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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to study the effect of mulching materials and weed 
control methods on weed occurrence and growth of kale on upland and paddy soil 
of field culture at spring and autumn season. Paddy soil temperature of mulching 
treatments was high by 0.9~2.0℃ in comparison of non-mulching at autumn season. 
The control value of weed was over 91% at mulch paper and time required for 
weed control was reduced by 70% at mulch paper + machine weeding in 
comparison of non-mulching + hand weeding. The yield of kale was similar to that 
of conventional culture. Paddy soil temperature of mulch paper was higher on 
April, but lower on May and June than non-mulching at spring season. Dominant 
weed was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The control value of 
weed was over 91% at mulch paper, time required for weed control was reduced 
by 75% at mulch paper + machine weeding in comparison of non-mulching + 
hand weeding and the yield of kale increased by 34% than conventional culture. 
Dominant weed was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Ohwi. on paddy soil at 
autumn season. The control value of weed was 43% at mulch paper. Tim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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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weed control was reduced by 80% at mulch paper + machine weeding in 
comparison of non-mulching + hand weeding. The yield of kale increased by 26% 
compared with than of conventional culture.

Key words : mulch paper, soil temperature, dominant weed, yield

Ⅰ. 서    언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해 유기합성농약과 제 제 사용이 지

된 무농약 ․ 유기재배 엽채류 포장의 잡 리는 두둑은 흑색 라스틱필름을 이용한 멀칭재

배로 잡 가 발아하는 것을 억제 하 으나 고랑의 잡 는 85% 농가가 인력제 에 의존하

고 있어서(임 등, 2007) 환경 친화 인 멀칭재료 선발과 효과 인 제  방법이 요구된다. 그

동안 잡  방제용으로 사용되어온 라스틱 필름 멀칭 재배면 은 242.4천ha 이고, 농업 생

산에 사용된 폐비닐 발생량 261.3천 톤의 57.7%인 150.9천 톤이 노지 멀칭용 폐비닐(허 등, 

2002)로 환경오염에 한 문제 이 높아져감에 따라 책으로 생분해성이나 분해성 멀칭

재료(최 등, 2000; 이 등, 2001)와 기계제 (임 등, 2002)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친환경 잡 방제에 한 연구는 논 에서는 멀칭종이, 용제 기, 오리와 우 이 농법 등 

유기자재를 이용한 다양한 연구(이 등, 1997a; 김 등, 2006; 문 등, 1998; 문 등, 2003)와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밭작물에 있어서는 체계 인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밭작물에서는 토양수분 유지, 지온상승, 잡 방제, 토양침식방지 등을 목 으로 멀칭재배

가(김과 홍, 1986; 이 등, 1997b; 노와 변, 2004; 박 등, 2004)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러나 밭에

서 잡 방제용 멀칭재료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라스틱 필름은 사용 후 수거해야 하는 번

거로움이 있고 분해하는데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잔재가 남아 있을 경우 토양  주변 환

경오염을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멀칭에 의한 지나친 지온 상승은 생산물의 부패비율 증가

의 원인(권과 정, 1997)이 되기도 한다. 반면에 이와 최(1998b)는 재생종이 멀칭으로 지온을 

효과 으로 낮출 수 있어 가을감자의 출아율이 높아져 생육  수량이 향상되었다고 하

다. 한, 최와 이(2001)도 종이멀칭으로 지표면의 순복사열이 낮았고 주간의 상 층 토양

온도가 낮아졌다고 하 다. 

밭작물 잡 방제용으로 자연분해 비닐이 개발되어(강 등, 2009) 두둑의 잡 방제는 실용

화 단계에 있으나 노지 밭작물에 있어서 친환경재배가 확산되면서 고랑의 잡 를 인력으

로 해결하기에는 노동력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경제 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

다. 따라서 노지 무농약 일 재배 포장에서 두둑과 고랑의 잡  방제 체계를 확립하고자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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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방법

1. 공시 재료  처리내용

본 시험에 이용된 공시작물 일의 품종은 만추콜라 품종으로 시  문 매 에서 구

입 공시하 고, 재배 포장은 라남도 무안군 몽탄면 산리 운곡통 밭토양과 지산통 논토

양에서 수행하 다. 멀칭재료는 가을 작형은 무멀칭구, 흑색 라스틱필름멀칭(두께 0.02㎜), 

종이멀칭(주식회사 유공제품 ; 벼농사용 두께 0.1㎜)을 공시하여 이랑나비 120㎝에 90㎝ 두
둑을 만들고 60㎝×25㎝ 간격으로 2열 재배 난괴법 3반복으로 처리하 다.  작형은 무멀

