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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ubstrates on the Growth and Fruit Yield of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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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004년 재 국의 수경재배 면 은 약 810ha이며 경남에서는 150ha 정도로 부분 암

면 슬래  재배와 펄라이트 배지를 이용한 스티로폼 베드재배 형태이다. 깨끗한 채소류를 

찾는 소비자들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수경재배 면 도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비용을 이면서 환경부담이 은 새로운 수경재배법의 개발이 필요한 시 이다. 

컨테이 재배는 설치가 간단하고 슬래  재배에 비하여 친환경 이며 배지 선택폭이 넓어 

생산비를 감할 수 있는 재배법이다(Brian과 Elianssaf, 1980; Smith, 1987). 특히 수출오이

와 같이 품질고 화와 수량극 화 그리고 병해 최소화를 하여 수경재배의 도입이 시 한 

작목에 있어서 설치비용을 일 수 있는 효과 인 재배법으로 단된다. 따라서 본 시험은 

수출오이 컨테이  재배시 비용 배지를 개발하기 하여 수행하 다.

재료  방법

  공시품종은 1차년도 시험에서는 久留米種苗園藝의 후시나리따로(Cucumis sativus L. cv. 

Husinaritaro) 오이와 블룸리스(bloomless) 목인 西光 품종이었고, 2차년도 시험에서는 埼玉

原種育成 의 샤 301(Cucumis sativus L. cv. Sharp301)과 유유이끼 목이었다. 오이  

목 종자를 라스틱 상자(57×39×8㎝)에 80粒씩 종하 으며(1차년도 : 2003. 1. 20, 2차년도 : 

2004. 2. 21), 상토는 피트모스(50%), 펄라이트(30%), 버미큐라이트(10%), 부숙톱밥(10%)을 부

피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 다. 오이의 자엽이 완 히 개되고, 제1본엽이 보이기 시작할 무

렵에 호 방식으로 목하여 지하수로 포수시킨 육묘용 암면큐 (9.5×9.5×6.0㎝)에 이식한 후 

일반 인 목 후 리방법에 의하여 활착시켰다. 활착이 완 히 이루어진 목 후 10일째에 

오이의 배축을 잘랐으며, 이때부터 정식 직 까지 일본원시표 액(N-P-K-Ca-Mg-S＝

16-4-8-8-4-4me/ℓ)을 기 으로 하여 EC 2.0dS/m, pH 6.0의 양액을 2일에 1회씩, 정식 5일

부터는 매일 1회 주당 300cc를 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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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ℓ 크기의 라스틱 컨테이  재배조에 입상암면, 쇄왕겨＋피트모스, 그리고 합성섬유 

등 3종류 배지를 충진하여 사용하 다. 빠른 활착을 하여 각각의 배지로 채워진 컨테이

는 정식 에 EC 2.4dS/m, pH 5.8의 일본원시표 액으로 포수시켰다. 종 후 본엽이 5매 

개된 묘를 라스틱 용기 한개당 1주씩 정식하 으며 시험규모는 반복당 12주씩이었고 

시험구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 다.

  양액 리는 공  양액을 EC 2.0～2.5dS/m , pH 5.5～6.5 범  내에서 조 하여 공 하 다. 

유인방법은 주지는 30 에서 심하 고, 25 에서 측지 한 개를 뽑아 계속 유인하 으며, 수

확기간은 1차년도 3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차년도 4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다.

  정식 후부터 2일 간격으로 공 액과 배액의 EC를 측정하 으며, 생육조사는 장, 엽수, 

경경을 하 고 과실의 굽은 정도에 따라 상품수량과 곡과로 나 어 조사하 다.

