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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해 및 습해대책

고추는 천근성 작물로서 건조와 침관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상 여름철에 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물 빠짐이 나쁜 밭의 고추는 피해가 우려된다. 

일단 고추는 물에 잠기면 뿌리의 활력이 나빠져서 많은 피해를 받게 되는데 투명비닐로 멀칭하

을 경우에 피해가 심하며, 증상으로서는 식물체가 시들어 버리며 심하면 나중에 말라죽는다. 

침수상태의 경우보다 관수상태가 고추에 더 큰 피해를 주며, 특히 아주 심은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는 피해가 더 크다<그림 7-1>. 

그림 7-1. 토양습도에 따른 고추역병 발생률,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토양 중에 수분이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물의 흡수는 감소하며,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재배포장이 침관수가 되면 토양 중에 산소공급이 부족하여 뿌리의 호흡작용이 저해되고 

뿌리의 호흡작용이 저하하면 식물체는 정상적인 생리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이것이 물이 

빠진 후 에도 향을 미쳐 흡수가 저하하여 식물체가 시드는 것이다. 또 침관수에 의한 뿌리의 

호흡작용의 저해와 뿌리의 부패로 식물체의 저항성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원균의 침입을 받으

면 병이 발생하게 되는데, 시험결과에 의하면 1일 이내의 침수는 무처리와 생존율에 차이가 

없으나 2일 침수에서는 현저히 생존율이 감소하 고 4일간의 침수에서는 모두 고사하 다. 

그러나 수량에 있어서는 1일간의 침수에서도 수량감소를 가져온다고 하 다. 식물체의 일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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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긴 상태(침수 상태)의 경우보다 식물체가 물에 완전히 잠긴 상태(관수 상태)에서 고추에 

더 큰 피해를 주며, 특히 아주 심은 지 얼마 안 되는 경우에 피해가 더 크다<표 7-1>.

표 7-1 고추 침수에 따른 생존율 및 수량(1987, 농업과학논문집)

구분 품종
침수 기간(일)

0 1/2 1 2 4 6

생존율

(%)

대풍 100 98 90 5 0 0

신홍 100 100 88 13 0 0

한별 100 88 85 15 0 0

수량

(g/주)

대풍 1,119 811 515 0 0 0

신홍 2,136 2,065 1,575 105 0 0

한별 921 634 585 60 0 0

※ 파종 : 2. 28, 정식 : 5. 15, 침수처리 7. 8~7. 14, 수확 : 8. 30까지 적과 수확

장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전 책으로서는 물 빠짐이 나쁜 밭은 가급적 1줄 이랑재배로 

하고 이랑높이를 20㎝ 이상 높게 하고, 물이 잘 빠지도록 도랑을 사전에 정비하여 밭에 물이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고 붉어진 고추는 비가 오기 전에 수확한다<그림 7-2>. 또 장마와 

함께 각종 병이 발생하므로 장마가 오기 직전에 탄저병, 역병 등의 방제약을 예방적으로 살포

한다. 

그림 7-2. 장마에 의한 침수상태와 침수 후 고사상태

비가 오기 전에 한번 살포하는 것은 비가 온 다음에 다섯 번 살포하는 것보다 낫다. 장마중이

나 장마 후의 책으로서는 평탄지나 다습지의 경우는 물 빼기를 철저히 실시해 주며, 쓰러진 

포기는 곧바로 일으켜 세워 준다. 세워주기가 늦을 경우에는 뿌리가 굳어져 나중에 세울 경우

에는 뿌리가 끊어지는 등의 피해를 받게 된다. 겉흙이 씻겨 내려갔을 경우에는 북주기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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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뿌리의 노출을 방지한다. 장마기간 중에는 광합성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식물체가 

연약해지기 쉬우므로 요소 0.2%액이나 제4종 복비를 5~7회 간격으로 2~3회 살포하여 나무

세력을 회복시켜 준다<표 7-2>. 역병, 탄저병, 반점세균병, 담배나방 등을 철저히 방제한다. 

