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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배형태의 분화

고추 재배형태는 노지조숙재배, 터널재배, 촉성재배, 반촉성재배, 억제재배, 비가림재배 등

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짐으로써 주년 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작형을 선택할 때는 품종의 재배적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 재배형태에 따른 재배 시기는 <그림 6-1>과 같다.

월별
작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

노지 
조숙재배

        ◉―◉△―△♣♣■■■■■■■

터널재배     ◉―◉△―△♣♣■■■■■■■■

촉성재배 ■■■■■■■■■■■■■■■                          ◉△♣

반촉성
재배

△♣■■■■■■■■■■■■■■                             ◉ 

억제재배 ■■■■■■■■■■■                         ◉◉△△♣♣■■■■■

비가림
재배

◉―◉△―△♣♣■■■■■■■■■■■■■■■

직파재배                   ◉―◉■■■■■■■■

  ◉ : 파종, △ : 가식․육묘, ♣ : 정식, ■ : 수확

그림 6-1. 고추 주요 재배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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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재배형태별 재배기술

가. 노지 조숙재배

1) 작부체계

우리나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재배하는 방법으로 중부지방은 2월 상․중순, 남부는 1월 

하순경부터 파종․육묘하여 서리의 피해가 없는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 사이 노지에 아주 심기 

하여 건과용 적과를 생산해 내는 작형이다<그림 6-2>. 

월별
작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

노지 
조숙재배

        ◉―◉△―△♣♣■■■■■■■

  ◉ : 파종, △ : 가식․육묘, ♣ : 정식, ■ : 수확

그림 6-2. 노지 조숙재배의 재배력

2) 육묘관리

육묘기술은 제5장의 육묘기술 편을 참조하면 된다.

3) 본포관리

가) 시비 및 이랑 만들기

시비량은 품종, 토양의 비옥도, 재식주수, 전작물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노지 

재배에서는 10a(300평)당 성분량으로 질소 19.0㎏, 인산 11.2㎏, 칼리 14.9㎏을 사용하되 

지력감퇴가 심하여 생육이 불량하고 병해가 심할 때는 완숙된 퇴비 3,000㎏을 증시하면 효과

적이다. 붕소는 2㎏ 정도를 시용하고 석회는 토양분석을 한 후 pH 6.5 이하의 낮은 토양에서는 

농용석회나 고토 석회를 200㎏ 시용한다. 퇴비와 석회 등의 밑거름을 시용하는 시기는 밭을 

경운하기 2~3주 전이 좋으며, 밭 전면에 골고루 펴지도록 한다. 그리고 화학비료는 5~7일 

전 이랑을 만들 때 시용한다. 인산은 모두 밑거름으로 시용하고, 질소와 칼리는 50~60%는 

밑거름으로 주고 나머지 40~50%를 3회로 나누어서 웃거름으로 준다. 밭의 경운은 트랙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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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갈이를 하여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작토층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경운을 깊게 

할수록 고추의 생육은 좋아지지만, 퇴비의 양이 늘어난다<표 6-1>. 이랑의 넓이는 재배하고자 

하는 토양의 비옥도 및 품종에 따라 다르며 1줄 이랑재배는 이랑의 넓이를 90~100㎝로, 

2줄 이랑재배는 150∼160㎝로 한다. 최근 품종들은 가지가 많은 쪽으로 육성이 되어 너무 

식했을 때는 병해충 방제, 수확 등 관리 작업이 불편하고 탄저병 등의 병 발생이 증가하는 

수가 있다. 이랑의 높이는 높은 것에서 수량증가 및 병해의 발생이 감소하므로 관리기 등의 

이용하여 될 수 있는 한 이랑의 높이를 20㎝ 이상으로 높여 주는 것이 좋다<표 6-2>. 

표 6-1 경운 깊이별 유기물 시용량에 따른 고추생육 및 수량

경운 깊이(㎝) 유기물(톤) 초장(㎝) 건중(㎏/10a) 수량지수(%)

10

1 122.6 487±17.6 100

3 122.2 588±16.7 121

5 122.1 572±15.7 117

30

1 122.3 464±28.1 95

3 125.6 561±17.1 115

5 125.7 594±24.1 122

50

1 136.4 420±7.40 86

3 132.0 478±7.70 98

5 134.2 528±16.5 109

※ 자료 : 충청북도농업기술원(’10)

표 6-2 이랑의 높이에 따른 수량의 변화와 역병발생율의 차이

이랑높이 0㎝ 15㎝ 30㎝ 45㎝

수량지수 100 128 123 104

역병 발생률(%) 17.6 7.8 5.3 5.2

나) 멀칭비닐

멀칭재료로는 투명 PE 비닐의 경우가 흑색 PE 비닐보다 정식 초기의 지온을 2~3℃ 높여 

주지만, 흑색 PE 비닐의 경우는 고온기 때에 투명 PE 비닐보다 지온 상승을 방지할 수 있으며, 

재배 중의 잡초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표 6-3>. 비닐의 두께는 0.02~0.03㎜가 적당하

며, 정식하기 3~4일 전에 멀칭 또는 이랑을 만든 후 바로 멀칭하여 이랑내 수분유지와 지온을 

상승시켜 정식 할 때 모종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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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피복 자재가 수량에 미치는 영향

구    분 투명 PE 필름 흑색 PE 필름 백색 PE 필름 짚멀칭 무멀칭

수량지수(%) 114 120 112 76 100

적산온도(℃) 530 510 566 597 721

잡초발생정도(g/㎡) 321.6 133.4 133.4 36.7 127

다) 정식시기 및 방법

정식은 본 엽이 11∼13매 전개되고 첫 번째 꽃이 피었거나 피기 직전인 모종으로 한다. 

정식하기 7∼10일 전부터 가급적 광을 많이 받도록 하고 묘상 내 온도를 정식포와 비슷하게 

낮추며 관수량을 줄여서 순화시켜 준다. 정식은 마지막 서리가 내린 후에 실시해야 추위에 

의한 피해가 없으며, 반드시 맑은 날을 선택하여 하도록 한다. 정식 전날은 모판이나 포트에 

물을 충분히 주어 뿌리에 상토가 잘 붙게 하여 모종을 빼내기 쉽게 한다. 심을 때는 온상에 

심겨 있던 깊이 로 심어야 하는데 너무 깊게 심으면 줄기 부위에서 새 뿌리가 나와 활착이 

늦고, 얕게 심으면 땅 표면에 뿌리가 모여 건조 피해를 받기 쉽게 된다<그림 6-3>.

그림 6-3. 고추 정식 적정 깊이

라) 재식 거리

재식 거리는 품종, 토양의 비옥도, 수확 기간에 따라 다르며 거리가 넓을 때는 초기 수량이 

적고, 좁을 때는 초기 수량이 많으나 후기 유인과 정지가 곤란하여 수량이 떨어지기 쉽다. 

노지 재배의 경우는 보통 10a(300평)당 1열 재배 시 2,750주(90×40㎝)나 3,300주(100×30

㎝), 2열 재배 시 3,300주(150×40㎝)나 재배 포장의 비옥도 등을 고려하여 심는 주수를 

늘려주어도 좋다. 2020년도 고추 논 재배면적은 전체 재배면적 31,146ha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심는 거리는 120×35㎝로 하는 것이 안정적인 수량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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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표 6-4>. 같은 면적에 같은 주수의 고추를 심을 때에는 이랑 사이를 넓게 하고 주간 

거리를 좁게 하는 것이 통풍이나 수확 및 농약살포 등 작업관리상 유리하다.

표 6-4 고추 논 재배 시 표준 시비량에서의 재식거리에 따른 수량 비교

토양종류 재식거리(㎝) 수량(g/주)

밭(대조구) 35 156.1

사양토 논

25 262.4

35 302.5

45 272.1

양토 논

25 242.6

35 260.2

45 298.0

※ 자료 : 국립원예특작과학원(’12)

마) 웃거름 주기

고추의 표준 시비량은 질소: 인산: 칼리 = 19.0:11.2:14.9㎏/10a로 인산은 전량, 질소와 

칼리는 밑거름으로 밭을 만들 때 시비하고, 질소와 칼리의 나머지는 나누어서 시비한다<표 

6-5>. 고추의 생육 기간이 본 밭에서만 5개월 이상 되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으로 나누어서 

시비해야 비료 부족 현상을 나타내지 않는다.

표 6-5 노지 조숙재배 표준시비량(10a)

시비법
비료명

총량(㎏) 밑거름(㎏)
웃거름(㎏) 비고(㎏)

(3요소 성분량)1회 2회 3회

퇴비 3,000 3,000 - - -

질소 : 19.0㎏

인산 : 11.2㎏

칼리 : 14.9㎏

요소 41 24.6 5 6 5.4

용성인비 56 56 - - -

염화칼리 25 15 3 4 3

고토석회 200 200 - - -

붕소 2 2 - - -

※ 자료 : 흙토람

웃거름 주는 시기는 생육상태에 따라 조정해주어야 하며 보통 1차 웃거름을 주는 시기는 

정식 후 35~40일 전후해서 실시한다. 시비하는 방법으로는 1줄 재배의 경우 이랑 옆에 구멍을 

뚫어 비료를 뿌린 다음 흙으로 덮어 주는 방법이며, 2줄 재배는 멀칭한 비닐을 막 기로 

포기 사이에 일정한 간격을 뚫고 비료를 조금씩 넣어준다. 2차 웃거름을 주는 시기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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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거름 후 30일 경과 후에 실시하며, 3차 웃거름 시기는 2차 웃거름 후 30~40일 경과 후에 

실시한다. 2차 추비 시기 고추의 생육 중․후기이며 노력절감을 위해 헛골에 비료를 살포한다. 

점적관수 시설이 설치된 밭에서는 800~1,200배의 물 비료를 만들어 관수와 동시에 시비하면 

효과적이다<표 6-6>.

표 6-6 추비 방법에 따른 고추의 생육과 수량

추비방법
엽면적
(㎠/주)

생체중
(g/주)

착과수
(개/주)

수   량
(㎏/10a)

역병 발생률
(%)

고랑살포 4,541 897 75 283 5

관비 4,900 907 82 274 5

전량기비 5,731 956 106 295 13

관행추비+관수 5,197 1,025 116 225 21

관행추비 5,293 814 71 291 4

바) 유인

노지 재배의 경우에는 비와 바람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길이 120~150㎝의 철지주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꽂고 식물체를 유인줄로 잡아 매준다. 유인하는 방법에는 개별 유인과 줄 

유인이 있다. 개별 유인은 포기마다 지주를 꽂아 유인 끈으로 묶어주는 것이고, 줄 유인은 

몇 포기 건너 지주를 꽂고 줄로써 식물체를 묶어주는 것이다. 줄로 유인하는 것이 개별지주를 

세워 유인하는 것보다 노력 면에서 적게 들어 편리하지만, 지주의 재료가 튼튼하지 못하면 

바람 등에 의해 쓰러질 염려가 있다.

양 끝의 지주는 튼튼한 각목이나 파이프를 이용하고, 재배면적이 많고 식재배를 할 경우에

는 중간에 일정한 간격으로 튼튼한 지주를 설치하도록 한다. 고추의 유인은 2~3분지 정도에서 

유인 끈으로 묶어주고, 초장이 자람에 따라 2~3회 실시한다.

사) 관수

고추의 뿌리는 주로 표토 부분에 분포하기 때문에 토양이 건조하면 수량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생육 장해를 일으킨다. 따라서 토양 수분을 적당히 유지해 줌으로써 좋은 생육과 수량을 

올릴 수 있다. 토양 수분이 pF 2.0~2.5 사이일 때 관수를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관수량은 

주당 0.7∼0.8ℓ가 보통이나 토성, 관수방법, 강우량, 멀칭유무 등 포장의 여건에 따라 조절하

면 된다<표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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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노지재배 고추의 생육시기별 물 요구량

구분
생육단계

평균 1주당 물 요구량 계산식
정식기 생육초기 생육중기 착과기 수확기

일 물요구량

(㎜ day-1)
1.6 2.7 2.8 2.7 2.0 2.4

2.4㎜(1㎡당 약 2.4ℓ)

 ▷ 10a(약 990㎡) 물 요구량

   : 2.4ℓ× 990 = 2,376ℓ

 ▷ 1주당 물 요구량

   : 2,750주(1열)/2,376ℓ 

     = 0.86ℓ

   : 3,300주(2열)/2,376ℓ 

     = 0.72ℓ

* 조사지역 : 서울, 강릉, 전, 목포, 부산, 여수, 울릉도

※ 자료 : 노지재배 고추의 생육시기별 물 요구량 구명(’10)

관수하는 방법으로서는 이랑에 물을 주는 방법과 점적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관수하는 

방법이 있는데 밭에서는 물과 비료를 함께 줄 수 있는 점적관수 방법이 효과적이다. 또한, 

노지재배 관수는 비관수에 비해 수확수, 생산량 등이 많아 관수를 하는 것이 좋으며 토양수분 

장력 센서를 이용한 노지고추 자동관수 시스템이 있으므로 시스템을 통해 정 하게 관수하는 

것이 좋다<그림 6-4, 표 6-8, 6-9>.

