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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형태적 특성

가. 종자

고추 종자의 외형은 납작하고, 아심장형이다<그림 4-1>. 크기와 중량은 품종에 따라 다르지

만 평균 천립중은 1.2~7.2g이고, 길이 2.0~5.0mm, 폭 1.8×4.3mm, 두께는 0.7~1.3mm 

이다. 활력이 있는 종자는 광택이 있으나 오래된 종자는 황갈색이다. 종자의 해부학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그림 4-2>. 고추 종자의 표피 세포는 크고, 내벽과 측벽이 매우 두껍다. 표피 

아래에는 유조직이 있으며, 유조직 내부에는 강하게 눌린 여러 층의 작은 세포층이 있다. 

종자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내배유는 지방과 단백질을 함유한 발달된 조직이다.

그림 4-1. 고추 종자

a : 표피,  b : 유조직,  c : 내배유

그림 4-2. 고추 종자의 횡단면

나. 꽃

화아분화가 일어난 후 꽃잎이 생길 때까지는 7~8일이 소요된다. 암술과 수술이 형성될 

때까지 7~8일이 더 소요가 되고, 10일 정도 지나면 화분과 배주가 형성이 된다. 이 후 5일 

정도 더 지나면 개화가 이루어진다. 꽃잎의 수는 부분 5~6개이지만 종에 따라 7~8개인 

경우도 있다. 정상적인 꽃은 장화주화이며 결실률이 높지만 단화주화인 경우 결실률이 낮아 

낙화하기 쉽다<그림 4-3>. 식물의 양 상태가 좋을 경우에는 정상화가 많지만 양상태가 

좋지 않다면 단화주화가 많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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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고추 꽃의 구성

다. 유식물

유식물의 자엽은 진한 녹색이며, 선상피침형(線狀披針形)이지만 품종에 따라서 크기나 두

께가 다르다. 제1본 엽은 난상피침형(卵狀披針形)이며, 털이 약간 있거나 전혀 없다. 배축은 

회자색(灰紫色)이며, 품종에 따라 짙은 자색, 옅은 자색이 있고 털이 많이 생긴다. 

라. 잎

종자의 유아 중에 2매의 엽을 가지고 있으며, 잎의 모양은 품종에 따라 다르다. 소과종의 

잎은 가늘면서 길고, 과종의 잎은 둥근형이다. 생육 시기, 기상조건이 잎에 향을 주게 

되는 경우, 과종의 잎은 엽록소의 함량, 기공의 크기, 기공의 수 등 향을 많이 받아 소과종

과는 다르게 흡수, 동화기능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인다. 

마. 분지

본 잎이 11~13매이고, 첫 꽃이 생긴 후에는 점차 많은 분지가 일어난다. 분지의 1본은 

굵고 단단하지만 다른 가지는 가늘고 약해지게 된다. 분지의 모양은 품종에 따라 다르며 개장

형, 반개장형, 직립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바. 과실

과실의 모양은 품종에 따라 다양하며 과실의 크기는 양 상태, 착과 수, 착과 위치, 착과 

시기, 꽃의 수분 상태의 향을 많이 받는다.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은 과실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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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종자의 착생 부분인 태좌와 격벽 사이에 부분 분포하고 

있다<그림 4-4>. 따라서 과피와 종자에는 캡사이신 함유량이 적다. 부분의 과종은 캡사이

신 함량이 적고, 소과종은 캡사이신 함량이 높다. 캡사이신 생성은 개화 후 5주경에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그림 4-4. 과실 내 부위별 캡사이신 함량

사. 뿌리

발생 초기의 뿌리는 수직으로 신장하지만, 육묘이식재배를 하면 직근은 거의 절단된다. 

