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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상개요

  (1) 평균기온
벼의 생육기간(4월 중순~9월 하순) 중 평년에 비해 4월 하순, 6월 중순, 7월 중․하순은 0.1~2.
0℃ 낮았으나, 그 외 기간은  0.1~2.7℃ 높게 경과하였음

  (2) 최고기온
벼의 생육기간 중 평년에 비해 4월 하순은 2.5℃, 7월 하순은 2.5℃ 낮았으나, 그 외 기간은 
0.3~3.8℃ 높게 경과하였음

  (3) 최저기온
벼의 생육기간 중 평년에 비해 4월 하순, 7월 상․중․하순, 8월 하순, 9월 중순은 0.2~1.6℃ 낮았
으나, 그 외 기간은 0.2~3.1℃ 높게 경과하였음

  (4) 일조시수
벼의 생육기간 중 평년에 비해 4월 중․하순, 5월 중․하순, 6월 상순, 7월 중순, 9월 하순은 
2.4~19.6시간/순 낮았고, 그 외 기간은  5.0~34.1 시간/순 높았음

  (5) 강 수 량
벼 생육기인 4월 중순~9월 하순까지 강수량은 1,163.0mm로서 평년(1,023.4mm)보다 139.6mm 
많았고, 연간 총강수량은 1,406.7mm로서 전년(1,301.8mm)보다 104.9mm, 평년 1,267.9mm보다 
138.8mm 많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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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절후관측
(월. 일)

구  분 초 상 초 빙 초 설 종 상 종 빙 종 설 총강수량(mm)
본  년 11.  2 11.  2 11. 20 4.  6 4.  2 3.  3 1,406.7
전  년 11.  4 11. 18 11. 20 4.  4 3. 28 3.  4 1,301.8
평  년 10. 18 10. 23 11. 15 4. 15 4. 13 3. 16 1,267.9

다. 극기상
구    분 년  도 기  간 나타난 기간 또는 일자

최대 연속 강우일수
( 일 )

본  년 4 '09.  7. 11 ~ 7. 14
전  년 9 '08.  7. 19 ~ 7. 27
평  년 14 '00.  8. 16 ~ 8. 29

최대 연속 무강우일수
( 일 )

본  년 23 '09.  1.  1 ~ 1. 23   
전  년 30 '08.  1. 23 ~ 2. 21   
평  년 33 '77.  1. 25 ~ 2. 26

1일 최대 강우량
( mm )

본  년  246.6 '09.  7. 12
전  년  127.7 '08.  7. 24
평  년 313.6 '72.  8. 10

최고 극기온
( ℃ )

본  년 34.6 '09.  8. 15
전  년 36.5 '08.  8.  8
평  년 37.7 '04.  8. 10

최저 극기온
( ℃ )

본  년 -15.6 '09.  1. 25
전  년 -12.8 '08.  1. 17
평  년 -25.0 '69.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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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2009 순별 기상

구  분 1  월 2  월 3  월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평균
기온
(℃)

본 년  -3.9  -3.7 -1.4  3.0  1.2  2.9 3.0 8.7 5.9
평 년 -2.5 -3.4 -3.6 -2.9 -0.4 0.6 2.5 4.4 6.3
대 비 △1.4 △0.4 2.2   5.9  1.6 2.3 0.5 4.3 △0.4

최고
기온
(℃)

본 년 2.9 2.3 5.7 8.9 5.9 9.4  9.5 15.0 11.6
평 년 2.7 1.9 1.8 2.5 5.0 6.0 8.0 10.3 12.3
대 비 0.2 0.4 3.9 6.4  0.9 3.4 1.5 5.3 △0.7

최저
기온
(℃)

본 년 -8.9 -8.8 -7.9 -1.2 -4.0 -2.8 -2.9 2.5 0.5
평 년 -7.0 -8.1 -8.5 -7.7 -5.0 -4.3 -2.4 -0.7 0.9
대 비 △1.9 △0.7 0.6  6.5  1.0  1.5 △0.5 3.2 △0.4

일조
시수
(hr)

본 년 73.8 67.0 63.6 36.0 44.5 52.1 73.6 61.5 94.5
평 년 48.5 54.2 63.4 58.6 58.9 59.0 65.1 65.1 74.4
대 비 25.3 12.8 0.2 △22.6 △14.4 △6.9  8.5 △3.6  20.1

강수량
(mm)

본 년 0.0 0.1 6.8 0.1 25.9 0.0 14.5 19.7 25.8
평 년 9.6 5.8 8.3 5.3 10.7 10.6 16.4 12.3 18.2
대 비 △9.6 △5.7 △1.5 △5.2  15.2 △10.6 △1.9 7.4 7.6

증발량
(mm)

본 년 14.2 12.3 16.4 14.1 15.0 19.5 27.2 31.9 39.5
평 년 10.8 11.7 13.9 13.8 16.3 15.4 21.7 24.8 32.6
대 비 3.4 0.6 2.5 0.3 △1.3 4.1 5.5 7.1 6.9

습 도 
(%)

본 년 64.2 63.1 71.7 79.6 65.0 50.4 65.9 60.6 63.0
평 년 70.5 67.3 66.7 67.7 67.3 65.6 67.7 67.3 66.4
대 비 △6.3 △4.2  5.0 11.5 △2.3 △15.2 △1.8 △6.7 △3.4

♩ 평년기상 : '1971 ~ '2000(30년)의 수원기상대 자료임



6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구  분 4  월 5  월 6  월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평균
기온
(℃)

본 년 10.2 13.4 11.5 17.7 17.2 20.1 20.3 21.1 24.7
평 년 9.0 11.2 13.5 15.0 16.4 18.4 20.0 21.6 22.6
대 비 1.2 2.2 △2.0 2.7   0.8 1.7 0.3 △1.5 2.1

최고
기온
(℃)

본 년 18.4 20.8 17.3 26.3 22.6 26.5 25.8 27.8 31.1
평 년 15.3 17.6 19.8 21.2 22.0 24.3 25.5 26.9 27.3
대 비 3.1 3.2 △2.5 5.1 0.6 2.2 0.3 1.0 3.8

최저
기온
(℃)

본 년 3.3 7.1 6.0 10.8 12.0 14.7 15.5 17.1 19.7
평 년 3.1 5.2 7.6 9.2 11.0 13.1 15.2 17.1 18.7
대 비 0.2  1.9 △1.6 1.6 1.0 1.6 0.3 0.0 1.0

일조
시수
(hr)

본 년 98.1 69.9 67.7 98.6 56.9 97.4 58.9 77.0 87.7
평 년 73.9 72.3 72.3 75.1 72.4 85.6 69.6 71.2 58.3
대 비 24.2 △2.4 △4.6 23.5 △15.5 11.8 △10.7 5.8 29.4

강수량
(mm)

본 년 0.0 36.8 4.7 1.7 84.1 23.3 36.9 36.8 52.1
평 년 22.7 24.8 28.6 33.3 37.2 24.6 33.2 32.7 67.4
대 비 △27.7 12.0 △23.9 △31.9 46.9 △1.3 3.7 4.1 △15.3

증발량
(mm)

본 년 52.2 49.5 44.9 68.9 45.1 76.3 52.4 64.0 71.2
평 년 35.3 38.6 41.9 44.1 44.1 53.8 47.4 50.1 45.0
대 비 17.2 10.9 3.0 24.8 1.0 22.5 5.0 13.9 26.2

습 도 
(%)

본 년 59.4 58.5 66.7 62.8 69.8 67.4 69.1 66.9 68.9
평 년 64.4 65.3 67.0 67.9 70.2 70.1 73.2 73.3 77.3
대 비 △5.0 △6.8 △0.3 △5.1 △0.4 △2.7 △4.1 △6.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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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7  월 8  월 9  월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평균
기온
(℃)

본 년 23.7 24.4 24.7 26.7 26.7 24.1 23.5 20.4 20.3
평 년 23.6 24.5 26.1 26.0 25.7 24.0 22.5 20.1 18.0
대 비 0.1 △0.1 △1.4 0.7 1.0 0.1 1.0 0.3 2.3

최고
기온
(℃)

본 년 29.1 28.5 30.0 31.7 31.6 29.3 29.8 26.8 26.2
평 년 27.9 28.5 30.2 30.2 30.1 28.4 27.2 25.5 24.0
대 비 1.2 0.0 △0.2 1.5 1.5 0.9 2.6 1.3 2.2

최저
기온
(℃)

본 년 19.7 21.1 20.7 22.8 22.9 19.8 18.6 15.0 15.6
평 년 20.2 21.3 22.8 22.5 22.0 20.4 18.6 15.4 12.5
대 비 △0.5 △0.2 △2.1 0.3 0.9 △0.6 0.0 △0.4 3.1

일조
시수
(hr)

본 년 57.4 27.0 74.8 67.6 65.3 69.0 90.7 77.5 60.9
평 년 49.1 46.6 60.8 56.0 60.3 57.5 56.6 66.7 68.9
대 비 8.3 △19.6 14.0 11.6 5.0 11.5 34.1 10.8 △8.0

강수량
(mm)

본 년  142.8 451.6 4.7 7.9 215.3 19.8 0.0 31.6 12.9
평 년 95.9 97.8 109.2 103.4 95.7 106.8 66.6 41.5 25.6
대 비 △46.9 353.8 △104.5 △95.5 119.6 △8.7 △66.6 △9.9 △12.7

증발량
(mm)

본 년 52.1 36.4 62.9 56.9 51.5 60.0 58.9 49.4 39.1
평 년 40.1 39.0 49.6 44.5 44.3 41.8 36.1 37.4 34.5
대 비 12.0 △2.6 13.3 12.4 7.2 18.2 22.8 12.0 4.6

습 도 
(%)

본 년 76.1 82.4 81.0 71.5 74.3 78.5 67.4 70.1 74.3
평 년 80.4 81.5 80.0 80.1 78.8 80.3 79.5 76.2 75.2
대 비 △4.3 0.9 1.0 △8.6 △4.5 △1.8 △12.1 △6.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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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0  월 11  월 12  월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평균
기온
(℃)

본 년 17.2 13.7 15.1 11.5 3.8 4.6 2.5 -2.1 -3.3
평 년 16.0 13.7 10.8 9.1 6.2 3.0 1.4 -0.5 -1.9
대 비 1.2 0.0 4.3 2.4 △2.4 1.6 1.1 △1.6 △1.4

최고
기온
(℃)

본 년 24.6 20.5 22.5 16.1 7.7 9.9 7.1 1.9 1.8
평 년 22.2 20.2 17.2 15.4 11.8 8.6 6.6 4.7 3.4
대 비 2.4 0.3 5.3 0.7 △4.1 1.3 0.5 △2.8 △1.6

최저
기온
(℃)

본 년 11.0 7.9 9.5 6.7 0.4 0.3 -1.7 -5.8 -8.1
평 년 10.4 7.9 5.0 3.8 1.3 -1.7 -3.3 -4.8 -6.6
대 비 0.6 0.0 4.5 2.9 △0.9 2.0 1.6 △1.0 △1.5

일조
시수
(hr)

본 년 93.5 79.5 80.3 37.0 65.3 43.3 36.1 67.1 53.2
평 년 65.1 65.4 69.6 55.7 49.3 52.7 50.3 50.8 56.3
대 비 28.4 14.1 10.7 △18.7 16.0 △9.4 △14.2 16.3 △3.1

강수량
(mm)

본 년 0.0 25.4 28.0 64.0 2.8 9.2 15.2 0.2 6.0
평 년 17.8 19.3 15.3 19.6 16.1 15.2 9.9 6.9 7.3
대 비 △17.8 6.1 12.7 44.4 △13.3 △6.0 5.3 △6.7 △1.3

증발량
(mm)

본 년 50.0 36.6 32.8 19.5 20.4 13.7 11.2 13.3 10.7
평 년 30.6 28.4 26.2 19.5 16.6 14.6 12.8 12.3 12.6
대 비 19.4 8.2 6.6 0.0 3.8 △0.9 △1.6 1.0 △1.9

습 도 
(%)

본 년 61.1 69.3 77.5 72.1 54.5 75.8 73.4 57.2 74.3
평 년 75.5 73.6 73.4 73.1 72.5 70.9 71.4 69.6 70.0
대 비 △14.4 △4.3 4.1 △1.0 △18.0 △4.9 2.0 △12.4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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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농업기술 R&D 활성화와 인프라 구축
  지역농업의 경쟁력 향상과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신품종 개발, 농산물 생산성 향상, 고부가가치 
기술 실용화, 경기농산물 품질차별화와 농식품 산업화 기술개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술에 
중점을 두어 74과제 192세부과제의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한 결과 장미, 국화, 선인장, 호접란, 버
섯, 콩 등 23개 신품종을 개발하여 출원하였고, 중앙기관과 공동으로 벼, 과수 등 14품종을 육성
등록 하였다. 또한, 산업재산권 출원 29건, 영농활용 59건 등의 연구 성과를 거두었으며 농정시책
으로 6건을 건의하였다. 한편, 자색막걸리 제조기술, 사포닌 함량이 증진된 산양산삼주 제조방법 
등 6건의 기술을 도내 산업체에 기술이전하여 산업화에 성공하였다.
연구사업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신품종 육성을 위한 벼 육종포장 6,700㎡ 및 과수
유전자원 포장조성 3,600㎡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였고 신수요 채소류 기능성 성분분석 및 친환경 
연구 분석 기자재 등 97종 130대의 최신 시험분석 장비를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기술개발에 활용
하고 있다.
  한편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한 R&D 조직을 작목중심에서 기능과 새로운 성장동력 기술 개발 중심
으로 전면 개편(2009. 11. 27)하여 기존 작물연구과를 작물개발과로, 원예연구과를 원예산업연구
과로 변경하였으며, 도시농업, 신품종 육성, 농식품가공, 신소재개발, 기후변화 대응팀을 설치하였다. 

2) 특화작목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신품종 육성 보급
UPOV협약과 외국산 품종 로열티 절감을 위한 농작물 개발 보급은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중 하나
로 우리원에서는 장미, 버섯 등 지역특화작목을 대상으로 신품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UPOV협약과 외국산 품종 로열티 절감을 위한 농작물 개발 보급은 가장 중요한 연구 과제중 하나
로 우리원에서는 장미, 국화, 선인장, 버섯 등 지역특화작목을 대상으로 신품종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장미는 살먼핑크색 대형으로 절화균형미가 우수한 「듀센」, 진분홍색에 생육속도가 빠르고 절
화수량이 많은「퍼플듀」, 백색이며 생육이 균일하고 절화수량이 많은「비스트」, 개화가 균일하
고 2차생장지 발생이 적어 생력적인 스프레이 장미「오렌지젬」, 가시가 없는 분홍색 스프레이 장
미「퍼플젬」 등 5품종을 육성하여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들 
품종 중 「비스트」 등 4품종은 종묘업체를 통하여 160천주를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린뷰티」는 에콰도르에 53,400주를 판매하는 해외 마케팅 성과를 이루었고 , 지속적인 해외 
판매용 품종선발을 위하여 「핑크하트」등 27품종을 네덜란드, 케냐, 에콰도르 3개 지역에서 현지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국화는 황색계열의 골든색  스프레이이면서 다화성인 「드림골드」, 분홍색에 아네모네형 타입의 
조화미가 돋보이는 「드림펄」, 연한 아이보리색이며 중심이 진한 녹심으로 아주 깨끗한 이미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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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드림워터」, 미니다화성이면서 개화가 균일한 분홍색 분화용 국화「마이송」, 깔끔한 노랑
색인『마이썬」등 5품종을 육성하여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 출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이
들 품종 중 「드림워터」등 절화용 3품종과 『마이송』등 분화용 2품종은 종묘업체를 통하여 총 
1,500천주를 통상실시를 통한 품종보호권을 처분하였으며, 절화용「드림골드」등 3품종은 유럽 해
외 현지시험을 추진중에 있다.
  경기지역 시설채소 주 작물인 상추 신품종 육성을 위해 만추대성 F2 5계통, F3 3계통 선발하였
고, 저온신장성 F4 4계통, F5 1계통을 선발 세대진전 중이며, 쌈용채소에서 쌈추는 3계통, 배추 
10계통, 갓 6계통을 우수계통으로 선발하여 세대진전 시키고 있다. 
또한, 수출시장의 다양한 기호도에 부응할 수 있는 비모란 선인장「레드큐티」, 「옐로우큐티」, 
「핑크큐티」, 「스위트큐티」와 산취선인장 황색계 「골드타워」를 육성하는 한편 내수시장 확대
를 위한 분화형 다육식물 꽃기린 2품종 「레드라이트」, 「파노라마」를 육성하여 농가로부터 좋
은 반응을 얻고 있다. 그리고 개발된 선인장 신품종을 조기보급 하기위해 거점농가를 중심으로 
27,400주를 보급하였고, 호접란 종묘 수입 대체를 위한 미니다화성「핑크엔젤」품종을 육성 하여 
종묘 자급생산 기반을 마련하였다.
버섯 신품종 개발은 생산자에게 생산성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버섯을 제공하고자 다양
한 종류의 버섯품종을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 재배버섯인 느타리 신품종으로 「곤지1호」와
「곤지2호」를 육성하였으며, 「곤지1호」는 병재배용으로서 조직의 탄력성이 우수하고, 배지적응
성이 높아 농가보급의 확대가 기대되며, 「곤지2호」는 봉지재배용으로서 다수성이고, 특히 내병
성이 강하여 재배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재배가 가능하여, 우리도 육성품종의 재배확대가 기대된다.
맛과 저작감이 뛰어나 농가소득 유망작목으로 개발중인 버들송이버섯에서 발생이 균일하며 다수성
이고, 특히 저장성이 우수한 신품종 「장강」을 육성하였고, 새로운 유망소득 작목으로 잣버섯 신
품종을 육성하였다. 잣버섯 신품종「솔향」은 솔향이 강하고 재배기간 45일로 단기재배가 가능하
며, 가평지역 등 생산특산지와 연계하여 지역소득작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영농현장에 곤
지1호 등 3품목 14 우량신품종 3,400kg을 보급하였다.
한편,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찰옥수수를 우리도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브랜드화를 위해 맛이 
좋고 모양이 우수한 백색찰옥수수 3, 흑색찰옥수수 2품종을 선발하여 ‘10년 농가실증을 거쳐 ’11년
부터 농가에 보급할 예정이며, 우리도가 주산지역인 생두용 강낭콩은 맛이 우수하고 수량성이 많
은 경기 7호 등 3계통을 선발하여 2010년 지역적응성을 검토 후 2011년에 품종등록 할 예정이다.

3) 전국 최고품질의「경기쌀」및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소비자 기호에 알맞고 경기지역에 적합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밥쌀
용, 특수미 및 초다수성 우량 계통을 선발한 결과,「미광」은 중생, 고품질로 쌀외관 및 밥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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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하고, 「고아미4호」는 고아밀로스이며 철분과 아연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보람찬」은 중
만생종 일반계 초다수성으로 등록하였고, 경기지역 적응 고품질 벼 신품종육성 결과 조생으로 한
수이북지역에 적응성이 높고 밥맛이 좋으며 줄무늬잎마름병에 강한 계통인「경기1호」를 2010년도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 2년차와 농가실증시험에 공시하였고 2011년 품종등록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수미 벼 생산력검정시험 결과 조생이면서 향이 나는 찰벼인「경기2호」를 선발하여 2010년도 
우량계통 지역적응시험 계통으로 공시하였고 2012년 품종등록할 예정이다.
 웰빙작물로 수요가 증가하는 찰옥수수를 우리도 브랜드화를 위해 맛이 좋고 모양이 우수한 백색
찰옥수수 3, 흑색찰옥수수 2품종을 선발하여 ‘10년 농가실증을 거쳐’11년부터 농가에 보급할 예정
이다. 또 우리도가 주간지역인 생두용 강낭콩은 맛이 우수하고 수량성이 많은 경기 7호 등 3계통
을 선발하여 ‘10년 지역적응성을 검토 후 ’11년에 품종등록할 예정이다. 
또 우리도 농업의 녹색산업화를 위해  화학비료 시용량과 아산화질소를 25%절감할 수 있는 밭작
물전용비료(고추, 배추, 옥수수)와 벼 육묘상에 비료를 살포하여 비료시용량과 이산화질소를 50% 
감축할 수 있는 녹색성장용 비료를 개발하여 특허출원(제 10-2009-0125716, 제 10-2009-0125724)
및 산업체에 기술이전하였으며 ‘10년 농가실증 후 시범사업으로 보급할 예정이다.
벼농사 시비노동력 절감과 쌀 품질균일화를 위한 이삭거름 적기 적량 시용을 위해 유수분화기에 
벼 군락의 생육상태를 Digital camera로 촬영하여 영상 분석에 의한 지상부 질소 보유량을 추정
하고 목표 수량 및 목표 단백질함량에 필요한 유수분화기 이후 질소 흡수요구량을 산정하여 이삭
거름 시용량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프로그램 등록(등록번호 2009-01-129-009760)하였고,  
벼 수비 진단 프로그램에 의해 쌀 단백질 함량 6.0%를 기준으로 처방한 결과 질소비료 시용량은 
표준재배보다 11% 절감되었고, 완전미 수량은 460～467kg/10a으로 대등하였으며, 단백질함량도 
5.7～5.8%로 적합한 수준을 나타내 적정량의 수비진단이 이루어져 영농활용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경기쌀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경기도지사인증 「G마크 품질인증쌀」에 대하여 기존 
「환경친화인증」,「지역명품인증」을 「그린G마크」로 통합하는 G마크 통합상표 관리조례 개정
에 따른 전국 최고 명품쌀 브랜드인 G+라이스 쌀을 기존 「G+Rice」와 「G+」 등 2단계로 품질
기준을 재설정 하였다. 각 인증마크별 품질인증기준은 「G+Rice」가 완전미율 97% 이상, 단백질
함량 6.3% 이하, 품종혼입율 10% 이하로 종전과 같으나, 「G+」는 완전미율 95% 이상, 단백질함
량 6.3% 이하, 품종혼입율 10% 이하로 하였으며, 그린 G마크는 재배방법에 따라 일반재배 쌀에 
대해서는 완전미율 95% 이상, 단백질함량 6.5% 이하, 품종혼입율 20% 이하, 유기재배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쌀은 완전미율 93% 이상, 단백질함량 6.8% 이하, 품종혼입율 10% 이하로 재설정하였다.

4) 농산물 부가가치 증진을 위한 농식품 가공 기술 개발
  식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선진국형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성인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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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각종 생활습관병이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만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약품 개발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써 부작용이 없는 식품 및 천연물로부터 비
만 예방 및 치료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항비만 
효과를 가진 농산물 유래 천연소재를 탐색 발굴하여 다이어트 소재 및 비만방지용 떡을 개발하고
자 각종 농산물과 한약재 및 떡으로 제조하여 기능성 함량의 변화와 효소 저해활성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험재료별 lipase 저해활성은 한약재에서 두릅, 원지, 백복신 등이 높았으나 
저해율이 낮았으며, 두류에서는 청자3호 > 흑태콩 > 청자콩 = 팥, 전분류에서는 녹두 > 메밀 > 
찰보리 순으로 저해율이 높았다. 떡 시제품에서는 큰눈현미 25%와 찰보리 25% 혼합떡이 높은 저
해율을 나타냈으며, 보리나 율무의 함량이 많아질수록 저해율이 높아지는 경향은 없었다. 또한 피
망, 파 10% 첨가와 두충, 가시오가피 추출액, 겉보리 50%+청자3호 첨가한 떡에서 15%이상의 높
은 저해율을 나타냈다. 식이섬유 함량은 찰보리 17.9, 겉보리 15.3g/100g으로 높았으며, 찰보리 
함량이 많아질수록 떡의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졌다. 종합적으로 볼 때 떡으로 제조 시 원료보다 
기능성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은 없었으며, lipase 저해율은 일정한 경향은 없었으나, 찰보리 25% 
혼합한 떡에서 lipase 저해율과 식이섬유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반도와 만주를 중심으로 정착해 온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주식인 쌀을 사용하여 술을 빚어
왔다. 우리나라의 술 빚기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발전해 왔고, 바다 건너 일본에 양조법을 전
해주기도 했다. 오랜 세월 동안 음지에 갇혀있던 전통가양주는 1988년 올림픽을 전후로 몇몇 전통 
가양주들이 민속주 지정을 받으며, 양지로 나올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사를 직접지어 자가 양조를 하는 농민주를 대상으로 농가에 적합한 발효조
건을 찾아서 체계적인 가양주 간이제조 기술개발을 보급하고 활성화 하는데 있다.
  온도별, 누룩 접종율, 효모 접종율의 변화를 보면 Brix는 발효온도가 낮아질수록 낮아졌으며 누
룩첨가량이 증가할수록 Brix도 증가하였다. 다만 10℃ 발효에서만 Brix가 약간 상승하였으며 20℃
에서는 누룩 2%, 효모 0.8% 첨가시에 알코올 수율이 18.4±0.5%로 최고를 나타내었다. 계절별 온
도에 따른 최적발효 조건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가 최소 15℃이상, 최고 25℃이하의 온도가 유지되
어야 하며 25℃에서는 누룩 1%, 효모 0.5%, 20℃에서는 누룩 2%, 효모 0.8%, 15℃에서는 누룩 
3%, 효모 0.8%가 발효를 위해 적합한 조건으로 생각된다. 각 담금 회수, 발효방법, 가수량에 따
른 발효 결과를 보면 급수량 100%일때 3단 죽이 알코올 19.2%로 높고 기호도가 우수하였다. 또한 
급수량 150%는 2단 죽이 관능적으로 우수하였고 증자법이 알코올 수율이 19.8%로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농민주 약주 생산이 가능하면 죽, 증자, 무증자, 1단, 2단, 3단, 
급수량 100%, 150%, 200% 등 여러 가지 방식의 약주 제조가 가능하다. 
  농민주는 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는 술로서 주류제조 시설기준을 완
화하고 제조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및 판매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2004년 우리술은 전국 63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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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4개업체) 생산업체가 조사(농림부)되었다. 농민주는 농산물의 소비와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
움이 되나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농민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민주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주류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고품질의 주류 생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선행 연구인 
「농촌 어메니티 자원 양조 실태조사」를 기초로 경기도에 있는 2곳의 농민주 생산 농가(이천 S, 
파주 C 농가)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과학적이며 매뉴얼화 된 농민주를 제작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
하였다. 
  파주 S 농가 의 경우 효모 1.2% 첨가, 치대기 안함, 급수량 120%, 밑술 발효일수 2일, 발효온
도 25℃일때 제조방법이 개선되어 좋은 제품을 생산 할 수 있었으며 이천 S 마을의 경우 상주곡
자 10%, 멥쌀 사용, 누룩량 10%, 급수량 130%으로 했을때 가종 좋은 제품을 생산할수 있었고 이
천 S 마을은 농민주 생산을 위한 신청 단계로 농민들이 다 같이 만들 수 있는 메뉴얼을 그림을 작
성하였다. 

5)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농작물 재배적지가 변동하고 아열대성 
병해충 피해가 나타나는 등 농업부문 영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의 지난 100년
간 평균기온은 1.5℃ 상승하였고, 지난 30년간 겨울평균기온은 1.9℃ 상승하여 세계평균 0.74℃의 
2배 이상 빠른 기온 상승과 따뜻한 겨울이 지속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
라 정부에서는「녹색성장국가 마스터 플랜 - 녹색성장 3대 전략 및 9대 추진과제」를 통해 기후
변화 대응 전략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특히 9대 추진과제 발표를 계
기로 농업분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농작물 안정생산체계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서 먼저, 벼 이앙기 이동과 고온 재배환경에 따른 수량과 미질
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고온경감 대책의 기초자료를 수립하였다. 둘째, 논토양에서 화학비료와 함
께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축분퇴비를 시용하여 메탄 발생특성을 구명하였다. 이때 메탄
의 총배출량을 지구온난화지수(GWP)로 환산한 결과, 무질소 4,036 CO2 kg ha-1, 토양검정 3요
소 4,568 kg CO2 ha-1, 축분퇴비 4,830 kg CO2 ha-1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제 탄소시장
과 연계하여 이모작 재배의 환경적 추가성과 경제적 추가성을 분석하여 향후 농가소득으로 연계시
키기 위한 추진방안을 개발하였다. 이방안은 UN FCCC의 온실가스 저감 방법론에 근거하여 이모
작 재배를 지역에 도입하는 방식이다. 향후 지역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이모작 재배 
무경운 농경방식」과「농민조직화」의 원칙을 거버넌스 체계의 기본 틀로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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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예작물 품질 고급화와 생력화 기술개발
 최근,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건강기능성 요구
가 커지고 있고, 직장여성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조리가 복잡하지 않고 간편하면서도 영양을 고루 
갖춘 음식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어 색소기능성을 고루 갖춘 한입에 섭취가 가능한 오색미니
채소에 대한 중부지역에서 경제성 있는 작부조합을 확립하고, 오색미니채소가 갖는 색소기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안토시아닌과 베타카로틴 함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줄기 유인 수를 구명하였다. 
중부지방에서 경제적인 재배가 가능한 시기는 6월부터 9월말 수확까지의 기간이며, 중부지역에서
는 1월부터 6월 상순까지는 흑자색과 자색의 품목구성이 어렵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녹색의 품
목구성이 어려웠다.  줄기 유인 수에 따른 미니파프리카의 베타카로틴 함량은 차이가 없었고, 수
량성에서 적색과 황색계통에서는 줄기유인처리별 유의성이 없었고, 주황색 계통은 8가지유인에서 
2,973kg/10a로 가장 높아, 8가지 유인을 추천할 수 있었다. 미니가지는 색차는 8가지 처리에서 
청색도가 높고, 색상이 더 선명하였으며, 안토시아닌 함량도 가장 높은 10.4 mg/생체100g이었고, 
수량성도 8가지 유인에서 가장 높아 미니가지의 재배시 8가지 유인을 추천할 수 있었다.
또한, 새로운 수경재배 기술체계 확립연구는 펄라이트자루수경재배 확대를 위한 최적의 급액관리
를 위해 개발한 배액전극법의 재배틀을 최적의 상태로 개선하고 내구성 있는 자재로 금형제작 생
산하여 특허출원(2009, 제30-2009-0055966)하고 토마토를 대상으로 기존 적용가능 시점(정식 후 
30일)을 단축 검토한 결과 정식 후 15일 처리에서도 효율적인 관수제어가 가능하였으며 적용시기가 
단축됨에 따라 용수량과 비료량을 절약하고 타이머관수 대비 토마토의 상품수량이 26% 높았다.
 여름철 고온기 시설재배하우스의 냉방 및 습도조절을 위한 저압분무장치 개발로 재배환경을 개선
하여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자 벤추리효과(venturi effect)를 이용하여 공기를 분사하면 분사되
는 부분에 압력이 낮아지는데, 이곳에 액체를 연결하면 낮아진 압력에 의해 수동적으로 액체가 빨
려나가는 현상을 이용하여 물 입자를 아주 미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개발된 저압포그노즐의 
특징은 공기관과 물관이 별도로 되어 압력조절에 따라 입자크기 및 물량조절 가능하며, 공기압 
1~3 kgf/cm2, 수압2~6kgf/cm2의 낮은 압력을 사용하면서도 효과적인 분사가 된다. 노즐구경이 
1mm로 기존노즐 0.2mm에 비해 25배 커서 노즐 막힘이 거의 없으며, 미세분무 거리가 최대 8m
로 균일한 분무효과가 가능하다. 시공 및 보수에 있어서도 고압호스가 아닌 연질호스에 미늘소켓
으로 손쉽게 취급할 수 있으며 사용분야는 온도강하(cooling), 가습(humidification), 약제처리
(aerial treatment vaccination or disinfection), 공기중 분진제거(dust suppression), 공기중 냄
새제거(odor neutralization) 등에 다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이 노즐은 현재 특허출원(국내 2008, 
제10-0135290, 일본2009-298753) 진행 중이며 곧 산업체에 기술 이전하여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과수는 최근들어 급증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과수 재배농가에
게 저비용 고품질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기 위한 배 과수원 친환경유기자재 이용기술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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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주력하여  농가에서 발생되는 비상품성 배를 이용한 유기액비 엽면살포에 의해 배의 당도를  
0.5。Bx 향상시킬수 있는 뱃물을 이용한 재배기술을 개발하였고, FTA 등에 대비한 국내과실의 국
제경쟁력 향상 및  국내 과실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수출유망 품종인 신고배에 적합한 왜성 중
간대목(KG1)을 선발하였고 엽과 과실의 비율을 20엽/과으로 조절함으로서 관행적인 대과 중심의 
재배에 비해 당도가 저하되지 않으면서 수량성이 우수한 수출대상국 기호에 적합한 중소형 규격과 
생산기술을 개발하였다. 

7)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및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우리 도는 가축분뇨 발생량('09년)이 연간 832만여톤으로 전국의 19.3%를 차지하여 가축분뇨의 적
절한 관리가 친환경농업 달성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벼 재배시 우분, 돈분, 계분 등 
축종별로 가축분퇴비를 우선 시용하고 양분 부족분은 화학비료로 보충하는 가축분퇴비와 화학비료 
혼용 처방기준을 연구한 결과, 가축분퇴비의 화학비료(요소) 대비 시비효과는 우분퇴비 13%, 돈분
퇴비 7%, 계분퇴비는 16%임을 구명하여 벼 재배농가에 과학적인 가축분퇴비 이용 및 자원순환농
업 실현을 위한 영농기술자료로 제공하였다. 또한 경기도 양분총량제 도입에 따른 지역별 양분수
지 과다 지역의 모니터링 및 순환이용 관리 프로그램이 요구되고 있어 이에 따른 가축분뇨 등 농
업자원의 친환경 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경기도 가축분뇨 양분수지 산출 프로그램」을 개발 
등록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읍면별 가축 사육규모와 가축분뇨 발생량에 따른 
질소, 인산 양분수지를 행정구역별로 GIS 지도상에 표현할 수 있으며 잉여 양분에 따른 적정사육
두수와 정화시설 소요예산을 산출하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5개 시군(고양, 화성, 김포, 포천, 여
주)에 대한 「가축분뇨 순환이용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해당 시군에 제공하였는데, 이 프로
그램은 축산농가 위치와 축종별 사육규모를 GIS 지도상에 나타내고 가축분뇨 발생량에 따른 질소, 
인산 양분수지를 행정구역별 표현할 수 있어 시군별 농업정책에 활용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토양 염류 집적을 방지하고 가축분퇴비를 최대한 시용할 수 있는 화학비료와 가축분퇴비 혼합시비
처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생산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기도 가축분뇨 양분수지 산출 프로그램> <가축분퇴비 혼용시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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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과류 시설재배지 염류집적 해소 및 토양 양분 균형관리를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과 공동으로  
생산현장에서 토양상태를 1시간내 즉석 분석하여 양분 과부족 상태를 진단하고 농가에 토양관리 
방법을 처방할 수 있는 토양현장진단 및 처방기술을 개발하였으며, 일반농경지 토양변동조사, 농
업용수 수질조사, 지역별 주요 작물재배지 토양검정을 추진하여 농경지 토양 및 농업용수 8천5백
여점을 정밀 검정하고 도내 농업환경 변동상황을 파악하여 친환경농업 정책지원과 GIS 농경지 토
양관리 자료로 제공하였으며,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발급함으로서 과학적인 친환경 시비관리를 지
원하였다.
또한 도내 G+Rice 9개 생산단지 쌀의 잔류농약 197성분과 중금속 2성분에 대한 안전성 분석을 지
원하였으며, G마크, 수출, 친환경 농산물의 농약잔류량을 조사하여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가 
멘토링과 자료축적 등으로 활용하였고, 복숭아와 상추 GAP 재배농가에 대해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전한 농약사용 기술지도 자료를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제공하였다.

8) 주요작물 병해충 친환경 방제기술 개발, 보급
경기도 시설고추 재배농가의 흰가루병에 대한 친환경 방제법으로 살균제를 대체할 수 있는 아인산
염과 중탄산나트륨을 이용하는 방제법을 개발하였고, 고추 주요 해충인 진딧물 방제용으로 토착 
천적인 "꼬마남생이무당벌레"를 이용한 해충 방제법을 개발하여 고추 무농약 재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가에서 농약의 부주의한 사용으로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는 농자재에 대한 연구를 
통해 식물전멸제초제의 약해증상 구명과 사용상 주의점 및 여름철 고온기 시설오이 유황성분 함유 
농자재 사용상의 주의점을 영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설상추에서 방제가 어려운 
토양병해인 시들음병의 경제적 피해수준을 설정하여 토양병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
고, 시설배추의 작은 뾰족민달팽이 경제적 피해허용 수준을 설정하여 농가에서 스스로 방제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 할 수 있게 하였다. 
최근 벼 재배농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벼 키다리병 예방을 위한 종자소독 방법으로 방제가가 
"스포탁 유제 침종 소독후 자바라 액상수화제 파종전 분의처리" 87~94%, "스포탁 유제와 사파이
어 액상수화제 혼합 침종처리" 83~94%로  높은 새로운 종자소독 방제체계를 개발하였으며, 경기
도 사이버식물병원을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개설하여 인터넷상에서 상호간 화상회의와 작물의 병
충해증상을 사진으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농업인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손쉽고 빠
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병해충진단에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였다.
고추 병해충 방제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의 GIS(지리정보시스템)와 지역별 농업기상을 
이용하여 고추탄저병의 정확한 발생 예측시기를 추정하여 평균기온이 25℃ 이상이고 강우량이 40㎜ 
이상시 최초 방제를 실시하고 그 이후 강우량이 20㎜이상시 2차 방제하면 탄저병 피해를 획기적
으로 줄일 수 있는 결과를 얻어 농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epilove.com)에 고추탄저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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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예측 정보를 탑재하여 농업인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농약 절감기술
을 개발하였다.

<경기도사이버식물병원 홈페이지> <고추탄저병예측모델 홈페이지>

9)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확보
가축의 설사병은 가축이 감염시 40~80%의 폐사율에 이르며 피해액이 우리나라는 1,440억, 경기
도는 276억원에 달하며 항생제로 치료와 예방을 하고 있으나 약물의 오남용과 장기 투여에 따른 
내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가축의 설사병 백신을 생산
하는 작물을 개발하기 위해 시험한 결과, 볍씨 종자에서 1kg당 약 10mg의 백신이 함유(쥐의 경우 
10,000마리의 백신효과)한 가축설사병 예방 백신벼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국내외 특허출원하였
으며, 향후 2012년까지 설사병 백신생산 형질전환 벼의 환경위해성 평가과정을 거친 후 품종 등록 
예정이다.

<설사병 백신 벼 선발> <설사병 백신 벼>
국화와 페튜니아 색소합성유전자 형질전환 신품종 육성을 위해 색소합성 유전자인 B-peru유전자
와 cpap1-D유전자를 pB7WG2D 운반체에 클로닝한 후  C58C1 아그로박테리움에 삽입하여 형질전
환용 운반체를 제작하였고 운반체를 유전자기능 검정한 결과 색소가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이 운
반체를 국화 17개 품종, 페튜니아 8개 품종에 형질전환시켜 국화 주왕 등 5품종에  850개체, 페튜
니아 라일락아이스 등 4품종 762개체를 얻었으며 PCR검정을 통해 형질전환체를 확인하였고 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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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튜니아에서 라일락아이스 등 2품종 22개체에서 자주색이 발현되었다. 
2008년에 특허출원된 시설상추 재배시 연작장애 원인이 되는 토양병인 시들음병 방제용 친환경미
생물제 Bacillus subtilis GG95의 저장 안정성과 포장방제 효과를 검정한 결과, 액상형 미생물은 
10~35℃에서 180일까지 저장되고 미생물 밀도는 107이상 유지되었다. 한편 시설상추 재배를 김
포시 고촌면 신곡리와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의 2농가에서 생산 현장실증 시험한 결과, 시들음병은 
70%가 방제되었고, 수량은 16%가 증수되었으며 소득도 15%가 증가되어 농업인들의 평가에서 호
응도가 매우 높았다.

<미생물이용 시설상추 재배 현장평가> <유용미생물 패니바실러스>
 화학농약으로 방제가 어려운 고추역병의 친환경 방제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도내 엽채류 재배토
양에서 균주를 수집하여 Paenibacillus polymyxa No. 72를 분리 동정하여 특허출원하였고, 포트
시험에서 고추 유묘를 미생물 배양액에 침지한 후 정식한 처리에서 84%의 역병 예방효과가 있어 
이 미생물 균주를 포장시험을 통해 효과를 검정한 다음 농업인이 쉽게 사용할수 있도록 제제화하
여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 진딧물 방제에 효과가 있는 식물추
출물을 제제화하여 생물농약을 개발하고자  2종의 식물추출물을 제형화하여 포장에서 시험한 결
과, GE06-8은 오이 82%, 고추 59%, GE06-26은 오이 85%, 고추 84%의 방제효과가 있었으며 
친환경제제로서 안전성 평가 후 친환경 유기농자재로 등록할 계획이다.

10) 지역 특화작목 상품화기술 개발
10-1) 버섯연구소
새로운 버섯의 재배법 및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버섯재배생력·기계화 연구, 버섯균의 산업화 및 
부가가치향상 기술연구 등 우리나라 연구개발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느타리, 팽이버섯, 새송이버섯 등 일부 품종의 편중재배를 해소하고자 잣버섯, 풀버섯, 잎새버섯 
등 새로운 버섯의 재배법을 개발하고 있다. 잣버섯은 소나무향이 강하고 독특한 맛을 지닌 버섯이
지만 재배기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액체종균 제조기술과 다수확 안정재배를 위한 적합배지를 개
발하였다. 잎새버섯은 병/봉지 재배기술이 개발되었으나 병재배시 배지품질이 균일하지 못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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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안정생산용 배지개발이 요구되어 배지용 적정 pH 조절방법을 개발하여 연중생산기반을 마련
하였다. 그리고 풀버섯은 식미감이 뛰어나 현재 고급음식재료로 이용되고 있으나 염장버섯의 형태
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아 느타리 폐배지 50%를 재
활용 할 수 있는 재배방법을 개발하였다. 최근 원목재배에서 톱밥재배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표고버섯 재배법 개발을 위하여 봉지재배용배지를 개발하여 중국 수입배지와의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느타리 병버섯 자동수확 및 포장연계시스템을 개발하여 인력작업 대비 9.2시간을 단축하였으며, 
년간 수확 및 포장작업 비용은 년간 10,000병당 11백만원(29.2%)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버섯의 
산업적 활용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버섯균을 활용한 염료 및 유류분해에 대해 연구를 수행 중
에 있으며, 노랑느타리버섯의 기능성물질로 올리고펩타이드를 분리하였고, 본태성 쥐실험을 실시
한 결과 혈압을 39%강하시키는 효과를 보여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으며, 금년에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여 상업화 할 계획이다. 또한 버섯두부에 대한 첨가형태 및 첨가수준을 개발하여 대상 신선
연구소에서 상표명 종가집 표고버섯두부로 시판되어 현재 판매되고 있다.

10-2) 소득자원연구소
  경기북부 접경지역 농생명산업의 새로운 미래개척을 목표로 도내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 신뢰 확보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지역에 적합한 고품질 안전 다수성 
콩 신품종과 가공적성이 우수한 율무 신품종을 육성중이다. 연구소에서 자체 육성한 두부적성과 
수량성이 우수한 「만풍콩」을 품종 등록 하였으며, 「만풍콩」의 최적생산을 위한 파종적기와 적
정 재식밀도를 구명하였다.  그리고, 농촌진흥청과의 공동연구로 경기지역에 알맞은 고품질 안전 
다수성 신품종 육성을 위한 교배 모부본용으로 불마름병과 바이러스에 강한 중모3003호와 기능성 
식품용으로 두부용과 가루용에 적합한 검정5호를 품종등록 하였으며, 경기지역 기후에 적합하고 
수량성이 우수한 대풍콩과 청자콩3호를 농가에 조기 확대 보급하고자 재배단지를 조성 보급종급 
종자를 보급 하였다. 
  한편, 대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청정한 농업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에 적합한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소비가 많은 양념채소인 대파의 동
계시설 재배를 위한 적정 품종 및 시비관리, 친환경 방제 및 육묘체계 등 유기재배기술 체계를 확
립하였고 실용화를 위한 농가 실증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수출용 홍삼 원료가 되는 6년근 인삼의 주산지역으로 명품 경기인삼 생산을 위한 다양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한 묘삼 분류기준을 개선하였고, 발효인삼 가공을 
위한 적정품종을 선발하고 지하부 최적 채취시기를 구명하였다. 친환경 방제법을 포함한 인삼 본
밭 적용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재배법을 확립하여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가실증하였고, 
인삼 모밭 적용 가능한 친환경 방제기술도 개발하여 연간 15회 방제하던 것을 7회로 줄이는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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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발하여 농가실증 중에 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인삼종자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전자
(DNA) 특성 등 첨단기법을 활용하여 순도가 95% 이상인 고순도 인삼종자 300kg을 생산하였고 
격리된 모밭에서 육묘중이며 2012년 농가보급 예정이다.  
  경기북부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DMZ 등 접경지역의 다양한 생물자원은 장
기적으로 경기도에 매우 중요한 생명자원이라는 인식하에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우수한 생물자원을 
신소득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애완용 9종, 지역축제용 4종 등 25종을 선발하였으며, 사슴벌레류의 
대형개체 생산을 위한 사육기술을 확립하였다. 곤충 사육 및 소비동향을 분석하여 곤충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곤충의 학습/체험효율 향상을 위하여 학습관찰용 
멀티 곤충사육키트를 특허등록하였다. 

10-3) 선인장연구소
  소비시장 확대 및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선인장․ 다육식물 신품종 육성, 신규품목 개발, 품
질향상 기술 개발 및 선인장․ 다육식물 산업화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지역특화작목 신품종 육성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수출국의 기호에 적합한 비모란 선인장 4
품종과 산취 1품종, 다육식물 소비시장 확대를 위한 꽃기린 2품종을 개발하였고, 팔레놉시스 종묘
수입 대체를 위한 신품종 「핑크엔젤」을 품종등록 하였다. 그리고 수출선인장 신규품목으로 접목 
게발선인장에 적합한 대목 및 접수품종을 선발하고 새로운 소비 확대를 위한 선인장․ 다육식물 절
화소재와 음이온 다발생 선인장․ 다육식물을 추천하였으며, 다육식물 산업화를 위한 건축물 녹화용 
식물소재를 선발하고 활용방법을 개발하였다.
  수출용 접목 게발선인장의 대목으로는 삼각주가 적합하였으며, 접수품종은 「화이트플레임」과 
「캐리비안댄서」가 줄기마디수가 많고 줄기마디의 크기가 작아 수형구성이 용이하여 수출에 적합
한 대목과 품종으로 선발하였다.
  다육식물의 산업화를 위해 건축물 녹화용 소재로 적합한 식물소재를 조사한 결과 옥상녹화에는 
와송, 가지바위솔, 설악애기기린초, 땅채송화, 바위채송화, 돌나물 등 자생종 6종 및 Delosperma 
aberdeenense 등 도입종 8종을 포함한 총 14종, 벽면녹화에는 와송, 좀바위솔, 가지바위솔, 설악
애기기린초, 땅채송화, 바위채송화, 돌나물 등 자생종 7종 및 Sedum album 등 도입종 14종을 포
함한 총 21종이 환경적응성과 관상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음이온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선인장은 투쟁용, 귀면각, 비화옥이 다육식
물은 벽어연이 음이온 발생량이 많아 기능성이 우수한 식물로 홍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수출확대를 위해 배지의 사용에 따른 검역문제를 해결하고 현지 중간유통 
비용을 절감해 줄 수 있는 무배지 생장방법을 개발하여 특허출원 하였다. 특히 무배지 생장방법을 
이용할 경우 생장에 필요한 배지비용과 수출 포장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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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액 증대와 함께 농가소득 향상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선인장 분화상품의 관상가치를 증진하고 다른 분화류와 차별되는 상품개발로 내수 소비를 확대
하기 위해 장식용 미니 화분을 개발하여 실용신안등록을 출원하였다. 장식용 미니화분은 크기가 
작아 관리가 간편하다는 장점 외에도 부착수단이 구비되어 벽면이나 냉장고 등 소비자가 원하는 
곳에 부착이 가능하고 장식의 효과가 있으며 표면에 숯을 도포하여 실내 환경개선의 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
  비모란 선인장을 완성형 포장상품으로 판매에 편리하도록 개선한 간편 개별 포장 패키지를 개발 
디자인 등록하였다. 상품의 구성과 조립의 간편성, 작업의 편리성, 포장비용 최소화, 운송 및 유통 
안정성을 고려한 상품으로 수출용 접목선인장을 소비자가 간이 수경재배로 키울 수 있어 수출용 
포장패키지로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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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영상분석 이용 벼 수비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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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program for determining topdressing rate at panicle 
initiation stage by the digital image taken from the plant canopy at the rice field and 
evaluate the effect of recommended topdressing rate on rice growth and rice quality. To 
develop the program for determining topdressing rate, N fertilizer were treated at the rate 
of 0-0%, 50-20%, and 70-0% for the basal application and topdressing at tillering stage, 
and topdressing at panicle initiation stages was applied at the rate of 0, 15, 30, and 45% 
corresponding to the recommended N amount by the result of soil testing. The field treated 
with recommended rate was top dressed at panicle initiation stage based on the result of 
digital image analysis. Rice growth, dry weight, and amount of N uptake at 50-20% and 
70-0% treatment field were not different between the N fertilizer treatments, but plant 
height and the number of tillers at 50-20% and 70-0% were higher than those of 0-0% 
treatment field. Head rice yield, immature grain ratio of brown rice, and protein content of 
brown rice were increased by the increment of N topdressing rate at panicle initiation stage. 
Correlation coefficient were high between plant characteristics such as plant height, dry 
weight, and amount of N uptake and index of digital image such as canopy cover(CC) and 
canopy volume(CV).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normalized R(r) and SPAD and between 
normalized G(g) and plant height, dry weight, and amount of N uptake was relatively high. 
Nitrogen topdressing rate determination program consisted with multiple regression 
equations were based on the analysis of digital image of rice growth at panicle initiation 
stage to meet the target of rice yield and rice protein content. Nitrogen rates applied as 
topdressing by the developed program were 21% for 0-0 % treatment plot and 19% for 
50-20% and 70-0% treatment plots. Nitrogen topdressing rates at panicle initiation stage by 
the program were lower compared to the amount of recommended rate, but the rice growth 
and rice quality were same to those of the plots top-dressed with 30% of Nitrogen.   
Key words : Rice, Digital image, Topdressing rate, Rice growth, Rice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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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밥맛, 쌀의 외관 등 쌀의 품질을 좌우하는 요인은 품종, 재배관리, 수확 후 관리, 산지 등 매우 많
은 요인이 있으나 재배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질소 시비 관리가 가장 크게 영향한다. 우리나라의 벼 재
배에서 질소비료 권장 시비량은 1990년대 이후 10a당 11kg이었으나, 최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표준 질소시비량을 9kg/10a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질소비료 분시비율도 기비-분얼비-수비-실비를 
50-20-20-10의 비율로 시비하도록 2002년까지 권장하였으나 실비(알거름)는 쌀의 등숙 향상을 통한 
수량의 증대에는 도움이 되지만 쌀의 단백질함량을 높여 식미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므로(김, 2004; 
石間 等, 1974: Nishzawa et al, 1977; 채와 정, 2002) 실비(알거름)을 생략하고 기비-분얼비-수비
를 50-20-30으로 분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권장 기준일 뿐 실제 농민들이 사용하는 
시비량은 기준시비량보다 적게는 1.5배에서 많게는 2배에 이르는 등 비료 남용에 의한 비용 증가, 품
질저하, 도복 등으로 경제적 손실이 큰 실정일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우려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과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토양검정에 의한 시비량을 추천을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역시 고품
질 쌀의 다수확을 위해서는 생육기간 중 벼의 생육 상태를 진단하여 추비로 생육 조절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농민들의 눈대중에 의한 생육진단과 시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간편하고 정
확한 생육진단 정보에 의한 시비처방기술이 개발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작물의 생육기간 중 영양 상태 특히 질소 영양 상태를 진단하여 추비시기를 진단하려는 노력이 우리
나라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실용적으로 이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LCC나 SPAD를 이용하여 
벼의 영양 진단에 이용하려는 연구들도 다수 있었으나(Yang et al, 2003; 홍 등, 2003; 이 등, 2004; 
김 등 2002; 김, 2004) 엽색표(leaf color chart, LCC)를 이용하는 경우 특정 품종, 지역, 시기 내에
서는 엽 질소함량과 LCC간에는 상관이 높으나(Yang et al, 2003, Singh et al, 2002), 시비를 위한 
임계 LCC 값은 품종, 지역 및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조건에 따라 각각 결정 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
고(Singh et al, 2002), 또한 LCC값을 비엽중(SLW)으로 보정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으나(Yang et al, 2003) 비엽중을 파괴적으로 측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SPAD와 마찬
가지로 잎 국소 부분의 특정 파장 빛의 반사.투과 특성을 이용하여 잎의 질소함량을 비파괴적으로 측
정하기 위하여 디지털질소측정기(박광호, 2004)를 개발되었으나 근본적으로 LCC와 같은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LCC, SPAD 등은 작물의 영양 상태 즉 비료의 시비 필요 여부에 대한 정보만을 제
한적으로 제공할 뿐 얼마나 비료를 주어야 할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언제 얼
마나 비료를 주어야 하는 가는 영양 상태 즉 엽록소 또는 질소 함량뿐만 아니라 생육량(건물중)에 대
한 정보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이 경우 군락 반사를 측정하는 데는 고가의 장비(GER1500: 
300~1500nm, 1.5nm해상도)를 이용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군락반사를 
이용한 영양 및 생육 진단기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범용 digital camera를 이용한 작물 영양 진단의 경우 Ku 등(2004)이 호밀 개엽의 엽록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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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digital camera image의 RGB값을 추출하여 계산한 식생지수와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가 보고 
되었고, Digital camera의 경우 근적외선(NIR)에 대한 반사값을 직접 얻을 수 없어 생육량에 대한 정
보를 얻기 어렵고, 또한 사진 촬영시 날씨에 따라 RGB값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해
결하기 위해 변인 조건에서 Digital camera 이미지의 색상지표를 개발한 연구가 보고(Lee and Lee, 
2007a. 2007b)되었으나 생육진단과 시비처방에 디지털 카메라를 활용하기에는 미흡한부분이 많다. 이
러한 문제점을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경우 Digital camera 또는 Digital camera 부착 휴대전화가 보
편화 되어 있어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수분화기에 벼 군락의 생육상태를 Digital camera로 촬영하여 영상 분석에 의
한 지상부 질소 보유량을 추정하고 목표 수량 및 목표 단백질함량에 필요한 유수분화기 이후 질소 흡
수요구량을 산정하여 이삭거름 시용량을 결정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사용법에 관한 결과에 관한 것이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8년 경기도농업기술원 논 포장에서 추청벼를 시험품종으로 하여 5월 21일 35일묘를 
3.3㎡당 70주로 기계이앙 하였다. 시비처리는 토양검정시비량 N-9.8, P2O5-6.0, K2O-2.8kg/10a에 
대하여 질소량 분시는 기비-분얼비로 0-0, 50-20, 70-0%로 분할하여 처리하였고, 각 처리구마다 
질소 이삭거름을 0, 15, 30, 45%로 시용하였다. 인산은 전량 밑거름으로 시용하였고, 칼리는 모든처
리구에서 기비70%, 수비30%로 시용하였고 기타 재배관리 방법은 경기도농업기술원 벼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시험전․ 후 포장의 유기물함량을 비롯한 토양분석은 농촌진흥청의 토양 및 식물체분석법(2000)에 준
하여 실시하였고, 유수분화기(출수전30일 기준) 생육상황으로 초장, 경수, 지상부건물중 및 벼 잎의 
엽록소함량은 간이엽록소측정기(SPAD- 502, Minolta, Jappan)을 이용하여 지엽의 엽맥을 제외한 중
앙부에서 측정하였다. 식물체 질소함량은 부위별 시료를 건조 마쇄하여 Micro-Kjeldahl법으로 분석하
였고, 식물체 영상분석을 위해 지상 1.2m높이에서 수직하방향으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프로그램을 
통한 영상분석에 이용하였다.
  수확기 생육 및 수량조사는 출수후 55일 기준으로 지상부 건물중, 식물체 질소함량, 수량 및 수량구
성요소, 현미 및 쌀 외관품위, 현미 및 쌀 단백질함량, 식미치(Toyo)를 조사하였다. 쌀품질과 관련된 
형질로서 완전미율은 RN-500(Kett, Japan), 단백질함량은 AN-700 (Kett, Japan), 백도는 
C-300(Kett, Japan), 식미치는 쌀을 일정한 조건에서 호화시켜 밥알 표면의 보수막 특성을 근적외선
으로 측정하여 밥맛을 간접 측정하는 Toyo사의 미도메타(MA-30A,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시험 전․후 토양의 화학적 특성

  시험전 토양의 지력을 파악하고자 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1에서와 같이 유기물과 인산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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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별 시비처방 기준(농촌진흥청. 2006)에서 제시한 적당한 토양의 화학성 유기물 25~30g/kg, 인산 
80~120mg/kg에 비해 20.4g/kg, 42mg/kg으로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1. 시험전 토양의 화학적 특성
pH

(1:5)
O.M.

(g/kg)
Av.P2O5
(mg/kg)

Ex. Cat.(cmol+/kg) CEC
(cmol+/kg)

SiO2
(mg/kg)K Ca Mg

7.1 20.4 42 0.4 7.6 2.0 13.4 188
※검정시비량 : N-10.7,  P2O5 - 5.8,  K2O - 3.0kg/10a

나. 벼 생육 양상 및 부위별 질소함량
  벼의 생육 및 영양 상태를 파악하여 목표 품질과 수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정확한 수비처방을 위해
서는 벼의 영양 상태 즉 엽록소 또는 질소 함량뿐만 아니라 생육량(건물중)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한다
(김, 2004; Nguyen 등, 2005; Nguyen, 2006). 이를 위해 추청벼 유수분화기 생육상황 및 건물중과 
질소흡수량을 조사한 결과 표2, 표3에서와 같이 기비와 분얼비를 무시용한 처리 대비 시용한 처리에
서 초장6.2~7.4cm, 경수 5.4~5.6개 많았다. 기비와 분얼비를 시용한 처리구의 분시방법에 따른 생육
은 대등하였다. 유수분화기 벼 지상부 건물중도 무시용구 대비 시용구에서 123~138.6kg/10a 많았고 
질소흡수량도 1.2kg/10a 많았으나, 기비와 분얼비를 시용한 처리구의 분시방법에 따른 건물중과 질소
흡수량은 생육상황과 같은 경향으로 대등하였다. 

표 2. 유수분화기 생육
처리 초  장(cm) 경  수(개/주) SPAD평 균 C.V(%) 평 균 C.V(%)

0-0-0 55.9±2.2 4.0 17.1±3.2 18.9 30.3±1.5
50-20-0 63.3±1.6 2.6 22.5±3.8 16.7 30.0±1.5
70-0-0 62.1±1.8 1.8 22.7±4.0 17.7 29.4±1.2

표 3. 유수분화기 지상부 건물중 및 질소함량
처리 건물중(개.g/주) TN(%) 건물중(kg/10a) 질소흡수량(kg/10a)

경수 엽중 경중 엽 줄기 엽중 경중 지상부 잎 줄기 지상부
0-0-0 20.3 3.8 6.1 2.2 0.8 80.4 129.6 210.0 1.8 1.0 2.8 

50-20-0 25.8 5.9 9.8 2.1 0.7 125.1 207.9 333.0 2.6 1.5 4.1 
70-0-0 26.2 6.0 10.5 2.0 0.7 126.8 221.7 348.6 2.5 1.5 4.0

※ Factor:1.009N,  Blank:0.0274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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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은 유수분화기 벼 생육상황을 영상분석하기 위해 지상부 1.2m 높이에서촬영한 사진이다. 기
비와 분얼비 무시용구에서 생육이 부진하였고 분시방법에 따른 생육은 대등함을 알 수 있다.

0-0-0
    

50-20-0
    

70-0-0
그림 1. 기비, 분얼비 시용량에 따른 벼 유수분화기 디지털 영상

  기비와 분얼비 무시용 및 시용처리구별로 이삭거름을 0, 15, 30, 45%로 시용한 후 성숙기의 생육상
황과 건물중 및 질소흡수량은 표 4, 표5와 같다. 기비와 분얼비를 무시용한 처리에서 전반적으로 간장, 
수장, 수수가 적었고 수비 시용량이 증가할수록 생육량은 증가되었다. 분시비율에 따른 생육상황은 기
비-분얼비를 50-20%로 시용한 처리에서 다소 양호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성숙기 지상부 건물중 및 
질소흡수량도 생육상황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50-20-0, 15, 30, 45% 처리에서 이삭부분의 건물
중 및 질소흡수량이 다소 높았다.

표 4. 성숙기 생육상황

처리 간장(cm) 수장(cm)
수수(개/주) SPAD평균 C.V(%) 평균 C.V(%)

0-0-0 69.5 3.9 17.3 12.4 15.6 24.7 
0-0-15 75.4 2.1 19.0 12.8 16.5 29.9 
0-0-30 75.9 2.4 19.7 15.1 17.3 32.1 
0-0-45 79.1 2.7 19.8 20.0 19.4 32.3 
50-20-0 74.8 2.9 18.5 15.1 22.8 24.2 
50-20-15 79.2 3.0 19.5 16.1 20.6 28.2 
50-20-30 81.9 4.0 20.3 17.1 14.3 32.1 
50-20-45 82.2 3.1 20.4 17.7 16.8 33.5 
70-0-0 75.2 2.2 17.7 15.9 18.6 23.1 
70-0-15 75.5 3.0 18.8 16.1 12.6 26.7 
70-0-30 79.0 3.0 20.1 16.7 19.9 28.4 
70-0-45 79.1 3.0 20.6 17.1 17.7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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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성숙기 지상부 건물중 및 질소함량

처리 건물중(kg/10a) 질소량(%) 질소흡수량(kg/10a)
줄기 잎 이삭 총중 줄기 잎 이삭 줄기 잎 이삭 지상부

0-0-0 526.3 168.9 531.3 1226.5 0.3 0.7 0.9 1.5 1.1 5.0 7.6 
0-0-15 547.9 199.8 624.4 1372.1 0.3 0.8 1.0 1.7 1.6 6.2 9.5 
0-0-30 579.8 212.4 717.1 1509.2 0.4 0.8 1.0 2.1 1.7 7.0 10.8 
0-0-45 580.6 218.1 764.7 1563.4 0.4 1.0 1.0 2.2 2.1 7.7 12.0 
50-20-0 604.2 207.2 602.3 1413.8 0.3 0.7 0.9 2.0 1.4 5.7 9.1 
50-20-15 638.0 228.1 710.8 1576.9 0.4 0.8 1.0 2.2 1.8 6.9 10.9 
50-20-30 665.4 247.4 823.8 1736.6 0.4 0.8 1.0 2.5 2.0 8.2 12.7 
50-20-45 655.5 235.0 813.7 1704.3 0.5 0.9 1.0 3.0 2.2 8.5 13.6 
70-0-0 615.0 214.4 579.5 1409.0 0.3 0.6 0.9 1.8 1.3 5.2 8.3 
70-0-15 648.3 228.9 655.0 1532.2 0.3 0.7 1.0 2.0 1.6 6.4 10.0 
70-0-30 732.2 233.9 745.1 1711.2 0.4 0.8 1.0 2.6 1.8 7.3 11.7 
70-0-45 756.5 240.3 841.8 1838.6 0.4 0.8 1.0 3.2 2.0 8.7 13.9 

다.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
  이삭거름을 0, 15, 30, 45%로 시용한 후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은 표 6과 같다. 수비량 증가에 따라 
㎡당수수와 수당립수가 증가되었으나 기비시용구에서는 수비30%와 45%차이가 크지 않았고 등숙율과 
정현비는 모든 처리구에서 대등하였다. 10a당 완전미 수량도 이삭거름 시용량에 따라 증가되는 경향
이었으나 수비량 30%이후에는 증가량이 많지 않았다.

표 6.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

처 리 ㎡당수수 
(개)

수당립수
(립)

㎡당립수 
(립)

등숙율
(%)

천립중
(g)

정현비
(%)

수량(kg/10a)
백미 완전미 C.V

0-0-0 311.1 77.4 24,013 95.2 21.9 83.0 345 335 4.6
0-0-15 315.0 85.4 27,035 95.8 21.9 83.7 467 452 1.2
0-0-30 318.2 91.6 28,983 92.5 21.6 84.0 501 480 2.6
0-0-45 363.1 85.1 30,934 95.5 21.7 84.4 536 512 3.1
50-20-0 311.1 81.0 25,060 96.3 22.1 83.7 433 422 3.7
50-20-15 353.5 78.6 27,356 96.0 22.6 83.7 518 510 3.8
50-20-30 396.0 85.2 33,690 96.8 23.0 84.1 570 562 1.4
50-20-45 398.9 85.8 34,839 96.7 23.0 84.4 581 571 3.0
70-0-0 367.7 70.9 25,819 95.2 21.8 83.1 409 398 1.5
70-0-15 381.8 71.7 27,153 95.7 22.4 83.0 464 447 0.3
70-0-30 396.0 82.9 32,814 96.5 22.9 84.0 530 521 4.9
70-0-45 397.7 83.0 33,020 97.0 22.5 84.2 541 532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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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품질특성
  수비시용량에 따른 현미와 백미의 품질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7, 표8와 같다. 현미의 경우 수비량
이 증가할수록 미숙립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백미품위에서는 처리간 큰 차이가 없었
다. 그러나 단백질함량은 수비시 용량이 증가할수록 증가되어 45%수준에서는 무시용구에 비해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7. 현미 품질 특성

처 리 현  미  품  위 (%)
정상립 동할립 미숙립 피해립 사미

0-0-0 90.0 0.6 4.7 4.4 0.3
0-0-15 89.8 0.1 5.0 4.2 0.9
0-0-30 86.4 0.1 7.4 4.8 1.3
0-0-45 86.6 0.2 10.1 2.9 0.2
50-20-0 90.7 0.5 6.4 2.1 0.3
50-20-15 90.1 0.4 6.8 2.7 0.0
50-20-30 90.8 0.2 6.8 2.0 0.2
50-20-45 89.0 0.0 9.0 1.8 0.2
70-0-0 89.7 0.8 6.6 2.7 1.0
70-0-15 88.4 1.2 7.8 2.7 0.9
70-0-30 91.3 0.6 6.3 1.3 0.5
70-0-45 89.4 0.2 7.7 2.4 0.2

표 8. 백미의 품질특성
처  리 백미품위(%) 아밀로스(%) 단백질(%)완전립 싸래기 분상질 피해립
0-0-0 97.1 0.5 2.2 0.2 18.2 5.5
0-0-15 96.8 0.8 2.2 0.2 18.7 5.8
0-0-30 95.8 0.8 3.2 0.2 18.6 5.9
0-0-45 97.5 1.3 1.1 0.1 19.0 6.3
50-20-0 97.4 0.7 1.5 0.4 18.4 5.7
50-20-15 98.4 0.3 1.2 0.1 19.0 6.0
50-20-30 98.5 0.3 1.2 0.0 19.0 6.2
50-20-45 98.4 0.4 1.0 0.2 19.0 6.6
70-0-0 97.1 0.5 2.4 0.0 18.9 5.5
70-0-15 96.3 0.5 2.9 0.3 18.4 5.7
70-0-30 98.2 0.4 1.4 0.0 18.6 6.0
70-0-45 98.7 0.4 0.7 0.2 18.9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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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Digital 영상 분석을 위한 색지표와 중회귀모델 작성
  Digital camera 촬영시 기상조건에 따른 RGB 값 변동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지로부터 추
출한 RGB 값을 이용하여 다양한 index를 만든 결과는 아래 Index 1.과 같고 Digital camera 영상 
색지표 Calculation은 Index 2와 같다.

  Index 1. The evaluated indices
    -  non-normalized red (R) 
    -  non-normalized green (G) 
    -  non-normalized blue (B)
    -  normalized red (r) = R/R+G+B
    -  normalized green (g) = G/R+G+B 
    -  normalized blue (b)  = B/R+G+B 
    -  difference between non-normalized green and non-normalized blue (G-B)
    -  difference between normalized green and normalized blue (g-b)
    -  excessive green index (EGI) = 2g-r-b or EGI=3g-1 
    -  modified excessive green index (MEGI) 
       = MEGI=0 If g is lower than r or b, and otherwise MEGI=EGI
    - hue = W if B≤G or Hue=2π-W if B>G 
      ( W=cos-1[ {2R-(G+B) }/2 {(R-G) 2+(R-B) (G-B) } 1/2] )
    - saturation (SAT) = 1-3min(r, g, b) 

 Index 2. Calculation of  colour index
    - r = R/R+G+B ----- (1)
    - g= G/R+G+B ----- (2)
    - b= B/R+G+B ----- (3)
    - EGI (Equation 4) : EGI=2g-r-b or EGI=3g-1 ----- (4)
    - MEGI (Equation 5)  : MEGI=0 If g is lower than r or b, and 
         otherwise  MEGI=EGI -- (5)
    - W=cos-1[ {2R-(G+B) }/2 {(R-G) 2+(R-B) (G-B) } 1/2]
    - Hue =W if B≤G or Hue=2π-W if B>G----- (6)
    - SAT=1-3min(r, g, b) ----- (7)

  앞에서 만들어진 index들을 이용하여 포장 실험에서 얻어진 생육지표들과 비교하여 벼 군락 Digital 
camera 영상 색지표와 식물체 특성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벼 군락의 영상 색지표 



 Ⅰ. 작물연구 ∙ 39

중 군락피도(CC)와 군락체적(CV)이 초장, 건물중 및 질소흡수량과의 상관계수가 높았는데 디지털 영
상자료인 군락피도(CC) 값에 초장을 곱한 값인 군락체적(CV)과 식물체 특성간의 상관계수가 더 높아 
군락피도 이외에 초장을 영상진단에 활용할 경우 진단의 정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RGB 값
으로 부터 표준화 시킨 r값은 상대적으로 SPAD값과의 상관계수가 높았고, g값은 초장, 건물중 및 질
소흡수량과의 상관계수가 높아 생육진단에 활용이 가능 하였다.

표 9. 벼 군락 Digital camera 영상 색지표와 식물체 특성과의 상관
구 분 초장 건물중 SPAD 잎질소 농도 지상부 N 농도 질소 흡수량
CC 0.729 0.770 0.252 0.019 -0.096 0.713 
CV 0.918 0.833 0.421 0.103 -0.001 0.819 
R -0.688 -0.440 -0.389 -0.162 -0.150 -0.504 
B -0.398 -0.473 0.027 0.156 0.214 -0.346 
r -0.492 -0.149 -0.519 -0.365 -0.379 -0.342 
g 0.668 0.627 0.196 -0.046 -0.111 0.544 
b -0.297 -0.471 0.177 0.302 0.365 -0.260

NDI -0.761 -0.506 -0.487 -0.215 -0.182 -0.581 
Hue 0.094 -0.236 0.275 0.297 0.338 0.025 
Sat 0.296 0.480 -0.190 -0.318 -0.380 0.259 

Intensity -0.627 -0.486 -0.225 -0.004 0.021 -0.457 
  CC: canopy cover,  CV: canopy volume (=CC * 초장),  R, G, B: red, green, blue value  
  r, g, b: normalized R, G, B. NDI : normalized difference index,  Hue: 색상,  Sat: 채도, 
  Intensity: 명도

  벼 군락의 디지털 영상 자료로부터 벼 지상부의 건물중(SDT)과 질소흡수량(Nup)을 추정할 수 있는 
모델을 작성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지상부 건물중은 명도와 초장과의 관계 및 군락피도와 표준화된 
R값(NorR)의 관계식으로부터 작성하였고, 지상부 질소흡수량은 명도와 초장 및 군락피도와 규준화된 
G값(NorG)과의 관계식으로 추정 모델의 작성이 가능하였다. 지상부 건물중과 질소흡수량에 대한 추정
모델의 결정계수는 각각 최대 0.867 및 0.823으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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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디지털 카메라 영상을 이용한 벼 지상부 건물중 및 질소 흡수량 추정 모델
Model Equation R2 

SDT = 45.6CC0.481 Int-1.271 PltH1.943                           (1) 0.867
SDT =  6063.2CC0.980 NorR3.711 0.811
Nup = e-3.637 Int-1.049 PltH2.335                                (2) 0.823
Nup = e4.286 CC0.499 NorG3.870 0.68

  SDT : 지상부 건물중(g/m2)                 Nup :  지상부 질소흡수량(g/m2)
  CC :  canopy cover (군락 피도)             Hue : 색상
  NorR, NorG: normalized Red, Green         Int : intensity (명도)
  NDI : normalized difference index           PltH : 초장(cm)

  벼 군락의 영상분석 자료로 부터 지상부 건물중과 질소흡수량 모델을 작성하여 추정한 값과 실측치
간 비교를 통해 추정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는 그림2와 같다. 지상부 건물중과 지상부 질소흡수량의 
추청치와 실측치간 비교시 결정계수가 각각 0.869와 0.816으로 추정 정도가 높게 나타나 디지털 영상
분석에 의한 벼 생장량 및 질소흡수량의 추정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림 2. 벼 군락 Digital Camera 영상 분석에 의한 유수분화기 지상부 건물 중 및 유수분화 이후 질소 
흡수량의 추정치와 실측치 비교

  벼 군락의 영상자료로부터 작성한 지상부 건물중과 질소흡수량 모델을 이용하여 유수분화기부터 성
숙기까지의 지상부 질소흡수량, 벼 수량 및 쌀 단백질 함량을 추정하기 위한 중회귀 모델을 작성한 결
과는 표 11과 같다. 유수분화기~성숙기 지상부 질소흡수량은 유수분화기 벼 지상부 질소함량과 질소 
수비 시용량과의 관계식으로 추정이 가능하였으며 결정계수는 0.923으로 매우 높았다. 수량 및 쌀 단
백질 함량은 벼 지상부의 유수분화기 질소흡수량과 유수분화기~성숙기 질소흡수량의 중회귀 모델로 
추정이 가능하였는데 각각의 결정계수는 0.859와 0.804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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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벼 수량, 쌀 단백질함량 및 유수분화기 이후 질소흡수량 추정을 위한 중회귀 모델
Equation for yield, protein and PHNup R2

 PHNup= 0.79 + 0.978Npi + 2.673PNup - 0.408PNup2      (1) 0.923
 Yield = 88.6 + 6.97PNup2 + 84.7PHNup - 2.60PHNup2    (2) 0.859
 Protein = 6.05 + 0.016PNup2 + 0.0013PHNups2            (3) 0.804

    PHNup : 유수분화기~성숙기 질소 흡수량(g/m2)  
    Yield : 벼 수량(kg/10a)
    Protein : 쌀 단백질함량(%, 건물중 기준) 
    Npi : 질소 수비 시용량 (kg N/10a)
    PNup: 유수분화기 벼 지상부 질소함량 (g/m2)

  벼 지상부 질소흡수량, 벼 수량 및 쌀 단백질 함량을 중회귀 모델로부터 추정한 값과 실측치간의 비
교를 통해 추정 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그림 3) 결정계수는 각각 0.916, 0.86 및 0.804로 높게 나타
나 실용적 이용이 가능하였다. 각각의 중회귀 모델을 활용할 경우 유수분화기 벼 군락의 영상자료로부
터 벼 생육을 진단하여 목표로 하는 벼 수량과 쌀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비 질소량을 산출하여 수비
시용에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림 3. 벼 수량, 쌀 단백질함량 및 유수분화 이후 질소 흡수량의 추정치와 실측치 비교

바. 디지털영상분석 프로그램 개발
  디지털영상을 이용한 벼 수비처방 진단 프로그램은 디지털 카메라 영상을 통한 군락 반사 촬영시 
일사 등과 같은 측정 조건에 따른 군락 반사의 변인을 보정하고, 기비+분얼비의 양을 달리하여 질소 
영양과 생장량을 다르게 조성한 시험포장에서 조사된 유수분화기의 생육상황(초장, N농도, SPAD, 건
물중 등)과 같은 시점에서 촬영된 디지탈 카메라 영상 해석(군락식피율, 엽면적 등)에 의하여 도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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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지표들을 이용 벼 지상부 건물중 및 질소 흡수량 추정 모델과 벼수량, 쌀 단백질함량에 따른 수비
시용량 추정을 위한 중회귀 모델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림. 디지털영상을 이용한 벼 수비처방 진단 프로그램

사. 디지털영상분석 프로그램에 의한 질소 수비량 처방 후 벼의 생육상황
  일정한량별로 질소 수비량을 처리한 것과 벼 수비처방 진단 프로그램에 의해 쌀 단백질 함량 6.0%
를 기준으로 질소 수비 처방한것의 출수기 생육상황은 표 12와 같다. 디지털 영상분석에 의한 시비결
과 기비-분얼비를 생략한 처리구의 수비질소 시용량은 2.1 kg/10a로 벼 초장과 SPAD값은 각각 
92.1cm와 29.8로 분시비율 0-0-15처리구의 벼 생육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기비-분얼비를 
50-20%와 70-0%로 처리한 시험구를 유수분화기의 영상분석을 통해 진단한 수비질소량은 1.9 
kg/10a으로 영상분석에 의한 시비총량은 같은 수준이었다. 영상분석에 의한 수비질소의 분시비율은 
19%로 표준재배 기준 30%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처방되어 생육에 필요한 수비량을 초과하여 쌀 단백
질 함량의 과도한 증가로 인한 품질의 저하는 없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영상분석에 의한 수비질소 시
용후 출수기 벼 생육은 초장 96.4cm, SPAD 30.7로 50-20-15 및 50-20-30 처리구의 벼 생육과 비
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비를 70%로 시용하고 분얼비를 생략한 처리구의 출수기 벼 생육은 
초장 99cm, SPAD 30.4로 70-0-30 처리구의 벼 생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기비질소 70% 
시용후 분얼비를 생략한 경우의 수비질소 분시비율도 19% 수준으로 생육정도는 수비질소 30%와 대등
한 것으로 나타나 적정한 시비가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되어 영상분석이 식물체의 영양상태 진단에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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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출수기 생육상황
수비량별 시비 디지털영상분석 시비

분시비율(%) 초장(cm) C.V(%) SPAD 분시비율(%) 초장(cm) C.V(%) SPAD
0-0-0 82.0±2.8 3.4 27.4±1.2 

0-0-21
(N 2.1kg /10a) 92.1±2.2 2.3 29.8±1.6 0-0-15 92.9±2.2 2.3 30.0±1.5 

0-0-30 101.0±2.2 1.4 31.7±1.3 
0-0-45 106.2±3.5 3.3 33.9±1.7 
50-20-0 89.8±2.6 2.9 27.7±1.6 

50-20-19
(N 1.9kg /10a) 96.4±2.0 2.0 30.7±1.3 50-20-15 97.3±2.5 2.5 29.8±1.7 

50-20-30 99.8±2.4 2.4 31.3±1.7 
50-20-45 105.0±2.2 2.1 33.2±2.1 
70-0-0 90.3±3.4 3.7 27.6±1.5 

70-0-19
(N 1.9kg /10a) 99.0±2.0 2.0 30.4±1.4 70-0-15 92.2±2.7 2.9 29.2±1.7 

70-0-30 98.2±2.9 3.0 30.2±1.3 
70-0-45 104.1±3.2 3.0 30.9±1.7 

※검정시비량 : N-9.8, P2O5-6.0, K2O-2.8kg/10a.   출수기 : 8월 18~19일. 

  벼 수비처방 진단 프로그램에 의해 질소 수비 처방후의 성숙기 생육상황은 표 13과 같다. 디지털 
영상분석에 의한 시비결과 앞에서 언급한 출수기 생육상황과 같은 경향이었는데 전반적으로 수비량별
로 처리한 시용구의 15~30%내에 포함되었다. 초장은 디지털영상 분석에 의한 수비시용구에서 다소 
작았으나 수장, 수수, SPAD는 수비시용량 15%보다 많거나 높고 30%보다는 낮거나 적어 디지털영상
분석에 의한 처방 시비량 21%와 19%는 수비량별 시비구와 비교해 볼때 적절한 생육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기비와 분얼비를 무시용한 처리구에서는 간장과 수수에서 적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성숙기 벼 지상부 건물중과 질소흡수량도 표 14와 같이 생육상황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어 수비량별
로 처리한 시용구의 15~30%내에 포함되었고 수비시용량 15%보다는 많고 30%보다는 적었다. 수비량
별 시비구의 잎, 줄기, 이삭부위별 질소량은 수비시용량의 증가에 따라 잎의 질소량도 다소 증가 되는 
경향이었으나 디지털 영상분석에 의한 시비구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건물중과 질소흡수량에서
는 기비와 분얼비를 무시용한 처리구에서 디지털 영상분석에 의한 시비를 하였어도 적은 결과를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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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성숙기 수비 처리간 생육

구분 처 리 간장(cm) 수장(cm)
수수(개/주) SPAD평균 C.V(%) 평균 C.V(%)

수비량별
시비

0-0-0 67.6±3.6 5.3 18.1±0.8 13.1±1.1 8.2 23.1±2.6 
0-0-15 71.2±2.0 2.9 18.3±0.8 13.6±1.4 10.6 27.3±1.2 
0-0-30 73.2±1.9 2.6 19.6±0.8 14.1±2.3 16.6 28.4±2.0 
0-0-45 77.1±3.0 3.9 21.0±1.1 16.5±1.6 9.9 29.3±1.8 
50-20-0 68.3±2.3 3.4 17.1±0.7 14.1±2.2 15..8 23.8±2.0 
50-20-15 76.1±2.5 3.3 18.3±1.3 14.9±1.3 8.7 25.5±2.1 
50-20-30 77.8±1.6 2.1 19.3±1.0 15.2±2.0 12.9 27.4±1.6 
50-20-45 77.7±2.5 3.3 19.6±1.0 15.7±2.0 12.9 28.5±1.4
70-0-0 68.3±2.1 3.1 17.6±0.8 13.5±1.6 11.7 22.9±2.3 
70-0-15 70.8±2.2 3.1 18.7±0.8 14.2±1.7 12.2 24.7±1.5 
70-0-30 73.8±1.7 2.3 18.6±0.9 15.0±2.7 18.0 28.0±1.9 
70-0-45 75.7±1.8 2.4 20.4±0.7 17.2±2.8 16.1 28.2±2.1 

디지털
영상분석

시비
0-0-D(21) 70.2±1.9 2.7 19.3±0.8 13.9±1.5 10.9 26.7±1.3 
50-20-D(19) 72.1±1.6 2.2 19.0±1.0 14.9±1.6 10.5 26.3±1.5 
70-0-D(19) 73.8±1.7 2.2 19.2±0.7 14.7±1.4 9.7 25.9±1.4 

표 14. 성숙기 부위별 건물중 및 질소함량

구분 처리 건물중(kg/10a) 질소량(%) 질소흡수량(kg/10a)
줄기 잎 이삭 총중 줄기 잎 이삭 줄기 잎 이삭 지상부

수비량별
시비

0-0-0 375.8 132.7 448.0 956.5 0.2 0.4 0.7 0.8 0.6 3.2 4.6 
0-0-15 450.9 162.5 602.0 1215.4 0.2 0.6 0.7 0.9 1.0 4.2 6.2 
0-0-30 453.2 167.4 628.6 1249.3 0.2 0.6 0.7 1.1 1.0 4.5 6.6 
0-0-45 534.3 216.0 739.9 1490.2 0.3 0.7 0.7 1.7 1.6 5.5 8.7 
50-20-0 357.7 162.9 438.0 958.6 0.2 0.5 0.7 0.7 0.8 3.0 4.5 
50-20-15 401.8 179.5 494.1 1075.4 0.2 0.5 0.7 1.0 0.9 3.4 5.3 
50-20-30 539.4 192.9 620.8 1353.0 0.3 0.6 0.7 1.4 1.2 4.4 6.9 
50-20-45 541.4 196.1 674.6 1412.1 0.3 0.8 0.8 1.6 1.5 5.4 8.6 
70-0-0 425.4 142.5 442.4 1010.3 0.2 0.5 0.7 0.9 0.7 3.1 4.7 
70-0-15 436.3 143.1 527.0 1106.4 0.2 0.5 0.7 0.9 0.8 3.6 5.3 
70-0-30 502.4 175.4 650.5 1328.3 0.3 0.6 0.7 1.3 1.1 4.4 6.8 
70-0-45 609.8 215.6 717.0 1542.4 0.3 0.8 0.8 1.9 1.6 5.5 9.0 

디지털
영상분석

시비
0-0-D 467.9 161.1 588.4 1217.2 0.2 0.6 0.7 1.1 1.0 4.1 6.2

50-20-D 484.4 187.5 594.3 1266.3 0.2 0.6 0.7 1.2 1.1 4.2 6.5
70-0-D 477.7 161.4 576.1 1215.2 0.2 0.6 0.7 1.1 1.0 4.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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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디지털영상분석 프로그램에 의한 질소 수비량 처방후 수량 및 품질
  수비량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시용한 처리구 중 기비, 분얼비를 무시용했을 경우 수비량에 따라 ㎡
당수수 및 수량은 비례적으로 증가되었고 기비와 분얼비를 시용했어도 수비를 시용하지 않았을 경우 
㎡당 수수 및 수량은 현저히 적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수비에 의해 주당 수수가 확보되어
진다고 생각 되었다. 디지털영상분석 프로그램에 의한 질소 수비량 처방 후 결과에서도 기비, 분얼비 
무시용구에서 ㎡당수수 및 수량이 다소 낮았으나 모든 처리의 결과는 표준수비량 15~30%내에 포함되
었는데 기비와 분얼비를 시용한 후 프로그램에 의해  수비분시율 19%로 처방된 50-20-D와 70-0-D 
처리구의 완전미 수량은 460, 467kg으로 수비 30%처리와 대등하였다(표15). 백미의 품질특성은 표 
16과 같이 수비를 주지 않은 처리구에서는 공히 백미품위 중 완전미율이 낮고 싸래기율이 높은 경향
을 보였는데 이는 조기 등숙에 따라 수확까지 기간이 길어진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밀로
스, 단백질, 백도, 식미치에서도 수비량 15~30% 내에서 30%에 가까운 품질특성을 나타내었는데 특히 
단백질함량은 5.7~5.8%로 적합한수준을 나타내어 적정량의 수비진단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되었다. 
현재 소비자들은 고품질쌀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이고 정부의 친환경농업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적정량
의 비료사용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15.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

구분 처 리 ㎡당수수 
(개)

수당립수
(립)

㎡당립수 
(립)

등숙율
(%)

천립중
(g)

정현비
(%)

수량(kg/10a)
백미 완전미

수비량별
시비

0-0-0 262 85 22022 95.6 21.9 82.5 327 297 
0-0-15 325 82 26676 93.4 22.4 82.8 424 392 
0-0-30 346 84 29232 92.5 21.8 83.7 470 450 
0-0-45 403 87 35160 91.6 21.9 83.3 529 509 
50-20-0 311 74 23073 94.8 22.2 82.4 389 341 
50-20-15 389 78 30043 96.2 22.6 83.1 498 451 
50-20-30 389 79 30439 94.7 22.5 83.2 527 485 
50-20-45 396 76 29695 93.9 22.7 83.2 555 528 
70-0-0 276 77 21284 93.1 22.1 82.1 374 343 
70-0-15 325 84 27284 91.1 21.8 83.0 430 401 
70-0-30 396 83 32665 94.4 22.1 83.1 497 465 
70-0-45 382 83 31600 92.8 22.3 83.2 533 506 

디지털
영상분석

시비
0-0-D 313 86 26958 93.8 21.9 82.6 466 439 

50-20-D 338 85 28650 93.8 22.4 83.1 493 460
70-0-D 373 85 31759 93.5 22.1 83.0 499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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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백미 품질특성
구분 처  리 백미품위(%) 아밀로스(%) 단백질(%) 백도 식미치완전립 싸래기 분상질 피해립 열손립

수비량별
시비

0-0-0 91.0 6.2 2.5 0.3 0.0 18.1 5.6 38.2 78.8
0-0-15 92.5 4.7 2.5 0.2 0.1 18.8 5.8 37.6 79.9
0-0-30 95.7 2.3 1.6 0.4 0.0 18.8 5.9 38.9 79.7
0-0-45 96.2 2.2 1.4 0.2 0.0 19.1 6.0 39.1 79.9
50-20-0 87.7 9.3 2.5 0.5 0.0 18.0 5.5 38.0 78.9
50-20-15 90.6 8.3 0.9 0.2 0.0 18.9 5.8 39.4 77.6
50-20-30 92.0 5.6 1.9 0.4 0.1 18.4 6.0 37.6 77.8
50-20-45 95.1 2.9 1.6 0.3 0.0 18.7 6.1 38.5 77.3
70-0-0 91.8 5.3 2.1 0.7 0.1 18.1 5.6 37.6 80.5
70-0-15 93.3 5.2 1.3 0.2 0.0 18.6 5.6 38.6 82.5
70-0-30 93.5 5.1 1.1 0.3 0.0 18.6 5.7 38.0 80.8
70-0-45 95.1 3.1 1.3 0.5 0.0 18.6 6.1 37.6 79.9

디지털
영상분석

시비
0-0-D 94.2 3.0 2.2 0.6 0.1 18.5 5.7 37.4 79.9

50-20-D 91.2 7.1 1.5 0.3 0.0 18.5 5.8 38.4 78.9
70-0-D 93.8 4.6 1.3 0.3 0.0 18.6 5.7 38.5 81.9

4. 적 요
  본 연구는 유수분화기에 벼 군락의 생육상태를 Digital camera로 촬영하여 영상 분석에 의한 이삭거름 
시용량을 결정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프로그램에 의한 시비처방 후 벼 생육 및 품질에 관한 결과이다.

  가. 시험전 토양의 화학성은 유기물 20.4g/kg, 인산 42mg/kg, 칼리 0.4cmol+/kg, CEC 13.4cmol+/kg, 규
산 188mg/kg으로 유기물과 인산함량이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한 적당한 토양의 기준 보다 낮았다.

  나. 디지털영상분석을 위한 추청벼 유수분화기의 초장, 경수는 기비와 분얼비를 무시용한 처리 대비 
시용한 처리에서 초장 6.2~7.4cm, 경수 5.4~5.6개 많았고, 기비와 분얼비 분시방법에 따른 생
육은 대등하였으며 건물중과 질소흡수량도 생육상황과 같은 경향이었다.

  다. 이삭거름을 0, 15, 30, 45%로 시용한 후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은 기비와 분얼비 미시용구에서 
㎡당수수와 천립중이 적었으나 등숙율과 정현비는 시용구와모든 처리구에서 대등하였다. 10a당 
완전미 수량은 이삭거름 시용량 증가에 따라 증가되었다. 

  라. 품질 특성에 있어서 현미의 경우 수비량이 증가할수록 미숙립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나 백미품위에서는 처리간 큰 차이가 없었고, 단백질함량은 수비시용량이 증가 할수록 증가되었다.

  마. 벼 군락 Digital camera 영상 색지표와 식물체 특성과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군락피도(CC)와 
군락체적(CV)이 초장, 건물중 및 질소흡수량과의 상관계수가 높았고, RGB 값으로 부터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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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r값은 상대적으로 SPAD값과의 상관계수가 높았으며 g값은 초장, 건물중 및 질소흡수량과
의 상관계수가 높았다.

  바. 벼 유수분화기부터 성숙기까지의 지상부 질소흡수량, 벼 수량 및 쌀 단백질 함량을 추정하기 위한 
중회귀 모델을 작성한 결과 지상부 질소흡수량은 유수분화기 벼 지상부 질소함량과 질소 수비 
시용량과의 관계식으로 추정이 가능하였으며 결정계수는 0.923으로 높았다. 수량 및 쌀 단백질 
함량은 벼 지상부의 유수분화기 질소흡수량과 유수분화기~성숙기 질소흡수량의 중회귀 모델로 
추정이 가능하였는데 각각의 결정계수는 0.859와 0.804였다. 

  사. 디지털영상을 이용한 벼 수비처방 진단 프로그램은 유수분화기의 생육상황과 디지탈 카메라 영상 
해석에 의하여 벼수량, 쌀 단백질함량에 따른 수비시용량 추정을 위한 중회귀 모델식으로 구성되
었다.

  아. 벼 수비 진단 프로그램에 의해 쌀 단백질 함량 6.0%를 기준으로 처방된 질소 수비량은 50-20-D
와 70-0-D 시험구에서 수비질소 분시율이 19%(N 1.9kg)로 표준재배 분시율 30%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처방되었으나, 완전미 수량은 460~467kg/10a으로 대등하였고, 단백질함량도 
5.7~5.8%로 적합한 수준을 나타내 적정량의 수비진단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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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esults drawn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decision-making 
program of N-topdressing rate at panicle initiation stage  based on the digital image at farm 
fields.
Farm fields were fertilized with 1.8 to 2,2kg N/10a as a topdressing at the panicle initiation 
stag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decision-making program designed for 6% of protein 
content in milled rice. Plant growth, top dry weight and nitrogen content at the maturing 
stage of treated plots were better than those of the control plots. In addition, rice yield of 
treated plots increased by 8% due to the increase of no. of panicle per ㎡. Protein content 
of milled rices harvest from treated plots was 6% and head rice ratio was higher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plot.
Key words : Rice, Digital image, Topdressing, Farm fields, Rice growth, Rice quality

1. 연구목표
  쌀의 수량과 품질은 영양생장기간의 발육 및 유수분화기의 시비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Norman et al., 1992; Guindo et al., 1994) 이삭거름의 시비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이삭거름
의 시용량 결정을 위해 김 등(2006)은 유수분화기 식생지수와 SPAD값에 의한 벼 질소 수비량 결정을 
위한 수량 및 단백질 예측 회귀모델을 작성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작물의 생육기간 중 영양 상태 를 
진단하여 추비시기를 진단하는 실용화된 기술개발이 없었으므로 대부분의 농민들은 눈대중에 의한 생
육진단과 시비로 실제 사용하는 시비량은 기준시비량 보다 많게 시용되어 품질저하, 도복 등의 우려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원과 서울대학교 공동연구로 개발한 프로그램 (즉, 요즘 보편화 되어 있는 
Digital camera를 이용하여 벼 유수분화기의 생육상태를 촬영하여 영상 분석에 의한 지상부 질소 보
유량을 추정하고 목표 수량 및 목표 단백질함량에 필요한 이삭거름 시용량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이
용하여 농가포장에서 수비시용량을 진단하고 실제 적용한 결과에 관한 것이다.



50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9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4농가 포장에서 대조구로는 기비, 분얼비, 수비시용량 및 
방법을 농가관행으로 하였고, 영상분석에 의한 수비시용 처리구는 기비, 분얼비를 농가관행으로 재배
한 후 수비는 영상분석프로그램에 의해 시용하였다. 시험전․후 포장의 유기물함량을 비롯한 토양분석
은 농촌진흥청의 토양 및 퇴비분석법(2000)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유수분화기(출수전30일 기준) 생육
상황으로 초장, 경수, 지상부건물중 및 벼 잎의 엽록소함량은 간이엽록소측정기(SPAD- 502, 
Minolta, Jappan)을 이용하여 지엽의 엽맥을 제외한 중앙부에서 측정하였다. 식물체 질소함량은 부위
별 시료를 건조 마쇄하여 Micro-Kjeldahl법으로 분석하였고, 식물체 영상분석을 위해 지상 1.2m높이
에서 수직하방향으로 디지털카메라로  촬영 프로그램을 통한 영상분석에 이용하였다.
  수확기 생육 및 수량조사는 출수후 55일 기준으로 지상부 건물중, 식물체 질소함량, 수량 및 수량구
성요소, 현미 및 쌀 외관품위, 현미 및 쌀 단백질함량, 식미치(Toyo)를 조사하였다. 쌀품질과 관련된 
형질로서 완전미율은 RN-500(Kett, Japan), 단백질함량은 AN-700 (Kett, Japan), 백도는 
C-300(Kett, Japan), 식미치는 쌀을 일정한 조건에서 호화시켜 밥알 표면의 보수막 특성을 근적외선
으로 측정하여 밥맛을 간접 측정하는 Toyo사의 미도메타(MA-30A, Japa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시험 전 토양의 화학적 특성

  시험전 농가포장의 토양 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1에서와 같이 유기물, 인산, 칼슘, 마그네
슘함량이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시비처방 기준에서 제시한 적당한 토양의 화학성에 비해 다소 낮은 특
성을 보였다.

표 1. 시험전 토양의 화학적 특성
농가 pH

(1:5)
O.M.

(g/kg)
Av.P2O5
(mg/kg)

Ex. Cat.(cmol+/kg) CEC
(cmol+/kg)

SiO2
(mg/kg)K Ca Mg

1 5.3 17.2 103 0.29 3.80 0.76 9.41 337
2 5.4 20.0 71 0.35 4.81 1.06 12.34 245
3 5.5 22.0 75 0.34 4.54 1.09 10.97 235
4 5.3 18.9 39 0.13 3.29 0.84 9.50 133

평균 5.4 19.5 72 0.28 4.11 0.94 10.6 238

나. 이삭거름 시용전 유수분화기의 벼 생육 및 지상부 질소함량
  유수분화기의 벼 생육상황은 우리가 목표로하는 수량과 단백질함량에 적합한 수비처방을 위해 필요
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김, 2004; Nguyen, 2006) 유수분화기 영상분석을 위해 촬영된 사진은 그림
1과 같고 이때의 생육상황과 지상부건물중 분석결과는 표2, 표3과 같다. 농가별로 생육상황이 달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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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농가1에서는 초장, 경수, SPAD가 높았으나 농가3에서는 낮아 생육량에 농가별 큰 차이를 나타내
었고 지상부 건물중과 잎, 줄기 등 지상부 질소흡수량에서도 생육량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유수분화
기때 촬영된 사진에서도 농가별 생육량에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다.

표 2. 유수분화기 생육
농가 초  장(cm) 경  수(개/주) SPAD
1 75.4±2.7 36.2±8.5 34.7±1.9
2 61.9±1.8 30.2±6.4 27.5±1.7
3 58.3±2.0 31.2±5.5 27.0±1.9
4 63.8±3.1 28.8±7.6 31.8±1.8

평균 64.9±2.4 31.6±7.0 30.3±1.8

표 3. 유수분화기 지상부 건물중 및 질소함량
농가 건물중(kg/10a) 질소흡수량(kg/10a)

엽중 경중 지상부 잎 줄기 지상부
1 273.6 390.3 663.9 4.2 1.6 5.8 
2 190.9 337.3 528.2 2.0 1.0 3.0 
3 159.1 273.6 432.7 1.8 0.8 2.6 
4 207.9 288.5 496.4 2.6 1.1 3.7 

평균 207.9 322.4 530.3 2.7 1.1 3.8
※ Factor : 0.0496N,  Blank : 0.1411ml

농가1
    

농가2
    

농가3
    

농가4
  

그림 1. 기비, 분얼비 시용량에 따른 벼 유수분화기 디지털 영상

다. 이삭거름 시용후 성숙기 벼 생육
  벼 수비처방 진단 프로그램에 의해 산정된 단백질함량 6% 기준의 질소량을 농가별로 10a당 
1.8~2.2kg으로 시용한 후의 성숙기 생육상황은 표 4와 같다. 농촌 노동력 부족과 노령화에 따라 농가
관행의 경우 대부분 수비가 포함된 완효성비료를 시용하고 있어 생육 비교상에 처리 차이에 따른 검
토가 필요하였으나 디지털 영상분석에 의한 수비시용 포장에서 간장, 수장, 수수, SPAD 모두가 다소 



52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높은 생육상황을 보였다. 벼 부위별 건물중 및 질소함량도 표5에서와 같이 영상분석에 의한 수비 시
용처리구에서 많아 생육상황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4. 성숙기 수비량 처리간의 생육비교
구분 농가 N수비량(

kg/10a)
간장(cm) 수장

(cm)
수수(개/주) SPAD평균 C.V(%) 평균 C.V(%)

관행

1 완효성 92.4±4.4 4.8 18.3±0.7 22.6±6.8 30.0 25.4±2.5
2 완효성 74.0±2.3 3.1 16.4±1.0 21.4±3.6 16.9 19.7±1.6
3 2.5 74.1±1.9 2.6 16.7±0.8 21.4±3.7 17.3 20.3±2.3
4 완효성 78.6±2.4 3.0 16.5±0.9 22.3±5.7 25.4 21.0±2.2

평균 79.8 3.4 17.0 21.9 22.4 21.6

영상분
석시비

1 2.2 91.0±4.2 4.7 19.3±0.7 23.3±4.4 19.0 26.8±2.3
2 1.8 78.1±1.8 2.3 16.9±0.7 21.5±2.7 12.6 21.2±1.6
3 1.9 80.6±1.4 1.8 18.4±0.8 24.0±2.8 11.7 23.2±2.1
4 1.8 86.2±2.1 2.5 16.9±0.7 23.9±3.4 14.1 23.7±2.1

평균 1.9 84.0 2.8 17.9 23.2 14.4 23.7

표5. 성숙기 부위별 건물중 및 질소함량
구분 농가 건물중(kg/10a) 질소흡수량(kg/10a)

줄기 잎 이삭 총중 줄기 잎 이삭 지상부

관행
시비

1 731.0 232.9 822.8 1786.8 1.8 1.3 6.9 10.1 
2 714.0 213.8 618.3 1546.1 1.6 1.4 4.8 7.8 
3 695.1 226.7 719.7 1641.5 2.1 1.4 5.2 8.7 
4 650.6 220.5 702.0 1573.2 1.2 1.1 4.4 6.6 

평균 697.7 223.5 715.7 1,636.9 1.7 1.3 5.3 8.3
영상
분석
시비

1 866.5 307.8 962.9 2137.2 2.4 1.8 5.9 10.2 
2 748.1 222.2 680.8 1651.0 1.9 1.4 4.6 7.8 
3 754.9 219.1 705.4 1679.5 1.8 1.6 5.3 8.8 
4 618.4 223.6 629.3 1471.3 2.4 2.0 5.5 9.9 

평균 747.0 243.2 744.6 1,734.8 2.1 1.7 5.3 9.2

라. 수량 및 품질
  영상진단에 의한 수비 시용후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은 표 6과 같이 농가관행에 비해 등숙율과 정현
비는 대등하였으나 ㎡당수수와 수당립수가 증가되어 10a당 완전미 수량도 499kg으로 8%증가되었다. 
백미의 품질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7과 같이 완전미율이 다소 증가 되었고 단백질함량도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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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로 한 6%에 적합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개발된 영상진단에 의한 수비량 진단 프로그
램은 성숙기 생육 및 수량, 완전미율, 단백질함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때 벼 생육상태에 따른 
수비량 진단이 적절이 이루어 졌다고 생각되며 농가활용이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표 6.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

구분 농가 ㎡당수수 
(개)

수당립수
(립)

㎡당립수 
(립)

등숙율
(%)

천립중
(g)

정현비
(%)

수량(kg/10a)
백미 완전미

관행
시비

1 479 66 31614 95.8 21.7 83.5 530 511
2 454 62 28148 94.9 22.4 83.3 465 438 
3 454 57 25878 95.7 23.7 83.4 457 444 
4 473 64 30272 92.9 21.8 84.2 472 455 

평균 465 62 28978 94.8 22.4 83.6 481 462

영상분
석시비

1 494 75 37050 95.0 21.9 84.0 540 515 
2 456 62 28272 93.9 22.6 84.6 487 464
3 509 61 31049 95.1 23.4 83.6 542 506 
4 507 72 36504 91.1 21.3 84.2 536 511 

평균 492 68 33219 93.8 22.3 84.1 526 499

표 7. 백미의 품질 특성

구분 농가 백미품위(%) 아밀로스
(%)

단백질
(%) 백도 식미치완전립 싸래기 분상질 피해립 열손립

관행
시비

1 95.4 3.0 1.4 0.1 0.1 18.5 6.2 37.3 75.5
2 95.4 3.8 0.6 0.2 0.0 19.0 5.8 40.1 78.9
3 93.4 6.1 0.3 0.2 0.0 18.5 5.9 38.5 77.5
4 95.4 3.3 1.0 0.4 0.0 18.8 6.0 38.4 78.0

평균 94.9 4.1 0.8 0.2 0.0 18.7 6.0 38.6 77.5

영상
분석
시비

1 96.5 2.4 0.8 0.3 0.0 18.6 6.0 38.3 75.9
2 94.2 5.2 0.5 0.2 0.0 18.7 5.8 39.4 77.6
3 97.1 2.2 0.6 0.1 0.0 19.0 6.0 39.8 75.9
4 96.5 2.0 1.0 0.4 0.0 18.6 6.1 37.5 75.9

평균 96.1 3.0 0.7 0.3 0.0 18.7 6.0 38.8 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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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본 연구는 Digital camera 영상분석에 의한 벼 이삭거름 시용량을 결정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농가포장에서 실제 적용한 결과에 관한 것이다.

  가. 벼 수비처방 진단 프로그램에 의해 산정된 단백질함량 6% 기준의 질소량을 농가별로 10a당 
1.8~2.2kg으로 시용한 후의 성숙기 생육상황은 간장, 수장, 수수, SPAD 모두가 다소 높은 생
육상황을 보였고 벼 부위별 건물중 및 질소함량도 영상분석에 따른 수비 시용 후 많았다.

  나. 영상진단에 의한 수비 시용후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은 농가관행에 비해 등숙율과 정현비는 대등
하였으나 ㎡당수수와 수당립수가 증가되어 10a당 완전미 수량도 499kg으로 8%증가되었다.

  다. 백미의 품질 특성은 영상진단에 의한 수비 시용후 완전미율이 다소 증가 되었고 단백질함량도 
6%에 적합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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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적용 연구
벼

LS0201 '08~'09 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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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용어 산물 벼, 단백질, 품질등급, 프로그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method to predict protein contents of milled rice 
from wet rough rice and to predict rice quality from wet rough rice. The moisture contents 
of wet rough rice of Odaebyeo, Koshihikari and Chucheongbyeo were 19.9~26.9%, 
15.8~25.1%, and 17.4~26.0%, respectively. Bulk density ranged from 55 to 64g/0.1ℓ and 
percent of brown rice ranged from 81 to 87%. But there was a wide difference among 
cultivars in head rice ratio of their brown rices ranging from 66 to 91%.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between the rate of head brown rice and brown rice recovery at on-site 
measurement was high of 0.8061.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between the predicted 
value by near-infrared and analysis data of protein content using wet brown rice was 
higher than that of using wet rough rice. In the application of modified calibration curve 
for protein content using wet brown rice,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was the highest 
with 0.976 by Modified Partial Least Square (MPLS) and standard error of calibration (SEC) 
was the lowest with 0.072. When the developed program was applied to predict rice quality 
in on-site purchasing by RPC, analysis periods reduced from 3 days to 12 hrs. When 
purchased rice was stored and marketed separately according to the protein contents above 
or below 6% by on-site measurement using the developed program, running costs were 
reduced by 19%, 42% and 10% at Odaebyeo, Koshihikari and Chucheongbyeo, respectively. 

Key words : Wet rough rice, Wet brown rice, Protein content of ri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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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경기미는 예로부터 전통적 명성뿐만 아니라 밥맛 좋은 고품질 쌀로 인식되어 브랜드 파워는 전국최
고를 자랑하고 있다. 그러나 타도에서도 경기미의 명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품질 및 가격경쟁력을 강화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도 경기미가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최고
품질의 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년중 균일한 맛의 쌀을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서는 품질이 균일한 원료곡을 선별하여 보관하고 동일한 품질규격으로 가공, 출하해야만 한다. 
  정부에서도 2008년 2월 4일부터 고품질쌀에 대한 차별화와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관점에서 포장지에 완전미율, 단백질함량, 품종순도를 표
기 권장사항으로 하는「양곡표시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08). 즉 과거와 
같이 소비자입장에서 보면 쌀품질을 단순히 “특”, “상”, “보통”의 추상적 이미지로부터 이제는 쌀의 품
질을 수치화하여 누구나 쌀의 품질수준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양곡표시제도」상의 3가
지 쌀 품질요인 중 품종순도는 보급종 종자를 사용하고, 완전미율은 목표로 하는 비율로 조절하여 가
공하면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백질함량은 밥맛에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쌀알에 함유
되어 있는 성분이므로 가공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절이 불가능하다(농림부․ 한국식품연구원, 2006). 
  단백질함량이 낮은 고품질 균일쌀 생산을 위해서는 수매현장에서 산물 벼 원료곡을 투입구에 투입
전에 백미기준의 단백질함량을 빠른시간내에 분석해 내는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벼 수매방식
은 제현율 검사후(3일 내외 소요)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검사과정을 농가가 확인할 수 없고 지역
별로도 등급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품종외에는 품질별 구분저장이 안되어 고품질 균일쌀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 따라서 지속적인 경기미 명성과 브랜드 파워 유지를 위해서는 농가가 현장에서 
쌀품질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은 원료곡을 품질별로 구분하여 건조 ․ 저장할 수 
있는 현장 즉석 품질판별기술과 원료곡 수매등급 차등관리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
정이다.
  본 연구는 원료벼 단계에서부터 비파괴적 방법으로 수매현장에서 백미기준의 단백질함량을 즉석 분
석할 수 있는 판별기술과 쌀 품질에 따른 원료곡 수매등급 차등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2008년부터 2년간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주)포스코리아와 공동으로 수행하였다. 시험품
종은 조생종 오대벼, 중생종 고시히카리, 중만생종 추청벼의 3품종으로 하였으며, 분석용 시료채취는 
수매현장에서 각 품종별 해당 수확시기에 오대벼는 포천 관인농협, 고시히카리는 김포 신김포농협, 추
청벼는 용인 백암농협에서 각 품종당 100점씩 채취하였다. 품질조사는 시료건조 전 산물상태의 수매
현장 분석과 시료건조후 실내분석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수매현장 분석은 수분함량, 단백질함량, 
용적중 및 현미 완전립율을 조사하였고, 실내분석은 시료건조 후 제현율, 단백질함량 등을 조사하였
다. 산물 벼의 제현작업은 사다께사의 현미기(FC2K, Japan), 제현율은 쌍용기계산업(주)의 제현율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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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SY95-PC+PAE5, Korea), 산물벼, 현미 및 백미의 단백질함량은 포스사의 성분분석기(Infratec 
1241, Denmark), 현미 완전립율은 포스사의 품위판정기(Cervitec 1625, Denmark)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제현율 조사를 위한 벼 시료는 수분함량 15%를 목표로 망사자루를 이용 건조하였으며, 건조 
후에는 현미기로 탈부 후 제현율 측정시료로 이용하였다. 실내분석용 시료는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비
닐팩에 밀봉하여 5℃가 유지되는 저온저장고에 보관하면서 분석에 이용하였다. 또한 고수분 현미의 
근적외선 스펙트럼은 근적외선 파장대역이 570~1,100nm이고 측정방식은 투과(transmittance)법을 
사용하는 근적외선 분광분석기(Infratec 1241, FOSS Analytical AB, Denmark)를 이용하여 고수분 
현미상태인 시료를 2nm간격으로 스캐닝하여 획득하였다. 시료의 수분함량은 적외선 수분측정기(Kett 
FD-720, Japan)와 근적외선 분광분석기(Infratec 1241, Denmark)에 내장된 수분함량 예측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건조된 시료의 현미 및 백미 단백질함량은 켈달분해(Kjeldahl)법에 따라 분
석하였다. 건조 벼는 롤러식 현미기(THU35B, Japan)와 정미기(MC-90A, Japan)로 도정하여 근적외
선 분광분석기를 이용 현미와 백미의 단백질 스펙트럼을 스캐닝하여 획득하였다. 검량식은 다변량 통
계기술 중 스펙트럼 데이터에서 추출되는 주성분(principal component)과 실험실값(laboratory 
reference data)을 이용하여 예측값과 실험실 분석값의 오차가 최소가 되는 회귀식인 주성분 회귀분
석법(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PCR), 변형 부분최소자승법(Modified Partial Least Square, 
MPLS) 등으로 산출하였으며, 예측모델 구축에는 포스사의 WinISI Ⅱ 소프트웨어(FOSS Analytical 
AB, Sweden)를 사용하였다.
  원료곡 수매등급 차등관리 프로그램 개발은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각 농협에 보급하여 사용하고 있
는 기존의 프로그램 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품질별 차등수매 및 재배단지 관리 등을 포함하는 기
능을 추가하였다. 프로그램의 주요 개발내용은 품질을 고려한 수매가 산정기능으로 기존 RPC 사용 프
로그램 기능인 산물벼 정조중, 산물벼 수분보정 정조중(수분함량 15%), 제현율, 제현율별 환산 수매가 
산정기능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품질등급별 입력, 표현기능(백미 단백질함량, 현미 완전립율, 단백질
함량과 현미 완전립율을 고려한 최종 수매가 환산 프로그램 및 출력기능)과 수매가 결정기능(단백질함
량, 현미 완전립율 등을 조합한 수매차등값 산정)을 추가하였다. 또한 RPC별로 기 구축되어 있는 농
가명, 주소, 연락처 등 자료의 업로드 기능과 농가별, 년도별 원료벼 품질변화(산물 벼 수분함량, 단
백질, 제현율, 현미 완전립율 등) 표시기능은 물론 G+Rice 등 재배단지별 관리편의성 증대를 위해 필
지별 지번, 주소, 면적, 경작자 정보 입력기능, 프로그램에 분석기기 분석값(단백질, 현미 완전립율)의 
자동입력기능 등을 추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시험품종별 수매현장 및 실내분석 품질 특성

  수매현장에서 조사한 산물 벼의 수분함량은 표 1과 같다. 산물 벼 수분함량은 오대벼 19.9~26.9%, 
고시히카리 15.8~25.1%, 추청벼 17.4~26.0%정도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용적중(g/0.1ℓ)은 표 2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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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물 벼는 오대벼 60.4±1.17, 고시히카리 61.6±0.61, 추청벼 62.6±0.87, 산물 현미는 오대벼 
83.7±1.85, 고시히카리 84.1±0.90, 추청벼 83.7±1.85이었으며 고시히카리가 다른 품종에 비해 표
준편차가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수분 현미를 이용 품위판정기로 조사한 현미 완전립율은 표 3
과 같이 오대벼 85.5±3.37%, 고시히카리 80.3±3.98%, 추청벼 82.2±4.69%로 나타났으며, 시험품종
별 벼 건조 후 제현율판정기로 분석한 제현율은 표 4와 같이 오대벼 84.4±1.58%, 고시히카리 
83.8±0.96%, 추청벼 83.5±1.17%로 나타났다. 산물 벼(정조)로부터 현미 및 백미 단백질함량의 
NIT(Near-Infrared Transmittance) 예측값과 건조후 실측값과의 비교는 표 5와 같다. 벼 성분분석
기를 이용하여 산물 벼(정조)로 부터 측정한 현미와 백미 단백질함량 예측값은 수매현장에서 시료채취 
후 벼를 건조시키지 않고 고수분 상태로 측정하여 수분함량 15%에서의 단백질값으로 나타낸 것이다. 
현미 단백질 예측값은 오대벼 6.9±0.36%, 고시히카리 6.7±0.26%, 추청벼 6.3±0.32%, 백미 단백질 
예측값은 오대벼 6.2±0.37%, 고시히카리 5.4±0.41%, 추청벼 5.7±0.37%를 나타내었다. 벼 건조후 
제현작업을 거쳐 실내에서 분석한 시험품종별 현미 단백질 실측값은 오대벼 6.9±0.42%, 고시히카리 
6.1±0.34%, 추청벼 6.7±0.34%, 백미로 도정후 단백질 실측값은 오대벼 6.2±0.37%, 고시히카리 
5.4±0.31%, 추청벼 5.9±0.34%를 나타내었다. 산물 벼 상태에서 측정한 단백질 예측값은 평균값으
로는 현미가 고시히카리에서 6.7%로 건조후 실측값 6.1%와 0.6%, 백미는 추청벼에서 5.7%로 실측값 
5.9%와 0.2%의 차이를 보였고, 최소값으로는 현미가 오대벼에서 예측값 6.1%로 실측값 5.6%와 
0.5%, 백미는 고시히카리에서 예측값 4.2%로 실측값 5.0%와 0.8%까지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산물 벼(정조) 상태로 NIT 측정시 예측값과 실측값과의 차이가 커 정확도가 낮은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펠러식 현미기로 산물 벼를 수매현장에서 즉석 탈부한 후 현미와 백미의 예측값과 실측값을 조사하
여 표 6에 나타내었다. 산물 현미(고수분) 상태에서 측정한 단백질 예측값과 실측값과의 차이는 평균
값으로는 현미는 0.1% 이내, 백미는 0.2% 이내로 나타났으며, 최대값으로는 현미는 차이가 없었고 백
미는 0.3% 이내였으며, 최소값은 현미는 0.1% 이내, 백미는 0.2% 이내로 나타나 예측값과 실측값간 
차이가 산물 벼(정조) 상태로 측정하는 것에 비해 크게 줄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산물 벼의 수매 
현장분석과 벼 건조후 실내분석 측정값들은 고수분 산물 벼 및 현미를 이용한 수분함량 15%에서의 백
미 단백질함량 예측을 위한 근적외선 스팩트럼 획득과 검량식 작성에 이용되었다.

표 1. 산물 벼 수분함량                                                              (단위 : %)
구 분 오 대 벼 고시히카리 추 청 벼
평 균 23.8 24.0 22.0
최 대 26.9 25.1 26.0
최 소 19.9 15.8 17.4
편 차 1.69 1.68 1.72

※ 각 품종별 시료 : 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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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산물 벼 용적중                                                           (단위 : g/0.1ℓ)
구 분 오 대 벼 고시히카리 추 청 벼

정조 현미 정조 현미 정조 현미
평 균 60.4 83.7 61.6 84.1 62.6 83.7
최 대 63.3 86.6 62.6 86.2 64.0 86.3
최 소 55.6 79.1 59.2 81.4 58.9 79.2
편 차 1.17 1.85 0.61 0.90 0.87 1.85

※ 용적중 : 수분함량 15%에서의 값 

표 3. 현미 완전립율                                                                 (단위 : %)
구 분 오 대 벼 고시히카리 추 청 벼
평 균 85.5 80.3 82.2
최 대 90.7 89.6 90.9
최 소 76.5 66.6 71.4
편 차 3.37 3.98 4.69

표 4. 제현율                                                                        (단위 : %)
구 분 오 대 벼 고시히카리 추 청 벼
평 균 84.4 83.8 83.5
최 대 86.8 86.2 86.0
최 소 79.8 81.5 80.8
편 차 1.58 0.96 1.17

※ 시료 100점 중 제현율 82%(특) 이상 : 오대벼 91점, 고시히카리 95점, 추청벼 88점

표 5. 산물 벼(정조)로 부터 현미 및 백미 단백질의 예측값과 건조후 실측값 비교         (단위 : %)

구 분 오 대 벼 고시히카리 추 청 벼
현미♩ 현미♪ 백미♩ 백미♪ 현미♩ 현미♪ 백미♩ 백미♪ 현미♩ 현미♪ 백미♩ 백미♪

평 균 6.9 6.9 6.2 6.2 6.7 6.1 5.4 5.4 6.3 6.7 5.7 5.9
최 대 7.8 7.7 6.9 7.0 6.8 7.3 6.4 6.5 7.2 7.5 6.6 6.9
최 소 6.1 5.6 5.4 5.3 5.2 5.5 4.2 5.0 5.6 5.9 4.6 5.1
편 차 0.36 0.42 0.33 0.37 0.26 0.34 0.41 0.31 0.32 0.34 0.37 0.34

※ 단백질함량 : 수분함량 15%에서의 값 
  ♩ 산물 벼(정조)에서 현미 및 백미 단백질 예측값[산물벼 NIT(Near-Infrared Transmittance) 측정]
  ♪ 건조벼의 현미 및 백미 가공후 단백질 실측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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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산물 현미(고수분)로 부터 현미 및 백미 단백질의 예측값과 건조후 실측값 비교     (단위 : %)
구 분 오 대 벼 고시히카리 추 청 벼

현미♩ 현미♪ 백미♩ 백미♪ 현미♩ 현미♪ 백미♩ 백미♪ 현미♩ 현미♪ 백미♩ 백미♪

평 균 6.8 6.9 6.2 6.2 6.0 6.1 5.3 5.4 6.7 6.7 5.7 5.9
최 대 7.7 7.7 6.8 7.0 7.3 7.3 6.2 6.5 7.5 7.5 6.6 6.9
최 소 5.5 5.6 5.2 5.3 5.5 5.5 4.8 5.0 5.9 5.9 5.0 5.1
편 차 0.44 0.42 0.32 0.37 0.35 0.34 0.29 0.31 0.32 0.34 0.33 0.34

※ 단백질함량 : 수분함량 15%에서의 값 
  ♩ 산물 현미(고수분)에서 현미 및 백미 단백질 예측값[산물벼 NIT(Near-Infrared Transmittance) 측정]
  ♪ 건조벼의 현미 및 백미 가공후 단백질 실측값

나. 시험품종별 수매현장 및 실내분석 품질 분포
 시험품종별 벼 용적중 및 제현율 분포는 그림 1, 현미 완전립율 및 백미 단백질함량 분포는 그림 2
와 같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벼 용적중은 55~64g/0.1ℓ범위, 제현율은 81~87%범위로 시험
품종간 또는 동일품종내 측정값의 분포범위 차이가 적어 품질평가에는 변별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현미 완전립율은 66~91%범위, 백미 단백질함량은 5.0~7.0%범위로 벼 용적중, 제현율
보다 품질변이가 커 품질차별화에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2).
농림부는 2002년에 다수확 위주 정책에서 고품질쌀 생산 유도를 위해 벼 검사규격 제현율을 기존 3등
급에 82%이상을 “특등”으로 추가하여 4등급 세분화로 검사규격을 개정하였다. 개정당시 예상 등급비
율을 특등(제현율 82%이상) 23%, 1등(제현율 78~81.9%) 64%, 기타 13%로 예상했으나 이후 급속한 
품종개량, 재배기술의 발달, 질소시비량 감소 등으로 현 생산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농업현장
에서 90%이상이 특등으로 검사됨으로써 품질향상 유인 기능이 매우 미흡하였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 2002). 특히 농협(RPC)에서 사용되는 제현율 검사는 품질보다는 가격산정을 위한 방법으로 사용
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경기도내 제현율 등급은 최소 4등급에서 최대 41등급까지 농협별로 제각
기 달라 보편적인 품질구분을 위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실정이다. 

<벼 용적중> <제 현 율>
그림 1. 품종별 벼 용적중 및 제현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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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완전립율> <백미 단백질함량>
그림 2. 품종별 현미 완전립율 및 백미 단백질함량 분포

  고수분 산물 벼 및 고수분 현미 용적중과 제현율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그림 3), 용적중은 제현율
과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아 제현율을 대체할 수 있는 품질요소로는 부적합 함을 알수 있었다. 이
는 수매 현장에서 용적중 측정시 벼와 함께 까락, 볏대, 잡초종자 등의 각종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함께 측정되기 때문에 이물질의 투입에 의해 분석정확도가 낮아졌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금후 용적
중을 수매현장에서 품질 평가요소로 반영코자 한다면 산물 벼 상태에서 건조하지 않고 각종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RPC에서 제현율 검사를 위해서는 벼 건조과정이 3일정도 소요되어 수매현장 즉석분석이 불가능하
다(농림부․한국식품연구원, 2006). 이에 비해 현미 완전립율은 현장에서 산물 벼를 임펠러 현미기로 
즉석 제현후 바로 분석이 가능하므로 제현율을 현미 완전립율로 대체 가능한지를 검토하였다(그림 4). 
고수분 현미 완전립율과 벼 건조후 제현율과의 결정계수는 0.8061로 매우 높은 정의상관을 나타내었
다. 따라서 수매현장에서 산물 벼를 즉석 제현 후 현미 완전립율을 품위판정기로 측정한다면 제현율을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근 일본에서도 제현율로는 품질차별화가 어려운 점을 
인식하여 정부수매시 현미 완전립율을 새로운 품질요소로 사용하고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2). 즉 현미의 완전립율이 높을수록 백미 완전미율이 높고, 완전미율이 높은 쌀일수록 밥맛이 좋
게 평가되기 때문이다(농촌진흥청, 2009).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 탑라이스를 시작으로 소비자단체 
주관의 우수 브랜드쌀 등 각종 쌀 품질평가에도 단백질함량과 더불어 완전미율은 주된 평가요소로 사
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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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분 산물벼 용적중과 제현율> <고수분 현미 용적중과 제현율>
그림 3. 고수분 산물벼 및 현미 용적중과 제현율과의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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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수분 현미 완전립율과 벼 건조후 제현율과의 관계

  산물 벼 이용 현미 및 백미단백질 NIT(Near-Infrared Transmittance) 예측값과 건조후 실내분석
값을 비교하여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결정계수는 산물벼 이용 현미 단백질 NIT예측값과 건조후 실내
분석값 간에는 0.9108, 산물벼 이용 백미 단백질 NIT예측값과 건조후 실내분석값 간에는 0.6676으로 
나타나 고수분 산물 벼(정조)로 현미 단백질의 NIT예측은 정확도가 높아 충분히 가능함을 확인하였으
나, 백미 단백질 NIT예측은 분석 정확도가 매우 낮았다. 이는 산물 벼 상태로 측정시 벼와 함께 까락, 
볏대, 잡초종자 등의 각종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함께 분석되기 때문에 이물질에 의해 충진밀도가 
낮아져 백미 단백질 NIT예측값의 정확도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되었다. 김 등(2008)은 근적외선 스팩
트럼 범위는 일반 화학성분보다 입도, 샘플 충진밀도의 차에 의해 기준선의 변동이 심하고 흡광도가 
커질수록 다중산란현상에 의해 흡광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수매현장에서 측정이 가능하면서 백미 단백질함량의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산물 벼를 임펠러 
현미기로 즉석 제현후 고수분 현미상태로 측정한 NIT예측값과 실내분석(켈달)값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았다(그림 6). 결정계수는 고수분 현미 NIT예측값과 건조후 실내분석 현미 단백질값과는 0.9637, 
고수분 현미 단백질 NIT예측값과 건조후 실내분석 백미 단백질 값과는 0.9349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기존의 방법에서와 같이 벼를 건조 후 백미로 도정하지 않고도 수매현장에서 산물 벼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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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 현미로 즉석 제현 후 수분함량 15%에서의 백미 단백질함량 예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고수분 산물벼(정조) 이용 현미단백질 NIT예측> <고수분 산물벼(정조) 이용 백미단백질 NIT예측>
그림 5. 산물벼(정조) 이용 현미 및 백미단백질 NIT예측값과 건조후 실내분석값 비교

<현미 단백질함량> <백미 단백질함량>

그림 6. 고수분 현미로 제현후 현장 NIT측정값과 습식(켈달)분석과의 상관

다. 고수분 현미 이용 백미 단백질함량 예측을 위한 검량식 작성
  근적외선 분광분석법은 여러가지 물질들 내의 각종 분자결합 관능기들이 근적외선대역에서 연속적
인 분자진동을 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이들의 흡광에너지를 측정, 분석하는 방법이다(한국식품연구원, 
2005; 권 등, 2006). 또한 근적외선에서는 흡광도의 변화가 화학적, 물리적 성질의 변화에 비해 미약
하기 때문에 분석에는 다양한 다변량 회귀분석법이 사용되고 있다(권 등, 2006). NIT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수분 함유 현미상태로 근적외선 스팩트럼을 2nm간격으로 스캐닝하고, 수분함량을 15%로 
보정한 스팩트럼을 분석하여 백미 단백질함량 예측을 위한 검량식을 작성하였다(표 7). 고수분 현미 
스팩트럼에서 백미로써 단백질 예측을 위한 다변량회귀분석 결과, PCR(주성분회귀분석법), PLS(부분
최소제곱법), MPLS(조정된 부분최소자승법) 중 MPLS법이 결정계수(r2)가 0.976으로 가장 높고 표준
오차(SEC)도 0.072로 가장 낮아 검량식은 MPLS법이 검량식 작성에 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증결
과에서도 0.976의 변이계수(1-VR)와 0.073의 교차검증 표준오차값(SECV)을 나타내 매우 높은 정밀
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고수분 현미상태로 근적외선 비파괴 측정으로 백미 단백질함량 예측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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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회귀분석은 MPLS법, 수처리(Math treatment)는 0-0-1-1(0차 미분, 측정파장의 gap: 2nm, 
smooth 1항목 1조정, smooth 2항목 1조정)을 통한 검량식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수분 
현미의 근적외선(NIT) 스팩트럼과 백미 단백질함량의 습식분석(켈달분해법)간 상관 및 회귀분석 결정
계수 그래프는 그림 7과 같다. 실제 고수분 현미의 스팩트럼으로 백미 단백질함량을 예측모델에 적용
한 결과 회귀분석 결정계수는 0.967의 높은 값을 나타내어 검량식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7. 검량식 작성 및 선정
  1) 고수분 함유 현미에서 백미 단백질함량 분석을 위한 검량식 작성

구 분 Calibration set (고수분 현미스팩트럼에서 백미로써 단백질 예측)
회귀식 수처리 N Mean SEC RSQ 1-VR SECV

PCR
0-0-1-1 229 5.894 0.094 0.960 0.957 0.097
1-4-4-1 230 5.883 0.090 0.962 0.961 0.091
2-4-4-1 210 5.937 0.084 0.968 0.967 0.084

PLS
0-0-1-1 254 5.908 0.106 0.950 0.946 0.110
1-4-4-1 232 5.904 0.088 0.965 0.961 0.093
2-4-4-1 256 5.926 0.109 0.947 0.946 0.110

MPLS
0-0-1-1 195 5.895 0.072 0.976 0.976 0.073
1-4-4-1 207 5.900 0.076 0.974 0.971 0.080
2-4-4-1 236 5.893 0.091 0.964 0.962 0.093

 ※ SEC : 검량식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calibration) 
    RSQ : 다중결정계수(squared coefficient of multiple determination in calibration) 
    SECV : Cross validation (CV)의 표준오차 (standard error of cross validation) 
    1-VR : 1-Varianace ratio

  2) 고수분 현미에서 백미 단백질함량 분석을 위한 검량식 선정

Math treatment Calibration set Validation set
R2 SEC r2 SEP

MPLS, 0-0-1-1 0.976 0.072 0.967 0.086
  ※ SEP : 표준예측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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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고수분 현미의 근적외선(NIT) 스팩트럼과 백미 단백질의 습식분석간 상관 및 회귀분석 결정계수

라. 벼 품질관리 수매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
  농협 RPC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매프로그램은 산물 벼 수분함량, 중량, 제현율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수매현장 분석으로 품질(단백질함량, 현미 완전립율)을 고려한 현장즉석 수매를 위해서는 새로운 
원료곡 품질별 수매관리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였다. 
  개발된 원료곡 품질별 수매관리 프로그램의 첫화면과 수매결과 화면은 그림 8과 같다. 개발된 프로
그램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쌀 품질별 객관적 기준에 의한 수매가 가능하고, 둘째, 
수매방식은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3가지로 농협 및 생산자간 상호 효율적인 수매방식의 선택이 가
능하다. 구체적으로는 ① 수매현장 즉석 판정방식 “현미완전립율(등급별 기준단가)+백미 단백질함량”, 
② “제현율(등급별 기준단가)+백미 단백질함량” ③ “제현율(등급별 기준단가)+현미완전립율+백미 단백
질함량”이며, 수매가 적용을 위한 각 품질요인별 기준단가는 기존과 같이 매년 해당지역별 수매관리위
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또한 인센티브 가격으로 현미 완전립율, 백미 단백질함량 등급별 가격이 차
등 적용되므로, 개발 프로그램 활용시 농가에게는 고품질 쌀 생산의 동기 부여가 가능하고, 농협은 고
품질 균일 원료곡을 구분 수매, 가공하여 연중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개발 프로그램을 2009년에 수매현장인 용인 백암농협RPC, 평택 안중농협RPC에 적용하여 기존 수
매방식과 개발프로그램을 적용한 수매방식간의 분석 소요시간을 비교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기존방
식은 시료채취, 건조 등에 3일정도 소요되는 데 비해 개발프로그램 적용시에는 시료채취 및 조제에 9
분, 현미 완전립율 측정에 2분, 백미 단백질함량 측정에 1분 등 총 12분이 소요되어 분석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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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원료곡 품질별 수매관리 프로그램 

표 8. 품질을 고려한 수매값 산정 적용(예시) 
     1) 산물벼 수매현장 즉석 쌀 품질분석(제현율 생략)

번호 현미 완전립율(A) 백미 단백질함량(B) 수매
금액등  급 단가(원/kg) 등 급 환 산 식

1  A++ 85% 이상 1,434  A++ 6.0% 이하 +(단가×0.02) A+B =
2  A+ 81.0~84.9% 1,417  A+ 6.1~6.5% +(단가×0.00)
3 A 78.0~80.9% 1,400 A 6.6% 이상 -(단가×0.02)
4 B+ 75.0~77.9% 1,383 : : :
5 B : : : : :
6 C+ : : : : :
7 C : : : : :
8 D : : : : :

 ☆ 현미등급 기준(완전립) : 특(85%이상), 상(75%이상), 보통(70%이상)
  * 예) “현미 완전립 81%, 백미 단백질 6.0%이하” ⇒ 1,417원+(1,417원×0.02) = 1,4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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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존 수매방식에 쌀 품질요인(현미완전립율, 백미 단백질) 추가시

번호 제 현 율(A) 현미 완전립율(B) 백미 단백질함량(C) 수 매금 액등  급 단가(원/kg) 등  급 환산식 등 급 환산식
1  A++ 83%이상 1,434 85%이상 +(단가×0.03) A++ 6.0%이하 +(단가×0.02) A+C =또는A+B+C =2  A+ 82.0~82.9% 1,417 81.0~84.9% +(단가×0.02)  A+ 6.1~6.5% +(단가×0.00)
3 A 81.0~81.9% 1,400 78.0~80.9% +(단가×0.01) A 6.6~7.0% -(단가×0.02)
4 B+ 80.0~80.9% 1,383 75.0~77.9% +(단가×0.00) : : :
5 B : : : : : : :
6 C+ : : : : : : :
7 C : : : : : : :
8 D : : : : : : :

표 9. 개발프로그램 이용 분석 소요시간
구     분 기존 방식 개발프로그램 적용♪

  시료채취 및 조제(제현작업) -♩ 9분
  시료건조(수분함량 16%까지) 3일 내외(서랍식) 0 (생략)
  제현율 측정 (6분) 〃
  백미 단백질함량 측정 - 1분
  현미 완전립율 측정 - 2분

계 3일 12분
 ♩ 시료채취 시간 : 원료곡 투입후 채취가능, 농가별 수매량에 따라 상이(평균 12.7톤/시간, ‘05. 농림부)
 ♪ 분석항목 : 고수분 산물벼 이용 백미 단백질함량, 현미 완전립율 측정
 ♬ 분석소요시간 : 1명이 시료채취~기기분석까지 소요시간

다. 원료곡 품질별 구분수매에 따른 RPC 경영개선 효과
  품종당 1만톤 기준으로 하여 단백질함량별로 원료곡을 구분하지 않고 현미 완전립율에 따른 쌀 판
매액만을 2009년 11월 경기사이버장터 판매가격으로 추정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현미 완전립율은 
품종별 평균값인 오대벼 85.5%, 고시히카리 80.1%, 추청벼 85.5%를 적용하였다. 판매액은 오대벼 
15,250백만원, 고시히카리 15,617백만원, 추청벼 13,901백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료곡을 백미 단
백질함량 기준 6.0%이하와 6.0%이상으로 분리저장, 유통을 전재로 판매액을 추정한 결과는 표 1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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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판매액은 오대벼 18,112백만원, 고시히카리는 22,104백만원, 추청벼는 15,244백만원으로 나타나 
단백질함량별 분리저장, 판매시 3품종 모두 판매가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한 백미 
단백질함량별 원료곡 분리저장, 판매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를 표 12에 나타내었다. 원료곡을 백미 단
백질함량 기준으로 6.0%이하와 6.0%이상으로 분리저장, 판매 가정시 쌀 판매가격 증가에 의해 구분
전에 비해 오대벼 19%, 고시히카리 42%, 추청벼 10%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었다. 이 중 고시히카리는 
조사시료의 94%가 백미 단백질함량이 6.0%이하로 낮아 시험품종 중 쌀 판매액의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기존의 벼 수매방식은 3일 정도 소요되는 제현율 검사후 결과를 통보하는 방식으로 검사과정을 농
가가 확인할 수 없고 지역별로도 등급이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품질별 구분저장이 안되어 고품질 
균일쌀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개발한 현장즉석 품질판별기술과 차등 수매
관리 프로그램 활용시 농가가 현장에서 쌀 품질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RPC는 원료곡을 품질별로 구
분하여 건조, 저장할 수 있어 고품질 균일쌀의 연중 생산, 유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개발기술을 경기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는 G+Rice, G마크쌀 등에 적용시 수매단계에서 부터 
단백질함량이 낮은 밥맛 좋은 쌀만을 구분, 연중 유통시킴으로써 경기미의 품질차별화, 명품화를 통한 
국내외 품질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또한 RPC에서는 원료벼를 품질등급별로 차등수매하여 품질별 구
분저장, 유통함으로써 브랜드쌀의 품질차별화가 가능하고, 고품질 쌀 생산농가에게는 인센티브 가격으
로 보상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잘 활용되어 정부에서 추진 중인 양곡표시제도
상의 포장지 품질표시제도가 고품질 균일쌀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표 10. 품질별 원료곡 미분리시 완전립율에 따른 쌀 판매액
현미 완전립율

(%)
쌀 구성(톤) 판매가격 적용(백만원)

완전립 불량품 계 완전립 불량품 계
오 대 벼 85.5 6,190 1,050 7,240 14,856 394 15,250

고시히카리 80.1 5,799 1,441 7,240 15,077 540 15,617
추 청 벼 82.4 5,966 1,274 7,240 13,423 478 13,901

 주) 1. 제현율 80%, 정백수율 90.5%, 쌀 등급규격기준 “특”가공기준
2. 도정과정 중 손실은 고려하지 않았음
3. 상품 쌀가격 오대벼 240만원/톤, 고시히카리 260만원/톤, 추청벼 225만원/톤(‘09. 11. 경기사

이버장터), 불량품(싸라기) 37.5만원/톤(‘09. 3. 뉴시스통신 언론보도)
4. 10,000톤(조곡) 가공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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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완전립 중 단백질함량별 구분후 판매가격 적용
백미 단백질함량(%)

쌀 구성(톤) 판매가격 적용(백만원)
비율(%) 완전립 불량품 계 완전립 불량품 계

오대벼
6.0이하 37 2,290 - - 8,358 - -6.0이상 63 3,900 9,360
소 계 100 6,190 1,050 7,240 17,718 394 18,112

고시히카리
6.0이하 94 5,451 - - 20,659 - -6.0이상  6  348    905
소 계 100 5,799 1,441 7,240 21,564 540 22,104

추청벼
6.0이하 50 2,983 - - 8,054 - -6.0이상 50 2,983 6,712
소 계 100 5,966 1,274 7,240 14,766 478 15,244

 주) 1. 단백질 6.0이하 : 특품 쌀가격 오대벼 365만원/톤, 고시히카리 379만원/톤, 추청벼 270만원/
톤(‘09. 11. 경기사이버장터)

    2. 단백질 6.0이상 : 상품 쌀가격 오대벼 240만원/톤, 고시히카리 260만원/톤, 추청벼 225만원/
톤(‘09. 11. 경기사이버장터)

표 12. 쌀 단백질함량별 원료곡 분리저장, 판매에 따른 경영개선 효과

품 종 명 쌀 품질 구분 전후 판매액(백만원) 비 고구분전(A) 구분후(B) B-A 지수♩

오 대 벼 15,250 18,112 2,862 119 ♩지수 :
 구분전 
 대비

고시히카리 15,617 22,104 6,487 142
추 청 벼 13,901 15,244 1,343 110

4. 적 요
  본 연구는 원료벼 단계에서부터 비파괴적으로 수매현장에서 백미기준의 단백질함량을 즉석 분석할 
수 있는 판별기술과 쌀 품질에 따른 원료곡 수매등급 차등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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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산물 벼 수분함량은 오대벼 19.9~26.9%, 고시히카리 15.8~25.1%, 추청벼 17.4~26.0% 정도였다.
 나. 분포범위는 벼 용적중 55~64g/0.1ℓ, 제현율 81~87%에 비해 현미 완전립율 은 66~91%로 가장 컸다.
 다. 수매현장 분석 현미 완전립율과 제현율과의 결정계수(r2)는 0.8061로 높았다. 
 라. 백미 단백질 근적외선 예측값과 실내분석값과의 결정계수(r2)는 산물 벼(정조) 이용 측정 0.6676에 

비해 고수분 현미 이용 측정시 0.9349로 정확도가 높았으며, 수매현장에서 백미 단백질함량 분
석은 본 시험의 산물 벼 수분함량인 16~27%범위에서 적용이 가능하였다.

 마. 고수분 현미 이용 백미 단백질함량 분석을 위한 검량식 작성결과, 조정된 부분최소자승법(MPLS)
이 결정계수(r2)가 0.976으로 가장 높고 표준오차(SEC)도 0.072로 가장 낮았다.

 바. 원료곡 품질별 수매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매현장에 적용한 결과, 제현율 측정을 위한 시료 
건조과정 생략으로 분석소요시간이 기존 3일에서 12분으로 크게 단축되었다.

 사. 원료곡을 단백질함량 기준 6.0%이하와 6.0%이상으로 분리저장, 판매 가정시 판매액은 구분전에 
비해 오대벼 19%, 고시히카리 42%, 추청벼 10%의 경영개선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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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결과 활용제목
○ 근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하여 고수분 현미로부터 비파괴적으로 백미 상태의 단백질함량을 측정

하는 방법(2010, 특허출원 : 10-2010-0004686)
○ 벼 품질등급 관리시스템(2009, 프로그램 등록 : 2009-01-189-009749)
○ 벼 원료곡 수매현장 즉석 품질분석시스템 활용(2009, 시책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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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등급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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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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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자 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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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기간 연구실 책임자

 농촌자원 활용 가양주 제조 연구 농촌자원 '08~’09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이대형

 농가 보급형 가양주 간이제조 기술개발 농촌자원 '08~’09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이대형

색인용어  가양주, 효모, 누룩, 죽, 증자, 무증자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Korean traditional rice wine (farmer brewery). 
Effects of fermentation temperature(10~30℃), addition of nuruks(1.0~3.0%) and yeast(0.5~1.6%) 
on the quality of Korean traditional rice wine were investigated. The maximum amount if 
ethanol (18.4±0.5%) was produced when 2% nuruk and 0.8% yeast were added to cooked rice 
and fermented at 20℃ for 10 days. The ethanol contents ranged from 12.7 to 18.4%, while 
the residual sugar levels were in the range of 1.62±0.4 to 13.45±0.5 mg/ml. In sensory 
evaluation, traditional rice wine made from the addition of 2% nuruk and 0.8% yeast showed 
the best overall acceptability. Temperature for the optimum fermentation should be 
maintained in the range of 15℃~25℃. Optimal fermentation conditions was addition of 1% 
nuruk and 0.5% yeast at 25℃ fermentation and 2% nuruk and 0.8% yeast at 20℃ 
fermentation. Changes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sensory evaluation of traditional 
rice wine were investigated during fermentation by using cooked and uncooked rice, and 
gruel rice. After 3 days fermentation sugar content of the cooked rice wine and gruel rice 
wine were about 11 brix, while uncooked rice wine was 6 brix. Total acid contents of gruel 
and uncooked rice wine were also 0.25% and 0.20%, respectively and cooked rice wine was 
0.17%. Alcohol contents of uncooked rice wine and gruel rice win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from 10.6% and 9.9% after 3 days fermentation to 17.1% and 17.2% after 7 days 
fermentation. Sensory evaluation revealed gruel rice wine was the best in total acceptability 
with sweety and refreshing tastes.