그림 6-4. 토양수분 장력센서 이용 자동관수시스템, 국립원예특작과학원(’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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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8 관수 및 비관수 노지 재배에서의 고추 생산량

구분
수확수
(개/주)

중량
(g/개)

수확량
(g/주)

재식밀도
(주/3.3㎡)

생산량
(㎏/10a)

비고
(%)

비관수 73.3 14.2 1,006 7.51 2,266 100

관수 93.3 15.6 1,400 7.43 3,121 138

※ 자료 : 농촌진흥청, 전라북도농업기술원(’17∼’18)

표 6-9 노지고추 재배 시 관수 조건에 따른 생육 비교

구분
초장
(㎝)

분지수
(개)

착과수
(개/주)

뿌리길이
(㎝)

과장
(㎝)

수확량
(g/주)

무관수 94.9 5.8 74.3 31.3 12.1 223(100)

-30kPa, 5분 124.5 7.6 101.3 30.1 14.3 334(149)

-30kPa, 15분 125.4 6.2 113.8 29.9 15.2 410(183)

-50kPa, 5분 122.2 6.6 101.8 23.8 15.4 387(173)

-50kPa, 15분 121.2 6.4 100.3 30.8 15.3 391(175)

※ 자료 : 국립원예특작과학원(’19)

아) 제초작업

노지에서 고추를 재배할 때는 재배면적이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잡초를 손으로 제거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잡초 발생 방제에 사용되는 방법이 흑색 비닐 멀칭과 제초제의 

사용이다.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고 비닐멀칭만을 하면 투명 PE 필름보다 흑색 PE 필름 멀칭이 잡초 

발생량이 적었으나 적산온도의 면에서 보면 다른 피복 자재들보다는 떨어진다<표 6-3>. 밭 

전체를 피복하면 잡초의 발생이 훨씬 줄어드나 일반농가에서는 헛골에 웃거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둑만을 멀칭한 후 제초제와 병행에서 사용하는 것이 잡초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적

이다.

제초제의 종류에는 토양처리제와 줄기·잎 처리제가 있다. 토양처리제 살포 시기는 잡초가 

발생하기 전인 정식 1~2주 전이 적당하며 본 밭의 땅 고르기 작업을 한 다음 사용 적량을 

토양 전면에 골고루 묻도록 살포한 후 비닐 피복을 한 다음 2~3일 이내에 옮겨 심도록 한다. 

흑색 비닐로 멀칭할 경우에는 헛골에만 제초제를 살포하도록 한다. 밭이 건조할 경우에는 

약량은 동일하게 하나 물량을 늘려서 살포하면 효과적이다.

줄기·잎 처리제는 정식을 한 후에 사용할 경우에는 바람이 없는 날에 살포해야 하며, 

살포시 고추 생육에 따라 제초제 노즐 높이를 조절해 고추에 묻지 않도록 주의하여 살포한다

<표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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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0 제초제 노즐 높이에 따른 고추 생장률

구분

정식 20일 후 정식 40일 후

초장(㎝)
생육지수

초장(㎝)
생육지수

처리전 처리 후 40일 처리 전 처리 후 40일

15㎝ 18.6 44.0 100 41.7 63.4 100

30㎝ 17.3 40.5 98.9 40.9 40.9 106.4

45㎝ 17.8 34.2 81.1 40.2 57.9 95.1

※ 자료 : 고추 밭 잡초 관리를 위한 제초제 체계 처리법 개발(’16)

제초제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분무기를 맑은 물로 충분히 세척하도록 하며, 만약 그 로 

다른 살충제나 살균제를 사용하 을 경우에는 고추에 이상 증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사용한다.

제초제를 사용할 때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읽은 후에 사용하여야 하며, 용도에 알맞도록 

사용한다. 제초제는 독성이 강하므로 사용할 때에는 보안경의 착용과 피부의 노출을 줄이도록 

한다.

나. 터널 조숙재배

1) 작부체계

고추재배에 있어서 정식기와 생육 초기에 해당하는 5월의 기온이 생육 적온보다 낮아 활착 

및 초기 생육이 불량하고 조기 수량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고추 터널조숙재배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터널을 이용하여 생육 중기인 6월 중·하순까지 보온하고, 그 이후에는 

노지 재배와 같이 관리하는 방법이다<그림 6-5>. 터널재배는 생육 초기에 지온과 터널 내부의 

기온을 높여 뿌리의 조기 활착과 지상부의 생육을 좋게 하여 조기 수량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노동력이 많이 소요된다.

월별
작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

터널재배     ◉―◉△―△♣♣■■■■■■■■

  ◉ : 파종, △ : 가식․육묘, ♣ : 정식, ■ : 수확

그림 6-5. 터널조숙재배 재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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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묘관리

육묘기술은 제5장의 육묘기술 편을 참조하면 된다.

3) 본포관리

가) 시비 및 이랑 만들기

정식 2∼3주 전에 퇴비, 계분, 석회를 포장 전면에 살포 후 깊이갈이를 하고, 정식 1주일 

전에 3요소를 시비한 후 다시 로터리를 하여 비료가 고루 섞이도록 한 다음 이랑을 만든다. 

시비량은 인산은 전량을 밑거름으로 주며, 질소와 칼리는 40%를 밑거름으로 하고 나머지는 

4회로 나누어 웃거름으로 주도록 한다<표 6-11>.

이랑의 넓이는 토양의 비옥도나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터널조숙재배에서는 보통 150∼160㎝가 

적당하다. 이랑의 높이는 배수가 잘 안 되는 곳에서는 20㎝ 이상으로 하여 장마 시 침수피해를 

방지하도록 한다. 

표 6-11 터널조숙재배 표준시비량(10a)

시비법
비료명

총량(㎏) 밑거름(㎏)
웃거름(㎏) 비고(㎏)

(3요소 성분량)1회 2회 3회 4회

퇴비 3,000 3,000 - - - -

질소 : 19.0㎏

인산 : 11.2㎏

칼리 : 14.9㎏

요소 41 17 6 6 6 6

용성인비 56 56 - - - -

염화칼리 25 10 3.7 3.7 3.8 3.8

고토석회 150 150 - - - -

나) 멀칭비닐

멀칭은 정식 3∼4일 전에 하나 이랑을 만든 당일에 멀칭하여 토양 내 수분과 지온을 유지하

도록 한다. 흑색 PE 비닐을 사용할 경우 터널 내부의 기온이 투명 PE 비닐 보다 높으며 투명 

PE 비닐을 사용할 경우 <그림 6-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흑색 PE 비닐보다 내부기온이 다소 

높지만, 정식 후 바로 환기 구멍을 뚫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멀칭 후 환기를 

바로 시키지 않으면 고온 피해를 받으므로 정식 후에는 바로 환기를 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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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 멀칭 재료별 평균 지온

정식 후 초기 생육<표 6-12>은 지온이 높은 투명PE비닐에서 뿌리의 활착이 양호하여 흑색

PE비닐보다 초장, 경경의 생장이 다소 좋으나, 생육 최성기 때에는 잡초가 발생되지 않아 

뿌리와 양분 경합이 없는 흑색PE비닐 피복이 생육이 좋다.

수량성은 투명 PE 비닐 피복 시 초기 수량이 조금 많으나, 중기 이후에는 흑색PE비닐 피복 

재배가 생육이 좋아 총 수량에서는 투명 PE 비닐과 흑색 PE 비닐 피복 간에 큰 차이가 없어 

잡초 발생이 되지 않는 흑색 비닐로 피복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표 6-12 멀칭 재료별 생육 및 수량

멀칭 재료
생육초기(6월 10일) 생육최성기(7월 29일)

수확과수
(개/주)

수량(㎏/10a)

초  장
(㎝)

주경장
(㎝)

경  경
(mm)

초  장
(mm)

주경장
(㎝)

경  경
(mm)

초 기 전 체

투명PE비닐 45.2 23.7 9.0 78.8 24.9 14.0 39.2 124 250

흑색PE비닐 42.1 22.9 8.4 81.3 24.0 14.3 41.9 109 265

다) 터널 만들기

정식 후 바로 터널비닐을 씌울 수 있도록 터널을 만들어 두어야 하는데, 터널은 길이 1.8m, 

두께 4㎜의 강철로 된 철사를 사용하여 80~120㎝ 간격으로 꽂아두고, 유인끈으로 철사를 

고정한다<그림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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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6-7. 터널재배 이랑 만들기 및 골주 설치요령, 농촌진흥청

라) 정식시기 및 골 피복

터널조숙재배는 비닐을 씌우기 때문에 정식시기를 앞당길 수 있지만, 늦서리가 내리는 시기

를 피하여 정식하여야 한다. 터널비닐을 씌웠기 때문에 서리에 해 안전하다고 생각되지만, 

최저온도가 0℃ 이하로 떨어지면 서리의 피해를 줄이지는 못한다. 조기에 정식하는 것이 초기 

수량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10일 정도 일찍 심는다고 해서 생육이나 수량이 증가하지

는 않는다<표 6-13>. 적정 정식 깊이는 <그림 6-3>과 같이 육묘 상에서 심겨 있는 줄기 

지제부까지만 심도록 한다.

표 6-13 정식시기별 생육 및 수량

정식시기
초  장
(㎝)

주경장
(㎝)

경  경
(㎝)

수확과수
(개/주)

수  량
(㎏/10a)

4월 22일 69.2 24.1 1.3 34.5 244

5월  1일 69.7 25.5 1.3 35.9 250

5월 10일 72.0 29.5 1.3 36.8 250

서리피해를 받아 고사한 주는 바로 보식하더라도 이에 따른 노동력과 종묘비가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소득에서는 불리하다. 그러므로 중산간지에서는 서리로부터 안전하다고 판

단되는 5월 상순경에 심어서 안정생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초제 사용 지양에 

따른 제초 노력을 줄이기 위해 같이 부직포, 흑색 비닐, 볏짚 등으로 골 피복 재배를 하면 

유리하다<표 6-14, 그림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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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4 고추 터널재배 시 골 피복재료 선발

구분 역병주율(%) 소요노력(시간/10a) 수량(㎏/10a) 수량지수
흑색 비닐 13.0 1.0 333 103

흑색 부직포 14.4 1.0 340 105
무피복 21.9 10.2 323 100

  * 무피복 : 제초제 처리시간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00)

짚 피복 흑색 부직포 흑색 비닐
그림 6-8. 골 피복 전경

마) 재식거리

재식거리는 품종이나 토양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이랑과 골폭 150~160㎝, 주간 

거리 30∼40㎝ 간격으로 2열로 심는다. 재식거리를 30㎝로 줄이면 경경이 가늘어지고 주당 

수확과수가 적어지지만, 단위면적당 재식주수가 많으므로 10a당 수량을 높일 수 있다<표 

6-15>. 그러나 그 이상 식할 경우에는 병해충 방제나 수확 등의 작업이 불편하고 탄저병 

등 병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급적 지나친 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표 6-15 재식거리별 생육 및 수량

재식거리
(㎝)

초  장
(㎝)

주경장
(㎝)

경  경
(㎝)

수확과수
(개/주)

수  량
(㎏/10a)

160×30 80.3 25.0 1.4 35.0 235

160×40 81.1 24.3 1.5 35.5 174

160×50 78.7 24.3 1.6 43.4 175

바) 환기

터널재배는 노지 재배와는 달리 정식 후 바로 터널비닐을 씌우기 때문에 고추 포기 바로 

위에 “V”형으로 구멍을 뚫어 환기를 시키고, 고추가 자라 비닐에 닿을 무렵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원형으로 구멍을 크게 뚫어 주고 6월 중·하순경에 측면도 비닐도 완전히 제거하여 

통풍과 농약살포 등의 작업을 좋게 하여야 한다<그림 6-9,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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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9. 고추 터널재배 시 적정 환기 방법,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00)

O형 환기 이중 O형 환기

ㅁ형 환기 V형 환기

  그림 6-10. 고추 터널재배 환기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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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웃거름 주기

질소와 칼리는 40%만 밑거름으로 주고 나머지 60%는 생육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정식 후부터 한 달 간격으로 4회 나누어 준다. 1, 2차일 경우에는 초세를 확보하기 위해 질소질 

비료를 많이 시비토록 하고, 포기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구멍을 뚫어 조금씩 넣어준다. 

