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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폐목재칩, 라디에타파인칩 그리고 폐목재칩을 매트타입으로 제조한 것을 이용한 양액재배용 고형배지에

대한 특성과 엽채류를 이용한 작물생육발달특성을 검토하였다. 가비중은 폐목재칩이 0.20 g/cm2, 라디에타 파인칩이 

0.16 g/cm2였고, 수분보유율은 폐목재칩과 라디에타파인칩으로 제조한 목재고형배지가 대조구인 암면과 코코피트 배

지보다 낮았고, 매트타입의 배지가 가장 낮았다. 폐목재 고형배지는 pH 6.59, 전기전도도 6.76 dS/m, 총질소함량 

0.50%, 탄질율 113%, 인산(P)함량 10.1 ppm, 카리(K) 77 ppm, 칼슘(Ca)성분 531 ppm, 마그네슘(Mg) 49 ppm, 나트

륨(Na) 96 ppm으로 구성되었다. 라디에타파인 고형배지는 pH 5.29, 전기전도도 4.49 dS/m, 총질소함량 0.32%, 탄질율 

180%, 인산(P)함량 6.4 ppm, 카리(K) 83 ppm, 칼슘(Ca)성분 97 ppm, 마그네슘(Mg) 29 ppm, 나트륨(Na) 59 ppm으로

구성되었다. 매트형태의 배지를 제외한 목재고형배지의 작물생육발달특성은 암면배지와 코코피트 배지와 유사한 경향

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폐목재자원을 이용한 유기고형배지는 기존의 배지인 암면배지와 코코피트 배지를 대

체할 수 있는 고형배지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plant growth and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leafy vegetables on the hydroponic sub-

strates of waste wood chips, radiate pine chips, and mat type of waste wood chips. The bulk density of waste wood

chips and radiata pine chips were 0.2 g/cm3 and 0.16 g/cm3, respectively. The moisture retention properties of both the

radiata pine chips and waste wood chips were found to be similar but not better than those of the control rock wool 

and coco peat hydroponic substrates. The moisture retention property of the mat type was found to be the lowest. The 

chemical analysis of waste wood hydroponic substrates (w/v) was as follows.; The pH was 6.59, electric conductivity 

was 6.76 dS/m, total nitrogen content was 0.5%, C/N ratio was 113%, phosphorus was 10.1 ppm, potassium was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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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FTA협약 체결과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선호 

등 농산물 시장여건 변화와 국민소득향상으로 다양

한 농작물을 섭취하는 식생활 패턴변화에 따라 품목

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응기술로 양액재배를 활

용한 시설원예가 주목을 받고 있다. 또한 4계절이 뚜

렷한 우리나라는 노지에서의 작물생육기간이 180∼

200일로 연간 150일 이상 노지에서의 작물재배가 어

렵기 때문에, 시설재배를 통한 작물생산방법이 농업

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시설원예는 주로 수경재배와 고형배지를 

활용한 양액을 이용하여 재배하고 있다. 양액재배는 

연작장해를 피할 수 있고, 지하부의 환경을 최적화

하여 생산성 향상과 토양 전염성 병해충의 예방을 

가능하게 하며 생력화, 자동화 및 고품질 다수확으

로 규모화를 이룰 수 있는 장점이 있어(Kim et al. 

2012)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토양재배와 달

리 수경재배에서는 암면을 인공배지로 많이 이용하

기 때문에 폐배지의 처리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어, 최근 수경재배농가에서는 잘 분해되지 않는 암

면대신 환경친화적인 고형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지고 다양한 배지 개발과 그 이용이 늘어가고 있다

(Jeong et al. 2010). 그러나 양액재배에 사용되는 배

지는 일반토양에 비해 완충능력이 적기 때문에 정확

한 양액의 조성 및 관리가 필요하며(Kil et al. 2011), 

작물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및 화학적 특성을 고려

하여 선정(Jun et al. 2011)하여야 한다. 과채류의 경

우, 사용되는 고형배지는 펄라이트와 암면이 가장 많

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코피트 배지와 같은 

유기질 배지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Jun et al. 

