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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상토란 양질묘 생산에 적합한 물리성, 화학성 및 생물

성을 갖춘 자재로서 식물체를 기계적으로 지지해 주고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각종 양분과 수분을 공급해 주는 

물질이며 육묘의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다(Choi et al., 
1997; Kim and An, 2002; Byun et al., 2012). 원예작

물의 육묘용 상토는 통기성, 보수성, 흡수력 등의 물리성

이 우수하여야 하며(Robert et al., 1989), 안정된 pH를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무기 및 유기성분의 함량이 낮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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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pplicability of horticultural media with recycled coir substrates the growth of Chinese cabbage 

(Brassica campestris L. ssp. Pekinensis) and lettuce (Lactuca sativa L.) crop. The six different types of coir based substrates were A, 
Coir 45: Perlite 35: Vermiculite 12: Zeolite 8 (%), B, Coir 55: Perlite 25: Vermiculite 12: Zeolite 8 (%), C, Coir 65: Perlite 15: 
Vermiculite 12: Zeolite 8 (%), D, Coir 75: Perlite 5: Vermiculite 12: Zeolite 8 (%), E, Coir 85: Perlite 5: Vermiculite 5: Zeolite 5 (%) 
and  F, nursery media (control). The pH and Electric conductivity of the horticultural nursery media were 6.06–7.00 and 0.45–1.10 
dS/m-1,  respectively. The nursery media containing coir substrates had higher level of Total N, Ca, K, Mg and P than those without 
coir. Additionally, it was observed that the growth of Chinese cabbage was the best on D (containing 75% coir) while that of  lettuce 
was the best on E (containing 85% coir). In general, when substrates containg a higher percentage of coir were used, the growth of 
Chinese cabbage and lettuce was ideal. Additionally, the P, Ca, and Mg content in both plants was not significantly altered by the 
amount of coir present in the media. However, with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coir substrate, the chlorophyll, N, and K content was 
increased. After  harvesting,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hemical properties of the horticultural nursery media of both 
plants. Thus, it can be suggested that, coir substrate after a single use could be recycled as horticulture nursery media. 

Key words : Chinese cabbage, Coir substrate, Lettuce, Nursery media, Phys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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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온 치환용량(Cation exchange capacity)이 높아 완

충력이 높아야 한다. 이뿐 아니라 병해충이나 잡초 종자

가 없어야 하며, 무게가 가벼워 취급이 용이하고, 재료가 

저렴하여야 한다(Kim and An, 2002; Byun et al., 
2012).

국내외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유기성 상토의 원자

재는 코이어와 피트모스가 있다. 코이어는 야자나무 열

매의 껍질을 가공한 것으로 용적밀도가 낮고 양이온 치

환용량이 높으며(Lee et al., 2007a; Lee et al., 2007b), 
배수성과 보비력 및 통기성이 우수하여 피트모스 대용으

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친환경인 배지 재료이다

(Meerow, 1994; Lee et al., 2006a).
원예용 상토는 코이어나 피트모스 단독 소재를 사용

하기 보다는 상토의 물리성과 이화학성을 증진시키기 위

해 질석, 펄라이트, 모래, 바크와 같은 다른 원자재를 함

께 혼합하여 사용한다(Wilson, 1986; Choi et al., 1997; 
Lee et al., 1999).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무기성 상토 재

료는 질석,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이 있다(Lee et al., 
2006a; Byun et al., 2012; Jung et al., 2015). 이들무기 

재료들의 특성은 비중이 낮아 가볍고, 공극율, 보수성, 통
기성, 배수성이 우수하고 완충력 또한 크다는 장점이 있

다(Jeong, 1995). 이에 따라 질석, 펄라이트, 제올라이트 

등은 토양개량제, 비료혼합제, 농약 증량제, 상토 혼합제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Carlino et al., 1998).
산업 부산물인 목탄, 폐탄광 슬러지 등을 이용하여 농

업용 상토를 개발하려는 시도는 있어 왔고 (Lee et al., 
2006a), 부산물을 활용한 혼합상토의 산도 조절(Le 
Gouellec et al., 2002; Lee et al., 2006b) 및 혼합비율 

설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Lee et al., 1999; Lee et 
al., 2007a; Byun et al., 2012). 