장마철에 농약살포를 할 경우는 전착제를 필히 첨가하여 뿌려줌으로써 약효를 지속시킬 수 

있다.

표 7-2 고추 역병 초기발생 정도에 따른 후기발생 상황

초기역병(장마전) ⇒ 후기역병(장마후)

0.1~1.0% ⇒ 2.7%

1.0~10.0% ⇒ 35.0%

10.0% 이상 ⇒ 75.0%

※자료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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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태풍 피해대책

고추 정식 후 생육 초기에 바람이 지속적으로 불면 고추 줄기는 표면에 상처가 발생되어 

갈색으로 변하면서 휘어지는 피해가 발생한다. 또한, 바람에 의해 식물체 표면의 온도가 낮아

지게 되어 늙은 잎(아랫 잎)은 자색을 띠게 된다<그림 7-3>. 바람을 맞은 고추는 생육이 

저조해지기 때문에 요소 0.2%액이나 양제를 2~3회 엽면살포하여 세력을 회복시켜 준다. 

태풍은 한참 수확할 시기인 8, 9월에 많이 우리나라를 통과하는데, 비와 바람을 동반하기 

때문에 낙과 및 도복 등 단시간에 피해가 커지는 것이 특징이다. 바람에 의한 피해는 생육초기

보다는 착과성기에 발생하기 쉬운데, 착과가 되어 가지가 무거운데다 바람이 세게 불면 식물체 

전체가 도복이 되거나 가지가 찢어지거나 잎이 떨어지는 피해를 받을 수 있다.

풍속 4~6km/h 이상의 강풍, 특히 태풍의 피해를 풍해라 하며, 풍속이 크고 공기 습도가 

낮을 때에 심하며, 풍속이 강하고 공기가 건조하면 증산이 커져서 식물체가 건조하는데 뿌리기

능이 약할 때에는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식물체에 상처가 나면 호흡이 증 하여 체내 양분의 

소모가 커지며, 상처가 건조하면 광산화반응에 의하여 고사한다. 풍속이 강하면 기공이 닫히고 

이산화탄소의 흡수가 감소되어 광합성이 감퇴한다. 냉풍은 작물체온을 저하시키고 심하면 

냉해를 유발한다.

바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배포장 주변에 방풍림을 조성해 주거나 방울타리를 

설치하여 준다. 유인을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개별지주를 하는 경우가 줄 유인하는 경우보다 

피해가 더 심하게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줄 유인의 경우에는 지주가 튼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랑 전체가 도복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랑의 맨 가장자리와 중간 중간에 

튼튼한 지주를 박아 도복을 방지하도록 한다<그림 7-4>.

태풍에 의해 낙과가 많아질 염려가 있으므로 붉은 고추를 미리 수확하고,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하여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한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물 빼기를 철저히 하여 침수되

는 시간을 가급적 줄여주며, 쓰러진 포기는 곧바로 일으켜 세워 지주로 고정시켜 준다. 탄저병

약 등의 살균제와 요소 0.2%액이나 제4종 복합비료를 5~7일 간격으로 2~3회 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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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정식초기 바람에 의한 저온피해

그림 7-4. 태풍에 의한 침수 및 도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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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가뭄 피해대책

가뭄의 피해는 체로 아주심기 한 달 후인 5~6월에 자주 발생하는데, 실제 가뭄에 의한 

피해 시 수량 감소는 7월과 8월이 심하다<표 7-3>. 고추는 침수보다는 가뭄에 다소 강한 

작물로 알려져 있으나, 건조할 경우에는 식물체가 위조(시들음 현상) 피해로 광합성이 감소, 

양분흡수 및 물질 전류 등 생리장해도 저해된다. 시들음 증상을 일으킨 식물체의 세포는 팽압

이 적어지고 생장에 필요한 조직 활력이 상실하게 되며, 수분 및 무기양분의 흡수가 쇠퇴하여 

광합성 능력이 저하되고, 호흡능력이 증가해서 식물체를 약하게 만든다. 또한 생장이 억제되며 

개화 결실에 향을 미쳐 낙화, 낙과 및 기형과 발생을 초래한다<그림 7-5>. 