2006), 유기물을 혼합 및 단독으로 활용하는 유기배

지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hoi et 

al. 2009; Na et al. 2013; An et al. 2009).

일반적으로 유기질배지는 양액조성 시 사용하는 

용수의 질이 그다지 좋지 않아도 양액재배가 가능하

며 사용 후에는 퇴비로써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

을 갖고 있지만, 유기질배지로 많이 이용되는 코코피

트 배지는 전량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어 수입의 지

속 가능 여부와 안정적인 가격보장이 되지 않아 문

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국내 자원을 이용하여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유기질 배지를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양액재배용 고형배지의 경제성과 작물

의 안전한 생육을 고려해서 폐목재자원을 기존에 사

용된 고형배지 원료 특성과 작물생육특성을 비교분

석하여 폐목재가 양액재배의 고형배지로서의 활용가

능성을 검토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공시재료는 인천소재의 합판 및 MDF공장에서 사

용되고 있는 여러 수종과 수피가 혼합된 폐목재칩과 

라디에타 파인칩을 분양받아 이용하였고, 대조구로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코코피트, 암면을 구입하여 

이용하였다. 또한 폐목재칩을 매트형 배지로 제조하

여 원재료와의 작물생장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매

트형 배지는 Kim and Kim (2010)가 제조한 방법에 

ppm, calcium was 531 ppm, magnesium was 49 ppm, and sodium was 96 ppm. The results from the radiata pine 

chemical analysis showed that it had a pH of 5.29, electric conductivity of 4.49 dS/m, total nitrogen content of 0.32%, 

C/N ratio of 180%, phosphorus of 6.4 ppm, potassium of 83 ppm, calcium of 97 ppm, magnesium of 29 ppm, and

sodium of 59 ppm. Except for the plants grown in mat type, the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of the plants grown in 

rock wool and coco peat hydroponic substrates were simila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waste wood re-

sources may possibly be used as an organic solid medium in place of the existing rock wool and coco peat medium.

Keywords : waste wood chip, hydroponic substrates, physiochemical properties, plant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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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것으로 폐목재와 펄프슬러리의 8 : 2의 비율로 

하여 제조하였다. 

2.2. 실험방법

폐목재칩과 라디에타 파인칩에 대한 물리적 특성

은 가비중으로 분석하였고, 화학적 특성은 농촌진흥

청 퇴비분석법에 의한 방법으로 pH, 전기전도도, 유

기물함량, 총질소함량, K2O, CaO, MgO 등의 성분 

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2.2.1 가비중

가비중(Bulk density)은 자연상태의 토양을 파괴하

지 않고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의 건토중량을 측정하

여 그 중량을 토양전체 용적으로 나눈 것이다. 

가비중 = (시료 전중량/Core용적) × (건조토양의 

중량/건조토양 + 수분중량)

2.2.2 수소이온농도

수소이온농도(pH)는 조제된 시료 10 g을 100 mℓ 

비이커에 취하여 증류수 50 mℓ를 가하고 때때로 유

리봉으로 저어 주면서 1시간 방치 후 pH완충용액으

로 보정한 pH미터와 전극을 사용하여 pH를 측정하

여 그 값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2.3. 전기전도도

전기전도도(EC, electrical conductivity)는 조제된 

시료 10 g을 100∼200 mℓ 삼각플라스크에 취하여 

증류슈 50 mℓ을 가하고 진탕기에서 30분간 진탕하

였다. 여과 후 EC meter로 측정하였다.

