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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註

  한국잡 학회지 31권 3호에 게재되었던 ‘논 주요 잡

의 엽령(葉齡) 세는 방법’에 이어 사단법인 일본 식

물조 제연구 회에서 발간된 식조(植調)의 제 제 시

험방법 의 하나인 ‘제 제의 제형과 처리방법에 

하여 그리고 시험규모와 처리방법에 유의해야 할 사

항’을 번역하여 게재하고자 한다.

일반 인 제 2차 용시험 경우(시험규모 6∼10㎡ 

정도)

담수처리

입제

  시험구 체에 손으로 균일하게 살포한다( 면  균

일 살포, 그림 1).

Flowable제 

  원제를 피펫, 마이크로 피펫, 주사기 등으로 떨어뜨

린다(부분 살포, 그림 1). 약액을 오랫동안 두었을 경우

에는 내용물이 아래로 가라앉는 수가 많으므로 사용 

에 반드시 흔들어 균일한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약

액의 성이 높은 제형은 마이크로 피펫으로 천천히 

빨아 올린다. 

유제 

  원액을 살포하는 유제의 경우에는 원액을 피펫, 마

이크로피펫, 주사기 등으로 떨어뜨린다(부분살포).

과립수화제

  규정된 물에 희석한 후 피펫, 마이크로 피펫, 주사기 

등으로 떨어뜨린다(부분살포). 

  Flowable제, 과립수화제, 유제 등 확산성이 높고 생

력살포를 목 으로 하는 제형은 부분살포가 좋으나, 

시험구의 경계 근처에 량을 살포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논둑 등으로 나 어진 경우에는 완충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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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kg 입제, flowable제, 유제, 과립수화제의 처리방법.

으로 경계부근의 물의 이동이 완만하므로 약제의 움직

임이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시험구 앙보다 약간 에 ‘の’자를 그리는 것 같이 

살포하는 것이 좋다(그림 1).

이앙 처리

  이앙  토양처리제는 체계처리의 (前)처리제로써 

그 다음의 일발처리제 처리까지의 보완  효과를 목

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앙시 써 질  는 써

질 후 혼탁한 논물에 토양표층에 혼화되도록 살포하

는 토양처리제, 이앙 후 흙이 안정되어 논물이 맑아진 

후 살포하는 토양처리제 등이 있다. 모내기 작업할 때 

논물이 유출되어 유효성분이 논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며, 처리 후 모내기까지 4일 이상의 간격을 둔다. 시

험을 할 때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모내기까지의 기간

을 더욱 길게 하는 등의 응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

된다.

  2차 용시험에서 이앙을 모내기 기계로 행하는 경

우, 시험구의 일부를 못 쓰게 되거나, 작업에 따라 토

양이 교란되는 부분이 많아지므로 시험구 면 을 넓게

(반복이 없어도 좋음) 하는 등의 응도 필요하다.

  토양혼화처리(2차 용시험 Ⅱ-1)의 방법은 써 질 

 처리를 가정한 경우, 시험약제 처리 후 써 질을 이

용하여 토양표층에 약제가 혼화되도록 땅을 고르게 한

다. 써 질  처리를 가정한 경우는 땅을 고르게 하는 

이나 가는 을 이용하여 토양표층을 교반한 후 흙

탕물 조건에서 처리한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토양표층(2∼3cm이내)에 혼화

하는 방법이 효과가 안정 이다. 한 이식  처리구

용 무처리구와 완  제 구도 설치한다. 

낙수(落手)처리

  경엽처리제 등에서 낙수살포 는 얕게 담수하여 살

포하라고 지정되어 있는 약제를 살포할 때에는 어도 

잡 가 수면 에 나올 정도까지의 천수(淺水), 가능하

면 거의 면이 노출되고 발자국에 물이 남을 정도의 

낙수상태에서 살포한다.

  약제처리 에 통로의 물을 빼기 싫거나 는 빨리 

낙수하고 싶은 경우에는 나무통이나 양동이, 호스 등

을 이용하여 물을 퍼내고, 물이 어진 후부터 한쪽 구

석에 구멍을 고, 그곳에 흘러나와 고인 물을 다시 퍼

내는 등의 작업으로 6∼10m
2
 정도의 시험구라면 의외

로 빨리 낙수할 수 있다. 처리 후 3∼5일은 낙수상태

를 유지한다. 단, 이 기간에 강우 등으로 담수되어도 

낙수하지 않는다. 

보(Jumbo)제

중구획시험

  제제 1개에 상당하는 면 (10개/10a제는 1구 1a)의 

시험구를 만들어, 시험구의 심부근처에 투입한다(그

림 2-1). 시험구의 형태는 정방형, 장방형 어느 쪽도 좋

다. 잡 의 발생이 거나, 포장 내에서 발생량이나 

종이 불규칙하게 분포할 것이 상되는 경우에는 4모

퉁이나 각선 2모퉁이 등에 잡  종자나 괴경을 넣어

도 좋다.

소구획시험

  보제의 포장시험은 상기의 구획시험이 바람직

하지만 시험면  축소의 가능성에 하여 검토한 결

과, 재는 확산성 시험이나 작용성 시험에서 충분한 

확산성이 인정된 제제는 소면 시험에서도 충분한 평

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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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험규모와 처리방법.