표 7-3 단수처리 일수에 따른 수량감소

월별
단수기간

(일)
수확과수
(개/주) 

감소율
(%)

수량
(kg/10a)

감소율
(%)

5월
 7 61.3 -17.9 414.1  -3.2 

15 57.0 -23.7 365.4 -14.6 

6월
 7 67.0 -10.3 409.4  -4.3 

15 55.0 -26.4 347.6 -18.7 

7월
 7 61.0 -18.3 395.0  -7.6 

15 56.7 -24.1 338.7 -20.8 

8월
 7 62.3 -16.6 380.2 -11.1 

15 64.0 -14.3 345.6 -19.2 

적         습 74.7   0.0 427.7   0.0 

※ 노지(자연 강우) 수량 : 317.1kg/10a
※ 자료 : 경북 농시연보(’94)

<위조증상> <낙화>  <낙과>  <기형과>

그림 7-5. 가뭄으로 인한 피해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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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물 빠짐이 좋은 밭에서는 관수 등으로 적절한 토양수분 유지(pF 2.0~pF 2.5)를 위한 

책이 필요하다<표 7-4∼7-6>.

표 7-4 고추에 대한 토성별 관수효과

토  성 pF 2.0 pF 2.5 pF 2.7 pF 2.9

사  토 576g 637g 561g 272g

부식질토 785g 859g 594g 343g

표 7-5 관수량과 고추의 수량

관수점(pF) 2.0 2.5 2.7 2.9

관수회수 (회) 15 12 10 4

관 수 량 (㎜) 200 197 173 117

수    량 ( g) 634.7 631.8 593.1 234.2

표 7-6 관수량이 고추의 수량에 미치는 영향

관수개시점
총관수량(㎜)/
총관수횟수

생과중
(g/주)

건조율
(%)

건과중
(㎏/10a)

pF  1.7 680/69 388 19.1 260

pF  2.2 635/31 468 16.5 270

pF  2.7 560/18 352 21.9 269

pF  3.2 255/5 216 19.1 144

pF  3.7 180/3 243 25.4 216

자연강우 657/-(243) 340 24.1 287

※ 관수시기 : 5월 24일 ∼ 10월 25일

고추는 천근성 작물로서 지표하 30㎝ 내에 전체 뿌리 양의 80% 이상 분포하고 있어, 건조가 

심해지면 식물체가 위조되는 등의 피해가 빨리 나타난다. 식물체 세포내의 수분이 감소되면 

제한 인자가 되어 광합성이 감소하고, 양분흡수 및 물질전류 등의 여러 생리작용도 저해된다. 

효소의 작용이 교란되어 합성적 변화가 감소하고, 분해적 변화가 우세하여 단백질 및 당분이 

소모되어 피해를 받는다. 건조에 의해 세포가 탈수 될 때에 원형질은 세포막에서 이탈되지 

못한 채로 수축하므로 기계적 견인력을 받아서 파괴된다. 탈수된 세포가 갑자기 흡수할 때에도 

세포막이 원형질과 이탈되지 않은 채로 먼저 팽창하므로 원형질은 역시 기계적 견인력을 

받아서 파괴되는 일이 있다. 세포로부터의 심한 탈수는 원형질이 회복될 수 없는 응집( 구위

조)을 초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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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체의 생장상태는 토양수분의 흡수와 접한 관계를 가지는데, 뿌리에서 수분의 흡수는 

뿌리를 둘러싸는 토양조건과 뿌리 자체의 체내 조건과의 상호관계에 의해서 지배된다. 뿌리가 

흡수면 근처의 유효수분을 전부 흡수하면 이 부분을 향해서 오는 토양 모관수의 이동은 극히 

완만해지므로, 그 이상의 흡수가 곤란해지지만 뿌리가 다시 수분이 많은 곳을 향하여 신장하게 

되면 흡수를 계속 할 수 있다. 그러나 토양 내에 절 적으로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토양의 

수분 보유력이 뿌리의 흡수력과 같아지면 뿌리가 수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어 작물이 시들어 

건조해를 받게 되는 것이다. 