Key words : Korean traditional rice wine (farmer brewery), yeast, nuruk, cooked rice, 
uncooked rice, gruel r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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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한반도와 만주를 중심으로 정착해 온 우리 민족은 오래 전부터 주식인 쌀을 사용하여 술을 빚어왔
다. 우리나라의 술 빚기는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발전해 왔고, 바다 건너 일본에 양조법을 전해주기
도 했다. 
  일본의 역사서에는 백제인 수수보리가 일본으로 건너가 새로운 방법으로 술을 빚는 법을 전해 주었
다는 기록이 있고, 지금도 그를 기리고 있다. 중국 역사서에는 신라나 고구려의 술이 중국에까지 흘러
들어가 이름을 떨쳤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1909년 일제가 세금을 걷을 목적으로 도입한 <주세법>
의 공포에 따라 수천 종에 달하던 전통가양주와 가양주 문화의 근간을 뒤흔들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
하게 존재했던 주종(酒種)의 단순화를 초래하였다. 
  오랜 세월 동안 음지에 갇혀있던 전통가양주는 1988년 올림픽을 전후로 몇몇 전통 가양주들이 민속
주 지정을 받으며, 양지로 나올 수 있었다. 더불어 차츰 경제생활이 윤택해지고 민족 문화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됨에 따라 많은 전통 가양주들이 문화재로 지정되고 상품화 되어 우리술의 지평을 넓혀 가
고있다. 우리술산업의 육성은 수입산 주류를 대체함으로써 외화낭비를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일
부 과잉생산과 WTO 체제하의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산농산물의사용을 촉진하여 농산물 
수급안정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쌀과 잡곡, 과일, 약초 등 온갖 
농산물로 빚은 전통민속주의 재현을 통해 국민건강의 증진은 물론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민속주와 농민주산업의 육성은 원료농산물의 소비증대와 수입주류의 대체, 전통
문화의 복원 등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쌀과 잡곡․과일․약초 등 우리 농산물로 빚은 민속주의 
재현을 통해 개방여파로 인해 남아도는 농산물의 소비증대와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적 활성화의 필요성이크다 술은 지역축제나 관광, 예술 등과 결합한 고부가가치 문화상품
이 될수 있는 만큰 ‘5도(都) 2촌(村)시대’를 맞이하여 그린투어리증이나 농촌문화관광을 풍요롭게 하는 
윤활유의 역할을 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농사를 직접지어 자가 양조를 하는 농민주를 대상으로 농가에 적합한 발효조건을 
찾아서 체계적인 가양주 간이제조 기술개발을 보급하고 활성화 하는데 있다.

2. 재료 및 방법
가) 원료, 균주 및 시약

  멥쌀(추청쌀)은 2008년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재배된 것을 사용하였고 개량누룩(누룩)은 (주)한국효
소 제품(역가 1,500 sp)을, 정제효소는 데코자임 제품(glucoamylase 92%, α-amylase 8% 역가 
30,000 sp)을 사용하였다. 효모는 시판 중인 Saccharomyces cerevisiae(Laparisienne, Netherlands)
을 사용하였고, 일반 분석용 시약은 특급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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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금 및 발효
기본적인 담금은 기존 전통주 담금법을 일부 변형시켜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먼저 1단 담금으로 멥
쌀 4㎏을 2시간 물에 침지한 후 물을 뺀 다음 100℃로 30분간 증자하였다. 이를 30℃까지 냉각시킨 
후 물 5,600㎖, 개량누룩(누룩) 240g, S. cerevisiae 1%를 첨가하여 20℃에서 2일간 1차 발효시킨 후 
2단 담금으로 멥쌀 8㎏에 정제효소 6 g, 물 14,400㎖를 넣고 20℃에서 8일간 2차 발효시켰다. 

  1) 온도별, 누룩 접종율, 효모 접종율
담금 및 발효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 온도별, 누룩 접종율, 효모 접종율 시험을 실시하였다. 온도별 30, 
25, 20, 15, 10℃로 처리하였으며 누룩 접종율 1, 2, 3%, 효모 접종율 0.5, 0.8, 1.6%로 처리하였다.

  2) 범벅, 증자, 무증자, 담금 회수, 가수량
다음으로 발효 방법, 담금 회수 및 가수량 조건을 살펴보았다. 발효방법으로는 죽, 증자, 무증
자, 담금 회수는 1단, 2단, 3단,  가수량은 100~200%로 처리하였다. 

  3) 주요 조사 항목
에탄올 함량은 원심분리한 발효액을 수증기 증류한 다음 주정계로 측정하였고 발효 분석 시기는 
발효 후 3, 5, 7, 9, 10일로 하였다. 총산은 시료 10 ㎖를 0.1 N NaOH 용액으로 중화적정한 후 
소비 ㎖로 표시하였다. 당도(brix)는 당도계(ATAGO, RX-5000α)로 측정하였고 잔당은 
dinitrosalicylic acid method에 따라 55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포도당으로 환산하여 정량하
였다. 아미노산도는 산도 적정이 끝난 검체 10㎖에 중성 formalin 용액을 5 ㎖를 가하여 유리된 
산을 0.1 N NaOH 용액으로 pH 7.0이 될 때가지 적정하여 소비된 ㎖로 표시하였다(Technical 
Service Institute, NTSA 1997). 유리당 함량은 각 발효액을 원심분리(5,000×g, 10 min)하여 
상등액을 얻고 이를 0.45㎛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다음과 같이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로 분석 하였다. HPLC는 Agilent(1100 series, USA)사의 pump, 20㎕의 
loop를 가진 autoinjector를 이용하였으며, prevail carbohydrate ES 5μ 컬럼(250×4.6 ㎜, 
USA)과 이동상으로는 75% acetonitrile을 이용, 30℃에서 1.0 ㎖/min의 유속으로 분리시킨 후 RI 
detector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양주의 관능검사는 김 등(2008)의 방법을 일부 변형시켜 경기
도농업기술원의 훈련된 관능 평가원들로 하여금 막걸리에서 느낄 수 있는 향과 맛 특성을 묘사하
게 하고, 이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묘사된 특성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향과 맛 특성에 대하여 1~5
의 강도로 표시하게 한 후 그 평균값을 구하여 나타내었고, 향과 맛을 고려한 전체적인 기호도는 
가장 싫다 1, 가장 좋다 5의 점수로 표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온도별, 누룩 접종율, 효모 접종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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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별, 누룩 접종율, 효모 접종율에 따른 발효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온도 조건에 따라 누
룩 접종율과 효모 접종율을 달리하며 발효 일수별 알코올 변화를 확인한 결과 그림 1과 같았다. 30℃, 
25℃ 발효의 경우 효모량이 증가 할수록 알코올은 낮아졌으며 전체적인 알코올 생성량 역시 다른 온
도에 비해 적었다. 20℃의 경우 알코올 생성량이 가장 많았으며 특히 누룩 2%, 효모 0.8% 첨가군에
서 18.4%의 알코올이 생성되었다. 15℃에서는 누룩량이 많아질수록 알코올 생성량이 많았으며 10℃ 
역시 누룩량이 많아질수록 알코올 생성량이 많았다. 다만 10℃의 경우 다른 온도와 다르게 발효 10일
에서는 15%정도의 알코올이 생성되었으며 15일이 지났을 때 약 18%의 알코올이 생성되었다. 
  다음으로 온도 조건에 따라 누룩 접종율과 효모 접종율을 달리하며 발효 일수별 glucose 변화를 확
인한 결과 그림 2와 같았다. 30℃의 경우 다른 온도에 비해 발효 종료 후에 glucose 함량이 높았는데 
알코올이 낮게 생성되면서 남은 당이 술에 남은 것으로 생각된다. 25℃의 경우 효모 첨가량이 높을수
록 당의 함량도 높았으며 20℃, 15℃의 경우 초기 glucose의 농도가 낮았다. 이것은 효소의 최적온도
가 달라 효소의 활동성이 약해 제대로 전분을 당으로 분해하지 못하는데 반해 효모는 그 당을 계속적
으로 사용해서 초기 glucose 농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15℃의 경우 발효 종료시에도 
glucose의 농도가 낮았다. 10℃의 경우 전체적으로 발효기간도 길었지만 glucose의 소비도 다른 온도
에 비해 천천히 진행 되었다. 
  다음으로 온도별, 누룩 접종율, 효모 접종율에 따른 발효 조건을 살펴본 결과  표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온도별 Brix는 발효온도가 낮아질수록 낮아졌으며 누룩첨가량이 증가할수록 Brix도 증가하였
으며 다만 10℃에서만 약간 상승하였다. 20℃ 발효에서는 누룩 2%, 효모 0.8% 첨가시 알코올 수율은 
18.4±0.5%로 최고를 나타내었다. 관능평가 결과 20℃에서 생산된 술이 관능평이 높았으며 최고 알코
올 수율을 나타낸 누룩 2%, 효모 0.8%에서 높은 관능평을 나타내었다. 계절별 온도에 따른 최적발효 
조건을 위해서는 최소 15℃이상, 최고 25℃이하의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25℃에서는 누룩 1%, 효모 
0.5%, 20℃에서는 누룩 2%, 효모 0.8%, 15℃에서는 누룩 3%, 효모 0.8%가 발효를 위한 적합한 조건
으로 생각된다.

나) 담금 회수, 발효방법, 가수량에 따른 발효 
  담금 회수, 발효방법, 가수량에 따른 발효 조건을 살펴보기 위해 각각의 담금 회수에 따라 발효방법
을 달리하며 발효 일수별 알코올 변화를 확인한 결과 그림 3과 같았다. 1단, 2단, 3단 발효의 경우 발
효 최종일에는 18~19%의 알코올이 생성되어 비슷한 알코올 생성을 보였으나 glucose의 변화는 죽과 
무증자의 경우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2단, 3단의 경우 발효방법에 따라 알코올의 변화는 차이가 없
었으나 급수량의 경우에는 급수량이 증가할수록 알코올 생성량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3 (a), 
(b)). glucose의 경우에는 2단, 3단에서 죽, 증자, 무증자의 경우 급수량이 200%일때 glucose량이 적
었다(그림 3 (c), (d)). 급수량과 발효방법에 따른 기호도를 조사한 결과 급수량이 적을수록 기호도가 
좋았으며 급수량이 증가할수록 기호도는 적어졌다. 이것은 급수량이 적으면서 남아있는 당의 비율이 
높아서 단맛을 느껴서라 생각되며 특히 죽의 기호도가 전체적으로 좋았다 (표 2). 죽의 경우에는 분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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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쌀의 조직이 단단하지 않아서 당화가 잘되었으며 그때 과실향이 많이 나타났다. 죽의 경우에
는 향기성분(ester) 종류가 무증자에 비해 다양해서 다양한 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
이 각 담금 회수별 결과를 이용해서 다양한 농민주 담금 가능이 가능하였다. 

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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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온도, 누룩 접종율, 효모 접종율별 발효 변화
온도(℃) 누룩 접종률(%) 효모접종률(%) Brix(°Brix) 알코올(%) 잔 당(mg/ml) 관능결과

30

1
0.5 13.79 ±0.97 15.4 ±0.8 10.07 ±1.2 6
0.8 13.87 ±0.66 14.4 ±0.6 10.45 ±0.8 6
1.6 15.37 ±0.95 12.7 ±0.4 6.91 ±0.3 6

2
0.5 13.95 ±0.21 15.1 ±0.2 12.01 ±1.2 5
0.8 14.48 ±0.11 14.5 ±0.2 13.45 ±0.5 7
1.6 15.07 ±0.24 14.5 ±0.0 6.75 ±0.7 7

3
0.5 14.65 ±0.63 15.2 ±0.4 7.02 ±0.4 7
0.8 15.37 ±0.23 14.8 ±0.6 7.04 ±0.6 7
1.6 15.97 ±0.10 13.2 ±1.9 6.54 ±1.0 6

25

1
0.5 10.40 ±0.28 17.7 ±0.4 3.64 ±0.5 7
0.8 10.64 ±1.32 17.1 ±0.2 6.56 ±0.7 7
1.6 11.72 ±1.01 16.4 ±0.0 7.56 ±0.4 7

2
0.5 10.89 ±0.83 17.4 ±0.8 4.77 ±1.1 6
0.8 11.71 ±1.85 17.4 ±0.3 7.19 ±0.8 6
1.6 12.26 ±3.20 16.1 ±1.3 7.20 ±1.0 6

3
0.5 12.01 ±0.28 17.4 ±0.1 3.50 ±0.5 7
0.8 12.45 ±1.06 17.1 ±1.0 6.36 ±0.9 6
1.6 14.33 ±0.46 15.3 ±0.1 6.80 ±0.4 6

20

1
0.5 9.71 ±0.20 18.1 ±0.7 3.28 ±0.3 6
0.8 9.71 ±0.10 18.0 ±0.7 3.69 ±0.2 6
1.6 9.72 ±0.07 18.0 ±0.6 5.54 ±0.8 6

2
0.5 10.22 ±0.36 18.2 ±1.0 3.65 ±0.7 6
0.8 10.28 ±0.17 18.4 ±0.5 4.56 ±1.1 7
1.6 11.45 ±1.78 17.7 ±1.7 7.35 ±0.8 6

3
0.5 10.59 ±0.37 18.2 ±0.4 5.69 ±0.5 7
0.8 10.64 ±0.57 18.3 ±0.8 5.36 ±0.7 7
1.6 11.28 ±0.61 17.2 ±0.6 6.05 ±1.0 6

15

1
0.5 9.79 ±0.45 16.8 ±1.4 3.21 ±0.5 6
0.8 9.36 ±0.20 16.7 ±1.6 2.21 ±0.2 5
1.6 9.38 ±0.11 17.1 ±1.5 2.04 ±0.4 5

2
0.5 9.47 ±0.66 17.8 ±0.6 2.08 ±0.3 5
0.8 9.39 ±0.83 17.9 ±0.8 2.14 ±0.8 5
1.6 9.22 ±0.17 17.6 ±0.9 1.62 ±0.4 5

3
0.5 9.58 ±0.67 17.5 ±0.3 1.73 ±0.4 6
0.8 9.71 ±0.44 18.2 ±0.4 2.47 ±0.3 6
1.6 9.49 ±0.55 17.4 ±0.4 1.64 ±0.5 5

10

1
0.5 10.30 ±0.33 15.6 ±0.5 6.89 ±0.9 6
0.8 10.34 ±0.57 16.1 ±1.1 6.85 ±1.2 6
1.6 9.51 ±0.30 16.7 ±0.1 4.00 ±0.8 5

2
0.5 10.51 ±1.08 16.5 ±1.3 3.06 ±1.1 5
0.8 9.77 ±0.44 17.8 ±1.1 2.92 ±1.0 5
1.6 9.68 ±0.93 18.1 ±0.9 2.10 ±0.5 5

3
0.5 10.64 ±0.42 17.2 ±1.7 6.63 ±0.7 5
0.8 10.04 ±0.19 17.4 ±1.5 5.09 ±1.1 5
1.6 10.25 ±0.40 17.7 ±1.0 3.30 ±0.5 5

*10일 기준, 단 10℃는 1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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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발효회수 및 발효방법에 따른 알코올 및 glucose 변화

(a) 2단 담금 알코올                     (b) 3단 담금 알코올

(c) 2단 담금 glucose                   (d) 3단 담금 glucose
그림 4. 급수량 및 발효방법에 따른 알코올 및 glucose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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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급수량과 발효방법에 따른 기호도
(%) 2단기호도 3단 기호도

100%
죽 6.8 7.2

증자 6.7 6.9
무증자 6.1 6.1

150%
죽 7.0 6.4

증자 6.2 6.0
무증자 5.5 5.5

200%
죽 5.3 5.4

증자 5.0 4.8
무증자 5.0 4.7

4. 적  요
  가. 온도별, 누룩 접종율, 효모 접종율의 변화를 보면 Brix는 발효온도가 낮아질수록 낮아졌으며 누

룩첨가량이 증가할수록 Brix도 증가하였다. 다만 10℃ 발효에서만 Brix가 약간 상승하였으며 
20℃에서는 누룩 2%, 효모 0.8% 첨가시에 알코올 수율이 18.4±0.5%로 최고를 나타내었다. 

  나. 관능평가 결과로는 20℃에서 생산된 술이 전체적인 관능평이 높았으며 최고 알코올 수율을 나
타낸 누룩 2%, 효모 0.8%도 좋은 관능평을 나타내었다. 누룩 2%, 효모 0.8%를 최적의 조건으
로 하여 술을 만들었을때 알코올 수율도 높았으며 맛과 향도 우수하였다.

  다. 계절별 온도에 따른 최적발효 조건을 위해서는 실내 온도가 최소 15℃이상, 최고 25℃이하의 
온도가 유지되어야 하며 25℃에서는 누룩 1%, 효모 0.5%, 20℃에서는 누룩 2%, 효모 0.8%, 1
5℃에서는 누룩 3%, 효모 0.8%가 발효를 위해 적합한 조건으로 생각된다. 

  라. 각 담금 회수, 발효방법, 가수량에 따른 발효 결과를 보면 급수량 100%일때 3단 죽이 알코올 
19.2%로 높고 기호도가 우수하였다. 또한 급수량 150%는 2단 죽이 관능적으로 우수하였고 증
자법이 알코올 수율이 19.8%로 가장 높았다.

  마.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농민주 약주 생산이 가능하면 죽, 증자, 무증자, 1단, 2단, 3단, 
급수량 100%, 150%, 200% 등 여러 가지 방식의 약주 제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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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기간 연구실 책임자

농촌자원 활용 가양주 제조 연구 가공이용 '08~'09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강희윤

농촌 어메니티 활용 가능 가양주 제조연구 가공이용 ‘09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이대형

색인용어  농민주, 전통주, 가양주, 누룩, 효모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troubleshooting a Korean traditional rice wine (farmer 
rice wine) in Gyeonggi province farmers. Paju C  farmer for effects of fermentation Chidaegi 
and yeast(0.5~1.6%), addition of water(120~200%) on the quality of Korean traditional rice 
wine were investigated. The optimum condition was produced when addition of 1.2% yeast 
and non-chidaegi, water supply 120% at 25℃ for 2 days in mash.  The ethanol contents 
ranged from 16.5 to 17.4%, while the total acid levels were in the range of 2.7 to 3.0 ml. In 
sensory evaluation, Paju C farmer rice wine made from the addition of 10% nuruk and 1.2% 
yeast showed the best overall acceptability. Icheon S  farmer for effects of nuruk kinds, 
addition of nuruks(7.5~11.7%) and addition of water(120~200%) on the quality of farmer rice 
wine were investigated. The optimum condition was produced when addition of sangju-nuruk 
10% and water supply 120% at 20℃ for 10 days. The glucose contents were changed for 3 
days of fermentation after the addition of rice to the mash, however, it showed by 
approximately 10~12 mg/ml after 10 days. Additionally, the ethanol contents of 
sangju-nuruk 10%  increased to 16.0% after 3 days of fermentation.

Key words : farmer's brewery, traditional liquor, home-brewed liquor, alcohol beverage, rice w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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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2007년 우리나라에는 13개 주류에 대해 1,425개의 제조면허가 발급되었으며, 주종별로는 막걸리가 
778개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약주 180개, 과실주 131개, 맥주 99개, 리큐르 89개 등의 순으로 면허가 
발급되어 있다. 막걸리 업체는 1993년의 1,204개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약주와 과실주, 리큐
르 등은 전통주제도의 도입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중 농민주는 농민이 스스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하는 술로서 주류제조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제조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및 판매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2004년 우리술은 전국 63개(경
기도 4개업체) 생산업체가 조사(농림부)되었으며, 2006년에는 전국 97종(경기도 9종)의 전통가양주가 
파악되었다(문화광광부). 민속주와 농민주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술 산업의 발전방향으로 정책개
발, 안정적인 원료공급, 음식과 어울리는 전통주 개발, 주류제조기법 개량 및 대중화 등을 제시하였
고, 문화관광 및 지역농업과 유기적 관계 확대를 통한 축제활성화, 농촌체험 및 가양주 보급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07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전통주 산업이 국내 주류시장에서 차지하는  주세액은 0.5%, 출고
량은 0.3% 수준이었다. 민속주 출고량은 120㎘로서 전국대비 12.4%를 차지하였으며 출고량으로는 약
주, 주세로는 증류식소주가 가장 높았다. 또한 농민주는 96㎘(전국대비 0.9%)의 출고량이 보고되었고, 
그중 96%인 92㎘가 과실주였다.’93년부터 농업인 등에 대한 주류제조면허 추천을 실시하여 ’07년 
12월 현재 466건을 추천하였고,’07년말 241개 업체가 생산 중이며 평균 매출액은 2억원에 불과하였
지만 농민주는 과잉생산과 가격폭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산물을 이용하여 술로 제조함으로서 농
산물의 소비와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특산물 이용과 향토음식과 관광등과 연계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농민주는 농산물의 소비와 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나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농민주의 가장 큰 문제점은 농민주를 생산하는 농민들이 주류에 대한 지식부족으로 고품질의 주
류 생산이 어려우며 농민주 생산을 위한 기본 매뉴얼이 없이 구전 방식에 의한 주류 생산으로 농민주
의 과학화 및 활성화의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에 선행 연구인 「농촌 어메니티 자원 양조 실태조사」
를 기초로 경기도에 있는 2곳의 농민주 생산 농가(이천 S, 파주 C 농가)의 문제점을 발굴하여 과학적
이며 매뉴얼화 된 농민주를 제작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원료, 균주 및 시약

  멥쌀(추청쌀)은 2008년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재배된 것을 찹쌀(화선찰)은 2008년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고 개량누룩(누룩)은 (주)한국효소 제품(역가 1,500 sp)을, 정제효소는 데코자임 제품(glu-
coamylase 92%, α-amylase 8% 역가 30,000 sp)을 사용하였다. 효모는 시판 중인 Saccharomyces 
cerevisiae(Laparisienne, Netherlands)을 사용하였고, 일반 분석용 시약은 특급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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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담금 및 발효
  기본적인 담금은 2곳 농민주 생산 농가의 방법을 기초로 하여 시행 하였다.

 1) 농민주 생산방법
 ○ 파주 C 농가

기존 제조방법
밑술 찹쌀 250g, 누룩 50g, 물 400ml, 

치대기 1시간, 3일간 30℃

1단 찹쌀 1.5kg, 누룩 150g, 물 2.4L,
 치대기 1시간, 인삼 250g, 3일간 30℃

2단 찹쌀 3.25kg, 누룩 300g, 물 3.2L
15일간 30℃

저온 발효 25일간 10℃
 ○ 이천 S 농가

기존 제조방법

1단 찹쌀 500g(죽), 누룩 50g, 황국 200g, 백국 800g, 물 2.5L
효모 10g, 25℃ 2일 

2단
쌀 2kg, 재래누룩 50g, 
개량누룩 20g, 물 2L

25℃ 15일간

 2) 주요 조사 항목
  에탄올 함량은 원심분리한 발효액을 수증기 증류한 다음 주정계로 측정하였고 발효 분석 시기는 발
효 후 3, 5, 7, 9, 10일로 하였다. 총산은 시료 10 ㎖를 0.1 N NaOH 용액으로 중화적정한 후 소비 
㎖로 표시하였다. 당도(brix)는 당도계(ATAGO, RX-5000α)로 측정하였고 잔당은 dinitrosalicylic 
acid method에 따라 55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포도당으로 환산하여 정량하였다(Technical 
Service Institute, NTSA 1997).
아미노산도는 산도 적정이 끝난 검체 10 ㎖에 중성 formalin 용액을 5 ㎖를 가하여 유리된 산을 0.1 
N NaOH 용액으로 pH 7.0이 될 때가지 적정하여 소비된 ㎖로 표시하였다(Technical Service 
Institute, NTSA 1997). 유리당 함량은 각 발효액을 원심분리(5,000×g, 10 min)하여 상등액을 얻고 
이를 0.45 ㎛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다음과 같이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H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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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석 하였다. HPLC는 Agilent(1100 series, USA)사의 pump, 20 ㎕의 loop를 가진 autoinjector
를 이용하였으며, prevail carbohydrate ES 5 μ 컬럼(250×4.6 ㎜, USA)과 이동상으로는 75% 
acetonitrile을 이용, 30℃에서 1.0 ㎖/min의 유속으로 분리시킨 후 RI detector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양주의 관능검사는 김 등(2008)의 방법을 일부 변형시켜 경기도농업기술원의 훈련된 관능 평가원
들로 하여금 막걸리에서 느낄 수 있는 향과 맛 특성을 묘사하게 하고, 이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묘사된 
특성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향과 맛 특성에 대하여 1~5의 강도로 표시하게 한 후 그 평균값을 구하여 
나타내었고, 향과 맛을 고려한 전체적인 기호도는 가장 싫다 1, 가장 좋다 5의 점수로 표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

  파주 C농가와 이천 S농가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해결책을 제시한 내용은 표 1과 같았다.

표1. 파주 C농가와 이천 S농가의 문제점 및 해결책
(A) 파주 C 농가

기존 제조방법 문제점 해결책
밑술 찹쌀 250g, 누룩 50g, 물 400ml  치대기 

1시간, 3일간 30℃
치대기 1시간 
효모 무첨가 

발효 온도 높음
치대기 안함,
효모 첨가

발효 온도 낮춤
1단 찹쌀 1.5kg, 누룩 150g, 물 2.4L 치대기 

1시간, 인삼 250g,    3일간 30℃
인삼 투입 빠름 발효 

온도 높음
인삼 투입 늦춤
발효 온도 낮춤

2단 찹쌀 3.25kg, 누룩 300g, 물 3.2L
15일간 30℃

급수량 적음
발효 온도 높음

누룩량 적음
적정 급수량 확인
발효 온도 낮춤

적정 누룩량 확인
저온 발효 25일간 10℃ 저온 발효기간 길음 저온 발효기간 단축

(B) 이천 S 농가
기존 제조방법 문제점 해결책

1단 찹쌀 500g(죽), 누룩 50g, 황국 200g, 
백국 800g, 물 2.5L 효모 10g, 25℃ 2일 

누룩 종류 많음
죽 만듬

정확한 제조법 없음
누룩 단순화
증자 방법

제조법 메뉴얼화 

2단 쌀 2kg, 재래누룩 50g, 개량누룩 20g, 물 2L
25℃ 15일간

급수량 적음
발효기간 길음

정확한 제조법 없음
적정 급수량 확인
발효 기간 확인
제조법 메뉴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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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가별 시험 결과 
1) 파주 C 농가 
  전통주를 만드는 1단 방법 중에 고두밥과 누룩을 버무리는 과정을 치대기라 하여 고두밥의 당화를 
빠르게 하여 효모의 안정적인 증식을 통해 초기 오염을 예방하는 과정이 있다. 그러나 현재 개량화된 
방법은 누룩의 당화능력이 좋고 효모를 첨가해 주면서 위와 같은 공정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치대기 
유무와 효모 첨가에 대한 비교 시험을 한 결과가 그림 1과 같다. 
  1단 담금에서 알코올은 치대기를 하지 않고 효모를 첨가한 결과가 치대기를 하고 효모를 첨가하지 
않은 결과와 비슷하였으며 효모를 넣지 않고 치대기를 하였을 경우 산도가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다
른 균의 오염이 의심되고 초기 산도가 높으면 발효 후 관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또한 전반적으
로 효모를 첨가하지 않고 1단 담금 한 것이 산도가 높았는데 이것은 효모가 초기에 없으므로 다른 균
들에 의해서 산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관능결과에서 효모를 첨가하고 치대기를 안했
을 경우에도 좋은 관능결과를 얻었기에 발효시에 치대기를 하지 않고 효모를 첨가해 주는것이 능률면
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X

  
X

  

색차 관능
종합평가

  조 건 L a b
효모 2.5, 
치대기 ○ 90.34 -1.05 7.32 7
효모 2.5, 
치대기 x 91.13 -1.28 8.51 7
효모 x 

치대기 o 91.35 -1.28 8.57 6
효모 x, 

치대기 x 89.86 -1.14 8.40 6
그림1. 치대기 유무 및 효모첨가에 따른 발효 변화

 전통주 중에는 오염을 예방하고 맛을 좋게 하기위해 물을 적게 사용하는 고담금을 하는 경우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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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것은 발효를 완전히 시키지 않거나 쌀을 많이 사용해서 누룩이 당화를 시키기는 하나 효모가 
당화된 당을 다 사용하지 못해서 잔당이 남아 잡균을 예방하고 맛을 향상 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러한 방법이 경제적이지 못하고 급수량 대비 잔당과 관능에 대한 결과가 없어서 급수량에 대한 시험
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2와 같았다. 알코올은 급수량에 따라 큰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 오히려 
급수량이 적을 수록 알코올은 낮았다. 이것은 고담금에 의한 당성분이 효모의 생육을 억제하거나 삼투
압에 의해 효모가 포자상태가 되면서 알코올의 생성을 방해한 것으로 추측된다. 산도는 급수량이 
160%일때가 적정하였으나 전체적인 기호도를 보았을 경우 물을 적게 사용하여 당이 남아 있는 급수량 
120%가 관능적으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색차 관능
종합평가

  
조 건(%)

L a b

120 90.34 -1.28 8.32 7

160 87.13 -1.08 7.51 5

200 83.35 -0.98 6.57 4

그림 2. 급수량에 따른 발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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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으로 온도 및 밑술 발효 일수별 변화를 살펴 보았다. 밑술 초기 발효 온도가 높아서 발효시에 맛
이 떨어지거나 발효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었으며, 25일간의 저온숙성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수
정하기위해 온도에 따른 발효 일수별 변화를 살펴 본 결과 그림 3과 같았다. 
  그림에서 보는 거와 같이 밑술 초기에 25℃에서 2일과 3일 발효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30℃
에서 2일 또는 3일 발효하는 것은 알코올이 낮게 나왔다. 다음으로 발효 후 저장기간 동안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각 처리구간의 차이를 살펴볼수 없었으며 관능결과에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다만 아미노산도가 30℃-2일과 30℃-3일에서 높게 나오서 30℃발효에서 품질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색차 관능  
종합평가

  조 건 L a b
25℃-2일 91.44 -0.55 4.46 6
25℃-3일 92.11 -0.68 4.72 6
30℃-2일 92.76 -0.78 4.64 6
30℃-3일 91.41 -0.80 6.13 6

그림 3. 온도 및 저장 일수별 발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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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천 S 농가 
  이천에 있는 S농가는 농민주 신청을 준비하는 곳으로 누룩을 다양하게 하여 맛을 향상시키는 방법
을 사용하였으나 다양한 누룩 제조가 어려워서 현재 시판중인 누룩 중 농가에 맞는 것을 선택하기로 
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각 누룩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았으나 개량 누룩이 산도가 높고 
관능면에서 약간 낮았다. 그러나 다른 누룩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상주 곡자가 종합적인 
결과에서 색차 및 관능 향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어 상주 곡자를 선택하였다. 

  

  

색차 관능  
종합평가

  조 건 L a b
송학 93.45 -0.99 4.58 7
상주 9303 -1.13 5.38 7

바이오 93.16 -1.24 5.91 6
송+상 92.89 -1.21 5.41 7

그림 4. 누룩에 따른 발효 변화
  
 다음으로 멥쌀과 찹쌀 사용에 따른 발효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결과 알코올, 당은 발효에 따른 기간에 
따라 차이가 없었으나 산도에서는 찹쌀이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data not shown). 다음으로 누룩 첨
가량에 따른 발효변화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그림 5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누룩 첨가량이 낮으면 알
코올이 낮았으며 누룩이 많아 알코올은 높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누룩이 쌀 대비 10%일때 가장 높은 
알코올 생성력을 보였으며 산도 역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관능면에서도 매우 좋은 점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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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차 관  능
종합평가

  조건(%) L a b
7.5 91.63 -0.58 4.28 5
10 92.14 -0.76 4.88 6

11.7 91.64 -0.71 5.12 5
그림 5. 누룩 첨가량에 다른 발효 변화

4. 적 요
  본 연구는 농민주를 생산하는 농가의 제조 방법을 현대적인 방법으로 과학화 하고 문제시 되는 점을 
수정하여 농민주의 과학화 및 양조 조건을 수립하기 위해 수행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파주 S 농가 : 효모 1.2% 첨가, 치대기 안함, 급수량 120%, 밑술 발효일수 2일, 발효온도 25℃
기존 제조방법 개선 제조방법

밑술 찹쌀 250g, 누룩 50g, 물 400ml 치대기 
1시간, 3일간 30℃

찹쌀 250g, 누룩 50g, 물 400ml, 효모 15g, 
3일간 20℃

1단 찹쌀 1.5kg, 누룩 150g, 물 2.4L 치대기 
1시간, 인삼 250g, 3일간 30℃

찹쌀 1.5kg, 누룩 150g, 물 2.4L, 인삼 250g, 
3일간 20℃

2단 찹쌀 3.25kg, 누룩 300g, 
물 3.2L, 15일간 30℃

찹쌀 3.25kg, 누룩 300g, 물 3.2L
15일간 25℃

저온 발효 25일간 10℃ 15일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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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천 S 마을 : 상주곡자 10%, 멥쌀 사용, 누룩량 10%, 급수량 130%
이천 S 마을은 농민주 생산을 위한 신청 단계로 농민들이 다 같이 만들 수 있는 메뉴얼을 그림 6과 
같이 작성하였다. 

        

  

그림 6. 농민주 제조공정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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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다양한 과학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의 농민주 생산을 체계적으로 진행하면서 관광
과 연계된 농민주를 생산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민소득 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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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기간 연구실 책임자

 소비자 맞춤형 기능성 떡 개발 농촌자원 ’09 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 이용선

 항비만 효과 다이어트용 떡 개발 농촌자원 ’09 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 이용선

색인용어  떡, 항비만, 식이섬유, lipase 저해

ABSTRACT
  In order to develop materials for diet and dduk(Korean rice cake) for obesity prevention by 
finding natural materials from agricultural products with anti-obesity effects. Lipase inhibitory 
activity for each experimental material was high among edible shoots of a araliae continentalis 
radix, polygala root, hoelen cum radix among medicinal herbs but its inhibitory activity was 
generally low. And the inhibitory activity was high according to the order of cheongjakong-3-ho 
> heuktaekong > cheongjakong = small red beans among soybeans and mung beans > buck 
wheat > sticky barley among starches. The inhibitory activity was shown high in a mixed rice 
cake of keunnunbyeo brown rice 25% and sticky barley 25% among experimental rice cakes, and 
it didn't have a tendency to rise as the content of adlay and barly. In addition, more than 15% 
of the inhibitory activity was found in a rice cake adding eucommiae cortex, acanthopanacis 
cortex extracts, brown barley 50% + cheongjakong-3-ho. The content of dietary fiber was high 
in sticky barley with 17.9 and brown barley with 15.3 g/100g, and it went up as the content of 
sticky barley rose.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functional capacity of rice cake didn't decrease 
as much as that of raw material. 

Key words : Rice cake(dduk), Pancreatic lipase inhibitor, Anti-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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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식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선진국형 고령화로 접어들면서 성인병과 같
은 각종 생활습관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뿐만 아니라 서구
적인 식생활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실제로 비만을 동반한 합병증인 심장 및 뇌혈관성 질환이 사망률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Bray, G.A. 1998, 1999) 그러나 최근에는 식습관뿐만 아니라 신경 내분비 
계통의 이상이나 약물과 유전적 원인 및 생화학적 이상 반응에 의해서도 비만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Alberti, K.G. 1988, Grundy, S.M. 1999). 1996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 자료
에 의하면 세계 비만관련 질환 인구가 5년마다 두배씩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성인 인구의 약 
65%가 과체중에 해당된다고 발표하였다(Flegal, K.M. 2002, WHO, 1998),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비만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우려되는 점은 세계적으로 소아비만의 증가가 10년을 주기로 3
배로 급증하고 있어 더 많은 성인 비만인구의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에는 비만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약품 개발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 하나의 
방법으로써 췌장 지방분해효소 저해제(pancreatic lipase inhibitor)를 이용한 비만치료법에 대한 연구
가 진행 중이다. 식이로 섭취된 지방의 분해 및 흡수는 장내 낮은 pH에 의한 변화와 더불어 여러 가
지 효소작용이 동반되는 매우 복잡한 경로를 거쳐 진행된다(Borgstom, B. 1986). 이들 여러 가지 효
소 중에 pancreatic lipase는 triacylglycerol을 2-monoacylglycerol과 fatty acid로 분해하는 핵심적
인 반응을 진행시키는 효소로 작용한다(Bitou, N. 등 1999). 이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화
합물로는 현재 의약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tetrahydrolipstatin(Orlistat, Ro 18-0647)을 들 수 있으
나, 뛰어난 효능에도 불구하고 위장장애, 과민증, 지용성 비타민 흡수억제 등의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다(Peter, C. and Williams G. 2001). 그러므로 최근에는 부작용이 없는 식품 및 천연물로부터 
pancreatic lipase inhibitor를 개발하여 비만 예방 및 치료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
되고 있다.
  과거 수 십년 동안 저지방 식이를 섭취해 온 한국인의 경우 고지방 식이를 섭취해 온 서구인과는 
에너지 대사 및 지질 대사 체계에 차이가 있고, 비만관련 효능에 있어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항비만 효과를 가진 농산물 유래 천연소재를 탐색 발굴하여 다이어
트 소재 및 떡으로 제조하여 기능성 함량의 변화 등을 검토하고 떡의 고급화 및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비만조절용 떡을 개발하고자 각종 농산물, 한약재 및 식품소재를 여러 비율로 배합하는 실험
을 통해 기능성 함량의 변화와 효소 저해활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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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가. 시험재료

  본 시험에 사용한 다산벼, 고아미2호는 기술원에서 2008년도 수확한 벼를 정조상태로 4℃에 보관하
면서 필요시 도정 후 쌀가루로 분쇄하여 분석과 떡 제조에 사용하였다. 강낭콩과 검정콩 종류는 농업
기술원에서 생산된 것을 이용하였으며, 기타 두류와 율무, 보리 등 잡곡류는 시중에서, 동아, 마, 오
가피 등의 한약재는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여 저온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수집된 한약재는 마쇄하여 
시료의 20배에 해당하는 증류수를 넣어 95℃ 수욕상에서 5시간 동안 환류냉각하면서 추출하여 여과한 
후 60℃에서 감압농축 후 동결건조하여 -20℃에 냉동보관하면서 분석에 사용하거나 분말상태로 떡에 
첨가하였다. 
  난소화성덱스트린(뉴트리오스)은 (주)네오크레마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분석에 사용된 유기용매는 덕
산약품공업(주)의 제품을 pancreatic lipase assay를 위한 효소와 식이섬유의 효소는 Sigma(St. 
Louis,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나. 떡 제조
  떡 제조를 위한 쌀가루는 도정한 쌀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 후 상온의 수돗물에 5시간 수침 후 1시
간 물빼기를 하여 roller mill(대창기계)로 2번 분쇄한 후 16mesh의 체분쇄기로 다시한번 곱게 분쇄하
였다. 쌀가루는 4℃ 냉장실에 보관하며 필요시 덜어서 사용하였으며, 설기떡과 찰떡은 쌀가루에 소금 
0.8%, 설탕 8%를 혼합하여 사각시루에 담고 스팀기를 이용하여 쪄냈으며 상온에서 1시간 식혀 품질
조사와 분석용 시료로 활용하였다.

다. 분석 방법
   1) 식이섬유 분석
  식이섬유는 이 등(2004)의 방법에 의해 시료를 MES-TRIS buffer와 α-amylase sol.을 넣고 반응
시킨 후 protease sol.으로 다시 반응을 시켜 HCl로 pH를 조절하였다. Amyloglucosidase sol.으로 
시료액을 분해시켜 95% ethanol로 침전시켰다. 78% ethanol과 95% ethanol로 충분히 수세여과 후 
acetone으로 수세한 후 단백질 분석과 회화시켜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을 정량하였다. 
Dietary fiber(%) = 〔(R1+R2)/2〕-P-A-B / 〔(m1+m2)/2〕×100
  m1 : sample weight 1,  m2 : sample weight 2
  R1 : m1의 여과, 건조 후 잔류물 무게
  R2 : m2의 여과, 건조 후 잔류물 무게
  P : R2의 protein weight,  A : R1의 ash weight,  B : blank
   2) Pancreatic lipase 활성 저해물질의 탐색
  시료의 pancreatic lipase에 대한 저해활성은 4-methylumbelliferyl(4-MU) oleate 를 기질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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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waguchi 등(1997)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0.1mM 4-MU oleate 100uL와 McIlvaline 완충액
(0.1M citrate-Na2HPO4, pH 7.4) 40uL, 시료용액 10uL를 혼합하고, Pancreatic lipase 50uL(0.05 
U)를 가함으로서 반응을 개시하였다. 37℃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1mL의 0.1N HCl 용액과 2mL 0.1M 
sodium citrate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료시켰다. Lipase에 의하여 유리된 4-methylumbelliferone을 
형광광도계(Ex320/Em450nm)에서 측정하였다. Lipase 저해활성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Inhibitory activity(%) = (1-형광강도sample)/형광강도control×100

3. 결과 및 고찰
가. 식이섬유 함량 비교

   1) 시험재료별 식이섬유 함량 비교
  떡을 제조하기 전의 식이섬유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주재료들의 총 식이섬유 함량은 
찹쌀가루인 화선찰에서 5.2 g/100g 이었으며, 멥쌀가루인 다산과 영안은 4.9와 4.7 g/100g이었다. 식
이섬유가 높은 품종인 고아미2호는 7.9 g/100g으로 일반 멥쌀가루보다는 1.7배 정도 높았으며, 큰눈
벼 현미는 7.6 g/100g으로 고아미2호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율무의 경우 7.0 g/100g으로 높은 함
량을 나타냈으며, 겉보리 15.3 g/100g, 찰보리 17.9 g/100g으로 다른 전분류보다 보리에서 높은 함량
을 나타냈다. 찰보리와 겉보리의 경우 수분보유력이 있어 대변의 중량 증가에 효과적인 불용성 식이섬
유는 4.9~5.2 g/100g 으로 다른 전분류 0.7~3.6 g/100g보다 1.4~7.4배 높았으며, 혈당 감소에 효과
적인 수용성 식이섬유는 8.4~9.6 g/100g으로 다른 전분류 2.6~4.4 g/100g보다 1.9~3.7배 높았다. 

표 1. 시험재료별 식이섬유 함량 비교
시료 식이섬유(g/100g)

총량(TDF) 불용성(IDF) 수용성(SDF)
화선찰 5.2±0.2e 0.9±0.1d 3.4±0.4b
다산 4.9±0.3e 0.7±0.1d 4.2±1.6b
영안 4.7±0.1e 1.0±0.1d 3.5±0.4b

고아미2호 7.9±0.2c 3.5±0.4b 4.4±1.1b
큰눈현미 7.6±0.6cd 3.6±0.1b 3.6±0.5b
찰보리 17.9±0.1a 5.2±0.4a 8.4±0.4a
겉보리 15.3±0.1b 4.9±0.2a 9.6±1.0a
율무 7.0±0.6d 2.8±0.0c 2.6±0.5b

  * DMRT a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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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떡 시제품별 식이섬유 함량 비교
  주재료별 설기떡을 제조하였을 때 표 2와 같이 총 식이섬유는 다산 100%와 영안 100%에서 4.6과 
4.0 g/100g으로 가루일때 4.9와 4.7 g/100g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 고아미2호 100% 떡의 경우에
도 6.4 g/100g으로 쌀가루와 비슷한 함량을 보였으며, 큰눈벼 현미도 쌀가루와 설기떡을 제조하였을 
때 동일한 7.6 g/100g을 나타냈다. 화선찰로 찰떡을 제조하여 식이섬유를 분석한 결과 4.9 g/100g으
로 화선찰 쌀가루와 비슷한 함량을 보였으며, 찰보리와 큰눈벼 현미를 혼합한 찰떡의 경우 25%씩 함
량을 늘리면서 식이섬유를 분석한 결과 보리와 큰눈현미의 함량이 증가하는 정도와 비슷하게 함량이 증
가되는 것을 보였다. 하지만 율무의 경우는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어 25%씩 함량이 증가하여도 식이섬유 
함량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여러 부재료를 첨가하여 떡을 제조한 후 식이섬유를 분석한 결과 그 중 
겉보리 50%에 두류를 첨가한 떡에서 식이섬유가 높게 나타났으며, 겉보리 50%+청서리태를 첨가한 떡에
서는 10.8 g/100g으로 다른 콩 첨가한 떡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식물성 식이섬유인 뉴트리오스를 
4% 첨가한 경우 다산 100%로 제조한 떡 4.6 g/100g보다 1.9배 높은 8.7 g/100g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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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떡 시제품별 식이섬유 함량 비교
시료구분 시료 식이섬유(g/100g)

총량(TDF) 불용성(IDF) 수용성(SDF)
주재료별 다산 100% 4.6±0.4b 1.0±0.3c 4.0±0.1a
설기떡 고아미 100% 6.4±0.1a 2.7±0.1b 4.2±0.5a

영안 100% 4.0±0.8b 1.2±0.1c 3.8±0.5a
큰눈현미 100% 7.6±0.4a 4.1±0.2a 5.3±1.0a

주재료별 화선찰 100% 4.9±0.1f 1.0±0.1f 3.2±1.0cd
찰떡 찰보리 25% 7.0±0.1c 1.7±0.1cde 4.0±0.4bc

찰보리 50% 9.2±0.1b 2.2±0.1bcd 5.0±0.6ab
찰보리 75% 12.2±0.2a 2.8±0.4ab 6.2±0.9a

큰눈현미 25% 5.5±0.1e 1.7±0.0cde 3.2±0.8cd
큰눈현미 50% 6.2±0.2d 2.6±0.3ab 3.0±1.1cd
큰눈현미 75% 6.8±0.4c 3.0±0.0a 2.4±0.6cd

율무 25% 5.0±0.4f 1.3±0.4ef 2.9±0.2cd
율무 50% 5.2±0.1ef 1.5±0.4def 2.4±0.0cd
율무 75% 6.1±0.3d 2.7±0.5ab 1.7±0.8d
고아미25% 5.3±0.0ef 2.2±0.3bc 3.7±0.1bc

부재료 첨가 무 10% 5.4±0.2e 1.6±0.2bc 4.6±0.2bc
설기떡 양파 10% 5.4±0.0e 1.1±0.2c 4.8±0.3bc

가시오가피 1% 4.4±0.0f 0.8±0.1c 4.0±0.6c
겉보리50%+청자3호 9.6±0.7b 4.7±0.4a 6.8±0.6a
겉보리50%+대두콩 9.1±0.0bc 3.2±1.7ab 6.5±1.0a

겉보리50%+청서리태 10.8±0.6a 5.3±1.1a 6.5±0.4a
겉보리50%+서리태 9.2±0.1bc 3.4±1.8ab 6.7±0.7a

뉴트리오스 2% 6.2±0.0d 1.0±0.1c 5.9±0.1ab
뉴트리오스 4% 8.7±0.1c 0.9±0.3c 6.9±1.1a

  * DMRT at 5%

나. Pancreatic lipase 저해활성 비교
   1) 시험재료별 lipase 저해활성
  시험재료별 lip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1~3과 같다. 한약재, 두류, 쌀가루에서의 저해율
은 20% 이내로 낮았으며, 한약재에서는 두릅, 백복신, 원지에서 4.3~5.0%로 다른 한약재보다는 저해
율이 높았으나 대체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두류의 경우 청자 3호에서 16.3%, 흑태콩은 15.5%, 청자
콩과 팥은 14.7%의 저해율을 나타냈다. 쌀가루는 10%이내의 저해율을 나타냈으며, 잡곡 중에서는 녹
두가 18.1%, 메밀 14.3%, 찰보리 12.0%의 저해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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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한약재별 lipase 저해활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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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두류 종류별 lipase 저해활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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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쌀가루 및 잡곡의 lipase 저해활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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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떡 시제품별 lipase 저해활성
  떡으로 제조한 후 lip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그림 4~5와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큰눈벼 현미 
25%를 혼합한 떡에서 13.9%, 찰보리 25%를 혼합한 떡에서 13.6%의 높은 저해율을 보였다. 하지만 
큰눈벼 현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저해율이 높아지는 경향은 없었으며, 찰보리의 경우도 같은 경향을 
보였다. 율무의 경우도 25%를 혼합한 떡에서 12.3%로 다른 율무떡보다 높은 저해율을 보여 첨가량이 
증가하여도 저해율이 높아지지 않았다. 한약재 및 부재료를 첨가한 떡에서는 피망, 파 10% 첨가한 떡
에서 16.0~16.5%의 높은 저해율을 나타냈으며, 두충, 가시오가피 추출액은 15.5%의 저해율을, 겉보리 
50%+청자콩 3호를 혼합한 떡도 15.5%의 저해율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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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주재료 혼합비율에 따른 떡 시제품

15.4 15.516.016.5
15.5

0

5

10

15

20

후
지

1
0
%

홍
로

1
0
%

 

쓰
가

루
1
0
%

피
망

1
0
%

 

파
1
0
%

당
근

1
0
%

양
파

1
0
%

더
덕

1
0
%

마
1
0
%

마
치

현
 1

%
 

두
충

 1
%

 

두
릅

 1
%

가
시

오
가

피
 1

%

백
복

신
, 

원
지

1
0
%

겉
보

리
5
0
%

+
청

자
3
호

겉
보

리
5
0
%

+
대

두
콩

겉
보

리
5
0
%

+
검

정
콩

겉
보

리
5
0
%

+
청

서
리

태

겉
보

리
5
0
%

+
서

리
태

뉴
트

리
오

스
 2

%
 

뉴
트

리
오

스
 4

%
 

저
해

율
(%

)

  그림 5. 한약재 및 부재료 첨가한 설기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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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항비만 효과를 가진 농산물 유래 천연소재를 탐색 발굴하여 다이어트 소재 및 비만방지용 떡을 개
발하고자 각종 농산물과 한약재를 첨가하여 떡을 제조하여 기능성 함량의 변화와 효소 저해활성 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시험재료별 lipase 저해활성은 한약재에서 두릅, 원지, 백복신 등이 4.3~5.0%로 저해율이 낮았

으며, 두류에서는 청자콩 3호 > 흑태콩 > 청자콩 = 적두(팥)이 14.7~16.3%, 전분류에서는 녹두 
> 메밀 > 찰보리 순으로 12.0~18.1%로 저해율이 높았다.

  나. 떡 시제품에서는 큰눈벼 현미 25% 또는 찰보리 25%를 혼합한 떡의 저해율이 13.6~13.9%를 나
타냈으며, 율무 25%의 경우 12.3%이었다. 또한 피망, 파 10% 첨가와 두충, 가시오가피 추출액, 
겉보리 50%+청자콩 3호를 첨가한 떡에서 15%이상의 높은 저해율을 나타냈다.

  다. 식이섬유 함량은 찰보리 17.9, 겉보리 15.3g/100g으로 높았으며, 찰보리 함량이 많아질수록 떡의 
식이섬유 함량도 높아졌다. 종합적으로 볼 때 떡으로 제조 시 원료보다 기능성함량이 낮아지지 
않았으며, 찰보리 25%를 혼합한 떡에서 pancreatic lipase 저해율이 높고, 식이섬유도 높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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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기간 연구실 책임자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환경변동 대응 연구 농업환경 '08~'11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강창성

 기후변화대비 고온적응 벼 재배기술 개발 벼 '08~'09 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 원태진

색인용어  기후변화, 고온적응, 이앙기

ABSTRACT
  This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find adaptable rice cultivars according to 
transplanting time and growth temperature treatments in rice field. Field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t Hwaseong in Gyeonggi province from 2008 to 2009 and were treated with 5 
rice cultivars and 3 transplanting times. Another test was conducted to find adaptable rice 
cutivas for high temperature during rice cultivation period. 44 rice cultivars were treated 
for high temperature of vinyl tunnel and glass greenhouse.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
  The number of days to heading was shorted in early transplanted or early maturing 
cultivar, but was delayed in lately transplanted or mid-late maturing cultivar. Early 
maturing cultivars were increased ripening ratio, 1,000-grain weight and head rice yield as 
transplanted lately more May 20 and June 10  than May 1. Change of transplanting time 
had no effect on mid maturing cultivar and mid-late maturing cultivars.
  The change of heading date was a few of different temperature treatments during growth 
period at the Jinbuall, Jinbu, Gyeonggi 1, Sura, Hwayoung, Hwameong, Changchungjinmi,  
SR29070 and Sindongjinbyeo. 
  The different temperature treatments during growth period did not affect the fertile grain 
ratio, ripened grain ratio, head rice ration at Gyeonggi 1, Hwaseongbyeo
  The percent of fertile grain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different temperature 
treatmnet during growing period at the varieties of Woonmi, Gyeonggi 1, Cheongan, 
Hwaseong, Hwajoung, Chucheong, Hwajin, Hwameong, Sechucheong and Dongjunbyeo.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percent of head rice by the high temperature 
treatments during growing period at Jinbu, Gyeonggi 1, Daejin, Cheongan, Hwaseong, 
Anjoung, SR29070, Ilpum, Samkwang, Hopum, Chilbo and Sindongjinbyeo.

Key words : Climate change, High temperature adaptation, transplan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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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한반도의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은 1.5℃ 상승하였고, 지난 30년간 겨울평균기온은 1.9℃ 상승한 
반면 세계평균은 0.74℃로 2배 이상 빠른  기온 상승과 따뜻한 겨율이 지속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열대작물인 벼는 온도상승으로 인해 재배지역이 확대될 수 있으나 현재의 재배지역에
서는 고온적응 품종이나 재배기술의 대책이 없는 한 생산량의 감소를 가져올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
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재배시기의 이동이나 고온 내성 품종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온의 상승에 따라 벼의 생산량은 등숙기 고온에 의에 현재보다 20~30%정도 감수하지만 재배시기 
조절로 고온을 회피하면 18%의 증수도 가능하다고 한다(윤, 1990). 등숙기의 온도는 쌀의 생산량과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자포니카의 경우 가장 높은 수량을 올릴 수 
있는 등숙기 평균기온은 21.5℃라고 하며(농촌진흥청. 1981) 대체로 적정 등숙온도는 21~23℃로 보고 
있다. 일본에서는 자포니카벼의 적정 등숙온도를 20~22℃로 보고 있으며, 이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에
는 종실수량에 큰 피해를 입는다고 하였다(Aimi 등, 1959; Murakai, 1973). 이처럼 벼의 등숙은 등숙
기의 기온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등숙기 평균기온이 1℃ 상승함에 따라 등숙기간은 약 1.7일이 
단축된다고 하며(이, 1983), 등숙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면 영화간의 양분경합이 심해져 약세영화에는 
심복백이 증가하게 되는데 특히 야간온도가 고온일 때 더욱 심하다고 한다(김 등, 1988). 등숙기 온도
가 고온조건이 되면 동화산물의 축적이 빨라져 쌀알의 성장속도도 증가하지만 저온조건으로 동화산물
의 축적이 늦어져서 충실하게 여문 쌀알에 비해 최종립중은 감소한다고 한다(Ebata 등, 1967). 이처
럼 벼가 고온 등숙시에는 수량의 감소뿐만 아니라 쌀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청미와 심복
백미는 유전적인 특성과 등숙기간, 재배시기에 따른 기상환경 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長戶
一雄, 1944).
  따라서, 본 연구는 벼 이앙기 이동과 고온 재배환경에 따른 수량과 미질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고온
경감 대책의 기초자료를 수립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시험 1〉벼 이앙기 이동에 따른 수량과 미질에 미치는 영향
  본 시험은 2008~2009년까지 화성시 기산동 소재 경기도농업기술원 논포장에서 수행되었다. 공시품
종으로 오대벼, 운광벼, 화성벼, 삼광벼, 추청벼를 사용하였으며, 품종별로 5월 1일, 5월 20일, 6월 
10일에 각각 35일 육묘한 중묘를 재식밀도 주당 3~4본, 30×14cm로 하여  기계이앙 하였다. 질소시
비량은 9kg/10a를 기비-분얼비-수비로 각각 50-20-30% 비율로 분시하였고, 인산은 4.5kg/10a를 
전량 기비로, 가리는 5.7kg/10a를 기비로 70%, 수비로 30% 분시하였으며, 기타 재배관리는 경기도농
업기술원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이앙시기에 따른 품종별 출수기 및 출수소요일수와 등숙시기별 이삭
당 임실율과 등숙율을 조사하였으며,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와 쌀 품질분석을 조사하였다.



106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시험 2〉벼 재배환경에 따른 쌀 품질에 미치는 영향
  본 시험은 2009년 화성시 기산동 소재 경기도농업기술원 노지포장, 유리온실, 비닐터널에서 수행되
었다. 공시품종으로 진부올벼 등 유전자원 44품종(계통)을 5월 20일에 35일 육묘한 중묘를 사용하였
으며, 노지포장에서는 재식밀도 주당 3~4본, 30×14cm로 하여 손이앙 하였고, 유리온실에서는 품종
(계통)당 1열 30주을 주간 14cm로 하여 손이앙 하였으며, 비닐터널에서는 품종(계통)당 1열 20주을 
주간 14cm로 하여 손이앙 하였다. 질소시비량은 9kg/10a를 기비-분얼비-수비로 각각 50-20-30% 
비율로 분시하였고, 인산은 4.5kg/10a를 전량 기비로, 가리는 5.7kg/10a를 기비로 70%, 수비로 30% 
분시하였으며, 기타 재배관리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벼 재배환경에 따른 품종
(계통)별 출수기 및 출수 소요일수와 등숙시기별 이삭당 임실율과 등숙율을 조사하였으며, 수량 및 수
량구성요소와 쌀 품질분석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시험1〉벼 이앙기 이동에 따른 수량 및 미질에 미치는 영향
  조생종인 오대벼, 운광벼와 중생종인 화성벼와 중만생종인 삼광벼, 추청벼를 벼 이앙기를 5월 1일, 
5월 20일, 6월 10일 달리하였을 때 출수기와 출수일수을 조사한 결과는 표1과 같다. 조생종은 5월 1
일 이앙기의 벼 출수일수에 비해 5월 20일, 6월 10일 이앙시 각각 11일, 18~19일 출수일수가 단축되
어 이앙기 이동에 따른 출수기 변화가 적었으나, 중생종과 중만생종은 5월 1일에 비해 5월 20일, 6월 
10일 이앙시 각각 15~17일, 28~31일 출수일수가 단축되어 이앙기 이동에 따른 출수기 변화가  많았다.
  성숙기 생육조사결과는 표 2와 같다. 조생종은 이앙기가 늦어질수록 간장은 증가하였고, 중생종 및 
중만생종은 이앙기에 의한 생육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출수일수와 출수기까지의 평균기온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조생종의 경우 이앙후 
출수기까지의 평균기온에 의한 출수일수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중생종과 중만생종은 출수일수가 급
격히 감소되는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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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앙시기별 출수기 및 출수일수

품종명 년  도 출 수 기 (월. 일) 출수일수 (일)
5. 1이앙 5. 20이앙 6. 10이앙 5.  1이앙 5. 20이앙 6. 10이앙

2008 7. 21 7. 28 8.  9 82 70 61
오대벼 2009 7. 20 7. 29 8. 14 81 71 66

평 균 7. 20 7. 28 8. 11 82 71 64
2008 7. 23 7. 30 8. 10 84 72 62

운광벼 2009 7. 22 8.  1 8. 15 83 74 67
평 균 7. 22 7. 31 8. 12 84 73 65
2008 8.  9 8. 12 8. 20 101 85 72

화성벼 2009 8.  7 8. 12 8. 20 99 85 72
평 균 8.  8 8. 12 8. 20 100 85 72
2008 8. 15 8. 18 8. 24 107 91 76

삼광벼 2009 8. 14 8. 18 8. 25 106 91 77
평 균 8. 14 8. 18 8. 24 107 91 77
2008 8. 19 8. 21 8. 27 111 94 79

추청벼 2009 8. 16 8. 19 8. 26 108 92 78
평 균 8. 17 8. 20 8. 26 110 93 79

 

표 2. 이앙시기별 성숙기 생육
품  종 이앙기

(월.일)
간장
(cm)

수장
(cm)

수수
(개/주)

5.  1 72.6 b 21.9 a 14.4 a
오대벼 5. 20 71.7 b 22.2 a 12.6 a

6. 10 75.0 a 21.3 a 13.6 a
5.  1 64.7 b 22.4 a 14.7 a

운광벼 5. 20 65.2 b 23.1 a 12.6 a
6. 10 69.2 a 22.2 a 13.5 a
5.  1 77.3 a 19.9 a 15.6 a

화성벼 5. 20 79.1 a 19.8 a 13.4 b
6. 10 78.5 a 20.1 a 15.1 a
5.  1 80.4 b 19.6 a 13.7 a

삼광벼 5. 20 76.4 b 19.9 a 12.1 a
6. 10 83.2 a 19.2 a 14.0 a
5.  1 81.0 a 18.4 a 17.0 a

추청벼 5. 20 77.9 a 18.5 a 15.0 a
6. 10 83.8 a 18.9 a 18.3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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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13.265x + 407.51

R2 = 1  추청벼
y = -12.434x + 385.15

R2 = 0.9997  삼광벼

y = -9.2585x + 303.88

R2 = 0.9937  화성벼

y = -5.5527x + 201.39

R2 = 0.9914  운광벼

y = -5.3125x + 193.43

R2 = 0.9729  오대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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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이앙부터 출수기까지 평균기온과 출수일수의 관계(‘08~’09)

  출수 후 적산온도가 1100℃에 도달하는 수확기까지의 소요일수를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오대
벼, 운광벼, 삼광벼는 5월 1일과 5월 20일 이앙시 출수후 적산온도 1100℃ 소요일수가 동일하였고 6
월 10일 이앙시 3~4일 지연되었다. 화성벼와 추청벼는 5월 1일 이앙에 비해 5월 20일 이앙시 2일 지
연되었고 6월 1일이앙시 5월 1일과 5월 20일 이앙에 비해 4~6일 지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생종
은 이앙기 이동에 의한 출수기 변동이 적은 반면 중생종과 중만생종은 이앙기 이동에 의한 출수기의 
지연이 등숙기간중 9월말 10월초의 저온에 의한 적산온도 부족으로 판단된다.
  벼 이앙기 이동에 따른 쌀 수량 및 품질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등숙율은 오대벼와 운광벼
을 5월 20일, 6월 10일 이앙에 비해 5월 1일 이앙시 81%로 낮았으며 다른 품종은 이앙기에 따른 등
숙율 영향은 없었다. 천립중은 오대벼, 운광벼, 화성벼의 경우 이앙기을 늦음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었으며 삼광벼와 추청벼는 이앙기에 따른 천립중의 영향은 없었다. 완전미 수량은 오대벼의 경우 이앙
기을 늦음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운광벼, 화성벼, 추청벼는 5월 1일, 5월 20일 이앙시는 대등
하였으며 6월 10일 이앙시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삼광벼는 이앙기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앙시기가 늦을 수록 표 3과 같이 등숙기 적산온도 부족으로 수확기가 지연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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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앙시기별 출수후 적산온도(1100℃) 소요일수

품  종 이앙기
(월.일) 2008년 2009년 평  균

오대벼 5.  1 44 44 44
5. 20 44 44 44
6. 10 46 49 47

운광벼 5.  1 44 44 44
5. 20 44 45 44
6. 10 47 49 48

화성벼 5.  1 46 47 46
5. 20 48 48 48
6. 10 51 53 52

삼광벼 5.  1 49 47 48
5. 20 48 48 48
6. 10 51 53 52

추청벼 5.  1 51 50 50
5. 20 52 52 52
6. 10 54 58 56

표 4. 벼 이앙기 이동에 따른 쌀 수량 및 품질(‘08~’09)

품  종 이앙기
(월.일)

등숙율
(%)

천립중
(g)

완전미
수 량

(kg/10a)
완전미수량

지수
오대벼 5.  1 81.5 b 24.2 c 320 c 100

5. 20 91.1 a 24.9 b 437 b 136
6. 10 89.6 a 26.8 a 490 a 153

운광벼 5.  1 81.1 b 21.4 c 430 b 100
5. 20 85.7 a 21.9 b 491 b 114
6. 10 87.0 a 23.9 a 604 a 140

화성벼 5.  1 89.5 a 21.8 b 472 b 100
5. 20 91.8 a 21.9 b 441 b 93
6. 10 93.0 a 22.2 a 548 a 116

삼광벼 5.  1 93.1 a 22.0 a 570 a 100
5. 20 92.6 a 22.0 a 602 a 106
6. 10 91.3 a 22.6 a 621 a 109

추청벼 5.  1 94.5 a 21.6 a 493 b 100
5. 20 94.4 a 21.5 a 492 b 100
6. 10 92.9 a 22.0 a 543 a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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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벼 품종별로 이앙기를 달리하였을 때 미질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5와 같다. 단백질 함량은 오대벼, 
운광벼, 삼광벼, 추청벼의 이앙기 5월 1일, 5월 20일처리에서 대등하였으며 6월 10일 이앙시 단백질
함량은 증가하였고, 화성벼는 이앙기에 따른 단백질함량 변화는 없었다. 
  아밀로스함량은 오대벼와 운광벼의 경우 이앙기가 늦을 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화성벼는 5
월 20일, 6월 10일처리에서 대등하였으며 5월 1일 이앙시 함량은 감소하였고, 추청벼는 5월 1일, 5월 
20일처리에서 대등하였으며 6월 10일 이앙시 아밀로스함량은 증가하였고, 삼광벼는 이앙기에 따라 아
밀로스함량 변화는 없었다.
  식미치는 오대벼의 경우 이앙기가 늦을 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화성벼, 삼광벼, 추청벼는 이
앙기에 따라 식미치 변화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6월 10일 이앙을 늦추었을 때 5월 20일 적기이앙에 비해 수량은 증가
하나 단백질함량이 높아져 고품질벼 생산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5월 1일 이앙시 단백질함량은 다
소 낮을 수는 있으나 조생종은 수량감소가 심하고, 중생종과 중만생종은 수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5. 벼 이앙기 이동에 따른 미질특성(‘08~’09)

품  종 이앙기
(월.일)

단백질함량
(%)

아밀로스함량
(g)

식미치
(%)

오대벼 5.  1 6.5 b 16.2 c 65.8 c
5. 20 6.3 b 17.5 b 70.1 b
6. 10 6.8 a 19.2 a 72.4 a

운광벼 5.  1 6.3ab 15.5 c 68.6 b
5. 20 6.0 b 16.2 b 66.0 b
6. 10 6.5 a 18.0 a 72.8 a

화성벼 5.  1 6.1 a 18.1 b 75.3 a
5. 20 5.9 a 19.0 a 77.4 a
6. 10 6.6 a 19.4 a 78.8 a

삼광벼 5.  1 5.6 b 18.4 a 78.2 a
5. 20 5.5 b 18.5 a 76.4 a
6. 10 6.0 a 18.6 a 76.3 a

추청벼 5.  1 6.1 b 18.3 b 76.4 a
5. 20 5.9 b 18.7 b 75.2 a
6. 10 6.7 a 19.2 a 74.9 a



 Ⅰ. 작물연구 ∙ 111

〈시험 2〉벼 재배환경에 따른 쌀 품질에 미치는 영향
  진부올벼 등 유전자원 44품종(계통)을 노지포장, 비닐터널, 유리온실에 5월 20일 이앙하였으며, 벼 
생육기간 중 기온과 조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노지포장의 평균기온은 22.1℃로 비닐터널과 
유리온실은 각각 0.3, 1.6℃ 높았으며, 적산온도는 노지포장 3139℃에 비해 비닐터널, 유리온실은 각
각 47, 228℃ 높았다. 조도는 노지포장 83klux에 비해 비닐터널, 유리온실은 각각 13, 46klux가 적었다. 

표 6. 벼 생육기간(5월 20일~10월 8일) 중 재배환경 기온 및 조도

구     분 기  온(℃) 조  도♩
(Klux)평  균 최  고 최  저 적  산

노지포장 22.1±2.9 27.4±3.0 17.6±3.7 3139 83±11.6

비닐터널 22.4±2.8 27.5±3.0 18.2±3.7 3186 70± 4.8

유리온실 23.7±2.5 28.9±3.1 19.6±3.0 3367 37±45.2

비닐터널-포장 0.3 0.1 0.6 47 -13

유리온실-포장 1.6 1.5 2.0 228 -46
 ♩: 맑은날 13:00~13:30 측정

  재배환경에 따른 조생종 7품종(계통)의 출수기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오대, 운미, 운
광, 히토메보레는 노지포장에 비해 비닐터널과 유리온실재배에서 3~7일 출수기가 지연되어 재배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으나, 진부올, 진부, 경기1호의 출수기는 재배환경에 따라 1~2일로 변동이 
적어 온도 및 조도변화에 적응하는 품종이라 판단되었다.
  재배환경에 따른 중생종 17품종(계통)의 출수기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7의 조생종 
출수기에 비해 중생종의 출수기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었으며, 특히 수라벼와 화영벼의 출수기는 노
지포장재배에 비해 비닐터널은 1일 단축되었고 유리온실은 1일 지연되어 다른 중생종 품종에 비해 재
배환경변화에 적응하는 품종이라 판단된다.
  재배환경에 따른 중만생종 20품종(계통)의 출수기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표 9과 같다. 중만생종의 
출수기는 표 7, 표 8의 조생종, 중생종의 출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으며, 특히 화명, 청
정진미, SR29070, 신동진벼의 출수기는 노지포장, 비닐터널, 유리온실재배 모두 동일하여 기온과 조
도 등의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품종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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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조생종 재배환경에 따른 출수기 변화

품 종
(계통)

출수기(월/일) 출수 변경일수
노지포장

(A)
비닐터널

(B)
유리온실

(C) B-A C-A
진부올 7/11 7/9 7/11 -2 0
진부 7/24 7/23 7/24 -1 0
오대 7/26 7/30 7/30 +4 +4
운미 7/27 8/1 7/31 +5 +4
운광 7/28 8/2 8/1 +5 +4

히토메보레 8/1 8/8 8/4 +7 +3
경기1호 8/3 8/4 8/5 +1 +2

표 8. 중생종 재배환경에 따른 출수기 변화

품 종
(계통)

출수기(월/일) 출수 변경일수
노지포장

(A)
비닐터널

(B)
유리온실

(C) B-A C-A
서안 8/13 8/15 8/14 +2 +1
안중 8/13 8/10 8/12 -2 -1
화중 8/13 8/11 8/14 -2 +1
안산 8/7 8/11 8/8 +4 +1
대진 8/8 8/10 8/8 +2 0
서진 8/14 8/12 8/14 -2 0
수라 8/13 8/12 8/14 -1 +1
안성 8/12 8/14 8/13 +2 +1
청아 8/7 8/7 8/10 0 +3

해찬물결 8/13 8/11 8/13 -2 0
청안 8/12 8/10 8/13 -3 +1
화영 8/13 8/12 8/14 -1 +1
화성 8/12 8/10 8/12 -2 0

고시히카리 8/7 8/7 8/9 0 +2
소비 8/14 8/11 8/15 -3 +1
다산 8/12 8/14 8/13 +2 +1
안다 8/12 8/15 8/1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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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중만생종 재배환경에 따른 출수기 변화

품 종
(계통)

출수기(월/일) 출수 변경일수
노지포장

(A)
비닐터널

(B)
유리온실

(C) B-A C-A
추청 8/18 8/19 8/18 +1 0
화진 8/15 8/14 8/16 -1 +1
대안 8/14 8/17 8/16 +3 +2
화명 8/16 8/16 8/16 0 0

새추청 8/16 8/18 8/17 +2 +1
삼광 8/16 8/16 8/17 0 +1
고품 8/15 8/14 8/15 -1 0

청정진미 8/15 8/15 8/15 0 0
남평 8/17 8/18 8/18 +1 +1
동진 8/15 8/16 8/16 +1 +1
일품 8/17 8/16 8/17 -1 0
호품 8/17 8/15 8/15 -2 -2
칠보 8/14 8/15 8/14 +1 0

SR29070 8/15 8/15 8/15 0 0
SR29791 8/14 8/15 8/15 +1 +1
SR29822 8/15 8/14 8/16 -1 +1
SR29823 8/14 8/10 8/14 -4 0
한마음 8/16 8/15 8/16 -1 0
신동진 8/16 8/16 8/16 0 0
드래찬 8/18 8/17 8/18 -1 0

  재배환경에 따른 조생종 품종의 임실율을 조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운미벼와 경기1호는 노지포
장에 비해 비닐터널과 유리온실재배시 대등하거나 다소 높은 임실율을 보였고 다른 품종은 비닐터널
과 유리온실에서 임실율이 낮았다.
  재배환경에 따른 중생종 품종의 임실율을 조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청안, 화성, 화중벼는 노지
포장에 비해 비닐터널과 유리온실재배시 대등하거나 다소 높은 임실율을 보였고 다른 품종은 비닐터
널과 유리온실에서 임실율이 낮았다.
  재배환경에 따른 중만생종 품종의 임실율을 조사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추청, 화진, 화명, 새추
청, 동진벼는 노지포장에 비해 비닐터널과 유리온실재배시 대등하거나 다소 높은 임실율을 보였고 다
른 품종은 비닐터널에서는 임실율이 대등하였으나 유리온실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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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조생종 재배환경에 따른 임실율 변이
생태형 품종 노지포장

(A)
비닐터널

(B)
유리온실

(C)
B/A
(%)

C/A
(%)

조생

진부 90.8 90.4 83.2 99 92
오대 90.0 88.3 83.3 98 93
운미 86.1 87.3 92.1 101 107
운광 91.7 84.2 79.5 92 87
경기1호 93.1 91.9 92.9 99 100
히토메보레 94.5 90.3 82.5 96 87

표 11. 중생종 재배환경에 따른 임실율 변이
생태형 품종 노지포장

(A)
비닐터널

(B)
유리온실

(C)
B/A
(%)

C/A
(%)

중생

고시히카리 90.4 86.5 79.7 96 88
안산 78.8 68.8 76.8 87 98
대진 90.7 88.3 76.7 97 85
안성 94.7 89.7 77.3 95 82
청아 94.1 85.2 86.7 91 92
해찬물결 93.3 91.4 86.3 98 93
청안 88.7 90.2 88.7 102 100
화성 91.4 95.9 92.3 105 101
안중 88.3 87.2 81.7 99 93
수라 89.6 86.1 79.4 96 89
화중 93.8 94.6 92.0 101 98
화영 92.2 89.2 80.8 97 88
서안 89.4 90.5 84.9 101 95
소비 91.8 92.7 86.4 101 94
서진 93.5 92.7 81.2 99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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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중만생종 재배환경에 따른 임실율 변이
생태형 품종 노지포장

(A)
비닐터널

(B)
유리온실

(C)
B/A
(%)

C/A
(%)

중만생

SR29070 95.9 96.9 89.6 101 93
SR29791 95.6 95.0 81.7 99 85
SR29822 94.8 93.9 83.4 99 88
SR29823 92.0 92.1 81.3 100 88
일품 93.7 93.0 90.7 99 97
추청 94.8 94.8 93.0 100 98
화진 95.7 95.4 93.3 100 98
대안 94.7 94.6 90.0 100 95
화명 94.6 96.0 95.3 101 101
새추청 97.0 97.8 93.6 101 97
삼광 97.4 96.0 89.0 99 91
고품 96.9 95.2 92.5 98 95
청정진미 94.9 94.6 90.5 100 95
남평 93.3 90.6 88.1 97 95
동진 96.9 97.7 93.5 101 97
호품 96.3 95.1 84.9 99 88
칠보 96.1 92.9 90.8 97 94
한마음 94.1 89.8 83.0 95 88
신동진 92.5 89.6 83.1 97 90
드래찬 89.3 89.8 78.5 100 88

  재배환경에 따른 조생종 품종의 등숙율을 조사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경기1호는 노지포장에 비해 
비닐터널과 유리온실재배시 대등하거나 다소 높은 등숙율을 보였고 다른 품종은 비닐터널과 유리온실
에서 등숙율이 낮았다.
  재배환경에 따른 중생종 품종의 등숙율을 조사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화성, 화중, 화영, 서진벼는 
노지포장에 비해 비닐터널과 유리온실재배시 대등하거나 다소 높은 등숙율을 보였고 다른 품종은 비
닐터널과 유리온실에서 등숙율이 낮았다.
  재배환경에 따른 중만생종 품종의 등숙율을 조사한 결과는 표 15와 같다. SR29070, SR29822, 일
품, 추청, 화진, 대안, 화명, 새추청, 삼광, 고품, 동진, 칠보, 신동진벼는 노지포장에 비해 비닐터널
과 유리온실재배시 대등하거나 다소 높은 등숙율을 보였고 다른 품종은 비닐터널에서는 등숙율이 대
등하였으나 유리온실에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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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조생종 재배환경에 따른 등숙율 변이
생태형 품종 노지포장

(A)
비닐터널

(B)
유리온실

(C) B/A C/A

조생

진부 95.8 97.3 89.0 102 93
오대 96.3 94.1 88.2 98 92
운미 94.4 85.1 86.2 90 91
운광 94.5 87.5 85.0 93 90
경기1호 95.3 94.3 95.9 99 101

표 14. 중생종 재배환경에 따른 등숙율 변이
생태형 품종 노지포장

(A)
비닐터널

(B)
유리온실

(C) B/A C/A

중생

고시히카리 92.6 91.1 82.7 98 89
안산 87.4 84.6 70.3 97 80
대진 92.0 92.2 79.3 100 86
안성 95.4 90.8 72.1 95 76
청아 94.9 81.9 87.4 86 92
해찬물결 96.5 93.9 83.6 97 87
청안 91.8 90.4 86.4 98 94
화성 94.2 94.1 95.1 100 101
안중 95.7 92.6 85.0 97 89
수라 92.8 89.1 89.4 96 96
화중 93.6 95.6 92.9 102 99
화영 94.0 92.7 89.9 99 96
서안 93.7 93.1 79.4 99 85
소비 92.6 94.7 83.9 102 91
서진 92.9 97.2 91.1 105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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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중만생종 재배환경에 따른 등숙율 변이
생태형 품종 노지포장

(A)
비닐터널

(B)
유리온실

(C) B/A C/A

중만생

SR29070 94.7 96.2 96.5 102 102
SR29791 95.1 94.7 89.2 100 94
SR29822 94.3 96.5 92.2 102 98
SR29823 94.5 82.1 79.9 87 85
일품 91.4 90.0 90.0 99 99
추청 95.4 93.7 95.0 98 100
화진 95.1 94.5 93.1 99 98
대안 94.4 95.7 94.2 101 100
화명 95.3 96.7 92.5 102 97
새추청 96.4 96.9 97.0 101 101
삼광 94.9 96.5 95.2 102 100
고품 94.6 95.9 94.2 101 100
청정진미 95.9 96.5 88.8 101 93
남평 95.2 92.9 88.9 98 93
동진 95.2 95.0 94.4 100 99
호품 96.1 96.6 90.2 100 94
칠보 96.5 95.9 94.2 99 98
한마음 94.5 85.9 88.3 91 93
신동진 94.4 95.1 93.2 101 99
드래찬 96.3 93.8 87.9 97 91

  재배환경에 따른 조생종 품종의 완전미율을 조사한 결과는 표 16과 같다. 진부벼와 경기1호는 노지
포장에 비해 비닐터널과 유리온실재배시 대등하거나 다소 높은 완전미율을 보였고 다른 품종은 비닐
터널과 유리온실에서 완전미율이 낮았다.
  재배환경에 따른 중생종 품종의 완전미율을 조사한 결과는 표 17과 같다. 대진, 청안, 화성, 안중벼
는 노지포장에 비해 비닐터널과 유리온실재배시 대등하거나 다소 높은 완전미율을 보였고 다른 품종
은 비닐터널과 유리온실에서 완전미율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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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배환경에 따른 중만생종 품종의 완전미율을 조사한 결과는 표 18과 같다. 노지포장에 비해 비닐터
널과 유리온실에서 변이가 적은 품종은 SR29070, 일품, 삼광, 호품, 칠보, 신동진벼이었다. 

표 16. 조생종 재배환경에 따른 완전미율 변이
생태형 품종 노지포장

(A)
비닐터널

(B)
유리온실

(C) B/A C/A

조생

진부 82.0 80.3 81.2 98 99
오대 84.7 75.2 75.4 89 89
운미 92.0 76.9 82.6 84 90
운광 89.0 84.9 64.2 95 72
경기1호 89.9 92.3 89.1 103 99
히토메보레 96.9 88.1 84.7 91 87

표 17. 중생종 재배환경에 따른 완전미율 변이
생태형 품종 노지포장

(A)
비닐터널

(B)
유리온실

(C) B/A C/A

중생

고시히카리 94.3 95.0 87.1 101 92
안산 80.5 70.5 62.9 88 78
대진 86.0 87.1 86.0 101 100
안성 87.1 86.6 71.8 99 82
청아 93.9 91.2 88.7 97 94
해찬물결 92.8 93.7 85.7 101 92
청안 93.8 94.2 93.6 100 100
화성 91.9 90.4 92.7 98 101
안중 93.4 95.2 93.8 102 100
수라 85.6 80.5 86.4 94 101
화중 93.9 88.5 90.4 94 96
화영 97.9 95.6 89.8 98 92
서안 89.5 89.8 81.1 100 91
소비 92.3 92.3 73.3 100 79
서진 89.5 84.7 83.4 94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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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중만생종 재배환경에 따른 완전미율 변이
생태형 품종 노지포장

(A)
비닐터널

(B)
유리온실

(C) B/A C/A

중만생

SR29070 92.6 94.0 92.4 102 100
SR29791 87.3 84.6 79.1 97 91
SR29822 89.6 88.3 71.2 99 80
SR29823 93.8 92.5 74.9 99 80
일품 93.8 93.4 92.4 99 98
추청 92.5 95.6 87.6 103 95
화진 91.3 92.0 82.1 101 90
대안 95.8 96.4 88.3 101 92
화명 92.0 93.4 79.7 101 87
새추청 94.7 93.9 89.1 99 94
삼광 91.3 92.8 89.1 102 98
고품 90.4 88.1 87.4 97 97
청정진미 90.7 84.1 86.5 93 95
남평 96.8 97.3 91.0 100 94
동진 93.3 89.0 94.8 95 101
호품 90.7 88.7 87.8 98 97
칠보 91.3 91.4 90.2 100 99
한마음 65.4 69.2 60.0 106 92
신동진 75.7 76.7 76.2 101 101
드래찬 85.4 77.6 76.6 91 90

4. 적  요
  본 시험은 벼 이앙기 이동과 고온 재배환경에 따른 수량과 미질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 고온경감 대
책의 기초자료를 수립하고자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험 1〉벼 이앙기 이동에 따른 수량 및 미질에 미치는 영향 
  가. 5월 1일 이앙대비 5월 20일 이앙의 출수기 차이는 오대벼, 운광벼는 11일, 화성벼, 삼광벼, 추

청벼는 11~17일 이었다. 또한 5월 1일 대비 6월 10일 이앙에서는 오대벼, 운광벼는 18~19일, 
화성벼, 삼광벼, 추청벼는 28~31일 이었다.

  나. 출수후 적산온도 1100℃까지 소요일수는 5월 1일과 5월 20일 이앙에 비해 6월 10일 이앙시 오
대벼, 운광벼는 3~4일, 화성벼, 삼광벼, 추청벼는 4~6일 더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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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조생종은 5월 1일 이앙에 비해 이앙을 늦음에 따라 등숙율, 천립중, 완전미 수량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나 중생종과 중만생종은 이앙시기에 의한 영향은 없는 경향이었다.

  라. 6월 10일 이앙을 늦추었을 때 5월 20일 적기이앙에 비해 수량은 증가하나 단백질함량이 높아져 
고품질쌀 생산은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으며, 5월 1일 이앙시 단백질함량은 다소 낮을 수는 있으나 
조생종은 수량감소가 심하고, 중생종과 중만생종은 수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시험 2〉벼 재배환경에 따른 쌀 품질에 미치는 영향
  벼 생육기간 중 노지포장의 평균기온은 22.1℃로 비닐터널과 유리온실은 각각 0.3, 1.6℃ 높았으며, 

조도는 노지포장 83klux에 비해 비닐터널, 유리온실은 각각 13, 46klux가 적었다.
  44품종(계통) 노지포장 재배에 비해 비닐터널과 유리온실에서
  가. 출수기 변화가 적은 품종(계통)은 진부올벼, 진부벼, 경기1호, 수라벼, 화영벼,화명벼, 청정진미, 

SR29070, 신동진벼이었으며 온도 및 조도 변화에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임실율 변화가 적은 품종(계통)은 운미벼, 경기1호, 청안벼, 화성벼, 화중벼, 추청벼, 화진벼, 화

명벼, 새추청벼, 동진벼이었다.
  다. 등숙율 변화가 적은 품종(계통)은 경기1호, 화성벼, 화중벼, 화영벼, 서진벼, SR29070, 

SR29822, 일품벼, 추청벼, 화진벼, 대안벼, 화명벼, 새추청벼, 삼광벼, 고품벼, 동진벼, 칠보
벼, 신동진벼이었다.

  라. 완전미율 변화가 적은 품종(계통)은 진부벼, 경기1호, 대진벼, 청안벼, 화성벼, 안중벼, 
SR29070, 일품벼, 삼광벼, 호품벼, 칠보벼, 신동진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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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기간 연구실 책임자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환경변동 대응 연구 농업환경 '08~'11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강창성

 벼 재배시 동계작물 연작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수지 평가 농업환경 ’09 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 원태진
색인용어  기후변화, 고온적응, 이앙기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methane (CH4) emission 
under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type of nitrogen fertilizers, urea(Ur) and manure 
compost(MC) in paddy soil(Jisan series). 
  CH4 emission showed the most in MC due to the faster decomposition, and since July 28 it 
became similar in every treatment.
  CH4 emission by nitrogen fertilizers showed in the order of MC 210 kg/ha-1> Ur 199 > 
Control(No nitrogen) 175.
  Total emission of GHGs in terms of global warming potential(GWP) was MC 4,830 kg CO2 
/ha, Ur 4,568 and Control 4,036 respectively.
  Rice yield showed in the order of Control 455.2 kg/10a> Ur 428.3 > Control(No nitrogen) 
393.5.

Key words : Paddy, Methane, Urea, Manure com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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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우리나라는 2007년 기준 세계 11위 에너지 소비국, 세계 9위 온실가스 배출국, OECD 국가 중 에너
지 소비 증가율 1위 국가로서 제2차 온실가스 의무 감축대상국(‘13~’17)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에
너지관리공단, 2009).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달라질 수 밖에 없어 감축의무를 수행함
과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가보고서를 매년 IPCC에 제출하여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IPCC의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산정될 수 있어 가이드라인에 의해 국가적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 기준으로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산화탄소의 경
우 농경지에서는 토양과 대기사이의 이동은 많지만 flux는 거의 균형을 이루며, 따라서 농업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발생은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평가되지만 메탄이나 아산화질소는 농업이 가장 큰 배출
원이다.
  대기 중 메탄에 대한 다양한 배출원의 하나인 논은 최근 세계적으로 그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으
며, 벼논에서 배출되는 메탄의 지구규모의 양은 20~150Tg/년(평균 60Tg/년)으로 이 양은 모든 배출
원 중 약 5~30%에 해당한다고 하였다(김 등 2002). 수도체는 메탄배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엽신, 
엽초, 줄기, 뿌리에 잘 발달된 통기조직은 대기와 혐기 토양 사이에 효율적인 gas 교환이 이루어지는
데 논 토양으로부터 생성된 메탄은 90%까지 수도체를 통하여 대기로 방출된다(Nouchi, 1994).
  신 등(1995)이 簡易閉鎖靜態 chamber법(simplified closed static chamber method)을 고안하여 국
내에서 실측에 기초한 메탄 배출정량과 외국학자들이 한국의 논토양에 대해 추정한 메탄 배출량을 비
교하여 상시담수보다 간단관개시 47~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하였으며, 김 등(2002)은 유기물과 비
료시용 종류에 따른 메탄과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액비와 검정시비+볏짚시용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LCU 완효성비료구에서 가장 낮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논토양에서 화학비료와 대표적으로 많이 시용되고 있는 축분퇴비을 시용하여 메
탄발생량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9년 경기도농업기술원 논 포장(지산통)에서 수행하였다. 시험토양은 표 1에서와 같이 
전국의 논토양 평균치(농과원, 2007)에 비해 본원포장은 OM, Av. P2O5, Ex-K 함량이 낮고 pH, 
Ex-Ca, Ex-Mg, Av. SiO2 함량이 높은 포장이었다. 시험에 사용한 축분퇴비는 돈․계분 57%, 톱밥 
40%, 광합성미생물 3%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화학성은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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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험전 토양화학성
pH

(1:5)
OM

(g/kg)
Av. P2O5(mg/kg)

Ex. Cations(cmol/kg) Av. SiO2(mg/kg)K Ca Mg
6.3 17.5 34 0.24 7.63 1.48 160

  ※ 벼 토양검정 시비량 : N-P2O5-K2O=11.1-5.0-8.9kg/10a

표 2. 시험 재료의 화학성
T-N
(%)

P2O5(%)
K2O(%)

OM
(%) OM/N Water content

(%)
축분퇴비 1.53 1.22 1.05 37.1 24 46.2

  처리내용은 토양검정 무질소, 토양검정 3요소처리, 토양검정 3요소+축분퇴비  등 3처리를 두었고,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으며, 축분퇴비은 벼 이앙 2주 전에 포장에 전면 살포하였다. 화
학비료 시용량은 표 1과 같고, 축분퇴비의 시용량은 표 3과 같으며, 축분퇴비는 전량 기비로 시용하였
다. 화학비료 3요소의 시용량은 작물별 시비처방 기준(농촌진흥청, 1999)에 의거 토양검정에 의한 시
비 추천량으로 산출하였으며, N는 요소, P2O5은 용과린, K2O는 염화칼리로 각각 시용하였다. 분시방
법으로 질소는 기비 50%, 추비 50% 분시 하였으며, 인산은 전량 기비, 칼리는 기비 50%, 추비 50% 
분시 하였다.
 
표 3. 처리내용 및 시용량 (단위 : kg/10a)

구  분
화학비료 축분퇴비

시용량질소 인산 가리

토양검정 3요소 10.4 6.6 4.1 -

토양검정 3요소 + 축분퇴비 10.4 6.6 4.1 1.6

  시험에 사용한 벼 품종은 추청벼로서 2009년 5월 20일에 30 × 14.5㎝의 재식거리로 중묘를 이앙 
하였다. 토양과 혼합유기질비료 및 벼 식물체 분석은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농과원, 2000)에 준하였
다. 토양분석용 시료는 오가를 이용 토양을 채취한 후 음건하여 2㎜ 체를 통과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토양분석은 농촌진흥청 토양화학분석법(2000)에 준하였으며, 벼 생육기간 중 표면수의 NH4-N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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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경오염공정시험법(환경부, 2000)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벼의 생육 및 수량조사는 농사시험연구 조사기준(농진청, 1995)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벼 수확 후 현미중의 단백질과 아밀로스 함량 등은 비파괴성분분석기(AN-700, Kett, Japan)로 분석
하였으며, 식미는 식미계(MA-30A, Toyp, Japan)로 백미를 측정하였다.
  CH4 분석방법은 포장에서 簡易閉鎖靜態 chamber법을 이용하였으며, 설치된 chamber는 밑면적 
0.36m2(0.6×0.6m)이고 높이가 1m인 투명한 polyacrylic plastic의 소재로 제작하였다. 메탄 배출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주 2회, 오전 9시~12시에 60mL 주사기로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시료채취는 시
료 채취를 시작할 때와 chamber 덮개를 닫고 30분 후 시료 채취가 끝날 때 chamber내 기온 및 지온
을 기록하였고, chamber내의 유효체적은 물높이 따라 변하므로 시료를 채취할 때마다 유효높이를 기
록하였다. 채취한 공기 시료의 메탄 기기분석은 Varian 450-GC로 하였으며, Detector는 메탄은 FID
이고 분석조건은 표 4와 같다. 

표 4. 메탄의 GC 분석조건

CH4
Detector FID
Column
 

Packing material Porapak N(80/100)
Materials Stainless steel
O.D.×length 1/8″× 2m

Carrier gas N2
Flow rate 30mL/min
Temperature Column 70℃

Injector 80℃
Detector 200℃

Retention time 0.63 min
Concentration of calibration gas 9.6 and 100 ppmv
Loop 2mL

3. 결과 및 고찰
가. 유기물 시용에 의한 메탄(CH4)과 아산화질소의 flux

  상시담수 시 메탄 배출의 주요인자로 알려진 유기물원에 의한 차이와 질소비료에 대한 메탄 배출에 
대한 경시적 변화는 그림 1에서와 같다. 재배기간 중 상반기(7월 28일 전)에는 논 온실가스 자동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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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으로 온실가스 측정을 수행하지 못했으며, 7월 29일부터 측정을 시작하였을 때 축분퇴비
구에서 높은 배출을 보였으며, 그 이후에는 3처리 모두 비슷한 배출 경향을 보였다. 축분퇴비은 
OM/N비율이 낮아 분해가 빠르기 때문에 메탄이 초기에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Yagi(1996)와 
Minami(1994)는 유기물의 메탄배출의 차이는 C/N율에서 기인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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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유기물 시용에 의한 수온, 지온 및 CH4 Flux 변화

  생육시기별 생육상항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토양검정 3요소와 축분퇴비 추가처리에서 초기
생육은 대등하였으나 축분퇴비의 분해지연에 의한 후기 생육은 축분퇴비 시용구에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 5. 질소 시용에 의한 시기별 생육상황

처리내용
최고분얼기 유수형성기 출수기

초장(cm) 경수(개/주) 초장(cm) 경수(개/주) 간장(cm) 수장(cm) 수수(개/주)

무질소 45.8 30.8 61.3 26.3 70.7 16.2 15.5 

토양검정 3요소 46.8 33.2 63.3 28.5 75.5 17.8 16.2 

토양검정 3요소+축분퇴비 46.8 33.2 63.3 28.5 76.7 17.5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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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별 메탄/아산화질소 총배출량과 지구온난화잠재력(GWP)
  처리별 총메탄배출량은 그림 3과 같이 ha당 무질소 175 kg, 토양검정 3요소 199 kg, 토양검정 3요
소+축분퇴비 210 kg 순으로 높았다.
  메탄의 총 배출량을 지구온난화지수(GWP)로 환산한 표는 6과 같다. 메탄은 23을 곱하여 이산화탄
소 상당량으로 계산시 혼합유박 4,036 kg CO2/ha, 토양검정시비 4,568 kg CO2/ha, 축분퇴비 4,830 
kg CO2/ha 순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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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벼 생육기간 중 유기물 시용에 의한 CH4 총배출량

표 6. 처리별 메탄배출량을 지구온난화지수(GWP)로 환산한 온실가스 총배출량

처리내용
CH4

배출량(kg CH4/ha) GWP(kg CO2/ha)

무질소 175 4036

토양검정3요소 199 4568

토양검정3요소+축분퇴비 210 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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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질소 시용에 의한 벼 미질,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
  질소비료 처리별 벼 미질 특성은 단백질함량, 아밀로스함량, 완전립율에서 처리간 통계적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며(표 7), 수량구성요소는 축분퇴비처리구에서 수수, 수당입수, 천립중, 등숙율이 낮아 
쌀수량이 토양검정시비 455 kg/10a에 비해 축분퇴비시용구는 6% 감수하였다(표 8).

표 7. 유기물 시용에 의한 벼 미질 특성
처리내용 단백질*

(%)
아밀로스ns

(%) 식미치ns
무질소 5.7 b 17.7 75.0
토양검정3요소 6.2 a 18.0 73.6
토양검정3요소 + 축분퇴비 6.0 a 17.9 74.5

표 8. 유기물 시용에 의한 벼 수량구성요소 및 수량
처리내용 수수

(개/주)
수당입수

(개)
천립중

(g)
등숙율
(%)

쌀수량
(kg/10a)

무질소 13.7 56.3 22.6 94.1 393.5
토양검정3요소 17.3 56.5 23.2 94.9 455.2
토양검정3요소 + 축분퇴비 14.7 55.4 22.9 92.0 428.3

 LSD(5%)----------------------------------------------------- 26.9
 CV(%)------------------------------------------------------- 2.8

4. 적  요
  본 연구는 논토양에서 화학비료와 함께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축분퇴비를 시용하여 메탄 
발생특성을 구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메탄배출은 축분퇴비처리구에서 토양검정3요소구에 비해 7월 29일~8월 5일 생육초기까지 배출
량이 높았으며, 8월 10일 이후에는 처리간 비슷한 배출 경향을 보였다.

  나. 처리별 총메탄배출량은 ha당 무질소 175 kg, 토양검정 3요소 199 kg, 축분퇴비 210 kg 순으로 높았다.
  다. 메탄의 총배출량을 지구온난화지수(GWP)로 환산한 결과(메탄배출량에 23을 곱함) 무질소 4,036 CO2 

kg/ha, 토양검정 3요소 4,568 kg CO2/ha, 축분퇴비 4,830 kg CO2/ha 순으로 높았다.
  라. 쌀수량은 토양검정시비 455 kg/10에 비해 축분퇴비시용구는 428 kg/10a로 6% 감수하였다. 



 Ⅰ. 작물연구 ∙ 129

5. 인용문헌
김건엽, 박상일, 송범헌, 신용광. 2002. 논에서 물과 양분관리에 따른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배출 특성. 한국환경농학회지. 21(2) : 136-413
농촌진흥청. 1995. 3정 농사시험연구 조사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1999. 작물별 시비처방 기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0.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2003. 농업환경변동 조사사업 보고서.
농촌진흥청. 2005. 유기질 및 부산물비료 생산 및 판매현황.
농촌진흥청. 2008.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전략 국제 심포지엄.
신용광, 이상수, 윤성호, 박무언. 1995. 논토양의 메탄 배출 측정을 위한 간이폐쇄정태 Chamber법. 
한국토양비료학회지. 29(2) : 183-190.
Ogawa, Y. and Minami, K. 1998. Effect of nitrogen enrichment in irrigaion water on 
nitrogen balance in paddies. Paddy soil Fert. 497-509
Yagi, K., Tsuruta, H., Kanda, K., and Minami, K. 1996. Effect of water management on 
methane emission from a Japanese rice field : Automated methane monitoring. Global 
Biogeochem. Cycles. 10 : 255-267
Minami, K. 1994. Methane from rice production. Fert. Res. 37:167-180

6. 연구결과 활용제목
  ○ 화학비료 3요소, 축분퇴비 논 시용시 메탄 발생특성 조사(2009, 기초활용)

7. 연구원편성
세부과제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수행업무 참여년도

09

1)  재배시 
동계작물 

연작에 따른 
탄소흡수배출 

수지 평가

책임자 경기도원
작물개발과

농  업
연구사 원태진 시료채취 및 

연구총괄 ○

공동연구자 경기도원
작물개발과

농  업
연구사 임갑준 생육조사 ○

공동연구자 경기도원
환경농업연구과

농  업
연구관 강창성 토양분석 ○

공동연구자 경기도원
작물개발과

농  업
연구관 조광래 자료분석 ○



130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과제구분 기 본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code)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지구온난화에 따른 농업환경변동 대응연구 농업환경
ES0101 ‘08~’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강창성
 경기지역 온실가스 상쇄 작부체계 모형 개발 
 및 농가소득화 방안

농업경영
SS0101 ‘08~’09 농업기술원

작물개발과 이진홍
색인용어 이모작 작부체계. 탄소상쇄, 탄소시장, 농가소득화

ABSTRACT
In this paper, we focus on systematic and strategic agricultural development by a 
combination of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additionality from double-cropping Programme, 
which is possible to reduce NO2 emissions through reduction in fertilizer and low till 
farming, in connection with voluntary carbon markets.  
 but still the areas in which further improvement might be considered as follows : First is 
that the administrative department should continue to set up agricultural policy support to 
farmers shifting from annual to a second crops, crop mix, crop switching, etc. Second is 
necessary to approach carbon markets through double-cropping Programme in the riverbed. 
Third is to promote cooperation in farmers, agricultural technology center and agricultural 
Cooperatives. the last most important reform would be to allow the effective operation of 
existing system of cultivation in the cost-effective ways. 

Key words : Double-Cropping Programme, Carbon Sink, Carbon Markets, Agricultural Policy 
Support to Far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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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최근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로 인해 평균기온이 상승하면서 농작물 재배적지가 변동하고 아열대성 병
해충 피해가 나타나는 등 농업부문 영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100년간 평균기온이 1.
5℃ 상승하면서 계절온도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면서 쌀보리 등 몇몇 작물의 재배안전지대가 북상하거나 
작부체계가 전환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농업에서 일어나고 있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녹색성장국가 마스터 플랜 - 녹색성장 3대 전략 및 9대 추진과제」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특히 9대 추진과제 발표를 계기로 농업분야
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농작물 작부체계 개편 논의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1) 
그러나 국내 연구 분야는 농경지이용에 따른 토양의 탄소고정능력 평가와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그리고 다년생 목본작물 재배를 통한 탄소저장 확충에 관한 연구 등에서 대부분 머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물전환(crop switching)과 종합적인 작부체계 개편은 현실적으로 제한적이지만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은 향후 농업분야에서 선결돼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작부체계를 개편하거나 이모작 
재배를 확대 할 수 있도록 기술적 경영적 기반을 체계화 시키고, 이모작 재배에서 오는 비용 비효율적 
측면도 보완될 수 있도록 소득보전 정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 더욱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농업부분과 탄소
시장의 관련성 연구와 정책적 지원체계 구축이 앞으로 중점적인 연구방향이 될 전망이다. 특히 포스트 
교토체제이후 제2차 공약기간(2013~2017) 동안 국격 향상과 온실가스 배출규모 세계 10위권 진입으로 
비의무감축 국가(non-AnnexⅠ)에서 의무감축국가(AnnexⅠ)로 이행될 전망이어서 향후 탄소시장과 
연계된 농업정책의 수립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이모작 재배의 환경적 추가성과 경제적 추가성을 분석하고 향후 농가소득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추진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특정해서 살펴보면 먼저 탄소수지 측면에서 이모작 재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가에 대한 실태 및 인식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기술적 경제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모작 재배가 탄소시장의 온실가스 저감조건에 
충족하도록 「하천부지 이용 및 보전」측면에서 탄소시장 접근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모작 재배 시스템이 탄소시장 틀 속에서 구축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개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2008년에는 경기도내 벼․옥수수․콩․고구
마 등 재배농가 30호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활동도(activity) 자료와 작부체계 실태를 조사 분석
하였다. 2009년에는 설문조사, 심층면접조사, 문헌조사 등을 병행하였다. 우선 설문조사는 2009. 7 ~ 
9월까지 경기도내 벼․옥수수․콩․고구마 등 재배농가 200명을 대상으로 우편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중 응
1) 작부체계 개편은 9대 추진과제 중「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부문의 세부실천과제인 「기후 적응형 

작물 및 재배기술의 개발」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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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오류, 미응답을 제외한 186부에 대하여 이모작 재배 필요성, 이모작 재배의사 결정요인, 이모작 재배
기술 수용가능성 평가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경기도내 하천부지 등 유휴
토지를 이용하여 이모작 재배를 하고 있는 지역농민단체 7개소를 대상으로 2009. 7 ~ 10월까지 이모
작 재배에 따르는 비용 등을 조사하여 시산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2008. 5월부터 2009. 5월까지 EU 
ECX 시장의 탄소가격 동향을 문헌 조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경기도 이모작 작부체계 실태 진단 및 평가
1) 주요작물 생산 및 이모작 재배실태
가) 생산실태

  200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농경지이용면적은 총 1,834천ha이다. 부문별로는 미곡이 전체 농경
지면적의 대부분인 51%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채소 12.1%, 과수 8.1%, 두류 4.7%, 맥류 3.1%, 
서류 2.1% 등의 순서이다. 경기도의 경우 미곡 55.8%, 채소 9.1%, 과수 4.5%, 두류 4.1%, 서류 
2.6%, 맥류 0.06% 등으로 전체 농경지이용 면적 중 미곡이 가장 큰 재배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재배면적 자료를 기초로 경기도 이모작 작부체계 실태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주로 이용된 자
료는 통계청(2008)과 경기도 농정국 내부자료(2008)이다.
표 1. 주요작물 생산현황 

재배면적(ha) 생산량(M/T) 생산액(10억원)
전국 경기 전국 경기 전국 경기 

하계작물

논  벼 942,223(100) 101,095(10.65) 4,388,500(100) 469,046(10.68) 7,857.5(100) 836.8(10.65)
옥수수 16,981(100) 1,432(8.43) 83,513(100) 6,616(7.92) 48.9(100) 4.1(8.43)

콩 76,267(100) 6,513(8.54) 114,245(100) 10,184(8.91) 270.9(100) 23.1(8.54)
고구마 21,093(100) 4,016(19.04) 109,210(100) 20,964(19.20) 300.8(100) 57.3(19.04)

동계작물

호  밀 40,000(100) 3,567(8.92) 316,000(100) 28,179.3(8.92) 957.6(100) 85.4(8.92)
쌀보리 24,374(100) 114(0.47) 76,856(100) 325(29.11) 96.7(100) 0.5(0.47)
겉보리 7,548(100) 30(0.40) 22,376(100) 75(23.08) 29.2(100) 0.1(0.40)

가을작물
무우 25,835(100) 4,013(15.53) 1,194,327(100) 159,545(13.36) 39.3(100) 6.1(15.53)
배추 34,265(100) 3,318(9.68) 2,217,149(100) 216,236(9.75) 694.2(100) 67.2(9.68)

자료: 통계청(2008), 경기도 농정국 내부자료 (2008)
주 : 1. 생산량은 정곡기준으로 작성되었고, 호밀은 푸른들 가꾸기사업 재배면적기준으로 생산
    액과 재배면적을 산출하였음, 2. (  )내는 비중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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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표 1>에서 보면 도내에서는 하계작물의 재배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가을작물, 동계작
물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동계작물의 비중이 낮은 것은 재배농가의 기술적 경영적 기피 또는 기
상적 조건에서 오는 제약조건 때문이다.  

나) 권역별 작부체계 특성
  경기도 이모작 작부체계의 실태를 진단하기에 앞서 도내 작물재배 지역을 시군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중부내륙지대, 중북부내륙지대, 중북부서해안 지대 등「김충국외(2000)」의 구분에 따라 권역을 구획
화 하였다.

표 2. 경기지역 작물재배 권역설정

대권역 중권역 시군명

중부내륙지대 여주, 용인, 이천, 양평, 남양주, 광주 등

중북부내륙지대 연천, 포천, 양주, 의정부 등

중북부 서해안지대
1형 김포, 파주, 고양 등

2형 평택, 화성, 수원, 시흥 등

자료 : 김충국외(2000)의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함. 

  중부내륙지역에는 여주, 용인, 이천, 양평 등 6개시군, 중북부내륙지대는 연천, 포천, 양주, 의정부 
등 4개 지역, 중북부서해안 1형 지역은 김포, 파주, 고양 등 3개 시군, 중북부서해안 2형 지역은 평
택, 화성, 수원, 시흥 등 4개 지역으로 세분화시켰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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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지대별 이모작 작부체계 현황과 개선방향
지  대 현행 개선

중부내륙지대

벼 → 벼+호밀
벼+호밀(녹비용) → 벼+겉보리
벼+호밀(청예용) → 벼+겉보리
벼+보리(청예용) → 벼+겉보리
콩 → 콩+겉보리
옥수수 → 옥수수+호밀
옥수수+무 → 옥수수+겉보리
옥수수+배추 → 옥수수+겉보리
고구마 → 고구마+호밀
고구마+무(단무지용) → 고구마+겉보리

중북부내륙지대

벼 → 벼+호밀
벼+호밀(녹비용) → 벼+겉보리
콩 → 콩+겉보리
고구마 → 고구마+호밀
고구마 → 고구마+겉보리

중북부서해안(1)
벼 → 벼+호밀
벼+쌀보리 → 벼+쌀보리
콩 → 콩+쌀보리

중북부서해안(2)
벼 → 벼+호밀
벼+쌀보리 → 벼+쌀보리
콩 → 콩+쌀보리

주 : 현행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부체계, 개선은 탄소시장 연계를 위한 개선 작부체계이
며, 간작형 이모작임, 자료 : 농가조사결과(2008)

  이와 같은 권역에 따라 구분된 각 지대의 작부체계를 살펴보면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벼, 
콩, 옥수수, 고구마 등이 단작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이모작 작부체계에서는 중북부내륙지대와 중부내
륙지대가 벼+호밀을, 중북부서해안지대가 벼+쌀보리를 재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향후 탄소시
장과 연계하여 지역의 농가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선 현행 작부체계보다 휠 씬 환경적 추가성이 높고, 
비용 효율적인 작부체계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는 벼 단작 위주를 벼+호밀로, 벼+호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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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부체계를 벼+겉보리 또는 벼+쌀보리로 전환시켜 기후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다 안정적인 농가
소득원으로 작부체계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표 3).  

2) 이모작 재배에 관한 농업인 인식 조사 및 진단
가) 자료수집 및 표본구성

  본연구의 모집단은 경기도내 벼․옥수수․콩․고구마 등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2009.  7. 1~ 10. 30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우편설문조사(mail survey)를 실시하여 20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응답
오류, 미응답을 제외한 186부를 조사 분석하였다. 설문항목은 응답자 일반현황과 작물재배 비중, 이모
작 재배 필요성, 이모작 재배의사 결정요인, 이모작 재배 기술수용 가능성 평가 등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응답자의 연령, 재배경력, 거주지역, 년간 농가소득 등 인구사회적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4)
와 같다.
표 4.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항목 빈도(N) 비율(%)

연령
30대이하 24 12.9

40대 80 43.3
50대 70 37.9

60대이상 11 5.9

재배경력
15년 미만 34 19.3

16~25년미만 70 39.8
25~35년미만 56 31.8
35년 이상 16 9.1

거주지역
중부내륙지역 96 53.6

중북부내륙지역 28 15.6
서해안 1 28 15.6
서해안 2 27 15.2

년간 농가소득
3천만원 미만 53 31.9

3천~6천만원미만 84 50.6
6천~9천만원미만 14 8.4

9천만원이상 15 9.1
  
다음으로 이들 응답자의 농작물 재배비중은 다음 (표 5)와 같이 쌀, 고구마, 콩, 가을배추/무우, 노지
풋옥수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에서의 동계작물 재배비중은 매우 낮았다. 이는 이모작 보다 
단작이 작부체계의 중심에 놓여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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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농가 재배 비중 (N=186)
작물명 빈도(N) 비율(%)

쌀 158 85.0
고구마 11 5.9
콩 6 3.2
노지풋옥수수 4 2.2
가을배추/무우 5 2.7
쌀보리 1 0.5
호밀 1 0.5

나) 이모작 재배에 관한 응답자 인식
  이모작 재배의 도입 필요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 분석하였다. 먼저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모작 
재배가 친환경재배(4.3), 농경지이용 효율화(4.18) 및 친환경 관리(4.17), 농산폐기물․농약․비료 절감
(4.34) 등에 상당히 효과적인 수단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시장적 측면에서는 이모작 재배가 온실
가스 저감(3.93)이나 탄소배출권 확보(3.95)에 도움이 되며, 특히 탄소표시 시장 대응에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표 6). 향후 이모작 재배의 지역 도입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사업 체계를 만들
어야 할 것이다.

표 6. 이모작 재배의 필요성

구  분
응답빈도(N=186)

평균 표준
편차매우

필요 필요 보통 필요하
지않음

전혀필요
치않음

기술적 
측  면

농경지이용 효율화 70(37.63) 89(47.85) 19(10.22) 6(3.23) 2(1.08) 4.18 0.81
친환경 재배 79(42.47) 93(50.0) 8(4.3) 6(3.23) 0(0) 4.30 0.69
농경지의 친환경 관리 67(36.02) 91(48.92) 21(11.29) 7(3.76) 0(0) 4.17 0.76
농산폐기물,농약, 화학비료 등 절감 96(51.61) 68(36.56) 16(8.6) 3(1.61) 3(1.61) 4.34 0.82

시장적
측  면

온실가스 저감 64(34.41) 73(39.25) 28(15.05) 16(8.6) 5(2.69) 3.93 1.05
농산물 탄소표시 상품화  66(35.48) 80(43.01) 29(15.59) 11(5.91) 0(0) 4.08 0.85
탄소배출권 확보 61(32.80) 78(41.94) 30(16.13) 14(7.53) 3(1.61) 3.95 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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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이모작 재배가 기술적 시장적 측면에서 중요하고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지만 지역에서 수
용가능 한지 또는 수용가능하다면 어떠한 요인이 중요하게 관여하는 지 이에 대한 검토도 면밀히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지역에서 수용가능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 7)와 같다. 지역에서 이
모작 재배의 수용가능성이 낮을 수 록 대부분의 농가들은 강우시기, 야생조수, 파종시기, 지역적응 녹
비품종 부족, 조숙재배 등의 문제를 가장 크게 지적하고 있으며 수용 가능성이 높은 이모작 재배일 수 
록 지역농업 파급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7. 이모작 재배 수용가능성 평가

대분류 소분류 수용대상 이모작 재배
기 술 수 용 평 가 
불확실성
(순위)

지역농업영    향(%)
종  자 1. 종자수급 벼+호밀, 벼+쌀보리/겉보리 6 4.8 

2. 파종시기 벼+호밀, 고구마+호밀 3 8.1 
자  연
환  경

3. 강우에 따른 적기재배 일실 벼+호밀 1 1.6 
4. 야생조수 벼+쌀보리/겉보리 2 1.6 

토  양
관  리

5. 배수관리 옥수수+무, 옥수수+배추, 고구마+무 18 8.1 
6. 연작장애 관리 옥수수+무, 옥수수+배추, 고구마+무 17 4.8 

노동력 7. 비닐피복 및 제거 고구마+무, 고구마+호밀, 고구마+겉보리 16 1.6 
상품성 8. 저장, 가공 옥수수+무, 옥수수+배추, 고구마+무 8 6.5 

생  산
기  반
조  성

9. 종자공급 지원체계 벼+호밀, 벼+쌀보리/겉보리 7 11.3 
10. 마을협업 벼+호밀 15 1.6 
11. 지역적응 녹비품종 벼+호밀 4 6.5 
12. 조숙재배 기술 고구마+겉보리, 옥수수+겉보리, 콩+쌀보리 5 6.5 
13. 벼수확동시 보리파종 벼+쌀보리/겉보리 9 3.2 
14. 배토 및 비닐피복 옥수수+무, 고구마+무, 옥수수+배추, 옥수수+겉

보리, 고구마+겉보리, 옥수수+호밀, 고구마+호밀 10 8.1 
15. 호밀간작 피복 콩+쌀보리, 고구마+호밀, 고구마+겉보리 11 4.8 

마케팅
기  반
조  성

16. 다양한 제품개발 콩+쌀보리, 옥수수+쌀보리, 고구마+겉보리, 옥수수+호밀, 고구마+호밀 14 9.7 
17. 가공시설 콩+쌀보리, 옥수수+겉보리, 고구마+겉보리 13 4.8 
18. 세척, 큐어링 고구마+겉보리, 고구마+무, 고구마+배추 12 6.5 

주 : 기술수용 평가에서 불확실성 순위는 불확실성 높음=1, 낮음=18이고, 지역농업영향은 영향 높음
=100, 영향 낮음=0임 

  더욱이 이모작 재배기술의 지역적 도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경영환경(12.0%) 
측면보다 경영기반(50.0%)이나 생산기반 요인(37.0%)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앞
으로 이를 고려하여 이모작재배의 지역적 도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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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이모작재배 의사결정 요인평가
요인 항   목 평균 표준편차 요인적재량 공통성 중요도(%)

생산
기반

경운 3.60 0.94 0.87 0.79 

37.0
파종 3.57 1.07 0.81 0.74 
관리 및 방제 4.16 0.98 0.79 0.68 
수확 3.64 0.95 0.67 0.66 
수확후 관리 3.80 0.98 0.59 0.50 

경영
기반

인건비 3.84 1.05 0.56 0.53 
50.0시설투자 및 운영 4.19 0.97 0.82 0.73 

사업장(농지, 시설) 4.16 0.90 0.67 0.55 
생산공정(장비, 원료 등) 4.06 0.90 0.74 0.70 

경영
환경

마케팅 홍보 3.99 0.88 0.77 0.71 

12.0

상품화 및 이증획득 4.13 0.99 0.61 0.62 
리스크관리 3.79 0.95 0.66 0.60 
가공제품 3.87 0.88 0.61 0.58 
유통물류 3.99 0.99 0.72 0.61 
6차산업화(농촌관광 등) 3.89 1.03 0.75 0.60 
새로운 인증제도 도입 3.90 0.94 0.59 0.54 
탄소배출권사업 참여 3.89 0.97 0.62 0.52 
탄소표시제 참여 3.93 1.00 0.64 0.52 

주 : 이모작 재배 의사결정 관련변수는 총 20개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나 변수의 분산이 축출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정도인 공통성(communality) 값이 0.5 이상 이상인 변수 18개를 분석 대상으
로 하였음

나. 이모작 작부체계의 탄소상쇄 효과
  최근 이산화탄소가 대기권으로부터 육상생태계에 얼마만큼의 량이 유입․유출되는 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농업부문도 농업생태계로 탄소가 저장되거나 대기중
으로 배출되는 탄소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연구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이정택, 2008). 이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량을 산정하는 것과 작물의 광합성 작용을 통해 고정
되는 이산화탄소의 량을 산정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도 선행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여 농경지
이용에 따른 토양의 탄소고정능력과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량을 산정하여 작물 재배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상쇄효과를 파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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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량은「IPCC 가이드라인(200
6)」에 기초하여 벼․ 옥수수․콩․고구마․호밀․보리․무․배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활동도(activity)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수집된 자료는 논벼 재배부분에서는 물관리, 작기전 담수일수, 유기물시
용, 비료사용 등 배출되는 메탄(CH4)과 아산화질소(N2O)에 관한 자료이고, 경작지(밭)토양 부분에서는 
비료사용에 의한 직접배출량과 간접배출량에 관한 자료이다(표 9). 

표 9.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원 분류체계 및 배출계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온실가스 배출계수

계수 단위

논벼재배

기본배출계수 1.3 kg CH₄ ha d 
물관리 상시담수 메탄 1.000 kg CH₄ ha d 

간단관개 메탄 0.520 kg CH₄ ha d 
작기전 담수일수 메탄 1.220 kg CH₄ ha d 

유기물
녹비 메탄 0.500 kg CH₄ ha d 
퇴비 메탄 0.050 kg CH₄ ha d 
볏짚 메탄 0.290 kg CH₄ ha d 

비료사용 직접 아산화질소 0.003 kg N₂O-N/kg-N
간접(대기휘산) 아산화질소 0.010 kg N₂O-N/kg-N

밭재배 직접 아산화질소 0.010 kg N₂O-N/kg-N
간접(대기휘산) 아산화질소 0.010 kg N₂O-N/kg-N

주 : 1. 배출원 분류체계는 IPCC(2006)의 기준에 의해 재작성 하였음. 2. 축산은 제외. 
자료 : 농촌진흥청(2008), 국립환경과학원(2007)

  다음으로 농업생태계 내로 이산화탄소가 흡수되는 량은 작물의 광합성 작용에 의한 작물의 탄소고
정능력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수집된 자료는 작물별 건물중, 탄소함량, 이산화탄소 고정
량 등에 관한 것이다(최병열, 2008).
  일반적으로 작물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유기탄소 형태로 바뀌어 작물의 조직이나 기관을 구성하
게 된다. 이러한 유기탄소는 작물생육기간 중에는 살아있는 작물의 형태로, 수확을 하거나 수명을 다
하면 잔사로 농경지에 유입되어 토양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난분해성 유기물은 토양내 장기간 축적
되어 토양 탄소의 원천이 된다(이정택, 2008). 이와 같은 두 가지 산정방법을 기초로 하여 농경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작물의 이산화탄소 고정능력의 효과에 의해 상쇄시키는 효과
를 추정하여 이모작 재배시 적용가능한 탄소상쇄 효과를 계산하였다. 

1) 탄소상쇄 특성 평가
  농경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시키는 작물별 CO2 흡수효과는 노지풋옥수수가 ha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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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7톤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쌀보리 29,35톤, 벼 28.85 톤, 겉보리 27.0 톤, 콩 23.94 톤, 호
밀 23.23 톤 등의 순이다(표 10).
  이를 작부체계별 살펴보면, 노지풋옥수수-쌀보리 69.52톤, 노지풋옥수수-겉보리 67.17톤, 노지풋옥
수수-호밀 63.40톤 등으로, 노지풋옥수수-쌀보리의 순흡수량이 가장 높다(표 11).  

표 10. 단작의 탄소상쇄 효과                                                 (단위 : 톤CO2 /ha)
구분 농경지 배출량(A) 작물 CO2고정량(B) 탄소상쇄(C=B-A)

하계
작물

벼 3.980 32.83 28.85
노지풋옥수수 3.940 44.11 40.17 
콩 2.080 26.02 23.94 
고구마 3.040 13.93 10.89 

동계
작물

호  밀 0.016 23.25 23.23 
쌀보리 0.260 29.61 29.35 
겉보리 0.260 27.26 27.00 

가을
작물

무  우 8.288 28.41 20.12
배  추 9.472 16.23 6.76

주 : 1) IPCC 2006에 기초한 온실가스 산정방법에 의해 배출량을 계산하였음, 2) CO2고정량은 ’08년 
시험성적임

표 11. 이모작의 탄소상쇄 효과                                                (단위 : 톤CO2/ha)
작부조합 농경지 배출량(A) 작물 CO2고정량(B) 탄소상쇄(C=B-A)1모작 2모작

벼
호  밀 11.92 56.05 44.13 
쌀보리 12.16 62.41 50.25 
겉보리 12.16 60.06 47.90 

노지풋옥수수
호  밀 3.96 67.36 63.40 
쌀보리 4.20 73.72 69.52 
겉보리 4.20 71.37 67.17 
무  우 12.23 72.52 60.30
배  추 13.41 60.35 46.94

콩
호  밀 2.10 49.27 47.17 
쌀보리 2.34 55.63 53.29 
겉보리 2.34 53.28 50.94 

고구마
호  밀 3.06 37.18 34.12 
쌀보리 3.30 43.54 40.24 
겉보리 3.30 41.19 37.89 
무  우 11.33 42.34 31.02

주 : 1. IPCC 2006에 기초한 온실가스 산정방법에 의해 배출량을 계산하였음 
     2. CO2고정량은 ’08년 시험성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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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작부체계 전환의 탄소 상쇄효과 추가성
  탄소흡수 추가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크게 예상되는 이모작 작부체계는 콩-쌀보리, 벼-겉보
리, 옥수수-겉보리, 고구마-겉보리 등으로, 콩-쌀보리의 추가성이 가장 높으나 다른 작부체계에 비해
서「벼-겉보리 → 벼-호밀」의 추가성은 매우 부정적이다(표. 12) 

표 12. 이모작 작부체계 전환의 탄소상쇄 추가성(marginal effect)               (단위 : 톤CO2/ha)
구 분 탄소흡수 추가성 변화 평가A유형 B유형

1 단작 0 0 중립적
2 벼         → 벼+겉보리 27.0 + 긍정적
3 벼         → 벼+호밀 23.24 + 긍정적
4 벼+호밀   → 벼+겉보리 3.76 + 긍정적
5 벼+쌀보리 → 벼+호밀 (8.46) - 부정적
6 콩        → 콩+쌀보리 29.35 + 긍정적
7 옥수수     → 옥수수+겉보리 27.0 + 긍정적
8 옥수수    → 옥수수 +호밀 23.23 + 긍정적
9 옥수수+무 → 옥수수+겉보리 6.88 + 긍정적
10 옥수수+무 → 옥수수+호밀 3.11 + 긍정적
11 옥수수+배추 → 옥수수+겉보리 20.23 + 긍정적
12 옥수수+배추 → 옥수수+호밀 16.46 + 긍정적
13 고구마      → 고구마+겉보리 27.0 + 긍정적
14 고구마      → 고구마+호밀 23.24 + 긍정적
15 고구마+무  → 고구마+겉보리 6.87 + 긍정적
16 고구마+무 → 고구마+호밀 3.11 + 긍정적

주 : 추가성은 B유형-A유형의 탄소흡수량임 

다. 탄소상쇄 이모작 재배의 경제성 분석 
  이모작 재배의 파생효과(spin-off)를 분석하기 위해 2008년 5월부터 7월까지 경기도에서 벼, 콩, 
옥수수, 고구마를 재배하는 농업인 30명을 대상으로 2모작 재배실태를 조사하였다. 분석방법은 시산
분석을 활용하여 이모작 재배에 따른 증가된 비용과 편익을 횡단면적으로 분석하여 파생비용 규모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2008. 5월부터 2009. 5월까지 EU ECX 시장의 탄소가격 변동율을 조사 분석하여 
탄소흡수효과의 경제적 파생효과를 도출하였다. 

1) 횡단면적 분석
  이모작 재배의 파생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증가된 편익과 증가된 비용을 구조화하여 영농추가비용을 
분석하였다. 여기서 이모작 재배를 통해 증가된 편익은 증가된 탄소소득과 증가된 농업소득이며, 증가
된 비용은 노력비, 자본용역비 등 간접생산비이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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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이모작 재배에 따른 영농부담비용 추계 모식도              (단위 : 톤CO2, 원/10a)
영농추가비용

증가된
간접생산비

  ↕ 농가 손실액
증 가 된 
탄소소득

CO2  1톤 상쇄시 
10a당 20,361원 손실 

증 가 된 
농업소득

                증가된 편익                증가된 비용
주: 증가된 탄소소득은 톤CO2당 15달러 기준에서 분석되었음

  (그림 1)과 같이 이모작 재배를 도입함으로써 파생되는 영농추가비용은 각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벼-
호밀 작부체계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 각각 살펴보면 중부내륙지역 옥수수-호밀, 중북부내륙지역 
고구마-호밀, 서해안 지역 콩-쌀보리 순으로 영농 부담비용이 높게 나타났다(표 13).

표 13. 권역별 작부체계별 경제성 평가                                     (단위 : 톤CO2, 원/10a)

권역명 작부체계 탄  소
상쇄량

영농추가비용 (B-A)1모(기)작 2모(기)작 증가된 편익(A) 증가된 비용(B)

중부내륙
벼

호  밀 5.209 66,050 276,163 210,113
겉보리 5.585 209,959 288,449 78,490
쌀보리 5.820 228,758 294,987 66,229

옥수수 쌀보리 6.952 228,758 232,741 3,983
호  밀 6.340 66,150 253,505 187,355

고구마 호  밀 3.413 66,150 223,661 157,511

중북부내륙
벼 호  밀 5.209 21,649 276,163 254,514

쌀보리 5.820 228,758 232,975 4,217
콩 쌀보리 5.329 228,758 265,115 36,357

옥수수 호  밀 6.340 66,150 253,505 187,355
고구마 쌀보리 4.024 228,758 277,577 48,819

호  밀 3.413 66,150 294,987 228,837
서해안(1) 벼 쌀보리 5.820 228,758 259,864 31,106

호  밀 5.209 66,050 253,139 187,089
콩 쌀보리 5.329 228,758 260,115 31,357

서해안(2) 벼 쌀보리 5.820 185,530 206,753 21,223
호  밀 5.209 66,050 253,139 187,089

콩 쌀보리 5.325 228,758 265,115 36,357
주 : IPCC 2006가이드라인 및 작물별 이산화탄소 고정량 산출법에 의해 탄소상쇄량을 산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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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계열적 변동분석
  EU 탄소시장에서의 CERs(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거래 평균가격은 하한 13.14달러/톤CO2에
서 상한 15.28달러로 연평균 512천톤 가량 거래되고 있다. 이에 대한 평균변동율은 상한가격 4.06달
러, 하한가격 0.59달러, 평균가격 1.74달러로 가격이 안정적이다. 
또한 거래물량과 가격에 있어서 변동계수(CV)를 살펴보면 거래물량은 약 0.7%, 거래가격은 약 
2.3~3.2%로 분포되어 있어 비교적 시장이 안정적이다(표 14).

표 14. 탄소가격 변동분석(carbon price)      (단위 : 톤CO2, $)

거래물량
탄소배출권 거래가격

평균
상한가격 하한가격

평       균 512,227 15.28 13.14 14.21
표 준 편 차 660,031 6.40 4.06 5.23
변이계수(CV) 0.776 2.388 3.238 2.718
평균 변동율 69.0 4.06 0.59 1.734

주 : 1. EU ECX 시장가격 변동율 비교(2008. 5 ~ 2009. 5) 분석결과임, 2. 일일 거래가격 기준임
자료 : http://www.europeanclimateexchange.com/

  이와 같은 결과와 연계하여 이모작 재배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 CERs은 톤당 15달러 기준에서 옥
수수-A(호밀․쌀보리․겉보리) 유형이 10a당 약 2,292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쌀-A(호밀․쌀보리․
겉보리) 유형 1,916원, 옥수수-B(무․배추) 유형 1,849원, 콩-A(호밀․쌀보리․겉보리)유형 1,838원, 고구
마-A(호밀․쌀보리․겉보리)유형 1,229원 순으로 나타났다(표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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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경기도 이모작 재배시 탄소상쇄효과의 CERs 추가성 
구분 이모작 재배 탄소상쇄 효과

3톤CO2/10a 5톤CO2/10a 6톤CO2/10a
A유형 Ⅰ-고구마 Ⅱ-쌀 Ⅲ-콩 Ⅳ-옥수수
재배면적 등가 탄소흡수효과(톤) 143,090.1 5,614,614.1  347,077.8  95,170.7 
탄소가격 평균변동성(CV) 2.3 2.3 2.3 2.3
탄소배출권 CERs 
평균 변동수익
시나리오(천원)

5달러 기준 16,455.4(409.7) 645,680.6(638.7) 39,913.9(612.8) 10,944.6(764.3) 
10달러 기준 32,910.7(819.5) 1,291,361.2(1,277.4) 79,827.9(1,225.7) 21,889.3(1,528.6)
15달러 기준 49,366.1(1229.2) 1,937,041.9(1,916.1) 119,741.8(1,838.5) 32,833.9(2,292.9) 
20달러 기준 65,821.4(1,639.0) 2,582,722.5(2,554.7) 159,655.8(2,451.3) 43,778.5(3,057.2) 
30달러 기준 98,732.2(2,458.5) 3,874,083.7(3,832.1) 239,483.7(3,677.0) 65,667.8(4,585.7) 

B유형 Ⅰ-고구마 Ⅱ-옥수수
재배면적 등가 탄소흡수효과(톤) 126,222.9 76,783.8 
탄소가격 평균변동성(CV) 2.3 2.3
탄소배출권거래
CERS 평균변동
수익 시나리오(천원)

5달러 기준 14,515.6(361.4) 8,830.1 (616.6)
10달러 기준 29,031.3(722.9) 17,660.3 (1,233.3)
15달러 기준 43,546.9(1,084.3) 26,490.4 (1,849.9)
20달러 기준 58,062.5(1,445.8) 35,320.6 (2,466.5)
30달러 기준 87,093.8(2,168.7) 52,980.8 (3,699.8)

주 : 1. A유형은 호밀, 쌀보리, 겉보리 작물이고, B유형은 무, 배추 작물임, 2. (  )는 10a당 탄소배출권
거래 평균 변동수익이며 원단위임, 3. 탄소흡수효과는 하계작물 재배면적(2008)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라. 국제 탄소시장 접근방안 : 하천부지의 이용 및 보전
  (표 13)과 (표 15)의 횡단면 분석과 시계열 변동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대부분 작부체계의 추가영농
비용이 탄소시장에서의 CERs가격 추가 변동분을 상쇄(trade-off)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향후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의 환경적․경제적 추가성 확보 및 방법론 구축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농경지 탄소고정(carbon sequstration) 방법도 배출권 메커니즘과 온실
가스 저감행위 조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모작 작부체계의 지역 도입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이모작을 도입했다고 온실가스 저감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산림 재조림 
또는 조림 CDM사업과 마찬가지로 휴경지, 하천부지 등 유휴토지의 이용 및 보전의 관점에서 이모작 
작부형태에 대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2). 

1) 하천부지의 농지이용 현황
2) UN 등 관련기구에서 내놓는 공인 방법론 중「콩-옥수수 윤작체계를 통한 질소비료 감축」방법을 향후 작부

체계 개편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이를 통해 다양한 작부체계 방법론 개발이 후속연
구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농경지 탄소저장을 다년생 목본류에 한정하고 있어 일년생 농작물에 대한 탄
소저장효과를 공인받기 위한 방법론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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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역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며 전체 515개소에서 지방하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7%로 무려 500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하천구역 내에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점용허가를 받
아 점용사용료를 내고 사용하는 하천부지를 살펴보면, 전체 점용면적이 약 2,771.5ha로 기타부지 
51.9%, 답 28.9%, 전 16.5%, 잡종지 2.7% 순이다. 여기서 기타부지와 잡종지를 제외한 농지이용 하
천부지는 약 1,258.6ha로 전체의 45.4%에 해당된다.
 
표 16. 경기도 지방 하천부지 점사용 현황                                         (단위 : ha, %)

면적(계) 전 답 잡종지 기타
2,771.5(100) 456.5(16.5) 802.1(28.9) 72.5(2.7) 1,440.4(51.9)

  특히 농지로 이용되는 하천구역 내에서는 하천오염을 발생시키는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하는 경작행
위는 현행 하천법 제33조에 의해 점용허가를 취소토록 하고 있다.3)
이에 농경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천의 비점오염원을 사전에 유입 차단하고 이산화탄
소 배출을 상쇄시킬 수 있는 친환경 이모작 재배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2) 하천부지 이모작 재배의 경제적 추가성 평가
  최근 지방하천의 관리는 이수와 치수 기능을 위주로 전개되어 왔으나, 하천을 둘러싼 여건이 변화함
에 따라 하천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즉 이수와 치수 중심에서 생태환경 기능을 중시하는 정
책으로 전환되면서 수질오염 총량제가 더 한 층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최동진, 2005). 이와 관련
하여 하천의 생태환경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천부지의 친환경적 이용 및 관리
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효율적인 하천 유지관리 방안에 부합하여 하천부지 내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도록 유
도하여 이산화탄소 배출을 상쇄시킬 수 있는 친환경 이모작 재배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업은 약 3,002km, 500개소에 이르는 경기도 지방하천의 오염원 유입 차단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하천부지의 농경지이용은 환경정화효과와 더불어 탄소고정 메커니즘 조건 속에서 고려
되어야 한다. 또한 비용 비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이모작 재배에 관한 경제적 추가성 분석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경제적 추가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 17)과 같다. 하천부지 내에 이
모작 재배 체계를 갖춤으로서 파생되는 영농추가비용은 벼-쌀보리 작부체계가 10a당 299,195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벼-겉보리 293,436원, 벼-호밀 289,514원, 옥수수-호밀 268,596원, 고구마-호밀 

3) 지방허가관청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5호의 규칙 제18조 제1항 기준에 따라 하천구역에 경작을 목적으로 
점용을 하는 경우「친환경농업육성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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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10원, 옥수수-쌀보리 233,062원 등의 순으로 영농부담비용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7). 
이러한 결과는 UN CDM사업의 농경지 탄소고정 메커니즘과 경제적 추가성 원리에 충족된다고 평가 
할 수 있다.4) 

표 17. 이모작 재배 하천부지 조성비용                                            (단위 : 원/10a)

권역명
작부체계 탄  소

상쇄량
(톤)

이모작 재배 농가손실액
(B-A)

하 천 부 지
추가소요액

(D)
총소요비용

(B+D)1모
(기)작

2모
(기)작

증가된 
편익(A)

증가된 
비용(B)

중부
내륙

벼
호  밀 5.209 66,050 276,163 210,113 13,351 289,514
겉보리 5.585 209,959 288,449 78,490 4,987 293,436
쌀보리 5.820 228,758 294,987 66,229 4,208 299,195

옥수수 쌀보리 6.952 228,758 232,741 3,983 321 233,062
호  밀 6.340 66,150 253,505 187,355 15,091 268,596

고구마 호  밀 3.413 66,150 223,661 157,511 18,449 242,110
주 : 1. D는 하천부지이용 추가소요비용으로서 탄소가격변동성. 농업소득변동성, 토지이용비용 변동성
을 감안한 금액임, 2. 증가된 비용은 간접생산비임, 3. IPCC 2006가이드라인 및 작물의 이산화탄소 
고정량 산출법에 의해 탄소상쇄량을 산출하였음

3) 환경적 추가성 시나리오별 탄소소득 추정
  UN CDM 이사회의 온실가스 저감 방법론에 충족되는 농경지 탄소고정 방법은 일반적으로 무경운 
농경방식에 의한 이모작 재배라 할 수 있다. 이를 산림 조림 또는 조림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내 농업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방식이 하천구역 농경지에서 친환
경농업을 유도함으로서 비료와 농약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친환경 이모작 재배를 통
해 농약과 비료의 유입 차단 효과를 가져 온다는 측면에서 탄소시장의 환경적 추가성 기준에 적합하
다.5) 이와 같이 하천부지 등 유휴 토지를 이모작 재배 단지로 이용하는 것은 “30만 톤CO2 미만의 소
규모 CDM 사업”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 18)과 같다. 10a당 3톤, 5톤, 6톤의 탄소상쇄를 가정하여 고구마, 
벼, 옥수수와 관련된 이모작 재배를 한다면 최대 75천톤에서 최소 37천톤의 탄소를 상쇄시킬 수 있
다. 이때 예상되는 탄소소득은 최대 1,158백만원에서 최소 579백만원으로, 이를 20년간 고정수입으로 

4) 국제사회에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UNFCCC에서 농경지 탄소고정 방법론을 어떻게 공인해주
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DM 이사회에서 논의중에 있는 정책 CDM을 가정한다
면 앞으로 하천부지 탄소고정 방법은 시카고 거래소(CCX)에서 인정하는 무경운 농경방식으로의 시범전환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CDM사업 승인조건 중에 하나는 경제적 추가성이며, 이는 투자 대비 수익을 비
교했을 때 투자타당성을 상실한 사업에 한정하고 있다(박영진외, 2009).

5) 일반적으로 맥류는 토양유실 감소, 유기성 폐기물 소화효과를 가지고 있음(하용웅,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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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하면 최대 231.6억원에서 최소 115.8억원으로 추산된다.

표 18. 하천부지 조성규모 시나리오별 년간 탄소 CERs 규모                  (단위 : ha, 톤, 천원)

조성규모
탄소상쇄량
및 탄소배출권

대상
작부

전체면적 시나리오 Ⅰ 시나리오Ⅱ 시나리오Ⅲ 시나리오Ⅳ 
(100%)  (전체면적의 10%) (전체면적의 20%) (전체면적의 30%) (전체면적의 50%)
1,258.6ha 125.9ha  251.7ha  377.6ha  629.3ha

탄소
상쇄량
(톤)

10a당 3톤 상쇄 고구마 37,758 3,776 7,552 11,327 18,879
10a당 5톤 상쇄 벼 62,930 6,293 12,586 18,879 31,465
10a당 6톤 상쇄 옥수수 75,516 7,552 15,103 22,655 37,758

CERs
확보금액
(천원)

10a당 3톤 상쇄 고구마  566,370  56,637  113,274  169,911  283,185 
10a당 5톤 상쇄 벼  943,950  94,395  188,790  283,185  471,975 
10a당 6톤 상쇄 옥수수  1,132,740  113,274  226,548  339,822  566,370 

CERs
추가확보

금액(천원)

10a당 3톤 상쇄 고구마  13,027  1,303  2,605  3,908  6,513 
10a당 5톤 상쇄 벼  21,711  2,171  4,342  6,513  10,855 
10a당 6톤 상쇄 옥수수  26,053  2,605  5,211  7,816  13,027 

CERs
총확보

금액(천원)

10a당 3톤 상쇄 고구마  579,397  57,940  115,879  173,819  289,698 
10a당 5톤 상쇄 벼  965,661  96,566  193,132  289,698  482,830 
10a당 6톤 상쇄 옥수수  1,158,793  115,879  231,759  347,638  579,397 

주 : 1. CERs 추가확보금액은 탄소가격 변동성 2.3%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2. 탄소 거래가격은 톤당 15달러/톤 기준으로 산정하였음. 

4) 이모작 재배 하천부지 조성사업의 탄소시장 접근전략
UN CDM 이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농경지 탄소고정 CDM사업”을 국내 실정에 맞게 체계화 시킬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대상 농경지와 사업목표, 추진과제, 추진방법 등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 
우선 어느 시장에 이 사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업추진방식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의무적 감축시
장이냐 자발적 감축시장이냐에 따라 달라지며, 개별농민 추진방식이냐 공동사업접근방식이냐에 따라 
사업목표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모작 재배 하천부지 조성사업”의 탄소시장 접
근전략을 살펴보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148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그림 2. 이모작 재배에 의한 하천부지 유지보전 및 농가소득화 전략

  먼저 하천부지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이모작 재배 무경운 농경방식」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사업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농민조직화」이다. 개별 농민이 탄소시장에 접근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를 위해 농민이 중심이 된 비영리 단체 출범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원칙을 
기초로 탄소시장에 접근하여 탄소배출권 CERs 또는 옵셉(offset) 거래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서 확
보된 배출권이 “하천부지 보전 및 이용 관리”에 사용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
다. 운영방식은 탄소배출권을 기금으로 적립 운용하거나 농가에게 배출권 수익을 균등 배분하여 소득 
안정기반을 마련하도록 정책의 가이드라인과 이모작 재배 기반조성 과제를 정립 체계화시켜야 할 것
이다(그림 2, 표 19). 
 