최근 우리나라는 수경재배 면적이 증가하고 있고, 수
경재배 배지로 코이어를 이용하는 농가도 증가하고 있다

(RDA, 2008, Lee et al., 2015). 하지만 수경재배용 유

기배지로 널리 사용되는 코이어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

며(Jeong, 2000), 사용 후 버려지는 경우가 많아 코이어 

배지의 재활용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사용 후 버려지는 코이어 배지를 원예용 혼합

상토로 재활용한다면 그 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폐코이어를 원예용 혼합상토로 재활용하기 위해 

폐코이어를 질석, 펄라이트, 제올라이트의 첨가하여 최

적 혼합 비율을 모색하며, 이들 혼합 상토가 배추 및 상추

의 생육에 미치는 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및 혼합 상토제조 

실험에 사용된 코이어 배지는 부산대학교 온실에서 

유럽형 토마토를 2년간 재배한 폐코이어 배지

(100×20×10 cm, L×W×H, Daeyoung, Korea)를 12
1 에서 1.5 MPa로 30분간 증기소독하여 병원균 및 잡

초종자를 소거한 배지였다. 
혼합상토를 제조를 위해 사용된 무기질 재료는 질석

(KyungDong, Kdceratech, Korea), 펄라이트(Chamjon, 
HohyunBio, Korea) 및 제오라이트(Zeolite, Bioagro, 
Korea)를 이용하였다. 

폐코이어를 첨가한 원예용 혼합상토의 최적 비율을 

설정하고자 폐코이어를 무기재료인 질석, 펄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에 혼합비율을 달리하였다. 이를 위해 A; 폐
코이어 45% + 펄라이트 35% + 질석 12% + 제오라이

트 8%, B; 폐코이어 55% + 펄라이트 25% + 질석 12% 
+ 제오라이트 8%, C; 폐코이어 65% + 펄라이트 15% + 
질석 12% + 제오라이트 8%, D; 폐코이어 75% + 펄라

이트  5% + 질석 12% + 제오라이트 8%, E; 폐코이어지 

85% + 펄라이트  5% + 질석  5% + 제오라이트 5% 
(w/w) 등을 혼합하였다. 대조구(F)는 시판중인 일반상토

(바로커, 서울바이오)를 이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판

상토의 물리성인 수분함량은 40-60%, 보수력 30-50%, 
용적밀도는 0.15-0.25 g/cm3였고, 화학성인 pH(1:5, 
v/v)는 5.5-7.0, Electric Conductivity (EC)는 0.65 
dS/m-1 그리고 양이온 치환용량은 35-55 cmol+/L였다.

2.2. 혼합 상토의 이화학적 특성 분석

폐코이어를 첨가한 혼합 상토를 배추와 상추를 재배

전과 30일간 재배후 상토의 이화학성을 조사하였다. 폐
코이어를 무기재료인 질석, 펄라이트 및 제올라이트에 

혼합비율은 실험 2.1의 방법과 동일하게 하였다. 이화학

성 조사 항목은 pH(1:5), EC 및 Total Nitrogen (T-N), 
carbon-nitrogen ratio(C/N율), Ca, K, Mg, P 및 Na였
다. pH(1:5)는 pH meter로 EC는 EC meter로 측정하였

다. 
탄소분석은 상토를 dry oven에 110 로 1시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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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건조 시킨 후 각 처리구 당 1 g 씩을 회화로에 550
4시간 처리하여 시료의 무게를 측정하였고, 총질소

(total-N) 분석은 Kjeldahl method(Bremner, 1965)에 

의하여 건조된 0.2 g의 시료를 황산으로 분해한 후 킬달 

증류법으로 측정하였다. 인산은 비색법에 의해 

spectrophotometer(UV/VIS, Optizen 3220 UV, 
Korea)를 사용하여 파장 470 nm에서 유효인산을 측정

하였다. 양이온인 Ca, K, Mg, Na은 Atomic absorption 
spectrometer(HG-AAS, Perkin Elemer Model 3300,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3. 혼합 상토의 작물 생육검정

폐코이어가 첨가된 혼합상토에 작물을 재배하여 폐코

이어가 혼합상토의 재료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작물은 배추(씨알장금이, 신젠