또 공기중이나 토양내가 건조하면 식물체의 잎에서 증산되는 수분량이 뿌리에서 흡수하는 

수분량보다 많을 때 식물체의 함수량이 감소해 위조가 나타나게 된다. 고추에 있어서는 토양수

분이 pF 3.0 이상으로 오랫동안 지속되면 위조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더욱 지속되면 구 

위조되어 고사하게 된다. 위조에 의한 피해 현상은 식물체의 지하부에서 특히 심하게 나타나는

데 근모의 파괴로 나타난다. 식물체가 위조에서 회복하여 정상적인 생육을 보여도 근모부분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위조를 되풀이 하면 더욱 흡수를 할 수 없으며 결국은 고사하게 

된다. 위조를 일으킨 식물체의 세포는 팽압이 적어지고 생장에 필요한 조직긴장을 상실하게 

되고, 수분 및 무기양분의 흡수가 쇠퇴하게 되어 광합성 능력이 저하되고 호흡이 증가해서 

식물체를 약하게 만든다. 

건조해로 식물체에 나타나는 증상은 먼저 위조증상을 들 수 있으며, 생장이 억제되며 개화결

실에 향을 미쳐 수량이 감소하게 된다. 또 양수분의 흡수저해로 생리장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배꼽썩음과의 발생이 표적이다. 

건조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건성 품종이 개발되어야 하고, 이러한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

하여야 한다. 그리고 포장에 관수하여 적절한 토양수분을 유지시켜 식물체가 생육장해를 일으

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는데, 보통 토양수분이 pF 2.0에서 2.5사이 일 때 수량이 높고 생육, 

개화 및 결실에도 좋은 향을 미친다. 물 빠짐이 좋은 밭에서는 2줄 이랑재배를 실시하고, 

밭 전체에 비닐멀칭을 실시하여 수분증발을 막는다<그림 7-6>. 

그림 7-6. 가뭄방지를 위한 점적관수 및 골 피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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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수방법으로는 고랑에 직접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고랑관수,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두상살

수, 점적테이프를 이용한 점적관수 등이 있는데<그림 7-7>, 이랑관수나 스프링클러를 이용한 

관수방법의 경우는 물에 의하여 전염되는 병원균과 물방울이 튀어 전염되는 병원균이 포장 

내에 잠재하여 있을 경우에는 급속히 전염될 우려가 있으므로 점적관수장치를 이용하여 관수

하는 것이 병의 전염을 방지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좋다.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한 밭은 지온이 높을 때 물을 주면 지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생육에 유리하다. 1회 관수량

은 이랑관수의 경우 3일에 30㎜ 정도가, 150㎝ 이랑에는 이랑 중앙부에 3일에 150㎜ 정도를 

공급하는 것이 적당하다.

<고랑관수> <분사호수> <스프링클러> <점적관수>

그림 7-7. 가뭄방지를 위한 관수방법

관수하기가 어려운 밭이나 경사지의 밭의 경우는 분무기로 고추 포기에 직접 물을 준다. 

관수하기가 불가능한 밭은 김매기를 철저히 한다. 지표면에서의 수분증발을 막기 위하여 포장 

전면을 멀칭 하는데, 멀칭재료로는 비닐, 짚, 풀, 퇴비 등이 있다. 토양표면을 긁어서 토양 

모세관을 붕괴시키고 잡초를 제거해 주면 토양수분의 증발을 막을 수 있다. 또 토양표면이나 

식물체 잎으로부터의 증산작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증산억제제 OED 등을 지면이나 엽면에 

살포한다.

