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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재질이 감국의 생육특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김만배,* 정은호, 배성문, 신현열

Effect of Various Covering Materials on the Growth of Chrysanthemum indicu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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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영농폐비닐 연간발생량은 2009년 310천톤(경남 49천톤)이고 재활용은 236천톤(76%)으로

나머지는 토양잔류, 소각, 방치 등으로 오염이 심각하며 멀칭용은 79천톤(경남 17천톤)으

로 토양을 오염시키고 회수비용이 증가 추세이다. 따라서 약용작물 재배 할 때에 피복재

료인 비닐을 대체하는 재료의 효과를 구명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 실험재료

시험작물은 감국(Chrysanthemum indicum Linne)의 순을 2011년 5월10일 삽목하여 6월

27일 정식하였고 피복재료는 흑색비닐을 대조구로하고 황색종이, 흑색면포, 흑백배색면포,

생분해비닐을 피복하여 경남 함양군 안의면 약초시험사업장의 포장에서 시험하였다.

○ 실험방법

피복재료별로 농사시험연구조사기준에 의거 생육최성기 감국의 초장, 경태는 측정하였고

분지수, 주당 화수, 화중과 건화중 그리고 건화율은 계산 산출하였으며 잡초는 종류별 수

확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피복재료별 처리간 생육최성기 감국의 초장은 흑색비닐피복 10.9cm에 비해 생분해필름

피복 1%, 종이피복 2%, 흑백배색면포 4% 낮았고 면포와는 차이가 없었다. 생육최성기

감국의 경태는 흑색비닐피복 103.4cm에 비해 종이피복은 7%, 흑백배색면포는 2% 작았고

면포피복은 6%높았으며 감국의 1차분지수는 흑색비닐피복 주당 31.6개에 비해 생분해필

름피복이 33.8개로 7% 가장 많았고, 2차분지수는 흑색비닐피복 주당 381개에 비해 종이

피복이 340개로 11% 제일 낮았으며, 3차분지수는 흑색비닐피복 주당 310개에 비해 종이

피복이 187개로 40% 제일 낮았다. 생육최성기 감국의 주당 화수는 흑색비닐피복과 면포

피복이 주당 2,501개로 가장 많았고, 화중과 건화중 그리고 건화율이 주당 152g, 43.3g,

28.5%로 가장 높았다. 잡초는 면포피복 12종, 종이피복 10종, 흑백배색면포 9종, 생분해필

름피복 8종순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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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

Table 1. 생육기별 초장 및 경태

처리내용
7월15일 7월30일 8월15일 8월30일 9월15일 9월30일

-------------- 초장cm, 경태mm ----------------

비닐
초장 27.7±3.5♩ 36.6±4.4 53.8±4.9 79.9±3.7 96.8±1.3 103.4±0.9(100)♭
경태 2.2±0.2 3.0±0.2 4.1±0.3 7.0±0.4 10.0±0.3 10.9±0.8(100)

종이
초장 30.3±0.7 41.3±2.7 60.2±1.4 75.2±1.4 87.8±1.2 95.9±0.7( 93)
경태 2.3±0.0 3.0±0.0 4.8±0.1 7.2±0.2 9.2±0.3 10.7±0.5( 98)

면포
초장 32.4±1.2 48.2±2.9 65.8±1.5 82.9±2.4 96.9±2.9 104.7±3.8(101)
경태 2.3±0.1 3.3±0.1 5.4±0.1 7.8±0.1 10.2±0.1 11.5±0.2(106)

흑백면
초장 33.9±1.8 47.5±5.6 65.0±6.4 81.1±6.9 94.1±7.3 100.9±6.4( 98)
경태 2.3±0.1 3.4±0.1 5.4±0.1 7.2±0.3 9.3±0.4 10.2±0.5( 96)

생분해
초장 32.8±3.1 43.0±2.0 60.6±1.1 79.5±4.8 98.3±1.6 104.2±0.5(101)
경태 2.3±0.1 3.1±0.1 4.7±0.1 7.0±0.1 10.0±0.6 10.8±0.2( 99)

♩ Mean±SD ♭ 지수

Table 2. 주당 꽃 수량성

처리내용 화수(개/주) 화중(g/주) 건화중(g/주) 건화율(%)
비 닐 피 복 2,501±949♩(163)♭ 330±53(217) 59.7±18 18.1
면 포 피 복 2,500±645(163) 276±71(182) 49.0±12 17.8
종 이 피 복 2,196±227(143) 235±42(155) 42.6±8 18.1
흑 백 면 피 복 2,439±502(159) 275±39(181) 49.9±9 18.1
생분해필름피복 2,341±810(153) 269±82(177) 48.1±16 17.9

Table 3. 100화당 건화율

처리내용 화중(g/100화) 건화중(g/100화) 건화율(%)
비 닐 피 복 13.7±1.3♩(93)♭ 2.42±0.2 17.7
면 포 피 복 14.0±0.8(95) 2.42±0.1 17.3
종 이 피 복 15.1±4.9(102) 2.67±0.1 17.7
흑 백 면 피 복 13.0±0.1(88) 2.31±0.1 17.8
생분해필름피복 13.5±0.5(91) 2.36±0.1 17.5

Table 4. 처리별 잡초중량, 잡초수 및 종류

처리내용 잡초중량
(g/㎡)

잡초수
(점/㎡) 잡초 종류

비닐피복 0 0 -

면포피복 238±25♩
(100)♭ 12 괭이밥 비노리 개갓냉이 방동사니 까마중 논둑외풀

중의대가리 석류풀 제비꽃 방동사니 쇠비름 주름잎

종이피복 373±35
(157) 10 괭이밥 비노리 개갓냉이 방동사니 까마중 논둑

외풀 중의대가리 제비꽃 깨풀 쇠비름

흑백면피복 345±35
(145) 9 괭이밥 비노리 개갓냉이 닥냉이 비단풀 논둑외

풀 중의대가리 쇠비름 제비꽃

생분해필름 217±23
(91) 8 괭이밥 제비꽃 개갓냉이 주름잎 논둑외풀 중의

대가리 비단풀 쇠비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