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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work was to identify and evaluate possible substrate alternatives or amendments to peat 

moss. This study involves the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zation and growth test of wood sawdust and wood fiber in order 

to evaluate their use as components of horticultural media. The carbohydrate content, C/N ratio, pH, phenolic compound, total 

porosity and water holding capacity were 58.9%, 425.1, 4.8, 181.8 (mg･g
-1

), 82.5% and 47.1% in wood sawdust and 41.1%, 

240.8, 5.9, 29.8 (mg･g
-1

), 90.6% and 56.2% in wood fiber, respectively. Wood sawdust (K, 998.0 mg･100g
-1

; Ca, 1196.0 mg･100g
-1

; 

Mg, 105.6 mg･100g
-1

) and wood fiber (K, 1250.1 mg･100g
-1

; Ca, 1982.6 mg･100g
-1

; Mg, 173.1 mg･100g
-1

) showed adequate 

mineral elements properties compared to peat moss (K, 0.02 mg･100g
-1

; Ca, 0.57 mg･100g
-1

; Mg, 0.13 mg･100g
-1

) for their 

use as growing media. The mixtures of the horticultural media were prepared using different substrate as wood sawdust and 

wood fiber to grow Chinese cabbage (Brassica campestris L.) in a greenhouse. The seed germination, leaf area and stem height 

were 75%, 0.50 cm
2
 and 2.8 cm in PS substrate (containing 30% peat moss, 10% perlite and 60% wood sawdust) and 95%, 

0.65 cm
2
 and 3.3 cm in PF substrate (containing 30% peat moss, 10% perlite and 60% wood fiber), respectively. The seed 

germination and stem height of the PF substrate (containing 30% peat moss, 10% perlite and 60% wood fiber) was higher 

than those in peat moss (control). Utilization of wood by-product can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media component to 

substitute the widely using expensive peat m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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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국내에 1990년대부터 도입된 플러그 육묘기술은 작은 공

간에서 많은 작물을 육묘할 수 있는 효율성과 재배과정의 

자동화 및 생력화로 인해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Lee et al., 

2006). 플러그 육묘에 사용되는 상토의 재료에는 피트모스, 

코이어, 훈탄 등과 같은 유기성 재료와 펄라이트, 제올라이

트, 버미큘라이트 등과 같은 무기성 재료가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과채류 공정육묘에는 유기질 재료인 피트모

스가 주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플러그 육묘용 

상토는 작업의 용이성이나 균질성은 물론, 근권의 형성능력

이나 묘의 저장성과 정식후 활착정도 등이 중요시되므로, 

물리성과 화학성을 더 좋게 하기 위해 피트모스에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버미큘라이트 등 무기성 재료를 혼합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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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produced wood sawdust and wood fiber.

하고 있다(Choi et al., 1997; Choi et al., 2002; Lee et al., 

2000). 또한 플러그 육묘에 사용되는 혼합상토는 구성 재료

의 혼합 비율을 변화시켜 최적의 물리화학적 조건으로 조절

되어야만 작물의 안정적 생육이 가능하게 되어, 작물의 품

질 및 생산비에 큰 영향을 준다(Choi, 1995; Ryu and Lee, 

1996; Woo et al., 2001). 

플러그 육묘용 혼합상토의 주재료인 피트모스는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양이온교환 능력과 보비력이 우

수하여(Argo, 1998), 국내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의 자재로서, 생산비 증가의 원

인이 되고 있고, 피트모스의 채취 사용이 환경 친화적이지 

못한 문제로 인해 사용을 줄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Song et al., 1996). 

피트모스를 대체하기 위한 연구로서 폐목재, 코코넛 섬유, 

왕겨,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폐지(Bugbee, 2002, Wrigth 

et al., 2006, Salifu et al., 2006, Ostos et al., 2008; Bustamante 

et al., 2008)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적절한 혼

합이나 전처리를 통해 피트모스 대체 가능성에 대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훈탄 왕겨(Park et al., 2014), 

버섯폐배지(Kim et al., 2014), 톱밥 및 코코피트(Kim et al., 

2010), 목질탄화물(Jeong et al., 2008), 토탄(Oh and Kim, 

2007) 등 국내에서 발생하는 산업부산물을 혼합상토의 구성

재료로 활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임산부산물은 산림으로부터 생산되는 임산물이 가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을 말하는 것으로 연간 국내 숲가꾸

