 11월 24일 배액의 EC가 비순환식 암면 배지 처리구에

서 3.5dS∙m-1였고, 순환식 코이어 배지 처리구에서 4.7dS∙m-1

까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액의 EC가 상승하여 급액의 EC

를 2.5dS∙m-1에서 2.0dS∙m-1 수준으로 낮추어 공급 EC를 변

경하였다. 그 이후에는 배액 재사용 여부와 배지 종류에 따라 

처리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순환식의 경우 비순환식

보다 배액의 EC가 더 낮아지고 특히 암면 배지의 EC 농도가 

가장 낮게 유지 되는 경향을 보였지만, 차츰 다시 증가하는 추

세를 보였다. 본 결과는 1그룹 과실만 조사 하였으므로 향후 

파프리카 후반기 생육 시험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하여만 정확

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순환식 연구결과에서도 

순환식 처리구 배액의 EC는 양액을 보충하거나 전량 교체하

였을 때 일시적으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정식후 일수가 경과

됨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그 원인은 계속적으

로 양액을 재순환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Savvas와 Manos, 

1999; Roh 등, 2009). pH는 배지 종류와 상관없이 배액을 재

사용한 순환식에서 꾸준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pH 변화

는 생육단계에 따른 양분흡수 특성에 기인하며 생식생장 시 

K+의 흡수 증가와 H+의 배출 증가 등 이온 흡수와 배출의 변화

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Roh 등, 2009). pH는 적정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5.4－6.6으로 관리되었고, 수경재배에서 

식물의 무기이온의 정상적인 흡수를 위한 관리가 이루어졌다

고 생각된다.

배액의 이온을 조사한 결과 Ishihara 등(2006)의 결과와 마

찬가지로 K+, Ca2+ 및 Mg2+ 양이온의 농도는 근권 내 배양액

의 EC와 유사한 변화추이를 나타냈다. 양이온 Ca2+, Mg2+의 

급액과 배액에서의 함유량은 배액 재사용여부와 배지의 종류

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다. 배액의 양이온 Na 이온 함유량은 

순환식 재배의 코이어 배지 처리구에서 많이 상승했다. 양이

온 NH4-N의 함유량은 급액에 비해 배액에서 함유량이 낮았

고, NO3-N에 비하여서도 함유량이 낮았는데 이는 수경재배

에서는 배양액 내 NH4 이온을 NO3에 비해 우선적으로 흡수

한다는 보고(Ikeda와 Osawa, 1981; Rho, 1997; Jun 등, 2009)

와 식물이 가진 이온 선택성에 의해 스스로 유리한 생육 발달을 

유지한다는 연구 결과로 인해(Steiner, 1980; Van Noordwijk, 

Fig. 2. pH (A) and EC (B) changes of the nutrient supply and drainage by date according to sweet pepper cultivation method and substrate type. pH 

and EC changes measured approximately every 2 weeks af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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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배액 내 함유량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3).

P‒의 함유량은 순환식 재배에서 요구도를 충족하지 못하고 

부족하였으며, Cl‒는 순환식 재배의 코이어 배지 처리구에서 

많이 상승했다(Fig. 4). Na+와 Cl‒은 작물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이온으로써 생육이 진전될수록 순환식 재배

방식에서 집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암면 배지에 비해 코이어 

배지에서 더 많이 집적되는 경향을 보였으나(Fig. 3과 Fig. 4) 

Fig. 3. Cation contents of supply and drainage by date according to sweet pepper cultivation method and substrate type: (A) NH4-N, (B) K, (C) Ca, 

(D) Na, and (E) Mg.

Fig. 4. Anion contents of supply and drainage by date according to sweet pepper cultivation method and substrate type: (A) NO3-N, (B) P, (C) S, and 

(D)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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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표준양액을 계속 처리 하였으므로 보정을 통한 

새로운 양액공급 시 파프리카의 장기 재배 관찰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파프리카 정식 후 42일에 조사한 초기 생육특성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초장, 최대 주지장, 경경 및 SPAD값 등을 조사