칭구, 흑색 라스틱필름멀칭(두께 0.02㎜), 종이멀칭(SOC제품 ; 밭농사용 두께 0.1㎜)을 공

시하여 이랑나비 90㎝에 60㎝ 두둑을 만들고 25㎝ 간격으로 1열 재배 난괴법 3반복으로 처

리하 다. 고랑 제 방법은 호미를 이용한 손제 구, 기계제 (일산 경제 기 CL-26)를 

공시하 다. 

2. 재배  리

가을 작형 시험기간은 2006년 7월 22일 농가 간이 육묘장에서 종 육묘하고 8월 13일 

본포에 정식하여 가공용으로 10월 9일과 11월 17일 각각 엽을 수확하 다.  작형 밭토양

은 2007년 2월 25일 종 육묘하고 4월 2일 본포에 정식하여 가공용으로 5월 25일과 6월 

15일 각각 엽을 수확하 고, 논토양은 2008년 2월 16일 종 육묘하고 3월 20일 본포에 정

식하여 가공용으로 5월 12일과 5월 27일  6월 23일 각각 엽을 수확하 다. 시비량은 일 

무농약 재배 허용시비량 즉 표 시비량 비 30% 만을 시비하 고, 기타 재배 리는 농

진흥청 일 표 재배법에 하 다.

3. 조사방법  통계처리

온도조사는 데이타로고(Spectrum, Watch Dog 450, 미국산)를 이용 지상부는 지면 10㎝ 높
이의 일이 생육하는 곳의 온도와 지하 10㎝ 깊이의 일 뿌리가 생장하는 곳의 지온을 

정식 후부터 15~30일 간격으로 매 조사시기의 14:00에 조사하 다. 포장 활착율은 정식 20

일후 일의 생육이 안정되었을 때 처리당 20주씩 3반복으로 조사하 다. 잡  발생량은 

이랑의 일정한 면 (1.0㎡)의 잡 를 각 처리별로 모두 수거하여 80℃ 건조기에 24시간 건

조시킨 후 건물 을 조사하 다. 제 시간 조사는 일의 1차 수확 인 9월 28일에 일정한 

면 (손제  : 10.0㎡; 기계제  : 100.0㎡)을 조사하 다. 수확한 식물체는 신선한 상태에서 

엽 , 엽장, 엽폭을 조사하 으며, 엽내 가용성성분(soluble solid content) 함량은 엽의 즙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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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채취하여 휴 용 refractometer(HATO, poket PAL-1)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통계분석은 SAS 9.1(Statistical Analysis System Institute Inc. 2002) package를 이용하여 분

석하 으며, 처리간 유의성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검정하 다(Steel과 

Torrie, 1980).

Ⅲ. 결과  고찰

1. 밭토양에서의 가을 작형 일의 생육과 잡  발생에 미치는 향

밭토양으로 공시한 운곡통은 양질인 역질계 퇴 토로서 이토양의 표토는 갈색내지 암갈

색의 자갈내지 잔돌이 있는 미사질 양토이고 심토는 황갈색의 자갈내지 잔돌이 많은 미사

질 양토이며 기층은 깊고 황갈색 는 갈색내지 암갈색의 자갈 는 잔돌이 많은 미사질 

양토 는 양토이다. 이토양의 모재는 유문암과 응회암의 붕 층으로서 산록경사지에 분포

한다. 

가을재배 작형의 멀칭재료에 따른 일이 생육하는 지상부와 지하부 온도는 Table 1과 

같다. 지상부 10㎝ 높이의 온도는 무처리 비 흑색 라스틱 필름 멀칭처리가 가장 높았

으며 종이멀칭처리가 가장 낮았다. 지하부 온도는 8월에는 무멀칭 비 흑색 라스틱 멀

칭처리는 2℃ 정도 높았으며 종이멀칭 처리는 0.9~1.5℃ 높았고, 10월 순에는 무멀칭 

비 종이멀칭처리가 1.0℃ 높았다. 이 등(2001)도 벼재배에서의 지온의 변화가 무처리보다 

재생지와 흑색 라스틱 필름 멀칭처리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와 비슷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Table 1. Temperature of above ground part and subterranean part affected by mulching 

materials for pesticide-free kale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cultivation 

by upland soil at autumn season

Treatment
Temperature of above ground 

part at planting timez

(℃)