결과  고찰

  그림 1은 배지종류별 재배기간 동안 근권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일  13시를 기

으로 하 을 때 기온은 30℃ 후 고 배지온도는 20～25℃ 다. 쇄왕겨＋피트모스 배지

와 암면배지는 배지온도의 차이가 없었으며 합성섬유 배지에서는 다른 두 배지에 비해 약

간 높았다. 이것은 합성섬유 배지의 함수율이 쇄왕겨＋피트모스 혼합배지나 암면배지보

다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배지종류별 배액의 EC 변화를 보면(그림 2) 배지종류

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체 으로 1.0～3.2dS/m 범 를 유지하 다. 쇄왕겨＋

피트모스 혼합배지는 암면배지와 비교하여 생육 기에는 비슷하 고 생육 기이후부터는 

약간 낮은 경향이었다. 배지재배에서 배액의 기 도도는 생육 기까지는 공 양액의 수

과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이후부터는 상승하는 것이 일반 인데(Kim 등, 2002; Nihara와 

Kondou, 1974; Yoon 등, 2004) 본 시험에서 생육 기 이후까지도 일정했던 것은 오이의 특

성상 1일 공 횟수  1회 공 량을 많이 했기 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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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재배기간 배지종류별 배지온도 변화(오후 13시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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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재배기간 배지종류별 근권 EC 변화

  배지종류별 생육특성은 표 1에서 보는바와 같다. 유의 인 차이는 아니었으나 쇄왕겨

＋피트모스 배지에서 장이 가장 길었고 다음으로 입상암면 배지 으며 합성섬유배지에서 

가장 짧은 경향이었다. 엽장, 엽폭, 엽수 등의 엽생육과 성엽의 엽록소 함량에서도 쇄왕

겨＋피트모스 배지에서 암면배지보다 약간 높은 경향이었으며 합성섬유 배지에서 가장 낮

았다. 

 표 1. 배지종류별 생육

배지종류  장(cm) 엽 장(cm) 엽 폭(cm) 엽 수(매) 엽록소(SPAD)

입상암면  528a
♩

29.3a 22.8a 39a 58.9a

쇄왕겨＋피트모스 538a 29.6a 23.0a 40a 58.9a

합성섬유 522a 29.0a 22.2a 38a 58.8a   

 ♩DMRT (5%)

  배지종류별 수량특성(표 2)은 작물의 생육과 같은 경향으로 생육이 좋았던 쇄왕겨＋피

트모스 혼합배지와 입상암면 배지에서 상 으로 높은 수량성을 나타내었다. 주당 수확과

수를 보면 쇄왕겨＋피트모스 혼합배지는 입상암면 배지에서보다 상품과수는 1.7개, 총수

확과수는 2.5개 많았으며 10a당 상품수량도 10,319kg으로 입상암면배지보다 1% 높은 경향

이었다. 합성섬유 배지는 생육특성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두배지에 비해 상품수량과 총수

량이 모두 떨어지는 결과를 보 다. 상품률은 쇄왕겨＋피트모스 배지와 암면배지에서 각

각 77.9%와 77.3%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합성섬유 배지에서 79.3%로 약간 높은 경향을 보

다. Lee 등(1996)에 의하면 오이 자루재배시 펄라이트에 피트모스나 훈탄 등을 혼합하여 

배지로 사용하면 암면에 비해 수량이 높게 나온다고 보고 하 는데 본 실험에서도 쇄왕

겨＋피트모스 혼합배지는 입상암면과 비교하여 수량 차이가 없어 유사한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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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Lee 등(1996)은 왕겨와 분쇄왕겨를 7:3의 비율로 혼합한 배지는 작물생육의 안 성을 

하여 부숙 는 발효시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 는데 본 실험의 결과에서 볼 수 있

듯이 부숙시키지 않은 쇄왕겨도 피트모스를 50% 정도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합성섬유배지구에서 수량이 낮았던 것은 배지의 낮은 수분보유력이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Lee 등(1998)은 펄라이트와 같은 수분보유력이 낮은 배지

를 사용하여 오이를 재배할 경우 튜  아래에 부직포를 멀칭하여 액이 배지의 면

에 고루 퍼지도록 하는 수방법을 사용한 처리구에서 생육이 양호하 다고 보고하 는데 

합성섬유 배지도 액을 정하게 한다면 수량을 보다 높일 수 있다고 단된다.  