토양이 건조하면 석회의 흡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석회 결핍과의 발생이 많아지므로 염화석

회 0.2%액을 7일 간격으로 2~3회 잎에 뿌려준다. 질소의 시용을 줄여 식물체의 과번무를 

방지하여 토양수분의 소모를 억제하고, 퇴비, 인산, 칼리 등을 시용하여 식물체를 튼튼하게 

키우도록 한다. 건조할 경우에는 진딧물의 발생이 많아지기 때문에 방제를 철저히 하여 바이러

스 병의 전염을 방제하고, 웃거름은 물 비료로 만들어서 포기사이마다 부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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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고온 피해대책

생육적온을 넘어서 최고온도에 가까운 온도가 지속되면 식물체의 생육이 저해되는 등의 

고온해가 발생하게 된다. 발생하는 원인으로서 고온에서는 광합성보다 호흡작용이 우세해지

며, 고온이 오래 지속되면 유기물의 소모가 많아져 식물체가 약해지며, 단백질의 합성이 저해

되고 암모니아의 축적이 많아진다. 암모니아의 축적이 많아지면 유해물질로서 작용하게 되어 

피해를 일으키며, 수분흡수보다 증산작용이 많이 이루어져 위조증상을 유발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혹서기의 경우에는 지표면의 온도나 식물체의 위조 증상을 유발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다. 혹서기의 경우에는 지표면의 온도나 식물체의 잎 온도는 기온보다 10~20℃ 높아지

는 일이 있어서 잎이나 과실이 타는 일도 발생한다<그림 7-8>. 

<일소과> <단위결과>

그림 7-8. 고온에 의한 피해증상

고추의 경우 기온이 높아지면 멀칭내의 지온이 높게 올라가 건조와 겹쳐지면 양분흡수에 

악 향을 미쳐 석회결핍과 등의 발생이 많아지며, 기온이 30℃ 이상으로 높아지면 화분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으로 발아하지 못하게 되며, 수정이 되어도 정상적인 착과가 되지 못하며 

단위결과가 되던지 낙과가 되는 수가 많다. 수정 능력이 없는 화분은 개화 전 13~17일의 

평균기온과 접한 관계가 있으며 30℃ 이상에서는 50% 이상의 높은 비율의 이상 화분을 

나타낸다<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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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7 화분발아 및 화분관 신장과 온도(1965, 광뢰)

온도(℃)
화분 발아(%) 화분관 신장

재래종 녹광조생 재래종 녹광조생

10 0.8 0.2 58.8 80.8

15 53.6 47.5 197.6 140.6

20 46.6 40.7 1230.4 1291.0

25 39.8 40.4 1732.6 1819.1

30 30.2 20.5 1395.1 1580.0

35 10.2 5.4 107.0 48.0

40 0.1 0.0 43.3 -

기온도보다 3℃, 6℃ 고온과 토양수분(적습 30%)이 부족(23%)하게 되면 소과(과장이 

5㎝ 이하) 발생 등 생리장해 발생이 많아져 수량이 크게 감소하므로 고온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고추 생리장해와 병과 발생은 고온구일수록 높아서 6℃ 고온구에서 53% 

이상 발생하 다. 수량은 고온처리구에서 크게 감소하여 외기 비 외기 +6℃처리의 건조처리

구와 적습처리구가 각각 82%와 81% 감소되었다<표 7-8>.

표 7-8 고온과 건조조건이 수량에 미치는 영향

토양
수분

온도
평균과중
(g/과)

수량 
(kg/10a)

생리장해
발생률(%)

상품률
(%)

상품수량
(kg/10a)

수량
지수

외기 9.27 3,771 16.4 83.6 3,152 100

적습 + 3℃ 8.57 2,510 26.0 74.0 1,857 58.9

+ 6℃ 4.95 1,282 53.5 46.5  596 18.9

외기 9.57 2,940 13.1 86.9  2,554 81.0

건조 + 3℃ 5.46 2,574 36.8 63.2 1,626 51.5

+ 6℃ 5.52 1,327 59.0 41.0  544 17.2

※ 자료 : 국립원예특작과학원(’17)

