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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용 배추의 친환경 재배기술 이용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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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배추는 김치의 주원료로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채소로 수분함량이 매우 높

고 칼슘과 비타민C는 상당량이 함유되어 있으며, 섬유질을 공 하는 채소이다. 배추에 들어

있는 비타민 종류는 국을 끓이거나 김치를 담갔을 때 다른 채소에 비해 그 손실량이 어 

양소 공 에도 커다란 역할을 한다. 배추의 학명  Brassica는 트어인 양배추(bresic)로

부터 유래되었다는 설과 그리스어의 삶는다(brasso) 는 요리한다(braxein)는 말에서 유래

되었다는 설이 있는데, Brassica속의 채소는 로부터 익 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배추는 생채 는 김치로 이용되기 때문에 가  농약이나 비료를 이용하지 않는 것을 

소비하게 되는데 친환경 농업 기술을 이용하여 재배가 이 지고 있다. 남지역의 배추 유

기재배는 8농가에서 6.5ha 재배되고 있고(농산물품 원) 친환경농업을 한「생명식품생산5

개년계획」추진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면  확   화학비료, 농약 사용량 매년 5%이상 

감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배추를 친환경 재배하는데 있어서 효과가 검증 되지 않은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있어 이에 한 검증 작업 필요한 실정이다.  친환경 김치재료의 주년 공 체계 확립을 

한 배추 친환경재배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배추의 친환경재배선도

농가 실천기술 표 화를 하여 친환경 재배기술 실태조사  과학  검증으로 배추 무 농

약 재배기술 이용 실태를 검토하 다.

재료  방법

 배추친환경재배 농가 주요 실천기술 실태조사로 남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을 이용한 무 

농약 재배와 유기재배 농가를 상으로 지력증진, 병해충 책, 잡 리, 친환경 자재사용 

등에 하여 2006년 3월부터 11월까지 장 실태조사 후 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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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찰  

 배추의 친환경 재배 농가가 주로 실천하고 있는 기술의 실태 조사를 토양 양분 리와 병

해충 방제 책으로 크게 분류하여 유기재배와 무농약 재배 농가간에 상호 비교 분석 하

고 토양 양분 리를 각 농가별로 농 하게 분석하 다.

   (1) 유기재배

  M지역 농가의 토양 리실태로 유기재배를 실천하고 있는 작부체계는 고구마 + 월동배

추, 콩+월동배추 형태로 주로 이 지고 있었고 거름 시용은 10a당 유기퇴비 1,000㎏+미생

물재제 75㎏(아주까리 55%, 미강유박30%,  두박 5%, 식물성유박 10% 비료성분함량은 N 

3.7, P 2.2, K 1.1%)를 시용하 다. 웃거름은 유기비료인 수강산골드로 정식 후 30일 10a

당 질소환산량 기  2.7kg과 정식 후 45일에 질소 환산량 기 으로 4.6kg을 시용하고 있었

다. M지역의 농가별 토양 화학성과 자가 제조 자재의 성분함량 분석은 표 1, 2와 같다. 특

히 자가 제조한 퇴비는 왕겨 60%, 생선아미노산 20%, 우분 15%, 겨 5%의 비율로 혼합

하여  14개월간 발효 시켜서 사용하 다.

 

 [표 1]  M 지역 농가 배추 유기재배포장과 행농가포장 토양의 화학성

구  분
pH

(1:5H2O)

E.C

(ds/m)

O.M

(g/kg)

Av.P2O5

(mg/kg)

C.E.C

(cmol
+
/kg)

Ex. cation (cmol+/kg)

K Ca Mg

A 6.47 1.12 17.3 143 14.17 0.48 6.95 2.34

B 6.42 0.64 24.9 663 17.78 1.54 8.21 2.13

C 7.45 0.83 15.5 89 13.98 0.29 11.85 1.84

행 6.78 1.21 15.4 443 15.35 0.97 9.72 1.79

 [표 2] M 지역 농가 제조 퇴비와 미식 의 성분 함량

구     분 T-N P2O5 K2O CaO MgO

 자가제조 퇴비 1.40 7.92 0.69 1.20 1.09

 미식 0.09 0.43 0.03 - -  

  D농가의 토양․양분 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작부체계는 배추 + 깻잎 + 일을 주로 

재배하 고 10a당 시비량은 퇴비 2,000kg, 참숯 200kg, 맥반석 300kg을 매 작기가 끝날 때 

시용하 다. 농가 자가제조 자재로 주로 생력효소를 제조하여 시용하고 있었는데 10a당 톱

밥 1,200kg, 균강 300kg(물 35ℓ+엔자임골드 6  + 겨 300kg), 깻묵 120kg, 생석회 120kg, 

제오라이트 120kg, 맥반석 120kg, 어분 60kg을 넣고 경운 로타리 후 토양수분을 7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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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양분 리는 유기질비료는 새송이 버섯배지에 수강산 골드

를 혼합하여 시용하고, 청  액비, 골분액비, 깻묵, 분액비, 생선아미노산 등을 만들어서 

시용하고 있었으며 Sellenium, 리그로, 알긴산 등의 물질을 구입하여 시용하기도 하 다. 

D지역의 유기재배 농가포장의 토양 화학성과 액비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표 3, 4와 같다.