따라서 남은 줄기의 기부에서 측근이 발생하여 토양 표면에 넓게 분포하면서 아래로 신장하여 

근계를 형성하게 된다. 고추는 뿌리가 가늘고 얕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비배관리 시 유의하여야 

한다. 비료 부족, 관수 부족에 의해 뿌리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비료효과가 지속되도록 적정관

수를 할 필요가 있다. 비료가 많을 경우에는 세근이 되어 뿌리를 약하게 하여 생육을 저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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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생리적 특성

고추는 과채류 중에서도 가장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고온성 채소이며, 온도 관리가 생산량에 

중요한 요인임으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육묘 시 발아를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온도를 

28~30℃로 맞추어 주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20℃ 이상은 유지되어야 한다. 적당한 온도조건

에서는 파종 후 3~5일이면 싹이 나오며, 싹이 난 후 온도는 낮 27~28℃, 밤 22~23℃로 

관리한다. 파종상에서 본잎이 2~3매가 되면 가식상이나 포트로 옮겨 심으며, 이때는 파종상 

온도보다 2~3℃ 높여 뿌리내림을 촉진하고 4~5일 지난 후 온도를 서서히 낮추어 낮 25~2

7℃, 밤 15~17℃, 지온 18~20℃ 정도로 관리한다. 아주 심기(정식) 전에는 아주 심은 후의 

본밭의 기상환경에 견딜 수 있도록 육묘상의 온도를 점차 내려 낮 22~23℃, 밤 14~15℃, 

지온은 20℃에서 15℃ 가까이 낮추어 관리하면서 묘를 단단하게 키워야 한다<표 4-1>.

표 4-1 가지과 작물별 발아 최적 온도 및 최고, 최저온도

작 물 최적온도(℃) 최고온도(℃) 최저온도(℃) 비고

고추 20~30 35 10
 발아 시에는 

암상태가 유리
토마토 20~30 35 10

가지 15~30 33 10

온상 온도와 묘소질의 관계를 보면 지온이 높아지면 꽃 수가 많아지고, 첫 개화는 빨라진다. 

그러나 낙뢰(꽃봉오리가 떨어지는 것), 낙화(꽃이 떨어지는 것)가 많아지므로 지온은 24℃가 

적당하다. 지온이 너무 높게 되면 뿌리가 웃자라 꽃의 소질이 나빠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꽃 수가 줄어들게 된다. 또한, 지온이 너무 낮으면 건조 및 비료 부족이 일어나기 쉽고 뿌리의 

발육이 억제되므로 지상부의 생육도 줄어들어 꽃 수가 감소된다. 그러므로 기온이 높아 지상부

가 웃자라게 될 때는 지온을 낮추어 뿌리의 발육을 억제해서 지상부의 발육을 조절하여 꽃 

수가 많아지도록 한다. 반 로 기온이 낮아 지상부의 생육이 불량할 때에는 지온을 높여 뿌리

의 신장을 촉진시키고 지상부의 생육을 좋게 하여 꽃 수가 많아지도록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고추는 지온의 향보다 기온의 향을 크게 받으므로 기온 확보에 주의해야 한다. 밤 온도가 

낮아질수록 1차 분지(방아다리)까지의 엽수가 증가하고, 개화가 늦어진다. 위 조건들을 고려

할 때 고추재배에 알맞은 최저 기온은 18~20℃ 정도로 고온성이다. 고추의 꽃이 가장 왕성하

게 피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이며, 꽃가루(화분)가 나오는 것은 꽃이 피는 것(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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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늦어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가 최성기이지만 품종에 따라서는 오후에 꽃가루가 나오는 

품종도 있다. 화분 발아(꽃가루관이 나오는 것)는 꽃피기 1일 전의 꽃가루에서도 발아하여 

화분관 신장(꽃가루관이 자라는 것)이 가능하지만, 당일에 핀 꽃의 꽃가루가 더 잘 발아하고 

신장한다. 꽃가루의 발아, 신장의 적온은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0~25℃이며, 15℃보다 

낮은 온도 혹은 30℃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잘 발아하지 못한다. 꽃피는 시기에 고온이 지속되

거나 고온장해를 받으면 수정(꽃가루가 자라 배주와 만나 종자가 될 배를 만드는 것) 능력이 

없는 화분의 형성이 많아지며, 꽃이 피기 2주일 전의 평균기온과 수정 능력이 없는 화분의 

발생 비율이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 4-2>. 