  고추 재배 시 고온(40℃ 이상)에서는 줄기가 도장하여 연약해지고, 과실은 석회결핍증상, 

낙화 및 낙과, 일소과 발생이 심해진다. 온도가 51.6℃에서는 고추 생장점이 고사되었다. 피해 

발생 후 정상 관리(30℃ 이하)로 전환하여 관리하면 새로운 분지가 발생되고, 정상적인 개화 

및 적과 수확이 가능하므로 생장점 고사 시 재정식 보다는 환경 관리를 정상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그림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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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피해(51.6℃)> <정상관리 후 회복> <정상 착과>

그림 7-9. 고추 고온피해 후 회복 정도

고추 묘가 8엽기 때 고온처리(42℃, 10일간)를 통해 고온장해가 나타난 고추 묘를 피해 

정도별로 구분(정상, 피해율 25%, 50%, 75%) 하여, 고온처리 후 회복되는 정도를 비교하

다. 고온 피해를 받지 않은 묘에 비교하여 유묘기에 고온 피해를 25% 정도 받으면 ‘뉴 비가림’

은 수량이 41%, 청양은 56%까지 감소되었다. 피해 정도가 75% 정도 되었을 때는 각각 수량이 

44%, 87% 감소되었다<그림 7-10>.

<뉴비가림 고온처리 후 피해정도> <뉴비가림 고온 처리 후 55일째 회복 정도>

<청양 고온처리 후 피해정도> <청양 고온 처리 후 55일째 회복 정도>

그림 7-10. 고추 유묘기 고온 피해 정도별 회복력 비교, 국립원예특작과학원(’20)



개정증보판

200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

고추에 있어서 기후변화시나리오 RCP 8.5 조건(온도 6℃ 높고, CO2 940ppm, 강수량 

20.4% 증가)이 되면, 고추 꽃이 개화된 후 착과가 되지 못하고 낙화된다. 또한 붉은 고추 

수확 과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평균 과중도 감소하며 과실의 크기가 매우 작아지는 등 상품수

량이 89% 정도 감소하게 된다. 수량은 조구 4,405 → RCP 8.5, 477kg/10a로 89.2% 감소된

다<표 7-9>.

표 7-9 고추 품종별 유묘기 고온피해 후 회복 정도 조사

품 종 처 리
개화기
(일)

과장
(mm)

착과율
(%)

착과수
(개/주)

주당수량 (g/주)

뉴비가림ㅤ

정상주 10.3 13.1 ab 69.0 a 37.8 a    561a (100%)

25% 장해 29.3 12.5 b 55.6 a 28.7 a 328b (59)

50% 장해 34.0 12.7 ab 65.2 a. 30.8 a 376b (67)

75% 장해 35.7 13.4 a 55.6 a 23.3 a 316b (56)

청양ㅤ

정상주 12.7 11.9b 20.6 a 78.3 a   304a (100%)

25% 장해 23.0 13.5a 20.6 a 33.7 b 140b (46)

50% 장해 29.7 12.6 ab 24.8 a 19.8 b  95b (31)

75% 장해 36.3 12.9 ab 0 b 9.7 b  40b (13)

 

* 개화기는 고온처리(42℃, 10일)를 마친 후 정상관리 상태에서 소요 일수  

고온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으로는 시설 내에서는 인위적 냉방, 차광 및 환기 등을 

통해 온도를 내려 줄 수 있으나, 노지 재배에서는 인위적으로 기온을 내려주는 것은 실질적으

로 어렵기 때문에 지온을 내려주든지, 지온이 상승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온을 

내려주는 방법으로는 우선 관수를 들 수 있으며, 여기에는 이랑관수, 스프링클러에 의한 두상

관수 및 점적관수 등이 있다. 적절한 관수로 지온의 하강과 토양수분의 유지로 원활한 양분흡

수로 생육을 도모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멀칭한 비닐위에 

짚이나 풀로 멀칭을 실시하여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하며 동시에 건조도 방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배꼽썩음과 등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염화칼슘 0.3%액이나 칼슘제재를 

엽면 살포해주는 것이 임시적인 조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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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저온피해 및 동해대책

고추는 -0.7~-1.85의 저온에서 잎 등에 동해를 입는데, 저온에 의해 식물조직이 결빙하면 

세포간극에 먼저 결빙(세포외 결빙)이 생기고, 이것이 신장하여 원형질내부로 침투하여 세포

원형질 내부에 결빙(세포내 결빙)을 유발한다. 세포결빙이 생기면 원형질 구성에 필요한 수분

이 동결하여 원형질단백의 응고 및 변화가 생겨서 원형질의 구조가 파괴되어 세포가 죽는다. 

