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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 way to recycle the coir substrate by investigating changes in its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based on the number of use year. Specific gravity of unused coir substrate was 0.212 g/cm3 , while it was 
higher for the substrate used for 2 years. Porosity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number of use year. The porosity of unused 
substrate was 51.9%, but it increased to 68.6% after used for 2 years. In general,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were better 
in the coir substrate used for 2 years than in unused one.

The number of leaves, leaf area, flesh weight and dry weight of oriental cabbage and lettuce were higher in coir substrate 
used for 2 years than those in unused one. Wherea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between the substrates used for one 
year and 2 years, indicating that the one time-used wast substrate could be recycled for cultivating vegetables.

Growth of the vegetables was improved when organic fertilizer composed of complex organics with different mixing ratios 
was provided to the coir substrate, compared to untreated plot. The optimum mixing ratio of the wast substrate and complex 
organics was 2:8(v/v) for fertilization using wast coir substrate. Therefore, coir substrate generally wasted after being used for 
one time was reuseable by supplying organic fert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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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국민보건 및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

경재배시 배액의 배출이나 폐배지의 방출을 규제하는 상

황으로 변화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수경재배 농가가 급

증하면서 양액재배 농업은 폐배지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

염의 표적으로 오인 받고 있는 실정이다. 수경재배의 고

형배지로 약 34% 차지하고 암면은 공극율, 보수력 및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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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이 우수하여 과채류 재배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Jeong, 2000; Park 등 2003). 
고형배지로서 주로 이용되는 암면은 단가가 고가이고, 

장기적 사용 시 구조적으로 틀리는 등의 형태의 변화와 

사용 후 자연분해가 되지 않아 폐기 처리가 곤란한 문제

점이 있다(Jeong, 2000). 폐암면의 환경오염 문제가 대

두되면서 농경지에 퇴비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친화적 

고형배지 소재로 바크, 피트모스, 폐버섯 배지(Kim 등, 
2007; Lemaire, 1985), 밤나무 파쇄입자(Kim과 Jeong, 
2003) 등의 유기배지가 주목받고 있다. 코이어 배지는 

높은 수분 보유능력, 유효양분함량, 수분 침투율, 공극, 
토양의 수분전도율이 우수하여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Kim 등, 2012; Lee 등, 2006).
우리나라는 시설원예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전체 

수경재배 면적에서 코이어를 배지로 이용하는 면적도 증

가하고 있다(RDA, 2008). 이러한 이유는 암면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배지 원재료에 수급이 용이 할 뿐만 아

니라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은 친환경 배지라는 인식 

때문으로 판단된다(Kim, 등 2012). 이러한 추세를 반영

하듯 최근 코이어 배지에 대한 적정 전처리 방법(Kim 
등, 2012), 배지의 수분흡수 특성(Kang 등, 2004; Park 
등, 2008; Park 등, 2010; Park 등, 2014), 배지의 물리, 
화학적 특성(Kang과 Kim, 2004), 배지소독(Kim 등, 
2008; Lee 등, 2002), 배지 재활용에 따른 생육 검정

(You 등, 2008)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수경재배용 유기배지로 널리 사용되는 코이어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Jeong, 2000), 한번 사용한 후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임으로 작물재배의 생산단가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어왔다. 유기배지의 수입비용을 절

감하는 차원에서도 1회 사용 후 버려지는 유기폐배지의 

재활용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유기폐배지의 재활용 기술의 확보는 수경재배의 영농 

현장에서 고가의 배지 사용에 의한 경영비 부담을 줄이

고, 폐배지의 처리 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어 농가소

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수경재배 농가에서는 사용 

후 폐기되는 코이어를 블루베리 재배의 배지로 활용하거

나 단순히 퇴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이들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수경재배 면적의 증가하면서 폐기되는 배지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An 등, 2003; Cheong 

등, 2012; Hwang 등, 2003; Jeong과 Hwang, 2001; 
Kim과 Jeong, 2003; Park 등, 2003; Shin과 Jeong 
2000), 대부분이 암면이었고(Hwang 등, 2003; Jeong과 