표 4-2 고추의 꽃가루(화분) 발아 및 화분관 신장과 온도

온도(℃)
화분발아율(%) 화분관 신장(㎛)

사자고추 녹광 사자고추 녹광

10 0.8 0.2 58.8 80.0

15 53.6 47.5 197.6 140.6

20 46.6 40.7 1,230.4 1,291.0

25 39.8 40.4 1,732.6 1,819.1

30 30.2 20.5 1,395.1 1,580.0

35 10.2 5.4 107.0 48.0

40 0.1 0.0 43.3 -

고추는 수정이 되지 않아도 단위 결과로 열매가 달리게 되나 과실 내에 종자가 형성되지 

않아 기형과 또는 석과(돌처럼 딱딱해지면서 잘 자라지 못해 작은 고추가 되는 것)가 된다<표 

4-3>, <그림 4-5>. 이런 현상은 특히 시설 내 저온기 재배에서 발생이 심하고 장마가 오랫동

안 계속되는 경우에도 발생된다. 밤 온도와 단위 결과와의 관계를 보면 13℃에서도 단위 

결과는 가능하지만 종자가 없는 과실이 되고, 18℃ 이상에서는 정상적인 착과가 이루어지고 

종자가 형성된다. 고추 온도와 착과율과의 관계를 비교하여 보면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10~16℃) 착과된 과실의 발육이 불량하고 착과율도 떨어지며,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21~2

7℃) 생육이 양호하고 꽃도 많이 형성되지만, 착과율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온도가 16~2

1℃에서는 생육은 떨어지나 꽃이 피고(개화), 열매가 달리는 것(결실)은 높은 경향을 보여 

고추에서의 개화, 결실에 적정한 온도는 16~21℃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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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단위 결과에 미치는 야간온도의 영향

품종명
13℃ 18℃ 23℃

종자 수(개) 단위결과(%) 종자 수(개) 단위결과(%) 종자 수(개) 단위결과(%)

품종1 0.0 100.0  58.5 0  89.8 0

품종2 0.8  78.5 102.0 0  91.2 0

품종3 0.0 100.0  48.0 0 163.0 0

품종4 0.0 100.0  79.0 0 208.0 0

그림 4-5. 석과(좌), 기형과(우)

나. 광

고추는 광에 해서 토마토나 오이보다 덜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마토는 광의 세기

(광도)가 낮아지면 화아분화가 늦고, 착과 절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고추는 이러한 

경향이 거의 없다. 이는 토마토의 광포화점이 7만 lux이나 고추의 광포화점은 3만 lux로 다른 

과채류보다 낮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추는 극단일(햇빛을 받는 시간이 짧아지는 것)을 제외

하고는 광도에 큰 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햇빛을 충분히 쫴주는 것이 생육에 좋고, 개화 

결실에도 효과적이다. 햇빛을 제한하게 되면 생육이 불량해지고 착과율과 과실비 가 느려져

서 수량이 적어진다. 실제 고추재배에서 햇빛 부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시설재배이다. 시설재

배에서는 하우스 내의 보온자재나 하우스 골재에 의해 광선의 제한을 받기 쉬우므로 시설재배

에서는 이랑을 가능한 한 넓게 하고 주간을 어느 정도 식하는 것이 유리하다. 고추의 일일 

광합성량은 오전에 전체의 70~80%, 오후에 20~30% 정도가 이루어지므로 고추는 오전 중에 

햇볕을 잘 쪼이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다. 고추는 장일(햇빛 받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 조건에서 

파종 후 개화까지의 소요일수는 짧아지며 착과 수는 다소 많아지는 경향이지만 일장(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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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의 햇빛을 받는 시간)은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표 4-4>. 

표 4-4 광의 광도와 수량과의 관계 (門田 : 1967)

광도　
(%)

지상부중
(g)

개화수　
(개)

착과율　
(%)

낙과율　
(%)

수확과수
(개/주)

수량　
(g/주)

1과중　
(g)

100 157.7 86 72.1 27.9 62 454.8 7.3

50 121.5 71 63.4 36.9 45 292.8 6.5

20 108.4 68 51.5 48.5 35 128.8 3.7

※ 광도 100% : 맑은 날 50,000lux, 구름 낀 날 5,000∼6,000lux, 광도 50% : 차광망 1겹, 광도 

20% : 차광망 2겹 설치.