2.2.4. 유기물 및 전탄소 함량

유기물 함량분석은 수분함량을 측정한 시료를 550℃

의 전기로에서 시료를 완전히 회화시켜 원료시료무

게에 대한 건조시료무게에서 회분의 무게를 뺀 값의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유기물 함량(%) = (1 – (회화시료무게 / 건조시료

무게)) × 100

전탄소 함량(%) = 유기물 함량 ÷ 1.724

2.2.5. 총질소함량

총질소함량 분석은 단백질 자동분석기를 이용한 

Kjeldal법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

산하였다. 

총질소함량(%) = (T-B) × N × f × 14 × 1/1000 (mℓ) 

× 1/W × 100

T : 황산표준용액 적정에 소요된 mℓ수

B : Blank의 황산표준액 적정에 소요된 mℓ수

f : 황산표준액의 보정치(factor) 

14 : N (질소분자)

N : 황산표준액의 Normality

W : 토양시료의 무게(g)

2.2.6. 무기물 함량 

먼저 시료 0.5∼2 g을 100∼200 mℓ 삼각플라스

크에 넣어 평량하였다. 분해액 10 mℓ∼20 mℓ를 넣

고 하루 저녁 방치 후 전열판에 올려놓고, 낮은 온도

로 가열한 후 온도를 단계적으로 높였다. 분해과정에

서 시료가 검고 혼탁하면 살며시 흔들어 주었다. 냉

각 후 분해된 시료를 100∼200 mℓ 메스플라스크에 

pp여두를 덮고 여과지로 여과하였다. 증류수로 여

과지를 충분히 적신 후 여과하였다. 이때 증류수는 

60℃정도 데워서 사용하였다. 메스플라스크 안의 여

과된 여액이 완전 냉각되면 정확히 100∼200 mℓ 메

스플라스크에 취하였다. Perchloric acid + Sulfuric 

acid로 분해한 방법에 따라 이 용액으로 K, Ca, Mg, 

Na, P 등의 정량분석에 사용하였다. 분해 여과된 시

료액을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 고주파 유

도 결합 플라스마)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 K2O (%) = 100 × 1.205 ÷ 10,000 × 희석배수 × 

측정치

∙ CaO (%) = 100 × 1.40 ÷ 10,000 × 희석배수 × 

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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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gO (%) = 100 × 1.66 ÷ 10,000 × 희석배수 × 

측정치

∙ Na2O (%) = 100 × 1.35 ÷ 10,000 × 희석배수 × 

측정치

2.2.7. 양액재배용 배지의 수분변화율

각 시료를 양액재배에 사용 후 배지의 잔류수분 

보유량을 검토하기 위해 점적공급을 중단한 후 5일

간 각 배지에 대한 수분변화율을 분석하였다.

2.2.8. 엽채류를 이용한 작물생장발달 및 품질 

평가

본 실험에서는 생육기간이 과채류에 비해 짧으며, 

동절기 시장성이 높은 작물로 엽채류인 청치마상추

와 적치마상추(아시아종묘)를 공시작물로 이용하였

다. 배지는 폐목재칩과 라디에타파인칩, 폐목재칩을 

이용한 매트형 배지를 처리구로, 암면슬라브와 코코

피트슬라브를 대조구로 사용하였다. 양액은 1시간 

간격으로 1일 12회 점적관수를 이용하여 급액하였으

며, 두 개의 펌프간의 압력을 일정하게 조절하여 동

일양의 양액이 공급되도록 하였다. 동절기 및 춘절기 

하우스 내 재배환경 및 설치 양액시스템에 대한 양

액조건을 검토하기 위해 선행 실험으로 5주간 실시

하였다. 이들 작물에 대한 작물생장발달 및 품질평가

는 72공 트레이에 파종하여 3주간 생육시킨 적치마

상추와 청치마상추를 큐브 당 유묘1주씩, 큐브간에

는 6∼8 cm의 정식거리를 두어 고형배지에 정식시

켜 주차별 엽수, 엽장, 엽폭, 뿌리길이, 생체중, 건물

중, 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공시양액

은 Table 1과 같다. 

