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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lic Foam 배지를 이용한 파프리카의 플러그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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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in a glasshouse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producing paprika plug seedlings 
in a newly developed inert phenolic foam growing medium. Plug seedlings of ‘Fascinato’ paprika were grown 
in five media, Grodan rockwool (Grodan Co. Ltd., Denmark), UR rockwool (UR Co. Ltd., Korea), phenolic 
foam LC (Smithers Oasis Korea Co. Ltd., Korea), phenolic foam RC, and phenolic foam 3813-4 all in a 
pellet type. Seeds were germinated in a growth chamber (25℃, 90% RH, dark) for 4-5 days and then seedlings 
were grown in a glasshouse with nutrient solution supplied by an overhead irrigation system. Seedling growths 
were measured 20 days after sowing. The medium pH was the highest in the Grodan rockwool, and medium 
EC was the highest in phenolic foam 3813-4, although no nutritional excess disorders were observed. Germination 
rates of paprika were higher than 90% in all the media. Plant height, stem diameter, T/R ratio, leaf area, 
and chlorophyll showed a similar to those in the rockwool medium. Number of leaves, length of the longest 
root and dry weights of shoot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reatments. Overall, phenolic foam LC 
and RC produced seedlings with a similar growth as the rockwool medium. The results obtained suggest 
that rockwool can be replaced with a new material such as phenolic foam in the commercial scale production 
of plug seedlings of ‘Fascinato’ pap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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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파프리카는 1994년 국내에 도입되어 1996년부터 수출용 

재배가 시작되었고, 신선농산물 중 수출비중이 높은 농가 

고소득 작물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비타민C 함량이 높아 

국내외의 소비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파프리카

의 국내 재배면적은 2000년에 52ha였지만 2005년 249ha, 
그리고 2009년에 약 367ha에 이를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재배면적이 많아질수록 육묘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플러그 묘는 1990년대 초반 국내에 도입된 이후 육묘 노

력이 절감되고 균일묘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작
물생산을 분업화할 수 있는 장점(Ito, 1992; Jeong, 1998) 때
문에 그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파프리카의 경우는 생

산 농가에서 자가육묘 또는 묘 생산회사에서 육묘한 것을 

구매하여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육묘용 배지

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공정 육묘용 배지는 

외국에서 거의 전량 수입한 원재료에 의존하고 있다(Jeong, 
2000). 국내에서는 1990년 초부터 농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값이 싼 부존자원의 활용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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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ve pellet type media used in the experiment. RW (G), 
grodan rockwool (Grodan Co. Ltd., Denmark); RW (U), UR 
rockwool (UR Co. Ltd., Korea); LC, phenolic foam LC 
(Smithers Oasis Korea Co. Ltd., Korea); RC, phenolic foam 
RC; 3813-4, phenolic foam 3813-4.

이(Han et al., 1993), 왕겨, 훈탄, 목재입자(Hwang and Jeong, 
2002; Lim et al., 1995), 톱밥(Lee et al., 1996), 우레탄 스펀

지(Shin and Jeong, 2002), 그리고 목탄(Park et al., 1992) 
등의 유기배지 및 암면, 펄라이트 등의 무기배지 재료를 이

용한 육묘 전용배지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국스미더스오아시스(주)에서 개발중인 phenolic foam

은 꽃꽂이용 플로랄폼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현재 대규모 

상업적 과채류 수경재배에 활용할 수 있는 육묘용과 재배용 

배지 개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Park et al., 2010, 
2011). 육묘와 재배용 phenolic foam 배지는 비유기물인 합

성수지 발포체로서 수입대체 효과가 크고, 기존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는 배지의 문제점인 균일성, 가공성, 경량

성, 흡수성 및 경제성 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생산과정에서 물리성(총공극, 용기용수량, 가비중 등) 
조절을 통해 배지 기능을 최적화 시킬 수 있는 원예용 배지

로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까지 파프리카 육묘 전용배지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

는 실정이다. 그래서 재배 현장에서는 보다 저렴하고 안정

성이 높으면서 식물생육 및 묘소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배

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파프리카 육묘에는 240
공 스티로폼 트레이에 펠릿형 암면 배지를 채워 사용하고 