서서히 동결되는 경우에는 세포내 수분의 투과․탈수가 잘 진행되어 세포의 결빙이 용이해져 

세포결빙이 생기기 어려우나, 급히 동결 될 때에는 세포내 결빙이 생기기 쉬워 동사가 용이해

지는 것이다<그림 7-11∼7-12>.

그림 7-11. 저온에 의한 피해증상 (저온처리 시험, 원예원)

그림 7-12. 정식 후 노지 및 터널 내 저온에 의한 피해증상 

고추는 고온 뿐만 아니라 저온에 의해서도 화분의 이상이 일어 날수가 있는데 15℃ 이하가 

되면 역시 30℃ 이상의 고온에서처럼 화분발아율이 낮아지며 화분관 신장도 잘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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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는 화분이 수정되지 않아도 열매가 달리게 되나, 과실 내에 종자가 형성되지 않으면 기형

과가 발생하게 된다. 즉 <표 7-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13℃에서는 단위 결과가 78~100%로 

거의 종자가 없는 과실이 착과가 되지만, 18℃ 이상에서는 정상적으로 착과가 되고 종자수도 

많아 정상적으로 과실이 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7-10 단위결과에 미치는 야온의 영향(1966, 고시)

품    종
13℃ 18℃ 23℃

종자수(개) 단위결과(%) 종자수(개) 단위결과(%) 종자수(개) 단위결과(%)

십시개량 0.0 100.0  58.5 0.0  89.9 0.0

창    개 0.8  78.5 102.0 0.0  91.2 0.0

서    기 0.0 100.0  48.0 0.0 163.0 0.0

녹    왕 0.0 100.0  79.0 0.0 208.3 0.0

경북 북부지역 지역 고추주산지는 매년 정식기 전후로 동해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동해발생 정도에 따른 피해주를 재정식해서 피해 정도에 따른 생육 및 수량성을 조사하

다<그림 7-13>. 

정상 피해 약함
(10%, 이하 생장점 고사)

피해 심각
(50% 이상, 지상부 2~3엽 남음) 

 

그림 7-13. 동해 피해 정도별 피해 증상 비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연구소(’19)

동해피해 정도별(피해 심 : 묘의 50% 이상, 피해 약 : 25% 이하 피해, 정상주 : 피해 없음) 

수량을 비교해 본 결과 초기 수량은 정상주가 높았으나, 피해를 약하게 받은 주(10% 이내)는 

시간이 지나면서 후기 수량이 회복되어 정상주와 비슷하게 회복되었다. 동해발생 시 피해가 

심한 경우(50% 이상) 건전묘를 재정식하고, 피해가 약할 경우 그 로 두고 재배하는 것이 

유리하 다<표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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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1 동해 피해정도별 시기별 수량비교(kg/10a)

피해정도
수확시기(월.일)

전체수량
감소율
(%)8. 5 8.23 9.16 10.16

피해 심각 26c 230b 259a 164b 680b △25

피해 약함 53b 306a 231a 217a 807a △ 6

정     상 89a 319a 217a 221a 846a -

* 피해 심각 : 지상부 50% 이상, 피해 약함 : 10% 이내 동해 피해를 받음

저온해를 피하기 위해서 시설내의 폐된 공간에서는 보온 및 가온을 하나, 노지에서는 

면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시설을 만들어 회피하기는 어렵다. 저온해 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첫째, 내저온성의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하는 것이고, 둘째, 재배지역의 만상일을 피하여 적기

에 정식하는 것이고, 셋째, 포장 주변에 방풍시설을 하여 찬바람을 막아주고, 넷째, 토질을 

개선하여 서릿발의 발생을 경감시키는 것 등이다.