Temperature of subterranean part (℃)y

16 Aug. 31 Aug. 16 Sep. 16 Oct.

Non-mulching 37.0 34.5 28.0 22.5 21.3

Black polyethylene film 38.0 36.4 30.0 24.8 21.2

Mulch paper 36.5 35.5 29.5 24.7 22.3

z and y Measurement above and under 10cm from soil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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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칭재료에 따른 포장활착율과 시기별 잡 발생량은 Table 2와 같다. 정식후 포장에서의 

활착율은 흑색 라스틱필름 멀칭처리가 가장 낮았고 종이멀칭처리는 무멀칭과 비슷한 경

향이었는데 이는 정식후 흑색 라스틱필름 멀칭처리로 발생한 고온과 복사열에 의한 수분 

손실과 시들어진 일 잎이 활착  라스틱필름에 직  닿아 고사한 것으로 단된다.

멀칭재료에 따른 시기별 잡  발생량은 8월 31일 조사에서 멀칭구의 잡 방제가는 93%

에 달해 잡  억제 효과는 매우 우수하 으며, 종이멀칭구의 잡  방제가가 92.8%로 흑색 

라스틱 필름 처리구와 비슷하 다. 

9월 28일과 10월 31일 조사의 잡  발생량도 8월 잡  발생량과 비슷한 경향은 나타났으

나 종이멀칭 처리는 시기가 경과함에 따라 라스틱 필름처리에 비해 잡 발생량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는 9월 하순 이후 시일이 경과하면서 멀칭지의 분해와 찢어진 

부 에서 잡 가 발생 증가한 것으로 단되나 처리간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작물의 군락이 형성되어 있고 수확이 마무리 단계에 있기에 추가 으로 잡

방제 노력을 투입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단된다. 

이 등(2001)도 수도재배에서의 무멀칭의 경우 많은 잡 가 발생하지만 재생지 멀칭은 잡

억제효과가 매우 우수하여 생산 단가가 렴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

으며, 김 등(1999)도 작약재배 포장에서의 손제 시 생육후기인 10월의 잡  발생량은 생육

기보다 체로 어드는 경향으로 방제 횟수를 여도 된다고 하 다.

Table 2. Survival percent of kale and quantity of weed occurrence affected by mulching 

materials for pesticide-free kale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cultivation 

by upland soil at autumn season

Treatment
Survival percent

(%)

Weed dry weight (g/㎡)

31 Aug. 28 Sep. 31 Oct.

Non-mulching 98.3az 161.1a 87.0a 54.3a

Black polyethylene film 68.5b  10.0b  5.4b  2.9b

Mulch paper 93.3a  11.5b  6.5b  4.5b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멀칭재료와 제  방법에 따른 잡 방제시간은 Table 3과 같다. 두둑의 잡 방제는 종이

멀칭과 흑색 라스틱 필름에 의해 효과 으로 방제가 이루어 졌으나 고랑에 발생한 잡

는 인력이나 기계에 의해 방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무멀칭 처리구에 인력으로 잡 를 제

거할 경우 잡  방제시간 25.0시간/10a 비 멀칭처리+기계제  처리시 잡  방제시간은 

5.67~7.33시간/10a으로 잡  방제 효과가 우수 하 으며, 종이멀칭+기계제  처리도 흑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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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틱 필름+기계제  처리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 환경 친화 인 잡  방제방법의 하나

로 단되었다.