표 19. 하천부지 이모작 재배 기반조성 과제 

주요추진과제

◦ 동계작물을 적기에 파종할 수 있도록 품종을 개발하거나 종자수요를 예측하여 
   사업규모를 경제성 있게 설계
◦ 녹비품종의 국산화와 종자공급지원체계의 선진화
◦ 야생조수와 잦은 강우에 대비하여 수확시기, 파종시기에 대한 합리적인 
   기술체계를 강구하여 상품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역적 기반 구축
◦ 무경운 재배, 벼 수확 동시 보리파종, 배토 및 피복작물 재배, 호밀간작 피복
   기술, 조숙재배 기술 등에 대한 보급 및 사업화 추진  

마. 농가 소득화를 위한 이모작 재배의 바람직한 정책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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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책지원 기본방향 및 목표
  지금까지 이모작 재배에 따른 경제성과 탄소가격 변동성에서 오는 경제적 추가성 그리고 탄소시장 
접근방안으로서 “하천부지 이용 및 보전방안”을 분석하였다. 이를 고려하여 향후 이모작 재배를 장려
하고 농가소득화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즉,  가이드라인에 담을 수 있는 목
표, 추진방향과 추진과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먼저 이모작 재배를 통해 농경지가 친환경
적으로 관리되고 동시에 농가의 소득도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모작 재배가 확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농경지이용의 효율성과 친환경적 관리 등 기술적 경영적 여
건을 검토 보완하고, 나아가서 이산화탄소 흡수기능 증진 이모작 작부체계가 탄소배출권(CERs)과 연
계될 수 있도록 기후변화대응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모작 재배를 통해 농경지가 친
환경적으로 관리되고 동시에 농가의 소득도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적 목표가 달성되도록 필요한 조
치를 마련해야 한다(아래 그림 3 참조)

그림 3. 정책지원 추진방향
목표 이모작 재배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화 정책 모델 구축

추진방향

추진과제

◈ 기후변화 대응 지원체계 구축 ◈ 이모작 작부체계 확대 지원체계 구축

 - 온실가스 저감 

 - 탄소시장 연계 시스템 구축

 - 탄소표시 농산물 상품화 

- 농경지 이용 효율화 및 친환경 관리 

- 친환경 농산물 생산

- 농산폐기물, 농약, 화학비료 등 절감

- 하천부지, 휴경지 등 유휴 토지 활용

2) 정책지원체계 
  이모작 재배를 통해 환경적 추가성, 경제적 추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방식이 아래 (표 20)과 같은 직접지불방식(Green Box)이다. 이와 같은 직접지
불방식은 이모작 재배를 하거나 하천부지와 같이 유휴토지를 이용하는 농가 또는 마을에 대해서 고정
형 보조금과 변동형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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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이모작 재배 정책 지원체계
구분 검토방향

(1) 도입취지 ◦ 기후변화에 따른 이모작 작부체계 도입 필요성 증대
◦ 이모작 작부체계 도입에 따른 비용상승에 대한 지원강구

(2) 지원대상 
◦ 이모작 작부체계를 도입한 지역(마을) 또는 농가
◦ 무경운 농경방식을 실천하는 마을 또는 농가
◦ 하천부지, 휴경지 등 유휴지 활용 농가 또는 마을

(3) 적용방식*

(4) 타직불제 정책과의 관계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경관보전지역 직접지불제 ⇒ 양자병행
(5) WTO협정과의 관계 ◦ 허용보조정책(Green Box)
(6) 발동 요건 ◦ 지역별 탄소흡수 경영모형 도입

◦ 이모작 경영의 소득 및 탄소가격 변동을 발동요건으로 하는 방안고려 
(7) 시행 시기 ◦ 2013년 (포스트 기후변화협약 시기) 이후 
주 : 고정형 보조금은 탄소흡수 작부체계도입 후 발생하는 영농추가비용 보상을, 변동형 보조금은 탄
소가격과 농업소득 변동에 따른 소득보전율을 적용한 보조금임

3) 추진방안
  이모작 재배를 통해 탄소소득도 확보하고 지역 농경지의 친환경 관리 및 농업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나는 지원정책의 단계별 접근방안이고, 나
머지 하나는 사업화 협력체계 구축이다. 먼저 단계별 접근방안 측면에서 살펴보면, 1단계로 생산기반 
조성 → 2단계로 경영기반 조성 → 3단계로 경영환경 대응 등 3단계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
은 다음 (표 2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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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지원정책의 단계별 접근방안

핵심요인 단계별 추진내용

생산기반
기반기술체계 
확립
(1단계, 2012)

◦동계작물을 적기에 파종할 수 있도록 품종을 개발하거나 종자수요를 예측
하여 사업규모를 경제성 있게 설계
◦녹비품종의 국산화와 종자공급지원체계의 선진화
◦야생조수와 잦은 강우에 대비하여 수확시기, 파종시기에 대한 합리적인 기
술체계를 강구하여 상품성이 향상될 수있도록 지역적 기반 구축

생산기반 기존사업 개선
(2단계, 2013)

◦벼 수확 동시 보리파종, 배토 및 피복작물 재배, 호밀간작 피복기술, 
  조숙재배 기술 등에 대한 보급 및 사업화 추진  

경영기반
사업추진 
인프라구축
(3단계, 2014)

◦토양관리 및 노동력 증대가 예상되는 생산공정에 대한 지원시스템 구축
◦농가 간 또는 마을내 생산, 판매협업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사업 장, 시
설투자 등 지원 시스템 구축
◦생산자, 시군(농업기술센터), 농협, 기업 등 거버넌스체계 구축 

경영환경
지역농업 
전략적 육성
(4단계, 2015)

◦ 저장, 세척, 큐어링, 제분시설 등 농산물가공∙저장시설을 설치확대 하고, 
다양한 농산물을 가공 상품화할 수 있도록 품제조시설, 포장 및 디자인장비
를 지원할 수 있는 지역전략체계 구축(저탄소 상품화)◦ 탄소배출권 연계시
스템 구축

주 : 1. 손실작부는 고정형 보조형태로, 수익형 작부는 변동형 보조형태로 각각 나누어 지원하되, 1단
계~2단계에 대한 사업적 지원 성격임 , 2. 핵심요인은 특성화단지 조성 핵심요인 분석결과임
다음으로 농민, 지방자치단체, 농협, 농업기술센터 등 지역 거버넌스의 틀 속에서 공동 사업화 협력체
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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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주체별 사업화 협력체계

     주 : 1) 경종부문(하/동계작물)에 대한 탄소 국가고유계수의 공식적 사용을 전제로 함
         2) 예산교부는 시설장비를 제외한 작물재배에 대한 지원금액임 

4. 적 요
  본 연구에서는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이모작 재배의 환경적 추가성과 경제적 추가성을 분석하고 
향후 농가소득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경기도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나지만 대부분 벼, 콩, 옥수수, 고구마 등을 단작으로 재배하거나 
호밀, 쌀보리 등을 일부 후작으로 재배하고 있음. 그러나 조숙재배, 추파시기 일실 등 기술적 경
영적 제약 때문에 옥수수․콩․ 고구마와 연계된 동계작물 재배가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모작 재배에 대한 지역농업 영향력과 기술수용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음.

나. 현실적으로 제한 된 작부체계도 있지만 이모작 재배의 탄소상쇄 측면에서 고려해 볼 때 이모작 작
부체계의 탄소상쇄 효과는 상당히 큰 편임. 이를 각각 살펴보면 노지풋옥수수-쌀보리가 69.52톤
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노지풋옥수수-겉보리 67.17톤, 노지풋옥수수-호밀 63.4톤 등의 순
임. 또한 작부체계 전환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크게 예상되는 작부체계는 콩-쌀보리, 벼-겉
보리 등으로, 콩-쌀보리의 환경적 추가성이 가장 높음. 

다. 그러나 이모작 재배에서 발생하는 증가된 비용과 증가된 편익을 구조화하여 비교 평가하면 영농비
용이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이는 이모작 재배가 CO2  1톤을 상쇄하는 데 투입되는 영농비용
이며, 이때 비용은 10a당 20,361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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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이를 작부체계별로 살펴보면 탄소생쇄에 따른 비용효과는 공통적으로 벼-호밀 작부 체계의 영농
비용이 가장 높으며, 중부내륙지역의 옥수수-호밀 작부체계, 중북부내륙지역의 고구마-호밀 작부
체계, 서해안지역의 콩-쌀보리 작부체계 등의 순임. 

마. 이를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탄소가격이 변동되는 폭을 가늠하여 살펴보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탄
소소득(CERs)은 톤당 15달러 기준에서 옥수수-호밀․보리 작부체계가 10a당 약 2,292원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쌀-호밀․보리 1,916원, 옥수수-무․배추 1,849원 등의 순임.

 바. 결과적으로 이모작 작부체계의 영농추가비용이 추가 탄소소득 CERs를 상쇄하지 못하므로 경제적 
환경적 추가성 조건에 맞게 지역 사업화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

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전개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선 UN FCCC의 온실가스 저감 방법론에 
충족되는「농경지 탄소고정 방법」을 기본 베이스로 두고 이모작 재배의 지역도입을 검토할 필요
가 있음. 다음으로 하천생태환경기능의 지속적인 보전 관리 측면에서 하천부지를 지역의 친환경 
이모작 작부체계 속에서 연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 방식은 영농비용 측면과 이산화탄소 흡수 
및 환경 정화효과 측면에서 경제적 추가성 원리와 환경적 추가성 원리에 충족되는 방식임. 이때 
예상되는 탄소소득은 최대 1,158백만원에서 최소 579백만원으로, 이를 20년간 고정수입으로 환산
하여 추산하면 최대 231.6억원에서 최소 115.8억원이 예상됨. 마지막으로 지역에서 체계적인 접근
이 가능하도록「이모작 재배 무경운 농경방식」과「농민조직화」의 원칙을 거버넌스 체계의 기본 
틀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아.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체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는 목표와 추진방향 
그리고 추진과제 및 협력체계를 바람직하게 구축하는 방안임. 둘째는 이모작 재배를 통해 농경지
가 친환경적으로 관리되고 동시에 농가의 소득도 보장되는 방향으로, 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구
축하는 방안임. 셋째는 농민, 농업기술센터, 농협 등이 모두 참여하는 지역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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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기간 연구실 책임자

 농업소득 보전정책 개발연구 농업경영 '09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정구현

 조건불리지역 농가의 농업소득 안정화 방안 연구 농업경영 '09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정구현

색인용어  직접지불제, 조건불리지역, 농업소득, 소득안정화

ABSTRACT
  This research is conducted to evaluate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agriculture and 
figure out barrier factors for the system. Survey is done with 137 farms and descriptive 
research is designed to find out barrier factors to execute the direct payment system for 
agriculture. Based on the results, about 87% of farms have the direct payment and the 
farms are generally positive to the payment. Moreover, one of the reasons of complaint 
against the direct payment system is low payment and farms want more support fund, 
realizing the fact direct payment to farms is the most useful way for the farms. In addition 
to direct payment, a policy is needed to make it easier for farms to take procedure, based 
on the fact it is more difficult for farms to fill out document and to meet due day for the 
system than to follow criteria for the direct payment system 

Key words : Direct Payment System, Agriculture Income, Income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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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의 고도경제성장으로부터 시작된 인구 이동 및 가격지지 정책으로 인해 도
시와 농촌의 지역간 격차가 확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농촌의 노동 인구의 감소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
로 인해 그 격차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경기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농업활동
과 성장이 더 저해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의한 인구집중과 산업 밀집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한 수도권 성장을 억제하기 위한 각종 규제책이 시행중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수원 보호구역지정, 군사보소구역지정, 개발제한구역 설정 등 각종 수도권 발전 규제에 
의해 경기지역의 농업활동과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정책이 경지지역
의 농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와 더불어 WTO 출범 이후 농가 소득이 정체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농가 경제가 악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 등 지원책이 미진한 실정이다. 1997년부터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으나 논농업직불제 외에는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못한 실정이며 직접지불제 
예산은 총 농업예산의 6.8% 수준으로 미국의 36.1% 일본의 13.2%에 비해 낮다. 따라서 경기농업의 
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지역농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직불제 방안
의 개선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기도의 직접지불제 시행현황 분석을 위해 직불제 종류 및 예산이 어떻게 시행되며, 직
불제 시행 품목 및 직불제 시행 농가 및 도내 지역별 분포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한다. 이와 더불어 
직불제 시행에 따른 효과 분석을 위해 농가 반응을 살펴보고 농가의 만족도를 파악하여 농업조건, 사
회적 여건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직불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지역의 분야별 폼목
별 직불제 시행 및 효과 분석과 경기지역의 농업, 농촌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적합한 직접지불제도 도
입방안 도출한다.

2. 재료 및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은 경기도내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시행현황을 분석하고 직불제의 개선 및 보
완방안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 연구와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국내외의 직접지불제도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도를  고찰한 후  도내 각 시군
청의 협조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참여농가의 현황과 주소를 파악하였다. 파악된 농가를 대상으로 우
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지는 2009년 10월 16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882부가 배포되었으며 그중 137부가 회신되었다. 

3. 결과 및 고찰
가. 우리나라의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실시현황
1)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실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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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년에 제정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을 계기로 직접직불제의 도입이 제기되었
며, 이후 이 법은 한국에서 직접지불제의 주요한 근거법이 되었다. 1997년에 최초의 직불제인 ‘규모화 
촉진직접지불제’를 도입하면서, 농식품부는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의 연구-조건불리지역 및 환경
보전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조사연구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KREI)에 의뢰하였는데 이것이 조건불
리지역직불제 연구의 시작이다. 이 후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흐름과 성격은 <표 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
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정부의 2009년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직불금 지원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 과소화 예방 등과 같은 지역활성화가 그 목표이다. 여기에는 더 나아가 기존의 지역개발정책과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자율적으로 마을 활성화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
하는 등 상향식 발전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을 포함한다.

단계 연도 각 항목의 타이틀
제1단계 1998

제3편 제2장
 제6절 농업인 소득지원과 복지지원 강화
   1. 직접지불제의 단계적 도입

제2단계 1999
제3편 제2장
 제7절 농업인 소득지원과 복지지원 강화
   1. 직접지불제 단계적 확대

2000    -

제3단계

2001
제3편 제2장
 제9절 농가소득 안전망 구축 및 농촌의 생활여건 개선
   5. 조건불리지역 밭농업 직접지불제 도입 추진

2002
제2편 제2장
 제1절 농가소득의 안정적 증대
   5. 직접지불제의 단계적 확충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003
제2편 제2장
 제1절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5. 직접지불제의 단계적 확충
     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004
제2편 제2장
 제7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라.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행준비

2005
제2편 제2장
 제7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제4단계 2006
제2편 제2장 
 제7절 농업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 추진
   1. 농가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제 확충
     타.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시범사업 실시

표 1.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의 위치와 전개

※ 자료: 농식품부『농정에 관한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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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 등 운영방침
  지급대상지역은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이하 “조건불리지역”이라한다)이며,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이하,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이상인 법정리이며, 도서지역(제주도 포함)은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음)이다. 
지급대상토지는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 및 「초지법」제5조에 따라 조성된 초지(이하 “초지”라 한
다)로서 3년 이상 농업에 이용된 농지 또는 초지로 관리된 초지(공부상 지목에 상관없이 ′03년부터 ′
05년까지(′04·′05 시범지역은 ′02년부터 ′04년까지) 3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와 초지로 관리된 
초지이어야 함)이다. 
  지원자격을 가진 자는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동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상 
일치,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단, 농지 또는 초지 소재지와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지급대상 마을이 속한 법정리에 연
접한 읍·면에 거주하는 실경작자만 인정)를 뜻한다. 지급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농지관리의무, 마을
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활성화 실천 의무는 마을여건 등에 따라 1개 이상 
자율 이행하여야 한다.

3) 직불제 실시 현황
  위의 지급대상 및 지급요건 등 운영방침에 따라 우리나라의 직불제 실시 현황은 다음 <표 2>, <표 3>, 
<표 4>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다.

구  분 도입시기 목  적 지급요건 비  고
 경영이양 1997  경영규모 확대

 은퇴농 소득안정
 농지매도, 또는 5년
 이상 임대

 친환경농업 1999  환경보전  친환경농산물 인증
 기준 준수

 무농약 674,000원/ha
 유기인증 794,000원/ha

 논농업 2001  소득보전  논 형상유지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에 통합
 쌀소득보전 2002  경영안정  쌀 소득등 보전직불제에 통합
 쌀생산조정 2003  쌀수급균형

 쌀재협상시 입지강화
 약정체결시 3년간 벼,  
 상업적 작물 비재배  2006부터 중단

 친환경축산 2004
(시범)

 지속가능 축산기반 구축
 안전 축산물 생산

 프로그램 이행
 발생분뇨 환원

 조건불리
 지역 2004  다원적 기능유지

 지역사회 유지
 마을협약 체결
 마을 공동기금 조성
 마을활성화 실천

 밭․과수원 400,000/ha
 초지 200,000/ha

 경관보전 2005  농촌경관 유지
 농촌지역 활성화

 경관보전계획 수립
 협약체결 및 준수

 동계작물 1,000,000/ha
 하계작물 1,700,000/ha

 쌀소득 등
 보전 2005  쌀농가 경영안정  논 형상유지  746,000원/ha

표 2. 직불제 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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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지표 2009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06 ‘07 ‘08

▪이탈농
 지지율(%) 98.5 - - 99.2

(잠정) 12월말
지원대상 법정리의 최근 5년간 평균 정주농 비
율 대비 당해년 정주농 비율(Agrix에서 확인)
*정주농비율=금년 농가수/작년 농가수×100
*사망 등 불가피한 감소는 미적용

표 3.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성과목표 및 지표

구    분 2006년까지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이후
합    계 76,141 43,994 50,670 45,756 623,687
국고보조 54,753 31,071 35,748 33,582 437,696

ㅇ 조건불리보조금 70,500 43,078 49,741 46,647 619,971
국고보조 49,112 30,155 34,819 32,653 433,980
지 방 비 21,024 12,923 14,922 13,994 185,991

ㅇ 행정비(국고) 5,641 916 929 929 3,716

표 4. 연도별 재정투입계획                                                      (단위 : 백만원)

나. 외국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실시현황
1) 유럽공동체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시행 추이

  이상영 등(2005)의 연구에 따르면 유럽에서의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정책은 2차대전 이후 국가별로 
도입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이 도입된 배경은 조건불리지역의 낮은 생산성과 열악한 영농조건을 극복하
여 지속저긍로 영농활동을 수행토록 하는 한편, 국토의 균형발전과 식량자급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시
행되었다.
  EU는 1967년에 발족한 EC(유럽공동체)를 거쳐 1993년 설립된 기구로 공통농업정책(CAP)을 1968년
부토 본격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국가별로 시행되던 조건 불리지역직불제가 유럽공동체의 공통정책의 
하나로 추가된 것은 영국이 EEC에 가입한 ′75년부터이다. 
  이 제도는 산악지역 등의 조건불리지역에 있어 농업을 존속 발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수준을 
유지하고 경관을 보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용지 면적에 따라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농가
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이러한 직불제가 환경 및 경관을 보전하는 등 농업의 다원적 기증
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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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에 유럽 여러 나라가 조건불리 지역으로 선정해주기를 바라는 요구가 많아져 현재는 이탈
리아 53%, 영국 45%, 스웨덴 52%, 룩셈부르크 98%로 유럽평균 56%에 달하고 있으며 금액으로도 
EU공동기금에서 50%정도를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직접지불금이 정말로 경영개선이 필요한 농가를 위해 지급되고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
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에 대한 평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조건불리지역 선정기준에 관한 것인데 현재 조건불리 제도관련 법안인 1999년 이사회 규
정에는 조건불리지역을 <표 5>과 같이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이들을 구분하는 EU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각국이 임의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 항 내   용

지역지정
구분

산악
지역

토지의 이용가능성에 상당한 제약이 있고, 노동투하비용이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하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
1. 표고 및 기후 변화조건에 의해 작물의 생육기간이 상당히 짧을 것
2. 기계사용이 곤란하거나, 또는 고액의 특별한 기계사용이 필요한 급경사지가 지

역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

보통
조건
불리
지역

이하의 특성 전부를 가진 지역
1. 생산성이 낮고, 경작이 곤란한 농지일 것
2. 자연환경으로 인해 농업의 경제활동을 나타내는 주요지표를 나타내는 생산이 

평균보다 상당히 적을 것
3.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당해 지역의 활력 및 정착을 유지하기 곤란한 지역

특수
핸디캡
지역

환경보전, 전원유지, 관광자원보전, 해안선을 보호하기 위해 농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만 하는 지역

대상농가  3ha(남유럽에서는 2ha) 이상의 농용지가 있고, 5년 이상 농업활동을 지속
참가율  56%(총농용지면적비율, 98년), 16.4%(수급농가비율, 97년)
보상금
지급

 보상단가는 2.5~20EURO(4316.55~ 34532.4원)/10a 
 1EURO=1,726.62원(2009년 기준)

표 5. EU의 조건불리지역 개요(이상영 등, 2005)

  두 번째로는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당해 지역의 
농업포기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다. 이때 판정기준의 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 토지
생산성, 경제활동성, 인구감소 위험성 등의 지표를 사용하나 이에 대한 기준이 각국에 따라 커다란 차
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의 농가들이 받는 직불금이 국가 간에 많게는 10배 이상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회원국들 사이에 직불금의 불평등 배분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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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가간 또는 국내에서도 지역에 따라서는 조건불리 지역의 농가소득이 비조건불리 지역 농가보
다 높은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EU회원국들이 제출하고 있는 자료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이다. 각 국은 자국의 조건불
리지역을 가능한 한 확대하려할 뿐 효율적인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운용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을 수렵
하고자 하는 자세가 미진하여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제출 서류의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수령을 위한 농가의 준수사항을 확인하는 절차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특
히 각국의 친환경농업에 대한 기준이 불완전해서 이를 확인하는데 농가와의 마찰이 자주 발생화고 있
어 직접지불제도에 대한 효과를 검토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이 조건불리 지역에 
대한 대책도 최근에는 EU 농촌개발정책의 다른 한축인 환경보전정책과 공동보조를 맞추어 환경보전의 
준수를 수혜조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2) 일본의 중산간 지역 직접지불제의 시행 추이
  이상영 등(2005)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의 중간산 지역은 평야외연부에서 산간지에 이르는 범위로 
국토면적의 69%, 경제면적의 42%, 총농가수의 43%, 농업 산출액의 37%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일
본의 농업·농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입지적으로 하천 상류지역에 위
치하고 있으며 농경지의 대부분이 경사지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활동에 의한 국토
보전, 수자원함양 등과 같은 다원적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이러한 다원적 기능이 하류지역에 살고 있는 도시민의 생활기반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관을 형성하거나 풍요로운 전통문화 및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여 도시주민들에
게 보건휴양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다양한 역하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농업생산조건 
및 정주조건이 평지에 비해 매우 불리한 곳으로 그 정도가 매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고령화 비율이 전국평균에 비해 매년 높이지고 있는 가운데 경작 포기지역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호당 농가의 총소득은 물론, 농업소득, 농외소득 모두가 도시 및 평지농업지역에 비해 낮으며 생
활환경정비 상황도 매년 조금씩 정비되어 가고 있으나, 전국 평균에 비해 낮으며 특히 오수처리시설 
보급률은 전국평균의 40%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지난 5년간 실시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의 효과를 4개 분야에 걸쳐 
농가조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평가하였다.
  첫 번째로는 경작포기지 발생억제 효과에 대한 평가이다. 직불제 시행에 의한 경작포기지의 발생방
지 효과를 살펴보면 전국의 직접지불제 대상마을의 93%에 달하는 34,000여 개 마을이 협정을 체결하
였으며 경지면적으로는 대상농용지의 85%인 66.2만ha에서 계속적인 영농활동이 이루어졌다.
  한편, 농가조사결과에 따르면 농가들은 협정체결을 계기로 도로 및 수로 등의 공동관리를 활발하게 
수행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57%에 이르고 있으며 또한 경작포기지 454ha가 복구되었다. 한편, 복구용
지에 새로운 작물을 도입하거나 다락논 오너제도 및 관광농원을 도입하여 도농교류를 촉진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용은 물론, 609개의 시정촌에서 1.2만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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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실시한 5년간 경작포기 발생을 억제한 경지면적은 1.3만ha~3만ha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경
지가 일단 경작포기지가 되어 재차 농지로 복원하는 경우에 소용되는 비용은 806~1,860억엔 정도로 
시산되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실시됨으로써 장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추가적인 경작 포기지를 억제
하는 효과도 있지만 이들을 정량화하기가 곤란하여 시산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이 제도
의 경제적 효과는 한층 더 증가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다원적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대한 평가이다. 중산간직불제는 농가들이 농용지와 주변
경지 관리, 토양유실 방지를 고려한 영농활동 등을 지원하여 국토보전기능을 증진시키는데 크게 기여
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직접지불제 실시 이전에 비해 대상지의 48%가 증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을 내의 도로 및 수로변에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비오톱(Biotop)의 확보를 통한 자연생태계보전 기능
을 제고시켰다고 답한 비율은 17%로 나타났다. 한편, 다락논의 경관을 이용한 농원 설치 및 오너제도
를 도입하여 도시민과의 교류기회를 높여 도시민에게 보건휴양기능을 제공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수행
하였다고 답한 비율은 37%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는 장기 목표인 자립적이며 지속적인 농업생산 활동의 확립에 대한 평가이다. 마을 사업의 
합의 형성과정에 관한 의사결정시스템, 농지 및 농로, 수로관리상황에 관한 지역자원관리시스템, 영농
시스템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응답한 마을이 전체 90%에 달해 지속적인 농업생산 체제정비가 직불제 
시행 이전에 비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양한 영농조직이 5,539개 마을에서 
육성되고 있으며 인증농업자수도 약 8천명 증가하였으며, 신규취업자는 4천명이 확보되었고, 농용지의 
이용권 설정면적도 1.4만ha가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각 마을이 농업생산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체제정비가 활발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
율이 제도 시행 이전에는 46%이던 것이 시행 이후에는 3%로 매우 낮아졌으며, 지속적인 농업생산 활
동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정비가 활발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제도 시행 이전에는 6%였으나 시행 이후
에는 3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농업생산 활동정비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마을기능의 활성화에 대한 평가인데, 중산간지역 직불제 시행을 계기로 토론회 활동 등
에 세대주 이외 여성 및 젊은층이 참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직불제 시행 이전에 비해 40% 증가한 것
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수로 및 농로 관리와 관련된 공동작업 회수도 1.6회에서 3.2회로 약 2배 정도 
증가하여 마을의 공동 활동이 직불제 실시를 계기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마을에서는 직불제 대상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가 및 비농가의 참여, 지역 활성화 및 농용지의 
보전활동을 위한 봉사자, 도시주빈과의 연대, 장래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와의 유기적 관계 구축 
등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지역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조건불리직불제 참여실태 및 인지도 ․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는 우편으로 실시되었다. 도내 조건불리직불제 참여농가 882호를 대상으로 2009년 10월 16
일과 23일 양일간에 걸쳐 배포되었으며 그중 137부가 수집되어 분석에 이용되었으며 분석결과는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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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응답자 일반현황
  응답자의 일반현황 중, 연령을 우선 살펴보면, 절반 이상인 56.2%의 응답자가 60세 이상으로 농촌 
지역의 노령화 현상을 잘 반영한다. 또한, 약 70%의 응답자가 20년 이상의 농경 경력을 보이는 것으
로 보아, 앞으로 이러한 지역의 노령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학력은 80% 이상이 고졸 이
하이며, 농업 소득 역시 2,000만원 이하인 응답자가 약 80%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도농간의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 그리고 약 85%가까운 응답자가 자경농이거나 
일부 자신의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분 항목 응답자수 비  율(%)

연령

30대이하 1 0.7 
40대 15 10.9 
50대 38 27.7 

60대이상 77 56.2 
Missing 6 4.4 

소계 137 100.0 

영농경력

10년미만 18 13.1 
11~20년 22 16.1 
21~30년 26 19.0 
31~40년 29 21.2 
41년이상 34 24.8 
Missing 8 5.8 

소계 137 100.0 

학력

중졸이하 66 48.2 
고졸 49 35.8 

전문대졸 2 1.5 
대졸이상 13 9.5 
Missing 7 5.1 

소계 137 100.0 

농업소득

1000만원 이하 74 54.0 
1001~2000만원 34 24.8 
2001~3000만원 8 5.8 
3001~4000만원 6 4.4 
4001만원 이상 1 0.7 

Missing 14 10.2 
소계 137 100.0 

토지형태
전부 임대 10 7.3 
전부 자경 76 55.5 

일부 임대+일부 자경 40 29.2 
Missing 11 8.0 

소계 137 100.0 

표 6. 응답자 일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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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불제 참여 실태
  조사 농가들의 최근의 농업수입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65.1%에 이르는 사람들이 감소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며, 증가했다고 답변한 사람은 단 2.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증 가 변동없음 감 소
농가수(n=132) 3 43 86

비  율(5) 2.27 32.6 65.1 

표 7. 최근의 농업수입의 변동 여부

  최근 농업 수입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농업 수입의 감소는 생산비 
증가(36.5%)와 농산물 가격 하락(27.1%)에 의한 것으로 응답자들은 생각하고 있다. 이는 생산비에 대
한 적절한 보조 정책과 동시에 농산물 가격을 고려한 정부 시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구 분 농산물가격 하락 수량감소 품질저하 농사축소 생산비증가 기타
응답수(n=181) 49 23 6 14 66  23 

비  율(%) 27.1% 12.7 3.3 7.7 36.5 12.7 

표 8. 농업수입의 감소이유

 ※ 복수응답

  응답한 농가 중 약 84%는 소득 감소 시 자금 차입이나 소비 축소로 대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금 차입은 농가의 부채로 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구 분 자금 차입 소비축소 적금해약 보험 및 공제 의존 기타
응답수(n=139) 55 62 12 2 8

비  율(%) 39.6 44.6 8.6 1.4 5.8 

표 9. 소득감소시 대처방법

※ 복수응답

  조사한 도 내의 농가들의 약 87%는 직불제의 적용을 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들 중 특히 쌀보전등보
전 직불제와 친환경 농업 직불제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3.0%는 직불제를 적용받지 못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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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논농업 밭농업 친환경농업 경관보전 친환경축산 해당없음
응답수(n=185) 64 79 12 3 3 24

비  율(%) 34.6 42.7 6.5 1.6 1.6 13.0 

표 10. 적용받고 있는 직불제

※ 복수응답

  작년 조사 농가들의 직불금 수령액은 대체적(80.6%)으로 30만원 이하이며, 특히 11~30만원 사이의 금
액을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01만원 이상 받는 농가(0.8%)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10만원 미만 11~30만원 31~50 만원 51~100 만원 101만원 이상
응답수(n=129) 36 68 19 5 1

비  율(%) 27.9 52.7 14.7 3.9 0.8 

표 11. 2009년도 직불금 수령금액

  현행직불제에 대해서는 49.2%의 응답자가 불만족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7.5%에 그치는 것을 나타나 농가들의 직불제에 대한 만족도는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 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농가수(n=134) 0 10 58 46 20

비  율(%) 0 7.5 43.3 34.3 14.9 

표 12. 현행직불제에 대한 만족도

  이러한 현행 직불제에 대한 불만족의 원인으로는 지원 금액이 적다는 의견을 가장 큰 이유로 제시
(61.2%)됐으며, 이는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직불금으로 수령하는 30만원 이하의 금액은 농가들이 적게 
느낀다 것을 뜻한다. 신청 조건과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한 농가 역시 19.4%로 상당 부분 나타났다.

구 분 지원금액이 적음 신청조건이
까다로움

신청절차가
복잡함

이행조건을
지키기 어려움 기타

응답수
(n=129) 79 17 8 12 13

비  율(%) 61.2 13.2 6.2 9.3 10.1 

표 13. 현행 직불제에 대한 불만족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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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직불제의 개선과제로는 58.7%의 농가가 지원금액의 확대를 가장 큰 개선 과제로 꼽았으며, 
29% 농가에서는 신청 및 지원절차를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지원제도의 일원화를 요구하는 
농가들도 9.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 분 지원금액 확대 지원제도 일원화 신청 및 지원절차 간소화 기타
농가수 (n=138) 81 13 40 4

비  율(%) 58.7 9.4 29.0 2.9 

표 14. 현행직불제의 개선과제

※ 복수응답

3) 직불제에 대한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조사 농가에서는 직불금의 지급자격 및 요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이 평균 3점 이하
(평균 2.91, 2.69)로 저조하게 나타났으나, 마을 활성화와 공익적 기능증진활동과 같은 마을 활성화 방
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평균 3.37)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이는 마을 활성화 방안 등과 
같은 사안이 직불제와 연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설 문 항 목 1 2 3 4 5 평균
점수

표준
편차

나는 직불금을 수령하기위한 농지관리 의무사항을 잘 알고 있는 
편이다.(n=128) 17 22 58 17 14 2.91 1.13 
나는 마을공동기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n=118) 30 27 27 18 16 2.69 1.36 
나는 마을 활성화, 공익적 기능증진활동, 지역마케팅활동, 농용지 
보전활동 등 관리협약을 지키는데 적극 참여하는 편이다.(n=119) 9 15 44 25 26 3.37 1.18 

표 15. 직불금 지급자격 및 요건에 대한 인지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직불금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를 조사하는 질문에서는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의 평균 점수가 3
점 이하,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의 평균점수가 2.61, 직불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답한 사람의 평균점수가 2.70로 나타나 대체로 직불금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며, 직불제에 대해 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임차농이 자경농에 비해 직불금을 받기 힘들다라고 생각하
는 응답한 사람은 평균 점수 3.66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응답자들은 임차농의 직불금 지원 체계에 
대한 보완사항들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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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문 항 목 1 2 3 4 5 평균
점수

표준
편차

나는 직불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n=125) 18 21 44 30 12 2.98 1.17 
직불금은 내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n=122) 29 31 28 27 7 2.61 1.23 
농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직불금 제도가 매우 필요하다. (n=123) 26 32 31 21 13 2.70 1.27 
임차농은 자경농에 비해 직불금을 받기 어렵다.(n=115) 13 12 19 28 43 3.66 1.37 

표 16. 직불금에 대한 태도 및 만족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설 문 항 목 1 2 3 4 5 평균
점수

표준
편차

직불금 담당자들은 업무를 매우 친절하게 처리한다.(n=128) 17 9 72 12 18 3.04 1.13 
직불금 담당자들은 업무를 매우 신속하게 처리한다.(n=121) 12 10 65 21 13 3.11 1.04 
직불금 담당자들은 직불제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는 것 같다.(n=122) 15 22 39 23 23 3.14 1.27 

  직불금 담당자들의 업무처리에 있어서의 친절성, 신속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평균 점수가 3점 이상
인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인 직불금 담당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반응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불금담당자들의 직불제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나(평균점수 3.14) 직불금 담당자들의 업무능력에 대해서는 농가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7. 직불금 담당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만족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조사대상 농가들에게 직불금 신청의 난이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농가들은 전반적으로 다소 까
다롭다고 느끼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특히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지키는 것이 어
렵다”고 느끼기(평균점수 2.93) 보다는 서류 작성(평균점수 3.20)과 신청 기간(평균점수 3.19)에 대한 
어려움을 더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문 항 목 1 2 3 4 5 평균
점수

표준
편차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를 적성하는 것은 까다롭다.(n=115) 10 20 53 23 21 3.20 1.13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을 지키는 것은 어렵다.(n=115) 19 18 49 24 12 2.93 1.17 
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기간이 너무 짧다.(n=115) 13 11 49 31 14 3.19 1.12 

표 18. 직불금 신청의 난이도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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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농지 선정(평균점수 
3.07)와 농가 자격조건(평균점수 3.12)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으나, 지원단가(평균점수 2.11)와 마
을 공동기금의 충분성(평균점수 2.24)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의해 받은 돈의 일부가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점수 3.45)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농가 수도 37개나 되는 것으로 
보아 조사한 농가들은 공동기금의 자금 출처에 대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잘 아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마을 공동기금이 마을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지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다 (평균점수 2.93). 
  직불제를 위한 농지 관리 의무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은 것(평균점수 2.92)으로 나타났으나, 마을 활
성화 실천활동, 공익적 기능증진활동과 같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이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인식(평균점수 3.17)하고 있다. 
  또한 어려운 것으로 인식한 마을 활성화 실천활동, 공익적 기능증진활동과 같은 ‘조건불리지역 관리
협약’을 이행에도 불구하고, 관리협약을 이행에는 적극적인 것(평균점수 3.12)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의 노력에 대하여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사람의 반응이 표준편차 1.53로 다른 질문들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사실에 
대한 농가들의 태도가 양쪽으로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설 문 항 목 1 2 3 4 5 평균
점수

표준
편차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농지가 적절하게 선정되는 것 같다.(n=123) 10 24 51 24 14 3.07 1.08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신청을 위한 농가의 자격요건은 적절한것 같다.(n=121) 11 24 41 30 15 3.12 1.14 
현행 ha당 40만원(밭, 과수원), 20만원(초지)의 지원단가는 적절하다.(n=114) 45 24 35 7 3 2.11 1.09 
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의해 내가 받는 돈의 일부가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을 잘 알고 있다.(n=117) 24 15 16 25 37 3.31 1.53 
마을 공동기금은 우리마을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 같다.(n=120) 29 19 26 25 21 2.92 1.43 
우리마을에 적립되는 마을 공동기금은 마을 발전을 위해 쓰기에 
충분한 금액이다.(n=119) 39 35 27 14 4 2.24 1.13 
직불제에서 요구하는 농지관리 의무를 지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n=121) 18 17 56 17 13 2.92 1.14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공익적 기능증진활동 등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이행하는 것은 어려운 편이다.(n=117) 12 18 43 26 18 3.17 1.18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의 노력에 대하여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n=119) 33 10 24 25 27 3.03 1.53 
우리마을 사람들은 마을활성화 실천활동, 공익적 기능증진활동 등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을 이행하는데 적극적인것 같다.(n=118) 17 14 44 24 19 3.12 1.24 

표 19. 기타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한 견해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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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문헌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럽에는 현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책 입안자들은 유럽에서의 부정적인 평가를 숙지하고 농가들에게 실
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문헌 연구와 더불어, 설문 조사를 통해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역의 노령화 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또한, 이러한 노령화가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저학력
과 저소득으로 인해 도농간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노령화와 저학력, 저소득에 대
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기 불황과 함께 생산비 증가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농업 수입의 감소를 설문 조사를 통
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포함한 농가의 농업소득을 안정화 시킬 수 있는 방안
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 감소 시 자금 차입하거나 적금을 해약하는 농가가 많아 앞으로의 농가 부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보유 자산 비율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책 역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한 경기도내의 농가들의 약 87%가 현재 직불제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농
가들이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정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가들이 직불금에 대한 불만
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지원 금액이 적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높은 것과 더불어 지원 금액의 확대를 
요구하는 농가가 많다는 사실을 주지해 볼 때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의 지원에 대한 농
가들의 체감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적지 않은 농가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또한 신청 및 지원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하는 농가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정책적, 그리고 실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
는 농가들이 필요한 조건을 달성하는 것보다 서류 작성과 신청 기간에 대해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통해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을대표 및 운영위원의 노력에 대하여 적절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사람의 반응이 양쪽으로 갈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조건불리지역 직불
제를 운영함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조건불
리지역 직불제를 위해 운영위원을 운영함에 있어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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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기간 연구실 책임자

 기능성 유색미니채소 개발 및 상품화 채소 ’06~‘09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이수연

 미니채소 작부체계확립 연구 채소 ’08~‘09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이수연

색인용어  오색미니채소, 작부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of cropping system for grouping of five-color in 
mini vegetables with cultivation stability and economical efficiency at mid-area in Korea.
The mini eggplant could be cultivated in all year-round, however, there was economical 
efficiency when that was planted in March, but there wasn't economical efficiency when that 
was planted in September. The mini paprika could be planted in all year-round in  
especially red and yellow color's, except orange color paprika when was planted in 
September. The mini cucumber could be planted from March to June for better economical 
efficiency. The green color variety of brussels sprouts could be planted from October to 
December, but the red color's was hard to plant in mid-area. The carrot could be sowed 
from June to September. In the synthetical result, the season of cultivation was from June 
to September for grouping of five-color and better economical efficiency in mid-area. Black 
color was hard to compose of five-color products from January to June, and the green color 
was difficult for making of five-color products from October to December.

Key words : Cropping system, Five-color, Mini vege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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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최근, 잘 먹고 잘 사는 웰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건강기능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직장여성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조리가 복잡하지 않고 간편하면서도 영양을 고루 
갖춘 음식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먹거리 트렌드는 웰빙을 넘어서 눈으로 즐기
면서 먹는 시대로 바뀌고 있다. 반면에,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상품은 대부분 단색이거나 단품
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소비자들이 낱개의 품목을 여러 개 구입해야 다양한 색상의 기능성을 한꺼번에 
섭취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채소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도가 변화와 현재의 채소유통시장의 문제점
을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시장에 떠오른 채소상품인 ‘오색미니채소’는 적․황․녹․자․백색의 다섯가지 색상
의 크기가 작은 채소들을 일컫는 말로 최근들어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하였고, 여기에 발맞추어 
농가에서도 꾸준히 재배를 시도하고 있지만, 오색미니채소가 채소시장의 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기 위
해서는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오색미니채소를 구성하는 채소들
의 중부지방에서의 재배 안정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상품구성을 위한 색상조합에 필요한 작부체계 
확립을 위해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시험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농업기술원(화성소재)내에 위치한 1-2W형 연동하우스에서 
이루어졌고, 시험에 이용된 작목은 미니종 채소로 가지, 파프리카, 당근, 오이, 양배추, 토마토였고, 
색상별로는 가지에서 백색과 자색, 파프리카에서 적색과 황색, 당근에서 황색, 오이에서 적색, 양배추
에서 녹색과 자색, 토마토에서 적색과 황색의 품종을 골라 재배하였다. 오색색상별 작목조합을 위해 
작목별 생육기간을 감안하여 년 2기작 작부조합으로 가지, 파프리카를 년 4기작 작부조합으로 토마토, 
양배추, 당근, 오이를 처리하였다. 년 2기작 작부조합은 1월과 6월에 파종하여 3월과 9월에 정식하는 
작형으로 하고, 년 4기작 작부조합은 3월, 6월, 9월, 12월에 정식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작목별 육묘
기간을 역산하여 파종하여 재배한 작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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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가. 작목별 작부체계

표 1. 작목별 정식기별 수확기간
월

작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가   지

● ▲

● ▲

파프리카

● ▲

● ▲

토 마 토

● ▲

․
●

▲

● ▲

● ▲

오이

● ▲

● ▲

● ▲

● ▲

양배추

● ▲

● ▲

● ▲

● ▲

당근

●

●

●

●

   ● : 파종,  ▲ : 정식   : 수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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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2회 재배작형으로 심겨진 가지와 파프리카는 2번의 정식 작형만으로도 년중 수확이 가능하였
다. 오이의 경우, 여름재배가 어려워 6월 정식구와 9월 정식구의 수확기간 사이에 9월 하순부터 11월 
상순까지 약 2달 정도의 수확기간 공백이 발생하였다. 토마토는 1년 4회재배로 연중 수확이 가능하였
으나, 양배추는 1년에 4회 재배했을 때, 고온기 생육이 불량하여  10월 하순부터 1월 상순까지 생산량
이 없는 시기가 발생하였다. 당근은 겨울 파종시 수확까지의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나, 한달에 3회 
연중 파종재배하면 연중 수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1).

표 2. 작목 및 작부조합별 수량성

작목 색상
3월정식 6월정식 9월정식 12월정식

수확과수
(천개/10a)

상품수량
(kg/10a)

수확과수
(천개/10a)

상품수량
(kg/10a)

수확과수
(천개/10a)

상품수량
(kg/10a)

수확과수
(천개/10a)

상품수량
(kg/10a)

가지
백색 191 5,808 - - 98 4,111 - -

흑자색 269 4,974 - - 176 6,097 - -

파프리카
적색 293 7,113 - - 297 6,695 - -
황색 113 4,968 - - 144 6,422 - -

주황색 162 5,033 - - 221 5,101 - -
토마토 적색 1,015 8,883 805 6,570 641 7,991 497 6,271
오이 녹색 183 12,009 73 4,256 102 6,425 125 8,068

양배추
녹색 47 576 22 176 137 801 83 982

흑자색 11 67 - - 21 182 37 369
당근♩ 황색 4,911 4,607 2,148 3,989

♩: 파종기 기준임
  작목 및 작부조합별 수량성은 가지와 파프리카의 경우 3월 정식과 9월 정식 모두 5,000kg/10a 이
상의 안정적인 수량을 얻을 수 있었고, 토마토의 경우도 재배시기와 관계없이 연중 비슷한 수량을 얻
을 수 있었다. 오이는 3월 정식에 비해 6월 정식구에서 수량이 약 3배 정도 떨어지는 경향이었다. 양
배추는 색상과 재배시기에 관계없이 모두 1,000kg/10a 이하의 매우 낮은 수량을 얻었다. 당근의 경우 
9월 파종에서 다소 떨어지는 경향으로 나머지 재배시기에서는 비슷한 수량성을 나타내었다(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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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목 및 작부조합별 경제성분석
표 3. 가지의 경제성 분석

색상 정식기 상품수량
(천개/10a)

단가
(원/개)

조수입
(천원/10a)

경영비
(천원/10a)

소득
(천원/10a)

백색 3월 191 150 28,650 8,374 20,276
9월 98 150 14,700 24,322 -9,622

흑자색 3월 269 150 40,350 8,374 31,976
9월 176 150 26,400 24,322 2,078

  가지의 작형별 상품수량에 따른 경제성 분석결과(표 3), 백색 가지는 3월 정식구에서 소득을 
20,276천원/10a 올릴 수 있는 반면에 9월 정식구에서는 소득이 -9,622천원/10a로 중부지방에서 백색
가지 재배는 3월 정식재배만 소득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흑자색 가지는 3월 정식구에서 
31,976천원/10a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9월 정식구에서는 2,078천원/10a의 소득만 올릴 수 있어서 
백색가지와 마찬가지로 3월 정식재배에서만 소득이 보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파프리카의 경제성 분석
색상 정식기 상품수량

(천개/10a)
단가

(원/kg)
조수입

(천원/10a)
경영비

(천원/10a)
소득

(천원/10a)

적색 3월 7,113 5,500 39,122 19,986 19,136
9월 6,695 7,000 46,865 34,608 12,257

황색 3월 4,968 5,500 37,324 19,986 17,338
9월 6,422 7,000 44,954 34,608 10,345

주황색 3월 5,033 5,500 27,682 19,986 7,696
9월 5,101 7,000 35,707 34,608 1,099

  파프리카의 경제성 분석결과(표 4), 적색품종이 3월 정식구에서 19,136천원을 9월 정식구에서 
12,257천원/10a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적색품종은 연중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황색품
종도 3월 정식구에서 17,338천원을 9월 정식구에서 10,345천원/10a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적색품
종과 마찬가지로 연중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에, 주황색 품종은 3월 정식구에서 
7,696천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9월 정식구에서 1,099천원/10a의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3월 정
식재배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9월 정식구는 재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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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토마토의 경제성 분석

정식기 상품수량
(kg/10a)

단가
(원/kg)

조수입
(천원/10a)

경영비
(천원/10a)

소득
(천원/10a)

3월 8,883 2,000 17,766 10,094 7,672

6월 6,570 2,000 13,140 7,308 5,832

9월 7,991 2,000 15,982 29,432 -13,450

12월 6,271 2,000 12,542 25,048 -12,506

  표 5에서와 같이 토마토는 3월 정식구가 7,672천원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고 6월 정식구가 5,832
천원/10a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반면에 9월 정식구와 12월 정식구는 소득보다는 손실이 큰 것으로 
나타나서 토마토는 3월 정식과 6월 정식재배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6. 오이의 경제성 분석

정식기 상품수량
(천개/10a)

단가
(원/개)

조수입
(천원/10a)

경영비
(천원/10a)

소득
(천원/10a)

3월 183 150 27,450 6,669 24,681
6월 73 150 10,950 2,728 8,222
9월 102 150 15,300 22,986 -7,686
12월 125 150 18,750 19,969 1,219

  오이의 소득(표 6)은 3월 정식구가 24,681천원이었고, 6월 정식구가 8,222천원/10a으로 경제성이 
보장되는 반면에 9월 정식구는 소득보다 손실이 컸고, 12월 정식구는 소득이 1,219천원/10a에 불과해 
안정적인 소득은 보장하기 어려워서 경제성 있는 오이재배는 3월 정식재배와 6월 정식재배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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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양배추의 경제성 분석

색상 정식기 상품수량
(kg/10a)

단가
(원/kg)

조수입
(천원/10a)

경영비
(천원/10a)

소득
(천원/10a)

녹색

3월 576 4,500 2,592 705 1,887
6월 176 4,500 792 705 87
9월 801 4,500 3,605 1,350 2,255
12월 982 4,500 4,419 1,350 3,069

흑자색

3월 67 4,500 302 705 -403
6월 - 4,500 - 705 -705
9월 182 4,500 819 1,350 -531
12월 369 4,500 1,660 1,350 310

  양배추의 재배시기별 경제성 분석결과(표 7), 녹색품종의 경우 3월 정식구가 1,887천원, 9월 정식구
가 2,255천원, 12월 정식구가 3,069천원/10a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던 반면에 여름철 수확인 6월 정
식구는 87천원/10a의 소득에 불과하였다. 적색품종의 경우는 모든 재배시기에 경제성이 없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8. 당근의 경제성 분석

파종기 상품수량
(kg/10a)

단가
(원/kg)

조수입
(천원/10a)

경영비
(천원/10a)

소득
(천원/10a)

3월 4,911 1,500 7,367 1,808 5,559

6월 4,607 1,500 6,911 1,808 5,103

9월 2,148 1,500 3,222 2,453 769

12월 3,989 1,500 5,984 2,291 3,693
당근의 재배시기별 소득은 3월, 6월 12월 파종구가 각각 5,559천원, 5,103천원, 3,693천원/10a이 가
능하였으면, 9월 파종구는 769천원/10a의 소득에 그쳤다(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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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작목별 소득비교 (단위:천원)
       작목
정식
(파종)

가지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양배추 당근백색 흑자색 적색 황색 주황색 녹색 흑자색
합계 10,654 34,054 31,392 27,682 8,794 -12,452 26,436 7,298 -1329 15,124
3월 20,276 31,976 19,136 17,338 7,696 7,672 24,681 1,887 -403 5,559
6월 5,832 8,222 87 -705 5,103
9월 -9,622 2,078 12,256 10,344 1,098 -13,450 -7,686 2,255 -531 769
12월 -12,506 1,219 3,069 310 3,693

4. 적  요
  오색미니채소를 구성하는 채소들의 중부지방에서의 재배 안정성과 경제성을 검토하고 상품구성을 
위한 색상조합에 필요한 작부체계 확립을 위해 시험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미니가지는 연중 재배가 가능하나, 경제성 분석에 의하면 중부지역에서 3월  정식시에 경제성 

있으며, 9월 정식시에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미니파프리카는 연중 재배가 가능하며, 주황색 품종의 9월 재배가 소득이 떨어질 뿐, 적색품종

과 황색품종은 모든 시기에 경제성있는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미니오이는 3월~6월 정식재배가 경제성 있는 재배작형으로 판단되었다.
  라. 방울다다기양배추는 녹색 품종의 경우, 중부지역에서 9월부터 12월 정식재배가 경제성 있는 것

으로 판단되며, 적색품종은 재배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마. 당근은 중부지역에서 3월 파종부터 6월 파종재배가 경제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바. 종합적으로, 오색미니채소 색상을 구성하면서 경제성 있는 작목재배가 가능한 시기는 6월부터 9

월말 수확까지의 기간이며, 중부지역에서는 1월부터 6월 상순까지는 흑자색과 자색의 품목구성
이 어렵고, 10월부터 12월까지는 녹색의 품목구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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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색상조합별 경제성 있는 작부조합
수확기

색상/작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흑자색 가지 ● ▲

백색 가지 ● ▲

적색

파프리카
● ▲

● ▲

토마토
● ▲

● ▲

황색

파프리카
● ▲

● ▲

당근
●

●

녹색

오이
● ▲

● ▲

양배추
● ▲

● ▲

● : 파종,  ▲ : 정식   : 수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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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결과 활용제목
○ 중부지역에 적합한 오색미니채소 작부체계(영농활용)

7. 연구원 편성
세부과제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수행업무 참여년도

’08~‘09

미니채소 
작부체계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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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기능성 유색미니채소 개발 및 상품화 채소 ’06~‘09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이수연

 미니채소 색소증진기술개발 채소 ’09~‘09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이수연

색인용어  오색미니채소, 색소, 카로티노이드, 안토시아닌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nhance of color-functionality in mini paprika and eggplant 
with controling of training branch number.
  It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fruit quality, sugar content, chrominance, and β
-carotene content of mini paprika. The yield of red and yellow mini paprika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with number of training branch, but that of orange mini paprika was 
the highest in 8 branch as 2,973kg/10a.
 The fruit quality of eggplant was not different with training branch number. The leaf area 
index of eggplant was increased as increasing of training branch number, but that was not 
significant difference in 4 and 8 branch. The number of marketable fruits was the highest 
in 8 branch as 439,000ea/10a. The 8 branch training had the highest degree of blue color 
and anthocyanin content as 10.4mg/FW 100g. 

Key words : Color degree, Training branch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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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미니채소는 완전히 성숙한 상태의 과실이나 잎, 뿌리의 크기가 작은 채소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
로 불리는 어린잎채소(박 등, 2003)와는 구별되는 채소이다. 미니채소 일반크기의 채소와 영양적으로 
유사하면서도 연하고 부드러운 맛을 지닌다. 이러한 미니채소는 먹기가 편하기 때문에 소비가 증가하
는 경향이다. 또한, 미니채소를 구성하는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색소 중 red color는 카로티노이
드와 안토시아닌의 색소를 함유하고 있는데 이들의 항암효과와 노화방지, 치매예방의 기능이 탁월하며 
빨간색 파프리카, 토마토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yellow color는 카로티노이드 색소가 많이 함유되
어 있어 노화방지와 항산화, 질병예방 효과, 면역체계 강화기능이 탁월하며 노랑색 파프리카, 당근, 
토마토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 black color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콜레스테롤 
낮추고, 항암효과, 노화방지, 호르몬 분비대사 촉진하는 기능성이 탁월하며 검은색 가지, 적색 양배추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green color는 클로로필 색소가 많이 들어 있어 콜레스테롤과 혈압 낮춰주
고, 고혈압 동맥경화 등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데 오이, 양배추 등에 풍부하게 함유있다. 
white color는 안토크산틴색소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기능과 독소물질 파괴 기능이 탁월한데 백
색 양파 등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http://www.5aday.com). 이러한 색소기능성은 상추(주와 임, 
2002), 붉은 양배추(부와 이, 1999) 등의 연구결과에서 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최근 
채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하여 미니채소 중 안토시아닌 함량이 풍부한 가지와 카로티노이드의 함량이 
풍부한 파프리카의 줄기유인에 따른 식물체내의 수광량의 차이가 색소함량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며, 
색소함량을 높이는 줄기유인 처리를 구명하고자 시험을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시험은 2009년 경기도농업기술원(화성소재)의 비닐하우스에서 수행하였으며, 시험에 이용된 작목은 
미니파프리카와 미니가지이고, 미니파프리카는 적색의 ‘하이비타레드(몬산토,USA)', 주황색의 ‘하이비
타오렌지(몬산토,USA)', 노랑색의 ‘하이비타옐로우(몬산토,USA)' 품종을 이용하였으며, 미니가지는 흑
자색의 ‘Babyrosanna(Tomson & Morgan, UK)' 품종을 이용하였다. 처리는 품종별로 유인하는 줄기
의 수를 2가지, 4가지, 8가지를 두었으며, 재배시기 및 시험처리는 4월 20일에 정식하여 6월 17일 부
터 줄기유인처리를 실시하였고, 7월 20일부터 수확하여 과실의 특성을 조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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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가. 미니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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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미니파프리카 줄기유인처리별 수광량

  미니파프리카의 줄기유인처리에 따른 수광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1).

표 1. 미니파프리카의 색상과 줄기유인수별 과실특성 및 엽면적지수
색상 처리 과장

(mm)
과폭
(mm)

과육두께
(mm)

당도
(°Bx) 엽면적지수

적색
2가지 55.7 28.2 3.9 10.3   19,767 b
4가지 54.3 27.5 3.8 10.9   29,297 a
8가지 56.7 27.8 3.9 10.9   33,612 a 

황색
2가지 66.6 37.6 4.8 9.0   21,777 b
4가지 71.7 37.2 4.6 9.3   27,009 b
8가지 68.2 36.8 4.6 9.3   41,565 a

주황색
2가지 66.6 36.0 4.8 9.4   18,467 b
4가지 63.0 34.4 4.6 9.7   20,511 ab 
8가지 66.1 35.1 4.5 9.8   26,447 a

  미니파프리카의 색상과 줄기유인수별 과실특성은 처리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엽면적지수는 모든 색
상에서 가지수가 많을수록 높았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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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미니파프리카의 색상과 줄기유인수별 과실의 색소 및 성분특성

색상 처리 Hunter's value♩ β-carotene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
이드

L a b C (mg/생체100g)

적색
2가지 39.98 39.63 a 31.86 a 50.85 1.156 a 344.9 a 494.9 a
4가지 39.07 39.99 a 32.36 a 51.44 1.164 a 404.0 a 272.3 b
8가지 39.64 39.88 a 33.31 a 51.96 1.093 a 389.6 a 250.2 b

황색
2가지 60.52  5.29 a 61.67 a 61.89 0.611 a 359.3 a 195.3 a
4가지 59.08  5.46 a 62.86 a 63.10 0.627 a 395.9 a 199.7 a
8가지 58.56  4.05 a 63.13 a 54.42 0.614 a 394.1 a 167.3 a

주황색
2가지 53.23 18.47 a 54.27 a 57.33 0.823 a 428.7 a 165.9 a
4가지 54.90 19.88 a 57.71 a 61.04 0.830 a 458.3 a 169.8 a
8가지 54.92 19.44 a 56.49 a 59.74 0.825 a 357.7 a 170.7 a

♩ L : 밝기, a : 적색(+)/녹색(-), b : 황색(+)/청색(-), C : 채도

  색상과 줄기유인수에 따른 미니파프리카의 Hunter's value는 처리간 차이가 없었고, 과실내 색소성
분인 β-carotene에서도 처리간 차이가 없었다(표 2).

표 3. 미니파프리카의 색상과 줄기유인수별 수량성 및 유인소요시간
색상 처리 과수

(천개/10a)
상품수량
(kg/10a)

유인소요시간
(시간/10a/인)

적색
2가지 136 b 2,011 a 187.81
4가지 193 a 2,385 a 274.80
8가지 207 a 2,581 a 343.19

황색
2가지 91 b 2,419 b 155.05
4가지 143 a  3,848 ab 260.64
8가지 178 a 4,655 a 385.25

주황색
2가지 61 b 1,744 b 191.59
4가지 85 ab 2,203 b 253.98
8가지 109 a 2,973 a 288.13

  상품수량은 적색과 황색에서는 줄기유인수에 따른 차이가 없었고, 주황색에서는 8가지 처리가 가장 
많아서(표 3), 처리간 색소함량의 차이가 없었던 것(표 2)을 감안한다면 미니파프리카는 모든 색상에
서 8가지 유인하는 것이 경제성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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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니파프리카의 색상과 줄기유인수별 경제성분석

색상 처리 상품수량
(kg/10a)

단가
(kg/원)

조수입
(천원/10a)

경영비
(천원/10a)

소득
(천원/10a)

소득
지수

적색
2가지 2,011 5,500 11,061 8,516 2,545 100
4가지 2,385 5,500 13,118 8,516 4,602 181
8가지 2,581 5,500 14,196 8,516 5,680 223

황색
2가지 2,419 5,500 13,305 8,516 4,789 100
4가지 3,848 5,500 21,164 8,516 12,648 264
8가지 4,655 5,500 25,603 8,516 17,087 357

주황색
2가지 1,744 5,500 9,592 8,516 1,076 100
4가지 2,203 5,500 12,117 8,516 3,601 334
8가지 2,973 5,500 16,352 8,516 7,836 728

나. 미니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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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미니가지의 줄기유인처리별 수광량

  미니가지의 줄기유인 수에 따른 수광량을 살펴보면(그림 2), 시설외부와 2가지 처리에서는 수광량의 
차이가 없었고, 4가지, 8가지 순으로 수광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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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미니가지의 유인 줄기 수에 따른 과실특성, 엽면적지수, 수량성 및 유인시간
처리 과장

(mm)
과폭
(mm) 엽면적지수 과수

(천개/10a)
상품수량
(kg/10a)

유인시간
(시간/10a/인)

2가지 60.2 39.8  66,750 b 308 b 11,770 b 505.01
4가지 60.9 40.3  93,369 a 367 b 13,507 b 830.17
8가지 60.3 40.4 101,551 a 439 a 15,262 a 1130.34

  유인줄기수에 따른 엽면적지수는 가지수가 많을수록 높았고, 상품수량은 8가지에서 가장 많았으며, 
4가지와 2가지 유인은 처리간 유의성이 없었다(표 5).

표 6. 미니가지의 유인 줄기 수별 과실의 색소 및 성분특성
처리 Hunter's value♩ 안토시아닌 총폴리페놀 총플라보노이드

L a b C (mg/생체100g)
2가지 24.12 b 12.02 b 3.05 a 12.40 8.40 b 352.001 a 595.449 a
4가지 24.12 b 12.19 ab 3.05 a 12.57 9.06 b 361.433 a 602.023 a
8가지 24.67 a 12.54 a 2.59 b 12.80 10.34 a 384.892 a 620.417 a

♩ L : 밝기, a : 적색(+)/녹색(-), b : 황색(+)/청색(-), C : 채도

  미니가지의 유인줄기 수별 색상차이는 8가지에서 밝기와 청색도가 높았고, 안토시아닌 함량도 8가
지에서 높았다(표 6). 이러한 결과는 상추에서 차광정도가 클수록 안토시아닌 함량이 저하한다(주와 
임, 2002)는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로 수확시기가 여름철 고온기로 가지의 특성상 수광량이 많은 시기
에 오히려 탈색이 되면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가지수가 적을수록 저하된 것으로 추측된다.

표 7. 미니가지의 유인 줄기 수별 경제성분석
처리 상품수량

(천개/10a)
단가

(원/개)
조수입

(천원/10a)
경영비

(천원/10a)
소득

(천원/10a)
소득
지수

2가지 308 150 46,200 8,374 38,126 100
4가지 367 150 55,050 8,374 46,676 122
8가지 439 150 65,850 8,374 57,476 151

  유인줄기 수에 따른 상품수량은 8가지에서 가장 높았고, 결과적으로 소득에서도 8가지가 높아, 안토
시아닌 함량(표 6)과 소득(표 7)을 동시에 고려할 때 미니가지의 줄기유인은 8가지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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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미니파프리카와 미니가지의 색소기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줄기유인 수 처리를 두어 수광량에 따른 
색소성분의 함량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미니파프리카
  1) 줄기유인에 따른 과실특성 및 당도는 처리간 유의성이 없었다
  2) 줄기유인처리에 따른 색차 및 β-carotene 함량은 처리간 유의성이 없었다.
  3) 수량성은 적색과 황색계통에서는 줄기유인처리별 유의성이 없었고, 주황색
     계통은 8가지유인에서 2,973kg/10a로 가장 높았다.
 나. 미니가지
  1) 줄기유인처리에 따른 과실특성에는 차이가 없었고, 엽면적지수는 가지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
향이나, 4가지와 8가지처리는 유의성이 없었음. 상품과수는 8가지에서 가장 많은 439천개/10a였다. 
  2) 줄기유인처리에 따른 색차는 8가지처리에서 청색도도 높고, 적색도도 높아 흑자색의 색상이 더 
선명하였으며, 안토시아닌 함량도 가장 높은 10.4 mg/생체100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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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새로운 수경재배 기술체계 확립 연구 채소 ’09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심상연

 배액전극센서시스템 재배부 개선 연구 채소 ’09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심상연

색인용어 배액전극센서, 수경재배, 관수법, 토마토, 

ABSTRACT
  This experiment was implemented to introduce the drainage electrode irrigation system as 
early as possible after transplanting in order to save the nutrient solution in a convenient 
way. Drainage electrode irrigation method was introduced 15, 19 or 22 days after 
transplanting after irrigation was firstly controlled by time clock. Time clock method was 
also treated as a control plot. Drainage electrode method could be adopted from 15 days 
after transplanting, 15 days earlier than the present introducing time. The growth and yield 
was better in treatments with drainage electrode method. Water and fertilizer use efficiency 
were the highest in the treatment of 15 days, the lowest in time clock treatment. 

Key words : Drainage level sensor, Irrigation management, Soilless culture, Solanum 
lycopersic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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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국내에서 연구된 자루재배를 위한 효율적인 급액 관리법으로 배액전극관수시스템이 있다. 배액전극
관수시스템은 관수된 배양액이 배지를 적시고 배출되는 배액을 집액구에 일정량 모은 후 흡습포를 통
하여 식물이 재흡수하면 집액구의 수위가 내려가 전극센서에 감지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관수하는 시
스템으로 식물체의 생육단계와 기상환경에 따라 식물체가 소모하는 만큼만 관수되는 관수시스템이다
(심 등, 2006). Time clock 에 의한 급액제어는 장치 자체가 간단하고 재배자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급액을 제어할 수 있기는 하지만 날씨에 따라 급액횟수나 1회당 급액량을 조절하지 않으면 배지가 과
습 해지거나 건조해지기 쉽다(松野, 1990). 또한 재배환경, 작물의 종류 및 생육단계에 따라 정밀하게 
급액 제어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Smith, 1988; Choi 등, 2001). 일사량에 의한 급액제어는 작물
의 수분흡수량과 일사량과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적산일사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급액이 이루어
지도록 하는 방법이다(Hanan, 1967; Maree, 1981; Hartmann 과 Zengerle, 1985; 加藤, 1994). 이 
급액제어 방법은 Time clock에 의한 급액제어보다 식물의 생리적인 면을 고려한 급액제어 방법이며, 
또한 다른 급액제어 방법보다 실용화의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De Graff, 1988; Roh 와 Lee, 2001).
관수 경제성 면에서의 배양액은 용수와 비료의 혼합물이므로, 효율을 고려할 경우 수확량에 대한 용수
이용효율(WUE: water use efficiency)과 비료이용효율(FUE: fertilizer use efficiency)을 모두 고려
해야 한다. WUE와 FUE는 각각 단위 소요된 용수나 비료의 양이 생산한 수확량을 의미하는데, WUE
와 FUE는 토양재배와 수경재배간에도 다르다(Rouphael et al., 2005). WUE와 FUE를 높이는 방법으
로는 환경관리(Zabri and Burrage, 1998), 재배법(Abou-Hadid et al., 1993), 배양액관리(Warren 
and Bilderback, 2004) 등 여러 가지가 있다. WUE와 FUE를 높이는 방법으로는 관수량을 줄이는 방
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이다. FUE만을 위해서는 배양액의 농도나 조성을 적절히 하는 방법이 있다.
배액전극관수시스템은 다른 관수법에 비해 경제적으로나 식물체 관수관리 면에서 WUE와 FUE를 높이
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관수법이다. 그러나 정식 후 작물의 뿌리 활력이 배액을 소모하지 못
하면 운영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정식 후 식물의 뿌리 발육과 수분흡수양상을 알 필요가 있다. 그에따
라 배액전극법을 적용할 수 있는 시점이 결정되며 이는 곳 WUE와 FUE를 높이는 배양액 관리법이 될 
것이다.
  본 시험은 기존에 개발되어 실용화 단계에 있는 배액전극 관수시스템(집액용기 안의 배액 높이에 따
라 설정된 센서에 의해 급액)의 핵심기술인 재배틀을 최적의 상태로 개선하고 내구성 있는 자재로 금
형성형 생산하여 개발된 재배틀의 제어성능을 평가하고 적정 적용 기술을 개발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9년 5월 14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경기도농업기술원 한국형 유리온실과 1-2W
형 3연동 비닐하우스에서 수행되었다. 2008년 개발된 배액전극관수시스템의 재배틀을 기존의 스티로
폼에서 내구성 있는 FRP재질로 금형생산 하여 규격화하고 전극센서시스템의 적용시점을 구명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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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작물 토마토(로꾸산마루, 사카다종묘)를 이용하여 급액관리법 적용시점을 각각 정식 후 15, 19, 
22일 전극법 관수제어 시작과 대조구(타이머 관수)시점으로 처리하였다.
사용 배양액은 토마토용 Yamazaki 배양액 이었으며, 배양액의 희석은 자동 공급 장치(GH-2000, 가
화텍)를 이용하였다. 관수 제어는 일사량과 배액전극법 처리별로 급액 하였다. 1회 관수량은 배액율 
10% 선에서 관수 시간으로 조절 하였다. 측지는 5cm 이상일 때 제거했으며 수확이 종료된 화방 이하
의 하엽은 제거하였다. 5화방 개화 후 상위 엽 2매를 남겨두고 적심하여 5단 적심 외대 가꾸기로 재
배하였다. 개화 후 매주 월, 수, 금에 착과제로 토마토 톤을 살포했다.
  급․배액량은 weighing sensor를 사용하여 재배되고 있는 자루베드를 매달아 측정하였다.  weighing 
sensor는 load cell (model: SB-50L, CAS Corporation)을 사용했으며, 최대 허용중량은 50kg였다. 
중량값은 indicator(NY-501A, CAS Corporation)를 통해 24channel multiplexer (MOXA)에 연결되
도록 설계하였다. multiplexer에 모든 종류의 처리에서 계측되는 값을 받은 후, 전용 software인 
Multi Indicator Data Acquisition System (MIDAS2000)에서 계측값을 처리, 저장하도록 구축했다. 
중량 감소는 1분마다 측정하였다.
  사용한 재배틀은 배지가 놓이는 부분, 집액구 부분으로 나뉜다. 집액구 부분은 배지부분보다 5cm 
낮았다. 배지는 펄라이트자루(W300 × L1,000 × H150mm, 건곤지오텍)를 사용하였다. 배지와 집액
구 부분 사이에는 친수성흡습매트를 깔아서 모세관현상을 이용해서 두 부분 간에 배양액 이동을 원활
히 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각 mat는 폭 48 × 길이 110cm으로 잘랐으며, 이를 각각의 배지아래 
바닥에 부착시킨 다음, 실험용 베드에 위치시켰다. 이 때 배지의 바닥은 폭 10 × 길이 20cm로 중앙
부를 기준으로 균형을 맞추어 3군데의 절단면을 내고 주변에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친수성흡습매트를 
배지 밑면에 배양액 이동의 심지 역할을 하도록 붙였다.
  2009년 6월 25일 본엽 7~8매, 1화방 출현시 정식하였다. 펄라이트자루는 정식 전날 1시간가량 포
수한 후, 정식 직전 배액구를 뚫은 다음, 자루 당 3개의 구멍을 내고 한 구멍마다 2그루씩 정식 하였
다. 재식간격은 40cm로 하였다. 전년도에 연구 개발하여 상품화 시킨 배액전극관수시스템의 재배부를 
개선하여 규격화한 재배틀의 급액제어 성능과 식물체의 증산작용에 의한 배지 수분변화를 조사하였다.
재배시 측지는 7cm 이상에서 제거했으며, 뿌리발달을 위해 지제부로부터 5마디까지의 측지는 제거하
지 않았다. 2009년 6월 30일부터 매주 3회 맑은 날에 착과제(토마토톤)를 살포하였다. 수확은 토마토
가 80%정도 착색 되었을 때 처리별, 화방별로 하였고, 상품과와 기형과(배꼽썩이, 창문과), 당도 등을 
조사하였다. 2009년 8월 10일에 1단 수확을 시작으로 8월 17일에 2단, 8월 22일에 3단 수확을 시작
하였다. 수확은 3단까지 조사하였으며, 수확종료는 9월 3일 이었다.
생육조사는 2009년 8월 6일과 9월 3일 2차례 실시하였고, 처리별로 12주씩 무작위 선정하여 생체중, 
초장, 엽장, 엽폭, 경경, 마디수 등을 측정하였다. 엽장과 엽폭은 선정된 개체의 가장 긴 잎을 선정해 
측정하였다. 또한 실험기간 중 급액과 배액의 pH와 EC를 조사하였고, 사용된 급액량을 조사하여 
WUE(water use efficiency, 용수이용효율)와 FUE(fertilizer use efficiency, 비료이용효율)를 계산하
였다. 통계처리에는 SA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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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배액전극관수시스템의 기존 스티로폼 재배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누수와 내구성, 제어정확성을 해
결하고자 그림 1과 같이 재배틀을 설계하고 금형을 제작하여 FRP 재질로 생산하여 규격화 하였다. 새
로 제작된 재배틀은 기존 스티로폼 베드에 비해 누수와 설치 용이성, 전극센서 설치 등 사용과 설치, 
취급 면에서 우수하였으며 관수제어 정확성도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1. 개선된 시작기 도면 및 제품

  타이머법으로 급액제어를 하다가 정식 후 15, 19, 22일에 각각 배액전극제어법을 적용한 결과(그림. 
2), 기존의 정식 1개월 이후에 배액전극제어법 적용하는 관행보다 2주 앞당긴 15일차 처리부터 작물이 
배액전극제어법에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Sim 등, 2006a, b, c)와 같
이 배액전극제어법은 타이머제어법에 비해 재배기간 중 기상환경 변화에서도 식물체의 요구에 능동적
으로 급액회수가 변하며 배지의 무게 즉 배지내 수분함량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일중 배지의 수분
함량 변화는 배액전극제어법을 적용한 이후부터 5% 내의 편차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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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배액전극관수법 적용시기에 따른 배지무게 변화
* Timer : 타이머관수 매일 11회(8시, 9시20분, 10시30분, 11시30분, 12시30분, 1시, 1시30분, 2시, 

3시, 4시, 5시) 급액
* DISR(적산일사량) : Daily integrated solar radiation(umol/m2/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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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험처리별 일사량에 따른 관수 횟수 비교
월 일 7/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DISRz 26.9 46.2 24.2 2.8 17.3 5.9 23.6 42.5 18.5 58.5 46.6
처 리

정식 후 15일 
전극법관수 3 8 7 5 7 4 7 11 6 6 7
정식 후 19일 
전극법관수 11 11 11 11 6 3 6 10 5 6 7
정식 후 22일 
전극법관수 11 11 11 11 11 11 11 7 4 6 7
대조구
(타이머관수)y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11

z적산일사량 : Daily integrated solar radiation(umol/m2/sec).
y타이머관수 : 매일 11회(8시, 9시20분, 10시30분, 11시30분, 12시30분, 1시, 1시30분, 2시, 3시, 4시, 
5시) 급액

  배액전극제어법을 적용하기 이전에는 배액율이 높고 일일변화폭도 큰 경향을 보였으나, 타이머법과 
비교하여 배액전극제어법을 적용한 이후 작물이 배액전극제어법에 적응하여 배액률도 점차 15~25% 
사이로 안정되어가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3). 배액전극제어법을 적용한 처리구의 경우, 급액량과 배
액률이 적산일사량(DISR)에 효율적으로 반응한 데 반해, 타이머법은 실험기간 내내 날씨에 상관없이 
급액이 되어, 비가 오거나 흐린 날은 배액률이 60~90%였고, 맑고 더운 날에는 배액률이 10% 이하일 
때도 있어서 배액률이 매우 불규칙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배액전극관수법적용 시기에 따른 배액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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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육조사에서 초장은 정식 후 15일처리에서 가장 크고, 정식 후 19일, 정식 후 22일, 타이머법 처리 
순으로 작아졌다. 또한 옆폭도 정식 후 15일과 정식 후 19일 처리에서 넓었다. 이를 통해 배액전극제
어법이 토마토 펄라이트 자루재배에서 작물의 생육과 배지내 수분조절에 가장 바람직한 제어법이라는 
보고(Sim 등, 2006a, b)를 확인하였다. 또한 배액전극제어법을 적용하는 시기가 빠를수록 작물의 초
장과 옆폭 생육이 통계적 유의성을 갖는 범위 안에서 빨라짐을 알 수 있었다(표 2).  옆장과 경경, 마
디수는 차이가 없었으며, 생체중은 타이머관수 처리에서 가장 큰 경향을 나타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표 2. 시험처리별 토마토의 생육 비교
처  리z 초장

(cm)
 엽장
(cm)

엽폭
(cm)

경경
(mm)

마디수
(개)

생체중
(g/주)

정식 후 15일 전극법관수 165ay 45.5 40.7a 12.6 24.2 628
정식 후 19일 전극법관수 158b 46.3 40.5a 12.2 22.4 623
정식 후 22일 전극법관수 154c 44.0 37.0b 12.7 23.1 537
대조구(타이머관수) 149d 44.6 38.9ab 12.3 23.0 708

z정식 후 15일(7월 9일), 19일(7월 13일), 22일(7월 16일), 대조구(타이머 관수)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그림 4. 배액전극관수법적용 시기에 따른 토마토의 수확기와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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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수확량과 상품과량은 정식 후 15일 처리에서 가장 높았으며, 정식 후 22일 처리에서 가장 낮았다. 
기형과 발생은 정식 후 19일 처리에서 가장 적었고, 타이머관수에서 가장 많았다. 따라서 상품과율이 
정식 후 19일 처리에서 가장 높고, 타이머관수처리가 가장 낮았다. 평균과중과 당도는 처리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 
  수확시기는 정식 후 15일, 타이머관수, 정식 후 19, 정식 후 22일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따라
서 생식생장도 배액전극제어법 적용시기가 빠른 순서였다. 이에 따라 배액전극제어법이 영양생장과 생
식생장 모두에서 작물이 요구하는 적정 함수율을 만족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관수방법임을 알 수 있었
다(Sim 등, 2006a, b).

 표 3. 시험처리별 토마토의 수량 비교
처  리z 총수량

(g/주)
상품수량
(g/주)

평균과중
(g/주)

기형과
(g/주)

당도
(oBrix)

상품과율
(%)

정식 후 15일 전극법관수 1,304ay 1,245a 189 59.3b 5.7 95.5b
정식 후 19일 전극법관수 1,034b 1,005b 199 28.7c 5.5 97.2a
정식 후 22일 전극법관수 816c 752c 192 63.8b 5.8 92.2b
대조구(타이머관수) 1,051b 933b 188 117.8a 5.7 88.8c

z정식 후 15일(7월 9일), 19일(7월 13일), 22일(7월 16일), 대조구(타이머 관수)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실험기간동안 사용된 용수량과 비료량을 단순계산 한 결과는 타이머관수 처리에서 가장 많았고, 정
식 후 15, 정식 후 19, 정식 후 22일 처리 순으로 많았다. 급액제어의 효율을 판단하기 위해 실험기간 
중 사용된 급액량을 조사하여 WUE(water use efficiency, 용수이용효율)와 FUE(fertilizer use 
efficiency, 비료이용효율)를 계산한 결과, 1kg의 과실을 수확하는데 정식 후 15일 처리가 57.2L의 물
과 32.9g의 비료를 소비하여 가장 경제적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Bhattarai 등(2006)이 토양실험에서 
보고한 WUE 78(L/kg), Martin과 Thorstenson(1988)이 토양실험에서 보고한 WUE 69(L/kg) 보다도 
경제적인 것이었다. 반면, 타이머관수 처리에서는 80.5L의 물과 46.3g의 비료를 소비하여 정식 후 15
일 처리와 비교할 경우 물소비 및 비료소비량이 약 41%정도 높아서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낮았다. 물
론 타이머관수 처리에서 급액회수를 조절함으로써 소비량을 조절하여 경제성을 높일 수는 있으나 근
본적으로 과다관수의 경향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정식 후 19, 정식 후 22일 처리는 
정식 후 15일 처리보다 약간 많았으나 통계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배액전극제어법 처리
시기를 빨리 적용할수록 경제적임을 알 수 있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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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수량에 따른 용수 및 비료 이용량 비교 (조사기간 : 6. 25 ~ 9. 3)

처  리z 용수소요량
(L/주)

비료소요량
(g/주)

상품수량
(kg/주)

용수이용량
(L/kg)

비료이용량
(g/kg)

정식 후 15일 전극법관수 71.1 40.8 1.245 57.2by 32.9b
정식 후 19일 전극법관수 64.9 37.2 1.005 65.2b 37.5b
정식 후 22일 전극법관수 48.4 27.8 0.752 64.4b 37.0b
대조구(타이머관수) 75.0 43.0 0.933 80.5a 46.3a

z정식 후 15일(7월 9일), 19일(7월 13일), 22일(7월 16일), 대조구(타이머 관수)
y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실험결과 배액전극제어법은 타이머법에 비해 작물의 생육시기별로 변화하는 수분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배액율을 비교적 균일하게 유지하는 급액제어법이며, 토마토의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에 효과
적인 급액제어법이며, WUE와 FUE를 분석한 결과 경제적 경쟁력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
서 배액전극제어법의 적용시기가 빠를수록 용수량과 비료량을 절약하고, 생산량도 증가하여 경제적이
라 할 수 있다. 
  상기 시험결과 관행 배액전극제어법 적용 시작시점인 정식 후 30일에서 시기를 앞당겨서 정식 후 
15일부터 배액전극제어법을 적용하여도 토마토의 생육에 문제가 없으며, 배액전극관수 적용시점을 앞
당김에 따라 그에 따른 비료와 용수 절감의 경제적 이익이 있음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본 실험은 작물
의 생육에 적정한 외부환경(기온, 습도, 광도)을 유지하기 어려운 하절기에 수행된 것이므로, 뿌리생
장이 다른 시기(동절기)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적  요
  배액전극관수시스템의 핵심기술인 재배틀을 최적의 상태로 개선하고 내구성 있는 자재로 금형성형 
생산하여 개발된 재배틀의 제어성능을 평가하고 배액전극제어법 적용시기를 가능한 앞당기고, 배양액
을 절감하기 위하여 정식후 15일, 19일, 22일에 배액전극제어법을 적용하는 3개 처리와 대조구(타이머
관수) 처리를 두고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기존 스티로폼 베드보다 내구성과 관수 정확성을 고려한 FRP 재배틀을 설계하여 금형완성 한 
결과 기존의 베드와 같이 관수제어성이 우수하였으며 취급이나 내구성이 개선되었다.

  나. 배액전극관수제어 가능 시점을 알아보기 위해 기존 정식 후 1개월간의 활착기는 타이머로 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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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전극법을 적용하던 방법을 2주 앞당긴 15일후 적용 처리부터, 19일후, 22일후 배액전극 
관수법을 처리한 결과 15일후부터 적용해도 작물이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배액전극관수법적용 시기에 따른 배지무게 변화는 전극법을 적용한 시점부터 안정적으로 유지되
었으며 급액횟수도 일사량에 따른 식물체의 수분요구도에 따라 능동적으로 급액되었다.

  라. 배액율도 일사량에 따라 배액전극관수법 적용시점부터 효율적으로 반응하였으며 생육 및 수량도 
정식후 15일 처리에서 높았다. 

  마. 배액전극제어법의 적용시기가 빠를수록 용수량과 비료량을 절약하고, 생산량도 증가하여 정식후 
15일 처리가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재배틀의 성형생산은 내구성과 제어용이성 면에서 우수하였으며 관수시점
적용은 정식 후 15일부터 적용하는 것이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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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survey the current situation on application of  various 
environmental-friendly organic material in pear orchard, to analyze chemical ingredients of 
organic materials, which were expected to have influence on high quality fruit production 
and to examine each effects of 4 farmer's ownself-making organic liquid fertilizers such as 
fermented liquor of pear, yuggi-liquefied fertilizer, CPK, hanbang- liquefied fertilizer on 
growth of "Niitaka" pear tree and fruit quality. 
  In experiment Ⅰ, the result of survey from 20 pear farms in Namyangju, Pyoungtack, 
Ansung area, the purpose of environmental-friendly cultivation was as follows. The farmer's 
first priority reasons of environmental-friendly organic material usage was the safety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improvement of the income, and the number of used organic 
materials from farmers is 34 types of farmer's ownself-making organic materials, 28 types 
of commercial marketing goods, it's directions are respectively 35 types, also it's 
effectiveness wasn't clear for user.
  In experiment Ⅱ, the chemical ingredients of collected organic materials showed wide 
range such as pH 3.3~9.3, EC 0.2~11.0ds/m, Av.P2O5 39~7,320mg/kg, K 101~17,319mg/kg 
and Ca 3~6,041mg/kg. Fruit qualities such as weight and soluble solid contents of fruit 
juice varied from farm to farm, but when organic materials in three farms were treated 
foliar application, they were inhanced.
  In experiment Ⅲ, the fruit qualities of "Niitaka" pear by foliar application of 4 farmer's 
ownself- making organic materials were not significant except for soluble solid content that 
was enhanced 0.5°Bx by fermented liquor of pear treatment. Increasement of shoot length 
and leaf dry weigh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the fermented liquor of pear was 
treated. As a result, Using the various organic materials in pear orchard, whatever farmer's 
ownself made or on sale goods, was ineffective considering the some factors that could 
increase the expense of buying the organic materials and inputing labor. 

Key words : Environmental-friendly, Foliar application, Fruit quality, cultivation, Organic material, Pear or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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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최근 환경문제와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증가로 과거 농업 생산의 필수 영농자재였던 
화학비료․농약에 의존하기보다는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함에 따라 천연물질을 이용한 다양한 형태
의 농자재가 개발되고, 농가 자가 제조형 유기자재등의 사용이 빈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
대적 흐름은 과수 재배농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을 위한 환경친화적 재배기술 
개발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농촌환경연구원의 친환경 인증 농가조사에 따르면 
작목별 친환인증 재배면적은 수도작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배, 포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강 등. 
2008)
  대부분의 배 재배 농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친환경 유기자재는 작물 양분공급, 생육촉진 및 병해
충 발생억제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개 사용목적이 광범위하고 유효성이 없거나 효과의 지
속성이 없으며, 대부분 유기성 자재라서 유효성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불분명하고 규격제시가 어
려우며, 효과발현 주성분 등이 불분명한 실정이다(농촌진흥청. 2005). 또한, 배 과원 적용가능한 유기
자재 및 시용방법․효과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농자재나 농법
을 사용하고 있어 공정생산, 유통, 사용법,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지역내 배 주산단지를 중심으로 유기자재 및 친환경 농자재 사용현황을 
조사하고, 자재별 시용효과 및 사용기준을 설정하고자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시험1〉친환경 유기자재 사용실태조사

  본 연구는 2007년에 경기지역 배 주산지역인 남양주, 안성, 평택에 소재하는 20개 의 배 재배농가
를 대상으로 배 과원의 친환경 유기자재 사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는 주로 농가별 방문 면접
조사를 통하여 실시하였고, 각 농가별로 친환경에 대한 인식과 수행동기, 사용자재 현황, 이용효과 등
에 대하여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였다. 
〈시험2〉친환경 유기자재 비교 분석

  2007년〈시험1〉에서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20개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기액비와 농가의 토양과 
수확기과실을 채취․수집하여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기액비는 남양주의 2개 농가에서 4종을 수
집하였고, 안성지역의 4개 농가에서 12종을, 평택의 6농가에서 17종을 수집하여 총 33종에 대한 무기
성분함량과 중금속함량을 분석하였다. 〈시험1〉에서 조사한 농가수는 20농가였으나〈시험2〉에서의 
유기자재 조사 농가수는 12개 농가로 8농가에서는 유기액비를 공동으로 제조하여 같은 재료를 사용하
였기 때문에 중복되므로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유기자재 및 액비의 분석성분은 pH, EC, P2O5, 
T-N, K, Ca, Mg, B 등 8종의 무기성분과, Fe, Mn, Zn, Cu 등 4종의 중금속으로 각각의 재료를 3
반복으로 농업과학기술원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에(2005년)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K, Ca, Mg, B 함
량과 중금속함량은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광도계(GBC, Integra XMP)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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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표농가 3개소를 지정하여 유기자재의 농가별 시용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유기액비를 전혀 
시용하지 않는 무처리구와 농가관행의 유기액비 시용구를 두어 비교시험을 실시하였고, 수확기 토양화
학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유기자재 무시용구의 3점을 포함한 토양 23점을 3반복으로 채취하여 pH, 
EC, 유기물, Av.P2O5, Ex. K, Ca, Mg함량을 측정하였고, 과실특성 또한 토양과 같이 점수를 시료를 
주당 20과의 과실을 3반복으로 채취하여 과중, 경도, 과형지수, 당도, 산함량, 기형과율, 바람들이 비
율 등의 과실특성을 조사분석하였다. 
〈시험3〉유기자재별 시용효과 구명

  2007년 조사 및 분석결과에 의하여 시험1, 2에서 농가에서 가장 사용빈도수가 높고 재료의 제조방
법이나 무기성분 함량이 농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일정한 4종의 유기액비를 선발하여 그 시용
효과를 구명하고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본원 과수시험포장에서 엽면살포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
험포장은 재식거리 6×3m의 Y자 수형으로 신고 12년생을 시험품종으로 하였고, 처리내용은 (1)뱃물 
(2)유기액비 (3)CPK (4)한방액비 (5)무처리 등 5처리를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하여 실시하였다. 각 시
험재료의 제조는 친환경 유기자재 사용기간이 길고, 자재사용에 의한 과실품질향상 효과가 있는 농가
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제조방법으로 직접 제조하였고, 사용은 살포직전 원액을 잘 흔든후 500배
액으로 희석하여 농약과는 별도로 10일 간격으로 엽면살포하였다. 각각의 시험재료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는 표 1과 같다. 

표1. 유기자재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자 재 명 혼 합 재 료
뱃   물   배
유기액비   골분, 아미노산, 미네랄, 미라클, 설탕, 요소, 황산가리, 붕사, 질산칼슘, 깻묵
C P K   아미노산, 미라클, 골분, 질산칼슘, 참숯, 미네랄, 규산, 황산칼리, 붕사

한방액비   당귀, 계피, 감초, 흑설탕, 막걸리
  제조후 유기자재의 유효성분 함량을 구명하기 위하여 유기자재의 pH, EC, P2O5, NH4-N, NO3-N, 
K2O, CaO, MgO 성분을 분석하였고, 액비중의 미생물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호기성세균, 사상균, 방선
균을 조사하였으며, 유기자재가 과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과중, 당도, 경도, 산함량, 과
형지수, 기형과율을 조사하였는데 과중은 수확기 과실을 반복별로 20과씩 채취하여 개개의 과실을 g
단위로 측정하였고, 당도는 과피를 포함한 과육을 착즙한 후 굴절당도계(ATAGO-PR-I형)로 측정하였
으며, 경도는 과피를 제거한 과육부분을 5mmØ경도계로 측정하였으며 산함량은 적정법으로, 과형지
수는 과장과 과폭의 비로 측정하였고, 기형과율은 달관조사하여 총과수에 대한 기형과 비율로 나타내
었다(농진청. 2003). 수체생육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신초장, 신초경, 엽장, 엽폭, 엽면적지수, 엽건
중을 조사하였고 시기별 엽성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1차 7월29일, 2차 9월1일, 3차 10월 9일의 
3회에 걸쳐 당년생 가지의 하단부에서 완전히 성숙한 엽 20매를 채취하여 열풍건조후 습식분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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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C, 무기성분함량 등을 농업과학기술원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2003)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처리별 
과피중의 무기성분 함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확기 과실의 과육과 과피를 분리한 후 과피를 직경 5cm
의 원형 칼로 동일면적의 시료를 1과당 1점씩 3과에서 채취하여 건조혼합시료를 만든후 습식분해하여 
T-C, 무기성분함량 등을 농업과학기술원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시험1〉친환경 유기자재 사용실태조사

  2007년 남양주, 안성, 평택 등 20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친환경 재배실태조사 설문에서 친환경재
배를 실시하게 된 이유(Q1)는 안전한 먹거리 확보가 12농가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소득향상이 6농가
로 나타나 친환경 유기농업의 시대적 요구와 일치하였다. 배 재배농가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재배법(Q2)은 저농약으로 응답한 응답자수가 9, 저비료로 응답한 응답자수가 7로 저농약, 저비료 재
배가 주를 이루었고 무농약과 무비료, 유기재배는 각각 1농가로 극히 적어, 과수에서의 유기농 인증농
가는 소수에 불과하였다.
Q1. 친환경 재배를 실시하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Q2. 귀하께서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재배는?

소득향상  6(30) 저농약 19(65)
환경보전  2(10) 무농약 1 (3)

안전한 먹거리 확보 12(60) 저비료 7(24)
무비료 1 (4)

유기재배 1 (4)
계 20(100) 계 29(100)

Q3. 친환경 재배 실시는 몇 년째 하고 계십니까? Q4. 친환경 자재를 상용하시는 구체적인 이유는
3년 미만 1( 5) 당도향상 18(31)

3년 ~  5년 6(30) 과실비대 13(22)
6년 ~ 10년 6(30) 과실색택  8(14)
11년 ~ 15년 3(15) 생육조절 12(21)
16년 이상 4(20) 병해충방제  6(10)

기 타  1 (2)
계 20(100) 계 58(100)

  농가별 친환경재배 실시 년수(Q3)는 3년이상부터 골고루 분포하고 있었고, 친환경 자재를 상용하는 
구체적인 이유(Q4, 중복응답 가능)는 당도향상, 과실비대, 생육조절로 각각 18농가, 13농가, 12농가로 
주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한 영양 보조제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고, 병해충방제 목적으로 사
용되는 농가는 6농가에 머물렀다.
  친환경자재 사용 후의 효과에 대한 농가의 반응은(Q5) 당도향상과 바람들이의 감소를 가장 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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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꼽았으며, Q4에서 친환경자재를 사용하는 목적에서 생육조절을 목적으로 한다는 응답은 12였으나 
효과에 대한 응답은 3농가로 생육조절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Q5. 친환경 유기자재 사용 후 효과는 어떤 것들이 

있읍니까? Q6. 투입하는 유기물의 종류는 무엇입니까?
수세관리 3(12) 유박 15(48)

바람들이의 감소 2 (8) 퇴비 2 (6)
당도 향상 8(30) 우분 2 (6)
색택 향상 4(15) 섞어띄움비료 2 (6)
맛 향상 7(27) 쌀겨 2 (6)

토양이 좋아짐 2 (8) 기 타 8(26)
계 26(100) 계 31

  농가별 투입하는 유기물의 종류(Q6)는 유박이 15농가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고, 기타가 8농가로 
다양한 유기자재가 배 과수원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유기물의 시용횟수(Q7)도 거의 모
든 농가에서 1년에 2회이상 또는 1회의 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친환경 실천농가의 토양중 
유기물 투입이 다소 많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년간 농약살포횟수(Q8)는 10~15회가 12농가 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5~10회 살포가 6농가 응답으로 두 번째로 나타나 저농약 인증임에도 5회 이상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Q7. 유기물은 얼마나 자주 투입하시 는지요? Q8. 농약은 1년에 몇회 정도  살포 하십니까?
1년에 2번 10(50) 5회 미만  1 (5)
1년에 1번  9(45) 5~10회  6(30)
2년에 1번  1 (5) 10~15회 12(60)
3년에 1번  0 (0) 15~20회  0 (0)

4 ~5년에 한번 미만  0 (0) 20회 이상  0 (0)
무사용  1 (5)

계 20(100) 계 20(100)
 친환경 유기자재 사용상의 문제점(Q9)을 묻는 항목에서는 자재구입 및 제조불편, 제조시간이 많이 
듦이 4농가, 노동력 및 비용이 많이 듦이 4농가, 동녹 및 색택 문제 4농가, 뚜렷한 효과는 모르겠음 
3농가로 여러분야에 걸쳐 다양한 응답을 하여 친환경자재 사용상 느끼는 문제점이 다양함을 알 수 있
었고 강 등(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8)이 친환경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제 결
과에서와 같이 주로 자재의 사용법 미확립과 비규격화, 유통상의 문제에서 유래되는 애로사항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친환경 재배를 실시함에 있어 가장 큰 애로사항(Q10)으로는 병해충방제를 11농가에
서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친환경 재배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천연자재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방제법
이 가장 어려운 재배기술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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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친환경 유기자재의 사용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Q10. 농약은 1년에 몇회 정도 살포 하십니까?

체계적인 자재활용 매뉴얼 제시 2(20) 병해충 11(60)
친환경 시범포 운영 1(10) 울타리 제초작업 3(15)
농약대체 농자재 개발 시급 2(20)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음 3(15)
자재검증 2(10) 고비용 2(10)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 2(20)
유기 재배농가 지원 절실 1(10)

계 10(100) 계 19(100)
표 2. 유기자재 시제품 구입현황 

연번 구입품목 구입처 구입동기 참고
1 인산 한국인칼균연구소 인칼균제조 수세, 꽃눈관리
2 칼슘 한국인칼균연구소 인칼균제조
3 살여울(액비) 흙이랑 저비료
4 잎살림 흙살림 살충
5 EBS 흙살림 살균
6 푸른나라 흙살림 4월2-3회, 장마전후
7 튼튼칼 흙살림 봉지씌우기전 2-3회
8 빛모음 흙살림 봄,장마전후
9 해초추출물 흙살림 봄,냉해예방
10 섞어띄움비 흙살림
11 목초액 강원목초 충
12 마늘엑기스 부이산업 충
13 활화산 제이산업
14 스테비아 남해화학 당도향상
15 제충국제 충
16 피토알렉신 아리스타
17 선초 비아이지
18 에코제초 아리스타
19 티모아 주산료
20 뉴팝-C 주산료
21 흙살림3, 4호 흙살림
22 반딧불(에이플러스) 평택원예자재 살충효과
23 칼슘 엽면살포
24 PK2 엽면살포
25 흙사랑 전남 잎 활성화
26 과키워 농약상
27 GS 35 농약상
28 질산칼슘 농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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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판되는 유기자재의 구입현황은 표 2에서와 같이, 시판제품은 28종으로 단용하거나 혼횽하고 있었
으며, 구입처는 흑살림 등 민간 유기․자연농업단체 등이었고, 주로 개화기 및 과실 비대기에 수세, 꽃
눈 관리, 장마전후, 당도향상 등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었다.

표 3. 자가 제조를 위한 유기성 재료 사용현황
연번 재 료 명 사용목적 연번 구입재료 사용목적
1 혈분(액비) 수세관리, 비대 18 혈분 활성액
2 골분(액비) 수세관리 19 미네랄 유기액비제조
3 천매암(펄라이트) 썩어띄움비료제조 20 미생물 유기액비제조
4 미강 썩어띄움비료제조 21 칼바 유기액비제조
5 흑설탕 천혜녹즙, 미생물제조용 22 골분 유기액비제조
6 인칼균 CPK, 제조 23 붕사 유기액비제조
7 키토산 키토산액비 24 한방그린 당도향상
8 유산균 수세관리 25 목초액 키토산, 유기액비제조
9 당밀 CPK, 유기액비제조 26 현미식초 키토산,유기액비제조
10 깻묵 유기액비제조 27 규산질 CPK제조
11 어분 유기액비제조 28 흙사랑액비 토양살포
12 맥반석 CPK제조 29   감초 한방액비제조
13 옥샘 냉해감소 30   당귀 한방액비제조
14 옥이랑 바람들이감소 31   인삼 한방액비제조
15 성장액비제조분말 비대 32   막걸리 한방액비제조
16 누룩균 썩어띄움비료제조 33   계피 한방액비제조
17 자리공엑기스 응애, 진딧물 방제 34   소주 한방액비제조

  조사농가에서 유기액비를 직접 제조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유기성 재료의 구입은  표 3에서와 같이 
혈분, 골분 등 34종으로 매우 종류가 많고 다양하였으며, 사용형태는 엽면살포용 액비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사용목적은 주로 수세관리, 비대, 병해충방제등이었고 부숙퇴비의 발효 및 응애, 진딧물방제
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재는 적었다.
  친환경 유기자재의 사용방법은 표 4에서와 같이 종류별로 매우 다양하였고, 같은 종류라도 사용시
기나 용도에 따라 농도를 달리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주요 사용방법은 액비의 형태로 엽면살포하는 농
가가 대부분이었으며 주로 사용되는 유기액비는 한방액비, CPK, 유기액비, 뱃물로 대부분의 농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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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친환경 유기자재별 사용방법
연번 종류 사용량/10a 시기 희석농도
1 인칼균엽면시비 300ml 2-6월 1000-2000
2       토양관주 필요시 4000-6000
3 혈분+골분액비 토양살포 8월 2000
4 섞어띄움비료 600kg 6월
5 살여울 100ℓ 5-6 -
6 키토산 600ml-1800ml 7-10, 엽면5회 100-500
7 잎살림 1200ml 7-10월 250
8 EBS 1200ml 7-10월 250
9 잎살림 1200ml 6-9월 250
10 천혜녹즙 1800ml 봄(+유산균)5-6회 100
11 한방영양제 1200ml, 2400ml 엽면 5회, 토양 5회 250-500,100(관주)
12 성장용액비 300ml 5월 1000
13 막걸리 주당 10ℓ 9월초 원액
14 타키(일제수입) 주당 10ℓ 9월초 25배
15 자리공엑기스 375ml/10a 연중 800배
16 이범석 330ml 4-8월 500
17 칼슘액비 1-2ℓ 6중-9중 농약살포시,250-500
18 목초액 800ml 5-9(10회) 250
19 현미식초 800ml 4-7(5회) 250
20 혈분액비 5000ml 4-7(3회), 5월초 500-1000
21 청초액비 4000ml 4-9(2회) 125
22 쌀겨+흙살림균주 3월 퇴비섞어뿌림
23 흙사랑액비 25000ml 5월-10월상순, 8회 50
24 생선액비 6,000ml 5-7(2회) 80
25 아카시아꽃 2000ml 7월, 1회 250
26 활성액 500ml 개화2주전-수확15일전(10회) 1,000-150
27 한방액비 500ml 개화2주전-수확15일전(10회) 1,000-150
28 40ℓ 5월-3회, 8월초 -2회 6.25
28 C P K 500ml 개화2주전-수확15일전(10회) 1,000-150
29 800ml 6-9월, 4회 125
29 유비액비 500ml 개화2주전-수확15일전(10회) 1,000-150
30 800ml 5-9월, 4회 125
31 뱃 물 7,000ml 4-9(3회) 70
32 5,000-10,000ml 5하순 25-50
33 5,000ml 수확20일전 50
34 배식초 9,000ml 7월하순(2회) 28
35 300ml 강우시 1000

  친환경 유기자재 사용농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농약대체 방법은 호밀파종 등 10가지 방법을 사
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표 5), 뱃물 200ℓ+ 요소 20kg의 혼합액은 250ℓ/10a씩년 2-3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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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제초효과를 보고 있다는 농가도 있어 토양중 질소함량의 축적이 우려되는 농가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 농약대체제 이용 현황

종류 사용량/10a 시기 대상병해충

호밀파종 11 제초
뱃물 200ℓ + 요소20kg 250ℓ/1회 년2-3회 제초작업

잎살림Ⅰ 1200㎖ 7-10 살충
잎살림Ⅱ 1200㎖ 7-10 살균

EBS 1200㎖ 7-10 살충
마늘엑기스 420㎖ 연중 살충
은행엑기스 1200㎖ 연중 살충살균(예방)

자리공엑기스 375㎖ 연중 살충
목초액 1ℓ(250배) 5월-9월 충, 10회

흙살림균주 6월-8월(4회) 흰가루병, 흑성병

〈시험2〉친환경 유기자재 비교 분석조사
  친환경 유기자재 분석을 위하여 남양주 2농가에서 4종, 안성 4개농가에서 12종, 평택 6농가에서 17
종을 수집하여 pH, EC, T-N함량등 12성분에 대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유기자
재의 pH는 3.3~9.3까지 분포하였는데 주로 3이상 ~ 6이하의 시료가 많은 경향이었고, EC는 
0.2~11.0ds/m 범위로 평균 2.5ds/m로 전기전도도의 편차는 매우 큰 경향이었다. T-N함량은 
0.0~1.4의 범위로 조사한 유기성 재료를 이용하여 제조한 액비도 질소함량은 크게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발효과정중 상당량 탈질된 것으로 보이며, P2O5, K, Ca, Mg 등의 무기성분은 골분, 혈분, 조
류분 등에서 다량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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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농가별 사용액비 종류별 화학성

지역 농가명 액비종류 pH
(1:5)

EC
(ds/cm)

T-N
(%)

P2O5 K Ca Mg B Fe Mn Zn Cu
(mg/ℓ)

남
양
주

(2/4)

A 한방액비 3.7  1.0 0.06 440 3558 558 320 4 16 3 4 0.1 
″ CPK액비 7.2 1.5 0.08 977 2406 104 15 13 2 1 1 0.0 
B 유기액비 4.0 1.3 0.11 1691 2823 146 265 2 5 3 4 0.0 
″ CPK액비 9.1 11.0 1.38 987 17319 41 9 2 7 0 0 0.1 

안
성

(4/12)

C 뱃  물 3.6 0.5 0.02 313 2089 309 201 4 7 2 1 0.0 
″ 성장용액비 3.8 2.2 0.15 2639 8590 2197 2519 4 184 17 2 0.0 
″ 혈분액비 3.7 1.3 0.27 2087 890 3404 487 1 360 24 3 0.0 
D 뱃  물 4.7 0.4 0.01 195 1196 33 71 5 7 1 1 0.0 
″ 아카시아녹즙 3.8 0.5 0.10 114 4720 604 253 5 21 4 3 0.5 
″ 한방영양제 3.3 1.1 0.03 977 2055 705 1501 3 46 8 1 0.1 
″ 혈분+광물질 7.8 2.0 0.04 39 2794 494 1090 3 5 1 0 0.1 
E 골분액비 9.3 9.0 1.24 635 15765 231 156 935 35 1 9 3.7 
″ 유기액비 7.2 1.1 0.10 440 923 214 111 2 7 3 0.4 0.2 
″ 현미식초+조류분 7.8 4.6 0.21 112 12265 871 1354 775 81 36 14 10.7 
F 배대과액비 5.7 5.7 0.03 176 10583 1191 8219 982 5 0 0 0.1 
″ 배열매액비 3.7 0.9 0.16 1827 2757 292 374 3 60 41 4 0.8 

평
택

(6/17)

G CPK액비 4.0 3.0 0.28 7320 11514 5227 2686 22 322 37 2 0.0 
H 뱃  물 3.7 2.4 0.12 1847 13052 2947 1009 7 539 44 9 0.1 
″ 생선액비 3.7 1.3 0.08 376 3382 570 406 4 20 6 2 0.0 
″ 아카시아꽃액 7.8 3.1 0.32 366 1760 491 31 3 47 12 4 0.4 
″ 한방액비 3.9 0.2 0.02 386 739 216 123 5 9 4 2 0.2 
″ 혈  분 5.3 2.2 0.04 489 239 6041 949 1 2 93 91 3.8 
″ 혈분발효 3.6 0.7 0.03 303 2723 332 230 6 14 2 4 0.3 
″ CPK액비 4.3 2.2 0.10 1026 9264 1342 953 2 52 14 4 0.1 
I 뱃  물 4.3 1.7 0.06 938 4451 1537 1516 8 67 29 2 0.0 
″ 유기액비 8.6 7.1 0.78 122 8023 144 1051 673 13 0 2.0 0.5 
″ CPK액비 4.4 2.5 0.24 2042 5469 1329 734 22 116 13 15 2.3 
J 어분등3종+뱃물 5.4 1.1 0.09 606 1310 976 306 12 19 4 2 0.4 
″ 어분3종 7.6 7.1 0.08 98 16819 1961 530 183 116 1 5 0.4 
K 활 성 액 4.4 3.6 0.10 5521 6675 4754 1726 1174 197 2 3.9 0.0 
″ 유기액비 4.5 1.9 0.15 2003 2193 1956 429 10 43 1 1.6 0.0 
″ 한방액비 4.0 1.6 0.18 1231 3771 872 1157 182 797 158 412 37.5 
″ CPK액비 3.7 1.0 0.11 1026 2247 359 301 10 34 14 7.4 0.5 
평  균 5.2 2.5 0.2 1103 5087 1166 850 141 89 16 17 2 
최대값 9.3 11.0 1.4 7320 17319 6041 8219 1174 797 158 412 38
최소값 3.3 0.2 0.0 39 101 3 4 0 2 0 0 0 

표준편차 1.8 2.5 0.3 1476 4974 1505 1418 322 166 30 6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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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자재 수집농가의 수확기 과실특성 조사결과 표 7에서와 같이 과중과 당도는 농가별로 차이가 
커, 과중은 517g~890g 까지 분포하였고, 당도는 10.5~12.8°Bx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도
와 과형지수는 농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형과율과 바람들이는 농가별로 큰 차이를 보
이고 있었다. 무시용구와 액비시용구의 과실을 비교한 3농가의 과실특성은 3농가 모두 과중은 유기자
재 시용구보다 무시용구에서 적었고, 당도는 A, B농가는 비슷한 경향이었으나, C농가에서는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이었으며 기형과율과 바람들이 등은 세 농가 모두 경향을 보이지는  않아 유기액비 시
용에 의한 효과는 찾을 수 없었다.

표 7. 농가별 과실특성
연번 농가명 과중(g) 당도(°Bx) 산함량(%) 경도(Φ5mm) 과형지수 기형과율(%) 바람들이(%)
1 A 826 12.4 0.11 2.4 0.88 39 13
2 A(무처리) 757 12.1 0.09 2.1 0.86 10 36
3 B 682 11.8 0.08 2.1 0.85 10 30
4 B(무처리) 601 11.8 0.08 2.0 0.85 45 60
5 C 650 11.6 0.07 2.1 0.89 50 30
6 C(무처리) 517 10.5 0.07 2.2 0.89 20 50
7 D 817 12.2 0.10 2.3 0.84 15 20
8 E 729 11.3 0.07 2.3 0.86 15 40
9 F 639 11.9 0.08 2.1 0.87 20 30
10 G 590 11.3 0.02 2.4 0.86 25 0
11 H 597 12.1 0.09 2.2 0.85 20 40
12 I 686 11.8 0.10 2.1 0.87 30 50
13 J 719 12.4 0.12 2.4 0.88 60 10
14 K 894 11.4 0.01 2.7 0.89 25 20
15 L 594 11.2 0.07 2.1 0.86 35 60
16 M 673 11.7 0.08 2.5 0.88 50 30
17 N 890 11.4 0.09 2.3 0.89 26 60
18 O 611 11.4 0.07 2.0 0.87 35 80
19 P 723 12.1 0.12 2.3 0.83 20 25
20 Q 853 12.8 0.09 2.2 0.82 15 30
21 R 680 11.3 0.08 2.5 0.85 25 40
22 S 800 11.5 0.08 2.4 0.86 20 0
23 T 692 12.1 0.09 2.3 0.84 45 60

  유기자재 사용농가의 수확기 토양화학성은 표 8에서 나타내었다. 토양의 pH는 4.7~7.4의 범위를 
나타내어 농가별 편차가 컸으나 주로 5.0이상~7.0이하의 범위에 분포하였고, EC함량은 전농가 모두 
1.0ds/m 이하로 염류의 축적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기물함량은 1.0~5.1%범위로 일반 과수재배 
포장과 비슷하거나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유기자재 무처리구와 비교시험을 하였던 A, B, C 세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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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유기액비 시용처리에서 pH, EC, Av.P2O5 함량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A농가의 경우는 유기물이 
5.1%로 매우 높게 나타나 유기물이 과다 투입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와 함께 P2O5, Ex.Cations 함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배 과수원에서 질소 과다시용에 의한 과번무시 칼슘성분이 신초생장에만 
소비가 되어 과실로 공급되는 함량이 적어져 바람들이가 발생하거나, 기형과 발생이 높아지는데, 당해
연도 과실특성조사에서는 기형과만 높아지고 바람들이현상은 적게 나타나 년차간 과실특성조사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8. 농가별 토양화학성
연번 농가명 PH

(1:5)
EC

(dS/m)
유기물
(%)

P205(mg/kg)
Ex. Cations(cmol/kg)

K Ca Mg
1 A 6.6 0.7 5.1 1462 0.6 11.5 1.1
2 A(무처리) 6.1 0.5 4.0 1138 0.9  5.3 3.5
3 B 6.5 0.7 3.8 1388 2.8 10.8 3.1
4 B(무처리) 6.6 0.5 3.3 1179 1.7 10.9 2.4
5 C 7.0 0.8 4.0 1006 2.3   9.3 3.3
6 C(무처리) 6.6 0.5 4.2 1009 1.4   9.2 3.3
7 D 4.9 0.5 1.0  822 0.7   4.1 1.7
8 E 7.2 0.8 3.1  770 2.6 10.7 3.3
9 F 6.6 0.5 1.8  866 1.2   7.2 1.2
10 G 5.9 0.7 3.3 1259 1.8   6.4 2.3
11 H 4.7 0.5 2.9 1263 1.6   3.9 1.3
12 I 6.8 0.7 2.8 1743 1.5 10.9 2.7
13 J 6.3 0.7 2.3 1365 1.5 10.2 0.7
14 K 6.0 0.5 2.7 1275 1.3   5.2 1.8
15 L 5.5 0.7 2.0 1381 1.8   5.2 0.8
16 M 5.8 0.5 3.9  564 0.7   6.8 0.6
17 N 5.5 0.6 1.5  611 0.9   4.7 1.4
18 O 6.6 0.9 2.9 1088 3.0   9.4 4.4
19 P 5.7 0.4 1.2 1316 1.5   3.4 1.9
20 Q 7.1 0.4 1.7  588 1.5   7.8 4.4
21 R 6.3 0.4 1.9 1116 1.5   5.6 2.0
22 S 7.4 0.9 2.4  726 2.7   7.8 2.8
23 T 6.6 0.4 2.2  700 0.8   5.9 2.4

〈시험3〉유기자재별 시용효과 구명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에 걸쳐 시험 1, 2의 결과에서 선발한 뱃물, 유기액비, CPK, 한방액비 
등 4 종을 시험재료로 하여 신고배에 엽면살포 효과를 검토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재료의 화학성(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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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뱃물과 한방액비는 pH가 각각 3.4, 4.3으로 강산성을 띠고 있었고, EC는 각각 4.3, 5.0ds/m로 유
기액비의 65.7ds/m, CPK의 58.3ds/m보다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T-N 함량은 EC가 높은 유기
액비, CPK에서 높은 경향이었으며 K2O, MgO 함량은 CPK에서, CaO함량은 한방액비에서 많은 경향
이었다. 

표 9. 시험재료의 화학성

자 재 명 pH EC
(dS/cm)

T-N
(%)

P2O5 K2O CaO MgO Fe Zn Mn Cu
(mg/kg)

뱃    물 3.4 4.3 0.0 178  1,647  45 75 1.1 2.2 0.8 0.3
유기액비 8.2 65.7 1.4 758 10,957  91  394 18.3 4.1 0.5 0.3
C  P  K 8.2 58.3 0.6 257 14,971  65 3,192 18.4 1.3 9.1 0.1
한방액비 4.3 5.0 0.2 624  1,466 202  303 7.8 1.5 12.7 0.2

  액비종류별 미생물상은 표 10에서와 같이 4종 모두 호기성 세균이 검출되었고, 사상균은 뱃물과 한
방액비에서만 검출되었으며, 방선균은 4종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뱃물과 한방액비가 미
생물의 밀도가 유기액비, CPK보다 높은 경향이었다.

표 10. 액비 종류별 미생물상
처리내용 호기성 세균 사상균 방선균
뱃    물 1.3 × 107 2.0 × 104 -
유기액비 4.8 × 102 - -
C  P  K 1.9 × 104 - -
한방액비 4.2 × 107 0.7 × 105 -

  수확기 과실특성은 표 11에서와 같이 과중, 경도, 산함량, 과형지수, 기형과율은 처리간 차이가 없
었고, 당도에서만 뱃물시용구에서 13.5°Bx로 무처리와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며, 유기액비, 한
방액비, CPK 처리에서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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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수확기 과실특성
처리내용 과중

(g/개)
당도
(°Bx)

경도
(kg/Φ5mm)

산함량
(%)

과형지수
(과장/과폭)

기형과율♩
(%)

 1. 뱃    물 736.6 13.5 2.0 0.10 0.85 19.5
 2. 유기액비 724.4 13.2 2.3 0.10 0.85 15.3
 3. C  P  K 721.4 12.9 2.2 0.08 0.83 21.7 
 4. 한방액비 734.7 12.9 2.3 0.10 0.84 19.3
 5. 무 처 리 722.8 13.0 2.1 0.08 0.86 20.2
 LSD(α=0.05)
 CV(%)

NS  0.33
3.5

NS NS NS NS
♩ 사축과 및 유부과율

  처리별 수체 및 엽의 생육상황은 신초경, 엽장, 엽폭, 엽면적지수 등은 처리간 유의차가 없었고, 신
초장은 뱃물처리에서 엽건중은 유기액비처리에서 무처리보다 높게 나타나 유기액비에 의한 엽생육 촉
진효과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처리에 따른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12. 처리별 수체 및 엽 생육상황
처리내용 신초장

(cm/개)
신초경

(mm/개)
엽장
(mm)

엽폭
(mm)

엽면적지수
(㎠/매)

엽건중
(g/엽)

 1. 뱃    물 99.4 12.3 12.4 8.4 71.9 0.74
 2. 유기액비 82.5 12.0 12.3 8.3 70.4 0.75 
 3. C  P  K 85.2 11.3 12.1 8.1 68.7 0.68
 4. 한방액비 81.1 12.7 12.4 8.4 71.0 0.69 
 5. 무 처 리 80.4 11.9 12.4 8.3 71.1 0.70
 LSD(α=0.05)
 CV(%)

 17.67
11.0

NS NS NS NS  0.046
4.0

  본 연구에서의 유기자재 시용방법은 엽면살포로서 유기액비 시용에 의해 엽생육이 가장 영향을 받
을 것으로 판단되어 3회에 걸쳐 엽중 무기성분함량을 분석한 결과(표 13), T-N함량은 처리별로는 3회
차 시료에서만 한방액비 처리에서 다소 낮은 경향을 보였고 P2O5, K2O, CaO, MgO 등의 모든 성분이 
처리간 현저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채취 시기별로는 T-N과 K2O, MgO 함량은 시기가 경과할수
록 감소하였고, CaO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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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시기별 엽중 무기성분의 변화 (단위 : %)

처리내용 T - N P2O5 K2O CaO MgO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뱃    물 1.8 1.7 1.5 0.3 0.3 0.3 1.5 1.3 1.4 2.6 2.9 2.7 0.4 0.4 0.3
2.유기액비 1.8 1.6 1.5 0.3 0.3 0.3 1.5 1.3 1.4 2.6 2.7 2.8 0.4 0.4 0.3 
3.C  P  K 1.8 1.7 1.6 0.4 0.3 0.3 1.7 1.4 1.5 2.6 2.7 2.8 0.4 0.4 0.3 
4.한방액비 1.8 1.7 1.4 0.4 0.3 0.3 1.6 1.5 1.4 2.6 2.9 2.9 0.4 0.4 0.3 
5.무 처 리 1.7 1.6 1.5 0.4 0.3 0.3 1.7 1.4 1.4 2.5 2.7 2.9 0.4 0.3 0.3

* 1차 : 7월29일, 2차 : 9월 1일, 3차 : 10월 9일 채취

  처리별 수확기 과피중의 무기성분 함량은 뱃물처리에서 T-N과 K2O 함량이 0.55%, 0.79%로 다른 
처리보다 높게 나타났고, P2O5, CaO함량은 처리간 큰 차이가 없었으며 MgO, Fe, Zn함량 등은 CPK
처리에서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 

  표 14. 처리별 수확기 과피중 무기성분 함량
처리내용 T-N

(%)
P2O5(%)

K20(%)
Ca0
(%)

Mg0
(%)

Fe
(mg/kg)

Zn
(mg/kg)

Mn
(mg/kg)

Cu
(mg/kg)

1.뱃    물 0.55 0.13 0.79 0.09 0.15 6.20 3.04 18.04 1.91 
2.유기액비 0.36 0.12 0.65 0.10 0.16 7.55 2.47 16.32 2.19 
3.C  P  K 0.48 0.14 0.75 0.09 0.20 11.95 8.66 19.26 2.69 
4.한방액비 0.39 0.15 0.70 0.10 0.19 9.70 4.53 17.82 2.64 
5.무 처 리 0.41 0.14 0.76 0.10 0.17 9.54 5.04 18.37 2.23 

  이와 같은 결과에서 농가 자가 제조형 유기액비는 여러종류의 유기재료를 혼합하여 제조한 유기액
비나 CPK, 한방액비 등은 그 성분함량이 높았음에도 과실의 크기, 당도, 엽 및 과피의 무기성분 함량
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뱃물의 엽면살포시 당도가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가의 생산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하는 각종 유기자재의 사용보다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제조할 수 있는 배과수원에서 생산되는 배를 이용한 액비 시용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적  요
〈시험1〉친환경 유기자재 사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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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주요재배지역인 남양주, 안성, 평택의 친환경유기자재 사용농가 20호를 중심으로 친환경 유기자
재 사용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친환경 재배를 실시하는 주요 이유는 안전농산물 생산, 농가소득향상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고, 농산물품질관리원 저농약 인증이 16농가, 유기재배인증 1농가,
      흙살림 저농약인증 2농가, 자연농업협회 저농약인증 1농가였다.
  나. 농가의 친환경자재 사용목적은 주로 당도향상 및 과실비대 등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사용후 당도, 맛, 색택 향상 효과를 인정하는 농가가 많았다.
  다. 배 농가의 유기물은 1년에 1-2회 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농약은 5~10정도
      살포하는 농가가 가장 많았다.
  라. 농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친환경자재는 직접 제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34종, 구입하는 
      것은 28종 15개소로 매우 다양하였으며 이들 자재의 사용방법은 35가지에 이르렀다.
  
〈시험2〉친환경 유기자재 비교 분석조사
  배 재배 농가에서 사용되고 있는 친환경 유기자재의 화학성을 분석하고자 20농가에서 유기액비 및 
유기액비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 시판되고 있는 상품 등 33종과 수확기 과실, 토양화학성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가. 수집 유기자재의 pH는 평균 5.2, 최고 9.3, 최저 3.3을 나타내었고, EC는 평균2.5,
     최고 11.0, 최저 0.2ds/m를 나타내었고, 인산함량은 평균 1,103 최대 7,320, 최소
     39mg/kg이었고, 칼리함량은 평균 5087, 최고 17319, 최저101mg/kg의 범위를 나타내어
     유기자재 종류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나. 농가별 과중은 평균 705, 최대 894, 최소 517g 이었고, 당도는 평균 11.7, 최고 12.8,
     최소 10.5°Bx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유기액비처리와 무처리를 두어 시험을 실시한 
     농가 과실의 당도와 과중은 시용구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토양중 무기성분함량은 pH가 4.1~7.4의 분포를 보였고, EC는 0.4~0.9ds/cm로
     낮은 경향이었으며, 유기물 함량은 5.1~3.3%의 함량으로 다소 높은 경향이었고, 
     인산 함량은 7,263~726mg/kg의 분포를 나타내어 인산이 축적되어 있는 경향이었다.
〈시험3〉유기자재별 시용효과 구명
  시험 1, 2의 조사 분석결과 농가의 사용빈도수가 높고, 제조방법과 사용방법이 비교적 일관된 4종의 
유기액비를 선발하여 신고배에 대하여 엽면살포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시험에 사용된 재료의 pH는 전처리 모두 3.4~8.2, EC 4.3~68.7dS/m, T-N함량 0~1.4%
     등으로 자재별로 차이가 매우 커, EC는 유기액비와 CPK에서 뱃물과 한방액비보다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수확기 과실의 과중은 처리간 유의차는 없었고, 당도는 뱃물처리에서 13.5°Bx로 무처리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도, 산함량, 기형과율등은 처리간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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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처리별 신초장은 뱃물처리에서 99.4cm로 다른 처리보다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엽건중은 
     유기액비처리에서 0.75g/엽으로 무처리보다 높았으며, 신초경, 엽장, 엽폭등은 처리간 
     차이가 없었다.
  라. 수확기 과피의 T-N, K2O함량은 뱃물처리에서 0.55%, 0.79%로 높은 경향이었고, 
     P2O5함량은 한방액비처리에서 0.15%로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

5. 인용문헌
강창용, 이웅연, 2008. 친환경농자재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
구보고서. p 108-153
김승환, 임정연, 한광남, 이상규. 1997. 과수에 대한 유기자연농업자재 효과 구명. 농업과학기술원. 시
험연구사업보고서(작물보호부편) : 58-62. 
남기웅, 김승환. 2002, 대체농업자재에 의한 과수의 품질 및 주요 병해방제 효과. 한국유기농업학회
지. Vol.10(3). pp 67-77.
홍경희, 박영섭, 양창열, 송장훈, 조현모. 2000. 배 병해충 방제를 위한 유기농자재 활용 연구. 시험
연구사업보고서. 627-632
농업과학기술원. 2000.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농촌진흥청. 2000. 배 재배(표준영농교본-13) pp 211-280.
농촌진흥청. 2004. 친환경, 유기농업 영농활용 매뉴얼. p29-189.
농촌진흥청. 2005. 친환경농업 허용자재 자료집. p3-45, p116-133.
농촌진흥청. 2003 .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 기준.
박홍섭, 오광인, 박준근. 1996. 환경농법에 의한 사과생산실태 및 경영개선. 한국유기농업학회지. 7(2) 
: 1-16.



 Ⅳ. 원예연구 ∙ 219

과제구분 기 본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code)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과수 친환경 재배법에 관한 연구 과수
LS0212 '07~'09 경기도원

원예연구과 원선이

 2) 친환경 유기자재 규격화 연구 과수
LS0212 '09 경기도원

원예연구과 원선이
색인용어  배과원, 친환경, 유기자재, 규격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e the foliar application technic of plant nutrient 
element mixed fermented liquor of pear fruit(FLP) for sustainable and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e on "Niitaka" pear orchard. The 7 materials of liquefied state such as FLP, 
FLP+brown sugar, FLP+K2SO4, FLP+Ca(NO3), FLP+MgSO4, FLP+Sold Goods, nontreated were 
sprayed 10 times every 10 days on green leaves, and we investigated effects on the growth 
and fruit characteristics of pear tree. Fruit weight was not significant by treatments, but 
soluble solid content of fruit juice was increased than nontreated block in FLP, FLP+K2SO4, 
FLP+Ca(NO3) and FLP+MgSO4 blocks. Moreover, the foliar application of plant nutrient 
element mixed FLP was effective for growth of leaves, so Leaf Area Index and dry weight of 
leaf was increased than nontreated block in the FLP and 6 treatments blocks including 
chemicals.

Key words : Fermented liquor of pear fruit, Environmental -friendly agriculture,
             Pear orch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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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최근들어 과실류에 있어서도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으로 변화됨에 따라 과수
재배 농가들도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하여 다
양한 자재를 사용하고 있다. 2009년 국내 친환경 유기자재로 등록된 자재는 토양개량용 18종, 작물생
육용 147종,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174종이나 과수재배에 대한 사용효과에 대한 정보는 미흡한 실
정이며 시판되는 친환경 자재는 대부분 고가로서 대규모의 과수재배 농가에서는 경영비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농가소득 향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실정으로 상
대적으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하여 보급되는 자가제조형 유기자재의 사용이 빈번하여 지고 있다(박 
등. 2006, 이 등. 2002). 이러한 자가제조 또는 공동 제조형 유기자재는 그 효과 및 성분에 대한 과
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이것 또한 비용상승과 제조에 소요되는 노동력 등 농가의 비용
상승 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남 등(2002)이 대체농업 자재에 의한 과수의 품질 및 주요 병
해충 방제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유산균, 천혜녹즙, 아미노산 등의 대체농업 자재만을 사용한 사과원
의 경우 사과생육 및 과실비대에 충분한 양분이 공급되지 않아 수량과 상품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와 같이 화학비료의 적절한 사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과제는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을 배제한 무분별한 유기자재 사용을 지양하고, 배 과수원
에서 발생되는 비상품성 배를 활용한 친환경 자재를 이용한 고품질 배 재배기술을 개발하고자 시험을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평택, 안성 등 경기지역 배 주산단지의 농가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비상품성 배를 활용한 친환경 
유기자재 사용법을 확립하고자 경기도농업기술원 Y자 수형 신고배 시험포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뱃물의 성분 및 제조법을 규격화하기 위하여 2008년 가을에 수확한 배와 2007년에 저
장하였던 배를 종류별로 80kg씩을 4등분하여 고무통에 층적한 후 6개월간 발효시킨후 여과하여 2009
년 재배시험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배 재료별 여과액 생성량은 표 1과 같다. 2009년 
생산된 배의 수확 및 선별과정중 발생하는 비상품과를 이용하여 제조한 뱃물은 50.6%, 2008년 수확
하여 저장하였다가 남은 저장과에서 생성된 뱃물은 62.0%의 여과액을 채취할 수 있었는데 낙과 및 극
소과 등으로 제조한 미숙과에서 생성된 뱃물은 34.5%만이 생성되어 실제 뱃물제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시험재료는 비상품과를 이용하여 발효․여과한 여과액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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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험재료별 뱃물 제조량
구  분 발효전 중량

(kg)
발효후 중량(kg) 액비회수율

(%)고형물 여과액
비상품과 80  39.5  40.5 50.6
저 장 과 80  30.4  49.6 62.0
미 숙 과 80  52.4  27.6 34.5

  본 시험에서 뱃물과 혼용하여 사용한 식물영양 공급용 재료로는 농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이 
가능하고 사용이 편리한 5종을 사용하였는데, 배 재배 농가에서 뱃물을 사용할 때 가장 많이 혼합하
여 사용하는 흑설탕 처리와 칼륨의 공급원으로 황산칼륨, 칼슘의 공급원으로 질산칼슘, 마그네슘의 공
급원으로 황산마그네슘을 사용한 처리, 시판되는 4종 복비중 배 재배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
는 시제품을 혼합한 처리 등 6처리를 두어 뱃물과의 혼합살포 효과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재
료는 표 2와 같은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는데 황산칼륨은 상온의 물에 용해되지 않으므로 1회 살
포량씩 증류수를 가열하여 용해시킨 후 살포하였고 각각의 재료는 살포직전 혼합하여 살포하였으며 
시험구는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하여 봉지씌우기 작업 완료 후부터 10일 간격으로 수확기까지 10회 
엽면살포하였다. 

표 2. 처리별 희석배수 및 농도 
처리내용 희석배수 및 살포농도 부 재 료

주성분함량뱃물 부재료
1. 뱃물 500배액 - -
2. 뱃물+흑설탕 500배액 0.2% -
3. 뱃물+황산칼륨 500배액 0.3% K2O 50%
4. 뱃물+질산칼슘 500배액 0.5% Ca  24%
5. 뱃물+황산마그네슘 500배액 0.5% MgO 14%
6. 뱃물+시판품 500배액 0.13% -

  뱃물을 종류별로 제조한 후 각각의 화학성분 함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pH, EC, P2O5, T-N, K2O, 
CaO, MgO 성분을 분석하였고, 발효된 뱃물의 미생물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호기성세균, 사상균, 방선
균을 조사하였다. 각각의 액비가 과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과중, 당도, 경도, 산함량, 
과형지수, 기형과율을 조사하였다(농진청. 2003). 수체생육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초장, 신초경, 
엽장, 엽폭, 엽면적지수, 엽건중을 측정하였으며 시기별 엽성분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1차 7월29
일, 2차 9월1일, 3차 10월 9일의 3회에 걸쳐 당년생 가지의 하단부에서 완전히 성숙한 엽 20매를 채
취하여 열풍건조후 습식분해하여, T-C, 무기성분함량 분석을 농업과학기술원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2000)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처리별 과피중의 무기성분 함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확기 과실의 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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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과피를 분리한 후 과피를 직경 5cm의 원형 칼로 동일면적의 시료를 1과당 1점씩 3과에서 채취하여 
건조혼합시료를 만든후 습식분해하여 T-C, 무기성분함량 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친환경유기자재 사용농가의 자재비를 절감하고 과수원에서 발생되는 비상품과를 활용한 유기자재 
사용기술을 개발하고자 2009년 시험을 실시하였다. 
 배 종류별 발효액 생성후 여과액의 무기성분 함량은 표3과 같이  pH는 각 재료 모둥 3.2~3.4 범위
로 산성을 띠고 있었고, EC는 비상품과와 저장과는 4.3, 4.6ds/cm로 비슷하였나 미숙과를 이용하여 
제조한 뱃물은 3.3ds/cm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그 외 P2O5, CaO, MgO함량 등도 다소 낮은 경향이
었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표 3. 시험재료별 무기성분 함량 
구  분 pH

(1:5)
EC

(dS/cm)
T-N
(%)

P2O5 K2O CaO MgO
(mg/kg)

비상품과 3.4 4.3 0.0 159 1671 53  79
저 장 과 3.3 4.6 0.0 163 1980 50  93
미 숙 과 3.2 3.3 0.0 149 1399 38  96

  시험재료별 생성 뱃물의 미생물상의 분포를 조사하기 위하여, 호기성세균, 사상균, 방선균을 조사하
였는데 호기성 세균은 세 처리 모두 검출되었고, 사상균은 비상품과와 저장과에서 검출되었으며 그 밀
도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방선균은 전처리 모두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재료별 미생물상
처리내용 호기성세균 사상균 방선균
비상품과 2.6 × 105 0.6 × 102 -
저 장 과 3.8 × 103 0.7 × 103 -
미 숙 과 3.6 × 103 - -

  표 1과 같은 시험결과에 의해 비상품과를 이용하여 제조한 뱃물을 시험재료로 하여 흑설탕, 황산칼
륨, 질산칼슘, 황산마그네슘, 시판품 등을 용해하여 혼합하여 시험재료로 사용하였고, 살포액의 살포 
전 희석액의 화학적 조성은 표 5로 나타내었다. 살포전 희석액의 pH는 모든 처리에서는 6.0으로 처리
간 차이가 없었으며, EC는 질산칼슘을 혼합한 처리에서 0.47ds/cm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질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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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영향으로, 각 재료의 부성분에 따라 EC는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판품 혼합처리에서는 각성
분 모두 고르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살포전 희석액의 무기성분 함량

자 재 명 PH
(1:5)

EC
(dS/cm)

P2O5(mg/kg)
K20(mg/kg)

Ca0
(mg/kg)

Mg0
(mg/kg)

NH3-N
(mg/kg)

NO3-N
(mg/kg)

1. 뱃물 6.3 0.04 0.5   4.0  50.3  12.2 0.0  0.0 

2. 뱃물+흑설탕 6.1 0.04 1.0   3.8  43.2  11.9 0.1  0.0 

3. 뱃물+황산칼륨 6.0 0.38 0.4 1010.5  38.9  10.6 0.0  34.9 

4. 뱃물+질산칼슘 6.3 0.47 0.8   4.7 790.9  11.6 0.1 552.5 

5. 뱃물+황산마그네슘 6.2 0.30 1.0   4.5  43.3 527.0 0.0  2.4 

6. 뱃물+시판품 6.3 0.12 47.7 103.0  40.8   64.3 9.1  0.0 

  시험처리별 수체 및 엽 생육상황은 표 6에서 나타내었다. 신초장과 신초경은 처리간 유의차가 없었
으나, 엽장, 엽폭 등 엽 생육은 처리간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황산마그네슘 처리에서 엽면적지수 72.2
㎠/매, 엽건중 0.77g/매로 가장 높았는데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원소로 엽생육을 촉진하여 동화산
물 생성에 관여하므로 엽의 생육을 타처리에 비해 엽생육을 촉진한 것으로 보인다. 뱃물 단독처리에서
는 엽장과 엽건중이 무처리보다 높아짐을 알 수 있었고, 시제품 처리시와도 비슷한 경향을 보여 뱃물
의 단독 시용만으로 생육촉진 효과가 인정되었다. 황산칼륨처리에서는 엽장과 엽폭은 다소 적었으나 
엽면적지수가 커지는 경향을 보였고, 질산칼슘 처리에서는 엽면적지수는 적었으나 엽건중은 높은 것으
로 나타나 칼리성분의 흡수를 저해하여 엽장, 엽폭 등 엽의 크기는 커지지 못하였으나 질소, 칼슘성분
에 의해 엽이 두꺼워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24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표 6. 수체 및 엽 생육상황
처리내용 신초장

(cm)
신초경
(mm)

엽장
(mm)

엽폭
(mm)

엽면적지수
(㎠/매)

엽건중
(g)

1. 뱃물 113.2 10.7 12.2 8.5 65.4 0.73 
2. 뱃물+흑설탕 110.6 10.3 11.8 8.2 67.1 0.67
3. 뱃물+황산칼륨 108.3 11.1 11.3 7.8 70.3 0.72 
4. 뱃물+질산칼슘 102.4 9.8 11.9 8.1 67.9 0.75 
5. 뱃물+황산마그네슘 112.1 9.5 12.1 8.5 72.2 0.77 
6. 뱃물+시판품 104.8 10.4 12.2 7.6 69.4 0.73
7. 무처리 110.3 9.6 11.3 8.3 63.5 0.63  
 LSD(α=0.05)
 CV(%)

NS NS   0.64
 3.6

 NS  7.57
6.2

 0.113
8.96

  수확기 과실의 과중은 처리간 유의차가 없었고 산함량은 무처리를 제외한 모든 처리에서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나, 당도는 뱃물, 뱃물+황산칼륨, 뱃물+질산칼슘, 뱃물+황산마그네슘 처리에서는 무처리와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나 뱃물+흑설탕과 뱃물+시판품처리는 무처리와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뱃
물에 의한 당도향상 효과를 인정할 수 없었으며 당도향상에 효과에 대한 년차간 변이를 검토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 수확기 과실특성
처리내용 과중

(g/개)
당도
(°Bx)

경도
(kg/Φ5mm)

산함량
(%)

과형지수
(과장/과폭)

기형과율♩
(%)

1. 뱃물 709.0 13.3 2.2 0.09 0.87 23.3 
2. 뱃물+흑설탕 705.9 12.5 2.3 0.08 0.87 25.0 
3. 뱃물+황산칼륨 709.8 13.1 2.5 0.10 0.86 23.4 
4. 뱃물+질산칼슘 704.6 12.9 2.4 0.09 0.86 27.3 
5. 뱃물+황산마그네슘 716.8 13.3 2.4 0.10 0.87 25.0 
6. 뱃물+시판품 703.5 12.5 2.5 0.09 0.86 26.7 
7. 무처리 696.0 12.2 2.3 0.07 0.84 25.2 
 LSD(α=0.05)
 CV(%)

NS   0.57
 3.0

NS  0.031
10.2

NS NS
♩ 사축과 및 유부과율 

  시험에 사용된 유기자재별로 엽면살포에 의한 엽생육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3회에 걸쳐 엽시료를 
채취하여 T-N, P2O5, K2O, CaO, MgO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표 8과 같다. T-N함량은 채취시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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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이었고, 처리별로는 채취시기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여 1차 채취시에는 
무처리에서 높았으나 2차에서는 뱃물처리에서, 3차에서는 전처리 모두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P2O5함
량은 년중 채취시기에 따른 함량 변화도 크지 않았고 처리간 차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2O 함량
은 뱃물+황산칼륨 처리에서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다른 처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식
물체내 이동성이 높은 성분이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CaO함량은 뱃물+흑설탕, 뱃물+질산칼슘처리에서 
높은 경향이었다.

표 8. 시기별 엽중 무기성분 함량의 변화 (단위 : %)

처리내용 T - N P2O5 K2O CaO MgO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뱃물 1.78 1.75 1.54 0.32 0.30 0.34 1.39 1.51 1.67 2.26 2.70 3.03 0.43 0.41 0.30 
2.뱃물+흑설탕 1.80 1.68 1.55 0.35 0.29 0.28 1.67 1.52 1.40 2.74 3.02 3.05 0.48 0.32 0.34 
3.뱃물+황산칼륨 1.71 1.58 1.53 0.30 0.30 0.36 1.57 1.42 1.59 2.19 2.76 2.91 0.40 0.39 0.26 
4.뱃물+질산칼슘 1.80 1.58 1.50 0.32 0.28 0.26 1.37 1.17 1.52 2.36 2.99 3.10 0.42 0.39 0.30 
5.뱃물+황산마그네슘 1.76 1.61 1.48 0.33 0.30 0.35 1.57 1.36 1.74 2.11 2.62 2.84 0.48 0.45 0.36
6.뱃물+시판품 1.71 1.55 1.55 0.31 0.25 0.32 1.62 1.17 1.45 2.17 2.47 2.87 0.39 0.35 0.35 
7.무처리 1.85 1.63 1.55 0.36 0.32 0.31 1.56 1.45 1.54 2.22 2.40 3.08 0.41 0.30 0.31 
* 1차 : 7월29일, 2차 : 9월 1일, 3차 : 10월 9일 채취

  수확기 과피중 무기성분 함량은 표 9와 같다. T-N은 뱃물+질산칼슘, 뱃물+시판품, 뱃물+무처리에
서 높은 경향이었고, P2O5함량은 처리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K2O함량은 뱃물+황산칼륨에
서 0.80mg/kg, 뱃물+황산마그네슘에서 0.82mg/kg으로 높은 경향이었으며, CaO, MgO, Fe, Mn, Cu
함량은 처리간 차이가 없었으며 Zn함량은 뱃물+ 질산칼슘, 뱃물+황산마그네슘, 뱃물+시판품처리에서 
낮게 나타났다. 
  본 시험은 배 생육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양원을 효과나 성분함량이 불분명한 재료들을 이용하
여 공급하는 재배방식을 지양하고 화학비료의 적절한 사용을 통한 지속적 친환경농업 재배기술을 개
발하고자 실시하였으나, 연차간 처리효과 및 각 처리에 대한 보완 연구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본 
시험의 결과로 처리별 엽면살포에 의한 생육촉진 효과를 구명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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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수확기 과피중 무기성분 함량

처리내용 T-N
(%)

P2O5
(%)

K20
(%)

Ca0
(%)

Mg0
(%)

Fe
(mg/kg)

Zn
(mg/kg)

Mn
(mg/kg)

Cu
(mg/kg)

1.뱃물 0.47 0.14 0.72 0.10 0.18 7.92 8.12 20.33 2.74 
2.뱃물+흑설탕 0.43 0.15 0.79 0.10 0.18 11.89 4.31 17.90 2.67 
3.뱃물+황산칼륨 0.44 0.16 0.80 0.10 0.19 8.52 4.45 20.76 2.60 
4.뱃물+질산칼슘 0.37 0.13 0.72 0.08 0.17 9.94 1.91 17.12 2.24 
5.뱃물+황산마그네슘 0.46 0.14 0.82 0.08 0.16 8.39 0.23 13.94 2.78 
6.뱃물+시판품 0.39 0.15 0.76 0.08 0.17 7.40 0.34 15.99 1.95 
7.무처리 0.36  0.15 0.71 0.10 0.18 7.49 7.85 18.25 1.96 

4. 적 요
  경기도농업기술원 신고배 과수원에서 친환경유기자재 사용농가의 자재비를 절감하고 과수원에서 발
생되는 비상품과를 활용한 유기자재 사용기술을 개발하고자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비상품성 배를 이용한 액비 제조시 액비의 평균성율은 50.6%였고, 과실품질별로는 저장배의 생
산량이 62%로 높은 경향이었고, 미숙과는 34.5%로 낮았다.