Hwang, 2001; Kim 등, 2004 ) 폐코이어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Lee 등, 2009).  
코이어를 배지로 사용한 일부 수경재배 농가에서는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사용한 배지를 재활용하고 있으

나, 재활용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재배과정 중

에 배지의 물리성이나 화학성이 변화하고, 병원균 감염

(Lee 등, 2002)에 의한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 등으로 인

해 대부분의 농가에서는 재사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Fusarium에 의한 청고병이나 Phytophthora
에 의한 역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소독처리(Lee 등, 
2002)를 한 후 엽채류 배지로 재활용하거나 유기질 비료

화 한다면 그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폐코이어를 엽채류 배지로 재활용할 수 있

는 가능성을 검정하며, 또한 폐코이어를 유기질 비료화

하여 배추와 상추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수행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2.1. 코이어 배지의 사용연수에 따른 물리, 화학성 

코이어 배지의 사용연수에 따른 물리, 화학성을 조사

하기 위해 신규배지(대영)와 경남 밀양시의 수성농장에

서 유럽형 토마토를 1년 및 2년 재배 폐코이어 배지(대
영)를 수집하여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코이어 배지의 물리성은 가비중, 공극률 및 수분보유

력을 조사하였다. 배지의 화학성은 pH(1:5), EC 및 T-N, 
C/N율, Ca, K, Mg, P, Na를 조사하였다. 탄소 분석은 

시료를 dry oven에 110 로 1시간동안 완전 건조 시킨 

후 각 처리구 당 1 g씩을 회화로에서 550 4시간 처리

하여 시료 무게를 측정하였다. 총질소는 킬달증류법

(Kjeldahl method; Bremner, 1965)으로 측정하였으며, 
인산은 비색법에 의해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파장 470 nm로 측정하였다. 양이온인 Ca, K, Mg, Na은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2. 코이어 배지의 사용연수에 따른 배추와 상추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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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험의 공시작물 및 품종은 신통노랑배추(현대종

묘), 청축면 상추(현대종묘) 였고, 생육온도를 20 로 제

어한 부산대학교 온실에서 수행하였다. 
폐코이어를 엽채류 배지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

을 타진하고자 신규배지(대영)와 1년 및 2년 사용한 폐

코이어 배지(대영)에 배추와 상추를 정식하여 생육을 비

교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폐코이어 배지는 120 에

서 1.5 MPa로 30분간 증기소독 한 후 생육검정에 이용

하였다.  
생육검정은 배추와 상추종자를 240구 암면 트레이

(2.7 × 2.7× 2.7 cm, L × W × H, 가화텍, Korea)에 파

종하여 본엽이 2장 전개되는 15일째까지 생육시킨 후 폐

코이어 배지에 정식하여 생육을 조사하였다. 시험구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으며, 처리구당 6개의 코이어 배

지에 슬라브 당 3주의 식물체를 정식하였다. 
재배기간중 양액은 400배로 희석한 물푸레 1호(대유)

를 사용하였고, 자동 타이머를 이용하여 하루에  각 2분
씩 5회 걸쳐 점적튜브를 통해 양액을 공급하였다. 공급되

는 양액의 pH는 6.7 이었으며, EC는 1.3 dS.m-1 였다. 
생육조사는 폐코이어 배지에 정식 한 후 30일째에 실

시하였다. 조사방법은 반복 당 10주의 식물체를 채취하

여 초장, 경직경, 엽면적, 엽수, 근장, 생체중 및 건물중을 

조사하였다. 엽면적 측정은 엽면적 측정기를 이용하였고, 
근장은 뿌리를 물로 완전히 씻어 흙을 제거한 후 뿌리의 

가장 긴 부분을 측정하였다. 엽수는 잎의 길이가 1 cm 이
상인 것을 조사하였다. 

생체중은 생체 무게를 건물중은 105 에서 3시간 건

조 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의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

램(SAS 9.3 SAS Institute Inc., USA)을 이용하였다. 
분산분석(AVOVA)을 실시하였으며, 평균간 비교는 덩

컨다중범위 검정을 이용하였다. 

