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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시설재배는 연  집약 으로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염류농도 증가에 따른 연작 장해가 

주요 문제로 두되고 있다. 따라서 남부지방에서는 여름철에 휴경이나 토양소독, 제염작물 

재배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토양의 합리 인 리를 꾀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재배

는 투자한 자본의 조기 회수를 하여 시설이용도 제고가 필요하지만 고온기에 온도제어 

기술이 미흡하여 생산 인 작물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고온기

에 햇빛 차 과 온도제어 기술이 발달하여 여름철에도 시설내 작물재배가 가능하게 되었

다. 따라서 도시와 지 주변의 시설내에서 단경기 생산에 합한 여러 가지  채소

의 재배가 시도되고 있으나 차 과 온도제어 기술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품질 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  채소재배에서 고온기 시설내 환경조  방법 등이 매우 요함에도 불

구하고 이에 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름철 시설 내 고품질의  채소재배를 하여 온도제어와 차 재배 

등 환경조 에 해 검토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 다.

재료  방법

  본 시험은 라남도 구례군 소재의 채소연구시험장 폭형무기둥 라스틱 하우스

(H240×W1500×L4500cm)와 유리온실에서 실시하 는데, 토양재배의 비닐하우스 토양은 강

서 세사양토로 배수가 비교  양호하고 양액재배에서 배지는 펄라이트이다. 

  습도조 은 디스크분사식 증발냉각장치(상품명: 에어쿨)를 165㎡당 1 씩 설치하 으며, 

냉수순환은 엑셀 이 를 지  15～20cm 깊이에 두둑당 2 로 매설하여 냉수나 지하수를 

순환시켜주었다. 시설내 온도제어 방식별 처리는 40% 차 재배( 행), 차 +미스트(가습처

리), 차 +냉수순환, 이 차 으로 1년차는 양액재배와 토양재배를 실시하 는데, 2년차에는 

토양재배 비 양액재배의 성 이 낮아 토양재배만 실시하 다.

  시험작목은 1년차에 민들 , 배 향, 참나물, 근 , 용설채, 추, 일, 방풍, 치커리, 양

상추, 청경채, 잎들깨, 보라들깨, 참취, 일당귀 15작목이고, 2년차는 1년차에 선발된 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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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채, 일 3작목을 재배하 다. 종은 128공(2.54×2.54×5.08cm) 트 이를 이용하 고 육묘

일수는 20일～30일간 이었으며 정식은 본엽 3～5매인 7월 15일이었다. 재식거리는 양액재

배는 30×13cm(25,000주/10a), 토양재배는 15×13cm(25,900주/10a)로 120cm의 이랑에 

0.03mm의 흑색 유공 PE film을 멀칭한 후 구멍당 1주씩 재식하 다. 

  양액재배에서 배양액은 원 연구소의 12-2-7-5-2me/ℓ 오이 용액으로 1일 12회 공

하 고, 토양재배는 무비재배로 3～5일 간격으로 액 하 다 수확은 8월 10일～9월 30일

(50일간)까지 하 는데, 잎 수확은 7일 간격, 포기채 수확은 20～30일 간격으로 수확하 다.

결과  고찰

  (1) 상 습도와 시설내온도

   시설내 기상에서 상 습도와 온도는 가습구의 온도가 25.4℃로서 행구 비 1.1℃가 

낮았으며, 습도는 가습구가 83.2%로서 행구 비 6.2%가 높았다. 지 온도는 양액재배 

20℃ 냉수순환구가 25.7℃로서 행 비 4.6℃가 낮았으며, 토양재배는 20℃ 지하수 순환

구가 25.6℃로서 행 비 2.4℃가 낮았다(표 1).

<표 1> 상 습도와 시설내온도  지 온도

상 습도  시설내온도 지하 15cm 지 온도(℃)

처  리 온도(℃) 습도(%) 처리별 온도 처리별() 온도

가습구 25.4  83.2 양액재배 냉수순환 25.7 토양재배 냉수순환 25.6 

행구 26.5 77.0 양액재배 행구 30.3 토양재배 행구 28.0

※ 조사: ’03년과 ’04년 7월~9월(2년간 3개월 평균)

  (2) 시설내외 투 율

    시설내외 투 율 변화에서 실외 89KLUX로서 무차  유리온실에서는 67% 수 이고 

비닐하우스에서는 65%이며, 40% 흑색차 에서는 유리온실이 36% 수 이고 비닐하우스에

서는 31%이며, 이 차 에서는 유리온실은 12% 수 이고 비닐하우스에서는 9% 수 으로 

극히 낮았다(표 2). 