Table 3. Time required for weed control at different mulching materials and weeding 

methods for pesticide-free kale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cultivation 

by upland soil at autumn season

Treatment Time required for weed control
and index

 Mulching materials  Weeding methods Time/ha Index

Non-mulching
Hand weeding 250.0az 100

Machine weeding + hand weeding 187.0b 74.8

Black polyethylene film
Hand weeding  83.3d 33.3

Machine weeding + hand weeding  56.7e 22.7

Mulch paper
Hand weeding 104.0c 41.6

Machine weeding + hand weeding  73.3de 29.3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멀칭재료에 따른 수확시기별 수량은 Table 4와 같다. 10월 수량은 무멀칭 비 멀칭처리

가 낮은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여름철 고온기 정식으로 인한 낮은 포장활착율과 지온 상

승이 수량 하에 직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11월 수량은 무멀칭 비 종이

멀칭 처리가 높은 경향을 나타냈는데 이는 종이 멀칭에 의한 지온의 상승이 일의 수량 

상승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 된다. 이와 최(1998a)도 벼 생육 기에는 종이멀칭에 의

Table 4. Yield characteristic affected by mulching materials at pesticide-free kale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cultivation by upland soil at autumn season

Treatment
Yield (kg ․ ha-1)

9 Oct. 16 Nov. Total

Non-mulching 27,450az  18,360ab 45,810a

Black polyethylene film 17,790b 14,700b 32,490b

Mulch paper  24,090ab 20,210a 44,300a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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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효과 으로 잡 가 방제되었으며, 생육후기에는 멀칭지의 분해  후기잡 의 발생으

로 방제효율이 다소 떨어지기는 하 지만 방제 효과가 우수하 고 수량은 행재배와 차

이가 없었다고 하 다. 

따라서 벼농사용으로 만들어진 멀칭종이는 밭토양 환경에서 가을 작형 일의 잡  방

제용 멀칭재료로는 흑색 라스틱 필름보다는 우수하지만 여름철 고온기 지온 상승을 다

소 조장하여 밭토양의 멀칭종이의 보완이 요구되었다.

2. 밭토양에서의  작형 일의 생육과 잡  발생에 미치는 향

밭토양  작형 재배에서의 멀칭재료에 따른 지온은 Fig. 1과 같다. 비교  기온이 낮은 

4월은 무멀칭 비 종이멀칭처리가 지온이 높았으며, 온도가 높아지는 5월과 6월에는 흑색 

라스틱 필름 멀칭처리의 지온이 증가하 고 종이멀칭처리는 무멀칭보다 낮아지는 경향

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 등(1997b)이 토란의 피복필름시험에서 흑색 필름의 지온이 높았

다는 결과와 유사하 으며, 감자의 가을재배에서의 종이 멀칭처리는 주간의 지온이 하강하

여 고온에 의한 괴경 부패를 효과 으로 억제할 수 있었다는(이 등, 1998b) 보고와 같이 작

물의 생육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단된다. 

Fig. 1. Change of day soil temperature affected by different mulching materials on upland 

soil  for pesticide-free kale(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cultivation at spring 

season.

멀칭재료에 따른 작형 일의 포장활착율과 생육은 Table 5와 같다. 포장활착율은 종

이멀칭 처리가 가장 높고 흑색 라스틱 필름 처리가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

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장은 무처리 비 종이멀칭과 흑색 라스틱 필름 처리가 길었으

며 엽수도 무처리 비 2.5매~3.2매 많았는데 이는 Fig. 1에서 나타난 지온의 상승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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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의 활착이 잘 이루어지고 생육을 향상시키는 등 지온과 한 연 성이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권과 정(1997)도 흑색비닐피복구가 무피복 비 양 의 장이 길고 엽수가 많

았으며 수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Table 5. Survival percent of field and growth characteristic affected by mulching materials 

for pesticide-free kale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cultivation by upland 

soil at spring season

Treatment
Survival percent

(%)

Growth characteristics(21 May)

Plant length Leaf number 

Non-mulching   95.0abz 29.5b 14.1b

Black polyethylene film 90.0b  34.2ab 16.6a

Mulch paper 98.3a 35.1a 17.3a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Table 6은 유기재배 일 밭토양에서의 잡  발생수와 우  잡   발생 잡 의 건물

을 나타낸 것이다. 잡  발생수는 무처리 65개 비 종이멀칭 처리는 29.7개, 흑색 라스틱 

필름은 13.8개로 효과 으로 억제되었다. 본 시험 포장의 밭토양에서의 우  잡 는 명아주

로 유기재배 포장으로 토양의 비옥도가 낮은 지역에 명아주가 우 한 것으로 단된다.