 나. 비상품과를 이용한 뱃물의 무기성분 함량은 pH 3.4,  EC 4.3dS/cm, P2O5 159mg/kg, K2O 
1,671mg/kg을 나타내었다.

 다. 수체의 신초장과 신초경, 엽폭은 처리간 차이가 없었고, 엽장은 뱃물, 뱃물+황산마그네슘, 뱃물+
시판품처리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엽면적지수는 뱃물+황산마그네슘처리에서 72.2㎠/매, 
엽건중은 뱃물+질산칼슘, 뱃물+황산마그네슘 처리에서 각각 0.73, 0.77g/매로 대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라. 수확기 과실의 과중은 처리간 차이가 없었고, 당도는 뱃물, 뱃물+황산칼륨, 뱃물+질산칼슘, 뱃물
+황산마그네슘 처리에서 무처리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 채취시기별 엽의 무기성분 T-N함량과 MgO함량은 시기가 경과할수록 적어지는 경향이었고, P2O5, 
K2O, CaO, MgO, 등은 시기가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기자재 처리간에는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거나 처리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 수확기 과실의 T-N와 K2O함량은 뱃물+황산마그네슘처리에서 다소 높은 경향이었고, CaO, 
MgO, Fe, Mn, Cu함량 등은 처리간 차이가 없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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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출 유망 배 규격과 생산기술 개발 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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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용어  수출배, 신고, 규격과  

ABSTRACT
  To develope the cultivation technics improving pear expert, two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In experiment Ⅰ, the application effects of 4 inter-rootstocks such as KG1, KG2, KG3, 
KG4 about the yield, fruit quality, growth of "Niitaka" pear tree were investigated. In 
experiment Ⅱ, fruit setting amounts such as 20, 30 and 40 leaves per fruit on change of 
fruit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in 2009. 
  In Experiment Ⅰ, KG 1 and KG4 inter-rootstock was superior to other treatments in fruit 
yield and fruit setting number, but KG 1 inter-rootstock treatment was the highest 
3,228kg/10a in commercial yield and 91.4% on the rate of normal shape fruits. Also, fruit 
rate of 401g~600g range that is preferable grade of expert pear fruits was highest 71.2% in 
KG1 inter-rootstock treatment.
  In Experiment Ⅱ, the weight and soluble solid content of fruit were increased in 
propertion to the leaf number per fruit, but the commercial yield and fruit setting numbers 
were highest at 20 leaves per fruit. Also, the 20 leaves per fruit treatment was showed 
more than 12°Bx in soluble solid contents and highest 57.8% on fruit rate of 401g~600g 
range. Therefore, it is judged that 20 leaves per fruit treatment is suitable for expert farm 
system that have to secure for sufficient supply of fruit rates of 401g~600g range.

Key words : Pear Expert References, "Niitaka" Pear, Inter Rootstock, Leaf Number per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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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우리나라의 배 재배면적은 2000년 26,200ha를 정점으로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생산량
은 재배기술의 발달 및 성목면적의 비율 증가로 2003년 31.7만톤에서 2007년 42.5만톤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43~45만톤을 유지하고 있다(김등, 2008) 그러나, 배의 연간 소비량은 생산량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수출에 의해 수급이 조절되고 있다. 2002년 대만의 WTO가입으로 대만수출이 가능해 
짐에 따라 대만수출이 급증하면서 증가하는 생산량을 어느정도 소비할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산 
배는 미국과 대만에 집중되어 있고 미국내 한국산의 비중은 20%정도이나 중국산의 품질이 향상됨에 
따라 한국산 배 수출시장 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다(김등. 2008, 김월수. 2009). 또한, 한국산 배는 
풍부한 영양과 여러 가지 건강증진 효과로 인해 연중 소비가 되고 있으며 육질이 부드럽고, 수분이 높
으며 당도도 좋은 편으로 외국인에게도 인기가 있는 고급과실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과 위주의 생산 시스템로 해외기호도 및 가격면에서 수출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실정이며, 실제로 
다른 배 생산국가에 비해 우리나라의 수출량은 2007년 기준 2만톤으로 생산량의 4.7%에 불과한 실정
이다.
  그러므로,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위한 고품질 중소과 생산기술의 개발, 수출시장 선점을 위한 조․중․
만생종의 지속적인 수출, 수출단지 지정 및 공동선과장 운영, 주산지 산지유통센터를 통한 수출전문조
직과 생산자조직의 계열화, 수출국별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미국, 대만뿐만 아니라 유럽, 중동, 아프리
카 등의 신시장 개척과 시장다변화 등 체계적인 수출확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송경환. 2004, 김
등. 2008)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신고품종의 수출용 중소과 생산에 적합한 왜성 중간대목을 선발하고, 수출규
격과 생산에 적합한 엽과비 기준을 설정하고자 시험을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시험1＞ 중간대목별 과실특성조사
  왜성 중간대목이 신고배의 과실특성 및 수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수출규격과 생산에 적합한 
중간대목을 선발하고자 KG1, KG2, KG3, KG4 등 4 종의 왜성대목을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돌배에 
이중접목하여 생육시키고 다시 신고배를 접하여 생육시킨 이중접목묘를 시험재료로 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과수 시험연구포장에서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중접목을 하지 않고 
돌배에 직접 접목한 신고배를 대조로 하였으며, 재식거리는 3×2m, 수형은 주간형, 수고는 3.5m이내
로 유지하면서 재배하였다. 과실의 착과는 20엽을 기준으로 표준재배보다 착과량을 다소 많게 하여 
중소과 생산을 유도하였다. 
  왜성대목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목별로 수고, 간주, 측지수를 조사하였고, 신고배 품종의 생
육상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간주, 신초장, 신초경, 엽면적지수, 엽건중을 측정하였고, 중간대목별 생산
량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량과 수확 과실수, 과형지수, 정형과율 등을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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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03)에 의거 조사하였다. 수확기 과실의 품질은 당도(ATAGO-PR-I형), 경도(FT-011), 
산함량, 과피착색도(CR-200) 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과실을 크기별로 6단계로 분류하여 중량별 
등급비율을 조사하였다.
＜시험2＞ 규격과 생산을 위한 엽과비 기준 설정
  신고배의 엽과비에 따른 과실특성을 조사하여 수출규격과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을 확립하고자 가장 
수출이 많은 품종인 신고배를 시험재료로 하여 2009년 경기도농업기술원 Y자 수형 시험포장에서 시
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처리는 과실과 엽의 비율을 과실 1과당 20엽, 30엽, 40엽의 세수준으로 조절하
여 처리당 3주씩을 3반복으로 처리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엽과비의 조절은 올해 발생한 도장지에 
달린 엽을 제외한 과총엽을 기준으로 적과하였고 적과가 완료된 이후 봉지 작업을 실시하였다.
  엽과비에 따른 수량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량, 과중, 수확과수, 과형지수, 정형과율 등을 농업과학
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농촌진흥청. 2003)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수확기 과실의 품질은 당도
(ATAGO-PR-I형), 경도(FT-011), 산함량, 과피착색도(CR-200) 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엽과비
별 과실 크기에 따른 당도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수확한 과실을 전수 조사하여 중량별로 6단계로 분
류하였고 각 단계별 분포비율과 각 범위의 과실 당도를 측정하였다. 수체 및 엽 생육상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간주, 신초장, 신초경, 엽형지수, 엽면적지수, 엽건중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시험1＞ 중간대목별 과실특성조사
  4종의 왜성대목의 생육상황은 표 1과 같다. 수고와 간주는 KG1대목이 325.1cm, 29.5cm로 가장 높
았고, KG3 대목이 수고 295.7cm, 간주 18.9cm로 가장 적게 나타나 KG1대목이 가장 수세가 강하였
고, 측지수는 KG4대목에서 다소 많은 경향이었다.

표 1. 왜성대목의 생육상황
대목명 수고(cm) 간주(cm)  측지수(개/주)
KG 1 325.1 29.5 23.1
KG 2 322.5 28.3 23.7 
KG 3 295.7 18.9 23.5 
KG 4 301.6 24.4 31.0 

 중간대목별 정형과율을 고려한 상품과 수량은 표 2에서와 같이 KG1대목처리에서 3,228kg/10a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KG4대목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KG4대목의 정형과 비율이 낮았기 때
문이었다. 과중은 대조구가 590.7로 가장 높았고 KG3대목이 가장 470.1g/개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수확과수는 수량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고 이는 중간대목의 수세와 측지 발생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
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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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중간대목별 수량
처리내용 수 량

(kg/10a)
정형과율

(%)
상품과수량
(kg/10a)

과중
(g/개)

수확과수
(개/주)

과형지수
(과장/과폭)

1. KG 1  3531 a♪ 91.4 a   3,228 a   490.1 bc  41.0 ab 0.87
2. KG 2 2846 b 92.1 a   2,621 bc   511.8 b  35.8 ab 0.86
3. KG 3 2549 b 95.0 a   2,422 c   470.1 c  34.7 ab 0.87
4. KG 4 3435 a 68.9 b   2,368 c   526.9 b  43.2 a 0.86
5. 대 조 3262 a 91.2 a   2,974 ab   590.7 a  33.3 b 0.86

♪ DMRT(α=0.05)

  수확기 과실의 당도는 모든 처리에서 12.0°Bx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기준을 초과하였고, 처리
간 유의차는 없었으나 수량이 높은 처리에서 당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과실의 적을수록 당도가 
떨어지는 신고배의 특성을 알 수 있었다. 경도는 대조구에 비해 중간대목처리에서 다소 높아지는 경향
이었으나 중간대목 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산함량와 과피착색도에는 처리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중간대목별 과실특성 
처리내용 당도

(°Bx)
경도

(kg/Φ5mm)
산함량
(%)

과피착색도*
L a b

1. KG 1 12.9 a♪ 2.5 a 0.06 63.8 2.4 35.1 
2. KG 2 12.8 a 2.3 ab 0.07 63.3 2.4 34.5 
3. KG 3 12.6 a 2.6 a 0.05 63.5 2.3 34.3 
4. KG 4 13.1 a 2.3 ab 0.06 63.6 3.0 33.1 
5. 대 조 12.8 a 2.1 b 0.08 62.9 3.0 32.5 

 * Hunter value,   ♪ DMRT(α=0.05)

  중간대목이 과실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확한 과실을 중량별로 분류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대조구는 401g~700g범위까지 고루 분포하는경향이었으나 중간대목처리에서는 600g 이
상의 대과 생산비율이 다소 떨어지면서 과실의 크기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간대
목별로는 KG1과 KG2처리에서 400g~600g범위의 분포비율이 각각 71.2, 65.1%로 가장 높아 수출시 
가장 선호하는 규격인 500±100g범위의 과실을 생산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KG3와 KG4대
목은 301g~400g범위의 과실도 각각 34.2, 23.2%로 너무 적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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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과실 중량별 등급비율 (단위 : %)

처리내용 과실 중량별 등급비율
300g 이하 301g~400g 401g~500g 501g~600g 601g~700g 701g이상

1. KG 1 3.7 16.3 42.3 28.9 8.6 1.2
2. KG 2 5.6 17.7 35.8 29.3 7.9 3.7
3. KG 3 5.3 34.2 29.8 23.5 5.8 1.4
4. KG 4 1.2 23.2 33.6 32.4 8.4 1.2
5. 대 조 4.4 15.5 26.6 27.9 18.5 7.1

  중간대목별 수체의 간주는 KG1과 KG4대목이 대조보다 다소 굵은 것으로 나타났고 KG3대목은 현
저히 적었는데 과실수량이나 수체생육면에서 수세를 약화시키고 수량이 적어지는 등 중간대목으로 생
육이 지극히 불량하여 중간대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신고배 재배시 
중간대목 KG1을 이용함으로서 중소과화되어도 당도를 유지하면서 수출 선호도가 높은 범위에 속하는 
과실의 생산 비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수체 및 엽생육상황
처리내용 간주

(mm)
신초장
(cm)

신초경
(mm)

엽면적지수
(㎠/엽)

 엽건중
(g/엽)

1. KG 1 21.4 b 92.0 a 8.9  68.7 0.66 
2. KG 2 27.4 a 94.8 a 8.8  67.3 0.65 
3. KG 3 17.4 c 90.6 a 9.3  66.7 0.66 
4. KG 4 26.2 a 103.4 a 9.3  68.2 0.66 
5. 대 조 24.7 ab 93.2 a 9.1  67.3 0.67 

♪ DMRT(α=0.05) 

＜시험2＞ 규격과 생산을 위한 엽과비 기준 설정
  수출규격과 생산을 위한 엽과비별 수량은 20엽/1과 처리에서 3,718kg/10a로 가장 높았고 엽과비가 
증가할수록 수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품화수량, 정형과율, 수확과수 등은 수량과 마찬가지로 
엽과비와는 반비례하는 경향이었고, 과중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처리간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엽과
비가 증가할수록 과중도 커졌으나 정형과율은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상품화 수량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으로 수출계약농가에서는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최소한의 과중으로 최대한의 수량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착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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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엽과비별 수량성 

처리내용 수 량
(kg/10a)

정형과율
(%)

상품화수량
(kg/10a)

과중
(g/개)

수확과수
(개/주)

과형지수
(과장/과폭)

1. 20엽 3,718 a♪  88.6 a 3,293 a 564 b 118.7 a 0.82
2. 30엽 3,264 a  89.0 a 2,905 a 637 a  92.3 b 0.85
3. 40엽 2,314 b  79.3 b 1,835 b 662 a  86.7 c 0.84

♪ DMRT(α=0.05)

  수확기 과실의 엽과비별 특성은 표 2에서 나타내었다. 과실의 당도는 엽과비가 많아질수록 높아지
는 경향으로 배의 품질에 있어서 과실의 당도에 가장 관계가 깊은 항목은 착과량, 장대발육지율, 발육
지의 신장정지율로 과다착과시에는 과실의 크기가 적어질뿐만 아니라 당도가 떨어지고 과즙이 적어진
다는(김정호. 1993) 보고와도 일치하는 경향으로 〈시험1〉의 결과와도 같았다. 과실의 경도는 40엽처
리에서 감소하여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었으나 산함량이나 과피착색도 등은 처리간 차이가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표 2. 엽과비별 과실특성 

처리내용 당도
(°Bx)

경도
(kg/Φ5mm)

산함량
(%)

과피착색도*
L a b

1. 20엽 12.8 a♪ 2.4 a 0.11 62.6  4.6 35.9
2. 30엽 13.1 a 2.3 a 0.12 61.8  4.9 36.3
3. 40엽 13.2 a 1.9 b 0.10 62.9  4.3 35.8

 * Hunter value , ♪ DMRT(α=0.05)

엽과비에 따른 수체의 생육은 간주, 신초장, 신초경은 처리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엽면적
지수와 엽건중은 과실수가 많았던 착과량이 많았던 20엽/과 처리에서 다소 높게 나타나 추후 년차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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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체 및 엽생육상황

처리내용 간주
(mm)

신초장
(cm)

신초경
(mm)

엽형지수
(엽장/엽폭)

엽면적지수
(㎠/엽)

 엽건중
(g/엽)

1. 20엽 35.8 b♪ 106.9 9.2 1.5 62.5 0.63 
2. 30엽 42.1 a 100.7 10.3 1.4 54.1 0.58 
3. 40엽 36.2 ab 96.3 9.6 1.4 54.2 0.52 

♪ DMRT(α=0.05)

  과실중량별 등급은 400g부터 100g 단위로 구분하여 6단계로 분류하였는데(표 4), 엽과비20엽 처리
에서는 401g~700g까지 87.8%가 분포하였고, 30엽처리에서는 400g~700범위는 75.6% 분포하였으며, 
700g이상의 등급도 각각 22.2%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엽처리에서는 401g~700g까지가 64.4%
로 나타났고 700g 이상은 34.5%로 대과 생산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탄났다. 

표 4. 과실 중량등급별 분포비율 (단위 : %)
처리내용 400g 이하 401g~500g 501g~600g 601g~700g 701g~800g 801g이상

1. 20엽 4.4 28.8 29.0 30.0 6.7 1.1
2. 30엽 2.2 16.7 28.9 30.0 12.2 10.0
3. 40엽 1.1 10.0 31.1 23.3 27.8 6.7

  수확기 과실을 중량별로 등급화한 후 각 중량등급의 당도를 측정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20엽/과처
리에서는 다른 처리에 비해 당도가 현저히 감소하여 13.0°Bx를 넘지 못하였는데 2009년처럼 기상조
건이 좋았던 해에는 수출규격에 맞는 12°Bx이상의 당도를 올릴 수 있었으나 기상조건이 좋지 않을 
경우 배의 품질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당도확보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출물량 확보차원에
서 착과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의 착과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엽과비 30엽, 40엽/과처리에서는 501g 이상 범위에서는 모두 13.0°Bx가 넘었고 과실크
기가 커질수록 당도도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과실크기가 801g이상이 되면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Ⅳ. 원예연구 ∙ 235

표 5. 과실 중량등급별 당도 (단위 : °Bx)

처리내용 400g 이하 401g~500g 501g~600g 601g~700g 701g~800g 801g이상

1. 20엽 10.9 12.7 12.8 12.9 12.9 11.5
2. 30엽 10.4 12.4 13.1 13.4 13.9 13.0
3. 40엽 11.2 12.8 13.2 13.2 13.6 13.2

  따라서, 신고배 적과시 1과당 20엽으로 착과시킴으로서 당도의 저하없이 수출규격과 생산비율을 높
여 수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과실 중량등급별 생산비율을 활용하여 개별 농
가에 적합한 수출용 과실과 내수용 과실의 비율을 고려하여 농가별로 착과량을 조절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4. 적 요
＜시험1＞ 중간대목별 과실특성조사
  신고배의 수출규격과 생산을 위하여 왜성 중간대목을 이용한 재배기술을 개발하고자  4종의 중간대
목수를 육성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4종의 왜성대목의 수고는 큰 차이는 없었고, 간주는 KG1과 KG2대목의 가장 높았으며 KG3대목은 

현저히 적게 나타나 수세가 약하였고, 측지수는 KG4대목에서 31.0개/주으로 가장 많았다.
  나. 중간대목별 과실수량은 KG1과 KG4 대목이 대조와 같았고, KG2와 KG3대목에서 대조보다 떨어

졌으나, 정형과율은 KG4대목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형과율을 고려한 상품화수량은 
KG1처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 수확기 과실의 과중은 대조구에서 590.7g/개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중간대목 처리에서 
과중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간대목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 수확기 과실의 당도는 처리간 유의차가 없었고 경도는 KG1과 KG3에서 높았다.
  마. 중간대목별 과실중량에 따라 분류하여 등급화한 결과 수출선호 과실등급인 401g~600g범위는 

KG1 대목처리에서 71.2%로 가장 높았고, KG3대목에서 53.3%로 가장낮았다. 400g이하의 과실
생산 비율은 과실수량이 가장 적었던 KG3대목에서 39.5%로 가장 적게 나타나 중간대목으로 활
용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정형과율과 수량, 수출선호등급 과실의 생산비율을 
고려할 때 KG1대목이 수출규격과 생산을위한 중간대목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험2＞ 규격과 생산을 위한 엽과비 기준 설정
  수출유망 품종인 신고배에 대하여 수출에 적합한 규격과 생산을 위하여 엽과비에 따른 수체생육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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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특성변화 연구를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엽과비에 따른 과실의 수량과 정형과율은 20엽/과, 30엽/과처리는 유의차가 없었고, 40엽/과처리에

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정형과율이 40엽/과처리에서 79.3%로 엽과비가 높을수록 낮아져 상품
화 수량은 20엽/매처리에서 3,293kg/10a로 가장 높았으며, 40엽/과 처리에서 1,835kg/10a로 가장 
적게 나타나 20엽과 30엽처리와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나. 과중은 엽과비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으로, 20엽/과처리에서 564g/개로 가장 적어 30, 40엽/과
보다 유의하게 적어졌으며, 30엽과 40엽처리의 평균과중은 각각 637g, 662g으로 과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수출에 적합한 600g이하의 과실 생산에는 20엽/과처리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 수확기 과실의 당도는 엽과비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나 처리간 유의차는 없었고, 경도는 
40엽/과처리에서 1.9kg/φ5mm로 현저히 떨어졌으며 산함량, 과피착색도 등은 큰 차이가 없었다.

  라. 과실중량에 따른 등급별 분포비율은 401~600g범위의 과실 생산비율은 20엽에서 57.8%로 가장 많
았고 30엽, 40엽처리에서는 각각 45.6, 41.1%로 20엽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과실의 중량 등급별 당도는 수출에 적합한 400~600g범위에서는 전처리 모두 12°Bx이상으로 수출 
규격인 11°Bx를 초과하였으며, 중량등급 400g이하에서는 20엽 처리에서 10.9°Bx, 30엽처리에서 
10.4°Bx로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400g 이하의 신고배는 수출에 적합하지 않으며 
400g~600g범위의 과실생산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엽과비를 20엽/과로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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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mprove the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high-density dwarf apple orchard and to development orchard management technics for high 
quality apple fruit production of the North Kyounggi area in 2009. 
The 20 apple orchard were surveyed for current cultivation situation. Apple orchard scale 
was mostly 2.0ha＜, planted period was less 10 year, main cultivar was 3~6 species and  
dominantly rootstock was M.9.
  As the cultivartion year of high-density dwarf apple orchard increased, many probleme 
has been encountered in orchart management such as growth of tree, fertilization and soil 
management, prunning etc. We think that we had to conducted more detailed developments 
and instructions for progress of high-density dwarf apple orchard in the North Kyounggi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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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우리나라에서의 사과재배는 1970년대 이후 실생에 M.26, MM.106, Mark 등과 같은 왜성대목을 접
목하고 다시 대목 부분에 품종을 접목하는 이중접목묘를 이용한 재배기술이 보급되었으나 밀식재배의 
기본이 되는 묘목의 균일도 및 수세에 차이가 많아 밀식재배의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없었던 바 ‘95년 
이후 M.9 대목을 이용한 저수고 밀식재배기술의 개발로 밀식재배의 과원구조가 급속히 전환하고 있는 
추세이다(신 등.2004). M.9밀식재배는 기존의 반밀식재배에 비해 노력절감, 조기 수량성 확보 및 높
은 생산성 등의 장점을 있어 점차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과원관리의 구성요소인 재배, 병해충, 기상, 토양 등을 종합한 과수원종
합관리체계(Integrated orchard manegement)를 도입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과원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M.9 밀식과원에 대하여 과실의 생산성과 밀
접히 관련된 대목, 재식밀도, 수형, 시비기술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보가 부족한 실정으로 
M.26대목에 준하여 지도되고 있는 실정이다(이 등. 2002, 신 등. 2004, 이 등. 2008). 
  현재, 포천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은 M.9 왜성 밀식재배 과원의 신규조성
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기후 및 토양조건에 적합한 대목과 품종, 그에 따른 수형과 재식
밀도, 토양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세밀한 검토없이 재배기술이 미흡한 농가들에 의해 과원이 운영
되면서 과원 조성후 년차가 진행됨에 따라 사과원 운영의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농가가 증가하는 실정
이다(이 등. 2002).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포천지역 왜성 밀식재배과원의 운영실태 및 관리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통하
여 경기 북부지역에 맞는 과수원 종합관리기술을 개발하고자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009년 포천지역의 신품종 왜성 밀식과원 8농가와 기존 반밀식 사과재배 농가 2농가등 총 10농가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농가방문 조사를 기본으로 하였고 대상농가의 토양관리 실태를 조
사하기 위하여 토양화학성을 분석하였으며 농가별 생육상황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체 생육상황 및 주
요 재배품종인 홍로와 후지품종의 수확기 과실 특성을 조사하였다.
  농가 방문조사에서는 재배면적 및 수형, 수령 등의 재식현황과 작황을 조사하였고, 토양화학성은 
pH, EC, O.M., Av.P2O5, Exch. K, Ca, Mg성분을 농가별로 3반복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 및 식
물체 분석법(농촌진흥청 2000.)에 의거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7월 하순~8월 초에 농가별로 신초장과 
수고, 엽면적지수를 측정하였으며, 수확기과실의 과중, 당도, 경도, 정형과율을 농업과학기술 연구조
사분석 기준에 의거(농촌진흥청, 2003)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009년 포천지역 사과 재배농가 10호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및 재식현황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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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다. 10농가중 0.5ha이하와 0.5~1.0ha를 경영하는 농가는 각각 4농가씩 8농가, 1.0~2.0ha, 
2.0ha이상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각각 1농가씩으로 대부분 1.0ha이하의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관리 수형은 주로 세장방추형과 하수형으로 주간형으로 재배하고 있었으며 수령은 5년생이하 4농가, 
5~10년 4농가, 10년이상 2농가였고, M.26대목을 이용하여 재식한 농가는 2농가, M.9대목을 이용한 
농가는 8농가로 과수원을 개원한지 10년 이상된 농가는 M.26대목을 사용하고 있었고, 개원한지 10년
이하의 농가는 M.9대목을 이용한 왜성 밀식과원이었다. 주요 재배 품종은 후지 또는 기꾸 등 착색계 
후지와 홍로였고, 농가에 따라 3종~6종을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조사농가의 재배면적 및 재식현황
조사농가 면적 수형 수령 대목 품종

10농가
 0.5ha이하
 0.5~1.0ha
 1.0~2.0ha
 2.0ha이상

4
4
1
1

세장방추형

하 수 형 

6

4

 5년생이하
 5~10년
 10년이상

4
4
2

M9

M26

8

2

3종
4종
5종
6종

1
4
4
1

※ 주요품종 : 후지(기꾸), 홍로, 

  조사농가의 토양화학성 분석결과는 표 2에서 나타내었는데 토양의 pH는 농가별로는 5.6~7.3의 범
위로 적정 기준치 6.0~6.5 범위의 농가는 1농가로 대분분의 농가가 다소 높은 경향이었고, 유기물
(O.M.)함량은 1.09~3.28%로 나타나 4농가를 제외한 농가는 적정기준 함량인 2.5~3.5%범위를 나타내
었고, 유효인산은 189~993mg/kg, 칼리함량은 0.52~2.11cmol/kg범위로 적정범위보다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유기물 함량이 많은 농가에서 유효인산과 칼리함량이 높은 경향으로 가축분퇴비 위
주의 유기물 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과다한 가축분 퇴비시용으로 과원의 수세 및 
과실 품질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시비 및 유기물 시용에 대한 농가지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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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조사농가별  토양화학성
연번 PH

(1:5)
O.M.
(%)

Av.P205
(ppm)

Ex-Cations(cmol/kg)
K Ca Mg

1 6.7 3.28 993 1.91 6.25 2.70 
2 6.6 2.47 405 0.66 5.88 1.09 
3 6.9 2.10 653 1.00 7.76 1.69 
4 5.6 1.09 189 0.26 4.73 1.18 
5 6.1 2.80 438 0.53 4.99 1.34 
6 6.7 1.65 387 0.55 5.32 1.79 
7 6.8 2.21 382 0.52 5.48 1.61 
8 6.9 1.76 192 1.70 6.93 3.12 
9 6.8 2.41 810 1.07 5.97 2.12 
10 7.3 2.32 425 2.11 3.45 0.51 

평 균 6.6 2.21 487 1.03 5.68 1.72
적정범위 6.0~6.5 2.5~3.5 200~300 0.3~0.6 5.0~6.0 1.5~2.0

  우리나라 사과의 주요 재배품종인 홍로와 후지 품종에 대하여 수확기 과실특성을 조사하여 수형별
로 분류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홍로 품종의 신초장 및 수고, 엽면적 지수 등은 세장방추형 농가에서
는 각각 29.1cm, 3.8m, 28.8㎠/매로 하수형 농가보다 높은 경향이었고, 후지품종은 신초장, 수고, 엽
면적지수 모두 수형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확기 과실의 특성은 홍로품종과 후지 품종 
모두 세장방추형에서 과중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경도는 홍로 품종의 경우 하수형보다 세장방
추형에서 0.3kg/Φ5mm 정도 낮아지는 경향이었으나 후지품종은 수형별 큰 차이가 없었다. 
 사과나무는 토양내 질소시용량이 증가할수록 초기에는 과중, 수량, 꽃눈수 및 새가지의 신장이 증가
하지만, 과다할 경우 세력이 너무 왕성하여짐에 따라 신초의 다발생 등 과번무로 인하여 과실의 착색
이 불량해지고 고두병 등 생리장해가 발생하기도 하는 데(임열재. 2005), 본 시험 결과에서 후지품종
에서는 수형별 차이가 없는 반면홍로 품종은 신초장과 수고가 높은 세장방추형 농가에서 과실의 경도
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기물의 과다투입에 의한 영향(송 등. 2009)으로 판단된다.

표 3. 품종별 생육상황 및 과실특성
품종 수형 신초장

(cm)
수고
(m)

엽면적지수
(cm2/매)

과중
(g/개)

당도
(°Bx)

경도
(kg/Φ5mm)

정형과율
(%)

홍로
세 장
방추형 29.1 3.8 38.8 299 15.1 3.8 73.4
하수형 26.8 3.2 35.7 285 15.1 4.1 66.6

후지
세 장
방추형 33.2 2.9 28.6 319 15.5 3.5 83.4
하수형 34.0 2.8 27.9 293 15.3 3.4 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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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농가의 재배현황 및 생산성, 판매형태 조사 결과를 표 4와 같이 나타내었다. 단위면적당 수량은 
재배수령별, 농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같은 7년생 과원임에도 세장방추형 농가에서는 
5,143kg/10a를 생산하였고, 하수형 농가에서는 7,500kg/10으로 경기지역 사과 표준수량인 1,659kg/10a
를 휠씬 웃도는 수준으로 이것은 밀식재배 과원에서의 중소과 위주의 생산방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과실의 생산량은 수형이나 수형에 따른 경향을 보이고 있지 않았는데 이는 농가의 재배수준에 따라 수
령별 수세 및 착과량 등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수량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므로 좀
더 세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농가별 생산성 및 판매현황

수형 재배면적 수령
(년)

수량
(kg/10a)

판매방식
직 판 위 탁

세 장
방추형

5,700 14 7,263 80 20
6,000 9 8,333 100 0
5,600 7 5,143 80 20
3,300 5 2,273 20 80
21,000 4  800 - -
4,500 6 6,667 80 20

평균 7,683 7.5 5,079 72 28

하수형

4,000 5 5,300 70 30
2,000 7 7,500 70 30
5,000 4 1,275 80 20
14,000 13 1,929 80 20

평균 6,250 7.2 4,001 75 25
  농가별 판매방식은 수형에 관계없이 직판의 비율이 70%이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대과는 위탁판매형태로 출하하고 중소형과는 직판하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경기지역 사과의 인식 하
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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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신규 조성과원의 문제점 및 개선책
구분 문제점 개선책

지리적 측면
1. 동해로 인한 고사증상
2. 개화기 저온 및 늦서리피해 
3. 부적지 식재로 인한 작황불안정
4. 높은 경사도로 인한 토양침식 

- 적지식재 유도
- 동해 및 토양적응성이 높은
  대목 도입 
- 기상변화 적응형 품종육성

과원기반조성
1. 대목의 선택 및 재식거리 부적합
2. 품종선택 및 구성비율 부적절

- 대목의 노출 정도 조절 및  
   간벌, 축벌 등
- 적품종선발 및 품종안배

경종적 측면
1. 수령 증가에 따른 밀식장해 발생
2. 수고 등 수세조절 기술 미흡
3. 유목기 적정착과량 조절 기술미흡
4. 시비량 등 토양관리기술

- 간벌 및 축벌시 전정법 교육
- 환상박피 및 수고제한으로 
   수세조절
- 과다착과지양으로 수세유지
- 수령별 추천시비량 자료 제공 

유통 및 판매
1. 생산지 직판에 따른 품질 하락
2.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

- 유통체계개선, 재배기술교육
- 출하기 조절, 고품질 재배에
  의한 가격안정 도모

  신규 왜성 밀식과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표 5), 지리적 측면에서는 부적지 과원조성
으로 인한 동해, 늦서리피해, 경사에 의한 토양침식 등의 문제점이 있었고, 기후 및 토양조건을 고려
하지 않은 대목 선택 및 대목의 노출 부적절, 적합품종 및 품종별 구성비율의 부적절 등 과원기반조성
시의 정보 및 기술부재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경종적 측면에서는 수령이 증가함에 따른 밀식장해 및 
수고 조절 기술, 결과지 전정 및 착과량 조절 기술 미흡 등이 나타났으며, 유통 및 판매 부분에서는 
산지 직판에 따른 비규격과의 유통 및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나, 포천 지역을 중심으로 사과의 신 주산지 육성을 위한 재배면적 확대 보급함에 있어,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지도 및 경기북부 지역에 맞는 연구개발
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4. 적  요
  경기지역에 적합한 고품질 사과 생산을 위한 종합관리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2009년 포천지역의 
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및 재식현황, 토양 및 과실 특성에 대하여 조사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가. 포천시 사과 왜성밀식과원 10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과수원 수형은 세장방추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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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형 4농가이며 재배품종은 4~5종이나 주요 품종은 후지와 홍로였으며 재배
      경력은 5년 이하 4농가, 5~10년차 4농가로 사과 재배경력이 적고 아직까지 성목에 
      이르지 못한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조사농가의 토양 pH는 대부분의 농가가 적정 범위보다 높은 경향이었고, O.M.함량은         

1농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정 범위에 속하는 경향이었으며 일부농가의 Av.P2O5과 
      K2O함량이 축적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합리적인 토양관리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홍로품종의 신초장 및 수고, 엽면적지수 등은 세장방추형 농가가 하수형 농가보다
      높은 경향이었고, 후지 품종은 신초장, 수고, 엽면적지수 모두 수형간 차이는 없었다.
  라. 수확기 과실의 과중은 홍로와 후지품종 모두 세장방추형 과원에서 높은 경향이었
      으나 수량은 수형이나 수령에 따른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농가별로 착과량에 
      의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 신규 왜성밀식 과원은 부적지 재식으로 인한 기상 재해가 빈번하였고, 왜성밀식과원
      관리기술의 미숙으로 인한 경종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규과원 조성농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배기술 지도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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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비자 신수요 창출 신품종 육성 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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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용어  과수 신품종 육성, 우량계통, 사과, 배, 핵과류
 

ABSTRACT
  To development new cultivars which were fashionable, colorful, convenient to eat,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Hybridization and collection of pear, apple and stone fruit such 
as peach, plum, cherry was conducted from 2007 to 2009 in Gyounggi-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The number of crossed strains of pear were 113 in 2007, 18 in 2008, and the number of 
cross combinations were 25, so we gained 866 seeds in 2009. Also, The number of crossed 
strains of apple were 125 strain in 2008 and crossed  combinations were 35, and we gained 
866 seeds in 2009. The stone fruits were collected as follows peach 11 species, plum 10, 
cherry 11, plumcoat 3 from National Institud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Key words : Hybridization of fruit,  new cultivar, pear, apple, stone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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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현대 과수의 육종목표는 과거의 품질, 내병성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소비
자의 기호도는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어 그에 부응하는 다양한 종류의 과실과 품질기준의 변화에 따른 
품종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다(최철. 2008)
  다양한 아열대 과일과 미니과실, 유색과육 과실 등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듯이 과수 
육종가들은 이전의 어느때보다도 빠른 과실 소비패턴의 변화를 인식하고 재배가를 위한 생산적인 측
면 뿐만 소비자를 위한 색다른 품종을 육성하고자  해외 신품종 및 유전자원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육종에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육종기법을 도입하여 육종년한이 장시간 소요되는 과수 육종의 한계
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배농가들에게도 있어 기존의 과수재배의 주된 관심은 대과생산이었으
나 소비자는 더 이상 한 번에 먹기 힘든 큰 과실을 선호하지 않으며, 좀더 기능성이 높고 좀더 편리한 
과실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어, 명절 등 특수 소비를 위한 대과는 부분적으로만 생산하고 그 
외는 수량성을 고려한 재배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변화하는 소비자와 재배가의 기호에 부
응하기 위해서는 재배기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품종적 측면에서도 다양한 육종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과수의 교배육종은 다른 농작물과는 달리 재배, 생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육종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막대하게 소요되나 소비자 기호의 다변화 및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과수 신수요 창
출을 위한 신품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본 과제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시험1〉새로운 배 품종 육성

  경기도농업기술원 과수시험연구포장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원예연구소 배시험장을 통하여 수
집한 42종의 품종 중 과피가 적색인 품종, 과실의 크기가 적은 품종,과형이 원형이 아닌 품종, 향기가 
많은 품종 등을 고접한 후 교배모본으로 하여 교배육성을 실시하였으며 교배하여 획득한 종자는 파종
한 후 생육시켜 2007년과 2008년에 얻은 교배실생에 대한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2009년에는 원예
연구소 과수과로부터 20 품종을 분양받아 접목한 후 본원 시험포장에서 생육시켰다.
〈시험2〉새로운 사과 품종 육성

 2007년 수집한 11종의 꽃사과 품종에 생육 및 과실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기존에 수집하여 보유중이
던 재배품종을 이용하여 2008년과 2009년 교배육종을 실시하였고, 획득한 교배 실생에 대한 생육조
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과육이 적색인 품종 등 해외에서 최근에 육성하여 재배하고 있는 육성품종 20
종을 2009년에 추가로 원예특작과학원으로부터 분양받아 접목한 후 본원 시험포장에서 생육시켰다.
〈시험3〉핵과류 유전자원 수집

  핵과류는 2009년부터 수집하기 시작하였는데, 복숭아 11종, 자두 10종, 양앵두 10종, 자두와 살구의 
종간잡종인 플럼코트 3종을 수집하여 접목한 후 생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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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시험1〉새로운 배 품종 육성

  새로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배 신품종 육성을 위하여 수집한 유전자원의 생육 및 과실특성은 표 1
과 같다. Packham's Triumph등 서양배 8종, 금세기등 중국배 12종, 신수 일본배 1종 등 11종에 대한 
생육 및 과실특성을 조사하였다. 2007년에 교배하여 얻은 실생묘인 113계통에 대한 생육상황은 표 2
와 같다. 수고는 30~407cm, 경경은 4.8~87.0mm, 측지수는 0~29개의 범위로 계통에 따른 생육차이
가 크게 나타났고, 과실의 색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는 엽색으로 구분하였을때 녹색을 띠는 것은 
106계통이었고, 적색을 띠고 있는 것은 7계통이었다.

표 1. 수집 유전자원의 생육 및 과실특성
품  종  명 발아기

(월.일)
개화기
(월.일)

만개기
(월.일)

숙기
(월.일)

과중
(g/ro) 과형 과피색 당도

서
양
배

Packham's Triumph 4/7 4/17 4/20 9.17 394 종형 선황 11.6
Cascade 4/5 4/13 4/15 10.1 512 종형 황갈 16.3
Frontier 4/5 4/15 4/17 9.18 487 난형 화색 13.2
Bartlett 4/1 4/15 4/17 9.20 498 방추형 녹황 12.4

Beurre Giffard 4/5 4/15 4/17 9.24 307 장원형 황갈 14.2
Dane Hovey 3/31 4/10 4/12 10.21 192 광란형 선황 13.2

Doyenne 4/5 4/15 4/17 10.11 466 원형 백색 14.1
Max Red Bartlett 4/7 4/16 4/19 9.10 283 방추형 녹황 13.1

중
국
배

금세기 4/3 4/15 4/16 8/5 292 원형 선황색 13.1
금화리 4/7 4/15 4/16 8/1 - - - -
녹보석 4/5 4/15 4/16 8/28 287 원형 녹황 9.7

대두황리 3/31 4/14 4/15 8/30 385 편원형 황색 11.2
대보수리 3/31 4/12 4/14 10/10 196 장원형 녹황색 11.1

마노 4/7 4/15 4/17 9/2 217 원형 미황 10.9
보주리 3/26 4/14 4/16 9/20 305 원형 선황 10.6

장녕대황리 4/3 4/15 4/17 8/25 457 광란형 황갈색 11.8
황밀 3/31 4/13 4/14 9/18 424 황갈 선황색 10.6

운홍1호 4/7 4/15 4/17 9/10 256 종형 적색 13.2
평과리 3/31 4/12 4/14 10/0 433 평원형 녹황색 12.8
홍파리 4/5 4/12 4/17 8/22 124 종형 적색 10.6

일본배 신 수 4/7 4/16 4/17 8/20 245 편원형 황갈색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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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2007년 교배계통의 생육상황

년번 계통번호 수고
(cm)

경경
(mm)

측지수
(개/주) 엽색

1 PE06 0101 269 28.1 16 녹색
2 PE06 0102 267 17.5  4 녹색
3 PE06 0103 268 21.2  7 녹색
4 PE06 0104 193 16.5  4 녹색
5 PE06 0105 100 10.9  2 녹색
6 PE06 0106  69 6.7  1 녹색
7 PE06 0107 131 11.9  3 녹색
8 PE06 0108 224 18.9  1 녹색
9 PE06 0109  63 8.0  1 연적색
10 PE06 0110 193 17.1  8 녹색
11 PE06 0111 91 8.1  0 녹색
12 PE06 0112 190 16.7  8 녹색
13 PE06 0113 175 17.8  5 녹색
14 PE06 0114 233 6.9  5 녹색
15 PE06 0115 221 22.8 11 연적색
16 PE06 0116 219 19.0  8 녹색
17 PE06 0117 407 26.0  5 녹색
18 PE06 0118  38 5.9  0 녹색
19 PE06 0119  30 10.9  0 녹색
20 PE06 0120  92 11.4  1 녹색
21 PE06 0121 140 13.8  2 녹색
22 PE06 0122  88 12.4  5 녹색
23 PE06 0123 244 24.9 25 녹색
24 PE06 0124  32 5.6  0 녹색
25 PE06 0125 249 24.0  8 녹색
26 PE06 0126 102 9.9  3 녹색
27 PE06 0127 190 20.6 12 녹색
28 PE06 0128  41 4.8  0 연녹색
29 PE06 0129 283 25.2 13 녹색
30 PE06 0130 289 14.3  3 녹색
31 PE06 0131 167 19.2  3 녹색
32 PE06 0132 222 17.2  5 녹색
33 PE06 0133 238 21.2 23 녹색
34 PE06 0134 368 34.5 23 녹색
35 PE06 0135 155 10.9  0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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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번 계통번호 수고
(cm)

경경
(mm)

측지수
(개/주) 엽색

36 PE06 0136 148 11.1 13 연녹색
37 PE06 0137  50 9.5  0 녹색
38 PE06 0138  95 7.8  0 녹색
39 PE06 0139 114 11.0  6 녹색
40 PE06 0140 205 18.8 13 녹색
41 PE06 0141  92 13.0  2 연적색
42 PE06 0142 174 19.2  5 녹색
43 PE06 0143  58 7.2  0 연녹색
44 PE06 0144  33 6.1  0 연적색
45 PE06 0145 153 13.0  0 녹색
46 PE06 0146 114 11.9  0 녹색
47 PE06 0147  50 9.2  2 녹색
48 PE06 0148 260 27.6 10 녹색
49 PE06 0149 222 17.5  7 녹색
50 PE06 0150 138 12.9  2 녹색
51 PE06 0151  89 9.0  6 연녹색
52 PE06 0152 227 21.0  5 녹색
53 PE06 0153 62 87.0  0 연적색
54 PE06 0201 28 5.8  1 녹색
55 PE06 0202 225 19.2  1 녹색
56 PE06 0203 273 20.4  1 녹색
57 PE06 0204 216 18.3  6 녹색
58 PE06 0205 307 20.8  2 녹색
59 PE06 0206 266 27.6  9 녹색
60 PE06 0207 240 31.6  9 녹색
61 PE06 0208 307 25.0  5 녹색
62 PE06 0209 300 23.4  9 녹색
63 PE06 0210 294 22.6  4 녹색
64 PE06 0211  40 6.7  0 녹색
65 PE06 0212  33 5.5  0 연녹색
66 PE06 0213 238 25.8  7 연녹색
67 PE06 0214 378 31.8 14 녹색
68 PE06 0215 318 22.0  3 녹색
69 PE06 0216 252 16.3  5 녹색
70 PE06 0217 159 16.1  0 녹색
71 PE06 0218  58 9.6  0 녹색
72 PE06 0301 257 24.5  9 녹색
73 PE06 0302 353 17.7  5 녹색
74 PE06 0303 347 22.2 18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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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번 계통번호 수고
(cm)

경경
(mm)

측지수
(개/주) 엽색

75 PE06 0304  89 9.3  0 연적색
76 PE06 0305 312 64.2 10 녹색
77 PE06 0306 121 11.5  3 연녹색
78 PE06 0307 235 19.7 10 녹색
79 PE06 0308 120 10.3  0 녹색
80 PE06 0309 107 10.3  2 연녹색
81 PE06 0310 283 16.2  2 녹색
82 PE06 0311 288 21.2  0 녹색
83 PE06 0312  97 8.6  0 녹색
84 PE06 0313 350 28.8 6 녹색
85 PE06 0314 214 20.2 7 녹색
86 PE06 0315  39 6.4  0 녹색
87 PE06 0316 230 24.1 11 녹색
88 PE06 0317 178 18.4 11 연적색
89 PE06 0318 361 30.7 29 녹색
90 PE06 0319 269 26.0 18 녹색
91 PE06 0320 325 19.4  3 녹색
92 PE06 0321 270 21.7  5 녹색
93 PE06 0322 279 19.3  3 녹색
94 PE06 0323 115 11.1  1 녹색
95 PE06 0324 220 21.7 11 연녹색
96 PE06 0325 187 15.0  5 녹색
97 PE06 0326 353 21.4  1 녹색
98 PE06 0327 304 28.2 13 녹색
99 PE06 0328 117 11.8  2 녹색
100 PE06 0329 188 13.5  3 연녹색
101 PE06 0330  74 9.6  8 연녹색
102 PE06 0331 231 16.9  5 녹색
103 PE06 0332 101 9.1  1 녹색
104 PE06 0333 327 24.6  6 녹색
105 PE06 0334 217 15.5  1 녹색
106 PE06 0335 353 22.3  1 녹색
107 PE06 0336  53 9.4  6 연녹색
108 PE06 0401 303 26.6  9 녹색
109 PE06 0402 203 21.1 15 녹색
110 PE06 0403 172 14.7  7 녹색
111 PE06 0404 112 11.1  2 녹색
112 PE06 0405 233 18.7  7 녹색
113 PE06 0406  95 11.4  5 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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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에 교배하여 얻은 실생계통의 생육상황은 표 3과 같다. 2008년에는 총 18계통으로 매우 적
었는데 이는 발아율이 지극히 불량하여 실생묘를 적게 얻었기 때문이다. 실생묘의 1년차 생육상황은 
수고와 경경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는데, 수고는 8~456cm, 경경은 1.9~14.3mm의 범위로, 수고가 현
저히 낮은 계통은 발아가 늦어져 본포에 정식한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이었다.

표 3. 2008년 교배계통의  생육상황

연번 계통번호 수고
(cm)

경  경
(mm) 연번 계통번호 수고

(cm)
경  경
(mm)

1 PE080101  95  6.9 10 PE080202 155 11.0

2 PE080102  88  6.4 11 PE080203 142 12.2

3 PE080103 145  9.4 12 PE080204 150  9.1

4 PE080104 456  8.6 13 PE080205  76  6.7

5 PE080105 153 10.6 14 PE080301 153 10.5

6 PE080106 180 10.3 15 PE080302 160 13.0

7 PE080107 149 11.3 16 PE080401 166 14.3

8 PE080108  12  1.9 17 PE080402 145 13.6

9 PE080201 153 13.6 18 PE080403   8 13.6

  2009년에는 표 4에서와 같이 마노×운홍1호 등 25조합에 대하여 233화의 교배를 실시하였으나 교
배율을 43.3%로 개화․수정기의 저온 및 강우 등에 의해 교배율이 낮게 나타났고, 866립의 교배실생을 
채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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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009년 교배현황 
연번 교배조합 교배일

(월.일)
교배화수

(화)
수정과수

(개)
교배율
(%)

채종립수
(개)

1  마노 × 운홍1호 4.17 14 6 42.9 26
2  마노 × 홍파리 4.17 13 3 23.1 3
3  마노 × 황밀 4.17 15 1  6.7 1
4  Max Red Batlett × 황밀 4.16 15 7 46.7 10
5  운홍1호 × 남과리 4.13 3 2 66.7 19
6  운홍1호 × Batlett 4.13 5 - - -
7  운홍1호 × 보주리 4.13 5 4 80.0 28
8  운홍1호 × 녹보석 4.13 7 3 42.9 29
9  조생황금 × 운홍1호 4.17 14 6 42.9 22
10  조생황금 × 홍파리 4.17 10 10 100.0 79
11  미니배 × 운홍1호 4.17 13 3 23.1 9
12  미니배 × 홍파리 4.17 12 7 58.3 10
13  홍파리 × 녹보석 4.17 17 7 41.2 43
14  홍파리 × 운홍1호 4.17 13 2 15.4 15
15  홍파리 × 마 노 4.17 14 8 57.1 44
16  홍파리 × 조생황금 4.17 15 11 73.3 58
17  황  금 × 홍파리 4.17 33 16 48.5 10
18  신  고 × 운홍1호 4.14 20 14 70.0 123
19  신  고 × 남과리 4.14 18 - - -
20  신  고 × 보주리 4.14 19 1  5.3 8
21  신  고 × 녹보석 4.14 24 12 50.0 96
22  원   황  × 남과리 4.14 15 8 53.3 41
23  원  황 × 보주리 4.14 18 3 16.7 8
24  원  황 × 운홍1호 4.14 21 17 81.0 121
25  원   황  × 녹보석 4.14 21 10 47.6 63

계 233 151 43.3 866

〈시험2〉새로운 사과 품종 육성
  미니사과 및 과육이 붉은 사과 육성을 위하여 adams 등 꽃사과 10종에 대한 발아기, 개화기 등의 
생육특성과 과중, 과피색, 과육색 등의 과실특성 결과는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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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전자원 특성조사
연번 품종명 발아기(월.일) 개화기(월.일) 만개기(월.일) 과중(g/개) 과피색 과형 과육색

1 Adams 3.31 4.28 4.30 2.5 홍 편원형 홍
2 Alps Ottome 3.30 4.19 4.22 35.1 홍 원형 황백
3 Gorgeous 3.29 4.19 4.22 1.5 암적 원원추 홍
4 Hopa A 3.28 4.21 4.23 8.2 홍 원원추 홍
5 Manchurian 3.26 4.18 4.20 15.2 연홍 원추 미황
6 Prof. Sprenger 3.31 4.21 4.23 3.0 홍 원형 황
7 Sentinel 3.31 4.22 4.25 10.8 홍 타원 황
8 SKK14 4.3 4.20 4.23 3.6 홍 원형 황
9 Yantai Shagou 3.26 4.18 4.20 21.4 주황 타원 홍
10 돌  고 3.31 4.19 4.22 38.4 암적 원추형 황백

  2008년 교배계통은 표 2에서와 같이 125계통으로 수고와 경경을 조사하였는데 수고는 3~153cm, 
경경 1.1~13.9mm의 범위로 배와 마찬가지로 발아가 늦었던 계통은 생육이 극히 불량하였다.

표 2. 2008년 교배계통의 생육상황
연번 계통번호 수 고(cm) 경 경(mm) 연번 계통번호 수 고(cm) 경 경(mm)

1 AP080101  94  9.8 24 AP080124 113  8.3
2 AP080102 107  9.5 25 AP080125 115  9.8
3 AP080103 100  9.3 26 AP080126 115 10.3
4 AP080104  98  7.2 27 AP080127 118  9.5
5 AP080105  90  6.8 28 AP080128 123 13.1
6 AP080106 130 10.2 29 AP080129 135 13.9
7 AP080107 126 10.0 30 AP080130  97 10.9
8 AP080108 116  8.1 31 AP080131 138 11.4
9 AP080109 117  9.0 32 AP080132 131 12.2
10 AP080110 132 12.1 33 AP080133  80 13.8
11 AP080111 103  8.6 34 AP080134 124 13.0
12 AP080112 124  9.3 35 AP080135 108 10.4
13 AP080113 125 10.2 36 AP080136  50  4.3
14 AP080114  87  6.6 37 AP080201 144 12.0
15 AP080115  79  6.8 38 AP080202 127 13.5
16 AP080116 107  8.3 39 AP080203 135 12.3
17 AP080117 115  9.5 40 AP080204 153 10.1
18 AP080118 133 12.0 41 AP080205  95 13.9
19 AP080119 119  8.0 42 AP080206 131 10.1
20 AP080120 100  6.4 43 AP080207 137  9.3
21 AP080121 131 12.4 44 AP080208 120  9.3
22 AP080122 142 11.0 45 AP080209 131 10.2
23 AP080123  85  8.5 46 AP080210 129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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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계통번호 수  고(cm) 경  경(mm) 연번 계통번호 수  고(cm) 경  경(mm)
47 AP080211 134 11.3 87 AP080505  94 7.5
48 AP080212  68 6.3 88 AP080506 67 6.0
49 AP080213  30 4.0 89 AP080601  5 1.2
50 AP080214  29 4.1 90 AP080602 10 1.6
51 AP080215  26 3.7 91 AP080601  3 1.6
52 AP080216   7 1.7 92 AP080602  10 1.4
53 AP080217  12 1.7 93 AP080603  6 1.1
54 AP080218  8 1.2 94 AP080701 37 7.0
55 AP080219   7 1.5 95 AP080702  8 1.6
56 AP080220   6 1.2 96 AP080703  6 1.4
57 AP080301  94 8.3 97 AP080704 10 1.5
58 AP080302  50 4.7 98 AP080705  7 1.3
59 AP080303  58 5.7 99 AP080706 104 1.6
60 AP080304   7 1.6 100 AP080707  4 1.4
61 AP080305  10 1.5 101 AP080708  6 1.1
62 AP080306   8 1.4 102 AP080709 12 1.6
63 AP080307   7 1.5 103 AP080710  7 1.2
64 AP080308   9 2.2 104 AP080711 10 1.3
65 AP080309 4.5 1.2 105 AP080712  5 1.3
66 AP080310 8.2 1.4 106 AP080713  9 1.3
67 AP080311 6.2 1.8 107 AP080801 56 8.0
68 AP080312  9 1.4 108 AP080802 65 7.2
69 AP080313   8 1.7 109 AP080803 5 1.2
70 AP080314   9 1.5 110 AP080804 5 1.1
71 AP080315   6 1.5 111 AP080805 11 1.4
72 AP080316   8 1.2 112 AP080806 9 1.2
73 AP080317   5 1.3 113 AP080901 3 1.0
74 AP080401  26 3.7 114 AP080902 8 1.4
75 AP080402 140 8.6 115 AP080903 9 1.4
76 AP080403  52 6.1 116 AP080904 5 1.4
77 AP080404  30 4.1 117 AP080905 5 1.3
78 AP080405  27 5.0 118 AP080906 8 1.9
79 AP080406   9 1.7 119 AP080907 6 1.4
80 AP080407   4 1.3 120 AP080908 7 1.3
81 AP080408  11 1.4 121 AP080909 5 1.2
82 AP080409    5 1.4 122 AP080910 5 1.5
83 AP080501  85 9.3 123 AP080911 3 1.1
84 AP080502  76 6.3 124 AP080912 9 1.5
85 AP080503  78 7.2 125 AP080913 7 1.4
86 AP080504  72 6.2

  2009년 사과는 표 3에서와 같이 홍로×스프링거 등 35조합, 370화에 대하여 교배를 실시하였다. 
교배율은 59.2%였으며 1,484립의 교배실생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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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009년 교배현황 
연번 교배조합 교배일

(월.일)
교배화수

(화)
수정과(총)수

(개)
교배율
(%)

채종립수
(개)

1 홍로  ×  스프링거 4.23 20 18  90 131
2 홍로  ×  만츄리안 4.23 20 14  70 93
3 홍로  ×  얀타이 4.23 20 13  65 84
4 홍로  ×  알프스오또메 4.23 20 16  80 115
5 홍로  ×  메이폴 4.23 20 14  70 131
6 쓰가루 ×  로부스타 4.23 10 9  90 60
7 쓰가루 × 알프스오또메 4.23 10 8  80 55
8 쓰가루 ×  만츄리안 4.23 10 10 100 64
9 쓰가루 ×  스프링거 4.23 10 9  90 67
10 쓰가루 ×  아 담 스 4.23 10 5  50 36
11 후지  ×  알프스오또메 4.26 10 8  80 42
12 후지  ×  만츄리안 4.26 10 9  90 73
13 후지  ×  스프링거 4.26 10 6  60 38
14 후지  ×  얀 타 이 4.26 10 9  90 73
15 후지  ×  아 담 스 4.26 10 9  90 74
16 홍 옥 × 알프스오또메 4.23 10 3  30 28
17 홍 옥 × 갈 라 4.23 10 9  90 29
18 홍 옥 × 홍 로 4.23 10 6  60 33
19 메이폴 × 홍 로 4.22  5 2  40 9
20 메이폴 × 시나노스위트 4.22  5 4  80 14
21 메이폴 × 갈라 4.22 5 - - -
22 만츄리안 ×  홍 로 4.22 11 2  17 9
23 만츄리안 ×  갈 라 4.22 12 2  17 4
24 만츄리안 ×시나노스위트 4.22 12 2  17 3
25 아 담 스  ×  홍로 4.23 11 9  82 25
26 아 담 스  ×  갈 라 4.23 13 13 100 52
27 아담스  × 시나노스위트 4.23 13 13 100 61
28 고저스 × 홍 로 4.23  4 1  25 13
29 고저스 × 갈라 4.23  4 - - -
30 고저스 × 홍 로 4.23  4 - - -
31 스프링거  × 홍 로 4.24  5 5 100 20
32 스프링거  × 갈 라 4.24  5 2  40 8
33 스프링거×시나노스위트 4.24 10 3  30 24
34 알프스오또메 ×  홍로 4.22 10 2  20 8
35 알프스오또메 ×  갈라 4.22 11 3  30 8

계 370 238 59.2 1,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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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3〉핵과류 유전자원 수집
  2009년 이전 수집하였던 복숭아 37종에 대한 과실특성을 조사하여 표 1에서 나타내었다. 과실은 6
월 25일부터 8월 29까지 수확하여 극조생 또는 극만생 품종은 없었으며, 과중은 산정백도가 39.4g으
로 가장 적었고, 일궁수밀 품종이 308.3으로 가장 컷으며, 당도는 summer ace품종이 8.1°Bx로 가
장 낮았고, 비너스품종이 15.9°Bx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 복숭아 유전자원의 과실특성

연번 품종명 수확기
(월.일)

과중
(g/개) 과피색 과육색 털유무 당도

(°Bx) 산미
1 가납압 7/23 162.9 암적색(줄) 미백색 유 11.7 약2 감조백도 8/4 177.7 적색 백색 유 11.5 약3 대 월 7/17 140.4 암적색 미백색 유  9.2 약4 대구보 8/4 198.3 적색 백색 유 11.8 약5 만백(김해) 7/29 205.8 적색(줄) 백색 유 11.0 무6 만생유도반도 8/4 133.6 적색 암적색 무 12.7 강7 무정조생백봉 7/23 181.6 미색 백색 유 12.9 약8 미 백 8/4 190.0 암적색 백색 유 14.0 약9 미창금도 7/29 196.5 황색 황색 유 12.6 무10 미청백도 7/31 187.3 적색 백색 유 12.9 약11 백미조생 6/25  92.4 적자색(줄) 선홍 유 10.2 무12 백향 8/29 207.2 암적색 백색 유 12.3 무13 비너스 8/29 201.6 녹적색 황색 무 15.9 중14 산정백도 7/23  39.4 암적색 미백색 유 11.2 약15 수봉 9/2 123.1 녹적색 황색 무 13.5 약16 쌍희홍유도 7/17 108.7 녹적색 녹미색 무  9.9 중17 썬골드 8/13 287.0 녹적색 선황색 유 13.0 약18 아까츠끼 7/29 222.1 암적색 유백색 유 12.8 무19 오월도 6/25  47.1 녹적색 백색 유 10.3 약20 월 미 7/29 169.9 홍적색 백색 유 10.9 약21 월 봉 7/6 140.2 녹적색 백색 유 10.6 약22 이쯔미 7/17 125.4 암적색 백색 유 12.1 약23 일궁수밀 8/13 308.3 암적색 홍백색 유 11.0 중24 장택백봉 7/23 207.8 적색 백색 유 12.1 무25 줄대구보 8/13 206.3 암적색 백색 유 12.8 강26 창방조생 7/23 194.8 적색 미백색 유  9.0 약27 챔피온 8/20 257.5 황적색 홍백색 유 13.0 약28 천 도 7/29 203.9 적색 적색 무 12.5 강29 천 홍 7/23 136.7 암적색 황색 유 11.4 강30 천곡백도 7/31 179.7 적색(줄) 미백색 유 13.7 무31 황금도 8/13 235.4 적황색 적황색 유 14.2 중32 후꾸에꾸보 7/17 150.9 암적색 백색 유 10.4 약33 Hardi Red 7/29 204.5 암적색 황색 무 11.6 강34 Prita 7/2  79.1 황적색 황색 무 10.3 약35 Red Heaven 7/31 239.6 적황색 황색 유 12.1 약36 Romamer 7/2 106.6 황적색 황색 무 12.3 중37 Summer Ace 7/17 127.5 적 색 백색 유  8.1 약

 최근에는 황육계 품종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시험에서 수집한 품종중 적색 과피이거나 
과육색이 황색 또는 붉은색을 띠고 있는 품종 중 맛이 우수한 품종으로는 미창금도, 아까츠끼, 황금
도, Red Heaven, Romamer 등으로 조사되어 교배 모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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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핵과류 유전자원 수집현황(2009년)
연번 작물명 학  명 품 종 명
1 복숭아 P. persica (L.) Batsch var. nectarina 노블레드넥타린
2 복숭아 P. persica (L.) Batsch var. nectarina 레드골드
3 복숭아 P. persica (L.) Batsch var. nectarina 드와프넥타린
4 복숭아 P. persica (L.) Batsch var. vulgaris 금(Nishiki)
5 복숭아 P. persica (L.) Batsch var. vulgaris 롤링
6 복숭아 P. persica (L.) Batsch var. vulgaris 드와프피치
7 복숭아 P. persica (L.) Batsch var. vulgaris 황귀비
8 복숭아 P. persica (L.) Batsch var. vulgaris 스위트광황
9 복숭아 P. persica (L.) Batsch var. vulgaris 산리백봉
10 복숭아 P. persica (L.) Batsch var. vulgaris 점보아까쯔끼
11 복숭아 P. persica (L.) Batsch var. vulgaris 어텀글로
12 자두 P. salicina Lindl. 남보석리
13 자두 P. salicina Lindl. 다마스커스
14 자두 P. salicina Lindl. 로얄대석
15 자두 P. salicina × P. cerasifera 메쓰리
16 자두 P. salicina Lindl. 사과리
17 자두 P. domestica L. 스텐리
18 자두 P. insititia L. 자이언트댐슨
19 자두 P. salicina Lindl. 포춘
20 자두 P. salicina Lindl. 홍카야마
21 자두 P. salisina × P. simonii 화이트플럼
22 양앵두 P. avium L. 나폴레옹
23 양앵두 P. avium L. 라핀
24 양앵두 P. avium L. 북광
25 양앵두 P. avium L. 빙
26 양앵두 P. avium L. 석홍금
27 양앵두 P. avium L. 선발좌등금
28 양앵두 P. avium L. 세네카
29 양앵두 P. avium L. 스텔라
30 양앵두 P. avium L. 알포네
31 양앵두 P. avium L. 자이언트킹
32 양앵두 P. avium L. 천향금
33 플럼코트 P. avium × P. domestica 바이오체리
34 플럼코트 P. salicina × P. armeniaca 플럼아프리콧
35 플럼코트 P. salicina × P. armeniaca 레드벨벳

 2009년에는 유전자원 수집현황은 표 2와 같다. 복숭아는 노블레드네타린 등 11종을, 자두는 남보석
리 등 10종을, 양앵두는 나폴레옹 등 11종을, 자두과 살구의 교잡종인 플럼코트는 바이오체리 등 3종
의 핵과류를 수집하여 접목시킨후 생육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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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과실 소비패턴의 변화 및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신품종육성연구를 수행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험1〉새로운 배 품종 육성
  가. 새로운 배 품종육성을 위한 교배모본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집한 Packham's Triumph 등 서

양배 8종, 금세기 등 중국배 12종, 일본배 1종 등 11종에 대한 생육 및 과실특성을 조사하였다. 
  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집된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황금×홍파리 등 총 37조합에 대하여 교

배를 실시하여 1293개의 종실을 채종하였다.
  다. 교배실생으로부터 발아시켜 생육중인 계통은 총 131계통으로, 113계통은 2년차, 18계통은 1년차

에 대한 생육상황을 조사하였으며, 2009년 획득한 교배실생 866립은 저온저장한후 파종하였다.
〈시험2〉새로운 사과 품종 육성
  가. 미니사과 및 과육이 붉은 사과 육성을 위하여 adams 등 꽃사과 10종에 대한 발아기, 개화기 등의 

생육특성과 과중, 과피색, 과육색 등의 과실특성을 조사하였고, 2009년 20종에 대한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접목한 후 생육시켰다.

  나. 2008년과 2009년 알프스오또메×홍로 등 43조합에 대한 교배를 실시하여 1707립의 종실을 채
종하였다.

  다. 2008년 교배실생은 125계통을 발아시켜 정식한 후 1년차 생육조사를 실시하였고, 2009년 교배
실생 1,484립은 파종하였다

〈시험3〉핵과류 유전자원 수집
  가. 2009년 이전에 수집하여 생육중이던 복숭아 37품종에 대한 과실특성을 조사하였는데 수확기는 

6월 25일부터 8월 29까지였으며, 과중은 일궁수밀 품종이 308.3g으로 가장 컷으며, 당도는 비
너스품종이 15.9°Bx로 가장 높았다.

  나. 복숭아 11종, 자두 10종, 양앵두 11종, 플럼코트 3종의 유전자원을 수집하여 접목생육시켰다.

5. 인용문헌
최철. 2008. 한국과수 육종의 미래. 한구과수육종학회지 11호. pp 4-28.
농촌진흥청. 2008.  국내외 과수육종 동향 및 우량무독묘 생산 보급 및 발전방안 심포지엄. pp21-58.
박권우, 이창후. 1999. 최신 원예번식학. pp23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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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e fruit thinning machine for reduction of labor. The 
thinning time with thinning machine was taken 126% of time as compared with 
control(thinning-shear) in apples. Moreover it took 126% of thinning time more as compared 
with control in case of pear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fruit characteristics 
between thinning machine and control. The major problems of thinning machine has three 
problems, 1st, the weight of that machine was too heavy, 2nd, the thinning time took more 
than typical fruit-thinning shear, 3rd, the fruit cluster leaf and cluster base shoot cutted 
when fruit was thinned by that machine.

Key words : Fruit thinning, Thinning machine, labor-shav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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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과수에서 적과작업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으로서 농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로 인하
여 농촌현장에서 적과 노동력을 구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 지고 있다. 적과는 사과에서 년간 전체 노동
력의 21%를 차지하며 10a당 30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농촌진흥청, 2008). 이런 현실속에서 적과를 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특별한 기구들이 개발되어 있지 못하다. 사과
나무에서는 약제적과를 시도하여 왔으나 처리적기가 짧고 기상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실용화 하
기가 어려운 상황이다(곽 등, 2007; Dennis 등 2000). 오래전부터 개별농가 단위로 적과기기들이 개
발되었으나 농가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현재 과수농가에서는 노동력 부족으로 적정 
적과시기를 상실함으로서 과실품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과수원에서 적과
를 손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생력적과기를 개발하여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을 감소시키고 적기에 적과
를 함으로서 상품성을 향상시키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생력적과기의 시작기를 개발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 과수시험포장에서 적과기의 효과를 시험하였다. 
적과 시작기는 배터리 수납부, 구동축, 감속기의 회전축을 포함하는 고정부, 동력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시간 충전하여 4~5시간동안 연속하여 쓸 수 있도록 제작 하였다. 적과요령은 한 개의 과총에
서 남기고자 하는 과실 한 개만을 홈통에 넣어 회전시키면 나머지 필요없는 과실들이 잘려 나가도록 
하였다. 사과에서는 1차 적과를 만개 13일 후, 2차 적과는 만개 25일 후에 실시하였고, 배에서는 1차 
적과를 만개 23일 후에, 2차 적과는 만개 35일 후에 실시하였다. 처리는 각 구당 1주씩 3반복으로 실
시 하였다. 적과효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적과시간, 기계적과시 발생할 수 있는 과피의 상처 유무 및 
정도, 과실특성을 조사 하였다. 
  과실 특성조사를 위하여 수확기의 과실을 반복별로 20과씩 선별하여 과중, 종경, 횡경, 당도, 경도, 
산함량, 착색정도를 조사하였다. 당도는 굴절당도계(ATAGO-PR-I형)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총산함
량은 10ml의 과즙을 취하여 0.1N NaOH로 적정하여 Malic acid로 환산하였다. 

개발 적과 시작기 적과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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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개발한 적과기의 무게는 364g 으로 일반 적과 가위 무게인 113g 보다 251g 무거워 장시간 사용시
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개발한 적과 시작기로 적과시 일반 가위로 적과시보다 1, 2차 
모두 적과시간이 오래 걸렸으며, 평균 26% 많게 소요 되었다(표 1). 배에서도 역시 개발한 적과 시작
기의 적과노력이 26% 많게 소요 되었다(표 2). 이러한 원인은 첫째, 남기고자 하는 과실을 적과기 안
의 홈통으로 상처없이 넣는 과정이 어렵고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다. 둘째는 적과기가 돌아가면서 과
실과 같이 올라오는 과총엽을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과총엽이 잘려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 되었으며, 사과에서는 과대지가 같이 잘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적과효율을 높이
기 위해서는 적과기의 무게를 줄이고 적과시 과총엽과 과대지가 잘려지지 않도록 기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1. 사과 적과시간 (품종 : 후지)

처   리
적과시간(초/100과총) 백분율

(%)1차 처리♩ 2차 처리♪ 평 균
개발 적과 시작기 1,029 1,216 1,123 126
일반 적과 가위  955  827   891 100

♩ 1차 처리-만개 13일 후, ♪ 2차 처리-만개 25일 후

표2. 배 적과시간 (품종 : 황금배)

처   리
적과시간(초/100과총) 백분율

(%)1차 처리♩ 2차 처리♪ 평 균
개발 적과 시작기 1,769 1,256 1,523 126
일반 적과 가위 1,253 1,169 1,211 100

♩ 1차 처리-만개 23일 후, ♪ 2차 처리-만개 35일 후

  개발된 적과기로 적과 후 과실 성숙기에 과실을 수확하여 특성조사를 한 결과 과피에 상처는 없었
으며, 일반 적과가위로 적과 한 처리와 과실특성 차이는 없었다(표3~6). 따라서 적과기의 주요 개선
점으로는 충전을 위하여 기계에 들어가는 밧데리 등의 무게를 줄여서 적과기 무게를 좀 더 가볍게 할 
필요가 있으며, 적과시 과총엽과 과대지가 잘려지지 않도록 구조를 개선하고, 적과시간을 단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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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과실특성
 ○ 사과(1차처리-만개 13일후, 후지)

처  리 과 중
(g/과)

당 도
(°Bx)

경 도
(kg/φ8mm)

산함량
(%)

적색도
(a)

안토시아닌
(㎍/㎠)

과피상흔
(0-5)

개발적과시작기  323a♪ 14.2a 3.3a 0.28 21.7 2.25a 0.0
일반 적과가위 305a 14.4a 3.6a 0.33 24.1 5.69a 0.0

♪DMRT(α=0.05) 

 ○ 사과(2차처리-만개 25일후, 후지)
처  리 과중

(g/과)
당 도
(°Bx)

경 도
(kg/φ8mm)

산함량
(%)

적색도
(a)

안토시아닌
(㎍/㎠)

과피상흔
(0-5)

개발적과시작기  298a♪ 14.4a 3.6a 0.33 22.9 5.19a 0.0
일반 적과가위 287a 14.4a 3.4a 0.32 21.8 2.31a 0.0

♪DMRT(α=0.05) 

 ○ 배(1차처리-만개 23일후, 황금배)

처  리 과중
(g/과)

종경
(cm)

횡경
(cm)

당 도
(°Bx)

경 도
(kg/φ8mm)

산함량
(%)

과피상흔
(0-5)

개발적과시작기  457a♪ 8.3 9.5 12.9a 2.5a 0.12 0.0
일반 적과가위 460a 8.6 9.9 13.1a 2.4a 0.11 0.0

♪DMRT(α=0.05) 

 ○ 배(2차처리-만개 35일후, 황금배)
처  리 과중

(g/과)
종경
(cm)

횡경
(cm)

당 도
(°Bx)

경 도
(kg/φ8mm)

산함량
(%)

과피상흔
(0-5)

개발적과 시작기  470a♪ 8.7 9.9 14.6a 2.5a 0.12 0.0
일반 적과 가위 473a 8.7 9.9 13.4a 2.6a 0.12 0.0

♪DMRT(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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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요
  적과노동력을 절감하고자 생력적과기를 개발하여 직접 과수 적과시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사과 적과시 적과시간은 개발된 적과시작기가 1,123초/100과총 으로 일반 적과가위의 적과시간인 

891초/100과총 보다 26% 정도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다.  
 나. 배 적과시 적과시간은 개발된 적과시작기가 1,523초/100과총 으로 일반 적과가위의 적과시간인 

1,211초/100과총 보다 26% 정도 시간이 많이 소요 되었다  
 다. 개발적과기로 적과시 과피의 상흔은 없었으며, 과실품질은 일반 적과 가위와 차이가 없었다.
 라. 개발된 적과시작기의 주요 문제점은 적과시간이 기존의 적과 가위보다 많이 걸리며, 무게가 무겁고, 

과대지와 과총엽이 잘려 나가는 문제점이 있어 앞으로 계속 검토가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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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eteorological characteristics on 
fruit properties of Niitaka pear. Icheon and Pyeongtaek were the earliest sprouting 
regions(16th March) and Gapyeong was the last sprouting region(18th March) than the 
others. The full bloom stage in Gapyeong was the last (19th April) than the others. The 
fruit weight of pear was the heavier as the air temperature became higher. The contents of 
soluble solids were higher as the amount of solar radiation became higher. On the contrary, 
the acid contents was higher as the diurnal range was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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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과수의 생육과 과실품질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선은 생장과 발육에 영
향을 주어 발아기, 개화기, 수확기 등 이 빨라지고 있으며 성숙기 고온은 과실의 성숙과 착색을 불량
하게 한다(임 등, 1990; Jang et al., 2002). 또한 과수의 생장환경을 변화시켜 각과종별 주산지 이동
과 재배치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2100년까지 약 6℃ 상승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사과는 현재보다 2℃만 올라가도 현재의 사과 주산지의 일부는 폐원의 위
기에 몰리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배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재배되고 있는 과종으로 배 재배기간중 기
상특성이 지역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기상특성의 차이는 배의 생육, 과실비대, 과실특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배의 기상반응
을 분석하고, 기후변화 대응 영향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시험을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2009년도에 안성, 평택, 남양주, 가평, 이천, 양평 등 6지역에서 1농가씩 선정하여 신고 
품종으로 조사하였다. 기상조건 이외의 재배적인 요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비슷한 재배수준의 농가를 
선정하여 단위면적당 착과량을 조절하였고 봉지는 똑같은 수출용 착색노루지를 사용하였다. 각 농가별
로 기상관측기를 설치하여 배 과수원의 기온, 일사량, 강우량 등을 조사하였다. 생육상황으로는 발아
기, 만개기, 신초장, 엽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과실특성으로는 과중, 과형지수, 당도, 경도, 산함량, 정
형과율을 조사하였다. 당도는 굴절당도계(ATAGO-PR-I형)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총 산함량은 10ml
의 과즙을 취하여 0.1N NaOH로 적정하여 Malic acid로 환산하였다. 기상요인이 과실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배의 생육단계를 3시기로 나누어 기상과 과실특성간에 관계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배 품종은 신고로 하였으며 조사지역의 농가는 표고가 39m에서 146m까지 선정하였는데 나무의 수
세 등을 고려하여 조사수를 선정하였다(표 1). 

표 1. 조사지역의 농가 현황
지 역 표 고 위 도 경 도 지 형 품 종
안성  39 127.11.38 37.00.59 평지 신고
평택  52 127.03.51 36.56.31 경사지 〃
이천 101 127.35.43 37.06.35 평지 〃

남양주  87 127.14.55 37.06.11 경사지 〃
가평 146 127.20.34 37.48.09 평지 〃
양평  83 127.35.59 37.28.47 평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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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의 생육기간중 평균기온은 평택이 18.9℃로 가장 높았고 가평이 17.3℃로 가장 낮아서 1.6℃의 차
이가 있었다. 지역간 온도차가 가장 큰 달은 10월로서 3.3℃의 차이를 보였다(표 2). 

표 2. 월별 평균기온 분포(2009년)                                                    ( 단위: ℃)
지 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평균
가평  9.7 16.3 20.1 22.7 23.2 17.9 10.9 17.3

남양주 10.7 16.9 20.3 22.4 23.3 19.0 13.1 18.0
안성 10.3 16.5 20.9 23.2 24.0 19.4 12.9 18.2
이천 10.8 16.9 21.1 23.0 23.6 18.3 11.4 17.9
평택 11.1 17.5 21.6 23.4 24.3 20.0 14.2 18.9
양평 10.7 17.0 21.0 23.2 23.8 18.9 12.0 18.1
평균 10.6 16.9 20.8 23.0 23.7 18.9 12.4 18.1
범위  1.4  1.2  1.5  1.0  1.1  2.1  3.3  1.6

  2009년 생육기간동안의 월별 최고기온 평균은 안성이 25.7℃ 로 가장 높았고 남양주가 24.3℃ 로 
가장 낮아서 1.4℃의 차이가 있었고, 평년보다는 평균적으로 0.5℃ 상승하였다(표 3). 

표 3. 월별 최고기온 분포                                                             (단위: ℃)
구분 지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평균

‘09년

가평 18.7 25.3 27.3 28.9 30.2 26.5 21.2 25.4
남양주 18.0 24.2 26.2 27.6 28.9 25.3 20.2 24.3
안성 19.0 24.8 28.0 29.0 30.1 26.8 22.1 25.7
이천 18.7 24.7 27.6 28.4 29.6 25.9 20.9 25.1
평택 18.3 24.1 27.6 28.6 29.7 26.5 22.6 25.3
양평 19.3 25.2 27.6 28.8 30.0 26.4 20.9 25.5
평균 18.7 24.7 27.4 28.6 29.8 26.2 21.3 25.2
범위  1.3  1.2  1.8  1.4  1.3  1.5  2.4  1.4

평년
(1971~
2000)

가평 18.1 23.0 26.9 28.7 29.3 25.1 19.2 24.3
남양주 18.4 23.4 27.3 29.3 29.9 25.8 19.8 24.8
안성 18.0 23.0 26.9 29.1 29.8 25.6 19.8 24.6
이천 18.5 23.3 27.1 29.2 29.7 25.4 19.6 24.7
평택 18.2 23.2 27.1 29.3 30.0 26.0 20.1 24.8
평균 18.2 23.2 27.1 29.1 29.7 25.6 19.7 24.7
범위  0.5  0.4  0.4  0.6  0.7  0.9  0.9  0.5

  2009년 생육기간동안의 월별 최저기온 평균은 평택이 13.4℃ 로 가장 높았고 가평이 10.6℃ 로 가
장 낮아서 2.8℃의 차이가 있었고, 평년보다 평균적으로 1.0℃ 내려갔다(표 4). 따라서 최고기온은 평
년보다 0.5℃ 올라간 반면 최저기온은 오히려 1.0℃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었다(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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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월별 최저기온 분포                                                             (단위: ℃)
구분 지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평균

‘09년

가평 1.1 7.9 13.9 18.2 18.0 11.6 3.8 10.6
남양주 4.2 10.5 15.3 18.7 19.1 14.5 7.8 12.9
안성 2.0 8.3 13.8 18.4 19.1 13.7 6.0 11.6
이천 3.3 9.6 14.8 18.4 18.6 12.4 4.0 11.6
평택 4.7 11.2 16.1 19.3 19.9 14.9 7.8 13.4
양평 2.6 9.7 15.3 19.1 19.0 13.5 5.4 12.1
평균 3.0 9.5 14.9 18.7 19.0 13.4 5.8 12.0
범위 3.6 3.3  2.3  1.1  1.9  3.3 4.0  2.8

평년
(1971~
2000)

가평 2.6 8.8 14.9 19.6 19.3 12.8 4.8 11.8
남양주 3.9 9.8 15.8 20.4 20.3 14.0 6.2 12.9
안성 4.8 10.6 16.5 21.0 21.0 14.8 7.0 13.7
이천 4.0 10.0 15.9 20.4 20.3 13.9 5.9 12.9
평택 4.9 10.8 16.6 21.1 21.2 15.0 7.3 13.8
평균 4.0 10.0 15.9 20.5 20.4 14.1 6.2 13.0
범위 2.3  2.0  1.7  1.5  1.9  2.2 2.5  2.0

  2009년도 일교차는 가평이 14.8℃로 가장 컸으며 남양주가 11.5℃로 가장 작아서 3.3℃의 차이가 
있었으며, 평년보다는 일교차가 크게 올라 평균적으로 1.6℃ 상승하였다(표 5). 이는 평년보다 최고기
온은 오르고 최저기온은 내려간데 원인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월별 일교차 분포(2009년)                                                       (단위: ℃)
구분 지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평균

‘09

가평 17.6 17.4 13.4 10.7 12.2 14.9 17.4 14.8
남양주 13.8 13.8 11.0 9.0 9.7 10.8 12.4 11.5
안성 17.0 16.6 14.2 10.6 11.0 13.1 16.1 14.1
이천 15.4 15.1 12.7 10.0 11.0 13.5 16.9 13.5
평택 13.5 12.9 11.5 9.3 9.8 11.6 14.8 11.9
양평 16.7 15.6 12.3 9.7 11.0 12.9 15.5 13.4
평균 15.7 15.2 12.5 9.9 10.8 12.8 15.5 13.2
범위  4.1  4.5  3.2  1.7  2.5  4.1  5.0  3.3

평년
(1971~
2000

가평 15.5 14.3 11.9 9.2 10.0 12.3 14.4 12.5
남양주 14.5 13.6 11.5 8.9 9.6 11.8 13.7 11.9
안성 13.3 12.3 10.4 8.2 8.7 10.8 12.8 10.9
이천 14.5 13.4 11.1 8.8 9.4 11.6 13.6 11.8
평택 13.3 12.4 10.5 8.2 8.8 11.0 12.8 11.0
평균 14.2 13.2 11.1 8.7 9.3 11.5 13.5 11.6
범위  2.2  2.0  1.5  1.0  1.3  1.5  1.6  1.6

전 생육기간 동안의 누적 일사량은 이천이 3,418 MJ/㎡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평이 2,871 MJ/㎡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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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작아서 547 MJ/㎡의 차이가 있었으며, 지역간 일사량 차이가 큰 달은 6월 달로서 111 MJ/㎡ 의 
차이가 나타났다(표 6).  

표 6. 월별 일사량 분포(2009년)                                                   (단위: MJ/㎡)
조사지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가평 461 552 504 449 484 440 365 3,255
남양주 420 524 472 420 459 438 356 3,089
안성 445 522 511 429 462 431 373 3,173
이천 488 577 566 452 500 449 386 3,418
평택 489 569 552 464 483 444 398 3,399
양평 413 472 455 378 401 401 351 2,871
평균 453 536 510 432 465 434 372 3,201
범위  76 105 111  86  99  48  47  547

  연간 강우량은 가평과 남양주가 각각 1,340mm, 1,390mm 로 가장 많았고, 평택이 743mm 로 가장 
적어서 지역간에도 647mm의 차이가 있었다. 지역간 강우량 차이가 가장 큰 달은 7월 달로서 488mm 
정도의 차이가 나타났다(표 7).  

표 7. 월별 강우량 분포(2009년)                                                    (단위: mm )
조사지역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합계

가평 81.8 97.7 156.5 591.0 316.3 29.6 66.7 1,340
남양주 60.4 85.8 116.1 771.8 255.0 47.1 53.8 1,390
안성 41.3 101.5 77.8 417.0 182.8 29.2 62.6  912
이천 30.4 108.3 74.4 393.7 221.5 34.2 42.2  905
평택 21.7 105.7 59.4 284.3 208.0 24.6 38.9  743
양평 41.8 82.0 95.0 534.7 149.6 27.1 41.4  972
평균 46.2 96.8 96.5 498.8 222.2 32.0 50.9 1,044
범위 60.1 26.3 97.1 487.5 166.7 22.5 27.8  647

  2009년도 발아기는 이천과 평택이 3월 16일로 가장 빨랐고 가평이 3월 18일로 가장 늦어 2일간의 
차이가 있었으며, 만개기는 가평이 4월 19일로 가장 늦어 다른 5지역보다 4~5일 늦은 경향이었다(표 8). 
표 8. 생육상황 

조사지역 발아기(월,일) 만개기(월,일)
가평 3.18 4.19

남양주 3.17 4.14
안성 3.17 4.15
이천 3.16 4.14
평택 3.16 4.15
양평 3.17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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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지역의 신초장, 엽면적, 엽건물중이 다른 5지역보다 큰 경향으로 수세가 강한 것 을 알 수 있었
으며, 가평지역의 엽면적과 엽건물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작은 경향이었다(표 9). 

표 9. 신초장 및 엽특성                                                    (조사일 : 7.26~29일)
지 역  신초장

(cm)
엽 장
(cm)

엽 폭
(cm)

엽면적
(㎤/엽)

엽건물중
(g/엽)

가평 65.7 11.5 7.9 121 1.2
남양주 40.4 12.0 8.3 134 1.3
안성 72.7 13.0 8.8 155 1.7
이천 55.1 12.3 8.1 136 1.3
평택 66.7 11.9 7.6 125 1.4
양평 65.5 13.1 8.6 147 1.4

  과중은 평택, 안성이 각각 831g, 811g 으로 가장 컸는데(표 10) 이 두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생육기간 동안의 월평균기온이 각각 18.9℃, 18.2℃로 높았으며, 가평이 622g으로 가장 적었는데 이 
지역은 월평균기온이 17.3℃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월평균기온이 높을 수록 과중이 커지는 것을 이 
결과에서 알 수 있었다. 당도는 이천, 평택이 가장 높았는데 이 두 지역은 일사량이 다른 지역에 비하
여 많았고, 당도가 낮았던 안성과 양평은 일사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당도는 생육기간 
동안의 일사량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산함량은 남양주와 평택이 각각 0.09%, 0.08%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 두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일교차가 각각 11.5℃, 11.9℃로 가장 낮았다. 따라
서 배의 산함량은 일교차가 적을수록 산함량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10. 과실특성

지역 과중
(g/과)

과형지수
(L/D)

당도
(°Bx)

경도
(kg/φ8mm)

산함량
(%)

착색도
 (L)

정형과율
(%)

가평  622d♪ 0.89  11.9ab 2.1  0.06bc 63.2 79.2
남양주 748b 0.90 12.2a 2.0 0.09a 62.7 81.7
안성 811a 0.89 11.1c 1.8 0.05c 62.1 86.7
이천 749b 0.89 12.4a 2.2  0.08ab 63.1 82.5
평택 831a 0.89 12.2a 2.4 0.08a 63.1 79.2
양평 677c 0.91 11.4bc 2.2 0.05c 65.0 75.0

♪DMRT(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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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안성 남양주 이천 양평 파주 가평 

신고배 과실비교

4. 적  요
 지구온난화에 따른 배 과원의 기상조건이 배의 과실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 하고자 시험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가. 발아기는 이천과 평택이 3월 16일로 가장 빨랐고 가평이 3월 18일로 가장 늦었으며, 만개기는 

가평이 4월 19일로 가장 늦어 다른 5지역보다 4~5일 늦었다.
  나. 과중은 생육기간 동안의 평균기온이 높은 평택, 안성이 컸으며, 평균기온이 낮은 가평이 낮은 

경향이었다.
  다. 당도는 생육기간 동안의 일사량이 많은 이천, 평택이 높았으며, 일사량이 적은 안성과 양평은 

낮은 경향이었다.
  라. 산함량은 생육기간 동안의 일교차가 적었던 남양주와 평택이 높은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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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류 신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 화훼
LS01019 ’99~'09 농업기술원

원예연구 이영순

 1) 기호도가 우수한 장미 품종 육성 화훼
LS01019 ’99~'09 농업기술원

원예연구 이영순

 2) 환경적응성 장미 품종 육성 화훼
LS01019 ’06~'09 농업기술원

원예연구 이영순
색인용어  장미, 품종, 육종, 듀센, 퍼플듀, 비스트, 오렌지젬, 퍼플젬

ABSTRACT
  A new rose cultivarsDuchenne,Purple Dew,Beast,Orange Gemand Purple Gem
were developed by rose breeding team of Gyeonggi-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in 2009. Duchennewas crossed in 2005 and seedlings were produced. After the test 
of specific characters from 2006 to 2009, it was finally selected and named. The cultivar 
Duchennewas selected from the progenies of a cross betweenTimelessandNew Miracle. 
It has orange-red color flower. Cut flower productivity was 152.1 stems/m2 in a year. The 
length of cut flower was long with 74.1 cm. It has 10.1 cm in flower diameter and 35 in petal 
numbers per flower. Vase life of the this cultivar could be as long as 11 days.Purple Dew
was crossed in 2006 and seedlings were produced. After the test of specific characters from 
2007 to 2009, it was finally selected and named. The cultivarPurple Dewwas selected from 
the progenies of a cross betweenBoy FriendandGSR10315. It has purple color flower. 
Cut flower productivity was 164.1 stems/m2 in a year. The length of cut flower was long with 
70.0 cm. It has 10.5 cm in flower diameter and 52 in petal numbers per flower. Vase life of the 
this cultivar could be as long as 12 days.Beastwas crossed in 2006 and seedlings were 
produced. After the test of specific characters from 2007 to 2009, it was finally selected and 
named. The cultivarBeastwas selected from the progenies of a cross betweenBoy Friend
andBoeing. It has white color flower. Cut flower productivity was 141 stems/m2 in a year. 
The length of cut flower was long with 88.4 cm. It has 12.5 cm in flower diameter and 63.7 in 
petal numbers per flower. Vase life of the this cultivar could be as long as 11 days.Orange 
Gemwas crossed in 2006 and seedlings were produced. After the test of specific characters 
from 2007 to 2009, it was finally selected and named. The cultivarOrange Gemwas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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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progenies of a cross betweenNanangaandSun City. It has orange color flower 
and spray type. Cut flower productivity was 165 stems/m2 in a year. The length of cut flower 
was long with 64.3 cm.  Vase life of the this cultivar could be as long as 8 days.Purple Gem
was crossed in 2006 and seedlings were produced. After the test of specific characters from 
2007 to 2009, it was finally selected and named. The cultivarPurple Gemwas selected from 
the progenies of a cross betweenBoy FriendandAmethyst. It has purple color flower and 
spray type. Cut flower productivity was 151.6 stems/m2 in a year. The length of cut flower was 
long with 69.0 cm.  Vase life of the this cultivar could be as long as 9.1 days. 

Key words : Rose, Cultivar, Breeding, Duchenne, Purple Dew, Beast, Orange Gem, Purple G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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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세계 3대 절화중 하나인 장미의 국내 재배면적은 578ha, 생산액은 1,262억원으로 전체 화훼 재배면
적의 8.2%, 생산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화훼류 중에서 비중이 큰 작목이다(MIFAFF, 2008). 
장미는 경우 2001년 7월에 품종보호 대상작물로 지정이 되어(Choi, 2002;농촌진흥청, 2005) 국내에서
도 품종 육성자 권리보호가 강화됨에 따라 재배농가는 외국 품종에 대한 로열티로 1주당 1달러 또는 1
유로를 지불해야 하는 실정으로서 로열티 부담으로 인하여 농가 경영의 압박요인이 되고 있다. 2008
년도 농촌진흥청 조사에 의한 장미 로열티 추정지급액은 47억원이다. 국내에서는 1992년부터 장미육
종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대부분 교잡육종에 의하여 150여품종이 육성되었으며 이들 품종
은 국내 재배농가에 전국 재배면적의 13%(75ha)가 보급되어 국내 시장에 20여 품종이 상업화되었고 
스프레이 품종은 일본으로 수출되는 장미품종 중 국내육성 장미품종이 35%를 점유하고 있다. 
장미는 세계적으로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화종으로서 화형과 화색의 기호도의 변화가 빨
라 새로운 품종의 요구도가 높아 재배 농가의 품종 갱신 주기가 5년에서 2~3년으로 짧아지고 있다
(Jeremy, 1996; Beales 등, 1999; Byun 등, 2006; Gi 등, 2006).
 이에 따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재배가 적합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5품종을 2009년도 육성하여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품종으로 선정되었기에 품종의 육성경위와 주
요특성을 보고한다. 

2. 육성품종 
가. 듀센(‘Duchenne’) 
1) 육성경위 

  2004년도에 화색이 크림색이며 대형인 스탠다드 장미Timeless품종을 모본(♀)으로 하고 주황색 
중형 스탠다드 장미New Miracle품종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를 하였다. 2005년에 실생을 양성
하여 화색과 화형이 우수한 72계통을 예비선발 하였으며 2007~2009년에 1, 2, 3차 특성검정과 품평
회 결과 절화특성이 우수한 GR04-13-14계통을 최종 선발하여듀센(Duchenne)로 명명하였다.

년도 2004 2005-2006 2007 2008 2009
세대 인공교배 교잡후대(F1V0) V1 V2 V3

Timeless
×

New Miracle’
 GR04-13-1

        ․
 GR04-13-72

-GR04-13-14 -GR04-13-14 -GR04-13-14
 (경교D1-18)

듀 센
육성계통수 72 1 1 1

비  고 계통양성 및 
예비선발 1차특성검정 2차특성검정

3차특성검정
(농가실증, 
품평회)

그림 1. ‘듀센’ 품종의 육성경과(육성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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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특성
  화색은 살먼핑크색(Orange-Red Group 32D)이고 화형은 스탠다드이며 고심형인 중형 장미이다. 절
화수량 152.1본/m2, 꽃잎수 35매, 절화장 74.1cm, 절화경경 7.0mm, 절화중 41.8g, 절화수명 11일로 
절화품질이 우수하다. 화폭 10.1cm, 화고 5.2cm로서 화고가 길어 화형이 아름다우며 향기가 있고 절
화 균형미가 우수하다. 엽광택이 우수하며 흰가루병에 강하다.

표 1.듀센품종의 고유특성
품 종 명 화 색1) 화 형 꽃의형태 향기2)

듀 센 살먼핑크색
Orange-Red Group 32D  스탠다드 고심형 2.3

노블레스
(대비품종)

살먼핑크색
Red Purple Group 62A  스탠다드 고심형 1

품 종 명 잎의형태 잎색3) 잎의
광택4) 가시

정도5) 흰가루병
발병도6) 응애발생

정도7)

듀 센 타원형
녹색

Green Group
139A

6 3 1 2

노블레스
(대비품종) 타원형

녹색
Green Group

139A
4 4 3 1

 1), 3) RHS colour chart 2) 1(없거나 약함)~3(강함) 4) 1(없거나 약함)~9(매우강함)
 5) 1(없거나 약함)~9(매우강함)  6),7) 0(없음)~9(아주많음)

표 2.듀센품종의 가변특성

품 종 명 꽃잎수
(매)

화폭
(cm)

화고
(cm)

개화소요일수
(일)

절화수명
(일)

듀 센 35 10.1 5.2 52 11.0
노블레스(대비품종) 46 9.5 4.8 5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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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명 절화수
(본/m2/년)

절화장
(cm)

화수장
(cm)

절화경경
(mm)

엽수
(매)

절화중
(g)

듀 센

1차 155.1 72.1 8.5 7.0 11.5 42.1
2차 140.7 73.5 7.9 6.8 12.0 39.9
3차 160.5 76.8 8.2 7.2 12.4 43.5
평균 152.1 74.1 8.2 7.0 12.0 41.8

노블레스
(대비품종)

1차 125.2 68.9 7.2 7.0 14 53.4
2차 120.3 72.1 6.8 6.8 13 50.9
3차 129.1 73.6 7.6 8.2 14 46.1
평균 124.8 71.5 7.2 7.3 14 50.1

표 3.듀센품종의 기호성
품 종 명 화 색 화 형 균형미 기호도

듀 센 4.0 4.7 4.7 4.6
노블레스(대비품종) 4.0 4.0 4.3 4.2

♩ 1 : 매우불량 ~ 5 : 매우좋음  ♪ '09 4. 20. 및 6. 26. 2회 품평회 결과

3) 재배시 유의점
  ‘듀센’ 품종은 절화장 확보와 수량성 향상을 위하여 양액재배가 유리하고 고온기 재배시 30%정도 
차광재배를 하여야 한다. 적정재식밀도(6,000주/10a)를 유지해야 고품질 다수확 생산에 유리하다

4) 적 요
  화색은 살먼핑크색(Orange-Red Group 32D)이고 화형은 스탠다드이며 고심형인 중형 장미이다. 절
화수량 152.1본/m2, 꽃잎수 35매, 절화장 74.1cm, 절화경경 7.0mm, 절화수명 10일이다. 

나. 퍼플듀(‘Purple Dew’)
1) 육성경위

  2006년도에 화색이 보라색이며 화형이 우수한 스탠다드 장미Boy Friend품종을 모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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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적색과 주황색의 복색 스탠다드 장미GSR10315수집종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를 하였다. 
2007년에 실생을 양성하여 화색과 화형이 우수한 67계통을 예비선발 하였으며 2008~2009년에 1, 2, 
3차 특성검정과 품평회 결과 절화특성이 우수한 GR06-R6-12계통을 최종 선발하여‘퍼플듀(Purple 
Dew)로 명명하였다.

년도 2006 2007 2008 2009
세대 인공교배 교잡후대(F1V0) V1 V2

Boy Friend
×

GSR10315’
 GR06-R6-1

        ․
 GR06-R6-67

-GR06-R6-12 -GR06-R6-12
 (경교D1-19)

 퍼플듀
육성계통수 67 1 1

비  고 계통양성 및 예비선발 1차특성검정 2, 3차특성검정
(농가실증, 품평회)

그림 2. ‘퍼플듀품종의 육성경과(육성계통도)

2) 주요특성 
  화색은 진분홍색(Red Purple Group N66C)이고 화형은 스탠다드이며 고심형인 중형 장미이다. 절
화수량 164.1본/m2이며, 꽃잎수 52매, 절화장 70cm, 절화경경 6.3mm, 절화수명 12일이다.  화폭 
10.5cm, 화고 4.0cm이며 개화소요일수가 48일로서 생육속도가 매우 빠르며, 줄기가 곧고 균일하며 
생육이 균일하고 절화수량이 많아 생산성이 우수하다. 절화수확 후 물올림이 좋다.

표 4. ‘퍼플듀’ 품종의 고유특성
품 종 명 화 색1) 화 형 꽃의형태 향기2)

퍼 플 듀 진분홍색
 Red Purple Group N66C  스탠다드 고심형 1

발 렛
(대비품종)

분홍색
Red Purple Group 58D  스탠다드 고심형 1

품 종 명 잎의형태 잎색3) 잎의
광택4) 가시

정도5) 흰가루병
발병도6) 응애발생

정도7)

퍼 플 듀 타원형 녹색Green Group 139A 6 3.5 2 2
발 렛(대비품종) 타원형 녹색Green Group 139A 4 3 3 1

1), 3) RHS colour chart 2) 1(없거나 약함)~3(강함) 4) 1(없거나 약함)~9(매우강함)
5) 1(없거나 약함)~9(매우강함)  6),7) 0(없음)~9(아주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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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퍼플듀’ 품종의 가변특성
품 종 명 꽃잎수(매) 화폭(cm) 화고(cm) 개화소요일수(일) 절화수명(일)
퍼 플 듀 52.0 10.5 4.0 48 12.0

발렛(대비품종) 67.2 9.5 4.8 56 12.0

품 종 명 절화수
(본/m2/년)

절화장
(cm)

화수장
(cm)

절화경경
(mm)

엽수
(매)

절화중
(g)

퍼 플 듀

1차 165.4 68.5 5.5 6.2 10.1 39.5
2차 156.8 69.9 6.0 6.5 9.8 38.4
3차 170.1 71.6 5.8 6.1 10.5 40.1
평균 164.1 70.0 5.8 6.3 10.1 39.3

발 렛
(대비품종)

1차 127.5 75.9 7.5 7.4 12.8 45.8
2차 120.7 69.5 8.2 6.9 12.5 39.7
3차 112.8 70.8 8.3 7.9 13.0 43.6
평균 120.3 72.1 8.0 7.4 12.8 43.0

표 6. ‘퍼플듀’ 품종의 기호성
품 종 명 화 색 화 형 균형미 기호도

퍼 플 듀 4.0 3.9 4.1 4.2

발 렛(대비품종) 3.7 4.0 3.8 4.0
♩ 1 : 매우불량 ~ 5 : 매우좋음 ♪ '98 4. 20. 6.26 및 10. 16. 3회 품평회 결과

3) 재배시 유의점
  ‘퍼플듀’ 품종은 절화장 확보와 수량성 향상을 위하여 양액재배가 유리하고 고온기 재배시 꽃이 작
아질 우려가 있어 30%정도 차광재배를 하여야 한다. 광과 온도 조건에 따라 계절별로 화색발현에 다
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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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화색은 진분홍색(Red Purple Group N66C)이며 화형은 고심형인 중형 장미이다. 절화수량 164.1본
/m2이며, 꽃잎수 52매, 절화장 70cm, 절화경경 6.3mm, 개화소요일수 48일, 절화수명은 12일이다. 

라. 비스트(‘Beast’)
1) 육성경위

  2006년도에 화색이 보라색이며 화형이 우수한 스탠다드 장미Boy Friend품종을 모본(♀)으로 하
고 백색 대형 스탠다드 장미Boeing품종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를 하였다. 2007년에 실생을 양
성하여 화색과 화형이 우수한 132계통을 예비선발 하였으며 2008~2009년에 1, 2, 3차 특성검정과 품
평회 결과 절화특성이 우수한 GR06-R33-126계통을 최종 선발하여비스트(Beast)로 명명하였다.

년도 2006 2007 2008 2009
세대 인공교배 교잡후대(F1V0) V1 V2

Boy Friend
×

Boeing’
GR06-R33-1

        ․
GR06-R33-132

-GR06-R33-126 -GR06-R33-126
 (경교D1-20)

비스트
육성계통수 132 1 1

비  고 계통양성 및 예비선발 1차특성검정 2, 3차특성검정
(농가실증, 품평회)

그림 3. ‘비스트품종의 육성경과(육성계통도)

2) 주요특성
  화색이 백색(White Group 155A)이고 화형은 고심형인 대형 스탠다드 장미이다. 절화수량 141본/m2

이며, 절화장 88.4cm, 꽃잎수 63.7매, 화폭 12.5cm, 화고 5.3cm, 절화장 88.4cm, 절화경경 7.6m로 
절화 줄기가 굵고 곧으며 절화품질이 우수하다. 개화소요일수 53일, 절화수명 11일이다. 절화 줄기가 
곧고 생육이 균일하며 절화 수량이 많은 다수성 품종이다. 수세가 강건하고 절화 수확 후 물올림이 좋다.

표 7. ‘비스트’ 품종의 고유특성
품 종 명 화 색1) 화 형 꽃의형태 향기2)

비스트 백색 White Group 155A  스탠다드 고심형 1
티네케

(대비품종) 백색 White Group 155A  스탠다드 고심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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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명 잎의형태 잎색3) 잎의
광택4) 가시

정도5) 흰가루병
발병도6) 응애발생

정도7)

비스트 타원형
녹색

Green Group
139A

4 3.5 2 1

티네케
(대비품종) 난형

녹색
Green Group

139A
3 3 4 1

1), 3) RHS colour chart 2) 1(없거나 약함)~3(강함) 4) 1(없거나 약함)~9(매우강함)
5) 1(없거나 약함)~9(매우강함)  6),7) 0(없음)~9(아주많음)

표 8. ‘비스트’ 품종의 가변특성
품 종 명 꽃잎수

(매)
화폭
(cm)

화고
(cm)

개화소요일수
(일)

절화수명
(일)

비스트 63.7 12.5 5.3 53 11
티네케(대비품종) 62.7 10.1 4.0 55 10

품 종 명 절화수
(본/m2/년)

절화장
(cm)

화수장
(cm)

절화경경
(mm)

엽수
(매)

절화중
(g)

비스트
1차 140 89.1 8.5 7.5 13.5 55.9
2차 139 88.4 9.0 7.9 12.9 57.6
3차 145 87.6 8.6 7.4 12.7 58.7
평균 141 88.4 8.7 7.6 13.0 57.4

티네케
(대비품종)

1차 136 77.5 12.5 6.8 10.5 55.4
2차 138 74.9 13.0 7.2 11.0 50.1
3차 139 75.1 11.9 6.5 11.2 51.8
평균 138 75.8 12.5 6.8 11.0 52.4

표 9. ‘비스트’ 품종의 기호성
품 종 명 화 색 화 형 균형미 기호도
비스트 4.6 4.8 4.5 4.6

티네케(대비품종) 4.5 4.3 4.5 4.3
♩ 1 : 매우불량 ~ 5 : 매우좋음 ♪ '09 4. 20. 6.26 및 10. 16. 품평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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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배시 유의점
  비스트’ 품종은 적기 채화 및 충분한 물올림이 필요하고 절화장과 수량 확보를 위하여 양액재배가 
유리하고 고온기 재배시 꽃이 작아질 우려가 있어 30%정도 차광재배를 하여야 한다. 적정재식밀도
(6,000주/10a)를 유지해야 고품질 다수확 생산에 유리하다

4) 적 요
  화색은 (White Group 155A)백색이며 화형은 고심형인 댜형 장미이다. 절화수량 141본/m2이며, 꽃
잎수 63.7매, 절화장 88.4cm, 절화경경 7.6mm, 개화소요일수 53일, 절화수명은 11일이다. 

라. 오렌지젬(Orange Gem)
1) 육성경위

  2005년도에 화색이 주황색이며 화형이 우수한 스탠다드 중형 장미Nananga품종을 모본(♀)으로 
하고 노랑색 스프레이 장미Sun City품종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를 하였다. 2006년에 실생을 
양성하여 화색과 화형이 우수한 24계통을 예비선발 하였으며 2007~2009년에 1, 2, 3차 특성검정과 
품평회 결과 절화특성이 우수한 GR05-61-21계통을 최종 선발하여오렌지젬(Orange Gem)로 명명
하였다.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세대 인공교배 교잡후대(F1V0) V1 V2 V3

Nananga
×

Sun City’
 GR05-61-1

        ․
 GR05-61-24

-GR05-61-21 -GR05-61-21 -GR05-61-21
 (경교D1-21)

오렌지젬
육성계통수 24 1 1 1

비  고 계통양성 및 
예비선발 1차특성검정 2차특성검정

3차특성검정
(농가실증, 
품평회)

그림 4. ‘오렌지젬품종의 육성경과(육성계통도)

2) 주요특성
  화색이 주황색(Orange Group N25B)이고 화형은 반고심형인 스프레이 장미이다. 절화수량 165본
/m2이며, 꽃잎수 23.0매, 소화수 4.8개, 절화장 64.3cm, 절화경경 7.5mm, 절화수명 9일이다. 화폭 
4.5cm, 화고 3.6cm로 화형이 우수하고, 개화소요일수는 45일이다. 소화의 개화가 균일하며 2차생장
지 발생이 없어 생력적이다. 엽광택이 있고 흰가루병에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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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오렌지젬’ 품종의 고유특성
품 종 명 화 색1) 화 형 꽃의형태 향기2)

오렌지젬 주황색
  Orange Group N25B  스프레이 반고심형 1

리틀마블
(대비품종)

주홍색
Red Group 43A  스프레이 반고심형 1

품 종 명 잎의형태 잎색3) 잎의
광택4) 가시

정도5) 흰가루병
발병도6) 응애발생

정도7)

오렌지젬 타원형
녹색

Green Group
139A

7 3 1 1

리틀마블
(대비품종) 타원형

녹색
Green Group

137A
5 4 3 2

1), 3) RHS colour chart 2) 1(없거나 약함)~3(강함) 4) 1(없거나 약함)~9(매우강함)
5) 1(없거나 약함)~9(매우강함)  6),7) 0(없음)~9(아주많음)

표 11. ‘오렌지젬품종의 가변특성
품 종 명 꽃잎수

(매)
소화수
(개)

화폭
(cm)

화고
(cm)

개화소요일수
(일)

절화수명
(일)

오렌지젬 23.0 4.8 4.5 3.6 45 8.0
리틀마블(대비품종) 18.2 6.2 3.6 3.1 43 9.0

품 종 명 절화수
(본/m2/년)

절화장
(cm)

절화경경
(mm)

엽수
(매)

2차생장지수
(개)

절화중
(g)

오렌지젬
1차 169 64.5 6.0 7.5 0 35.1
2차 159 65.4 5.9 7.6 0 33.9
3차 167 62.9 6.2 7.4 0 31.9
평균 165 64.3 6.0 7.5 0 33.6

리틀마블
(대비품종)

1차 157 58.4 5.8 7.2 1.5 34.8
2차 162 55.8 5.4 6.8 2.0 32.4
3차 162 60.3 5.6 7.2 1.9 30.5
평균 160 58.2 5.6 7.1 1.8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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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오렌지젬’ 품종의 기호성
품 종 명 화 색 화 형 균형미 기호도
오렌지젬 4.0 4.2 4.5 4.2

리틀마블(대비품종) 4.2 4.1 4.3 4.0
♩ 1 : 매우불량 ~ 5 : 매우좋음 ♪ '09 4. 20. 및 6. 25. 2회 품평회 결과

3) 재배시 유의점
  오렌지젬’ 품종은 절화장과 수량 확보를 위하여 양액재배가 유리하고 고온기 재배시 30%정도 차
광재배를 해야 한다. 꽃잎의 개화가 일시에 진행됨에 따라 바깥 꽃잎의 개화가 진행되는 즉시 바로 수
확해야 한다.

4) 적 요
  화색이 주황색(Orange Group N25B)이고 화형은 반고심형인 스프레이 장미이다. 절화수량 165본
/m2이며, 소화수 4.8개, 절화장 64.3cm, 절화경경 6.0mm, 절화수명 8일이다. 

마. 퍼플젬('Purple Gem')
1) 육성경위

  2006년도에 화색이 보라색이며 화형이 우수한 스탠다드 중형 장미Boy Friend품종을 모본(♀)
으로 하고 진한 분홍색 스프레이 장미Amethyst품종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를 하였다. 200년
에 실생을 양성하여 화색과 화형이 우수한 20계통을 예비선발 하였으며 2008~2009년에 1, 2, 3차 특
성검정과 품평회 결과 절화특성이 우수한 GR06-R39-11계통을 최종 선발하여퍼플젬(Purple Gem)
로 명명하였다.

년도 2006 2007 2008 2009
세대 인공교배 교잡후대(F1V0) V1 V3

Boy Friend
×

Amethyst’
 GR06-R39-1

․
 GR06-R39-20

-GR06-R39-11 -GR06-R39-11
 (경교D1-22)

  퍼플젬
육성계통수 20 1 1

비  고 계통양성 및 예비선발 1차특성검정 2차,3차특성검정
(농가실증, 품평회)

그림 5. ‘오렌지젬품종의 육성경과(육성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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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특성
  화색이 분홍색(Red Purple Group N74C)이고 화형은 고심형인 스프레이 장미이다. 절화수량 151.6
본/m2이며, 꽃잎수 39.2매, 소화수 6.2개, 절화장 69cm, 절화경경 6.1mm, 절화수명 9.1일이다. 화폭 
6cm, 화고 2.2cm, 개화소요일수는 40일이다. 가시가 없어 수송이 유리하며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 
소화수가 많고 생육속도가 빠르고 절화수량이 많다.

표 13. ‘퍼플젬’ 품종의 고유특성
품 종 명 화 색1) 화 형 꽃의형태 향기2)

퍼플젬 분홍색Red Purple Group N74C  스프레이 고심형 1
리디아

(대비품종) 분홍색Red Purple Group 58D  스프레이 반고심형 1

품 종 명 잎의형태 잎색3) 잎의
광택4) 가시

정도5) 흰가루병
발병도6) 응애발생

정도7)

퍼플젬 타원형 녹색Green Group137A 5 0 2 2
리디아(대비품종) 타원형 녹색Green Group137A 5 4 2 2

1), 3) RHS colour chart 2) 1(없거나 약함)~3(강함) 4) 1(없거나 약함)~9(매우강함)
5) 1(없거나 약함)~9(매우강함)  6),7) 0(없음)~9(아주많음)

표 14. '퍼플젬'품종의 가변특성
품 종 명 꽃잎수(매) 소화수(개) 화폭(cm) 화고(cm) 개화소요일수(일) 절화수명(일)
퍼플젬 39.2 6.2 6.0 2.2 40 9.1

리디아(대비품종) 28.4 4.8 4.2 1.9 45 8.9

품 종 명 절화수(본/m2/년) 절화장(cm) 절화경경(mm) 엽수(매) 2차생장지수(개) 절화중(g)

퍼플젬
1차 144.3 69.8 6.2 8.0 1.0 32.4
2차 150.1 70.1 6.0 9.2 1.5 33.4
3차 160.4 67.2 6.0 9.1 1.2 36.7
평균 151.6 69.0 6.1 8.8 1.2 34.2

리디아(대비품종)
1차 140 58.2 6.0 10.1 2.1 35.6
2차 150 60.0 5.6 8.9 2.8 38.4
3차 143 55.3 5.7 12.0 2.4 39.4
평균 144 57.8 5.8 10.3 2.4 37.8



284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표 15. ‘퍼플젬’ 품종의 기호성
품 종 명 화 색 화 형 균형미 기호도
퍼플젬 4.2 4.2 4.0 4.1

리디아(대비품종) 4.2 4.0 4.0 3.8
♩ 1 : 매우불량 ~ 5 : 매우좋음 ♪ '09 4. 20. 및 6. 25. 2회 품평회 결과

3) 재배시 유의점
  '퍼플젬' 품종은 절화장과 수량 확보를 위하여 양액재배가 유리하고 고온기 재배시 30%정도 차광재
배를 해야 한다. 꽃잎수가 많아 개화진행 속도가 느린 편이므로 개화가 20~30% 진행되었을 때 수확
해야 한다.

4) 적 요
  화색이 분홍색(Red Purple Group N74C)이고 화형은 고심형인 스프레이 장미이다. 절화수량 151.6
본/m2이며, 소화수 6.2개, 절화장 69.0cm, 절화경경 6.1mm, 절화수명 9.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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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황색 스프레이 장미 '오렌지젬' 육성(2009, 품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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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원편성
세부과제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수행업무 기여도○

05 06 07 08 09

1) 기호도가 우수한
  장미 품종육성

책임자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농  업
연구사 이영순 세부과제총괄 ○ ○ ○ ○ ○

공동연구자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농  업
연구관 이상덕 우수계통선발 ○ ○ ○

공동연구자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농  업
연구사 정윤경 특성조사 ○ ○ ○ ○ ○

공동연구자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농  업
연구관 김순재 우수계통 선발 ○ ○ ○ ○ ○

공동연구자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계약직 박미옥 교배, 특성조사 ○ ○ ○ ○

공동연구자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농  업
연구관 박경열 우수계통 선발 ○ ○ ○ ○

2) 환경적응성 
  장미 품종육성

책임자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농  업
연구사 이영순 세부과제총괄 ○ ○ ○ ○ ○

공동연구자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농  업
연구관 이상덕 우수계통선발 ○ ○ ○

공동연구자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농  업
연구사 정윤경 특성조사 ○ ○ ○ ○ ○

공동연구자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농  업
연구관 임재욱 우수계통 선발 ○

공동연구자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계약직 박미옥 교배, 특성조사 ○ ○ ○ ○

공동연구자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농  업
연구관 김영호 우수계통 선발 ○ ○ ○ ○



 Ⅳ. 원예연구 ∙ 287

과제구분 기 본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code)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화훼류 신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 화훼
LS0109 '99~'09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정윤경

 4) 절화용 국화 신품종 육성 화훼
LS0109 '05~'09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정윤경

색인용어  국화, 육종, 주년재배, 드림골드, 드림펄, 드림워터

ABSTRACT
  New cultivars Dendranthema grandiflourmDream Gold,Dream Pearland 'Dream 
Water' were developed at Gyeonggi-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in 2009. 
These cultivars were crossed in 2005 and seedlings were produced. After the test of specific 
characters from 2006 to 2009, it was finally selected and named, respectively. The cultivar
Dream Goldhave bronze petals. 'Dream Pearlhas anemone type flowers with pink 
petals. The cultivarDream Waterhas single type flowers with white petals and a green 
center. To sum up, three cultivars are weeks to flowering under the short day treatment is 
between 7weeks and 7.5weeks in the autumn season and year-round flowering is possible by 
shading or lighting treatment.  

Key words : Dendranthema grandiflourm, flower breeding, year-round flowering, dream 
gold, dream pearl, dream-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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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국화는 월동이 가능한 숙근초로 생육습성이 강하여 우리나라 재배환경에 적합하고 다양한 화형과 
우수한 화색을 가지고 있으며, 절화수명이 길어 국내외에서 매우 인기가 높은 작목이다. 국내 절화용 
국화재배면적은 2008년 722ha이며 생산액은 827억원에 달하고, 2000년이후  재배면적이 700ha이상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생산면에서도 안정되어 있다(MAFK, 2008). 1993년 12월 UR협상이 타결되
면서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발족되고 이 기구에서는 식물의 품종도 지적재산권으로 규정하는 
TRIPs(Agreement on the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 및 UPOV 품종협약 등에 의해 화훼작물의 품종 보호권이 급격하게 강화되었다(Choi, 
2002, 2007). 이에 해외의존도가 높았던 국화재배농가에도 로열티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06. 7. 1
일자로 외국품종에 대해서는 로열티 지불증명서 없이는 국내최대 화훼도매시장인 양재동화훼공판장에 
출하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특히 절화용 국화는 화형과 화색의 기호도가 빠르게 변하
고 있으며, 이러한 기호도에 부응하기 위해 국화육종기관에서는 새로운 화색과 화형 창출, 병해충 저
항성, 조기 개화성, 저온개화성 국산 품종개발 등을 추진중이다. 이에,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화색
과 화형이 우수하고 국화잎의 관상가치를 가장 손상시키는 흰녹병에 강한 절화용 품종육성에 목표를 
두고 2005년에 유전자원수집과 교배를, 2006년에 교배실생을 양성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특성조사를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3품종을 육성하였기에 품종의 육성경위와 주요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2. 육성품종
가. 드림골드(Dream Gold)
1) 육성경위

  2005년도에 화색이 빨간색이면서 스푼형 스프레이국화Flycatcher품종을 모본(♀)으로 하고 빨
간색 스프레이 국화Angel품종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를 하였다. 2006년에 실생을 양성선발 후 
화색과 화형이 우수한 8계통을 예비선발 하였으며 2007~2009년에 주년재배성을 위한 3회이상의 특
성검정과 품평회 결과 절화 특성이 우수한 GCS06-141-4계통을 최종 선발하여드림골드(Dream 
Gold)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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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세대 인공교배 교잡후대(F1V0) V1 V2 V3

Flycatcher

×

Angel’

 GCS06-141-1  
 ․

 GCP06-141-288
GCP06-141-4 GCP06-141-4

GCS06-141-4 
(경교B1-3)

드림골드

육성계통수 288 1 1 1

비  고 계통양성 및 
예비선발 1차특성검정 2차특성검정 3차특성검정

(농가실증, 품평회)
그림1. ‘드림골드’ 품종의 육성경과(육성계통도)

2) 주요특성
  화색은 브론즈색(Inner : YG7A. Outer : RG46A) 스프레이 형태이며, 꽃은 스푼형 다겹형이며 화
심은 녹황색을 띤다(표1). 특히, 꽃의 앞면과 이면의 꽃잎색이 확연하게 달라 관상가치를 더 높여주고 
있는 품종이다. 개화반응주수는 7주로 다소 빠르게 개화를 하며, 꽃잎수 32.2매, 꽃의 직경은 4.0cm
로 다화성인 편이다.(표 2). 또한, 주년재배가능성을 위한 억제재배와 촉성재배에서도 일장처리등에 
안정성이 유지되었다(표3, 표4).

표 1.'드림골드'품종의 고유특성

품 종 명 화형 화 색 화심색 이면색 줄기색 휴면 

드림골드 스푼형 노랑색
(YG7A)

연녹색
(YG144C)

빨강색
(RG46A)

녹색
(G147A) 약

Rome 스푼형 주홍색
(ORGN34A)

연녹색
(YGN144A)

주홍색
(ORGN34A)

녹색
(G139A) 약

* (   ) : RHS Color chart 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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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드림골드’ 품종의 가변특성
품 종 명 개화기

(월.일)
절화장
(㎝)

꽃직경
(㎝)

경경
(mm)

엽수
(매/본)

착화수
(화/본)

꽃잎수
(매/화)

드림골드

'07 10. 21 96.2 4.7 6.1 31.5 30.8 29.2
'08 10. 20 98.6 4.6 5.9 30.4 32.1 28.8
'09 10. 18 97.5 4.8 6.0 31.1 34.2 30.4
평균 10. 20 97.4 4.7 6.0 31.0 32.4 29.5

Rome

'07 10. 25 92.7 6.4 7.9 35.6 14.5 21.1
'08 10. 25 93.0 6.2 8.4 36.3 16.4 23.4
'09 10. 27 94.2 6.3 8.6 36.1 12.4 22.4
평균 10. 25 95.66 6.3 8.3 36.0 15.5 22.3

* 8월 3일 정식(9월 3일 소등)

 표 3. ‘드림골드’ 품종의 전조재배형 특성  
품 종 명 개화기

(월.일)
개화소요
일수(일)

절화장
(㎝)

착화수
(화/본)

화심경
(cm)

드림골드 3.31 49 93.1 30.4 1.1
Rome 4. 2 52 92.2 12.5 1.4

* 정식 : 1. 2,  단일처리 : 2. 10 

표 4. ‘드림골드’ 품종의 차광재배형 특성
품 종 명 개화기

(월.일)
개화소요
일수(일)

단일시 
초장(㎝)

절화장
(㎝)

착화수
(화/본)

화심경
(cm)

드림골드 6. 16 50 26.7 101.2 38.3 1.2
Rome 6. 19 53 25.2 93.3 11.4 1.7

* 정식 : 4. 6.  단일처리 :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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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드림골드’ 품종의 흰녹병 저항성, 절화수명 및 기호성

품 종 명
흰녹병 저항성♩

절화수명♪
(일) 종합기호성♬

조사 엽수
(매/본)

이병엽수
(매/본)

최대병반수
(병반수/엽)

드림골드 18.2±2.3∮ 0±0 0±0 16.7±1.2 4.5

Rome 20.6±2.1 1.1±0.6 3.1±1.4 15.3±1.3 4.0

 ♩: 저항성 검정 : 적정 발생조건(최저 15℃이상, 야간 다습) 부여,   
 ♪: 절화수명 : 10월 자연개화기, 상온에서 조사.기호성:1(불량)→5(매우우수)
 ♬: 기호도  09. 4. 24/ 7. 6/ 11. 2 박람회 및 품평회   
 ∮: Mean±standard deviation

3) 재배시 유의점
  고온기에는 화색퇴색과 꽃이 작아질 수가 있으므로 30%의 차광커튼이나 환풍기 등을  최대한 활용
하여 적정온도인 25℃이내를 유지하여 주고, 겨울철 재배시에 저온에 의해 버들눈 발생으로 개화지연
이나 기형화 발생이 우려되므로 최저 생육적온인 16~20℃를 유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 품종은 생장성
이 좋으나 잎수가 적으므로 적심등으로 초장을 줄여 잎수확보를 고려하면서 재배한다.

4) 적요
  화색은 브론즈색이고 스프레이형태의 절화용 품종이며, 꽃잎수는 32.2매로 많고 스푼형 꽃잎에 꽃
잎 이면은 진한 적색으로 아름다움을 가중시켜주는 특성을 지니고, 개화반응주수가 7주의 조기개화성
이며 생장성이 아주 우수하다.

나. 드림펄('Dream Pearl')
1) 육성경위

  2005년도에 화색이 연분홍이면서 아네모네형 스프레이 국화Samos품종을 모본(♀) 으로하고 빨
간색 스프레이 국화Relance품종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를 하였다. 2006년에 실생을 양성선발 
후 화색과 화형이 우수한 4계통을  예비선발 하였으며 2007~2009년에 주년 재배성을 위한 3회 이상
의 특성검정과 품평회 결과 절화 특성이 우수한 GCS06-20-6계통을 최종 선발하여 『드림펄(Dream 
Pearl)』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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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세대 인공교배 교잡후대(F1V0) V1 V2 V3

'Samos'
×

'Relance'
 GCS06-20-1   

 ․
 GCS06-20-21

GCS06-20-6 GCS06-20-6
GCS06-20-6 
(경교B1-4)

드림펄

육성계통수 21 1 1 1

비  고 계통양성 및 
예비선발 1차특성검정 2차특성검정 3차특성검정

(농가실증, 품평회)

그림2. '드림펄'품종의 육성경과(육성계통도)

2) 주요특성
  화색은 분홍색(Purple Group 73D)이며 스프레이형태로 개화하고 화형은 아네모네형으로 엽색은 녹색
(Green Group 137A)이며 화심색은 연녹색을 띤다(표 6). 꽃잎수는 24.6매이고, 화경은 6.0cm이며, 착화수
는 20.1화였으며 개화반응주수는 7.5주에 개화가 가능하다(표. 7). 
또한, 주년재배 가능성을 위한 전조재배와 차광재배시에도 일장처리에 대한 안정성이 유지되었다(표8, 표9).

표 6. ‘드림펄’ 품종의 고유특성 
품 종 명 화 형 화 색 엽색 줄기색 휴면 

드림펄 아네모네 분홍색
(RP73D)

녹색
(YG137A)

녹색
(G137C) 약

Monalisa(pink) 아네모네 분홍색
(RP75A)

녹색
(YG138A)

녹색
(G137B) 약

* (   ) : RHS Color chart 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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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드림펄’ 품종의 가변특성
품 종 명 개화기

(월.일)
절화장
(㎝)

꽃직경
(㎝)

경경
(mm)

엽수
(매/본)

착화수
(화/본)

꽃잎수
(매/화)

드림펄
'07 10. 25 86.8 4.7 7.1 32.1 21.2 36.4
'08 10. 24 83.4 4.6 6.9 31.2 20.4 36.1
'09 10. 24 85.3 4.6 7.0 30.1 21.3 35.1
평균 10. 24 85.2 4.6 7.0 31.1 21.0 35.9

Monalisa
(pink)

'07 10. 25 89.8 5.8 5.8 24.4 20.1 32.6
'08 10. 25 86.2 6.0 5.6 25.2 19.4 34.4
'09 10. 27 90.2 6.2 5.7 24.4 18.6 35.2
평균 10. 25 86.7 4.9 5.7 24.6 20.3 35.1

* 8월 3일 정식(9월 3일 소등)

표 8. ‘드림펄’ 품종의 전조재배형 특성
품 종 명 개화기

(월.일)
개화소요
일수(일)

절화장
(㎝)

착화수
(화/본)

화경
(cm)

드림펄 4. 3 51 83.1 20.4 5.4
Monalisa(pink) 4. 7 52 85.7 20.5 5.7

* 정식 : '09. 1. 2,  단일처리 : 2. 10 

표 9. ‘드림펄’ 품종의 차광재배형 특성
품 종 명 개화기

(월.일)
개화소요
일수(일)

단일시 
초장(㎝)

절화장
(㎝)

착화수
(화/본)

화경
(cm)

드림펄 6. 25 50 24.1 87.5 22.2 5.3
Monalisa(pink) 6. 28 53 24.3 88.6 21.4 5.5   

 * 정식 : '09. 4. 6.  단일처리 : 4. 27

표 10. ‘드림펄’ 품종의 흰녹병 저항성, 절화수명 및 기호성

품 종 명
흰녹병 저항성♩

절화수명♪
(일) 종합기호성♬조사 엽수

(매/본)
이병엽수
(매/본)

최대병반수
(병반수/엽)

드림펄 20.2±2.1∮ 0±0 0±0 21.7±1.2 4.3
Monalisa(pink) 21.6±1.3 1.0±0.6 1.1±1.4 21.3±1.3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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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저항성 검정 : 적정 발생조건(최저 15℃이상, 야간 다습) 부여,   
 ♪ : 절화수명:10월 자연개화기, 상온에서 조사. 기호성:1(불량)→5(매우우수)
 ♬ : 기호도 : 09. 4. 24/ 7. 6/ 11. 2 박람회 및 품평회  
 ∮ : Mean±standard deviation

3) 재배상 유의점
  분홍색으로 여름철 고온시에는 화색이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광재배 등으로 온도를 최대한 낮
추어 관리해 주어야 하며, 겨울철에는 야간온도를 17℃이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정상적인 생육과 개
화가 이루어진다.

4) 적 요
  화색은 분홍색이고, 아네모네형의 스프레이 형태로 개화하고 통상화의 색이 은은하고 조화미가 있으
며, 절화장은 85.2cm이며, 엽색은 녹색(Green Group 137A)이며, 흰녹병에 발생이 없었으며, 절화수
명은 21.7일이다. 

다. 드림워터(Dream Water)
1) 육성경위

  2005년도에 화색이 노랑색이면서 홑꽃형 스프레이 국화Patra(yellow)품종을 모본(♀)으로 하고 
흰색의 스프레이국화Ruces품종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를 하였다. 2006년에 실생을 양성선발 
후 화색과 화형이 우수한 3계통을  예비선발 하였으며 2007~2009년에 주년재배성을 위한 3회이상의 
특성검정과 품평회 결과 절화 특성이 우수한 GCS06-28-3계통을 최종 선발하여드림워터(Dream 
Water)로 명명하였다.

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세대 인공교배 교잡후대(F1V0) V1 V2 V3

'Patra(yellow)'
×

'Ruces'
 GCS06-28-1  

 ․
 GCS06-28-74

GCS06-28-3 GCS06-28-3
GCS06-28-3 
(경교B1-5)

드림워터
육성계통수 74 1 1 1

비  고 계통양성 및 
예비선발 1차특성검정 2차특성검정 3차특성검정

(농가실증, 품평회)
그림3. ‘드림워터품종의 육성경과(육성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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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특성
  화색은 흰색(White Group 155B)이며 스프레이형태로 개화하고 화형은 홑꽃형으로 엽색은 진한 녹
색(Green Group 147A)이며 화심색은 연녹색(Green Group 144A)을 띤다(표 11). 꽃잎수는 26.8매이
고, 화경은 5.6cm이며, 착화수는 11.1화였으며 개화반응주수는 7.5주에 개화가 가능하다(표. 12). 또
한, 주년재배가능성을 위한 전조재배와 차광재배시에도 일장처리에 대한  안정성이 유지되었다(표13, 
표14).  

표 11. ‘드림워터’ 품종의 고유특성 
품 종 명 화형 화 색 화심색 엽색 줄기색 휴면 
드림워터 홑꽃 흰색

(W155B)
연녹색

(YG144A)
녹색

(G147A) 녹색(G137C) 약

Bacardi 홑꽃 흰색
(W155D)

연녹색
(YGN144A)

녹색
(G137A) 녹색(G137B) 약

* (   ) : RHS Color chart 에 의한 분류 
 
표 12. ‘드림워터’ 품종의 가변특성 

품 종 명 개화기
(월.일)

절화장
(㎝)

꽃직경
(㎝)

경경
(mm)

엽수
(매/본)

착화수
(화/본)

꽃잎수
(매/화)

드림워터

'07 10. 25 88.6 5.6 5.1 34.2 10.1 27.5
'08 10. 24 89.1 5.6 5.3 36.1 11.5 26.8
'09 10. 24 91.4 5.5 5.2 35.3 11.6 26.1
평균 10. 24 89.7 5.6 5.2 35.2 11.1 26.8

Bacardi

'07 10. 25 92.2 6.8 6.2 31.3 9.8 32.1
'08 10. 25 91.0 6.9 6.3 30.4 10.1 31.1
'09 10. 27 90.8 6.7 6.3 32.1 10.2 30.4
평균 10. 25 90.4 6.8 6.3 31.3 9.9 30.1

  

* 8월 3일 정식(9월 3일 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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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드림워터’ 품종의 전조재배 특성 
품 종 명 개화기

(월.일)
개화소요
일수(일)

절화장
(㎝)

착화수
(화/본)

화심경
(cm)

드림워터 4. 6 54 88.2 11.3 1.3
Bacardi 4. 6 54 89.1 10.2 1.5   

* 정식 : 1. 2,  단일처리 : 2. 10

표 14. ‘드림워터’ 품종의 차광재배 특성 

품 종 명 개화기
(월.일)

개화소요
일수(일)

단일시 
초장(㎝)

절화장
(㎝)

착화수
(화/본)

화심경
(cm)

드림워터 6. 28 53 23.6 89.5 13.2 1.4
Bacardi 6. 28 53 24.3 90.8 11.4 1.6   

* 정식 : 4. 6.  단일처리 : 4. 27

표 15. ‘드림워터’ 품종의 흰녹병저항성, 절화수명 및 기호성

품 종 명
흰녹병 저항성♩

절화수명♪
(일) 종합기호성♬조사 엽수

(매/본)
이병엽수
(매/본)

최대병반수
(병반수/엽)

드림워터 18.8±1.3∮ 0±0 0±0 16.7±1.2 4.3
Bacadi 20.1±1.4 1.1±0.6 3.1±1.4 16.3±1.3 4.1   

 ♩ : 저항성 검정 : 적정 발생조건(최저 15℃이상, 야간 다습) 부여,   
 ♪ : 절화수명:10월 자연개화기, 상온에서 조사. 기호성 : 1(불량)→5(매우우수)
 ♬ : 기호도 : 09. 4. 24/ 7. 6/ 11. 2 박람회 및 품평회 
 ∮ : Mean±standard deviation

3) 재배상 유의점
  여름철 고온시에는 생육과 연한 아이보리 화색이 퇴색될 우려가 있으므로 차광  재배 등으로 온도
를 최대한 낮추어 관리해 주어야 하며, 겨울철에는 야간온도를 16℃이상으로 관리를 해주어야 정상적
인 생육과 개화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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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화색은 연한 아이보리 빛을 띄는 흰색계열로(White Group 155B)이고, 홑꽃형이며 중앙의 통상화가 
시원한 느낌의 녹색(Yellow Green Group 144A)을 띄고 있으며, 꽃잎수는 26.8매이고, 화경은 5.6cm
에 절화장은 89.7cm이다. 흰녹병 발생은 거의 없었으며, 절화수명은 16.7일이다. 

3. 인용문헌
Choi, K. J. 2002.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UPOV)    
  and its 1991 Convention. Koe. J. Hort. Sci. Technol. 20:151~159.
Choi, K. J. 2007. Ten years after introduction of plant variety protection system. Korean    
   Soc. for Seed Sci. & industry. 4:57~68.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f korea(MFAFFK) 2008. Annual       
 report of floriculture. 51~52.
Korea Seed and Variety Service(KSVS) 1997. Guidelines of characteristics for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of new varieties in flower. Anyang. korea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1995. Agriculture expriment investigation            
 standard. 582~584.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2001. Floriculture breeding techniques. 65~89.
농촌진흥청, 2009. 2009년도 농작물직무육성신품종 선정심의자료 : 47~64 

4. 연구결과 활용제목
 ○ 브론즈색의 절화국화 드림골드육성
 ○ 핑크색 아네모네형 절화국화드림펄육성
 ○ 깨끗한 꽃잎의 절화국화 ‘드림워터’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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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원 편성
세부과제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수행업무 참여년도

'05 '06 '07 '08 '09

4) 절화용 
국화

   신품종육성

책임
자

원예산업
연 구 과

농  업
연구사 정윤경 세부과제 총괄 ○ ○ ○ ○ ○

공  
동

연구
자

〃 농  업
연구관 이상덕 특성조사 ○ ○ ○

〃 〃 농  업
연구관 임재욱 계통선발 ○ ○ ○

〃 농  업
연구관 김순재 계통선발 ○ ○

〃 〃 농  업
연구사 이영순 특성조사 ○ ○ ○ ○

〃 연구개발국 농  업
연구관 박경열 계통선발 ○ ○ ○ ○

〃 농업기술원 농  업
연구관 김영호 〃 ○ ○ ○ ○

〃 원예산업
연구과 무기직 유예영 연구지원 ○ ○ ○ ○ ○



 Ⅳ. 원예연구 ∙ 299

과제구분 기 본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code)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화훼류 신품종 육성에 관한 연구 화훼
LS0109 '99~'09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정윤경

 5) 분화용 국화 신품종 육성 화훼
LS0109 '05~'09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정윤경

색인용어  국화, 육종, 주년재배, 마이송, 마이썬

ABSTRACT
  New cultivars Dendranthema grandiflourmMy SongandMy Sunwere developed at 
Gyeonggi-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in 2009. The cultivar My Song
was crossed in 2005 and seedlings were produced. After the test of specific characters from 
2006 to 2009, it was finally selected and named. The cultivarMy Songhas a 
mini-compact size and pink petals. The cultivarMy Sunwas crossed in 2005 and 
seedlings were produced. After the test of specific characters from 2006 to 2009, it was 
finally selected and named. The cultivarMy Sunhas single type flowers with pink petals. 
To sum up, two cultivars have mini-single type flowers with many florets and small petals.  

Key words : Dendranthema grandiflourm, flower breeding, year-round flowering, my song,my 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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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화훼류에 대한 소비패턴이 ‘바라보던’ 즐거움에서 ‘직접 키우는’ 즐거움으로 변화되면서(박 등, 
2003) 다양한 화분에 심겨져 유통되는 비중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더구나.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대
소비자들의 거주형태가 아파트 생활이 주류를 이루면서 키우는 재미에 대한 인기는 날로 높아지고 있
다. 분화용 국화 재배면적은 2008년 63.7ha이며 생산액은 114억원에 달하고,  특히, 경기도의 재배면
적은 전국의 54%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은 작목이다(MAFK, 2008).  1993년 12월 UR협상이 타결
되면서 세계무역기구인 WTO가 발족되고 이 기구에서는 식물의 품종도 지적재산권으로 규정하는 
TRIPs(Agreement on the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지적재산권에 대한 최초의 
다자간 규범) 및 UPOV 품종협약 등에 의해 화훼작물의 품종 보호권이 급격하게 강화되었다(Choi, 
2002, 2007). 더구나, 화형과 화색등의 기호도 주기가 빠르게 변하는 국화의 소비패턴에 따라 해외신
품종에 대한 재배의향은 날로 높아져,  무단번식에 의한 구품종이 성행되던 분화용 국화재배농가에도 
로열티부담이 점차적으로 가중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미니다화성, 조기개화성, 새로
운 화색과 화형을 가지는 국산 분화용 품종개발과 보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유전
자원수집과 교배를, 2006년에 교배실생을 양성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특성조사를 수행한 
후 최종적으로 2품종을 육성하였기에 품종의 육성경위와 주요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2. 육성품종
가. 마이송(My Song)
1) 육성경위

  2005년도에 화색이 흰색이면서 홑꽃형 분화용 국화Tasman품종을 모본(♀)으로 하고 빨간색 홑
꽃형 분화용 국화Eliot품종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를 하였다.  2006년에 실생을 양성선발 후 
화색과 화형이 우수한 8계통을 예비선발 하였으며 2007~2009년에 주년재배성을 위한 3회이상의 특
성검정과 품평회 결과 절화 특성이 우수한 GCP06-110-36계통을 최종 선발하여마이송(My Song)
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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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세대 인공교배 교잡후대(F1V0) V1 V2 V3

Tasman
×

Eliot’
 GCP06-110-1  

 ․
 GCP06-110-352

GCP06-110-36 GCP06-110-36
GCP06-110-36 

(경교B1-6)
마이송

육성계통수 352 1 1 1

비  고 계통양성 및 
예비선발 1차특성검정 2차특성검정 3차특성검정

(농가실증, 품평회)

그림1. ‘마이송’ 품종의 육성경과(육성계통도)

2) 주요특성
  화색은 분홍색(Purple Group 78B) 미니다화성인 분화용 형태이며, 꽃은 홑꽃형 다겹형이며 화심은 
연녹색을 띤다(표1). 개화반응주수는 6주로 다소 빠르게 개화를 하며, 꽃잎수 22.4매, 꽃의 직경은 
2.6cm로 산티니 계열의 다화성인 품종이다(표 2). 또한, 주년재배가능성을 위한 차광재배와 전조재배
에서도 일장처리등에 안정성이 유지되었으며, 3회의 품평회에서도 높은 기호도를 얻었다(표3, 표4, 표5).

표 1.마이송품종의 고유특성

품 종 명 화형 화 색 화심색 엽색 줄기색 휴면 

마이송 홑꽃 분홍색
(PGN78B)

연녹색
(YG151A)

녹색
(G137B)

녹색
(G137B) 약

Pico-Sancho 홑꽃 분홍색
(RPGN74B)

연녹색
(YGN144B)

녹색
(G137A)

녹색
(G137A) 약

* (   ) : RHS Color chart 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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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마이송품종의 가변특성
품 종 명 개화기

(월.일)
초장
(㎝)

초폭
(㎝)

화경
(cm)

화심경
(cm)

착화수
(화/본)

꽃잎수
(매/화)

마이송

'07 10. 15 13.8 16.1 2.5 1.1 48.1 23.1
'08 10. 14 13.6 16.4 2.4 0.9 51.0 21.3
'09 10. 15 14.1 17.1 2.8 1.2 50.2 22.8
평균 10. 14 13.8 16.5 2.6 1.0 49.8 22.4

Pico-Sancho

'07 10. 13 12.4 14.2 2.2 0.8 22.1 26.3
'08 10. 12 11.8 15.1 2.1 0.7 23.3 27.1
'09 10. 13 12.1 15.8 2.0 0.8 20.4 28.8
평균 10. 13 12.1 15.0 2.2 0.8 22.2 27.4

* 8월 20일 정식(9월 3일 소등)
 
표 3.마이송품종의 차광재배 특성 

품 종 명 개화
소요일수(일)

초장
(cm)

분지수
(개/주)

착화수
(화/본)

화심경
(cm)

꽃잎수
(매/화)

마이송 42 14.5 3.2 51.4 0.8 20.4
Pico-Sancho 40 12.5 3.4 21.8 0.5 25.8

* 정식 : 3. 25  단일처리 : 4. 8

표 4.마이송품종의 전조재배 특성
품 종 명 개화

소요일수(일)
초장
(cm)

분지수
(개/주)

착화수
(화/본)

화심경
(cm)

꽃잎수
(매/화)

마이송 40 13.5 3.8 48.3 1.0 21.8
Pico-Sancho 39 12.4 3.1 23.6 0.8 26.8

* 정식 : 9. 13  단일처리 :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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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마이송품종의 흰녹병 발생여부 및 기호성

품 종 명 흰녹병 발생정도(0~9)♩ 종합기호성♪

마이송 0 4.2

Sancho 1 3.7

 ♩ : 저항성 검정 : 적정 발생조건(최저 15℃이상, 야간 다습) 부여,   
 ♪ : 기호도 : 09. 4. 24/ 7. 6/ 11. 2 박람회 및 품평회         

3) 재배시 유의점
  고온기에는 분홍색으로 화색퇴색과 꽃이 작아질 수가 있으므로 30%의 차광커튼 등으로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주고, 도장시에는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1회정도의 적심으로 많은 분지  확보로 컴팩트하고 
다화성을 유도해 주어야 한다. 특히, 겨울철 재배시에  저온에 의해 개화 지연이나 기형화 발생이 우
려되므로 최저 생육적온인 16~20℃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적요
  화색은 연한 분홍색의 미니다화성 분화용 품종으로, 분지수는 3.2개에 착화수가 49.8화로 많고 홑
꽃형 꽃잎에 직경은 2.6cm로 작아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적합하며, 개화반응주수가 6주만에 개화되는 
조기개화성이며 초장은 13.8cm정도이다.