3, 4차 웃거름은 헛골에 뿌려 주고 칼리질 비료의 양을 늘려준다. 점적관수 시설이 설치된 

밭에서는 800~1,200배의 물비료를 만들어 관수와 동시에 시비하면 효과적이다<그림 6-11>. 

그림 6-11. 고추 관비 재배에 의한 노동력 절감・수량증수 효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99)

아) 유인

터널재배는 노지 재배와는 달리 초기에는 고추가 비닐의 구멍을 통해 위로 올라와 골주와 

비닐이 지지를 해주므로 유인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고추가 크게 자람에 따라 터널 양쪽에 

2.4∼3.6m 간격으로 지주를 꽂고 유인끈으로 고정하여 아래로 처지지 않도록 한다. 유인방법

은 관행 줄 유인, 절화망 고정유인, 절화망 이동유인 등이 있으며 이때 철근을 사용할 경우 

수확 작업 중 눈을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표 6-16>.

표 6-16 고추 터널재배 시 유인방법에 따른 생육특성

구분
초장(㎝) 착과수(개/주) 도복률

(%)
수확노력
(인/10a)

수량
(㎏/10a)6.15 8.1 8.17 6.15 8.1 8.17

관행줄 유인 72.3 92.4 97.3 2.7 49 53 3 24 275.3

절화망 고정유인 72.4 89.3 97.3 2.7 49 53 5 30 280.5

절화망 이동유인 72.4 87.4 95.4 2.7 49 52 3 24 283.7

※ 자료 : 농촌진흥청 시설원예연구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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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장마대책

장마 시에는 침수피해와 역병, 탄저병의 발생이 많으므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책으로서 물 빠짐이 나쁜 밭은 이랑을 20㎝ 이상 높게 만들고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

를 정비하여 밭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장마와 함께 각종 병이 발생하므로 장마가 

오기 전에 역병과 탄저병 등의 약제를 예방적으로 살포하는 것이 비 온 다음 여러 번 살포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다. 그리고 장마 기간에는 광합성 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식물체가 연약해지

기 쉬우므로 요소 0.2% 액을 5∼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여 고추 세력을 회복시켜 주도록 

한다.

다. 막덮기부직포 재배

1) 작부체계

터널재배와 동일하며 터널재배에서 사용되는 투명비닐 신 막덮기부직포(일라이트부직

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그림 6-12>. 장점으로는 서리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정식을 7∼

10일 앞당길 수 있고 우박 피해를 방지할 수 있으며 약제 경감 및 조기정식으로 9∼12% 

수량이 증수된다. 4월 19일 조기 정식 후 3개 지역(해발 250, 400, 500m) 평균 고사율은 

막덮기부직포는 35.9%에 비해 노지 및 터널구에서는 66.2∼73.6%로 2배 정도 고사율이 

높으며 4월 26일 정식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조기 정식시 막 덮기 부직포가 서리피

해를 경감시켰다. 해발 500m 양 수비지역의 피해가 심한 것은 서리가 아닌 하기온에 

의한 동해 으며 막덮기부직포 이용 시 소득은 노지 및 터널재배보다 각각 8%, 19% 증가하

다<그림 6-13, 6-14>.

막덮기부직포 설치방법 막덮기부직포 설치전경 막덮기부직포 제거 시점

그림 6-12. 막덮기부직포재배,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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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지 처리구 생존고추 터널 측면환기구 생존고추 막덮기부직포 생존고추

그림 6-13. 피복 자재 처리별 고추생육,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11)

그림 6-14. 지역 및 피복 자재 처리별 서리피해 결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11)

2) 육묘

양읍(해발 250m)에서 4월 15일, 양 수비면(해발 500m)에 조기정식(관행 양읍 5월 

1일 이후, 수비면 5월 6일 이후)을 육묘일수별로 실시한 결과, 90일 육묘가 막덮기부직포 

이용시 조기정식에서 관행 비 수확량은 양읍 11%, 수비면 9% 증수되었다<그림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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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역의 수량감소 원인 : 탄저병 발생(26.17%).

그림 6-15. 막덮기부직포 재배 시 육묘일수에 따른 수량,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12)

3) 활주 및 유인방법

90일 육묘 후 막덮기부직포터널+그물망 재배 시 막을 지탱하는 활주는 관행 80㎝ 간격 

설치 비 활주 160㎝ 간격으로 설치 시 활주 자재의 소요량 50% 및 설치 노력이 50%가 

절감되었다<그림 6-16>.

그림 6-16. 막덮기부직포 제거 시기별 진딧물류 발생 및 수량,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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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활주를 관행 80㎝로 설치 후 무유인에서 3.4%의 고추 식물체의 쓰러짐이 있었으나, 

막덮기부직포 제거 후 지주  유인으로 식물체 쓰러짐은 없었다<표 6-17, 그림 6-17>. 막덮

기부직포 재배 시 터널 활주 무유인은 생육특성(초장, 주경장, 분지수), 과 특성(과장, 1생과중, 

수량) 등 유인 줄 수 1, 2, 3(관행)과 생육 차이가 없었다. 기계 수확을 위한 막덮기부직포 

재배 시 터널용 활주에는 유인하지 않음에 따라 농자재와 노력비를 절감할 수 있다.

표 6-17 막덮기부직포 재배 시 활주 유인 줄 수에 따른 생육특성

처  리

기울어짐
비율(%)

생육특성 과 특성
수량

(㎏/10a)6월 
하순

8월 
상순

초장
(㎝)

주경장
(㎝)

분지수
(개/주)

과장
(㎝)

주당과수
(개/주)

1생과중
(g/개)

막덮기 

부직포

0(무유인) 3.4 0 78.1 20.5 10.4 11.7 63.7 16.0 524.5

1(활주중앙) 2.4 0 80.0 21.2 10.8 11.9 66.5 16.5 578.0

2(활주양옆) 1.6 0 78.0 21.2 10.7 11.8 61.9 16.0 509.6

P.E비닐터널 3(관행) 0 0 91.5 21.9 10.5 11.6 57.3 17.1 440.9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연구소(’16)

그림 6-17. 막덮기부직포 터널활주의 무유인 재배 전경,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16)

4) 막덮기부직포 제거 시기

부직포 제거 시기는 6월 중·하순경 고추 상부 신초가 막덮기부직포에 닿은 후 5∼7일 후 

제거하고 탄저병과 진딧물을 방제해야 한다. 6월 중순에 부직포를 제거하면 관행 터널재배보

다 진딧물류 발생이 88.2∼91.8% 감소하며 약제 살포 횟수를 줄일 수 있으며 건고추 수량이 

11∼14% 증수되었다<그림 6-18>. 막덮기부직포는 당해 년뿐만 아니라 2∼3년 재사용이 

가능하고 환기 구멍을 뚫지 않아도 환기할 수 있으며 부직포를 벗길 때까지 해충 방제가 

필요 없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다. 막덮기부직포 제거 후 2∼3회 충분한 미량요소를 포함하

여 4∼5회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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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명 P.E 처리구 3회 살충제 살포(6/11, 6/18, 6/15), 막덮기부직포 무처리

그림 6-18. 막덮기부직포 제거 시기별 진딧물류 발생 및 수량,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12)

라. 촉성재배

촉성재배는 보온시설에서 재배하고 저온시기에는 가온하는 작형으로 하우스를 이용한다. 

고추는 일반적으로 고온이 필요하므로 난방비문제, 지역적인 관리문제를 고려하여 겨울철 

동안 온난하고 일조시간이 많은 지  즉 남부지방이 유리하다. 

1) 작부체계

촉성재배의 파종, 가식, 정식 등 재배력을 <그림 6-19>와 같다. 이 작형에 알맞은 품종으로

는 연작 때문에 발생하는 토양 병해에 하여 강하고, 저온, 약광 등 불량환경에서도 착과가 

잘 되는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월별
작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

촉성재배 ■■■■■■■■■■■■■■■                          ◉△♣

  ◉ : 파종, △ : 가식․육묘, ♣ : 정식, ■ : 수확

그림 6-19. 촉성재배 재배력 

2) 육  묘

육묘기술은 제5장의 육묘기술 편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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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포관리

가) 시비 및 이랑 만들기

정식기가 11월 하순부터 12월경이므로 11월 상순경에 밭에 퇴비와 비료를 전면에 살포하여 

경운하고 그 후에도 1~2회 더 경운하여 흙과 잘 혼합되도록 하며 정식 후 하우스 내에서 

비료에 의한 가스 발생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시비량은 토양의 비옥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시설재배에서는 재배 기간이 길어 

노지 재배보다 시비량을 많게 한다. 10a당 질소 32㎏, 인산 26㎏, 가리 30㎏을 기준으로 

하고 퇴비는 반드시 10a당 3,000㎏ 이상 시용하여 지력이 감소되지 않도록 한다. 시비량은 

<표 6-18>와 같이 인산과 석회, 퇴비는 전량 기비로 시용하고, 요소와 가리는 30~50%는 

기비로 나머지는 4회에 걸쳐 추비로 나누어 준다. 연작하는 시설재배에서는 염류 집적에 의한 

농도장해를 일으켜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기전도도(EC)를 측정하여 전기전

도도가 0.3 이하일 경우 시비 기준량을 시용하고 측정치에 따라 기준량을 조절한다. 또한, 

토양 내에 붕소의 함량이 적으므로 붕사를 10a당 2~3㎏을 기비로 시용한다.

추비는 정식 후 30∼35일경부터 실시하며 1회당 추비량은 질소를 1.5㎏/10a 내외로 하며 

가스 발생에 의한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액비로 만들어 관수할 때 함께 시용한다. 이때 

액비의 희석배수는 800∼1,200배로 한다. 요소비료를 줄 때는 반드시 액비로 하여 주거나 

흙에 섞어서 1주일 정도 놓아두었다가 암모니아 가스가 모두 발산된 뒤에 시용하도록 한다. 

시설재배는 노지보다 재배 기간이 길고 연속 재배로 염류 농도가 높을 수 있으므로 기비 

비율을 표준 시비보다 10%로 낮추고 추비 간격을 줄여 자주 해주는 것도 좋다. 

정식거리는 시설 내 재배이므로 노지 재배보다 약간 넓게 심는 것이 도장을 막을 수 있으며 

관리도 쉽다. 따라서 이랑 넓이를 될수록 넓게 하는 것이 유리한데 180~210㎝×40~45㎝를 

기준으로 2줄씩 정직하나 식하는 경우에는 120∼50㎝×35~40㎝ 거리까지 정식이 가능하다.

표 6-18 촉성재배 표준 시비량(10a)

시비법
비료명

총량
(㎏)

밑거름
(㎏)

웃거름(㎏) 비고(㎏)
(3요소 성분량)1회 2회 3회 4회

퇴비 3,000 3,000

질소 : 32㎏

인산 : 26㎏

칼리 : 30㎏

요소 48 15 7 8 9 9

용성인비 95 95

염화칼리 35 18 4.2 4.3 4.2 4.3

고토석회 90 90

시비시기
정식 전 

15〜20일

정식 후 

30〜35일

1회 추비 후

30〜35일

2회 추비 후

35〜40일

3회 추비 후

40〜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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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식시기 및 방법

  정식시기에는 온도가 낮은 시기이므로 하우스 안의 온도가 높을 때, 즉 햇빛이 잘 드는 

날의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한다. 묘 크기는 제 1번화가 피기 시작할 무렵이 적기이

다. 하우스 내 온도가 18℃ 이상 유지되도록 야간에는 2중 터널과 피복 자재를 덮어 주고 

온도가 내려가면 가온을 하여 저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남북향으로 형 또는 연동식 하우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동쪽의 이랑에 재식 주수를 많게 

하고 중앙이랑은 약간 드물게 심는다. 이는 저온기 하우스 재배이므로 일장이 짧고 광선량이 

적기 때문에 심는 위치에 따라 환경의 향을 최 한 이용하기 위해서이다<그림 6-20>. 그러

나 단독형 소형 하우스에서는 정식재식거리에 맞추어 심고 정식 직후 바로 멀칭 작업을 하여 

지온을 높여준다.

  그림 6-20. 고추 촉성재배 시 하우스 내 이랑 위치에 따른 수량 차이

다) 피복 및 중경제초

노지 재배와 터널재배의 관리방법을 참조하면 된다.

라) 관수

고추는 토양이 건조하면 수량이 저하하고 때때로 생육장해를 일으키는 수가 있다. 특히 

고추의 뿌리는 천근성으로 타작물에 비해 부정근이 잘 발생하지 않아 건조나 습해에 약하며 

개화기에 건조하면 생육 불량, 낙화 및 낙과 발생으로 수량이 떨어지고 품질도 나빠진다. 