3. 결과 및 고찰

3.1. 가비중 

Table 2는 각 시료에 대한 가비중을 나타낸 것이

다. 가비중은 고상⋅액상⋅기상이 종합된 밀도를 의

미하는 것으로, 부피로 측정되는 특성인 공극률과 기

상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하다(Hwang et al. 

2005). 본 연구에서 사용된 원료들에 대한 가비중은 

폐목재칩이 0.20 g/cm2, 라디에타 파인이 0.16 g/cm2

로 폐목재칩이 라디에타 파인칩보다 다소 높았다. 이

것은 폐목재칩은 폐기된 여러 수종의 목재칩과 20%

정도의 수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Abad et al. (2005)은 

각 나라별로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는 코코피트에 대

한 가비중을 조사한 결과값이 0.03∼0.09 g/cm2의 범

Major element

KNO3 Ca(NO3)2⋅4H2O MgSO4⋅7H2O NH4 H2PO4 KH2 PO4

Concentration

(me⋅L-1)
4.00 2.50 1.00 0.50 0.50

Application amounts

(g/t)
404.4 295.2 123.2 57.5 43.5

Trace element

Fe-EDTA H3 BO3 MnSO4⋅4H2O ZnSO4⋅7H2O CuSO4⋅5H2O

Concentration

(ppm)
5.00 0.75 0.75 0.20 0.20

Application amounts

(g/t)
40.00 4.50 3.00 0.88 0.50

Table 1. Nutrient composition of the nutrient solution

Waste wood chip Radiata pine chip

Bulk density

(g/cm2)
0.20 0.16

Table 2. Bulk density of raw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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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나라별로 제조되는 코코피트가 차이가 있었지

만, 대부분은 목재보다 낮았다.

3.2. 화학적 특성

유기질 고형배지의 원료인 폐목재칩, 라디에타파

인칩과 대조구로 코코피트에 대한 화학적 특성은 

Table 3에 나타냈다. pH는 양분흡수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엽채류 수경재배

에 있어서 적절한 pH의 범위는 5.5∼6.5범위로 관리

하면 적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Huang et al. 

2007). pH는 폐목재칩 6.59, 라디에타파인칩 5.29로 

약산성과 중성으로 우수한 화학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전도도(EC, Electric con-

ductivity)는 토양용액의 염류농도를 알 수 있는 것으

로 원료들에 대한 전기전도도는 폐목재칩 6.76 dS/m, 

라디에타파인칩은 4.49 dS/m로 코코피트보다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원료들에 대한 총질소함량은 폐목재칩 0.32%, 라

디에타파인칩 0.50%였다. 유기물 함량은 모든 원료

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유기물중의 탄소와 질소

의 함량비를 나타내는 탄질률은 폐목재칩 113%, 라

디에타파인칩 180%였다. 원료들의 인산 함량은 폐

목재칩 10.1 ppm, 라디에타파인칩 6.4 ppm의 범위였

다. 카리(K)성분은 폐목재칩 77 ppm, 라디에타파인

칩 83 ppm였다. 칼슘(Ca)은 폐목재칩 531 ppm, 라디

에타파인칩 97 ppm였다. 마그네슘(Mg)은 29∼49 ppm 

범위였다. 나트륨(Na)은 59∼96 ppm 범위였으며, 코

코피트보다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

3.3. 양액재배용 배지의 수분보유율 변화

Fig. 1은 양액재배가 끝난 후 양액 공급 종료에 따

른 각 배지에 대한 5일간 수분보유율을 나타낸 것이

다. 무기배지인 암면배지는 양액공급을 중단해도 수

분보유량의 변화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보수성

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배지인 코코피트도 

수분변화량이 2% 정도로 나타나 높은 수분함유능력

을 보여주었다. 목재고형배지 중에서는 라디에타파

인칩이 높은 수분함유능력을 보여주었고, 식생매트

가 가장 낮은 수분보유능력을 보여주었다. 식생매트

가 다른 재료에 비해 낮은 이유는 두 개의 층으로 구

성되어 있고, 사용된 목재칩의 크기가 길이 0.3∼0.5 

cm, 폭 2∼3 cm로 다른 원료에 비해 입자가 크기 때

문에 수분 보유 능력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pH
EC

Organic content 

(T-C)