기에 의해 발생되는 물량은 115,000톤, 산림 내 방치되는 물

량을 모두 합하면 2,483,000톤으로 각각 나타나며, 숲가꾸기 

사업지 (’09) 25만 ha → (’10) 49만 ha → (’11) 75만 ha → 

(’12) 101만 ha→ (’13) 127만 ha으로 늘어나고 있으므로 임

산부산물의 이용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임산

부산물을 가공하여 원예작물 생장제, 식물 병해 방제제 등

을 생산하는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가공부산물인 목질섬유

는 대부분 폐기되고 있으므로, 이들 가공부산물의 활용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혼합상토의 주 원료인 피트모스를 대체하

기 위하여 국내의 임산부산물로 발생되는 톱밥 및 목질섬유

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국내에서 주요한 채소 품

종 중 하나인 배추를 이용하여 생육효과를 검정함으로써 혼

합상토 원료로서의 임산부산물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물리화학적 특성 평가를 위한 유기질 상토재료는 피트모

스(20-80 mesh size sphagnum, Sunshine, Canada), 참나무 

톱밥(wood sawdust, 20-80 mesh size, 국립산림과학원) 및 

목질섬유(wood fiber, 20-80 mesh size, 유림하이텍, 대구)를 

사용하였고, 생육특성 평가를 위한 혼합상토 제조에는 무기

질 재료인 펄라이트(0.2-0.8mm, 삼손, 서울)를 사용하였다. 

임산물이 가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톱밥과 원예작물 생

장제, 식물 병해 방제제 등을 생산하는 산업체에서 발생되

는 가공부산물인 목질섬유의 발생공정은 Fig. 1과 같다. Heat 

treatment는 225°C에서 5분동안 실시하였고, water extraction

은 60°C에서 2시간 동안 실시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목질

섬유(heat treatment 및 water extraction 후 회수된 잔사)는 건

조 후 사용하였기 때문에 수분제거 정도를 기술하지 않았다.

공시재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공시재료의 탄수화물 분석은 Alditol acetate법(Voiges et 

al., 2012)에 의해 Gas chromatography(YL–6100, Young Lin 

Ins. Co., Ltd. Korea)로 분석하였고, C/N비는 원소분석기

(Flash 2000 Series,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USA)로 탄소 

및 질소의 함량을 측정 후 탄소함량에 대한 질소 함량의 비

율로 계산하였다. 무기성분은 습식분해액(HNO3:H2SO4:HClO4 

= 10:1:4)으로 분해한 후 ICP-AES(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ry)로 측정하였고, pH는 1:5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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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bstrate mixtures used in this study.

Treatment Formulation Designation

1 100% Peat moss (commercial substrate) P

2 30% Peat moss + 10% Perlite + 60% Wood sawdust PS

3 30% Peat moss + 10% Perlite + 60% Wood fiber PF

Table 2. Carbohydrate content (g･100 g
-1

 dry weight) of the raw materials. 

Raw material Arabinose Xylose Mannose Galactose Glucose
Total 

carbohydrate

Optimal range of

total organic matter
z

Peat moss 0.8 a
y

 1.6 c 2.2 b 2.9 a 26.4 c 33.9 c

> 80Wood sawdust 0.9 a 10.5 a 3.2 a 1.8 b 42.5 a 58.9 a

Wood fiber 0.0 c  5.4 b 0.0 c 0.0 c 35.7 b 41.1 b
z
Different letters within same column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y
Optimal range in growing media according to Abad et al. (2001).

(Jeong et al., 2008)으로 측정하였다. 생장저해물질인 페놀

성 화합물의 함량은 Folin-Denis법(Holderbauma et al., 2014)

에 의해 폴리페놀류의 양을 정량하여 간접적인 방법으로 판

단하였다.