Table 6. Dominant weed, occurrence number and yield of weeds at different mulching 

materials for pesticide-free kale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cultivation 

by upland soil at spring season

Treatment Occurrence of weeds
(No./㎡) Dominant weed

Weed dry weight (g/㎡)

21 May 20 Jun.

Non-mulching  65.0az Chenopodium album
var. centrorubrum Makino

18.2a 32.2a

Black polyethylene film 13.8c 〃 7.37b 11.2b

Mulch paper 29.7b 〃 8.83b 12.7c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잡  발생량은 5월 21일 조사의 경우 멀칭구의 잡  방제가는 52.5~59.5%로 낮게 나타내

었는데 이러한 방제가는 고랑에 발생된 잡 에 의한 성 으로 일재배 토양의 물 빠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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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하게 하기 한 1열 재배 방법으로 두둑과 고랑의 비율을 6:3으로 재배하여 고랑이 차

지하는 면 이 많아서 나타난 결과로 고랑의 잡 를 효율 으로 방제하는 방법이 요구되

었다. 반면에 고랑에서의 잡 는 종이 멀칭으로 효과 으로 방제가 가능하 다. 

6월 20일 조사의 경우 잡  방제가는 60.6~65.2%로 5월 조사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경향

이었고 방제가가 증가한 원인은 일의 식물체가 생장하면서 잡  발생을 억제한 것으로 

단된다.

김과 홍(1988)도 밭토양에서의 흑색비닐멀칭 처리는  차단에 의한 잡 방제효과가 

하게 나타났다고 하 으며, 최 등(2000)도 종이 멀칭처리에서 잡 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멀칭종이에 의해 일사가 차단되어 잡 의 발아가 억제되고 출아된 잡 라도 합성을 할 

수 없어 고사된다고 하 다.

밭토양 재배 일의 멀칭재료와 제  방법에 따른 잡 방제시간은 Table 7과 같다. 5월 

21일 조사의 경우 무멀칭 인력제  24.3시간/10a 비 멀칭처리로 잡 방제시간을 54.7% 

경감시켰고, 고랑의 잡  방제를 기계로 제 함으로 잡  방제시간을 77.2% 경감되었다. 6

월 20일 조사에서도 5월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두둑의 잡 는 종이멀칭으로 방제

하고 고랑의 잡 는 기계제 로 방제가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김 등(1998)도 담배 경작지에

서 손으로 제 할 경우 단 면 당 잡 방제시간이 24.0시간으로 인건비의 상승과 재배의 

생력화가 실해졌다고 하 다.

Table 7. Time required for weed control at different mulching materials and weeding 

methods for pesticide-free kale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cultivation 

by upland soil at spring season

Treatment Time required for weed
control and index

 Mulching materials  Weeding methods 21 May 20 Jun. Total Index

Non-mulching
Hand weeding  24.3az 34.7a 59.0a 100

Machine weeding+hand weeding 12.2b 20.3a 32.5a  55.1

Black polyethylene
film

Hand weeding 10.8b 12.9b 23.6b  40.0

Machine weeding+hand weeding  5.1c  7.3c 12.5c  21.2

Mulch paper
Hand weeding 11.5b 13.8b 25.3b  42.9

Machine weeding+hand weeding  6.0c  8.5c 14.5c  24.6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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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칭재료에 따른 주당 수확엽수, 엽 , 엽크기  당도는 Table 8과 같다. 5월 25일 1차 

수확시 엽수는 종이멀칭 처리가 많은 경향이며 엽 은 흑색 라스틱 필름 처리와 종이멀

칭 처리가 무거운 경향이었으나 처리간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6월 15일 2차 수확에서

의 엽수는 무멀칭이나 흑색 라스틱 필름 처리보다 종이 멀칭처리가 많았으며 엽 은 처

리가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경향이었다. 당도는 1차 수확에서는 멀칭처리가 높았으나 2차 

수확에서는 처리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2차 수확에서 1차 수확보다 높은 경향을 보

다. 

Table 8. Number, weight and size of leaf and soluble solids content affected by mulching 

materials for pesticide-free kale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cultivation 

by upland soil at spring season

Treatment
Leaf number 
for product
(ea/plant)

Leaf weight
(g)

Leaf size (cm) Soluble Solids 
Content 

(%)Leaf length Leaf width

First harvest time (25 May)

Non-mulching  4.6az 25.1a 33.6±2.04y 19.7±1.16 5.90±0.70

Black polyethylene film 4.3a 36.0a 36.8±2.87 21.7±3.01 6.97±0.40 

Mulch paper 4.8a 32.7a 36.5±1.58 20.6±1.30 6.70±0.10 

Second harvest time (15 June)

Non-mulching 3.6b 28.4a 34.3±1.50 20.2±2.15 7.33±1.01 

Black polyethylene film 3.4b 31.3a 37.5±0.83 20.0±0.96 7.13±0.65 

Mulch paper 4.3a 28.9a 35.0±0.99 20.4±1.07 7.20±0.90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y Standard error of the mean.