Total nitrogen 

(T-N)
C/N ratio P K Ca Mg Na

dS/m % ppm

Waste wood chip 6.59 6.76 56.6 0.50 113.22 10.1 77 531 49 96

Radiata pine chip 5.29 4.49 57.7 0.32 180.43 6.4 83 97 29 59

Cocopeata) 5.31 0.77 75.5 - - 2.2 481 4.4 4 256

a) Kim and Ryu 2010.

Table 3. Chemical characteristics of raw materials

Fig. 1. Moisture retention of substrates after pla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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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양액처리에 의한 목재 유기고형배지의 

화학적 특성 변화

Fig. 2는 양액 주차별 pH 및 EC농도변화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Park et al. (1999)은 무기성

분의 흡수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인 배양액의 pH에 

대한 엽채류(적치마상추, 청치마상추)의 최적조건이 

pH 5.5∼6.0 범위, EC는 1.2∼1.6 mS/cm 범위에서 

뿌리의 양수분 흡수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생육이 왕

성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 pH

는 코코피트슬라브 이외의 슬라브에서 pH 6 이상으

로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암면과 코코피트슬라브는 생

육기간동안 pH의 변화가 적었지만, 목재를 이용한 

유기슬라브들은 pH의 변화의 폭이 암면과 코코피트

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EC는 암면슬라브가 생육기

간동안 변화포기 다른 배지들에 비해서 크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목재를 이용한 슬라브의 pH는 대조구

인 암면슬라브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코코

피트 슬라브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목재를 

이용한 슬라브들의 pH와 EC의 변화가 큰 것은 각각

의 원료들이 가지고 있는 양액흡착특성의 차이와 양

액의 양이온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으

로 생각된다. 

3.5. 목재 유기고형배지를 이용한 엽채류의 

작물생장발달 특성

Table 4는 처리배지별로 생육한 적치마상추와 청

치마상추에 대한 주차별 엽수를 조사한 것으로 작물

의 생육추세를 검토하였다. 엽수측정은 엽장이 1 cm

이상인 것만 이용하였다. 적응기간 1주 후 암면슬라

브, 코코피트슬라브, 라디에타파인칩슬라브, 폐목재

칩슬라브 처리구에서 모두 엽 발달이 우수하게 나타

난 것을 확인하였다. 암면슬라브와 코코피트슬라브, 

라디에타파인칩슬라브, 폐목재칩슬라브는 잎의 발달

이 일정하게 증가하였지만, 매트는 3주차부터 잎의 

발달이 다른 슬라브에 비해 증가폭이 적었다.

엽면적은 엽채류에서 작물의 생육정도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서 일반적으로 엽장과 엽폭을 

측정한다. Table 5와 6은 처리 배지별 생육한 적치마

상추와 청치마상추에 대한 엽장과 엽폭을 측정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엽장은 이식 후 1주간의 적응기간

동안 암면슬라브, 코코피트슬라브, 목재 유기고형배

지(매트), 라디에타파인칩슬라브, 폐목재칩슬라브의 

엽 길이생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2주차에서 5주차까지의 엽 길이생장 

결과을 검토한 결과, 매트가 암면슬라브, 코코피트슬

라브, 라디에타파인칩슬라브, 폐목재칩슬라브에 비해 

다소 낮았다. 엽폭은 이식 1주 후 암면슬라브, 코코

피트슬라브, 매트, 라디에타파인칩 슬라브, 폐목재칩

슬라브의 엽폭 생장 발달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이 

나타났다. 2주차에서 5주차까지 각각의 슬라브가 유

의성있는 변화를 보였다.

