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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pre-plant nitrogen levels in root media on

plug seedling growth of radish cv. Soksungbommu.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a root medium, the mixture of

perlite, coir dust, and peatmoss (volume percentage of 30:35:35) was formulated and the N levels incorporated

during mixing were controlled to 0, 100, 250, 500, 750, 1,000, and 1,500 mg·L-1. Then, the seeds were sown into 72-

cell plug trays in which the root medium was packed. The measurements of growth and analysis of tissue and root

media were conducted 2 and 4 weeks after sowing. Elevation of pre-plant N levels raised EC and turned down pH of

root media. But, as seedling grew, the pH rose and EC get lowered in all treatments. The EC as well as NH4-N and

NO3-N concentrations of root media declined gradually until week 2, but those declined sharply between weeks 2 to

4. The seedling growth 2 weeks after sowing showed quadratic response to pre-plant N levels with the highest

growth in 250 mg·L-1 treatment and lagging growth in the treatments of lower or higher N levels than 250 mg·L-1.

The seedling growth 4 weeks after sowing showed also quadratic response with the highest growth in 500 mg·L-1

treatment. The tissue N contents were get higher and those of K, Ca, and Mg were get lower as pre-plant N levels

were elevated. Above results suggest that lower than 250 mg·L-1 in pre-plant N levels is optimistic for growth of plug

seedling and avoidance of toxic injury in very young stage. 

Additional key words : dry weight, EC, fresh weight, pH, tissue N content

서 언

피트모스는 pH가 3-4 범위로 강산성이며, 염기포화도

가 매우 낮고, 일반적으로 식물이 흡수해야 할 무기원소

를 충분히 보유하지 못한 물질이다(Argo, 1998; Nelson,

2003). 그러므로 피트모스 또는 피트모스가 혼합된 상토를

이용하여 육묘할 경우 pH 조절과 함께 식물 생장의 필수

원소들을 포함한 비료들을 기비(pre-planting fertilizers, 밑

거름)로 혼합하여야 파종된 종자의 발아 후 초기 생장을

촉진할 수 있다. 기비를 혼합하여 상토의 양이온치환부

위에 흡착된 K, Ca 및 Mg의 양이 상토 전체 양이온치

환용량의 60-80%에 도달하면 pH가 적절한 수준으로 상

승할 뿐만 아니라, 식물의 초기 생장을 위해 필요한 양

의 무기원소를 상토가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만약 염기

포화도가 낮은 상토에 파종하고 작물 육묘 중 추비

(post-planting fertilizer)를 하여도 염기포화도가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기 전까지 무기원소가 일차적으로 상토의

양이온치환부위에 흡착하며 작물이 이용되지 못하는 상

태로 존재한다. 그 결과 초기생장이 불량해지고, 초기

생장이 불량할 경우 육묘 후기까지 그 영향이 지속된다.

코이어더스트도 염기포화도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여 약

산성의 토양 반응을 보이지만 K이나 Na 등 일부 알칼

리성 염류의 농도가 과도하게 높아 전체 필수원소 상호

간 비율이 부적절한 상태이며 Ca 이나 Mg 등 다른 알

칼리성 원소의 농도를 조절하여 시비함으로써 무기원소

상호간의 비율을 조절해야 한다(Nelson, 2003).

Argo(1998)는 pH 조절을 위한 석회석 외에 과린산석

회, 석고(gypsum), Ca(NO3)2 및 KNO3 등이 기비로 혼

합되도록 보편적으로 추천되는 물질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는 플러그 육묘에서 파종 후 초기 생장을 위해 반드

시 기비가 혼합된 상토를 이용해야 하지만 기비의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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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낮게 조절하여야 생리장해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Nelson(2003)도 육묘를 위한 상토는 분화용 상

토보다 기비 수준을 1/2-1/3 수준으로 낮추어야 함을 보

고한 바 있다. 기비가 혼합된 상토를 이용하여도 파종

후 육묘기간이 길어지고 관수시 용탈 또는 식물체의 무

기원소 흡수를 통해 상토의 비료농도가 적절한 수준 보

다 낮아지면 추비를 통해 근권부의 무기원소 농도를 적

절한 수준으로 조절한다.