타)와 상추(뚝섬, 팜한농) 였고, 파종은 상추와 배추종자

를 240구 암면 트레이(2.7×2.7×2.7 cm, L×W×H, 가화

텍, 한국)에 파종하여 본엽이 2장 전개되는 15일째까지 

생육시켰다. 그런 다음 각각의 혼합비율로 조제된 상토

를 6 kg 충진한 후 와그로 Pot(1/5,000)에 정식하여 30
일 동안 생육시켰다. 시험구는 완전임의배치 3반복 이었

으며 처리구당 9주씩 정식하였다. 
생육 실험은 부산대학교 온실(경상남도 밀양시 삼랑

진읍 청학리 산50번지)에서 수행되었다. 생육시의 야간 

최저 온도는 15 , 주간 최고온도는 28 로 유지하였다. 
정식 후 관수는 주 3회 공급하였다. 

생육조사는 정식 후 30일째 반복 당 3주의 식물체를 

채취하여 엽수, 엽면적, 생체중, 건물중을 측정하였다. 엽
수는 1 cm 이상 된 것을 조사하였으며, 엽면적은 엽면적 

측정기(LI-3100, AREA METER, USA)를 이용하였다. 
생체중은 흙을 완전히 제거한 후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건물중은 105 의 건조기(LOD-080N, 
DAEHAN, Korea)에서 48시간 건조 후 측정하였다.

2.4. 식물체의 엽록소 함량 및 무기성분 분석 

각각의 폐코이어가 첨가된 혼합 상토에서 30일간 재

배한 배추 및 상추를 채취하여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엽록소는 Chlorophyll meter(SPAD-502,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식물체의 수분함량 측정

은 105 에서 건조기에서 48시간 건조시킨 후 건물단위

중으로 산출하였다. 

무기성분 분석은 T-N, P, K, Mg 및 Ca을 분석하였고, 
이를 위해 식물체의 지상부를 70 의 건조기에서 72시
간 동안 건조 후 분쇄기로 이용하여 100 mesh 통과한 시

료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분쇄된 시료는 0.2 g을 채취하여 termary 

solution으로 분해시킨 후 ICP-OES(Inductiovely 
coupling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scopy, 
Perkin elmer model DV 4300, Shelton, CT, USA)로 

P, K, Mg, Ca을 측정하였다. 총질소는 시료 0.2 g의 시

료를 황산으로 분해한 후 킬달 증류법(Kjedahl method; 
Bremner, 1965)으로 측정하였다.

2.5. 통계 분석

본 실험의 모든 추출 및 정량 분석은 3반복으로 실험

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통계프로그램(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최소유의차 검정(Least significant difference test)을 실

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원예용 혼합상토 최적화를 위한 혼합 비율 설정

혼합 상토 원료의 화학적 특성은 작물의 근권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혼합 상토의 화학성에

도 관여한다(Jung et al., 2015). 폐코이어를 무기질 재료

인 질석, 펄라이트 및 제오라이트를 비율별로 혼합조제

한 상토의 화학성 분석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혼합상토의 pH는 6.1-7.0 범위로 적정 범위보다 약간 

높았고, 코이어의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pH는 낮아지

는 경향이었다. EC는 0.45-1.10 dS/m-1로 Bunt(1988)
와 Nelson(2003)이 보고한 상토의 적절한 EC 범위인 

0.75-2.00 dS/m-1 보다 약간 낮았다. 
EC 농도는 시판용 상토인 F 처리구에서 1.10 dS/m-1 

으로 가장 높았으며, 폐코이어가 첨가되면  상토의 EC는 

0.45-0.62 dS/m-1로 크게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반면 폐

코이어의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상토의 총질소(T-N)와 

칼륨(K) 농도는 높아졌다. 이는 폐코이어가 함유하고 있

는 질소와 칼륨의 농도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Nelson, 
2003). 

C/N율은 유기물 분해도 지표로 활용되는 중요 인자로

써 상토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약 50-70:1 수준의 C/N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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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Han et al., 2008). C/N율이 과도하게 높은 상

토에서 재배된 작물은 질소 결핍증상이 나타나 생장이 

불량해진다(Nelson, 2003). 
폐코이어 혼합비율에 따른 상토의 C/N율은 폐코이어 

혼합비율이 85%로 가장 높은 E 처리구에서 C/N율이 

60.1:1로 적정 범위에 가장 근접하였다. 반면 폐코이어

가 45% 및 55% 혼합된 A와 B처리구에서는 C/N율이 

252 및 231로 작물의 질소 결핍이 우려되었다. 
양이온 치환용량인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

(Mg), 나트륨(Na) 함량은 폐코이어의 혼합 비율이 높아

질수록 높아졌다. 폐코이어가 첨가된 혼합상토는 양이온 

치환용량이 시판상토보다 높게 나타나 폐코이어는 상토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우수한 유기재료였다.  