하였다. 전체적인 초기 생육 결과는 코이어 배지보다 암면에

서 생육이 좋았으나 재액 재사용여부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

았다. 파프리카의 방아다리 엽장과 엽폭은 순환식 재배의 암

면 처리구에서 24.0cm와 13.4cm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

하게 높았다. 후기 생육 Table 3을 살펴보면 주경장은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고, 제1주지장, 제2주지장, 주경경, 엽장, 옆면

적, 생체중 및 건물중 등 전반적인 생육이 순환식 재배 방식의 

코이어 배지 처리구에서 유의성 있게 높았다. 파프리카는 영

양 생장과 생식 생장을 동시에 하므로 적절한 생육 조절이 필

요하다. 이는 수확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생육 중

에 영양 생장이 우세하면 착과율이 떨어지고, 생식 생장이 우

세하면 줄기와 잎 등의 영양 생장이 늦어진다(Hong 등, 2021). 

코이어 배지의 경우 잎과 줄기의 생체중 및 건물중이 가장 높

은 영양생장이 우세한 경향을 보였다(Table 3). Van Os 등

(2017)의 순환식 수경재배 시 암면과 코이어 배지 연구결과를 

Table 2. Effect of cultivation methods and substrate type of Capsicum annuum L. ‘Sirocco’ measured at 42 days after treatment initiation. Please refer 

to Fig. 1 for details of treatments.

Hydroponic 

method 

(A)

Media 

(B)

Main stem 

length 

(cm)

Longest branch 

length 

(cm)

Main stem 

diameter 

(mm)

No. of 

nodes/main 

branch

Sucker length 

(cm)

Sucker width 

(cm)

Chlorophyll 

content 

(SPAD value)z

Closed Coir  22.8 by 25.0 b 9.0 d 4.8 b 20.2 c 11.5 b 53.1 b

Rockwool 24.3 a 27.2 a 10.7 a 5.4 a 24.0 a 13.4 a 59.6 a

Open Coir 23.9 b  25.8 ab 9.6 c  4.6 bc 19.8 c 10.9 c 52.9 b

Rockwool  23.6 ab 21.5 c 10.1 b 4.5 c 21.2 b 11.6 b 58.1 a

F-test

A NS NS NS NS * ** NS

B NS NS ** NS ** ** ***

A×B NS * NS NS NS NS NS
zSPAD value: Average value was obtained by measuring the SPAD value of three leaves.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NS,*,**,***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0.01 or 0.001, respectively.

Table 3. Effect of cultivation methods and substrate type of Capsicum annuum L. ‘Sirocco’ measured at 161 days after treatment initiation. Please 

refer to Fig. 1 for details of treatments.

Hydroponic 

method 

(A)

Media 

(B)

Main 

stem 

length 

(cm)

1st 

branch 

length 

(cm)

2nd 

branch 

length 

(cm)

Main 

stem 

diameterz

(mm)

Branch 

stem 

diametery

(mm)

Leaf 

lengthx 

(cm)

Leaf 

widthw

(cm)

Leaf areav

(cm2)

Fresh weight 

(g)

Dry weight 

(g)

Leaf Stem Leaf Stem

Closed
Coir 22.9 au 112.7 a 123.1 a 15.5 a 8.9 a 26.0 a 13.8 b 220.0 a 350.0 a 245.8 a 47.2 a 46.0 a

Rockwool 23.6 a 101.4 b 105.3 b 15.6 a 8.9 a 26.0 a 15.0 a  213.3 ab 326.7 a  224.3 ab 41.9 a 38.6 b

Open
Coir 23.0 a  99.8 b 107.3 b 14.7 b 7.7 b 25.7 a 14.6 a  202.2 ab 330.8 a 207.2 b 42.5 a 35.6 b

Rockwool 22.8 a 102.2 b 104.1 b 14.4 b 7.8 b 24.1 b 13.9 b 183.5 b 347.8 a 203.6 b 43.8 a 35.3 b

F-test A NS * * *** *** * NS * NS *** NS ***

B NS NS ** NS NS NS NS NS NS NS NS NS

A×B NS * * NS NS NS *** NS NS NS NS NS
zMain stem diameter: Diameter of the stem just below the first node of main stem.
yBranch stem diameter: Diameter of the stem just below the branch of 2th fruiting group.
xLeaf length: Length of the leaf in the branch of 2th fruiting group.
wLeaf width: Width of the leaf in the branch of 2th fruiting group.
vLeaf area: Average value was obtained by measuring the leaf area of three leaves.
u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NS,*,**,***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0.01 or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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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코이어 배지에서 초기 잎이 다소 더 무성하고 크게 

생장하면서 후반기로 갈수록 과실 개수 차이가 발생하면서 암

면 배지보다 수량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다. 코이어 배지의 

경우 암면 배지와 다른 이화적 특징을 가지므로 관수 방법을 

달리하여 급액관리를 하여야 이러한 초기 생식생장으로 치우

치는 결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하였다. 