과거에는 근채류인 무를 플러그 육묘하지 않았지만 정

식시 기계화를 통한 생력화가 추구되면서 무의 플러그

육묘 양이 늘어나는 추세이다(미발표된 자료). 그러나 뿌

리의 근단부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주 짧은 기

간 육묘한 후 본포에 정식한다. 육묘기간이 짧으므로 식

물체가 상토의 비료 수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기

비로 혼합된 비료의 양이 많을 경우 생리장해와 생장억

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기비 및 추비로

공급되는 비료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질

소이며, 유묘의 생장이 질소 시비수준에 큰 영향을 받는

다(Styer와 Koranski, 1997).

그러나 무 육묘를 위한 기비 수준에 관하여 연구 결과

가 없으며, 적절한 시비수준을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

고, 이는 과도한 기비 수준으로 인해 고사하거나 생장이

불량한 묘를 보식해야 하는 등 육묘 농가의 소득 감소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비로 혼합된 질소 수준이 무

의 플러그 묘 생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자료를 확보

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펄라이트, 코이어더스트 및 피트모스를 용적 기준

30:35:35%의 비율로 혼합한 상토를 조제하였고, 조제 후

측정한 토양 물리성이 용기용수량 62.7%, 기상률

19.7%, 그리고 공극률 82.4%로 측정되었다. 또한 조제

된 상토는 흡수하기 쉬운 수분(0.49 kPa 이하의 토양수

분장력 하에 존재하는 수분)이 약 46%, 완충수(0.49-

0.98 kPa 장력에 존재하는 수분)가 약 36%의 범위였다.

상토 조제를 위해 구성재료의 혼합 과정에서 기비를

첨가하였다. 기비 중 질소는 0, 100, 250, 500, 750,

1,000 및 1,500 mg·L-1으로 수준을 조절한 7처리를 두고,

질소를 제외한 다른 필수원소는 모든 처리용 상토에 동

일한 양을 첨가하였다. 첨가된 비료는 고토석회, 용과린,

KNO3, NH4NO3, CaCl2·2H2O, KCl, MgSO4·7H2O 그리

고 미량원소복합제(Nutrichem Kombi-F, Belgium) 였다

(Table 1). 기비가 포함된 상태의 상토를 72구 플러그 트레

이에 충전하고 ‘속성대형봄무’(주, 동부팜흥농) 종자를 파

종하였고, 28oC로 온도를 조절한 발아실에서 발아시켰다.

자엽이 발생하는 시점에 플러그 트레이를 온실로 옮겨

육묘하였다. 육묘 기간 중 시설하우스는 평균 주/야간

온도가 28/16oC였고, 평균 광도(오후 두 시를 기준)가

약 370µmol·m-2·s-1였다. 작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전

문 육묘장들이 파종 2-3주 후부터 추비를 시작함을 고려

하여 파종 20일과 27일 후에 추비하였다. 20일째에는 13-

2-13 비료를, 27일째에는 20-9-20(Sunshine Technigro,

USA) 비료를 추비하였으며, 추비시 두 종류 비료는 N

기준 100mg·L-1로 농도를 조절하여 두상관비하였고, 추

비 중간에는 지하수를 관수하였다.

파종 2주와 4주 후에 72공 트레이에서 처리별로 각각

무작위로 수집한 15식물체의 생장을 조사하였으며, 조사

의 전반적인 방법은 Choi 등(2012, 2015)의 방법에 준

하였다.

상토의 화학성 분석을 위해 육묘 중인 묘로부터 매주

혼합상토를 채취하여 풍건한 뒤 증류수와 풍건상토를

1:10(w/w)의 비율로 혼합하여 반죽을 만들고, 실온에서

2시간이 지난 후 거즈로 짜서 용액을 채취하였다. 이 용

Table 1. Kinds and amounts of pre-planting nutrient charge fertilizers incorporated during formulation of the perlite:coir dust:peatmoss
(30:35:35%, v/v/v) medium.