3.2. 혼합 상토가 상추 및 배추 생육에 미치는 영향

폐코이어가 펄라이트, 질석, 제오라이트에 비율별로 

혼합한 상토에서 배추 및 상추를 재배하여 생육을 조사

하였다(Table 2 및 Fig. 1, 2). 배추의 생육은 폐코이어의 

혼합비율이 75%인 D 처리구에서 가장 좋았다. 대조구

로 사용된 시판상토(F 처리구)에서 재배한 배추는 엽수

가 14.3장 이었으나, 폐코이어 75% + 펄라이트 5% + 질
석 12% + 제오라이트 8%의 D 처리구에서는 엽수가 

18.0장으로 가장 높았다. 
또한 폐코이어가 첨가되지 않은 F 처리구의 엽면적은 

466.6 cm2였으나, D 처리구에서는 엽면적이 724.6 cm2 
가장 높았고, 폐코이어 55% + 펄라이트 25% + 질석 

12% + 제오라이트 8%가 혼합된 B 처리구에서도 607.8 
cm2으로 엽면적이 높았다. 

상추의 생육은 폐코이어의 혼합비율이 높을수록 좋았

다. 시판상토에서 재배한 상추의 엽수는 6.3장 이었으나 

폐코이어의 혼합비율이 85%로 가장 높은 E 처리구에서

는 엽수가 8장으로 가장 많았다. 전반적으로 폐코이어가 

첨가된 상토들은 대조구(F 처리구)에 비해 엽수가 많았

다. 
또한 엽면적도 폐코이어의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증

가하였으며, 대조구(F 처리구)의 엽면적은 512.8 cm2였

으나 폐코이어가 85% 함유된 E 처리구에서는 엽면적이 

851.2 cm2로 높았다(Table 2). 
폐코이어의 혼합 비율에 따라 배추의 생체중과 건물

중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으나 D 처리구와 B 처리

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대조구인 F 처리구에서 재배한 

배추의 생체중과 건물중은 각각 24.37 g과 1031.0 mg 
이었다. 반면 페코이어 75% + 펄라이트 5% + 질석 12% 
+ 제오라이트 8%의 D 처리구에서는 생체중과 건물중은 

38.35 g과 1593.6 mg 으로 대조구에 비해 생체 및 건물

중이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상추에서도 폐코이어의 혼합 비율에 따라 생체중과 

건물중에는 유의성은 없었으나 폐코이어의 혼합비율이 

높아지면 생체 및 건물중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대조

구인 F 처리구에서 재배한 상추의 지상부 생체중과 건물

중은 각각 31.23 g과 1195.5 mg 이었다. 반면 E 처리구

에서는 생체중과 건물중이 39.21 g과 1583.1 mg으로 

Mixing ratioz)
pH

(1:5)
EC

(dS/m-1)
T-N
(%)

C/N
ratio

Ca
(g/kg)

K
(g/kg)

Mg
(g/kg)

P
(g/kg)

Na
(g/kg)

A 7.00 0.45 0.28 252.5 10.62 5.65 7.91 1.92 9.64

B 6.91 0.48 0.32 231.1 9.95 10.61 4.32 2.12 10.52

C 6.82 0.62 0.42 157.2 13.12 15.91 8.34 3.64 7.91

D 6.84 0.49 0.49 111.2 13.34 17.32 7.61 2.44 5.70

E 6.49 0.59 0.73  60.1 15.61 20.41 8.52 4.25 5.24

F 6.06 1.10 0.88  77.4 8.22 6.94 2.91 2.13 6.62

LSDy) 0.15 0.03 0.02   4.3 0.35 0.35 0.35 0.35 0.33
z) A; Recycled coir 45: Pearlite 35: Vermiculite 12: Zeolite 8 (%), B; Recycled coir 55: Pearlite 25: Vermiculite 12: Zeolite 8 (%), 

C; Recycled coir 65: Pearlite 15: Vermiculite 12: Zeolite 8 (%), D; Recycled coir 75: Pearlite 5: Vermiculite 12: Zeolite 8 (%), 
E; Recycled coir 85: Pearlite 5: Vermiculite 5: Zeolite 5 (%), F; Nursery media (Control).

y)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 by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at P = 0.05.