2.3. 폐코이어를 재활용한 혼합 유기질 비료가 배추와 

상추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본 시험의 공시작물 및 품종은 신통노랑배추(현대종

묘), 청축면 상추(현대종묘) 였다. 폐코이어를 유기질 비

료의 혼합소재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 1년 사용한 폐코이어 배지(대영)를 수집하여 분쇄기

로 분쇄하였다. 그런 다음 120 에서 1.5 MPa로 30분

간 증기소독 한 후 복합 유기물(계분, 어분, 골분 혼합물)

에 부피비로 혼합하여 유기질 비료를 조성 하였다. 이와 

같이 폐코이어가 혼합된 유기질 비료를 재배토양에 공

급하여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폐코이어를 혼합하

기 위하여 사용된 유기물은 무항생제계분 75%, 어분 

12.5%, 골분 12.5%의 비율로 조합된 복합 유기물이었

다(Table 1).

Table 1. Compositions of mixed organic fertilizer materials 
used in the experiment

Materials 
Composition

(%)

Chicken manure
Fish meal
Bone meal

75.0
12.5
12.5

폐코이어를 유기질 비료화 하기 위한 최적 비율을 설

정하고자 1 폐코이어 : 9 복합유기물, 2 폐코이어 : 8 복
합유기물, 3 폐코이어 : 7 복합유기물, 4 폐코이어 : 6 복
합유기물, 5 폐코이어 : 5 복합유기물(v/v) 등의 부피비

로 혼합하였다. 
복합유기물에 폐코이어 혼합비율에 따른 화학성을 비

교하기 위해 pH, EC, T-N, P, C/N율과 치환성 양이온인 

Ca, K, Mg, Na 등을 조사하였다. 폐코이어 혼합된 유기

질 시용이 엽채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부산대학교 부속농장에서 논토양의 표토(0~15 cm)를 

채취하여 풍건세토 후 2 mm 체에 통과시켰다. 그런 다

음 1/5,000 와그너 포트에 건조된 토양 6 kg을 충진한 후 

가비중이 1.25 g/cm3이 되도록 다졌다.
폐코이어가 혼합된 복합유기물이 작물생육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배추와 상추 모두 표준량 유기물 

시용량인 15 Mg/ha 시용하였다. 시험구는 난괴법 3반복

으로 하였으며, 처리구당 10주의 식물체를 정식하였다. 
실험은 2014년 8월 20일에 240구 암면 트레이(2.7 × 
2.7× 2.7 cm, L × W × H, 가화텍, Korea)에 파종하였

고, 본엽이 2장 전개되는 9월 5일에 와그너 포트에 정식

하여 11월 5일까지 재배하여 30일째와 60일째에 시기별 

생육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반복 당 5주의 식물체를 

채취하여 초장, 경직경, 엽면적, 엽수, 근장, 생체중 및 건

물중을 조사하였다. 그 외의 재배방법은 농시표준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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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rates
Bulk density

(g/cm3)
Pore space 

(%)
Water holding 
capacity(%)

New coir
1 year reused coir
2 year reused coir

0.212
0.168
0.142

51.9
52.3
68.6

54.5
67.3
79.0

Table 2.  Physicals properties of coir substrates used in the study

Substrates pH
(1:5)

EC
(ms/cm)

T-N
(%)

C/N
ratio

Ca
(mg/kg)

K
(mg/kg)

Mg
(mg/kg)

P
(g/kg)

Na
(mg/kg)

New coir
1 year reused coir
2 year reused coir

4.95
5.18
5.23

4.32
1.53
1.43

0.39
1.59
1.43

238.5
57.9
43.5

3
16
45

17
11
5

13
15
22

5.4
4.3
8.9

6
3
3

Table 3. Chemicals properties of coir substrates used in the study

3. 결과 및 고찰

3.1. 코이어 배지의 사용연수에 따른 물리, 화학성 

수경재배 배지는 우수한 양분저장 능력, 수분보유력 

및 가스유통 및 식물체의 지지 기능을 담당한다. 수경재

배에 이용되는 유기배지의 경우 1회 사용 후 버려지는 경

우가 많아 폐배지의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된다

면 배지 사용에 의한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한번 사용한 배지는 신

규배지와는 다르게 물리성과 화학성이 변화한 상태이므

로(Park 등, 2003) 배지의 재활용 측면에서 사용연수별 

폐배지의 물리화학성 규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폐코이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용연

수별 코이어 배지의 물리성(Table 2)과 화학성(Table 3)
을 조사하였다. 