공시재료의 물리적 특성인 공극률 및 수분보유력은 Choi 

et al.(1999)의 방법에 의거하여 높이 및 직경 7.62cm, 그리

고 내부용적 347.5mL인 알루미늄 실린더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혼합 상토의 작물 생육 특성 시험

Table 1과 같은 혼합비율로 임산부산물 혼합상토를 제조

하여 작물의 생육특성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작물은 엇갈

이 배추(Brassica campestris L., 동부한농, 한국)를 공시 품

종으로 정하고, 각 처리구별로 32공 육묘포트에 5반복하여 

파종한 후 경상대학교 온실(최저 온도 15°C 및 최고 온도

27°C)에서 7일 동안 수행(1일 1회 관수)하였다. 

발아율은 유근이 1mm 정도 자랐을 때를 기준으로, 파종

한 립수에 대해 발아한 립수로 계산하였고, 엽면적은 잎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여 계산하였으며, 초장은 지제부로부터 

정단부위까지 길이를 측정하였다(Byun et al., 2012). 발아율 

및 엽면적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발아율(Seed germination, %) =
총 발아 수

× 100
총 공시 종자 수 

엽면적(Leaf area, cm
2
) = 잎의 길이 × 잎의 폭 

통계 분석

통계분석을 위하여 각 계통의 5반복 값을 MS Excel을 이

용하여 표준편차를 나타내었으며, 각 실험구 사이의 유의성

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 

≤ 0.05 수준의 Duncan 다중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물리화학적 특성 

혼합상토 원료의 유기물 함량, pH, 미량원소 함량 등의 

화학적 특성은 식물생육에 적합한 근권 환경의 양분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혼합상토의 적절한 화학적 성

분은 매우 중요하며(Gabriels et al., 1986) 공극률, 수분보유

력, 가밀도, 진밀도 등과 같은 상토의 물리적 특성 또한 발아

율 및 줄기 생장과 같은 식물 생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

져 있다(Boodley,1998; Verdonck et al., 1983). 

혼합상토의 유기물 함량 지표인 탄수화물 함량은 지상부 

생산력을 좌우하는 지력 및 식물 생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영향을 준다. 또한 탄수화물은 식물이 직접 흡수할 수는 

없으나 탄소원으로서 미생물의 에너지원이 되며, 미생물이 

탄수화물을 분해하여, 질소 및 인산의 수용성 형태로 변화

시킴으로써, 최종적으로 식물의 에너지원을 생성하게 된다

(Lee and Sang, 1991).

피트모스, 톱밥 및 목질섬유의 총 탄수화물 함량 및 조성

은 Table 2에 나타냈다. 목질섬유에는 arabinose, man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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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N ratio of the raw materials. 

Raw material C (%) N (%) C/N ratio

Peat moss 45.0 b
z

0.8 a  56.3 c

Wood sawdust 48.6 ab 0.1 b 425.1 a

Wood fiber 50.2 a 0.2 b 240.8 b

Optimal range
y

50 - 70
z
Different letters within same column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y
Optimal range in growing media according to Bunt (1988).

Table 4. Content of mineral elements (mg･100 g
-1

 dry weight) of the raw materials. 

Raw material K Ca Mg Na Zn Fe Mn P

Peat moss 0.02 ± 0.0 c
z

0.57 ± 0.1 c  0.13 ± 0.0 c  0.00 ± 0.0 c 0.0 ± 0.0 c  0.02 ± 0.0 c 0.00 ± 0.0 c 0.00 ± 0.0 c

Wood sawdust 998.0 ± 10.4 b 1,196.0 ± 20.8 b 105.6 ± 2.0 b 296.7 ± 5.6 b 9.4 ± 0.0 a 165.7 ± 0.3 a 15.3 ± 0.0 b 60.5 ± 1.3 b

Wood fiber 1,250.1 ± 9.7 a 1,982.6 ± 19.9 a 173.1 ± 2.0 a 481.2 ± 3.0 a 5.1 ± 0.1 b  58.3 ± 0.6 b 24.1 ± 0.2 a 94.6 ± 0.2 a
z
Different letters within same column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및 galactose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았고, glucose 함량은 

35.7%, xylose 함량은 5.4%로 톱밥의 glucose(42.5%) 및 

xylose(10.5%) 함량보다 낮은 함량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는 업체 공정의 일부인 고온처리 공정 동안 탄수화물이 분

해되어 furfural과 5-hydroxymethyl furfural 같은 휘발성 화

합물로 변화되고 휘발되어 함량의 손실이 일어난 것으로 판

단된다(Ruiz et al., 2008). 피트모스, 톱밥 및 목질섬유의 탄

수화물은 공통적으로 glucose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

고, 이것은 유기물을 구성하는 cellulose로부터 유래되었다

고 판단된다. 톱밥 및 목질섬유의 총 탄수화물 함량은 각각 

58.9%, 41.1%로 피트모스(33.9%)보다 높은 총 탄수화물 함

량을 나타냈다. 