Table 7은 적치마상추와 청치마상추에 대해 생육

기간중의 뿌리생체중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

Fig. 2. Changes in pH and EC of nutrient solution

in different hydroponic sub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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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주간의 적응기간이 지나고 적치마상추와 청치

마상추의 뿌리 생체중은 생육기간 중에 매트타입 배

지를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트타

입 배지는 상추생육 3주 후부터 뿌리의 생체중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엽채류인 상추를 이용한 목

재고형배지의 작물생육발달 특성은 기존 코코피트와 

암면배지에 비교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매

트타입은 다소 작물생육발달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매트타입은 매트의 크기가 

20 cm (가로) × 20 cm (세로) × 4 cm (높이)인 것을 

두 개 포개어서 이용하였기 때문에 층사이의 공간이 

생겨서 양액공급에 다소 문제가 있어 다른 배지들에 

Week

　
Green leaf lettuce

Rockwool Cocopeat Radiata pine chip Waste wood chip Mat

1 5.0 ± 0.00 5.0 ± 0.00 5.0 ± 0.00 5.0 ± 0.00 5.0 ± 0.00

2 10.3 ± 0.47 c 13.3 ± 1.25 a 13.0 ± 0.82 a 12.7 ± 1.25 ab 10.7 ± 0.47 bc

3 17.3 ± 0.94 bc 19.7 ± 0.47 d 19.7 ± 0.94 a 18.7 ± 0.94 ab 16.0 ± 0.82 c

4 25.3 ± 1.25 a 26.0 ± 1.63 a 25.3 ± 0.47 a 25.0 ± 2.16 a 20.7 ± 0.47 b

5 32.7 ± 1.25 a 33.7 ± 1.70 a 33.3 ± 0.47 a 33.3 ± 1.70 a 21.3 ± 1.25 b

Red leaf lettuce

Rockwool Cocopeat Radiata pine chip Waste wood chip Mat

1 5.0 ± 0.00 5.0 ± 0.00 5.0 ± 0.00 5.0 ± 0.00 5.0 ± 0.00

2 12.7 ± 0.94 ab 14.7 ± 0.94 a 14.3 ± 0.47 ab 14.0 ± 0.82 ab 12.3 ± 1.25 c

3 19.7 ± 0.47 b 24.3 ± 0.47 a 22.7 ± 1.25 a 22.7 ± 1.70 a 18.0 ± 0.82 b

4 29.7 ± 1.70 a 30.7 ± 0.94 a 30.3 ± 0.47 a 30.3 ± 2.05 a 23.0 ± 0.82 b

5 40.7 ± 1.25 a 40.3 ± 1.25 a 39.7 ± 0.47 a 39.3 ± 1.25 a 25.7 ± 0.47 b
y Values represent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z Mean separation 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4. Changes in leaf number in different hydroponic substrates

