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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이후작에 알맞은 고온 단경기 채소 선발

Choose of moderate wrapping vegetables for high temperature 

and period of short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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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시설재배는 강우가 차단된 상태하에서 연  집약 으로 재배되기 때문에 비료물질로 시

용한 화학성분이 표토에 집 되어 토양 용액 의 염류농도 증가에 따른 연작 장해가 주요 

문제로 두되고 있어 토양의 합리 인 리와 여름철 휴작기에 시설이용도 제고가 필요하

다. 최근 들어 고온기에 햇빛 차 과 온도제어 기술 발달로 여름철에도 시설내 작물재배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채소 소비양식이 다양화 되고 소비도 연  늘고 있는 추세

이다. 그러나 신선 채소류의 공 이 증하고 있으나 여름철 채소 생산은 해발 400m 이상 

고랭지에 국한되어 있어 생산량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채소로 상추, 배추, 쑥갓, 호박잎, 머  등에 한정되었고 특히 상추는  채

소로 가장 요한 재료로 이용되고 있으나 근래에는 참나물, 곰취 등의 산채와 더불어 새롭

게 도입되고 있는 허   서양채소 등이  채소로 이용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참살이’ 

열풍으로 식생활의 변화와 기능성과 건강성이 부여된 채소를 찾는 소비자 층의 증가로  

채소에 한 심도 한층 높아가고 있다. 신선채소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농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름철 시설 내에서 (前)작물에 의한 염류집  경감을 하여 무 비

료로 재배가 가능하면서 출하시 상품성이 높은 유망  채소에 한 응성과 재배법, 염

류 집 도에 해 구명하고자 시험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재료  방법

  본 시험은 라남도 구례군 소재의 채소연구시험장 폭형무기둥 라스틱 하우스

(H240×W1500×L4500cm)에서 실시하 는데, 토양은 강서 세사양토로 배수가 비교  양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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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추, 청경채, 잎들깨, 보라들깨, 참취, 일당귀 15작목이고, 2년차는 1년차에 선발된 근

, 추, 치커리, 청경채, 일 5작목을 재배하 다. 종은 1년차는 4월 2일～5월 29일까지 

3회이고 2년차는 6월 21일～8월 16일까지 8회이며, 상토는 원 용 부농상토에 128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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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2.54×5.08cm) 트 이를 이용하여 육묘하 다. 육묘일수는 종자의 발아 소요기간에 따

라서 다르지만 발아후 20일～30일간 이었고 묘의 상태를 보아가면서 요소 0.4%액을 희석하

여 주하 다. 정식은 본엽 3～5매인 종후 20～30일후인 7월 15일이었으며 재식거리는 

15×13cm(25,900주/10a)로 120cm의 이랑에 0.03mm의 흑색 유공 PE film 멀칭을 한 후 구

멍당 1주씩 재식하 다. 

  무비재배로 3～5일 간격으로 수 하 으며 수확은 8월 10일～9월 30일(50일간)까지 하

는데, 잎 수확은 7일 간격, 포기채 수확은 20～30일 간격으로 수확하 다.

  시기별로 장, 엽수, 엽장, 엽폭, 엽면 , 병해충 발생정도, 수량 등을 조사하 다. 2년차

는 시험 ․후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EC농도, pH, OM, Ex.cation(c㏖+/㎏), C.E.C 등을 조

사하 다.

  

결과  고찰

  (1) 발아기간  추 성

  발아기간이 3～4일인 작목은 추, 청경채, 일이고 5～7일은 치커리, 근 , 배 향, 양

상추, 잎들깨, 보라들깨이며, 30일 내외인 작목은 민들 , 참나물, 용설채, 방풍, 참취, 일당

귀이다. 재배 에 추 가 되는 작목은 용설채, 참나물, 배 향 이었다(표 1).

<표 1> 발아기간  추 성

발아 소요기간 작목명 추 작목

  3～4일  추, 청경채, 일  용설채, 참나물,

 배 향
  5～7일  치커리, 근 , 배 향, 양상추, 잎들깨, 보라들깨

  30일 내외  민들 , 참나물, 용설채, 방풍, 참취, 일당귀

  (2) 생육

  기 생육에서 추와 일의 장은 20cm 이상이고 엽수는 청경채가 10매로 가장 많았

으며, 엽장과 엽폭은 추가 가장 넓었다. 엽면 은 근 , 추, 일, 치커리가 넓은 편이

었으나 청경채는 45㎠로 좁았다(표 2)

<표 2> 생육상황                                         (조사: ’04년, 정식 25일 후)

작목 장(cm) 엽수(매) 엽장(cm) 엽폭(cm) 엽면 (㎠)

근 14.0 5.7 10.4 2.9 100

추 21.7 8.3 19.1 9.0 117

치커리 16.9 8.7 16.0 4.9 103

청경채 17.1 10.0 14.0 4.4 45

일 20.7 8.0 14.1 7.5 112

 (3) 병해충

  작목별 병해충 발생에서 무름병은 생육 기 고온다습 조건에서 추, 근 , 양상추, 청

경채에서 발생하 으며 해충은 8월 하순경부터 발생하 는데, 주요 발생 해충은 배추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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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온실가루이, 응애 다(표 3).