있다. 암면은 무균의 배지로, 육묘기에 발생되기 쉬운 잘록

병 등의 병해를 줄일 수 있으며, 용기용수량과 총공극이 높

아 양수분 관리가 용이하고, pH와 EC를 재배자가 원하는 

적정수치로 유지하기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배지의 물

리성이 균일하고 어린묘들 사이의 생육이 일정하여 재배 관

리가 매우 편리하다. 그러나 암면의 원료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원료나 완제품의 구입단가가 높아 생산비

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사용 후 폐기가 어렵

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다. 유럽에서는 폐암면을 

수거하여 벽돌제조용이나 건축용 소재로 재활용하고 있지

만, 국내에서는 방출량이 적어 경제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전량 폐기하는 수준이다. 암면의 많은 장점에 비해 여

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이나 환경오염 및 폐기문

제들이 있다.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육묘용 및 수경재배용에 

적합한 배지 탐색을 위해 많은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파프리카 육묘에 사용되고 있는 암면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펠릿형 개발배지인 phenolic foam LC (phenolic 
foam light cube)와 phenolic foam RC (phenolic foam root 
cube) 및 phenolic foam 3813-4의 사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파프리카 Capsicum annuum ‘Fascinato’(신젠타 종묘㈜)
를 2010년 8월 12일에 각각 5종류의 펠릿형 인공배지에 파

종하였다. 240공 플러그 트레이(60cm × 41cm × 5cm, cell 
volume 15mL)에 5종류의 펠릿 배지를 넣고 충분히 배지를 

포수시켰다. 파종 전 phenolic foam 펠릿 배지의 상부 표면

에 종자를 안착시키기 위해 원통형으로 폭 0.3mm, 깊이 

0.5mm의 구멍을 뚫었다. 파종 후 버미큘라이트로 복토하여 

온도 25℃, 상대습도 90%을 유지한 암조건의 생장상에서 

발아시켰다. 펠릿 배지는 기존의 파프리카 육묘재배에 사용

되고 있는 Grodan암면(RW(G))과 UR암면(RW(U))을 대조

구로 사용하였고, phenolic foam 배지 3종류(LC, RC, 3813-4)
를 사용하였다(Fig. 1). 배지 처리별 완전임의배치법 3반복

으로 60개체씩 파종하였다. 암상태에서 4-5일간 발아 후 파

프리카 재배 전용 유리온실로 옮겨 재배하였다. Grodan 표
준양액을 조제하여 주당 125mL씩 암면배지는 오전 9시경 

1회/일, phenolic foam 배지는 오전 9시경, 오후 2시경에 2
회/일 두상관수 하였다. 양액의 pH는 5.5, EC는 2.0dS･m-1

로 유지하였다. 파종 20일 후 초장, 상배축, 하배축, 경경, 
엽수, T/R률, 엽면적,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체중과 건물중, 
엽록소 함량을 측정하였다. 줄기 직경인 경경을 측정하기 

위해 식물체 지제부의 가장 굵은 부분을 디지털 버니어 캘

리퍼스(CD-20CPX, Mituto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으며, 엽면적 측정기(LI-3100, LI-COR Inc., USA)를 이용

하여 지상부 전체의 엽면적을 조사하였다. 엽록소 함량은 

본엽기 잎을 엽록소 측정기(SPAD 502, Minolta, Japa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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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 and EC of growing media before and after 20 days of culture of plug seedling.

Mediaz pH EC (dS･m-1)
Before After Before After

RW (G)  6.8 ay 6.6 a 0.02 d 0.5 c
RW (U) 6.8 a 6.7 a 0.10 c 0.6 b
LC 6.3 b 6.7 a 0.13 b 0.3 e
RC 6.1 c 6.2 b 0.21 a 0.5 d
3813-4 6.0 d 6.2 b 0.10 c 0.7 a
zRW (G), grodan rockwool (Grodan Co. Ltd., Denmark); RW (U), UR rockwool (UR Co. Ltd., Korea); LC, phenolic foam LC (Smithers 
Oasis Korea Co. Ltd., Korea); RC, phenolic foam RC; 3813-4, phenolic foam 3813-4.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뿌리 형성은 뿌리가 펠릿 배지를 감

싸고 있는 정도에 따라 가장 우수한 1에서 가장 불량한 5로 

등급을 매겼다. 건물중은 60℃의 드라이오븐(OF-22GW, 
Jeio Tech, Korea)에서 72시간 건조한 직후 측정하였다.