 나. 마이썬('My Sun')
1) 육성경위

  2005년도에 화색이 황색이면서 홑꽃형 분화용 국화Omega time orange품종을  모본(♀)으로 
하고 흰색의 분화용 국화Tasman품종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를 하였다. 2006년에 실생을 양성
선발 후 화색과 화형이 우수한 6계통을  예비선발 하였으며 2007~2009년에 주년재배성을 위한 3회
이상의 특성검정과 품평회 결과 분화특성이 우수한 GCP06-312-18계통을 최종 선발하여마이썬(My 
Sun)으로 명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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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세대 인공교배 교잡후대(F1V0) V1 V2 V3

Omega time 
orange

×
Tasman’

 GCP06-312-1  
 ․

 GCP06-312-273
GCP06-312-18 GCP06-312-18

GCP06-312-18 
(경교B1-7)

마이선

육성계통수 273 1 1 1

비  고 계통양성 및 
예비선발 1차특성검정 2차특성검정 3차특성검정

(농가실증, 품평회)
그림2. ‘마이썬품종의 육성경과(육성계통도)

2) 주요특성
  화색은 노랑색(Yellow Group 11B)이며 홑꽃형으로 개화하고 엽색은 녹색(Green Group 137A)이며 
화심색은 녹색(Yellow Green 144B)을 띤다(표 6). 분지수는 3.5개이며, 꽃잎수는 20.4매이고, 착화수
는 34.4화였다. 화경은 2.1cm, 초장은 13.3cm로 작은 산티니 계열의 미니 품종이며, 개화반응주수는 
6주만에 개화가 가능하다(표. 7). 또한, 주년재배 가능성을 위한 전조재배와 차광재배시에도 일장처리
에 대한 안정성이 유지되었으며 3회의 품평회에서도 높은 기호도를 얻었다(표8, 표9, 표10).  

표 6.마이썬품종의 고유특성

품 종 명 화형 화 색 화심색 엽색 줄기색 휴면 

마이썬 홑꽃 노랑색
(YG11B)

연녹색
(YG144B)

녹색
(G137A)

녹색
(G137A) 약

Pico-Costa 홑꽃 노랑색
(YG4A)

연녹색
(YGN144A)

녹색
(G137B)

녹색
(G137B) 약   

* (   ) : RHS Color chart 에 의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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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마이썬품종의 가변특성
품 종 명 개화기

(월.일)
초장
(㎝)

초폭
(㎝)

화경
(cm)

화심경
(cm)

착화수
(화/본)

꽃잎수
(매/화)

마이썬

'07 10. 13 13.2 3.6 2.2 0.8 35.1 20.9
'08 10. 12 13.4 3.3 2.1 0.9 35.8 20.3
'09 10. 13 13.3 3.4 2.2 0.8 34.9 21.1
평균 10. 13 13.3 3.5 2.1 0.8 34.4 20.4

Pico-Costa

'07 10. 12 18.3 3.3 2.4 0.6 21.1 36.2
'08 10. 13 17.9 3.1 2.3 0.5 22.4 35.8
'09 10. 12 18.4 3.2 2.3 0.6 21.8 36.4
평균 10. 13 17.5 3.2 2.4 0.6 21.4 36.1

  

* 8월 20일 정식(9월 3일 소등)
 
표 8.마이썬품종의 차광재배 특성 

품 종 명 개화
소요일수(일)

초장
(cm)

분지수
(개/주)

착화수
(화/본)

화심경
(cm)

꽃잎수
(매/화)

마이썬 42 13.4 3.6 36.1 0.8 23.3
Pico-Costa 43 18.6 3.2 24.1 0.6 32.3   

* 정식 : 3. 25  단일처리 : 4. 8

표 9.마이썬품종의 전조재배 특성
품 종 명 개화

소요일수(일)
초장
(cm)

분지수
(개/주)

착화수
(화/본)

화심경
(cm)

꽃잎수
(매/화)

마이썬 41 13.8 3.4 35.2 0.9 22.1
Pico-Costa 42 18.5 3.1 22.1 0.6 35.2   

 * 정식 : 9. 13  단일처리 :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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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마이썬품종의 흰녹병 발생여부 및 기호성
품 종 명 흰녹병 발생정도(0~9)♩ 종합기호성♪

마이썬 0 4.3
Pico-Costa 1 4.2

 ♩ : 저항성 검정 : 적정 발생조건(최저 15℃이상, 야간 다습) 부여,   
 ♪ : 기호도 : '09. 4. 24/ 7. 6/ 11. 2 박람회 및 품평회     
    

3) 재배상 유의점
  분화용(Pot-mum)으로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많이 사용될 수 있는 품종으로 도장하지   않고 컴팩트
하게 키우기 위해서는 1회이상의 적심과 생장조절제 2회이상의 적기처리가 필요하며, 겨울철에는 야간
온도를 17℃이상과 광관리를 적절하게 해주어야 정상적인 생육과 개화가 이루어진다.

4) 적 요
  화색은 노랑색의 미니다화성 분화용 품종으로, 분지수는 3.5개에 착화수가 34.4화로 많고   홑꽃형 
꽃잎에 직경은 2.1cm로 작아 실내 인테리어용으로 적합하며, 개화반응주수가 6주만에 개화되는 조기
개화성이며 초장은 13.3cm정도이다.

3. 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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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registration of new varieties in flower. Anyang. korea
Park, H. T, Kang C. Y and Park, Y. G. 2003. Analize the investment fasibility efficiency of 
nurtrient production facility. 26(1)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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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ndard. 582~584.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RDA). 2001. Floriculture breeding techniques. 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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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활용제목
○ 미니다화성 분화국화 마이송육성
○ 노랑색 미니다화성 분화국화 마이썬육성

5. 연구원 편성
세부과제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수행업무 참여년도

'05 '06 '07 '08 '09

5) 분화용 
국화

신품종육성

책임자 원예산업
연 구 과

농  업
연구사 정윤경 세부과제 총괄 ○ ○ ○ ○ ○

공  동
연구자 〃 농  업

연구관 이상덕 특성조사 ○ ○ ○

〃 농  업
연구관 임재욱 계통선발 ○ ○ ○
농  업
연구관 김순재 계통선발 ○ ○

〃 〃 농  업
연구사 이영순 특성조사 ○ ○ ○ ○

〃 연구개발국 농  업
연구관 박경열 계통선발 ○ ○ ○ ○

〃 농업기술원 농  업
연구관 김영호 〃 ○ ○ ○ ○

〃 원예산업
연 구 과 무기직 신은정 연구지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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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화훼 신품종 육성 화훼 ’09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안광복

 Hosta속 신품종 육성 화훼 ’09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안광복

색인용어  Hosta속 비비추, 옥잠화, 신품종, 육종

ABSTRACT
  The total of 127 combination were crossed included ‘ Clausa var. normalis× ‘Blue Edge. 
Although seeds were fructify in only 58 combination  (45.7 %),  There was no seed in the 
other 69 combination crossing (54.3%). Among 2,829 crossing flowers, only 770 crossing 
flowers were fructify (27.2 %) and 4,906 seeds were harvested. Growth characteristics of 42 
varieties have been cultivated in field and observed for one year, Among them 38 varieties were 
received from Seoul Women's University, and 4 varieties from National Arboretum.

key words : Hosta,  longipes, Plantaginea, breeding new variety, bree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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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옥잠화(Hosta plantaginea Aschers.)는 백합과의 내한성 숙근초로서 세계적으로 약 70종이 분포하
고 있으며,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시아에 자생하는 다년생초본(Grenfell, 1996; 농진청, 1998)으
로 산성 토양과 음지에서 잘 자라며 번식력이 강한 식물이다. 잎과 꽃은 관상가치가 높고 재배관리가 
용이하여 분화 및 정원용, 경사지에 사면 녹화용으로 식재되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는 꽃장식 분야
에서도  많이 이용 되고 있다. 화란,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다양한 품종이 개발되어 정원 및 분화용
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5 ~ 9월까지 개화한다(Lee, 1985; 농진청, 1998). 또한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1,000여 품종이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enfell, 1996; Schmid, 1999). 우리나라를 비롯
한 동북아시아가 원산지였으나 1,600년대에 서양으로 건너간 후 근래에 다양한 품종들이 개발 되었으
며, 요즈음에는 많은 품종들이 역수입 되고 있는 실정이다( Lee 등, 2003; Schmid, 1999). 이에  
Hosta속 식물의 다양한 변이창출 및 미니분화의 새로운 품종 육성을 위한 상품을 개발하고자  본시험
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한다.

2. 재료 및 방법
<시험1> 교배 육종에 의한 우량계통 육성
  본시험은 2009년에 경기도농업기술원(화성) 노지포장에서 1년간 수행하였다. 시험재료로  사용된 품
종은 비비추와 좀비비추(H. yingeri), 일월비비추(H. clausa), 옥잠화(H. ventricoso) 등의 기본종과 
잎무늬종을 중심으로 시험재료로 사용하였다.
  생육환경은 노지포장(83 × 83㎡)에 바둑판식( 1×1m)으로 포장 시험구획을 정비하고 재식거리 
40× 30㎝로 한 구획에 5주씩 재식하였고  잡초 방지를 위하여 흑색비닐(0.05㎜)을 피복 하였으며 개
화시기에는 조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방조망을 설치하였다. 생육조사는 개화기를 기준으로  6 ~ 9월
까지 실시하였고 교배 방법은 종간교배로 개화기간 동안  붓으로 오후 5시 이후에 인공수분 시켰으며, 
수분 시킨것은 미농지로 포장하여 꿀벌이나 곤충 등이 접근을 못하게 하였고 병해충방제는 월 1회 방
제하였으며, 꽃가루 받기는 오전중에 실시하였다. 받은 꽃가루는 페트리디쉬 용기에 담아 가정용 냉장
고에 18~20℃로 보관 하면서 교배시 사용 하였다. 종자는 10 ~ 11월 초순까지 수확하였으며,  수확 
시기는 종실이 2/3정도 완숙 되었을 때 수확하여 종자 선별 후 꽃가루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시험2> 유전자원 수집 및 관리
  유전자원 수집품종은 좀비비추(H. yingeri), 일월비비추(H. clausa), 옥잠화(H. ventricosa) 등의 
잎무늬종을 중심으로 원예품종을 화란에서 구입하여 2001년부터 서울여자대학교 포장에 식재된 38종
류의 품종을 분양 받았고 또한 경기도 광능 수목원에서 분양받은 4종류 등 총 42품종을 수집하여 생
육특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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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시험1> 교배 육종에 의한 우량계통 육성
  참비비추× Blue Edge 등 127교배 조합을 교배하여  58조합이 결실되어 45.7%가 결실 되었고, 미 
결실이 69조합으로 54.3% 이었다. 교배실적은  총 교배화 수는 2,829개에서 결실협수는 770개로써  
27.2%의 결실율을 보였으며 채종립 수는 4,906립을 채종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1. ‘09 Hosta속 교배조합 및 실적
교 배 조 합 교 배 실 적

총  계 결  실 미 결 실 교배화수
( 개 )

결실협수
( 개 )

결실율
( % )

채종립수
(립)

127
(100%)

58
(45.7)

69
(54.3) 2,829 770 27.2 4,906

<시험2> 유전자원 수집 및 관리
  Hosta속 비비추, 옥잠화 유전자원 수집 현황은 표 2와 같이 잎 유형이 대형종이 14, 중형종 18, 소
형종  10품종 이었으며, 개화는 조기 개화되는 종은 일월비비추  등 13품종으로  6월 16일부터 시작
하여 7월 14일경 개화하였으며 일반적인 시기에 개화한  Honey Bells 등 19품종으로 7월 15일부터  
9월 15일경까지 개화하였으며, 늦게 개화하는 옥잠화 등 5품종은 개화되지 않았다. 
표2. Hosta속(비비추, 옥잠화) 유전자원수집 현황

수 집 종 잎  유  형 개  화
계 대형 중형 소형 조기개화형 만기개화형

당 옥 잠 화 
Sieboldiana 등 42종 42 14 18 10 일월비비추

(6.16~7.14) 
옥 잠 화

(7.22~10.5)

수집한 유전자원의 생육특성을 표 3에서 살펴보면 초장은 잎유형에서 대형종이  17.0~28.8 ㎝로 
montana. Aureomarginata  가 가장 컸으며, 중형종은 10.6~16.5㎝로 중간 정도였고, 소형종이 
7.0~10.5㎝ 로 'minor' 등 초장이 작았다. 화경장은 잎유형에서 대형종이 87.8~151.3㎝로 'Regal 
Splendor'등 큰 것이 있었으며, 중형종은 48.6~82.3㎝이었고, 소형종은 30.2~47.0㎝로 'Ginko 
Craig' 등 작은 것이 있었다. 화색에서는 흰색이 'Sieboldiana' 등 15종, 자색이 'longipes'등 8종, 연
자색이 'Stiletto' 등 14종이었고  Sieboldiana 'Elegans' 등 5품종은 미개화 하였다. 개화기간은 표 2
에서 설명한바와 같으며 가장 늦게 개화한 품종은 'Sieboldiana'품종으로 10월 5일 개화하는 것도 있
었다.
 수집한 유전자원의 생육특성을 그림 1에서 살펴보면 엽색은 녹색이 'Stiletto'등 22종, 진노색이  
'Sieboldiana'등 6종이고, 흰줄무늬색이 'Brin Cup'등 14종으로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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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Hosta속(비비추,옥잠화) 유전자원수집 생육특성
번호 보유

번호 품     종     명 초장
(㎝) 

입유형
(대.중.소)

화경장
(㎝) 

경경
(㎜)

화색
(흰.자)

개화기간
(월.일)

  1    1  ‘Sieboldiana 17.0  대형 129.5  7.1 흰색 8.2-10.5
  2    3  SieboldianaElegans 17.6   대형 미개화
  3    5  ‘minor     (좀비비추) 7.0   소형  30.2  2.3 자색 6.29-7.27
  4   5-1 minorfor,alba(Nakai)F,MaK (흰좀비비추) 8.3  소형  44.0  3.3 흰색 6.28-8.26
  5    7  ‘Stiletto 10.5   소형  46.8  3.3 연자색 8.5-9.28
  6    8 Honey Bells 18.2  대형  88.2  6.8 흰색 8.14-9.15
  7    17  ‘Brin Cup 10.6  중형  51.0  3.4 연자색 7.23-9.16
  8    18 Janet 16.8  중형  77.5  5.6 흰색 7.18-9.2
  9    21  ‘ventricosa  (산옥잠화) 22.8  대형  87.8  5.1 흰색 7.2-8.6
 10  21-1  ‘ventricosa  (산옥잠화) 16.4  중형  82.3  3.8 자색 7.22-9.30
 11    23  ‘So Sweet 13.0  중형  68.3  5.0 흰색 8.5-9.30
 12    26  fortuneiGold Standard 19.2  대형  93.4  5.6 흰색 7.3-9.23
 13    27  Wide Brim 10.7  중형  64.9  5.7 연자색 6.23-7.25
 14    28  undulataAlbomarginata 10.4  중형  43.8  2.3 연자색 7.1-8.30
 15    29  ‘Francee 23.4  대형  99.8  5.4 연자색 7.3-9.18
 16    32  ‘Ginko Craig 10.8  소형  92.4  3/0 자색 7.24-8.25
 17    33  ‘Plantaginea  (옥잠화) 17.6  대형   미개화
 18    34  ‘Caoitata for. albiflora (흰일월비비추) 16.4  소형  33.8  2.2 흰색 6.20-7.14
 19  34-1  ‘Caoitata(일월비비추, 흰색 ) 18.2  중형  36.0  2.9 흰색 6.28-7.16
 20  34-2  ‘Caoitata(일월비비추, 자색 ) 17.3  중형  62.0  3.6 자색 6.26-7.14
 21    35  tardianaHadspen Blue (흰비비추) 17.3  대형  89.0  5.9 흰색 7.20-8.20
 22    42  ‘ Krossa Regal 27.2  대형 131.8  6.9 연자색 8.1-9.24
 23    49  Sieboldiana‘Caerulea 17.9  대형  82.2  3.3 연자색 6.26-7.25
 24    50  Birchwood ‘Parkys Gold 14.9  중형  64.0  4.8 흰색 6.22-7.24
 25    52  fortunei‘Aureomarginata 11.6  중형   미개화
 26    57  fortunei‘Albopicta 13.0  중형  54.6  4.0 자색 7.2-9.24
 27    58 Sieboldiana ‘Frances winiams 13.2  중형  48..6  4.2 흰색 6.20-7.3
 28    65  fortunei‘Hyacinthina 17.9  대형  102.0  6.3 연자색 7.5-9.17
 29    68  ‘longipes   (비비추) 14.9  중형  49.0  4.3 자색 7.4-10.3
 30    71  fortuneiPatriot  9.5  소형  43.0  4.0 연자색 7.19-7.26
 31    72  montana. ‘Aureomarginata 28.8  대형  90.0  5.7 연자색 7.2-8.3
 32   74  sieboldiana‘Great Expectations 17.0  중형  53.0  5.9 연자색 6.26-7.16
 33  81-1 ‘ Blue Edge 8.0  소형  43.3  3.3 자색 6.16-8.10
 34   85 ‘Grand Tiara 12.0  소형  40.6  5.4 연자색 7.21-9.17
 35   86  ‘Mackwood 16.8  중형  47.0  3.8 휜색 6.25-8.10
 36   334  ‘Regal Splendor 24.4  대형 151.3  8.0 흰색 7.21-9.1
 37   335  ‘Remember Me 15.3  중형   미개화
 38   336  ‘Revolution 16.3  중형  43.3  4,0 흰색 7.5-9.15
 39   341  ‘Whirlwind  16.5  중형  미개화
 40    Q  Clausa var  ‘normalis (참비비추) 23.6  대형  83.6 5.3 자색 7.23-8.6
 41    R  Japonica var. ‘lancifolia  (죽걱비비추) 10.0  소형  38.6  3.4 연자색 8.5-8.17
 42    S  ‘Yingeri  (흑산도비비추) 10.5  소형  35.0  3.3 연자색 8.7-9.10
 계                  42종  6.1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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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boldiana 3. `Elegans' 5. ‘minor’ 5-1alba (Naka)F.Maek 7. `Stiletto'

8. `Honey Bells'  17. `Brim Cup 18. `Janet' 21. Ventricosa 21-1. Harbin

23. 'So Sweet' 26.'Gold Standard' 27. 'Wide　Brim' 28 undulata 'Albomarginata' 29. 'Francee'

32. Ginko Craig 33.plantaginea 34.capitata for albiflora 34-1. capitata  35. 'Handspen Blue' 

42.'Krossa Regal' 49. 'Caerulea'  50 Birchwood Parky's Gold' 52. 'Aureomarginata'  57. 'Albopicta' 

58.'Frances Williams' 65.'Hyacinthina'  67. normalis 68.longipes 71. 'Patriot'

72. 'Aureomarginata' 74. 'Great Expectations 81-1. 'Blue Edge' 85.Grand Tiara' 86. 'Mackwood'

301. Ab Blue Clinkles 334. Regal Splendor 335. Regal Splendor 336. Rvolution 341. Whirlwind

Japonica var.  Yingeri  
그림 l. Hosta속(비비추,옥잠화) 유전자원 수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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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시험1> 교배 육종에 의한 우량계통 육성
  참비비추 × ‘Blue Edge등 127교배 조합을 교배하여 결실이 58조합으로 45.7%가 결실 되었으며,  
총 교배화수 2,829개에서 결실협수 770개로써  27.2%가 결실 하였으며, 채종립수 4,906립을 채취하
였다. 
<시험2> 유전자원 수집 및 관리
  수집한 유전자원 품종중 대형종이 14종, 중형종이 18종, 소형종이 10품종
이었으며, 개화기가 빠른 품종이 15종, 보통 개화가 16종, 늦게 개화하는
것이 6종, 개화되지 않은 품종이 5품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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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nfell, D. 1996. The gardener‘s guide to growing hostas. P.48.  Timber Press.
Lee, C. B. 1985. lllustrated flora of Korea. hyangmun co. 200.
Lee, J.S. and Y.K. Chang 2001. Effect of Temperature on Seed  Genmination of Hosta 

Plantaginea. Kor. J. Hort. Scil. and technol. 19 supplement(1).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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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원편성
세부과제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수행업무 참여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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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잠화 신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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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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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화훼 생력․고품질 재배기술 연구 화훼 ’07~‘09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이상덕
 1) 자동급액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절화장미 

저비용 양액재배연구 화훼 ’08~‘09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이상덕

색인용어 장미, 양액재배, 배액전극법, 절화수량, 절화품질

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evaluate rose production-cost reducing through the 
drainage electrode irrigation system in cultivation using perlite bag during two 
years(2008~2009). As the results, the number of rose-harvested per unit area and quality of 
cut flower not decreased not significantly between two systems.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length of cut flowers between two cultivars and not between tested two 
systems. The other side, it was concluded that our new drainage electrode irrigation system 
had some economic effects. The volume of nutrient supply in this system was 173.2ℓ, 
reduced by 17.3% as compared with the timer-controlled irrigation system. EC and pH in 
nutrient drained were high than supplied nutrient. Consequently, this drainage electrode 
irrigation system reduced 4,984,000won/10a in rose hydroponic system as compared with the 
timer-controlled irrigation system.

Key words : cut flower, drainage electrode irrigation system, hydroponic, rose, 
timer-controlled irrig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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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장미 양액재배는 배양액 관리가 적정하지 않으면 각 양분의 과부족에 의한 영양장해와 생육불량이 
쉬워 적절한 양수분 관리가 필요하다(Bemstein, 1964). 절화장미 양액재배에서는 관행적으로 계절에 
따라 일사량이 강할 때는 급액량을 늘리고 급액농도를 낮추며, 일사가 약할 때는 급액량을 줄이고 급
액농도를 높여 관리하고 있다(Gato, 1994). 일사량에 의한 급액제어는 작물의 수분흡수량과 일사량과
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적산일사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급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이다
(Hanan, 1967; Maree, 1981; Hartmann & Zengerle, 1985). 결국 양분의 주요한 조절수단은 수분흡
수량을 기반으로 한 배양액의 EC 조절인 것이다. 본 시험은 기존의 Timer에 의한 급액 조절방식과 
일사량에 의한 급액조절, 수분장력이나 수분함량센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배액량 제어법(집액용기 
안의 배액 높이에 따라 설정된 센서에 의해 급액)의 급액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기 개발된 배액전극법을 장미에 확대 적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2008 ~ 2009년 경기도농업기술원(화성시) 와이드스판 유리온실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2007년 기 개발된 배액 전극법을 이용한 자동급액관리 + 펄라이트자루재배와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
용하고 있는 타이머급액관리 + 펄라이트 베드재배 처리를 하였으며, 시험구 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다. 모든 처리의 양액은 애지원연 장미표준양액에 준 하였고, 타이머급액 처리구는 시험기간 동안 
주당 일일 급액량은 겨울 최저 400㎖에서 여름 최고 700㎖로 공급하였다. 배지는 경남농업기술원에서 
‘97년 영농활용자료로 보고한 펄라이트 2호를 사용하였으며, 자루 규격은 120×34cm에 펄라이트 40
ℓ를 충전하여 정식 전 24시간 가량 포수한 후 정식 직전 배액구를 뚫은 다음 정식 하였다. 실험재료
는 7.5cm × 7.5cm × 7.5cm 암면큐브에 품종별로 자체 육묘한 삽목묘를 재식거리 15×20cm로 하
여 2조식으로 정식 하였다. 정식 후 1주일 동안은 원수만 공급한 후 정식 8일부터 점적식으로 양액을 
공급하였다. 생육조사는 정식 후 2회 기부 절곡전정 후 2008년 8월 4일부터 2009년 10월 16일까지 
개화지를 수확하여 농촌진흥청 농사시험연구 조사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절화품질은 개화지를 수
확하여 절화장, 화수장, 절화엽수, 줄기직경, 절화중을 조사하였다. 절화수량은 절화의 길이가 40cm
이상인 것의 수량을 조사하였으며, 절화등급은 상등품 61cm이상, 중등품 51 ~ 60cm, 하품 50cm이하
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08년 7월 10일부터 ’09년 10월 16일까지의 주당 처리별 양액 총 공급량은 타이머급액관리+펄라이
트베드재배 처리 173.2ℓ에 비하여 자동급액관리+펄라이트자루재배 처리에서 143.2ℓ로 17.3%의 양
액이 절감되었다(표 1). 타이머급액관리시스템은 식물의 증산작용과 온실내 습도 및 흐린날과 맑은날
에 관계없이 주당 100㎖씩 겨울철 최저 4회에서 여름철 최고 7회를 공급 하였으나, 배액전극제어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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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자동급액관리시스템에서는 배지내 수분변화에 따라 공급되어 양액공급량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재배기간 동안 공급양액과 퇴수양액의 EC 및 pH를 조사한 결과 퇴수양액의 EC 및 pH의 
변화는 공급양액 보다 높아지는 경향이었다(표 2). 퇴수양액의 EC 변화폭이 1.1~2.1dS․m-1 사이에서 
변화 하였다. 자동급액관리+펄라이트자루재배 처리에서의 EC 변화폭이 1.7~2.1dS․m-1 사이로 타이머
급액관리+펄라이트베드재배 처리의 1.1~1.3dS․m-1 보다 변화폭이 컸다. 퇴수양액의 pH는 자동급액관
리+펄라이트자루재배 처리의 변화폭이 pH 0.8~1.3 사이로 타이머급액관리+펄라이트베드재배 처리 
변화폭 pH 0.6~0.9보다 변화폭이 컸다. 배양액의 EC 및 pH는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자
동급액관리+펄라이트자루재배 처리에서 양분보다는 수분 흡수 비율이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1. 처리별 양액 총 공급량 (양액공급량 조사기간 : '08. 7. 10 ~ ‘09. 10. 16)
자동급액관리 + 펄라이트 

자루재배 (ℓ/주)
타이머급액관리 + 펄라이트 

베드재배 (ℓ/주)
양액절감율

(%)
143.2 173.2 17.3

표 2. 퇴수양액의 EC 및 pH의 변화

처리별 조사시기 EC pH
공급액 퇴수액 공급액 퇴수액

자동급액관리 + 
펄라이트 자루재배

6~8월 1.2 2.9 6.5 7.3
9~10월 〃 3.2 〃 7.8

타이머급액관리 + 
펄라이트 베드재배

6~8월 1.2 2.5 6.5 7.1
9~10월 〃 2.3 〃 7.4

  품종 및 처리별 절화품질(표 3)에서 절화장은 품종간 차이는 있었으나, 처리 간에는 유의성이 없었
으며, 화수장, 절화엽수, 줄기직경, 절화무게 등 다른 절화품질 요인에서도 같은 경향이었다. 절화수
량 및 절화등급비율(표 4)은 자동급액관리+펄라이트자루재배 처리에서 우수 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
은 없었으며, 61cm이상 상등품 생산 비율에서도 같은 경향이었다. 타이머 급액관리에 의해 계절별로 
양액 공급량을 조절 하는 것과 배액 전극제어법에 의한 자동급액관리와 절화품질 및 절화수량에서 차
이는 없었으나, 양액절감을 감안하면 자동급액관리로 양액재배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생각된다. 이
상의 결과로 보아 절화장미 양액재배시 배액전극시스템이 타이머급액시스템에 비하여 양액을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인 재배기술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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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품종 및 처리별 절화품질 (조사기간 : '08. 8. 4 ~ '09. 10. 16)
품종별 처리별 절화장

(cm)
화수장
(cm)

절화엽수
(매)

줄기직경
(mm)

절화중
(g)

오렌지플래시 자동급액관리 + 
펄라이트 자루재배 54.8a 6.9 10.3 6.8 30.4

타이머급액관리 + 
펄라이트 베드재배 54.2a 6.8 9.9 6.9 31.6

코코피트
슬라브 재배 55.4a 7.3 10.0 7.0 32.8

퓨어하트 자동급액관리 + 
펄라이트 자루재배 44.3a 4.9 6.6 4.9 17.2

타이머급액관리 +
 펄라이트 베드재배 44.2a 5.0 6.3 4.9 16.7

z : DMRT at 5% level

표 4. 절화수량 및 절화등급비율

품종별 처리별 절화수량
(본/주)

절화등급비율(%)
50cm이하 51 ~60 61cm이상

오렌지
플래시

자동급액관리 + 
펄라이트 자루재배 9.1a 43.6 27.5 28.9

타이머급액관리 + 
펄라이트 베드재배 7.6a 40.7 32.6 26.7

코코피트
슬라브재배 8.2a 44.4 26.9 28.7

퓨어하트
자동급액관리 + 

펄라이트 자루재배 10.9a 78.2 18.7 3.1

타이머급액관리 + 
펄라이트 베드재배 10.6a 81.4 16.9  1.7

z : DMR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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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양액재배 배액 전극센서시스템 이용효과(부분예산법 적용) (단위 : 원/10a/년)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 자루재배 배액 전극센서 시스템
   - 자루배지 설치 : 4,770천원
   - 배액전극센서시스템 : 1,800천원

계 6,570천원

 ◦ 베드재배 타이머 제어 시스템
   - 벤치 및 베드시설 : 11,031천원
   - 양액절감 효과 : 433천원

계 11,464천원 

추정 수입액(B-A) : 4,894천원/10a

4. 적   요
  기 개발된 배액전극법을 절화장미 양액재배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양액재배 방식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주당 양액공급량은 타이머 급액관리+펄라이트 베드재배 처리 173.2ℓ에 비하여 자동급액관리+
펄라이트자루재배 처리에서 143.2ℓ로 17.3%의 양액이 절감되었다.

  나. 퇴수양액의 EC 및 pH의 변화는 공급양액 보다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다. 품종 및 처리별 절화품질에서 절화장은 품종간 차이는 있었으나, 처리 간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라. 절화수량 및 절화등급비율은 자동급액관리+펄라이트자루재배 처리에서 우수 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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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화훼 생력․고품질 재배기술 연구 화훼 ’07~‘09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이상덕

 1) 장미 수확․이송장치 현장접목 연구 화훼 '09 농업기술원
원예산업연구과 이상덕

색인용어  장미, 수확․이송장치, 절화수명

ABSTRACT
  We developed a harvested-rose transfer system in farmer's house. The system was 
installed on upper pipes of greenhouse and moved on rail road using the pipes. A water 
tank (60cm×150cm) was installed between the cultivation bed in greenhouse, and reduced 
time to supply water after cutting rose stems. After harvest rose, the water tank was 
moved to low temperature storeroom. For test it's effectiveness, an experiment was carried 
out in a farmer's house located at Paju city in Gyeonggi-do. As the results, compared with 
hand-transfer method, this system was effective to reduce labor by 13% (345 hr/10a → 300 
hr/10a). The vase life of cut flower was increased by 1.5 days ( 9.5 days → 10.5 days ). 
Therefore, this system reduced 1,434 thousand won/10a in rose hydroponic system as 
compared with conventional hand-transfer method.

Key words : rose, harvested-rose transfer system, labor-saving, vas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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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장미는 세계 3대 절화중 하나이며(Chung 등, 1993; Pertwee, 1997), 국내 재배면적도 급속도로 증
가하여 1985년 42ha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578.8ha(경기도 240.2ha)로 전체 화훼류 중 생산액이 
가장 많은 절화류이다. 장미의 노동시간은 10a당 853시간이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은 수확․
이송, 선별․포장, 전정․절곡 순이며 이들 작업이 73%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수확․이송 노동시간은308
시간으로 전체 노동력의 36%를 점유하고 있고(원예경영연구속보. 2006), 인력에 의한 수확작업시 수
확한 장미를 팔에 쌓아서 운반해야 하는 등의 악성노동으로 어깨결림 등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미 수확․이송 작업으로 인한 악성노동 회피와 노동력 절감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시험에서는 개발
된 장미수확․이송 장치를 농가실증 현지시험을 통한 현장적용 문제점을 보완 해결하고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2009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대원리 안창균 농가 1-2W형 5연동 1,100평 비닐하우스에
서 농가 현장실증 시험을 수행하였다. 2007~2008년도에 수행하여 장미 수확․이송장치 시작기를 제작
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재배시설 구조물을 이용 하우스 상부에 레일식으로 이송장치를 설치하였다. 
레일에 부착하여 수확한 장미를 운반할 수 있는 본체를 물을 담을 수 있는 바케스 형태(그림 2)와 바
구니 형태(그림 1)를 제작하여 작업성 및 운반효율성을 검토 하였다. 검토 결과 작업성 및 운반 효율
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된 바구니 형태로 하였다. 재배시설 중간 통로에 60cm×150cm의 운반수조(그림 
3)를 배치하여 물을 10cm 정도 담고 한 이랑을 수확할 때마다 수확한 장미를 운반수조에 넣어 초기 
물올림 시간을 최대한 단축 하였고, 운반수조에 장미가 가득차면 저온저장고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2009년 7월 20일 장미 재배농업인 및 전문위원이 참석한 현장평가를 통해 개선의견을 수렴하였다. 현
장평가를 통해 도출된 개선사항을 보완한 수확․이송장치를 2009년 8월 제작하여 수확․이송 노동력과 
절화품질을 3회 조사하였다. 

 

그림 1. 운반장치 본체((바구니 형태)              그림 2. 운반장치 본체(바케스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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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운반수조

3. 결과 및 고찰
  개발된 그림 4의 장미 수확․이송장치의 현장실증 시험결과 수확․이송 노동력은 표1과 같다. 관행 인력 
10a당 345시간에 비하여 수확․이송장치를 이용한 수확․ 이송 노동력은 300시간으로 13%의 수확․이송 
노동력이 절감 되었으며, 또한 수확․이송 작업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었다. 인력으로 수확 작업시 
수확한 장미를 한쪽 팔에 쌓아가면서 수확하여 이송하는 관계로 어깨결림 등 질병의 원인이었는데, 이
러한 악성노동을 회피할 수 있었으며 작업환경 개선효과가 기대 되었다. 표 2 절화기간은 관행 인력
수확․이송 9일에 비하여 수확․이송장치 10.5일로 1.5일 절화수명이 연장 되었다. 이는 인력에 의한 수
확시 초기 물올림 시간이 장미 수확 후 1시간정도 소요 되는데에 비하여 수확․이송장치 이용시 10분 
정도가 소요되어 절화 수확 후 초기 물올림 시간이 절화수명에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림 4. 수확․이송장치 및 운반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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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확이송 노동력
관   행 수확이송장치 절감비율

(%)1회당 10a당 1회당 10a

11.5시간 345.0시간 9.1시간 300.3시간 13.0

표 2. 절화수명

품종 절화수명(일) 절화수명
연장기간관행 수확이송장치

커버넷 9.0 10.5 1.5

표 3. 장미 수확이송장치 이용에 따른 경제적 효과(부분예산법 적용) (단위 : 원/10a/년)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 장미수확이송장치(추정액)
    (내용년수 10년)
    - 6500천원/10년 = 650천원

계 650천원

  ◦ 수확․ 운반노력 따른 노동력절감
   - 44.7시간/10a×9,072원/시간
      = 405,518원
  ◦ 절화품질 향상효과(추정)
   - 12,919천원/10a×13% 
      = 1,679천원

계 2,084천원 (천원미만 절삭) 
추정 수입액(B-A) :  1,434천원/10a

※기타효과 : 노동 강도 경감, 노동환경 개선, 악성노동 회피등
※인건비 단가 : 통계청 사회통계국 농업생산통계과(2009년 3/4분기)

4. 적   요
 ○ 개발된 장미 수확․이송장치 농가실증 현지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상부 레일식으로 장미수확․ 이송장치 및 운반수조를 제작 하였다.
  나. 수확․ 이송노동력은 관행 인력이 10a당 345.0시간에 비하여 수확․ 이송장치 300시간으로, 13%의 

수확․ 이송 노동력이 절감되었으며 수확 작업시 악성 노동을 회피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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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절화기간은 관행 9.0일에 비하여 수확이송장치 10.5 일로 1.5일 절화 수명이 연장되었다.

5. 인용문헌
Chung, S. K., J. K. Choi, Y. Y. Han, and K. W. Hong. 1993 Studies on productivity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introducing cut rose cultivars in Korea RDA J. Agr. Sci. 
35:519-523.
Pertwee, J. 1997. Production and maketing rose. Third edition fully revised and update. 
Pathfast Publ., London, UK.

6. 연구결과 활용제목
○ 장미 수확․이송장치 이용효과(영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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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아젠다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경기지역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연구 경영정보 ’09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이원석
 소면적 분화류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조사분석 연구 경영정보 ’09 농업기술원

작물연구과 이원석
색인용어  소면적, 분화류, 소득조사, 경영실태, 덴파레, 분화국화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and analyse the farm business performance of
minor horticultural crops ; Dendrobium, Pot-mum(Chrysanthemum).
  Two crops were selected and 30 farms, 15 farms per crop, were surveyed by interview.
  Income on Dendrobium farm per 1,000㎡ was calculated by 9,155 thousands won, where 
Gross Receipts was 55,767 thousands won, and Management cost 46,612 thousands won.
  Farm management scale for maximizing income under the specialized Dendrobium farm 
where it targets urban labor income and constraints labor working time to two the own and 
two the hired was analyzed to be 2,970 ㎡. In that scale, the income was analyzed to be 
38,585 thousands won.
  Income on Pot-mum farm per 1,000㎡ was calculated by 7,583 thousands won, where 
Gross Receipts was 26,438 thousands won, and Management cost 18,855 thousands won.
  Farm management scale for maximizing income under the specialized Pot-mum farm where 
it targets urban labor income and constraints labor working time to two the own and two 
the hired was analyzed to be 2,810㎡. In that scale, the income was analyzed to be 38,668 
thousands won.

Key words : Minor horticultural crops, Farm business performance, Income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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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농산물 소득조사에서 매년 120여 작목에 대한 소득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면 화훼분야에서 있어서는 
장미, 국화 등 대부분 절화류에 대해서만 소득관련 자료가 제공되어 있어 분화류 재배농가에서는 수
량, 조수입, 비목별 비용 등에 대한 기초자료가 없어 경영계획 수립 및 경영컨설팅 등에 어려움을 겪
고 있다(우수곤. 2008, 최칠구. 2004)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분화류 중 경기지역의 재배비중에 비해 소득자료가 없는덴파레와 분화국화
에 대하여 재배현황, 유통실태 및 경영실태 등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경기지역의 분화류 중 재배면적 비중에 비해 소득조사 자료가 없는 덴파레와 최근 재배
면적과 소비량이 증가추세인 분화국화를 조사대상 작목으로 선정하였다. 
농가 조사는 작목별 15농가로 총 30농가에 대하여 조사표를 작성하여 농가방문 청취조사를 실시하였
다. 주요 조사내용은 작물별 생산량 및 출하량, 가격동향 등 조수입과 관련된 사항과 비료비, 농약비, 
제재료비, 광열동력비 등 비목별 비용, 그리고 재배시설 및 농기계 보유현황 등 이었다. 덴파레와 분
화국화의 재배면적 및 생산동향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화훼 생산현황’ 자료를 이용하
고, 출하량 및 가격동향은 한국화훼협회의 내부자료를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내용은 작물별 작부체계를 파악하고, 농가의 경영실태분석에 따른 수량, 조수입, 경영비, 
소득 등 수익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업농으로서의 경영규모를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덴파레
1) 생산 및 가격동향

  우리나라의 2008년 분화류 전체 재배면적은 1,261ha, 재배농가수는 3,489호이었으며, 판매액은 
318,577백만원이었다. 판매액 기준으로 볼 때 분화류 전체 시장에서 경기지역은68.6%로 전국에서 가
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1).
  덴파레는 2008년 재배면적이 24ha에 농가수는 78호로 분화류 전체 재배규모의 1.9%를 차지하는 소
면적 재배작목이다. 판매량은 6,014천분에 판매액이 9,672백만원으로 분화류 전체대비 3%를 차지하고 
있다. 덴파레 경기도 재배면적은 12ha로 전국대비 51.2%를 차지하였으나, 판매액에서는 전국대비 
38.5%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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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분화류 시장에서 덴파레가 차지하는 비중

구분
농가수(호) 면적(ha) 판매량(천분) 판매액(백만원)

전국 경기 대비 전국 경기 대비 전국 경기 대비 전국 경기 대비

분화류 3,489 2,190 62.8 1,261 773 61.3 315,567 216,356 68.6 318,577 202,38
8 63.5

덴파레 78 40 51.3 24 12 51.2 6,014 2,317 38.5 9,672 4,746 49.1

비중(%) 2.2 1.8 - 1.9 1.6 - 1.9 1.1 - 3.0 2.3 -

* 농림부, 『화훼류 재배현황』, 2008년

  2001년부터 최근 7년간의 연도별 덴파레의 재배면적과 생산액의 추이를 그림 1에서와 같이 살펴보
면, 2004년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재배면적(35ha)과 판매액(140억원)을 보였으나, 그 이후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덴 파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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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0

1 0 .0

1 5 .0

2 0 .0

2 5 .0

3 0 .0

3 5 .0

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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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e a r

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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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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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0 0 0

1 6 ,0 0 0

생
산

액
(백

만
원

)

면 적

생 산 액

그림 1. 연도별 면적 및 생산액 추이 (농림부, 『화훼류 재배현황』, 각년도)

  2006~2008년 덴파레 시장 출하량과 가격동향은 그림 2에서 같이 각 연도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출하량은 5~9월 중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가격은 2,000~3,000원/분 구간에서 변동되는 
추이를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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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파레 출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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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덴파레의 출하량 및 가격동향 (농산물유통공사, 『화훼류 가격자료』, 각년도)

2) 경영실태 분석
(가) 조사농가의 일반현황

  조사한 농가수는 15호로 호당 평균 경영규모는 2,690m²이었다. 규모별 농가 분포는 표 2에서 보
듯이 모두 1,500m²이상이었고, 각 구간별로 고른 분포로 조사하였다. 경영주의 재배경력은 평균 
11.2년 정도였고, 연령은 43세로 매우 젊은 층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었다.

표 2. 조사농가 일반현황

구분 조사
농가수

평균
규모
(m²)

규모(천m²)별 농가 분포수(호) 재배
경력
(년)

연령
(세)0.5

미만
0.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
이상

덴 파 레 15 2,690 - - - 4 5 3 3 11.2 43

(나) 덴파레의 유통경로
  덴파레의 유통경로를 살펴보면 생산자에서 출하량의 대부분이 농협화훼경매장을 통하여 출하되고 
있으며, 중도매인을 통한 출하는 3%, 유사도매시장은 2% 정도 되었다.

그림 3. 덴파레의 출하량 및 가격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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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덴파레 재배농가의 재배력
  덴파레 재배농가는 대부분 3월 중순~5월 중순에 걸쳐 정식을 하고 이듬해 4월 중순부터 11월 초순
까지 수확 및 출하를 하고 있었다.

작목병
(작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

덴
파
레

1년차 × × × × × × ×

2년
이후 ▥▥▥▥▥▥▥▥▥▥▥▥▥▥▥▥▥▥▥▥▥

그림 4. 덴파레 재배농가의 재배력( × 정식, ▥ 수확, 판매)

3) 경영성과 분석
  덴파레의 1,000㎡당 수량은 23,238본이며, 농가수취가격은 본당 2,402원으로 주수입은 55,767천원
이었다. 1,000㎡당 경영비는 46,612천원이 소요되어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한 1,000㎡당 소득은 
9,155천원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하여 연료비, 재료비 등이 급등하여 負의 순수익
을 나타냈다(표3).
  경영비중 비목별 비용을 살펴보면, 1,000㎡당 종묘비가 16,209천원으로 전체 경영비중 27.4%로 가
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광열동력비가 16.8%, 시설기계감가상각비가 13% 순으로 나
타났다.
  덴파레와 같은 서양난은 묘를 키우는 과정이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육묘과정에서 발생하는 종
묘비가 많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유가상승으로 인한 광열동력비가 많이 소요되어 난방비 절감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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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덴파레의 경영성과 (단위 :원/1,000㎡)
구       분 덴파레
수량 및 단가   수량 : 23,238본, 단가 : 2,402원
조   수   입 55,767,091

생
산
비

경
영
비

종   묘   비 16,209,217 27.4
비   료   비 1,114,528 1.9
농   약   비 541,752 0.9

광 열 동 력 비 9,950,342 16.8
제  재  료  비 5,593,850 9.5
시설/기계감가상각비 7,662,955 13.0
고 용 노 력 비 3,676,773 6.2
기        타 1,862,641 3.2
소        계 46,612,058 78.9

자 가 노 력 비 9,303,910 15.8
자 본 용 역 비 3,127,582 5.3
소          계 59,043,550 100

소        득 9,155,033
순   수   익 -3,276,460
소   득   율 15.9

  1,000㎡당 노동투하시간은 표 4에서 보듯이, 2,308시간이 투입되었으며 자가노동력 1,400시간, 고
용노동력 908시간으로 각각 60.7%, 39.3%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력은 상시노동력을 주로 사용하고 임
시노동력은 분갈이, 지주세우기, 출하시기에 일시고용을 사용하고 있었다.

  작업단계별로는 전체 노동투하시간 중에서 지주세우기 20%, 출하손질 19.5%, 분갈이 16.5%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원예연구 ∙ 331

표 4. 덴파레 작업단계별 노동투하시간 (단위 : 시간/1,000㎡)

작업단계별 계 자가노력 고용노력
시간 % 시간 % 시간 %

종자준비 및 구입 20 0.9 20 1.4 0 0.0
정식후 순화 17 0.7 15 1.1 2 0.2

분갈이 380 16.5 58 4.1 322 35.4
비료조제 및 시비 62 2.7 59 4.2 3 0.3

병해충 방제 24 1.0 23 1.6 1 0.1
제초 29 1.3 20 1.4 9 1.0

하엽/꽃대 제거 89 3.9 52 3.7 37 4.1
물관리 213 9.2 191 13.6 22 2.4

환기 및 온도관리 39 1.7 33 2.4 6 0.7
지주 세우기 462 20.0 215 15.4 247 27.2

재배, 분관리(자리정리) 139 6.0 104 7.4 35 3.9
하우스설치 및 관리 35 1.5 34 2.4 1 0.1

출하손질 450 19.5 236 16.9 214 23.6
선별 및 포장 264 11.4 255 18.3 9 1.0

운반 13 0.6 13 0.9 0 0.0
경영설계 및 기록 46 2.0 46 3.3 0 0.0

기타 26 1.1 26 1.9 0 0.0
합계 2,308 100 1,400 100 908 100

전체시간 대비 (%) 100 60.7 39.3

  덴파레 재배농가의 평균적인 재배면적, 가용노동력 및 목표소득을 기준으로 전업농 경영모형을 설정
한 결과 경영규모를 2,970㎡로 설정하였다. 평균적인 재배면적이 2,690㎡인 것과 노동력인 부부중심
의 자가노동력과 2인 정도의 상시고용을 전제하였고, 목표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인 41,321천원
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규모에서의 자동화비닐하우스, 베드재배시 시설투자비는 225,000천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분석
되었으며, 연간운영비는 108,236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모에서의 투입노동력은 총 6,915시간이었으며, 자가노동력 4,184시간, 고용노동력 2,731시간이
었다. 월별 노동투하시간을 살펴보면 4월부터 9월까지 육묘, 분갈이, 출하시기에 가장 노동력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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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되는 것으로 타나났다.
  2,970㎡ 경영규모에서의 생산량은 83,700본으로 조수입은 192,530천원이었으며 경영비 153,945천
원을 제한 소득은 38,585천원이었다. 생산비는 173,576천원으로 조수입에서 생산비를 제할 경우 순수
익은 18,954천원으로 분석되었다.

경영현황 규모 : 2,970㎡  시설 : 자동화비닐하우스  재배방법 : 베드재배

연간 노동투하량(시간)
○ 시설투자액 : 225,000 천원
○ 연간운영비 : 108,236 천원자 가 고 용 계

4,184 2,731 6,915

경영성과
(천원/호)

조수입 : 192,530 생산량 : 83,700 경영비 : 153,945

생산비 : 173,576 소  득 : 38,585 순수익 : 18,954

월별소요노동력
(시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50 300 600 700 850 1,150 715 600 700 500 300 250 6,915

작부체계 1기작

주요
경영 기술

○ 조직 배양묘 주문에 의한 생산
○ 정식전 병해충 사전방제 및 영양생장기 달팽이 예방위주 방제
○ 생식생장기 균형시비
○ 가족노동력 활용을 위한 작부체계 운영
○ 적기 지주세우기로 상품성제고

표 5. 덴파레 전업농 경영모형

주1) 수확기간의 가족노동 2인, 고용노동력 2인이 작업 가능한 노동시간 제약 하의 한계규모
주2) 순별 가용시간을 6인×8시간×9일=432시간 적용함.
주3) 전국평균 농업소득(08년) 9,654천원,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 41,32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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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화국화
1) 생산 및 가격동향

  분화국화는 2008년 재배면적이 61ha에 농가수는 264호로 분화류 전체 재배규모의 4.8%를 차지하
는 소면적 재배작목이다. 판매량은 17,783천분에 판매액이 11,128백만원으로 분화류 전체대비 3.5%를 
차지하고 있다. 분화국화의 경기도 재배면적은 33ha로 전국대비 54.3%를 차지하였으며, 판매액에서는 
전국대비 80.1%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표 6).

 표 6. 분화류 시장에서 분화국화가 차지하는 비중
구분 농가수(호) 면적(ha) 판매량(천분) 판매액(백만원)

전국 경기 대비 전국 경기 대비 전국 경기 대비 전국 경기 대비
분화류 3,489 2,190 62.8 1,261 773 61.3 315,567 216,356 68.6 318,577 202,388 63.5

분화국화 264 151 57.2 61 33 54.3 17,783 14,253 80.1 11,128 7,201 64.7
비중(%) 7.6 6.9 - 4.8 4.3 - 5.6 6.6 - 3.5 3.6 -

* 농림부, 『화훼류 재배현황』, 2008년

  1999년부터 최근 9년간의 연도별 분화국화의 재배면적과 생산액의 추이를 그림 5에서와 같이 살펴
보면, 2004년의 생산액 110억원은 99년 대비 10배 이상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약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분 화 국 화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9 9 0 0 0 1 0 2 0 3 0 4 0 5 0 6 0 7

Ye a r

면
적

(h
a)

-

2 ,0 0 0

4 ,0 0 0

6 ,0 0 0

8 ,0 0 0

1 0 ,0 0 0

1 2 ,0 0 0
생

산
액

(백
만

원
)

면 적

생 산 액

그림 5. 연도별 면적 및 생산액 추이 (농림부, 『화훼류 재배현황』, 각년도)

  2006~2008년 분화국화 시장 출하량과 가격동향은 그림 6에서 같이 각 연도별 유사한 패턴을 보이
고 있다. 출하량은 국화의 재배 및 출하 특성상 9~10월 중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월별가격 또
한 이 시기에 4,000~5,000원/분 구간에서 가장 좋은 추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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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화국화 출하량

-

30,000

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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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
'05 '07 '08

분화국화 월별가격

-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분)

'05 '07 '08

그림 6. 분화국화의 출하량 및 가격동향(농산물유통공사, 『화훼류 가격자료』, 각년도)

2) 경영실태 분석
(가) 조사농가의 일반현황

  조사한 농가수는 15호로 호당 평균 경영규모는 1,287m²이었다. 규모별 농가 분포는 표 7에서 보듯
이 모두 2,500m²미만이었고, 각 구간별로 고른 분포로 조사하였다. 경영주의 재배경력은 평균 8.5년 
정도였고, 연령은 50세로 농업분야에서는 비교적 중년층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었다.
 표 7. 조사농가 일반현황

구분 조사
농가수

평균
규모
(m²)

규모(천m²)별 농가 분포수(호) 재배
경력
(년)

연령
(세)0.5

미만
0.5이상
1.0미만

1.0이상
1.5미만

1.5이상
2.0미만

2.0이상
2.5미만

2.5이상
3.0미만

3.0
이상

분화국화 15 1,287 2 4 3 3 3 - - 8.5 50

(나) 분화국화의 유통경로
  분화국화의 유통경로를 그림 7에서와 같이 살펴보면 생산자로 부터 출하된 물량의 85%는 유사도매
시장으로 유통되고 있으며, 법정도매시장인 농협화훼경매장을 통한 출하량은 나머지 15%에 불과하였다.

그림 7. 분화국화의 유통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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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화국화 재배농가의 재배력
  국화는 주로 건전한 모본에서 삽수를 채취하는 방식을 사용하나, 최근에는 별도의 모본장 운영 대신
에 전문 육묘업체에서 삽수나 발근묘 상태로 구입해서 사용하는 농가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
다(강진구 등. 2008, 농촌진흥청. 2005).
  삽수채취 시기는 개화 목적이나 출하시기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국화의 출하시기에 맞추어 역
산하여 삽목를 준비하는데, 조사한 분화국화 재배농가는 대부분 3월 중순~5월 중순에 걸쳐 정식을 하
고 이듬해 4월 중순부터 11월 초순까지 수확 및 출하를 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분화국화 재배농가는 단일품목으로 전업화 하지 않고, 전작으로 임파첸스 또는 베고
니아를 재배하고, 후작으로 분화국화를 재배하여 출하하는 혼합작형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우수농가는 분화국화만으로 전업화하여 연중 시장에 출하함으로써 시장점유율을 높이
고 가격도 높게 받고 있었다. 특히, 이 농가는 분화국화 중에서 미니 다화성 품종만을 전문화하고 연
중 출하하는 재배기술을 자체적으로 획득한데 기인한다.

작목병
(작형)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상중하

임파첸스
(베고니아) ○－ × －－－－－▥

미니국화
(후작)

○－ × －－－▥
○－ × －－－－▥

○－ × －－－▥
그림 8. 분화국화 재배농가의 재배력 (○ 정식,  × 단일처리,  ▥ 출하 )

3) 경영성과 분석
  분화국화의 1,000㎡당 수량은 31,872본이며, 농가수취가격은 분당 834원으로 조수입은 26,438,214
원이었다. 1,000㎡당 경영비는 18,855,158원이 소요되어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한 1,000㎡당 소득은 
7,583,056원이었다. 분화국화도 유가상승과 연계된 제재료비, 연료비 등 물가 상승으로 인해 負의 순
수익을 나타냈다(표 8).
  경영비중 비목별 비용을 살펴보면, 1,000㎡당 제재료비가 6,228,693원으로 전체 경영비중 23.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시설기계감가상각비 16.3%, 고용노력비 8.9%, 그리고 광
열동력비가 6.2% 순으로 나타났다.
  분화국화는 재배과정에서 상토를 일반적으로 피트모스와 펄라이트를 혼합한 용토를 이용하고 비료
는 생육상태를 고려하여 시비를 하고 있으며, 출하시에는 화분마다 농장브랜드가 제작된 비닐캡을 씌
워 운반용 트레이에 담아 박스출하를 하여 제재료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었다.



336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표 8. 분화국화의 경영성과 (단위 : 원/1,000㎡, 1기작)
구       분 분화국화
수량 및 단가 수량 : 31,872본, 단가 : 834원
조   수   입 26,438,214

생
산
비

경
영
비

종   묘   비 1,158,043 4.3
비   료   비 624,179 2.3
농   약   비 281,648 1.1

광 열 동 력 비 1,666,167 6.2
제  재  료  비 6,228,693 23.4

시설/기계감가상각비 4,348,688 16.3
고 용 노 력 비 2,368,545 8.9
기        타 2,179,195 8.2
소        계 18,855,158 70.7

자 가 노 력 비 6,571,874 24.7
자 본 용 역 비 1,228,635 4.6
소          계 26,655,667 100

소        득 7,583,056
순   수   익 -217,453
소   득   율 28.0

  1,000㎡당 노동투하시간은 표 9에서 보듯이 1,564시간이 투입되었으며 자가노동력 976시간, 고용노
동력 588시간으로 전체시간대비 각각 62.4%, 37.6%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력은 상시노동력을 주로 사
용하고 임시노동력은 정식, 하엽제거, 출하시기에 일시고용을 사용하고 있었다.
  작업단계별로는 전체 노동투하시간 중에서 선별포장 27.2%, 하엽제거 12.8%, 물주기 11.4% 순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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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분화국화의 작업단계별 노동투하시간 (단위 : 원/1,000㎡, 1기작)
작업단계별 계 자가노력 고용노력

시간 % 시간 % 시간 %
삽수채취 56 3.5 37 3.8 19 3.2

묘판준비 및 설치 26 1.7 23 2.4 3 0.5
발근관리 19 1.2 16 1.6 3 0.5
상토담기 103 6.6 53 5.4 50 8.5

정식 138 8.8 60 6.1 78 13.3
양액관리(시비) 56 3.6 47 4.8 9 1.5

장일처리 20 1.3 14 1.4 6 1.0
적심 83 5.3 41 4.2 42 7.1

생장조절제처리 23 1.5 19 2.0 4 0.7
단일처리 26 1.7 19 2.0 7 1.2
물주기 178 11.4 134 13.7 44 7.5

하우스설치, 관리 56 3.5 41 4.2 15 2.6
재배상 묘상정리 87 5.6 44 4.5 43 7.3

병해충방제 36 2.3 28 2.9 8 1.4
선별포장 425 27.2 259 26.5 166 28.2

운반 및 출하 32 2.0 25 2.6 7 1.2
하엽제거 200 12.8 116 11.9 84 14.3
합    계 1,564 100 976 100 588 100

  분화국화 재배농가의 평균적인 재배면적, 가용노동력 및 목표소득을 기준으로 전업농 경영모형을 설
정한 결과 경영규모를 2,810㎡로 설정하였다. 평균적인 재배면적이 1,287㎡인 것과 노동력인 부부중
심의 자가노동력과 2인 정도의 상시고용을 전제하였고, 목표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인 41,321천
원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규모에서의 자동화비닐하우스, 베드재배시 시설투자비는 182,450천원 정도 투입되는 것으로 분
석되었으며, 연간운영비는 103,560천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규모에서의 투입노동력은 총 6,852시간이었으며, 자가노동력 3,960시간, 고용노동력 2,892시간
이었다. 월별 노동투하시간을 살펴보면 6월부터 10월까지 물주기, 선별포장, 하엽제거 등에 가장 노동
력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타나났다.
  2,8100㎡ 경영규모에서의 생산량은 127,000본으로 조수입은 162,540천원이었으며 경영비 123,872
천원을 제한 소득은 38,668천원이었다. 생산비는 127,000천원으로 조수입에서 생산비를 제할 경우 순
수익은 18,045천원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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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현황 규모 : 2,810㎡ 시설 : 자동화비닐하우스 재배방법 : 베드재배
연간 노동투하량(시간)

○ 시설투자액  :  182,450천원
○ 연간 운영비 :  103,560천원자 가 고 용 계

3,960 2,892 6,852

경영성과
(천원/호)

조수입 : 162,540 생산량 : 127,000 경영비 : 123,872
생산비 : 144,495 소  득 : 38,668 순수익 : 18,045

월별소요노동력
(시간)

1월 2 3 4 5 6 7 8 9 10 11 12 계
280 322 405 512 613 725 725 775 1,012 752 409 322 6,852

작부체계 임파첸스(베고니아)+분화국화

주요
경영 기술

○ 모본포 별도 운영에 따른 모본관리 철저
○ 국내의 신품종 재배에 따른 로열티 지급이행 철저
○ 전조, 암막 시설구비로 년중 개화조절 가능
○ 품종별 적합한 재배기술 확립
○ 상품위주의 출하로 이미지 제고

표 10. 분화국화의 전업농 경영모델

주1) 수확기간의 가족노동 2인, 고용노동력 2인이 작업 가능한 노동시간 제약 하의 한계규모
주2) 순별 가용시간을 6인×8시간×9일=432시간 적용함.
주3) 전국평균 농업소득(08년) 9,654천원, 도시근로자 평균 가구소득 41,321천원

4. 적  요
  소면적 분화류인 덴파레와 분화국화 재배농가에 대한 재배현황과 경영성과분석 및 도시근로자 소득
을 목표소득으로 한 전업농 경영규모를 설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덴파레
  가. 덴파레의 2008년 재배면적은 24ha에 농가수는 78호로 분화류 전체 재배규모의 1.9%를 차지한 
소면적 작목이다. 판매액은 9,672백만원이었으며 분화류 전체대비 3%를 차지하였다. 덴파레 경기도 
재배면적은 12ha로 전국대비 51.2%를 차지하였으나, 판매액에서는 전국대비 38.5% 수준이다.
  나. 2001년부터 최근 7년간의 연도별 덴파레의 재배면적과 생산액의 추이는 2004년을 기준으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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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많은 재배면적(35ha)과 판매액(140억원)을 보였으나 그 이후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다. 2006~2008년 덴파레 시장 출하량과 가격동향은 각 연도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출하
량은 5~9월 중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가격은 2,000~3,000원/속 구간에서 변동되는 추이를 
보이는 경향을 나타냈다.
  라. 덴파레의 1,000㎡당 수량은 23,238본이며, 농가수취가격은 본당 2,402원으로 주수입은 55,767
천원이었다. 1,000㎡당 경영비는 46,612천원이 소요되어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한 1,000㎡당 소득은 
9,155천원이었다.
  마. 도시근로자 가구소득(41,321천원)을 목표소득으로 설정하고, 가족노동 2인과 고용노동 2인의 작
업가능한 노동시간 제약하에서의 전업농 경영규모를 설정한 결과, 
덴파레 재배농가의 전업농 경영규모는 2,970㎡로 분석되었고, 이때의 농업소득은 28,252천원/호로 나
타났다.

(2) 분화국화
  가. 분화국화는 2008년 재배면적이 61ha에 농가수는 264호로 분화류 전체 재배규모의 7.6%를 차지
한 소면적 작목이다. 판매액이 11,128백만원으로 분화류 전체대비 3.5%를 차지하고 있다. 분화국화의 
경기도 재배면적은 33ha로 전국대비 54.3%를 차지하였으며, 판매액에서는 전국대비 80.1%로 매우 높
은 수준을 보였다.
  나. '99년부터 최근 9년간의 분화국화 재배면적과 생산액의 추이를 보면 2004년은 110억원으로 '99
년 대비 약 10배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최근에는 약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다. 2006~2008년 분화국화 시장 출하량과 가격동향은 각 연도별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출하
량은 국화의 재배 및 출하 특성상 9~10월 중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월별가격 또한 이 시기에 
4,000~5,000원/분 구간에서 가장 좋은 추이를 보였다.
  라. 분화국화의 1,000㎡당 수량은 31,872본이며, 농가수취가격은 분당 834원으로 조수입은 26,438
천원이었다. 1,000㎡당 경영비는 18,855천원이 소요되어 조수입에서 경영비를 제한 1,000㎡당 소득은 
7,583천원으로 분석되었다.
  마. 도시근로자 가구소득(41,321천원)을 목표소득으로 설정하고, 가족노동 2인과 고용노동 2인의 작
업가능한 노동시간 제약하에서의 전업농 경영규모를 설정한 결과, 
덴파레 재배농가의 전업농 경영규모는 2,810㎡로 분석되었고, 이때의 농업소득은 38,668천원/호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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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 house gases emission, and meet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promotion act of 
Korean government.
This study achieved to make Agriculture e-business Mentoring program's manual
This program need detailed program guideline because should organize education method 
according to student level or subject.
Agriculture e-business Mentoring program introduction : outline, purpose and target 
Agriculture e-business Mentoring program propulsion system : Program operation method, 
development process, program operation order, program target and name of process by step, 
Consideration at program operation : Student selection, teacher choice, subject bias, 
education time, place, etc..
Agriculture e-business Mentoring program subject by step: 1 step introduction process, 2 
Second-stage deepening process, 3 steps speicalized course.
Agriculture e-business Mentoring program performance indicator by step. : 4 kin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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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2007 and 2008, program participant's satisfaction findings was 4.2 levels in 2007, 4.5 
levels in 2008. Gyeonggi-Do Namyangju that administer  second-stage deepen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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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통신기술의 발달은 유선 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를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처럼 이동성이 부가된 
환경에서 서비스 받고자 하는 이용자 요구를 증가시키고 있다(김용, 2006).  무선 단말기 상에서 전자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모바일 커머스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유선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제공하는 유
용한 다량의 상품정보를 무선 인터넷으로도 제공받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바일 단말기
의 성능과 특성 때문에 유선인터넷의 콘텐츠를 모바일 커머스 콘텐츠로 사용하기에는 접합하지 않다
(허정수,하상호. 2005). 따라서 웹 페이지 정보를 무선 단말기인 와이브로, 휴대폰 등을 통해 제공하
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와 모바일 커머스에 적합하면서 웹페이지 상품정보와 동기화할 수 있는 정보 
연구도 미미하지만 각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 
  글로벌 동향 브리핑(KISTI 2008)에 의하면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 선택 : The Internet and 
Consumer Choice1)’ 보고서에 인터넷 사용자들의 구매활동과는 다른 새로운 연구결과로서 사용자들이 
83%가 다양한 제품들을 발견하고 있는 프로세스는 라디오나 TV라고 했다. 약 ⅔정도 사용자들은 친
구, 친척, 동료들의 충고가 자신의 구매 프로세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해당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 12%만이 온라인에서 자신이 획득한 정보를 자신의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유무선 
인터넷정보가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매활동을 확정하는 것은 온라인 
정보가 아니라 오프라인 정보라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는 다량의 상품 정보를 제공하는 웹페이지나, 모바일이나 와이브로 등의 무선인터넷으로 
고급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절감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온라인으로 상품정보를 새롭게 인식시
켜서 이용자의 구매결정을 유도하기보다는 기존의 충성고객에게 이동성과 편재성이 있는 구매채널을 
제공함으로써 구매프로세스의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과제는 와이브로 기반의 농산물 쇼핑몰 시스템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웹 2.0시대 
무선인터넷 주요 기술과 모바일 기술의 타산업 적용 사례를 분석하고, 와이브로 쇼핑몰 시스템 사용의
도를 조사하여 와이브로 농산물 쇼핑몰 구축방안을 제시함으로써  e-비즈니스 산업 확대를 촉진하고
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와이브로 기반 농산물 쇼핑몰 시스템 도입가능성 검토를 위해서 와이브로 기술특징, 국내외 모바일 
사업현황과 기존 시스템 구축 사례 등을 분석하였다. 
2009년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2개월동안 휴대폰 이용자 1,07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을 병행하여 설문조사하여 와이브로 쇼핑몰 사용의도를 파악하였다.

1) Pew Internet & American Life Project  보고서 (2008.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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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이 연구는 와이브로 기반 농산물 쇼핑몰을 구축 준비하기 위한 와이브로 전자상거래 주요기술 체계
분석과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가. 와이브로 개념 및 특징
표 1. 모바일 및 와이브로 쇼핑몰 관련 용어

용 어 상  세  정  의 출  처
모바일 ․ 움직일 수 있는'이라는 뜻으로 휴대폰과 PDA 등과 같이 

정보통신에서 이동성을 가진 것의 총칭 네이버사전

와이브로(WiBro)
․ Wireless와 Broadband 결합어
․ 언제, 어디서나, 정지 또는 이동 중에도 높은 전송속도로 
무선인터넷 접속 가능한 휴대인터넷(Portable Internet)서비스

정보통신부,
2004

모바일 인터넷 ․ 무선(mobile)으로 음성, 데이터, 영상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 김유정, 2003

모바일 쇼핑몰 ․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행위

소프트웨어진
흥원, 2001

와이브로 쇼핑몰 ․ 유선인터넷 쇼핑몰과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휴대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정의함 조작적 정의

정보통신기술이 발달과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신조어들이 생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와이
브로 쇼핑몰‘도 마찬가지로 정확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표 1에서와 같이 모바일, 와이브로 등 유사어 
정의를 통해 와이브로 쇼핑몰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함으로써 이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였다. 우선 
「모바일」은 움직일 수 있는 뜻을 가진 이동성 정보통신기기 총칭이며, 「와이브로」는 모바일에서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다(정보통신부,2004). 「모바일 인터넷」은 무선으로 음성, 
데이터, 영상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김유정, 2003), 「모바일 쇼핑몰」은 무선 인터넷이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인터넷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 행위이다
(소프트웨어진흥원, 2001). 따라서, 「와이브로 쇼핑몰」은 유선인터넷 쇼핑몰과 유사한 콘텐츠를 제
공받을 수 있는 휴대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조작적 정의를 하고자 한다. 

  모바일 인터넷은 모바일 단말기를 통한 인터넷 접속이 자유로운 즉시연결성, 모바일 단말기의 가장 
큰 장점인 편재성,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 위치정보를 결합하여 개인별 사용자 위치 확인, 사용자 특
성에 맞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개인화, 고정 인터넷 망에서 수준 높은 보안, 편리성 등의 특징을 가
지고 있다(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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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모바일 단말기의 특징

나. 모바일 및 와이브로 기술특징
  유무선 인터넷 기술변화를 기술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인터넷 시작된 1996년부터 유선인터넷, 
2002년부터 1세대 모바일 인터넷, 2006년부터 2세대 모바일 인터넷으로 구분하였다. 
우선 표 2와 같이 유선인터넷과 1세대 모바일 인터넷의 주요 특징을 비교하면, 유선인터넷의 가장 큰 
장점은 인터넷 서비스가 초고속이고, 콘텐츠가 대부분 무료 서비스 된다는 것이며, 1세대 모바일 인터
넷은 도보나 운전 등 이동하면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선인터넷은 실내에서 와이드 
스크린과 Qwerty 자판, 프린터 마우스 등 다양한 케이블 사용하여 이메일 활용, 메신저, 게임, 음악 
등의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정액제로서 저렴한 
요금체계이다. 그러한 반면 1세대 모바일 인터넷은 숫자중심의 버튼일 뿐만아니라 표준화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단말기 생산업체마다 다르고, 케이블도 이어셋이나 제한적인 USB 포트 정도 사용할 수 있
다. 휴대폰 벨소리, 대기음. DMB2) 방송을 서비스 받을 수 있지만, 접속이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저
속이며, 종량제 기반으로 서비스 사용료가 비싸다. 

2) DMB : 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 이동통신과 방송이 결합되어 휴대폰이나 PDA에서 다
채널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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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유선 인터넷과 1세대 모바일 인터넷 비교
구분 유선인터넷 1세대 모바일 인터넷

사용목적 ∙이메일, 메신저, VoIP
∙게임, 음악, 영화, TV, 뉴스, 검색

∙메세지, 이메일
∙음악, 벨소리, 대기음, 만화, DMB

사용환경 ∙실내에서 혼자 사용 ∙실외, 시끄럽고, 사람이 많은 곳
∙도보 및 운전, 이동시 사용

사용기기
∙와이드 스크린
∙Qwerty 자판, 표준공용
∙프린터, 마우스, USB 등 케이블사용 

∙작은 스크린
∙숫자중심 버튼, 비표준
∙이어셋, 제한적 USB연결, 케이블미사용

인터넷 서비스 ∙초고속, 안정적임
∙정액제로 저렴함

∙저속, 불안정
∙종량제 기반 부분 정액제로 비쌈

콘텐츠 서비스 ∙고품질 장시간 가능
∙대부분 무료 서비스

∙제한적 품질, 단시간 
∙건당 유료임

  표 3과 같이 2세대 모바일 인터넷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1세대 모바일 인터넷과 비교할 때 유선 
인터넷의 웹페이지와 유사한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접속가능한 단말기가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1세대 모바일 인터넷은 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무선 어플리케이션 프로토콜)기반 프로
토콜과 브라우징이 필요하고, 콘텐츠를 이통사에 따라 다른 WML(Wireless Markup Language. 무선
인터넷 개발 프로그램언어)로 개발되어야 했다. 휴대폰 단말기로만 접속할 수 있고, URL을 손으로 입
력하는 방식 등 패쇄형 기술과 패쇄형 사업모델로서 산업화로 확대 되지 못하였다.
반면, 2세대 모바일 인터넷은 TCP/IP3) 기반의 풀브라우징 뿐만 아니라 RFID와 LBS(Location Based 
Service 위치 기반 서비스) 등과 연계한 유비쿼터스 브라우징, RSS4) 리더 가능하며, 개발언어도 
HTML5)과XML6)로 확대 되었으며, 모바일 OK라는 기술모델이 표준화로 기술모델이 오픈되었고, 유무
선 통합형이 되면서 사업모델도 패쇄형에서 개방형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 외에도 자동접속방식, 단
말기의 다양화됨에 따라 모바일 광고 기반의 수익모델 개발 진행중에 있다.
이러한 모바일 2세대는 모바일 웹 2.0이라는 기술의 발달뿐만 아니라 또 다른 IT-비즈니스 모델을 제
시하게 될 것이다. 
3) TCP/IP : Transmission Control Protocol / Internet Protocol. 인터넷 전송 조절 프로토콜 TCP와 

패킷 통신 방식의 프로토콜인 IP로 구성된 컴퓨터와 인터넷 연결 시스템
4) RSS : Really Simple Syndication는 뉴스나 블로그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콘텐츠 표현 방식, 직접 

방문하지 않고 해당분야 싸이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
5) HTML: HyperText Markup Language. 인터넷 웹페이지 하이퍼텍스트를 작성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 
6) XML : Extensible Markup Language.  HTML 기능이 개선된 언어로 HTML은 Data base처럼 

구조화된 데이터를 지원할 수 없지만 XML은 사용자가 구조화된 데이터베이스를 뜻대로 
조작할 수 있음



346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표 3. 1세대 모바일 인터넷과 2세대 모바일 인터넷 비교
구분 1세대 모바일 인터넷 2세대 모바일 인터넷(모바일 웹2.0)

네트워크 ∙저속 (<0.5Mb) ∙저속 (>0.5Mb),HSDPA, Wibro, HSUPA
프로토콜 ∙WAP 프로토콜 기반, WAP 브라우징 ∙TCP/IP 기반 풀브라우징
콘텐츠 ∙HTML & WML중심 ∙XML & HTML 중심

사업모델 ∙패쇄형 ∙개방형, 유무선 통합형
기술모델 ∙패쇄형, 독자형 ∙개방형, 표준기반(모바일 OK)

브라우징 ∙WAP 사이트 브라우징 ∙RFID, LBS 등과 연계한 유비쿼터스 브라우징,
  RSS 리더 가능

단말 ∙휴대폰 접속 ∙다양한 모바일 단말 접속
인증 ∙집중화된 인증방식 ∙분산인증

접속 ∙초기 URL을 손으로 입력하는 방식 ∙자동 접속 방식
 (WINC, 모바일 RFID, 2D 바코드 등)

요금 ∙종량제 ∙정액제
광고 ∙없음 ∙모바일 광고기반 수익모델 개발중
특징 ∙브라우징 전용 ∙상호작용 가능

 

※ 출처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표 4에서 보듯이 와이브로 기술은 유선 백본망과 무선 가입자망으로 결합하여 효율적인 IP 기반 전
송기술을 채택함으로써 무선접속 구간에서 OFDM7)(직교주파수 분할다증), MIMO(다중입출력), 스마트 
안테나 채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하였고, VoIP8), 듀얼모드 단말기로 음성을 제공하고, 중품질 대용향 
멀티미디어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와이브로 국내 사업자는 KT와 SKT이며, 프로모션 요
금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통신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이통사에서 새로운 기종과 새로운 수익모델을 발
굴하고 있다.
7) OFDM :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 직교주파수분할다증
   MIMO : Multiple-Input/Multiple-Output 다중입출력
8) VoIP :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음성패킷망, 인터넷을 통해 통화할 수 있는 통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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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와이브로 기술 특징 
구분 특징

기반 기술
& 전개방향

∙유선 백본망과 무선 가입자망의 결합
∙고속 데이터 전송에 효율적인 IP기반 전송기술 채택
∙무선접속 구간에 OFDM, MIMO, 스마트 안테나 채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

대역폭 10MHz

전송속도 최대 하향 37Mbps (2008년)

이동속도 100Km/h

Qos 보장 어려움

주요 서비스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

음성제공 VoIP, 듀얼모드 단말기를 통해 제공

데이터 서비스 ∙중품질 대용량 멀티미디어 - 인터넷 접속, MMS, M-Commerce
                          - 주문형 서비스, 게임

단말기 유형 ∙핸드폰/스마트폰, PDA, PMP / UMPC, 노트북

국내 사업자  KT, SKT

  와이브로 기술과 비교할 때 W-CDMA9)의 특징을 통신 서비스 품질(QoS10))이 보장된다는 것이며 
고품질과 화상전화, 멀티미디어 메시지 서비스와 M-commerce(Mobile commerce)거래가 가능한 3세
대 이동통신 기술표준으로서 디지털 자동차 휴대전화로 상용화 된 기술이다. 

9) W-CDMA : Wideband Code Division Multiple Access(광대역 부호 분할 다중 접속). 3세대 이동
통신 기술 표준의 하나로 확산대역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자동차 휴대전화에 쓰이는 
표준 기술

10) QoS : Quality of Service 통신 서비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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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W-CDMA(HSDPA)의 기술특징
구분 특징

표준 표준 3GPP 계열의 R5
주파수 대역 2.0GH/z
대역폭 5MHz
전송속도 하향 최대 10Mbps(현 단계)
이동속도 ~300km/h
Qos 보장
셀반경 4km
주요서비스 음성과 데이터 서비스
음성제공 고품질, 중간용량 이하의 데이터
데이터 서비스 화상전화, MMS(Multimedia Messaging Service),M-Commerce, 인터넷 접속
단말기 유형 핸드폰/스마트폰, PDA, PMP, 핸드헬드 PC와 노트북에서 제공 가능
출처 : 김문구(2006).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 6에서와 같이 모바일 웹 2.0의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를 비교하면 와이브로 2.0이 다운로드 속
도 34.6Mbps, 업로드 속도 8Mbps로 가장 좋지만, 표 4와 5에서 살펴보았듯이 통신품질보장이나 음
성 서비스와 콘텐츠 서비스 품질을 고려할 때는 W-CDMA(HSDPA11))이 더 안정적일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와이브로나 HSUPA12)의 단점을 
통신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개선 될 것으로 기대한다. 

표 6. 모바일 웹 2.0의 인터넷 속도 비교(2009년 10월 현재) 
서비스명 HSDPA HSUPA Wibro Wibro 2

다운로드속도 14.4Mbps 14.4Mbps 18.4Mbps 34.6Mbps
업로드 속도 2Mbps 5.76Mbps 4Mbps 8Mbps

11) HSDPA :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고속하향패킷접속) WCDMA를 확장한 고속패킷
통신규격.

12) HSUPA : High Speed Uplink Packet Access(고속업로드패킷접속) HSDPA에서 업로드속도를 증
가시킨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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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모바일 서비스 현황
  2009년 11월 현재 국내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는 3개 이통사 중심으로 되고 있으며, 표 7에서와 같
이 1세대 모바일과 2세대 모바일을 구분하여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았다. SK텔레콤은 1세대에서 모바
일 포털 네이트, 멀티미디어「준」을, KTF는 매직엔과「핌」을, LG 텔레콤은 이지아이 서비스를 하
였다. 2세대에서 SKT는 T-인터렉티브와 3G+, KTF는 Show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는 새
로운 통신 수익모델을 선점하기 위해 구글 OS를 탑재한 안드로이드폰, 애플의 아이폰 보급하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표 7. 국내 이동통신사별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 비교(2009년 11월 현재)

이동통신사별 1세대 모바일 인터넷 2세대 모바일 인터넷(모바일 웹2.0)
모바일 포털 멀티미디어 모바일 포털 서비스 명

SKT 네이트 준 T 인터렉티브 3G+
KTF 매직엔 핌 Show Show
LGT 이지아이 - - -

  모바일 시장에 대한 소비자 요구 증가에 따라 국내 통신사도 모바일 전용 포털과 UCC 서비스를 도
입하기 시작했다(표 8). 국내 대표 통신사인 한국통신(KT)은 M-로고, M-캐스트 등의 와이브로 전용 
UCC 서비스와 IPTV에 UCC 전문채널 도입을 검토중이며, 『모바일 UCC Wibro』라는 슬로건을 선정
하였다. SKT는 기존의 성인콘텐츠 위주의 모바일 콘텐츠에서 벗어나 판도라 TV 등 6개 동영상 전문
사이트 서비스 중에 주력할 계획이며, 다음TV 팟을 오픈예정에 있다. 

표 8. 국내 통신사별 모바일 포털 및 UCC 서비스 현황 (2009년 11월 현재)
통신사별 서비스 종류

KT M로그, M캐스트 등 Wibro 전용 UCC 서비스
IPTV에도 UCC 전문채널 도입 검토

SKT 아미,판도라TV,아우라,엠엔캐스트,큐(Q),디오데오 등 6개 동영상 전문사이트 서비스
다음 TV 팟  오픈예정

KTF 엠박스, K-LIVE, 야미, 판도라TV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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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국내 와이브로 지원 스마트폰 보급 현황(2009년 11월 현재) 
KT SKT

SPH-M8100 LG-KC1 SPH-M8200 SCH-M830
※ 1) 와이브로는 USB형태 모뎀, 와이브로 내장된 스마트폰, UMPC 등 이용
   2) 스마트폰(Smart Phone)은 일반 휴대폰 기능에 인터넷 접속, 일정관리 등의 부가기능을 결합
   3) 와이브로 지원 스마트폰은 윈도우 모바일기반 OS 사용

  2009년 11월 현재 한국내에서 와이브로 지원 스마트폰은 KT의 와이브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애니콜사의 SPH-M8100과 SPH-M8200기종, LG의 LG-KC1기종, SKT의 와이브로 서비스는 애니콜
사의 SCH-M830기종 등 제한적으로 보급되었지만, 2010년 현재는 안드로이폰, 옴니아2, 아이폰 등의 
휴대전화와 개인휴대단말기의 장점을 합친 스마트폰의 보급이 급격히 추진되고 있다. 

라. 해외 모바일 사업 추진 현황 
  표 10에서 보듯이 해외에서도 모바일 콘텐츠 보급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 
생산업체와 이동통신사, 인터넷, 콘텐츠 등 모바일 관련 산업체간의 합작 투자 등 공동개발이 추진중
이다. 
일본 아사히 TV, 영국 TV, Video Store 등의 콘텐츠 회사에서 인터넷회사의 구글(Google)과 합작으
로 기존 인터넷 콘텐츠를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로, 또는 아날로그 콘텐츠를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도쿄방송(TBS)과 스카이/퍼팩트 커뮤니케이션스, 소프트뱅크 +Yahoo와 TV 아사히 등은 IPTV 서비
스 제공 합작법인 설립하였고, 인터넷 콘텐츠를 모바일 기기와 동시 서비스 하기 위해 영국의 
Vodafone과 SONY가 협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모바일 단말기 생산자, 이동통신사업자, 인터넷 포털 콘텐츠 공급자 
등 모바일 관련 산업체간의 합자투자 및 공동개발이 진행되는 것이다. 인터넷 포털 Google이 모바일 
생산회사 Apple사와 콘텐츠를 보유한 영국 TV방송과 합작하여moblie phone, iPod 등으로 다양한 콘
텐츠를 제공하려는데 궁극적인 목표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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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해외 모바일 관련 산업체간 합작투자 개발현황 
사업구분 사업내용모바일기기 이동통신 인터넷 컨텐츠

도쿄방송
(TBS)

스카이/퍼팩트
커뮤니케이션스 인덱스 IPTV 서비스 제공 합작법인 설립

소프트뱅크
 +Yahoo일본 TV 아사히 IPTV 서비스 제공 합작법인 설립

Apple Disney ESPN의 스포츠 시리즈 중계와 ABC의 
프로그램을 애플의 iTunes를 통해 서비스

Real Networks Starz 영화다운로드 서비스 Vongo 실시
Sony music & video

service 소니는 자체 컨텐츠 사이트를 개설해 서비스
Motorola

Rckr Apple ITMS ITMS에서 판매하는 음원을 Rckr
휴대폰을 통해 서비스

Google TV 아사히 레드헤링 닷컴은 와이즈테크놀로지가 
씬클라이언트 제품개발을 구글과 협상중

Intel Viiv Apple Apple은 인터넷과 홈미디어를 연결하는 
플랫폼 Viiv를 탑재 컴퓨터 생산계획

Apple Google 영국TV 방송 영국 TV방송의 컨텐츠를 인터넷, PC, 
moblie phone, iPod 등으로 제공

Vodafone
(영국) SONY BSkyB

음악- Vodafone Radio DJ 서비스 제공
 Sony Net에서 고객이 음악선호 선택
 선호 장르 분류하여 맞춤 서비스 제공

3G moblie
phone/PC

Vodafone
(영국) Sony 인터넷 컨텐츠를 모바일 기기와 동시 서비스 
보다폰 인터넷 포털 인터넷 컨텐츠를 모바일 기기와 동시 서비스 

Apple iPod TiVo
TiVo 소프트웨어를 통해 녹화된 

TV프로그램을 iPod로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서비스

PocketDISH
EchoStar 
Communi
-cations 

Corp.

위성케이블 TV로 방송프로그램을 모바일로 
다운받아 이동중 볼수있는 서비스 

(20-30시간 용량 )

Google Video Store
비디오 검색기능

유료콘텐츠 Google Account로 구입
Video Upload Program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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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생산자와 인터넷 업체의 제휴는 표 11에서 살펴보면 모토롤라는 휴대폰에서 구글검색 아이콘 
추가, 노키아는「노카이770」에 구글톡(메신저) 탑재,「야휴 Go」탑재하였고, 소니에릭스는 구글검색
과 블러그 서비스, 아이폰(iPhone)에 구글맵 탑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삼성과 LG에서도 포
탈 검색서비스를 일부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표 11. 휴대폰 생산자와 인터넷 업체의 제휴 현황

휴대폰 생산자 제휴 인터넷 업체 현황
모토롤라 일부 휴대폰에 구글검색 아이콘 추가

노키아  ‘노카이770’ 구글톡(메신저)탑재 → 휴대폰에 이메일-검색-뉴스 서비스
 ‘야휴 Go' 탑재 → 서유럽과 미국 AT&T를 통해 서비스

소니에릭스 K160, K800, K790 모델에 구글의 검색 및 블로그 서비스 탑재
애플 아이폰(iPhone)에 구글맵 탑재

림(RIM) 블랙베리 단말기에 ‘야후 Go’탑재
자료: Strategy Analytics

  이동통신사와 검색 서비스 업체의 제휴는 표 12에서 나타나듯이 미국의 AT&T와 점프탭 등이, 유럽
(영국)의 보다폰 등과 구글이, 일본의 도코모와 구글이, 한국의 SKT와 네이버, 다음, 아휴, 구글등이 
제휴를 하여 모바일 검색 서비스가 되고 있다.
 
표 12. 국내외 이동통신사와 검색서비스 업체의 제휴현황(2009년 11월)

미국 유럽 일본 한국
A B A B A B A B

AT&T 점프탭 Vodafone
(영국) 구글 DoCoM

o 구글 등 13개 업체 SKT 네이버,다음,야휴,구글

Verizon 메디오 
시스템즈

T-mobile
(영국) 구글 KDDI 구글 KTF 네이버,다음,야휴,구글

Sprint 
Nextel MSN Telefonica

(스페인) 구글 LGT 네이버,야휴,다음

자료 : Strabase ( A : 이동통신사, B : 인터넷 검색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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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내 와이브로 쇼핑몰 구축현황 
  국내 모바일 쇼핑몰 접속방법은 풀브라우징과 각통신사별 접속하는 방식이 있다. 풀브라우징은 모바
일로 검색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정보검색 습득함으로써 유선인터넷의 웹사이트 서비스를 똑같이 사
용하는 방법이고, 각 이동통신사별 접속하는 방법은 SKT는 Nate, LGT는 Oz, KT는 Show 등으로 각
기 다른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다. 
  모바일 쇼핑몰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곳은 그림 와 같이 종합쇼핑몰인 모바일 Hmall, CJMmall,모바일 
GS SHOP, 롯데 Mmall 등과 오픈 마켓 쇼핑몰인 모바일 11번가, 모바일 G마켓,모바일 옥션 등이다. 
종합쇼핑몰이지만 다양한 품목이 거래되는 유선인터넷 쇼핑몰비해 제한적인 품목들이 거래되고 있다. 

구분 모바일 Hmall CJMmall 모바일 GS SHOP 롯데 Mmall

종
합
쇼
핑
몰

모바일 11번가 모바일 G마켓 모바일 옥션

오
픈
마
켓
쇼
핑
몰

그림 2. 국내 모바일 쇼핑몰 구축 현황 (2009년 11월 현재)

바. 와이브로 쇼핑몰 시스템 사용의도 조사 결과(2009. 10. 현재)
  다음은 2009년 9월부터 10월까지 1073명을 대상으로 와이브로 쇼핑몰 사용자 의도를 파악하기 위
해서 인터넷 온라인 설문으로 조사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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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자들은 유선 인터넷으로 주로 무엇을 활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보검색, 인터
넷 신문은 응답자의 94.2%, 전자우편 및 카페활동 60.2%, TV 시청 39.9%, 인터넷 쇼핑 26.5%로 조
사 결과 나타났다.
 
그림 3.  유선 인터넷으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n= 1073, 중복선택)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한 상품은 도서 67.6%> 생활용품 63.9>농산물 42.6>옷 39.4 순으로 조사되었
으며, 구매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5.1%나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13. 인터넷 쇼핑으로 구매한 상품은? (n= 1073, 중복선택) 

구분 도서 옷 화장품 생활용품 농산물 기타 없다 계획없다

응답자수 725 423 254 686 457 275 55 10

비율 67.6 39.4 23.7 63.9 42.6 25.6 5.1 0.9

  설문 응답자중 인터넷으로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457명이 어떤 농산품을 구매하였
는가에 대한 조사한 결과는 표  에서 보듯이 건강보조식품이 79.0%>과일 63.0%이였고, 채소는 12.0%
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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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인터넷으로 구매한 농산품의 종류 (n=457, 중복선택)
구분 쌀 과일 채소 건강보조식품 장류 기타

응답자수 128 288 55 361 93 212
비율 28.0 63.0 12.0 79.0 20.4 46.4

  휴대폰으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를 파악하는 질문에는 전화통화를 50.9%>문자송수신 16.9%로 나
타났고, 게임,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휴대폰으로는 전
화나 단문전송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기능이나 서비스 이용율은 저조한 것으로 생각
된다.

표 15. 휴대폰(DMB)으로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 (n=1057, 결측 16)
구분 전화통화 문자송수신 게임 메일송수신 정보수신 무선인터넷 없다

응답자수
남 369 129 8 16 10 9 .
여 169 50 4 5 2 1 .

비율
남 34.9 12.2 0.8 1.5 0.9 0.9 0.0
여 16.0 4.7 0.4 0.5 0.2 0.1 0.0
계 50.9 16.9 1.2 2.0 1.1 1.0 0.0

  표 에서 보듯이 조사자의 52.1%만이 무선인터넷 사용했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뿐 조사자의 48.2%는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무선 인터넷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6. 무선인터넷과 관련된 용어를 들어봤거나, 사용한 적이 있는가? (n=1071, 결측 2)

설문 문항 응답자수 비율
남 여 소계 남 여 소계

있다 431 124 555 40.4 11.6 52.1 
없다 407 109 516 38.0 10.2 48.2 
계 838 233 1,071 78.2 2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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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쇼핑몰 사용의도를  5점척도로 조사한 결과 와이브로 쇼핑몰 사용 의도는 평균 3.5수준, 와
이브로 쇼핑몰에서 농산물 구매의도는 3.7수준으로 호의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품구매활동이 이루
어지려면 상품에 따라 가격 지불의사가 결정됨으로 실제 어떤 농산품들이 거래될 것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표 17. 모바일 쇼핑몰 사용 의도  (5점척도) (n=1,073)
설문문항 응답자수(명) 평균값 표준편차

와이브로 쇼핑몰 사용의도
남 839 3.46 1.03
여 234. 3.59 0.93
계 1,073 3.49 1.01

와이브로 쇼핑몰에서 농산물 구매 의도
남 839 3.30 0.94
여 234. 3.67 0.87
계 1,073 3.47 0.93

♩ 잘 이용할 것이다 5점 ~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1점으로 5점척도로 측정

  그렇다면 휴대폰으로 상품이나 농산품 구매를 꺼리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화면이 작아서 물건을 식
별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응답이 전체 44.0% , 구매절차가 인터넷보다 어려울 것 같다가 28.3%, 개
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 14.8%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와이브로 쇼핑몰을 구축할 때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할 것이다. 

표 18. 휴대폰으로 상품이나 농산품 구매를 꺼리는 이유는 (n=1,073)
설 문 문 항 응답자수(명) 비율(%)

남 여 계 남 여 계
화면이 작아서 물건을 식별하기 어려울 것 같다. 354 118 472 33.0 11.0 44.0
인터넷보다 휴대폰으로 구매하는 절차가 더 어려울 것 
같다. 240 64 304 22.4 6.0 28.3
개인정보 유출이 걱정된다. 121 38 159 11.3 3.5 14.8
절대 인터넷이나, 휴대폰으로 하는 온라인 쇼핑은 하지 
않겠다. 30 2 32 2.8 0.2 3.0
기타 94 12 106 8.8 1.1 9.9
소계 839 234 1,073 78.2 21.8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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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에 휴대폰으로 부가서비스 되거나 어떤 기능이 개발되기를 희망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전화통화 
33.7%로 가장 높았고, 금융거래 17.9%, 티켓예매 13.5%, 사이버 교육 13.2%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19. 향후 휴대폰으로 부가 서비스 또는 개발되기를 희망하는 기능

설 문 문 항 응답자수 백분율
남 여 계 남 여 계

영화관람 50 12 62 4.7 1.1 5.8
사이버 교육 102 40 142 9.5 3.7 13.2
쇼핑 53 11 64 4.9 1.0 6.0
티켓예매 95 50 145 8.9 4.7 13.5
금융거래 163 29 192 15.2 2.7 17.9
전화통화(음성& 화상) 298 64 362 27.8 6.0 33.7
기타 56 15 71 5.2 1.4 6.6
사용하지 않음 22 13 35 2.1 1.2 3.3

소계 839 234 1,073 78.3 21.8 100

마. 농산물 와이브로 기반 시스템구축 구축 방안
  농산물 와이브로 기반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는 고려되어야 사항이 몇가지 있다. 
우선 와이브로 쇼핑몰 구축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용 웹솔루션이 제공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와이브로 
쇼핑몰에 상품을 입점시키려는 농업인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매뉴얼이나, 와이브로 기반 상품의 
마케팅 가이드 라인, 그에 따른 법이나 정책등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웹싸이트를 
통한 사이버 교육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와이브로 쇼핑몰을 관리자와 사용자 모드로 이용자 권한에 따라 인터페이스를 이원화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이것은 일반 유선 인터넷 정보시스템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제안되는 부분이
다. 사용자 화면은 인터넷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기술과 트랜드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나, 주
요 관리자 메뉴는 표 2의 기능을 필수항목으로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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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와이브로 쇼핑몰 구축 솔루션의 주요 관리자 메뉴 및 기능
메뉴명 상세기능 

모바일샵 기본 설정 모바일 쇼핑몰 이름 설정, WINC 등록, 검색 키워드 입력
기본 컨텐츠 입력 회사소개 입력, 이용 약관 입력, 고객센터 정보 입력 
상품 메뉴 관리 상품 카테고리 설정, 상품 등록, 상품 수정 및 삭제
디자인 일반 관리 디자인 테마 설정, 디자인 스킨 칼라 설정, 로고 등록, 배너 등록
디자인 고급 관리 페이지 디자인 개별 편집 및 수정
주문 관리 상품 주문 조회 및 관리

  마지막으로 와이브로 쇼핑몰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표  와 같이 해결과제가 있다.  
첫 번째는 인프라 구축이다. 모바일 기종에 관계없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표준화된 브
라우징 개발이 절실하며, 와이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종을 보유 인구가 많아야 한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접속료와 콘텐츠 서비스료 별도 부가하는 통신료와 이통사와 기술개발사 간의 기술
특허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아야 하는 중요한 쟁점 사항인 것이다.
세 번째는 모바일 웹 표준화로 현재 모바일 OK가 개발되어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모든 기종에 호환성
이 떨어진다.
네 번째는 와이브로 쇼핑몰을 통해 수익창출이 되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기존의 오프라인 
충성 고객을 와이브로 시장으로 유입하여 새로운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는 등 수익모델이 반드시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표 21. 와이브로 쇼핑몰 도입을 위한 해결과제 
항목 상세내용

인프라 구축
모바일 기종에 관계없이 와이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브라우징 개발
한국형 앱스토어 개발의 상용화 진행중 : 모바일 사업자 참여
와이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종 보급 확산
스마트폰, 아이폰, 안드로이폰의 대중화 진행중

통신료 및 정부정책 
현재 정액제, 데이터 접속료 별도 부가, 콘텐츠 서비스료에 포함하는 방안
이통사, 기술개발사, 카드사의 공동 인터페이스 게이트웨이 구축 
 - USIM칩 이용한 결제시스템 기술특허료 요구 상용화 지연
 - 이통사와 하렉스인포텍의 특허료- 수수료 전환 

모바일 웹 표준화 모바일 기종, 브라우징에 제약없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웹 표준화
모바일 웹의 표준 모바일 OK 개발됨

수익모델발굴 모바일 충성고객을 웹으로 유입하는 비즈니스 모델 (현재 웹>모바일)
모바일 광고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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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가. 2009년 와이브로 주요기술 체계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와이브로 쇼핑몰을 

‘유선인터넷 쇼핑몰과 유사한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휴대인터넷 쇼핑몰’이라고 조작적 
정의하였음.

  나. 유무선 인터넷 기술은 2002년 실내에서 사용하는 유선인터넷시대에서 WAP기반브라우징을 통해 
휴대폰으로 접속가능한 1세대 모바일 인터넷이 보급되었고, 2006년에는  TCP/IP 기반의 풀브
라우징 개방형으로 다양한 모바일 단말 접속가능한 2세대 모바일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함

  다. 국내 1세대 모바일 인터넷에 참여한 3개 이통사는 SKT에서 네이트, 준을, KTF에서 매직엔, 핌
을, LGT에서 이지아이를 출시 보급하였고, 2세대 모바일 인터넷에 참여는 SKT에는 T 인터렉
티브, 3G+, KTF는 show를 개발 보급중임

  라. 미국, 유럽, 일본 등은 모토롤라 등의 단말기 생산자와 스카이 등의 이동통신사업자, Google 등
의 인터넷 콘텐츠 공급업자 간의 합자투자 및 공동개발 추진중이며, 한국은 3개이통사에서 네
이버, 야후, 다음등과 제휴하여 검색 서비스중임

  마. 국내 와이브로 쇼핑몰 구축은 인터넷 종합쇼핑몰 운영하는 Hmall, CJmall, GS mall, Mmall과 
오픈마켓인 11번가, G마켓, 옥션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반 농산물 쇼핑몰은 구축사례 
없음

  바. 2009년 1073명을 대상으로 와이브로 쇼핑몰 사용 의도를 5점척도로 조사한 결과 표준편차 1.01
수준으로 평균 3.49로 분석되었으며, 와이브로 쇼핑몰에서 농산물 구매 의도는 평균 3.47수준
으로 분석되었음

  사. 모바일 쇼핑몰에서 농산물 구매에 부정적인 이유는 ‘화면이 작아서 물건을 식별하기 어려울 것 
같다’에 응답자의 44%, ‘휴대폰을 이용한 구매절차가 더 까다로울 것 같다’에 28.3%로 조
사결과 나타났음

  아. 따라서, 와이브로 기반의 농산물 쇼핑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기종 및 브라우징 
보급 등의 인프라구축, 데이터 접속료 및 USIM칩 특허료 등의 통신정부정책개선, 기종이나 브
라우징 제약없이 모바일 웹 표준화, 모바일 서비스를 이용한 수익모델 발굴이 해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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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velop the practical method using composted livestock manures to substitute them for 
the chemical fertilizers which are applied as a basal fertilization sources for the rice 
cultivation in paddy soils, the possibility to substitute the basal nitrogen chemical fertilizer 
for composted livestock manures was examined in 2007, and proper basal fertilization rate 
of nitrogen chemical fertilizer(urea) when composted livestock manures applied in the 
amount of phosphate recommendation rate by soil test in 2008~2009. The supplementary 
experiment was also conducted to find out the relative efficiency of nitrogen from composted 
livestock manures compared with that from chemical fertilizer in 2009.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2007 experiment with 5 treatments of no N basal fertilization(control), standard 
fertilization by soil test(standard), and N 50, 100 and 150% of standard basal fertilization 
rate with composted livestock manures(cattle, pig, chicken), soil NH4-N content, N 
absorption amount by rice plant, dry weight and rice yield showed highest in standard 
treatment and lowest in control plot. Among composted livestock manure plot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ose characteristics, and therefore only the application of 
composted livestock manures hardly could supply sufficient N nutrition in rice cultivation of 
environment-friendly manner.
  In the 2008~2009 experiments with 6 treatments of no N basal fertilization(control), 
standard fertilization by soil test(standard), and 4 levels of N supplement with urea(0, 33, 
67 and 100% of standard basal fertilization rate, N0, N33, N67, N100) after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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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composted livestock manures(cattle, pig, chicken) in the same amount of phosphate 
recommendation rate by soil test, soil NH4-N content was similar between control and N0 
plot, and incresed in proportion to the application rate of urea. Inorganic N and P content 
of soil solution collected under 50cm depth didn`t exhibit any difference among treatments.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like plant height, number of stem, dry weight and amounts of 
nutrients(N, P, K) absorption became higher in the high level of N supplement plots. This 
tendency was maintained in rice yield and protein content of rice grain. The proper N 
supplement rate when composted livestock manure is applied in the recommendation amount 
of phosphate by soil test was determined by calculating the N supplement rate having the 
same rice yield of standard plot, and it was 86.9% for composted cattle manure, 93.3% for 
composted pig manure and 84.3% for composted chicken manure.
  In the 2009 supplementary experiment with 6 treatments of 50, 100 and 150% of 
recommended N application rate using both composted livestock manures(cattle, pig, chicken) 
and chemical fertilizer which applied the same amount of N, P, K with the treatments of 3 
levels of composted livestock manure(CLM) application. Soil NH4-N content showed high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in the urea application rate, while lower concentrations than that 
of urea application plots were kept throughout the experiment in every CLM plots which had 
not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m. There was very close relationship between soil 
available phosphate content and phosphate fertilization rate. That is, y=1.7884x-6.169(R2= 
0.9425) for phosphate fertilizer and y=0.6619x-2.689(R2=0.9315) for CLM(x: phosphate 
application rate, kg 10a-1, y: increase in soil available content, mg kg-1). Plant height, 
number of stem, nutrient absorption amount by rice plant, protein content of rice grain and 
rice yield showed high in 100, 150% application plots of chemical fertilizer, while every CLM 
plots exhibited lower values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m. Relative nitrogen 
efficiency of CLM compared with urea was 12.3% for composted cattle manure, 8.8% for 
composted pig manure and 24.6% for composted chicken manure,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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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우리나라의 ‘`08년도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은 한육우, 젖소, 돼지, 닭에서 발생한 가축분뇨가 
총 4,174만톤으로서 이 중 84.3%인 3,521만톤이 퇴비와 액비로 자원화가 되어 ’̀07년 자원화율 83.7%
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고, 그 다음으로 정화처리후 방류가 9.8%, 해양배출 3.5%, 기타 2.4%의 순으
로 처리되었다고 농림수산식품부(축산정책단 자원순환팀)의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09년 주요업
무 추진계획에 발표되어 있다. 자원화 내역을 보면 퇴비화가 78.8%(3,291만톤), 액비화는 5.5%(230만
톤)로 대부분 퇴비로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Park(1999)이 지적한 바와 같이 퇴비 등 유기
질비료도 지나치게 많은 양을 시용하면 토양과 작물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부
족한 비료성분만을 공급하는 과학적 비배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가축분퇴비 시용량을 추천한 결과는 
작물별 시비처방 기준(농촌진흥청, 2006)에 퇴구비 추천량을 기준으로 우분톱밥퇴비는 동일량, 돈분톱
밥퇴비 22% 해당량, 계분톱밥퇴비 17% 해당량을 추천하고 있고, Song 등(2001)은 토양검정에 의한 
화학비료 시용시 돈분퇴비 적정 시용량은 사양토 4.0, 양토와 식양토 7.0Mg ha-1를 추천하였다. 그러
나 이런 기준들은 화학비료를 정상적으로 시용할 경우의 가축분퇴비 시비 추천량으로서 가축분퇴비의 
양분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가축분퇴비의 양분을 최대한 활용한 후 화학비료로 부
족한 양분을 보충하는 시비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우분, 돈분, 계분 등 
축종별로 가축분퇴비를 우선 시용하고 양분 부족분은 화학비료로 보충하는 가축분퇴비와 화학비료 혼
용 시비처방 기준을 개발하여 과학적인 가축분퇴비 이용 및 자연순환농업 확산에 기여하고자 실시하
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연차간 시험 및 처리내용

  본 시험은 ‘̀07~ ‘̀09년의 3개년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농업기술원 시험포장에서 돈분, 계
분, 우분 톱밥발효퇴비를 시험퇴비로 하여 각각 난괴법 3반복으로 실시하였다. 추청벼를 30×14cm로 
매년 5월20일 이앙하여 재배하였고, 분시비율은 작물별 시비처방 기준(농촌진흥청, 2006)에 따라 질
소는 일반답 표준시비량 90 kg ha-1 기준 질소시비추천식으로 산출하여 기비-분얼비-수비를 
56-22-22%, 인산은 전량기비, 칼리는 기비-수비를 70-30%로 하였다. 시험처리는 1년차인 `07년도
에 가축분퇴비를 이용한 기비 질소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질소기비 무시용(화학비료 P, K 
시용), 3요소 화학비료 토양검정시비, 퇴비 토양검정 질소 기비량의 50, 100, 150% 해당량 시용(기비 
P 부족량은 용과린으로 보충, K는 검정시비량보다 퇴비시용에 의한 투입량이 많아 무시용, 분얼비와 
수비는 토양검정시비구와 동일하게 질소추비)의 5개 처리를 두었고(시험구면적 30.7㎡, 구당 731주), 
2, 3년차인 ‘̀08~ ‘̀09년에는 가축분퇴비를 토양검정 인산시비량에 해당하는 양을 시용하였을 때의 질
소 화학비료 적정 보충량을 결정하고자 질소 기비 무시용, 3요소 화학비료 토양검정시비, 퇴비 인산시
비 해당량, 퇴비 인산시비 해당량+질소 기비량의 33, 67, 100% 질소비료(요소) 보충의 6개 처리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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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험구면적 31.1㎡, 구당 741주) 2년간 연용하여 시험하였다. 또한 ’`09년도에 축분퇴비 질소의 화
학비료 질소 대비 비효율을 구명하고자 3종의 축분퇴비별로 질소 토양검정시비량의 50, 100, 150% 
시용하는 처리와 요소, 용과린, 염화칼리로 축분퇴비 처리시 투입되는 양과 동일량의 화학비료 시용구 
등 6개 처리의 보완시험(시험구면적 0.88㎡, 구당 21주)을 추진하였다. 연차별 시험처리에 의한 퇴비
시용량과 양분공급량은 표 1~표 4와 같다.

표 1. ‘̀07년 1차년도 시험퇴비 처리에 의한 양분 공급량

퇴비 종류
질소기비 100%
축분퇴비 시용량

(Mg ha-1)
질소기비 100% 퇴비투입시 양분공급량 (kg ha-1)

N P2O5 K2O

우분톱밥발효퇴비
돈분톱밥발효퇴비
계분톱밥발효퇴비

9.2
8.1
4.1

73
73
73

54
41
38

104
41
29

 † 질소기비 50% 및 150% 처리구는 각각 상기 퇴비 시용량 및 양분 공급량의 0.5, 1.5배

표 2. ‘̀08년 2차년도 시험퇴비 처리에 의한 질소시비량                           (단위 : kg ha-1)

처리내용
우분발효퇴비 

시험구 질소시비량 
돈분발효퇴비 

시험구 질소시비량
계분발효퇴비 

시험구 질소시비량 비  고
계 화학비료 축분퇴비 계 화학비료 축분퇴비 계 화학비료 축분퇴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2) 3요소 토양검정시비
3) 퇴비 인산시비 해당량
4) 3)+질소 기비량 33%
5) 3)+질소 기비량 67%
6) 3)+질소 기비량 100%

55
124
162
185
208
231

55
124
55
78
101
124

0
0

107
107
107
107

55
124
83
106
129
152

55
124
55
78
101
124

0
0
28
28
28
28

55
124
107
130
153
176

55
124
55
78
101
124

0
0
52
52
52
52

o 축분퇴비시용량
 (N-P2O5-K2O, kg ha-1)
 - 우분 : 13.5 Mg ha-1

    (107-77-99)†

 - 돈분 : 3.2 Mg ha-1

    (28-77-41)†

 - 계분 : 2.6 Mg ha-1

    (52-77-53)†

 † 비고난의 ( ) 내 수치는 인산 검정시비 해당량(770 kg 10a-1)의 퇴비시용에 의한 3요소 투입량임
 ‡ 3)번 퇴비 인산시비 해당량의 화학비료 질소시비량은 추비량으로 기비는 무시용 함



 Ⅳ. 환경농업연구 ∙ 367

표 3. `09년 3차년도 시험퇴비 처리에 의한 질소시비량                           (단위 : kg ha-1)

처 리 내 용
우분발효퇴비 

시험구 질소시비량 
돈분발효퇴비 

시험구 질소시비량
계분발효퇴비 

시험구 질소시비량 비  고
계 화학비료 축분퇴비 계 화학비료 축분퇴비 계 화학비료 축분퇴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2) 3요소 토양검정시비
3) 퇴비 인산시비 해당량
4) 3)+질소 기비량 33%
5) 3)+질소 기비량 67%
6) 3)+질소 기비량 100%

56
124
104
135
152
173

56
124
53
81
99
120

0
0
51
54
53
53

56
123
79
102
124
147

56
123
56
79
101
124

0
0
23
23
23
23

56
129
116
134
160
190

56
129
61
81
106
136

0
0
55
53
54
54

o 축분퇴비시용량
 (N-P2O5-K2O, kg ha-1)
 - 우분 : 5.4 Mg ha-1
    (53-72-90)†
 - 돈분 : 1.8 Mg ha-1
    (23-73-50)†
 - 계분 : 2.5 Mg ha-1
    (54-75-63)†

 † 비고난의 ( ) 내 수치는 인산 검정시비 해당량의 퇴비시용에 의한 3요소 투입량임
 ‡ ‘̀08년 시험후 연용시험 처리로서 처리간 시험전 토양화학성이 달라져 시비량이 상이함

표 4. ‘09년 보완시험의 처리별 3요소 성분시용량                                 (단위 : kg ha-1)

처 리 내 용
우분발효퇴비 시험구 

질소시비량 
돈분발효퇴비 시험구 

질소시비량
계분발효퇴비 시험구 

질소시비량 
질소 인산 칼리 질소 인산 칼리 질소 인산 칼리

1) 축분퇴비 질소시비량의 50%
2) 축분퇴비 질소시비량의 100%
3) 축분퇴비 질소시비량의 150%
4) 요소비료 질소시비량의 50%
5) 요소비료 질소시비량의 100%
6) 요소비료 질소시비량의 150% 

6.7
13.4
20.1
6.7
13.4
20.1

9.2
18.3
27.5
9.2
18.3
27.5

11.5
22.9
34.4
11.5
22.9
34.4

6.7
13.4
20.1
6.7
13.4
20.1

21.2
42.3
63.5
21.2
42.3
63.5

14.5
28.9
43.4
14.5
28.9
43.4

6.7
13.4
20.1
6.7
13.4
20.1

9.4
18.7
28.1
9.4
18.7
28.1

7.9
15.8
23.7
7.9
15.8
23.7

 † 인산, 칼리는 질소시비량 기준 퇴비시용에 의한 투입량임
 ‡ 100% 처리구의 축분퇴비 투입량 : 우분 13.8, 돈분 10.3, 계분 6.3 Mg ha-1(50, 150%구는 각각 0.5, 1.5배)
나. 시험재료의 화학성

  시험토양은 양토(석천통)로서 시험전 토양의 화학성은 표 5와 같이 인산함량이 낮고 규산함량이 높
은 토양으로 질소 토양검정시비량이 일반답 표준시비량 90 kg ha-1 기준 질소시비추천식으로 산출하
여 12.4~13.0kg ha-1로 많았고, 인산시비량도 72~77kg ha-1로 많아 축분퇴비와 화학비료 등 시험처
리량이 충분하였다. 반면에 치환성 칼리함량은 벼 재배에 적정수준으로서 시비량이 30~47kg ha-1로 
적은 토양이었다.
  시험퇴비의 화학성은 표 6과 같이 성분함량에 연차간 변이가 있었으나, 강 등(2008)이 경기도 관내 
70개 부산물비료 생산업체의 가축분퇴비 성분조사 결과인 질소 0.6~3.3, 인산 0.2~4.9, 칼리 
0.3~3.0%의 범위 내에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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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시험전 토양의 화학성
시험
연도 시험구분 pH

(1:5)
OM

(g kg-1)
Av.P2O5

(mg kg-1)
Av.SiO2

(mg kg-1)
Ex.Cations (cmol kg-1) CEC

(cmol kg-1)K Ca Mg
‘07 - 6.7 19.8 25.4 279 0.31 8.2 1.62 10.8
‘̀08 - 6.7 20.5 23.3 274 0.29 8.3 1.64 11.5

‘`09
우분퇴비†
돈분퇴비†
계분퇴비†

6.5
6.5
6.4

21.1
20.5
20.3

28.5
28.0
26.4

276
282
312

0.29
0.27
0.26

8.8
8.9
8.8

1.72
1.72
1.58

11.5
11.5
11.5

보완시험 6.4 20.0 24.8 320 0.25 9.2 1.71 11.5
 † ‘09년은 2년차 연용시험으로 ’̀08년 잔효에 의해 처리별로 다소 상이하여 퇴비별 평균값으로 표현
 ‡ 토양검정시비 추천량(N-P2O5-K2O, kg ha-1)은 `07년 130-75-30, `08년 124-77-30, `09년 우분
퇴비 124-72-30, 돈분퇴비 125-72-34, 계분퇴비 130-74-41, 보완시험 130-75-47임

표 6. 시험퇴비의 화학성                                                             (단위 : %)
시험년도 퇴비종류 OM T-N P2O5 K2O CaO MgO C/N

‘`07
우분톱밥발효퇴비
돈분톱밥발효퇴비
계분톱밥발효퇴비

31.4
29.5
40.9

0.79
0.90
1.78

0.58
0.50
0.93

1.12
0.51
0.70

0.81
0.53
5.51

0.46
0.19
0.83

23.0
21.6
24.4

‘̀08
우분톱밥발효퇴비
돈분톱밥발효퇴비
계분톱밥발효퇴비

30.1
35.1
38.6

0.79
0.88
2.00

0.57
2.40
2.98

0.73
1.29
2.04

0.75
2.94
3.84

0.25
0.84
0.82

19.4
23.2
17.8

‘̀09
우분톱밥발효퇴비
돈분톱밥발효퇴비
계분톱밥발효퇴비

33.3
48.5
45.8

0.97
1.26
2.11

1.33
3.99
2.96

1.66
2.76
2.49

1.57
4.36
6.03

0.62
1.52
1.19

10.8
14.1
12.6

다. 토양, 토양용액 및 식물체 조사분석
  토양과 식물체시료의 분석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2000)의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에 준하였
고, 토양용액은 토양용액채취기를 토심 50cm 깊이에 매설하여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1988)의 토
양화학분석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토양은 생육시기별로 표토 15cm를 채취하여 NH4-N은 습토로, 
기타 성분은 풍건시켜 2mm 체를 통과시켜 분석하였다. pH는 초자전극법, NH4-N은 Kjeldahl 증류
법, OM은 Tyurin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 치환성양이온은 1N-NaOAc로 추출하여 ICP(GBC  
Integra XL) 분석법, 양이온치환용량(CEC)은 1N-NH4OAc (pH 7.0) 침출법으로 분석하였다. 논 표면
수와 토양용액의 pH와 EC는 초자전극법 및 전기전도도법, NH4-N과 NO3-N은 Kjeldahl법, PO4-P는 
Ammonium molybdate법, K+, Ca++, Mg++, Na+는 ICP로 분석하였다. 퇴비와 식물체는 습식 산분해를 
하여 탄소는 Tyurin법, 질소 Kjeldahl법, 인산 Vanadate법, K, Ca, Mg는 ICP로 분석하였고, 쌀의 단백
질함량은 AN-700 (Kett, 일본), 완전립은 RN-500 (Kett, 일본), 식미는 식미측정기(MA-90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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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yo, 일본)로 각각 측정하였다. 초장, 간장 등 생육상황과 수량조사는 농촌진흥청(2003)의 농업과학
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1차년도> 가축분퇴비 단용에 의한 질소기비 대체효과 시험
가. 토양 화학성의 경시적 변화

  토양 중 NH4-N 함량은 전 생육기간을 통해 토양검정시비구가 가축분퇴비 질소 150% 시용구를 포
함한 모든 축분퇴비 시용구보다 높게 유지되어 축종에 상관없이 가축분퇴비의 질소공급능이 질소 화
학비료(요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표 7). 이는 Lee 등(1999)이 논토양에서 돈분톱밥퇴비 시용량 
결정에 관한 연구에서 돈분퇴비 10Mg ha-1 시용시 NH4-N 함량이 분얼기에 토양검정시비구보다 낮
았고 유수형성기 이후에 모든 처리가 10mg kg-1 이하의 낮은 함량으로 유지된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그는 그 원인으로 유기물 시용구에서 토양중 무기태 질소 농도는 유기물 분해를 위해 무기태질소가 
미생물 증식에 이용되어 화학비료 시용구 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하며 임 등(1988)의 결과와도 유사하
다고 하였다. 이 외에 이 등(2008)이 가축분뇨 퇴비화과정에서 질소성분의 40%가 암모니아 가스로 휘
산된다고 한 바, 이런 과정을 통해 완숙된 퇴비 중의 질소는 쉽게 무기화되지 못하는 형태로 존재하는
데에도 그 한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효태 인산함량은 모든 처리에서 전 생육기간에 걸쳐 토양검정시비구와 축분퇴비 시용구 간에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8). 이와 같은 결과는 인산시용량이 가장 많았던 우분퇴비 150% 처리시 토양
검정시비구의 75kg ha-1 보다 다소 많은 81kg이 시용된 반면, 기타 모든 처리는 75kg 보다 적은 양
이 투입된 바, 인산 부족량만큼 인산질비료(용과린)로 보충시비를 하여 동일량의 인산을 투입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등(1999)은 사양토의 시험전 토양 유효인산함량이 30mg kg-1으로 
본 시험포장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돈분퇴비 4.2Mg ha-1 시용(P2O5 약 99kg ha-1 해당량)으로 토양 
유효인산이 분얼기에 약 60mg kg-1 수준까지 증가하였고 시용량을 10, 20Mg ha-1로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본 시험의 인산 시용량이 75~81kg ha-1 으로서 이 등
(1999)의 인산시비량 99kg보다 다소 적기는 하였으나 인산 시비에 의한 토양 인산함량 증가량이 매우 
낮았던 본시험의 결과와 상이한 결과이다. 이는 본시험 토양의 치환성 Ca 함량이 8cmol kg-1으로 다
소 높아 시용된 인산의 고정량이 많아진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후 토양화학성은 축분퇴비 150% 시용구에서 유기물 함량과 치환성 칼리함량이 증가 경향을 보
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처리간 유사한 수준이었다(표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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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토양 NH4-N의 경시적 변화                                              (단위 : mg kg-1)
처 리 내 용 분얼기 최고분얼기 유수형성기 출수기 수확기

돈분
퇴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8.2 12.4 b* 5.5 1.6 a* 1.5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17.5 19.8 a 7.3 1.8 a 1.6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8.8 12.7 b 4.8 1.1 b 1.6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12.5 11.8 b 7.1 1.0 b 1.6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7.6  9.2 b 9.9 0.9 b 1.5

계분
퇴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10.2 b* 11.9 3.7 a* 2.8 0.8 ab*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22.0 a 14.2 4.6 a 2.6 0.9 a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12.5 b 13.0 3.4 a 2.6 0.7 bc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13.2 b 12.6 4.7 a 2.5 0.6 c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14.8 b 11.1 3.5 a 2.4 0.5 c

우분
퇴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7.5 9.6 3.7 a* 2.8 b* 0.9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23.6 13.1 5.3 a 3.8 a 1.1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9.6 10.6 4.4 a 2.3 b 0.9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9.2 8.5 4.4 a 2.1 b 1.0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10.3 10.1 3.6 a 2.6 b 0.9

 * DMRT at 5% level

표 8. 토양 Av. P2O5의 경시적 변화                                             (단위 : mg kg-1)
처 리 내 용 분얼기 최고분얼기 유수형성기 출수기 수확기

돈분
퇴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26.0 30.0 37.0 28.7 34.0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29.0 30.7 33.0 31.3 34.3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29.0 32.0 33.3 28.3 37.7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32.3 30.0 32.7 32.7 33.7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26.0 36.7 35.0 30.7 32.0

계분
퇴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26.0 24.7 b* 33.0 25.0 32.3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28.3 31.0 a 28.3 28.0 38.7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27.0 29.0 a 26.0 28.7 32.7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27.7 28.0 ab 29.0 28.0 35.7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26.3 29.7 a 30.0 28.0 31.7

우분
퇴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30.3 28.3 32.0 26.3 33.0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25.7 30.3 28.0 28.0 38.7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24.7 28.3 40.0 25.0 33.3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26.0 28.3 31.7 26.3 29.0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25.7 27.3 27.3 33.0 30.0

 * DMR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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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시험후 토양의 화학성

처 리 내 용 pH OM
(g/kg)

Av.P2O5
(mg/kg)

Av.SiO2
(mg/kg)

Ex. Cation(cmol/kg)
K Ca Mg

돈분
퇴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6.5 18.2 c* 34 334 0.24 6.7 1.3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6.4 18.9 bc 34 350 0.20 6.9 1.3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6.5 19.5 b 38 405 0.23 7.1 1.3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6.5 19.3 bc 34 398 0.25 7.0 1.3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6.5 21.1 a 32 366 0.28 7.3 1.3

계분
퇴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6.4 19.4 32 388 0.21 a* 6.8 1.2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6.6 19.0 39 455 0.18 c 7.3 1.3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6.4 18.4 33 385 0.21 a 6.7 1.2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6.2 19.4 36 304 0.20 b 6.6 1.2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6.5 20.0 32 350 0.22 a 7.0 1.2

우분
퇴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6.3 18.9 33 471 0.23 b* 6.8 1.3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6.6 18.6 39 409 0.21 b 7.2 1.3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6.4 20.3 33 312 0.23 b 6.9 1.3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6.4 18.7 29 357 0.24 ab 6.6 1.2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6.4 20.0 30 371 0.28 a 6.7 1.3

 * DMRT at 5% level

나. 논 표면수의 경시적 화학성 변화
  논 표면수의 무기태 질소함량의 경시적 변화는 표 10에서와 같이 최고분얼기와 유수형성기에 가축
분 처리구와 토양검정시비구 간에 유의차가 없이 전체적으로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우분퇴비의 경우 
최고분얼기에 토양검정시비구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출수기에는 돈분퇴비 시용구에서 NO3-N 함량
이 토양검정시비구보다 다소 높았으나, 계분퇴비구는 낮았고 우분퇴비구는 대등하여 가축분퇴비 시용
이 질소기비의 150% 수준까지 시용할 경우 논 표면수의 질소함량을 높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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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논 표면수의 경시적 무기태질소 함량 변화                                 (단위 : mg L-1)

처 리 내 용
돈분 퇴비 계분 퇴비 우분 퇴비

최 고
분얼기

유 수
형성기 출수기 최 고

분얼기
유 수
형성기 출수기 최 고

분얼기
유 수
형성기 출수기

무기태
질소 

(합계)

1) 질소 기비 무시용 1.25 0.89 0.50c* 1.23 0.63 0.82a* 1.28 1.02 0.73b*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1.10 0.98 0.49 c 1.34 0.60 0.80ab 1.78 1.06 0.91 a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1.21 0.87 0.53 b 1.38 0.61 0.77ab 1.46 1.01 0.91 a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1.24 0.92 0.55 b 1.55 0.62 0.73bc 1.28 0.89 0.89 a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1.25 0.98 0.66 a 1.33 0.56 0.68 c 1.64 0.92 0.96 a

NH4
-N

1) 질소 기비 무시용 0.15 0.12 0.05 0.26b* 0.07 0.04 0.24b* 0.20 0.03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0.16 0.18 0.05 0.44 a 0.08 0.04 0.48 a 0.29 0.06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0.19 0.13 0.04 0.40 a 0.09 0.06 0.30 b 0.15 0.04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0.18 0.14 0.04 0.23 b 0.10 0.06 0.24 b 0.11 0.04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0.16 0.13 0.06 0.33ab 0.04 0.05 0.27 b 0.13 0.07

NO3
-N

1) 질소 기비 무시용 1.10 0.77 0.46cd* 0.97 0.56 0.78a* 1.04 0.82 0.70b*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0.94 0.79 0.44 d 0.90 0.52 0.76ab 1.30 0.77 0.84 a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1.02 0.73 0.49bc 0.98 0.53 0.71bc 1.17 0.86 0.87 a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1.06 0.77 0.51 b 1.32 0.52 0.67cd 1.05 0.79 0.84 a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1.09 0.85 0.60 a 0.99 0.52 0.64 d 1.38 0.79 0.89 a

 * DMRT at 5% level

다. 벼의 경시적 질소흡수량
  벼의 경시적 질소흡수량은 분얼기부터 출수기까지 토양검정시비구가 모든 가축분퇴비 시용구보다 
많이 흡수하는 경향성을 유지하여 수확기에 유의차를 보이며 많았고 가축분퇴비 시용구는 시용량 간
에 유의차 없이 유사한 수준으로서 질소 기비 무시용구에 비해 많은 흡수량을 보였으나 토양검정시비
구 보다 흡수량이 적었다. 이는 가축분퇴비 시용량이 가장 많았던 질소 기비 150%를 포함한 모든 축
종의 가축분퇴비 처리구 토양 무기태 질소함량이 벼 생육기간 동안 토양검정시비구 보다 낮게 유지되
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질소 공급량이 적었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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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벼의 경시적 질소흡수량                                                  (단위 : kg ha-1)

처 리 내 용 분얼기 최  고
분얼기

유  수
형성기 출수기

수 확 기
계 볏짚 현미

돈
분
퇴
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1.0 b* 25.0 43.1 b* 47.8 67.1 c* 23.7 b* 43.4 c*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2.2 a 44.4 70.6 a 83.8 111.4 a 46.2 a 65.2 a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1.0 b 24.4 41.2 b 66.5 89.8 b 32.8 b 57.0 b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1.0 b 27.7 47.4 b 62.5 83.9 b 30.0 b 53.9 b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1.1 b 35.0 50.9 ab 67.9 83.6 b 28.6 b 55.0 b

계
분
퇴
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1.1 33.7 b* 52.2 56.7 72.5 c* 24.3 c* 48.1 c*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2.0 45.6 a 83.2 95.0 114.7 a 48.0 a 66.6 a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0.9 35.5 b 62.6 67.0 94.9 b 34.7 b 60.1ab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1.4 39.2 ab 60.3 75.1 95.2 b 36.5 b 58.7 b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1.6 34.3 b 70.8 69.0 95.8 b 37.1 b 58.7 b

우
분
퇴
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0.8 26.7 b* 47.4 49.6 65.6 c* 24.1 c* 41.5 c*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1.5 39.4 a 76.4 80.9 119.4 a 52.7 a 66.7 a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0.7 27.1 b 50.4 57.6 85.8 b 32.1 b 53.7 b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0.9 26.0 b 58.6 55.3 88.3 b 33.3 b 55.0 b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1.3 27.3 b 52.0 71.4 93.0 b 35.5 b 57.5 b

 * DMRT at 5% level

라. 벼의 경시적 건물중 변화
  벼 건물중은 표 12와 같이 토양검정시비구가 분얼기부터 다소 많은 경향을 보이면서 최고분얼기, 유
수형성기, 수확기 등 생육기간 전반에 걸쳐 가축분퇴비 처리구보다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며 많았
다. 이는 질소 흡수량과 비슷한 경향으로서 질소 공급능 차이에 의해 건물중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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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벼의 경시적 건물중 변화                                                 (단위 : kg ha-1)
처 리 내 용 분얼기 최고분얼기 유수형성기 출수기 수확기

돈
분
퇴
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49 858 b* 3,275 b* 7,781 10,357 b*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78 1611 a 5,063 a 9,150 13,298 a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44 896 b 3,232 b 8,292 11,399 b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48 1026 b 3,522 b 8,378 11,631 b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50 1129 b 3,479 b 8,129 11,147 b

계
분
퇴
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48 1097 b* 4,174 b* 8,840 11,050 c*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73 1573 a 5,499 a 10,050 13,795 a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41 1205 b 3,964 b 9,100 12,296 bc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52 1243 b 4,664 b 9,300 12,069 bc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61 1326 ab 4,611 b 10,679 12,898 ab

우
분
퇴
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37 942 b* 3,345 7,392 10,115 c*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58 1444 a 5,634 8,799 13,513 a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32 1002 b 3,378 7,438 11,341 b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41 867 b 4,126 7,844 11,636 b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56 974 b 3,660 7,849 11,863 b

 * DMRT at 5% level

마. 백미수량 및 질소 시비효율
  백미수량은 질소 기비 무시용구가 가장 적고, 가축분퇴비 시용구는 돈분, 계분, 우분톱밥퇴비 모두 
시용량 간에 유의차 없이 유사한 수량을 보였으나 토양검정시비구 보다 통계적 유의차를 보이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토양중 무기태질소 함량과 벼 질소흡수량, 건물중 등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는 바, 
가축분퇴비 50, 100, 150% 처리구의 질소 시용량이 각각 37, 73, 100kg ha-1로 비교적 처리간 시비
량 차이가 컸음에도 퇴비 처리량 간에 토양 NH4-N 함량부터 백미수량까지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점
을 감안하면 벼 질소 기비량에 한정할지라도 가축분퇴비 단용으로는 화학비료를 대체하기 어려운 것
으로 판단된다.
  화학비료 질소 대비 축분퇴비 질소의 백미수량 생산에 기여한 상대적 시비효율은 돈분퇴비 59%, 계
분퇴비 52%, 우분퇴비 55%로 축종에 상관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표 13).



 Ⅳ. 환경농업연구 ∙ 375

표 13. 백미수량 및 질소 시비효율

처리내용
백미수량

(kg 
ha-1)

질소시용량 (kg 
ha-1) 시비효율† 비 고

퇴비 화학비료

돈
분
퇴
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3,784 0 0 -
 o 화학비료 대비
   돈분퇴비의
   질소 시비효율
  (a1) ÷ (b1) = 0.59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4,959 0 73.0 16.1 (b1)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4,432 32.5 0 -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4,479 73.0 0 9.5 (a1)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4,260 97.5 0 -
 LSD0.05 --------------- 359.7
 CV(%) ----------------- 4.36

계
분
퇴
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4,231 0 0 -
 o 화학비료 대비
   계분퇴비의
   질소 시비효율
  (a2) ÷ (b2) = 0.52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5,310 0 73.0 14.8 (b2)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4,710 32.5 0 -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4,794 73.0 0 7.7 (a2)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4,777 97.5 0 -
 LSD0.05 --------------- 399.8
 CV(%) ----------------- 4.46

우
분
퇴
비

1) 질소 기비 무시용 3,618 0 0 -
 o 화학비료 대비
   우분퇴비의
   질소 시비효율
  (a3) ÷ (b3) = 0.55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5,119 0 73.0 20.6 (b3)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4,286 32.5 0 -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4,445 73.0 0 11.3 (a3)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4,631 97.5 0 -
 LSD0.05 --------------- 227.7
 CV(%) ----------------- 2.74

 † 시비효율 : (시비구 백미수량 - 검정시비 질소결제구 백미수량) ÷ 시비구 질소시비량

바. 백미의 품질특성
  완전미율은 토양검정시비구에 비해 질소 기비 무시용구와 퇴비시용구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고, 단백
질함량은 질소 기비 무시용구가 낮아 양호하였고, 가축분퇴비 시용구는 토양검정시비구 보다 다소 낮
은 경향이었고, Toyo 식미치는 단백질 함량과 반비례의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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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백미의 품질특성

처 리 내 용
돈분 퇴비 계분 퇴비 우분 퇴비

완전미
율 (%)

단백질
함량(%)

Toyo
식미치

완전미
율 (%)

단백질
함량(%)

Toyo
식미치

완전미
율 (%)

단백질
함량(%)

Toyo
식미치

1) 질소 기비 무시용 97.1 5.8 c* 75.8a* 97.4a* 5.9 75.7 97.3 5.7 b* 79.3a*

2) 토양검정시비(화학비료) 95.9 6.4 a 69.2 c 93.8 b 6.2 71.8 95.2 6.6 a 70.3 b

3) 질소기비 50%량 
퇴비시용 97.3 6.3ab 72.1 b 97.1 a 6.1 73.5 93.8 6.3 a 72.9 b

4) 질소기비 100%량 
퇴비시용 97.7 6.3ab 73.8ab 96.2 a 6.1 73.9 97.3 6.3 a 72.9 b

5) 질소기비 150%량 
퇴비시용 97.7 6.2 b 73.3 b 97.7 a 6.2 73.5 97.1 6.3 a 72.5 b

 * DMRT at 5% level

<2~3차년도> 가축분퇴비 인산기준 시용시 질소비료 적정 시비기준 시험(연용시험)
가. 토양 화학성의 경시적 변화

  2개년간 벼 주요 생육시기의 토양 암모니아태 질소의 경시적 변화는 그림 1과 같이 이앙후 14일경
인 6월 2일(`09년 6월 3일) 분얼기와 6월 17일(분얼성기)에 높게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그 후 10mg 
kg-1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경과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패턴은 분얼기에는 화학비료 기비 
시용효과, 분얼성기에는 분얼비 시용효과의 영향을 받아 높게 유지되고 있는 반면, 최고분얼기인 7월
초부터는 생육이 왕성한 시기로 흡수량이 많고 7월 하순의 수비 시용시기까지 추비가 없는 기간이기 
때문이다. 인산기준의 퇴비 단용처리구의 함량은 우분퇴비구에서 ‘̀08년도에 토양검정시비구와 대등한 
수준으로 높게 유지된 반면, 우분퇴비 처리구 ‘̀09년도와 돈분 및 계분 퇴비구 전 조사기간에서 지력
질소만이 공급된 질소 기비 무시용구와 대등하거나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축분퇴비
를 인산기준으로 시용하였을 때 `08년도 우분퇴비구는 질소가 107kg ha-1가 시용된 반면, 기타 처리에
서는 23~55kg ha-1 정도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시용된 점과 Maeda 등(1978)이 토양중 유기물함량
이 많을수록 미생물에 의한 시비질소의 높은 유기화율로 벼의 초기 생육이 부진하였다는 보고처럼 미
생물에 의한 질소성분의 부동화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Maeda 등의 같
은 보고에서 생육후기에 활발한 무기화 작용으로 질소가 방출된다는 징후는 본 시험 조사시점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처리간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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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퇴비구>                    <돈분퇴비구>                    <계분퇴비구>
그림 1. 토양 암모니아태 질소 함량의 경시적 변화

  토양 유기물함량은 우분처리에서 기비 무시용구나 토양검정시비구 보다 모든 조사시기에서 높게 유
지되었으나 돈분과 계분퇴비구는 큰 차이가 없었다(그림 2). 이는 우분퇴비의 인산함량이 낮아 인산기
준 퇴비 시용량이 ‘̀08, ‘̀09년 각각 13.5, 5.4Mg ha-1이었으나 돈분과 계분퇴비 시용량은 1.8~3.2Mg 
ha-1로 적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우분퇴비구>                    <돈분퇴비구>                    <계분퇴비구>
그림 2. 토양 유기물 함량의 경시적 변화

 
  토양 유효태 인산 함량의 경시적 변화는 모든 처리에서 화학비료(용과린)나 퇴비로 동일량의 인산을 
시용한 조건에서 그림 3과 같이 인산을 화학비료로 시용한 질소기비 무시용구와 토양검정시비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가축분퇴비로 시용된 토양은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 질소기비 무시용구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인 것은 질소 부족에 의한 생육량 감소로 인산흡수량이 적어진 것에 일부 원인
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퇴비시용구에서 낮은 것은 퇴비에 함유된 인산의 유효도가 낮거나 유기물 
시용에 의한 미생물 활성증가에 따른 고정량 증가 등을 예상할 수 있으나, Yang 등(2007)이 하해혼성 
평야지의 미사질토(전북통)에서 돈분톱밥퇴비로 인산을 매년 77kg ha-1씩 4년간 시용하였을 때 토양
의 유효인산함량이 167mg kg-1으로서 시험전토양의 87mg kg-1 보다 거의 2배로 증가하였고, 용성인
비로 인산을 45kg ha-1씩 4년간 시용한 토양검정시비구의 135mg kg-1 보다 증가한 결과를 보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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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양의 인산을 2년간 시용한 본 시험의 결과보다 그 증가폭이 상당하였다. 이런 차이는 본시험 
토양의 유효태 인산함량이 약 25mg kg-1으로 낮은 반면, 치환성 Ca함량이 8.5cmol kg-1으로 상대적
으로 높아 인산성분과의 불용성 염 형성 등으로 인해 인산 유효도를 낮추는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분퇴비구>                    <돈분퇴비구>                    <계분퇴비구>
그림 3. 토양 유효태인산 함량의 경시적 변화

  토양 치환성 칼리 함량은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없었으나 토양검정시비구에서 낮은 함량을 보이고 
있다(그림 4). 토양검정시비구의 칼리 시비량이 30~41kg ha-1인데 반하여 가축분퇴비 인산기준 시용
시 부성분으로 투입된 칼리 시비량은 우분퇴비구 90~99, 돈분퇴비구 41~50, 계분퇴비구 53~63kg 
ha-1 로 다소 높았던 사실과 관련이 있겠으나, 가축분퇴비에 함유된 칼리성분은 용출속도가 초기부터 
빠르고 비효도 화학비료와 대등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로 생각된다.

