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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열대시금치 (Basella alba L.)의 영명은 Malabar spinach, 국명은 인디언시금치 및 아
시안 시금치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나라마다 부르는 명칭은 다르다. 원산지는 동남아
시아 및 열대지방으로 덩굴성 2년생 채소이다. 열대시금치는 빨리 자라서 10m까지 성
장이 가능하고, 줄기는 부드럽고 잎은 하트모양을 갖고 있다. 더위에 잘 견디고 생육이 
왕성하기 때문에 정원의 관상용으로도 이용된다. 

   열대시금치는 줄기와 잎이 녹색인 녹색계통과 붉은색인 적색계통이 있다. 잎은 윤
기가 나며, 녹색계통의 꽃은 백색이고 적색계통의 꽃은 붉은색을 띈다. 어린열매는 녹
색이지만 완숙된 과실은 짙은 보라색으로 직경 3∼5cm 정도이며 과실의 즙은 천연염료
로 이용한다(Lin et al., 2010). 

   식용부위는 어린줄기와 잎을 이용하는데 미끈미끈하다. 하트모양인 잎은 쌈, 샐러드 
및 볶음요리 등으로 이용하고 줄기와 잎은 나물 및 국거리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열대시금치는 비타민, 칼슘, 철분 등이 풍부하다. 또한 열대시금치 잎 추출물은 쥐
의 위궤양 및 위산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Kumar et al., 2012). 열대시금치를 낮
은 온도에 저장시 ascorbic acid 함량은 감소하고 저온피해가 발생한다고 하였다(Hirata 

et al., 1987).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다양한 열대/아열대작물이 도입되어 환경적응성 평가를 농
촌진흥청 온난화대응농업연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열대채소인 열대시금치, 여주 및 
오크라 등을 이용하여 온도 환경적응성 평가 및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 및 적색계통인 열대시금치를 이용하여 최저온도 설정에 따라 생장
과 발육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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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식물체의 재료 (파종 및 육묘)

   열대시금치 종자(녹색 및 적색계통)는 24시간 정도 물에 담근 후 온실 내 육묘상자
에 파종하였다. 온실 내 온도는 25∼30℃로 유지하였다. 본잎이 2∼3매 되었을 때 작은 
포트에 정식하였다(Fig. 1). 

< Green variety > < Red variety>

Fig. 1. The shape of malabar spinach(Basella alba L.) at planting time. 

2.2  최저온도 설정
   정식 7일 후에 하우스 최저온도(무가온, 5℃, 10℃, 15℃ 및 20℃)가 유지되는 하우
스에서 옮겨 열대시금치의 생육상황을 관찰 및 조사하였다. 생육 및 관찰은 3월 13일
부터 5월 10일까지 약 60일간 수행하였다. 무가온 하우스의 최저온도는 3월–2.7℃, 4월
–1.7℃, 5월 8.2℃이었다. 

2.3  생육조사
   생육조사는 약 10∼15일 간격으로 실시하였고, 최저온도처리 및 품종별 잎의 길이, 

잎의 폭, 잎의 수 및 초장을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평균±표준오차로 제시하였다.

3. 결 과

   녹색 열대시금치의 잎의 길이는 기간의 경과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나 무가온 하
우스를 제외하곤 처리간 차이가 없었다. 잎 폭의 생육은 최저온도 10∼20℃에서가 5℃
보다 크며, 잎의 수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많았다. 열대시금치의 길이(초장)는 최저온도 
20℃ 유지에서가 가장 길었고, 최저온도 5∼15℃유지에서는 처리간 차이가 없었다(Fig. 

2). 무가온 하우스에서 재배된 열대시금치는 3월 및 4월에 최저온도가 영하 –2.7∼-1.

7℃로 유지되어 줄기 및 잎은 고사되었다. 그 후 온도가 높아지면서 발아되어 생장이 
시작되었다. 

   적색 열대시금치의 잎의 길이는 기간의 경과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나 무가온 하
우스를 제외하곤 처리간 차이가 없었다. 잎 폭의 생육은 최저온도 5℃유지가 다른 처
리구보다 큰 경향이었다. 잎의 수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많고 처리간 차이는 없었다. 열
대시금치의 길이(초장)는 최저온도 5℃유지가 다른 처리 유지구보다 적었다(Fig. 2, 3). 

무가온 하우스에서 재배된 적색 열대시금치는 최저온도 영하 –2.7∼-1.7℃로 유지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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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되었다. 열대시금치 종자의 발아 최적조건은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고 10일 동안 
15℃ 보관 후 20∼30℃ 온도처리 하면 2∼3일 후 70% 이상 발아된다고 하였다 (Miura 

and Yamazaki, 1997).  

   결론적으로 녹색 열대시금치는 적색 열대시금치보다 최저온도 5℃이상 유지시 엽의 
수 및 초장이 길고 생육이 좋았다. 또한 열대시금치는 최저온도 영하로 유지되면 고사
되었다. 따라서 녹색계통이 적색계통보다 생육 및 발육이 1.5∼2배 높았고, 열대시금치
의 생육 최저온도는 5℃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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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reen variety >                    < Red variety >

Fig. 2. Plant height (cm) with malabar spinach(Basella alba L.) variety by minimum temperature.

<Left Right : Control, 5 , 10 , 15 and 20 >
< Green variety > < Red variety >

Fig. 3. Comparison of plant growth of malabar spinach(Basella alba L.) by minimu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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