관수량은 3~4일에 1회로 하고 3.3㎡(1평)당 15ℓ가 적당하지만, 기상 및 토양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토양의 건습에 주의해야 한다<표 6-19>. 관수방법은 이랑 가운데 직경 3~4㎝의 

점적호스나 분수 호스를 설치하여 관수하거나 플라스틱 파이프에 30~40㎝ 간격으로 구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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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관수하면 노력 절감 및 뿌리를 보호하여 병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시설 내에서는 습도도 문제가 되므로 고온에서 상 습도를 80%로 하는 것이 착과율이 높으

나 병해와 관계가 있으므로 다습을 피하고 관수도 저온이나 비가 올 때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한다. 고추는 침수된 후 4~5일 지나야 회복된다. 

표 6-19 하우스 촉성재배 시 관수량(50평)

월별 순별 횟수 관수량(톤) 월별 순별 횟수 관수량(톤)

10월

상 - -

2월

상 3 3.6

중 - - 중 2 2.4

하 4 9.3 하 1 1.2

11월

상 2 4.9

3월

상 3 3.9

중 2 5.0 중 3 4.0

하 2 2.0 하 4 5.4

12월

상 2 2.0

4월

상 2 2.8

중 2 2.6 중 3 4.4

하 2 2.7 하 3 4.4

1월

상 2 2.9

5월

상 1 1.2

중 2 1.6 중 3 4.8

하 2 2.4 하 2 4.0

마) 지주 세우기 및 유인

시설재배에서는 식물체의 키가 커지므로 1.5m 정도의 높이로 철사를 늘리고 여기에 유인끈

으로 가지를 수직으로 또는 45°각도로 유인하여 통풍, 채광이 잘 되게 하고 착과를 촉진시켜 

준다<표 6-20, 표 6-21>. 지주는 뿌리의 피해가 없도록 정식 후 활착이 되면 가능한 한 

빨리 작업하도록 한다.

표 6-20 유인방법에 따른 생육특성

구분
주지 측지

개화수
(개)

착과수
(개)

착과율
(%)

총과중
(g)

개화수
(개)

착과수
(개)

착과율
(%)

총과중
(g)

수직 16.8 12.2 72.6 245.7 14.5 11.2 77.2 149.8

45℃ 13.5 12.2 90.4 234.8 11.3 7.8 69.0 126.6

수평 12.3 8.7 70.7 202.3 10.7 6.7 62.6 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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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1 풋고추 재배 시 유인방법에 따른 생육특성

구분
재식거리

(㎝)
상품과율

(%)
상품

1과중(g)
주당

상품과(개)

상품수량
(㎏/10a) 곡과율

(%)

총수량
(㎏/10a)

수량 지수 수량 지수
4줄기

유인

30 90.2 11.1 347.3 8,563 114 9.6 9,387 110
50 90.3 11.8 496.5 7,799 104 9.4 8,558 100

터널

유인

30 90.0 11.1 356.7 8,775 117 9.7 9,664 113
50 89.1 11.4 486.6 7,397 98 10.4 8,228 96

관행

방임

30 87.1 11.2 303.5 7,523 100 12.7 8,539 100
50 88.5 11.2 424.7 6,357 85 11.1 7,083 83

  * 시험품종 : 녹광

  * 4줄기 유인 : 방아다리 후 4줄기 유인 후 주지 줄 유인

  * 터널유인 : 방아다리 후 4줄기 유인 후 절화망 사이로 유인

  * 관행 방임 : 주지 유인고정 후 십자형 줄 연결로 유인

※ 자료 : 경상남도농업기술원(’12)

바) 정지 및 전정

정지작업은 시설재배에서 중요한 작업이다. 단위면적당 수량을 고려할 때 정지유인을 어떻

게 하느냐가 중요한 요인이다<표 6-22>.

표 6-22 정지방법에 따른 생육특성

구분
주지 측지

과수
(개)

과중
(g)

평균 
1과중(g)개화수

(개)
착과수
(개)

착과율
(%)

개화수
(개)

착과수
(개)

착과율
(%)

방임 39.5 34.0 86.1 59.0 30.0 50.8 64 698 10.9

4본 57.0 50.0 87.8 45.5 26.0 64.4 76 968 12.7

2본 29.0 24.7 85.1 25.7 18.7 72.2 44 658 15.0

시설재배에서 고추를 방임상태로 놓아두면 초세가 무성하고 약해지며 낙화 및 낙과가 많고 

도장이 되기 쉽다. 따라서 1과에 필요한 엽수는 9매 정도로 가지나 잎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고추는 7~12절 째에 1번화가 착화하므로 그 바로 밑의 액아를 2본 남기고 그 밑의 곁가지는 

일찍 제거한다. 이 작업은 반드시 맑은 날에 하도록 하고 도장지의 발생도 많으므로 작업이 

늦지 않도록 한다. 전정은 주지를 잘라내고 다시 나오게 하는 작업이지만 전정의 강약에 따라 

수확량이 시기적으로 다르게 되므로 시기에 맞추어 전정 작업을 하도록 한다. 즉 청과는 7~8월

에 가격이 낮고 9월부터 다시 가격이 올라가므로 가격이 낮을 때는 전정하며 생산을 조절한다.

8월 중순에 15~17절을 남기고 약전정을 하면 수확은 9월 중·하순에, 10~12절을 남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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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전정을 하면 9월 하순~10월 상순에, 5~6절을 남기는 강전정을 하면 10월 중·하순에 

수확이 시작된다. 12월 중순까지의 수확량은 같지만 단가가 다르므로 수익에 큰 향을 미친

다<표 6-23>. 강전정을 하게 되면 새로운 가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이때 광선이 

가지에 잘 닿도록 유인하고 전정 후에는 반드시 추비로 질소와 칼리를 10a당 3㎏ 정도를 

액비로 관주하거나 엽면시비를 한다.

표 6-23 전정의 강약과 수량과의 관계

항목
월 일

강전정 표준전정 약전정

개수(개) 중량(g) 개수(개) 중량(g) 개수(개) 중량(g)

 9. 30. 3 100 11 480 28 1,150

10. 09. 10 460 3 210 3 260

10 .21. 27 1,100 27 1,100 12 500

11. 04. 11 460 15 660 18 930

12. 11. 21 1,130 15 750 16 800

계 72 3,250 71 3,200 77 3,640

4) 환경 관리

환경 관리는 제4장의 재배환경 편을 참조하면 된다.

마. 반촉성재배

1) 작부체계

반촉성재배는 <그림 6-21>와 같이 12월 상․중순에 파종하여 수확 초기는 보온시설을 해야 

하지만 기온이 상승하면 보온할 필요가 없이 자연조건하에서 재배와 수확을 계속하는 작형이

다. 이 작형은 중부지방에서도 가능하나 육묘 후반과 정식 후 1~2개월은 가온을 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남부지방에서는 3월 상순 이후에 정식을 하면 가온 없이 재배할 수 

있다.

월별
작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

반촉성
재배

△♣■■■■■■■■■■■■■■                             ◉ 

  ◉ : 파종, △ : 가식․육묘, ♣ : 정식, ■ : 수확

그림 6-21. 반촉성재배 재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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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육 묘

육묘기술은 제5장의 육묘기술 편을 참조하면 된다.

3) 본포관리

가) 정식

일반적인 정식 작업은 촉성재배에 준해 수행한다. 반촉성재배 작형은 주로 풋고추 수확을 

목표로 하지만 수확 후기, 즉 5월 중순 이후에 홍고추 수확도 가능하므로 재식거리는 촉성재배

와는 달리 75×35~40㎝ 간격으로 심는다. 정식하는 요령 및 시비량은 촉성재배에 준하되 

하우스 내 정식이 되므로 시비는 반드시 정식 15일 전에 실시하여 비료가 녹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제거하여 묘의 피해를 방지한다. 또 이랑의 높이는 15~20㎝ 이상으로 높여 

습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나) 보온

정식시가 2월 상순에서 2월 하순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가온까지는 필요 없으나 중부 지역에

서는 가온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는 정식기를 1주일 정도 늦추는 것이 경 면에서 유리하다. 

이 시기는 하우스 내 야간의 온도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정식 후 3월 하순까지는 

하우스 내 터널을 설치하고 보온자재를 이용하여 최소 12℃ 이상 관리해야 한다. 하우스 

내 낮의 온도는 30℃ 이상이 되기 쉬우므로 환기에 주의하여 생리장해가 일어나지 않게 온도

가 28℃ 이상 되지 않도록 환기를 철저히 해야 한다. 부분의 풋고추재배는 이 작형에 속하므

로 2월 중순부터 3월 중순까지의 하우스 내 온도 관리가 가장 큰 문제이므로 하우스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다) 유인 및 정지

일반적인 유인 및 정지작업은 촉성재배에 준해 수행한다.

바. 억제재배

1) 작부체계

억제재배는 <그림 6-22>와 같이 8월 중하순에 파종하여 정식은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경

에 시설 내에 정식하고 11월 중순부터 수확하는 작형으로 수확기부터는 보온시설 및 난방이 

필요한 작형이다. 이 작형은 고온기에서 육묘하고 정식 후 1개월은 보온으로 가능하나 첫 

수확 이후부터는 난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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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작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

억제재배 ■■■■■■■■■■■                         ◉◉△△♣♣■■■■■

  ◉ : 파종, △ : 가식․육묘, ♣ : 정식, ■ : 수확

그림 6-22. 억제재배 재배력

2) 육 묘

육묘는 고온기에 육묘하므로 육묘기간이 45~60일로 짧게 한다. 고온기 육묘이므로 별도의 

육묘 온상이 없어도 비가림하우스내에서 가능하다.

3) 본포관리

가) 정식

억제재배 작형은 주로 풋고추 수확을 목표로 한다. 묘는 제1화방이 개화되기 직전이 알맞으

며, 재식거리는 1열 재배일 경우 이랑 폭 120㎝, 주간 거리 35~40㎝ 간격으로 심고 2열 

재배일 경우는 이랑 폭 180㎝, 주간 거리 35~40㎝ 간격으로 심는다.

나) 보온 및 관수

정식 후 1주일 정도 지나 시드는 현상이 없어지면 활착이 된 것으로 본다. 이때까지 매일 

5㎜ 정도의 물을 관수하여 주고, 온도 관리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부분 야간온도가 

떨어지는 시기이므로 11월 하순까지는 하우스 내 보온자재를 설치하여 야간온도가 최소 15℃ 

이상 유지되게 보온을 하여 생육적온에 가깝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활착 후 물 관리는 10월에

는 3~5일 간격, 11월 이후에는 7일 간격으로 1회당 10㎜ 이상 관수하여 준다.

다) 유인 및 정지

일반적인 유인 및 정지작업은 촉성재배에 준해 수행한다.

사. 비가림하우스재배

1) 작부체계

비가림하우스재배는 <그림 6-23>과 같이 1월 상∼하순에 파종하여 3월 하순부터 4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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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4 비가림하우스에 적합한 건고추 품종 특성

구분
초장
(㎝)

주경장
(㎝)

분지수
(개/주)

과장
(㎝)

주당과수
(개/주)

상품과율
(%)

수량
(㎏/10a)

비가림 

전용

품종

수문장비가림 124.9 24.6 14.5 12.0 114.5 93.7 665.8

홍장군비가림 145.9 23.8 14.8 11.0 105.8 93.1 588.4

소나타비가림 133.2 22.2 13.8 10.9 119.5 93.1 687.4

비가림스피드 129.8 25.6 13.8 11.4 100.4 88.5 569.8

터널

조숙

품종

대 권 선 언 124.1 22.4 12.8 11.9 85.8 97.0 613.0

해 비 치 147.8 23.5 15.3 11.4 95.3 93.7 699.7

강 한 건 134.1 21.3 13.9 11.5 83.1 92.0 632.5

까지 무가온 비가림하우스에 정식을 하고 별도의 가온 없이 10월 하순∼11월 상순까지 수확하

는 재배작형이다. 비가림하우스재배에서는 풋고추, 홍고추, 건고추를 생산하고 출하 시기가 

노지 고추와 겹치므로 시세에 따라 고추를 선택하여 수확함으로써 수익을 높인다.