Table 1. Physicals properties of mixed nursery media by recycled coir substrates us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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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구에 비해 생체 및 건물중이 높지는 경향이었다. 
배추와 상추의 생육반응을 검정한 결과 배추는 폐코

이어가 75% 포함된 D 처리구, 상추는 폐코이어가 85% 
포함된 E 처리구에서 생육이 향상되었다. 또한 시판상토

에 비해 폐코이어의 혼합비율이 높어질수록  생육이 향

상되는 경향이었다. 이는 폐코이어가 상토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향상시키고 폐코이어에서 분해된 무기양분이 

작물생육에 유효하게 이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 폐코이어는 원예용 혼합상토의 원료로 

우수성이 입증되었다. 이는 1회 사용하고 버려지는 코이

어 배지를 원예용 상토로 재활용할 수 있음 제시하는 결

과이다. 

3.3. 페코이오 혼합비율에 따른 배추 및 상추의 

무기성분 변화

폐코이어의 혼합비율을 달리한 상토에 배추 및 상추

를 재배한 후 식물체의 엽록소, 수분함량 및 무기이온 함

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

다. 
배추에서 엽록소 함량은 폐코이어 75% + 펄라이트 

5% + 질석 12% + 제오라이트 8%인 D 처리구에서 

22.60 mg/g, 상추에서는 폐코이어 85% + 펄라이트 5% 
+ 질석 5% + 제오라이트 5%의 E 처리구에서 16.32 
mg/g으로 가장 높았다. 두 작물 모두 상토내에 폐코이어 

함량이 증가할수록 엽록소는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반면 

상추 및 배추의 수분함량은 95.7-96.5% 범위로 상토내

에 폐코이어 혼합비율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식물체내의 무기양분은 상토에 첨가되는 폐코이어의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폐코이어의 혼합비율이 

높을수록 식물체내의 무기양분이 증가하였다. 특히 식

물체의 N, K 함량은 폐코이어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Mixing ratioz) Leaf number Leaf area
(cm2)

Fresh weight
(g/plant)

Dry weight
(mg/plant)

Shoot Root Total Shoot Root Total

Chinese cabbage

A 14.6 378.7 16.0 0.62 16.62  640.0 30.6  670.6

B 15.0 607.8 27.5 0.52 28.02 1166.7 30.0 1196.7

C 14.6 441.0 21.3 0.37 21.67  806.7 16.7  823.4

D 18.0 724.6 37.9 0.45 38.35 1563.3 30.3 1593.6

E 15.0 472.6 21.1 0.39 21.49  856.7 18.3  875.0

F 14.3 466.6 23.8 0.57 24.37 1006.7 24.3 1031.0
LSDy) NS 122.1 NS NS NS NS NS NS

Lettuce

A 6.0 577.9 23.8 1.53 25.33 1023.3 73.6 1096.9

B 9.0 679.1 28.1 1.13 29.23 960.0 61.2 1021.2

C 6.7 729.6 32.9 1.51 34.41 1363.3 84.2 1447.5

D 7.0 652.6 31.4 1.83 33.23 1023.3 115.8 1139.1

E 8.0 851.2 37.6 1.61 39.21 1496.6 86.5 1583.1

F 6.3 512.8 29.9 1.33 31.23 1120.0 75.5 1195.5
LSD 1.7 118.7 NS NS NS NS NS NS
z) A; Recycled coir 45: Pearlite 35: Vermiculite 12: Zeolite 8 (%), B; Recycled coir 55: Pearlite 25: Vermiculite 12: Zeolite 8 (%), C; 

Recycled coir 65: Pearlite 15: Vermiculite 12: Zeolite 8 (%), D; Recycled coir 75: Pearlite 5: Vermiculite 12: Zeolite 8 (%), E; 
Recycled coir 85: Pearlite 5: Vermiculite 5: Zeolite 5 (%), F; Nursery media (Control).

y)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 by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at P = 0.05.