Kinds and amounts of fertilizers 
(g·L-1)

N treatments

0 100 250 500 750 1,000 1,500

Fused-superphosphate 3 3 3 3 3 3 3

Dolomite(powder) 0.4 0.4 0.4 0.4 0.4 0.4 0.4

CaCl2·2H2O 0.29 0.29 0.29 0.29 0.29 0.29 0.29

MgSO4·7H2O 0.24 0.24 0.24 0.24 0.24 0.24 0.24

KCl 0.37

KNO3 0.51 0.51 0.51 0.51 0.51 0.51

NH4NO3 0.09 0.51 1.23 1.95 2.66 4.10

Micro-nutrient mix 2 2 2 2 2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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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pH와 EC를 측정하였고, ICP로 K, Ca, Mg 및 Na

농도의 분석, 그리고 질소분석장치로 NH4 및 NO3 농도

분석을 하였다.

무 파종 4주 후의 지상부 전체를 수확하여 식물체 분

석을 위한 시료로 삼았다. 식물체 시료 0.5g을 삼각플라

스크에 취하고, 10mL의 혼합분해액[증류수:95% H2SO4

:60% HClO4(5:1:9)]을 첨가하였다. 이 후 240oC에서 분

해한 후 Whatman No. 2 여과지로 여과하고, ICP(Intergra

XL, GBC, Australia)로 여과용액의 무기원소 농도를 분

석하였다. 상토 및 식물체 분석의 전반적인 과정은 국립

농업과학원표준법(NIAST, 2000)에 준하였다.

식물 생육 조사결과는 CoStat 프로그램(Monterey,

California, USA)으로 p≤0.05 수준의 처리간 평균을 비

교하였다. 또한 질소 시비수준에 따른 무기물함량 변화,

토양 화학성 변화 그리고 묘 생장반응에 대하여 회귀분

석을 하여 경향을 파악하였다.

결과 및 고찰

파종부터 파종 4주 후까지 매주 상토시료를 채취하여

추출용액의 pH 및 EC의 변화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Fig. 1 및 2에 나타내었다. 질소를 시비하지 않은 무처

리의 파종 전 상토 pH가 6.23이었지만 질소 시비수준이

높을수록 pH가 낮아졌고, 1,000mg·L-1 처리에서 5.87로

다른 처리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작물이 생장함에 따라

모든 처리의 상토 pH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지만

파종 4주 후에 1,000mg·L-1 처리에서 6.64로 가장 낮았

고, 100mg·L-1 처리에서 6.98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파

종 전에 비해 파종 4주 후 처리간 차이가 줄어들었다.

작물 파종 전 EC는 무처리구의 2.58dS·m-1에 비해 질

소 시비수준이 높아질수록 점점 높아져 1,500mg·L-1에서

는 7.88dS·m-1로 가장 높았고, 처리간 차이가 뚜렷하였

다. 이는 토양수에 용해되어 이온상태로 존재하는 여러

원소 중 질소가 EC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고 판단하며 Bunt(1998)와 Argo와 Biernbaum(1996)도 유

사한 보고를 한 바 있다. 그러나 파종 후 생장이 진행됨

에 따라 모든 처리의 EC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파종 2주 후부터는 시비수준이 높은 처리에서 더욱 뚜

렷하게 EC가 낮아졌고 파종 4주 후에는 처리간 차이가

Fig. 1. Changes in pH of root media during the cultivation of rad-
ish plug seedlings as influenced by various amounts of nitrogen
(mg·L-1) incorporated as pre-planting nutrient charge fertilizer in
the perlite:coir dust:peatmoss (30:35:35%, v/v/v) medium.

Fig. 2. Changes in EC of root media during the cultivation of rad-
ish plug seedlings as influenced by various amounts of nitrogen
(mg·L-1) incorporated as pre-planting nutrient charge fertilizer in
the perlite:coir dust:peatmoss (30:35:35%, v/v/v) medium.

Fig. 3. Changes in the root medium concentrations of NH4-N and NO3-N during the cultivation of radish plug seedlings as influenced by
various amounts of nitrogen (mg·L-1) incorporated as pre-planting nutrient charge fertilizer in the perlite:coir dust:peatmoss (30:35:35%,
v/v/v)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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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이와 같이 육묘 중 모든 질소 시비수준 처리에서

EC가 낮아진 것은 관수과정에서 잉여수의 배수를 통한 무

기원소의 용탈 그리고 작물이 생장하면서 무기원소를 흡

수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Nelson 등, 1996).