우수한 유기배지는 작물재배에 적합한 물리성과 화학

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가비중은 배지의 비중을 뜻하며, 
배지의 식물지탱 능력과 관련이 있다. 가비중이 높으면 

식물을 잘 지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며, 가비중이 낮

으면 이동, 수송, 취급에 용이해진다(Lee 등, 2006). 
신규배지는 가비중이 0.212 g/cm3 였으나, 배지의 사

용연수가 많아지면 가비중이 높았다. 배지의 공극은 수

분과 공기를 함유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공극이 높

으면 관수횟수를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다(Park 등, 
2014). 코이어 배지의 사용연수에 따라 공극율이 달랐으

며 신규배지는 공극율이 51.9% 였으나, 2년 사용된 배지

는 공극율이 68.6%로 증가하였다. 수분보유력도 신규배

지는 54.5% 였으나 2년 사용된 배지는 수분보유력이 

79.0%로 신규배지보다 높았다. 따라서 유기배지의 물리

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신규배지보다 2년 사용된 배지에

서 물리성이 작물 재배에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코이어 배지의 pH는 4.95였으나 2년 사용한 배

지에서는 pH가 5.23로 안정화되는 현상을 보였다. EC
도 신규 배지에서는 4.32로 높았으나 사용연수가 경과하

면 안정화되는 경향이었고, 2년 사용된 배지에서는 EC
가 1.43으로 안정화되었다. 그 외에 전질소 함량도 신규

배지에서는 0.39% 였으나 사용연수가 경과하면 전질소 

함량이 증가하였다. C/N율은 신규배지의 경우 238.5로 

높았으나 사용연수가 경과하면 C/N율이 낮아졌다. 배지

의 산도 안정화에 관련성이 높은 Ca 함량은 신규배지에

서는 낮았으나 2년 사용된 유기배지에서는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또한 Mg 및 P도 신규배지 보다는 2년 사용

한 배지에서 높았다. 반면 Na은 배지의 사용연수 많아지

면 감소하였다. 따라서 유기배지의 사용연수에 따른 배

지의 화학적 특성은 신규배지보다 2년 사용된 배지에서 

화학성이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Table 3).  

3.2. 코이어 배지의 사용연수에 따른 배추와 상추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1회 사용하고 폐기된 코이어 배지를 채소 재배용 배지

로 재활용한다면 폐배지의 처리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1년 및 2년 사용 후 폐기



폐코이어를 재활용한 혼합 유기질 비료가 배추와 상추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Substrates No. of Leaves Leaf area
(cm2)

Fresh weight
(g/plant)

Dry weight
(mg/plant)

New coir
1 year reused coir
2 year reused coir
LSD(0.05)

 9
18
22
 1.2

  94.2
 960.9
1,540.4
  23.1

  7.17
66.1
85.2
23.8

 65
373
416
 36.2

Table 4. Effect of reused coir substrates on number leaves, leaf area, fresh weight and dry weight of Chinese cabbage plants 30 
days after transplanting

  New coir 1 year reused coir 2 year reused coir

Fig. 1. Effect of reused coir substrates on growth of Chinese cabbage plants 30 days after transplanting.

되는 코이어 배지에 배추와 상추를 재배하여 생육을 조

사하였다. 
배추의 생육은 신규배지보다는 2년 사용배지에서 좋

았다. 엽수는 신규배지에서는 9장 이었으나 1년 사용배

지에서는 18장 그리고 사용연수가 경과한 2년 사용배지

에서는 엽수가 22장으로 가장 많았다. 엽면적 또한 신규 

배지에서는 94.2 cm2
인데 비해 2년 사용배지에서 1,540.4 

cm2으로 가장 높았다. 생체중과 건물중도 신규배지보다

는 2년 사용한 배지에서 높았다(Table 4, Fig. 1). 
코이어 배지의 사용연도에 따른 상추의 생육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반적인 경향은 배추와 