  

<우분퇴비구>                    <돈분퇴비구>                    <계분퇴비구>
그림 4. 토양 치환성칼리 함량의 경시적 변화

나. 토양 침출수의 무기태 질소 및 인산 함량
  토심 50cm에 매설된 토양용액 채취기로부터 수집된 토양용액(침출수)의 무기태질소
(NH4-N+NO3-N) 함량은 우분퇴비구와 돈분퇴비구의 최고분얼기 1시기에서 처리간 통계적 유의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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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분얼기와 출수기에는 모든 처리에서 처리간 유의차가 없었고, 계분퇴비구에서는 3개 조사시
기 모두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15). 또한 유의차가 있었던 우분과 돈분퇴비구 최고분얼기에도 
동일 가축분퇴비 시험구에서는 같은 양의 퇴비가 시용되었음에도 처리간 유의차가 나타난 점으로 보
아 가축분퇴비 시용의 결과로 보긴 어렵다. 또한 침출수중 무기태 인산(PO4-P) 함량은 모든 시험구에
서 0.02~0.09 mg L-1로서 처리간 유의차 없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어 본 시험의 가축분퇴비 시용량 
수준에서는 용탈에 의한 피해 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15. 토심 50cm 침출수중 무기태 질소(NH4-N+NO3-N) 함량의 경시적 변화     (단위 : mg L-1)

처리내용
우분발효퇴비 돈분발효퇴비 계분발효퇴비

분얼기
(6. 2)

최고분얼기
(7. 2)

출수기
(8. 18)

분얼기
(6. 2)

최고분얼기
(7. 2)

출수기
(8. 18)

분얼기
(6. 2)

최고분얼기
(7. 2)

출수기
(8. 18)

1) 질소 기비 무시용
2) 3요소 토양검정시비
3) 퇴비 인산시비 해당량
4) 3)+질소 기비량 33%
5) 3)+질소 기비량 67%
6) 3)+질소 기비량 100%

3.13ns
2.37
3.44
2.29
3.30
2.86

0.50abc*
0.42 c
0.87 a
0.44bc
0.85ab
0.63abc

0.37ns
0.42
0.44
0.39
0.54
0.35

2.56ns
2.35
1.88
2.93
2.99
2.48

0.66bc*
0.60 c
0.56 c
1.06 a
0.96ab
0.59 c

0.53ns
0.39
0.43
0.46
0.50
0.47

3.78ns
3.06
2.91
3.05
4.11
2.98

1.02ns
1.18
0.99
0.91
1.41
1.00

0.92ns
0.88
0.82
0.73
0.77
0.76

  

 * DMRT at 5% level

다. 처리별 수확기 생육상황 및 양분흡수량
  수확기의 간장과 주당경수, 건물중 등의 생육상황들은 우분, 돈분, 계분퇴비 시험구 모두 시비처리
에 의한 처리간 반응패턴과 그 절대량이 매우 유사하여 가축분퇴비 종류보다는 시비처리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그림 5). 즉, 토양검정시비구가 가장 큰 수치를 보이고 있고, 질소기비 무시용구와 인산기준
의 퇴비 단용처리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작은 수치를 갖고 있으며, 퇴비시용 후 화학비료로 기비질
소의 33, 67, 100%로 시비량을 증가시킴에 따라 비례적으로 생육량이 많아지면서 100% 시비구는 토
양검정시비구와 대등한 수준의 생육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본 시험 수준의 가축분퇴비 시용량 조건
에서는 질소기비의 거의 전량을 화학비료로 보충해주어야 정상적 생육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확기 양분흡수량은 칼리>질소>인산 순으로 많았으며, 시험처리
간에는 그림 5의 생육상황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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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장>                       <주당경수>                       <건물중>
그림 5. 수확기 생육상황

  

<질소흡수량>                    <인산흡수량>                    <칼리흡수량> 
그림 6. 수확기 양분흡수량

라. 백미수량 및 시비효과
  백미수량은 표 16과 같이 우분, 돈분, 계분퇴비 등 가축분퇴비 시험구 간에는 거의 비슷하였다. 또
한 3요소 토양검정시비구의 수량은 인산기준 가축분퇴비 시용후 질소비료를 기비량의 67%와 100% 시
용한 처리와 같은 수준의 수량을 갖고 있으며 기비질소 무시용구, 퇴비 인산기준 단용구, 가축분퇴비 
시용후 질소기비량의 33% 화학비료 시용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량을 얻었다. 이 결과는 논에서 퇴비 
시용구가 퇴비의 무기화가 늦어져 화학비료 시용구 보다 수량이 식양질 논과 사양질 논에서 각각 
20~25%, 17~19% 감수하였다는 So 등(2007)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비료 1kg이 생산해 낸 백미수량(kg)을 의미하는 기비질소 시비효과는 토양검정시비구가 8.13~9.93
인데 반해 퇴비 단용구는 0~1.52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화학비료 질소 대비 가축
분퇴비 함유 질소의 비효율은 우분, 돈분, 계분퇴비 각각 5.3, 0, 15.3%의 낮은 수치를 보여, 가축분
퇴비 질소의 화학비료 대체효과가 매우 적었다.
  또한 쌀 단백질 함량 역시 질소흡수량과 같은 패턴을 갖고 있으며, 가축분퇴비 시용후 질소기비를 
화학비료로 100% 추가 시용하여도 단백질 함량이 6.0% 초반으로서 고품질의 미질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 시험의 모든 처리조건이 고품질 벼 생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Ⅳ. 환경농업연구 ∙ 381

 표 16. 처리별 백미수량 및 시비효과

처리내용
우분 퇴비 돈분 퇴비 계분 퇴비

백미수량
(kg ha-1)

기비질소♩
시비효과

단백질
(%)

백미수량
(kg ha-1)

기비질소♩
시비효과

단백질
(%)

백미수량
(kg ha-1)

기비질소♩
시비효과

단백질
(%)

1) 질소 기비 무시용
2) 3요소 토양검정시비
3) 퇴비 인산시비 해당량
4) 3)+질소 기비량 33%
5) 3)+질소 기비량 67%
6) 3)+질소 기비량 100%

4,452
5,014
4,474
4,639
4,802
5,160

-
8.13
0.43
-
-
-

5.9 
6.0 
5.9 
6.0 
6.1 
6.2 

4,434 
5,059 
4,341 
4,635 
4,805 
5,134

-
9.06
0
-
-
-

5.9 
6.2 
5.8 
6.0 
6.0 
6.1

4,377 
5,092 
4,460 
4,777 
4,967 
5,189

-
9.93
1.52
-
-
-

5.8 
6.2 
6.0 
6.1 
6.1 
6.3

- 퇴비질소효율♪ :  5.3% 퇴비질소효율♪ :  0% 퇴비질소효율♪ :  15.3%
 * LSD0.05 ----- 249.1 --------- 296.8 -------- 276.5
   CV(%) ------ 2.88 ---------- 3.45 --------- 3.16 
† 기비질소 시비효과 : (시비처리구 수량 - 질소기비 무시용구 수량)/질소 기비 시용량
‡ 퇴비질소효율 : 질소비료(요소) 대비 축분퇴비 질소 효율 (퇴비 인산시비 해당량구 시비효과/토양

검정시비구 시비효과×100)

마. 가축분퇴비 시용시 질소 화학비료 기비 시비기준
  가축분퇴비를 인산기준으로 시용하였을 때 질소 화학비료 보충기준을 설정하고자 가축분퇴비 시용
수준에 따른 백미수량과의 회귀식을 구한 후 현재의 시비 추천기준인 토양검정시비구의 수량과 일치
하는 화학비료 시용율을 그림 7과 같이 구하였다. 퇴비 시용후 화학비료 질소 보충을 위한 기비시용
율(0, 33, 67, 100%)과 백미수량과의 관계는 x를 질소 기비시용율(%), y를 백미수량(kg 10a-1)으로 하
였을 때, 우분퇴비구 y=0.6649x+443.62(R2=0.9554), 돈분퇴비구 y=0.7624x+4434.74(R2=0.9856), 계
분퇴비구 y=0.7112x+449.25(R2=0.9870)의 0.95 이상의 높은 결정계수를 갖는 1차 회귀식을 얻었다. 이 
회귀식을 이용하여 가축분퇴비 종류별 토양검정시비구의 백미수량에 해당하는 질소기비 시용율을 구
한 결과 우분퇴비구 86.9, 돈분퇴비구 93.3, 계분퇴비구 84.3%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가축분퇴비
를 인산기준으로 시용한 후 질소 화학비료를 기비량의 우분퇴비 86.9%, 돈분퇴비 93.3%, 계분퇴비 
84.3%를 기비로 보충해주고, 분얼비와 수비는 토양검정시비 추천량에 따라 시용하면 현재의 토양검정
시비에 해당하는 수량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축분퇴비를 이용한 질소 
화학비료 대체효과는 56%의 분시비율을 갖는 기비에 대해 우분 13.1, 돈분 6.7, 계분 15.7%로서 총 
시비량 대비 각각 7.3, 3.8, 8.8%의 대체효과를 나타내어 질소비료 절감량이 많지 않았다. 그러나 인
산비료를 전량 대체하고, 칼리비료도 퇴비로 투입된 성분량만큼 100% 대체가 가능하므로 3요소 비료 
대체효과는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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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퇴비구>                    <돈분퇴비구>                    <계분퇴비구>
그림 7. 토양 치환성칼리 함량의 경시적 변화

<3차년도> 가축분퇴비 양분의 화학비료 대비 비효구명 시험(보완시험)
  본 시험은 가축분퇴비의 양분과 화학비료 양분의 상대적 비효를 구명하기 위하여 가축분퇴비를 질
소시비량의 50, 100, 150% 등 3수준으로 시용하고 화학비료를 질소는 요소, 인산은 용과린, 칼리는 
염화칼리로 가축분퇴비로 시용된 3요소 양과 동일량을 전량 기비로 3수준으로 처리하여 벼에 대한 상
대적 비효를 구명하고자 6처리를 두어 시험한 결과이다.

가. 토양 화학성의 경시적 변화 
  토양 중 암모니아태 질소 함량은 우분, 돈분, 계분퇴비 모두 벼 생육초기인 분얼기, 분얼성기에 
40mg kg-1를 기준으로 가축분퇴비 시용구는 이하, 화학비료 시용구는 이상의 함량을 보였고, 시용량
이 많아질수록 높은 수치를 보였다(그림 8). 생육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최고분얼기에는 모든 처리에서 
함량이 크게 낮아져 이후 처리간 차이 없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가축분퇴비 질소는 화학비
료 질소에 비해 용출속도와 유효도가 매우 낮았던 전술한 연구결과들을 뒷받침해주는 결과로서 질소 
시비량 결정에 유의해야 할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분퇴비구>                    <돈분퇴비구>                    <계분퇴비구>
그림 8. 토양 암모니아태 질소 함량의 경시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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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 유기물 함량은 가축분퇴비 시용시 축종별로 우분퇴비>돈분퇴비>계분퇴비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가축분퇴비의 질소함량 차이로 인해 질소시비량의 100% 처리구 유기물 시용량이 우분 13.8, 돈
분 10.3, 계분 6.3Mg ha-1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가축분퇴비 처리량 간에는 가축분퇴
비를 약 10Mg ha-1 이상 시용한 경우에 화학비료구와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여 가축분퇴비 시용량과 토양유기물함량 증가량과의 관계를 구한 결과, x를 가
축분퇴비 시용량(kg 10a-1), y를 토양 유기물함량 증가량(g kg-1)으로 하였을 때, 그림 10과 같이 
y=0.0026x-0.1241(R2=0.8130)의 높은 결정계수를 갖는 관계식을 얻었다. 이 결과는 목표로 하는 토
양 유기물함량을 달성하기 위한 가축분퇴비 시용량 산출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우분퇴비구>                    <돈분퇴비구>                    <계분퇴비구>
그림 9. 토양 유기물 함량의 경시적 변화

 

그림 10. 축분퇴비 시용량과 토양유기물함량 증가량과의 관계

  가축분퇴비 시용량 산출에 결정적 역할을 갖는 토양 유효태인산 함량의 변화는 그림 11과 같이 가축
분퇴비 시용시 축종별로 돈분퇴비>계분퇴비≥우분퇴비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가축분퇴비의 인산
함량 차이로 인해 질소시비량의 100% 처리구 인산 시용량이 우분 183, 돈분 423, 계분 187kg ha-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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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가축분퇴비 시용 보다 인산비료 시용이 토양 유효인산함량 증
가폭을 크게 하였고, 가축분퇴비와 인산비료 시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 인산함량도 비례적으로 증
가하였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여 인산 시용량과 토양 유효태인산 함량 증가량과의 관계를 가축분퇴비와 인산
비료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그림 12), x를 인산 시용량(kg 10a-1), y를 토양 유효태인산 함량 증가
량(mg kg-1)으로 하였을 때, 가축분퇴비는 y=0.6619x-2.689 (R2=0.9315), 인산질비료(용과린)은   
y=1.7884x-6.169(R2= 0.9425)의 높은 결정계수를 갖는 1차 관계식을 얻었다. 이 결과에서 알 수 있
듯이 가축분퇴비와 인산질비료 관계식 기울기의 비가 0.37(0.6619÷1.7884)로서 동일량의 인산이 시
용될 경우 가축분퇴비의 인산이 토양 유효태인산 함량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가 인산질비료의 37% 정
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하여 토양 유효태인산 함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가축분퇴비 
및 인산질비료 시용량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분퇴비구>                    <돈분퇴비구>                    <계분퇴비구>
그림 11. 토양 유효태인산 함량의 경시적 변화

 

그림 12. 축분퇴비 및 인산질비료 시용량과 토양 유효태인산 함량 증가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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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 치환성칼리 함량의 경시적 변화는 그림 13과 같이 가축분퇴비 시용시 축종별로 돈분퇴비>우분
퇴비≥계분퇴비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가축분퇴비의 질소함량 차이로 인해 질소시비량의 100% 
처리구 칼리 시용량이 우분 229, 돈분 289, 계분 158kg ha-1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한 작기중 치환성칼리 공급력은 최고분얼기까지 화학비료구가 높으나 유수형성기 이후에는 대등하거
나 가축분퇴비 시용구가 높아져 시험후 토양 치환성칼리 함량이 화학비료구보다 높아졌다. 
  이들 결과를 종합하여 인산 시용량과 토양 치환성칼리 함량 증가량과의 관계를 가축분퇴비와 인산
비료로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그림 14), x를 칼리 시용량(kg 10a-1), y를 토양 치환성칼리 함량 증가
량(cmol kg-1)으로 하였을 때, 가축분퇴비는 y=0.0035x-0.0251 (R2=0.6559), 칼리비료(염화칼리)는 
y=0.0019x-0.0114(R2=0.3421)의 낮은 결정계수를 갖는 1차 관계식을 얻었다. 비록 설명력은 낮은 수
준이나 이 관계식도 가축분퇴비 및 칼리질비료 시용량 결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우분퇴비구>                    <돈분퇴비구>                    <계분퇴비구>
그림 13. 토양 치환성칼리 함량의 경시적 변화

그림 14. 축분퇴비 및 칼리질비료 시용량과 토양 치환성칼리 함량 증가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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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처리별 수확기 생육상황
  초장은 최고분얼기 이후 화학비료 시용량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으나 가축분퇴비 시용구는 
퇴비 시용량간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모든 처리가 화학비료의 가장 적은 시용량인 50% 시용구와 대등
하거나 작은 결과를 보였다(그림 15). 또한 그림 16의 분얼수도 같은 경향으로서 그림 8과 11에서 알 
수 있듯이 토양 중 암모니아태 질소와 유효태인산 공급량이 많았던 화학비료구에서 생육량이 많았다.

  

<우분퇴비구>                    <돈분퇴비구>                    <계분퇴비구>
그림 15. 초장(수확기 : 간장)의 경시적 변화

❍ 분얼수의 경시적 변화

  

<우분퇴비구>                    <돈분퇴비구>                    <계분퇴비구>
그림 16. 분얼수의 경시적 변화

다. 백미수량 및 퇴비질소의 비효율
  백미수량은 가축분퇴비 시용구와 화학비료 시용구 간에 뚜렷한 유의차가 있었다. 가축분퇴비 시용량 
간에는 우분퇴비 50%구에 비해 150% 시용구가 유의한 증수결과를 보인 반면, 기타 축종은 시용량간 
비슷한 수량을 보였으며, 화학비료 시용시는 우분퇴비 시험구에서는 시용량간 유의차가 없었고 돈분퇴
비와 계분퇴비구에서 50% 시용구에 비해 150% 시용구에서 증수하였다. 이 결과는 역시  화학비료 시
용구에서 토양 중 암모니아태 질소와 유효태인산 공급량이 가축분퇴비 시용구 보다 많았기 때문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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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돈분톱밥퇴비에서 유래한 질소의 흡수는 화학비료의 질소에 비하여 무
기화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한 橋元(1977)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질소 흡수량과 쌀 단백질 함량 또
한 백미수량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17).
  질소 토양검정시비량을 가축분퇴비와 화학비료로 시용한 경우의 상대적 비효를 분석하였다. 질소 무
비구 처리가 없었기 때문에 백미수량이 가장 낮았던 가축분퇴비 50% 시용구 수량이 무비구와 거의 비
슷한 수준의 수량을 가진 것으로 판단하여  가축분퇴비 50% 시용구 수량에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표 
18과 같이 화학비료를 100으로 하였을 때 우분, 돈분, 계분퇴비 질소의 비효율이 각각 12.3, 8.8, 
24.6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앞의 2~3년차 시험에서 우분, 돈분, 계분퇴비 질소의 비료대체 효과인 
7.3, 3.8, 8.8%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앞의 2~3년차 시험에서는 질소비료
를 분얼비와 수비로 시용한 반면, 본 시험에서는 모두 기비로 시용하였기 때문에 가축분퇴비 질소의 
효과가 다소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표 17. 백미수량, 질소흡수량 및 단백질함량

처 리 내 용 백미수량 (kg ha-1)  질소 흡수량 (kg ha-1) 쌀 단백질함량 (%)
우분퇴비 돈분퇴비 계분퇴비 우분퇴비 돈분퇴비 계분퇴비 우분퇴비 돈분퇴비 계분퇴비

1) N 검정시비 퇴비 50%
2) N 검정시비 퇴비 100%
3) N 검정시비 퇴비 150%
4) N 검정시비 요소 50%
5) N 검정시비 요소 100%
6) N 검정시비 요소 150%

3,064
3,519
3,792
4,556
5,021
5,148

3,003
3,198
2,860
4,602
5,289
5,240

3,047
3,483
3,171
4,291
4,963
5,201

55.3 d
60.8 d
64.6cd
78.6 c
97.6 b
113.4a

53.0 c
55.8 c
54.6 c
84.4 b
113.4b
118.7a

55.7 c
63.0 c
59.7 c
80.6 b
96.6 a
106.9a

5.6 c
5.7bc
5.6 c
5.7bc
6.1ab
6.2 a

5.6 c
5.5 c
5.7 bc
5.9 ab
6.0 ab
6.1 a

5.6ns
5.9
5.6
5.6
5.7
6.0

  * LSD0.05 ------- 678.7 - 659.7 - 681.0
    CV(%) -------- 8.83 -- 8.99 -- 9.30
 ** 알파벳은 Duncan 다중회귀분석 결과(α=0.05)로서 서로 다른 알파벳은 통계적 유의차가 있음을 의미함
표 18. 토양검정 시비량 시용시 퇴비질소의 비효율 (질소 토양검정시비량 : 13.4kg/10a)

처 리 내 용
우분퇴비  돈분퇴비 계분퇴비

백미수량
(kg ha-1)

질소시비
효  과 ♩ 퇴비질소

비효율♪ 백미수량
(kg ha-1)

질소시비
효  과 ♩ 퇴비질소

비효율♪ 백미수량
(kg ha-1)

질소시비
효  과 ♩ 퇴비질소

비효율♪

1) N 검정시비 퇴비 50%
2) N 검정시비 퇴비 100%
5) N 검정시비 요소 100%

3,064
3,519
5,021

-
1.6
12.8

-
12.3
100

3,003
3,198
5,289

-
1.5
17.1

-
8.8
100

3,047 
3,483
4,963

-
3.3
14.3

-
24.6
100

 ♩ 질소 시비효과 : (시비처리구 수량 - 질소 무시용구 수량)/질소 시용량
 ♪ 퇴비질소 비효율(%) : 요소 질소 대비 축분퇴비 질소 시비효과 (퇴비 N 100% 시비효과/요소 N  

100% 시비효과×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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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본 시험은 우분, 돈분, 계분 등 축종별로 가축분퇴비를 우선 시용하고 양분 부족분은 화학비료로 보
충하는 가축분퇴비와 화학비료 혼용 시비처방 기준을 개발하여 과학적인 가축분퇴비 이용 및 자연순환
농업 확산을 위하여 ‘̀07~ ‘̀09년의 3개년간 실시하였다. 1년차인 ‘̀07년도에는 가축분퇴비를 이용하여 
기비질소 대체 가능성을 검토하였고, 2, 3년차인 ‘̀08~ ‘̀09년에는 가축분퇴비를 토양검정 인산시비량에 
해당하는 양을 시용하였을 때의 질소 화학비료 적정 보충량을 결정하는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09년도
에 축분퇴비 질소의 화학비료 질소 대비 비효율을 구명하고자 보완시험을 추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차년도> 가축분퇴비 단용에 의한 질소기비 대체효과 시험
 가. 토양 중 NH4-N 함량은 전 생육기간을 통해 토양검정시비구가 가축분퇴비 시용구보다 높게 유

지되어 가축분퇴비 시용구의 질소공급량이 상대적으로 적었음
 나. 유효태인산 함량은 모든 처리에서 토양검정시비구와 가축분퇴비 시용구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음
 다. 벼의 경시적 질소흡수량은 퇴비 종류에 상관없이 전 생육기간에 토양검정시비구>가축분퇴비구>

무시용구의 순으로 질소흡수량이 많았음
 라. 벼 건물중과 백미수량은 3개 퇴비 모두 질소 무시용구가 가장 적고, 토양검정시비구가 가장 많았

으며, 가축분퇴비 시용구가 시용량 간에 유의차 없이 중간 정도의 수량을 보여, 가축분퇴비 단용
으로는 화학비료 토양검정시비구의 수량을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2~3차년도> 가축분퇴비 인산기준 시용시 질소비료 적정 시비기준 시험(연용시험)
 가. 토양 NH4-N 함량은 화학비료 시용량에 따라 증가경향이며, 가축분퇴비 시용구는 낮은 함량을 

보였고, 축종별로는 질소 투입량이 많았던 우분과 계분퇴비구가 돈분퇴비구에 비해 높게 유지되었음
 나. 시험후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퇴비 시용량이 많았던 우분퇴비 시용구에서 증가하였고, Av. P2O5는 

질소기비 무시용구에서 높게 유지되었으며, 퇴비시용구는 시험전과 유사하거나 낮아지는 경향이었음
 다. Ex. K는 퇴비시용구가 질소기비 무시용과 화학비료 시용구보다 높은 경향임
 라. 토심 50cm 토양용액의 무기태 질소와 인산성분 함량은 가축분퇴비 시용에 의해 증가되지 않았음
 마. 수확기 간장과 주당경수, 건물중, 양분흡수량, 백미수량 모두 질소시비량 증가에 비례하여 높아

졌으며, 퇴비 단용구는 질소 무시용구와 유사함
 바. 백미의 단백질함량은 모든 처리에서 5.8~6.3%의 고품질 수준으로서, 질소비료 시용량이 많아질

수록 단백질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임
 사. 축분퇴비와 화학비료 혼합시비처방 기준은 축분퇴비를 인산시비 해당량으로 시용하고 질소비료는 

우분, 돈분, 계분퇴비 각각 토양검정 기비량의 86.9, 93.3, 84.3% 기비 보충, 인산비료는 무시
용, 칼리비료는 퇴비로 투입된 양만큼 감하여 시용하며, 분얼비, 수비는 표준재배와 동일하게 화
학비료로 추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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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가축분퇴비 양분의 화학비료 대비 비효구명 시험(보완시험)
 가. 토양 NH4-N 함량은 화학비료 시용량에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나, 가축분퇴비 시용은 처리간 유사

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고, 토양유기물 함량은 축종에 관계없이 가축분퇴비 시용량과 정의 상관
(R2=0.813)을 보였음.

 나. 유효태 인산함량은 인산질비료(용과린)와 가축분퇴비 시용에 의해 고도의 정의 상관을 보이며 증
가되었으며(R2 : 용과린 0.94, 축분퇴비 0.93), 토양 유효태인산 함량 증가에 기여하는 정도는 
가축분퇴비 인산이 인산질비료의 37% 수준이었음

 다. 토양 치환성칼리 함량은 최고분얼기까지는 염화칼리가 가축분퇴비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시험후 
잔류하는 칼리함량은 축분퇴비구에서 높았음

 라. 수확기 간장과 분얼수는 질소 화학비료 100, 150% 시용구가 통계적 유의차 없이 가장 컸으며, 
가축분퇴비는 시용량간 차이가 없이 낮은 수준이었음

 마. 백미수량 및 단백질함량, 질소흡수량 모두 가축분퇴비구 간에는 통계적 유의차 없이 낮은 수준이
었고, 질소 화학비료 100, 150% 시용구에서 많았음

 바. 질소 토양검정시비량 시용시 가축분퇴비 질소의 화학비료 질소(요소) 대비 비효는 우분퇴비가 
12.3, 돈분퇴비 8.8, 계분퇴비 24.6%로 분석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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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농업연구과 강창성
 GIS 이용 가축분뇨 친환경 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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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IS program for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of livestock wastes" was developed to 
support the policy decision dealing with livestock wastes by developing the program based 
on Arc GIS which contained automatic calculation function of the regional(Eup, Myoun, 
Dong) balances of nitrogen and phosphorus nutrients between demand for crop cultivation 
and supply from livestock wastes, therefore enables making decision to properly redistribute 
and manage the nitrogen and phosphorus nutrients from the wastes according to the result 
of regional balance. Also was the recommendation standard of livestock compost application 
rate developed and built in the program in order to use the nutrients contained in livestock 
composts at its maximum.
  The main menu consisted of making DB of livestock breeding number and crop cultivation 
area by districts in Gyeonggi province, creating the location points of livestock compost 
production facilities and livestock breeders, calculating the regional nutrients demand for 
crop cultivation and supply from both livestock wastes and chemical fertilizers, estimating 
the nitrogen and phosphte nutrient balance, short or excess amount of nutrients and 
livestock breeding numbers, and budget for purification of excess livestock wastes, and 
recommending the proper fertilization rate of both livestock compost and chemical fertilizer, 
etc.

Key words : GIS, livestock waste, nutrient balance, nitrogen, phosphate,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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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육류, 유제품, 계란 및 가공식품을 포함하는 축산업은 우리에게 고단백 식품을 제공하는 중요한 산
업으로서 과거 수십년간 식생활의 소비수준 향상과 함께 매우 빠른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축산물 수
요 증대에 따른 축산업의 급격한 발달은 부작용을 초래한 바, 그 대표적인 것이 가축분뇨이다. 경기도
의 가축분뇨의 발생량은 연간 9,771천톤으로 전국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처리현황은 자
원화 85.1%(액비화 7.4, 퇴비화 77.7), 정화방류 5.3%, 해양배출 3.0%, 공공처리 6.6%로서 많은 양
이 자원화 되고 있다. 가축분뇨는 질소, 인산성분의 함량이 높아 작물생산을 위한 비료로서의 가치가 
높은 반면에 농경지 이외로 유입될 경우는 환경오염원이 될 수 있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가축분뇨의 관리가 친환경농업 달성의 관건이 되고 있다. 가축분뇨의 발생특성을 보면 지역적으
로 편중되어 발생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균일한 정책이나 방법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적절한 처리방
안이 요구된다. 지역내 수질과 토양의 환경보전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체계는 일정량이 매년 발생되
어지고 농경지에 일정량이 투입 소비되어 양분수지의 균형이 이루어지는 순환농업의 개념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내에서 발생량과 소비량의 차이 만큼 양분량은 축적되어 환경오염이 예상되며 이
러한 문제의 대책방안은 발생량의 저감과 가축분뇨 소비량의 증대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는 과잉양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본격적인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지역별 양분수지에 관한 과학적 진단을 통해 농축산부문의 생산 활동과 투입자재를 조절함으로
써 양분수지를 균형수준에 도달시키는 것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군별 양분 정
보 파악을 위한 양분총량제 도입계획 수립과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에 따라 읍면단위 양분발
생량과 양분소요량을 비교하여 양분수지를 평가하고 적정 사육규모와 정화처리 비용 산출, 가축분퇴비
와 화학비료의 혼합 시비처방서를 제공하여 각 시군별 농업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물질순환 관리시스
템을 개발하여 도내 농업자원의 친환경 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가축분뇨 친환경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 개발되어 일부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보급된 “농업환경지원시스템”의 구성 프로그램으로 2007~2009년의 3개년에 걸쳐 개발하였으며 “농업
환경지원시스템”이 설치된 고양시, 용인시, 남양주시, 화성시, 광주시, 이천시, 김포시, 포천시, 여주
군, 가평군을 대상으로 개발하였다. 해당시군의「농림부 농림통계연보」,「작물통계」의 재배면적과 
작물별 표준시비량(농과원)을 이용하여 시군 전체 양분소요량을 산출한 후 읍면동별 논, 밭, 과수원 
경지면적 비율로 환산하여 읍면동별 양분소요량을 추정하였다. 또한 축산농가(성명, 전화, 주소)는 해
당시군의 축산통계를 Arc GI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자지도상에 농가위치 속성자료와 함께 시각적으
로 표현하게 하였다. 양분발생량은 읍면동별 가축사육 규모로부터 자동 산출되도록 하였으며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는 2008년 12월 환경부 재산정 기준(한우 13.7, 젖소 37.1, 돼지 5.1, 닭 0.1051 L/두/일)
을 이용하였다. 또한 질소, 인산 양분수지는 산출된 양분발생량과 양분소요량의 비율로써 읍면동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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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으로 계산하여 수치와 함께 지도상에 표현하도록 하였다. 양분수지에 따라 초과된 양분발생량을 
기준으로 정화시설 소요예산 및 초과사육 두수를 산출하여 표현하도록 구성하였으며 가축분뇨 분석옵
션 메뉴에서는 해당 시군별 정화처리율과 질소 손실율 그리고 정화시설 소요예산 산출단가를 사용자
가 직접 입력할 수 있게 하여 가변성 자료의 분석 편리성을 제공하였다. 가축분퇴비의 친환경적 이용
을 확대하고자 인산시비량 기준으로 가축분 퇴비를 시용하고 부족한 질소와 칼리는 화학비료로 보충
할 수 있는 혼합시비처방서 산출기능을 내장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질소, 인산, 칼리의 시비량, 사용
하고자 하는 퇴비의 질소, 인산 함량 및 축종별 퇴비질소 이용율을 입력하면 가축분 퇴비중의 인산함
량 기준으로 퇴비시비량을 산출하여 밑거름으로 먼저 시용하도록 하고 부족한 질소, 칼리는 요소와 염
화칼리로 산출하여 웃거름으로 시비 추천하였다. 또한 퇴비 축종과 논, 밭, 시설토양에 따라 질소이용
율을 각각 적용하여 정확한 가축분퇴비 시비추천량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프로그램 주요 구성 내용

표 1. Arc GIS를 이용한 구성 내용
메 뉴 주요 내용

 가축분퇴비 제조시설 포인트 생성  주소에 따른 제조시설 위치 표현
 축산농가 포인트 생성  주소에 따른 축산농가 위치 및 속성자료 표현
 축산농가/사육두수 DB 생성  읍면동별 축산농가, 사육두수 집계 및 저장
 재배작물별 양분소요량  재배작물별 표준시비량에 따른 양분소요량 산출
 경지면적, 양분소요량  답, 전, 과수 경지면적 비율에 따른 양분소요량 산출
 사육두수 및 양분발생량  읍면동별 사육두수와 양분발생량 산출
 질소, 인산 양분수지  읍면동별 질소, 인산 양분수지 산출 및 표현
 양분 과부족 및 정화시설 소요예산  읍면동별 양분과부족 및 정화시설 소요예산 산출
 잉여 질소/인산 초과사육두수  잉여 질소와 인산, 초과사육두수 산출
 가축분퇴비 시비처방  가축분퇴비와 화학비료의 혼합시비처방서 출력 
 가축분뇨 분석 옵션  시군별 정화처리율, 질소손실율, 소요예산 

 산출단가 입력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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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토양환경 관리시스템 화면 그림 2. 가축분뇨 순환이용 관리프로그램 주메뉴

나. 프로그램 주요 메뉴 화면
1) 가축분퇴비 제조시설 포인트 생성

  시군별 가축분퇴비 제조시설에 대한 주소, 비종, 생산규모, 업체명 등 자료를 입력한 엑셀파일을 열
어 포인트 생성하기를 실행하면 지적도 데이터에서 해당 지번(주소)을 찾아 전자지도 위에 처리시설의 
포인트를 생성하고 생성된 포인트를 선택하여 정보 조회를 하면 입력된 속성자료가 화면에 표시된다. 
년도별로 추가, 삭제되는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엑셀 자료를 수정하여 엑셀 가져오기와 포인트 생성하
기를 하여 가축분퇴비 제조시설의 위치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그림 3. 가축분 제조시설 엑셀자료 그림 4. 가축분뇨 처리시설 포인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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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가축분뇨 제조시설 위치 포인트 그림 6. 가축분뇨 제조시설 속성정보

2) 축산농가 포인트 생성
  시군별 축산농가에 대한 주소, 지번, 축종, 사육두수 자료를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저장한다. 축종의 
경우에는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로 구분하고 지번은 일반번지의 경우 숫자만 입력하고 산번
지의 경우에는 띄어쓰기 없이 산과 지번을 입력하여야 한다. 사업장명은 농가명칭이 있는 경우에 입력
하고 또는 농가명을 입력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엑셀 포인트 생성하기를 열어 저장된 엑셀 가
져오기 및 포인트 생성하기를 실행하여 지적도 데이터에서 각 축산농가의 해당 지번(주소)의 위치를 
전자지도 위에 포인트를 생성하게 되며 생성된 포인트를 선택하여 정보 조회를 하면 입력된 속성자료
가 화면에 표시된다.

그림 7. 축산농가 포인트 생성 메뉴 그림 8. 축산농가 포인트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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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축산농가 포인트 생성 그림 10. 축산농가 속성 정보

3) 축산농가/사육두수 DB 생성
  축산농가 포인트를 기준으로 읍면동별 축산농가 수와 축종별 사육두수를 각각 읽어 합산하여 DB에 
저장하게 되며 이 자료의 기준에 따라 가축분 발생량과 질소, 인산 양분수지가 계산된다. 축산농가/사
육두수 DB 생성은 축산농가 포인트를 먼저 생성하여야 가능하다. 따라서 축산농가 사육두수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포인트를 생성하고 축산농가/사육두수 DB 생성을 실행하여 기존의 자료를 삭제하
여 재계산 한다.

그림 11. 축산농가/사육두수 DB 생성 메뉴  

4) 재배작물별 양분소요량 산출
  시군의 작물 재배면적 통계자료에 따라 해당 작물의 재배면적(ha)을 입력하면 표준시비량에 따라 
자동으로 작물별 질소, 인산 양분소요량이 계산되고 질소, 인산 전체 양분소요량이 kg 단위로 합산된
다. 재배작물의 면적 등 수정사항으로 계산된 양분소요량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편집시작 버튼을 선택
하여 수정하고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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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재배작물별 양분소요량 메뉴 그림 13. 재배작물별 양분소요량 산출

5) 경지면적 및 질소, 인산 소요량 산출
  메뉴에서 경지면적, 양분소요량을 선택하여 먼저 읍면동별 논, 밭, 과수원의 경지면적(㎡)을 입력한
다. 질소, 인산의 소요량은 재배작물별 양분소요량에서 계산된 논, 밭, 과수원의 질소, 인산 소요량과 
입력된 경지면적에 대한 구성비의 곱으로 질소, 인산소요량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논, 밭, 과수원의 
질소, 인산소요량은 읍면동별로 산출하여 팝업창으로 엑셀양식으로 표현되고 편집기능을 통하여 차트
종류와 차트색상을 선택하여 입력된 기준으로 주제도를 생성한다.

그림 14. 경지면적별 양분소요량 메뉴 그림 15. 읍면동별 경지면적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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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경지면적별 질소소요량 산출 그림 17. 경지면적별 질소소요량 주제도

6)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양분발생량 산출
  축산농가 포인트 생성을 위해 입력된 사육두수 기준으로 축산농가와 사육두수 DB가 생성되며 읍면
동별 집계된 축산농가와 사육두수에 따라 분뇨발생량, 질소발생량, 인산발생량을 계산하여 시트별로 
구성하였다. 축종별 가축분뇨의 발생량은 한우 13.7, 젖소 37.7, 돼지 5.1, 산란계 0.125, 육계 0.086 
kg/일/마리 기준으로 계산하였고 질소발생량의 경우 112, 241, 37, 1.6, 0.8 g/일/마리, 인산발생량의 
경우 32, 84, 21, 0.9, 0.7 g/일/마리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사육두수 및 발생량은 편집기능을 이용하
여 파이 차트나 바 차트로 축종 비율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뇨, 질소, 인산발생량 기준 및 행
정구역별로 구분할 수 있는 색을 선택하여 주제도를 표현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림 18. 사육두수 및 분뇨/양분발생량 메뉴 그림 19. 사육두수 및 분뇨/양분발생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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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분뇨발생량 파이 차트 주제도 그림 21. 분뇨발생량 바 차트 주제도

7) 질소, 인산 양분수지 산출
  양분수지는 양분소요량에 대한 총 가축분뇨 발생량 기준, 정화처리율 기준, 정화처리율 및 질소 손
실율 기준으로 각각 양분수지를 계산하여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가축분뇨 옵션에서는 정화처리율과 질
소손실율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양분수지 산출 결과는 편집기능에서 파이차트나 바차트로 축종 
비율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행정구역별로 질소, 인산 양분수지를 구분하여 색을 다르게 선택하여 
주제도를 표현하도록 구성하였다. 주제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양분수지 종류에서 총 가축분뇨 발생
량, 정화처리율 적용, 질소손실율 적용, 총양분공급량을 선택하여 양분수지 종류별 주제도를 생성하게 
하였다. 또한 화면에 표현된 주제도는 제목과 범례 등을 입력하여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22. 질소, 인산 양분수지 메뉴 그림 23. 질소, 인산 양분수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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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질소 양분수지 주제도 그림 25. 양분수지 주제도 인쇄 화면

8) 양분 과부족량 및 정화시설 소요예산 산출
  양분 과부족량에 따른 초과 사육두수와 소요예산을 계산하여 표현하도록 하였으며 기준이 되는 양
분발생량은 정화처리율과 질소손실율을 적용한 값으로 산출하였다. 가축사육 초과두수의 단위는 
LU(LiveStock)를 사용하여 1LU는 질소 39.785kg/year, 인산 12.775kg/year의 기준으로 환산하여 표
현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초과량에 대한 처리비용을 연간 백만원 단위로 표시하였다. 주제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제도 종류에서 적정량, 초과량, 소요예산을 선택하여 양분 과부족량 및 정화시설 소요예산 
주제도를 생성하도록 하였다.

그림 26. 양분 과부족량 및 소요예산 메뉴 그림 27. 양분 과부족량 및 소요예산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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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인산기준 정화시설 소요예산 그림 29. 인산기준 소요예산 주제도

9) 잉여 질소/인산 초과사육두수 산출
  잉여 질소/인산에 따른 초과사육두수는 정화처리율과 질소손실율을 적용한 양분발생량과 양분소요
량 차이를 LU단위로 환산하여 질소, 인산 초과량으로 표현하였다. 질소 1LU에 대하여 한우 1, 젖소 
0.5, 돼지 2.9, 산란계 70, 육계 135 두수로, 인산 1LU에 대하여 한우 1.1, 젖소 0.4, 돼지 1.7, 산란
계 40, 육계 51 두수로 환산하여 각 축종별 초과 사육두수를 산출하였다. 주제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는 주제도 종류에서 가축사육 초과두수, 한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를 선택하여 축종별로 초과사
육 두수에 대한 주제도를 생성하도록 하였다.

그림 30. 잉여 질소/인산 초과사육두수 메뉴 그림 31. 질소기준 초과사육두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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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인산기준 초과사육두수 산출 그림 33. 질소기준 초과사육두수 주제도

10) 가축분 퇴비 시비처방
  작물별 시비처방 기준에 따라 산출된 밑거름과 웃거름 양을 입력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가축분퇴비
의 질소, 인산, 칼리 함량을 입력하면 인산시비기준 퇴비 추천량(kg/10a)이 산출된다. 다음으로 벼, 
노지작물, 시설작물에 따른 축종별 퇴비질소 이용율과 축종 원료 혼합비율을 입력하면 축종별 퇴비 질
소이용율과 혼합비율을 곱하여 각각의 사용퇴비의 질소이용율을 합산한다. 따라서 산출된 퇴비시비량
과 부족한 질소, 칼리에 대해서 먼저 퇴비의 질소, 칼리의 함량과 이용율을 감안하여 추가되는 밑거름
을 계산하여 표현하고 웃거름 순으로 화학비료 양을 계산하여 표로 나타내게 하였다.  또한 밑거름과 
웃거름 화학비료 시비량을 요소와 염화칼리로 환산하여 시비처방서에 표기하여 이용하는데 편리하도
록 하였다. 이러한 시비처방은 엑셀파일로 저장되고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시군에서 가축분퇴비
와 화학비료 혼합 시비 추천량을 산출하여 농가 시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34. 가축분 퇴비 시비처방 메뉴 그림 35. 가축분퇴비 혼합시비 처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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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가축분퇴비 혼합시비 처방서 그림 37. 혼합시비 처방서 엑셀파일 저장

11) 가축분뇨 분석 옵션
  시군별 가축분뇨 정화처리율과 정화시설 산출단가, 질소손실율을 사용자가 입력하여 정확한 양분수
지와 정화시설 소요예산를 산출하도록 분석옵션을 추가하였다. 정화처리율과 질소 손실율이 적용된 양
분수지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분석옵션을 선택하여 기준 수치를 입력하면 적용된다. 

그림 38. 가축분뇨 분석 옵션 메뉴  그림 39. 분석 옵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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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가축분뇨 질소, 인산 발생량 대비 농경지 소요량의 양분수지를 읍면동 지역단위로 자동 산출하여 양
분 과부족에 따른 지역 간 분배와 관리에 대한 정책결정을 지원하고, 축분퇴비 양분을 과학적으로 최
대한 활용하는 시비추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친환경 순환이용을 활성화시키고자 “가축분뇨 순환
이용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본 프로그램은 시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토양환경 관리시스템에 추가 메뉴로 구성하여 시군별 담

당자가 직접 축산농가별 사육두수 정보, 작물별 시군 재배면적, 읍면동별 경지면적(논, 밭, 과수
원)을 입력하면 양분수지와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가축분퇴비와 화학비료 혼합시비 처
방서를 저장,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나. 주메뉴는 축산농가 ․ 사육두수 DB 생성, 축산농가 및 축분퇴비 제조시설 포인트 생성, 가축분뇨 
발생에 의한 질소 ․ 인산 양분 생산량, 작물별 재배면적과 양분소요량, 읍면동별 양분수지, 적정 
사육두수 및 가축분뇨량, 사육두수 과부족량, 사육두수 ․ 가축분뇨 처리조건 변경에 의한 양분수
지 변화 모의, 정화시설 소요예산, 축분퇴비 시비처방 옵션 등으로 구성하였다.

 다. 양분발생량과 양분소요량의 비율로써 질소, 인산 양분수지를 읍면별로 수치 자료로 나타내고 전
자지도상에 시각화하여 표현하였으며 양분수지에 따라 초과된 양분발생량을 기준으로 정화시설 
소요예산 및 초과사육 두수를 산출하여 읍면별 지도상에 표현하였다.

 라. 가축분퇴비의 친환경적 이용을 확대하고자 인산시비량 기준으로 가축분 퇴비를 시용하고 부족한 
질소와 칼리는 화학비료로 보충하는 가축분퇴비와 화학비료 혼합시비 추천식을 개발하여 시비처
방서 산출, 저장,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5. 인용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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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과원. 1999. 한국의 토양환경 정보시스템
농과원, 2005. 농업환경 분석과 평가를 위한 원격탐사 연구 10년
농과원. 2007. 농업토양 정보 웹시스템 활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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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강창성

 가축분뇨퇴비 제조시 미생물제 처리에 의한 온실
가스 발생량 분석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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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09 환경농업연구과 박중수

색인용어 미생물, 퇴비, 돈분, 온실가스

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such as CH4, N2O, 
during the composting process of pig slurry using microbial product. Most reliable sampling of 
greenhouse gas in the process of composting of livestock manure was accomplished 5 minute 
after one liter of air injection by securing stable temperature condition. Temperature of compost 
was the highest in 2~3 days after injection of air and then slowly decreased. At the second 
phase, temperature of compost started to increase 15 days after treatment at the BMW 
treatment but constant temperature ranging from 40 to 50℃ was maintained at the treatment of 
EM. The amount of methane emissions for 30 days of composting process reduced to 8.6kg/10a 
at M1 treatment compared to the 47.7kg/10a of the control, resulting in the 92% reduction. But 
there was no difference at the treatment of BMW and EM compared to the control. Other 
treatments showed 23 to 316% increase of greenhouse gas emission. The amount of nitrous 
oxide emissions for 30 days of composting process was 0.64kg/10a, 73% reduction at the 
treatment of the microorganism selected by GARES compared to that of the untreated compost.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during composting for 30 days at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M1 with blocking of sunlight was reduced by 68%(410kg/10a), compared to the 
1,289kg/10a of the untreated compost when it was converted into the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Key words : Microbial product, Compost, Pig slurry, greenhouse gas



 Ⅳ. 환경농업연구 ∙ 407

1. 연구목표
  온실가스란 대기중에 존재하면서 지구에서 복사되는 적외선을 흡수함으로써 온실효과를 직접 일으
키는 가스로서 교토의정서에서는 인간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
탄소 등 6종을 온실가스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온실가스가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면서 세계는 
1988년 WMO(세계기상기구)와 UNEP(UN환경계획)로부터 IPCC(정부간 협의체)를 발족하였다. 이후 
2005년 교토의정서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1990년 대비 
-8~+10%(평균 5.25%)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하여 이를 지킬 것을 의무화 하였다(농촌진흥청, 
2009). 
  우리나라의 2006년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1,510만 CO2톤으로 국가 총 배출량의 2.5%를 차지
하며 농업부문 중 농경지와 축산분야가 각각 59.9%와 40.1%, 영농형태별로는 논, 밭, 장내발효, 분뇨
처리에서 각각 44.5%, 15.4%, 23.2%, 16.9%, 온실가스 종류별로는 메탄이 전체의 75.5%, 아산화질소
가 24.4%로 평가되었다(농촌진흥청, 2009). 특히 경기도의 가축사육현황은 2007년 기준 전국(125백만
두) 대비 22.7%로 높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으며(경기도농업기술원, 2007), 경기도의 축산분야 분뇨처
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은 전국의 분뇨처리 발생 온실가스 16.9%(2006년 기준) 감안시 경기
도에서는 분뇨처리에서만 3.8%의 온실가스가 발생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는 수도권이라
는 입지조건으로 도시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가축분뇨의 악취에 대한 도시민의 민원
은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악취경감을 위해 미생물인 고초균(Bacillus 속)을 돈사에 살포시 
암모니아, 아민, 황화수소 등의 발생량이 경감(경기도농업기술원, 2008)되고, 축산분뇨의 퇴비화 과정
에는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관여한다는 이 등(2001)의 보고로 볼 때, 가축분뇨 퇴비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메탄과 아산화질소에 대해서도 경감효과가 있는 유용 미생물의 선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축분뇨 퇴비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메탄과 아산화질소를 경감할 수 
있는 유용 미생물의 선발과 미생물제 처리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구명코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에 이용된 돈분은 안성지역 농가의 돈사에서 수집하였다. 생돈분의 수분함량은 70.2%였으
며, 퇴비 제조를 위한 수분조절제로는 수분함량이 12%인 미송톱밥을 이용하였다(표 1). 퇴비제조는 최
종 수분함량이 65%가 되도록 돈분에 톱밥을 균일하게 혼합하였고, 퇴비부숙을 위한 발효상자는 가로 
52.5×세로 32.0×높이 29.8㎝인 50ℓ아이스박스를 이용하였다. 시험미생물 종류는 생물활성수인 
BMW(Bacterial Mineral Water), 시판중인 EM(Effective Microorganism), 도선발 미생물(Bacillus 
sp.), 경기대 선발 미생물 2종(경기M 1, 경기M 2) 등 총 5종으로 하였다. 특히 경기대 미생물 2종에 
대해서는 생장과 활동에 햇빛이 필요한 광합성균이 포함되어 있어 광(光) 투과조건을 차단과 무차단으
로 나누어 수행하였으며, 무처리를 대조로 미생물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을 조사하였다. 또한 
미생물 처리에 앞서 용적이 50ℓ인 발효상자 이용 돈분퇴비 제조시 산소공급을 위한 적정 공기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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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과 시료 채취시간을 설정하기 위해 별도의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험결과, 퇴비 부숙기간 중의 공
기주입량은 분당 1ℓ, 온실가스 시료채취는 5분후 채취가 가장 안정적 조건으로 설정되어 이를 준용하
였다. 
  각 처리별 미생물 투입량은 조제된 돈분퇴비에 발효상자 당 돈분퇴비 중량의 1% 해당량을 투입하여 
균일하게 혼합하였으며, 시험전 미생물 종류별 바실러스속 미생물의 밀도는 표 2와 같다. 미생물의 밀
도조사는 퇴비시료 15g을 채취하여 살균수 135㎖과 혼합 진탕후 2㎖을 채취하여 18㎖ 멸균수에 차례
대로 희석하였으며, 호기성 박테리아는 TSA배지, 바실러스는 YG배지에 100㎕씩 평판희석법으로 치상
하였고, 28℃에서 호기성 박테리아는 7일, 바실러스는 5일간 배양하여 조사하였다. 퇴비의 부숙기간은 
9월 8일부터 10월 8일까지 30일간으로 하였고, 발효상자내의 퇴비 뒤집기는 1주 간격, 4회 실시하였
다. 온실가스인 메탄(CH4), 아산화질소(N2O)의 농도조사를 위한 가스 시료채취는 오전 10~12시 사이
에 주 2회 실시하였고, 60㎖ 주사기를 이용하여 공기중 최초 가스 채취후 발효상자 덮개를 열어 발효
상자내 공기를 충분히 분산시킨 다음 덮개를 닫고 5분 후 다른 주사기를 이용하여 채취하였으며, 5분
이 소요될 때까지는 다음 발효상자의 가스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메탄(CH4)과 아산화질소
(N2O)의 농도분석은 Gas Chromatography(Varian 450-GC, U.S.A.)로 분석하였고, 퇴비 부숙기간 중 
미생물상 변화 및 EC, T-N 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7일 간격으로 발효상자내 퇴비 중심부위에서 채
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전기전도도와 pH는 시료 10g에 증류수 50㎖를 가하여 1시간 방치 후 측정하였으며, 유기물은 시료 
5g을 550℃전기로에서 2시간 회화시켜 감량부분을 총 유기물로 계산하였고, 칼리, 칼슘, 마그네슘은 
현물퇴비 시료 1g을 황산분해액으로 분해하여 ICP(GBC Integra XMP, Australia)로 분석하였다. 인
산은 현물퇴비를 습식분해하여 발색시키고 분광분석기(GBC Cintra 40, Australia)로 비색정량하였고, 
총질소는 현물퇴비 5g에 황산염분해제와 황산을 가하고 분해하여 질소자동분석기(Foss Kjeltec 8420, 
Swede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부숙도 측정을 위한 무종자 발아시험은 퇴비 10g에 증류수 30㎖를 
넣고 30분간 진탕여과하여 추출액과 무종자 50립씩을 여과지를 깐 샤레에 넣고 발아여부를 조사하였다.

표 1. 시험재료의 화학성
시험재료 OM(%) T-N(%) OM/N P2O5(%) K2O(%) 수분(%) 비중(mg/m3)
생 돈 분 25.0 1.03 24 1.00 0.92 70.2 0.90
톱    밥 87.5 0.08 1,093 0.34 0.16 12.0 0.18

표 2. 시험전 바실러스속 미생물 밀도                                             (단위 : cfu/ml)
구   분 BMW 시판EM 도선발M 경기M 1 경기M 2
미 생 물 3.0×102 1.6×103 6.2×104 1.3×105 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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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가. 발효상자 이용 적정 공기주입 조건 설정

  미생물 처리에 앞서 용적이 50ℓ인 발효상자 이용 돈분퇴비 제조시 적정 공기 주입조건과 시료 채
취시간을 설정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공기주입 조건을 분당 1.0~3.0ℓ까지 0.5ℓ간
격으로 달리하여 7일간 퇴비내부의 온도를 조사한 결과, 무처리인 공기 미주입에 비해 공기주입시 퇴
비온도는 급격히 상승하였다. 공기주입량별로는 공기주입량이 분당 1.5ℓ이상으로 증가할 수록 퇴비온
도가 급격히 떨어지는 경향이었으나 1.0ℓ에서는 퇴비온도가 가장 안정적이었다. 또한 발효상자에 분
당 1ℓ 속도로 공기를 주입하면서 발효상자 덮개를 개봉하여 발효상자내 공기를 충분히 분산시킨 후 
덮개를 다시 닫고 경과시간을 1분에서 7분까지 2분 간격으로 메탄농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 5분 경과
후 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메탄농도가 가장 안정적이었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 50ℓ 발효상자를 이용
한 돈분퇴비 제조시 온실가스 발생량 조사방법으로 공기주입 조건은 온도변화가 가장 적었던 분당 1.0ℓ, 
적정 시료채취 시간은 5분후 채취를 적정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강 등(2001)은 유기성 고형폐기물의 분해활성과 악취성 화합물의 생성은 퇴비화 과정 중의 산소공
급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산소의 공급량은 공기주입량과 퇴적물의 수분함량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고 하였고, Vander 등(1997)은 공기주입량의 증가에 따라 산소의 공급 용적량은 증가하며 
이러한 증가는 악취를 경감시키고 호기성 미생물의 활성을 증가시키나, 너무 과다한 공기주입은 퇴비
온도의 급격한 저하 및 빠른 건조로 인해 퇴비 품질이 불량하게 된다고 하였다. 

<적정 공기 주입조건> <적정 시료 채취시간(퇴비온도 : 41.3℃)>
그림 1. 발효상자(50ℓ) 이용 돈분퇴비 제조시 적정 공기 주입조건 및 시료 채취시간

  돈분퇴비 미생물 처리에 따른 퇴비화 과정 중의 온도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퇴비 부
숙온도는 공기주입후 2~3일에 최고에 도달하였으며, 처리별로는 광 차단조건에서 BMW가 15일후 2차 
상승하였고, 시판 미생물(EM)은 처리후 27일까지 40~50℃를 유지하였으나 기타처리는 부숙초기에 급
상승 후 완만히 하강하는 경향이었다. 퇴비화 과정에서 퇴비내 온도는 가장 중요한 척도로서 Lo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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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최적의 퇴비화는 낮은 고온범위(50~55℃)에서 일어난다고 하였고, Falcon 등(1987)은 퇴비온
도가 70℃ 이상 상승하는 것은 영양분의 손실이나 유효 미생물의 감소(thermal kill of 
microorganisms)로 퇴비화가 억제된다고 하였다. 또한 퇴비 발효는 24시간에서 48시간 사이에 시작
되고 이상적인 발효조건에서는 대개 1주일 후 최고 발효열을 발생하여 60℃이상 온도가 올라가야 성
공적이며(이 등, 2001), 유기물 분해에 가장 효율적인 온도범위는 45~65℃(농촌진흥청, 2002)라는 점
을 참고로 할 때, 본 시험에서 도선발M의 광 차단 처리와 경기M2의 광 차단 및 광 무차단 처리는 퇴
비온도가 전 부숙기간 동안 60℃미만으로 낮아 금후 이들 미생물의 이용을 위해서는 퇴비의 부숙온도
를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림 2. 퇴비 부숙온도의 경시적 변화

  돈분퇴비 미생물 처리에 따른 퇴비화 과정 중의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메탄 발생은 모든 처리구에서 처리 1일후에 가장 많았고 처리별로는 경기M1+광 차단처리
가 가장 적었다. 아산화질소 발생은 처리구 모두 퇴비온도가 가장 높았던 처리 1~4일후 발생량이 최
고에 도달하였고 처리 7~9일 이후에는 발생량이 경미한 경향이었으며, 처리 중 도선발M+광 차단 처
리는 퇴비화 과정 중 초기발생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돈분퇴비에 미생물 처리후 30일간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을 지구온난화지수(GWP)로 환산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메탄 배출량(㎏/10a/30days)은 무처리 47.7㎏/10a에 비해 경기M1+광 차단 처리는 8.6
㎏/10a으로 82% 적었고 BMW+광 차단, 시판EM+광 차단처리는 대차없었으나 기타처리는 23~316% 
많았다. 또한 아산화질소 배출량(㎏/10a/30days)은 무처리 0.64㎏/10a에 비해 도선발M+광 차단 
75%, 경기M2+광 무차단 49%, 경기M2+광 차단 42%, EM+광 차단 14% 적었으나, BMW+광 차단은 
대차없었고 기타처리는 3~21%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돈분퇴비 제조 30일간의 메탄과 아산화
질소 배출량 조사결과를 온실가스 총 배출량(CH4+N2O)으로 환산한 결과, 무처리 1,289㎏/10a 대비 
경기M1+광 차단처리가 410㎏/10a으로 68% 절감되었고 기타처리는 같거나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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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등(2001)은 돈분 퇴비화시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발생은 발효상의 온도가 50~60℃로 높을 때 발
생량이 가장 많고 발효상의 온도가 급격히 저하시 발생량은 모두 급격히 저하한다고 하였다. 또한 메
탄 생성균보다는 아산화질소 생성균이 온도변화에 대한 충격이 적고 충격 후에도 회복속도가 빨라 발
효상의 온도가 32℃ 전후로 낮을 경우에도 메탄발생은 큰 변화가 없으나 아산화질소의 발생은 메탄에 
비해 증가한다고 하였다. 본 시험에서도 돈분 퇴비화 과정중의 메탄 및 아산화질소 발생 경향은 박 등
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CH4 배출량 변화> <N2O 배출량 변화>
그림 3. CH4 및 N2O 배출량 변화

표 3. 지구온난화지수(GWP)로 환산한 온실가스 총배출량

처 리 내 용
CH4 (메탄) N2O (아산화질소) CH4+N2O

배출량
(㎏/10a/
30days)

GWP(A)
(㎏/10a/

30days CO2)
배출량

(㎏/10a/
30days)

GWP(B)
(㎏/10a/

30days CO2)
GWP(A+B)

(㎏/10a/
30days CO2)

1) 무처리 + 차단  47.7(100) 1,098 0.64(100) 191 1,289(100)
2) BMW + 차단  49.4(103) 1,136 0.62( 96) 183 1,319(102)
3) EM + 차단  48.7(102) 1,120 0.56( 86) 164 1,284(100)
4) 도선발M+차단  68.5(143) 1,575 0.16( 25)  49 1,624(126)
5) 경기M1+차단   8.6( 18)  197 0.72(112) 213   410( 32)
6) 경기M2+차단 198.8(416) 4,572 0.37( 58) 109 4,681(363)
7) 무처리+무차단  58.6(123) 1,347 0.67(103) 197 1,544(120)
8) 경기M1+무차단  58.9(123) 1,354 0.78(121) 231 1,585(123)
9) 경기M2+무차단 123.0(258) 2,829 0.33( 51)  97 2,926(227)

  돈분퇴비 미생물 처리에 따른 퇴비화 과정 중의 미생물 밀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호기성 박테리아 밀도는 광 차단조건의 무처리와 비교시 미생물 처리후 7일에는 103cfu/g정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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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차이 없었고, 14일후에는 107cfu/g 정도로 같거나 감소하였으며, 21일후에는 106cfu/g정도로 모든 
처리가 같은 경향이었으나, 30일후에는 광 차단조건의 도선발 미생물 처리에서만 기타 처리 103cfu/g
에 비해 105cfu/g정도로 밀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온 발효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고온성 포자형성 세균인 바실러스속 균의 밀도는 광 차단조건의 무처리와 비교시 미생물 처리후 
7일에는 105cfu/g정도로 처리간 차이 없었고, 14일후에도 102cfu/g정도로 같거나 다소 감소하였으나, 
21일후에는 광 차단조건의 경기M1 처리가 107cfu/g, 30일후에는 105cfu/g정도로 무처리 및 기타 처
리에 비해 밀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퇴비화 과정 중 미생물상 변화                                               (단위 : cfu/g)
처 리 내 용 Aerobic bacteria Bacillus

7DAT 14DAT 21DAT 30DAT 7DAT 14DAT 21DAT 30DAT
1) 무처리 + 차단 2.2×103 2.1×107 1.4×106 6.2×103 2.4×105 1.3×102 2.5×104 1.4×104
2) BMW + 차단 1.4×103 6.6×106 6.4×106 3.0×103 3.6×105 0.7×101 1.4×104 4.1×104
3) EM + 차단 1.3×103 6.0×107 9.3×106 7.2×103 3.3×105 2.1×102 1.5×105 6.8×104
4) 도선발M+차단 7.7×103 1.2×107 5.8×106 1.1×105 2.4×105 2.2×102 3.3×104 0.6×103
5) 경기M1+차단 8.3×103 8.4×105 8.7×106 5.0×103 3.5×105 5.5×102 1.5×107 4.1×105
6) 경기M2+차단 7.8×103 0.9×104 2.7×106 4.3×103 4.6×105 2.4×102 1.6×104 1.8×104
7) 무처리+무차단 2.9×103 3.1×105 1.5×106 1.7×103 2.5×105 1.0×101 6.5×104 1.0×104
8) 경기M1+무차단 7.2×102 1.4×105 9.6×106 2.2×102 3.0×105 0.6×101 0.6×104 3.5×104
9) 경기M2+무차단 8.8×103 1.0×107 3.1×106 1.8×103 2.7×105 2.6×102 1.4×104 1.7×104

※ DAT : 처리후 일수

  퇴비화 과정 중 EC, T-N 변화는 표 5와 같다. 미생물처리에 의한 시험후 퇴비 화학성 변화는 전 
처리 모두 퇴비 EC와 T-N함량 등 대차없었다. 시험후 퇴비에 증류수 30배액으로 희석 여과하여 침
출액으로 무 발아율을 조사한 결과(표 6), 미생물 처리 모두 94% 이상으로 발아율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와 같이 “경기M1+광 차단” 처리는 퇴비제조 30일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구온난
화 지수(GWP)로 환산시 무처리(1,289㎏/10a)에 비해 68% 절감되었다. 이는 미생물 “경기M1”이 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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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을 현저히 감소시킴을 의미한다. 앞으로 이러한 유용 미생물의 농업
적 이용 극대화를 위해서는 가축분 퇴비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메탄발생 저감 메카니즘 구명과 아울
러 본 시험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퇴비제조시 발생하는 악취저감 효과와도 연계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5. 퇴비화 과정 중 EC, T-N 변화 

처 리 내 용 EC (dS/m) T-N (%)
0DAT 7DAT 14DAT 21DAT 30DAT 0DAT 7DAT 14DAT 21DAT 30DAT

1) 무처리 + 차단 26.2 28.5 28.2 25.9 25.1 0.82 0.84 0.80 0.72 0.57
2) BMW + 차단 25.2 30.1 28.9 25.2 24.8 0.76 0.88 0.90 0.69 0.59
3) EM + 차단 26.1 28.2 29.1 23.5 23.6 0.80 0.82 0.83 0.71 0.64
4) 도선발M+차단 26.2 29.3 26.7 24.6 24.7 0.71 0.71 0.79 0.73 0.60
5) 경기M1+차단 25.9 28.4 26.6 24.8 25.3 0.71 0.83 0.84 0.80 0.60
6) 경기M2+차단 26.3 29.8 27.7 24.0 26.1 0.76 0.97 0.79 0.76 0.66
7) 무처리+무차단 25.4 26.7 29.0 25.5 25.9 0.77 0.80 0.82 0.80 0.61
8) 경기M1+무차단 27.1 27.6 27.9 26.5 26.5 0.76 0.74 0.78 0.76 0.59
9) 경기M2+무차단 26.7 27.9 27.6 25.0 26.9 0.77 0.79 0.76 0.75 0.61

 ※ DAT : 처리후 일수

 표 6. 미생물처리에 의한 시험후 퇴비 화학성 변화
구     분 pH

(1:5)
EC 

(dS/m)
P2O5(%)

K2O(%)
CaO
(%)

수분
(%)

OM
(%)

T-N
(%)

시험전 퇴비 8.4 26.2 0.62 0.77 0.60 67.8 28.6 0.82
1) 무처리 + 차단 9.3 25.1 1.77 0.96 1.08 60.3 27.2 0.57
2) BMW + 차단 9.2 24.8 0.85 0.88 0.85 68.1 26.9 0.59
3) EM + 차단 9.2 23.6 0.91 0.85 0.92 69.9 25.3 0.64
4) 도선발M+차단 9.3 24.7 0.89 0.89 0.82 68.1 27.0 0.60
5) 경기M1+차단 9.3 25.3 1.19 0.96 1.22 68.2 27.1 0.60
6) 경기M2+차단 9.3 26.1 0.89 0.99 0.87 67.8 27.4 0.66
7) 무처리+무차단 9.3 25.9 1.14 0.85 1.00 68.7 26.4 0.61
8) 경기M1+무차단 9.3 26.5 0.87 0.85 0.78 68.3 26.6 0.59
9) 경기M2+무차단 9.3 26.9 1.17 1.40 1.09 68.5 26.6 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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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종자 발아력 조사
처 리 내 용 무 발아율♩(%)

A 반 복 B 반 복 평  균
1) 무처리 + 차단 98.3 96.7 97.5
2) BMW  + 차단 96.7 95.0 95.8
3) EM    + 차단 93.3 95.0 94.2
4) 도선발M + 차단 93.3 96.7 95.0
5) 경기M1 + 차단 93.3 96.7 95.0
6) 경기M2 + 차단 93.3 95.0 94.2
7) 무처리 + 무차단 98.3 100 99.2
8) 경기M1 + 무차단 96.7 95.0 95.8
9) 경기M2 + 무차단 96.7 96.7 96.7

♩ 퇴비에 증류수 30배액 희석 여과하여 침출액으로 무 발아율 조사
※ 증류수 발아율 : 99.5%

4. 적 요
  본 연구는 돈분 퇴비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인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경감될 수 있는 유용 
미생물의 선발과 미생물제 처리에 의한 온실가스 발생량을 구명코자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발효상자(50ℓ) 이용 가축분퇴비 제조시 공기주입후 온도변화가 가장 적은 조건은 분당 1ℓ, 적

정 시료채취 시간은 5분후 채취가 가장 안정적이었다.
  나. 퇴비 부숙온도는 공기주입후 2~3일에 최고에 도달하였으며 처리별로는 BMW가 15일후 2차 상

승 하였고, 시판 미생물(EM)은 처리후 27일까지 40~50℃를 유지하였으나 기타처리는 부숙초기 
급상승 후 완만히 하강하는 경향이었다.

  다. 메탄배출량(㎏/10a/30days)은 퇴비제조 30일간 무처리(47.7㎏/10a) 대비 경기M1+광 차단 처리
는 8.6㎏/10a으로 82% 적었고, BMW+광 차단, EM+광 차단처리는 대차없었으나 기타처리는 
23~316% 많았다.

  라. 아산화질소 배출량(㎏/10a/30days)은 퇴비제조 30일간 무처리(0.64㎏/10a) 대비 도선발M+광 
차단 75%, 경기M2+광 무차단 49%, 경기M2+광 차단 42%, EM+광 차단 14% 적었으나, 
BMW+광 차단은 대차없었고 기타처리는 3~21% 많았다.

  마. 퇴비제조 30일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구온난화 지수(GWP)로 환산한 결과, 무처리(1,289㎏
/10a) 대비 경기M1+광 차단 처리가 410㎏/10a으로 68% 절감되었으나 기타처리는 같거나 많았다. 

  바. 미생물처리에 의한 시험후 퇴비화학성은 처리구 모두 EC와 T-N함량 등 대차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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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측 모델 개발 작물보호 ’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홍순성

 벼 키다리병 발생생태 및 종합방제법 개발 작물보호 ’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홍순성

색인용어 벼, 키다리병, 발생생태, 방제

ABSTRACT
  Thes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study ecology and control strategy of rice bakanae 
disease in the paddy field. The infection rates of distributing rice seeds  in 2008 collected from 
paddy field was 5.2% by in vitro selective medium method and 2.4% by young seedling method 
in greenhouse. However, the infection rates of bakanae disease after careful selection of rice 
seeds got lower than direct collection from rice farm because of careful removing of pathogen. 
Infection rates made no difference depending on distance in 100m of diseased fields with 
bakanae disease, while infection rates of cultivar "Odaebyeo" and "Daeanbyeo" was more higher 
than other cultivars. The conidia of Gibberella fujikuroi were dispersed from mid of July to mid 
of Oct. and the amount of conidia was most highest at early and middle of Sep. Dispersion of 
conidia was highest after the next of rainy day. In the survey of seedling box, diseased plants 
of single treatment of prochloraz was 14.3% while mixed treatment of prochloraz with fludioxonil 
and seed coating of carpropamid + fludioxonil + imidacloprid was 0.04% and 0.09%, 
respectively.  In the survey of rice field, diseased plants of single treatment of prochloraz was 
42.3% while mixed treatment of prochloraz with seed coating of carpropamid + fludioxonil + 
imidacloprid was 6.2% to 8.1%. These results were also similar to late transplanting of young 
rice seedlings. So, in the survey of seedling box, diseased plants of single treatment of 
prochloraz was 7.5% while mixed treatment of prochloraz with fludioxonil and seed coating of 
carpropamid + fludioxonil + imidacloprid was 0.1% and 0.03%, respectively.  In the survey of 
rice field, diseased plants of single treatment of prochloraz was 44.9% while mixed treatment of 
prochloraz with seed coating of carpropamid + fludioxonil + imidacloprid was 4.0% to 4.3%. 

Key words : Rice, Bakanae disease, Fungicide, Seed disin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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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최근 벼 키다리병(Gibberellia fujikuroi)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영농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
다. 이 병에 감염되면 육묘기에는 벼가 도장하며, 심하면 말라 죽기도 한다. 벼 키다리병에 감염된 묘
를 이앙할 경우 본답후기까지 생육에 영향을 미쳐 수량감소와 쌀의 품질을 떨어뜨릴 뿐만아니라 1차 
전염원인 포자를 생성한다. 키다리병은 주로 종자로 전염되어 종자소독을 할지라도 완벽하게 방제가 
곤란하고 상토의 종류나 최아 및 육묘방법 등에 따라서도 발병차이가 심하다(차 등, 1983).
  벼 키다리병에 대한 연구는 주로 1980년대에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에 주로 재배하던 벼 43품종에 
대한 저항성정도를 검정한 결과 태백벼 등 7품종은 저항성, 추청벼 등 17품종은 중정도, 그리고 한강
찰벼 등 19품종은 감수성으로 분류되었다(양 등, 1985). 키다리병은 prochloraz 등 효과가 우수한 침
투이행성 종자소독제가 개발되면서 발생이 현저히 줄어 최근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간
편한 종자소독법으로 완전한 종자소독이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벼 종자 출아처리 할 때 키다리병 
병원균 발육에 적합한 28~30℃에서 육묘함에 따라 키다리병 발생에 유리하게 되고(인 등, 1985) 또 
벼 수확시 콤바인의 탈곡회전수 증가로 생긴 상처와 이병볏대 혼입으로 종자전염빈도가 증가하고 있
다. 따라서 최근 육성된 일부 양질다수성 품종에서 종자소독을 정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벼 키다리
병 발생이 많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방제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시험은 벼 종자보급종의 키다리병 병원균 감염율, 본답에서 발생생태, 벼 종자 소독 방법 
등을 구명하여 효율적인 벼 키다리병 방제방법을 찾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2008년산 벼 종자보급종 키다리병 조사

  2008년산 종자보급종의 키다리병 병원균 감염율을 조사하기 위해 실내검정과 유묘검정을 실시하였
다. 배지검정은 KOMADA 배지를 이용하였으며, 조성은 증류수 1ℓ에 Na2B4O7 · 10 H2O 1g, K2HPO4 
1g, KCl 0.5g, MgSO4 · 7 H2O 0.5g, Fe-Na-EDTA 0.01g, D-galactose 20g, L-asparagine 2g, 
agar 15g, PCNB (Terraclor 75 % WP)(pentacloronitrobenzene) 1.0g을 녹여 넣고 121℃ 고압멸균
기에 10분간 멸균한 뒤에 55℃ 정도 식힌 후 oxgall (Bile Bovine) 0.5g, streptomycin sulfate 0.3g
을 넣고 고루 희석한 후 패트리디쉬에 부어 굳혀 사용하였다. 보급종 시료 치상은 종자관리소에서 매
일 농가별로 수매하는 종자를(중 발아검정을 한 후 남은 시료) 이용하여 3반복으로 배지 당 20개의 
낟알을 치상하고 랩으로 밀봉한 후 28℃ 항온기에 5일간 배양한 후 균총 색과 형태를 구분하여 계수
하였다. 
  유묘검정은 환경농업연구과 육묘온실에서 실시하였으며 배지검정에 사용한 동일 시료를 이용하였고, 
시험은 백색 플라스틱 통에 종자 30g을 넣고 같은 양의 물을 부은 후 28℃항온기에 24시간 침종하였
다. 그 후 2일 동안 매일 깨끗한 물로 갈아주고 28℃ 항온기에 두어 충분히 종자를 불린 후 물을 빼
고 30℃ 항온기에 1일 동안 두어 최아를 시켰다. 파종은 직경 12㎝ 포트에 어린모상토(부농)를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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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씨를 뿌린후 상토를 덮었다. 3일 동안 출아를 시켜 치상후 녹화를 하고 매일 충분한 관수를 하여 
관리를 하였다. 조사는 파종 30일후 포트내 전 포기를 조사하여 키다리병 발병주와 발병하지 않는 주의 
비율을 계산하여 발병주율을 조사하였다.

나. 본논에서 키다리병 발생생태
  시기별 키다리병균 비산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조사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도열병 분생포자 채집기를 이용하여 7월 1일부터 10월 10일까지 매일 1시간 (01:00~02:00)동
안 채집기를 가동하여 포자를 강제로 흡착한 후 광학현미경 200배 시야에서 계수하였다. 또 
KOMADA 선택배지를 이용한 채집기를 사용하여 2009년 동 시기에 포자 비산량을  조사하였다. 
  키다리병 발병 포장의 볏대에서 만들어진 키다리병 병원균이 출수한 벼알로 이동하는 거리를 조사
하기 위해 2008년 10월 하순경 거리별로 벼 이삭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벼 이삭을 음건 한후 낟알만 
정선하여 검정시료로 사용하였으며, 검정 방법은 배지검정과 유묘검정으로 하였다. 
기상자료는 인터넷 www.epilove.com에 접속하여 농업기술원 예찰답에 설치한 자동기상관측기(CR10)
에서 수집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다. 약제 체계처리에 의한 키다리병 방제 효과
  종자 파종 전 농약 체계 처리에 의한 본답 키다리병 방제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전년도 병이 심하게 
발생했던 화성벼를 공시하여 시험을 하였다.
  중묘이앙 재배에 의한 종자소독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4월 10일 스포탁 유제 2,000배액 단일 소독
처리와 스포탁 유제 2,000배 + 사파이어 액상수화제 2,000배액에 24시간 침종소독처리, 4월 10일 스
포탁 유제 2,000배액 단일 소독하고 4월 16일 자바라 종자처리수화제를 10g/종자 1kg 습분의 한 후 
종자를 파종한 처리를 무소독 처리와 대조하여 시험하였다. 본답 시험구 배치는 단구제로 하였으며 벼 
이앙은 5월 13일 6조식 승용이앙기를 이용하여 주간 14cm 간격으로 이앙하였고 관리는 벼 표준재배
법으로 관리하였다. 조사는 5월 4일 이앙 직전에 발병주율을 조사하고 이앙 후 6월 26일, 7월 21일, 
8월 10일에 발병 포기율을 조사하였다.
  어린모이앙 재배에 의한 종자소독 효과는 종묘이앙 재배와 동일한 처리로 5월 12일 스포탁 유제 
2,000배액 단일 소독처리와 스포탁 유제 2,000배 + 사파이어 액상수화제 2,000배액에 24시간 침종
소독처리, 5월 12일 스포탁 유제 2,000배액 단일 소독하고 5월 16일 자바라 종자처리수화제를 10g/종
자 1kg 습분의 한 후 종자를 파종한 처리를 무소독을 대조하여 시험하였다. 조사는 6월 1일 이앙 직
전에 발병주율을 조사하고 이앙 후 7월 21일, 8월 10일에 발병 포기율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2008년산 벼 종자 보급종 키다리병 조사



420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경기도 종자관리소에서 벼 종자 보급종으로 보급하기위해 생산농가별로 수매한 벼의 키다리병 발생
을 조사한 결과 표 1과 같이 6개 품종 중 고시히카리벼와 추청벼가 배지검정에서 대체로 높은 병원균 
검출율이 있었으며, 삼광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검출율을 보였다. 유묘검정에서는 배지검정보다 전체적
으로 낮은 검출율을 보였지만 평균 2.4%의 감염율을 보였고 경기도 주 보급품종인 추청벼가 1.8%의 
감염을 나타내었다.

표 1. 2008년 벼 종자보급종의 정선 전 키다리병 발생상황
품  종 조사점수 배지검정

(병원균 검출율(%))
유묘검정

(발병주율(%))
고시히카리벼 11 9.7 3.3

대 안 벼 46 4.3 3.3
삼 광 벼 16 1.1 0.8
수 라 벼 19 3.6 1.9
오 대 벼 10 3.1 3.1
추 청 벼 418 9.4 1.8
평    균 5.2 2.4

  종자관리소에서 농가로 부터 수매한 종자를 건조, 정선한 후 종자에 프로라즈코퍼클로라이드 종자처
리액상수화제 농약을 습분의처리하여 포장하는데 이 단계에서 키다리병 병원균 감염율을 조사한 결과 
표 2와 같이 습분의처리 하기 전 종자에서는 키다리병 발생주율이 최저 0.9%에서 최고 2.5% 발생하
였으며 평균 1.6%로서 농가 수매 단계의 감염율보다 낮았다. 이는 정선단계에서 병에 걸린 쭉정이나 
충실하지 않은 종자가 바람에 의해 걸러져 오염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프로라즈코퍼
클로라이드 종자처리액상수화제로 습분의 처리하였을 때는 최고 0.4%, 평균 0.3%로서 키다리병 발병
주율이 소독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으나 완전 방제 효과는 없어 생산지에서 오염되지 않은 종자를 생
산하거나 추가적인 소독방법 도입이 필요하다.

표 2. 2008년산 벼 종자보급종의 정선 후 키다리병 발생 상황(유묘검정)
품종 조사

점수
키다리병 발병주율(%) 

종자 정선 후 종자 정선 및 농약분의처리♩
고시히카리벼 19 1.2 0.3

대 안 벼 22 0.9 0.2
삼 광 벼 8 1.4 0.3
수 라 벼 9 1.7 0.2
오 대 벼 7 2.5 0.2
추 청 벼 250 1.6 0.4
평    균 1.6 0.3

♩ 종자소독방법 : 종자관리소에서 프로라즈코퍼클로라이드 종자처리액상수화제를  분의처리한 종자를 
부피비율 1:1로 물에 침종하여 24시간 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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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논에서 키다리병 발생생태
  키다리병은 병에 걸린 볏대에서 형성된 병원균이 비바람을 타고 출수하는 벼 이삭으로 날아가 왕겨 
속이나 겉에 붙어 이듬해 접종원으로 작용하는데 이들 병원균이 얼마나 멀리 비산하는지 조사기위하
여 발병포장부터 거리별로 벼 이삭을 채취하여 병원균 감염율을 조사한 결과 표 3, 4와 같다. 채취한 
품종별 배지검정 조사한 결과 오대벼, 대안벼가 대체로 감염율이 높았고 추청벼, 고시히카리벼는 대체
로 낮은 감염율을 보였다. 그러나 유묘검정에서는 대안벼가 높았는데 이는 접종원으로 작용한 화성벼
가 중생종으로서 출수기가 비슷한 중생종인 대안벼가 감염율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며 오대벼는 단순
히 왕겨 겉에 많이 붙어 배지검정에서는 발현되었으나 침종하고 수세하는 단계에서 씻겨나가 접종원 
역할을 못해 유묘검정에서 감염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거리별로는 대체로 발병포장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서 감염율이 높으나 100m 거리에서도 감염율이 높아 비산거리가 100m 이상 될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배지검정에서 발병포장 거리별 키다리병 병원균 검출율 (단위 : 발병립율(%))

처리내용 발병포장에서 떨어진 거리
5m 20m 40m 60m 80m 100m 평균

오대벼    33.3    33.3    40.0    37.8    68.9    37.8    41.9 
고시히카리벼    40.0    13.3    13.3      8.9    13.3    17.8    17.8 

대안벼    71.1    31.1    28.9    68.9    26.7    44.4    45.2 
수라벼    11.1    26.7    11.1    31.1    33.3    26.7    23.3 
추청벼    24.4     8.9     4.4     6.7    11.1     6.7    10.4 

  ※ 발병포장 : 화성벼(발병립율 : 91.9%)

  표 4. 유묘검정에서 발병포장 거리별 키다리병 병원균 검출율 (단위 : 발병립율(%))

처리내용 발병포장에서 떨어진 거리
5m 20m 40m 60m 80m 100m 평균

오대벼    16.6    23.1    19.2    16.3    24.8    10.7   18.4 
고시히카리벼    27.0     2.2     2.5     1.6     2.4     1.9    6.3 

대안벼    34.5    37.0    22.0    19.3    41.8    42.9   32.9 
수라벼    14.9    23.7    15.4    18.6    22.6    16.4   18.6 
추청벼    14.4     5.0     5.5     3.9     4.8     7.5    6.9 

   ※ 발병포장 : 화성벼(발병립율 : 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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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배지검정과 유묘검정의 키다리병 병원균 감염율 비교 

  키다리병 병원균 감염율 조사 방법을 30일 이상 걸리는 유묘검정 대신 7일 정도 걸리는 배지검정으
로 대체하기 위해 배지검정의 효율성을 검토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배지검정과 유묘검정의 상관계수 
0.096으로 매우 낮아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포자채집기로 채집된 병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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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배지로 채집된 병원균>
그림 2. 포자채집기로 채집된 병원균 포자와 KOMADA 선택배지로 채집하여 배양된 병원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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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포자채집기와 선택배지와의 병원균 비산포자 채집량 비교

  키다리병 병원균의 시기별 비산 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도열병분생포자채집기와 KOMADA 선택배
지를 이용한 채집량을 분석한 결과 포자채집기에 의한 채집량이 월등히 많았고 채집시기도 빨라 키다
리병 발생생태에 연구에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었으며(그림 2,3), 도열병 분생포자 채집기에 의한 채
집량 분석을 한 결과 그림 3와 같이 7월 초순부터 비산을 시작하여 벼를 수확할 때까지 비산을 하였
다. 최고 비산시기는 8월 하순부터 9월 하순까지이며 2007년은 9월 중순경, 2008년은 상순경, 2009
년은 8월 하순과 9월 중순에 최고의 비산시기를 보였다. 따라서 키다리병 병원균의 전반은 출수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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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유숙기까지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상요소와 포자비산량과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림 5
와 같이 강우가 있을 경우에는 비산을 거의 하지 않았고 강우 다음날부터 비산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잎이 젖어있는 결로시간과 포자비산량 분석에서 결로시간이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은 날에는 비
산량이 적었고 6~12시간 전후에 비산량이 많아 비산포자가 벼 낟알에 침투할 때에 적당한 습윤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 되었다(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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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포자채집기를 이용한 병원균 비산포자 년도별 채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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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강우량과 병원균 비산포자 채집량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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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결로시간과 병원균 비산포자 채집량 비교

다. 약제 체계처리에 의한 키다리병 방제 효과
  종자 파종 전에 종자소독 체계처리에 의한 못자리 및 본답에서 키다리병 방제효과를 조사한 결과 
그림 7, 8과 같이 중묘 적기이앙에서 스포탁 유제 단일 소독을 할 경우 14.3%의 못자리 발병주율이 
나타난 것에 비해 스포탁 유제와 사파이어 액상수화제 혼합처리 및 스포탁 유제에 침종소독을 하고 
자바라 종자처리수화제로 분의처리할 경우 0.04%, 0.09%로 거의 발생하지 않았고 이앙 후 본답에서
도 스포탁 유제 단독 소독보다 8.1% 6.2%의 발병 포기율로 발생율이 매우 낮아 방제효과가 우수하였
다. 어린모 만기이앙의 경우에서도 적기이앙과 같은 종자소독 체계처리로 우수한 방제 효과를 나타내
었으며 특히 종자소독을 하지 않은 적기이앙에서는 못자리 발병율이 만기이앙에 비해 높았지만 본답
에서 발병율은 만기이앙에서 높아 상대적으로 못자리 기간이 짧은 어린모의 경우 본답에서 키다리병
이 많이 발현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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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어린모 만기이앙 재배에서 종자소독제 처리방법별 키다리병 발생 조사

4. 적 요
  최근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벼 키다리병의 체계적 방제방법을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종자보급종 키다리병 발생분석
○ 2008년 벼 종자보급종의 정선전 키다리병 발생율은 배지검정에서 감염율이 5.2%, 유묘검정에서 

발병주율이 2.4%이었다.
○ 정선 후 키다리병 발생율은 유묘검정 발병주율이 1.6%로 정선 전 2.4% 보다 낮아 벼 외피에 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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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균이 정선과정 중 바람에 의해 상당히 제거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프로라즈코퍼클로라이드 
종자처리액상수화제로 분의처리 했을 경우에는 0.3%의 발생주율을 보였다.

나. 키다리병 발생 생태
○ 키다리병 발생포장 인근 거리별 키다리병 감염율 조사에서 100m까지 거리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

으나 품종간 차이가 많았으며, 그 중 오대벼, 대안벼가 감염율이 높았다.
○ 배지검정과 유묘검정의 키다리병 병원균 검출율의 상관계수는 0.096으로서 매우 낮았다.
○ 도열병 분생포자채집기를 이용한 포자채집량이 선택배지에 의한 채집한 양보다 월등히 높고 채집

시기도 빨랐다.
○ 시기별 키다리병 병원균 채집량은 7월 중순부터 시작하여 10월 중순 수확기까지 비산하였으며 특

히 9월 초, 중순에 비산량이 높았다.
○ 기상요인과 병원균의 비산량의 비교분석 결과 강우 후 다음날에 대체로 많았으며 결로시간이 너무 

길거나 짧은 날에는 비산량이 적었다.
다. 키다리병 방제 체계
○ 중묘 적기이앙에서 키다리병 발생율은 못자리 조사에서 스포탁 유제 단독 처리 14.3%보다 스포탁 

유제 + 사파이어 액상수화제, 스포탁 유제+자바라 종자처리수화제 체계 처리가 0.04%, 0.09%로
서 발생량이 적었으며, 본답 조사에서는 스포탁 유제 단독 처리 발병주율 42.3%보다 스포탁 유제 
+ 사파이어 액상수화제 등 2처리가 6.2~8.1%로서 약효 지속효과가 우수하였다.

○ 어린모 만기이앙에서 키다리병 발생율은 못자리 조사에서 스포탁 유제 단독 처리 7.5%보다 사파이
어 유제 + 사파이어 액상수화제, 스포탁 유제+자바라 종자처리수화제 체계 처리가 0.1%, 0.03%로
서 발생량이 적었고, 본답 조사에서는 스포탁 유제 단독 처리 발병주율 44.9%보다 스포탁 유제 + 
사파이어 액상수화제 등 2처리가 4.0~4.3%로서 약효가 지속효과가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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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농작물 병해충 발생예측 모델 개발 작물보호 '08~'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홍순성

 고추 탄저병 발생예측 모델 개발 작물보호 '08~'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홍순성

색인용어 고추, 탄저병, 기상, 예측, 방제

ABSTRACT
  Thes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study ecology and develop the forecasting model of 
pepper anthracnose in the fields. After the 40 days from first infection of anthracnose, 80% of 
pepper fruit were infected with the disease. First timing anthracnose dispersion was assumed to 
average temperature above 25℃ and rainfall in a day above 40 mm. The more early infection 
made the more higher infection rates of anthracnose. Main factor causing anthracnose was highly 
correlated to microclimate data, before 7 day rainfall from disease occurrence day. These results 
suggest that optimum timing of first control will be the first dispersion of anthracnose conidia 
and the second timing will be above 20 mm rainfall. The control efficacy between conventional 
and forecasting control was similar while the number of control times was reduced from 11 
times in conventional control to 7 times in forecasting model. Forecasting model will be available 
on Gyeonggi ARES internet homepage for farmers to provide the optimum control timing of 
pepper anthracnose.

Key words : Pepper, Anthracnose, Fungicide, Disease fore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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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고추(Capsicum annuum)는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 가지과 작물로서 2008년 우리나라 고추 생산량
은 12만 4,000톤으로 주곡인 쌀을 제외하면 가장 많이 재배하는 작물이다. 고추 탄저병(Pepper 
Anthracnose)은 역병, 담배나방과 함께 고추에서 가장 경제적인 피해가 심각한 대표적인 병해로서 
1928년 처음으로 보고된 후, 매년 10%이상 꾸준히 피해가 발생되며, 그 피해는 1천억원 정도로 추산
된다(엄광흠, 1998).  
  고추 탄저병 방제를 위해 농가에서는 수확기까지 10~14회의 농약살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농약사용지침을 초과하는 농약 살포 남용은 농약의 잔류, 인축에 대한 독성, 그리고 저항성을 보이는 
유해 생물의 발생을 초래할 수 있다.
  정확한 식물 병 예찰을 통한 적기방제는 농약살포 횟수를 감소시켜 방제비용 절감, 농산물 안정성 
향상, 병원균의 농약 저항성 감소, 환경오염 경감 등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Campbell. 1990). 우
리나라 식물 병 예찰은 수도 도열병균과 깨씨무늬병균의 포자비산상황을 조사로 시작되었으며
(Anoymous, 1947) 기상환경 중 온도와 습도 등을 이용하여 병 발생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형들이 개
발되어 농업현장에 사용되고 있다. 고추 탄저병 예측에서는 온도와 강우량 및 강우지속시간, 결로시간
을 이용하여 많은 예측이 시도되고 있다(권천섭 등, 2002, Ahn etc., 2008).
  본 실험에서 고추 탄저병 예측 모형은 기상관측자료을 통해 포장에서 탄저병 발생 위험도를 계산하
며, 온도에 따라 필요한 강수량의 충족여부로 탄저병의 비산과 감염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감
염 위험이 커졌을 때 탄저병 예방용 살균제를 살포하는 방식으로 개발되었다. 또한  예찰방제와 기존 
관행방제와 비교하여 타당성 평가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고추 탄저병 예찰 시스템은 병 발생 초기 감
염시작 시점을 알려줄 수 있으므로, 농약의 적기방제가 가능함으로써, 농약 살포시기와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 재료 및 방법
가. 기상자료 수집 및 고추 탄저병 조사

  2008부터 2009년까지 농업기술원내 폭 20m, 길이 25m의 노지고추 포장에 자동기상관측기를 설치
하고 매시간 및 일별 기상자료를 수집하였다. 설치기종은 CR10(Campbell Sci. Ltd.)이며 기온, 상대
습도, 강우량, 결로시간을 측정하였다. CR10로거 내에 집록된 기상자료를 휴대용 자료수집기로 수시
로 수집하여 엑셀 자료로 치환, 분석하였다.
  고추 탄저병 조사는 자동기상관측기가 설치된 포장에서 조사하였으며 고추 품종은 슈퍼마니따를 공
시하고 2월 초순에 파종하여 3월 초순에 50공 플러그상자에 이식하여 5월 상순에 본답에 정식하였다. 
재식거리는 이랑너비 1m, 포기사이 30cm로 하여 1열 재배를 하였고 해충 방제는 진딧물과 담배나방
이 발생할 경우 적용 살충제를 살포하였으며 병해 방제는 하지 않았다.
  병 조사 방법은 탄저병이 발생하기 전 까지는 1~2일 간격으로 전수 달관 조사하여 포장내 최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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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을 관찰하였고, 병 발생이 시작할때 부터는 발병 포기 포함 10포기와 건전한 포기를 중심으로 2곳
의 10포기씩 선정하여 건전 고추열매와 병반이 형성된 고추열매를 계수하여 병든과율로 환산하였다. 
조사 간격은 2~3일이었으며 10월 31일까지 조사하였다. 기상요인이 고추 탄저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을 MS Excel 프로그램에서 상관 분석하여 최적 발생 조건을 구하였다. 

나. 고추 탄저병 발생 예측 모델에 의한 방제효과
  고추 탄저병 발생 예측에 의한 고추 탄저병 방제 효과를 구명하기 위해 환경농업연구과 고추 재배
포장에서 실시하였다. 고추 품종은 슈퍼마니따를 공시하고 2월 5일에 파종하여 3월 2일에 50공 플러
그상자에 이식하여 5월 12일에 본답에 정식하였다. 시험구는 단구제로 관행방제구, 예측방제구, 무방
제구로 하여 각 처리구를 폭 6m, 길이 25m에 6두둑씩 조성하였다. 재식거리는 이랑너비 1m, 포기사
이 30cm로 하여 1열 재배를 하였고 해충 방제는 진딧물과 담배나방이 발생할 경우 적용 살충제를 살
포하였으며 병해 방제는 하지 않았다. 
  관행방제구의 고추 탄저병 약제처리는 6월 8일부터 10일 간격으로 적용약제인 테부코나졸 유제를 
살포하였으며, 예측방제구의 약제 살포는 일 평균기온이 25℃ 이상이 되고 일일 강우량이 40mm 이상
일 때 1차 방제를 하고 2차 방제부터는 인터넷을 통하여 기상청 동네예보자료를 보고 일 강우량이 
20mm이상 예보될 때 방제를 하였다. 약제 살포후 10일이 경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20mm 이상 강우
가 예보되었다면 약제를 살포하지 않고 그 후 20mm 이상 강우 예보시에 방제를 하였다. 탄저병 발병
과율 조사는 각 처리구 3번째 및 4번째 이랑의 중앙에서 5포기씩 표시를 하고 2~3일 간격으로 건전
과수와 이병과수를 조사하여 발병과율을 환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기상 분석과 고추 탄저병 발생량

  고추 탄저병 발생에 관여하는 기상요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동기상관측기에 의한 기상자료를 수집
한 결과 그림 1, 2와 같다. 고추 탄저병은 발생 조사에서 그림 3, 4와 같이 최초 발병 후 40일이 경
과하면 대부분 80%이상의 발병과율을 보였으며, 2008년은 7월 하순경에 최초 발생한 외부포장은 9월 
상순경에 누적 발병과율 100%에 도달하였고 8월 중순경에 최초 발병한 내부포장에서는 9월 하순경에 
100%의 누적발병과율을 보였다. 2009년은 7월 초순에 최초 발생하여 최초 발생한 포기 근처에서는 8
월 하순에 누적발병과율 100%에 도달하였고, 7월 하순경에 최초 발병한 포기 근처는 10월 중순경에 
누적발병과율 100%에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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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2009년 고추 탄저병 발생

  고추 탄저병의 최초 발병은 고추를 정식한 후 일정시기를 지나 고추 열매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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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병하는데 병든 과일 최초발견 시기를 중심으로 기상요인을 분석한 결과 그림 5과 같다. 2008년 경
우에는 7월 28일에 최초 발견을 하였는데 그 이전의 기상에서 평균기온이 25℃ 도달한 시기는 7월 4
일이었고 7월 16일 강우량이 70mm, 7월 19, 20일에 100mm 이상의 비가 내렸다. 온도와 강우량의 
기상요인을 분석 결과 7월 16일에 최초 비산에 의한 발병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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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08년 평균온도 및 강수량에 의한 고추 탄저병 최초 발생 추정

  2009년 고추 탄저병 발생 조사에서 7월 7일 최초 병든 과일을 발견하였으며 그 이전의 기상요인을 
분석한 결과 그림 6과 같이 6월 19일에 평균기온이 25℃ 이상 올라갔으며, 6월 29일에 40mm 이상의 
강우가 있었다. 따라서 고추 탄저병 최초 비산은 6월 29일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잠복기를 거쳐 
7월 7일에 병반이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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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09년 평균온도 및 강수량에 의한 고추 탄저병 최초 발생 추정

  최초 병발생 이후 병 진행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기상요인과 병발생량의 상관분석을 한 결과 표 1과 
같이 발생 7일전 강우량이 0.65로 가장 큰 상관을 보였으며 이때 병든 잔재물이나 병든 과일의 표면
에서 포자가 비바람에 의해 비산하여 건전한 열매 속으로 침입한 후 7일간의 잠복기간을 거쳐 눈에 
보이는 새로운 병반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감염기 추정은 병든과가 보이는 시기의 기
상이 아니라 그 이전의 기상분석이 중요하며 병 방제도 이때 이루어져야 하겠다. 

표 1. 탄저병 발생량과 기상요인 상관분석

기상요인 병 발생량 조사 전 
3 일 4 일 5 일 6 일 7 일 8 일 9 일 10 일 11 일 12 일

강우량 0.05 0.08 -0.05 0.10 0.65 0.30 0.58 0.21 0.06 0.44
결로시간 -0.15 -0.02 -0.07 -0.09 0.43 0.20 0.22 0.21 -0.26 0.46
평균풍속 0.39 -0.13 0.10 0.14 0.20 0.25 0.46 -0.05 0.27 0.18

강우+풍속 0.13 -0.06 -0.06 0.10 0.56 0.24 0.52 0.10 0.07 0.42

  고추 탄저병 발생에 관여하는 요인으로서 강우일수와 그 지속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권 등, 
2002), 이와 같이 고추 재배기간 중 강우량과 발병과율을 비교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강우량이 많을 
때 발생량이 많아 강우량이 병 진전에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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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강수량과 탄저병 발생량 관계

나. 고추 탄저병 발생 예측 모델과 방제효과
  고추 탄저병은 그림 3, 4와 같이 한번 발생이 시작되면 겉잡을 수 없이 퍼지며 병 특성상 병원균이 
침투한 후 열매 속에서 충분히 퍼져 자란 후 겉으로 병반이 나타나므로 농약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불
가능하다. 따라서 고추 탄저병 방제는 최초 발병 추정시기부터 예방 위주로 해야 하는데 최초 발병 시
기를 추정하는 것은 어렵다. 최초 발병시점을 추정하려면 매일 포장내 전체 고추 포기의 열매를 정밀
하게 관찰해야 하므로 최초 발병 시점은 어느 정도 주관적 일수 밖에 없고 재배 농업인이 발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Ⅳ. 환경농업연구 ∙ 437

표 2. 고추 탄저병 약제 살포 스케줄
일  자 관행방제 예측방제

6/8 테부코나졸 유제
6/17 테부코나졸 유제
6/19 테부코나졸 유제
6/29 테부코나졸 유제 테부코나졸 유제
7/8 테부코나졸 유제 테부코나졸 유제
7/17 테부코나졸 유제 테부코나졸 유제
7/27 테부코나졸 유제
8/6 테부코나졸 유제 테부코나졸 유제
8/24 테부코나졸 유제
8/25 테부코나졸 유제
9/3 테부코나졸 유제
9/10 테부코나졸 유제
9/16 테부코나졸 유제
9/27 테부코나졸 유제

총살포횟수 11회 7회

  따라서 기상요인을 이용하여 고추 탄저병 초발시기를 잡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고
추 탄저병 초발시기를 추정한 결과 평균기온이 25℃이상 도달한 시기에 일 강우량이 40mm 이상 되
면 토양에서 포자가 비산할 것으로 예측되고 그 후 고추 탄저병 발병과일에서 2차 전염하여 병이 진
전되는 시기는 일일 강우량이 20mm 이상일 때로 추정하였다. 
  이상의 고추 탄저병 발생 예측모델에 대한 약제 방제효과를 시험하기 위하여 표 2와 같이 예측방제 
살포를 관행방제와 비교하여 살포하였다. 6월 20일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기상예보에 따라 6월 19일 
1차 살포를 하고 2차 방제부터는 20mm이상의 강우 예보시 방제를 하여 총 7회 방제를 하였다. 관행
방제는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방제하는 시기인 6월 8일부터 10일 간격으로 방제하여 9월 말까지 총 11
회 방제를 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예측에 의한 방제효과가 관행방제와 비슷하였으며 8월 하순 이후
부터는 오히려 관행방제에 비해 방제효과가 우수하였는데 이는 강우에 의해 포자가 비산하기 전에 사
전에 농약이 고추 과일을 도포하여 예방효과를 나타내었고 관행 방제는 포자가 고추 열매에 침입한 
후 약제가 살포되어 방제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이용하여 농업기술원 
「농업기상과 병해 예측 방제 정보 홈페이지」에 고추 탄저병 발생예측 메뉴를 추가하여 2010년부터 
경기도민에게 제공할 예정이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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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추 탄저병 약제방제 효과

처리내용
누적발병과율(%)

7/13 7/23 8/3 8/13 8/23
예측방제 0.0 0.0 0.1 0.1 0.6
관행방제 0.0 0.0 0.1 0.1 1.2
무방제(1) 1.1 36.3 53.0 57.1 95.1

처리내용
누적발병과율(%)

9/3 9/13 9/24 10/5 10/12
예측방제 3.6 4.0 6.3 12.2 17.4
관행방제 9.6 12.0 12.9 14.1 15.8
무방제(2) 69.4 80.9 84.3 88.9 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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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처리별 고추 탄저병 발병과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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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 구축된 고추 탄저병 예측 전자지도

4. 적 요
  고추에서 발생이 심한 탄저병의 발생생태와 예측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고추 탄저병이 최초 발생한 후 40일이 경과하면 고추열매의 80%이상 에서 발병되었다.
  ○ 고추 탄저병 병원균이 토양에서 지상부로 최초 비산하는 시기는 평균기온이 25℃이상이 된 후 

일일 강수량이 40mm 이상일 때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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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추 탄저병 발생량과 기상요인과의 상관분석 결과 7일전 강우량이 0.65으로 고도의 정상관을 
나타내었다.

  ○ 병의 진전은 일일 강우량이 높을 때 탄저병 발생량이 많았다.
  ○ 따라서 고추 탄저병 예측에 의한 방제스케줄은 최초 비산예측시 1차 방제하고 그 이후 강수량이 

20mm 이상 예보될 경우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높았다.
  ○ 고추 탄저병 예측에 의한 방제스케줄에 따라 약제 방제한 결과 10일 간격 관행방제 11회에 비해 

7회 방제로서 4회를 절약하였고 방제효과는 관행방제와 비슷하거나 높았다.
  ○ 고추 탄저병 발생예측 프로그램을 「농업기상과 병해 예측 방제정보 홈페이지」에 추가하여 

2010년부터 경기도민에게 고추 탄저병 발생예측 정보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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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농작물 병해충 친환경 방제법 개발 작물보호 ’08~’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김진영
 시설고추 흰가루병 방제용 친환경 
 자재 개발 작물보호 ’08~’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김진영
색인용어 고추, 흰가루병, 아인산염, 중탄산나트륨, 방제

ABSTRACT
  Organic materials, inorganic fertilizer salts and compost tea were evaluated to control the 
powdery mildew caused by Leveillula taurica on greenhouse pepper leaves by foliar 
applications. Control efficacy of phosphoric acid, cooking oil plus yolk mixture(COY) and 
KHCO3 plus cooking oil after four applications were 87.3%, 81.8% and 83.6%, respectively. 
However, chitosan, pyroligneous acid plus brewing vinegar and compost tea for organic 
agriculture had low effect on powdery mildew of pepper. Mixed applications of sodium 
bicarbonate, cooking oil and lecithin (SCL) and phosphoric acid, cooking oil and lecithin 
(PCL) were found to significantly reduced the powdery mildew on capsicum. The control 
efficacy of SCL and PCL were 75.8% and 79.1%, respectively by three applications. The 
effect of these treatments for powdery mildew also lasted after 23 days above 65.6%. 
Phytotoxicity were found on pepper leaves treating with double treatmetnt of COY, 
potassium carbonate and phosphoric acid. The number of conidia on pepper leaves treating 
with SCL and PCL  was very low by inhibiting the conidial germin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CL and PCL were promising fungicide alternatives to control the powdery 
mildew. 

Key words : Capsicum, Powdery mildew, Control, Phosphoric acid, Sodium carbonate, 
Potassium bicarbo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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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고추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고 널리 재배되는 채소중의 하나이다. 국내 시설고추는 대부
분 풋고추용으로 재배되고 있고 그 면적은 약 6,060ha정도이며  그 중 경기도 재배면적은 378ha, 생
산량은 10,070 M/T에 이른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Leveillula taurica에 의한 고추 흰가루병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공기전염 곰팡이 병해
로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시설하우스 환경에서 피해가 더 심한 병해로 보고되어 있다(차 등, 1980). 일
반적으로 발병환경은 일조가 부족하고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주로 발생하여 잎 표면에 흰가루병 포자
가 정착한 후 병이 진전되면 잎이 황색으로 변하고 말라 떨어지게 되어 고추 수량 감소의 주 원인균
으로 알려져 있다. 호주에서는 노지재배 Capsicum 작물에서 가장 널리 발생하는 병해로서 특히 건조
한 퀸스랜드 지방에서 발생이 많고, 병이 진전되면 잎이 떨어진 후 강한 태양에 의한 과실의 일소 피
해가 2차적으로 발생한다(Persley, 2002). 
 최근 친환경재배면적이 증가하면서 천적, 미생물 등 친환경자재를 이용한 병해충 제어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시설 고추에 대한 흰가루병의 효과적인 친환경자재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
에 있다. 주로 외국에서는 무기물을 이용하여 흰가루병과 잿빛곰팡이병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가 이루
어졌으며(Bombelli 등, 2006; Fallik, 1997; Palmer 등, 1997), 국내에서는 오이, 상추, 가지 등 흰가
루병 방제용으로 난황유 등 유기자재를 이용하는 방법이 개발되어 있다(권 등, 2009; 지 등, 2005; 
지 등, 2008). 
 따라서 본 시험은 경기도와 호주 퀸스랜드주와의 국제공동연구 과제로 설정하여 고추 흰가루병을 효
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살균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자재를 선발하고자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시험연구용 하우스에서 고추 흰가루병에 효과적인 농자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포장검증을 실시하였다. 시설고추 품종은 농가에서 널리 재배되는 ‘녹광’ 품종을 4월 25일
에 정식하였고 정식 후 기타관리는 경기도농업기술원 표준재배법을 준수하였으며 시험구 배치는 난괴
법 3반복으로 실시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친환경자재는 대부분 유기농에서 주로 이용하는 유기자재인 키토산, 목초액, 양조식초, 
난황유 및 퇴비차(compost tea)를 사용하였다(표 1). 또한 무기물 친환경자재로서 역병방제용으로 이
용되는 아인산염, 해외에서 흰가루병으로 사용되는 KHCO3, NaHCO3를 이용하였고 미생물 제제로는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미생물농약 (바이봉, Bacillus sp.)를 사용하였고, 대조 약제로는 살균제인 테트
라코나졸 유탁제와 황입상수화제를 사용하였다. 또한 무기물의 첨가제로서 식용유 0.1%와 레시틴 
0.05%를 무기물과 믹서기로 유화한 후 물에 희석하여 이용하였다. 각 제제의 처리방법은 표 1에서와 
같이 일정 비율로 희석하여 7일간격으로 잎에 골고루 충분이 살포하였고 무처리는 수돗물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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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재 살포와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고추흰가루병 발생은 시설하우스 조건에서 자연발생을 유도
하였으며 발병엽율 조사는 약제 살포 후 병든잎 100잎을 조사하여 발병엽율을 산정하였다. 또한 친환
경자재 살포 후 병원균 포자의 억제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투명테이프(3M)를 이용하여 5mm 직사
각형에 부착된 포자밀도와 형태를 현미경하에서 관찰하였다(Homma 등, 1981).

표 1. 시험에 사용한 친환경자재 및 대조약제
구  분 처리내용 희석배수(농도)

유기자재 키토산 1:1,000
목초액+양조식초 1:100

난황유 0.5%
퇴비차(Compost tea) 1:100

무기자재 아인산염(PA) 500ug/ml
KHCO3(PB) 0.1%
NaHCO3(SB) 0.2%

PB+Oil+Lectin 0.1%+0.1%+0.05%
SB+Oil+Lectin 0.2%+0.1%+0.05%

PA++Oil+Lectin 0.05%+0.1%+0.05%
미생물 Bacillus sp. 1:600

살균제(대조) Tetraconazole 1:2,000
황입상수화제(대조) 0.2%

무처리 수돗물 -

3. 결과 및 고찰
가. 친환경자재 단독 처리 효과(2008년)

  고추흰가루병에 대한 친환경자재를 3회 처리 후 방제효과를 조사한 결과 일반적으로 유기농에서 널
리 사용하는 유기자재인 키토산의 방제효과는 19.3%, 목초액과 양조식초의 혼합처리효과 13.7%로 방
제효과가 낮았다(표 1). 그러나, 식물성기름을 함유한  난황유 처리는 방제효과가 84.6%로 살균제 처
리구 98.2%보다는 낮았으나 흰가루병 방제용으로 실용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무기자재인 아인
산염은 87.3%, KHCO3는 60.9%, KHCO3와 식물성오일 혼합처리구는 82.7%로 나타나 무기자재의 효
과는 대체적으로 단독처리보다는 식물성오일과 혼합하여 처리하는 것이 방제효과의 상승에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었다(Reuveni 등, 1998). 시중 유통되는 미생물제제는 방제효과가 59.1%로 난황유나 무
기자재보다는 방제효과가 낮았다. 친환경자재 4회 처리시에도 방제효과는 3회 처리와 거의 비슷한 효



 Ⅳ. 환경농업연구 ∙ 445

과를 나타내었으나(표 2), 난황유 처리구에서 잎에 부생균이 발생하여 난황유의 연속적인 살포는 재검
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1. 고추 흰가루병에 대한 친환경자재 방제효과 (조사일 : 2008년 9월 2일) 
구  분 처리내용a 발병엽율 (%) 방제가

(%)Rep. A Rep. B Rep. C 평균c

유기자재 키토산 54 30 6 30.0bc 19.3
목초액+양조식초 55 15 25 31.7bc 13.7

난황유 5 6 6 5.7a 84.6
무기자재 아인산염 6 7 1 4.7a 87.3

KHCO3(PB) 10 22 11 14.3ab 60.9
PB+Oil+Lectin 8 5 6 6.3a 82.7

미생물 Bacillus sp. 21 11 13 15.0abc 59.1
살균제(대조) Tetraconazoleb 0 2 0 0.7a 98.2

무처리 수돗물 42 19 49 36.7c -
 a 살포 7일 간격 3회 처리 : 8/14, 8/21, 8/28  
 b 테트라코나졸 유탁제(에머넌트) : 고추 흰가루병 대조약제 
 c DMRT(0.05)

표 2. 고추 흰가루병에 대한 친환경자재 방제효과 (조사일 : 2008년 9월 9일)

구  분 처리내용a 발병엽율 (%) 방제가
(%)Rep.A Rep.B Rep.C 평균b

유기자재 키토산 67 21 13 33.7cd 38.8
목초액+양조식초 47 11 27 28.3bc 48.5

난황유 7 9 14 10.0abc 81.8
무기자재 아인산염 14 4 3 7.0ab 87.3

KHCO3(PB) 17 27 18 20.7abc 62.4
PB+Oil+Lectin 15 6 6 9.0ab 83.6

미생물 Bacillus sp. 38 12 16 22.0abc 60.0
살균제(대조) Tetraconazole 0 2 0 0.7a 98.8

무처리 수돗물 49 46 70 55.0d -
 a 살포 7일 간격 4회 처리 : 8/14, 8/21, 8/28, 9/4 
 b DMRT(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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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자재 4회 처리 후 방제효과의 지속여부를 조사한 결과 최종약제 처리  12일차인 9월 16일 조
사에서 난황유의 방제효과가 42.0%, 19일차인 9월 23일 조사에서 28.9%까지 낮아졌다(표 3, 표 4). 
무기물인 아인산염은 12일차에서 69.4%, 19일차에서 31.4%까지 하락하였다. 그러나, 살균제의 지속효
과는 최종 조사일까지 99% 이상 지속되어 친환경자재 대비 방제효과가 매우 오랜기간 지속됨을 알 수 
있었다. 

표 3. 고추 흰가루병에 대한 친환경자재 방제효과 (조사일 : 2008년 9월 16일)
구  분 처리내용a 발병엽율 (%) 방제가

(%)Rep. A Rep. B Rep. C 평균b

유기자재 키토산 77 53 42 57.3de 18.9
목초액+양조식초 77 47 51 58.3de 17.5

난황유 32 44 47 41.0bcd 42.0
무기자재 아인산염 26 26 13 21.7ab 69.4

KHCO3(PB) 34 72 36 47.3cde 33.1
PB+Oil+Lectin 37 20 19 25.3bc 64.2

미생물 Bacillus sp. 59 46 51 52.0de 26.4
살균제(대조) Tetraconazole 0 0 1 0.3a 99.5

무처리 수돗물 61 65 86 70.7e -
 a 살포 7일 간격 4회 처리 : 8/14, 8/21, 8/28, 9/4 
 b DMRT(0.05)

표 4. 고추 흰가루병에 대한 친환경자재 방제효과 (조사일 : 2008년 9월 23일)
구  분 처리내용a 발병엽율 (%) 방제가

(%)Rep.A Rep.B Rep.C 평균b
유기자재 키토산 87 59 42 62.7bcd 33.8

목초액+양조식초 88 67 77 77.3de 18.3
난황유 72 57 73 67.3bcd 28.9

무기자재 아인산염 57 68 70 65.0bcd 31.4
KHCO3(PB) 68 55 40 54.3bc 42.6

PB+Oil+Lectin 67 84 74 75.0cde 20.8
미생물 Bacillus sp. 66 40 49 51.7b 45.4

살균제(대조) Tetraconazole 0 2 0 0.7a 99.3
무처리 수돗물 96 88 100 94.7e -

 a 살포 7일 간격 4회 처리 : 8/14, 8/21, 8/28, 9/4 
 b DMRT(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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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친환경자재 복합 처리 효과(2009년)
표 5. 고추 흰가루병에 대한 친환경 소재 방제 효과 (조사일 : 2009년 7월 21일)

처 리 명a 희석비율 발병엽율(%) 방제가
(%)A B C 평균d

NaHCO3 +오일+레시틴b 0.2%+0.2%+0.05% 9 15 11 11.7bc 69.1

아인산염 +오일+레시틴 0.1%+0.2%+0.05% 8 5 10 7.7ab 79.7

KHCO3 +오일+레시틴 0.1%+0.2%+0.05% 22 20 10 17.3c 54.0

퇴비차(compost tea)c 100배 40 35 35 36.7d -

황입상수화제(대조) 0.2% 15 16 11 14.0bc 62.9

테트라코나졸 유제(대조) 2,000배 3 2 1 2.0a 94.7

무 처 리(지하수) - 50 35 28 37.7d -
  a 친환경 자재 살포(7일 간격 3회) : 6월 29일, 7월 6일, 7월 13일
  b Oil : 식용유(콩기름), 레시틴(Lecithin, 대두인지질, 식품첨가물) 
  c 퇴비차 : 가축분퇴비 침지여액(100배 희석액)
  d DMRT(0.05)

  친환경자재의 복합처리 효과를 조사한 결과 NaHCO3+오일+레시틴 처리구가 69.1%, 아인산염+오일
+레시틴 처리구가 79.7%로 방제효과가 양호하였으나, 퇴비차(compost tea) 처리구의 병 방제효과가 
없었다(표 5). 대조약제인 황입상수화제는 62.9%, 살균제인 테트라코나졸 유제는 94.7% 이었다. 최종 
살포 후 14일차에서도 NaHCO3+오일+레시틴 처리구는 75.8%, 23일차에서도 65.5%를 나타내었고, 아
인산염+오일+레시틴은 14일차에서 79.1%, 23일차에서 72.1%의 안정적인 방제효과를 나타내어 고추 
흰가루병 방제용으로 실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6, 표 7). 이와 같이 무기물과 식물성오일, 
지방산의 조합은 무기물의 용해도를 높여 작물의 잎에서 결정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화 역할을 함
으로서 작물에서 병원균의 포자발아와 균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Homma 등,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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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고추 흰가루병에 대한 친환경 소재 방제 효과 (조사일 : 2009년 7월 27일)
처 리 명 희석비율 발병엽율(%) 방제가

(%)A B C 평균a

NaHCO3 +오일+레시틴 0.2%+0.2%+0.05% 14 13 10 12.3ab 75.8
아인산염 +오일+레시틴 0.1%+0.2%+0.05% 21 5 6 10.7ab 79.1
KHCO3 +오일+레시틴 0.1%+0.2%+0.05% 29 28 9 22.0b 56.9
퇴비차(compost tea) 100배 52 65 59 58.7c -
황입상수화제(대조) 0.2% 14 13 7 11.3ab 77.8

테트라코나졸 유제(대조) 2,000배 4 4 2 3.3a 93.5
무 처 리(지하수) - 71 36 46 51.0c -

 a DMRT(0.05)

 표 7. 고추 흰가루병에 대한 친환경자재의 약효 지속 효과 (조사일 : 2009년 8월 5일)
처 리 명 희석비율 발병엽율(%) 방제가

(%)A B C 평균a

NaHCO3 +오일+레시틴 0.2%+0.2%+0.05% 35 7 26 22.7b 65.5
아인산염 +오일+레시틴 0.1%+0.2%+0.05% 36 9 10 18.3ab 72.1
KHCO3 +오일+레시틴 0.1%+0.2%+0.05% 37 35 18 30.0b 54.3
퇴비차(compost tea) 100배 81 59 67 69.0c -
황입상수화제(대조) 0.2% 19 28 31 26.0b 60.4

테트라코나졸 유제(대조) 2,000배 4 3 3 3.3a 94.9
무 처 리(지하수) - 80 51 66 65.7c -

 a DMRT(0.05)

다. 약해조사
  고추 흰가루병 자재의 약해를 조사한 결과 키토산, 목초액, 식초 등 유기자재의 대부분은 약해가 유
발되지 않았다(표 8). 그러나 난황유는 0.5% 살포에서는 약해가 없었으나 배량 살포시에는 부생균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또한 0.5% 농도에서도 연속적으로 4회이상 살포시는 작물의 잎에 기름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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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축적되어 다소 잎에 얼룩이 생기거나 부생균이 발생하는 약해가 발생하였다. 지 등(2008)은 난황
유 제조시 식용유의 농도가 1%이상으로 높거나 2~3일 간격으로 살포하면 작물의 호흡과 생리작용을 
방해하여 생장억제나 약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도 작물의 생장 속도에 비하여 
난황유의 살포 횟수가 많아지면 부가적인 약해의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한편 대부분의 무
기물은 기준농도이상에서는 잎에 반점을 일으키는 약해가 발생하였으며 이와 같은 원인은 대부분 시
설하우스의 고온조건에서 연약한 잎이 높은 무기물 농도에서 세포가 파괴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Homma 등, 1981). 따라서 친환경자재 중 무기물의 사용은 그 효과가 높지만 반드시 기준농도를 사
용하고 식용유와 레시틴을 혼합, 높은 농도의 무기물이 식물의 잎에 잔존하지 않도록 하여 약해를 줄
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8. 고추 흰가루병에 대한 친환경 약해 정도

구  분 처리내용 기준농도 약 해 정 도
기준량 배 량 증 상

유기자재 키토산 1:1,000 0 0 -
목초액/식초 1:100 0 0 -

난황유 0.5% 0 1 부생균
퇴비차 1:200 0 0

무기자재 아인산염 500ug/ml 0 1 반점(잎)
KHCO3 0.1% 0 1 반점(잎)
NaHCO3 0.2% 0 0 -

PB+Oil+Lectin 0.1% 0 0 -
미생물 Bacillus sp. 1:600 0 0 -

라. 친환경자재 처리별 고추 흰가루병 병반의 포자수
  투명테이프를 이용하여 친환경 자재 처리별 흰가루병 병반의 포자수를 현미경으로 검경한 결과 방
제효과가 저조한 퇴비차 처리구의 포자수가 가장 많았고 친환경자재 중 방제효과가 높았던 NaHCO3 
및 아인산염 처리구 병반의 포자수가 적어 포자 형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그림 1). 현미경 
검경에서도 친환경자재인 중탄산나트륨과 아인산염은 무처리구에 대비하여 포자 발아 저해와 균사생
장 억제가 관찰되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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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친환경 자재 처리별 고추 흰가루병 병반(5㎟)의 포자수

그림 2. 친환경 자재 처리별 고추 흰가루병 병반의 포자 및 균사 형태
(광학현미경 관찰) 

중탄산나트륨 아인산염

테트라코나졸 유제 무처리(수돗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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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시설고추 흰가루병 방제를 위해 살균제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자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유기자재, 
무기물, 퇴비차 등의 흰가루병 방제효과를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7일간격 4회 처리시 아인산염 87.3%, KHCO3와 오일 혼합처리 83.6%, 난황유 81.8%의 방제효과

를 보였으나, 유기자재인 키토산 38.8%, 목초액 + 양조식초는 48.5%를 낮은 방제효과를 보였다.
 나. 친환경 소재의 약효 지속효과는 농약 99.5% 대비 최종 살포일 기준 12일차에서 안인산염 69.4%, 

KHCO3와 오일 혼합처리 64.2%였으며, 19일차에서는 안인산염 31.4%, KHCO3와 오일 혼합처리 
20.8%로 농약 99.3% 대비 방제효과가 낮았다.

 다. 고추 흰가루병에 대한 복합처리 효과는 7일간격 3회처리에서 중탄산나트륨+오일+레시틴 69.1%, 
아인산염+오일+레시틴 79.7%로서 황입상수화제 62.9%와 비슷하였으나, 대조약제인 살균제 처리 
94.7%보다는 낮았다.

 라. 3회 처리 후 14일차 조사에서 아인산염+오일+레시틴 처리구가 79.1%, 중탄산나트륨+오일+레시
틴 처리구가 75.8%로써 살균제인 테트라코나졸 유제 93.5% 보다 조금 낮았다.

 마. 최종 처리 후 23일차에서도 중탄산나트륨+오일+레시틴 처리구가 65.5%과 아인산염+오일+레시틴 
처리구는 72.1%의 방제효과를 나타내어 병원균을 지속적으로 억제하였다.  

 바. 고추에서 약해 조사결과 기준농도 대비 배량처리구에서 난황유는 부생균이 발생하였으며, 아인산
염과 KHCO3 처리구에서 잎에 반점을 나타내었다.

 사. 단위면적(5㎟)당 고추 흰가루병 병원균의 포자수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친환경자재 처리구가 
매우 적어 포자의 발아를 억제하여 실용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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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병해충 친환경 방제법 개발 작물보호 '07~'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김진영
 시설채소 문제병해충 실태조사 및 
 방제법 연구 작물보호 '07~'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김진영
색인용어  엽채류, 병해충, 진단, 발생소장, 제초제, 살균제, 살충제

ABSTRACT
  Thes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provide the detail information of main diseases and 
insects by field survey of leafy vegetables in greenhouse in Gyeonggi area from 2007 to 
2009 for 3 years. 43 diseases on 11 crops including lettuce were occurred and 7 diseases 
including downy mildew on Swiss chard (Beta vulgaris var. cicla) were newly reported in 
Korea. The pathogen, Fusarium solani was also isolated from greenhouse cucurbit crops 
showing hole wilting symptom in Osan, Yongin and Pyeongtaek area. The symptoms of  
lettuce wilt were yellowing of leaves, wilting, stunting of plants and black streaks in the 
vascular systems. The results of cultivar resistance showed ‘Sunpung’ and ‘Mipungpochap’ 
were highly susceptible to the pathogen isolates while cultivars 'Mihongjeokchukmyeon' and 
'Jinjachukmyeon' showed moderate resistance. 64 seasonal  insects damage on 11 crops were 
also occurred including slug damage on lettuce. The phytotoxicity of herbicide, glyposate, 
showed death of plant at 2,000fold dilutions while it showed inhibition of new leaves 
development at 20,000fold dilutions. The symptoms of phytoxtoxicity were also observed on 
the leaves of pepper, tomato, eggplant and pumpkin plants. Fungicide containing sulfur also 
made the phytoxtoxicity on cucumber leaves showing browning of edge leaves, spots and 
wilting of leaves in greenhouse. The survey of disease and pest problems was carried out 
for farmers to grow the leafy vegetables. 70% of farmers answered that they grow same 
crops by every year in same place and 41.4% of farmers answered pest was a big obstacle to 
grow the crops. They want to be support from government environmentally friendly 
agricultural materials such as natural enemy and booklet for vegetables disease and insect.

Key words : Leafy vegetables, Pest, Disease, Insects, Herbicide, Phytoxtoxicity, Fung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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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경기도의 시설채소 재배면적은 수도권의 유리한 소비처와 소득향상에 따른 고품질 채소의 소비 증
가로 2000년 이후로 급격하게 늘어나 11,394ha, 생산량은 37만 M/T에 이른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최근 안전농산물 생산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에서도 농약을 절감하기 위한 친환경
농업의 시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특히 엽채류를 중심으로 농약의 오남용에 의한 농산물 부적합 비율 
증가가 문제시 되고 있다(농림부, 2008). 시설엽채류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병해충 피해에 대한 정보
가 부족하여 농약 사용량은 증가하지만 실제 해당작물에 등록된 농약의 종류가 많지 않아 농업인들이 
병해충 방제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Blancard 등, 2006).
  그래서 각 작물별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통해 발생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농약 사용량을 최
소화하고 농약 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농산물 생산에 중요한 첫 걸음이 될 것이다(김 등, 
2003). 
  따라서 본 시험은 경기도내에 재배되는 시설채소 중 상추, 시금치, 근대 등 시설 엽채류를 중심으로 
피해를 주는 주요 병해충 종류와 주요 발생시기, 피해 위험 농자재, 농약사용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농업인이 쉽게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보와 기술을 개발, 보급하고자 2007년부터 2009
년까지 3년간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엽채류 주요 병해 조사

  경기도내 엽채류의 주요 병해를 구명하기 위하여 용인, 남양주, 수원, 이천 등 도내 시설채소 주산
단지에서 상추, 시금치, 근대 등 엽채류를 중심으로 병 발생종류와 발병주율을 조사하였고, 병든 식물
체를 농가에서 채취 후 실험실내에서 병원균을 분리하여 정밀 진단하였다. 

나. 엽채류 주요 해충 조사
 엽채류 주요 해충 조사도 병 조사와 동일한 시기에 작물별로 해충의 밀도를 조사하였으며, 정밀 동정
이 필요한 해충은 채집 후 실험실내에서 사육하면서 종을 동정하였다.

다. 박과류 시듬증상 원인 분석
 시설하우스 재배지의 오이, 호박에서 시듬증상을 보이는 식물체와 토양을 채취하여 병원균을 분리하
고 발병토양의 이화학성을 분석하였다. 분리된 병원균은 건전한 오이와 호박의 실생묘와 대목으로 널
리 이용되는 적토좌, 흑종, 신토좌 등에 포자현탁액(1×106 cfu/㎖)을 접종하여 병원성 정도를 조사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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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추 시들음병 진단법 구명 및 저항성 품종 선발
  F. oxyspoum에 의한 상추 시들음병의 정밀한 진단법 개발을 위해 병징을 발생 현지에서 정밀 조사 
분석하고 병원균을 분리 동정하여 전형적인 병징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리된 병원균을 이용하여 현재 
농가에서 재배되는 선풍 등 14품종에 대하여 저항성 정도를 조사하였다. 저항성 조사방법은 병원균 현
탁액(1×106 cfu/㎖)을 접종한 후 발병도에 따라 조사하였으며 병원균의 처리시기는 고온기인 7월과 
저온기인 11월에 2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발병도 조사기준은 0: 무병징, 1: 하엽황화, 2: 상하황화, 
3: 시듬 및 황화, 4: 고사의 5단계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마. ‘글리포세이트’ 성분 함유 제초제 살포에 의한 약해 시험
  ‘글리포세이트’ 성분 함유 제초제 피해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하여 글리포세이트 표준 살포 농도 
200배를 기준으로 “마니따” 고추 품종을 이용하여 200배, 2,000배, 20,000배까지 희석하여 잎에 살
포 후 글리포세이트에 의한 약해정도를 시기별로 조사하였다.

바. 유황함유 살균제의 약해 시험
  유황함유 살균제의 고온기 약해를 조사하고자 살균제인 카벤다짐․황액상수화제(10%+30%)를 기준량
(500배)을 표준으로 1/2량, 배량을 각각 오이잎(해동백다다기 오이)에 살포하여 약해정도를 0~5 수준
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약제 살포방법은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잎에 살포하였고, 하우스 재배조건
(25℃)에서 실시하였다.

사. 엽채류 농약 사용 실태 조사
  농약 사용실태 조사는 현재 시설채소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직접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하였
다. 조사내용은 농약사용방법, 문제병해충 종류 등 다양한 질문을 통해 농약 사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엽채류 주요 병해 조사

  시설채소의 엽채류 주요 병해 조사결과 상추 균핵병 등 11작물에 대하여 43종의 병해가 조사되었고, 
그 중 근대 노균병 등 7종은 국내 미기록 병해였다(표 1).
  동절기에는 상추, 청경채에서 균핵병의 발생이 많았고, 잿빛곰팡이병은 상추에서 주로 발생하였다
(표 1). 5월 이후 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상추시들음병 피해가 가장 많았고, 근대에서는 노균병 발생
이 증가하였다. 근대노균병은 작물에 피해가 크지만 국내 미기록되어 병원균 동정 후 학회에 보고하였
다(Byford, 1967; 김 등, 2010). 또한 이천 친환경 재배지에서는 케일흰가루병이 다발생하였고, 도입 
채소에서 르꼴라노균병, 바질둥근무늬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피해가 확인된 신종 병이었다(Persle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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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기별 엽채류 주요 병해 발생조사

조사작물 발생시기 조사병해 발생지역 발병주율
(%)

발생등급♩
(0-9)

상 추 2007년 1월 균핵병 용인 포곡 2.6 3
2009년 1월 균핵병 남양주 진건 25.0 5
2009년 1월 균핵병 이천 신둔 0.5 1
2009년 1월 잿빛곰팡이병 이천 호법 2.5 3
2009년 1월 밑둥썩음병 이천 호법 0.4 1
2008년 2월 균핵병 용인 포곡 5.0 3
2008년 2월 잿빛곰팡이병 용인 포곡 45.0 5
2009년 2월 균핵병 여주 흥천 20.6 5
2009년 2월 노균병 이천 백사 25.3 5
2007년 3월 밑둥썩음병 남양주 진건 2.5 3
2007년 3월 시들음병 고양 덕양 20.0 3
2008년 3월 잿빛곰팡이병 수원 입북 25.0 5
2009년 3월 균핵병 이천 신둔 60.8 7
2008년 4월 잿빛곰팡이병 수원 입북 35.0 5
2007년 5월 노균병 용인 포곡 5.0 1
2007년 5월 시들음병 용인 포곡 23.7 5
2008년 5월 시들음병 여주 흥천 50.5 5
2009년 5월 시들음병 용인 포곡 85.0 7
2007년 6월 시들음병 이천 마장 3.0 3
2008년 6월 시들음병 여주 흥천 5.5 3
2007년 7월 시들음병 남양주 진건 55.0 5
2009년 7월 시들음병 여주 흥천 45.0 5

♩ 0 : 발생무, 1 : 극소발생(방제불필요), 3 : 소발생, 5 : 발생중, 7 : 발생심
   (계속방제), 9 : 발생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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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계 속)
조사작물 발생시기 조사병해 발생지역 발병주율

(%)
발생등급♩

(0-9)
상 추 2009년 8월 시들음병 김포 고촌 3.8 1

2008년 9월 갈색무늬병 수원 입북 15.0 3
2008년 10월 갈색무늬병 용인 포곡 75.0 7
2008년 10월 흰가루병 수원 입북 5.0 5
2008년 10월 흰가루병 화성 기산 3.0 3
2008년 10월 시들음병 이천 신둔 85.0 9

근 대 2007년 5월 노균병♪ 용인 포곡 21.7 3
2007년 7월 노균병♪ 남양주 진건 25.0 5
2009년 7월 노균병♪ 여주 흥천 2.5 3

청경채 2007년 1월 균핵병 평택 진위 1.5 1
케 일 2009년 3월 흰가루병♪ 이천 신둔 95.0 9

2008년 6월 무름병 여주 흥천 25.0 5
2008년 8월 점균병♪ 이천 호법 65.0 5

배 추 2008년 2월 균핵병 용인 포곡 25.0 5
2008년 6월 무름병 용인 원삼 15.0 3
2008년 6월 노균병 여주 흥천 3.5 1
2008년 10월 노균병 용인 포곡 5.4 1

겨자채 2007년 6월 흰가루병♪ 화성 기산 25.8 5
2009년 9월 흰녹가루병 남양주 조안 83.0 5

들 깨 2009년 9월 녹병 남양주 조안 42.0 3
2008년 10월 노균병♪ 남양주 조안 22.0 3

무 2009년 10월 흰녹가루병 화성 기산 5.0 3
르꼴라 2008년 3월 노균병♪ 이천 신둔 5.0 3
바 질 2008년 10월 둥근무늬병♪ 이천 신둔 25.0 5
신선초 2007년 6월 흰가루병 이천 마장 1.5 1

♩ 0 : 발생무, 1 : 극소발생(방제불필요), 3 : 소발생, 5 : 발생중, 7 : 발생심
   (계속방제), 9 : 발생극심
♪ 국내미기록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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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별 주요 해충 조사결과(표 2), 동절기에는 주로 민달팽이에 의한 피해가 많았고 봄철에는 진딧
물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상추에서 6월부터 시설하우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
면서 여주, 용인 등의 지역에서 꽃노랑총채벌레에 의한 피해가 증가하였다. 꽃노랑총채벌레는 잎을 흡
즙하여 잎에 무수한 검은 소형의 반점을 형성하는 특징을 나타내었으나, 총채벌레의 크기를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든 농업인들이 많아 초기 방제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가을철에는 정식직후부
터 담배거세미나방 피해가 증가하여 상추 재배에서 가장 문제 해충으로 조사되었다. 
  배추과 작물은 봄철부터 지속적으로 배추좀나방 피해가 가장 심하였고, 가을철에는 파밤나방, 배추
벼룩잎벌레 등의 피해도 많았다. 신선초에서는 대체적으로 해충 발생빈도가 낮았지만 여주 친환경재배
지역에서 점박이응애, 꽃노랑총채벌레가 주요 해충으로 조사되었고, 근대에서는 목화진딧물 피해가 일
부 발생하였으나 가장 피해가 큰 해충은 하절기 파밤나방에 의한 피해가 가장 커 문제 해충으로 조사
되었다. 겨자채는 주로 배추좀나방과 벼룩잎벌레에 의한 피해가 많았고, 들깨에서는 하절기부터 잎말
이명나방 피해가 가장 증가하였다. 도입 채소인 파슬리는 꽃노랑총채벌레의 피해가 조사되었고, 참나
물에서는 점박이응애가 가장 문제 해충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엽채류의 해충 피해는 최근 친환경 유기재배 면적이 증가하면서 농약을 자주 사용하는 
농가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그 피해가 크지만 천적, 미생물 등 친환경자재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농가
가 많지 않았다. 이와 같은 원인은 엽채류의 판매 가격에 비해 친환경자재의 가격이 높아 경제성이 낮
고 엽채류의 특성상 작기가 짧아 그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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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시기별 시설채소 주요 해충 조사 결과
조사
작물 발생시기 조사해충 발생지역 피해잎율

(%)/마리수
발생등급♩

(0-9)
상 추 2009년 1월 민달팽이 남양주 지금 15.0 1

2009년  2월 민달팽이 이천 백사 7.0 1
2008년  2월 대만수염진딧물 용인 포곡 25마리/잎 3
2007년  5월 복숭아혹진딧물 여주 흥천 15마리/주 3
2009년  5월 대만총채벌레 용인 포곡 1.5마리/주 3
2009년  5월 목화진딧물 용인 포곡 1.0마리/주 1
2007년  6월 꽃노랑총채벌레 남양주 진건 85/3.5 5
2007년  7월 맵시곱추밤나방 용인 포곡 1.5 1
2009년  7월 꽃노랑총채벌레 여주 흥천 95 7
2007년  8월 꽃노랑총채벌레 용인 포곡 100/5.5 7
2007년  8월 파밤나방 용인 포곡 15.0 3
2008년  8월 대만수염진딧물 김포 고촌 2마리/잎 1
2008년  8월 담배거세미나방 이천 호법 0.5마리/주 5
2007년 10월 꽃노랑총채벌레 수원 입북 65/3.5 5
2008년 10월 담배거세미나방 용인 포곡 0.5마리/주 5
2008년 10월 담배거세미나방 용인 포곡 0.5마리/주 5
2008년 10월 목화진딧물 화성 기산 5마리/잎 3
2009년 10월 담배거세미나방 용인 포곡 0.7마리/주 5

♩ 0 : 발생무, 1 : 극소발생(방제불필요), 3 : 소발생, 5 : 발생중, 7 : 발생심
   (계속방제), 9 : 발생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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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 속)
조사
작물 발생시기 조사해충 발생지역 피해잎율

(%)/마리수
발생등급♩

(0-9)
배 추 2009년 1월 민달팽이 남양주 지금 15.0 1

2008년 2월 민달팽이 용인 포곡 1.0마리/주 3
2008년 2월 무테두리진딧물 용인 포곡 30마리/잎 3
2007년 3월 민달팽이 이천 호법 15.5 3
2007년 3월 민달팽이 남양주 진건 25.0 3
2007년 5월 배추좀나방 용인 모현 95.2 9
2009년 5월 배추좀나방 용인 포곡 40.5 3
2007년 5월 복숭아혹진딧물 용인 모현 4.5 3
2007년 6월 벼룩잎벌레 화성 기산 25.0 3
2009년 7월 벼룩잎벌레 의왕 초평 15.0 3
2007년 9월 파밤나방 용인 포곡 7.0 3

양배추 2007년 9월 배추흰나비 용인 포곡 65.0 7
케 일 2007년  5월 배추좀나방 용인 포곡 94.0 9

2007년  6월 배추좀나방 이천 마장 98.0 9
2008년  6월 양배추가루진딧물 용인 원삼 15.0마리 5
2008년  8월 배추흰나비 이천 호법 0.5마리/주 5
2008년 10월 벼룩잎벌레 이천 호법 45% 5
2008년 10월 배추흰나비 용인 포곡 0.2마리/주 3
2009년 7월 양배추가루진딧물 이천 호법 6마리/주 3

근 대 2009년 6월 목화진딧물 양평 5마리/주 5
2007년 7월 파밤나방 남양주 진건 85 7
2009년 9월 파밤나방 남양주 조안 5.5 1
2008년 10월 차응애 이천 신둔 16마리/잎 7

♩ 0 : 발생무, 1 : 극소발생(방제불필요), 3 : 소발생, 5 : 발생중, 7 : 발생심
   (계속방제), 9 : 발생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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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계 속)
조사
작물 발생시기 조사해충 발생지역 피해잎율

(%)/마리수
발생등급♩

(0-9)
청경채 2007년 1월 민달팽이 평택 진위 0.1 1

2007년 5월 배추좀나방 용인 포곡 5.0 1
2009년 5월 배추좀나방 용인 포곡 65.0 7
2007년 8월 파밤나방 용인 포곡 7.5 3
2008년 8월 벼룩잎벌레 이천 호법 60.0 5
2008년 8월 벼룩잎벌레 여주 상대 85.0 7
2008년 10월 좁은가슴잎벌레 용인 포곡 0.1마리/주 1

신선초 2007년 6월 명주달팽이 이천 마장 1.0/0.1 1
2008년 6월 점박이응애 여주 흥천 5마리/잎 3
2008년 6월 꽃노랑총채벌레 여주 흥천 15마리/잎 3
2009년 6월 점박이응애 남양주 조안 10마리/잎 7

겨자채 2007년 5월 배추좀나방 용인 포곡 5.5 3
2009년 5월 배추좀나방 안양 관양 55.0 5
2009년 5월 벼룩잎벌레 안양 관양 48.0 5
2007년 6월 벼룩잎벌레 화성 기산 15.5 3
2007년 6월 무잎벌 화성 기산 39.0 5
2008년 6월 배추좀나방 여주 흥천 0.5마리 3
2008년 6월 벼룩잎벌레 여주 흥천 1.0마리 1

들 깨 2009년 6월 목화진딧물 남양주 조안 10마리/잎 9
2008년 7월 잎말이명나방 안양 관양 1마리/잎 3
2008년 7월 점박이응애 안양 관양 12마리/잎 5

참나물 2008년 10월 점박이응애 용인 포곡 5마리/잎 5
파슬리 2008년 8월 꽃노랑총채벌레 여주 상대 7마리/잎 7

♩ 0 : 발생무, 1 : 극소발생(방제불필요), 3 : 소발생, 5 : 발생중, 7 : 발생심
   (계속방제), 9 : 발생극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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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박과채소 시듦증상 원인 구명
  박과채소 재배 중 급격히 시드는 증상에 대한 원인구명을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요청받아 현지 농가
를 조사한 결과 오산, 평택, 용인의 3농가에서 발병주율이 100%까지 발병하였다(표 3). 농가에서 채
집한 시료는 대목부위가 무름증상을 나타내었고 점차 병이 진전되면서 지상부 전체가 고사하는 특징
이 있었다(표 4). 발병 시료에서 병원균을 분리한 결과 Fusarium solani 가 높은 비율로 검출되어(표 
5) 국내 박과류에 기록되지 않은 토양병해로 추측되었다. 발병지의 토양의 화학성을 분석한 결과 pH
가 약간 낮고, 인산함량이 다소 높은 시설재배지의 전형적인 토양특성을 나타내었다(표 6). 일반적으
로 F. oxysporum에 의한 덩굴쪼김병은 주로 줄기가 갈라지거나 도관부의 갈변을 초래하고 접목에 의
해 병 발생의 예방이 가능하나, F. solani에 의한 시들음병은 포기 전체가 고사하고 접목한 대목 부위
가 완전히 물러 썩는 증상이 나타남으로서 F. oxysporum에 의한 덩굴쪼김병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
다(Pavlou 등, 2002). 분리된 병원균의 병원성 여부를 검정한 결과 오이와 호박에 강한 병원성을 가
지고 있었고 특히 오이, 호박의 대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FR 계통의 4가지 대목에서도 병원성이 
강하게 나타나(표 7), 대목재배를 하는 대부분의 국내 농가에서도 F. solani 에 의한 시들음병 발생이 
가능하리라 추측되었다(Champaco 등, 1993). 오이와 호박에서 분리된 병원균은 감자한천배지(PDA)와 
카네이션잎배지(CLA)에서 특성을 조사한 결과 Fusarium solani f. sp. cucurbitae로 동정하였고(표 
8), 금후 새로운 토양병해로 좀 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Elmer 등, 2007).