다. 수분 

고추의 뿌리는 주로 토양 속으로 깊이 자라지 않고 흙의 표면에 분포하는 천근성(뿌리가 

깊게 들어가지 않는 성질)으로 토양이 건조하면 수량이 낮아지고, 여러 가지 생육 장해가 

발생된다. 물 주는 양은 날씨, 흙의 특성(토성), 환기량, 착과율, 시비량, 멀칭유무 등을 고려하

여 적절하게 조절하여야 한다. 노지 재배에서는 여름철의 건조가 생육 및 수량에 크게 향을 

미치므로 밭이 계속 건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노지 재배에서는 여름철 장마기에 

접어들면 오히려 침수에 의한 뿌리의 기능이 나빠져 습해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 침수된 

지 2일 정도가 지나면 식물체가 죽게 된다<표 4-5>. 

이는 멀칭재배를 하는 경우(특히, 투명 멀칭을 하는 경우) 그 경향이 더욱 뚜렷하여 침수되었

다가 햇빛이 나게 되면 고추가 시들게 되는데 이것은 뿌리가 과습으로 인해 장해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추는 건조에도 약하고 침수에도 매우 약하므로 배수 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하고, 가뭄 때는 관수시설을 설치하여 적기에 물을 주는 것이 수확량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

이 된다.

표 4-5 침수 시간이 고추 품종별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구분
생존율(%) 생과 수량(kg/10a) 및 수량지수

신흥 대풍 신흥 수량지수 대풍 수량지수

침수기간

(일)

0 100 100 1,282 100 671 100

0.5 100 98 1,239 97 487 69

1 88 901 945 74 309 51

2 13 5 63 5 0 0

4 0 0 0 0 0 0

6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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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료

고추는 비료에 한 반응이 비교적 둔감한 작물이지만 생육 기간을 통해서 비료 성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가 아니면 수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료를 알맞게 주는 

것이 다수확에 유리하다<표 4-6>. 

시비량은 토양의 비옥도, 연작 횟수, 앞 작물과의 관계, 재식주수, 재배 기간, 비료 성분의 

흡수 이용률, 노지재배 및 시설재배 등에 따라 다르다. 노지 재배에서는 강우에 의한 비료의 

용탈(빗물에 비료 성분이 씻겨 내려가는 것)이 심하여 질소비료의 이용률이 30~40% 밖에 

안 되지만, 시설재배의 경우에는 비에 의한 용탈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비료 이용률은 노지보

다 높은 편이다. 작형별 표준 시비량은 표와 같다. 표준 시비량은 노지 고추의 경우 질소-인산

-칼리의 성분량으로 각각 19.0-11.2-14.9ka/10a이고, 풋고추 시설재배의 경우는 

22.5-6.4-10.1kg/10a이다<표 4-7>.

표 4-6 고추재배에 적합한 토양의 화학성

산도
(pH, 1:5)

유기물
(g/kg)

인산
(mg/kg)

양이온 교환용량(CEC) (cmol+/kg) CEC
(cmol+/kg)

EC
(dS/m)칼리 칼슘 마그네슘

6.0〜6.5 25〜35 450〜550 0.7〜0.8 5.0〜6.0 1.5〜2.0 10〜15 2이하

표 4-7 작형별 고추의 표준 시비량 (kg/10a)

구분 질소(N) 인산(P) 칼리(K) 퇴비 석회(Ca) 비고

노지재배 19.0 11.2 14.9

2,000 200
퇴비, 석회는 

실량임
시설재배 22.5 5.4 10.1

밀식재배 19.0 12.3 15.5

마. 토양

고추는 뿌리가 주로 표토(토양의 위 부분)에서 30cm 정도의 깊이 안에 전체 뿌리 양 중 

80%정도가 분포하는 천근성(淺根性) 작물이다. 또한, 타작물에 비해 부정근(不定根)이 잘 

발생하지 않아 지상부 생육에 비해 지하부 발달이 잘 안 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다른 작물에 