유사하였고, 신규배지보다는 1년 및 2년 사용한 배지에

서 생육이 높았다. 신규배지에서 30일간 생육시킨 상추

의 엽수는 13장 이었으나 1년 사용배지는 20장 이었고, 
2년 사용배지에서는 24장으로 신규배지 보다는 재사용

된 배지에서 엽수가 많았다. 
엽면적도 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신규 배지보다는 재

사용된 배지에서 엽면적이 높았다. 또한 생체중과 건물

중도 재사용된 배지에서 높았다(Table 5, Fig. 2). 그러

나 1년 사용배지와 2년 사용배지간에는 큰 차이는 없었

다. 신규배지에서 엽채류의 생육이 부진했던 이유는 배

지내에 집적되어 있는 높은 염 때문으로 판단되며, 작물

재배에 적합한 물리, 화학성이 안정화 되지 않았던 것으

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1번 사용한 후 폐기되는 코

이어 배지를 채소생산용 배지로 재활용 할 수 있음을 시

사하고 있다. 그러나 본 실험은 생육이 짧은 엽채류를 대

상으로 한 실험이므로 토마토, 파프리카처럼 장기재배하

면 신규배지에서 초기생육이 부진한 것들이 회복될 것으

로 예측된다. 

3.3. 폐코이어를 재활용한 혼합 유기질 비료의 화학적 

특성 

수경재배용 배지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코이어는 사

용 후 많은 양이 방치되거나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규빈 박은지 박영훈 최영환 서정민 강점순

pH
(1:5)

EC
(ms/cm)

T-N
(%)

P
(%)

K
(%)

Organic 
matter

(%)

Water 
content

(%)

As
( / )

Hg
( / )

Pb
( / )

Zn
( / )

5.64 5.84 8.7 0.8 0.2 84.8 4.54 ND z ND ND 105.92

z Not  detected.

Table 6. Chemicals properties of mixed organic fertilizer used in the experiment

  New coir 1 year reused coir 2 year reused coir

Fig. 2. Effect of reused coir substrates on growth of lettuce plants 30 days after transplanting.

Substrates No. of Leaves
Leaf area

(cm2)
Fresh weight

(g/plant)
Dry weight
(mg/plant)

New coir
1 year reused coir
2 year reused coir
LSD(0.05)

13
20
24
 3.2

 74.0
140.0
139.1
 13.1

2.24
2.41
2.41
0.7

39.1
42.2
41.2
 1.2

Table 5. Effect of reused coir substrates on number leaves, leaf area, fresh weight and dry weight of lettuce plants 30 days after 
transplanting

Table 6는 사용 후 폐기되는 코이어 배지를 유기질 비료

화하고자 페코이어와 혼합하는  복합유기물(무항생제계

분 75%, 어분 12.5%, 골분 12.5%)의 화학성을 조사한 

결과이다. 복합유기물의 화학적 특성은 pH는 5.64였고, 
EC는 5.84였다. 총질소 함량은 8.7% 이었고, 인산은 

0.8%, 칼리는 0.2%를 함유하였다. 유기물 함량은 84.8% 
였으며, 수분함량은 4.54% 였다.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

았거나 유기질 비료의 허용량을 초과하지 않았다(Table 

6). 
Table 7은 폐코이어를 유기물 비료의 혼합소재로 재

활용하고자 폐코이어를 부피비로 복합유기물에 다양한 

비율로 혼합하여 화학성을 비교하였다. 폐코이어를 혼합

하지 않은 복합유기물은 pH가 5.64였으나, 폐코이어의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pH가 약간씩 낮아졌고, 폐코이

어와 복합유기물을 5:5(v/v) 혼합한 처리구에서는 pH가 

5.43으로 낮아졌다. EC도 폐코이어가 혼합되지 않은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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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s (ratio v/v) pH
(1:5)

EC
(ms/cm)

C/N 
ratio

T-N
(%)

P
(%)

Cation exchange capacity 
(mg· kg-1)