비가림하우스재배는 노지재배에서 문제가 되는 늦서리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직접적인 강우

를 차단함으로써 각종 병해충 감염을 줄이고 생육을 좋게 하여 품질을 높일 수 있어 친환경 

생산을 위한 재배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월별
작형

1 2 3 4 5 6 7 8 9 10 11 12

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

비가림
재배

◉―◉△―△♣♣■■■■■■■■■■■■■■■

  ◉ : 파종, △ : 가식․육묘, ♣ : 정식, ■ : 수확

그림 6-23. 비가림하우스재배 재배력

2) 품종 선택

비가림하우스 전용 재배품종 조건은 중조생종이면서 과종으로 과실 표면이 매끈하고 

착색이 빠른 품종이 좋다. 또한, 생육 후기까지 초세가 강하여 후기 수량이 많아야 하며 매운맛

이 적당하고 역병, 바이러스, 풋마름병 등 주요 병해에 견디는 힘이 있고 습해에 강한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품종 간 초세, 숙기, 착과 습성 등이 다르므로 품종에 따른 관리, 시비 

및 관수 관리 등 재배관리 방법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 노지, 터널재배 품종 중에서 비가림재

배를 하면 생육 후기까지 수확을 위하여 사전 시험 재배를 통한 적절한 재배관리 요령이 

필요하다. 노지 및 터널재배 품종 중 비가림재배용 품종을 선발한 결과는 <표 6-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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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4 비가림하우스에 적합한 건고추 품종 특성

구분
초장
(㎝)

주경장
(㎝)

분지수
(개/주)

과장
(㎝)

주당과수
(개/주)

상품과율
(%)

수량
(㎏/10a)

터널

조숙

품종

P R 건 초 왕 148.7 23.0 15.2 10.7 88.2 88.7 641.6

P R 상 록 141.9 22.1 13.9 11.2 109.6 96.0 666.7

일 당 백 골 드 131.4 19.3 13.7 11.3 101.5 94.6 700.4

  * 재배법 : 파종(1.31.), 정식(4.7.), 재식거리(120×30㎝)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연구소(’17)

3) 육묘

육묘기술은 제5장의 육묘기술 편을 참조하면 된다.

4) 본포관리 

가) 비닐하우스 규격

비가림하우스 구조는 지역과 농가마다 다양하다. 단동 비가림하우스의 폭은 6m 미만∼8m 

이상까지 다양하 으며 그중에서 폭 7m 미만의 비닐하우스가 53%를 차지하 으며 농가가 

희망하는 폭은 7m가 가장 많았다. 이는 7m 미만 폭의 비닐하우스에서 재배 시 농기계 활용 

등 작업 면에서 불편한 것으로 생각된다. 측고는 1.5m 이하인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농가가 

희망하는 측고는 2.0m가 가장 많았다<표 6-25>. 

시설규격 폭 7m, 측고 2m, 동고 3.9m에 농가 선호 규격을 기준으로 12-고추-1형부터 

5형까지 5종의 모델을 제시하 다<표 6-26>. 그중 12-고추-2형(표준화 고추 비가림하우스)

을 이용하여 홍고추 재배 시 관행의 노지 재배보다 3배 이상 증수 효과가 있다<표 6-27>.

표 6-25 고추 비가림하우스재배용 단동 하우스 구조현황

구분
폭(m) 측고(m)

<6.0 6.0 6∼7 7.0 7∼8 8.0 >8.0 ≤1.5 1.6 1.7 1.8 1.9 2.0 >2.0

현재(%)
9

(16)

12

(21)

9

(16)

16

(29)

1

(2)

3

(5)

6

(11)

36

(64)

9

(16)

6

(11)

2

(4)
0 0

3

(5)

희망(%) 0
2

(4)

1

(2)

33

(58)

11

(19)

3

(6)

6

(11)
0 0

4

(7)

11

(20)

7

(13)

33

(58)

1

(2)

  * 조사 상 : 56개 농가(충북, 전북, 전남, 경북 등)

※ 자료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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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6 고추 비가림하우스 모델

구분
서까래 규격

안전풍속
(m/s)

안전적설심
(㎝)

설치비
(원/㎡)직경

(㎜)
두께
(㎜)

간격
(㎝)

12-고추 비가림-1형 42.2

2.1

90 42 55 24,529

12-고추 비가림-2형

31.8

60 33 34 23,174

12-고추 비가림-3형 70 30 28 21,983

12-고추 비가림-4형 80 28 25 21,008

12-고추 비가림-5형 90 27 22 20,303

※ 자료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13)

표 6-27 비가림하우스재배 및 노지 재배 수량 비교

구분
재식거리

(㎝)

7월 8월 계

수량
(개/주)

수확량
(㎏/주)

수량
(개/주)

수확량
(㎏/주)

수량
(개/주)

수확량
(㎏/주)

수량
지수

노지 관행 100×40 21.3 246.9 40.5 395.8 61.8 642.7 100

비가림

100×40 85.9 1150.6 76.5 886.4 162.5 2037.1 317

100×50 85.5 886.4 85.7 983.3 171.2 2166.6 337

100×60 91.1 2037.1 79.8 911.3 171.0 2086.5 324

※ 자료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12)

나) 퇴비 및 비료

비가림재배 시비량은 토양의 비옥도, 전작물, 재식 주 수 등에 따라 다르지만, 10a(300평)당 

성분량은 조숙터널재배에 준하여 시비한다.

비가림하우스에서 쌀겨 및 목탄 시용은 고추 정식한달 전에 골고루 표면 살포하고 로터리를 

친 후 두둑을 만들고 점적호스를 설치한다. 비닐 멀칭 후 점적관수 하여 쌀겨를 토양 내에서 

자연발효 시킨 뒤 정식 2∼3일 전 가스 피해 방지를 위해 고추 정식 부위에 구멍을 뚫고 

정식한다. 쌀겨와 목탄을 혼용 사용 시 토양미생물 전체 활성은 화학비료를 사용한 관행구에 

비해 162% 증가하 고 유기물 분해에 관여하고 포식성 선충의 먹이가 되는 부식선충 도는 

관행에 비해 1,361% 증가하여 토양 내 미생물 환경이 개선된다<그림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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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4. 비가림하우스재배 목탄 및 쌀겨 처리 효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13)

고추 비가림하우스재배 시 관행시비와 관비 시 방법에 따른 토양 EC 농도 변화를 비교한 

결과, 관비 재배 시 재배 전보다 EC가 1.4 증가되었으며 관행시비의 경우 3.0이 증가하여 

관행시비의 염류 집적 증가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다<표 6-28>.

표 6-28 관행·관비 시비에 따른 토양 EC 농도 변화

구분 재배 전
조사시기(월·일), EC(dS/m)

염농도변화 수량
5. 12 7. 12 9. 12

관비시비 2.0 3.1 3.2 3.4 +1.4 753.8

관행시비 2.0 4.3 4.7 5.0 +3.0 749.7

  * 관비시비 - 질소 및 칼리 시비량은 검정 시비량의 1.0배 수준으로 전량 추비.

- 관비횟수 : 정식∼15일(2회), 16일∼45일(4회), 46일∼120일(10회)

- 1회 관개량 : 1ℓ/주

  * 관행시비( 조구) - 기비(토양검정시비량 중 인산 100%, 질소, 가리 60%)

- 추비(질소, 가리 40%를 1달 간격 4회 살포)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15)

관비 횟수와 간격을 동일하게 하면서 시비 수준을 높 을 때 증시에 의한 생육 촉진과 

증수 효과가 있다. 노지 관행 재배구에서는 시비 수준의 변화에 따른 증수 효과가 보이지 

않았으나 비가림 시설 내에서는 시비 수준이 높아질수록 증수됨을 알 수 있었다. 즉, 비가림재

배 시 재식 도를 적정수준으로 높이고 증시하는 것이 다수확에 유리하다<표 6-29>. 비가림

재배 시 비료는 물 관리와 추비 시용을 동시에 함으로써 일반 관행으로 물 관리와 웃거름한 

것에 비해 6.5∼9시간의 노력 절감이 되어 주당 관비 사용 횟수에 따라 18∼69%의 노력절감

효과가 있다. 비가림 관비 재배 시 2주에 1회 간격으로 시비하면 생육 및 수량이 양호하고 

노동력 절감효과도 좋다<표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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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9 비가림하우스 관비 재배 시 시비 수준에 따른 생육과 수량

처리 주간 거리
초장
(㎝)

생체중
(g/주)

수확과수
(개/주)

수량
(㎏/10a)

수량지수

관비시비

0.5수준 107.4 437.4 47.3 338.9 114

1.0* 101.2 368.8 53.2 378.0 135

1.5 106.1 441.1 56.0 383.8 137

2.0 106.7 464.7 55.9 399.1 142

평균 105.1 426.1 53.1 374.2 -

관행시비

0.5수준 90.7 405.8 38.6 298.4 106

1.0 97.4 447.8 39.5 280.2 100

1.5 94.8 405.2 37.7 279.7 100

2.0 97.1 387.0 38.1 271.1 97

평균 94.7 411.1 38.7 284.9 -

  * 1.0 수준 : N-P-K＝19.0-11.2-14.9㎏/10a

표 6-30 관비 처리별 고추의 초기 생육(정식 후 60일) 및 수량

처리
초장
(㎝)

경경
(㎜)

조기 수량
(8. 13까지)

총수량
노동력 

소요지수수확과수
(개/주)

수량
(㎏/10a)

수확과수
(개/주)

수량
(㎏/10a)

비

가

림

1주 2회 112.2 15.2 24.0 113.3 95.5 357.2 65

1주 1회 106.7 14.2 25.3 126.4 96.6 366.2 42

2주 1회 104.6 14.5 26.3 122.7 96.9 363.2 31

대조구 96.1 13.6 25.2 101.3 86.6 316.6 82

노지 관행 56.5 10.0 13.1 92.2 46.2 239.6 100

다) 멀칭

노지 재배와 터널재배의 관리방법을 참조하면 된다. 

라) 정식시기 및 방법

비가림하우스재배의 정식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 3월 하순∼4월 상순으로 동해 피해를 

받지 않은 시기이어야 한다. 비가림하우스재배 시 조기정식 및 막덮기 터널 이용 시 무터널 

재배보다 품종에 따라 26∼28% 수량 증수 효과가 있다<그림 6-25>. 중간산지의 정식시기는 

4월 상순이나 막덮기재배 시 3월 하순으로 정식시기를 당길 수 있어 재래종 18%, 시판품종 

24% 수량 증수 효과가 있다<표 6-31>. 비가림하우스재배 시 보온자재별 3월 최저 기온에서 

무처리의 경우 –7.4℃로 동해 피해가 컸고 부직포의 경우 –4.9℃에서도 동해 피해가 없었으며 

최저 기온이 무처리와 부직포 간에는 3∼5℃ 정도 기온차이가 있었다<표 6-32, 표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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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식거리는 품종이나 토양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열 재배의 경우 폭 100∼120㎝, 

주간 거리 30∼35㎝, 2열 재배는 폭 160㎝, 주간 거리 30∼40㎝ 간격으로 심는다. 

 

그림 6-25. 비가림하우스재배 시 막덮기 터널재배 효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14)

표 6-31 비가림하우스재배 내 막덮기 재배 시 정식시기별 수량(㎏/10a)

품종
정식시기
(월·일)

수확시기(월·일)
합계 수량지수

7. 21 8. 3 8. 14 9. 2 9. 16 10. 15

수미향

(재래종)

3. 20 45 153 128 123 48 27 526a 118

3. 30 15 109 151 118 51 26 471ab 106

4. 15(관행) - 23 62 173 122 64 445b 100

파워스피드

(시판종)

3. 20 180 99 135 109 47 76 646a 124

3. 30 102 99 127 168 27 68 591b 113

4. 15(관행) - 86 135 197 42 63 522c 100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연구소(’21)

표 6-32 정식시기 및 보온자재별 동해 피해 발생률(%)

구분
정식시기(월·일)

3. 12 3. 20 3. 30 4. 10

무처리 74 30 0 0

막덮기부직포 0 0 0 0

보온덮개 0 0 0 0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15)

표 6-33 보온자재별 수확시기에 따른 수량 비교

구분
수량(㎏/10a)

합계 수량지수
7. 10 7. 27 8. 19 9. 30

막덮기부직포 18.3 180.4 143.9 270.0 612.5 106
보온덮개 20.4 154.3 116.6 286.8 578.2 100

  * 보온자재별 수량은 정식시기(3.12, 3.20, 3.30, 4.10)의 평균값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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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림하우스재배 시 지중열을 이용하면 무처리 하우스보다 조기정식 시기인 3월의 최저, 

평균온도가 각각 2.2℃, 1.1℃ 높았으며 지중열 이용 시 무처리 하우스보다 최저온도는 높고 

최고 온도는 낮게 분포하여 정식시기의 저온과 하절기 고온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지중열 

이용 비가림하우스재배 시 6월에는 초장, 분지수 및 착과수가 많았으며 7월의 경우 착과수가 

많아 비가림하우스 재배 관행(4월 15일) 정식보다 조기정식 시 지중열을 이용한 재배 시 

수량이 11% 증수되어 10a당 110만 원 수익이 증가하 다<그림 6-26>.