발아율

파종 후 5일째부터 10일간 발아율, 평균 발아일수, 평균 

발아속도 및 50% 발아소요일수를 조사하였다(Coolbear et 
al., 1984; Hartmann and Kester, 1983).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발아율(percent germination: PG)
PG = (N/S) × 100
N, 총 발아수; S, 총 공시 종자수

평균 발아일수(mean germination time: MGT)
MGT = Σ(Ti × Ni)/N
Ti, 치상후 조사일수; Ni, 조사당일 발아수; N = ΣNi, 총
발아수

평균 발아속도 (mean daily germination: MDG)
MDG = N/T
N, 총 발아수; T, 총 조사일수

50% 발아소요일수(T50)
(T50) = Ti + [((N + 1)/2 - Ni)/(Ni - Nj)] × (Ti - Tj)
N, 발아조사 종결일까지의 총 발아수

Ni, N에 대한 50% 직전까지의 총 발아수

Nj, N에 대한 50% 직후까지의 총 발아수

Ti, Ni 시점까지 소요된 발아기간

Tj, Nj 시점까지 소요된 발아기간

배지의 화학성과 물리성

pH와 EC meter(HI 98130, Hanna Instruments Co. Ltd., 
USA)를 사용하여 배지의 화학성을 측정하였다. 배지는 사

용 전과 사용 후 각 처리별 3반복으로 70mL의 시료에 2차 

증류수 350mL를 넣어 1:5(v/v) 부피 비율을 만들었다. 그리

고 3시간 동안 희석한 후 거름종이로 걸러진 용액의 pH와 

EC를 측정하였다(Kim et al., 2000). 
배지의 물리성은 Fonteno(1996)가 제시한 공식을 사용하

여 총공극(total porosity), 용기 용수량(container capacity), 
기상률(air space), 그리고 가비중(bulk density)을 계산하였

다. 본 실험에 사용된 플러그 트레이에 배지를 채우고 48시
간 동안 침지하여 포화된 무게를 측정하였다. 그 후 상온에

서 2시간 동안 배수시켜 배지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배수된 배지를 72시간 동안 완전 건조하여 배지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물리성 측정을 위한 실험은 3반복으로 수행되었

다. 위의 실험으로부터 용기 용수량(container capacity, CC), 
총공극(total porosity, TP), 그리고 기상률(air space, AS)을 

다음의 공식으로 계산하였다.
용기 용수량(container capacity, CC) = [습윤중량(wet 
weight) - 건조중량(dry weight)]/배지의 용적(volume of 
sample) × 100
기상률(air space, AS) = [배수된 용적량(volume of water 
drained)]/배지의 용적(volume of sample) × 100
총공극(total porosity, TP) = CC + AS

실험결과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 9.1,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uncan 다중검정으

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으며, 그래프는 Sigma Plot 
(10.0, Systat Software,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하였다.

결과 및 고찰

육묘 전과 육묘 후 배지의 pH와 EC의 변화 정도를 Table 
1에 나타냈다. 육묘전 RW(G)와 RW(U) 배지를 제외한 신

개발 배지 LC, RC, 3813-4배지의 pH가 6.0-6.3 범위의 값으

로 측정되어 Nelson(1991)이 제시한 적정 pH범위인 5.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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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ed germination percentage in a plug tray of ‘Fascinato’ paprika as influenced by the various media.

Mediaz Germination
(%)

MGT
(days) MDG T50

(days)
RW (G)  95.0 by 35.86 c 5.70 b 6.08 c
RW (U) 94.6 c 34.93 d 5.67 c 6.32 a
LC 96.7 a 38.29 b 5.80 a 5.59 d
RC 94.6 c 38.42 a 5.67 c 5.55 e
3813-4 94.2 d 34.50 e 5.65 d 6.20 b
zRW (G), grodan rockwool (Grodan Co. Ltd., Denmark); RW (U), UR rockwool (UR Co. Ltd., Korea); LC, phenolic foam LC (Smithers 
Oasis Korea Co. Ltd., Korea); RC, phenolic foam RC; 3813-4, phenolic foam 3813-4.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에 포함되었다. 그래서 기존의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육묘용 암면배지보다 우수한 화학성을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육묘 후 암면 배지를 포함해서 배지의 pH가 6.2-6.7 
범위의 안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어 육묘용 배지에 적합한 것