K Mg Ca Na

Mixed organic materials  
1 Reused coir + 9 Mixed organic materials 
2 Reused coir + 8 Mixed organic materials  
3 Reused coir + 7 Mixed organic materials  
4 Reused coir + 6 Mixed organic materials  
5 Reused coir + 5 Mixed organic materials 
Control 
LSD(0.05)

5.64
5.57
5.59
5.58
5.46
5.43

8.01
8.03
7.91
7.78
7.80
7.41

10.3
10.8
11.0
11.2
11.9
14.2

8.79
8.35
8.19
8.07
7.70
6.41

0.80
0.64
0.94
0.73
0.82
0.81

22.8
28.7
19.8
22.8
15.5
19.6

5.2
5.7
5.6
6.3
6.1
6.3

48.2
42.6
36.7
47.6
40.1
38.8

32.0
38.8
34.2
30.6
28.0
28.2

Table 7. Chemicals properties of mixed organic fertilizer with waste coir substrates used in the experiment

합유기물은 8.01 ms/cm 였으나, 폐코이어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EC는 약간씩 낮아지는 경향이었고, 폐코이

어와 복합유기물을 5:5(v/v) 혼합한 처리구에서는 EC가 

7.41 ms/cm로 낮아졌다. 또한 폐코이어를 혼합하지 않

은 복합유기물의 탈질율은 10.3였고, 폐코이어 혼합비율

이 높아질수록 탈질율이 높아졌고, 폐코이어와 복합유기

물을 5:5(v/v) 혼합한 처리구의 탈질율은 14.2였다

(Table 7).
폐코이어를 혼합하지 않은 복합유기물의 총질소 함량

은 8.79%를 보였다. 그러나 폐유기물의 혼합비율이 높

아질수록 총질소 함량은 약간씩 감소하였고, 폐코이어와 

복합유기물을 5:5(v/v) 혼합한 처리구의 총질소 함량은 

6.41% 였다.
인산은 복합유기물에서는 0.8% 였고, 폐코이어와 복

합유기물을 5:5(v/v) 혼합한 처리구에서도 0.81%의 인

산함량을 보여 폐코이어 혼합비율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치환성 양이온인 K, Ca, Mg, Na 등은 폐코이어가 혼합

되지 않은 복합유기물에서 높았으나 폐코이어의 혼합비

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Table 7). 이
는 폐코이어의 혼합비율이 높을수록 비료성분의 감소를 

의미하지만 작물생육에 촉진할 수준의 영양성분은 함유

하였다.  

3.4. 폐코이어를 재활용한 혼합 유기질 비료가 배추와 

상추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유기배지의 재활용 기술의 확보는 수경재배의 영농현

장에서 배지구입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폐배지의 처

리문제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어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

여할 것이다. Table 8은 폐코이어를 유기질 비료로 재활

용하기 위해 폐코이어를 복합유기물 원재료에 혼합비율

을 달리하여 조제한 유기질 비료를  배추재배에 시용하

여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무시용구에서 30일간 생육시킨 배추의 엽수는 12.6장 

이었으나, 폐코이어가 혼합된 유기물을 시용한 처리구들

은 대조구보다 보다 엽수가 0.8~1.1장 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폐코이어의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엽수가 감소

하는 경향이었으나 폐코이어와 복합유기물을 2:8(v/v) 
혼합하더라도 엽수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엽면적도 폐코이어가 혼합된 유기물을 시용한 처리들

은 무시용구 보다 엽면적이 증가하였다. 무시용구에서 

30일간 생육시킨 배추의 엽면적은 904.2 cm2였다. 반면 

복합유기물을 단용으로 시용하면 엽면적이 967.7 cm2로 

무시용구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폐코이어의 혼합비율이 

높아지면 엽면적은 약간씩 감소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생육 60일째에서도 유사하였다.  
생체 및 건물중도 복합유기물에 폐코이어의 혼합비율

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무시용구에서 30일간 생육시킨 

배추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각각 68.2 g과 1.43 g이었다. 
반면 폐코이어가 혼합되지 않고 복합유기물을 단용으로 