  

그림 6-26. 비가림하우스재배 시 지중열 효과,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22)

마) 환경 관리

비가림하우스 내 폭염 및 이상고온에 따른 착과불량, 생육 저하 발생으로 수량 및 품질 

저하 등 고온 피해 경감을 위해 토양 수분 장력계(텐시오미터)를 이용한 자동관수시점을 

–20kPa로 하면 석회결핍과 일소과 및 열과 발생이 50% 감소하여 과실 품질과 수량이 향상된

다. 자동관수 시점별 2년간의 수량의 종합한 결과 초기 수량은 –60kPa에서 높았으나 생육 

중기·후기에는 –20kPa에서 높아 전체 수량은 관행보다 26% 증수된다<표 6-34∼표 6-38, 

그림 6-27>. 

표 6-34 비가림하우스 내 자동관수 방법

처리 관수량 관수방법

자동관수 토양 수분 장력계 이용(관수개시점: -20kPa) 1회 관수시간 5분, 30분

관행구 2톤/10a 3일 간격, 1회 관수량 2㎜ 1회 관수시간 20분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연구소(’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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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5 고추 생육기간 중 관수량 및 관수일수

생육기간 구분 관행 -20kPa -40kPa -60kPa

5. 11〜10. 17

(129일)

관수량(ℓ/㎡) 85 343 277 132

관수일수(일) 47 97 36 38

1회당 관수량 1.8 3.5 7.7 3.5

관수빈도 2.7 1.3 3.5 3.4

1회 1주당 관수량(ℓ) 1.1 2.1 4.6 2.1

1일 1주당 관수량(ℓ) 0.4 1.6 1.2 0.6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연구소(’15∼’17)

표 6-36 관수시점 –20kPa에서 생육단계별 관수량 및 관수 비율

구분 5.11∼5.31 6.1∼6.30 7.1∼7.31 8.1∼8.31 9.1∼9.30 10.1∼10.17

관수비율(%) 3.1 14.2 22.6 31.4 18.3 10.3

1일 1주당 관수량

(ℓ/㎡)
0.3 0.97 1.5 2.0 1.3 1.2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연구소(’15∼’17)

표 6-37 관수시점별 수량

구분
수량(㎏/10a)

합계 수량지수
7. 19 8. 1 8. 25 9. 30 10. 19

관행 28.7 119.9 211.7 112.8 222.7 695.8b 100
-20kPa 45.0 128.3 296.1 168.2 235.2 873.3a 126
-40kPa 37.2 115.3 187.8 125.1 192.4 657.8b 95
-60kPa 49.1 131.7 191.8 113.1 197.6 683.3b 98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연구소(’15∼’16)

표 6-38 자동관수 시점에 따른 과실 품질 및 수량

자동관수시점 착과수(개/주) ASTA 캡사이신(㎎%) 수량(㎏/10a)

-20kPa 25.2 102.7b 96.6a 727.4a

-60kPa 24.5 107.7a 89.3a 681.8b

  * DMRT 5% 수준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연구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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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7. 자동관수시점에 따른 생리장해 발생 정도,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19)

고온기 강한 빛을 차단하기 위하여 80% 차광망을 재배 기간 하우스 전체를 차광하면 낙화가 

심하여 착과가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적과 수확을 목적으로 할 경우, 30% 차광망을 

하우스 전체를 지속적으로 차광해도 착과율이 현저하게 줄어 수확량이 43% 이하 으며 청과 

수확이 목적인 경우에도 30% 차광 시 수확량이 50∼60% 감소하는 수준이었다<표 6-39>. 

따라서 여름철 고온기 고추 비가림 재배 시 차광을 해야 하면 하우스 전체를 차광하는 것은 

피하고 가급적 차광 정도가 낮은 것을 사용해야 한다. 

표 6-39 비가림하우스 재배 시 차광 및 관수에 따른 적과 수확량(g/주)

처리 관수 유무 차광 정도 7월 8월 9월 10월 계

적온

관수

 0% 121.8 989.1 322.4 978.7 2,412

30% 5.9 123.1 46.4 190.0 365

80% 0.0 0.0 0.0 422.7 422

무관수

 0% 152.5 550.3 250.6 808.0 1,761

30% 31.0 417.6 62.3 253.3 764

80% 0.0 0.0 0.0 400.0 400

고온

관수
 0% 0.0 246.6 508.3 1,268.7 2,023

30% 0.0 18.1 38.7 140.7 197

무관수
 0% 0.0 14.2 304.5 928. 1,247

30% 0.0 40.4 58.2 229.3 327

  * 정식 : 5.3, 차광망 설치기간 : 5.22∼10.21, 하우스 전체 차광, 80% 차광막 제거 : 8.5.
  * 처리별 12주 조사 평균값

※ 자료 : 국립원예특작과학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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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는 차광망 처리 시 낙화가 발생하여 화분임성을 조사한 결과, 80% 차광 처리가 무처리

에 비해 약 9% 화분임성이 낮았지만 80% 차광 처리구의 화분을 채취하여 무차광 처리구의 

암꽃에 인공교배를 시켜본 결과, 정상적으로 착과가 되어 화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그림 6-28>.

      

  * 정식 : 5.3, 차광망 설치기간 : 5.22∼10.21, 하우스 전체를 차광하 음.

그림 6-28. 비가림하우스 재배 시 차광재배에 따른 수량감소, 국립원예특작과학원(’13)

또한, 비가림하우스에서 자동개폐기를 이용하여 35∼55%의 녹색차광망의 자동개폐시 일

사량을 800w/㎡ 설정하면 석회결핍과, 일소과 및 열과 발생이 30∼60% 감소하여 전체 수량

은 17% 증수된다<표 6-40>.

표 6-40 비가림하우스 재배 시 차광에 따른 생리장해 발생 현황

차광 정도 7월 8월 9월 10월 계

석회결핍과

무차광 6.2 16.3 - - 22.5

35% 3.5 13.7 - - 17.2

55% 1.3 4.5 - - 5.8

일소과

무차광 - 39.8 29.2 62.7 131.7

35% - 20.1 30.3 47.3 97.7

55% - 10.7 19.3 25.0 55

열과

무차광 - - 3.2 0.7 3.9

35% - - 2.8 1.5 4.3

55% - - 2.2 0.2 2.4

수량

(㎏/10a)

무차광 - 360 188 84 632

35% - 362 248 120 730

55% - 405 235 112 752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연구소(’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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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스내의 공기를 외부공기로 교환하는 환기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낮추고 탄산가스 농도

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최근 측고를 크게 높이고 천창을 용마루로 옮긴 형태의 온실이 

증가하고 있어 천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 내재해성 하우스에 고깔형 천창을 설치하

여 내재해성 하우스와 온·습도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하우스 외부의 습도가 낮았으며, 

다음으로 고깔+유동팬이 그리고 고깔천창 순으로 습도가 낮았고 5월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8월에는 차이가 심하 다<표 6-41>,<그림 6-29>. 천창고깔 유형별 상·하층부 온도는 <표 

6-42>와 같다. 천창고깔 유형별 상층부의 온도는 저온기인 5월에는 평균온도가 1.3℃정도 

차이가 났으나, 고온기인 8월에는 2.7℃ 정도의 차이로 고온기에 온도차이가 컸다. 천창고깔 

유형별 하층부의 온도는 저온기인 5월에는 평균온도가 1.0℃정도 차이가 났으나, 고온기인 

8월에는 0.9℃ 정도의 차이로 상층부에 비해 온도차이가 심하지 않았다.

천창고깔 유형별 생육상황은 비교적 온도가 낮은 고깔+유동팬에서 초장과 주경장이 작았으

나 분지수가 비슷하여 절간장이 상 적으로 짧았으며 수량은 고깔천창과 고깔+유동팬에서 

무처리에 비하여 고온기 초기 수량이 많아 전체적으로 8∼12% 증수가 되었다<표 6-43>. 

표 6-41 고깔천창 처리별 상대습도 변화(%)

구분
5월 상순 8월 상순 8월 하순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무처리(관행) 61.3 19.1 96.4 95.7 83.4 100 88.2 65.6 100

하우스 외부 64.4 21.3 100 92.6 71.1 100 87.3 54.0 100

고깔천창 61.4 20.9 95.7 94.8 82.2 100 87.1 66.0 100

고깔+유동팬 60.2 19.8 96.7 92.7 75.6 100 85.4 57.9 100

  * 5월 상순(5.6.∼5.7.), 8월 상순(8.1.∼8.3.), 8월 하순(8.24.∼8.25.)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연구소(’20)

고깔형 천창 설치된 하우스 고깔형 비가림하우스 설계도면

그림 6-29. 고깔형 천창 하우스 및 설계도면,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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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2 고깔천창 처리별 비가림하우스 상·하층부 온도변화(℃)

구분 처리
5월 8월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상층부

무처리(관행) 18.0 10.4 29.4 27.1 17.7 41.8

고깔천창 16.9 10.5 25.6 24.9 17.3 34.4

고깔+유동팬 16.7 10.0 26.4 24.4 17.1 33.6

 하층부

무처리(관행) 18.0 10.7 29.9 26.0 18.1 37.0

고깔천창 17.2 10.7 26.3 24.8 17.6 34.3

고깔+유동팬 17.0 10.2 26.5 25.1 17.5 34.9

  * 5월(5.10.∼5.11.), 8월(8.23.∼8.25.)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연구소(’20)

표 6-43 고깔천창 처리별 생육상황

처리
초장
(㎝)

주경장
(㎝)

경경
(mm)

분지수
(개/주)

착과수
(개/주)

수확시기(월.일.) 합계
(kg/10a)

수량
지수8.18. 9.4. 9.21. 10.13.

무처리(관행) 149.7a 15.1a 16.1a 14.9a 30.1b 95 268 67 111 541b 100

고깔천창 127.7b 14.9a 15.7a 14.7a 36.9ab 141 276 54 134 605a 112

고깔+유동팬 113.3c 14.9a 15.8a 14.3a 40.1a 172 188 80 145 585a 108

  * 생육조사일(7.7.), DMRT 5%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연구소(’20)

바) 유인

비가림재배 시 고온으로 인하여 초장이 매우 도장하게 되어 수확, 유인작업에 어려움이 

있다. 고추 초장이 2m 정도일 때 1.5m 위치에서 수평으로 적심 하게 되면 적심 후 3∼5일 

후 새로운 측지가 발생하여 수량이 줄어들지 않으면서 수확, 유인작업이 편리하다<표 6-44>.

표 6-44 비가림하우스 재배 시 적심위치별 초장 및 수확량

처리 초장(㎝) 절간장(㎝)
적과 청과 계

수량(개) 무게(g) 수량(개) 무게(g) 수량(개) 무게(g)

1.0m 176.3b 11.9a 105 1,277 54 464 159 1,741

1.5m 200.8a 10.1b 148 1,552 73 536 221 2,088

무적심 209.3a 8.5c 149 1,660 55 435 204 2,095

  * 처리별 6주 조사 평균값

※ 자료 : 국립원예특작과학원(’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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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가림하우스재배 시 측지를 무제거, 1회 제거(정식 후 70일), 2회 제거(정식 후 40일, 

70일), 3회 제거(정식 후 30일, 50일, 70일)한 결과, 고추 수량은 3회 제거가 835㎏/10a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무제거구 > 2회 > 1회 제거 순이었고 과장과 과경은 길고 굵어 상품성

도 3회 제거구가 좋았다. 3회 제거 시 초장, 주경장이 길어 도장성이 있으나 분지수가 많아 

수량성은 높아지나 도장 억제를 위해서는 무제거구가 유리하지만 측지 3회 제거보다 수량은 

감소하 다<표 6-45>.

표 6-45 비가림하우스 재배 시 적심위치별 초장 및 수확량

처리
초장(㎝) 분지수(개/주) 과장

(㎝)
과경
(㎜)

건과율
(%)

수확량
(㎏/10a)

수량지수
5. 10. 6. 20 5. 10 6. 20

무제거 45.0 98.7b 5.3 10.7b 15.7b 20.8c 18.5 780.1ab 100

1회 제거 44.2 100.9b 5.5 10.9ab 15.7b 21.3b 20.0 713.0c 91

2회 제거 44.0 107.1ab 5.2 11.5ab 16.4a 22.3ab 17.1 731.1bc 94

3회 제거 45.3 112.3a 5.5 12.0a 16.5a 22.7a 18.3 834.5a 107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연구소(’16)

아. 직파재배

최근 부분의 농가는 육묘 후 정식하나 육묘 재배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종자를 흩어 뿌리는 

형식으로 재배되었고 육묘와 정식 과정이 필요 없는 직파재배는 3월 하순경 고추 종자를 

포장에 직접 파종하여 재배하는 방식이다. 