으로 보였다. 특히 신개발 배지인 RC와 3813-4 배지의 pH
가 각각 6.2로 측정되어 최적의 조건을 나타냈다. RW(G)와 

RW(U)배지 및 LC배지에서는 적정 pH 값보다 다소 높았다. 
Choi et al.(1997)이 몇 가지 배지를 이용하여 고추를 육묘한 

결과와 유사하게 본 실험에서도 작물 재배 중에 특별한 무

기원소의 겹핍증상이나 독성증상이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

고 안전한 작물관리를 위해 배지에 화학물질(산처리; 질산, 
인산, 황산)의 첨가, 또는 양액관리로 배지의 pH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또한 Bunt(1998)나 Nelson(1991)이 

제시한 적정 pH 범위의 조절을 위해 산성이나 알칼리성 비

료의 첨가 등의 방법으로 보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실험 전･후 육묘 배지의 전기전도도(EC)를 조사한 결과 전

체적으로 육묘 전보다 육묘 후 배지의 EC가 증가하였다. 이
는 발아가 시작된 파종 4-5일 후부터 온실로 옮겨 양액관주를 

시작하였는데 총 관수한 물의 양 중 배수된 물의 양이 적어 

발생된 문제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관수량을 증가시킬 경우 

실험 시작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실험 전 측정한 5가지 배지의 EC 값이 0.02-0.21dS･m-1

의 범

위로 측정되어 전형적인 무기물 배지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RW(G)배지의 EC가 0.02dS･m-1

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RW(U)와 3813-4배지가 0.10dS･m-1
로 낮았다. 이는 재배자

가 원하는 근권의 화학성을 작물 생육에 적합하도록 조절할 

수 있는 무기물 배지의 장점을 잘 나타내 준 결과이다. 전체

적으로 육묘 후 모든 배지의 EC가 0.3-0.7dS･m-1
로 증가하

였다. 특히 RW(U)배지와 3813-4배지에서 각각 0.6과 0.7dS･m-1

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이는 발아 후 온실 베드의 생육상

에서 양액이 공급되면서 배지내 염이 잔류되어 축적된 것으

로 보였다. 근권의 EC가 지나치게 상승하게 되면 양분흡수

의 균형이 깨지고 뿌리에 스트레스를 주게 되어, 심하면 광

합성이 저하되는 등 생육이 억제된다(Aljibury and May, 
1970; Martin et al., 1970)는 보고가 있다. 본 결과에서는 배지

의 EC는 Nelson (1991)이 제시한 1.50dS･m-1 이하의 안정적

인 범위에 있었으며, 높은 EC로 인한 묘의 생육에 악영향은 

없었다. 5가지 배지 중 EC 값은 LC 배지에서 0.3dS･m-1
로 

가장 낮았다. 
발아율은 모든 처리에서 94% 이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평균 발아일수를 나타내는 MGT는 기존의 사용하던 RW(G)
와 RW(U) 배지에 비하여 LC와 RC 배지에서 약 3-4일 정도 

오래 걸렸으며, RW(G), RW(U), 3813-4 배지에서는 평균 

34일-35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3813-4 배지

에서 34.5일로 단축되었다. 평균발아속도를 나타내는 MDG
는 LC 배지에서 5.8로 가장 빨랐고, 반대로 3813-4 배지 처

리에서는 5.65로 가장 느렸다. 50% 발아소요일수를 나타내

는 T50은 모두 6일 이내에 완료 되었으며, 특히 RC 배지 처

리에서 5.55일로 다른 처리와 비교하여 빠른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2).
발아율을 제외한 MGT, MDG 및 T50의 각 배지별 차이는 

처리별 배지마다의 완충작용 능력과 표토의 발아환경이 상

이(Hwang and Jeong, 2004; Kim and Lee, 1999)함을 의미

한다. 본 실험결과에서도 5가지 인공배지가 가지고 있는 고

유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다양하게 나왔는데 신개발 배지인 

LC, RC 및 3813-4 배지 처리에서 MGT, MDG 및 T50이 

RW(G)와 RW(U) 배지 처리에 비해 양호한 결과를 나타냈다.
파종 후 20일째 파프리카 ‘Fascinato’ 묘의 생육을 보면, 

RW(U) 배지에서 초장 11.1cm로 생육이 가장 좋았다(Table 
3). 그리고 신개발 배지인 3813-4 배지의 초장이 9.1cm로 

가장 짧았다. 엽폭은 2.9-3.3cm의 범위로 RW(G), RW(U) 
및 RC 배지에서 가장 넓었고, 다음으로 LC배지와 3813-4배
지에서 각각 3.1cm와 2.9cm로 측정되었다. 엽장은 RW(G), 
RW(U), LC 및 RC 배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지만, 
3813-4배지에서 5.0cm로 가장 짧았다. 상배축과 하배축을 