 [표 3]  D지역 유기재배 농가 포장의 토양 화학성

포장구분
pH

(1:5H2O)

E.C

(ds/m)

Av.P2O5

(mg/kg)

C.E.C

(cmol+/kg)

Ex. cation (cmol
+/kg)

K Ca Mg

A 6.09 2.8 808 15.4 2.47 7.76 2.99

B 6.95 0.7 1125 13.8 1.57 7.77 3.35

C 6.50 4.3 1780 17.0 3.55 8.25 4.57

 [표 4] D농가 시용 청 액비와 퇴비의 성분 (단  :%)

비   종 수분 유기물 T-N P2O5 K2O CaO MgO

청 액비 0.15 0.19 0.30 0.10 0.07

퇴   비 27.4 59.5 2.94 3.59 1.07 3.59 1.28

  (2) 무 농약 재배

○ K농가 토양 리실태조사로 무 농약 재배를 실천하고 있는 농가의 작부체계는  근채류 

+ 배추 + 녹비작물 + 배추로 윤작과 간작을 겸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거름시용으로 

자가생산한 우분볏짚퇴비에 야산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종하여 발효퇴비를 만들어 10a당 

2,000kg 정도 시용하고 있었고 양분 리는 유기액비(미생물+계분+골분), 한방 양제(막걸리

+계피+감 +소주)등을 자연농업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만들어 사용하 다. K지역 농가의 

토양 화학성과 자가 제조 액비의 무기성분 함량은 표 5, 6과 같다.  아울러 K지역의 배

추 출하기의 배추 생육은 표 7과 같이 무 농약 재배가 행에 비해 85%수 으로 나타나 

환기 농업의 형 인 형태로 여겨진다.

 [표 5]  K 농가 배추재배포장 토양의 화학성

pH
(1:5)

OM
(g/㎏)

유효인산
(㎎/㎏) 

치환성(cmol+/㎏) CEC
(cmol+/㎏)

EC
(dS/m)

석회요구량
(㎏/10a)

K Ca Mg

4.72 25.0 363 0.73 2.36 0.77 8.48 0.610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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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6]  K 농가제조 액비와 퇴비의 무기성분 함량

구  분 T-N P2O5 K2O CaO MgO

 농가제조 액비 0.35 0.17 0.46 - -

 농가제조 퇴비 1.79 2.28 3.58 1.51 0.94

 [표 7]  K지역 배추 출하기의 배추생육  비교 (조사일 : 2006. 6. 23)

재배법 구고
(cm)

구폭
(cm)

주
(g/주)

구
(g/주) 총수량 상품수량 수량지수

  행 33.0 23.2 2,827 1,877 9,046 6,006 100

무농약 32.4 21.0 2,346 1,596 7,507 5,107 85.0

 한편 G 농가의 토양․양분 리실태 조사결과 작부체계는 배추 + 콩 + 양 의 형태로 이

지고 있었고 거름은 10a당 우분퇴비800kg+ 토착미생물+유박비료 200kg+ 시 토양개량

제 300kg를 투입하고 굴삭기를 이용한 심경 리를 하고 있었다. 웃거름은 자가제조 친환경 

양제를 정식 후 10일에 1회정도 흑설탕 발효액비/깻묵발효액비/생선아미노산/목 액 등을 

100배로 희석하여 교호살포하고 목 액은 친환경 병해충 방제제와 혼용 살포한다. G지역 

농가의 토양 화학성과 미생물상은 표 1-12, 13과 같다. 토양 미생물상은 토착미생물 처리구

에서 일반포장보다 곰팡이 도는 높았으나 일반세균이나 방선균의 도는 낮았다.

 [표 8]  G농가 재배포장의 토양 화학성

구  분
pH

(1:5H2O)

E.C

(ds/m)

O.M

(g/kg)

Av.P2O5

(mg/kg)

C.E.C

(cmol+/kg)

Ex. cation (cmol
+
/kg)

K Ca Mg

  행 6.86 0.413 29.27 978 16.76 1.76 8.53 2.07

무농약 6.09 0.663 29.33 171 13.20 0.86 4.82 1.43

 [표 9]  G농가 배추재배토양의 미생물상 (단 : cfu/D.Wg)

구    분
형 성세균

(×104)

곰팡이

(×105)

Fusarium속

(×104)

일반세균

(×107)

방선균

(×106)

  행 4.33 1.42 1.32 4.74 3.14

무농약 3.44 5.12 2.38 6.10 3.09

토착미생물 0.00 7.50 0.00 2.03 1.27
  



- 270 -

요약  결론

 배추친환경재배 농가 주요 실천기술 실태조사결과 토양 리를 한 작부체계로는 ① 배

추+ 김장배추 ② 배추+근채류+김장배추 ③ 배추+ 김장배추+녹비작물 ④근채류+ 배추 +

녹비작물+배추 ⑤고구마․콩 + 월동배추 ⑥배추+과채류+깻잎 ⑦배추+콩+양   ⑧ 배추+

당근 ⑨감자+가을배추 등의 형태로 재배하고 있었다. 그리고 토양개량을 해서 유기퇴비, 

미생물재제, 참숯, 시 토양개량제 등을 혼용하여 시용하고 있으며 깊이갈이와 객토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분 리를 해서 자가제조한 친환경자재나 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데 그 종류와 제조법이 다양하여 후 이들 제품에 한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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