비해 지상부/지하부 비율이 상 적으로 높아 바람에 약하고 건조나 습해에도 약하다. 따라서 

양질의 고추를 안전하게 다수확하기 위해서는 지하부 환경을 개선하여 뿌리의 분포가 깊고 

넓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본밭을 깊이 갈고 유기물을 많이 시용하며 이랑을 20cm 

이상으로 높여주는 것이 좋으며, 본밭에 고추를 심을 때는 육묘할 때 포트에 심겼던 깊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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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어 뿌리의 통기성과 배수성(물 빠짐)이 양호하게 한다. 고추는 토양에 한 적응성은 넓은 

편이지만 수분을 보유하는 능력(보수력)이 좋은 양토 또는 식양토가 유리하다. 토양산도(pH)

에 해서는 크게 민감하지 않으나 pH 6.0∼6.5의 토양에서 생육이 좋으며, pH 5.0 이하에서

는 생육이 불량하고 역병 등 토양병해 발생이 증가된다. 

바. 개화 및 착과 습성

일반적인 고추는 정식 단계가 되는 본잎이 11∼13매 전개되었을 때, 이미 30개 가까운 

꽃이 필 준비가 끝나게 되고, 약 10∼13절이 제1차 분지(방아다리)에 첫 개화가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각 분지 사이에 꽃이 맺히는 무한화서(無限花序, 식물체가 자라면서 

계속 꽃이 피는 성질)에 속하며 개 노지 재배 시에는 주당 300∼400개, 시설재배에서는 

600∼1,200개 가까운 많은 꽃이 피지만 일시에 피는 것이 아니고 양 생장과 생식 생장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개화한다. 고추재배에 있어서 꽃이나 과실이 많이 달리게 되는 시기가 

나타나며, 그때에는 뿌리에서 흡수하는 양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잎이나 줄기의 생장이 일시적

으로 멈추게 된다. 그 후에 붉은 고추나 청과를 수확하게 되면 뿌리에서 흡수하는 양수분의 

여유가 생겨 다시 생장하여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러한 과정은 전 생육 기간을 거쳐 보통 3∼4번 

발생한다. 

꽃이 피는 시기는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가 가장 왕성하고 꽃가루가 나오는 시간은 꽃피는 

시간보다 약간 늦어 오전 8시∼12시까지가 가장 왕성하다. 그리고 꽃가루의 발아 및 신장온도

는 품종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20∼25℃이며, 15℃보다 낮은 저온이나 30℃보다 높은 

고온에서는 잘 발아하지 못해 수정 능력이 없는 화분으로 되는 경우가 많다<그림 4-6, 4-7>.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약 70%가 자기 꽃가루받이에 의해 수정이 되지만 30% 정도는 다른 

꽃과의 꽃가루받이를 통해 열매가 맺히게 된다. 특히 시설재배에서는 폐로 인한 다습, 저온 

조건이 유지되기 때문에 수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풍을 하거나 지주를 가볍게 

흔들어 주는 것이 착과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크다. 착과율은 노지 재배의 경우는 10월 중순까

지 수확 가능한 건고추로 계산할 때 총 개화수의 20% 정도이다. 그러나 시설재배에서는 양·수

분 조건과 온도 및 햇빛조건을 적합하게 관리할 경우 50∼60%까지 착과율을 증 시킬 수 

있다. 열매가 크는 시기는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연속적으로 크지만, 양분 전류의 특성상 

낮에 약 60%, 초저녁에 약 40%의 비율로 자란다. 노지 건고추는 보통 개화 후 45∼50일  

지나(평균 적산온도가 1,000∼1,300℃) 착색 성숙이 완료되며 이때가 수확 적기이다. 2000년

 후반 병저항성 품종이 개발되면서 과실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에 수확적기는 56일 전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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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하우스 풋고추의 경우에는 개화 후 15∼20일 지나 과실의 비 가 완료되기 직전에 

수확하는 것이 수량성을 높일 수 있고 소비자의 기호도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이 된다.

그림 4-6. 정상적인 개화 그림 4-7. 불수정에 의한 낙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