질소 고정활성은 유기물의 첨가에 의해 증가될 수 있고, 

또한 질소 고정세균(diazotroph)이 질소고정을 위한 에너지

원으로 탄수화물을 필요로 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탄수

화물의 다양한 당 중 glucose 또는 mannitol이 질소고정 활

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Malik et al., 2001). 따

라서, glucose 함유량이 높은 톱밥 및 목질섬유는 상토원료

로써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C/N비는 미생물에 의한 유기물 분해도 지표로 활용되는 

중요 인자로서 상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50-70 수준의 C/N

비가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다(Han et al., 2008). Table 3은 피

트모스, 톱밥 및 목질섬유의 탄소함량, 질소함량 및 C/N비

를 나타낸 결과로, 톱밥과 목질섬유의 탄소함량은 48.6-50.2% 

수준으로 피트모스(45.0%)와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으나, 질

소함량은 톱밥 0.1%, 목질섬유 0.2%로 피트모스 0.8%로 다

른 유의성을 나타냈다. 또한 C/N비는 피트모스 56.3, 톱밥 

486.0, 목질섬유 251.0로 재료에 따른 유의성을 나타냈다. 

피트모스 대체를 위한 상토로의 적용을 위해서는 톱밥보다 

목질섬유가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단독으로 작물재배

에 상토로 이용하기보다는 C/N비를 조절할 수 있는 질소보

충제나 다른 원료의 혼합 사용이 작물재배에 유리하다고 판

단된다.

Table 4는 피트모스, 톱밥 및 목질섬유의 무기성분을 나

타낸 결과로, 피트모스는 K, Ca, Mg, Fe 성분만을 소량 함유 

(0.02-0.57mg･100g
-1

)하고 있었다. 톱밥 및 목질섬유는 K, 

Ca성분이 약 1-2%로 다량 함유되어 있고, Mg, Na, Zn, Fe, 

Mn및 P 성분(15.3mg･100g
-1

-481.2mg･100g
-1

)은 소량 함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질섬유는 Zn, Fe 성분을 제외한 K, 

Ca, Mg, Na, Mn, P성분이 각각 1250.1, 1982.6, 173.1, 481.2, 

24.1, 94.6mg･100g
-1
으로 톱밥에 비해 높은 함량을 나타냈

다. Meiwes et al.(1995)는 무기성분 중 K, P 및 Ca와 같은 

성분은 토양 중에 용해되어 흡수되면 식물의 무기영양보충

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Fe 및 Al 등의 

금속성분은 토양중의 중금속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K, Ca, Mg 등 식물의 무

기영양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이 다량 함유된 톱밥 

및 목질섬유는 상토원료로서 활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상토 원료의 pH는 식물 양분의 유효성 및 독성원소의 용

해도 조절에 영향을 미치며(Degryse et al., 2009), 일반적으

로 식물은 약산성(pH 5.0-7.0)에서 생육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ble 5는 피트모스, 톱밥 및 목질섬유의 산도

를 나타낸 결과로, 피트모스는 pH 5.1, 목질섬유 pH 5.9로 

작물의 발아 및 생육에 적합한 수준이 이었으나, 톱밥은 pH 

4.8로 강산성을 나타내었다(Table 5). 강산성조건은 알루미

늄, 망간 및 철 등의 용해도가 증대하여 중금속이 작물에 과

잉 흡수되고, 토양 병원균에 감염되기 쉽기 때문에 강알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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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H and phenolic compound of the raw materials. 

Raw material pH
Phenolic compound 

(mg･g
-1

)

Peat moss 5.1 ± 0.0 b
z

103.1 ± 0.1 b

Wood sawdust 4.8 ± 0.0 c 181.8 ± 0.4 a

Wood fiber 5.9 ± 0.0 a  29.8 ± 0.0 c

Optimal range
y

5.3 - 6.5
z
Different letters within same column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y
Optimal range in growing media according to Abad et al. 