무 육묘기간 동안 질소 시비수준에 영향을 받은 상토

의 NH4-N과 NO3-N 농도 변화를 분석하여 Fig. 3에 나

타내었다. 파종 3주 후까지는 질소 시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며 상토의 NH4-N과 NO3-N 농

도가 높았으며 파종 전과 비교하여 유사한 농도를 유지

하였다. 그러나, 파종 3주 후부터 모든 처리에서 두 종

류 질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졌으며 파종 4주 후에는 모

든 처리에서 두 종류 질소가 매우 낮은 농도로 분석되

었을 뿐만 아니라 처리간 차이도 분명하지 않았다. 파종

부터 2주 후까지 각 처리별로 두 종류 질소농도가 유사

한 수준을 유지한 것은 아직 식물체가 어려 질소 흡수

량이 적었고, 관수를 자주하지 않아 용탈량이 적었기 때

문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파종 3주 후부터 지상부 생장

량이 많아지면서 무기원소 흡수량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

니라 관수빈도가 증가함으로써 배수공을 통한 용탈량도

늘어나 두 종류 질소의 농도가 낮아지고 처리간 차이가

줄어든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Choi 등(2012, 2015)

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작물 재배 중 EC의 변화를

보고한 바 있다.

무 육묘기간 동안 질소 시비수준에 영향을 받은 상토

의 다량원소 농도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질소 시비수준을 변화시켜도 상토의 K 농도는 처리별

차이가 크지 않았고 파종 1주 후부터 급격히 농도가 낮

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파종 2주 후 질소 시비수준이

높은 처리에서 높은 농도로 분석되었지만 4주 후 다시

모든 처리의 농도가 유사하게 분석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낮은 농도로 분석되었다. 파종 전과 재배 2주 후까

지 질소 시비수준이 높을수록 상토의 Ca과 Mg 농도가

높았고, 1,500mg·L-1 처리에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그

러나 두 원소의 상토 중 농도 역시 4주 후에는 급격히

낮아졌고 처리간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상토의 P 농도

는 파종 전에는 250mg·L-1 처리에서 가장 높았으나, 파종

후 모든 처리에서 점차 낮아졌고, 다른 원소와 마찬가지로

파종 4주 후에는 처리간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기비로 혼합된 질소 시비수준이 무 플러그 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파종 2주와 4주 후에 조사하여 각각

Table 2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파종 2주 후의 생장을

조사한 결과 기비로 질소를 250mg·L-1으로 조절하여 혼

Fig. 4. Changes in the macro-element concentrations of root media during the cultivation of radish plug seedlings as influenced by vari-
ous amounts of nitrogen (mg·L-1) incorporated as pre-planting nutrient charge fertilizer in the perlite:coir dust:peatmoss (30:35:35%, v/
v/v)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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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처리가 대부분의 생육조사 항목에서 가장 우수하였

다. 그러나 파종 4주 후에는 질소를 500mg·L-1으로 조절

한 처리에서 지상부 생체중 및 건물중이 가장 크거나

무거웠다. 그러나 질소를 1,500mg·L-1으로 혼합한 처리는

대부분의 생육 조사 항목에서 가장 저조하였으며(Table

2와 3; Fig. 5와 6), 파종 2주 후 생장이 가장 우수하였

던 250mg·L-1 처리의 지상부 생체중 1.19g과 비교할 때

1,500mg·L-1 처리는 약 21% 수준인 0.25g의 생체중을

생산하였고, 파종 4주 후에는 500mg·L-1 처리의 지상부

생체중 8.89g의 약 57% 수준인 5.07g의 생체중을 생산

하였다. 아울러 파종 2주 후에는 250mg·L-1 처리의 생장

이 가장 우수하고 이보다 높거나 낮은 질소 시비수준에

서 생장이 저조해지는 2차곡선회귀(생체중과 건물중 모

두 p≤0.001)가 성립하여 뚜렷한 경향을 보였고, 파종 4

주 후에는 생장이 가장 우수한 500mg·L-1 처리보다 높거

나 낮은 질소 수준에서 생장이 저조해지는 2차곡선회귀(

생체중 p≤0.001, 건물중 p≤0.01)가 성립하여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었다.