Week 

　
Green leaf lettuce

Rockwool Cocopeat Radiata pine chip Waste wood chip Mat

1 4.0 ± 0.55 ab 4.6 ± 0.14 a 4.6 ± 0.16 a 4.5 ± 0.15 a 3.8 ± 0.02 b

2 8.8 ± 0.30 a 8.7 ± 0.31 a 8.7 ± 0.33 a 8.7 ± 0.12 a 8.8 ± 0.33 a

3 12.7 ± 0.45 a 13.1 ± 0.06 a 13.0 ± 0.09 a 12.9 ± 0.12 a 12.3 ± 0.59 a

4 18.6 ± 0.36 a 19.0 ± 0.26 a 19.0 ± 0.16 a 19.0 ± 0.20 a 17.2 ± 0.21 b

5 23.1 ± 0.67 b 25.3 ± 0.24 a 25.3 ± 0.22 a 25.0 ± 0.06 a 19.8 ± 0.35 c

Red leaf lettuce

Rockwool Cocopeat Radiata pine chip Waste wood chip Mat

1 4.3 ± 0.02 a 4.7 ± 0.29 a 4.8 ± 0.33 a 4.7 ± 0.14 a 4.7 ± 0.05 a

2 10.8 ± 0.34 a 11.0 ± 0.26 a 11.1 ± 0.27 a 10.9 ± 0.12 a 10.7 ± 0.25 a

3 15.5 ± 0.10 b 16.5 ± 0.12 a 16.4 ± 0.08 a 16.5 ± 0.20 a 13.4 ± 0.16 c

4 21.9 ± 0.14 b 22.4 ± 0.19 a 22.4 ± 0.21 a 22.0 ± 0.16 ab 18.3 ± 0.22 c

5 26.0 ± 0.67 a 26.9 ± 0.52 a 26.7 ± 0.17 a 26.5 ± 0.18 a 21.0 ± 0.14 b
y Values represent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z Mean separation 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5. Changes in leaf length in different hydroponic sub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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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생육발달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폐목재자원을 이용한 양액재배용 고형

배지의 특성과 엽채류를 이용한 생육발달특성을 검

토하였다. 고형배지는 폐목재칩, 라디에타파인칩 그

리고 폐목재칩을 매트타입으로 제조한 것을 이용하

였다. 가비중은 폐목재칩이 0.20 g/cm2, 라디에타 파

인이 0.16 g/cm2였고, 수분보유율은 폐목재칩과 라디

에타파인칩으로 제조한 목재고형배지는 대조구인 암

면과 코코피트 배지보다 낮았고, 매트타입의 배지가 

가장 낮은 수분보유율을 보여주었다. 목재고형배지

의 화학적 특성은 pH가 폐목재칩 6.59, 라디에타파

Week

　
Green leaf lettuce

Rockwool Cocopeat Radiata pine chip Waste wood chip Mat

1 1.9 ± 0.10 b 2.2 ± 0.04 a 2.2 ± 0.10 a 2.1 ± 0.05 a 2.1 ± 0.02 a

2 3.3 ± 0.15 a 3.4 ± 0.15 a 3.3 ± 0.10 a 3.3 ± 0.13 a 3.3 ± 0.09 a

3 3.9 ± 0.29 a 3.9 ± 0.29 a 3.8 ± 0.20 a 3.9 ± 0.18 a 3.9 ± 0.15 a

4 5.3 ± 0.03 ab 5.5 ± 0.14 a 5.5 ± 0.24 a 5.4 ± 0.14 a 5.1 ± 0.09 b

5 7.7 ± 0.42 b 8.3 ± 0.12 a 6.2 ± 0.04 a 8.1 ± 0.08 ab 6.2 ± 0.17 c

Red leaf lettuce

Rockwool Cocopeat Radiata pine chip Waste wood chip Mat

1 1.9 ± 0.02 bc 2.0 ± 0.00 b 1.9 ± 0.02 c 2.0 ± 0.00 b 2.2 ± 0.05 a

2 3.8 ± 0.27 a 3.9 ± 0.19 a 4.0 ± 0.22 a 3.9 ± 0.16 a 3.7 ± 0.18 a

3 4.7 ± 0.05 b 4.9 ± 0.06 a 4.8 ± 0.08 ab 4.9 ± 0.10 a 4.3 ± 0.08 c

4 6.0 ± 0.10 a 6.2 ± 0.03 a 6.2 ± 0.10 a 6.0 ± 0.21 a 5.5 ± 0.10 b

5 8.9 ± 0.48 a 9.3 ± 0.14 a 9.3 ± 0.17 a 9.2 ± 0.11 a 7.3 ± 0.17 b
y Values represent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z Mean separation 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6. Changes in leaf width in different hydroponic substrates

