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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2) 실내 도시농업에서 공영 엽채류의 파종비율에 따른 생육 및 

생산성 평가

김태연 ․ 김수창 ․ 이종관 ․ 장준희 ․ 여진성 ․ 송희연1) ․ 주세영2) ․ 염경진2) ․ 주진희3) ․ 윤용한3)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녹색기술융합학과, 
2)건국대학교 의료생명대학 식품학전공, 3)건국대학교 친환경과학부 녹색환경시스템 전공

1. 서론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품질저하와 토지개발에 따른 경작지 감소로 농업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실정이다 (정재원 등, 2018). 이에 안정적인 식물재배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
며, 최근 그 해결책의 하나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채영 등, 2019). 이에 본 연구는 공영 

엽채류의 파종비율에 따른 생육 및 생산성을 평가함으로써 실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
함은 물론 기능성 공영식물의 그로서란트(grocerant) 메뉴 개발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19년 5월부터 8월까지 건국대학교 녹색환경조절실험실 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구 
조성은 투명 플라스틱컵 안에 펄라이트 15 g, 원예용 상토 60 g 으로 각각 배수층과 상토층을 조성한 뒤 파
종 후 상토 5 g을 복토하였다. 공영 엽채류는 기존 문헌자료를 기준으로, 청치마상추(Lactuca sativa L.)와 

적치커리(Cichorium intybus L.) 그리고 적겨자(Brassica juncea L.) 등을 선정하였다. 엽채류의 파종비율에 
따른 생육을 알아보기 위해 적치커리 단일파종(이하 CC), 청치마상추의 단일파종(이하LC), 공영파종(이하 
C3L1, C2L1, C1L1, C1L2, C1L3)등 총 7가지로 파종하였다. 또한 적겨자 단일파종(이하 MC), 청치마상추 단일

파종(이하 LC)와 공영파종(이하 L3M1, L2M1, L1M1, L1M2, L1M3) 등 총 7가지로 파종하였다. 실험구는 각각 
파종비율별로 9반복하여 LED 식물배양대에 완전임의배치하였다. 생육 및 생산성은 발아율, 초장, 근장, 엽
장, 엽폭, 엽수, 상대엽록소함량, 생체중 등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공영 엽채류의 파종비율에 따른 적치커리와 청치마상추간 실험구에서 적치커리는 초장, 근장, 상대엽록소
함량, 생체중 등의 항목이 C3L1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적치커리의 비율이 높을수록 생육과 생

산성이 높고, 상추의 비율이 높을수록 생육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치마상추의 경우 배합비에 따른 
생육 및 생산성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상부 생체중은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C3L1 공영파
종 실험구에서 증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적겨자와 청치마상추간 실험구에서 적겨자는 파종비율이 높을수록 생육 및 생산성이 높았으며, 청치마상
추는 M1L1 실험구에서 가장 높았다. 결과적으로 청치마상추와 적겨자의 경우는 청치마상추 : 적겨자 = 1: 1 
파종비율이 차후 실내 도시농업에서 공영 엽채류의 생육 및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사료된다. 이

러한 결과는 공영 엽채류의 파종비율에 따른 식물체 내 기능성 성분과 그로서란트(grocerant) 메뉴 개발에 
적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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