멀칭재료에 따른 재배 작형의 수량은 Table 9와 같다. 5월 25일 수량은 멀칭처리가 많

았는데 흑색 라스틱 필름 처리보다는 종이멀칭처리가 증수되었다. 6월 15일 수량은 종이

멀칭처리가 증수되는 경향이었다. 체 수량은 무멀칭 비 종이멀칭 처리가 34% 증수되

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Fig. 1에서 나타난 결과와 같이 멀칭종이가 일재배 

포장의 지온에 향을 주어 이른  기온이 낮을 때는 무멀칭 비 지온을 높게 하고 6월

의 기온이 높아질 때는 지온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단된다. 

따라서 밭토양에서의  작형 일재배는 종이멀칭에 의한 지온상승으로 기 생육을 

진하고 엽  증가에 의한 수량이 향상되었으며 두둑의 잡 도 효과 으로 방제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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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멀칭재료로 단되었다.

Table 9. Yield characteristic affected by mulching materials at pesticide-free kale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cultivation by upland soil at spring season

Treatment
Yield (kg ․ ha-1)

25 May 15 Jun. Total Index

Non-mulching  10,925az  9,709b 20,634a 100

Black polyethylene film 13,950a  9,576b 23,536a 114

Mulch paper 15,513a 12,170a 27,693a 134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3. 논토양에서의  작형 일의 생육과 잡  발생에 미치는 향

논토양으로 공시한 지산통은 식질계 회색토로서 이토성은 표토가 회갈색 혹은 암회색의 

미사질 양토 혹은 미사질 식양토로 두께는 보통이고 심토는 황갈색의 반문이 있는 회색의 

미사질 식토로 두께는 두꺼우며 기층은 회색의 미사질 식토이다. 이토양은 견고하지 않은 

회색 암  미사암에 기인한 곡간 충 층을 모재로 생성된 토양이며 곡간지에 분포하고 

있다. 

Fig. 2. Change of day soil temperature affected by different mulching materials on paddy 

soil for pesticide-free kale(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cultivation at spring 

sea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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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 작형의 멀칭재료에 따른 지하부 온도는 Fig. 2와 같다. 3월 28일과 4월 8일 조사

의 경우 무멀칭 비 멀칭처리구 지온이 1.9~2.1℃ 상승하 으나 4월 28일과 5월 8일 조사

에서는 종이멀칭 처리의 지온이 낮았고 흑색 라스틱 필름 처리가 가장 높았다. 최와 이

(2001)의 보고에 의하면 종이멀칭처리에서 주간의 상 층에서의 토양표면의 온도는 무멀칭

보다 낮은 경향을 보 는데 그 원인은 종이멀칭처리에서의 토양열류가 무멀칭에 비해 

었기 때문이라고 하 다.

논토양 재배 작형의 포장활착율은 모든 처리에서 96%이상으로 높았다(Table 10). 활착

후 기 생육을 조사한 결과 무멀칭 비 멀칭 처리구 장이 증가하 으며 엽수도 많았는

데 이러한 결과는 멀칭 처리가 온기의 지온상승에 여하여 기 생육을 진한 것으로 

단된다. 고 등(1999)이 흑색비닐멀칭처리가 무멀칭 비 당귀의 장이 증가하 고 엽

이 무거웠다는 결과와 유사하 다.

Table 10. Survival percent of kale and quantity of weed occurrence affected by mulching 

materials for pesticide-free kale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cultiva-

tion by paddy soil at spring season

Treatment Survival percent
(%)

Growth characteristics
(21 Apr.)