파종 4주 후 기비로 혼합된 질소 시비수준에 따른 지

상부 식물체의 무기물 함량을 분석하여 Table 4에 나타

내었다. 질소 시비수준이 높아질수록 식물체 지상부의

질소 함량이 높았으며, 파종 4주 후 지상부 생장이 가장

많았던 500mg·L-1처리에서 건물중 기준 5.74%로 분석되

었다. 식물체내 인산 함량은 생장이 우수하였던 질소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radish plug seedlings 2 weeks after sowing in 72-plug trays as influenced by various amounts of nitro-
gen incorporated as pre-planting nutrient charge fertilizer in the perlite:coir dust:peatmoss (30:35:35%, v/v/v) medium.

N
(mg·L-1)

Plant 
height
(cm)

Plant width
(c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No. of 
leaves

SPAD
value

Fresh
weight

(g)

Dry
weight

(g)

0 8.59 8.67 4.58 2.19 2.27 37.8 1.02 0.07

100 9.85 8.75 5.07 2.39 2.87 38.4 1.07 0.08

250 10.63 9.05 5.81 2.75 3.00 39.0 1.19 0.08

500 8.97 7.47 4.94 2.37 3.00 43.9 0.83 0.07

750 8.60 6.71 4.52 2.16 2.67 43.5 0.68 0.06

1,000 7.23 5.66 3.69 1.90 2.07 47.1 0.51 0.05

1,500 4.57 4.36 2.11 1.14 2.00 50.5 0.25 0.03

F-significance *** *** *** *** *** *** *** ***

Linear *** *** *** *** *** *** *** ***

Quadratic *** *** *** *** *** *** *** ***

***Significant at p ≤ 0.001. 

Table 3. Growth characteristics of radish plug seedlings 4 weeks after sowing in 72-plug trays as influenced by various amounts of nitro-
gen incorporated as pre-planting nutrient charge fertilizer in the perlite:coir dust:peatmoss (30:35:35%. v/v/v) medium.

N
(mg·L-1)

Plant height
(cm)

Plant width
(c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No. of leaves
SPAD
value

Fresh
weight

(g)

Dry
weight

(g)

0 21.1 19.5 10.1 4.18 4.73 32.2 5.28 0.34

100 22.3 24.1 10.7 4.38 4.93 32.4 6.15 0.40

250 24.1 27.8 11.5 4.63 5.33 33.4 7.53 0.49

500 24.8 26.1 12.7 5.17 5.53 36.7 8.89 0.57

750 24.0 26.9 11.6 4.86 5.40 35.9 7.67 0.41

1,000 22.0 23.8 10.9 4.85 5.13 36.9 6.73 0.38

1,500 21.3 21.4 10.7 4.68 4.87 40.0 5.07 0.29

F-significance *** *** *** *** *** *** *** *

Linear NS NS NS *** NS *** NS NS

Quadratic *** *** *** *** *** *** *** **

NS,*,**,***Nonsignificant of significant at p ≤ 0.05, 0.01, and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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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또는 500mg·L-1 시비구에서 식물체내 함량이 낮고,

생장이 저조하였던 무처리나 100mg·L-1 처리에서 식물체

내 함량이 높았고, 질소 시비수준이 높아질수록 알칼리

성 원소인 K, Ca 및 Mg의 식물체내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질소를 제외한 모든 필수원소를 동일하

게 시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체내 인산함량에 차이

가 발생한 것은 지상부 생장량이 증가하면서 희석효과

(dilution effect)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Choi

Table 4. Influence of various amounts of nitrogen incorporated as pre-planting nutrient charge fertilizer on the tissue nutrient contents of
radish plug seedlings based on the dry weight of whole above ground plant tissue 4 weeks after sowing in 72-plug trays.

N
(mg·L-1)

T-N P K Ca Mg Na Fe Cu Mn Zn

------------------------------------(%)------------------------------------ -------------------(mg·kg-1)---------------------

0 4.52 0.51 10.40 1.69 0.74 1.03 211.2 11.16 146.5 172.3

100 5.18 0.52 10.90 1.48 0.79 1.62 281.0 16.23 139.9 187.5

250 4.96 0.41  8.60 1.57 0.72 1.69 239.8  9.81 175.3 156.4

500 5.74 0.35  7.18 1.19 0.54 1.48 201.9  7.63 124.1 139.1

750 7.38 0.39  7.99 1.42 0.70 1.77 294.4 14.76 175.1 215.3

1,000 6.32 0.40  6.75 1.36 0.63 1.55 300.0 12.09 199.7 192.3

1,500 7.35 0.44  6.39 0.97 0.48 1.15 232.5  8.11 166.2 180.9

F-significance * ** *** *** ** *** NS ** *** NS

Linear *** * *** *** ** NS NS NS * NS

Quadratic ** *** *** ** ** *** NS NS NS NS

NS,*,**,***Nonsignificant of significant at p ≤ 0.05, 0.01, and 0.001, respectively.