<표 3> 병해충 발생  

구분 무름병 배추흰나비 온실가루이 응애

작목
추, 근 , 

양상추, 청경채
추, 근 , 청경채, 

일, 들깨류
배 향, 양상추, 

치커리
일당귀

발생정도 1 소 소 소

  ※ 농 진흥청 조사기 에 의함(병: 0～9, 충: 심～소)

  (4) 수량

  1년차에 15작목  환경 응성, 품질, 수확기간, 수량 등을 고려하여 차 재배에 유망한 5

작목을 선발하 다. 수확방법은 청경채는 포기채로 근 , 추, 일, 치커리는 잎을 하나

씩 따야 하기 때문에 수확시 최상  2～3매를 남기고 수확한 후 약 7일후 다시 수확이 가

능하도록 하는 생육 리 다 수량성은 청경채, 치커리, 추 순으로 1,000kg/10a 이상 수량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험한 다른 작목에 비해 고온기 오이후작 유망 채소로 청경채, 

치커리, 추가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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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 리 근 추 일 치커리 청경채

차 재배 668 1,046 567 1,112 1,135

  (5) 시험 ․후 토양 화학성 변화

  토양 화학성 변화에서 pH는 시험 보다 0.5정도 높아졌으나 P, K, Ca, Mg함량은 다소 

낮아졌으며, 토양 EC는 시험  2.4dS․m-1에서 시험후 1.2dS․m-1로 50%정도 감소하여  

채소 재배가 염류집 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표 5> 시험 ․후 토양 화학성 변화                                     (’04년)

채별 시  기
pH
(1:5)

Av-P2O5

(㎎/㎏)
Ex.cation(c㏖+/㎏) C.E.C

(c㏖+/㎏)
EC

(dS․m-1)K Ca Mg

근
시험 5.48 793 2.98 6.57 2.72 - 2.50

시험후 5.88 612 2.52 5.60 2.01 13.80 1.32(53%)

추
시험 5.16 904 2.92 6.13 2.12 - 2.40

시험후 5.80 591 2.46 5.43 1.92 13.55 1.35(56%)

치커리
시험 5.15 670 2.66 5.65 1.95 - 2.39

시험후 5.75 668 2.35 5.28 1.86 13.37 1.18(49%)

청경채
시험 5.00 827 2.92 5.89 1.95 - 2.38

시험후 5.79 502 2.42 4.81 1.70 13.22 1.16(49%)

일
시험 5.29 823 2.91 6.69 2.27 - 2.43

시험후 5.43 548 2.15 4.33 1.37 12.24 1.09(45%)

평균
시험 5.22 803 2.88 6.19 2.20 - 2.42

시험후 5.73 584 2.38 5.09 1.77 13.24 1.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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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결론

  고온기 채소 재배를 통한 단경기 농가 소득증 와 (前)작물의 염류경감을 시도

하고 있지만 이에 한 연구가 미흡하여 시설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고온기 

남부지방 오이후작으로 유망한 채소 선발과 염류경감 효과를 시험한 결과, 시험작목

의 발아 소요 기간은 추, 청경채, 일은 3～4일이고 치커리, 근 , 배 향, 양상

추, 잎들깨, 보라들깨는 5～7일이었으나 민들 , 참나물, 용설채, 방풍, 참취, 일당귀는 

30일 내외 으며, 그  용설채, 참나물, 배 향은 일부 추 가 되었다. 40% 차  조건

에서 정식 25일후 장이 20cm 이상은 추와 일이고 엽면 은 청경채를 제외하고 

 작목이 100㎠ 이상이었다. 병해충에서 무름병은 생육 기 고온다습 조건에서 추, 

근 , 양상추, 청경채에서 해충은 8월하순경부터  작목에서 발생하 다. 수량은 청

경채, 치커리, 추가 1,000kg/10a 이상이었고 시험 ․후 토양화학성에서 EC는 시험

 2.4dS․m-1에서 1.2dS․m-1로 감소하여 토양염류 집 경감 효과가 있어 고온기 오

이후작 차 재배에 합한 유망  채소로 청경채, 치커리, 추가 유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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