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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organic materials, chitosan, wood vinegar, and
EM active solution, on soil microbial and growth in Chinese cabbage. The organic materials were
treated with chitosan, wood vinegar, and EM (effective microoganism) active solution, and the treat-
ment concentration was 100 times solution and 1,000 times solution level with foliar applicat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Among foliar application of organic materials treatment plot[?],
with 1,000 times solution level of chitosan was effective in inhibiting microbial growth in Chinese cab-
bage compared to other plots and control. The microorganism number in the soil for cultivation of
Chinese cabbage increased with organic materials treatment plot as compared with control. Especially,
1,000 times solution level of chitosan showe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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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농업에서 그 동안 생산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화학비료 및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서 농업생산의 안전성, 지속성 및 환경보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유기농업에 대한 중요성

이 부각되고 있으며[21,22], 재배농가도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민경제의 상승과 삶의 질적 향상으로 생명, 농

산물에 대한 안전 등이 요구되고 있어 친환경농업인 유기농업

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유기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 대

신 각종 유기농자재, 유기질퇴비 등을 사용하여 지력을 증진

시킨 후 천적, 미생물농약, 각종 유기농자재를 사용하여 병해

충을 예방․방제하여 안전하고 영양가치가 높은 농산물을 생

산하는 농법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

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자재는 크게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

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와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

한 자재로 나누어 허용하고 있다[17].

본 연구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용 가능한 자재

중 친환경인증 재배농가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키토산, 목

초액 및 EM (effective microoganism) 활성액을 공시재로로

선정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Chitosan은 게나 가재, 새우 껍

데기에 들어 있는 키틴을 탈아세틸화하여 얻어낸 키틴의 유도

체로서 농업분야에서는 토양개량용 및 병해충방제용으로 사

용하고 있는 자재이다. 키토산은 몇가지 식물병원균에 대한

항균활성도 보고되고 있고[3,4,5], 세포의 활성화에 의한 식물

체의 생장촉진효과가 있어 작물재배뿐만 아니라 항균활성

[10], 항종양 활성[15], 콜레스테롤 저하작용[20] 등 임상실험에

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목초액은 천연목재를 가열하여 탄화하는 과정에서 기화하

는 가스를 냉각원리에 의해 기체와 액체로 분리하여 추출한

액제이다. 주로 80~150℃에서 채취되며, 목초액에 함유된 주

요산으로서는 초산, 프로피온산, 부틸산 등 6종, 알코올류는

메타놀, 아세톤인 등 10종, 페놀류로서는 크레졸, 에틸페놀 등

12종 및 아세톤이나 에스텔류와 같은 중성물질로 구성되어

있다[2,9].

EM (Effective Microorganisms)은 복합 유용 유기농자재로

서 발효․정균․합성 그리고 항산화물질을 생성하는 미생물

즉 유산균, 효모균, 방선균, 누룩균 및 광합성세균 등 80여 종

의 미생물이 포함되어 있는 유기농자재이다. EM은 비옥한 토

양속에서 채취한 미생물을 엄선, 합성배양한 것으로 동정결과

Lactobacillus계가 수종이었으며, YM배지에서 Yeast계로

Candida Versatilis가 조사되었다. 그리고 광합성세균으로

Cyanobacteria등이 확인된 미생물제제이다[6]. EM은 지력증

진, 병충해방제, 축산 환경과 사료 효율개선 및 수질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초연구

로서, 공시재료는 현재 친환경 재배농가에서 화학비료와 농약

대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기농자재 중 키토산, 목초액 및

EM 활성액 3종류를 선정하여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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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엽채류인 배추를 공시작물로 하여 생육 및 토양 미생

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시험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2009년 8월부터 동년 12월 10일까지 경남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에 소재한 동아대학교 종합농장의 플라스틱 하

우스 내에서 수행하였다.

시험처리 내용

공시재료는 현재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에서 화학비료와 농

약 대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기농자재인 키토산, 목초

액 및 EM 활성액을 사용하였다.

시험 재배포장은 8월 23일에 10 a당 퇴비 1,000 kg을 기비처

리하고, 경운한 다음 처리구를 150×80 cm로 이랑을 만든 후

8월 27일에 각 처리구에 유기농자재인 키토산, 목초액 및 EM

활성액을 공히 100배액으로 동일하게 토양 관주 처리하였으

며, 무처리구인 대조구는 농업용수로 토양 관주 처리하였다.