표 3. 오이, 호박의 시들음병 조사 결과

시  기 조사장소 작  물 조사포장수 발생포장수 발병주율(%)

'07년 5월 오산 갈곳 애호박 18 4 5-25

'07년 8월 평택 진위 애호박 17 11 85-100

'07년 8월 용인 남사 오 이 5 1 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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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박과류 시들음병의 주요 증상 및 진단방법
발병부위 주 요 증 상  부위별 주요 발병 특성

지상부
(잎, 줄기)

 o 일반적으로 지상부 잎이 황화되고
   점차 시들기 시작하고 병이 진전
   되면 지상부가 완전히 말라 죽음

 o 오이나 호박의 지상부 줄기를 잡아
   당기면 지상부위가 쉽게 뽑혀 올라 
   와 덩굴쪼김병과의 차이를 보임 

지하부
(뿌리)

 o 초기에는 지제부 부위부터 마름
   증상을 보이며 점차 뿌리 전체로
   확대됨
 
 o 병 발생 후기에는 뿌리 전체가 
   완전히 물러 없어짐
 o 접목한 대목에서도 병원균이 퍼져 
   흰색의 균사가 관찰됨 

 
표 5. 채집시료별 병원균 Fusarium solani 분리 비율

시  기 조사장소 작  물 조사시료수 분리시료수 분리비율(%)
'07년 5월 오산 갈곳 애호박 5 5 100.0
'07년 8월 평택 진위 애호박 10 9 90.0
'07년 8월 용인 남사 오 이 4 4 100.0
'09년 4월 용인 남사 오 이 3 3 100.0

표 6. 호박 시듦증상을 나타내는 농가에서 채집한 토양 특성  
구  분 pH

(1:5)
EC

(ds/m)
Av. P2O5(mg/kg)

Ex. (cmol+/kg)
K Ca Mg

토양특성 5.0 2.65 702 0.84 6.75 1.56
 ♩ 오산시 갈곳동 최석봉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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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박과류 주요 대목의 Fusarium solani 균 접종에 의한 감수성 정도
대목명 발병도 주요 증상
적토좌 2.8

흑 종 3.0

신토좌 2.2

쿠로다네 3.0 지상부 시듬증상 줄기, 뿌리 갈변
 ♩ 발병도 조사기준
 ( 0 : 무발생, 1 : 하엽 황화 , 2 : 상엽 황화 3 : 시듬, 잎 황화,  4 : 고사 )

표 8. 호박 시들음병을 일으키는 Fusarium solani f. sp cucurbitae균의 특성
주 요 특 성♩ 분리균주 Fusarium solani

 콜로니 색  깔  cream cream

 Microconidia  크기   격막수  모양
5.2~18.2×2.6~4.81 septate oval to kidney shaped

5~16×2.0~5.51 septate oval to kidney shaped

Macroconidia  크기  격막수  모양
32.6~55.3×3.9~5.1㎛3(1~4) septatesickle shaped

27~48×3.5~5.0㎛3(1~5) septatesickle shaped
Perfect stage - Nectria haematococca
Conidiophores monophialides monophialides
Chlamydospores present present

  ♩ 콜로니 색깔은 감자한천배지(PDA)
     소형 및 대형 분생포자 관찰은 카네이션잎한천(CLA) 배지에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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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추시들음병 진단법 및 저항성 품종 선발 
  상추 시들음병은 시설하우스 온도가 상승하는 5월부터 늦가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대부분 연
작 장애성 토양병원균에 의한 피해로 정밀한 동정이 어렵다. 또한 병에 걸린 상추는 식물체의 일부분 
또는 전체가 생장이 위축되고 수확가능 개체가 거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심한 병으로 현장에서 증상
만으로도 쉽게 진단할 수 있도록 시들음병 진단요령을 표 9에 나타내었다. 즉 시들음병은 Fusarium 
병해의 가장 큰 특성인 도관부와 뿌리 부분의 갈변 증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생육이 
위축 또는 시듦증상에서 시들음병으로 진단 할 수 있다. 또한 병원균 접종 후 온도가 20℃이상에서 
병 진전이 일어나며 25℃부터는 급격하게 병이 진전되므로(그림 1), 고온기에는 병 예방이 꼭 필요하
다고 생각된다. 또한 상추 시들음병에 대한 품종별 저항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농가에서 널리 재배되
는 적축면상추인 ‘선풍’ 계통의 품종이 고온기는 물론 저온기에도 발병도가 높아 가장 감수성으로 나
타나(표 10), 금후 시들음병 저항성 품종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화홍적축면’ 등 
4가지 품종은 고온기기에도 어느 정도 중도저항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품종 특성상 추대가 빨
라 현실적으로 하절기에 이용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9. 상추 시들음병 진단요령
발병부위 주요병징 발병 부위 주요 특성

지상부
및

뿌리 

o 상추 잎을 관찰해 보면 특히 아래 
  잎이 누렇게 되고, 시드는 증상을 
  보임
o 일부 하위엽에서 발생, 시들면서 점차 상위로 
진전하고, 생육이 느리고 위축
  증상을 보임
o 잔뿌리가 갈변 고사하고 병이 심해지면 건전
주보다 쉽게 뽑힘

줄기
(가로)

 o 줄기를 가로와
   세로로 절단하여
   도관부 갈변증상 확인
 o 정식직후 감염시
  뿌리 부분 갈변만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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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병원균 접종 후 온도가 병원성 발현에 미치는 영향 
 
표 10. 상추시들음병의 품종별 저항성 정도

품 종 명 저항성 정도(1~ 4) 비  고1차 2차 등 급
선풍2호 4.0 3.7 약 권농종묘
선풍포찹 3.7 3.3 약 권농종묘

진홍적축면 3.3 4.0 약 제일종묘농산
미풍포찹 3.0 4.0 약 대농종묘
청 치 마 2.3 0.0 중약 농우바이오

연산홍적축면 2.3 0.0 중약 농우바이오
백일청치마 2.0 0.0 중약 대농종묘
오향적치마 2.0 0.0 중약 농우바이오
한밭청치마 2.0 0.0 중약 농우바이오
청하청치마 2.0 0.0 중약 아시아종묘
뚝섬적축면 1.7 0.0 중 동부한농화학
미홍적축면 1.3 0.0 중 대농종묘
화홍적축면 1.3 0.0 중 농우바이오
진자축면 1.3 0.0 중 신젠타 종묘

 ♩ 조사기준  0 : 무발생, 1:하엽황화, 2:상엽황화 3:시듦, 잎 황화, 4 : 고사 
 ♪ 조사일 : 1차 7월 28일, 2차 1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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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에 의한 약해 조사
  글리포세이트는 일반적으로 과수원 잡초 제거용으로 사용되는 식물전멸제초제이다(농약사용지침서, 
2009).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 시설하우스 주변에 제초제를 사용하면서 약해발생 피해가 보고되고 있
다. 본 시험에서는 글리포세이트 200배를 표준으로 하여 2,000배, 20,000배 희석액을 살포하여 작물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200배와 2,000배 처리구에서는 4일차부터 고사하기 시작하였다(그림 
2). 그러나 20,000배 희석에서는 시험작물인 고추는 고사하지 않고 8일차부터 신초 성장에 이상이 관
찰되었다(그림 3). 살포 후 20일이 지나면서 20,000배 희석에서 고추의 신초 줄기가 가늘어 지고 생
장점 부위의 위축이 관찰되어 글리포세이트 제초제에 의한 피해를 확인하였다(그림 4). 즉 글리포세이
트 제초제는 희석배수가 낮은 경우 직접 작물을 고사시키지만 희석배수가 높아 휘산되는 경우에는 작
물에서 신초부의의 생리적 이상을 가져와 바이러스 병징과 유사한 증상을 나타내었다. 
  농가에 발생한 작물별 피해 증상은 가지의 경우 신초가 가늘어지고 생육이 저해되며 이러한 증상은 
토마토, 쥬키니호박, 고구마의 잎과 줄기에서도 관찰되었다(그림 5). 현재 글리포세이트 함유 제초제
는 근사미를 비롯하여 10종이 유통되고 있으므로(한국작물보호협회, 2009), 제초제를 비닐하우스 주변
에 살포 할 경우에는  농작물이 재배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금하고, 농약사용방법을 준수하여 살포하여
야 할 것이다.

2,000ppm(200배, 표준) 200ppm(2,000배)
  그림 2. 글리포세이트 처리 후 고추 약해 증상(4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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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ppm(200배) 200ppm(2,000배)

20ppm(20,000배) 대조(무처리)
그림 3. 글리포세이트 처리 후 고추 약해 증상(8일차)

  

20ppm(20,000배) 대조(무처리)
그림 4. 글리포세이트 처리 후 고추 약해 증상(20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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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추(신초 가늘어짐, 생육저해) 가  지(신초줄기가 가늘어짐)

토마토(신초 생육정지, 가늘어짐) 애호박(잎 고사)

쥬키니 호박(잎이 가늘어짐) 고구마(잎이 가늘어지고 신초 생육 정지)
그림 5. 작물별 농가 발생 피해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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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황함유 살균제에 의한 약해 조사
  유황함유 살균제인 카벤다짐 ․ 황액상수화제를  시설하우스 오이 잎에 살포하여 약해를 조사한 결과 
살포 1일차에서는 오이잎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 3일차부터 잎 가장자리 일부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하
였고 7일차에서는 잎 전체에 반점과 황화 현상이 발생하였다(그림 6). 또한 9일차에서는 점차 증상이 
심해지면서 낙엽이 되었다. 또한 오이에 등록된 기준의 1/2량에서도 약해가 관찰되어(표 11), 고온기 
시설하우스 조건에서는 유황성분에 의한 약해로 인해 농가 피해가 우려되었다(농약사용지침서, 2009). 
특히 일부 농가에서는 살균제에 의한 약해를 다른 세균성반점병으로 오인하여 다른 농약을 추가 살포
하는 농가도 조사되었다. 또한 친환경농업이 확산되면서 유황을 함유하는 친환경자재를 이용하는 농가
가 증가하고 있고 고온기에 사용하게 되면 약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조사되었다(그림 7).   

1일차 3일차(잎 가장자리 갈변)

7일차(잎 분분적 황화, 반점) 9일차(잎 황화 및 낙엽)
그림 6. 유황 함유 살균제 주요 피해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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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살포 3일후부터 주로 잎 가장자리부터 황화 및 잎 마름 증상 발생 
농약살포농도 1/2량 기준량 배량

약해정도 4 5 5
♩ 약해정도 0~ 5
 

 < 카벤다짐․황액상수화제, 오산 > < 카벤다짐․황액상수화제, 평택 >

< 카벤다짐․황액상수화제, 용인 > 친환경자재, 용인
그림 7. 우황함유 살균제 및 친환경자재 살포에 의한 약해의 농가 발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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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엽채류 농가의 농약사용실태 조사
  시설엽채류를 재배하는 농가를 방문하여 농약사용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남성이 88.1%, 여성이 
11.9%였고 연령은 50대이상이 71.2%를 차지하였다. 재배하는 작물의 연작 기간은 3년미만이 34.3%, 
5년이상이 49.3%를 차지하여 연작연수가 오래된 농가가 많았다.하우스 형태는 대부분 단동비닐과 이
중수막 비닐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병해충 발생이 심각하다고 답한 대답이 41.4% 이었다.
  농약 방제횟수가 많은 병해는 노균병, 흰가루병순으로 눈에 보이는 병해가 많았고(표 16), 해충은 
나방류와 진딧물 방제용으로 농약방제횟수가 많았다(표 17). 병해충 방제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방제효
과가 저조하다고 답한 사람이 38.2%, 적용농약이 없다는 답변이 27.1%를 차지해 엽채류에 방제효과
가 높은 농약을 등록하는 것이 농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표 18).  
  또한 농약 살포 및 병해충 방제에 대한 정보 입수는 55.3%의 농가가 농약상을 통해서 입수한다고 
답변하여(표 19), 농약상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 강화 검토가 필요하다. 농약 살포시기는 대부분 발견
즉시 예찰 살포가 57.5%로 기존 주기적인 살포 35.4%보다 답변이 많아(표 20) 예찰 방제 농가가 최
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작물재배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채소 가격의 불안정을(표 21), 부적합 농산물 검출 원인은 안전사용
기준의 미이행으로 답변(표 22)하여 농업인 스스로 농약 사용에 대한 이해도는 높았으나, 현실적으로 
병해충 발생 때문에 농약 사용량을 줄이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부적합농산물 검출 경험이 
있는 농가가 조사농가의 33.6%를 차지하였으며(표 23), 친환경 자재의 사용 농가가 52.2%로 점차 증
가하고 있고(표 24), 금후 정부로부터의 정책적 지원 분야도 친환경자재의 지원이 43.2%, 천적비 지
원이 17.3%, 병해충 안내책자 지원이 39.5%를 차지해(표 25), 병해충에 대한 정확한 발생정보와 예찰
정보가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표 12.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엽채류 주산지 농업인)
구  분 빈도 백분율(%) 조사지역

성  별 남 119 88.1  고양, 남양주, 이천 등 
여 16 11.9

합 계 135 100.0
연령별 30대 11 8.1

40대 28 20.7
50대 53 39.3

60대이상 43 31.9
합 계 13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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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재배하는 작물의 연작 기간
구  분 3년미만 3~5년 5~10년 10년이상 합 계
빈 도 46 22 31 35 134

백분율(%) 34.3 16.4 23.1 26.2 100.0

표 14. 재배하는 작물의 하우스 형태
구  분 단동비닐 단동이중 이중수막 연동비닐 합 계
빈 도 62 23 45 20 150

백분율(%) 41.3 15.3 30.0 13.4 100.0

표 15. 작물 재배 중 병해충 발생 정도
구  분 아주 심각함 보 통 전혀 문제 안됨 합 계
빈 도 55 70 8 133

백분율(%) 41.4 52.6 6.0 100.0

 표 16. 농약 방제 횟수가 많은 병해
구  분 균핵병 시들음병 노균병 흰가루병 기  타 합 계
빈 도 16 10 64 33 29 152

백분율(%) 10.5 6.6 42.1 21.7 19.1 100.0

 표 17. 농약 방제횟수가 많은 해충
구  분 진딧물 총채벌레 나방류 온실가루이 달팽이 합 계
빈 도 47 31 57 6 26 167

백분율(%) 28.1 18.6 34.1 3.6 15.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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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병해충 방제시 가장 어려운 점
구  분 진단 불가 적용농약없음 방제효과저조 가격(고가) 합 계
빈 도 10 39 55 40 144

백분율(%) 6.9 27.1 38.2 27.8 100.0

 표 19. 농약 살포 및 병해충 방제 정보 입수처
구  분 농약판매상 기술센터 이 웃 스스로 합 계
빈 도 84 21 25 22 152

백분율(%) 55.3 13.8 14.5 16.4 100.0

표 20. 농약 살포 시기 결정
구  분 발견 즉시 주기적으로 기  타 합 계
빈 도 73 45 9 127

백분율(%) 57.5 35.4 7.1 100.0

 표 21. 작물 재배시 가장 어려운 점
구  분 가격 불안정 병해충 발생 재배지식부족 합 계
빈 도 91 41 13 145

백분율(%) 62.8 28.3 8.9 100.0

 표 22. 부적합 농산물 검출 원인 추정
구  분 등록 농약 없음 안전사용기준 미이행 정부 규제 강화 합 계
빈 도 45 54 21 120

백분율(%) 37.5 45.0 17.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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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부적합 농산물 검출 경험
구  분 경험 없음 경험 있음 합 계
빈 도 71 36 107

백분율(%) 66.4 33.6 100

표 24.  친환경 자재 사용 여부
구  분 사용함 사용안함 합 계
빈 도 70 64 134

백분율(%) 52.2 47.8 100

표 25. 정부로 부터의 지원 희망 분야
구  분 천적비 지원 친환경자재지원 병해충 안내책자 합 계
빈 도 24 60 55 139

백분율(%) 17.3 43.2 39.5 100.0

4. 적  요
  경기도내 시설엽채류에 대한 병해충을 정밀 조사하여 작물별 발생시기, 발생장소, 피해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 문제병해충에 대한 방제법을 제공하고자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시설상추 균핵병 등 11.작물에 대하여 43종의 병해를 조사하였고, 그 중 근대 노균병, 케일 흰

가루병, 점균병, 겨자채 흰가루병, 들깨 노균병, 르꼴라 노균병, 바질 둥근무늬병의 미기록 병해 
7종을 조사하였다.

  나. 동절기에는 엽채류 균핵병, 하절기에는 상추 시들음병, 가을작기에는 근대 노균병 등이 피해가 
많은 병해로 조사되었다.  

  다. 박과류 시듦증상 피해는 오산, 평택, 용인 지역 오이와 호박의 시설재배지에서 5월과 8월에 피
해가 많아 병원균을 분리하여 균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Fusarium solani 로 동정하였다. 

  라. 상추 시들음병은 잎의 황화, 시듦, 위축증상을 보이며, 생육이 저조하였고 도관부 갈변이 가장 
큰 특징이었다. 시들음병에 대한 품종별 저항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선풍2호”등 4품종이 매우 
감수성이었으며, “미홍적축면”, “진자축면”, “뚝섬적축면”, “화홍적축면”이 중도저항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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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시설상추 등 11작물에 대하여 상추 민달팽이 등 64종의 해충에 대한 각 시기별 피해정도를 조
사하였다.

  바. 온도가 낮은 봄은 주로 달팽이류가 발생하였고 점차 배추좀나방, 벼룩잎벌레의 피해가 많았고, 
고온기인 여름에는 총채벌레와 점박이응애, 가을에는 담배거세미나방, 파밤나방 등의 피해가 증
가하였다. 

  사. 글리포세이트 살포 시 2,000배 희석농도까지는 고추가 고사하였으나, 20,000배 희석농도에서 
신초 부분이 가늘어지고 생육이 저해되는 약해가 나타났다.

  아. 작물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약해는 고추, 토마토, 가지, 호박 등에서 주로 잎이 가늘어지고  신
초생육이 저해되는 피해증상이 나타났다.

  자. 유황함유 살균제의 약해는 3일후부터 잎 가장자리의 갈변으로 시작되어 점차  전체적으로 갈변
되어 낙엽이 되었다.

  차. 농가 피해사례는 주로 고온기에 잎에 반점, 고사 증상이 관찰되었고 황 함유 친환경자재에서도 
약해증상이 조사되었다.

  카. 엽채류 농가 설문 조사 결과 약 70%의 시설 채소 농가가 3년 이상 연작  재배하였고, 재배 시 
병해충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대답하는 농민이 41.4%로 조사되었다.

  타. 농약 방제 횟수가 많은 병해는 노균병>흰가루병>균핵병 순이었고, 방제 횟수가 많은 해충은 나
방류>진딧물>총채벌레 순이었다.

  파. 농약 살포에 관한 정보 입수처는 농약상이 55.3%로 가장 많았고, 살포시기는 주로 발견 즉시 
살포하는 예찰 방제를 실시하였다.

  하. 금후 정부로부터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는 친환경자재의 지원과 병해충에 대한 상세한 안내책자를 
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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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주요 병해충 요방제 수준 설정 연구 작물보호 ’08~’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김진영
 시설상추 시들음병 경제적피해 허용 
 수준 설정 작물보호 ’08~’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김진영
색인용어  상추, 시들음병, 경제적피해허용수준, 요방제수준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ear the soil inoculum density of Fusarium oxysporum 
f. sp. lactucae and yield loss on lettuce in plastic house during 2008 and 2009. The yield 
loss of lettuce caused by Fusarium wilt in spring was 3.4% at 102 cfu/㎖, 18.9% at 103 cfu/
㎖, 21.2% at 104 cfu/㎖, 41.4% at 105 cfu/㎖ and 54.0% at 106 cfu/㎖, respectively. The yield 
loss of lettuce caused by the disease in autumn was 14.5% at 102 cfu/㎖, 29.6% at 103 cfu/
㎖, 58.2% at 104 cfu/㎖, 78.4% at 105 cfu/㎖ and 89.4% at 106 cfu/㎖, respectively. So, 
inoculum density was inversely related to lettuce yield, Y=-403.95x+4656.2 in spring and 
Y=-258.43x+1726.1 in autumn. The effect of inoculum density and density of F. oxysporum 
on selective medium from the infested soil were fit by linear relationship, 
Y=148.51x2-47.321x+2964.9, R2=0.8476. Diseased plants in the field were increased from 
1.5% to 88.8% in spring and 3.4% to 97.1% in autumn with inoculum density of F. 
oxysporum.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conomic threshold based on Fusarium density in 
the soil to induce fusarium wilt on lettuce was 4.2×103 cfu/g soil in spring and 3.4×103 
cfu/g soil in autumn. 

Key words : Lettuce, Fusarium oxysporum, Economic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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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국내 상추는 주로 시설재배 형태로 재배되고 있으며, 전국재배면적은 약 4,574ha(농림수산식품부, 
2009), 그 중 경기도 재배면적은 약 2,045ha로서 전국 재배면적의 약 45% 정도를 차지하고, 생산량 
또한 6만 M/T를 차지하여 수도권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엽채류 중 하나이다. 
  상추시들음병은 일본에서 뿌리썩음병(根腐病)으로 최초 보고되었고(本橋精一 等, 1960), 국내에서는 
조 등(1997)에 의해 발생이 최초로 기록되었다. 상추시들음병은 Fusarium oxysporum에 의해 발생하
는 토양병해의 가장 대표적인 병으로  토양병해의 특성상 재배중에는 방제하기가 어려워(김 등, 
2008), 농가에서 그 피해가 크지만 피해수준에 관한 정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에 있다. 
 요방제수준의 개념은 Stern 등(1959)에 의해 합리적인 해충 방제 방법으로 경제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최저 수준의 해충 개체수 개념으로 경제적 피해허용 수준(economic injury level; EIL)의 개념
을 도입하였다. 경제적 피해허용 수준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 방제비용, 피해 작물에 대한 감수성 
정도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변화하는 동적인 속성을 가진다(서종석, 2002). 이와 같이  작물 병해
의 정밀한 피해해석은 발병도와 수량 감소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요인의 정밀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므
로, 상추시들음병의 정밀한 피해해석과 경제적 피해허용수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작물의 정식시기, 
품종의 감수성 정도, 토양중 병원균의 밀도와 레이스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하며 특히 25℃ 이상의 
고온에서 병 발생이 심해지고 30℃이상에서 수량 감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Navas-Cortes 
등, 2000; Bhatti 등, 1992). 본 시험은 상추시들음병에 대한 병원균 밀도에 따른 피해정도를 해석하
고, 재배 시기별 병 발생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경제적 피해허용수준을 설정하고 합리적인 
시들음병 예방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농업기술원 시험연구용 비닐하우스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상추를  봄과 가
을 각각 2작기에 정식하고 재배하면서 상추시들음병 병원균이 수량에 미치는 피해해석 및 경제적 피
해허용수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병원균은 경기 이천지역에서 분리한 분리균
주 Fusarium oxysporum f. sp. lactucae ICL0001 균주를 25℃에서 감자(PDB) 배지에서 2주간 액체
배양한 후 병원균의 포자 밀도를 광학현미경 하에서 1×106 cfu/㎖, 105 cfu/㎖, 104 cfu/㎖, 103 cfu/
㎖, 102 cfu/㎖, 101 cfu/㎖로 각각 조절한 후 20일 육묘한 상추 “선풍” 품종의 유묘 뿌리를 정식 전 
10분간 침종(Garibaldi 등, 2004)한 후 난괴법 3반복으로 시험 하우스에 각각 정식하였다. 정식시기는 
봄 재배는 4월 11일, 가을 재배는 9월 8일에 각각 정식하였다. 정식 후 수량조사는 상추 20포기의 잎
을 수확하여 조사하였다. 봄 재배 상추잎의 수확시기는 5월7일, 5월 19일, 5월 30일, 6월 11일, 6월 
18일, 6월26일, 7월 4일에 수량조사를 실시하였고, 가을재배에서는 9월 30일, 10월 8일, 10월 15일, 
10월 21일, 10월 31일, 11월 11일에 각각 상추잎을 수확, 상품성 수량을 조사하였다. 정식 후 기타 재
배관리 방법은 경기도농업기술원 상추 표준재배법에 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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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들음병 병원균 접종 후 토양 내 Fusarium균의 밀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근권부의 10㎝ 깊이의 토
양을 채취하여 그늘에서 잘 말린 후 건조한 토양 15g을 135㎖의 멸균수에 넣어 진탕기를 이용하여 30
분간 진탕 한 후 멸균수에 1:10, 1:100, 1:1,000의 비율로 각각 희석한 후 미리 제조한 Komada 선택
배지(駒田, 1975)에 도말하여 28℃에 3일간 배양한 후 균총을 식별하여 밀도를 조사하였다. 
  시들음병 발병주율 조사는 육안으로 시들음 증상을 보이면서 잎이 황화되는  상추 포기의 줄기를 
잘라서 도관부의 갈변 여부를 확인하여 발병주율로 산정하였다. 시들음병의 경제적 피해허용수준을 설
정하기 위한 경제성분석 기초자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기준표(농촌진흥청, 
2008)에 의거하여 경제적 피해허용수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하우스 내부의 기상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상관측기(STA data logger, STA co.)룰 설치하고, 하우스 지중 10cm의 지중온도와 지상부 50cm 
에서의 기온을 데이터로그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시험기간 기온 및 지온과 시들음병 발생상황

  상추재배 비닐하우스의 평균기온과 지온은 4월하순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나, 5월중순까지는 2
0℃ 이하의 온도를 나타내었다(그림 1). 그러나 5월하순 이후 부터는 온도 상승이 계속되어 6월하순까
지는 25℃ 부근까지 상승하였고, 7월이후 25℃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였다. 상추시들음병은 평균지온
이 20℃ 부근에서 발생이 시작되어 온도 상승에 따라 점차 병 진전이 급격히 증가한다(김 등, 2009). 
가을재배에서는 정식기가 고온기으로 인해 상추 재배가 불리한 조건하에서 평균기온이 25℃이상으로 
유지되어 시들음병 발병에는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2008년의 9
월과 10월의 가을 기상은 대체적으로 2009년보다 높았고, 실제 농가 시들음병 조사에서 늦게 정식하
는 상추에서도 병 발생이 크게 증가했던(자료 미제시) 주된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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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재배시기별 수량감소 정도 
  재배시기별 상추 수량은 봄재배에서 2008년 무처리구가 5,026kg, 2009년에는 3563kg이 수확되어 
수량은 재배 연차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수량의 연차간 차이는 기상, 토양환경 등 여러 가
지 요인이 있겠지만 2008년 정식직후인 4월 온도가 2009년보다 다소 높게 유지되어(그림 1), 상추 초
기 성장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2008년 수확량이 2009년 대비 증가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봄재
배 병원균 접종농도별 수량은 102까지는 그 감소폭이 크지 않았으나, 103 cfu/㎖처리구에서 18.9%, 
104 cfu/㎖ 처리구에서 21.2%, 105 cfu/㎖ 처리구에서 41.4% 106 cfu/㎖처리구에서 54.0%까지 감소하
였다(표 1). 즉 동일조건에서 병원균의 밀도가 높을수록 병 발생이 증가하고 수량의 감소폭이 컸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량 감소의 연차간 차이는 2008년에 106 cfu/㎖ 접종구에서 2343.8kg, 2009년
에 1603.3kg으로 무접종구와 비교하여 그 감소율이 각각 55.0%, 53.4%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가을재배에서는 정식직후부터 지온이 높아 초기 병 발생과 진전이 빨라 수량의 감소폭이 봄 작
기보다 훨씬 증가하였다. 병원균 접종농도별 수량 감소는 102 cfu/㎖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그 감소
율이 14.5%, 103 cfu/㎖에서 29.6%, 104 cfu/㎖에서 58.2%, 105 cfu/㎖에서 78.4%, 106 cfu/㎖에서 
그 감소폭이 89.4%까지 감소하였다(표 2). 즉 여름과 초가을 지온이 높은 시기에 정식하는 가을재배 
상추는 시들음병의 피해로 봄재배에 비해서 정상적인 수량을 얻을 수 없으므로 지온이 높은 시기에는 
시들음병에 대하여 반드시 토양소독을 통해 시들음병 밀도를 최대한 낮게 조절한 후 상추를 정식하여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Landa 등, 2004). 봄 재배 상추시들음병 병원균 접종 농도와 수량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량과 병원균 접종 농도와는 고도의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관계식은 Y= 
-403.95x + 4656.2, R2= 0.9589였으며, 가을재배의 관계식은 Y= -258.43x +1726.1, R2= 0.9589
(그림 2) 였다.
 



 Ⅳ. 환경농업연구 ∙ 483

표 1. 봄 재배 상추 시들음병 병원균 접종농도에 따른 수량 감소율 (10a)
접종농도 상 추 수 량(kg)/10a 수량감소율

(%)2009년 2008년 평균(kg)
101 3445.8ab 5171.1a 4,308.5 -
102 3474.6ab 4824.6a 4,149.6 3.4
103 2857.3abc 4108.8b 3,483.1 18.9
104 2782.7bc 3985.0b 3,383.9 21.2
105 2246.8cd 2787.4c 2,517.1 41.4
106 1603.3d 2343.8c 1,973.6 54.0

무접종(대조) 3562.6a 5025.9a 4,294.3 -
  ♩ 상추정식 :  4월11일, 병원균 접종 : 정식 전 뿌리접종
  ♪ 수확시기 :  5월7일, 5월 19일, 5월30일, 6월11일, 6월18일, 6월26일, 7월4일
  ♬ DMRT(5%)

표 2. 가을 재배 상추 시들음병 병원균 접종농도에 따른 수량 감소율 (10a)

접종농도 상 추 수 량(kg)/10a 수량감소율
(%)2009년 2008년 평 균

101 1563.9a 1502.9a 1,533.4 1.2
102 1304.9ab 1350.3a 1,327.6 14.5
103 1246.3ab 938.3b 1,092.3 29.6
104 831.9bc 465.6c 648.8 58.2
105 369.3cd 302.5c 335.9 78.4
106 199.4d 130.6c 165.0 89.4

무접종
(대조) 1574.9a 1529.8a 1,552.4 -

 ♩ 상추정식 : 9월8일, 병원균 접종 : 정식 전 뿌리접종
 ♪ 수확시기 : 9월30일, 10월 8일, 10월15일, 10월21일, 10월31일, 11월11일
 ♬ DMR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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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상추시들음병 병원균 접종 농도과 수량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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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 시들음병 병원균 접종 밀도와 발병주율을 조사한 결과 병원균을 접종하지 않은 무처리구에서
는 발생이 없었으나, 병원균을 접종한 처리구에서는 병원균 접종농도가 증가할수록 발병주율은 급격하
게 증가하였다. 즉 봄재배에서는 101 cfu/㎖ 처리구에서 1.5%, 102 cfu/㎖에서 4.1%, 103 cfu/㎖에서 
15.0%, 104 cfu/㎖에서 32.7%, 105 cfu/㎖에서 78.0%, 106 cfu/㎖에서 88.8%의 높은 발병주율을 보
였다(표 3). 가을재배에서는 101 cfu/㎖ 처리구에서 3.4%, 102 cfu/㎖에서 14.6%, 103 cfu/㎖에서 
38.4%, 104 cfu/㎖에서 79.6%, 105 cfu/㎖에서 96.3%, 106 cfu/㎖에서 97.1%의 높은 발병주율을 보
였다(표 4). 이와 같이 병원균 밀도의 증가는 시들음병 발병주율의 증가로 이어지고 수량 감소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병원균 접종밀도와 시들음병 발병주율은 고도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관계식은 Y=3.2571x2-3.5429x-0.2714, R2=0.9638이었고, 가을재배의 관계
식은 Y=0.7387x2+14.66x-6.1929, R2=0.9315이었다(그림 3).   

표 3. 상추 시들음병 병원균 접종 밀도와 발병주율(봄재배)
접종농도
(cfu/ml)

발병주율(%)
2009년 2008년 평 균

101 2.2 0.8 1.5
102 5.6 2.5 4.1
103 23.3 6.7 15.0
104 51.1 14.2 32.7
105 66.7 89.2 78.0
106 80.0 97.5 88.8

무접종(대조) 0.0 0.0 0.00
♩ 조사일자 : 5월 10일 

 표 4. 상추 시들음병 병원균 접종 밀도와 발병주율(봄재배)
접종농도
(cfu/ml)

발병주율(%)
2009년 2008년 평 균

101 5.0 1.7 3.4
102 22.5 6.7 14.6
103 42.5 34.2 38.4
104 71.7 87.5 79.6
105 92.5 100.0 96.3
106 95.0 99.2 97.1

무접종(대조) 4.2 0.8 2.5
  ♩ 조사일자 :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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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병원균 밀도와 상추 시들음병 발병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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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택배지 활용 병원균 접종밀도와 토양내 병원균 밀도와의 관계
  고마다 선택배지를 이용하여 병원균 접종농도와 실제 시설하우스 상추 근권부의 토양에 존재하는 
F. oxysporum의 밀도를 조사한 결과 접종농도가 높을수록 토양 1g 당 고마다 선택배지에 검출되는 
F. oxysporum 의 cfu도  증가하여 정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었다(그림 4). 따라서 접종농도와 F. 
oxysporum의 토양내 밀도와의 관계식은 Y=148.51x2-47.321x+2964.9, R2=0.8476이었다. 또한 선택
배지 밀도와 실제 포장에 발생하는 발병주율과의  관계식은 Y=13.854x-33.156, R2=0.7529이었다.

y = 148.51x2 - 47.321x + 2964.9

R2 = 0.8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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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Fusarium 선택배지 이용 접종농도와 토양내 병원균 밀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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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Fusarium 선택배지 이용 접종농도와 상추시들음병 발병주율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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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제성분석 및 경제적 피해허용수준 설정
  상추 수량감소에 따른 손실액을 농산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10a 당 표준소득 
6,800,098원 대비 20% 감수시 조수입은 5,439,751원으로 감소하여 그 손실액은 1,360,347원이었다
(표 5). 이 비용은 상추시들음병 발생으로 인해 토양소독과 재정식에 발생하는 손실비용인 1,351,981
원과 유사하여(표 6), 약 20% 수량이 감소하는 지점이 경제적 피해허용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즉 
방제비용 459,000원, 노력비 398,275원, 재정식 종묘비 44,699원 및 제재료비 266,726원의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지만 시들음병 예방으로 증가되는 이익 6,800,098원과 비교하면 5,448,117원의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시들음병에 대한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인 20% 수량감소가 일어나는 지점을 경제적 
피해허용수준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봄재배 회귀식 Y=-403.95x+4656.2에 대입한 결과 병원균 접종밀
도는 103.0 cfu/㎖, 가을재배 회귀식인 Y=-258.43x+1726.1에 대입하면 101.9 cfu/㎖임을 알 수 있다(표 7). 
또한 경제적 피해허용 수준에서의 발병주율을 환산하기 위하여 봄재배 관계식 Y=3.2571x2-3.5429x-0.2714에 
대입하면 발병주율 18.4%, 가을재배 관계식 Y=0.7387x2+14.66x-6.1929에 대입하면 발병주율 24.3%을 
얻을 수 있다(표 8). 따라서 봄 작기에 대비해서 정식기 기온이 상승하는 가을재배에서는 더 낮은 병원
균 밀도와 발병주율에서도 상추 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반드시 예방이 필요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본 시험에서 토양병원균의 밀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봄재배 회귀식 Y=148.512x2 
-47.321x+2964.9에 대입하면 4.2×103 cfu/g에서, 가을재배 회귀식 Y=148.512x2 -47.321x +2964.9
에 대입하면 3.4×103 cfu/g의 밀도에서 경제적 피해허용 수준의 토양내 병원균을 밀도를 산정할 수 
있었다(표 9). Elmer 등(1987)은 셀러리 시들음병의 접종원과 발병주율은 고도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토양 1g 당 36.5개의 접종원이 존재할 때 6주후에 평균 36.5개의 접종원이 있을때 셀러리의 수량 감
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토양병원균의 사전 예측이 병 발생량의 추정에 중요한 요인임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추 시들음병은 토양병해의 특성상 작물이 재배하는 기간중에는 방제하기가 
어렵고, 지중 온도가 20℃ 이상에서는 지속적으로 발병할 수 있으므로(김 등, 2008), 사전에 정밀한 
병원균의 밀도를 예측한다면 정식 전 약제에 의한 토양소독, 태양열토양소독 등 적절한 방제대책을 수
립한다면(김 등, 2008), 상추시들음병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5. 수량 감소 비율에 다른 손실액 비교 (기준 : 년 1기작/10a)
수량 감수율(%) 수량(kg) 조수입(원) 손실액(원)

표준소득♩ 4,154  6,800,098       0
4% 감수 3,988 6,528,356 271,742
10% 감수 3,739 6,120,743 679,355
20% 감수 3,323 5,439,751 1,360,347
40% 감수 2,492 4,079,404 2,720,604
45% 감수 2,285 3,740,545 3,059,553

♩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농촌진흥청, 2008), 상추 kg당 단가 : 1,63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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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부분예산법에 의한 비용 분석(상추) (기준 : 10a)
손실적 요소(차변) 이익적 요소(대변)

○ 증가된 비용  ○ 증가된 수입
 - 방제비♩ : 459,000원
 - 노력비♪ : 398,275원
 - 대농구상각비 : 183,281원
 - 종묘비 : 44,699원
 - 제재료비 : 266,726원
 - 계(A) : 1,351,981원

            합계(B) 1,351,981원

  o 증가되는 이익
 - 시들음병 예방으로 수량증가에 따른
   조수입 증가
 ⇒ 수량 4,154kg × 1,637 = 6,800,098원

           합계(A) 6,800,098원
  추정수익액(A-B) : 5,448,117원

♩방제비 : 정식전 토양소독,  ♪자가노력비(남 28.4시간, 여 18.8시간), 고용노력비(여, 29.7시간)

표 7.  상추 시들음병 경제적 피해 허용 수준
구   분 관 계 식 병원균 밀도
봄재배 Y(3,435.4) = -403.95X + 4656.2 103.0

가을재배 Y(1,241.9) = -258.43X + 1726.1 101.9

Y : 수량감소 20% 지점의 수량 

표 8.  경제적 피해허용수준에서의 발병주율 추정
구  분 관 계 식 발병주율(%)
봄재배 Y = 3.2571x2-3.5429x-0.2714 18.4

가을재배 Y =  0.7387X2+14.66x-6.1929 24.3

표 9.  토양 병원균 밀도 추정
병원균 밀도(x) 관 계 식 토양병원균 밀도

(cfu/g)
103.0 Y = 148.512x2-47.321x+2964.9 4.2×103

101.9 Y = 148.512x2-47.321x+2964.9 3.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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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시설상추에 발생하는 토양병해인 상추시들음병의 발생이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들음병
의 경제적 피해허용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시설하우스 지중기온을 조사한 결과 봄재배에서는 5월하순부터 평균 20℃이상으로 7월까지 점차 

상승하였고, 가을재배에서는 정식직후부터 25℃ 전후의 지온으로 시들음병 발병에 유리한 시기
로 추정되었다.

  나. 병원균 접종 농도별 수량감소율은 102에서 3.4%, 103에서 18.9%, 104에서 21.2%, 105에서 41.4%, 
106에서 54.0%이었고, 가을재배에서는 101에서 1.2%, 102에서 14.5%, 103에서 29.6%, 104에서 
58.2%, 105에서 78.4%, 106에서 89.4%이었다.

  다. 상추 수량과 병원균 접종농도와는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관계식은 봄재배 Y=-403.95x+4656.2
이었고, 가을재배 Y=-258.43x + 1726.1이었다.

  라. 시들음병 병원균 밀도와 발병주율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그 관계식은 봄재배 
Y=3.2571x2-3.5429x-0.2714이었고, 가을재배는 Y=0.7387x2 + 14.66x-61.1929이었다.

  마. 수량 감소 비율에 따른 손실액과 시들음병 방제를 위한 방제비, 재정식비, 노력비 등을 고려하여 
수량 20%감소 지점을 경제적 피해허용수준으로 설정하여 봄재배에서는 103.0 cfu/㎖, 가을재배에
서는 101.9cfu/㎖ 을 경제적 피해허용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바. 봄재배 시 상추 발병주율 18.4%, 토양내 병원균 밀도는 4.2×103 cfu/g, 가을재배시 발병주율은 
24.3%, 토양내 병원균 밀도는 3.4×103 cfu/g을 농가판단기준이 되는 경제적 피해허용수준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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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native natural enemies of agricultural pest in 
Korea and develop P. japonica as a new natural enemies. P. japonica was occurred from 
April to October, and the peak was June and September. The developmental period from egg 
to adult emergence was 12 days at 25℃. The head width and the lengths of 1st to 4th 
instar larvae were 0.34~0.74mm and 1.89~5.88mm respectively and the deviation of the 
head width was less than that of the length. The number of eggs oviposited from a female 
was 1,024, the life span of female was 101.7 days, and male was 120.0 days. In the 
comparison of the number of eggs at different oviposition site, P. japonica preferred the 
corrugated cardboard. When there was no aphid, the survival rate of P. japonica among 
another instar bugs and among same instar bugs was 0% and 26.7~32.8%, respectively. 
When there were sufficient aphids, the cannibalism of P. japonica was low, so the survival 
rate of P. japonica among another instar bugs and among same instar bugs was 78.6~95.8% 
and 80.6~100%, respectively. The egg of Cadra cautella was efficient as alternative food for 
rearing P. japonica and the optimum temperature for storage of P. japonica adult was 4℃. 
Aphid consumption was increased for each successive instar and 1st instar larva and adult 
fed 14.7 and 57.0 of nymph of Aphis gossypii, respectively. In the red pepper greenhouse, 
the adult of P. japonica efficiently controled the aphids when treated at beginning stage of 
aphids. These data suggest that P. japonica can be used as an effective natural enemy for 
control of aphids at greenhouse. 

Key words : Propylea japonica, Natural enemy, Aphid, Illeis koebelei, Diaeretiella rap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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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최근 들어 약제 저항성, 환경오염과 같은 농약의 부정적 요소와 안전농산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등
으로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충 방제방법을 강구하게 되었으며, 천적을 이용한 생물학적 방법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천적을 이용한 해충방제는 가장 친환경적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농약은 살포 
후 방제효과가 바로 나타나는데 비해 천적은 투입 후 효과를 보기위해 1주일 이상 걸리고 해충과 천
적의 밀도가 적절히 맞아야 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과 기술이 필요하며 해충발생 초기에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천적은 생물이기 때문에 최적 온도와 습도 등 환경에 영향을 받기 쉬우며 해충 
종류별로 여러 천적을 동시에 이용해야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국내 시설원예작물에 발생하는 많은 해
충 중에서 목화진딧물(Aphis gossypii)은 오이, 고추, 목화등에 발생하는 주요 해충으로(Blackman 
and Eastop, 2000), 농약으로 방제가 잘 되기 때문에 일반농업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었으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에서는 주요 방제대상 해충이다. 
  무당벌레(Harmonia axyridis)는 진딧물 방제를 위한 효과적인 포식성 천적으로 생물학적 특성에 대
해 많은 연구가 되어 왔으며(Choi and Kim, 1985; Hong and Park. 1996; Kim and Choi, 1985; 
Lee and Kang, 2004; Seo and Youn, 2000),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업의 대표곤충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외에도 콜레마니진디벌(Aphidius colemani), 진디혹파리(Aphidoletes aphidimyza), 호랑풀잠
자리(Micromus sp.) 등 진딧물 방제를 위한 천적은 8~10종이 상용화되어 천적중 가장 많은 수를 차
지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7개 천적회사가 약 30여종의 천적제품을 생산하여 세계 3대 천적회사로 
발돋움하고 있지만 다양한 작물에 다양한 해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우리 농업 생태계에 맞는 토착
천적 개발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국내 토착천적을 수집하고 그 특성을 조사하여 우수한 천적을 선발, 친환경 농업에서 이
용할 수 있는 천적으로 개발하고자 실시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꼬마남생이무당벌레(Propylea japonica)의 발육 및 포식 특성

  경기지역 시설원예작물과 벼 재배지를 중심으로 천적으로 이용가능한 곤충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대상 천적을 채집하여 실내에서 사육하면서 포식력, 기생성 등 천적으로 이용가능한 종을 선발하였다. 
이중 가장 유망한 꼬마남생이무당벌레를 천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꼬마남생이무
당벌레는 온도 25℃, 상대습도 80%, 광주기16:8(L:D)시간의 사육실에서 목화진딧물을 먹이로 하여 사
육되었으며, 목화진딧물은 고추와 오이를 기주로 하여 온실에서 사육되었다. 또한 꼬마남생이무당벌레
와 목화진딧물은 수시로 야외에서 채집하여 보충해 주었다. 꼬마남생이무당벌레의 발생소장 조사를 위
해 2008년 3월 27일부터 11월 4일까지  7.5×12.5cm 황색끈끈이 트랩을 논과 밭둑에 20~30cm높이
에 3반복으로 설치하고 일주일에 1회 수거하여 트랩에 잡힌 성충의 수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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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충 영기별 발육기간 및 크기 조사를 위해, 갓 산란된 알을 1개씩 고추잎에 서식하는 목화진딧물과 
함께 사육상자(φ10×4cm)에 넣고, 이들을 25℃의 생장상에서 사육하며 발육상태를 하루에 2회 조사
하였고, 실체현미경하에서 영상분석프로그램인 i-Solution Lite를 이용해 매일 사진을 찍고 두폭과 체
장을 측정하였다.
  산란수 및 수명조사를 위해, 갓 우화한 성충을 암수 한쌍씩 고추잎에 서식하는 목화진딧물과 함께 
사육상자(φ10×4cm)에 넣고 매일 산란수와 수명을 조사하였으며, 수컷 사망시 다른 수컷을 대체하여 
암컷의 산란을 지속시켰다.
  효과적인 산란처 조사를 위해, 성충 25마리를 고추잎에 서식하는 목화진딧물, 산란처(구겨진 신문
지, 구겨진 휴지, 골판지)와 함께 사육상자(21×14×9cm)에 넣고, 이들을 25℃의 생장상에서 사육하며 
5일동안 매일 산란처별 산란수를 조사하였다.
  영기별 동종포식성을 조사하기 위해, 알, 알+1령충, 알+성충, 1령충, 1령충+2령충, 1령충+성충을 
고추잎에 서식하는 목화진딧물과 함께 또는 고추잎 단독으로 페트리디쉬(φ10×4cm)에 넣고, 이들을 
25℃의 생장상에서 사육하며 12, 24, 48시간 후 남은 목화진딧물을 조사하였다.
  인공 및 대체사료를 개발하기 위해서, 닭간+설탕(10:3), 명태알+설탕+비타민(10:3), 줄알락명나방
알, 목화진딧물을 먹이로 하여 알에서 성충까지의 발육을 매일 조사하였다.
  성충의 저온저장을 위해 성충을 15마리씩 사육상자(φ10×4cm)에 넣고 20℃에서 2일, 16℃에서 2
일, 12℃에서 2일 경과 후 8℃처리구로, 8℃에서 2일 경과 후 4℃ 처리구로, 4℃에서 2일 경과후 0℃
처리구로 옮겨 30일과 60일후에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영기별 목화진딧물 포식량 조사를 위해, 영기별 유충과 성충을 1마리씩 고추잎에 서식하는 목화진딧
물 약충 약 100마리와 함께 페트리디쉬 (φ10×4cm)에 넣고, 이들을 25℃의 생장상에서 사육하며 24
시간 후 남은 목화진딧물을 조사하였다.
  진딧물 방제효과 검정을 위해 2009년 4월21일에 역강홍장군 고추를 정식, 6월25일에 꼬마남생이무
당벌레 성충을 방사하고(1.5마리/주) 매주 진딧물 밀도를 조사하였으며, 8월 20일에 고추를 수확하여 
수량을 조사하였다.

나. 노랑무당벌레(Illeis koebelei)의 발육 및 섭식 특성
  유충 영기별 발육기간 및 크기 조사를 위해, 갓 산란된 난괴를 흰가루병이 발생한 토마토잎과 함께 
사육상자(φ10×4cm)에 넣고, 이들을 25℃의 생장상에서 사육하며 발육상태를 하루에 2회 조사하였
고, 영상분석프로그램인 i-Solution Lite를 이용해 매일 사진을 찍고 두폭과 체장을 측정하였다.
  성충의 토마토 흰가루병균 섭식량 조사를 위해 흰가루병 병반이 다수 발생한 토마토잎에 성충 1마
리를 넣고 24시간 후 섭식한 병반수를 조사하였으며, 섭식 전후 토마토잎을 i-Solution Lite를 이용
해 사진을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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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루진디벌(Diaeretiella rapae)의 기생율
  설채, 쌈추 등 시설채소에서 자연 발생한 가루진디벌의 기생율을 조사하였고, 진딧물 종류별 방제효
과 검정을 위해 고추 목화진딧물, 고추 복숭아혹진딧물, 설채 무테두리진딧물을 각각 φ10×4cm 사육
상자와 30×30×45cm 사육상자에 넣고 교미한 가루진디벌 암컷 성충을 방사하여 기생율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꼬마남생이무당벌레(Propylea japonica)의 특성
1) 천적 활용가능 국내토착 곤충류

  천적으로 이용가능성이 있는 국내에 서식하는 곤충은 표 1과 같다. 이중 포식성천적인 무당벌레, 애
꽃노린재, 호리꽃등에 등은 자원화 가능성이 높고 일부가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으며, 기생성 천적인 
가루진디벌, 싸리진디벌은 연구단계에 있다(Jeon et al, 2005; Ota and Otaishi, 2005). 노랑무당벌
레는 고추와 배 흰가루병균에서 채집한 식균성 무당벌레로 오이와 상추 흰가루병균도 잘 먹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Takeuchi et al, 2000). 이들중 자원화가능성이 가장 높은 꼬마남생이무당벌레의 특성
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2)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발생소장
  논과 밭에서 꼬마남생이무당벌레의 발생소장을 끈끈이트랩으로 조사한 결과 밭둑에서 4월 8일 최초 
채집되었으며, 5월-6월, 9월에 많이 발생하고 논둑에서는 연중 일정하게 발생하였다(그림 1). 7월과 8
월에도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하면의 가능성이 적으며 천적자원으로 연중 이용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표 1. 경기지역 수집 자원화 가능 천적

조사 천적 조사 기주 대상 해충 자원화가능성♩
꼬마남생이무당벌레 오이, 고추, 벼, 잡초 진딧물, 작은곤충 +++

무당벌레 오이, 고추, 토마토, 배추 진딧물, 작은곤충 +++
애꽃노린재류 오이, 토마토, 사과 총채벌레, 진딧물 +++
진디혹파리 오이, 고추, 배 진딧물 +++
호리꽃등에 배 진딧물 +++

칠성풀잠자리붙이 고추, 배, 배추 토마토 진딧물 +++
가루진디벌 배추, 적겨자, 설채 진딧물 ++

노랑무당벌레 고추, 배 흰가루병균 ++
사마귀 오이, 토마토, 배, 사과 작은곤충 ++

싸리진디벌  오이, 고추 진딧물 ++
열석점긴다리무당벌레 벼, 잡초 진딧물 ++

깨알소금쟁이 벼 멸구류 +
♩ +++ : 자원화가능성 높음,  ++ : 자원화가능성 보통,  + : 자원화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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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논과 밭 둑에서 꼬마남생이무당벌레 성충 발생 밀도(2008)
※ 7.5 × 12.5cm 황색 끈끈이트랩을 논둑과 밭둑 20~30cm 높이 3반복 설치, 매주 조사

3) 각 태별 발육 및 산란 특성
  유충 영기별 발육기간은 알과 용에서 2.8-2.9일로 가장 길었으며 1령 1.5일, 2령 1.1일, 3령1.1일, 
4령 1.9일, 전용 0.8일, 용 4.5일로,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전기간은 약 12일이었다(표 2). 완두수
염진딧물(Acyrthosiphon pisum)을 먹이로 하여 무당벌레(Harmonia axyridis)의 발육기간이 알 2.8
일, 1령 2.5일, 2령 1.5일, 3령 1.8일, 4령4.4일, 용 4.5일이라는 연구결과(LaMana and Miller, 
1998)와 비교할 때 꼬마남생이무당벌레는 발육기간이 짧아 천적으로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유충 영기별 두폭과 체장은 각각 1령 0.34, 1.89mm, 2령 0.46, 3.35mm, 3령0.57, 4.66mm, 4령 
0.74, 5.88mm이었고, 개체간 변이가 체장보다는 두폭에서 일정하여 영기구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
용할 수 있었다(표 3).

표 2. 꼬마남생이무당벌레 각 태별 발육기간 (일 ± SD)

알 유 충 전용 용 알→성충1령 2령 3령 4령
2.9±0.36 1.5±0.41 1.1±0.23 1.1±0.23 1.9±0.25 0.8±0.25 2.8±0.25 12.3±0.69

※ 먹이 : 목화진딧물
   사육조건 : 25℃, 16:8(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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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꼬마남생이무당벌레 각 영기별 두폭 및 체장 (mm ± SD)
구분 1령 2령 3령 4령
두폭 0.34±0.019 0.46±0.016 0.57±0.024 0.74±0.025
체장 1.89±0.459 3.35±0.439 4.66±0.566 5.88±0.741

※ 먹이 : 목화진딧물
   사육조건 : 25℃, 16:8(L:D)

  성충의 수명은 개체간 차이가 많았으나 암컷이 약 100일, 수컷이 약 120일이었으며,  산란기간은 
약 78일, 암컷 성충 1마리가 낳는 총산란수는 평균 약 1,000개, 최대 2,746개까지 낳아서 번식력이 
매우 높았다(표 4). 효과적인 산란처 선정을 위한 조사 결과, 꼬마남생이무당벌레는 골판지를 산란처
로 가장 선호하였다(표 5). 꼬마남생이무당벌레는 골판지의 홈속에서 숨고, 쉬고, 산란을 하여 대량사
육시 산란처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 추정된다.

표 4. 꼬마남생이무당벌레 산란수 및 수명
산란전 기간

(일)
산란기간

(일)
산란수
(개)

수명(일)
암컷 수컷

4.0±2.1
(1~11)

78.5±39.6
(11~196)

1,024±604.4
(65~2,746)

101.7±37.0
(30~199)

120.0±51.2
(13~191)

※ 먹이 : 목화진딧물, 복숭아혹진딧물
   사육조건 : 25℃, 16:8(L:D)

표 5. 꼬마남생이무당벌레의 산란처에 따른 산란수(개)
산란처
종류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평균

고추잎 25 - 19 0 0 11.0
휴지 18 63 0 0 0 16.2

신문지 124 62 24 19 5 46.8
골판지 214 103 87 30 35 93.8

※ 21×14×9cm 사육상자에 꼬마남생이무당벌레 25마리와 각각의 산란처를 동시에 넣고 산란처별    
 산란수를 24시간마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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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종포식성 및 인공먹이(대체먹이) 급여 효과 
  꼬마남생이무당벌레는 먹이가 부족할 때 동종포식성이 강하여 피식자 생존율이 다른 영기를 동시에 
넣었을 때 48시간후 0%, 같은 영기 사이에서는 26.7-32.8%이었다(표 6). 충분한 먹이가 있을 때는 
피식자 생존율이 다른 영기를 동시에 넣었을 때 78.6-95.8%, 같은 영기 사이에서는 80.6-100%를 보
여 동종포식성이 약하였다. 칠성풀잠자리붙이(Chrysopa pallens)의 동종포식성은 1령, 2령, 3령에서 
각각 16, 34, 54%로(Lee, 1999), 꼬마남생이무당벌레가 칠성풀잠자리붙이보다는 대량사육에 유리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6. 꼬마남생이무당벌레의 동종 포식성
○ 먹이가 없을 때

처리 피식자 포식자 시간경과 후 피식자 생존율(%)
12h 24h 48h

알 알 부화1령충 - 59.4 32.8
알+2령충 알 2령충 54.7 25.7 0
알+성충 알 성충 0 0 0
1령충 1령충 1령충 96.7 86.7 43.3

1령+2령충 1령충 2령충 73.3 13.3 0
2령충 2령충 100 73.3 26.7

1령+성충 1령충 성충 6.7 6.7 0

○ 먹이가 있을 때(목화진딧물 공급)
처리 피식자 포식자 시간경과 후 피식자 생존율(%)

12h 24h 48h
알 알 부화1령충 - 80.6 80.6

알+2령충 알 2령충 100 100 91.6
알+성충 알 성충 100 100 95.8
1령충 1령충 1령충 100 96.7 96.7

1령+2령충 1령충 2령충 100 86.7 80.0
2령충 2령충 100 100 100

1령+성충 1령충 성충 96.7 78.6 78.6
※ φ10×4cm 사육상자에 처리별 피식자는 10-15마리, 포식자는 1마리씩 투입. 
   단, 1령+2령충 처리구는 각각 5마리씩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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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사육을 위한 인공 및 대체먹이 사육결과 닭간+설탕 처리에서 발육기간이 19일로 길고, 우화율
이 16.7%로 낮게 나왔고, 줄알락명나방알 처리에서는 발육기간 약 15일, 우화율이 72.2%로 천연먹이 
처리인 목화진딧물에서 발육기간 약 12일, 우화율 83.3%와 가장 근접하였다(표 7). 무당벌레에서 가
장 효과적인 인공먹이인 닭간+설탕이 꼬마남생이무당벌레의 유충사육에는 이용할 수 없었으며, 크기
가 작은 꼬마남생이무당벌레의 유충이 닭간에 빠져 죽는 경우도 있었다. 애꽃노린재류와 알기생봉류의 
대체먹이로 효과가 있으며 이미 대량사육체계가 확립된 줄알락명나방알(Kim et al., 2003)이 꼬마남
생이무당벌레에서도 효과가 있어 향후 대량사육을 위한 대체먹이로 이용가능성이 가장 높았다. 
 성충 저장을 위한 온도시험 결과 4℃에서 60일 저장후에도 생존율이 83.3%로 가장 높았다(표 8). 꼬
마남생이무당벌레의 대량사육후 농가에서 이용되기 전까지 저장을 위해서 4℃에서 저온저장을 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7. 인공먹이를 이용한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발육기간 및 우화율

사료 종류 발육기간(일) 우화율(%)유충 번데기 계
사료 1 15.5 3.5 19.0 16.7
사료 2 14.7 4.0 18.7 50.0
사료 3 9.6 5.5 15.1 72.2

사료 4(대조구) 7.9 4.3 12.2 83.3
※ 사육조건 : 25℃, 16:8(L:D)
   사료 1 : 닭간 + 설탕
   사료 2 : 명태알 + 설탕 + 비타민
   사료 3 : 줄알락명나방알
   사료 4 : 목화진딧물

표 8. 꼬마남생이무당벌레 저온저장을 위한 온도별 생충율(%)
30일후 60일후

Ⅰ Ⅱ Ⅲ Ⅳ 평균♩(%) Ⅰ Ⅱ Ⅲ Ⅳ 평균♩(%)
0℃ 9 13 13 8 71.7ab 6 12 11 5 56.7ab
4℃ 12 14 14 12 86.7a 11 14 14 11 83.3a
8℃ 8 11 10 8 61.7b 6 10 8 5 48.3b

※ 1반복당 15마리씩 φ10×4cm 사육상자에 넣고 온도별 저장
  ♩ DMR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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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기별 목화진딧물 포식능력 및 방제효과
  꼬마남생이무당벌레의 목화진딧물 약충 포식력은 1령과 성충에서 각각 14.7마리와 57.0마리로 영기
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표 9). Seo and Youn(2000)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무당벌레의 복숭아
혹진딧물(Myzus persicae) 포식력이 120마리로 꼬마남생이무당벌레보다 많았는데 이는 무당벌레의 크
기차이에 따른 포식력 차이라 추정된다. 

표 9. 목화진딧물에 대한 꼬마남생이무당벌레 포식력
구 분 유 충 성충1령 2령 3령 4령

포식수(마리/일) 14.7±7.2 29.5±9.2 32.0±7.2 50.7±6.2 57.0±4.4
※ 먹이 : 목화진딧물 약충
   사육조건 : 25℃, 16:8(L:D)

  고추에서 진딧물 방제효과를 검정하기 위해 초기 진딧물 밀도가 엽당 0.4마리일때 꼬마남생이무당
벌레 성충을 1.5마리/주의 밀도로 방사한 결과 진딧물 밀도가 무처리에서 엽당 120마리 이상 증가한 
데 비해 천적처리구에서는 낮게 유지되었다(그림 2). 8월 20일에는 무처리구에서 더 이상 시험을 수행
하지 못할 정도로 진딧물이 만연하여, 그을음증상과 낙엽이 발생하여서 고추 수량을 조사하였다. 고추 
수량에서도 무처리에서 주당 203.1g에 비해 천적처리구에서 268.9g으로 30%이상 차이가 발생하였는
데(표 10), 초기 진딧물발생이 정식 후 약 2달 만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2달 동안 고추과실 발육이 일
어났기 때문에 무처리에서도 203.1g의 수량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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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방사후 고추 진딧물 밀도변화
※ 고추(역강홍장군) 정식 : 2009년 4월21일

무당벌레 투입(30마리/20주) : 6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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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꼬마남생이무당벌레 진딧물 방제효과에 따른 고추 수량증가

처리
고추 수량(g/주)

Ⅰ반복 Ⅱ반복 Ⅲ반복 평균♩

천적처리 255.6 243.0 308.1 268.9a
관행방제 277.3 268.7 279.5 275.2a
 무방제 200.1 217.9 191.4 203.1b

 ※ 고추(역강홍장군) 정식 : 2009년 4월21일
    무당벌레 방사(30마리/20주) : 6월25일
    고추 수확일 : 8월20일
  ♩ DMRT(5%)

나. 노랑무당벌레(Illeis koebelei)의 발육 및 섭식특성
 유충 영기별 발육기간은 용에서 4.9일로 가장 길었으며 1령 1.6일, 2령 2.6일, 3령 3.3일, 4령 3.7일
로 영기가 진전됨에 따라 발육기간도 늘어났으며, 알에서 성충이 되기까지 전기간은 20.7일 이었다(표 
11). 유충 영기별 두폭과 체장은 각각 1령 0.23mm, 1.38mm, 2령 0.42, 2.89, 3령 0.54, 3.96, 4령 
0.72, 5.31이었고, 개체간 변이가 체장보다는 두폭에서 일정하여 영기구분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할 
수 있었다(표 12). 꼬마남생이무당벌레 두폭이 1령에서 0.36mm, 2령 0.46, 3령 0.57, 4령 0.74로 1
령을 제외하면 노랑무당벌레 유충과 크기가 비슷하였다.
 흰가루병 방제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노랑무당벌레의 섭식량을 조사한 결과 성충 1마리가 하루에 
섭식하는 양은 5-7mm크기의 흰가루병 병반을 8.1개 섭식하여 방제효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3). 하지만 포식성 무당벌레와 달리 식균성 노랑무당벌레가 균사와 포자를 100% 제거하지 못하
고 도리어 몸에 붙은 포자를 다른 건전한 농작물에 옮길 가능성은 향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 11. 노랑무당벌레 태별 발육일수(일 ± SD)

알 1령 2령 3령 4령 전용 용 알→성충

3.3±0.76 1.6±0.38 2.6±0.85 3.3±0.49 3.7±2.06 1.0±0.00 4.9±1.07 20.7±1.02

※ 먹이 : 토마토 흰가루병균
   사육조건 : 25℃, 16:8(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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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노랑무당벌레 령기별 두폭 및 체장(mm ± SD)
구분 1령 2령 3령 4령
두폭 0.23±0.052 0.42±0.028 0.54±0.012 0.72±0.017
체장 1.38±0.439 2.89±0.537 3.96±0.498 5.31±0.568

※ 먹이 : 토마토 흰가루병균
   사육조건 : 25℃, 16:8(L:D)

표 13. 노랑무당벌레의 토마토 흰가루병 병반 섭식량(병반수:개)(2007)
1반복 2반복 3반복 4반복 5반복 6반복 7반복 8반복 9반복 10반복 평균

섭식
병반수 8 4 14 4 9 8 2 12 7 13 8.1

※ 사육조건 : 25℃, 16:8(L:D)
   병반크기 : 5~7mm
   섭식시간 : 24h, 성충 1마리
   
다. 가루진디벌(Diaeretiella rapae)의 기생율

  시설채소에 발생한 가루진디벌을 조사한 결과 설채, 쌈추 등 6작물에서 98.6%의 높은 기생율을 보
였으며 대상 진딧물은 무테두리진딧물이었다(표 14). 가루진딧물을 채집하여 실내에서 접종시험을 한 
결과 목화진딧물에서는 기생을 하지 못했으며, 복숭아혹진딧물보다는 무테두리진딧물을 선호하였다(표 
15). φ10×4cm 사육상자보다는 30×30×45cm의 사육상자에서 기생율이 더 높았고 자연발생 기생율
이 높은 것으로 보아  무테두리진딧물이 발생하는 채소재배온실에서는 방제효과가 더 좋을 것으로 추
정된다.

표 14. 쌈채소에서 자연발생 가루진디벌의 기생율
설채 적엽목단 쌈추 다홍채 레드

치커리 적겨자 계
기생(머미) 236 163 58 42 36 28 563

비기생(진딧물) 5 2 0 0 0 1 8
기생율(%) 97.9 98.8 100 100 100 96.6 98.6

※ 대상진딧물 : 무테두리진딧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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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진딧물종류에 따른 가루진디벌의 기생율

작물 진딧물종류 사육용기 기생율(%)
1반복 2반복 3반복 4반복 5반복 평균

고추 목화진딧물 사육상자 1♩ 0 0 0 0 0 0
사육상자 2♪ 0 0 0 - - 0

고추 복숭아혹
진딧물

사육상자 1♩ 20.0 10.0 16.7 13.3 13.3 14.7
사육상자 2♪ 16.7 23.3 83.3 - - 41.1

설채 무테두리
진딧물

사육상자 1♩ 53.3 23.3 13.3 20.0 20.2 26.0
사육상자 2♪ 93.3 83.3 - - - 88.3

♩사육상자 1 : φ10×4cm의 사육상자에 식물잎을 넣고 진딧물 30마리와 가루진디벌암컷 1마리 접종
♪사육상자 2 : 30×30×45cm의 사육상자에 식물체 화분을 넣고 진딧물 30마리와 가루진디벌 암컷 1마리 접종
 
4. 적 요
  본 시험은 국내 서식하는 토착천적을 수집하고 특성을 조사하여 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수행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꼬마남생이무당벌레
 ○ 끈끈이트랩 예찰결과 꼬마남생이무당벌레는 4월 8일 밭둑에서 최초 채집되었으며 5월-6월, 9월에 

많이 발생하였다.
 ○ 각태별 발육기간은 약 12일 이었으며, 두폭으로 영기별 구분이 가능하였다.
 ○ 성충 수명은 암컷 101.7±37.0일, 수컷 120.0±51.2일, 산란수는 1,024±604.4개 이었으며,      

대량사육을 위한 산란처는 골판지가 가장 유망하였다. 
 ○ 꼬마남생이무당벌레는 먹이가 부족할 때 동족포식성이 강했으나 충분한 먹이가 있을 때는 동종포

식성이 약하였다.
 ○ 진딧물 대체사료로 줄알락명나방알이 성충 우화율 72.2%로 유망하였으며, 저온 저장을 위한 적정

온도는 4℃에서 생존율이 가장 높았다.
 ○ 영기가 증가함에 따라 목화진딧물 약충에 대한 포식력이 증가하여 성충은 약 57마리를 포식하였

으며 고추에서 진딧물발생 초기 성충을 투입하였을 때 방제효과가 우수하였다.
□ 노랑무당벌레
 ○ 노랑무당벌레의 알에서 성충까지의 발육일수는 약 20일 이었으며, 두폭으로 영기별 구분이 가능

하였다.
 ○ 고추 흰가루병균에서 채집한 노랑무당벌레는 토마토 흰가루병균 병반을 하루 약 8.1개 섭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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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루진디벌
 ○ 가루진디벌은 설채, 적겨자 등 쌈채소에서 자연발생하여, 98.6%의 높은 기생율을 나타내었다.
 ○ 가루진디벌을 3종의 진딧물에 접종하여 기생율을 조사한 결과, 고추의 목화진딧물에서는 기생하

지 않았으며, 고추의 복숭아혹진딧물에 대해서는 식물체화분에 접종하였을 때 반복간 차이는 있
었으나 최고 83.3%, 평균 41.1%의 기생율을 보였다. 설채의 무테두리진딧물에서는 식물체화분에 
접종하였을 때, 평균 88.3%의 높은 기생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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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rey field slug, Deroceras reticulatum Muller, is one of the major pests of Chinese 
cabbage, Brassica campestris. To determine the economic thresholds of grey field slug on 2 
types of Chinese cabbage, the slugs were inoculated after planting 1 week into Chinese 
cabbages(Eotgari- Baecheu) with a density of 0, 2, 4, 8, 16 slugs per 16 Chinese cabbages(1
㎡) at the plastic house in the spring and autumn of 2008 and the slugs were inoculated 
after planting 1 week and 4 weeks into Chinese cabbages with a density of 0, 1, 2, 4, 8 
slugs per 9 Chinese cabbages(1㎡) at the plastic house in the spring of 2009. 
 The rates of damaged Chinese cabbages(Eotgari- Baecheu) by slug inoculation were 10.7% 
at 2 slugs and 42.7% at 16 slugs in the spring, and 20.3% at 2 slugs and 59.2% at 16 slugs  
in the autumn. The linear relationships between the initial slugs density and yield reduction 
of Chinese cabbage(Eotgari- Baecheu) were as following ; Y = 286.07x + 548.62(in the 
spring cultivation), Y = 318.91x + 998.05(in the autumn cultivation). Based on these results, 
the economic threshold of grey field slug per 16 Chinese cabbages(Eotgari- Baecheu) was 
2.52 slugs in the spring and 0.86 slugs in the autumn. 
 The rates of damaged Chinese cabbages by slug inoculation after 1 week planting were 
16.9% at 1 slugs and 62.2% at 8 slugs, and after 4 weeks planting, 16.4% at 1 slugs and 
42.0% at 8 slugs. The linear relationships between the initial slugs density and yield 
reduction of Chinese cabbage were as following ; y = 802.47x + 682.73(after 1 week 
planting), y = 470.61x + 873.35(after 4 weeks planting). Based on these results, the 
economic threshold of grey field slug per 9 Chinese cabbages was 0.73 slugs after 1 week 
planting and 0.85 slugs after 4 weeks planting.

Key words : Chinese cabbage, Deroceras reticulatum, Economic thresh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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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시설배추는 전국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2007년 2,885ha와 137,601톤으로, 그중 경기도가 1,160ha로 
전국재배면적의 40.2%를 차지하고 있다(농림부, 2007). 배추에서 주로 발생하는 해충은 배추좀나방, 
파밤나방, 복숭아혹진딧물, 민달팽이 등 15종 이상이며(농촌진흥청, 2002),  최근들어 작은뾰족민달팽
이가 많이 발생하여 달팽이류중에서 가장 문제되는 해충으로 대두되었다. 
  작은뾰족민달팽이는 배추, 상추, 고추 등 채소작물과 국화, 장미 등 화훼작물등 광범위한 기주식물
을 갖는 해충으로 분류학상 곤충이 아닌 연체동물이기 때문에 일반 살충제로는 방제가 쉽지 않다. 작
은뾰족민달팽이 등 달팽이류 방제제는 화학농약이 몇 종 등록되어 있으며 친환경적인 방제법으로 담
배꽁초와 맥주를 이용하여 유인하는 방법(윤 등, 2007), 구리선을 이용하여 민달팽이의 이동의 차단하
는 방법 등이 개발되어 있다. 
  지금까지 해충에 대한 요방제수준 설정 연구는 오이에서 목화진딧물, 꽃노랑총채벌레, 고추에서 복
숭아혹진딧물, 꽃노랑총채벌레, 담배나방, 시설토마토에서 온실가루이, 아메리카잎굴파리, 담배거세미
나방, 가지에서 꽃노랑총채벌레, 들깨에서 들깨진딧물, 콩에서 담배거세미나방,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목화에서 담배가루이, 관상식물에서 꽃노랑총채벌레 등 다양한 작물에서 수행되었고(농림부, 2004; 박 
등, 2004; 최 등, 2006; Frey, 1993; Naranjo 등, 1996; Shipp 등, 2000), 배추에서는 배추흰나비, 
파밤나방, 복숭아혹진딧물(권 등, 2008; 김 등, 2009; 전 등, 2008)에 대해 요방제수준이 설정되었으
며, 작은뾰족민달팽이에 대한 요방제수준 설정 연구는 실시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배추에 문제가 되는 작은뾰족민달팽이 요방제수준을 설정하여 농약사용량을 
절감하고 안정적 생산을 도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코자 시험을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시험구 설정 및 피해조사

  경기도 화성시 소재 경기도농업기술원 시험포장의 비닐하우스에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동안 
수행하였다. 시험구는 난괴법 4반복으로 배치하여 망사케이지(100×100×150cm, 120목)내에 배추를 
정식하고, 망사케이지 아랫부분을 폭 3cm 구리테잎으로 둘러서 다른 해충과 달팽이로부터 격리하였
다. 2008년에는 새신록엇갈이 품종을 3월 5일과 9월 17일에  20×20cm 간격으로 정식하고,  3월 13
일과 9월 25일에 작은뾰족민달팽이를 구당 0, 2, 4, 8, 16마리씩 접종한 후 4월 21일과 10월 30일에 
수확하여 작은뾰족민달팽이의 피해수량과 정상수량을 조사하였다. 2009년에는 입춘배추 품종을 3월 
17일에 30×30cm 간격으로 정식하고, 3월 24일과 4월 14일에 각각 작은뾰족민달팽이를 구당 0, 1, 
2, 4, 8마리씩 접종한 후 6월 1일에 수확하여 작은뾰족민달팽이의 피해수량과 정상수량을 조사하였다.

나. 자료분석
  접종수준별 작은뾰족민달팽이 밀도와 피해율과의 상관관계 분석은 SA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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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부터 2007년까지 농산물 소득자료를 이용하여 시설배추의 수량, 단가, 조수입을 설정하여 
Gain Threshold 값을 구하고 경제적 피해수준을 설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시설배추에서 작은뾰족민달팽이 밀도와 배추 피해

  엇갈이배추 봄재배시 정식 1주후 작은뾰족민달팽이를 접종한 결과 피해율은 16주당 2마리 처리구에
서 10.7%, 16마리 처리구에서 42.7%, 가을재배시 피해율은 16주당 2마리 처리구에서 20.3%, 16마리 
처리구에서 59.2%로 접종밀도에 따라 증가하였다(표 1). 이를 바탕으로 피해수량과 초기 작은뾰족민달
팽이 밀도와의 관계를 구한 결과 y = 286.07x + 548.62(봄재배), y = 318.91x + 998.05(가을재배)
의 식을 얻을 수 있었다(그림 1).
  
표 1. 엇갈이배추에서 작은뾰족민달팽이 밀도에 따른 피해특성

재배시기 접종밀도
(마리/16주) 전체수량(g/주) 피해수량♩(g/주) 피해율(%)

봄재배

0 554.5 0d 0
2 566.8 60.2c 10.7
4 579.5 112.6bc 18.8
8 540.7 152.1b 28.4
16 569.1 244.4a 42.7

가을재배

0 462.1 16.7d 4.0
2 442.6 90.0c 20.3
4 472.6 125.4c 27.0
8 480.5 212.1b 44.3
16 475.5 283.8a 59.2

※ 배추 정식일 : 봄재배 3월 5일, 가을재배 9월 17일, 
   민달팽이 접종일 : 봄재배 3월 13일, 가을재배 9월 25일
   수확일 : 봄재배 4월 21일, 가을재배 10월 30일
  ♩ DMR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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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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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엇갈이배추에서 작은뾰족민달팽이 접종밀도와 피해수량과의 관계

  배추 봄재배시 정식 1주후 작은뾰족민달팽이를 접종한 결과 피해율은 9주당 1마리   처리구에서 
16.9%, 8마리 처리구에서 62.2%, 정식 4주후는 9주당 1마리 처리구에서 16.4%, 8마리 처리구에서 
42.0%로 접종밀도에 따라 증가하였다.(표 2). 이를 바탕으로 피해수량과 작은뾰족민달팽이 밀도와의 
관계를 구한 결과 y = 802.47x + 682.73(정식 1주후), y = 470.61x + 873.35(정식 4주후)의 식을 
얻을 수 있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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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배추에서 작은뾰족민달팽이 밀도에 따른 피해특성

민달팽이
접종시기

접종밀도
(마리/9주) 전체수량(g/주) 피해수량♩(g/주) 피해율(%)

정식 1주후

0 1,448 13 0.7d

1 1,408 240 16.9cd

2 1,459 348 23.2c

4 1,406 600 42.9b

8 1,507 945 62.2a

정식 4주후

0 1,532 25 1.6c

1 1,459 241 16.4b

2 1,540 298 19.4b

4 1,429 412 28.9ab

8 1,458 611 42.0a

※ 배추(CR입춘배추) 정식일 : 2009년 3월 17일
   민달팽이 접종일 : 정식 1주후 3월 24일, 정식 4주후 4월 14일
   수확일 : 6월 1일, ♩ DMRT(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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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1주후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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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4주후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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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배추에서 작은뾰족민달팽이 접종밀도와 피해수량과의 관계

나. 시설배추 작은뾰족민달팽이 경제적 피해수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농산물 소득자료의 시설배추의 평균 수량과 단가, 조수입, 방제비용을 고려
하여 GT값을 구한 결과 1,272.0(kg/10a)이었다(표 3). 이 값을 기준으로 앞에서 구한 배추에서 피해
수량과 작은뾰족민달팽이 밀도와의 관계식에 대입하면 경제적 피해수준의 작은뾰족민달팽이 밀도는 
엇갈이배추 봄재배시 2.52마리/16주(1m2), 가을재배시 0.86마리/16주(1m2)이었다(표 4). 배추 봄재배
시 정식 1주후 경제적 피해수준의 작은뾰족민달팽이 밀도는 0.73마리/9주(1m2), 정식 4주후는 0.85마
리/9주(1m2)이었다(표 5). 배추에서 파밤나방의 경제적 피해수준은 정식 5일후 5.4마리/20주, 정식 20
일 후 9.0마리/20주 이었고(김 등, 2009), 배추흰나비의 요방제 수준은 정식 3주차 3.0마리/20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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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6주차 5.1마리/20주로 추정하여(권 등, 2008) 작은뾰족민달팽이에 의한 피해가 심하였다.

표 3. 시설배추 소득자료 (기준 : 년 1기작/10a)
수량(kg) 단가(원) 조수입(원) 방제비용♩ GT(kg/10a)
9,144 198 1,810,512 251,860 1,272.0

♩ 방제비용 : 농약비 240,000원 + 자가(고용)노력비 11,860원
♪ 농산물 소득자료(2005-2007년(전국) 평균)

표 4. 엇갈이배추에서 작은뾰족민달팽이 경제적 피해수준 설정 충밀도 
재배시기 관 계 식 경제적 피해수준  

밀도(마리/16주(1m2))
봄재배 Y = 286.07X + 548.62 2.52

가을재배 Y = 318.91X + 998.05 0.86
 ※ Y : 배추 작은뾰족민달팽이 피해수량(kg)
    X : 작은뾰족민달팽이 밀도(마리/16주(1m2))

표 5. 배추에서 작은뾰족민달팽이 경제적 피해수준 설정 충밀도

민달팽이 접종밀도 관 계 식 경제적 피해수준  
밀도(마리/9주(1m2))

정식 1주후 Y = 802.47X + 682.73 0.73
정식 4주후 Y = 470.61X + 873.35 0.85

 ※ Y : 배추 작은뾰족민달팽이 피해수량(kg)
    X : 작은뾰족민달팽이 밀도(마리/9주(1m2))

4. 적  요
  본 시험은 시설배추에서 문제가 되는 작은뾰족민달팽이의 경제적 피해수준 설정을 위해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엇갈이배추 봄재배시 작은뾰족민달팽이를 접종한 결과 피해율은 16주당 2마리 처리구에서 

10.7%, 16마리 처리구에서 42.7%로 접종밀도에 따라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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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엇갈이배추 가을재배시 작은뾰족민달팽이를 접종한 결과 피해율은 16주당  2마리 처리구에서 
20.3%, 16마리 처리구에서 59.2%로 접종밀도에 따라 증가하였다.

  ○ 엇갈이배추 봄재배시와 가을재배시 생육초기 작은뾰족민달팽이의 경제적 피해수준 밀도는 각각 
2.52마리/16주(1m2)와 0.86마리/16주(1m2)이었다.

  ○ 배추 봄재배시 정식 1주후 작은뾰족민달팽이를 접종한 결과 피해율은 9주당 1마리 처리구에서 
16.9%, 8마리 처리구에서 62.2%로 접종밀도에 따라 증가하였다.

  ○ 배추 봄재배시 정식 4주후 작은뾰족민달팽이를 접종한 결과 피해율은 9주당 1마리 처리구에서 
16.4%, 8마리 처리구에서 42.0%로 접종밀도에 따라 증가하였다.

  ○ 배추 봄재배시 생육초기(정식 1주)와 생육중기(정식 4주) 작은뾰족민달팽이의 경제적           
피해수준 밀도는 각각 0.73마리/9주(1m2)와 0.85마리/9주(1m2)이었다.

5. 인용문헌
권민, 김주일, 윤영남, 최준열. 2008. 배추에 대한 배추흰나비의 요방제수준. 한국응용곤충학회지 
47(4): 401-405.
김선곤, 김도익, 고숙주, 강범용, 김홍재, 최경주. 2009. 배추 파밤나방의 경제적 피해수준 및 요방제 
수준 설정. 한국응용곤충학회지 48(1): 81-86.
농림부. 2004. 오이, 고추, 토마토의 주요해충에 대한 경제적 피해수준 설정, 간이예찰법 개발 및 발
생생태 연구. 752 pp.
농림부. 2007. 농림통계연보. pp. 84.
농촌진흥청. 2002. 배추재배기술(표준영농교본). 168 pp.
최용석, 박덕기, 한익수, 최광렬. 2006. 들깨진딧물의 경제적 피해수준과 요방제수준 설정에 관한 연
구. 한국응용곤충학회지 45(3): 317-325.
박홍현, 박창규, 엄기백. 2004. 고추에서 꽃노랑총채벌레 요방제수준 설정 연구. 농업과학기술원 보고
서. pp. 89-100.
박홍현, 박창규, 엄기백. 2005. 가지에서 꽃노랑총채벌레 요방제수준 설정 연구. 농업과학기술원 보고
서. pp. 1112-1127.
윤종철, 박종호, 심창기, 류경열, 지형진. 2007. 맥주와 담배 혼합액을 이용한 민달팽이 방제. 한국응
용곤충학회지 46(2): 325-330.
전흥용, 강택준, 김형환, 양창열, 김동순. 2008. 배추의 생육초기에 복숭아혹진딧물의 경제적 피해수
준 설정. 한국응용곤충학회지 47(4): 407-411.
Frey J. E. 1993. Damage threshold levels for western flower thrips, Frankliniella 
occidentalis(Perg.) (Thysanoptera: Thripidae) on ornamentals. Bulletin- OILB-SROP 16(8): 
78-81.



514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Naranjo, S. E., C. C. Chu, and T, J. Henneberry. 1996. Economic injury levels for Bemisia 
tabaci(Homoptera: Aleyrodidae) in cotton: impact of crop price, control costs, and efficacy of 
control. Crop Proct. 15(8): 779-788.
Shipp, J. L., K. Wang, and M. R. Binns. 2000. Economic injury levels for western flower 
thrips (Thysanoptera: Thripidae) on Greenhouse cucumber. J. Econ. Entomo. 93(6): 
1732-1740.

6. 연구결과 활용제목
○ 시설배추에서 작은뾰족민달팽이 경제적 피해수준 설정(2009, 영농활용)
○ 시설배추에서 작은뾰족민달팽이 경제적 피해수준 설정(2009, 응용곤충학회 포스터발표)

7. 연구원 편성

세부과제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수행업무
참여년

도
08 09

 시설배추 민달팽이
 요방제 수준 설정 책임자 경기도원

환경농업연구과
농  업
연구사 이진구 세부과제수행 ○ ○

공동연구자 ″ ″ 홍순성 통계분석 ○ ○
″ ″ 김진영 해충발생조사 ○ ○
″ ″ 이현주 해충피해조사 ○ ○



 Ⅳ. 환경농업연구 ∙ 515

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색소합성유전자 형질전환에 의한 신품종육성 생명공학 ’08~‘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한영희

 국화 색소합성 유전자 형질전환체 육성 생명공학 ’08~‘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한영희

색인용어  국화, 형질전환, 색소합성, B-peru유전자, Cpap1-D유전자

ABSTRACT
  Thes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make vector by anthocyanin biosynthetic gene ligated 
B-peru and Cpap1D gene, and then to introduce anthocyanin biosynthetic gene in Petunia 
hybrida 17 varieties in 2008 and 13 varieties in 2009 by Agrobacterium mediated. The vector 
were made Agrobacterium C58C1 containing the binary vector pB7WG2D carrying B-peru and 
Cpap1D gene. Pigment was revealed that the binary vetor(B-peru and Cpap1D/pB7WG2D) was 
infiltered into leaf. The shoot regeneration percent was 1.2~46.4% from 8,389 leaf discs of 
17 varieties in 2008 and 1.7~9.8% from 6,192 leaf discs of 17 varieties in 2009 by 
cocultivation with Agrobacterium suspension cultured on MS medium. The plant regeneration 
from shoots obtained 253 plants of 4 varieties in 2008 and 850 plants of 5 varieties in 
2009. But these were not confirmed transformants by PCR and strip bar test and were 
blighted by sprayed phospinothricin in greenhouse.   

Key words : Chrysanthemum, Transformation, Anthocyanin biosynthetic gene, B-peru and 
Cpap1-D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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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국화는 세계적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절화 및 분화작물로서 많이 재배되는  중요한 작물이다. 
품종육성은 병해충 저항성 등 도 있지만 주로 화색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기존 육종방법에 의해 
품종을 육성해 왔으나, 최근 들어 기존의 육종방법의 한계를 넘은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는 유전공학적 
방법이 시도 되고 있다. 
  페튜니아(Meyer 등 1987, Kim 1998), 거베라(Kim 1998), Nicotiana, 장미, 국화(Dolgov 등 1997), 
카이네이션(Florigene 2003)에서 꽃색을 변화시킨 형질전환체를 성공했으며 그중 Florigene 회사에서 
카이네이션, 장미 등을 상품화시켰다. 
  식물체에서 색에 관여하는 색소는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베타라인이 있으며, 이중 Flavonoid
는 유관속식물의 액포에 축적되는 2차 대사물질로서 chalcone, flavonone, flavone, flavonol, 
anthocyanin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anthocyanin에 의해 색깔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Kim 1999, Kevin 등 1997, Park 등 2002, 林雅亭과 黃鵬林 2000). 
  색소합성 유전자인 MYB전사요인들은 옥수수 종자에서 발현 유도(Cone과 Burr 1989), 사과에서 유
전자 분리 및 동정하였고(Ban et al),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와 배추에 MYB전사 유전자를 삽입하여 식
물체에 안토시아닌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B-peru유전자와 Cpap1-D유전자을 합성시킨 색소합성유전자가 삽입된 Agrobacterium 
균주를 이용하여 국화 품종의 절편체를 형질전환시켜 특성검정을 통해 신품종을 육성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1) 시험재료

  시험품종은 2008년 금수 등 17 품종, 2009년 가마 등 13 품종을 기내 배양된 식물체를 시험재료로 
사용하였다. 절편체는 잎 (사방 0.5mm)을 NAA 1.0 mg/L, BA 0.2mg/L, Sucrose 2g/L를 첨가한 
MS배지에 치상하여 7일간 암 배양한 후에 2,000lx에 16시간 명배양 하였다.

2) 벡터제작, 균주 및 배양
  색소합성유전자인 B-peru유전자, Cpap1D유전자와 pB7WG2D벡터를 국립농업과학원 기능성물질개
발과에서 분양받아 2단계에 걸쳐 삽입시켜  B-peru+Cpap1D/pB7WG2D 바이너리 벡터를 제작한 후 
Agrobactrium균주인 C58C1에 삽입 제작하였다. 배양된 균주의 콜로니는 spectinomycin 50mg/L과 
rifampicin 50mg/L가 첨가된 LB배지에 3ml를 접종하여 28℃에 250rpm에서 3일간 진탕배양 하여 
증식한 후 안토시아닌 색소 합성유전자가 발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기능 검정을 하였다.

3) 형질전환
  Agrobacterium 균주를 spectinomycin 50mg/L과 rifampicin 50mg/L가 첨가한 LB배지에 접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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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8℃에 250rpm에 3일간 진탕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여 이용하였다(OD540 = 0.7~1.0 범위). 
Agrobacterium균주 접종은 1주일간 암배양시켜 캘루스가 형성된 잎 절편체를 균 넣은 페트리디쉬에 
20분간 담가 서서히 흔들어 주었다. 그런 후 절편체를 2~5분간 건조시킨 다음에 NAA 1.0㎎/L, BA 
0.2㎎, Sucrose 2g/L가 첨가된 MS배지에 치상하여 28℃에 암 배양 3일 동안 공동배양 후 절편체를 
cefotaxin 200㎎/L 넣은 코니칼 튜브에 5분 정도 담가 서서히 흔들어 균을 박멸시킨 다음 절편체를 
여과지 위에 놓아 3~5분 정도 건조시킨 후에 phosphinothricin 1.0㎎/L첨가된 앞에서 언급된 동일 
MS배지에 치상하여 25±2℃에 2,000lx 16시간에서 4주간 3회 배양을 하였다.  

4) 형질전환체 확인 및 검정
(1) PCR분석

  Genomic DNA는 형질전환과 비형질전환체의 기내 식물체로부터 분리 하였다. B-peru유전자와 
Cpap1D유전자의 프라이머는 각각 증폭하였고 PCR mixture는 1 unit의 taq ploymerase, 2.5mM 
dNTP mixture, 20pM primer, 20ng 추출된 DNA를 포함 하였다. PCR 조건은 94℃에 1분, 4분, 49℃
에 1.5분 72℃에 1분으로 구성하여 45회를 하였다. 증폭된 DNA는 1%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여 
이미지분석기를 통해 형질전환 여부를 확인하였다.
  

(2) Strip bar 검정
  기내 또는 온실에 순화된 식물체를 에펜도르프튜브에 채취하여 갈아서 액을 만들어 
PAT(Phosphinothricin)acetyl transferase가 발현되는 strip bar를 식물체즙액에 담가 물올림 시켜 형질
전환체를 확인하였다.
 

(3) 바스타 살포에 의한 형질전환 확인
  색소합성유전자의 삽입이 추측되는 개체를 원예용 범용상토인 바로커 ((주) 서울 농자재)가 들어있는 
108공 플러그 묘판에 순화시킨 후 Phosphinothricin 3mg/L을 살포하여 생존개체수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색소합성유전자 클로닝 및 유전자 기능 검정 

  B-peru유전자와 cpap1D유전자를 pB7WG2D운반체에 그림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loning 하였다. 1
단계로 B-peru/pB7WG2D을 HindⅢ로 하여 -rol-GFP-T35S의 영역이 절단되어 CIP처리와 elution
하였고, 2단계로 cpap1D/pB7WG2D를 이용하여 양쪽 끝에 HindⅢ site를 넣어 primer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 결과 P35S-cpap1D-T35S의 산물이 증폭되어 HindⅢ를 처리한 후 elution시켰다. 
B-peru유전자 산물과 cpap1D유전자의 산물을 ligation후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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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ndIII HindIII

그림 1. 색소합성유전자의 클로닝 및 map (B-peru+cpap1D/pB7WG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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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B-peru+cpap1D/pB7WG2D의 agroinfilteration을 이용한 유전자 기능 검정

  그림1에서 제작된 B-peru+cpap1D/pB7WG2D의 유전자를 그림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엽에 
infilteration시킨 결과  B-peru+cpap1D유전자 모두 색소가 발현됨을 확인하였지만 B-peru유전자, 
cpap1D유전자 단독은 색소가 발현되지 않았다.

나. 식물체 형질전환 및 형질전환체 확인
  국화 품종별 치상수 및 기내 형질전환 선발율은 표1과 표2에서 보는바와 같다. ‘08년에 국화 17품
종 8,389개의 엽절편체를 유전자 접종한 결과 11품종에 1,156개의 식물체가 재분화되었으며 재분화율
은 1.2~46.4%이었다. ’09년에는 ’08년도에 재분화가 잘되지않는 품종을 제외하고 또한 유색계통을 추
가하여 국화 13품종에 6,192개의 엽절편체를 접종한 결과 주왕 등 6개 품종에서 314개가 식물체로 재
분화되었으며, 재분화율은 1.7~9.8%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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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08년 품종별 치상수 및 기내 선발율
품 종 치상수 재분화

절편수 재분화수 절편체당 
재분화수 기내선발율

고 동 872 24 39 1.6 4.5
함 백 781 74 160 2.1 20.4
설 악 402 4 6 1.5 1.5
백 운 686 32 50 1.6 7.3
주 왕 572 104 200 1.9 35.0
백 화 900 188 418 2.2 46.4
수 리 247 5 6 1.2 2.4
금 수 483 89 138 1.5 28.6
킹피셔 486 5 6 1.2 1.2
태 양 296 0 0 0 0
반 야 168 0 0 0 0

이노센스 836 10 19 1.9 2.2
핌피아 287 57 114 2.0 40.0
기 백 329 0 0 0 0
도드람 510 0 0 0 0
황 매 298 0 0 0 0

가르시아 236 0 0 0 0
17품종 8,389 592 1,156 - -

표 2. ‘09년 품종별 치상수 및 기내 선발율
품 종 치상수 재분화

절편수 재분화수 절편체당 
재분화수 기내선발율

가 마 569 27 27 1.0 4.7
금 수 840 26 38 1.5 4.5
백 화 1,616 122 159 1.3 9.8
설 악 219 0 0 0 0
주 왕 742 47 65 1.4 8.8
천왕 175 0 0 0 0
태양 312 8 11 1.4 3.5

유로옐로 80 0 0 0 0
가르시아 430 0 0 0 0
킹피셔 268 0 0 0 0
샤론 805 14 14 1.0 1.7

베스비오 68 0 0 0 0
요코오노 68 0 0 0 0
13품종 6,192 244 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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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와 ’09년에 기내에서 얻은 재분화된 식물체를 증식배지에 옮겨 얻은 형질전환체는 표3과 표4
와 같다. ‘08년에 6품종 277개의 재분화된 식물체를 치상하여 547개체의 형질전환체를 얻었지만 그중 
식물체는 주왕 등 4품종에서 253개체를 얻었고 나머지는 고사되었으며, 또한 ’09년에도 5품종의 409
개의 재분화된 식물체를 치상하여 1,162개체의 형질전환체를 얻었지만 그중 식물체는 850개체를 얻었
고 나머지는 고사되었다(그림3). 

표 3. ‘08년 품종별 형질전환체 증식 

품 종 재분화 
식물체

계통당
식물체수

형질전환체 증식
계 고사주 식물체

함백 7 1.0 7 7 0
주왕 52 3.6 189 120 69
백화 74 2.2 165 81 84
수리 1 1.0 1 1 0
금수 22 2.3 50 26 24

핌피아 121 1.1 135 59 76
계 277 - 547 294 253

 그러므로 품종에 따라 기내 선발율이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Seiichi 등(1995)이 genotype에 의
해 식물체 재분화율이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것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표 4. ‘09년 품종별 형질전환체 증식

품 종 재분화 
식물체

계통당
식물체수

형질전환체 증식 
계 고사주 식물체

금수 22 2.3 68 26 42
핌피아 121 1.1 218 59 159
백화 169 2.2 561 81 480
천왕 22 2.3 50 26 24
주왕 75 3.6 265 120 145
계 409 - 1,162 312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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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 금수 주왕 핌피아
그림 3. C58C1 유전자 접종후 선발된 기내 식물체

  기내 형질전환체의 형질전환 여부를 확인코자 두 유전자에 대한 PCR검정을 그림4와 같이 확인한 
결과 형질전환 됨을 확인하였다.

1 lane : 100bp ladder
2 lane : Control(핌피아 모주)
3 lane : B-peru 유전자
4. lane : 핌피아 형질전환체
5 lane : Cpap1-D 유전자
6. lane : 핌피아 형질전환체
7 lane : Control(핌피아 모주)
8 lane : 100bp ladder

그림4. PCR검정에 의한 국화 형질전환체(핌피아 15-1(08.4.11접종)) 확인

그렇지만 Strip-bar 검정은 5품종 89개체를 하였으나 모두 bar유전자 밴드가 나타나지 않았다(표5와 그림5). 

표 5. 품종별 Strip-bar 검정 
품 종 계통수(개) 개체수 (개) 유․무
금수 10 11 무

핌피아 39 40 무
백화 16 16 무
샤론 5 5 무
주왕 14 17 무
계 84 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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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 품종 : 금수(1~5), 핌피아(7~8), 주왕(8~17), 백화(18~33) 

그림 5. 품종별 Immuno strip-bar 검정

  또한 기내 형질전환체를 온실에서 순화시킨 5품종 662개체의 식물체에 phosphinothricin을 살포하
였으나 모두 고사되어 형질전환 개체를 얻지 못하였다(표6과 그림6). 

표 6. 품종별 Phosphinothricin(PPT) 처리후 생존율 
품 종 계통수(개) 개체수 (개) 생존율
금수 16 33 0

핌피아 101 127 0
백화 158 384 0
천왕 1 2 0
주왕 71 116 0
계 347 662 0

살포전 살포후
그림 6. Phosphinothricin(PPT)살포에 의한 형질전환체 확인 

  Posphinothricin가 첨가된 배지에서 선발하여 배양하였음에도 재분화된 식물체가 형질전환되지 않
은 것은 식물체 재분화에 이용된 엽절편체로 부터 식물체로 분화되는 동안 phosphinothricin 내성을 
지닌 세포에서 생성하는 식물호르몬의 양으로 인접해 있는 정상세포 즉 형질전환 되지 않은 세포가 
생육할 수 있다는 보고(Scoristan 과 Melcher 1987, 정 등 1992, Aeom et al. 1996)와 유사한 현상
이 본 실험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형질전환 작물에 대한 생리적, 배수성 등 유전적인 
작용에 대한 보다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524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4. 적  요
  색소합성유전자인 B-peru 유전자와 Cpap1D유전자의 벡터를 제작하여 2008년 금수 등 17품종, 2009
년 가마 등 13품종을 색소합성유전자가 삽입된 아그로박테리움에 형질전환 시킨 결과는 아래와 같다.
 
  가. C58C1유전자는 B-peru 유전자와 cpap1D유전자를 pB7WG2D 운반체에 클로닝하여 C58C1 아그

로박테리움에 삽입하여 제작하였다.
  나. B-peru + cpap1D/pB7WG2D 운반체를 agro-infilteration을 이용하여 유전자 기능을 검정한 

결과 안토시아닌 색소가 발현되었다.
  다. ‘08년에 17품종의 8,389개 잎절편체를 유전자 접종한 결과 백화 등 11품종에서 1,156개가 식물

체로 재분화되어 재분화율은 1.2~46.4%이었으며, ’09년 13품종 6,192개 잎절편체를 접종한 결
과 백화 등 6개 품종에서 314개가 식물체로 재분화 되어 재분화율은 1.7~9.8% 이었다. 

  라. 기내 형질전환체는 ‘08년에 주왕 등 7품종에서 얻었으나 선발중 고사되고 주왕 69개체 등 4품
종 253개체를 얻었으며, ’09년에는 백화 480개체 등 5품종 모두에서 850개체를 얻었다.

  마. 기내 형질전환체를 Strip-bar 검정과 온실에서 순화시킨 형질전환체를 phosphinothricin 살포 
처리하였으나 형질전환체를 얻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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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색소합성유전자 형질전환에 의한 신품종 육성 생명공학 ’08~‘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한영희

 페튜니아 색소합성유전자 형질전환체 육성 생명공학 ’08~‘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한영희

색인용어 페튜니아, 형질전환, 색소합성, B-peru유전자, Cpap1-D유전자

ABSTRACT
  Thes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make vector by anthocyanin biosynthetic gene ligated 
B-peru and Cpap1D gene, and then to introduce anthocyanin biosynthetic gene in Petunia 
hybrida 8 varieties in 2008 and 2009 by Agrobacterium mediated. The vector were made 
Agrobacterium C58C1 containing the binary vector pB7WG2D carrying B-peru and Cpap1D 
gene. Pigment was revealed that the binary vetor(B-peru and Cpap1D/pB7WG2D) was 
infiltered into leaf. The shoot obtained 191 plants in 7 varieties these were selected from 
16,890 leaf discs by cocultivation with Agrobacterium suspension cultured on MS medium. 
Purple plant regeneration get 22 plants from 2 varieties among 762 plants in 4 varieties 
obtained from shoots to plant regeneration. But these were not confirmed transformants by 
PCR and strip bar test and were blighted by sprayed phospinothricin in greenhouse.   

Key words : Petunia, Transformation, Anthocyanin biosynthetic gene, B-peru and Cpap1D g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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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꽃의 선택은 화훼작물의 특성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소비자들은 주로 꽃색을 보고 선택한다. 화훼 
육종가들은 품종 육성에 꽃색을 가장 큰 요인으로 여겨 육종해 왔지만 꽃색을 변화 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다양한 꽃색을 나타나기 위해 유전공학적 방법을 이용하면 기존에 그 작물에 발현되지 않는 
색을 발현 시킬 수 있다(Meyer 등 1987, Kim 1998, Kim 1998, Dolgov 등 1997, Florigene 2003). 
  식물체에서 관여하는 색소는 플라보노이드, 카로티노이드, 베타라인이 있다. Flavonoid는  액포에 
축적되는 2차 대사물질로서 chalcone, flavonone, flavone, flavonol, anthocyanin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액포에 집적된 anthocyanin에 의해 색깔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Kim 1999, Kevin 
등 1997, Park 등 2002, 林雅亭과 黃鵬林 2000). 
  색소합성유전자(MYB)은 여러 작물에서 분리하였다. 옥수수 조직에서 안토시아닌 축적은 C1괴 PL이 
CHS, DFR과 UFGT 같은 많은 안토시아닌 생화합성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 유도된다(Cone과 Burr 
1989). 일본에서는 사과에서 MYB전사 유전자를 분리 및 동정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담배와 배추에 
MYB전사 유전자를 삽입시켜 붉은색 발현을 확인하였다.
  페튜니아는 꽃의 색과 모양이 아름다워 플라워상자, 베란다, 화단조성용으로 많이 길가에 식재하고 
있다. MYB전사 유전자를 삽입시켜 자주색을 가진 페튜니아를 볼 수가 있어 관상가치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B-peru유전자와 Cpap1-D유전자을 합성시킨 색소합성유전자가 삽입된 Agrobacterium 
균주를 이용하여 페튜니아 품종의 절편체를 형질전환시켜 화색 특성검정을 통해 신품종을 육성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1) 시험재료

  시험품종은 라일락아이스 등 8품종을 2008년과 2009년에 기내 배양된 식물체를  시험재료로 사용
하였다. 절편체는 잎 (사방 0.5mm)을 NAA 0.5mg/L, BA 1.0mg/L, Sucrose 2g/L를 첨가한 MS배지
에 치상하여 7일간 암 배양한 후에 2,000lx에 16시간 명배양 하였다.

2) 벡터제작, 균주 및 배양
  앞에서 언급된 「국화 색소합성유전자 형질전환체 육성」시험에서와 동일하게 유전자의 벡터제작과 
안토시아닌 색소합성유전자 기능검정을 하였다.

3) 형질전환
  Agrobacterium 균주를 spectinomycin 50mg/L과 rifapicin 50mg/L가 첨가한 LB배지에 접종하여 2
8℃에 250rpm에 3일간 인큐베이터에서 진탕배양하여 이용하였다(OD540 = 0.7~1.0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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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obacterium균주 접종은 1주일간 암배양시켜 캘루스가 형성된 절편체를 균 넣은 페트리디쉬에 20
분간 담가 서서히 흔들어 주었다. 그런 후 여과지(#2)위에서 절편체를 놓고 2~5분간 건조시킨 후에 
NAA 0.5㎎/L, BA 1.0㎎, Sucrose 3g/L가 첨가된 MS배지에 치상하여 28℃에 암 배양 3일 동안 배양
하였다. 공동배양된 절편체를 cefotaxim 200㎎/L 넣은 튜브에 5분 정도 담가 서서히 흔들어 균을 박
멸시킨 다음 절편체를 여과지 위에 놓아 3~5분 정도 건조시킨 후에 phosphinothricin 1.0㎎/L 첨가한 
앞에서 언급된 MS배지에 치상하여 25±2℃에 2,000lx 16시간에서 4주간 3회 배양을 하였다.

4) 형질전환체 확인 및 검정
(1) PCR분석

  Genomic DNA는 형질전환과 비형질전환체의 기내 식물체로부터 분리하였다. B-peru유전자과 
Cpap1D유전자의 프라이머는 각각 증폭하였고 PCR mixture는 1 unit의  taq ploymerase, 2.5mM 
dNTP mixture, 20pM primer, 20ng 추출된 DNA를 포함 하였다. PCR 조건은 94℃에 1분, 4분, 49℃
에 1.5분 72℃에 1분으로 구성하여 45회를 하였다. 증폭된 DNA는 1%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여 
이미지분석기를 통해 형질전환 여부를 확인하였다.

(2) Strip bar검정 및 Phosphinothricin 살포
  Strip bar는 기내 또는 온실에 순화된 식물체를 에펜도르프튜브에 채취하여 식물체를 갈아서 액을 
만들어 PAT(Phosphinothricin acetyltrinsferase)이 발현되는 strip bar를 담가 물올림을 시켜 형질
전환체를 확인하였으며, Phosphinothricin 살포는 온실에서 순화시킨 식물체에 Phosphinothricin 
3mg/L을 살포하여 생존개체수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색소합성유전자 클로닝 및 유전자 기능 검정 

  기본벡터인 pB7WG2D를 사용하여 B-peru유전자와 cpap1D유전자를 pB7WG2D운반체에  cloning하
였다. cloning은 1단계로 B-peru/pB7WG2D을 HindⅢ로 하여 -rol-GFP-T35S의 영역이 절단되어 
CIP처리와 elution하였고, 2단계로 cpap1D/pB7WG2D를 이용하여 양쪽 끝에 HindⅢ site를 넣어 
primer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한 결과 P35S-cpap1D-T35S의 산물이 증폭되어 HindⅢ를 처리한 후 
elution시켰다. 1단계인 B-peru유전자 산물과 cpap1D유전자의 산물을 ligation후 선발하였다. 제작된 
B-peru+cpap1D/pB7WG2D의 유전자를 엽에 infilteration시킨 결과  B-peru+cpap1D유전자 모두 색
소가 발현됨을 확인하였다(「국화 색소합성 유전자 형질전환체 육성」시험의 그림1과 2 참조).

나. 식물체 형질전환 및 형질전환체 확인
  품종별 치상수 및 식물체 재분화를 표1에서 보면 화이트 등 8품종의 엽 16,890개를 치상하여 191개
의 식물체가 재분화 되었다. 품종별로 보면 핑크몬, 라일락아이스 순으로 많았고 미드나잇이 가장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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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품종별 치상수 및 식물체 재분화
품 종 치상수 오염 고사 캘루스 캘루스+재분화
화이트 1,888 377 350 1,144 18

미드나잇 1,006 441 26 541 4
라벤더핑크 2,628 772 26 1,832 0
블루스타 2,490 548 0 1,890 10
레드스타 1,857 431 1 993 31

라일락아이스 1,237 834 0 371 37
핑크몬 3,361 1,105 144 2,051 70

람블린화이트 2,423 1,020 10 1,372 21
8품종 16,890 5,528 557 10,094 191

  재분화된 절편체를 증식배지에서 계대배양된 형질전환체를 표2와 같다. 라일락아이스 품종이 16개 
절편체에서 117개 식물체를 얻었고, 다음이 핑크몬, 블루스타 순으로 많았으며 라일락아이스와 핑크몬
에서 색이 발현되었다(그림3).
표 2. 품종별 형질전환체 

품 종 재분화절편수 계통수 식물체
미드나잇 2 4 4
블루스타 5 16 16

라일락아이스 16 117 117
 핑크몬 16 36 36

계 39 173 173

블루스타 형질전환체 핑크몬 형질전환체

라일락아이스 형질전환체 미드나잇 형질전환체
그림3. 품종별 형질전환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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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종별 형질전환에 의한 색소유전자 발현 식물체 형태를 표3에서 보면 라일락아이스는 397개체를 
치상하여 16개체, 핑크몬은 317개체를 치상하여 6개체가 자주색 식물체가 나왔으나 라벤더핑크와 블
루스타는 색이 발현되지 않았다.

표 3. 품종별 형질전환 식물체 형태

품 종 계통 식물
체수 고사 오염

식물체 형태
녹색엽 자주색

하엽 줄기 식물체
라벤더핑크 8 8 2 0 - - - -

라일락아이스 311 397 55 3 203 107 39 16
블루스타 31 40 20 0 24 - - -
핑크몬 282 317 108 2 180 17 0 6

계 632 762 185 5 407 124 39 22

  발현된 형질전환체를 그림4 와 같이 PCR검정한 결과  B-peru 유전자와 Cpap1-D 유전자 모두에서 
밴드가 나타나지 않았다.

B-peru 유전자

Cpap1-D 유전자

1 lane : 100bp ladder
2 lane : C58C1유전자
3 lane : Control(라일락아이스 모주)
4 lane : Control(핑크몬 모주)
5~9 line 라일락아이스 형질전환체
10 line 핑크몬 형질전환체
11~14 라일락아이스 형질전환체
15 lane : 100bp ladd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그림 4. 형질전환체 PCR검정

  또한 발현된 형질전환체를 표4와 그림5에서 strip-bar검정을 하였으나 밴드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들 개체들에 대해 phospinothricin 처리하였으나 모두 생존개체를 얻지 못하였다(표5와 그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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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품종별 Strip-bar 검정 
품 종 계통수(개) 개체수 (개) 유․무

라일락아이스 141 167 무
핑크몬 14 15 무

계 155 18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핑크몬 1~2, 라일락아이스 3~25, 라일락아이스 26~43, 핑크몬 44~50.

그림 5. 품종별 Immuno strip-bar 검정

표5. 품종별 Phosphinothricin 처리후 생존율
품 종 구분 계통수

(개) 개체수 (개) 생존율

라일락아이스
형질전환체 359 506 0

비형질전환체 - 58 0

핑크몬
형질전환체 53 70 0

비형질전환체 - 35 0

라벤더핑크
형질전환체 3 3 0

비형질전환체 - 5 0

블루스타
형질전환체 1 1 0

비형질전환체 -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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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포전 살포후
그림 6. Phosphinothricin(PPT)처리에 의한 형질전환체 확인

  안토시아닌에 의한 적색 발현은 유전적으로, 생육불량, 질소, 저온, 광조건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서 결정된다(Ban S. et al. 2007). 본시험에서 기내에서 안토시아닌이 기내 식물체에서 발현되는 것
은 엽절편체 접종후 아그로박테리움 사멸과 phospinothricin이 첨가된 배지에서 생육이 약화 상태에
서 색이 발현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또한 형질전환체가 얻지 못하는 것은 phospinothricin이 
첨가된 배지에서 선발하여 배양하였음에도 재분화된 식물체 모두 형질전환되지 않은 것은 식물체 재
분화에 이용된 엽절편체로부터 식물체로 분화되는 동안 항생제 내성을 지닌 세포에서 생성하는 식물
호르몬의 양으로 인접해 있는 정상세포 즉 형질전환되지 않은 세포가 생육할 수 있다는 보고
(Scoristan 과 Melcher 1987, 정 등 1992, Aeom et al. 1996)와 유사한 현상이 본 실험에서도 나타
난 것으로 판단된다. 

4. 적  요
  색소합성유전자인 B-peru 유전자와 Cpap1D유전자의 벡터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벡터는 라일락아
이스 등 8품종을 2년에 걸쳐서 형질전환시켜 신품종을 육성하고자 수행하였다.  

  가. C58C1유전자는 B-peru 유전자와 Cpap1D유전자를 pB7WG2D 운반체에 클로닝하여 C58C1 
아그로박테리움에 형질전환하였다.

  나. B-peru + cpap1D/pB7WG2D 운반체를 agro-infilteration을 이용하여 유전자 기능을 검정한 
결과 색소가 발현되었다.

  다. 페튜니아 8품종에서 16,890개의 엽절편체를 치상하여 유전자 접종한 결과 식물체 재분화는 핑
크몬 등 70개체 등 7개 품종에서 191개체를 얻었다

  라. 기내 형질전환체는 라일락아이스 등 4품종에서 632계통 762개체를 얻었으며 그중 자주색 식물
체는 라일락아이스 16개체, 핑크몬 6개체가 발현하였다. 

  마. 기내 형질전환체를 PCR검정과 Strip-Bar 검정을 하였으나 형질전환체를 확인 못하였으며 또한 
온실에서 순화시킨 형질전환체를 Phosphinothricin을 처리하였으나 생존개체를 얻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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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나리 바이러스 저항성 신품종 육성 생명공학 '05~'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소호섭

 나리 바이러스 저항성 형질전환 생명공학 '05~'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소호섭

색인용어  나리, 바이러스 저항성, 형질전환

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develop the resistant lily of cucumber mosaic virus 
(CMV) and lily symptomless virus (LSV) offending lily cultivation. Virus resistant genes, 
CMV coat protein (CP) and LSV CP were used to optimize parameters required for 
agrobacterium transformation of bulblets of lily (Asca, Barbarisco, Georgia, Marcopolo, 
Montecristo, Simplon, Sorbonne, and Tiber). For transformation of lily bulblet, were 
co-cultured with plasmid DNA containing CMV CP, LSV CP under the Orysa sativa 
Cytochrome C1 (OsCc1) promoter and the bar genes under the cauliflower mosaic virus 
(CaMV 35S) promoter. 171 plants contained the CMV resistant transgene, and 202 plants 
contained the LSV resistant transgene were regenerated. These virus resistant transformants 
were required the progeny test and the fixation of transformants.

Key words : lily, virus resistance,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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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나리를 재배할 때 가장 문제시 되고 있는 바이러스는 Lily symptomless virus (LSV), Cucumber 
mosaic virus (CMV), Tulip breaking virus (TBV)로 알려져 있으며, 바이러스 감염은 나리의 품종
과 바이러스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한 가지 보다 두 종류 이상의 바이러스가 복합 감염되어 있을 때 
피해가 심하다(01, 2004).
  바이러스 방제는 토양소독 및 이병주 제거, 잡초 제거 또는 살충제를 살포하여  매개충을 근절하는 
방법이 있지만 완전한 방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자생물학적 기법을 이용한 바이러스 저항성 작물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전자 전환에 의한 나리 바이러스 저항성 작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오이 모자이
크 바이러스 (CMV)와 나리 무증상 바이러스 (LSV)의 외피 단백질을 과발현(over expression)하는 
pMJ101벡터와 RNAi를 일으키는 pMJ201 벡터에 삽입시켜 바이러스 저항성 나리를 육성하고자 수행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벡터

  나리 바이러스 외피 단백질의 일부 유전자인 CMV CP, LSV CP 유전자를 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서, 식
물 형질전환용 바이너리 벡터인 pMJ101과 pMJ201 벡터는 GG바이오에서 분양받아 pMJ101+CMVCP, 
pMJ101+LSVCP, pMJ201+CMVCP, pMJ201+ LSVCP 바이러스 저항성 바이너리 벡터를 제작하였다. 

나. 형질전환용 아그로박테리움 및 균주 증식
  나리 형질전환을 위한 agrobacterium 균주는 LBA4404로써 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서 분양받아 
HB101 벡터와 바이러스 저항성 바이너리 벡터와 함께 tri parental mating(TPM) 방법으로 아그로박
테리움에 형질전환시켰다. 배양된 균주의 콜로니는 spectinomycin 100mg/L 첨가된 액체 YEP(10mg/L 
peptone, 10g/L yeast extract, 5g/L NaCl)배지에 3ml 접종하여 28℃에서 250rpm으로 2일간 진탕 
배양하여 증식한 후 플라스미드 DNA를 추출하여 아그로박테리움에 삽입되었는지를 PCR을 통해서 확
인하였다.

다. 형질전환
  나리 형질전환을 위하여 agrobacterium 균주를 tetracyclin 10mg/L와 spectinomycin 50mg/L를 
첨가한 MS배지에 접종하여 28℃ 인큐베이터에서 250rpm으로 3일간 진탕 배양하였다 (OD500 = 
0.7~1.0 범위). 페트리디쉬에서 1주일간 암배양시킨 인편 조각과 agrobacterium 균주를 넣고 20분간 
서서히 흔들어 주었다. 그리고 여과지(No. 2) 위에 인편을 올려 놓고 2~5분간 건조시킨 후에 NAA 
0.1㎎/L이 첨가된 MS배지에 치상하여 25℃에 4일 동안 암조건 하에서 배양하였다. 공동배양된 인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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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을 cefotaxim 250㎎/L이 함유된 코니칼 튜브에 3회 흔들어 아그로박테리움 균을 박멸시킨 다음 
인편을 다시 여과지 위에 올려놓아 3~5분 정도 건조시킨 후 NAA 0.1㎎/L와 BA 1.0㎎/L이 첨가된 
MS배지에 치상하여 25℃, 7일간 암조건 하에서 배양하였다. 7일 후부터 25℃에서 16시간 명배양하였
다. 형질전환 나리 기내선발은 인편에서 재분화된 개체를 PPT 2.0mg/L가 첨가된 MS배지에서 생존한 
개체를 1차로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재분화 개체를 PPT 3.0mg/L가 첨가된 MS배지에서 생존하는 2차
로 선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품종별 바이러스 저항성 1차 형질전환에 따른 재분화율 및 고사율

  형질전환에 의한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CMV) 저항성 나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CMV 외피 단백질
을 과발현하는 pMJ101+CMVCP 바이너리 벡터가 포함된 아그로박테리움 균주를 Asca 등 8품종의 인
편에 치상하여 1차 형질전환하였다 (표 1). Asca 품종은 140개 인편을 치상하여 10개가 식물체로 재
분화하여 7%의 재분화율을 보여 8품종 중에서 가장 높았다. Barbarisco와 Georgia 품종은 각각 93개
와 110개 인편을 치상하였지만 식물체로 재분화한 개체가 없었다. Marcopolo 품종은 82개 인편을 치
상하여 1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1%이며, Montecristo 품종은 78개 인편을 치상하
여 3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4%, Simplon 품종은 40개 인편을 치상하여 1개가 나
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3%이며, Sorbonne 품종은 109개 인편을 치상하여 4개가 나리 식
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4%, Tiber 품종은 118개 인편을 치상하여 1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
하여 재분화율이 1%이며, 85개 인편은 재분화되지 않고 고사하여 72%의 고사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pMJ101+CMVCP 바이너리 벡터가 포함된 아그로박테리움 균주를 Asca 등 8품종 770개 인편에 치상
한 결과 20개가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2.6%이며, 455개가 고사하여 59.1%의 고사율을 보
였다.

표 1. pMJ101+CMVCP
품 종 명 치상수 (개) 재분화수 (개) 재분화율 (%) 고사수 (개) 고사율 (%)

Asca 140 10 7 94 67
Barbarisco 93 0 0 67 72
Georgia 110 0 0 5 5

Marcopolo 82 1 1 81 99
Montecristo 78 3 4 38 49

Simplon 40 1 3 39 98
Sorbonne 109 4 4 46 42

Tiber 118 1 1 85 72
8종 770 20 2.6 455 59.1 



 Ⅳ. 환경농업연구 ∙ 539

  pMJ201 벡터를 이용하여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CMV) 저항성 나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pMJ201+CMVCP 
바이너리 벡터가 포함된 아그로박테리움 균주를 Asca 등 8품종의 인편에 치상하여 형질전환하였다(표 
2). Asca 품종은 147개 인편을 치상하여 3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2%이며, 109개 
인편은 재분화되지 않고 고사하여 74%의 고사율을 나타냈다. Barbarisco, Georgia 및 Montecristo 
품종은 각각 100개, 152개와 96개의 인편을 치상하였지만 식물체로 재분화한 개체가 없었다. 
Marcopolo 품종은 52개 인편을 치상하여 9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17%이며 8품종 
중에서 가장 높은 재분화율을 보였다. Simplon 품종은 102개 인편을 치상하여 1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1%이며, Sorbonne 품종은 132개 인편을 치상하여 2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
화하여 재분화율이 2%, Tiber 품종은 114개 인편을 치상하여 5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
율이 4%이며, 76개 인편은 재분화되지 않고 고사하여 67%의 고사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pMJ201+CMVCP 바이너리 벡터가 포함된 아그로박테리움 균주를 Asca 등 8품종 895개 인편에 치상
한 결과 20개가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2.2%이며, 594개가 고사하여 고사율이 66.4%였다.

표 2. pMJ201+CMVCP
품 종 명 치상수 (개) 재분화수 (개) 재분화율 (%) 고사수 (개) 고사율 (%)

Asca 147 3 2 109 74
Barbarisco 100 0 0 87 87
Georgia 152 0 0 34 22

Marcopolo 52 9 17 48 92
Montecristo 96 0 0 44 46

Simplon 102 1 1 100 98
Sorbonne 132 2 2 96 73

Tiber 114 5 4 76 67
8종 895 20 2.2 594 66.4 

  pMJ101 벡터를 이용하여 나리 무증상 바이러스(LSV) 저항성 나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pMJ101+LSVCP 바이너리 벡터가 포함된 아그로박테리움 균주를 Asca 등 8품종의 인편에 치상하여 
형질전환하였다(표 3). Asca 품종은 112개 인편을 치상하여 6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
율이 5%를 보였다. Barbarisco 품종은 100개 인편을 치상하여 6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
화율이 6%이며, Georgia 품종은 115개 인편을 치상하였지만 식물체로 재분화한 개체가 없었고, 
Marcopolo 품종은 50개 인편을 치상하여 1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2%이며, 
Montecristo 품종은 122개 인편을 치상하여 8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7%, 
Simplon 품종은 68개 인편을 치상하여 1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1%이며, 
Sorbonne 품종은 115개 인편을 치상하여 10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9%, Tiber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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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 112개 인편을 치상하여 8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7%이며, 59개 인편은 재분
화되지 않고 고사하여 53%의 고사율을 나타냈다. 따라서 pMJ101+LSVCP 바이너리 벡터가 포함된 아
그로박테리움 균주를 Asca 등 8품종 794개 인편에 치상한 결과 40개가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
율이 5.0%이며, 441개가 고사하여 55.5%의 고사율을 보였다.

표 3. pMJ101+LSVCP
품 종 명 치상수 (개) 재분화수 (개) 재분화율 (%) 고사수 (개) 고사율 (%)

Asca 112 6 5 97 87
Barbarisco 100 6 6 72 72
Georgia 115 0 0 24 21

Marcopolo 50 1 2 48 96
Montecristo 122 8 7 37 30

Simplon 68 1 1 67 99
Sorbonne 115 10 9 37 32

Tiber 112 8 7 59 53
8종 794 40 5.0 441 55.5 

  pMJ201 벡터를 이용하여 나리 무증상 바이러스(LSV) 저항성 나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pMJ201+LSVCP 바이너리 벡터가 포함된 아그로박테리움 균주를 Asca 등 8품종의 인편에 치상하여 
형질전환하였다(표 4). Asca 품종은 108개 인편을 치상하여 3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
율이 3%이며, Barbarisco 품종은 90개 인편을 치상하여 3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3%, Georgia 품종은 126개 인편을 치상하였지만 식물체로 재분화한 개체가 없었으며, Marcopolo 품
종은 72개 인편을 치상하여 8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11%의 재분화율을 보여 8품종 중에서 가
장 높았다. Montecristo 품종은 124개 인편을 치상하여 2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2%이며, Simplon 품종은 71개 인편을 치상하여 2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3%, 
Sorbonne 품종은 134개 인편을 치상하여 14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10%이며, 
Tiber 품종은 106개 인편을 치상하여 1개가 나리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1%의 재분화율을 보였다. 따라서 
pMJ201+LSVCP 바이너리 벡터가 포함된 아그로박테리움 균주를 Asca 등 8품종 831개 인편에 치상한 
결과 33개가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4.0%이며, 463개가 고사하여 고사율이 55.7%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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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MJ201+LSVCP
품 종 명 치상수 (개) 재분화수 (개) 재분화율 (%) 고사수 (개) 고사율 (%)

Asca 108 3 3 72 67
Barbarisco 90 3 3 55 61
Georgia 126 0 0 24 19

Marcopolo 72 8 11 69 96
Montecristo 124 2 2 61 49

Simplon 71 2 3 70 99
Sorbonne 134 14 10 59 44

Tiber 106 1 1 53 50
8종 831 33 4.0 463 55.7 

나. 2009년 품종별 바이러스 저항성 형질전환 및 형질전환체 재분화율
  2009년 형질전환에 의한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CMV) 저항성 나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CMV 외피 
단백질을 과발현하는 pMJ101+CMVCP 바이너리 벡터가 포함된 아그로박테리움 균주를 Asca 등 8품
종의 인편에 치상하여 2차 형질전환하였다 (표 5). Asca 품종은 2009년 8월 24일 84개 인편을 1회 
치상하였지만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지 못했다. Barbarisco 품종도 2009년 8월 17일 36개 인편, 
9월 14일 82개 인편을 2회 치상하였지만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지 못했다. Georgia 품종은 같은 
해 8월 31일 1,867개 인편을 1회 치상하여 42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획득하여 2%의 재분화율
을 보였다. Marcopolo 품종도 같은 해 9월 7일 40개 인편을 1회 치상하여 1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
체를 획득하여 3%의 재분화율을 보였다. Montecristo 품종은 2009년 4월 26일 109개 인편, 10월 26
일 90개 인편을 2회 치상하였지만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지 못했으나, 같은 해 8월 3일 48개 인
편을 치상하여 4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획득하였다. Simplon 품종은 8월 10일 64개 인편을 치
상하였을 경우 2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었으나, 10월 19일 101개의 인편을 2차 치상하였을 
때는 형질전환 식물체를 획득하지 못했다. Sorbonne 품종도 Simplon 품종과 마찬가지로 7월 27일 
42개 인편을 치상하였을 경우 2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었으나, 9월 21일 50개의 인편을 2차 
치상하였을 때는 형질전환 식물체를 획득하지 못했다. Tiber 품종도 Sorbonne과 Simplon 품종과 마
찬가지로 7월 20일 53개 인편을 치상하였을 경우 7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었으나, 8월 31일 
73개의 인편을 2차 치상하였을 때는 형질전환 식물체를 획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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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pMJ101+CMVCP
품 종 명 접종일 치상수 (개) 재분화수 (개) 재분화율 (%)

Asca 09.8.24 87 0 0
Barbarisco 09.8.17 36 0 0
" 09.9.14 82 0 0
Georgia 09.8.31 1,867 42 2
Marcopolo 09.9.7 40 1 3
Montecristo 09.04.26 109 0 0
" 09.08.03 48 4 8
" 09.10.26 90 0 0
Simplon 09.08.10 64 2 3
" 09.10.19 101 0 0
Sorbonne 09.7.27 42 2 5
" 09.9.21 50 0 0
Tiber 09.7.20 53 7 13
" 09.8.31 73 0 0

8종 2,742 58 2.1 
  따라서 pMJ101+CMVCP 바이너리 벡터가 포함된 아그로박테리움 균주를 Asca 등 8품종 2,742개 
인편에 치상한 결과 58개가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2.1%를 보였다.
  pMJ201 벡터를 이용하여 오이 모자이크 바이러스(CMV) 저항성 나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2009년 
pMJ201+CMVCP 바이너리 벡터가 포함된 아그로박테리움 균주를 Asca 등 8품종의 인편에 치상하여 
2차 형질전환하였다(표 6). Asca 품종은 2009년 8월 24일 79개 인편을 1회 치상하였지만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지 못했다. Barbarisco 품종도 2009년 8월 17일 50개 인편, 9월 14일 80개 인편을 
2회 치상하였지만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지 못했다. Georgia 품종은 같은 해 8월 31일 1,930개 
인편을 1회 치상하여 54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획득하여 3%의 재분화율을 보였다. Marcopolo 
품종도 같은 해 9월 7일 40개 인편을 1회 치상하여 1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획득하여 3%의 재
분화율을 보였다. Montecristo 품종은 2009년 4월 26일 106개 인편, 10월 26일 86개 인편을 2회 치
상하였지만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지 못했으나, 같은 해 8월 3일 59개 인편을 치상하여 11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획득하였다. Simplon 품종은 8월 10일 51개 인편을 치상하였을 경우 3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었으나, 10월 19일 102개의 인편을 2차 치상하였을 때는 형질전환 식물체
를 획득하지 못했다. Sorbonne 품종도 Simplon 품종과 마찬가지로 7월 27일 49개 인편을 치상하였
을 경우 3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었으나, 9월 21일 84개의 인편을 2차 치상하였을 때는 형질
전환 식물체를 획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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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pMJ201+CMVCP
품 종 명 접종일 치상수 (개) 재분화수 (개) 재분화율 (%)

Asca 09.8.24 79 0 0
Barbarisco 09.8.17 50 0 0
" 09.9.14 80 0 0
Georgia 09.8.31 1,930 54 3
Marcopolo 09.9.7 40 1 3
Montecristo 09.04.26 106 0 0
" 09.08.03 59 11 19
" 09.10.26 86 0 0
Simplon 09.08.10 51 3 6
" 09.10.19 102 0 0
Sorbonne 09.7.27 49 3 6
" 09.9.21 84 0 0
Tiber 09.7.20 60 1 2
" 09.8.31 60 0 0

8종 2,836 73 2.6 
  Tiber 품종도 Sorbonne과 Simplon 품종과 마찬가지로 7월 20일 60개 인편을 치상하였을 경우 1개
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었으나, 8월 31일 60개의 인편을 2차 치상하였을 때는 형질전환 식물체
를 획득하지 못했다. 따라서 pMJ201+CMVCP 바이너리 벡터가 포함된 아그로박테리움 균주를 Asca 
등 8품종 2,836개 인편에 치상한 결과 73개가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2.6%를 보였다.
  pMJ101 벡터를 이용하여 나리 무증상 바이러스(LSV) 저항성 나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2009년 
pMJ101+LSVCP 바이너리 벡터가 포함된 아그로박테리움 균주를 Asca 등 7품종의 인편에 치상하여 2
차 형질전환하였다(표 7). Asca 품종은 2009년 8월 24일 88개 인편을 1회 치상하였지만 재분화된 나
리 식물체를 얻지 못했다. Barbarisco 품종도 2009년 8월 17일 48개 인편, 9월 14일 80개 인편을 2
회 치상하였지만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지 못했다. Georgia 품종은 같은 해 8월 31일 1,826개 인
편을 1회 치상하여 71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획득하여 4%의 재분화율을 보였다. Montecristo 
품종은 2009년 4월 26일 108개 인편, 10월 26일 109개 인편을 2회 치상하였지만 재분화된 나리 식물
체를 얻지 못했으나, 같은 해 8월 3일 59개 인편을 치상하여 1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획득하였
다. Simplon 품종은 8월 10일 49개 인편을 치상하였을 경우 2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었으
나, 10월 19일 108개의 인편을 2차 치상하였을 때는 형질전환 식물체를 획득하지 못했다. Sorbonne 
품종도 Simplon 품종과 마찬가지로 7월 27일 58개 인편을 치상하였을 경우 4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
물체를 얻었으나, 9월 21일 75개의 인편을 2차 치상하였을 때는 형질전환 식물체를 획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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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pMJ101+LSVCP
품 종 명 접종일 치상수 (개) 재분화수 (개) 재분화율 (%)

Asca 09.8.24 88 0 0
Barbarisco 09.8.17 48 0 0
" 09.9.14 80 0 0
Georgia 09.8.31 1,826 71 4
Montecristo 09.04.26 108 0 0
" 09.08.03 59 1 2
" 09.10.26 109 0 0
Simplon 09.08.10 49 2 4
" 09.10.19 108 0 0
Sorbonne 09.7.27 58 4 7
" 09.9.21 75 0 0
Tiber 09.7.20 43 13 30
" 09.8.31 70 0 0

7종 2,721 91 3.3 
  Tiber 품종도 Sorbonne과 Simplon 품종과 마찬가지로 7월 20일 43개 인편을 치상하였을 경우 13
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었으나, 8월 31일 70개의 인편을 2차 치상하였을 때는 형질전환 식물
체를 획득하지 못했다. 따라서 pMJ101+LSVCP 바이너리 벡터가 포함된 아그로박테리움 균주를 Asca 
등 7품종 2,721개 인편에 치상한 결과 91개가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3.3%를 보였다.
  pMJ201 벡터를 이용하여 나리 무증상 바이러스(LSV) 저항성 나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2009년 
pMJ201+LSVCP 바이너리 벡터가 포함된 아그로박테리움 균주를 Barbarisco 등 7품종의 인편에 치상
하여 2차 형질전환하였다(표 8). Barbarisco 품종은 2009년 8월 17일 57개 인편을 치상하였지만 재분
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지 못했으나, 같은 해 9월 14일 66개 인편을 치상하여 2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
물체를 획득하였다. Georgia 품종은 같은 해 8월 31일 1,364개 인편을 1회 치상하여 32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획득하여 2%의 재분화율을 보였다. Marcopolo 품종도 같은 해 9월 7일 81개 인편을 1
회 치상하여 1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획득하여 1%의 재분화율을 보였다. Montecristo 품종은 
2009년 4월 26일 113개 인편, 10월 26일 80개 인편을 2회 치상하였지만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
지 못했다. Simplon 품종은 10월 19일 102개의 인편을 치상하였지만 형질전환 식물체를 획득하지 못
했다. Sorbonne 품종은 9월 21일 94개 인편을 치상하여 1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었다. Tiber 
품종도 8월 31일 67개의 인편을 치상하였을 때 2개의 재분화된 나리 식물체를 얻었다. 따라서 
pMJ201+LSVCP 바이너리 벡터가 포함된 아그로박테리움 균주를 Barbarisco 등 7품종 2,024개 인편
에 치상한 결과 38개가 식물체로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1.9%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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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pMJ201+LSVCP
품 종 명 접종일 치상수 (개) 재분화수 (개) 재분화율 (%)

Barbarisco 09.8.17 57 0 0
" 09.9.14 66 2 3
Georgia 09.8.31 1,364 32 2
Marcopolo 09.9.7 81 1 1
Montecristo 09.04.26 113 0 0
" 09.10.26 80 0 0
Simplon 09.10.19 102 0 0
Sorbonne 09.9.21 94 1 1
Tiber 09.8.31 67 2 3

7종 2,024 38 1.9 
  나리 캘러스의 재분화는 NAA 1uM 전후 단독처리 (박 등 2003)와 NAA 0.5mg/L와 BA 0.1mg/L을 
혼합처리한 (남과 김 2003) MS 배지에서 효율이 높았다고 보고한 반면 본 실험에 사용한 Asca 등 8
품종은 선행 연구에서 선발한 NAA 0.1mg/L와 BA 1.0mg/L이 첨가된 MS배지에서 식물체를 재분화하
였다. 나리는 'Harmony' 품종의 GUS 유전자 형질전환 (Langeveld 등 1995)와 화분 이용 GUS 유전
자 형질전환 (Park과 Park 2002)을 시작으로 유전자 총에 의한 형질전환 소인경과 CMV 저항성 형질
전환체를 10개체 획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남과 김 2004, Ahn 등 2004). 본 실험에서는 아그로박테
리움에 의한 형질전환으로 Asca 등 8품종에서 CMV 저항성 나리는 1차 40개체, 2차 131개체를, LSV 
저항성 나리는 1차 73개체, 2차 129개체의 형질전환체를 획득하였다.

4. 적  요
  나리를 재배할 때 가장 문제되는 바이러스인 CMV와 LSV에 저항성이 있는 품종을 분자적으로 육성
하기 위하여 pMJ101벡터와 pMJ201벡터를 이용하여 Asca 등 8품종에 형질전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품종별 바이러스 저항성 1차 형질전환에 따른 재분화율 및 고사율
○ CMV에 저항성이 있는 pMJ101+CMVCP 바이너리 벡터에 의한 형질전환시 Asca 등 8품종 770개 

인편을 치상하여 20개의 식물체가 형질전환되어 2.6%의 재분화율과 59.1%의 고사율을 보였고, 
pMJ201+CMVCP 바이너리 벡터의 경우 895개 인편을 치상하여 20개의 식물체가 형질전환되어 
2.2%의 재분화율과 66.4%가 고사되었다.

○ LSV에 저항성이 있는 pMJ101+LSVCP 바이너리 벡터에 의한 형질전환시 Asca 등 8품종 794개 인
편을 치상하여 40개의 식물체가 형질전환되어 5.0%의 재분화율과 55.5%의 고사율을 보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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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J201+LSVCP 바이너리 벡터의 경우 831개 인편을 치상하여 33개의 식물체가 형질전환되어 
4.0%의 재분화율과 55.7%가 고사되었다.

나. 2009년 품종별 바이러스 저항성 형질전환 및 형질전환체 재분화율
○ CMV에 저항성이 있는 pMJ101+CMVCP 바이너리 벡터에 의한 형질전환시 Asca 등 8품종 2,742개 

인편을 치상하여 58개의 식물체가 재분화되어 2.1%가 형질전환되었고, pMJ201+CMVCP 바이너리 
벡터의 경우 2,836개 인편을 치상하여 73개의 식물체가 재분화되어 2.6%가 형질전환되었다.

○ LSV에 저항성이 있는 pMJ101+LSVCP 바이너리 벡터에 의한 형질전환시 Asca 등 7품종 2,721개 
인편을 치상하여 91개의 식물체가 재분화되어 3.3%가 형질전환되었고, pMJ201+LSVCP 바이너리 
벡터의 경우 2,024개 인편을 치상하여 38개의 식물체가 재분화되어 1.9%가 형질전환되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형질전환 벡터에 따른 CMV와 LSV에 대한 저항성 나리 형질전환 개체를 Asca 등 
8품종에서 획득하여 분자 육종에 의한 신품종 육성의 기틀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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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결과 활용제목
○ 형질전환에 의한 CMV와 LSV 저항성 나리 형질전환체 선발 기술(기초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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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질전환에 의한 내충성 국화 신품종 육성 생명공학 '08~'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소호섭
 밤나방과 해충 저항성 국화의  
 분자생물학적 검정 생명공학 '08~'09 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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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용어  국화, 해충저항성, 형질전환, 분자생물학적 검정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o molecular biological test of insect resistant 
chrysanthemum (Dendranthema gradiflorum) plant. Insect resistant gene, cry1Ac1 was used 
to optimize parameters required for agrobacterium transformation of leaf discs of 
chrysanthemum (Gama, Gumsu, Baekhwa, Juwang, Taeyang, Garcia, KingFisher, and SR). 
For transformation of chrysanthemum leaves, were co-cultured with plasmid DNA containing 
cry1Ac1 (1,865bp) under the ribulose bisphosphate carboxylase oxygenase (rbcS) promoter and 
the bar genes under the cauliflower mosaic virus (CaMV 35S) promoter. And we selected two 
primer sets (993bp and 427bp) for the molecular biological test. 35 plants of Gama, 16 
plants of Gumsu, 50 plants of Baekhwa, 4 plants of Juwang, 16 plants of Taeyang, 9 plants 
of Garcia, 2 plants of KingFisher, and 3 plants of SR contained the insect resistant 
transgene were regenerated. These insect resistant transformants were required the 
molecular biological test and the progeny test.

Key words : Insect resistance, chrysanthemum, transformation, molecular biological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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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국화의 품종 개발은 교배 및 돌연변이 육종(Broertjes와 Lock 1985)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교배 성
공률이 낮고(Wolff 등 1993) 자가 불화합성이어서 교배 육종이 효과적이지 못하여 외래 유전자를 식
물체내로 도입하는 분자육종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생명공학의 발달로 식물체 형질전환용 운반체가 개발됨으로써 외부 유용유전자를 이종속간의 
식물체로 도입 발현시킴으로써 새로운 유전인자가 도입된 형질전환 식물체를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An 1987;, Hibi 1994). 외래 유전자를 식물세포내로 도입한 형질전환 식물을 얻는 기술은 
Herrera-Estrella 등(1983)에 의하여 담배에서 처음으로 완성되었다. Agrobacterium을 이용한 형질
전환 기술은 agrobacterium이 식물의 상처 부위를 통해 DNA 일부(T-DNA)를 기주 식물의 핵내 
DNA에 삽입함으로써 외래 유전자가 안정적으로 도입되는 장점이 있다(Hiei 등 1997).
  따라서 본 시험은 형질전환 기술에 의해 얻어진 밤나방과해충 저항성 국화의 분자생물학적 검정으
로 해충저항성 국화를 품종 등록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시험품종

  본 실험에 사용된 국화는 가마, 금수, 백화, 주왕, 태양, Garcia, KingFisher 및 SR 8품종을 원예
연구소에서  분양받아 조직배양 및 형질전환 재료로 사용하였다.

나. 형질전환용 binary vector 제작
  살충성 유전자인 cryⅠAc 유전자는 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서, pMJU벡터를 명지대에서 분양받아 
pMJRTB벡터를 제작하였다. pMJRTB벡터는 HB101벡터와 같은 helper 플라스미드와 함께 tri 
parental mating(TPM)을 하는 벡터로 사용하였다.

다. 균주 및 배양
  국화 형질전환을 위한 agrobacterium 균주는 LBA4404를 농업생명공학연구원에서 분양받아 사용하
였다. 배양된 균주의 콜로니는 spectinomycin 50mg/L 첨가된 액체 YEP (10mg/L peptone, 10g/L 
yeast extract, 5g/L NaCl)배지에 3ml 접종하여 28℃에서 250rpm으로 2일간 진탕 배양하였다.

라. 아그로박테리움 접종 및 박멸
   3일동안 전배양된 엽절편체의 아그로박테리움 접종은 O.D. 값이 0.8이 되는 agrobacterium 배양
액 25ml와 MS 액체배지로 혼합하여 총 25ml당 엽절편체 25개를 배양액에 섞은 후 28℃에서 30분 
동안 75rpm으로 진탕 배양하였다. 접종된 엽절편체는 멸균된 filter paper에서 엽절편체에 남아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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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액을 제거시킨 후 MS배지(agar 0.8%, sucrose 2% pH 5.7)에 치상하여 3일 동안 암상태에서 공
동배양하였다. 공동 배양 후 agrobacterium을 제거하기 위하여 250mg/L cefotaxime이 첨가된 MS 
액체배지에 5회 세척후 선발배지에 치상한후 16/8시간 명기/암기 주기로 조절되고 25℃를 유지하는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마. 형질전환체 기내선발
  선발배지에 치상한후 30일 부터 재분화된 식물체를 채취하여 동일한 선발배지에 기내 삽목하여 14
일간 관찰한후 생존 개체만 선발하였다. 1차 선발된 식물체는 선발마커의 2배의 농도가 첨가된 마커선
발 배지에 다시 기내 삽목하여 14일간 관찰한후 생존 개체만 선발하였다. 2차선발된 식물체는 2차 선
발배지에 다시 기내 삽목하여 14일간 관찰한후 생존 개체만 선발하였다. 선발배지는 MS 기본배지
(agar 0.8%, sucrose 2% pH 5.7)와 PPT 0.5mg/L이 첨가된 배지에 NAA 1.0mg/L + BA 1.0mg/L
을 처리한 배지에 국화 엽절편체를 치상하였고 28℃에서 16시간 명배양하고 30일간 배양한 후에 재분
화율을 조사하였다.

바. PCR(polymerase chain reaction) 검정
  시료조제는 PCR pre mix(코아 바이오텍) 4ul, cry1Ac1 유전자 내의 1.6kbp 크기의 프라이머를 디
자인한 sense primer 20pM, antisense primer 20pM, 국화 대조구를  포함한 형질전환체 어린 엽은 
바이오니아(K3030) 키트에서 추출된 genomic DNA template 약 20ng을 넣고 ddH2O로 전체 볼륨을 
20ul으로 적정한 후 spin down을  실시하여 PCR reaction을 시켰다. PCR(MJ research사) 프로그램
은 94℃에서 5min 동안 predenaturation, 94℃에서 1min동안 denaturation, 49℃에서 1.5min동안 
시킨후 primer annealing, 72℃에서 2min동안 primer extention시킨후 primer annealing과 primer 
extension을 35회 반복으로 반응시켰으며, 마지막으로 72℃ 7min을 반응시킨후 4ul를 전기영동에 이
용하였다. 1% agarose gel에 50×TAE stock buffer에서 0.5×TAE buffer 60ml을 조제한후 전자렌
지에서 1min간 agarose를 녹인 다음 천천히 식혔다. DNA intercalating agent인 EtBr 301.6ug을 
넣고 잘 섞어준 후 전기영동키트에서 gel을 조제하였다. 1kb ladder 마커와 함께 PCR산물 4ul를 
loading한 후 100v에서 20분간 전기영동한 다음 이미지분석기를 통하여 band를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DNA 분석

  밤나방과 해충에 대한 살충성 유전자인 cry1Ac1 유전자를 국화 내로 도입하기 위하여 제작된 바이
너리 벡터인 pMJU-RTB는 그림 1과 같다. pMJU 벡터에 Cla1과 Pst1 제한효소로 잘려진 rbcS 프로
모터 유전자를 1차 삽입 하였고 다시 Pst1 제한효소로 잘려진 cry1Ac1 유전자와 벡터를 ligation하여 
내충성 유전자 식물 형질전환 벡터를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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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JU-RTB 벡터는 transit peptide (TP)가 포함된 cry1Ac1 유전자가 발현하도록 프로모터는 식물 
엽록체 발현 특이성이 있는 rbcS (ribulose bisphosphate carboxylase oxygenase) 프로모터와 pinII 
터미네이터 유전자와 형질전환 식물체를 선발하기 위하여 마커로 사용하는 제초제 저항성 bar 유전자
를 발현하기 위하여 35S 프로모터와 nos 터미네이터 유전자로 구성되었다. 또한 식물 형질전환 효율
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RB (right border)와 LB (left border) 앞에 MAR (matrix attachment 
region) 유전자를 각각 삽입하였다.