비교하였을 때 RW(G), RW(U), 3813-4 배지에서는 상배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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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ffect of root media on the growth of ‘Fascinato’ paprika plug seedling measured at 20 days after sowing.

Mediaz Plant height
(cm)

Leaf width
(cm)

Leaf length
(cm)

Epicotyl 
length
(cm)

Hypocotyl 
length
(cm)

Stem 
diameter 

(mm)

No. of 
leaves

Length of 
longest root

Chlorophyll
(SPAD)

RW (G)   9.9 by 3.3 a 5.6 a 4.2 c 4.5 b 2.6 b 3.8 a 3.7 a 30.0 a
RW (U) 11.1 a 3.3 a 5.6 a  4.5 bc 5.0 a 2.9 a 3.9 a 3.8 a 28.6 b
LC 10.0 b 3.1 b 5.6 a 4.7 b 4.2 c 2.6 b 3.9 a 3.9 a 30.3 a
RC 10.8 a 3.3 a 5.8 a 5.1 a  4.3 bc 2.8 a 4.0 a 3.8 a 29.8 a
3813-4  9.1 c 2.9 c 5.0 b 3.7 d  4.3 bc 2.5 b 3.9 a 3.9 a 30.5 a
zRW (G), grodan rockwool (Grodan Co. Ltd., Denmark); RW (U), UR rockwool (UR Co. Ltd., Korea); LC, phenolic foam LC (Smithers 
Oasis Korea Co. Ltd., Korea); RC, phenolic foam RC; 3813-4, phenolic foam 3813-4.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Table 4. Leaf area, fresh and dry weights, dry matter, T/R ratio, and rot grade of ‘Fascinato’ paprika plug seedling measured 
at 20 days after sowing.

Mediaz Leaf area
(cm2/plant)

Fresh wt. (g) Dry wt. (g) Dry matter
(%) T/R ratio Root gradey

Shoot Root Shoot Root
RW (G) 23.2 bx 1.4 b 0.08 a 0.18 a 0.13 a 22.9 a 1.2 b 2.7 c
RW (U) 22.6 b 1.4 b 0.05 b 0.08 a 0.14 a 15.6 ab 0.7 b 3.3 ab
LC 23.5 b 1.4 b 0.08 a 0.09 a 0.05 b  9.6 b 1.7 b 3.4 ab
RC 27.8 a 1.6 a 0.06 b 0.09 a 0.05 b  8.8 b 2.8 a 3.0 bc
3813-4 19.2 c 1.2 c 0.06 b 0.07 a 0.05 b  9.6 b 1.7 b 3.6 a
zRW (G), grodan rockwool (Grodan Co. Ltd., Denmark); RW (U), UR rockwool (UR Co. Ltd., Korea); LC, phenolic foam LC (Smithers 
Oasis Korea Co. Ltd., Korea); RC, phenolic foam RC; 3813-4, phenolic foam 3813-4.

yRoot formation was evaluated based on grades 1 to 5 (1 = excellent, 2 = good, 3 = moderate, 4 = bad, 5 = poor).
x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보다 하배축의 길이가 긴 반면, LC와 RC 배지에서는 상배

축의 길이가 더 길었다. RW(G), RW(U), 3813-4 배지가 전

체 초장에 비해 하배축의 길이가 다소 신장하여 도장의 우

려를 보였고, 하배축의 생육결과로만 판단할 때는 LC와 RC 
배지가 더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줄기의 굵기를 나타내면서 

생장강도를 나타내는 묘의 생육지표(Stradiot and Battistel, 
2003)인 경경은 RW(U)와 RC 배지에서 각각 2.9mm와 2.8mm
로 굵었으며, 이는 강건하고 품질 좋은 묘가 될 수 있는 조건