12월 수확된 총 과실의 수와 무게, 정상과의 수와 무게 또한 

재배 방식과 배지의 종류에 따른 처리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

고, 과실 품질에서 당도는 비순환 재배 방식의 암면 배지에서 

높았다(Table 4). 중기 이후 모든 처리구에서 세력 약화로 인

하여 착과가 불량하여 전체적으로 총 과실수와 무게가 줄어들

었지만 처리 간 유의차는 없었다(Table 5). Dhakal 등(2005)

은 28%의 유기물을 함유한 배지를 사용한 토마토 재배 시 순

환식과 비순환식 수경재배의 생산량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

였고, 그와 유사하게 토마토 암면재배에서의 순환식과 비순환 

수경재배의 차이의 연구에 따르면 배액 재사용에 의한 생육 및 

수량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상업용 재배온실에서

도 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하다고 하였다(Hao와 Papadopoulos, 

2002; Zekki 등, 1996). 본 연구 결과 또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순환식과 비순환식의 배액 재사용 여부와 암면과 코이

어 배지 처리에 따른 생육 및 과실 특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Ben-Oliel과 Kafkafi(2002) 멜론 순환식 연구 결

과 생육 초기 단계 P‒ 농도를 증가시키면 후기 과실 수량을 증

가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P‒는 줄기에 저장 기능이 있고, 생육 

후기에 잎으로 전이되어 광합성 활성을 유지하고 과실이 발달

될 수 있도록 광합성 동화산물을 적절하게 공급하게 한다. 착

Table 4. Effect of cultivation methods and substrate type of Capsicum annuum L. ‘Sirocco’ measured in December 2021. Please refer to Fig. 2 for 

details of treatments.

Hydroponic 

method 

(A)

Media 

(B)

Total no. 

of fruits

No. of 

healthy 

fruits

No. of 

fruits 

with 

blossom-

end rots

No. of 

malform

ed fruits

Ratio of 

healthy 

fruit

Ratio of 

fruits 

with 

blossom-

end rot

Weight 

of total 

fruits 

(g)

Weight 

of total 

healthy 

fruits 

(g)

Weight 

of fruit 

(g)

Height 

of fruit 

(mm)

Width of 

fruit 

(mm)

Sugar 

content 

(°Brix)

Closed Coir 18.5 az 17.0 a 1.3 a 0.2 a 0.89 a 0.09 a 3,740.5 a 3,469.7 a 218.1 ab  87.9 ab 82.2 a 6.8 a

Rockwool 23.8 a 23.0 a 0.3 a 0.5 a 0.97 a 0.02 a 4,356.9 a 4,271.2 a 207.3 b 81.9 b 85.1 a 7.2 a

Open Coir 24.3 a 23.3 a 0.7 a 0.3 a 0.96 a 0.02 a 5,251.0 a 5,076.4 a 235.1 a 91.8 a 84.4 a 7.0 a

Rockwool 14.0 a 13.5 a 0.5 a 0.0 a 0.90 a 0.10 a 2,720.7 a 2,644.1 a 203.4 b  86.2 ab 81.9 a 7.1 a

F-test

A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B NS NS NS NS NS NS NS NS ** * NS NS

A×B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NS,*,**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or 0.01, respectively.

Table 5. Effect of cultivation methods and substrate type of Capsicum annuum L. ‘Sirocco’ measured in January 2022. Please refer to Fig. 1 for details 

of treatments.