 표 2. 배지종류별 수량

배지종류
수확과수(개/주) 수량(kg/10a) 상품률

(%)상품 비상품 총 상품 지수 비상품 총

입상암면  81.0a♩ 21.1a 102.1a 10,254a 100 2,902a 13,156a 77.9a

쇄왕겨＋피트모스 82.7a 21.9a 104.6a 10,319a 101 3,025a 13,344a 77.3a

합성섬유 75.9b 18.0b 93.9b 9,565b  93 2,503b 12,068b 79.3a
  

 
♩
DMRT(5%)

  배지종류별 과일특성은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입상암면 배지구와 비교하여 쇄왕겨

＋피트모스 혼합배지구에서는 1과 과 과장, 과경 등 과일크기가 차이가 없었으며 이것은 

합성섬유 배지구에서도 마찬가지 다. 배지종류별 비상품 수량에서(표 4) 쇄왕겨＋피트모

스 혼합배지구는 주당 곡과수 15.8개, 백분과수 3.7개로 입상암면 배지구에 비해 곡과는 0.7

개 고 백분과수는 3.2개 많았다. 합성섬유 배지구는 곡과는 15.4개로 세 배지 에서 가

장 었고 백분과는 1.2로 간정도 다. 쇄왕겨＋피트모스 배지구에서 백분과가 많이 나

온 것은 백분과의 주요원인인 규소 성분이 많이 포함된 왕겨 배지를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

로 단된다.

 표 3. 배지종류별 과일특성

배지종류 1과 (g) 과장(cm) 과경(cm)

입상암면  105a
♩

23.0a 2.4a

쇄왕겨＋피트모스 104a 22.7a 2.4a

합성섬유 105a 22.8a 2.4a   

 ♩DMR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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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배지종류별 비상품 수량

배지종류
비상품과수(개/주) 비상품수량(kg/10a)

곡과 백분과 총 곡과 백분과 총

입상암면  16.5a♩ 0.5b 17.0b 2,423a 66b 2,489b

쇄왕겨＋피트모스 15.8a 3.7a 19.5a 2,372a 487a 2,859a

합성섬유 15.4a 1.2b 16.6b 2,292a 151b 2,443b
  

 ♩DMRT(5%)

  배지종류별 비용은 표 5에 나타내었다. 행의 입상암면 배지의 1ℓ당 단가는 113원인데 

비해 쇄왕겨＋피트모스 혼합배지는 56원이었고 합성섬유 배지는 30원으로 가장 낮았다.   

  이것을 10a당 배지소요량으로 각각 환산하여 계산해보면 쇄왕겨＋피트모스 혼합배지는 

672천원으로 입상암면 배지 1,356천원보다 배지비용이 50% 감되었다. 한 쇄왕겨＋피

트모스 혼합배지의 경우 피트모스 가격이 높아서 체 배지비용이 올라가므로 쇄왕겨를 

부숙이나 발효시켜 사용한다면 피트모스의 배합비율을 여서 배지비용을 더욱 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합성섬유 배지는 360천원으로 입상암면배지의 27%에 불과해 단 인 

낮은 수분보유력만 개선할 수 있다면 앞으로 가배지로서의 개발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단되었다. 

 표 5. 배지종류별 배지비용

배지종류
배지비용

지  수 비  고
원/ℓ 천원/10a

입상암면 113 1,356 100
배지소요량 : 

12,000ℓ/10a
쇄왕겨＋피트모스  56  672  50

합성섬유  30  360  27

요약  결론

  수출오이 컨테이  재배시 비용배지를 개발하기 해 실시한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쇄왕겨＋피트모스 배지에서 입상암면이나 합성섬유 배지보다 장기 길고 엽장,    

      엽폭, 엽수 등의 엽생육이 높았으며 엽록소 함량은 배지종류간에 차이가 없었다.

  나. 주당 상품  비상품과수는 쇄왕겨＋피트모스 배지와 입상암면배지에서 많았고 합

성섬유 배지에서 가장 었다.

  다. 상품률은 배지종류간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며 10a당 상품수량은 쇄왕겨＋피트모

스 배지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입상암면 배지 으며 합성섬유 배지에서 가장 낮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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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합성섬유 배지는 기수량은 다른 두 배지에 비해 차이가 없었으나 상 으로 배지

의 낮은 보수력에 의해 측지발생이 조하여 기이후의 수량이 많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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