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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 재배 생육 단계별 일조량 부족이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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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고구마(Ipomoea batatas L.)는 아열대 작물로서 괴근의 형성과 비대에 충분한 일조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육시기에 일조량

이 부족할 경우 괴근 형성 및 비대가 불량하여 수량이 감소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고구마 생육시기에 일조량 부족

에 따른 피해양상 및 피해율 설정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육시기에 따라 차광량을 달리하여 고구마

의 생육양상 및 수량 감소 정도를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국립식량과학원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 시험연구포장에서 수행되었다. 시험품종은 점질 고구마 ‘호감미’와 중

간질 고구마 ‘진율미’를 고구마 표준재배법에 준해 2019년 5월 13일 정식하여 재배하였다. 차광처리는 35, 55, 75%로 시판용 

차광망을 사용하여 철골하우스 형태에 차광량별로 설치하여 처리하였고 무처리구를 대조구로 조사하였다. 1일 광량은 

Lighter meter(Lutron) LX-1128SD 데이터 로거를 설치하여 1시간 간격으로 1일중 09시부터 19시까지 모니터링 하였다. 처리 

시기는 괴근형성기(정식 ~ 정식 후50일), 괴근비대기(정식 후 50 ~ 90일), 괴근비대성기(정식 후 90 ~ 120일)로 처리하였다. 

생육 시기별 차광량 처리에 따른 광합성 능률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Chlorophyll Fluorometer(OPTI-SCIENCES) OS1P를 이

용해 최대수용 양자수율을 측정하였고 이후 생육시기별 생육양상 및 수확 후 괴근 수량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차광처리별 차광률은 35%는 46.9±7.1%, 55%는 62.1.0±13.9%, 그리고 75%는 70.9±11.8% 수준의 차광률을 보였다. 최대광

합성능(YⅡ) 조사 결과는 괴근형성기는 두 품종 모두 처리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괴근비대기의 경우 ‘진

율미’, ‘호감미’ 두 품종 모두 대조구 평균 수치 0.48, 0.59 비해 차광 처리구에서 0.55 ~ 0.67, 0.65 ~ 0.67 범위를 보이며 전반적

으로 최대 양자수율 수치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괴근형성기 차광 처리는 정식 50일 후 초기 생육이 ‘진율미’ 품종의 경우 주당 

10g 이상 괴근 수 및 평균 무게가 대조구 주당 3.9개, 14.9g이고 차광 처리구 0.1 ~ 1.6개, 1.4 ~ 3.2g 수준으로 차광 처리구에서 

괴근 형성 및 초기 비대가 억제되는 경향을 보였다. 괴근비대기 차광처리는 정식 90일 후 중기 생육 역시 ‘진율미’ 품종 주당 

20g이상 괴근 수 및 평균 무게가 각각 6.4개 61.4g, 차광 처리구 3.4 ~ 5.9개, 36 ~ 48.3g으로 차광 처리구에서 괴근 비대가 억제 

되는 경향을 보였다. 괴근형성기 및 비대기에 일조량이 부족할 경우 두 품종 모두 전반적으로 괴근 형성 및 비대가 억제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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