Hydroponic 

method 

(A)

Media 

(B)

Total no. 

of fruits

No. of 

healthy 

fruits

No. of 

fruits 

with 

blossom-

end rots

No. of 

malform

ed fruits

Ratio of 

healthy 

fruit

Ratio of 

fruits 

with 

blossom-

end rot

Weight 

of total 

fruits 

(g)

Weight 

of total 

healthy 

fruits 

(g)

Weight 

of fruit 

(g)

Height 

of fruit 

(mm)

Width of 

fruit 

(mm)

Sugar 

content 

(°Brix)

Closed Coir  24.1 az 22.8 a 0.0 a 1.3 a 0.94 a 0.0 a 4,173.1 a 4,060.3 a 198.1 b  81.2 bc 83.7 c 6.3 c

Rockwool 23.2 a 21.5 a 0.2 a 1.5 a 0.90 a 0.0 a 3,984.8 a 3,834.5 a 200.3 ab 79.0 c  86.4 bc 6.7 b

Open Coir 22.7 a 21.7 a 0.0 a 1.0 a 0.96 a 0.0 a 3,931.8 a 3,861.6 a 214.0 a 86.4 a  88.5 ab  6.6 bc

Rockwool 16.2 a 15.0 a 0.0 a 1.2 a 0.94 a 0.0 a 2,850.6 a 2,754.0 a 209.9 ab  83.7 ab 90.9 a 7.2 a

F-test

A NS NS NS NS NS NS NS NS ** ** ** **

B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

A×B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NS,**,***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1 or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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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리를 위해서는 P‒ 농도를 더 증가시켜 후기 생육 저하로 

인한 착과 불량만 관리한다면 친환경적인 코이어 배지를 이용

한 순환식 재배 시 충분히 균일한 품질의 파프리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프리카는 겨울부터 이듬해 6월까지 수확하는 작형이 일

반적이나 일부 고랭지에서 4월에 정식하여 8－11월에 생산

하는 여름 작형도 이루어지고 있다(Rhee 등, 2015). 본 연구는 

9월에 정식한 겨울 작형에 가까웠고, 정식 후 약 6개월 동안 진

행하면서 착과 1그룹 수확 완료까지만 조사하였다. 배액의 이

온은 11월부터 2월까지 4개월 동안 2주 간격으로 결과를 분석

하였다. 배액의 무보정에 따른 양분불균형으로 후기 착과 불

량이 나타나서 연구 수행이 어려웠다. 따라서, 생육 전반기에 

국한된 결과임을 명시한다. 향후 보다 더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해서는 향후 순환식 수경재배에서 배액 분석의 결과를 기반

으로 양분 이온 변화 양상을 따라 2－4주 간격의 양액 보정 후 

생육 결과 도출을 위한 전재배기간을 모니터링한 추가 시험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적  요

본 연구에서는 파프리카(Capsicum annuum L.) ‘Scirocco’ 

품종 수경재배 시 배액 재사용 여부에 따른 순환식 재배와 비

순환식 재배 및 배지 종류가 배액의 양분 이온 변화 양상과 생

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파프리카의 파종은 2021년 8

월 19일에, 정식은 2021년 9월 16일, 순환식 및 비순환식의 재

배 방식 적용은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하였다. 배액 내 양

분 분석 결과, Na+와 Cl‒은 작물이 제대로 흡수하지 않는 대표

적은 이온으로써 생육이 진전될수록 순환식 재배방식에서 집

적되었다. 또한 배액 내 NH4-N의 함량이 NO3-N의 함량에 비

해 현저히 낮으므로 파프리카의 이온 선택성으로 인해 NO3-N

보다 NH4-N이 우선 흡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파프리카의 

생육 및 과실 특성은 배액 재사용 여부와 배지의 종류에 따른 

처리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순환식과 비순환

식의 수경재배 방식, 코이어와 암면의 배지 종류에 따른 파프

리카 수경 재배 시 중기 이후의 세력 약화로 인한 착과 불량을 

유의하여 관리한다면 처리 간의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농가의 

실정에 맞는 재배 방식과 배지를 선택하여 파프리카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배액 재사용에 따른 병원균 감염 등을 잘 관리한

다는 가정 하에서 순환식 재배 방식을 채택해도 수량 감소나 

품질 저하 등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 판단되며, 폐기 문

제가 발생하는 암면 대신 코이어 배지를 선택한다면 더욱 환

경오염 감소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추가 주제어 : 순환 양액재배, 암면, 코이어, 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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