  규모는 1구 2.1×7m이지만(그림 2-2) 다소 변형하여

도 평가는 변하지는 않는다. 면 에 상당하는 약량을 

시험구의 한쪽 가장자리, 짧은 쪽의 변으로부터 약 1m 

떨어진 지 에 처리한다. 투입 치가 짧은 쪽의 변에 

무 가까우면 칸막이에 의한 완충작용의 향이 우려

되므로 주의한다. 한 바람에 의한 향도 고려하여, 

바람이 불어가는 쪽 처리 (풍하처리, 風下處理), 바람

이 불어오는 쪽 처리 (풍상처리, 風上處理)의 2구를 설

정한다. 

0.5kg 입제 등(소량 확산형 입제)

  종래의 입제와 달리, 주변 가장자리(주연부, 周緣部) 

살포 등 불균일 살포가 제된 제제이므로 용성시험

의 시험구와 살포방법은 이것에 응하여야 한다. 

구획시험, 소구획시험 모두 한편의 짧은 변을 따라 띠

모양으로 처리한다(그림 2-3). 보제시험구와 같이, 

바람에 의한 향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하면 좋다.

지 응성시험(실제 규모시험)

  10∼30a 정도의 시험포장에서 실시하는 살포방법을 

가정하여, 실제 용성에 하여 검토한다. 재 지 

응성시험(실제 규모시험)에서 검토되고 있는 주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주변 가장자리(주연부, 周緣部) 살포 

  논둑 등을 보행하면서 시험 제 제를 논 안의 주변 

가장자리에 살포한다. 일반 으로 폭 30m까지의 포장

에서는 논둑에서 살포하며, 폭 30m를 과하는 포장

에서는 논둑으로부터의 살포와 더불어, 폭에 따라 

앙을 1열 는 2열로 나 어 보행하면서 좌우에 살포

한다.

  Flowable제, 과립수화제에 해서는 일반 으로 논

둑살포, 논둑으로부터의 손살포로 불리운다. 확산형 

1kg 입제, 0.5kg 입제, 0.25kg 입제 등은 종래의 입제와 

혼동·오용을 막기 하여 이와 같은 살포가 가능하다

고 확인된 입제에 한하여 ｢주변 가장자리 살포 가능｣

이라고 표기된다.

  Flowable제는 제품이 들어있는 병을 손에 들고, 약

액을 논 내부에 뿌려 넣는다(손 살포)(그림 3). 과립수

화제는 소정량의 물로 희석하여 살포용 병으로 손 살

포 한다. 포장면 에 따라 가압식 용 살포기를 이용

한 살포도 이루어진다.

  0.5kg 입제, 0.25kg 입제 등은 무늬 모양(筋狀)으

로 살포하거나, 몇 보 간격으로 한 씩 뿌려 넣는다. 

제형(劑型)에 따라, 는 시험포장의 구획에 따라 살포

방법이 달라지므로 시험설계서를 확인하고, 책임자와 

상의한다. 

물꼬(수구, 水口) 처리

  체 으로 물을 공 할 때, 물꼬(수구, 水口)에 사

용량을 일 처리하고, 추가 공 되는 물과 함께 유효

성분을 논 체에 확산시키도록 하는 처리방법이다.

  지 까지의 시험결가를 검토한 결과, 물꼬(수구, 水

口)처리는 ① 써 질한 논의 균평도(均平度)가 높고, 

② 6시간 이내에 5∼6cm의 담수심을 얻을 수 있는 

수능력이 있는 논에서, ③ 처리시의 담수심에 더해 3

∼4cm 이상 상승하도록 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용

성이 인정되므로 시험설계 등에서 특별히 지정된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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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Flowable제의 논둑 살포.

그림 4. Jumbo제의 지 응성시험 규모.

에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시험포장과 조건을 검토

하여야 한다.

점보제 현지 적응성시험(실제 규모시험)

  사용의 편리성, 생력성, 뛰어난 확산성을 특징으로 

하는 보제의 효과를 실제규모에서 실증․평가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1처리 10∼30a의 시험구에서 논둑을 보행하면서 

논 안쪽으로 소정량을 투입한다. 일반 으로 폭 30m

까지의 포장에서는 논둑에서 투입하고, 30m를 넘는 

포장에서는 논둑에서의 살포와 더불어, 폭에 따라 

앙을 1열 는 2열로 나 어 걸어가면서 좌우에 살포

한다(그림 4).

  보제에 국한하지 않고, flowable제, 0.5kg 입제 등 

확산성을 특징으로 하는 제형의 처리에 있어서는 논에

서의 노출이 없도록 5cm정도의 담수심으로 하고, 처리

직후는 논물( 면수, 田面水)의 유출이 없도록 주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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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 조류(藻類) 등 부유물에 의해 확산이 해되

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한다.

  처리시의 수심, 포장의 균평도, 수온, 조류 등 부유

물의 발생정도(피도, 被度), 풍향, 풍속 등을 기록하여 

두면 시험결과의 고찰 등에서 유용하다.

  지 응성시험(실제 규모시험)에서는 종에 따라

서 잡 발생 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면

을 크게 잡는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긴 폴 를 표시하여 미리 부분 으로 잡 종자를 

당량 종하여도 좋다. 단, 잡 를 넣은 장소뿐 아니

라 체 인 효과를 찰하면서 제 효과를 단한다. 

무처리구는 50×50cm의 틀을 비하여( 라스틱 넬 

이용) 당한 장소에 설치한다. 는 논둑을 시험구 나

 때 쓰던 선라이트로 당한 크기로 둘러싸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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