그리고 엽면처리는 키토산, 목초액 EM 활성액의 엽면살포 농

도를 각각 100배액 및 1,000배액으로 하여 배추 정식 후 15일

간격으로 3회 엽면살포하였다. 정식은 9월 3일에 하였으며,

처리구당 재식본수는 20주로 하였고, 배추수확은 12월 3일에

실시하였다. 공시품종은 동부한농종묘의 “흑장미(Black

rose)”를 사용하였다. 시험구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고,

포장관리는 농촌진흥청 작물별 재배기준에 따랐으며, 시험재

배 기간 중 농약은 사용하지 않았다.

생육특성 조사

수확 후 생육조사는 처리구당 평균치가 되는 10주씩을 표본

추출하여 농사시험연구 조사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다[12].

생육조사 항목 중 엽장 및 엽폭은 결구엽 중 가장 길이가 큰

엽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총 엽수, 외엽수(결구를 형성하고 있

지 않은 잎의 수), 내엽수(결구를 형성하여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잎의 수), 주중(뿌리를 제외한 포기 전체의 무게), 구중

(결구된 부분의 무게), 구고(결구된 부위의 최대 종경) 및 구폭

(결구된 부위의 최대 횡경) 등을 조사하였다.

토양미생물 분석

공시작물 재배지 토양의 미생물 조사는 유기농자재인 키토

산, 목초액 및 EM활성액을 처리 전․후 토양을 각각 토양 표

면으로부터 깊이 10 cm까지의 흙을 채취한 후, 가는 체(20

mesh)로 쳐서 0.85% (w/v) Nacl 멸균수에 현탁시킨 다음 선

택배지를 사용하여 유기농자재의 엽면살포 농도 및 균 종류별

로 희석법과 한천배지 평판 도말법으로 토양내의 미생물의

종류별 계수를 실시하였다[16]. 실험에 사용한 선택배지의 종

류로는 일반 세균을 선별하는 Tryptic Soy Agar (TSA), 방선균

을 선별하는 Actinomycetes Isolation Agar (AIA), 일반 곰팡

이의 선별에 사용하는 Potato Dextrose Agar (PDA)에 50 μg/l

의 Chloramphenicol을 함께 사용하였으며, 트리코데마를 선

별하는데 사용하는 Malt Extract Agar(MEA)에 항생제로

Chlorotetracyclin을 20 μg/l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였다. 선별

배지에 도말한 미생물은 30℃에 6일간 배양하여 형성된 콜로

니수를 측정하였다. 총균수는 이들 선택배지를 사용하여 계수

된 개별 미생물들의 생균수의 총 합계로 계산하였다.

결 과

생육특성

유기농자재인 키토산, 목초액 및 EM 활성액 처리에 따른

배추의 생육특성인 엽장, 엽폭 및 엽수 등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엽장 및 엽폭은 공히 키토산 1,000배액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엽수에 있어서 외엽수(결구를 형성

하고 있지 않은 잎의 수)는 목초액 1,000배액 처리구에서 가장

많았다. 내엽수(결구를 형성하여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잎

의 수)는 키토산 1,000배액 처리구에서 가장 많았는데 결구배

추는 일반적으로 외엽수보다 내엽수가 많은 것이 상품가치가

높다. 내엽수와 외엽수를 합한 총 엽수는 키토산 1,000배액

처리구에서 가장 많았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유기농자재 처

리농도간에는 100배액 처리보다 1,000배액 처리에서 생육이

비교적 양호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엽채류에서 대체적으로 엽

면처리 농도가 500~1,000배액을 사용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유기농자재간에는 키토산처리

에서, 유기농자재 전 처리구간에는 키토산 1,000배액 처리구

에서 배추의 엽특성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유기농자재인 키토산, 목초액 및 EM 활성액 처리에 따른

배추의 생육특성인 주중(株重), 구중(球重), 구고(球高) 및 구

폭(球幅)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뿌리를 제외한 포기 전체

의 무게인 주중(株重)은 키토산 1,000배액 처리구에서 가장 무

거웠고, 목초액 100배액 처리구에서는 가장 낮았다. 결구된

부분의 무게인 구중(球重)은 키토산 1,000배액 처리구에서 높

았고, 결구된 부위의 최대 종경인 구고(球高) 및 결구된 부위의

최대 횡경인 구폭(球幅)은 공히 키토산 1,000배액 처리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처리간에는 무