,　

Week

Green leaf lettuce

Rockwool Cocopeat Radiata pine chip Waste wood chip Mat

1 0.90 ± 0.20y abz 0.86 ± 0.07 ab 0.65 ± 0.05 b 1.03 ± 0.04 a 0.70 ± 0.22 ab

2 0.84 ± 0.34 b 0.79 ± 0.13 b 1.31 ± 0.18 a 0.44 ± 0.08 b 0.67 ± 0.20 b

3 1.11 ± 0.24 a 0.73 ± 0.05 b 1.04 ± 0.01 a 0.92 ± 0.03 ab 0.78 ± 0.02 b

4 0.98 ± 0.15 a 0.67 ± 0.13 a 1.05 ± 0.62 a 0.89 ± 0.16 a 0.95 ± 0.12 a

Red leaf lettuce

Rockwool Cocopeat Radiata pine chip Waste wood chip Mat

1 1.11 ± 0.43 a 1.32 ± 0.16 a 1.07 ± 0.16 a 1.07 ± 0.13 a 0.76 ± 0.15 a

2 1.64 ± 0.63 a 0.49 ± 0.03 b 0.83 ± 0.13 b 1.03 ± 0.11 ab 0.80 ± 0.07 b

3 1.41 ± 0.16 a 1.22 ± 0.14 ab 1.08 ± 0.10 bc 1.07 ± 0.18 bc 0.77 ± 0.05 c

4 1.46 ± 0.29 a 1.39 ± 0.46 a 1.43 ± 0.04 a 1.25 ± 0.39 a 0.89 ± 0.26 a

y Values represent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z Mean separation 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7. Changes in fresh weight in different hydroponic subst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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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칩 5.29로 약산성과 중성으로 나타났고, 전기전도

도는 폐목재칩 6.76 dS/m, 라디에타파인 칩 4.49 

dS/m였다. 총질소함량은 폐목재칩 0.50%, 라디에타

파인칩은 0.32%였으며, 유기물 중의 탄소와 질소의 

함량비를 나타내는 탄질률은 폐목재칩은 113%, 라

디에타파인칩은 180%였다. 인산(P)함량은 폐목재칩 

10.1 ppm, 라디에타파인칩은 10.1 ppm였다. 카리(K)

는 폐목재칩 77 ppm, 라디에타파인칩 83 ppm였고, 

칼슘(Ca)성분은 폐목재칩은 531 ppm, 라디에타파인

칩은 97 ppm였다. 마그네슘(Mg)은 폐목재칩 49 ppm, 

라디에타파인칩은 29 ppm였고. 나트륨(Na)은 폐목

재칩 96 ppm, 라디에타파인 칩 59 ppm였다. 

목재고형배지와 대조구로서 이용된 암면배지, 코

코피트 배지에 대한 엽채류의 생육발달특성을 엽수, 

엽면적(엽길이와 옆폭), 뿌리생체중을 분석하여 검토

하였다. 엽수는 적치마상추의 경우, 매트형태의 배지

를 제외한 다른 배지 모두 엽발달로 엽수가 증가하

였고, 청치마상추는 모든 배지에서 좋은 생육상태를 

보여주었다. 엽면적을 측정하기 위해 엽길이와 엽폭

을 측정하였다. 적치마상추와 청치마상추의 엽길이

와 엽폭은 매트형태의 배지를 제외한 모든 배지에서 

생육기간이 늘어날수록 엽길이와 엽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매트형태의 배지는 4주 후

부터 다른 배지와 비교해서 엽길이와 폭이 생장이 

다소 저조하였다. 뿌리생체중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폐목재자원을 이용한 유기고형

배지는 엽채류를 이용한 작물생육발달특성을 검토하

여 대조구로 사용된 암면배지와 코코피트 배지와 비

슷한 생육발달 정도를 보여주고 있어 양액재배용 고

형배지로서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매트형태

는 생육발달정도가 다른 배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매트형태의 크기를 보완하여 검토할 필요성

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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