Table 2. The effect of mixed nursery media by recycled coir substrates on number leaves, leaf area, fresh weight and dry 
weight of Chinese cabbage and lettuce plants measured at 30 days after transpl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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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ffect of mixed nursery media by recycled coir substrates on number leaves, leaf area, fresh weight and dry weight of 
Chinese cabbage plants measured at 30 days after transplanting.
Mixing ratio were A; Recycled coir 45: Pearlite 35: Vermiculite 12: Zeolite 8 (%), B; Recycled coir 55: Pearlite 25: 
Vermiculite 12: Zeolite 8 (%), C; Recycled coir 65: Pearlite 15: Vermiculite 12: Zeolite 8 (%), D; Recycled coir 75: 
Pearlite 5: Vermiculite 12: Zeolite 8 (%), E; Recycled coir 85: Pearlite 5: Vermiculite 5: Zeolite 5 (%), F; Nursery media 
(Control).

Fig. 2. The effect of mixed nursery media by recycled coir substrates on number leaves, leaf area, fresh weight and dry weight of 
lettuce plants measured at 30 days after transplanting.
Mixing ratio were A; Recycled coir 45: Pearlite 35: Vermiculite 12: Zeolite 8 (%), B; Recycled coir 55: Pearlite 25: 
Vermiculite 12: Zeolite 8 (%), C; Recycled coir 65: Pearlite 15: Vermiculite 12: Zeolite 8 (%), D; Recycled coir 75: 
Pearlite 5: Vermiculite 12: Zeolite 8 (%), E; Recycled coir 85: Pearlite 5: Vermiculite 5: Zeolite 5 (%), F; Nursery media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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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폐코이어에서 분해한 

무기이온들이 식물생장을 촉진하는 영양급원으로 이용

된 것으로 해석되며(Nelson, 2003), 폐코이어 함량이 높

은 상토일수록 식물체내의 무기양분 함량이 증가한다는 

Choi et al.(2011)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였다.  
식물체내 P, Mg 및 Ca 함량은 상토에 페코이어 혼합

비율에 따라 뚜렷한 경향을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체적으

로 혼합비율이 높을수록 이들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이었

다. 따라서 페코이어가 첨가된 상토는 식물체의 무기성

분 햠량 증가에도 유효하였다.       

3.4. 폐코이어 혼합상토의 화학성

폐코이어의 첨가비율을 달리한 상토에서 배추와 상추

를 30일간 재배한 후 상토의 이화학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폐코이어의 혼합비율에 관계없이 상토의 pH는 5.53- 

6.37 범위였고, 이는 작물 재배전의 보다 pH가 0.64- 
0.90 정도 낮아졌다. 이는 뿌리에서 분비되는 유기산들

이 상토내에 축적되어 상토의 pH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추측된다. 반면 EC는 작물 재배 후에 증가하였는데, 특
히 폐코이어 75% + 펄라이트 5% + 질석 12% + 제오라

이트 8%인 D 처리구에서 3.82 dS/m-1로 가장 높았다. 
그 원인은 상토내에 불용성 상태로 있는 무기성분들이 

작물재배 후 가용성으로 전환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해

석된다. 
배추를 재배한 후 상토내의 총질소(T-N)는 폐코이어 

85% + 펄라이트 5% + 질석 5% + 제오라이트 5%인 E 
처리구에서 0.79% 가장 높았고, 칼슘(Ca)은 D 처리구에

서 5.18 g/kg으로 가장 높았다. 반면 칼륨(K), 마그네슘

(Mg), 인(P), 나트륨(Na)은 시판 상토인 F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작물재배 전 상토의 칼륨(K), 마그네

Mixing ratioz) Chlorophyll
(mg·g-1 FW)

Moisture 
contents

(%)

Mineral nutrient (DW)

N 
(%)

P 
(%) K (g/kg) Mg 

(g/kg)
Ca

 (g/kg)

