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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점적 관개시스템을 이용한 관비주입이 옥수수 병해충 발생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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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옥수수(Zea may L.)는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와 기계화가 용이한 키가 큰 작물이다. 또한 비료 흡수 능력이 좋기 때문에 어느 

수준까지는 비료를 많이 주어도 흡수량이 증가한다. 지중점적 관개시스템은 점적관을 땅속에 매설한 후 작물의 뿌리부근에 

물을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농업용수를 절약하고 관수에 들어가는 노력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여기에 비료를 동시에 공급

할 경우 추비 노력을 절감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중점적 관개시스템을 통한 옥수수 재배 시 관비주입이 병해충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경남 밀양에 위치한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시험포장에서 지중점적관(점적공 30cm 간격, 유량 1.6L/hr)을 지

표 35cm 깊이에 매설하고, 옥수수(일미찰)을 재배하였다. 시험은 비료를 전혀 주지 않은 무비구, 기비와 추비를 모두 지표 시

비한 관행구, 기비는 지표 시비하고 추비를 지중 시비한 관비구로 구분하였다. 모든 구의 물관리는 지중점적 관개시스템을 이

용해 동일하게 관수 하였다. 각 처리구별로 병해충 조사를 생육기와 수확기에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옥수수에 비료를 공급하는 방법에 따른 옥수수 생육을 조사한 결과, 무비구, 관행구, 관비구 모두 간장, 분지수에 차이는 없었

으며, 경태의 경우에만 관행구가 가장 두꺼웠다. 수량을 조사한 결과, 이삭수가 관행구에서 가장 많았으며 이삭폭, 이삭장, 이

삭중 등 다른 수량요소는 차이가 없었다. 수확량은 관행 > 관비 > 무비구 순서로 높았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비료가 전혀 투입

되지 않았던 무비구에서도 생육 또는 수확량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는 재배 1년차이기에 토양이 충분히 비옥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병해충발생을 조사한 결과 해충의 경우 옥수수 조명나방, 멸강나방, 왕담배나방, 진딧물류 등 발생에 

대한 유의성은 없었으며, 병의 경우에도 깜부기병, 깨씨무늬병 등 처리별로 발생의 차이는 없었다. 병해충의 발생과 피해는 

작물의 생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본 시험에서 처리구별로 병해충 발생의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작물의 생육에 차이가 없었

던 것도 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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