Plant length
(cm)

Leaf number
(ea/plant)

Non-mulching  99.3az 14.9b 5.4b

Black polyethylene film 96.7a 17.6a 6.4a

Mulch paper 96.7a 16.9a 6.4a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Table 11은 논토양에서의 재배 일 포장의 잡  발생수와 우  잡   발생 잡 의 

건물 을 나타낸 것이다. 잡  발생수는 무처리 289개 비 종이멀칭 처리는 183개, 흑색 

라스틱 필름은 194개로 효과 으로 억제되었다. 논토양에서의 우  잡 는 둑새풀이 우

 하 다. 잡  발생량은 5월 16일 조사의 경우 멀칭구의 잡 방제가는 47~43%로 낮게 나

타내었는데 이러한 방제가는 재배 논토양의 물 빠짐을 원활하게 하기 한 1열 재배 방법으

로 두둑과 고랑의 비율을 6:3으로 재배하여 고랑이 차지하는 면 이 많아 나타난 결과로 

단되며 다만 고랑에서의 잡 는 종이 멀칭으로 효과 으로 방제가 가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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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ominant weed, occurrence number and yield of weeds at different mulching 

materials for pesticide-free kale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cultiva-

tion by paddy soil at spring season

Treatment Occurrence of weeds 
(No./㎡) Dominant weed Weed dry weight

(g/㎡)

Non-mulching  289.6az Alopecurus aequalis var. 
amurensis Ohwi.

55.9a (0)y

Black polyethylene film 194.1b 〃 29.5b (47)

Mulch paper 183.7b 〃 31.7b (43)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y Numbers in parenthesis mean percent efficacy of weed control.

논토양 재배 일의 멀칭재료와 제  방법에 따른 잡 방제시간은 Table 12와 같다. 5

월 12일 조사의 경우 무멀칭 인력제  18.3시간/10a 비 멀칭처리로 잡 방제시간을 53% 

경감시켰고, 고랑의 잡  방제를 기계로 제 함으로 잡  방제시간을 80% 경감되었다. 6월 

20일 조사에서도 5월 조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논토양에서의 두둑의 잡 는 종이멀

칭으로 방제하고 고랑의 잡 는 기계제 로 방제가 가능함이 확인되었다. 임 등(2002)도 

경제 기를 이용한 논 잡 방제에서의 경제 를 1회 실시한 경우 잡 방제 효과는 50.7~ 

64.6%로 나타났고, 경제 기를 2회 실시한 시험구의 방제효과는 76.3%이었다고 하 다. 

Table 12. Time required for weed control at different mulching materials and weeding 

methods for pesticide-free kale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cultivation 

by paddy soil at spring season

Treatment Time required for weed
control and index

 Mulching materials  Weeding methods 12 May 28 May Total Index

Non-mulching
Hand weeding  18.3az 29.9a 48.2a 100

Machine weeding+hand weeding 10.8b 15.5b 26.3b  55

Black polyethylene film
Hand weeding  8.3c 12.2c 20.5c  43

Machine weeding+hand weeding  3.6d  5.4d 9.0d  19

Mulch paper
Hand weeding  8.6c  13.4bc  22.0bc  46

Machine weeding+hand weeding  3.7d  5.7d 9.4d  20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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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황 등(2007)도 벼 기계이앙답에서 경제 기를 이용한 잡 방제 횟수는 2회 처리가 

가장 좋다고 하 는데 본 시험에서도 고랑에 발생한 잡 를 2회 기계제 기로 80% 방제가 

가능하 다.

논토양에서의 멀칭재료에 따른 주당 수확엽수, 엽 , 엽크기  당도는 Table 13과 같다. 

5월 12일 1차 수확시 엽수는 흑색 라스틱 필름 처리와 종이멀칭 처리가 많았으며 엽 은 

흑색 라스틱 필름 처리와 종이멀칭 처리가 무거웠다. 5월 27일 2차 수확과 6월 23일 3차 

수확에서의 엽수와 엽 은 처리간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경향이었으며, 논토양에서의 재

배 일은 고온기 이 에 3회까지 수확이 가능 하 다. 이러한 결과는  재배 고추에 흑색 

라스틱 필름 멀칭은 지온을 높여 기 생육을 진한다는 결과와 유사하 다(권 등, 

1988). 당도는 멀칭재료 간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확 시기에서는 수확시기가 

늦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논토양에서 강우에 의한 토양 수분함량이 

여한 것으로 단된다. 