1) 종자 준비

파종 시 종자의 전처리는 Priming처리(5일간 K3PO4 100㎜에 침지 하고 35℃에서 12시간 

건조한 후 흐르는 물에 1분간 세척) 종자가 건조 종자보다 발아세가 높았으나, 터널 직파에서

는 입모율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지 직파에서는 건조 종자의 입모율이 높아 

파종 전 종자의 전처리는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그림 6-30, 표 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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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종 : 태양, 파종일 : 3월 27일, 흑색 PE 멀칭 피복(150×30㎝)

그림 6-30. 종자 전처리와 재배작형에 따른 발아세 및 수량성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02)

표 6-46 직파재배 작형별 발아, 생육, 과 특성 및 수량

구   분
입모율
(%)

초 장
(㎝)

분지수
(개/주)

과  장
(㎝)

과  경
(㎜)

잠재수량
(㎏/10a)

터널 직파
건 조 종 자 92.1 98.8 9.3 9.9 18.1 228.2

Priming 종자 93.1 99.7 9.3 9.5 18.2 230.5

노지 직파
건 조 종 자 89.6 81.3 8.7 9.7 18.2 204.8

Priming 종자 83.7 80.6 8.4 9.2 17.4 184.6

* 입모율 : 파종 후 42일 발아율, 잠재수량 : 입모율 100% 가정 시 수량

2) 파종기

노지에 고추를 직파하기 위해서는 포장 내 동결된 부분이 없어야 하며 3월 하순부터 4월 

상순이 적기이다<그림 6-31>. 직파 시기별 입모율은 3월 27일에서 가장 높았고, 초기 생육 

또한 직파 시기가 빠를수록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후기생육은 직파 시기간 차이가 없었다. 

과장, 과경 등 과실특성은 직파와 육묘재배에 차이가 없었으며, 수량은 3월 하순과 4월 상순 

직파에서 높게 나타났다<그림 6-32, 6-33>, <표 6-47, 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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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 고추 종자 직파 전경 및 파종상태

     * 흑색 PE 멀칭 피복(150×30㎝)

그림 6-32. 직파재배 파종기별 입모율 및 수량,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02)

  

(식물체 : 좌 육묘, 우 직파, 뿌리 : 좌 육묘, 우 직파)

그림 6-33. 육묘이식과 직파고추의 초형 및 뿌리 발달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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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47 직파재배 파종기별 생육특성

직파 시기
(월. 일)

초 기 생 육 후 기 생 육

초 장
(㎝)

주경장
(㎝)

경 경
(㎜)

분지수
(개/주)

초 장
(㎝)

주경장
(㎝)

경 경
(㎜)

분지수
(개/주)

3. 17 56.3 28.5 11.7 4.4 104.3 30.1 14.2  9.4

3. 27 56.5 28.2 12.3 4.3 106.2 29.6 14.7  9.6

4. 08 46.4 26.9 10.7 3.3  99.0 29.8 14.2  8.9

4. 18 36.8 21.6  8.1 2.3  99.6 31.0 13.6  8.5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02)

표 6-48 직파재배 파종기별 과실특성

직파 시기
(월. 일)

과  장
(㎝)

과  경
(㎜)

과육 두께
(㎜)

주당수확과수
(개/주)

잠재수량
(㎏/10a)

3. 17 10.0 18.6 1.64 27.6 213.9

3. 27 10.1 18.2 1.68 35.8 274.0

4. 08  9.8 18.4 1.90 33.4 277.2

4. 11  9.4 17.4 1.72 24.4 199.4

  * 잠재수량 : 입모율 100% 가정 시 수량

※ 자료 :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양고추시험장(’02)

착과 주기는 직파의 경우 6월 중순, 육묘는 6월 상순부터 착과되기 시작하여 7월 상순에 

최  착과기에 달한 후 서서히 감소하 으며, 착과 부위는 직파는 측지, 육묘는 주지에 많이 

착과되었다. 낙과 및 개화 주기는 직파의 경우 6월 하순, 육묘재배는 6월 중순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7월 10일경에 최 기에 달하 고, 이후 감소하는 경향으로 직파가 육묘재배보다 

급격히 증감하는 경향이었다<그림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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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파재배 육묘재배

  * 직파 : 3월 17일, 육묘 파종 : 2월 20일

그림 6-34. 직파재배와 육묘재배 생육특성,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02)

3) 멀칭

멀칭 재료별 지온은 투명비닐이 가장 높았으나, 투명비닐은 잡초 발생이 많고 잡초와 경합으

로 입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49, 그림 6-35>. 멀칭 재료별 생육이나 과 

특성은 차이가 없었으나 수량은 흑색 비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 직파를 위한 

멀칭 재료는 흑색 비닐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그림 6-36, 표 6-50>.

표 6-49 직파재배 멀칭 재료별 지온(℃)

월  별
멀칭 재료

4월 5월 6월 7월 8월

흑색
최고 25.2 27.9 29.2 30.6 28.9

최저 13.1 16.7 18.8 23.2 23.1

투명
최고 30.1 31.7 34.4 32.7 30.6

최저 14.7 18.0 22.7 24.9 23.9

배색
최고 27.4 29.5 31.1 32.1 30.2

최저 13.6 17.3 19.9 24.2 21.4

  * 지하 10㎝ 위치에서 측정(Watch Dog, Spectrum Technologi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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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5. 피복 재료에 따른 직파 종자의 입모상태(좌 흑색 PE, 중앙 배색 PE, 우 투명 PE)

   * 품종 : 태양, 파종 : 3월 27일, 재식거리 : 150×30㎝

그림 6-36. 멀칭 재료별 입모율 및 수량,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02)

표 6-50 직파재배 멀칭 재료별 생육특성

처리내용
입모율
(%)

초 장
(㎝)

분지수
(개/주)

과 장
(㎝)

과  경
(㎜)

잠재수량
(㎏/10a)

흑색PE필름    89.1 99.2 8.8 9.2 18.6 212.0

투명PE필름    68.9 96.0 8.6 9.3 17.7 189.0

배색PE필름    78.4 97.1 8.7 9.2 17.9 180.6

  * 잠재수량 : 입모율 100% 가정 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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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식밀도

고추 직파 시 재식 도가 높으면 주당 수량은 적지만 총수량은 증가한다. 재식거리를 

150×20, 30, 40㎝로 하 을 때 입모율은 84.7~88.6%이었고, 구당 묘 1주를 세우는 것보다 

2주에서 입모율이 높았다<그림 6-37>. 생육은 관행 육묘보다 모든 직파에서 좋았으며, 구당 

재식 주수가 많을수록 초장과 주경장이 긴 반면 경경은 작았으며, 분지수는 차이가 없었다. 

과장은 재식거리가 넓을수록 길었으며, 재식주수 간에는 2주보다 1주에서 좋았다<표 6-51>. 

주당 수확과수는 재식거리가 넓을수록 많았고, 2주가 1주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량은 

재식거리 150×20㎝, 2주와 1주에서 높아 직파 시 재식 도를 높게 파종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림 6-38>.

  

그림 6-38. 파종립수에 따른 입모상태(좌 1립 파종, 우 2립 파종)

표 6-51 재식거리별 입모율 및 생육특성

재식거리
(㎝)

재식 주 수
(주/구)

입모율
(%)

초  장
(㎝)

분지수
(개/주)

과  장
(㎝)

과  경
(㎜)

잠재수량
(㎏/10a)

150×20
1 84.8 102.2 8.0  8.8 18.3 296.6

2 87.2 102.9 7.7 10.4 17.9 310.2

150×30
1 84.7  97.0 8.1  9.8 18.8 244.8

2 88.6 103.3 8.1 10.1 18.8 229.9

150×40
1 85.1 100.1 8.2 10.3 18.3 215.6

2 88.5 102.7 8.0  9.7 18.5 241.7

관행육묘 - -  84.4 9.0 11.4 16.8 223.7

  * 잠재수량 : 입모율 100% 가정 시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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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종 : 3월 27일, 피복 : 흑색 PE, 이랑 거리 : 150㎝

그림 6-38. 직파재배 시 재식거리별 수확과 및 수량,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02)

5) 시비 방법

직파재배는 포장에서의 재배 기간이 육묘재배보다 30~45일 더 길다. 따라서 육묘이식재배

와는 초기 생육에 따른 흡비력과 개화 결실되는 시기가 다르므로 비배관리를 달리하여야 

한다. 터널조숙재배 작형으로 직파재배 시 기존의 육묘이식재배와는 시비시기 및 방법, 시비

량, 기비와 추비의 비율 등을 달리한 결과 기비를 30%, 추비를 70%로 하여 5회 균등 시비하

을 때 과장이 길고, 수확과수가 많았으며, 수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40>.

     * 품종 : 태양, 파종 : 3월 27일, 피복 : 흑색 PE, 재식거리 : 150×30㎝
     * 추비 : N, K 5회 균등 시비

그림 6-39. 직파재배 시 시비 방법별 과 특성 및 수량,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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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수경재배

가. 수경재배 특징

1) 정의

수경재배(Hydroponics, Soilless culture)는 토양 신 물이나 고형배지에 생육에 필요한 

무기 양분을 골고루 녹인 배양액을 공급하면서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이다. 수경재배는 크게 

비고형배지경(담액수경, 박막수경, 모세관수경, 분무수경, 아쿠아포닉), 고형배지경(사경재배, 

역경재배, 암면재배, 펄라이트 재배, 코이어재배, 기타재배(훈탄, 왕겨, 톱밥 등)), 특수수경(식

물공장, 수직농장)으로 나뉜다. 수경재배는 토양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연작장해를 회피할 

수 있고 식물의 양을 균일하게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어 고품질 생산이 가능하다. 또한, 

배지 내에는 병해충이 없으나 외부의 병원균 침입 시 피해가 크다. 또한, 초기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고 양액조성, 농도 등 정 한 재배관리 기술이 요구된다.

2) 현황

수경재배 면적은 1992년 17ha에서 2017년 6,196ha까지 급격히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20

년 3,949ha로 수경재배는 여러 재배적인 장점과 더불어 농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 6-52>.

표 6-52 수경재배 면적 변화

재배연도 1992 2000 2013 2014 2017 2018 2019 2020

재배면적(ha) 17 700 2,833 2,981 6,196 3,409 3,696 3,949

※ 자료 :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농림축산식품부

수경재배용 배지는 2000년  초반에는 펄라이트와 암면 위주의 무기 배지가 일반적이었다. 

무기 배지는 분해가 잘 안 되어 처리가 문제로 두되어 유기 배지로 체되어 코이어(코코피

트)가 이용되었다<표 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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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53 수경재배 배지 종류

재배
연도

고형배지경 순수수경

소계 펄라이트 암면 코이어 기타 소계 담액경 박막경 분무경 기타

2000 380 229 136 - 15 - - - - -

2013 1,867 482 344 603 438 966 64 32 290 580

2018 2,989 870 298 1,198 624 419 59 33 120 206

2019 3,325 824 304 1,568 631 371 73 22 76 200

2020 3,591 869 321 1,774 628 358 81 28 42 206

※ 자료 :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생산실적, 농림축산식품부

국내 수경재배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가 전체 수경재배 면적의 약 90%를 차지하며 고추

는 수경재배 초기 정착기인 2001년 189ha의 재배면적을 차지하며 주 재배 작물이었으나 

최근에는 부산, 경남 등 10ha 미만 면적으로 풋고추가 재배되고 있다<표 6-54>. 

표 6-54 채소류 작목별 수경재배 현황(ha)

재배연도 고추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오이

2000 118.3 76.2 26.2 253.0 33.5

2005 16.4 228.4 58.6 106.5 20.4

2012 10.2 371.2 316.9 198.0 16.8

2019 9.6 533.9 2,049.7 778.9 26.3

※ 자료 : 농업기술길잡이, 농촌진흥청

나. 배양액 관리기술

1) 비료 종류

원예식물의 80∼95%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추는 약 74%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육에 필요한 16가지 원소를 필수 원소라고 하며 산소(O)와 수소(H)는 물로부터, 탄소(C)는 

공기 중에서 흡수되고 나머지 원소는 뿌리를 통하여 흡수된다. 다량원소는 질소(N), 인산(P),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 황(S) 6가지이며, 미량원소는 철(Fe), 붕소(B), 망간(Mn), 

아연(Zn), 구리(Cu), 몰리브덴(Mo)으로 구성된다.

질소는 비료를 공급하는 양분 중 가장 많이 필요한 성분이며 보통 질산태질소(NO3-N), 

암모니아태 질소(NH4-N) 형태로 식물에 흡수된다. 채소는 질산태에 암모니아태를 소량 겸용

할 때 생육이 좋은 경우가 많아 질산태질소 : 암모니아태질소 10 : 1 비율이 알맞다(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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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배양액 내 존재하는 인산 이온 형태는 pH에 따라 다르며 pH 5.0에서는 용액 중 

거의 H2PO4
-만이 존재하고 pH 6.0에서는 인산의 10%가 H2PO4

2-, 90%가 H2PO4
-로 존재한

다. 철은 산성에서 용해도가 높고 중성이나 알칼리성에서 난용성으로 침전이 발생하므로 킬레

이트 철을 이용한다. 수경재배 배양액에 사용할 수 있는 비료들은 <표 6-55>와 같다.