Chinese cabbage

A 21.05 95.96 2.96 0.65 7.41 2.04 7.37

B 21.13 95.72 3.36 0.74 7.69 2.32 4.40

C 21.50 96.20 3.66 0.63 7.55 2.76 7.29

D 22.60 95.84 3.86 0.53 7.97 2.48 5.68

E 22.10 95.92 3.83 0.40 8.00 2.64 7.68

F 21.60 95.76 3.61 0.88 7.11 2.46 7.43

LSDy)  0.26 0.03 0.03 0.03 0.03 0.04 2.11

Lettuce

A 15.89 95.66 3.36 0.84 9.12 2.50 4.42

B 16.01 96.50 3.05 0.67 9.41 2.32 3.31

C 16.20 95.79 3.44 0.79 9.49 2.62 5.49

D 15.98 96.57 3.38 0.95 9.64 2.30 5.38

E 16.32 95.96 3.86 0.93 9.47 3.12 5.03

F 15.28 96.17 3.75 1.01 7.95 2.64 5.27

LSD  0.03  0.03 0.03 0.03 0.03 0.03 0.03
z) A; Recycled coir 45: Pearlite 35: Vermiculite 12: Zeolite 8 (%), B; Recycled coir 55: Pearlite 25: Vermiculite 12: Zeolite 8 (%), 

C; Recycled coir 65: Pearlite 15: Vermiculite 12: Zeolite 8 (%), D; Recycled coir 75: Pearlite 5: Vermiculite 12: Zeolite 8 (%), E; 
Recycled coir 85: Pearlite 5: Vermiculite 5: Zeolite 5 (%), F; Nursery media (Control).

y)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 by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at P = 0.05.

Table 3. The effect of mixed nursery media by recycled coir substrates on chlorophyll, moisture contents, mineral nutrient of 
Chinese cabbage and lettuce plants measured at 30 days after transpl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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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Mg), 인(P), 나트륨(Na) 함량이 낮았던 것을 감안한

다면 이들 무기성분이 식물체내로 흡수가 원활하지 못했

던 것으로 생각된다.
상토의 C/N율은 작물재배 전후로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다. 폐코이어 혼합비율에 관계없이 작물재배전 상토

의 평균 C/N율은 148.4 였으나 배추를 재배하고 난 후 

평균 C/N율은 40.4로 107.8가 감소하였다. 그 원인은 작

물 재배전 상토에서는 부숙되지 않은 코이어가 많아 C/N
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중 유기물 

분해되면서 Han et al.(2008)의 결과와 유사하게 C/N율

이 작물생육에 적합한 50-70:1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로 많이 감소한 것은 무기성분은 칼륨(K) 였으

며, 폐코이어 혼합비율에 관계없이 작물 재배전 상토의 

칼륨(K)의 평균값은 12.80 g/kg 이었다. 그러나 배추를 

재배한 후 상토의 칼륨(K) 평균값은 0.44 g/kg으로 

12.36 g/kg이나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작물 재배 후에 

칼륨(K)이 감소한 것은 이동성이 강한 칼륨(K)이 식물

체에 흡수되어 생육에 이용된 것에 원인이 있었던 것으

로 해석된다.    
폐코이어가 첨가된 상토에서 상추를 재배한 후 상토

의 pH 변화는 배추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작물을 재

배하고 나면 상토의 pH는 낮아졌다. 반면 EC는 작물 재

배 후에 증가하였다. 또한 작물재배 후 상토의 C/N율도 

감소하였다. 
상토내의 총질소(T-N), 칼슘(Ca), 칼륨(K), 마그네슘

(Mg), 나트륨(Na) 함량은 작물 재배 전 상토에 비해 작

물재배 후 감소하였다. 그 원인은 뿌리에서 흡수된 무기

양분이 작물생육의 영양급원으로 이용된 것에 기인한 것

으로 해석된다. 
인(P) 함량은 재배 전 상토에 비해 오히려 증가하였는

데, 이 현상은 근권부에 존재하는 인산은 쉽게 Ca, Mg 

Mixing ratioz) pH
(1:5)

EC
(dS/m-1)

T-N
(%)

C/N
ratio

Ca
(g/kg)

K
(g/kg)

Mg
(g/kg)

P
(g/kg)

Na
(g/kg)