<표 2> 시설내외 투 율 변화                                              (단 : KLUX)

조건 실외
무 차 차 ( 행) 이 차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맑음 89 59(67%) 58(65%) 32(36%) 28(31%) 10(12%) 7(9%)

※ 조사일: ’03년 8월 22일 11:00, ’04년 8월  7일 11:00

  (3) 생육

 정식 25일 후 생육조사에서 장은 추와 일이 20cm 이상이고 엽수는 청경채가 10.0

매, 엽장, 엽폭은 추가 가장 넓었다. 엽장, 엽폭 조사에서 차 +냉수순환, 차 +미스트, 차

재배구는 비슷하 으나 이 차 은 모든 작목에서 히 낮았다(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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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엽 생육                                          (조사: ’04년, 정식 25일 후)

처리별
차 ( 행) 차 +미스트 차 +냉수순환 이 차

장
(cm)

엽수
(매)

엽장
(cm)

엽폭
(cm)

장
(cm)

엽수
(매)

엽장
(cm)

엽폭
(cm)

장
(cm)

엽수
(매)

엽장
(cm)

엽폭
(cm)

장
(cm)

엽수
(매)

엽장
(cm)

엽폭
(cm)

추 20.9 8.3 17.7 9.6 20.3 7.7 18.6 9.2 21.2 8.3 17.8 8.8 17.3 7.7 16.0 7.8

청경채 17.6 11.0 13.9 4.7 17.8 11.0 13.6 4.6 18.3 11.0 14.2 4.7 15.2 9.7 12.7 3.4

일 21.7 8.7 13.6 8.2 20.2 8.0 14.1 7.9 22.7 8.7 13.8 8.3 18.7 7.7 12.0 6.6

  (4) 수량

  수량은 작목별 특성과 으로서의 상품가치를 기 으로 하 으므로 재배시기에 따라서 

수량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단되지만 다수성을 기 으로 살펴볼 때 작목에서는 

청경채, 추, 치커리, 근 가 처리별로는 차 +미스트, 차 +냉수순환, 차 재배구가 높

았으나 이 차 은 60%이상 수량 감수가 나타났다. 정식후 25일경에 수확이 가능한 작목은 

근 , 양상추, 치커리, 청경채, 추, 일, 배 향, 깻잎류로 단되었으며, 채소 재배에 

정 환경은 차 +냉수순환, 차 +미스트(가습), 차 ( 행) 재배로 단되었다(표 4, 5).

<표 4> ’03년 수량                                                  (단 : kg/10a)

처 리
민들 배

향

참

나물

근 용설

채 추 일

방

풍

치커

리

양

상추 

청경

채

잎

들깨

보라

들깨
참취

일

당귀

양

액

차 ( 행) 178 51 236 940 290 362 134 230 1,227 248 961 72 60 110 126

미스트 173 39 240 926 338 443 180 188 1,369 345 1,178 94 65 122 151

냉수순환 165 57 246 1,090 360 361 176 228 1,258 361 1,262 88 69 98 176

이 차 78 22 45 296 112 110 47 89 339 44 299 38 23 41 56

토

양

차 ( 행) 185 55 256 1,085 364 620 205 274 1,210 399 1,328 75 55 155 159

미스트 177 53 321 1,401 430 533 218 266 1,353 469 1,476 98 83 137 230

냉수순환 262 71 342 1,423 470 648 251 275 1,527 494 1,637 105 90 196 250

이 차 32 26 47 302 135 180 52 71 555 116 363 42 32 66 41

<표 5> 종합 수량                                                (단  : kg/10a)  