처리구인 대조구에 비해 유기농자재를 사용한 처리구에서 대

체적으로 생육이 양호하였으며, 유기농자재간에는 키토산 처

리에서 가장 생육이 좋았고, 그 다음으로 EM 활성액 처리,

목초액 처리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유기농자재 처리농도간

에는 100배액 처리 보다는 1,000배액 처리에서 생육이 좋았고,

유기농자재 전 처리구간에는 키토산 1,000배액 처리구에서 생

육이 양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유기농자재인 키토산, 목초액 및

EM 활성액을 정식 전 토양관주 처리와 정식 후 15일 간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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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엽면살포하여 배추의 생육특성을 조사한 결과 생육특성

에서는 무처리구인 대조구보다 유기농자재인 키토산, 목초액

및 EM 활성액을 엽면살포한 처리구에서 다소 생육이 양호하

였으며, 유기농자재간에는 키토산이 양호하였고, 전 처리구 간

에는 키토산 1,000배액 처리구에서 배추의 생육이 양호하였다.

Jeong 등[7,8]은 유기농자재인 키토산, 목초액 및 EM의 농도를

각각 100배, 500배 및 1,000배액을 토마토에 엽면살포한 결과

키토산 500배액 처리구에서 초기생육이 양호하였다고 보고하

였고, 가지 및 잎상추에서는 키토산과 목초액의 처리농도를

공히 200배액, 400배액 및 800배액으로 처리한 결과 800배액을

엽면처리했을 때 생육이 양호하였다고 하였다. 이런 결과로

볼 때 작물별이나 토질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100배액 처리보다는 500배액 및 1,000배액 처리에서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토양미생물상 분석

유기농자재인 키토산, 목초액 및 EM 활성액 처리 전․후

토양을 채취하여 각각의 토양에 존재하는 총 균수와 균종별

미생물수를 조사하여 토양미생물의 구성 및 균들의 수적인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는 작물 재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 세균, 곰팡이, 트리코데마 및 방선균의 수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기농자재인 키토산, 목초액 및 EM 활성액 처리 전․후의

일반 세균수의 변화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유기농자재

처리 전 토양의 세균수는 55.67×10
3

CFU/g이었으나 토양관주

및 엽면처리를 하고, 배추를 수확한 후의 세균수를 조사한 결

과 대조구를 제외한 전 처리구에서 유기농자재 처리 전에 비

해 다소 증가하였다. 유기농자재 간에는 키토산 100배액 및

1,000배액 처리구에서 가장 많았으며, 목초액 100배액 처리구

에서 60.33×103 CFU/g로 가장 적었다.

유기농자재인 키토산, 목초액 및 EM 활성액 처리 전․후의

곰팡이수의 변화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처리 전 토양의

곰팡이수는 15.33×103 CFU/g이였으며, 배추를 수확한 후의 곰팡

이 수를 조사한 결과 유기농자재 전 처리구에서 다소 감소한 경

향을 보였고, 대조구에서 13.67×10
3

CFU/g로 적게 감소하였다.

Fig. 1. Changes in the number of bacteria in cultivation soil of

Chinese cabbages.

유기농자재인 키토산, 목초액 및 EM 활성액 처리 전․후의

트리코데마수의 변화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처리 전

토양의 트리코데마수는 20.33×10
3

CFU/g이였으며, 처리후에

는 대조구를 포함한 전 처리구에서 약간 증가하였으나 일정한

경향은 없었다. 시험결과 키토산 1,000배액 처리구에서

27.33×103 CFU/g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트리코데마는 병

원성 곰팡이를 잡아 먹는 천적 곰팡이로서 Rhizoctonia와 같

은 난방제성 토양전염성 병해를 일으키는 병원균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식물병 방제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생물이다[1].

유기농자재인 키토산, 목초액 및 EM 활성액 처리 전․후

의 토양 미생물 중 방선균의 변화는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

다. 처리 전 토양의 방선균수는 21.08×103 CFU/g이였으며,

처리 후에 방선균수를 조사한 결과 대조구에서 23.12×10
3

CFU/g로 처리 전보다 다소 증가한 경향을 보였으며, 유기농

자재 처리에서도 다소 증가한 경향을 보였다. 유기농자재 처

리간에는 키토산 1,000배액 처리구에서 26.18×10
3

CFU/g로

방선균수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으나 처리간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세균, 사상균, 트리코데마 및 방선

균의 총 미생물수를 조사한 결과 균 종별 구성은 세균이 주종

을 이루었고, 사상균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낮았다. 이는 자연

Fig. 2. Changes in the number of fungi in the soil for cultivation

of Chinese cabbages.

 

Fig. 3. Changes in the number of tricodema in the soil for culti-

vation of Chinese cabb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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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the number of actinomycetes in the soil for

cultivation of Chinese cabbages.