시용한 처리구에서는 생체중과 건물중은 75.4 g과 1.54 
g으로 무시용구에 비해 생육이 좋았다. 전반적으로 복합

유기물에 폐코이어의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생체중과 

건물중이 약간씩 감소되었다. 그러나 폐코이어를 복합유

기물에 부피비로 2:8(v/v) 혼합한 유기물을 시용한 처리

는 복합유기물을 단용으로 시용한 처리구에 비해 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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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s
(ratio v/v)

No. of 
Leaves

Leaf area
(cm2)

Fresh weight 
(g/plant)

Dry weight 
(g/plant)

 30 days after transplanting
Mixed organic materials  
1 Reused coir + 9 Mixed organic materials 
2 Reused coir + 8 Mixed organic materials  
3 Reused coir + 7 Mixed organic materials  
4 Reused coir + 6 Mixed organic materials  
5 Reused coir + 5 Mixed organic materials 
Control 
LSD(0.05)

14.5
14.4
14.7
14.5
13.7
13.2
12.6
1.1

967.7
970.4
962.7
954.4
947.6
943.4
904.2
 32.7

75.4
75.9
74.8
73.9
73.1
72.8
68.2
2.3

1.54
1.56
1.54
1.53
1.52
1.50
1.43
0.08

 60 days after transplanting
Mixed organic materials  
1 Reused coir + 9 Mixed organic materials 
2 Reused coir + 8 Mixed organic materials  
3 Reused coir + 7 Mixed organic materials  
4 Reused coir + 6 Mixed organic materials  
5 Reused coir + 5 Mixed organic materials 
Control 
LSD(0.05)

64.2
64.5
63.8
62.5
62.8
63.5
60.2
1.2

3,978.4
3,934.2
3,856.5
3,846.9
3,710.4
3,714.5
3,475.2
 105.8

655.4
645.6
652.7
644.3
647.6
644.9
624.2
 13.3

56.8
55.9
56.1
54.3
54.5
53.2
51.2
0.82

Table 8. Effect of mixed organic fertilizer with waste coir on number leaves, leaf area, fresh weight and dry weight of Chinese 
cabbage plants 30 and 60 days after transplanting

                                         A                     B                       C                   D                   E                  F
Fig. 3. Effect of mixed organic fertilizer with waste coir on growth of Chinese cabbage plants 30 days after planting. A: mixed 

organic materials, B: 1 reused coir + 9 mixed organic materials, C: 2 reused coir + 8 mixed organic materials, D: 3 
reused coir + 7 mixed organic materials, E: 4 reused coir + 6 mixed organic materials, F: 5 reused coir + 5 mixed 
organic materials.

건물중에 큰 차이가 없었다(Table 8, Fig. 3). 
Table 9는 폐코이어의 혼합비율을 달리한 유기질 비

료를 상추재배에 시용하여 생육을 조사한 결과이다. 상

추의 생육은 폐코이어가 혼합된 유기질 비료를 시용한 

처리에서 좋았다. 무시용구에서 30일간 생육시킨 상추

의 엽수는 13.5장 이었으나, 페코이어가 혼합된 유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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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Fig. 4. Effect of mixed organic fertilizer with waste coir on growth of lettuce  plants 30 days after planting. A: mixed organic 

materials, B: 1 reused coir + 9 mixed organic materials, C: 2 reused coir + 8 mixed organic materials, D: 3 reused coir + 
7 mixed organic materials, E: 4 reused coir + 6 mixed organic materials, F: 5 reused coir + 5 mixed organic materials.

Compositions
(ratio v/v)

No. of 
Leaves

Leaf area
(cm2)

Fresh weight 
(g/plant)

Dry weight 
(mg/plant)

30 days after transplanting
Mixed organic materials  
1 Reused coir + 9 Mixed organic materials 
2 Reused coir + 8 Mixed organic materials  
3 Reused coir + 7 Mixed organic materials  
4 Reused coir + 6 Mixed organic materials  
5 Reused coir + 5 Mixed organic materials 
Control 
LSD(0.05)