으로 충족된다. 다음으로 RW(G), LC 및 3813-4 배지 처리

에서는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엽수와 최대근장은 5종류

의 배지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없이 유사하게 측정되었고, 
엽록소 함량은 RW(U) 배지가 28.6의 값으로 가장 낮았다. 
파종 후 30-60일간 묘를 키울 때 배지의 차이보다는 공급되

는 양액의 질소질 비료의 농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Hwang 
and Jeong(2002), Hwang and Jeong(2004)의 결과와 유사하

게 본 실험결과에서도 Grodan 표준양액을 조제하여 pH는 

5.5, EC는 2.0dS･m-1
로 공급한 결과, RW(U) 배지를 제외한 

4개 배지 처리에서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엽면적은 대조구인 암면배지

와 비교해서 RC 배지에서 27.8cm2
로 가장 넓었다. 다음으

로 RW(G), RW(U) 및 LC 배지에서 유사하게 측정되었고, 

3813-4배지 처리에서 19.2cm2
로 가장 작았다. 지상부의 생

체중은 큰 차이는 없었지만 RC 처리에서 식물체 한 포기당 

1.6g으로 무거웠고, 지하부 생체중은 대조구인 RW(G)와 

LC 배지에서 0.08g으로 무거웠다. 지하부의 건물중과 건물

율은 RW(G), RW(U)배지처리에서 가장 높았다. 지상부와 

지하부 건물 비율을 나타내는 T/R률은 RC배지에서 2.8%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주로 지상부의 생육을 촉진시키고

자 할 목적을 가진 육묘 생산을 계획할 때는 본 결과를 참고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C배지를 제외한 4개 배지의 

T/R률은 통계적인 차이가 없이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뿌리

등급은 기존 파프리카 육묘시 사용되고 있는 RW(G) 배지

에서 2.7등급으로 뿌리분포와 근군의 형성이 가장 우수하였

으며, 다음으로 RC, RW(U), LC, 3813-4 배지 처리에서 각

각 3.0, 3.3, 3.4 및 3.6의 등급 순서로 뿌리 발육성적을 보였다. 
육묘배지의 물리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공극과 용

기용수량을 조사하였다(Fig. 2). 총공극은 배지내에 공급되

는 공기와 수분에 따라 달라지는데, 공극이 많은 배지는 용

기내 배지의 수분과 산소의 공급을 증가시킨다. 용기용수량

은 배지를 물로 포화시킨 후 자연상태에서 배수를 한 다음 

배지가 함유할 수 있는 양수분을 말하는 것으로 배지가 보

유할 수 있는 최대의 함수량이다. 용기용수량이 중요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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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tal porosity, container capacity, bulk density, and air 
space of the media used in experiment. RW (G), grodan rockwool 
(Grodan Co. Ltd., Denmark); RW (U), UR rockwool (UR Co. Ltd., 
Korea); LC, phenolic foam LC (Smithers Oasis Korea Co. Ltd., 
Korea); RC, phenolic foam RC; 3813-4, phenolic foam 3813-4. 
A, total porosity and container capacity; B, bulk density; and C, 
air space.

Fig. 3. Capsicum annuum ‘Fascinato’ plug seedlings at 20 days 
after sowing as affected by the various media. Five pellet type 
media used in the experiment. RW (G), grodan rockwool (Grodan 
Co. Ltd., Denmark); RW (U), UR rockwool (UR Co. Ltd., Korea); 
LC, phenolic foam LC (Smithers Oasis Korea Co. Ltd., Korea); 
RC, phenolic foam RC; 3813-4, phenolic foam 3813-4.

유는 근권에 함수율이 장기간 낮게 유지되면 뿌리에 스트레

스가 발생하고 양수분의 흡수가 저해되어 초세가 약해지기 

때문이다(Aljibury and May, 1970; Martin et al., 1970). 총
공극은 LC와 RC배지에서 높았으며, 용기용수량 역시 LC와 

RC 배지에서 40% 이상 유지하였다. 식물생장을 위한 최적 

근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상, 액상, 기상이 적절한 균형

을 이루어야 하고(Bunt, 1984), 배지의 총공극에 대한 기상

률(Hartmamn et al., 1997; Lemaire, 1995; Soffer and Burger, 
1989)은 근권부 산소의 이용에 중요하다. 가비중은 기존에 