(2001).

Table 6. Total porosity and water holding capacity of the raw 

materials. 

Raw material
Total porosity

(%)

Water holding capacity 

(%)

Peat moss 89.9 ± 0.4 a
z

47.0 ± 0.7 b

Wood sawdust 82.5 ± 1.2 b 47.1 ± 0.8 b

Wood fiber 90.6 ± 0.9 a 56.2 ± 1.5 a

Optimal range
y

> 85 60 - 100
z
Different letters within same column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y
Optimal range in growing media according to Abad et al. 

(2001).

Fig. 2. Seed germination of Chinese cabbage (Brassica campestris

L.) grown in P (Peat moss), PS (containing 30% Peat moss, 

10% Perlite and 60% Wood sawdust) and PF (containing 

30% Peat moss, 10% Perlite and 60% Wood fiber) for seven 

day. Vertical bars represent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

조건보다 식물 생육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Fernandez 

et al., 2009) 톱밥을 상토원료로 이용할 경우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수피나 왕겨 등 임산부산물에는 resin, tannin, turpentine 

및 polyphenol류의 함량이 높으며, 상토원료로 이용할 경우 

이들 물질이 식물 생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Nelson, 2003; Maher et al., 2008; Park et al., 2014). 따라서 

생장저해물의 함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페놀성 

화합물을 분석하였다.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피트모스 103.1 

mg･g
-1
, 톱밥 181.8mg･g

-1
 및 목질섬유 29.8mg･g

-1
으로 원료

에 함유된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높을수록 pH 수치가 낮아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원료에 함유된 

페놀성 화합물 함량 수준이 원료의 pH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공극률은 보수성, 배수성, 통기성, 미생물 활성 등에 영향

을 미치고, 수분보유력은 수분 함유뿐만 아니라 영양분의 용

출성에도 관여하는 물리적 지표로서, 식물생육에 가장 적합

한 상토의 물리성은 공극률 85% 이상, 수분보유력 60-100%

으로 알려져 있다(Abad et al., 2001). 본 실험결과에서는 톱

밥 및 목질섬유의 공극률은 각각 82.5, 90.6%로 피트모스 

공극률(89.9%)과 비교했을 때, 톱밥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

냈고, 목질섬유는 상토로의 사용에 적합한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6). 톱밥 및 목질섬유의 수분보유력

은 각각 47.1 및 56.2%로 측정되었고, 상토의 적절한 수분보

유력이 60-100% 범위임을 고려할 때, 두 종류 원료 모두 적

절한 범위보다 낮은 수분보유력을 나타냈다. 현재 일반적으

로 유통되고 있는 상토인 피트모스의 수분보유력이 62-75% 

(Shin et al., 2012)로 적정 수분보유력 범위인 것을 고려할 

때, 낮은 수분보유력을 가지는 톱밥 또는 목질섬유의 사용

은 식물의 생육에 일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혼합 상토의 작물 생육특성

톱밥 및 목질섬유에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혼합하여, 물

리화학적 특성이 대조구(피트모스)와 유사하게 제조된 혼합

상토의 작물생육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배추를 육묘하여 발

아율, 엽면적 및 초장을 측정하였다. 배추종자의 7일 육묘 

후 발아율은 목질섬유 혼합상토가 95%로 대조구인 피트모

스(90%)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톱밥 혼합상토(75%)

는 피트모스보다 약 15% 감소된 발아율을 나타냈다(Fig. 2). 

또한 목질섬유 혼합상토에서 배추종자의 초기발아는 3일 

경과 후부터 발아가 시작되어 피트모스에서 배추종자의 초

기발아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톱밥 혼합상토에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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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eaf area of Chinese cabbage (Brassica campestris L.) 

grown in P (Peat moss), PS (containing 30% Peat moss, 

10% Perlite and 60% Wood sawdust) and PF (containing 

30% Peat moss, 10% Perlite and 60% Wood fiber) for seven 

day. Vertical bars represent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

Fig. 4. Stem length of Chinese cabbage (Brassica campestris

L.) grown in P (Peat moss), PS (containing 30% Peat moss, 

10% Perlite and 60% Wood sawdust) and PF (containing 

30% Peat moss, 10% Perlite and 60% Wood fiber) for seven 

day. Vertical bars represent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