Table 13. Number, weight and size of leaf and soluble solids content affected by mulching 

materials for pesticide-free kale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cultivation 

by paddy soil at spring season

Treatment
Leaf number 
for product
(ea/plant)

Leaf weight
(g)

Leaf size(cm) Soluble solids 
Content

(%)Leaf length Leaf width

First harvest time (12 May)

Non-mulching  7.87bz 40.7b  35.2±1.4y 22.3±0.5 10.9±0.4

Black polyethylene film 8.60a 66.5a 44.3±0.7 29.4±0.8 10.5±0.3

Mulch paper  8.40ab 65.2a 42.1±0.9 28.2±2.0 10.5±0.1

Second harvest time (27 May)

Non-mulching 6.87a 72.4a 44.2±3.7 27.1±1.7 8.6±1.4

Black polyethylene film 7.27a 73.5a 45.9±0.4 28.9±1.2 8.6±0.1

Mulch paper 7.13a 72.5a 46.5±2.7 30.0±2.0 9.2±0.5

Third harvest time (23 June)

Non-mulching 10.0a 39.6a 42.3±0.8 23.8±1.1 8.1±0.4

Black polyethylene film 11.3a 39.0a 41.0±2.4 22.8±0.6 7.2±0.9

Mulch paper 10.1a 39.0a 42.4±2.1 23.5±1.7 7.4±0.9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y Standard error of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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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토양에서의 멀칭재료에 따른 재배 작형의 수량은 Table 14와 같다. 1차 수확기인 5월 

12일 수량은 무멀칭 비 흑색 라스틱 필름 처리와 종이멀칭처리가 증수되었다. 5월 27

일 수량은 멀칭 처리간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경향이었고 3차 수확기인 6월 23일은 종이멀

칭과 흑색 라스틱 필름 처리가 증수되는 경향이었다. 체 수량은 무멀칭 비 종이멀칭 

처리가 26% 증수되었다.

따라서 논토양에서의  작형 일재배는 종이멀칭에 의한 기 생육을 진하고 엽  

 수량이 증가되었으며 두둑의 잡 도 효과 으로 방제할 수 있는 멀칭재료이었고 논토

양에서 발생량이 많은 둑새풀 즉 고랑에 발생한 잡 는 기계제 기로 효과 인 방제가 가

능할 것으로 단되었다.

Table 14. Yield characteristic affected by mulching materials at pesticide-free kale

(Brassica oleracea L. var. acephala) cultivation by paddy soil at spring season

Treatment
Yield (kg ․ ha-1)

12 May 27 May 23 Jun. Total Index

Non-mulching  14,320bz 20,140a 18,100a 52,560b 100

Black polyethylene film 25,900a 21,350a 21,330a 68,580a 130

Mulch paper 24,250a 20,620a 21,480a 66,350a 126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Ⅳ.     요

노지재배 일의 재배 포장 조건과 재배 작기에 따른 멀칭재료와 제 방법이 일의 생

육과 잡  발생에 미치는 향을 구명하고자 재배 포장은 밭토양과 논토양에서 수행하고, 

재배 작기는  작형과 가을 작형에서 수행하 다.

밭토양에서의 가을재배 작형의 멀칭재료에 따른 지온은 멀칭처리가 0.9~2.0℃ 높았다. 잡

 방제가는 멀칭종이 처리가 91% 이상이었고, 멀칭재료와 제 방법에 따른 잡  방제시

간은 멀칭종이+기계제  처리가 무멀칭+손제  비 70% 감되었으며, 일의 수량은 

행재배와 비슷하 다.

밭토양에서의 재배 작형의 종이멀칭 처리는 기온이 비교  낮은 4월은 무멀칭 비 지

온이 높았고 온도가 높아지는 5월과 6월에는 낮았다. 우 잡 는 명아주가 우  하 으며, 

잡  방제가는 멀칭종이 처리가 52% 이상이었고, 멀칭재료와 제 방법에 따른 잡  방제

시간은 멀칭종이+기계제  처리가 무멀칭+손제  비 75% 감되었으며, 일의 수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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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재배 비 34% 증수되었다.

논토양에서의 재배 작형의 우 잡 는 둑새풀이 우  하 으며, 잡  방제가는 멀칭종

이 처리가 43% 이었고, 멀칭재료와 제 방법에 따른 잡  방제시간은 멀칭종이+기계제  

처리가 무멀칭+손제  비 80% 감되었으며, 일의 수량은 행재배 비 26% 증수되

었다.

[논문 수일 : 2009. 6. 16. 논문수정일 : 2009. 8. 18. 최종논문 수일 : 200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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