사용하는 RW(G)배지와 신개발배지인 RC배지가 0.8g･m-3 
이하로 가벼웠으나, 모든 배지에서 뚜렷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기상률은 LC, RC, 
3813-4배지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RW(G), RW(U)보
다 높았다. 파프리카 육묘시 관수 후 배수가 잘되고 통기성

이 좋아야 도장을 억제하면서 강건한 고품질 묘를 생산할 

수 있다. 또한 배지가 오랫동안 수분을 보유하여 과습하게 

되면 기부가 부패하게 된다. 그러므로 기상률을 적정한 수

준으로 높여주는 것이 파프리카 육묘에 더욱 효과적인 물리

적 조건의 배지라 할 수 있다.
생육조사 결과 기존 파프리카 육묘시에 사용되고 있는 

RW(G)와 RW(U) 배지와 비교하여 LC와 RC배지는 묘의 

생육에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하게 균일한 생육을 보였다(Fig. 
3). 이러한 결과는 배지 실험시 암면과 phenolic foam 배지

의 수분관리를 다르게 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암면은 보

수성이 양호 하여 1회/일 관수하였고, 개발배지인 phenolic 
foam은 보수성이 낮아서 2회/일 관수하였을 때 암면 배지와 

비슷한 생육을 보였다. 하지만 3813-4배지는 다른 배지와 

비교하여 초장이 짧았고, 엽폭, 엽장, 상배축, 하배축, 경경, 
생체중과 건물중 및 엽면적 등에서도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향후 3813-4배지 처리를 제외한 phenolic foam LC와 RC 
배지를 토마토, 파프리카 등 다양한 과채류의 육묘실험에 적

용하여 보완 실험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펠

릿형의 육묘전용 배지 뿐만 아니라 가식을 위한 큐브(Cube) 
형태의 배지와 슬래브(Slab) 형태의 이용을 위한 실험도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파프리카 육묘는 전체 재배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로 묘소질이 초기 생육과 수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좋은 묘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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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에서는 파프리카의 수출시기를 고려해 대부분

의 육묘가 7, 8월의 하절기에 이뤄지므로 도장으로 인해 묘

가 연약하거나 균일하지 않아 정식 후에 개체 간의 생육차

이가 발생하거나 초기의 과실 착과수가 적어 초기수량 감소

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An et al., 2002).
암면은 원료나 완제품의 구입단가가 높아 생산비를 증가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는데, phenolic foam LC, RC 배지

는 기존 암면 배지와 비교하여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여진다. 기존의 펠릿형 암면으로 충진

된 파프리카 전용 240공 트레이의 단가가 7,000-8,000원 정도

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발 배지인 phenolic foam 
LC, RC는 암면보다 20-30% 저렴하게 개발하는 것이 목적

이다. 그래서 추후 RW(G)와 RW(U)의 가공 단가와 폐기 방

법에 관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phenolic foam LC와 RC
배지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폭넓은 실증 실험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초   록

본 연구는 새롭게 개발된 무기물인 phenolic foam 배지를 

이용한 파프리카 파종용 플러그묘의 생산 가능성을 알아보

기 위해 유리온실에서 수행하였다. Grodan 암면, UR 암면, 
phenolic foam LC, phenolic foam RC, phenolic foam 3813-4
의 5종류 펠릿형 배지에 파프리카 ‘Fascinato’를 파종하였

다. 종자는 식물생장상(25℃, 상대습도 90%, 암상태)에서 

4-5일 동안 발아시켰고, 발아가 시작된 후에는 유리온실로 

옮겨 두상관수로 양액을 관주하였다. 파프리카의 생육은 파

종 20일 후에 측정하였다. 배지의 pH를 측정한 결과 Grodan 
암면이 가장 높았고, EC는 phenolic foam 3813-4가 가장 높

았지만 식물의 독성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모든 배지에

서 90% 이상의 발아율을 보였다. 초장, 경경, T/R률, 엽면

적, 엽록소 함량은 암면 배지와 비교하였을 때 생육이 유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엽수, 최대근장, 지상부의 건물중은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전체적으로 phenolic foam 배지인 

LC와 RC는 암면배지와 비교하여 유사한 생육을 보였다. 본 

실험결과 파프리카 ‘Fascinato’의 상업적 규모의 육묘를 위

해 암면을 신개발 물질인 페놀릭 폼으로의 대체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추가 주요어 : 생육배지, 펠릿, 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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