처  리 추 일 청경채

행(차 ) 888az 405a 1,189a

미스트 887a 428a 1,276a

냉수순환 938a 438a 1,370a

이 차 375b 172b 467b
        zDMRT 5%

  (5) 시험 ․후 토양 화학성 변화 

  시험 ․후 토양 화학성 변화에서 pH, P, K, Ca, Mg함량이 시험 보다 낮아졌지만 미

스트구에서는 Ca, Mg함량이 오히려 약간 높은 경향이었으며 EC는 시험  평균 2.38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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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
에서 시험 후엔 1.40dS․m

-1
로 41%정도 다소 낮아져 채소 무비료 재배가 염류집  

경감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

<표 6> 시험 ․후 토양 화학성 변화                                 (’04년)  

처  리
시 

기

pH

(1:5)

EC

(dS/m)

C.E.C

(c㏖+/㎏)

Av-P2O5

(㎎/㎏)

Ex.cation(c㏖+/㎏)

K Ca Mg

행

(차 )

시험  5.30 2.52 - 638 2.90 6.54 2.47

추 시 5.27 1.17 11.54 570 2.10 3.67 1.15

청경채 험 5.56 1.08 11.84 560 1.91 4.25 1.28

일 후 6.03 1.88 13.77 508 2.70 5.58 1.97

평균(시험후) 5.62 1.38 12.38 546 2.24 4.50 1.47

처  리
시 

기

pH

(1:5)

EC

(dS/m)

C.E.C

(c㏖+/㎏)

Av-P2O5

(㎎/㎏)

Ex.cation(c㏖
+
/㎏)

K Ca Mg

차 +

미스트

시험  4.66 2.24 - 736 2.84 4.30 1.01

추 시 5.81 1.26 12.84 525 2.54 4.60 1.30

청경채 험 5.47 1.78 13.56 667 2.46 4.83 1.21

일 후 4.99 1.94 12.76 565 2.50 3.86 0.90

평균(시험후) 5.42 1.66 13.05 586 2.50 4.43 1.14

차 +

냉수순환

시험  5.30 2.28 - 1,022 3.20 6.44 2.37

추 시 5.91 1.63 12.43 729 2.49 4.31 1.45

청경채 험 5.58 1.08 12.38 759 2.21 4.13 1.20

일 후 5.98 1.00 14.22 826 2.50 5.93 2.05

평균(시험후) 5.82 1.04 13.01 771 2.40 4.79 1.57

이 차

시험  5.28 2.46 - 921 3.04 6.74 2.44

추 시 6.08 1.38 15.51 1,002 2.88 6.74 2.15

청경채 험 6.09 1.11 13.78 738 2.84 5.52 1.90

일 후 6.43 1.58 11.78 562 2.08 5.38 1.68

평균(시험후) 6.20 1.36 13.69 767 2.60 5.88 1.91

  평균

시험  5.14 2.38 - 829 3.00 6.01 2.07

추 시 5.77 1.36(43%) 13.08 707 2.50 4.83 1.51

청경채 험 5.68 1.26(47%) 12.89 681 2.36 4.68 1.40

일 후 5.86 1.60(33%) 13.13 615 2.45 5.19 1.65

평균(시험후) 5.77 1.40(41%) 13.03 668 2.44 4.90 1.52

요약  결론

  시설재배는 투자한 자본의 조기 회수를 하여 시설이용도 제고가 필요하지만 고온기에 

온도제어 기술 등 환경조  연구가 미흡하여 시설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고온기 

오이후작 유망  채소를 재배하기 하여 온도제어방법을 시험한 결과, 온․습도에서 가

습구는 행 비 1.1℃ 낮고 습도는 6.2% 높았으며 지온은 양액냉수구가 4.6℃ 토양 냉수

구가 2.4℃ 낮았다. 투 율은 실외 89Klux 비 유리온실은 67%, 비닐하우스는 65%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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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시는 32Klux, 28Klux이며, 이 차 시는 10Klux, 7Klux로 12～9% 수 이었다. 수량이 

높은 작목은 청경채, 추, 치커리, 근 이고 처리별로는 미스트, 냉수, 차 재배가 높아 

고온기 오이후작 채소 재배에 정 온도제어 방식은 차 +냉수순환, 차 +미스트, 40% 

차 재배로 단되었다. 시험 ․후 토양화학성 변화에서 EC는 시험  평균 2.38dS․m
-1
, 

시험후 1.40dS․m-1로 41%정도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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