Chinese cabbage

A 6.37 1.96 0.47 32.6 3.87 0.21 0.42 0.90 1.73

B 6.32 3.52 0.57 34.8 4.05 0.30 0.51 1.58 1.85

C 6.25 3.19 0.60 35.7 4.38 0.30 0.52 1.82 2.34

D 5.95 3.82 0.63 42.9 5.18 0.27 0.57 1.80 1.81

E 5.53 3.69 0.79 48.9 4.55 0.42 0.61 1.97 1.24

F 5.58 3.08 0.42 47.6 4.40 1.15 1.62 2.26 2.57

LSDy) 0.03 0.03 0.03 0.35 0.03 0.03 0.03 0.03 0.03

Lettuce

A 5.76 0.97 0.67 31.3 4.67 0.4 0.64 3.24 3.24

B 5.70 1.53 0.81 30.8 5.03 0.47 0.73 3.25 3.16

C 5.44 2.30 0.88 35.1 7.11 0.56 0.97 4.23 3.35

D 5.39 2.31 0.92 32.9 6.73 0.38 1.01 4.45 2.89

E 5.36 1.75 1.00 36.7 6.32 0.44 0.81 4.97 1.66

F 5.41 2.65 0.42 47.6 3.42 1.25 1.53 2.22 2.70

LSD 0.07 0.03 0.03 0.28 0.03 0.05 0.06 0.04 0.03
z) A; Recycled coir 45: Pearlite 35: Vermiculite 12: Zeolite 8 (%), B; Recycled coir 55: Pearlite 25: Vermiculite 12: Zeolite 8 (%), C; 

Recycled coir 65: Pearlite 15: Vermiculite 12: Zeolite 8 (%), D; Recycled coir 75: Pearlite 5: Vermiculite 12: Zeolite 8 (%), E; 
Recycled coir 85: Pearlite 5: Vermiculite 5: Zeolite 5 (%), F; Nursery media (Control).

y)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 by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at P = 0.05.

Table 4. Physicals properties of mixed nursery media by recycled coir substrates of Chinese cabbage and lettuce plants 
cultivated at 30 days after cultivation in green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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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Na와 결합하여 식물체가 흡수되지 못하는 불용태

(Marschner, 1995; Hanan, 1998)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 
폐코이어를 혼합한 상토에서 작물을 재배한 후 상토

의 무기성분의 뚜렷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페코이어를 혼합하면 상토의 무기성분 함량이 작물을 재

배하기전보다 재배 후 감소하였는데 이는 상토 내의 무

기성분이 식물체에 흡수되어 작물생장에 이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폐코이어는 엽채류 육묘용 또는 재배

용 상토에 적합한 첨가재료였다. 최적 혼합비율은 배추 

폐코이어 75% + 펄라이트 15% + 질석 5% + 제오라이

트 5%인 D 처리구, 상추에서는 폐코이어 85% + 펄라이

트 5% + 질석 5% + 제오라이트 5%인 E 처리구가 좋았

다. 
이상의 결과로 수경재배 배지로 사용되고 난 후 버려

지는 폐코이어를 육묘용 상토의 첨가재료로 우수성이 입

증되었고, 육묘용 상토를 개발함으로써 원예자원화 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폐코이어를 질석, 펄라이트, 제올라이트를 

혼합한 상토를 조제한 후 배추 및 상추를 재배하여 원예

상토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일련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폐코이어가 첨가된 상토의 pH는 6.06-7.00 범위로 상

토의 최적 pH 보다는 약간 높은 경향이었으나 폐코이어

의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pH는 안정화 되었다. EC는 

0.45-1.10 dS/m-1로 상토의 적정 EC 범위보다 약간 낮

았다. 폐코이어의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상토의 총질소

(T-N)함량과 칼륨(K) 농도는 증가하였다. 
또한 양이온 치환용량인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

(Mg), 나트륨(Na) 함량은 폐코이어 혼합비율이 높아질

수록 증가하였다. 
배추와 상추의 생육도 폐코이어가 첨가된 상토에서 

생육이 우수하였다. 최적 혼합비율은 배추에서는 페코이

어가 75% 포함된 D 처리구, 상추는 폐‘코이어가 85% 
포함된 E 처리구였다. 

식물체내 무기이온 성분분석 결과 배추 및 상추의 P, 
Ca, Mg 이온은 상토에 첨가되는 폐코이어 비율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엽록소, N 및 K의 함량은 폐코이

어의 혼합비율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폐코이

어를 육묘용 상토로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실험에서 폐

코이어는 육묘용 상토의 첨가재료로 우수성이 입증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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