15.6
15.8
15.8
14.4
15.6
15.2
13.5
 1.2

139.7
136.4
137.5
130.7
129.7
132.4
126.2
  2.8

2.14
2.12 
2.13
2.10
2.08
2.11
1.87
0.03

39.5
38.4 
38.3 
36.9 
36.4
35.4
35.6
 2.1

60 days after transplanting
Mixed organic materials  
1 Reused coir + 9 Mixed organic materials 
2 Reused coir + 8 Mixed organic materials  
3 Reused coir + 7 Mixed organic materials  
4 Reused coir + 6 Mixed organic materials  
5 Reused coir + 5 Mixed organic materials 
Control 
LSD(0.05)

38.9
37.2
37.6
36.7
35.3
35.1
32.5
 2.1

344.3
348.4
346.5
340.7
342.7
342.4
308.6
  3.1

4.22
4.18 
4.17
4.15
4.13
4.14
3.87
0.04

78.8
78.4 
78.5 
77.2 
76.9
76.2
68.6
 3.3

Table 9. Effect of mixed organic fertilizer with waste coir on number leaves, leaf area, fresh weight and dry weight of lettuce 
plants 30 and 60 days after transplanting

비료를 시용한 처리들은 무시용구 보다 엽수가 많았다

(Fig. 4). 
복합유기물을 단용으로 시용한 상추의 엽수는 15.6장 

이었는데, 이는 무시용구보다 엽수가 2장이 많았다. 그러

나 폐코이어의 혼합비율이 증가하면 엽수는 약간씩 감소

되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엽면적도 폐코이어가 혼합된 유기질 비료를 시용하면 

무시용구 보다 엽면적이 증가하였다. 엽수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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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코이어의 혼합비율이 높아지면 엽면적은 약간씩 감소

되었다.  
생체중도 건물중도 폐코이어가 혼합된 유기질 비료를 

시용한 처리구에서 높았다. 무시용구에서 30일간 생육시

킨 상추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각각 1.87 g과 35.6 mg 였
으나 폐코이어가 혼합된 유기질 비료를 시용하면 무시용

구에 비해 생체 및 건물 생산량이 높았다. 
전반적으로 폐코이어를 복합유기물에 혼합하는 비율

이 높아지면 엽수, 엽면적, 생체중 및 건물중이 약간씩 감

소되었다. 그러나 폐코이어와 복합유기물을 2:8(v/v) 혼
합하더라도 무시용구에 비해 생육이 좋았다. 또한 복합

유기물을 단용으로 시용한 처리구에 비해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폐코이어를 유기질 비료화 하기 위한 최적 폐

코이어와 복합유기물 혼합비율은 2:8(v/v) 이었다. 
폐코이어를 복합유기물에 혼합하여 유기질 비료를 개

발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에서 폐코이어 배지는 파쇄 후 

소독과정을 거치면 유기질 비료 생산의 첨가재료로 우수

하였다. 따라서 1회 사용하고 버려지는 폐코이어를 유기

질 비료로 재활용 할 수 있었다(Table 9). 
 
4. 결론

코이어 배지의 사용연수별 물리화학성 규명하여 배지

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신규배

지는 가비중은 0.212 g/cm3 였으나, 2년 사용배지에서는 

가비중이 높았다. 코이어 배지의 사용연수에 따라 공극

율이 달랐으며 신규배지는 공극율이 51.9%인 반면 2년 

사용된 배지는 공극율이 68.6%로 증가하였다. 전반적인 

코이어 배지의 물리, 화학성은 신규배지보다 2년 사용된 

배지에서 더 좋았다.   
코이어 배지의 사용연도에 따른 배추와 상추의 엽수, 

엽면적, 생체중 및 건물중 등 전반적인 생육이 신규배지

보다는 2년 사용한 배지에서 높았다. 반면 1년 사용배지

와 2년 사용배지 간에는 큰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

는 1번 사용한 후 폐기되는 코이어를 채소생산용 배지로 

재활용 할 수 있었다. 
폐코이어를 복합유기물에 혼합비율을 달리하여 유기

질 비료를 조성한 후 이를 배추와 상추재배에 시용하면 

무시용구에 비해 생육이 향상되었다. 폐코이어를 이용한 

유기질 비료화를 위한 최적 폐코이어와 복합유기물 혼합

비율은 2:8(v/v) 이었다. 따라서 1회 사용하고 버려지는 

폐코이어를 유기질 비료로 재활용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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