Fig. 5. Growth of radish 2 weeks after sowing in 72-plug trays as influenced by various amounts of nitrogen incorporated as pre-planting
nutrient charge fertilizer in the perlite:coir dust:peatmoss (30:35:35%, v/v/v; A: 0, B: 100, C: 250, D: 500, E: 750, F: 1,000, and G:
1,500 mg·L-1) medium.

Fig. 6. Growth of radish 4 weeks after sowing in 72-plug trays as influenced by various amounts of nitrogen incorporated as pre-planting
nutrient charge fertilizer in the perlite:coir dust:peatmoss (30:35:35%, v/v/v; A: 0, B: 100, C: 250, D: 500, E: 750, F: 1,000, and G:
1,500 mg·L-1)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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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Lee, 2012; Marschner, 2012). 그러나 질소 시비수준

이 높아질수록 알칼리성 원소의 식물체내 함량이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 것은 상토의 양이온치환부위에서 양이온

간 길항작용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질소 시비수준이 높았던 처리들에

서는 질소 농도를 조절하기 위해 NH4NO3의 혼합량을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상토에 양이온인 NH4가 증가하

고 양이온치환부위에 흡착량이 증가함으로써, 흡착되지

못한 K, Ca 및 Mg가 관수시 배수되는 물과 함께 용탈

되어 상토내 농도가 낮아지고 식물체내 함량이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판단한다(Nelson, 200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기비

로 질소를 250 또는 500mg·L-1으로 혼합한 처리에서 각

각 파종 2주 후와 4주 후 지상부 생장이 가장 우수하였

으며, 250과 500mg·L-1 시비구의 파종 4주 후 식물체내

질소함량이 각각 4.96% 및 5.74%였다. 식물이 어린 시

기에 고농도 질소에 의한 생장이 억제되므로 안전한 무

육묘를 위해서는 기비로 혼합된 질소를 250mg·L-1 이하

로 조절해야 하며, 식물체내 질소함량도 5% 이하를 유

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초 록

상토에 기비로 혼합된 질소 수준이 무 ‘속성대형봄무’

의 플러그 묘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펄라이트:코이어더스트:피트모스

를 용적기준 30:35:35%의 비율로 조절한 상토를 조제하

는 과정에서 0, 100, 250, 500, 750, 1,000 및 1,500mg·L-1

비율로 질소를 기비로써 혼합하고 72구 플러그 트레이에

충전하였다. 이후 무 종자를 파종하고 4주간 재배한 후

지상부 생육과 식물체내 무기원소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상토 추출액의 pH, EC 및 무기원소 농도는 매주 분석하

였다. 파종 후 질소 시비수준이 높을수록 pH가 낮고 EC

가 높은 경향이었지만, 생장이 진행됨에 따라 모든 처리

의 pH가 점차 상승하고 EC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상토의 EC 및 NH4와 NO3 농도는 파종 2주 후까지 완만

하게, 2주 후부터 4주 후까지 급격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

였다. 질소시비수준에 따른 무 유묘의 생장반응을 조사한

결과 재배 2주후에는 질소 시비수준이 250mg·L-1 처리의

생장이 가장 우수하고 이보다 낮거나 높은 질소 농도에서

생장이 저조한 2차곡선회귀적 경향을, 그리고 파종 4주

후에는 500mg·L-1 처리에서 생장이 가장 우수하고 높거나

낮은 질소 시비수준에서 생장이 저조한 2차곡선회귀적 경

향을 나타냈다. 재배 4주 후 질소 시비수준이 높아질수록

T-N은 높고, K, Mg 및 Ca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

으며, 생장이 우수하였던 250과 500mg·L-1 시비구의 질소

함량이 각각 4.96%와 5.74%였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

면 질소 시비수준을 250mg·L-1 이하로 조절해야 식물체가

어린 시기에 고농도 질소에 의해 생장 억제를 피할 수 있

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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