표 6-55 비료의 종류

비료기호 비료명 용해도(g/L) 함유원소 특징

다량원소

KNO3 질산칼륨 334 K+, NO3
-

KH2PO4 인산칼륨 330 K+, H2PO4
- 고가

MgSO4・7H2O 황산마그네슘 720 Mg+, SO4
2-

Ca(NO3)2・4H2O 질산칼슘 극대 Ca2+, NO3
-

CaCl2 염화칼슘 가용

K2SO4 황산칼륨 118 K+, SO4
2- 난용성, 조정용

NH4H2PO4 인산2수소암모늄 330 NH4
+, H2PO4

-

NH4NO3 질산암모늄 902 NH4
+, NO3

- 질소 조정용

(NH4)2SO4 황산암모늄 531 NH4
+, SO4

2- 조정용

NaH2PO4 인산2수소나트륨 극대 Na+, H2PO4
- 인산 조정용

NH4Cl 염화암모늄 조정용

KOH 수산화칼륨 K+,OH- pH 조절용

H2SO4 황산 H+, SO4
2- pH 조절용

미량원소

FeEDTA 철이디티에이 Fe2+ 고가

H3BO3 붕산 51 BO3
3- 고가

MnSO4・4H2O 황산망간 720 Mn2+, SO4
2-

MnCl2・4H2O 염화망간 632 Mn2+, Cl- 염소 공급용

ZnCl2 염화아연 1,280 Zn2+, Cl- 염소 공급용

ZnSO4・7H2O 황산아연 546 Mn2+, SO4
2-

(NH4)2MoO4 몰리브덴산암모늄 NH4
+, MoO4

2-

CuSO4・5H2O 황산구리 Cu2+, SO4
2-

※ 자료 : 수경재배의 이론과 실제

2) 배양액 조성

작물의 종류, 품종, 생육단계, 재배시기, 환경 등에 따라 양분 흡수의 양상이 달라지며 사용

할 배양액 조성이 결정되면 비료염을 선택하여 배양액을 조제해야 한다. 배양액을 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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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필요한 비료를 큰 배양액 통에 직접 녹이는 방법과 100∼1,000배 

짙은 농도의 원액을 만들어 놓았다가 필요할 때 희석하여 탱크에 넣는 방법이다. 직접 녹이는 

방법은 배양액의 농도가 옅으므로 침전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만 탱크보다 큰 배양액 

통을 구하기 어렵고 비료 성분이 완전히 녹았는지 확인이 쉽지 않아 실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농축 배양액을 이용하는 경우 <표 6-56>과 같이 조제하면 된다. 또한, 배양액에 여러 가지 

비료를 같이 녹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비료 사이에서 화학반응을 일으켜 침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혼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표 6-57>. 배양액 통은 최소한 반드시 A, B 2개를 

준비하여야 하며 비료는 각각 무게를 ±5%까지 정확하게 측정한다. 이때 조해성(공기와 접촉

하면 수분을 흡수하는 특성, Na, K, Ca를 포함하는 비료가 주로 해당)이 강한 질산칼슘과 

같은 것은 무게가 달라지므로 항상 봉하여 보관한다. 보통 배양액은 2∼3주 간격으로 배양

액을 갈아 주어야 하는데 이는 원소에 따라서 흡수 정도가 달라 원소 간에 불균형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일부 원소가 결핍되거나 축적되게 되고 원소에 따라 흡수하는 속도가 

달라 pH가 다르게 되는데 이를 알기 위해선 분석을 해야 하지만 고가의 장비이므로 양분 

부족을 막는 체 방법은 정기적으로 배양액을 교환하는 것이다.

표 6-56 배양액 농축 비료 만드는 순서

A 탱크 B 탱크

 1. 질산칼슘을 녹인다.

 2. 질산암모늄을 녹인다.

 3. 질산칼륨을 녹인다.

 4. 킬레이트철을 녹인다.

 5. 잘 혼합시킨다.

 1. 황산마그네슘을 녹인다.

 2. 일인산칼리(일인산암모늄)를 녹인다.

 3. 황산칼리를 녹인다.

 4. 질산칼리를 녹인다.

 5. 미량원소*를 녹인 비료를 첨가한다.

  * 미량원소 혼합순서 : 붕산 → 황산아연 → 몰리브덴산나트륨 → 황산망간 → 황산구리

※ 자료 : 수경재배의 이론과 실제

표 6-57 배양액 조제 시 서로 혼합해서는 안 되는 비료

원소 또는 이온 혼합하면 안 되는 비료

 칼슘(Ca)  황산 및 인산 비료

 킬레이트 철(Fe EDTA)  인산 비료

 몰리브덴산소다(Na2MoO4)  농축 비료액

 탄산수소칼륨(KHCO3)  산

※ 자료 : 수경재배의 이론과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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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고추 배양액의 조성과 비료량을 계산한 것은 <표 6-58>과 같다. 비료 종류에 따라 양이 

달라지며 질산칼슘 4수염을 사용할 때와 10수염을 사용할 때 다른 비료(질산칼륨, 제1인산암

모늄 등) 투입량도 달라진다<표 6-59, 6-60>.

표 6-58 고추 수경재배 배양액조성

대상작물
성분농도(me·L-1)

NO3-N NH4-N P K Ca Mg

한국 풋고추 12 1 3 7 4 2

야마자키피망액 9 0.3 0.8 6 3 1.5

※ 자료 : 농업기술길잡이, 농촌진흥청

표 6-59 풋고추 양액조성 시 질산칼슘 비료 형태별 조성 비료량(g·1,000L-1)

KNO3
Ca(NO3)2
·4H2O

MgSO4

·7H2O
NH4H2PO4

5Ca(NO3)2
·2H2ONH4NO3

NH4NO3

질산칼슘 4수염 707 472 246 115 - -

질산칼슘 10수염 606 - 246 136 432 48

※ 자료 : 농업기술길잡이, 농촌진흥청

표 6-60 미량요소 비료 소요량(g·1,000L-1)

철 붕산 황산망간 황산아연 황산구리 몰리브덴산나트륨

15〜25g 3g 2g 0.22g 0.05g 0.02g

※ 자료 : 농업기술길잡이, 농촌진흥청

3) 배양액 EC관리

EC(Electrical Conductivity, 전기전도도)는 전기가 통하는 정도로 높거나 낮다는 것은 배양

액 내 비료 성분이 많거나 적다는 뜻이다. EC로는 이온의 개별적인 농도를 알 수 없으나 

전체 농도를 아는 데 편리하며 이온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온의 농도가 높을수록 EC 값이 

크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2∼4dS·m-1의 범위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표 6-61>. EC관리는 

작물별 품종, 생육단계, 환경조건 등에 따라 고려하여 관리하여 한다. 날씨가 흐린 날은 좋은 

날보다 양액의 농도를 다소 높게 공급하는데, 이는 흐린 날에는 식물의 활력이 그만큼 떨어져 

흡수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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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61 전기전도도와 식물 생육과의 관계

전기전도도(dS·m-1) 식물의 생육상

0〜2  모든 작물이 생육 가능

2〜4  염분에 매우 예민한 작물은 생육 불량

4〜8  내염성 작물만이 생육 가능

8〜16  대부분의 작물이 생육 불량

16〜  생육 불량

※ 자료 : Bernstein I, 1970. Salt tolerance of plants.

풋고추 품종마다 표준농도 차이가 있지만 수경재배 시 수량성에서는 6월 이전의 저온에는 

표준농도보다 높은 농도로, 7, 8월 고온기에는 표준농도보다 낮은 농도로 9, 10, 11월에는 

표준농도, 12월∼익년 2월에는 표준농도 이상으로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풋고추 생육단계별 적정 배양액 EC 농도를 보면, 정식 후 1개월, 즉 초기 과번무를 방지해야 

할 시기에는 ‘녹광’은 EC 1.0 이하, ‘청양’은 0.6∼0.7, ‘꽈리’는 0.5 정도 관리한다. 생육최성기

는 ‘녹광’은 EC 1.8∼2.0, ‘청양’은 1.5∼1.6, ‘꽈리’는 1.3∼1.4로 관리하고 뿌리가 노화되는 

생육 후기에는 ‘녹광’은 EC 1.5 내외, ‘청양’은 1.3, ‘꽈리’는 1.0 내외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암면 배지를 사용할 경우, 이 기준보다 0.3∼0.5씩 높게 관리하는 것이 적당하고 코이어 배지

는 초기에 배지에 양분이 흡착되므로 공급 EC를 더 높여야 한다<표 6-62>.

표 6-62 풋고추 생육단계별 적정 배양액 EC 농도

품종
적정 급액 EC(dS/m)

생육초기 최성기 후기

녹광 0.8〜1.0 1.8〜2.0 1.5〜1.6

청양 0.6〜0.7 1.4〜1.6 1.2〜1.4

꽈리 0.5〜0.6 1.2〜1.4 0.9〜1.1

※ 자료 : 농업기술길잡이, 농촌진흥청

4) 배양액 pH 관리

배양액의 pH는 5.5∼6.5가 좋으나 5.0∼7.0 범위라면 생육에 큰 향이 없다. pH가 4.5 

이하로 떨어지면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과 같은 알칼리성 염이 불용화되고, pH가 7 이상일 

때에는 철이 수산화철(Fe(OH)3)로 침전되어 식물이 이용할 수 없게 되고 pH가 8 이상일 

때에는 망간과 인산이 결핍된다. pH가 4 이하이거나 9 이상일 경우에는 뿌리 세포의 세포막이 

파괴되는 등 직접적인 해도 나타나게 된다. 철(Fe-EDTA)은 넓은 범위의 pH에서 안정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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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되어 있으나 pH 5.0에서 7∼10일 사이에 10% 정도 불용화되고 pH 7.5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20%가 불용화된다. 일반적으로 pH가 낮은 경우 음이온의 흡수가 좋고 반 로 

pH가 높은 경우 양이온의 흡수가 좋아 다량원소 흡수에는 pH 6이 가장 적당하고 철, 구리, 

망간, 아연 같은 미량원소에는 pH 5∼6, 몰리브덴은 pH 6.5∼7이 가장 적합하다.1)

작물의 이온 흡수에 따른 근권부 pH 변화를 보면 작물의 양이온(K+, Mg+ 등)을 흡수하면 

뿌리에서 수소이온(H+)이 방출되어 근권의 pH가 낮아지고 음이온(NO3
-, SO4

2-등)을 흡수하

면 수산이온(OH-)이 방출되어 pH가 높아진다.

pH를 높이는 데는 수산화칼륨(KOH)을, pH는 낮추는 데는 황산(H2SO4), 질산(HNO3) 

또는 인산(H3PO4)을 사용한다. pH를 1만큼 높이는데 는 배양액 1톤당 KOH을 5ml 정도 

넣으면 되나 이는 일시적이라 단시일 내 다시 하강하는 경우가 많으며 pH가 계속 낮아지는 

경우 탄산칼륨 또는 수산화칼륨을 용수의 pH 교정에 필요한 양을 계산하여 투여한다. 질산은 

1N(물 1L에 62cc) 농도, 인산과 황산은 3N(물 1L에 인산은 69cc, 황산은 84cc) 농도로 

만든 후 산 탱크에 넣어 액비혼합장치에 부착된 pH 보정 장치에 의해 필요한 양만큼 흡입되어 

pH를 조정한다.

5) 양액 공급량 및 횟수관리

양액 1회 공급 시 작물당 60∼150mL씩 하고 1일 공급 횟수는 겨울철에는 7∼8회, 여름철에

는 10∼20회 범위에서 배액률이 20∼30%가 되도록 공급한다. 작물 1주당 1일 1∼2L 정도 

급액 하면 되는 데 생육초기나 겨울철 재배 시에는 1일 1L 이하로 생육 최성기나 여름철 

재배 시 1일 2L 정도 급액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배지의 용량, 종류, 생육단계, 일사량 등 

조건에 맞게 적정 급액량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지 입자가 굵거나 물 빠짐이 잘 되는 

배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1회당 주는 양을 적게 하되 주는 횟수를 늘리는 것이 배액의 양을 

줄일 수 있고 양·수분 흡수가 많아지게 된다. 반 로 입자가 작아 배수가 잘 안 되는 경우 

급액하는 간격을 길게 하고 횟수는 줄여서 근권이 과습하지 않도록 한다.2)

1) 출처 : 수경재배의 이론과 실제

2) 출처 : 농업기술길잡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