그 외의 방법으로서, ① 관개법 : 저녁에 충분히 관개하면 물이 가진 열이 가해지고, 지중열

을 빨아올리며, 수증기가 지열의 발산을 막아서 약한 서리를 막는 방법, ② 발연법 : 불을 

피우고 젖은 풀이나 가마니를 덮어서 수증기를 많이 함유한 연기를 발산시키면 열이 보태지고, 

수증기가 지열의 발산을 경감시켜 2℃ 정도 온도가 상승되며 서리를 막는 방법, ③ 송풍법 

: 동상해의 위험기에는 지면 가까이보다 상공의 공기가 따뜻하기 때문에 지상 10m 정도에서 

프로펠러를 회전시켜 따뜻한 공기(지면보다 3~4℃ 높음)를 지면으로 송풍하여 서리를 막는 

방법, ④ 피복법 : 저온에 의한 피해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직포나 비닐 등으로 임시로 막덮기

를 실시하여 동상해를 막는 방법, ⑤ 연소법 : 연소에 의해서 알맞게 열을 공급하면 -3~-4℃ 

정도의 동상해를 막을 수 있다. 폐타이어, 중유, 폐목재 등을 태우는데, 발열이 많고 오래 

지속되는 고형연료도 있다고 한다. ⑥ 살수빙결법 : 물이 얼 때는 1g 당 80㎈의 잠열이 발생하

는데 스프링클러 등에 의해서 저온이 지속되는 동안 계속적으로 살수하여 식물체 표면에 

결빙을 지속시키면 식물체의 기온이 -7~-8℃ 정도라도 0℃ 정도를 유지하여 동상해를 방지

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잘하면 가장 균일하고 가장 큰 보온효과를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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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우박 피해대책

우박에 의한 피해는 국지적으로 발생하나,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 책이 어렵고 피해 

또한 아주 심하다. 우박을 예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미리 수확을 하거나 부직포나 비닐 등으로 

피복을 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노지재배의 경우에는 좁은 면적이라면 가능할 수 있지만 

면적의 경우 불가능하다. 우박피해 시 체 작물 파종 또는 다시 고추를 심어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고추 착과 초기인 6월 상순경에 우박 피해를 심하게 받았을 경우는 

측지를 유인하여 잘 관리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수량성을 확보할 수 있다. 고추 묘를 새로 

심는 것은 고온으로 뿌리 활착이 늦고 생육이 지연되어 식물체가 충분한 생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량성이 낮아진다<그림 7-14>.

  ※우박 피해 고추밭 관리: 정식 - 5월 1일(70일 육묘)
  ※우박 피해처리 : 극심-전체분지 완전 손상, 심 - 1~2차분지만 남김

    - 피해 직후 세균병 약제+ 양제 살포

    - 시비(4회) : 피해 처리 7일 후 이랑시비(요소를 10a당 5kg), 7일 이후부터는 2주 간격으로 

관비시비(3회)

그림 7-14. 우박피해 시기별, 정도별 수량 감소 및 재정식에 따른 수량 비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영양고추시험장(’09)

우박피해 재배지는 잎 또는 과실이 떨어지거나 가지가 부러지게 된다<그림 7-15>. 부러진 

가지의 상처를 통하여 병원균 침입 등 생리적 및 병리적인 장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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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피해 발생 7일 이내에 항생제 살포와 더불어 수세를 회복하기 위해 추비를 시비하거나 

4종 복합비료나 요소 0.3%액을 5~7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하여 생육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좋다. 또한 막덮기부직포를 이용하면 피복기간(4월 하순~6월 중순)에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피해 극심>  <피해 심각, 2차분지 이상> <피해 후 약제 살포> 

그림 7-15. 우박 피해 정도 및 피해 후 관리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