환경에 존재하는 미생물 상의 일반적인 구성과 미생물 개체수

의 변화를 보여 주는 것이다. 유기농자재를 3회 엽면살포하고

배추를 수확한 다음 미생물상을 조사한 결과 유기농자재 처리

전에 비해 세균, 방선균 및 트리코데마수는 일정한 비율로 증

가하였고, 사상균수는 약간 감소하였으나 일정한 경향은 없었

다. 특히 키토산 1,000배액 처리구에서 세균, 트리코데마 및

방선균이 증가하였고, 사상균이 감소하였는데 이와 같은 결과

는 키토산 처리로 토양 중의 방선균 활동이 증가되고 사상균

의 활동이 일시적으로 억제되었다는 Lee 등[14]의 보고와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

고 찰

유기농자재인 키토산, 목초액 및 EM 활성액 처리에 따른

배추의 생육 및 토양 미생물상의 변화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

합하면 유기농자재 처리에 따른 배추의 생육특성은 대조구에

비해 유기농자재를 엽면살포한 처리구에서 생육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유기농자재 간에는 키토산이, 처리농도 간에는

키토산 1,000배액 처리구에서 엽장, 엽폭, 총 엽수, 주중, 구중,

구고 및 구폭 등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키토산에는 식물 체내

의 성장활성제인 Hexosamine의 증가와 키틴, 키토산의 분해

효소인 키티나제, B-13, 글루키나제 작용으로 생리활성이 높아

배추의 생육이 촉진된 것으로 판단된다[4]. Jeong 등[7]은 키토

산, 목초액 및 EM의 농도를 각각 100배, 500배 및 1,000배액으

로 희석하여 토마토의 초기생육 특성을 조사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 유기농자재를 사용한 처리구에서 생육이 양호하였고, 처

리간에는 키토산 500배액 처리구에서 초장, 엽면적 및 과중

등이 양호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는 500배 엽면

살포 농도가 없어 1,000배액 농도에서 생육이 양호하게 나타

났는데 이런 결과로 볼 때 100배액보다는 500배액 및 1,000배

액 처리에서 생육이 좋아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500배액

및 1,000배액 처리농도에서 작물별, 토성별로 연구가 계속 진

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Lee 등[14]은 콩나물 재배시 키

토산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해 25.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중량 또한 8.5%의 증가를 보인 보고와 Song 등[19]은 Chitosan

과 목초액 엽면살포에 의한 감자 플러그 삽목묘의 발근 및

괴경형성효율 시험에서 삽목 10일후부터 4일 간격으로 5회

동안 Chitosan과 목초액을 무처리, 500 ppm, 1,000 ppm 및

2,000 ppm 처리 결과 Chitosan 500~1,000 ppm 및 목초액

2,000 ppm의 농도에서 플러그묘의 초장, 엽수 뿐만 아니라

지상부, 지하부의 묘질이 양호해졌다고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토양 미생물상 분설결과 무처리구인 대조구에 비해 유기농

자재를 처리한 시험구가 세균, 방선균 및 트리코데마수는 일

정한 비율로 증가하였으나 사상균수는 약간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토양 중의 생물, 특히 세균의

활성은 주변 토양의 입자나 식물뿌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유기농자재 처리가 무처리에 비해 배추의

생육이 좋아졌는데 이는 유기농자재가 배추의 생육촉진에 기

여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토양중의 미생물상에 영향을 미침

으로서 토양 미생물수와 양이 증가함으로 근권이 활성화되어

지상부인 작물생육도 다소 양호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기농자재를 엽면살포함으로서 세균수는 증대되고, 사상균

수는 감소하므로 B/F (Bacteria/Fungi)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나 B/F (Bacteria/Fungi) 비율이 작물생육에 영향을

초래한 것으로 판단된다. Uhm 등[23]은 키토산과 목초액 처리

가 고추의 생육 및 양분흡수에 미치는 영향에서 키토산 2,000

배액과 목초액 200배액을 경엽살포와 토양관주를 한 후 미생

물상을 조사한 결과 사상균수는 관행에 비해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도 희석배수는 상

이하였으나 결과는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키토산는 토양 중 방선균의 밀도를 증가시킴으로서 병원성

사상균을 억제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는데[23], 본

시험의 결과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유기농자재의 구성 균종이 배추재배 토양에 안정적으로 정착

하여 생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유기농자재인 키토산, 목초액 및 EM활성액 시험에 있어

처리농도에 따른 작물별, 지역별, 재배조건별 및 토질의 영향

에 대한 연구와 체내성분 변화 및 생리 장해현상 에 대한 연구

도 앞으로도 계속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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