추종자의 초기발아는 4일 경과 후부터 발아가 초기발아가 

시작되어 톱밥을 상토에 혼합하였을 때 작물의 발아에 영향

을 미치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Fig. 3과 Fig. 4는 톱밥 및 목질섬유를 혼합한 상토에서 

생장된 배추의 엽면적 및 초장을 각각 나타낸 결과이다. 목

질섬유 혼합상토는 피트모스와 유사한 수준의 생육특성을 

나타냈다. 목질섬유 혼합상토에서 7일 육묘 후 배추종자의 

엽면적과 초장은 각각 0.65cm
2
, 3.3cm로 피트모스의 엽면적

(0.70cm
2
) 및 초장(3.2cm)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톱

밥 혼합상토에서의 엽면적과 초장은 각각 0.50cm
2
, 2.8cm로 

피트모스의 엽면적과 초장 수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

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톱밥과 같이 목질화가 높은 

유기성 자재를 상토 표면에 멀칭하면 작물의 생육이 증대되

는 효과를 나타내지만, 상토에 혼합될 경우 미생물 증가, 질

소 고정화반응 등으로 인하여 작물의 생육을 저해한다는 결

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Olayinka and Adebayo, 

1985). 또한 천연톱밥을 상토로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식

물생장의 저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Nelson, 2003; Maher et 

al., 2008)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톱밥에 함유된 페놀성 화합

물 등과 같은 생육저해물질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

물의 하나로, 식물 생장에 있어서 미생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 및 산화환원 반응 시 기질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농도 

및 성분에 따라 식물 생장저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rp et al., 2006). 따라서, 톱밥을 상토로 이용하기 위

해서는 부숙 또는 생장저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 과

정이 요구되지만, 목질섬유는 산업체 제조공정에 있어서, 

고온처리 공정이 존재함으로써, 생장저해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리그닌이 일부 저분자화되고, 휘발 및 추출되어 혼합 

상토원료로 이용하기에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초  록

본 연구는 임산부산물인 톱밥과 목질섬유를 원예작물용 

혼합상토 원료로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및 배추 육묘를 위한 종자발아 단계부터 생육과 

관련된 실험을 수행하였다. 톱밥 및 목질섬유를 기존 사용

되고 있는 피트모스와 물리화학적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총 탄수화물 함량은 톱밥과 목질섬유가 각각 58.9, 41.1%로 

피트모스(33.9%)보다 높은 총 탄수화물 함량을 나타냈고, 

C/N비는 톱밥 425.1, 목질섬유 240.8로 피트모스(56.3)보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또한 피트모스의 무기성분함량은 K 

(0.02mg･100g
-1

), Ca(0.57mg･100g
-1

), Mg(0.13mg･100g
-1

) 성

분만을 소량 함유하고 있으나, 톱밥 및 목질섬유는 작물 재

배 시 무기영양보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K, Ca, Mg, P성분

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톱밥은pH 

4.8로 피트모스(pH 5.1)와 목질섬유(pH 5.9)에 비해 산성을 

나타내었고, 생장저해물질인 페놀성 화합물 함량도 톱밥이 

181.8mg･g
-1
으로 피트모스 103.1mg･g

-1
 및 목질섬유 29.8mg･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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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톱밥의 공극률 및 수분보

유력은 각각 82.5, 47.1%, 목질섬유의 공극률 및 수분보유력

은 각각 90.6, 56.2%로서 피트모스의 공극률(89.9%) 및 수

분보유력(47.0%)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톱밥 

및 목질섬유를 혼합한 상토에서 작물생육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배추를 육묘 하여 발아율, 엽면적 및 초장을 측정한 

결과 목질섬유 혼합상토는 피트모스와 유사한 수준의 생육 

특성을 나타내었고, 톱밥 혼합상토는 피트모스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수준의 생육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물리적인 

특성보다 화학적인 특성, 특히 원료의 pH 또는 생장저해물

질의 함량이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물리화학적 특성 및 생육 특성의 결과를 고려했을 

때, 목질섬유는 피트모스를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혼

합상토 원료로서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주요어 : 화학적 특성, 배추, 상토, 피트모스, 물리적 

특성, 목질섬유, 톱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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