그림 1. 내충성 유전자 형질전환 벡터인 pMJU-RTB 제작

  내충성 유전자인 cry1Ac1 유전자를 염기서열 분석한 결과 1,865bp로 구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2).

171141211281351421491561631701771841911981105111211191126113311401147115411611168117511821

CCATGGACAA CAACCCAAAC ATCAACGAAT GCATTCCATA CAACTGCTTG AGTAACCCAG AAGTTGAAGT ACTTGGTGGA GAACGCATTG AAACCGGTTA CACTCCCATC GACATCTCCT TGTCCTTGAC ACAGTTTCTG CTCAGCGAGT TCGTGCCAGG AGCTGGGTTC GTTCTCGGAC TAGTTGACAT CATCTGGGGT ATCTTTGGTC CATCTCAATG GGATGCATTC CTGGTGCAAA TTGAGCAGTT GATCAACCAG AGGATCGAAG AGTTCGCCAG GAACCAGGCC ATCTCTCGTT TGGAAGGATT GAGCAATCTC TACCAAATCT ATGCAGAGAG CTTCAGAGAG TGGGAAGCCG ATCCTACTAA CCCAGCTCTC CGCGAGGAAA TGCGTATTCA ATTCAACGAC ATGAACAGCG CCTTGACCAC AGCTATCCCA TTGTTCGCAG TCCAGAACTA CCAAGTTCCT CTCTTGTCCG TGTACGTTCA AGCAGCTAAT CTTCACCTCA GCGTGCTTCG AGACGTTAGC GTGTTTGGGC AAAGATGGGG ATTCGATGCT GCAACCATCA ATAGCCGTTA CAACGACCTT ACTAGGCTGA TTGGAAACTA CACCGACTAC GCTGTTCGTT GGTACAACAC TGGCTTGGAG CGTGTCTGGG GTCCTGATTC TAGAGATTGG GTGAGATACA ACCAGTTCAG GAGAGAATTG ACCCTCACAG TTTTGGACAT TGTGGCTCTC TTCCCGAACT ATGACTCCAG ACGTTACCCT ATCCGTACAG TGTCCCAACT TACCAGAGAA ATCTACACTA ACCCAGTTCT TGAGAACTTC GACGGTAGCT TCCGTGGTTC TGCCCAGGGT ATCGAAAGAT CCATCAGGAG CCCACACTTG ATGGACATCT TGAACAGCAT AACTATCTAC ACCGATGCTC ACAGAGGATA CTATTACTGG TCTGGACACC AGATCATGGC CTCTCCAGTT GGATTCTCCG GACCTGAGTT TACCTTTCCT CTCTATGGAA CTATGGGAAA CGCCGCTCCA CAACAACGTA TCGTTGCTCA ACTAGGACAG GGTGTCTACA GAACCTTGTC TTCCACCTTG TACAGAAGAC CCTTCAATAT CGGTATCAAC AACCAGCAAC TTTCCGTTCT TGACGGAACA GAGTTCGCCT ATGGAACCTC TTCTAACTTG CCATCCGCTG TTTACAGAAA GAGCGGAACC GTTGATTCCT TGGACGAAAT CCCACCACAG AACAACAATG TGCCACCCAG GCAAGGATTC TCCCACAGGC TTAGCCACGT GTCCATGTTC CGTTCCGGAT TCAGCAACAG TTCCGTGAGC ATCATCAGAG CTCCTATGTT CTCTTGGATT CACCGTTCTG CCGAGTTCAA CAACATCATC GCATCTGATA GTATTACTCA AATCCCTGCC GTGAAGGGAA ACTTCCTTTT CAATGGAAGC GTAATCAGCG GACCAGGATT CACTGGCGGA GATCTTGTGA GACTTAACAG CTCTGGCAAC AACATTCAGA ATAGAGGCTA CATCGAAGTT CCTATCCACT TCCCATCCAC ATCTACTAGA TACAGAGTTA GGGTTAGATA CGCCTCTGTG ACCCCAATCC ACCTTAACGT GAACTGGGGC AATTCATCTA TCTTCTCCAA CACCGTTCCA GCTACTGCTA CCTCACTCGA TAATCTTCAA TCCAGCGATT TTGGTTACTT CGAAAGTGCC AACGCATTCA CTTCTTCATT GGGCAACATC GTGGGTGTTA GGAATTTCAG CGGTACTGCA GGAGTGATCA TTGACAGATT CGAGTTCATT CCTGTTACTG CCACTCTTGA GGCTGAGTAC AATCTTTAAG GTACC 1865
그림 2. 내충성 유전자 염기서열 (sequencing)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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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로박테리움 형질전환에 의해 획득한 국화 식물체에서 내충성 유전자가 삽입  되었는지 확인하
기 위하여 cry1Ac1 유전자를 디자인한 결과 107번째 유전자에서 127번 유전자까지의 
21bp(5'-CATCGACATCTCCTTGTCCTT-3')를 sense primer 1로, 200번째 유전자에서 220번 유전자
까지의 20bp (5'-ATCTTTGGTCCATCTCA ATG-3')를 sense primer 2로, 607번째 유전자에서 626번 
유전자까지의 20bp (5'-A CTACACCGACTACGCTGTT-3')를 antisense primer 2로, 1,079번째 유전
자에서 1,099번 유전자까지의 21bp (5'-CAGAACCTTGTCTTCCACCTT-3')를 anti sense primer 1로 
명명하였으며 primer 1 (sense primer 1 + antisense primer 1)로 PCR 하였을 경우 유전자 산물의 
크기는 993bp이며, primer 2 (sense primer 2 + antisense primer 2)로 PCR 하였을 경우 유전자 
산물의 크기는 427bp가 되도록 primer를 2종 선발하였다.

나. 품종별 해충 저항성 형질전환체 선발
  형질전환에 의한 해충 저항성 국화를 개발하기 위하여 cry1Ac1 유전자를 발현하는 pMJU-RTB 바
이너리 벡터가 포함된 아그로박테리움 균주를 가마 등 8품종의 엽절편에 치상하여 형질전환하였다. 
가마 품종에 대한 내충성 유전자 형질전환으로 재분화 개체를 획득하였다 (표 1). 2009년 3월 5일 등 
7회에 걸쳐 1,061개의 엽절편체를 치상하여 총 35개의 재분화된 국화 식물체를 얻어 평균 3.3%의 재
분화율을 보였다. 재분화율은 치상일이 늦을수록 높은 경향이었으며 특히 9월 21일 치상한 엽절편체
에서 12개가 재분화하여 재분화율이 15%로 가장 높았다.

표 1. 가마 품종에 대한 내충성 형질전환체의 재분화
치상일 치상수 재분화수 재분화율

09. 3. 5 260 2 0.8
09. 5. 3 164 2 1.2
09. 5. 4 164 2 1.2
09. 6.20 259 3 1.2
09. 7.16 60 5 8.3
09. 8.31 74 9 12.2
09. 9.21 80 12 15.0

합계 1,061 35 3.3
  금수 품종에 대한 내충성 유전자 형질전환으로 재분화 개체를 획득하였다 (표 2). 2009년 2월 12일 
등 12회에 걸쳐 1,751개의 엽절편체를 치상하여 총 16개의 재분화된 국화 식물체를 얻어 평균 0.9%의 
재분화율을 보였다. 특히 7월 20일 엽절편체를 치상한 처리구에서 재분화율이 5.0%로 가장 높았으나, 
금수 품종은 가마 품종에 비해 낮은 재분화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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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금수 품종에 대한 내충성 형질전환체의 재분화
치상일 치상수 재분화수 재분화율

09. 2.12 108 1 0.9
09. 2.27 165 1 0.6
09. 3.12 363 2 0.6
09. 4.22 271 5 1.8
09. 5. 3 155 1 0.6
09. 5. 4 172 2 1.2
09. 6. 8 200 0 0
09. 7. 4 80 0 0
09. 7.20 40 2 5.0
09. 8.10 50 0 0
09. 8.24 76 2 2.6
09. 9. 7 71 0 0

합계 1,751 16 0.9
  백화 품종에 대한 내충성 유전자 형질전환으로 재분화 개체를 획득하였다 (표 3). 2009년 4월 7일 
등 13회에 걸쳐 1,856개의 엽절편체를 치상하여 총 50개의 재분화된 국화 식물체를 얻어 평균 2.7%
의 재분화율을 보였다. 한편 7월 16일 이후에 치상한 처리구는 8.0% 이상의 재분화율을 보였으며, 특
히 8월 31일 처리구에서 재분화율이 20.0%로 가장 높았다.
표 3. 백화 품종에 대한 내충성 형질전환체의 재분화

치상일 치상수 재분화수 재분화율
09. 4. 7 105 1 1.0
09. 4.17 110 0 0
09. 5.11 178 2 1.1
09. 5.12 195 2 1.0
09. 6.13 256 0 0
09. 6.20 252 0 0
09. 7. 4 250 0 0
09. 7. 9 148 0 0
09. 7.16 45 7 15.6
09. 7.20 103 9 8.7
09. 7.27 50 4 8.0
09. 8.24 74 7 9.5
09. 8.31 90 18 20.0

합계 1,856 50 2.7
  주왕 품종에 대한 내충성 유전자 형질전환으로 재분화 개체를 획득하였다 (표 4). 2009년 3월 12일 
등 7회에 걸쳐 834개의 엽절편체를 치상하여 총 4개의 재분화된 국화 식물체를 얻어 평균 0.5%의 재
분화율을 보였다. 주왕 품종은 다른 처리구의 품종에 비해 재분화율이 다소 낮은 품종이며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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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상하였을 때 재분화율이 1.1%로 치상일 중에서 가장 높았다.

표 4. 주왕 품종에 대한 내충성 형질전환체의 재분화
치상일 치상수 재분화수 재분화율

09. 3.12 140 1 0.7
09. 4.17 148 0 0
09. 5.11 130 1 0.8
09. 5.12 181 2 1.1
09. 8.10 81 0 0
09. 8.17 84 0 0
09.10. 5 70 0 0

합계 834 4 0.5
  태양 품종에 대한 내충성 유전자 형질전환으로 재분화 개체를 획득하였다 (표 5). 2009년 2월 27일 
등 7회에 걸쳐 824개의 엽절편체를 치상하여 총 16개의 재분화된 국화 식물체를 얻어 평균 1.9%의 재
분화율을 보였다. 2월 27일에 치상한 경우에 1개, 8월 3일은 15개의 재분화 개체를 획득하여 각각 
0.5와 21.7%의 재분화율을 보였고 6월 8일, 6월 20일, 8월 17일, 9월 7일과 10월 26일에 치상했을 
때는 재분화 개체를 획득하지 못했다.

표 5. 태양 품종에 대한 내충성 형질전환체의 재분화
치상일 치상수 재분화수 재분화율

09. 2.27 198 1 0.5
09. 6. 8 147 0 0
09. 6.20 209 0 0
09. 8. 3 69 15 21.7
09. 8.17 60 0 0
09. 9. 7 64 0 0
09.10.26 77 0 0

합계 824 16 1.9
  Garcia 품종에 대한 내충성 유전자 형질전환으로 재분화 개체를 획득하였다 (표 6). 2009년 2월 27
일 등 4회에 걸쳐 847개의 엽절편체를 치상하여 총 9개의 재분화된  국화 식물체를 얻어 평균 1.1%의 
재분화율을 보였다. 특히 4월 22일 치상한 경우에 1.7%의 재분화율로 치상일 중에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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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Garcia 품종에 대한 내충성 형질전환체의 재분화
치상일 치상수 재분화수 재분화율

09. 2.27 220 2 0.9
09. 3. 5 187 1 0.5
09. 3.12 198 2 1.0
09. 4.22 242 4 1.7

합계 847 9 1.1 
  KingFisher 품종에 대한 내충성 유전자 형질전환으로 재분화 개체를 획득하였다(표 7). 2009년 2월 
12일 등 3회에 걸쳐 466개의 엽절편체를 치상하여 총 2개의 재분화된 국화 식물체를 얻어 평균 0.4%
의 재분화율을 보였다. KingFisher 품종은 SR 품종과 더불어 재분화율이 가장 낮은 품종이었다.

표 7. KingFisher 품종에 대한 내충성 형질전환체의 재분화
치상일 치상수 재분화수 재분화율

09. 2.12 120 1 0.8
09. 3. 5 147 1 0.7
09. 6.13 199 0 0

합계 466 2 0.4 
  SR 품종에 대한 내충성 유전자 형질전환으로 재분화 개체를 획득하였다 (표 8). 2009년 4월 7일 
등 6회에 걸쳐 689개의 엽절편체를 치상하여 총 3개의 재분화된 국화 식물체를 얻어 평균 0.4%의 재
분화율을 보였다. 재분화율은 4월 7일 치상시 1.3%, 7월 27일 치상시 2.9%를 보였으나 5월 22일, 5
월 29일, 6월 26일, 7월 9일 치상하였을 경우 재분화 개체를 얻지 못하였으며, SR 품종은 
KingFisher 품종과 더불어 재분화율이 가장 낮은 품종이었다.

표 8. SR 품종에 대한 내충성 형질전환체의 재분화
치상일 치상수 재분화수 재분화율

09. 4. 7 77 1 1.3
09. 5.22 209 0 0
09. 5.29 180 0 0
09. 6.26 58 0 0
09. 7. 9 95 0 0
09. 7.27 70 2 2.9

합계 689 3 0.4
  외래 유전자를 식물세포내로 도입한 형질전환 식물을 얻는 기술은 Herrera-Estrella 등(1983)에 의
하여 담배에서 시작하여 다양한 vector를 가진 Agrobacterium tumefaciens을 이용한 국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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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dranthema grandiflora) 'Golden Glory'의 형질전환(김 등 1998), tomato spotted wilt 
virus(TSWV) 저항성 국화(Dendranthema grandiflora) ‘Polaris’의 형질전환(Sherman 1998), 벼의 
chitinase 유전자를 이용한 국화 ‘Kitamura’ 품종의 재빛곰팡이병(Botrytis cinerea)저항성 형질전환
체를 생산하였고(Takatsu 1999), 제초제 저항성 유전자(Choi 등 1996)와 바이러스 저항성 유전자
(Ishida 등 2002)등 유용 유전자의 도입을 통한 신품종의 육성과 백신과 같은 산업용 의약품 생산
(Haq 등 1995) 및 화색을 변경(김과 김, 1998)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식물체 내로 인공 합성한 Cry유전자들을 발현시키기 위하여 내충성 토마토(최 등 1993), 배추좀나방 
유충에 대한 살충력이 있는 배추(조 등 1997), 살충성 담배(이 등 1997), 밤나방과 해충 저항성 국화
(소 등 2008)를 개발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밤나방과 해충에 저항성이 있는 국화 형질전환체에 대하여 삽입  유전자의 분자생물
학적 검정에 필요한 프라머를 2종 선발하였으며 가마 35개체, 금수 16개체, 백화 50개체, 주왕 4개체, 
태양 16개체, Garcia 9개체, KingFisher 2개체와 SR 품종에서 3개체의 형질전환체를 획득하였다.

4. 적  요
  본 시험은 형질전환 기술에 의해 얻어진 밤나방과해충 저항성 국화의 분자생물학적 검정으로 해충
저항성 국화를 개발하고자 삽입 유전자의 DNA 분석과 가마 등 8품종에 대한 형질전환을 수행하였으
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국화 엽의 엽록체에 목표 유전자를 발현시키기 위하여 rbcS 프로모터와 살충성 유전자를 삽입하고, 

형질전환체를 선발하기 위한 bar 단백질이 함께 발현하는 형질전환 벡터를 제작하였다. 목표유전
자인 cry1Ac1은 1,865bp로 구성되었고 분자생물학적 검정을 위한 primer 2종 (993bp와 427bp)을 
선발하였음

나. 품종별 해충 저항성 유전자 형질전환한 결과 가마 품종은 1,061개 엽절편을  치상하여 35개체를, 
금수 품종은 1,751개 엽절편을 치상하여 16개체를, 백화 품종은 1,856개 엽절편을 치상하여 50개
체를, 주왕 품종은 834개 엽절편을 치상하여 4개체를, 태양 품종은 824개 엽절편을 치상하여 16
개체를, Garcia 품종은 847개 엽절편을 치상하여 9개체를, KingFisher 품종은 466개 엽절편을 
치상하여 2개체를, SR 품종은 689개 엽절편을 치상하여 3개체를 획득하였음 종합적으로 볼 때 해
충 저항성 국화 형질전환 개체를 가마 등 8품종에서 획득하여 분자 육종에 의한 신품종 육성의 
기틀을 제공하였고, 밤나방과 해충 저항성 유전자 (cry1Ac1) 형질전환시 분자생물학적 검정용 
primer를 2종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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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배 주요해충 환경친화적 방제체계 개발 작물보호
LS0703 ‘08~‘09 농업기술원

환경농업연구과 김성기
색인용어  배, 해충, 친환경자재

ABSTRACT
  Harmful insects were surveyed to find seasonal fluctuation for basic control measure at 
pear orchard, in 2008~2009. Grapholita molesta was occurred 4 times a year and showed 
peak at April in 2008, at August in 2009. Carposina sasakii was occurred 2 times a year. 
Aphis citricola occurred to peak at July, Tetranychus urticae at July in 2008, at August in 
2009. Psylla pyricola was increased at June~July and September in 2008, and showed to 
peak at June and July in 2009.
  To find an alternative for synthetic pesticide, methanol extracts from plant samples and 
friendly environmental commercial goods were tested for their insecticidal activity against 
Psylla pyricola and Tetranychus urticae
Among the plant extracts, extracts from Prunus genus showed over 80% insecticidal activity 
to Tetranychus urticae. And among the 17 commercial goods, seven commercial goods showed 
over 80% insecticidal activity to Tetranychus urticae. Also the methanol extracts from 
Albizzia and Melia genus and one commercial good showed over 70% insecticidal activity to 
Psylla pyricola. 

Key words : Pear, Plant extract, Ins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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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우리나라에서 배나무를 가해하는 해충중 문제가 되는 해충은 꼬마배나무이, 점박이응애, 복숭아순나
방, 잎말이나방, 가루깍지벌레 등이다. 꼬마배나무이는 배나무에 발생하는 해충중 가장 방제가 힘든 
해충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충과 성충 모두 배나무의 잎, 꽃봉오리, 과실 등을 흡즙하여 피해를 주며 
그을음병을 유발시켜 과일의 상품가치를 저하시킨다. 꼬마배나무이는 대개는 동계나 개화기 전후 기계
유 유제를 살포하여 방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방제효과가 낮기에 추가 방제가 필요하다
  사과에서 해충 발생에 관한 연구는 잎말이나방 발생동향(Choi et al., 2004), 동계 절지동물상(Lee 
et al., 1997), 나방류 해충발생(Park et al., 1977) 등 많이 연구되어 있지만, 배에서는 애모무늬잎말
이 나방의 성페로몬 조성(Yang et al., 2005), 가루깍지벌레의 가해양상(Park and Hong, 1992) 등 
미미한 실정이다. 
  친환경재배를 위해서는 화학농약의 사용을 줄이고 천연물이나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방제에 대한 
개발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식물추출물이나 미생물에서 유래한 생물농약은 선택성이 높고 생물 및 환
경에는 거의 해가 없어 안정성이 높고 친환경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천연물 유
래 제품은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원재를 수입판매하고 있으며 님오일, 제충국 등을 재료로 하여 혼합한 
것으로 원천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친환경 채소나 과수 재배농가들은 영양시비, 병해충 관
리를 위하여 자재를 개별 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뚜렷한 효과가 없고 일관된 효과를 얻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본 시험은 배의 친환경재배를 위한 배에 발생하는 해충의 발생소장을 조사하고 해충방제용 친환경
농자재 및 천연 살충소재를 선발하여 환경친화적 방제체계를 개발하고자 시험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시험 1> 배 해충 발생 소장 조사
가. 페로몬 트랩에 의한 주요 나방 발생(화성)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심식나방, 사과무늬잎말이나방,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의 발생소장 조사를 위
해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경기도농업기술원 배시험포장에서 2008년에는 5월~10월, 2009년에는 4
월~10월동안 조사하였다. 지면에서 약 1.5m높이에 4종 나방 각각의 성페로몬 윙트랩을 10m이상 간
격으로 설치하여 간섭을 최소화하였고, 매일 유인․포획되는 나방 수를 조사하였다. 성페로몬은 (주)그
린아그로텍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한달에 한번씩 성페로몬과 끈끈이를 교체하였다. 

나. 지역별 주요 해충 발생
  배나무에 피해를 주는 해충의 발생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화성시 경기도농업기술원 배과수원, 평택시 
배과수원 3농가, 남양주시 배과수원 3농가에서 2008년과 2009년 각각 5월~10월동안 약 2주간격으로 
조사하였다. 각 농가당 10주의 배나무 신초에서 조팝나무진딧물의 밀도수를 조사하였으며, 점박이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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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꼬마배나무이는 무작위로 20엽을 채취하여 비닐봉지에 넣어 실내에서 현미경으로 조사하였다.

〈시험 2〉배 해충 방제용 친환경 자재 선발
가. 시험재료

  시험에 사용된 친환경유기농자재와 생물농약은 해충관리용으로 등록된 자재중 응애관리용 위주로 
응삼이, 보검, 선초 등을 구입하였다. 식물추출물 시험용 재료는 경동시장과 자생화 재배농가에서 구
입하였으며 추출물은 건시료 100g을 메탄올 1L에 48시간 상온에서 추출하여 여과한 후 여과액을 진공
감압농축기를 이용하여 완전농축하고 다음 동결건조기에서 건조시킨 후 시험에 사용하였다. 

나. 시험해충
  시험에 사용한 점박이응애는 본엽이 3~4매된 강낭콩에 접종하고 3~4일 간격으로 새 강낭콩으로 교
체하면서 사육실(25±2℃)에서 증식시켰다. 꼬마배나무이는 살충활성 검정 1~2일전 배나무에서 약충
을 채집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다. 살충효과 검정
  생물검정은 엽절편법으로 하였고 잎을 직경 2cm로 잘라 물에 적신 탈지면이 놓인 페트리디쉬에 놓
고 시험 해충을 20마리씩 접종한 후 추출물을 10초간 살포한 후 후드에서 4시간 건조시켰다. 사육실
에서 보관하면서 24시간, 48시간 후에 살충율을 조사하였다 생사판별은 해부현미경에서 붓끝으로 충
체를 접촉하여 이동하지 못한 개체를 죽은 것으로 간주하였다 포장검정은 신고배를 노지에 정식하여 
자연발생한 해충을 대상으로 시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시험 1〉배 해충 발생 소장 조사
가. 페로몬 트랩에 의한 주요 나방 발생

  화성에서 페로몬트랩으로 조사한 배 해충발생은 복숭아순나방은 4월하순~5월상순, 6월중순, 7월중
하순, 8월하순 등 연 4회의 발생을 나타냈으며 2008년과 2009년은 비슷한 경향이었지만, 2008년에는 
8월 4반순에 2009년에는 4월 4반순에 최고로 발생량이 가장 많았다. 복숭아심식나방은 6월 중하순, 
8월 중순등 연 2회의 발생을 나타냈으며, 2009년에 발생량이 많은 경향이었다. 사과무늬잎말이나방과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은 2008년과 2009년 모두 발생이 적었다. Choi 등(2008)은 사과에서 복숭아
순나방과 복숭아심식나방의 발생과원율이 각각 13~71%와 12~57%였으나, 1997년 이후로 복숭아순나
방 피해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Yang et al(2001)에 의하면 나주지방에서 복숭아순나
방은 연 4회 발생하고 발생 최성기는 4월하순~5월상순이고 2세대, 3세대, 4세대는 각각 6월상순~중
순, 7월하순~8월상순, 8월하순~9월상순으로 조사되어, 본 조사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나 복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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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심식나방은 조사기간 3년동안 전혀 유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5월 하순부터 
상당량이 발생하여 6월 중순과 8월 하순 발생최성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후 경기지역에서 
복숭아심식나방 발생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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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페로몬 트랩에 의한 배 주요 나방류 발생소장

나. 지역별 주요 해충 발생
(1) 조팝나무진딧물

  조팝나무진딧물은 2008년에는 평택과 남양주에서 모두 7월상순에 발생최성기를 나타냈으나, 2009
년에는 평택에서 7월상순, 화성과 남양주에서 7월 중순에 발생최성기를 나타내었다. Kim 등(1986)에 
의하면 배에 주로 발생하는 진딧물은 배나무동글밑진딧물, 자주동글진딧물, 조팝나무진딧물이고, 조팝



 Ⅳ. 환경농업연구 ∙ 563

나무진딧물의 발생최성기가 6월상순과 9월상순이라고 하였으나, 본조사에서는 조팝나무진딧물이 주요 
해충으로 진딧물종류와 발생시기에 차이를 보였다. 진딧물은 응애나 깍지벌레등 다른 미소해충에 비해 
방제약제에 민감하고 강우시 밀도가 감소하는 해충으로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발생밀도가 다양하게 변
화한 결과라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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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경기도 지역별 배 과수원 조팝나무진딧물 발생소장

(2) 점박이응애
  점박이응애는 고온성 해충으로 30℃의 온도에서 개체군이 두배로 증가가는 기간이 약 2.2일로 활발
히 증식하는데 사과과원에서도 6월중순부터 밀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7월 하순부터는 경쟁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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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응애보다 우점하였다고 한 보고가 있다(Park et al., 1990). 점박이응애는 2008년에는 7월부터 8
월상순까지 최성기를 나타내었고, 2009년에는 5~6월에 발생이 많다가 7월에는 발생이 적었으며 8월
에 최성기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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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기도 지역별 배 과수원 점박이응애 발생소장

(3) 꼬마배나무이
  꼬마배나무이는 2008년에는 6월하순과 7월상순, 9월중순에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2009년 화성에서
는 6월상순과 7월중순에, 평택에서는 7월상순에 최성기를 나타내었고 이후 감소하였다. 꼬마배나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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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고온기에는 산란수가 감소하고 약충의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등(2000)에 따
르면 저온이었던 1993년(7, 8월 최고평균기온 각각 27.4, 27.0℃)에는 연중발생하였고, 고온이었던 
1994년(7, 8월 최고평균기온 각각 32.8, 31.5℃)에는 7월이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평년수준이었던 
1995년(7, 8월 최고평균기온 각각 28.3, 30.0℃)에는 7, 8월에 발생이 감소하다가 9, 10월에 증가하
였다고 하였으나, 본 조사에서는 2008년(7, 8월 최고평균기온 각각 30.4, 30.9℃)에는 1995년과 비슷
한 경향이었지만, 온도차이가 전년과 비슷하였던 2009년(7, 8월 최고평균기온 각각 29.2, 30.8℃)에
는 8월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히 2008년과 2009년은 9월과 10월에도 온도조건이 비슷하여 꼬마
배나무이 발생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온도조건 이외에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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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경기도 지역별 배 과수원 꼬마배나무이 발생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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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2〉배 해충 방제용 친환경 자재 선발
가. 친환경유기농자재 점박이응애 살비효과 검정

  해충관리용 친환경 유기농자재중 응애 관리용으로 등록되어 있어 있는 자재를 선발하여 점박이응애
의 살비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응애 관리용으로 목록공시되어 있는 자재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식물추출물이 주성분이었다. 살비율은 시험한 자재 17종중 님추출물, 고삼추출물 등 7종이 
80% 이상의 살비율을 나타냈으며 자재간 살비효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원료는 고삼추출물이었으며 같은 고삼추출물이라도 16.4~98.4%까지 살비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이
는 고삼원료의 공급처, 추출방법 등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결과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충분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같은 원료를 
계속 사용할 경우 내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식물추출물의 개발이 필요하다. 

표 1.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점박이응애 살비효과
종류 처리내용♩ 살비율(%)

24시간 48시간
식물추출물 식물추출물 혼합물 A 93.4 86.5 

식물추출물 혼합물 B 18.4 27.5 
식물추출물 25.0 24.5 

천연추출물 A 89.0 85.2 
천연추출물 B 51.9 58.4 

천연추출물 혼합물 13.0 19.7 
멀구슬+고삼추출물 A 92.0 86.7 
멀구슬+고삼추출물 B 89.9 85.5 

고삼추출물 A 11.9 16.4 
고삼추출물 B 98.3 97.1 
고삼추출물 C 95.2 98.4 

고삼+계피추출물 12.2 17.3 
님추출물 98.3 97.1 

제충국추출물 15.6 18.6 
미생물 Beauveria bassina 15.6 27.5 
기타 해조류추출물 28.9 33.4 

키토산 16.3 20.9 
♩ 농촌진흥청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고시 자재명
♪ 시험자재(상표명) : 두배랑, 렌드세이버, 메루플러스, 무충지대, 베스탑, 보검, 선초, 세레모니, 스
파이더, 아그리엔에프, 응삼이, 왕중왕, 은하수, 엔그로,에코오일, 충분해, 홍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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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식물추출물의 점박이응애 살비효과 검정
  점박이응애는 짧은 발육기간으로 증가속도가 빠르고 약제저항성이 쉽게 나타나기 때문에 화학농약
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제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응애 방제용 천연 살충소재를 선발하고자 69종 식물의 메탄올추출물에 대한 점박이응애 살비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표 2~4와 같다. 
조추출물의 농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미생물에 의해 부패하기 쉬우며, 너무 낮을 경우에는 추출물중
에 미량으로 존재하는 활성본체를 놓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Ahn et al(1992)의 방법에 따라 5,000mg․L-1을 
출발농도로 살충활성 검정을 하였다. 
  식물추출물의 농도를 5000mg ․ L-1로 살포 48시간후 조사한 결과 80% 이상 살비효과가 나타난 식물
은 Viola속 추출물 등 7종이었다 (표 2.). 이중 높은 살비활성을 보인 식물추출물들을 대상으로 
3000mg․L-1의 농도로 낮추어 2차 살비활성을 검정한 결과 대부분의 식물추출물은 활성이 떨어졌으나 
Spargonium 등  4종 추출물이 70% 이상 살비활성을 나타냈다(표 3). 표2과 표3에서 선발한 Purnus
속 식물추출물들을 배나무의 잎을 이용하여 활성을 검정한 결과 Purnus속 식물추출물 1종이 80% 이
상의 살비율로 표 3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표 4). 선발한 Purnus속 식물을 메탄올과 헥산으로 추
출용매를 달리하여 추출하여 살비활성을 검정한 결과 메탄올추출물에서 살비활성이 높았다 (표 5).  
이는 헥산추출물은 희석액을 조제시 물에 용해되지 않아 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계면활성
제에 관한 검토가 요구된다. 배과수원에서 Prunus속 식물의 메탄올추출물의 방제가는 59.5%로 나타
나 친환경소재로의 가능성을 보였다. 
  박 등(2002)는 식물추출물의 살충효과는 식물의 종류 및 채집부위에 따라 살충활성이 다르며 소사
나무 잎, 벽오동 수피, 보리밥나무 잎, 두릅나무 잎, 층층나무 수피, 편백 잎이 점박이응애에 대해 강
한 살충활성을 나타냈다고 하였으며 이 등(2000)은 갯쇠보리, 기장, 쌀, 조, 수수, 밀 추출물이 
5,000mg․L-1의 농도에서 80% 이상 활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 등(2005)는 은행잎추출
물로부터 점박이응애의 살충성분을 bilobalide와 ginkgolide A, B로 동정하였다. 많은 친환경유기농자
재의 보급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천연물 농자재의 보급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에서도 추후 살충활성 물질 구명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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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식물추출물의 점박이응애 살비효과 1차 검정 
시료명 (속명) 24시간 48시간 시료명(속명) 24시간 48시간

Angelica 33.2 46.7 Quisqualis 60.7 59.6 
Melia 35.4 46.3 Agrimonia 15.1 18.7 
Dryopteris 35.4 42.6 Ailanthus 29.9 55.7 
Sophora 20.1 31.1 Pinus 6.5 8.7
Cirsium 65.8 65.4 Polygala 44.8 50.4 
Sorbus 16.6 20.1 Evodia 37.5 37.6 
Zanthoxylum 23.3 34.1 Syzygium 18.8 33.4 
Prunus 36.9 71.8 Plantago 50.7 55.9 
Momordica 53.2 53.1 Allium 58.1 61.1 
Ulmus 16.5 25.4 Polygonum 32.1 41.5 
Coix 39.9 64.7 Taraxacum 70.0 78.2 
Ginkgo 13.1 20.3 Carpesium 42.4 58.8 
Artemisia 34.7 37.9 Albizzia 33.3 34.8 
Angelica 89.9 95.4 Pharbitis 34.7 39.6 
Ardisia 63.4 75.6 Cassia 26.1 49.1 
Artemisia 80.2 80.0 Picrasma 4.7 10.4 
Ricinus 18.1 28.0 Cibotium 90.0 91.7 
Trichosanthes 65.6 98.2 Pteridium 66.2 67.2 
Cucurbita 52.2 66.8 Cibotium 86.7 89.5 
Astragalus 79.3 89.3 Lonicera 61.3 46.3 
Polygonum 12.6 17.6 Stemona 41.0 39.6 
Aiasarum 63.7 64.0 Paeonia 44.0 50.4 
Rhus 40.7 50.2 Sparganium 88.3 91.8 
Cinnamomum 11.1 11.8 Punica 23.5 26.0 
Thalictrum 16.6 22.3 Rosa 7.0 16.0 
Areca 71.6 71.1 Viola 86.9 89.7 
Sedum 44.7 54.8 Paeonia 15.9 21.6 
Allium 48.4 57.7 Sambudus 67.7 72.0 
Portulaca 69.0 64.9 Kochia 64.6 77.0 
Chenopodium 75.4 76.1 Sanguisorba 11.7 26.7 
Paeonia 10.9 16.7 Melia 19.3 26.7 
Allium 64.3 71.8 Lycopus 67.8 73.3 
Spirodela 74.4 73.7 Prunella 68.1 77.9 
Eriobotrya 16.3 25.3 Geranium 75.0 77.6 
Dioscorea 51.3 52.6 
♩처리농도 : 5,000mg ․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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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식물추출물의 점박이응애 살비효과 2차 검정 
시료명 (속명) 24시간 48시간 시료명(속명) 24시간 48시간

Prunus 50.5 81.9 Spirodela 67.7 75.0
Ulmus 7.0 15.1 Allium 12.6 20.9
Angelica 15.3 20.9 Taraxacum 32.5 42.7
Ardisia 10.3 15.2 Albizzia 47.0 63.0
Artemisia 10.4 18.0 Cibotium 52.9 64.2
Trichosanthes 45.2 49.1 Cibotium 43.5 50.8
Cucurbita 21.0 39.4 Spargonium 87.8 85.9
Astragalus 16.0 23.3 Viola 44.5 65.1
Aiasarum 26.3 26.4 Sambudus 22.6 29.5
Areca 14.5 21.2 Kochia 45.8 71.1
Portulaca 49.7 45.4 Lycopus 11.3 18.6
Chenopodium 47.5 49.1 Prunella 35.7 47.1
Allium 6.8 10.1 Geranium 22.4 27.3

♩ 시험재료 : 강낭콩 잎, ♪ 처리농도 : 3,000mg ․ L-1

 표 4. 식물추출물의 점박이응애 살비효과 3차 검정 

처 리 내 용 (속명) 살 비 율 (%)
24시간 48시간

 Prunus 66.8 81.3
Portulaca 51.8 50.5
Eichhonia 66.2 68.8
Taraxacum 36.7 38.7
Cibotium 55.0 55.4
Sparganium 60.9 59.8
Leonurus 31.7 35.8

♩ 시험재료 : 배나무 잎,  ♪ 처리농도 : 3,000mg ․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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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추출용매별 Prunus속 식물추출물의 점박이응애 살비효과

추출용매 처리농도 (mg ․ L-1) 살 비 율(%)
24시간 48시간

 MeOH 3,000 66.5 81.3
1,500 51.4 61.1

 Hexane 3,000 22.3 27.4
1,500 3.2 15.8

표 6. 선발한 Prunus속 식물추출물의 포장검정결과
처리내용 처리농도 방제가(%)

 Prunus속 MeOH 추출물 3,000 mg ․ L-1 59.5
 친환경유기농자재 1000배 74.3

다.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꼬마배나무이 살충효과 생물검정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해충관리용 친환경 유기농자재의 꼬마배나무이의 살충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표 7와 같다. 국내에 생물농약과 친환경 유기농자재 중에는 꼬마배나무이의 전용약제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시험한 자재 중에는 식물추출물 혼합물이 74.7%의 살충율을 보였고 다른 추출물이나 BT제는 
꼬마배나무이의 살충효과는 없었다. 홍 등 (2000)은 어성초는 검은별무늬병, 겹무늬병, 검은별무늬병
에 효과가 있었으며 어성초, 녹즙, 목초액 등은 꼬마배나무이와 조팝나무진딧물에는 방제효과가 없었
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시험에서는 모든 해충관리용 자재를 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더 많은 
자재의 검토가 필요하다. 

표 7.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꼬마배나무이 살충효과
종류 처리내용 살충율(%)

24시간 48시간
식물성 식물성오일 39.0 35.3 

님추출물 19.0 25.4 
식물추출물 68.5 74.7 

미생물 Bacillus subtilis 7.0 23.4 
Beauveria bassina 25.7 35.3 

기타 4종복합비료 12.0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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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물추출물의 꼬마배나무이 살충효과 생물검정
  식물추출물을 3,000mg ․ L-1으로 희석하여 살포후 살충효과를 생물검정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Melia속과 Albizzia속 추출물이 각각 72.2%와 76%의 살충율을 나타냈다. 이 결과로 꼬마배나무이의 
친환경 살충제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식물추출물의 꼬마배나무이 살충효과
처 리 내 용 (속명) 살 충 율(%)

24시간 48시간
Chenopodium 74.0 66.9 
Albizzia 55.2 72.2 
Kochia 61.6 66.5 
Drypoferis 28.7 52.2 
Ginko 76.1 68.3 
Dortulaca 59.1 60.0 
Pharbitis 60.6 59.3 
Melia 48.7 76.0 
Prunus 52.2 60.7 
Zanthoxylum 51.3 47.5 
Areca 62.2 64.0 
Pteridium 67.7 48.3 
Cibotium 37.3 48.0 
Lonicera 82.7 61.7 
Sanuisorba 15.6 36.0 

♩처리농도 : 3,000mg ․ L-1

4. 적 요
  친환경 배를 생산하기 위해 배에 주로 발생하는 해충의 발생소장을 조사하고 새로운 천연 살충소재
를 개발하고자 시판되고 있는 친환경유기농자재를 검증하고 약용작물로 이용되고 있는 식물추출물을 
이용하여 점박이응애와 꼬마배나무이에 대한 살충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페로몬 트랩에 의한 주요 나방 발생 양상을  관찰한 결과 복숭아순나방은 4월 하순~5월 상순, 
6월 중순, 7월 중하순, 8월 하순 등 연 4회의 발생을 나타냈으며  2008년과 2009년 비슷한 경
향이었지만, 2008년에는 8월 4반순에 2009년에는 4월 4반순에 최고로 발생하였고 복숭아심식
나방은 6월 중하순, 8월 중순등 연 2회의 발생을 나타냈으며, 2009년에 발생량이 많은 경향이
었으며 사과무늬잎말이나방과 사과애모무늬잎말이나방은 2008년과 2009년 모두 발생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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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역별 주요 해충 발생소장은 조팝나무진딧물은 2008년에는 평택과 남양주에서 모두 7월 상순
에 최성기를 나타냈으나, 2009년에는 평택에서 7월 상순, 화성과 남양주에서 7월 중순에 최성
기를 나타내었고 점박이응애는 2008년에는 7월부터 8월 상순까지 최성기를 나타내었고, 2009
년에는 5~6월에 발생이 많다가 7월에는 발생이 적었으며 8월에 최성기를 나타내었으며 꼬마배
나무이는 2008년에는 6월 하순과 7월 상순, 9월중순에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2009년에는 화성
에서는 6월상순과 7월 중순에, 평택에서는 7월 상순에 최성기를 나타내었고 이후 감소하였다. 

  다.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점박이응애 살비효과는 멀구슬, 고삼추출물 등 식물추출물로 제조된 유기농
자재 7종이 80%이상 효과가 있었다. 친환경유기농자재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원료는 고삼
추출물이었으며 고삼추출물을 함유한 유기농자재간의 살비효과는 16.4~98.4%로 차이를 보였
다. 꼬마배나무이의 살충효과는 식물추출물을 원료로 한 유기농자재 1종이 효과가 있었다. 

  라. 약용식물의 메탄올추출물을 대상으로 점박이응애의 살비효과를 검정한 결과 Viola속, 
Sparganium속, Astragalus속 등 7종의 식물추출물이 5000mg ․ L-1의 농도에서 80% 이상 효과
가 있었으며, 그중 Prunus속 식물추출물이 3000mg ․ L-1의 농도에서 80% 이상의 효과가 있어 
친환경 점박이응애용 살충소재로 선발하였다. 꼬마배나무이는 Albizzia속 추출물 등 2종이 
3000mg ․ L-1의 농도에서 70%이상 살충효과가 있어 천연 살충소재로의 개발가능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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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clerotinia sclerotiorum is a plant pathogenic fungus that can result in serious yield and 
quality losses in the winter lettuce field. Thus, biological control of soilborn pathogen would 
be a good alternative strategy due to a recent enormous demand for non-chemical control. 
Several isolates which had mycelia growing inhibition ability in vivo test against Sclerotinia 
rot caused by S. sclerotiorum and Fusarium wilt caused by Fusarium oxysporium were 
isolated from the diseased soil. As the result of pot experiment, Bacillus strain GG95 
showed high level of mycelia growing inhibition ability among tested strains. This was 
identified as a strain of Bacillus subtilis based on multiple sequence alignment of 16s rRNA 
obtained from NCBI and we named this bacteria B. subtilis GG95. Greenhouse experiment 
was conducted to test effectiveness of B. subtilis GG95 to control Sclerotinia rot. Drench 
application of B. subtilis GG95 in the Lettuce showed 88% effective values. So, B. subtilis  
GG95 would be a promising biocontrol agent for the control of sclerotinia rot. 

Key words : Biological control, Bacillus subtilis, Sclerotinia rot, Fusarium wilt, Lett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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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상추에 발생하는 병은 약 28종이 국내에 보고되어 있으며(한국식물병명목록, 2009), 그 중 
Sclerotinia sclerotiorum 에 의한 균핵병은 다범성균으로 64과 225속 383종의 식물을 침해하고 
(Mordue, 1976), 특히 겨울철 저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이 심하며 기주 범위가 매우 넓어 상추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채소작물에 발생하며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황 등, 2006). 이러한 균핵병 등의 토
양병해를 방제하기 위해 지금까지 농가에서는 프로파, 베노밀 등의 다양한 화학농약을 살포하고 있으
나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인축에 대한 독성과 잔류농약에 대한 환경오염 등의 화학적 방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수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그 해결책으로 친환경 또는 유기농자재를 이용하는 
생물학적 방제가 시도되고 있다 (황 등, 2006;김 등, 2004). 특히 생물적 방제를 위해서 외국에서는 
Coniothytium minitans (Simon et al, 2001), Trichoderma viride (Whipps et al, 1992) 등 길항균
을 이용한 균핵병 방제가 보고된 바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길항균을 이용한 생물적 방제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 지고 있다(박 등, 2006; 김 등 2008). 
  본 연구는 상추 연작재배지에서 심한 피해를 주고 있는 문제병해인 균핵병과 시들음병을 대상으로 
친환경 및 유기재배 농가에서 농약을 대체 사용할 수 있는 미생물 방제제를 개발하기 위하여, 시설재
배 상추의 근권 토양에서 미생물을 분리, 길항미생물을 선발, 동정하고 생물적 방제 가능성을 탐색하
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균핵병과 시들음병 발생조사 및 병원균 분리

  경기도내 주요 시설채소 재배지역인 고양, 용인, 이천 등을 중심으로 2007년 1월부터 균핵병과 시
들음병 발생율을 조사하였다. 겨울철에는 균핵병이 발생한 상추를 채취하고, 여름철에는 시들음병 병
징을 보이는 상추의 뿌리를 채취하여  균핵병은 병든 조직 또는 균사 및 균핵을, 시들음병은 내부 갈
변된 부위의 조직 절편을 1% sodium hypochloride, 70% EtOH에 약 1분간 표면살균 후 멸균수로 세
척하여 PDA(Potato Dextrose Agar, Difco) 평판배지 위에 놓고 25℃, 암조간 하에서 2일간 배양하
였다. 평판배지에서 자라는 균사절편을 PDA 평판배지에 2-3회 반복 이식하여 병원균을 순수 분리하
였다. 순수 분리된 병원균은 4℃ 저온 배양기에 보존하면서 실험에 이용하였다. 
 
나. 길항미생물 분리 및 선발 

  경기도내 4개 주요 시설재배 생산 단지 내 상추재배 포장에서 근권 부위 토양을 채취하여 10g의 토
양을 살균수 90㎖과 혼합하고, 1㎖을 채취하여 9㎖ 멸균수에 차례대로 희석한 후 NA(Nutrient Agar)
배지에 100㎕씩 평판희석법으로 25℃에서 3일 이상 배양하였다. 이후 생성된 다양한 콜로니에서 분리
한 220균주를 대상으로, 미리 분리해 보관 중인 상추 균핵병균 S. sclerotiorum 과 시들음병균 F. 
oxysporum 각각에 대하여 7일 이상 25℃에서 대치배양 후 형성되는 병원균의 균사생육 저지대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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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여 항균활성이 높은 균주를 길항균으로 선발하였다. 

다. 선발 길항균의 포트내 길항력 검정 
  1차로 선발한 4균주를 온실 내 포트 검정을 통해 방제효과가 높은 균주를 최종 선발하였다. 이때 
방제효과 검정은 NB 배지에서 1일간 진탕 배양하여 108cfu/㎖로 농도를 조정한 후 배양액을 청치마 
품종의 상추 잎의 앞, 뒷면에 10㎖씩 골고루 분무접종하고, 접종 1일 후 PDA 배지에서 1주일간 배양
한 직경 8mm의 균핵병원균의 균사절편을 핀으로 상처를 낸 후 앞면에 부착하여 발병을 유도하였고 3
일 후부터 발병도를 조사하여 방제가로 환산하였다.  

라. 길항미생물 동정 
  상추의 균핵병과 시들음병에 대해 모두 길항력을 가진 미생물 균주의 생화학적 특성은 세균동정기 
Vitek 2 compact의 BCL카드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16s rR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NCBI blast 
검색으로 유전적 동정을 하였고 형태적 확인을 위해 주사전자현미경(HITACHI S-3000)으로 관찰하였다. 

마. 선발 길항미생물 Bacillus subtilis GG95의 최적배양 조건 
  선발된 길항미생물에 대한 적정 배양조건 확인을 위해 온도범위 5℃ 간격으로 10~35℃사이에서 
180rpm 24시간 배양 후 분광광도계에서 OD 600nm에서 값을 측정하였고, pH는 pH3~8사이에서 pH 
1간격으로 조사하였다. 적정한 영양원을 선발하기 위해 최소배지(K2HPO4 0.7%, KH2PO4 0.2%, 글루
코스 0.5%, (NH4)2SO4 0.1%, MgSO4 ․ 7H2O 0.01%)에 탄소원을 결정하기 위해 글루코스를 제외하고 
sucrose 등 각각의 탄소원을 전체용액에 1% 농도로 첨가하여 25℃, 180rpm으로 24시간 배양 후 배
양정도와 균핵병균과 시들음병균에 대치 배양하여 항균활성을 측정하였고, 질소원은 최소배지에서 
(NH4)2SO4 0.1% 대신 peptone 등 질소원을 0.5%씩 첨가하여 배양정도와 항균활성을 조사하였다. 무
기염류는 최소배지에서 무기염류인 K2HPO4 0.7%, KH2PO4 0.2%, MgSO4 ․ 7H2O 0.01% 대신 MgCl2등 
각각의 무기염류를 5mM씩 첨가하여 길항미생물의 배양과 항균활성을 비교하였다. 

바. B. subtilis GG95의 균핵병 예방효과 포장 시험
  비닐하우스에 상추를 정식한 후 포장 내 토양에 25℃, 180rpm 으로 TSB배지에서 24시간 배양한 
길항미생물을 3회 관주하였다. 그 후 상추 균핵병에서 분리한 병원균을 15℃ PDA 배지에서 2주 이상 
배양하여 형성된 균핵을 상추 포기당 3개씩 뿌리 부분의 토양 속에 접종하고, 1주일 후부터 균핵병의 
발병정도를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발병조사 및 병원균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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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1월부터 12월까지 경기도내 시설채소 재배지역에서 발병되는 토양병의 발병율을 조사한 결
과 균핵병은 10월부터 발생되기 시작하여 이듬해 5월까지 계속 병 발생이 관찰되었으며 12월경 이천
의 재배농가에서는 40%까지 병이 발생하여 피해가 심각한 농가도 있었다. 시들음병은 3월부터 시작하
여 여름철 고온기에 발생이 심하였으며 9월까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표 1). 균핵병의 병징을 관찰
한 결과, 상추의 지제부와 잎에 수침상의 병반이 형성되어 갈색내지 흑갈색으로 변하다가, 습도가 높
아지면서 발병부위의 무름 증상이 심해지고 확대되며, 흰색 균사가 덮이면서 식물체 전체가 고사하고 
완전히 고사한 식물체의 잎은 종잇장처럼 마르기도 하며, 균사와 함께 흑색의 균핵이 형성되었다. 시
들음병은 하엽이 황화되고 생육이 부진하며 포기 전체가 위축되는 증상과 발병주의 줄기 도관부를 따
라 뿌리까지 갈변되는 증상과 함께 뿌리의 발육이 저조하고 포기가 쉽게 뽑히는 증상을 보였다(김, 
2010).

표 1. 경기도 주요 시설상추 재배지 균핵병과 시들음병의 발생율
조사시기 균핵병 시들음병

발병율(%) 조사지역 발병율(%) 조사지역
1월 1.5, 2.6 평택, 용인 - -
3월 3.8 남양주 2~85 고양
5월 0.5 용인 24~84 용인
6월 - - 0.5~38 남양주, 이천
7월 - - 5~95 남양주
9월 - - 5~30, 1~65 용인, 이천
10월 0.1 이천 - -
12월 2~40 이천 - -

  분리된 병원균에 대한 생육특성 조사결과, 균핵병균은 15℃~25℃ 비교적 저온에서 생육이 잘 되었
으며 30℃ 이상의 고온에서는 거의 생육이 되지 않았다.  시들음병균은 저온에서 보다는 20℃에서 30℃ 
의 온도에서 생육이 잘 되었고 이는 두 병원균의 재배지내 포장에서의 발생시기별 기온과 유사한 경
향이었다(표 2). 한편, 지역별로 분리된 병원균의 생육에 있어 2종 병균 모두 pH는 큰 차이 없이 pH5
에서 8까지 유사하게 생육하여, 토양산도와 큰 상관없이 두 병원균이 모두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그림1, 2). 

표 2. 상추 균핵병과 시들음병의 온도별 균사생육 
구  분 온   도(℃)

10 15 20 25 30 35
균핵병원균 균사생장(mm) 6.5 21.7 39.6 47.9 8.4 -

시들음병원균 균사생장(mm) 2.17 16.3 26.2 37.1 34.1 9.29



 Ⅳ. 환경농업연구 ∙ 579

균핵병 적정PH

0

10

20

30

40

50

60

70

5 6 7 8

산도(pH)

생
육

정
도

(m
m

)

용인포곡

평택(상추)

평택(청경채)

남양주A-1

남양주A-2

남양주B-1

KACC40457

KACC41249

  

시들음병 적정 PH

0

10

20

30

40

50

5 6 7 8

산도(pH)

생
육

정
도

(m
m

)

고양B

고양C

남양주D

이천

그림 1. 균핵병원균의 pH별 균사생육            그림 2. 시들음병원균의 pH별 균사생육

나. 길항미생물 분리 및 선발 
  분리된 균핵병균과 시들음병균에 대해 상추 재배지 분리 220균주를 대상으로 PDA 배지에서 1주일
간 대치 배양을 통해 균사생육 억제효과가 좋은 균주를 선발하였다. 그 중 95, 110, 214 세 균주는  
두 병원균에 대해 모두 10mm 이상의 높은 저지대를 형성하며  항균효과를 보였다. (표 3, 그림 3).

표 3. 선발된 길항균주의 병원균별 항균효과 

균주번호 균사생장저지대(mm)
균핵병 시들음병

B7 ++ +++♩

95 +++ +++
110 +++ +++
214 +++ +++

♩; +++: 저지대 10mm 이상, ++: 저지대 5-10mm미만, +: 5mm미만

그림 3. 균핵병원균과 시들음병원균에
   대한 길항균의 항균효과

그림 4. 항균효과가 없는 균주(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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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길항균의 포트내 길항력 검정 
  1차 선발된 3 균주에 대해 직경 100mm 포트에 정식하여 재배한 5-6엽기의 상추에 배양된 미생물
을 엽면에 살포하고 1일 후 균핵병원균을 엽면에 접종하고 1주일 후 발병정도를 조사한 결과 GG95 
균주는 무처리의 평균 발병도 4.8%에 비하여 1.3%로 방제가 72.9%의 우수한 방제효과를 나타내어 균
핵병원균에 대한 우수 길항균으로 최종 선발하였다(표 4).

표 4. 선발 미생물의 상추 경엽처리에 의한 포트 내 균핵병 방제효과 

구 분
발 병 도♩ 방제가

(%)1반복 2반복 3반복 4반복 5반복 6반복 7반복 8반복 9반복 10반복 평균
GG95 1 0 0 0 2 0 1 2 2 5 1.3 72.9
GG110 3 1 3 3 0 0 2 2 1 1 1.6 66.7
GG214 2 2 0 6 1 0 6 0 1 0 1.8 62.5
베노밀 1 0 0 0 2 1 1 1 0 5 1.1 77.1
무처리 5 4 5 6 5 4 6 5 5 3 4.8 -

♩; 발병도 1:병반크기1-10mm, 2:11-20mm, 3:21-30mm, 4:31-40mm, 5:41-50mm, 6:51mm 이상

라. 길항미생물 동정 
  상추의 균핵병과 시들음병에 대해 길항력을 가진 GG95 균주를 16s rR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NCBI blast 검색으로 유전적 동정한 결과 Bacillus subtilis strains와 99%의 상동성을 보였으며, 전
자현미경 검경결과 간균 형태로 전형적인 바실러스 모양이었다(그림 5). 생화학적 특성검사를 위한 
VITEK compact의 BCL 카드의 검정결과 또한  B. subtilis strains으로 동정되었다(표 5). 이에 분리
된 동정균을 B. subtilis GG95로 명명하였고, 이 균을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한국농용미생물보존센터에 
기탁번호 : KACC91430P로 기탁하여 특허출원 하였다.

그림 5. B. subtilis GG95의 전자현미경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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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B. subtilis GG95의 생화학적 특성 
효소 반응 효소 반응 효소 반응 효소 반응 효소 반응 효소 반응

β-자일로시다제 + 라이신 - 아스파테이트 - 루이신 - 페닐알라닌 - L-프롤린 -
β-갈락토시다제 - L-피롤리도닐 + α-갈랄토시다제 + 알라닌 - 티로신 (-) β-N-아세틸-글

루코사민다제 -
알라페프로아릴아

미다제 - 사이클로덱스트린 - D-갈락토스 - 글라이코진 + 미오-이노시톨 + 메틸-A-D-글루
코피라노사이드 +

엘만 - 메틸-D-자일로사
이드 - α-만노시다제 - 말토트리오즈 + 글라이신 - D-만니톨 +

D-만노즈 + D-엘레디토즈 - N-아세틸-D-글루
코사민 (-) 팔라티노즈 + L-람노즈 - β글루코시다제 +

β만노시다제 - 포스포릴코린 - 피루베이트 + α글루코시다제 - D-타가토즈 - D트리할로즈 +
이눌린 - D-글루코스 + D-리보즈 + 푸트레신 - NaCl6.5% + 카나마이신 -

올린도마이신 - 에스쿨린하이드로
라제 + 테트라졸리움레드 + 플로마이신 -

마. 길항미생물 최적배양 조건 
  길항미생물 GG95에 대한 배양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25℃, pH 7에서 24시간 배양하였을 경우 
600nm의 파장에서 OD값 1.0 이상으로 가장 잘 배양되었으며, 적정 배지선발을 위해 배지 종류별 25℃
에서 배양한 결과, 미생물의 증식율은 TSB 배지에서 180rpm으로 24시간 배양하였을 경우 OD값이 
가장 높았다(그림 6, 7). 

그림 6. B. subtilis GG95의 온도 및 산도 조건에 따른 OD값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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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배지 및 배양조건에 따른 B. subtilis GG95의  OD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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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subtilis GG95 배양에 적정한 영양원은 전분을 탄소원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배양이 가장 잘 되
었고 균핵병에는 푸룩토스, 시들음병에는 말토스를 탄소원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항균력이 가장 좋았
다. 질소원으로 펩톤을 이용하였을 때 균핵병에 대한 항균활성이 가장 좋았고 트립톤 이용한 경우 시
들음병균에 대한 항균활성이 가장 좋았다(표 6, 7). 무기염류의 경우 표 8과 같이 MgCl2를 배지의 영
양원으로 이용하였을 때 균의 배양이 잘 되었고 항균력은 CaCl2와 MgSO47H2O을 이용한 경우 가장 
항균활성이 크게 나타났다.

표 6. 탄소원에 따른 B. subtilis GG95의 균성장과 항균력
탄소원 arabinose fructose glucose glycerol lactose maltose mannitol starch sobitol sucrose
균성장* 0.147 0.222 0.173 0.056 0.034 0.179 0.056 0.841 0.051 0.064
균핵병

억제대** 6.5 8.5 6.5 5.5 5.0 3.0 7.0 5.0 4.5 5.5
시들음병
억제대 - 3 7 5.5 2.0 9.0 5.0 4.0 1.0 3.0

*; 600nm 흡광도, ** 단위 : mm 

표 7. 질소원에 따른 B. subtilis GG95의 균성장과 항균력
질소원 Ammoniu

m chloride
beef 

extract
ammonium 
phospate

bacto 
peptone

ammonium
sulfate

bacto
tryptone

corn 
steep

malt 
extract

yeast 
extract

균성장* 0.662 0.736 0.651 0.924 0.659 1.252 0.769 0.018 0.318
균핵병

억제대** 7.0 4.5 8.0 13.0 6.0 6.5 3.5 7.0 4.5
시들음병
억제대 3.0 3.5 3.0 6.5 4.5 7.5 - 1.0 -

*; 600nm 흡광도, ** 단위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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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무기염류에 따른 B. subtilis GG95의 균성장과 항균력
무기염류 MgSO47H2O NH4Cl NaCl K2HPO4 CaCl2 LiCl KCl MgCl2 ZnSo4 CaCO3

균성장* 0.76 0.40 0.91 0.57 0.52 0.93 0.96 1.06 0.04 2.24
균핵병

억제대** 5.5 4.0 0.0 9.0 10.0 0.0 4.0 3.5 0.0 4.0
시들음병
억제대 5.0 3.0 0.0 2.0 1.5 3.0 1.0 3.0 2.0 2.0

*; 600nm 흡광도, ** 단위 : mm 

바. B. subtilis GG95의 균핵병, 시들음병 포장 예방효과 
  비닐하우스에 상추를 정식한 후 1×108cfu/㎖ 농도의 길항미생물 배양액을 포기당 10㎖씩 3회 관주
하고 균핵병원균을 접종한 후 1주일 이후부터 균핵병의 발병정도를 조사한 결과 GG95를 처리한 경우 
평균 발병주율이 2%로 농약처리 3.4%보다 발병주율이 낮았으며 방제가 88%로 베노밀 처리구와 비등
한 효과를 보였다(표 9).
표 9. B. subtilis GG95의 균핵병 포장 방제효과 

구분 발병주율(%) 방제가(%)A반복 B반복 C반복 평균(%)
GG95 0 2.9 3.0 2.0 88.0
베노밀 3.0 2.9 4.0 3.4 80.0
무처리 27.3 22.9 0 16.7 -

4. 결과요약
  상추의 문제병해인 균핵병과 시들음병에 대한 미생물 방제제 개발을 위하여 병해 발생 포장에서 미
생물을 분리, 길항미생물을 선발하여 균의 특성을 조사하고  예방효과를 검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경기도 주요 상추 재배지 균핵병은 10월부터 발생하여 이듬해 5월까지 발생하였으며 12월에는 

40%까지 발생하였다. 시들음병은 3월 이후부터 9월까지 발생하였으며 발생기간 중 심한포장은 
30~95%까지 큰 피해를 주고 있었다. 

  나. 균핵병과 시들음병에 모두 항균효과가 있는 길항균주를 대치배양을 통해 1차 선발하고, 포트 검
정에서 72%의 방제가를 나타낸 GG95를 최종 선발하였다.

  다. 선발된 길항균주를 생화학반응과 16s rDNA분석을 통해 동정한 결과 Bacillus subtilis로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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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B. subtilis GG95로 명명하였다.
  라. B. subtilis GG95의 배양특성을 조사한 결과 25-30℃, pH 7-8, TSB배지에서 24시간 배양조

건에서 배양이 잘 되었으며, 영양원으로 starch, tryptone, yeast, MgCl2을 이용하였을 때 생
육이 좋았다. 

  마. 영양원에 따른 항균활성은 glucose, starch, peptone, CaCl2, LiCl을 이용하였을 때 항균효과
가 좋았다. 

  바. B. subtilis GG95의 상추 균핵병에 대한 병균 접종 포장검정 시험결과 방제가 88%로 화학살균
제인 베노밀과 비등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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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결과 활용제목
○ 신규한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균주 및 이를 포함하는 식물의 균핵병 및 시들음병 예방용 미생물 제

제('08. 특허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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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verify the research results for growing lettuce 
without fungicides and pesticides in the lettuce farm in Kimpo city and Icheon city, 
Gyeoggi-do. Fusarium wilt of lettuce has caused a serious disease in a lettuce cultivation 
field of greenhouse during high temperature season. This pathogen is very difficult to 
control in a repeated lettuce cultivation field. A strain of Bacillus subtilis GG95 antagonistic 
Fusarium oxysporum f. sp. lactucae was isolated from the lettuce cultivated soil. B. subtilis 
GG95 was cultured in a lab fermenter with TSB media applied two times in a seedling tray 
(500㎖/tray) and treatments with 108cfu/㎖ density were sprayed three times in a cultivating 
field greenhouse. After field spraying of B. subtilis GG95, the change of soil microflora was 
observed that density of Actinomycetes in a treated soil was increased 5 times compared to 
untreated plots. The control effect that treated with GG95 showed 80% higher than 
untreated plot. Treatment with GG95 showed more 16% greater lettuce yield and 2% higher 
sprout rate, respectively, than untreated plots. 

Key words : Fusarium wilt, Bacillus subtilis, lett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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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최근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함께,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비
중이  0.2%(‘00)에서 11.9%(‘08)로 60배 증가 하고, 시장규모 또한 1,500억원(’00)에서 24,000억원
으로 15.7배 증가하였다(2008 농림부).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제정되면서 유기 합성농약의 성장
세가 크게 둔화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적 재배와 함께 토착 미생물을 이용한 생물농
약의 개발도 차츰 활기를 띠고 있다. 경기도내 시설 엽채류의 재배 면적은 5,907ha로 전국의 48%를 
차지하며 그 비중이 높은 편이며(2007 농림부), 특히 시설 상추는 연작재배로 인한 시들음병, 균핵병 
등의 토양병해의 피해가 심하여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신 등 1987, 김 2010) 농약에 의
한 방제효과가 낮아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Rose et al 2003). 
  따라서 본 시험은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유용미생물을 농가 영농 현장에서 이용하여 그 기술을 실
증하고 주변 농가에 확산 보급하여 친환경재배를 실천하고자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과 김포시 고촌면 
두 지역의 상추 시설재배농가에서 2009년 1년간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시험장소 및 농가 일반 현황 

  시험장소는 무농약 인증을 받은 친환경 재배농가인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 신곡리에 위치한 오근영 
농가의 비닐하우스 2동과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에 위치한 고태원 농가의 비닐하우스에서 실시하였다. 
재배에 이용한 상추 품종은 김포농가에서는 광풍, 이천농가에서는 선풍을 시험품종으로 하여 6월 13
일과 17일에 각각 파종하였으며 두 농가 모두 7월 5일에 정식하였다. 

나. 유용미생물 처리 및 미생물상 조사 
  시설상추 재배시 유용미생물의 효과를 검정하기 위하여 기술원에서 선발된 미생물 Bacillus subtilis 
GG95 균주를 109cfu/㎖농도로 배양하여 농가에 공급하였다. 김포농가는 육묘기 포트에 50배액으로 
희석하여 200구 모판(280×540mm)에 500㎖씩 1회 살포하였으며, 육묘기 출아율을 조사하였다. 정식 
전 처리는 포장 내 토양표면에 20배 희석액으로 10a 당 40ℓ씩 1회 전면 살포 처리하였고, 정식 후 
토양 표면에 20배 희석액으로 40ℓ씩 1주일 간격으로 3회 살포 처리하였다. 이천농가는 미생물을 육
묘기 모판에 50배 희석액으로 500㎖씩 2회 처리하였고, 정식 전 20배 희석액으로 10a 당 40ℓ씩 1회 
토양표면 분무처리를 하였으며 정식후 1주일 간격으로 40ℓ씩 4회 토양표면 살포를 하였다. 토양내 
미생물상 조사를 위해 미생물처리구와 무처리구의 근권토양을 정식 전과 미생물처리 20일 경과 후 채
취하여 세균, 방선균 등의 밀도를 조사하였다.    

다. 해충제어 및 토양관리 
  김포농가는 해충제어를 위해서 거세미나방 방제약 1회 처리와 점착트랩, 포획기 설치를 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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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관리를 위해 퇴비(스테비아)를 10a 당 250kg과 칼슘제 30kg, 유기토양개량제를 50kg씩 미생물처
리구와 무처리구 동일하게 투입하였다.  이천농가는 해충제어를 거세미나방 방제 목적으로 BT제와 친
환경농자재를 1회씩 살포하였고, 점착트랩과 포획기를 설치하였다. 토양관리를 위해서 바이오계분을 
10a 당 2,000kg 미생물처리구와 무처리구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라. 병 발생 및 수량조사 
  7월 3일 상추 정식 후 30일 이후 포장 내 시들음병에 대한 병 발생은 포장 전체를 조사하여 발병율
로 표시하였고, 수량은 하우스를 3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 30주씩 반복 조사하였다. 

마. 만족도 설문 조사 
  투입 기술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평가시 인근 채소 작목반 회원 2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유용미생물 처리에 의한 미생물상 조사 

  상추재배시 유용미생물의 처리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정식 전․후 미생물 처리구와 무처리구의 토양
내 미생물 상을 비교한 결과 김포농가의 경우 처리구 세균의 변화는 처리 전 후 무처리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으나 방선균의 밀도가 처리구에서 5배 가량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천 농가 역시 
무처리구 대비 세균의 밀도는 무처리구와 유사하게 변화되었으나 방선균의 밀도가 정식전에 비해 5배
가량 증가된 2.5×106cfu/g까지 증가하였다(표 1).

표 1. 미생물처리 후 토양내 미생물상 변화
구 분 조사시점♩ 세 균

(×107cfu/g)
방선균

(×105cfu/g)
곰팡이

(×104cfu/g)

김포
처리구 정식전 5.9 5.0 0

정식후 5.4 26.5 2.0
무처리구 정식전 6.6 7.0 0

정식후 8.2 8.0 1.5

이천
처리구 정식전 1.8 5.0 -

정식후 5.5 25.0 -
무처리구 정식전 2.0 4.0 -

정식후 5.0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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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묘기 미생물처리에 의한 효과는 평균 98%의 출아율을  보여 무처리에 비해 출아율이 2% 정도 높
았다 (표 2).

표 2. 미생물 처리에 따른 육묘기 출아율
처리내용 출아율(%)/육묘상자(200공)

미생물처리 98
무처리 96

나. 병 발생 및 수량조사 
  김포농가는 무처리구의 시들음병 발병주율이 20%에 비해 미생물처리구의 발병주율이 6%로 70%의 
방제가를 보였고 수량은 무처리구 2,436kg/10a 대비 2,880kg/10a로 18% 증가하였다. 이천 농가는 
무처리구의 시들음병 발병주율 15.4% 대비 미생물처리구의 발병주율이 9.8% 로 36%의 방제가를 보였
으며 수량은 무처리구 2,682kg/10a 대비 3,056kg/10a로 14% 증가하였다. 두 지역 모두 미생물처리
구에서 무처리보다 낮은 발병주율과 높은 방제가를 보였으며 수량은 평균 16% 증가하였다(표 3). 김 
등(2004)은 미생물처리 후 토양 내 유기물분해가 좋아지고 유기물함량이 풍부한 토양에서 방선균이 
많이 서식하고, 이 방선균은 항균물질을 많이 생성한다고 하였는데 본 시험도 방선균의 밀도가 증가함
으로 항생물질의 생성과 함께 토양 내 병원균에 의한 발병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처리별 시들음병 발병주율 및 상추수량 
구 분 처리내용 발병주율(%) 방제가(%) 수량(kg/10a) 조수입(천원)♩

김포 미생물처리 6 70 2,880 6,840
무처리 20 - 2,436 5,785

이천 미생물처리 9.8 36 3,058 7,262
무처리 15.4 - 2,682 6,369

♩ 상자당 평균가격 : 9,500원/4kg

다. 유용미생물 이용 상추재배 소득분석
  유용미생물 이용 상추재배 농가 실증으로 무처리구 대비 처리구의 전체 소득을 비교한 결과 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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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대비 444kg/10a의 수량이 증가하여 김포농가의 경우 1,054,500원의 소득이 더 발생하였으며 인건
비 등 손실적 요소를 제외하고도 수익이 980,100원이 더 발생하였고 이천농가는 376kg/10a의 수량이 
증가하여 893,000원 수익에서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803,720원의 소득이 발생하였다. 두 농가 평균 
891,000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으며 경기도내 상추재배면적 2,191ha에 적용한다면 1,952백만원의 수익
이 증가하여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표 4). 

표 4. 유용미생물 이용 상추재배 경영분석결과
구분 손실적 요소 이익적 요소

김포
o 증가되는 비용
  - 노력비 : 74,400
평균인건비 7,440원×5회×2시간=74,400원
 
 합계(B)        74,400원

 o 증가되는 수입
   - 증가수입
 444kg×2,375원=1,054,500원
 합 계 (A)  1,054,500원

○ 추정 수익액 : 980,100원

이천
o 증가되는 비용
  - 노력비 : 89,280
평균인건비 7,440원×6회×2시간=89,280원
 합계(B)       89,280원

o 증가되는 수입
   - 증가수입
 376kg×2,375원=893,000원
 합 계 (A)  893,000원

○ 추정 수익액 : 803,720원
* 단위 : 원/10a 

라. 농업인 만족도 조사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상추재배에 대한 농업인의 만족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농가가 매우 
성공적 또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전체 93점의 만족도 점수를 얻었다(표 5). 더불어, 농가들은 
토양개량, 병해충방제, 작물생육 촉진 등 다양한 용도에 미생물 이용을 희망하였으며, 기술센터 등을 
이용하여 목적에 맞는 유용미생물을 농가에 더 잘 보급하여 친환경재배 농가에서 올바르게 이용하여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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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유용미생물 이용 상추재배에 대한 농업인 평가 설문조사
설문문항 점수배점 응답자수(명) 점수배점

매우 성공적이다 100 9 900
성공적이다 90 12 1080
보통이다 80 2 160

그렇지 않다 70 0 0
아주 그렇지 않다 60 0 0

평 균 23명 93.0

4. 결과요약
  본 시험은 기술원에서 개발한 미생물을 상추재배 농가 현장에 직접 적용하여 그 효과를 보기 위해 
경기도 김포시 고촌면과 이천시 호법면에서 현장접목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정식 30일 후 상추 시들음병 발병주율은 무처리구 김포 20%, 이천 15.4%에 비해 미생물 처리

구는 김포 6%, 이천 9.8%로써 바실러스 GG95 처리가 발병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나. 육묘기 미생물 처리에 의해 출아율이 98%로 무처리 대비 2% 높았다. 
  다. 상추 수확량은 두지역 평균 10a당 평균 2,969kg으로 무처리 2,559kg 대비 16% 증가하여 조수

입이 16% 증가하였다.
  라. 미생물 이용한 시설 상추 재배 시험에 대한 농업인의 평가는 대체로 성공적인 결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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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수 및 수출용 느타리버섯 신품종육성 버섯 ’96~ 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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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용어  느타리(곤지1호), 병재배, 특성검정, 수량

ABSTRACT
  ‘Gongi-1ho’ a new variety of oyster mushroom, fitting for the bottle culture, was bred 
and by mating between monokaryons isolated from Kimjae-7ho and Samgu01. In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fruit body, the pilei were thick and dark-gray and the stipes were thick 
and long with softness. It was great in elasticity and cohesivness of tissue as compare to  
chunchu-2ho. The optimum temperature for the mycelial growth was around 26~29℃ and 
that for the pinheading and growth of fruitbody was around 14~18℃. In the bottle culture, 
it was required around 33 days in incubation period and 5 days in primordia formation. The 
fruit body was grew vital and uniform. The yield were shown by 140.6g/850cc bottle. 

Key word : Pleurotus ostreatus(Gongi-1ho), Bottle culture, Characteristics, Mating, New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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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느타리는 설안(지 등, 2006) 등 27종이 국내 고유 품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며(국립종자원, 2009), 국
내외에서 수집된 약 88여종의 느타리가 생산판매신고 되어 유통되고 있다(유 등, 2006). 국내 느타리
재배농가는 병재배기술(박 등, 1996, 주 등, 2007) 보급으로 시설의 대규모화 및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서, 농가에서는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생육이 균일하고 일시수확이 가능하며, 소포장 및 대량유통으
로 포장 및 수송이 용이하며, 환경적응성이 우수하여 생산 안정성이 있는 다수확성 병재배용 품종이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병재배용 품종은 춘추느타리2호를 비롯하여 4~5종에 불과하며, 대부분 균상
재배용으로 중국 등에서 도입된 균주를 선발육성한 품종으로 병․ 봉지재배용으로는 부적합하다. 현재 
유통되는 다수의 느타리 품종이 품종특성 및 적응성 시험을 거치지 않고 국내로 도입, 판매되고 있어 
재배농가가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국제식물 신품종 보호동맹(UPOV)의 가입에 의해 느타리가 보호
품종으로 등록되어 있어 우리나라 고유의 다양한 느타리의 품종개발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버섯연구소에서는 병재배에서 생산이 안정적이고, 자실체의 탄력성이 우수하여 수송 및 포장
에 용이하며, 대가 굵고 긴형태의 곤지1호를 육성하였기에 육성경위와 주요 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2. 육성내력
  ‘곤지1호’느타리는 김제7호의 단핵균사와 삼구01의 단핵균사를 2007년에 교잡하여 우수계통으로 선
발하여 계통번호 GMPO35352를 부여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주요특성 및 생산력 검정, 농가실
증시험을 거쳐 농촌진흥청 품종심의위원회에서 신품종으로 선정되었다.

단포자교잡
(2007)

김제7호 김제7호-2 1차선발
(2007) → 2차 특성검정

 (2007)삼구01 삼구01-5

→
3차 특성검정

GMPO35352부여
(2008)

→ 조직분리
(2009) → 생산력검정

(2009) → 농가실증시험
(2009)

그림 1. 육성경과(육성 계통도)

3. 주요특성
  ‘곤지1호’느타리의 고유특성으로 균사생장적온은 PDA배지에서 26~29℃이고 버섯발생 및 생육에 적
합한 온도는 14~18℃이었다. 형태적특징에 있어 갓은 얕은 깔대기형이고 대는 굵고 긴형이며 버섯 발
생형태는 다발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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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고유특성

계    통 균사생장적온
(℃)

버섯발생 및 
생육온도(℃) 갓형태 대형태 발생형

곤지1호
춘추2호

26~29
23~29

14~18
14~18

얕은깔대기형
얕은깔대기형

굵고긴형
가늘고긴형

다발형
다발형

  재배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특성으로 PDA배지에서 배양온도별 균사생장정도는 29℃에서 
배양 7일후 53.0mm였고, 균배양일수는 20℃에서 33일이 소요되었으며, 균긁기 이후의 초발이일수는 
5일, 생육일수는 6일이 소요되어 대조품종인 춘추2호에 비하여 1일정도 긴편이었다. 

표 2. 배양온도별 균사생장

계   통
온도별 균사생장(㎜/7일)

17℃ 20℃ 23℃ 26℃ 29℃ 32℃
곤지1호
춘추2호

22.0
23.8

30.1
30.9

42.6
44.6

49.2
45.2

53.0
48.0

33.8
36.8

표 3. 재배적 특성

재배법 계  통 배양일수
(일)

초발이
소요일수

(일)
자실체

생육일수(일)

병재배 곤지1호
춘추2호

33
33

5
5

6
5

 ※ 배지조성 : 톱밥+비트펄프+면실박(50:30:20 v/v)
    배양온도 20℃±1, 발이 및 생육온도 15℃±1
    용기 규격 : 병(p.p)-850cc, ￠58

  자실체 형태적 특성으로 갓크기 35.5mm, 대굵기 11.3mm, 대길이가 86.1mm로 춘추2호 대비 대가 
굵고 긴형태를 나타내었다. 갓색은 진회색(L=44.7), 대의 색택은 백색으로 춘추2호 대비 갓색은 진하
고 대색택은 백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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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형태적 특성

재배법 계  통 갓크기
(㎜)

대굵기
(㎜)

대길이
(㎜) 대형태 갓색

(L) 대색깔

병재배 곤지1호
춘추2호

35.5
36.7

11.3
9.6

86.1
83.4

굵고긴형
가늘고긴형

진회색(44.7)
회색  (48.0)

백색
백색

  버섯 갓색과 갓형태에 대한 이형개체 발생정도를 조사한 결과 표 5와 같이 전체 실증농가에서 이형
개체 발생은 없었으며 균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5. 이형개체 발생정도 (단위:개. 이형개체/총조사개체)

계  통 갓   색 갓  형  태
광주1 양평 버섯연구소 광주1 양평 버섯연구소

곤지1호
춘추2호

0
0

0
0

0
0

0
0

0
0

0
0

※이병개체율(%)=이형개체/총조사개체×100 

  농가 실증시험 및 생산력 검정시험에서 병 발생정도를 조사한 결과 곤지1호는 재배환경이 적정하게 
관리되어 세균성 갈변병과 푸른곰팡이병의 발생은 없었으나 대조구인 춘추2호는 세균성갈반병이 양평
지역에서 10%정도 발생되었다.  

표 6. 병재배에서의 병 발생 정도 (단위:%)

계  통
세균성갈변병 푸른곰팡이병

광주 양평 버섯연구소 광주 양평 버섯연구소
곤지1호
춘추2호

0
0

0
10

0
0

0
0

0
0

0
0

※병발생율(%)=이병개체수/총조사개체수(100개)×100

  ‘곤지1호’느타리의 수량은 평균 140.6g을 나타내었으며, 수량간 변이계수(C.V)는 3.6로 대조구인 춘
추2호의 5.8보다 균일한 수량을 나타내었으나 두품종간 수량 유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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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생산력 검정시험 결과 (수량 : g)
재배법 계통 1차 2차 3차 C.V 평 균 수량지수

(%)
병재배

(650cc, ￠58)
곤지1호 146.3 139.0 136.4 3.6 140.6a 91
춘추2호 153.5 163.0 145.3 5.8 153.9a 100

  ‘곤지1호’느타리의 농가실증시험의 생육상황 및 자실체 특성은 표 8과 같다. 초발이 소요일수는 5일, 
갓색은 L값 44.7로 춘추2호 48.1보다 진한회색을 나타내었다. 대길이는 86.1mm, 대굵기는 11.4mm로 
춘추2호에 비하여 굵고 긴형태를 나타내었다. 유효경수는 병당 29.8개로 춘추2호 29.2개로 유사하였
으나 개체의 품질이 우수하였다. 수량은 950cc 병당 186.2g로 대조품종인 춘추2호 175.2g/병 대비 
6%정도 높아 생산력 검정과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그 이유는 병목크기가 커지면서 곤지1호의 개
체생육이 양호해지고 유효개체수가 많아짐에 따라 수량이 높아졌음을 알수 있었다. 하지만, 수량에 있
어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대의 탄력성은 92%, 응집성은 82%로 대조품종의 탄력성 89%, 응집성 
73%보다 높아 부서짐이 적었고, 대의 씹은성은 219g, 깨짐성은 20kg으로 대조품종 508g, 45kg보다 
낮아 조직이 연함을 알수 있었다. 

표 8. 병재배 농가실증시험의 생육상황 및 수량

계  통
초발이

소요일수
(일)

갓색
(L)

갓크기
(mm)

대길이
(mm)

대굵기
(mm)

유효경수
(개/병)

수 량
(g/950
cc병)

수량
지수
(%)

곤지1호 5 진회색(44.7) 35.5 86.1 11.4 29.8 186.2 106
춘추2호 4 회색(48.1) 36.1 83.7 8.9 29.2 175.2 100

※ 병규격 : 950cc ￠65

표 9. 자실체 대의 물리성
시험계통 탄력성

(%)
응집성
(%)

씹음성
(g)

깨짐성
(kg)

곤지1호 92±4 82±3 219±29 20±3
춘추2호 89±2 73±4 508±93 45±8

※ 측정부위 : 대굵기 10mm



600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DNA다형성 비교 분석한 결과는 그림1과 같다. 프라이머는 UFPF2, UFPF5, UFPF7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고, 대조구는 춘추2호와 수한1호를 사용하였다. ‘곤지1호’느타리는 대조품종인 춘추2호, 수한1호
와 다른 밴드양상을 나타내어 대조품종과 확실히 구분되었고, 김제7호-2의 단핵균주와 삼구01-5 단
핵균주간의 DNA밴드가 혼합되어 있어 이들 단핵균주간 교배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 M: Marker, 1: 춘추2호,  2: 수한1호, 3: 김제7호, 4: 김제7호-2(단핵균주) 
               5: 곤지1호, 6: 삼구01-5, 7: 삼구01

그림 2. DNA 다형성 검정

  재배시 주의를 요하는 사항은 배지의 입병량이 불균일하고, 배양 및 생육온도가 높으며 발이가 불균
일 할수 있으며, 배양일수가 지나치게 길어지면 측발이 발생량이 높아질수 있다. 곤지1호는 생육초기
에 갓색이 청회색을 나타내며 재배시 환기장애로 생각할수 있는데 수확시점에서는 진회색으로 변화된
다. 또한, 수확시점에 환기량이 높게 요구되므로 재배사 크기와 생육량을 적절히 조절하여 재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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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느타리의 품종 다양화를 위해 단핵균주교잡에 의해 육성된 병재배용 느타리버섯 ‘곤지1호’ 의 주
요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균사생장적온은 26~29℃이고 버섯발생 및 생육온도는 14~18℃로 광온성을 나타내었다.
나. 갓색은 진회색(L=44.7)이고 얕은 깔대기형으로 갓 조직의 탄력성이 우수하였다.
다. 대는 백색이며 굵고 긴형태를 나타내었으며 춘추2호에 비해 탄력성이 우수하였다. 
라. 병재배시 배양일수는 20℃에서 33일, 초발이 소요일수는 5일, 자실체 생육일수는 6일이었다.
마. 버섯의 균일성에 있어서 갓색과 갓형태의 이형개체 발생은 없었다.
바. 세균성 갈변병과 푸른곰팡이병에 대한 병해가 없었으며 재배 환경관리가 적정할 경우 병해의 강한 

편이었다. 
사. DNA다형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UFPF2, UFPF5, UFPF7등의 모든 primer에서 대조구인 춘추느

타리2호와는 완전히 다른 밴드양상을 나타내어 품종간의 구분이 확실하였고, 교잡모본과 혼합된 
밴드양상을 나타내었다.

아. 수량은 생산력검정시 ￠58, 850cc 병에서 140.6g을 나타내었고, 농가실증재배시 ￠65, 950cc병에서 
186.2g으로 대조품종에 비해 6%증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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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및 수출용 느타리버섯 신품종육성 버섯 ’96~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최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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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연구소 최종인
색인용어  느타리(곤지2호), 봉지재배, 특성검정, 수량

ABSTRACT
  ‘Gongi-2ho’ a new variety of oyster mushroom, fitting for the bag culture, was bred and 
by mating between monokaryons isolated from GMPO35338 and Jangpug. In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fruit body, the pilei were thick and dark-gray and the stipes were thick 
and long with softness. It was great in elasticity and cohesivness of tissue as compare to  
Suhan-1ho. The optimum temperature for the mycelial growth was around 26~29℃ and that 
for the pinheading and growth of fruitbody was around 14~18℃. In the bag culture, it was 
required around 20 days in incubation period and 5 days in primordia formation. The fruit 
body was grew vital and uniform. The yield were shown by 323.3g/1kg bag. The variety has 
high yielding capacity, cultivation stability and the resistance to the bacterial brown blotch 
disease.

Key word : Pleurotus ostreatus(Gongi-2ho), Bag culture, Characteristics, Mating, New var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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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느타리버섯의 재배방법 변천과정을 보면 60년대 초기의 원목재배에서 70년대 볏짚․폐면 균상재배법
(Hong, 1978; Namgung, 1974)이 개발되어 재배면적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최근 노동력 부족과 연중
안정 생산을 위해 기계화가 가능한 병재배와 상자재배 그리고 봉지재배 기술이 개발되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병재배 기술에 대한 연구결과에 비해 봉지재배 기술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
한 실정이며 중국 방식과 유사한 실정이다. 이 등(2002)은 봉지재배 연구를 통하여 상압살균처리시 
생물학적 효율이 가장 높으며, 봉지직경은 10~14cm, 배지량은 800~1200g/봉지에서 재배기간, 수량, 
생물학적면에서 효율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봉지재배기술은 균상재배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으며 시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다소 크지만 연중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배지제조 및 균배양과 버섯생산의 분업화가 가능하며 균상재배 
시설에서도 재배할 수 있어 재배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주 등, 2008). 하지만, 봉지재배에 적합한 
품종은 수한느타리1호를 비롯하여 1~2종에 불과하며, 또한, 현재 보급종이 세균성갈반병에 약하고, 
배지 및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생산 안정성 떨어져 재배가 용이하지 못한 실정으로 봉지재배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버섯연구소에서는 봉지재배에서 생산이 안정적이고, 세균성갈반병에 강하며, 환경 및 배지적
응성이 높은 곤지2호를 육성하였기에 육성경위와 주요 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2. 육성내력
  ‘곤지2호’느타리는 GMPO35338의 단핵균사와 장풍느타리의 단핵균사를 2008년에 교잡하여 우수계
통으로 선발하여, 계통번호 GMPO35382를 부여하고,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주요특성 및 생산력 검
정, 농가실증시험을 거쳐 농촌진흥청 품종심의위원회에서 신품종으로 선정되었다.

단포자교잡(2008)
GMPO35338 GMPO35338-4 1차선발(2008) → 2차 특성검정 (2008)장풍 장풍-57

→ 3차 특성검정GMPO35382부여(2009) → 조직분리(2009) → 생산력검정(2009) → 농가실증시험(2009)

그림 1. 육성경과(육성 계통도)
3. 주요특성
  ‘곤지2호’느타리의 고유특성으로 균사생장적온은 PDA배지에서 26~29℃이고 버섯발생 및 생육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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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한 온도는 14~18℃이었다. 형태적특징에 있어 갓은 얕은 깔대기형며 대는 굵고 긴형으로 다발형태
를 가지고 있다. 곤지2호는 대조품종인 수한1호와 고유특성 및 형태적 특성이 유사하였다. 

표 1. 고유특성
계    통 균사생장적온(℃) 버섯발생 및 생육온도(℃) 갓형태 대형태 발생형
곤지2호수한1호 26~2926~29 14~1814~18 얕은깔대기형얕은깔대기형 굵고긴형굵고긴형 다발형다발형

  재배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특성으로 PDA배지에서 배양온도별 균사생장정도는 26℃에서 
배양 7일후 63.2mm였고, 균배양일수는 20℃에서 20일이 소요되었으며, 입상후 초발이일수는 5일, 생
육일수는 4일이 소요되어 대조품종인 수한1에 비해 배양일수가 2일정도 긴편이며, 자실체 생육일수는 
1일정도 단축되었다. 

표 2. 배양온도별 균사생장

계   통 온도별 균사생장(㎜/7일)
17℃ 20℃ 23℃ 26℃ 29℃ 32℃

곤지2호수한1호 24.411.0 31.118.3 41.828.4 63.234.3 56.137.7 41.320.1

표 3. 재배적 특성
재배법 계  통 배양일수(일)

초발이소요일수(일)
자실체생육일수(일)

봉지재배 곤지2호수한1호 2018 55 45
 ※ 배지조성 : 톱밥+면실피펠렛+비트펄프+면실박(40:40:10:10 v/v)
    배양온도 20℃±1, 발이 및 생육온도 15℃±1
    봉지규격 : 1kg

  자실체 형태적 특성으로 갓크기 36.5mm, 대굵기 14.9mm, 대길이가 96.3mm로 수한1호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었다. 갓색은 진회색(L=40.8), 대의 색택은 백색으로 수한1호 대비 갓색은 진하고 대색
택은 백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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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형태적 특성

재배법 계  통 갓크기(㎜) 대굵기(㎜) 대길이(㎜) 대형태 갓색(L) 대색깔

봉지재배 곤지2호수한1호 36.555.8 14.917.2 96.3109.4 굵고긴형굵고긴형 진회색(40.8)진회색(45.2) 백색백색

  버섯 갓색과 갓형태에 대한 이형개체 발생정도를 조사한 결과 표 5와 같이 전체 실증농가에서 이형
개체 발생은 없었으며 균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5. 이형개체 발생정도 (단위:개. 이형개체/총조사개체)

계  통 갓   색 갓  형  태
광주2 광주3 버섯연구소 광주2 광주3 버섯연구소

곤지2호수한1호 00 00 00 00 00 00
※이병개체율(%)=이형개체/총조사개체×100 

  농가 실증시험 및 생산력 검정시험에서 병 발생정도를 조사한 결과 곤지2호는 재배환경이 적정하게 
관리되어 세균성 갈변병과 푸른곰팡이병의 발생이 없었으나, 대조구인 수한1호는 세균성갈반병 발생에 
있어 연구소에서는 5%이상, 농가에서는 10%이상 발생되었다.

표 6. 봉지재배에서의 병 발생 정도  (단위:%)

계  통
세균성갈변병 푸른곰팡이병

광주2 광주3 버섯연구소 광주2 광주3 버섯연구소
곤지2호수한1호 010 010 05 00 00 00

※병발생율(%)=이병개체수/총조사개체수(100개)×100

  ‘곤지2호’느타리의 수량은 평균 323.3g을 나타내어 대조구인 수한1호에 비해 27%이상 증수효과가 
있었으며, 수량간 변이계수(C.V)는 8.4로 대조구인 수한1호의 13.6보다 균일한 수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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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생산력 검정시험 결과 (수량 : g) 
재배법 계통 1차 2차 3차 C.V 평 균 수량지수(%)

봉지재배(1kg)
곤지2호 303.8 354.6 311.5 8.4 323.3a 127
수한1호 292.9 239.0 228.2 13.6 253.6b 100

  ‘곤지2호’ 느타리의 농가실증시험의 생육상황 및 자실체 특성은 표 8과 같다. 초발이 소요일수는 5
일, 갓색은 L값 44.1로 수한1호 51.3보다 진한회색을 나타내었다. 대길이는 105.4mm, 대굵기는 
15.4mm로 수한1호에 비하여 가늘고 긴형태를 나타내었다. 유효경수는 봉지당 34.5개로 수한1호 27.0
개보다 27%이상 개체수가 많았으며 개체의 품질이 우수하였다. 수량은 1kg 봉지당 301.0g로 대조품
종인 수한1호 258.0g/봉지 대비 16%정도 높게 나타내었다. 대의 탄력성은 92%, 응집성은 86%로 대
조품종의 탄력성 90%, 응집성 83%보다 높아 탄력성이 우수하고 부서짐이 적었고, 대의 씹은성은 
202g, 깨짐성은 18kg으로 대조품종 154g, 13kg보다 높아 조직이 질김을 알수 있었다. 

표 8. 봉지재배 농가실증시험의 생육상황 및 수량

계  통 초발이소요일수(일)
갓색(L) 갓크기(mm) 대길이(mm) 대굵기(mm) 유효경수(개/병)

수 량(g/1kg봉지)
수량지수(%)

곤지2호 5 진회색(44.1) 38.3 105.4 15.4 34.5 301.0 116
수한1호 4 진회색(51.3) 37.6 99 16.7 27.0 258.0 100

※ 봉지규격 : 1kg

표 9. 자실체 대의 물리성
시험계통 탄력성(%) 응집성(%) 씹음성(g) 깨짐성(kg)
곤지2호 92±4 86±3 202±35 18±3
수한1호 90±6 83±7 154±24 13±2

※ 측정부위 : 대굵기 15mm

  DNA다형성 비교 분석한 결과는 그림1과 같다. 프라이머는 UFPF2, UFPF5, UFPF7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고, 대조구는 춘추2호와 수한1호를 사용하였다. ‘곤지2호’느타리는 대조품종인 춘추2호, 수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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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다른 밴드양상을 나타내어 대조품종과 확실히 구분되었고, GMPO35338의 단핵균주와 장풍느타리 
단핵균주간의 DNA밴드가 혼합되어 있어 이들 단핵균주간 교배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M: Marker, 1: 춘추2호,  2: 수한1호, 3: GMPO35338, 4: GMPO35338-4(단핵균주) 
              5: 곤지2호, 6: 장풍-57(단핵균사), 7: 장풍 

그림 2. DNA 다형성 검정

  세균성갈반병에 강하며 배지 및 환경적응성이 높은 품종인 곤지2호는 버섯발생시 환기가 적으면 대
가 가늘어지고 발생량이 많아 품질이 떨어질수 있으므로 버섯발생시점부터 환기를 주어 발생량을 줄
여주어야 한다. 또한 과습시 갓표면에 균사부상이 이루어질수 있으므로 적절한 환기조절이 요구되며, 
재배사내의 온도변화가 심할 경우 작은버섯이 고사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배사의 온도변화가 적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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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느타리의 품종 다양화를 위해 단핵균주교잡에 의해 육성된 봉지재배용 느타리버섯 ‘곤지2호’ 의 주
요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균사생장적온은 26~29℃이고 버섯발생 및 생육온도는 14~18℃로 광온성을 나타내었다.
나. 갓색은 진회색(L=40.8)이고 얕은 깔대기형으로 갓 조직의 탄력성이 우수하였다.
다. 대는 백색이며 굵고 긴형태를 나타내었으며, 버섯조직은 수한1호와 탄력성이 유사하였고 씹음성과 

깨짐성이 높아 대조에 비해 질긴편이었다. 
라. 봉지재배시 배양일수는 20℃에서 20일, 초발이 소요일수는 5일, 자실체 생육일수는 4일이었다.
마. 버섯의 균일성에 있어서 갓색과 갓형태의 이형개체 발생은 없었으며, 환경 및 배지적응성이 우수

하였다.
바. 세균성 갈변병과 푸른곰팡이병에 대한 병해가 없었으며 재배 환경관리가 적정할 경우 병해의 강한 

편이었다. 
사. DNA다형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UFPF2, UFPF5, UFPF7등의 모든 primer에서  대조구인 수한1

호와는 완전히 다른 밴드양상을 나타내어 품종간의 구분이 확실하였고, 교잡모본과 혼합된 밴드양
상을 나타내었다.

아. 수량은 생산력검정시 1kg 봉지에서 323.3g을 나타내어 27% 증수효과가 있었고, 농가실증재배시 
301g으로 대조품종에 비해 16%증수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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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원편성
세부과제 구 분 소 속 직 급 성 명 수행업무 참여년도

`08 `09

3) 봉지재배용 
느타리버섯 우량계통 

육성

책임자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농  업
연구사 최종인 세부과제총괄 ○ ○

공동연구자 〃 농  업
연구사 하태문 자료수집 ○ ○

공동연구자 〃 농  업
연구사 전대훈 자료분석 ○ ○

〃 〃 농  업
연구관 주영철 자료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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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농업현장실용화기술 개발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code) 수행기간 연구실 책임자
UPOV 대비 버섯 품목별 농가 시범재배 및 
보급체계 구축 연구

버섯
LS0116 '08~'10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전대훈
1) 버들송이 저장력 우수형 우량계통 육성 ･ 

생산력 검정 시험
버섯

LS0116 '08~'09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전대훈

2) 버들송이 저장력 우수형 육성품종 농가 실증 재배 버섯
LS0116 '10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전대훈
색인용어  버들송이, 상강, 저장력, 농가실증

ABSTRACT
  'Sanggang', a new cultivar of Agrocybe aegerita, was bred with mating between 
monokaryotic strains isolated from 'GMAG45109' and 'GMAG45107' in Mushroom Research 
Station, Gyonggi Province A.R.E.S. in 2009.
  The optimum temperature for the mycelial growth of Sanggang was 26 to 28℃ on PDA 
medium and that for the primordia formation and the growth of fruiting body of Sanggang 
was 18 to 20℃. In the bottle cultivation of Sanggang, the period of spawn run was around 
38 days at 22 to 23℃ and the period from scratching of inoculum to harvest was 12 days. 
The above characteristics of Sanggang were not different from those of Mihwang(control). 
Sanggang had brown-colored pilus, whereas Mihwang had yellowish brown-colored one, and 
Sanggang had a little smaller but stronger pilus and stipe than Mihwang. Sanggang had 
lower veil opening ratio than Mihwang at harvest time. Freshness of Sanggang was 
maintained for 13 days at the storage temperature of 4℃, while that of Mihwang was 
maintained for 10 days. The yield of fruiting bodies of Sanggang was 134g/850㎖ bottle, 
which was similar to that of Mihwang. Resistance to Trichoderma spp. of Sanggang, as well 
as Mihwang, was weak. 

Key words : Agrocybe aegerita, Sanggang, Storage capacity, New culti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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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버들송이(Agrocybe agerita)는 주름버섯목(Agaricales) 소똥버섯과(Bolbitiaceae), 볏짚버섯속
(Agrocybe)에 속하고 한국, 일본, 북미,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자생하는 버섯으로 봄부터 가을에 
걸쳐 활엽수 고사목이나 그루터기에서 다발로 발생된다. 볏짚버섯속은 전 세계적으로는 108종이 있으
나 현재 국내에서는 10종이 보고되어 있다(장, 2002). 버들송이는 향이 독특하고 다른 버섯에 비하여 
섬유질이 많아 아삭아삭한 독특한 저작감이 있어서 식미가 우수한 고급버섯으로, 지질 과산화 저해활
성(이 등, 1998), 면역활성(김 등, 1991) 등의 약리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버섯의 생리적 특성 상 균활력이 약하여 잡균의 오염이 잘 되며 농가의 안정적 
재배기술이 미흡하여 본격적인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식미가 우수한 고급버섯임에도 소비자
에게 알려지지 않고 있다. 최근 버들송이의 품질 및 재배적 단점을 보완한 우수품종이 육성되어 소수
이기는 하지만 일부 농가에 보급되고 있으며 점차 재배를 시도하고 있는 농가가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이제까지 버들송이 육성품종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육성한 ‘버들송이1호’와 경기도농업
기술원 버섯연구소에서 육성한 ‘진’과 ‘참’ 및 ‘미황’이 있는데, ‘버들송이1호’는 발이는 균일하고 다수
성이나 갓이 연갈색으로 일찍 피고 파손에 약한 단점이 있으며, ‘진’은 향이 짙으며 갓이 진갈색으로 
늦게 피고 파손에 강하나 발이율과 수량이 다소 낮은 단점이 있고, ‘참’은 갓이 갈색으로 형태적으로 
우수하며 늦게 피고 파손에 강한 다수성 품종이나 발이가 조금 불균일하고 대가 휘어서 자라는 단점
이 있다(최 등, 2005; 전 등, 2007). ‘미황’은 이러한 ‘참’의 대가 휘어 자라는 단점을 보완한 다수성
의 우수품종이나 갓색이 황갈색이다(전 등, 2008). 
  2008년 버섯연구소에서는 ‘미황’의 갓색을 보완하여 갓색이 갈색이고 대가 직립형이며 다수성이고 
갓과 대의 물리성이 강하고 저장력이 좋은 우수 신품종 ‘상강’을 육성하였기에 그 육성경위와 주요 특
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2. 육성경위
  2007년도에 버들송이 교잡계통 중 다수성이나 갓이 연갈색인 GMAG45109의 포자에서 50단핵균주
를 분리하여 그 중 균사활력이 강한 12번을 선발하고, 수량성은 낮으나 갓색이 진갈색인 GMAG45107
의 포자에서 50단핵균주를 분리하여 그 중 균사 활력이 강한 25번을 선발하였다. 
  2008년도에 선발된 GMAG45109-12와 GMAG45107-25의 단핵균주를 교잡하여 교잡균주의 자실체
를 조직분리하였다. 조직분리된 교잡균주를 2008년부터 2009년까지 3차 특성 검정을 거쳐 
GMAG45127 계통명을 부여하고 3차 생산력 검정을 거쳐 농촌진흥청 직무육성품종심의회에서 신품종
으로 선정되어 ‘상강(常强, Sanggang)’으로 명명하여 2010년 품종보호출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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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포자
교잡

(2008)
GMAG45109 GMAG45109-12 조직분리 및   1차 

특성검정
(2008)

→ 2차 특성검정
(2009)GMAG45107 GMAG45107-25

→
3차 특성검정

GMAG45127부여
(2009)

→
1차

생산력 검정
(2009)

→
2차

생산력 검정
(2009)

→
3차

생산력 검정
(2009)

그림 1. 육성계통도

GMAG45001
(수집균주)

GMAG45109
버들송이1호

상 강GMAG45002
(수집균주)

BF1
버들송이1호

GMAG45107

GMAG45004
(수집균주)

그림 2. 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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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특성
가. 고유특성

  상강의 고유특성으로(표 1) 균사생장적온이 PDA 평판배지에서 26~28℃, 버섯발생 및 생육온도는 
18~20℃로 미황과 같았지만 균사활력은 표 2에서 보듯이 미황보다 강하였다. 갓색은 미황이 황갈색인
데 비하여 상강은 갈색이며, 갓형태는 반반구형이고 버섯발생형태는 개체형으로 미황과 같다. 대는 미
황과 같이 직립형으로, 재배 시 권지(갓)를 씌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생력이 가능하다.

 표 1. 고유특성

품종명 균사생장 
적온(℃)

버섯발생 및 
생육온도(℃)

형 태 색 깔 발생형갓 대 갓 대
상 강 26~28 18~20 반반구형 중간형 갈색 미색 개체형
미 황 26~28 18~20 반반구형 중간형 황갈색 미색 개체형

표 2. 배양온도별 균사생장 (단위 : mm)
      배양온도(℃)
 품종명 20 22 24 26 28 30 32 34

상 강 50.6 63.2 71.3 79.5 82.6 66.2 14.0 9.6
미 황 45.2 56.0 64.0 70.1 72.2 62.9 19.5 11.4

※ PDA평판배지에서 8일간 배양된 균사 colony 평균직경으로 생장정도 측정

표 3. 자실체 색도♪

품종명 갓 색 대 색
L a b L a b

상 강 30.4 14.3 5.6 66.5 5.8 18.9
미 황 37.0 13.1 17.5 70.9 3.7 18.5   

 ♪ Measured by Spectrophotometer(CM-3600d), Konika minolta, 
 L : 명도, a : 적색도(+)/녹색도(-), b : 황색도(+), 청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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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강 미 황
그림 3. 상강의 자실체 형태

나. 생육특성
  병재배 시 생육 특성을 보면, 상강은 배양온도 23℃에서 균 배양일수는 38일, 발이 및 생육온도 
18~20℃에서 초발이소요일수는 7일, 자실체 생육일수는 5일로 재배일수는 50일 소요되어 미황과 같
았다(표 4). 주요 생육 특성에서 상강은 갓두께가 5.1mm, 갓직경은 25.4mm, 대직경은 6.3mm, 대길
이 99.0mm로 미황에 비하여 다소 적었으나, 수확 시 개산율이 16.3%로 미황보다 낮아서(표 5) 상품
성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재배일수 (단위 : 일)
재배양식 품종명 균배양일수 초발이소요일수 자실체 생육일수 재배일수

병재배 상 강 38 7 5 50
미 황 38 7 5 50

 ※ 배양온도 : 22~23℃, 발이 및 생육온도 : 18~20℃
 ※ 배양병 크기 : 850㎖, 배지조성 : 톱밥+쌀겨+밀기울+건비지=70:10:10:10(v/v)

표 5. 주요 생육 특성

재배양식 품종명
갓 대 개산율♩

(%)두께
(㎜)

직경
(㎜)

두께/
직경

직경
(㎜)

길이
(㎜)

직경/
길이

병재배 상 강 5.1 25.4 0.20 6.3 99.0 0.06 16.3
미 황 5.6 29.4 0.19 6.9 102.2 0.07 22.7

 ※ 재배조건 : 온도 18~20℃, 습도 92~98%, 발이 및 생육 CO2농도 : 1,500±200ppm 
 ♩ 수확기 개산율 : 수확기의 전체 버섯 개체수 중 개산된 개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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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병해 저항성
  일반적으로 버들송이는 다른 버섯에 비하여 병 저항성이 약한데, 재배접종 후 배양과정 중 푸른곰팡
이(Trichoderma spp.) 발생율을 보면(표 6), 상강은 4.0~5.2%로 미황과 비슷하였으며, 두 품종 모두 
비교적 높은 이병율을 보여 세심하게 균 관리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배양과정 중 병 발생정도 (’08~’09, 생육특성시험)

품종명
푸른곰팡이병 발생율(%)

1차 2차 3차

상 강 5.2 4.0 4.9

미 황 4.1 4.8 5.1
※ 푸른곰팡이병 발생율(%)=이병된 병수/총조사 병수(100개)×100

라. 수량성
  상강의 수량은 톱밥+밀기울+미강+건비지(70:10:10:10, v/v)배지에서 병재배로 3차에 걸쳐 생산력
을 검정한 결과(표 7) 850㎖병당 134g으로 미황과 대차 없었다.
 
표 7. 수량(’09, 생산력 검정 시험) (단위 : g/850㎖,∅58mm병)

품종명 1차 2차 3차 C.V. 평균 지수

상 강 134 131 137 2.2  134a♪  96

미 황 139 142 136 2.2 139a 100
♪DMRT at 5% level

마. 물리적 특성 및 저장성
  물리적 특성에서(표 8) 상강의 갓의 탄력성은 미황과 비슷하였으나 갓의 강도 및 취성과 대의 강도, 
탄력성 및 취성은 미황에 비하여 높아서, 유통 시 미황에 비하여 파손이 덜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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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물리적 특성♪

품종명
갓 대

강도
(g/㎠)

탄력성
(%)

취성♩
(g)

강도
(g/㎠)

탄력성
(%)

취성
(g)

상 강 471 102 54,487 1,024 89 49,385

미 황 153 106  20,540  798 54 35,542

 ♪Measured by Sun pheo meter(COMPAC-100), Sun scientific co. 
 ♩脆性 : 부스러지는 정도

  저장성에서 200g 랩포장으로 4℃에서 저장했을 때 Minamide법으로 본 상강의 신선도는(표 9) 저장 
후 5일까지는 매우 신선, 9일까지는 신선, 13일까지는 판매가능으로 나타나서 미황보다 판매가능기간
은 3일 길었다.

표 9. 저장성 (단위 : 신선도)
        저장기간(일) 품종명 0 2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8

상 강 10 10 10 10 8 8 8 8 6 6 6 6 4 4 2 0

미 황 10 10 10 10 8 8 8 6 6 4 4 4 4 2 2 0

※ 신선도(Minamide법) : 10 ; 매우신선, 8 ; 신선, 6 ; 판매가능 4 ; 식용가능, 2 ; 식용불가, 0 ; 변질 
※ 200g 랩포장으로 4℃ 저장

바. DNA 다형성 검정
  DNA를 UFPF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CR로 증폭하고 이를 전기영동으로 분리하여 증폭산물의 다형성
을 비교 분석한 결과(그림 4), 상강은 모본 GMAG45109와 GMAG45107 및 대조 미황과 DNA밴드 양
상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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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1 2 3 4 5 6 M 1 2 3 4 5 6

UFPF7 UFPF9

(M : Marker, 1 : GMAG45109, 2 : GMAG45109-12(단핵균주), 3 : 상강, 

4 : GMAG45107-25(단핵균주), 5 : GMAG45107, 6 : 미황)

그림 4. DNA 다형성 검정

사. 균일성 
  톱밥배지를 이용한 병재배에서 상강은 미황과 같이 이형개체 발생이 없었고, PDA 평판배지에서 균
사를 생장적온 28℃에서 8일간 배양 시 균사생장량 변이계수는 상강 2.0, 미황 1.7을 나타내었으며, 
23℃에서 종균배양 시 배양기간 변이계수는 2품종 모두 1.5로 형태적인 특성 및 균사배양에 대한 균
일성을 보였다(표 10, 표 11). 

표 10. 이형개체 발생정도(’08~’09, 생육특성시험) (단위 : %)
재배양식 품종명 갓 색 갓 형태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병재배 상 강 0 0 0 0 0 0
미 황 0 0 0 0 0 0

 ※ 이형개체율(%)=이형개체수/총조사개체수×100

 표 11. 균사생장 정도 

품종명 균사생장량(mm/8일)♩ 종균 배양기간(일/23℃)
1차 2차 3차 C.V. 1차 2차 3차 C.V.

상 강 81.0 82.5 84.3 2.0 38 38 37 1.5
미 황 72.3 70.9 73.4 1.7 38 37 38 1.5

 ♩품종별 최적 균사생장적온(28℃)에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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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재배 시 유의점
  상강은 잡균 오염에 약한 버들송이 균 특성상 배지 살균 및 종균 접종 시 잡균에 오염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발이기간에는 온도 20℃, 상대습도 96~98%, CO2농도는 1,500±200ppm으로 
하는데, 발이 시 상대습도가 낮으면 발이가 잘 되지 않는다. 발이 후부터 생육기간에는 온도 18℃, 상
대습도 92~95%, CO2농도는 1,500±200ppm으로 하는데, 갓에 물방울이 맺히지 않도록 습도를 조절
한다. 상강은 대가 직립형이라서 권지(갓)를 씌우지 않고도 재배가 가능하나 대의 신장을 위하여 권지
(갓)를 씌울 수 있다. 수확은 개산이 되기 전에 해야 하는데, 늦어지면 개산이 되고 포자의 비산량이 
높아져서 상품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상강은 병재배로 육성된 품종으로 병재배를 권장하나, 봉지재배도 가능하다. 

4. 적  요
  버들송이의 기존품종의 단점을 보완하고 품종 다양화를 위해, 단포자교잡에 의해 육성된 신품종 상
강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균사생장적온은 26~28℃, 버섯발생 및 생육온도는 18~20℃로 미황과 같았으나, 균사 활력은 미
황보다 강하였다.

나. 발이는 미황과 같이 균일하였으며, 갓형태는 반반구형으로 미황과 같으나, 갓색은 미황이 황갈색
인데 비하여 갈색이고, 대는 미황과 같이 직립형이다.

다. 톱밥+쌀겨+밀기울+건비지(70:10:10:10, v/v)배지로 병재배 시 배양일수는 22~23℃에서 38일, 발
이일수와 자실체생육일수는 18~20℃에서 7일과 5일의 기간이 소요되어 미황과 같았다. 자실체는 
미황보다 다소 적었으나, 수확 시 개산율은 16.3%로 미황보다 낮았다.

라. 재배접종 후 배양과정 중 푸른곰팡이병(Trichoderma spp.) 발생율이 4.0~5.2%로 미황과 비슷하
여, 두 품종 모두 비교적 높은 이병율을 보였다. 

마. 수량은 생산력 검정 결과 850㎖병당 134g으로 미황과 대차 없었다.
바. 자실체 물리성은 미황보다 강한 특성을 보였으며, 저장성은 판매가능기간으로 볼 때 13일로 미황

보다 3일 길었다. 
사. 갓색과 갓형태의 이형개체 발생은 없었고, 균사생장량 및 종균배양기간에서도 시험차수 간 균일성

을 보여 미황과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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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efficient transformation method of mushrooms. 
Three kinds of methods was used for Pleurotus ostreatus and Flammulina velutipes. 
Transformation of P. ostreatus was failed  by all method, however we can obtain transformants 
of F. velutipes by electroporation and PEG(Polyethylene glycol) method. The three kinds of 
plasmid, pFTXHG, pHydHG, and LME PCR fragments were transformed into protoplast of 
monokaryon F. velutipes strain(4019-20) by electroporation and  PEG methods. Electroporation 
conditions with 1.25kv and high protoplast concentration (2.0×107/㎖) resulted in the highest 
efficiency of transformation. Under this condition, 177 transformation with pFTXHG were 
generated on media containing 30㎍/㎖ hygromycin in mycelia regenerated from 
protoplast(2.4×104) but not with LME. As results of PCR and Southern blot analysis, the 
transformants of pFTXHG and pHydHG gave different patterns of the hybridization bands from 
those of wild type strain.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development of gene disruption and 
overexpression system for analysing gene regulation in mushrooms. 

Key words : Transformation, Electroporation, PEG, Bombardment, Pleurotus ostreatus, 
Fammulina velutipes, Hygromyc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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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고등균류에 속하는 백색부후균의 형질전환에 관한 연구결과는 1980년대부터 많이 보고되었으며, 형
질전환 효율이 다른 세균이나 효모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한다. 특히 담자균류에 속하는 버섯은 
무성생식포자의 생성이 저조하기 때문에 균사체에서 원형질체를 이용한 형질전환을 수행하는데(박 등, 
2006). 백색부후균에 속하는 버섯과 같은 사상성 진균류는 세포벽분해효소에 의한 원형질체 획득 효
율이 낮아 원형질체를 많이 생성하는 효소종류와 효소처리조건이 선행되어야 한다. 형질전환은 특정 
유전자를 도입하거나 null mutation을 유도하여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는 방법으로 여러 균류
를 대상으로 hygromycin B phosphotransferase(hph) 유전자를 선택표지로 사용한다(임 등, 1997). 
형질전환방법으로는 agrobacterium에 원하는 벡터를 삽입하여 균사체와 같이 배양하는 방법, 원형질
체현탁액을 고농도의 PEG(polyethylene glycol)와 CaCl2 용액에서 유전자를 삽입하는 방법, 원형질체
현탁액에 순간적으로 고압의 전기충격을 주는 Electroporation 법, 균사체나 포자등 조직에 미세한 입
자에 벡터를 코팅하여 유전자총과 같이 유전자를 삽입하는 Bombardment법 등이 알려져 있다. 버섯
류의 형질전환 방법으로 사용된 연구결과를 보면, agrobacterium 매개법은 송이(Tricholoma 
matsutake)(Murata et al., 2006)와 양송이(Agaricus bisporus)(Chen et al., 2000), PEG법은 먹물버
섯(Coprinus congregatus)(임 등, 1997), 느타리버섯(Pleurotus ostreatus)(Li et al., 2006), 아교버
섯(Phlebia tremellosa)과 기계충버섯(Irpex lacteus)(김 등, 2007), Electroporation법은 팽나무버섯
(Flammulina velutipes)(Kuo et al., 2004) 먹물버섯(Coprinellus congregatus)(박 등, 2006), 
Bombardment법의 경우는 느타리버섯(P. ostreatus)(Sunagawa and Magae, 2002)에서 유전자 삽입을 
확인하였으나 삽입된 유전자의 형질발현까지는 아직 보고된 결과가 없어 버섯류의 형질전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유전자의 기능분석 및 생리기작의 분자생물학적 분석에 있어서 형질전환
과 유전자조작 기술이 밑바탕 되어야 하며, 특히 버섯는 난분해성 물질인 리그닌 및 섬유소분해효소 
및 생리활성물질을 분비하므로 버섯을 보다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해선 유전자조작을 통한 과발현 균
주 개발 및 대량 대사산물을 생산 기술 개발 등 식용이외의 산업적 활용가치가 기대된다. 이에, PEG
법, 전기충격법(Electroporation), 유전자총법(Bombardment) 등 3가지 방법 중 버섯에 효율적인 형질
전환 처리조건을 선발하고자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가. 시험균주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춘추느타리2호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업미생물자원
센터에서 분양받은 팽나무버섯(KACC42777) 균주를 PDA(Potato Dextrose Agar)배지에서 25℃에 배
양한 후 4℃에 보존한 후 1개월에 한번씩 계대배양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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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질전환 벡터 구축
  팽나무버섯 유래의 기능성 EST(Expressed Sequence Taq)유전자를 삽입한 벡터 구축을 위해서 
pBGgHg 벡터를 사용하였다.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gene에서 유래한 gpd 
프로모터 아래 hygromycin B phosphotransferase(hph) 유전자를 포함한 pBGgHg 벡터를 primer 
set(gpd-5'-GAAGAAGCTTTAAGAGGTCCG-3'), (gpd-RK5'-CAGGTACCGGCGATAAGCTTGTTGTG-3') 
그리고, (HTP-RV 5'-CTATTTCTTTGCCCTCGGACG-3')를 이용하여 PCR 반응을 시켰다. PCR산물은 
Gel and PCR clean-up System(promega)를 사용하여 정제하였고 pGEM T-Easy(promega) 벡터에 
TA cloning 하였다(그림 1).

그림 1. 형질전환용 벡터구축(좌:binary vector pBGgHg, 우:pGEM- T Easy vector를 이용한 상동
적 재조합(homologous recombination)을 위한 벡터구축과정 

  팽나무버섯의 total RNA 를 분리하여 primer set으로 FTX-F5'-ATGCCTCAAGTCAAGACAAG-3' 
와 FTX-R5'-TCACTCAGGACC AGGAACCATG-3'로 RT-PCR 에 의해 31kDa의 세포용해 단백질인 
Flammutoxin 유전자 (819bp)와 자실체형성에 관련된 hydrophobin 유전자(1,552bp)를 primer set 
Hyd-F5'-GGGCCCATGTTCAAATCTCTCTCCTC-3'와 Hyd-R5'-CCATGGTCAGAAGGCATGGCAAGA-3'로 
RT-PCR에 의해 분리하고 pGEM T-Easy 벡터에 cloning 하였다. plasmid를 추출하여 삽입된 DNA
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유전자를 확인하였다. Flammutoxin 유전자 411bp 와 hydrophobin  유전자 
1,183bp 를 PCR 로 양말단에 spe I와 sal I을 포함하여 부분적으로 증폭하여 gpd 프로모터의 하류에 
spe I와 sal I 사이에 유전자를 삽입시켰으며 pFTXHG와 pHydHG의 CPV 벡터시스템을 구축하였다. 
LME 벡터시스템은 FTX와 hydrophobin CPV 벡터에 있는 M13 Forward/Reverse primer를 이용하여 
각각의 삽입 DNA절편을 PCR 증폭하여 사용하였다. 



624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다. RNA 분리 
  팽나무버섯에서 발현되는 target 유전자를 분리하기 위해 시험균주 KACC 42777을 병재배하여 생
산된 자실체의 갓 total RNA를 분리하였다. 수확한 갓 1g액체질소에 넣어 순간 냉동시킨후 막자사발
에서 갈아 RNA prep kit(QIAGEN)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분리된 RNA 용액에 혼입된 DNA를 제거
하기 위해 DNase를 37℃에서 20분간 처리하였다. 
  RT-PCR kit(TaKaRa)를 이용하여 RT-PCR 반응을 하였다. Target 유전자의 cDNA 합성을 하기위
해 이미 보고된 EST 유전자의 염기서열의 3'-말단 염기서열에서 primer set를 제작하였다. PCR 반
응액은 400ng의 total RNA, 20pmol의 downstream primer, 4㎕의 5×RT buffer, 2㎕의 
dNTPs(10mM), 10 unit의 RNase inhibitor, 10unit의 reverse transcriptase를 첨가하여 제조하였
다. PCR반응은 PTC-225TM thermocycler를 이용하였으며, 조건은 42℃에서 30분으로 수행하여 생
성된 cDNA 10㎕를 주형으로 하여 RNA PCR kit(AMV)의 사용설명서에 준하여 최종량이 50㎕가 되게 
하여 KOD DASH(TaKaRa) system을 사용하여 RT-PCR 을 수행하였다. PCR 반응은 94℃에서 30초, 
60℃에서 30초, 72℃에서 1분30초로 하여 35cycle 반복하는 조건으로 하였다. 

라. 균사체로부터 원형질체 나출
  MCM agar 배지와 PDA 배지에 팽나무버섯균을 4~5회 계대배양하여 균사 생육을 빠르게 한 후, 
MCM 액체배지 200㎖에 접종하였다. 배양중 오염을 방지하기위해 streptomycin 100㎍/㎖과 
penicillin 100㎍/㎖ 을 배지에 첨가하였다.  25℃에서 100rpm으로 7~10일 동안 배양하여 균사가 충
분히 자란 후 균질기를 이용하여 10,000rpm 으로 30초 동안 마쇄하였다. 갈린 균사를 회수하여 25℃
에서 100rpm 으로 하루정도 진탕배양 한 다음 원형질체 나출처리를 하였다. 회수한 균사체를 50㎖ 
conical tube 에 나누어 담아 5,000rpm 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후 1M 
MgSO47H2O를 첨가하여 40㎖로 맞춘 다음, 다시 5,000rpm 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제
거한 후 하나의 tube에 모아 원형질체 나출을 위한 세포벽 분해효소 처리를 하였다. 0.5M 
MgSO47H2O 5㎖ 용액에 yatalase(TaKaRa) 0.2g과 cellulase onozuka R-10(MBcell) 0.2g을 녹인 처
리와 glucanex 200G(novozyme) 0.2g과 cellulase R-10(MB cell) 0.2g을 녹인 처리의  원형질체 나
출효율을 비교하였다. 각각의 효소를 녹인 후 1M MgSO47H2O를 첨가하여 40㎖로 맞추어 효소의 최
종농도가 500㎍/㎖ 이 되도록 조절한 다음 25℃에서 약 100rpm으로 6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1시간 
간격으로 원형질체 나출정도를 조사하였다. 6시간 후 tube에 10㎖의 1M MgSO47H2O를 첨가하여 10
분간 실온에 방치한 후 sintered glass filter P-1(Duran)로 여과하여 남아있는 균사찌꺼기를 제거하
였다. 걸른 원형질체 현탁액에 1M sorbitol 을 첨가하여 5,000rpm 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새로운 
tube에 상층액을 회수하였다. 상층액과 동량의 1M sorbitol을 첨가하여 5,000rpm 으로 10분간 원심분
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다시 1M sorbitol을 넣어 40㎖로 맞춘 다음 5,000rpm 으로 10분간 원
심분리하여 tube에 남아있는 세포벽분해효소를 제거하였다. 상층액을 제거한 뒤 1M sorbitol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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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첨가하여 천천히 원형질체를 현탁시킨 후 약 1㎕정도를 광학현미경 하에서 나출된 원형질체 수
를 측정하여 농도를 계산하고, 얻은 원형질체 현탁액은 4℃에 보존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마. PEG법에 의한 형질전환
  원형질체 현탁액을 2.0×107/㎖ 농도로 맞추어 MTC buffer(0.6M mannitol, 100mM Tris-HCl, 
pH8.0, 100mM CaCl2)를 160㎕ 넣고, 미리 준비한 벡터 10㎍을 첨가하여 피펫으로 골고루 혼합한다. 
여기에 PTC buffer(40% PEG 4000, 10mM Tris-HCl, pH7.4, 100mM CaCl2) 50㎕와 10㎕의 
20mM aurintricatboxylic, 5㎕의 50mM spermidine, 100㎍의 heparin을 넣고 얼음에 45분 동안 방치
하였다. MTC buffer 1㎖을 첨가하여 실온에 25분간 방치한 후, 5,000rpm으로 4℃에서 5분간 원심분
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500㎕의 MTC buffer를 넣어 현탁하였다. 다시 4,000rpm 으로 4℃에서 5
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상층액을 제거하고 원형질체 재생을 위해 MYG(malt extract 1%, yeast 
extract 0.4%, glucose 0.4%) 배지에 도말하여 18~24시간 배양한 후, hygromycin B 30㎍/㎖, 1% 
low-melting point (LMP) agarose, 0.6M mannitol이 함유된 MYG배지를 약 5㎖정도를 위에 분주하
여 굳힌 후 25℃에서 배양하였다. 약 14일 후 재생된 균사를 30㎍/㎖의 hygromycin B가 함유된 
MYG배지로 옮겨 배양하고, 다시 계대배양하여 형질전환 유무를 확인하고 특성을 조사하였다. 

바. Bombardment(유전자총)법에 의한 형질전환
  PDA 플레이트 배지에 배양한 균사체에 target 유전자를 코팅한 입자(gold particle)를 유전자총
(Biolistic PDS-1000/He, BIO-RAD)을 이용하여 유전자 삽입을 수행하였다.
  Microcarrier 전처리(60회 충격기준)는 Sanford, et. al. method(Methods in Enzymology, 217, 
482-509, 1993)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30㎎의 microparticle을 1.5㎖ microcentrifuge 
tube에 넣어 1㎖의 70% ethanol 을 첨가한 후 3~5분간 강하게 혼합하였다. 약 15분간 microparticle
을 70% ethanol에 담금 후 5초간 microparticle을 넣은 tube룰 원심분리하여 침전시키고 상층액 을 
제거하였다. 시료를 세척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였는데 1㎖의 멸균수에 첨가하여 1분간 강하게 voltex
를 이용하여 혼합하고 1분간 microparticle이 침전되도록 방치한 후 microcentrifuge로 microparticle
을 침전시킨 후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세척 후 500㎕의 50% glycerol을 첨가하여 microparticle의 농
도가 60㎎/㎖이 되도록 조절하여 2주간 실온 및 4℃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Target 유전
자를 microcarrier에 코팅하는 과정으로(6회 처리기준), 50% glycerol에 60㎎/㎖ 이 되도록 준비한 
microcarrier를 5분간 vortex하여 응집된 particle을 잘 현탁시키고 50㎕(3㎎)의 microcarrier 를 1.5
㎖ microcentrifuge tube에 넣어 Pipette으로 microcarrier를 고르게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vortex하
여 particle이 잘 혼합되게 하였다. Microcarrier DNA precipitation 을 형성할 때는 계속해서 
microcarrier를 움직여 주며 5㎕ DNA(1㎍/㎕), 50㎕ 2.5M CaCl2, 20㎕ 0.1M spermidine(free base, 
tissue culture grade)를 순서대로 첨가하며 강하게 2~3분간 계속해서 vortexing한 후 1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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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particle이 가라 앉도록 방치하여 잠시 microcentrifuge를 사용하여 microparticle을 pellet화 
한 다음 상층액 제거하여 140㎕ 의 70% ethanol (HPLC 또는 spectrophotometric grade)첨가하였다. 
잠시 microcentrifuge 후 상층액 제거하여 140㎕의 100% ethanol 첨가한 후 잠시 microcentrifuge 
후 상층액 제거하여 48㎕의 100% ethanol 첨가하여 시료를 세척하고 tube 벽에 묻은 pellet을 조심
스럽게 tapping 하여 잘 혼합한 후 낮은 속도로 2~3초간 vortexing하였다.

그림 2. Bombardment 법 형질전환 시 유전자총(Particle Delivery System)에 의해 DNA로 
코팅된 microcarrier가 세포내에 들어가는 모식도 

 준비된 microcarrier를 균사체에 삽입하는 과정으로 bombardment처리는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Rupture disk cap과 microcarrier launch assembly 사이에 gap distance parameter를 맞추고, 
helium supply 확인(원하는 rupture pressure 보다 200psi 높게 설정)한 다음 microcarrier를 
washing한 후 50% glycerol로 현탁시켰다. Target 유전자가 삽입된 플라스미드용액으로 coating한 
microcarrier를 멸균한 microcarrier holder에 올려놓고 ethanol이 증발되어 microcarrier가 
macrocarrier holder에 부착되도록 하였다. Main unit 의 전원을 키고 chamber 내부를 70% 
ethanol로 멸균한 다음 멸균한 rupture disk를 멸균한 retaining cap위에 올려 놓고 gas 
acceleration tube 끝에 retaining cap을 단단히 놓고 wrench로 돌려 조였다. Microcarrier와 
stopping screen을 microcarrier launch assembly 위에 올려 놓고 microcarrier launch assembly
를 넣고 target cell을 chamber에 넣고 문을 닫은 후 chamber에 vacuum을 걸어 원하는 level까지 
가도록 하였다. Fire button을  rupture disk가 찢어지고 helium gas gauge가 0이 될 때까지 계속
해서 누르고 있다가 fire button을 놓으면 chamber내의 감압 해지되며 chamber내의 target cell을 
꺼냈다. Microcarrier launch assembly로부터 macrocarrier stopping screen을 분리한 후 사용한 
rupture disk를 제거하고 helium pressure를 제거한 후 처리한 시료(균사체)는 선택배지에 옮겨 
22~25℃에 배양 후 형질전환체는 2~3회 계대배양하여 PCR분석하여 유전자 삽입여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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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전기충격법에 의한 형질전환
  0.6M sorbitol 용액에 원형질체농도를 2.0×107/㎖로 맞추어 현탁한 후 14,000rpm에서 1분간 세척
하였다. Electroporation buffer(0.6M mannitol, 10mM sodium phosphate〔pH7.0〕)로 위와같은 조건
으로 1회 세척하여 상층액을 제거한 후 electroporation buffer 200㎕를 첨가하여 현탁하였다. 이 현탁
액에 10㎍의 플라스미드벡터를 혼합하여 10분 동안 얼음에 방치하였다. 전기충격을 주기위한 cuvette 을 
사용하여 여러 조건에서 전기충격을 처리한 후 다시 얼음에 10분 방치하였다. 선택배지로 CYM(0.6M 
mannitol, 1% malt extract, 2% glucose, 0.2% yeast extract, 0.2% tryptone, 0.05% MgSO47H2O, 
0.46% KH2PO4, 1% agar)배지에 hygromycin B 30㎍/㎖을 첨가한 것을 사용하였다. CYM 배지 5㎖ 에 
전기충격한 원형질체 현탁액을 혼합하여 선택배지에 도말하여 굳힌 후 25℃에 배양하면서 재생여부를 
관찰하였다. 2~3주 후에 CYM 선택배지에서 재생한 균사체는 다시 같은 선택배지에 2~3회 계대배양
하여 형질전환 여부와 특성을 조사하였다.

아. 형질전환체의 Genomic DNA 분리
  Hygromycin B 가 포함된 선택배지에서 자란 형질전환체의 균총을 cork borer(직경 5㎜)로 오려 
MCM 액체배지 200㎖에 접종하여 100rpm으로 25℃에서 10일간 진탕배양하였다. 자란 균사체를 2겹의 
miracloth로 여과하여 24시간동안 동결 건조시켰다. 동결건조된 균사체를 100㎎을 microtube에 넣어 
곱게 마쇄한 후, 400㎕의 extraction buffer(200mM Tris-HCl〔pH8.0〕), 200mM NaCl, 30mM 
EDTA, 0.5% SDS) 를 넣어 혼합하고 Proteinase K 용액 50㎕을 첨가하고 37℃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400㎕의 2×CTAB buffer(2% CTAB, 100mM Tris-HCl〔pH8.0〕, 20mM EDTA, 1.4M 
NaCl, 1% PVP〔polyvinylpyrolidone〕)을 첨가하여 잘 섞어 흔합한 뒤, 65℃에서 15분간 배양하였다. 이 
용액에 P:C:I(Phenol : Chloroform : Isoamylalcohol〔25:24:1〕)을 넣어 혼합한 뒤 14,000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새로운 microtube에 옮겼다. 여기에 isoprophyl alcohol 500㎕를 첨가
한 후 14,000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DNA를 침전시켰다. 상층액을 제거하고 70% ethanol을 1
㎖정도 넣어 염 등을 제거한 뒤, heat block에서 건조시켰다. 건조된 DNA에 TE buffer(10mM 
Tris-HCl〔pH8.0〕, 1mM EDTA〔pH8.0〕)를 50~100㎕ 넣어 DNA를 녹이고, RNase(10㎎/㎖) 3㎕
를 넣어 37℃에서 30분간 처리하였다. 이렇게 분리된 genomic DNA의 농도를 측정하여 정량하고 
-20℃에 보존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자. 형질전환체의 URP-PCR 및 specific primer에 의한 특성 검정
  형질전환체와 wild type의 유전적 차이를 구명하기위해 분리한 genomic DNA를 주형으로 
URP-PCR을 수행하였다. 12종류의 URP primer(universal rice primer) 중에서 다형성을 나타내는 
URP-2F, URP-2R primer를 선발하였다. PCR반응액은 15ng genomic DNA를 주형으로 하여, 
20pmole의 URP-primer, 200uM dNTPs, Taq DNA polymerase 1U, 10mM Tris-HCl, 50mM K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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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M MgCl2에 H2O를 첨가하여 최종 volume을 30㎕로 조정하여 제조하였다. PCR 반응은 최초 
denaturation을 94℃에서 4분간 수행한 후, denaturation을 94℃에서 1분, annealing은 55℃에서 1
분, extention은 72℃에서 2분으로 하여 35회 반복하였으며, 최종적으로 72℃에서 10분간 post 
extention 인 조건으로 PCR 반응은 PTC-225TM thermo cycler를 사용하였다. PCR 반응을 마친 후 
1.2% agarose gel에서 100V의 전압으로 30분간 전기영동하고, Doc-IT LS Image Acquisition 
Software(UVP Co.)를 이용하여 증폭된 밴드양상을 확인하였다.
 형질전환체의 유전자 삽입여부를 확인하고자 hygromycin B phosphotransferase 유전자(hph) 및 
target 유전자의 primer를 사용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PCR premix(JK-BIOTECH, Korea)에 
sense와 antisense primer를 첨가하였고, 반응조건은 94℃에서 1분, 58℃에서 1분, 72℃에서 2분으
로 하여 30회 반복하였으며, 최종적으로 72℃에서 10분간 post extension 시켰다. 반응을 마친 후 
1.2% agarose gel에서 100V의 전압으로 30분간 전기영동하여 증폭된 밴드를 확인하였다.

차. 형질전환체의 Southern hybridization 분석
  선발된 형질전환체의 target 유전자를 검출하기 위해 Southern hybridization 분석을 하였다. 형질
전환 균사체에서 추출한 genomic DNA 10㎍에 Kpn I 과 Sac I 제한효소를 처리하여 DNA를 절단하
였다. Agarose gel에 절단된 DNA를 전기영동하여 Hybond N+ nylon membrane(Amersharm)으로 
transfer 하였다. 사용된 DNA probe는 target 유전자의 full length cDNA를 사용하였고 DIG-probe 
kit(Roche)로 검출된 signal을 관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시험1> 적합 삽입 벡터 type 선발
  일반적으로 형질전환체 선발에 주로 사용되는 항생제 저항성에 대한 선택적 마커는 hygromycin B 
phosphotransferase(hph)로, 7종의 담자균 및 2종의 식물병원성 깜부기병균인 Ustilago 
maydis(Wang et al., 1988)과 U. violacea, 외생근균인 Laccaria laccata(Barrett et al., 1990), 4
종의 버섯류로 Pleurotus ostreatus, Agaricus bisporus, Lentinula edodes, Ganoderma 
lucidum(Van de Rhee et al., 1996; Hirono et al., 2000; Li et al., 2004)등에 사용된 연구 보고
가 있어, 본 연구에서도 형질전환체 선발을 위한 마커로 hygromycin B phosphotransferase 유전자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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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느타리버섯(춘추느타리2호) 균사의 hygromycin B 감수성

     PDA(Potato dextrose Agar 39g/ℓ), YGMA(Yeast extract 0.4%, glucose 0.4%, Malt Agar),
     P+V(PDA+Vancomycin), P+H(PDA+Hygromycin)

그림 4. 팽나무버섯 원형질체의 hygromycin B 감수성 
MCM(mushroom Complete Medium), control : hygromycin B free

  그림 3와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느타리버섯 균사는 hygromycin B 농도가 80ppm이상에서는 
균사생장이 억제되었으나 팽나무버섯의 원형질체는 10ppm에서도 균사재생이 억제되었다. 또한, 팽나
무버섯의 경우는 생장단계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였는데(표 1), 포자, 균사 및 원형질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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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ppm, 자실체에서는  30ppm 이상의 농도에서 균사재생이 억제되었다. 

생장단계 Hygromycin B 첨가농도(ppm)
0 10 20 30 40 50

포자 ++a + - - - -
균사 ++ +/- - - - -

자실체 ++ + +/- - - -
원형질체 ++ + - - - -

표 1. 팽나무버섯 생장단계에 따른 hygromycin B 감수성  

※ MCM배지에서 10일 배양
   a ++ : 재생된 균총이 매우 많음 또는 균사생장길이가 30㎜이상
       + : 재생된 균총이 100~200개 또는 균사생장길이가 5㎜이하
      - : 균총이 재생되지 않음 또는 균사생장이 되지 않음 

  형질전환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량의 원형질체를 획득하는 기술이 요구된다. 기존에 
사용되었던 유용한 세포벽분해효소인 Npvozyme 234가 생산이 중단되어 Aspergillus 속 사상균에 사
용되는 yatalase와 cellulase onozuka R-10, Glucanex 200G를 단용 또는 혼용하여 보다 많은 원형질
체를 얻을 수 있는 처리를 선발하였다. 효소종류 및 처리형태에 따른 원형질체 생산량을 비교한 결과
(표 2), cellulase와 yatalase 혼용, cellulase 와 glucanex혼용, cellulase, yatalase, glucanex 혼용처리
에서 2.0~2.2×107/㎖로 가장 많은 원형질체를 얻을 수 있었으나 yatalase가격이 Glucanex 200G 보다 
50배가량 비싸 므로 가장 효율적인 세포벽분해효소처리로 Glucanex 200G와 cellulase를 혼용하는 것
으로 선발하였다.
 
표 2. 첨가효소종류 및 균주형태에 따른 원형질체 생성량 (단위 : ×105/㎖)

첨가효소a 포자현탁액 셀로판지 위에 
배양한 균사체 액체배양한 균사체

cellulase 0.003 1.2 23
yatalase 0.005 2.0 60
glucanex 0.01 3.9 80

cellulase+yatalase 0.17 9.0 200
cellulase+glucanex 0.09 11.0 220

cellulase+yatalase+glucanex 0.1 12.0 220
※ 효소반응 : 25℃, 100rpm, 6시간
a 0.6M sorbitol buffer에 각각의 효소를 10㎎/㎖농도로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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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적합 첨가농도를 알아보기 위해 Glucanex 200G를 3배 증가하여 처리한 결과 원형질체량도 
증가하여(그림 5) 버섯류의 다량의 원형질체 나출을 조건으로 세포벽분해효소로 Glucanex 200G 3%
와 cellulase onozuka R-10 1%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였다.

그림 5. 원형질체 나출정도 (광학현미경 400배 확대)
(A) yatalse 1% + cellulase 1% (B) Glucanex 3% + cellulase 1% 

  
  형질전환 목표 유전자로는 용혈작용을 하는 flammutoxin유전자(FTX)와 자실체형성과 생장에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진 hydrophobin(hyd-1)유전자를 선택하였다. Lin 등(1975)은 팽나무버섯에서 심장 
독성이 있는 단백질인 flammutoxin 유전자(FTX)를 분리하여 독성을 연구하였는데, 쥐, 토끼, 돼지, 
인간, 고양이 등의 적혈구를 민감하게 용해시키는 반면, 양, 소, 거위, 말 등의 적혈구는 거의 용해시
키지 못하는 특이성을 가졌으며, Amanita phalloides에서 분리한 세포용해 독소인 phallolysin 과 매
우 유사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Bernheimer and Oppenheim, 1987). 또한, 단백질 서열분석과 
cloning, 유전자 발현 등에 대한 연구결과 flammutoxin은 크기가 31 kDa이고, 세포에 구멍을 형성하
여 용해시키며, 특히 자실체가 형성되는 동안 발현되는 특성을 나타낸다(Tomita et al., 2004). 
Hydrophobin은 팽나무버섯의 자실체 형성 후 생장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ndo et al., 
2001). 
  적합한 벡터 형태를 선발하기 위해, circular plasmid vector(CPV)와 linear minimal element 
vector(LMEV) 시스템을 구축하였다(그림 6). CPV는 각각의 gpd promoter를 상류로 하여 
hygromycin B 저항성 유전자 발현체계를 구축하고 하류영역에 목표유전자인 flammutoxin 유전자 
411 bp 와 hydrophobin 유전자 1,183bp를 부분적으로 PCR 증폭하여 최종적으로 pFTXHG와 
pHydHG 두가지 플라스미드 벡터를 구축하였다. LMEV는 구축된 플라스미드 벡터의 선발 마커유전자
를 갖는 목표유전자 내에서 단지 한쪽에 부분적인 목표유전자와 다른 한쪽에 선발마커유전자 hph 를 
갖는 짧은 직선의 벡터시스템이다.
 적합한 벡터형태를 선발하기위해 구축한 3가지 형태의 벡터를 이용하여 전기충격법으로 팽나무버섯 
원형질체로 형질전환을 한 결과로, 2.0×107/㎖의 원형질체를 처리했을 때, CPV 형태는 3주 이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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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형질전환을 위한 벡터형태

77~177개의 형질전환체가 형성되었으나, LMEV
는 어떠한 조건에서도 형질전환체를 획득할 수 
없었으며, 적합한 전기충격조건인 1.25 kv, 15㎍
의 고농도의 플라스미드 DNA를 처리한 경우도 
LMEV 시스템에선 형질전환체를 얻을 수 없었
다. 이와같은 결과는 Aspergillus oryzae 및 
Alternaria brassicicola 의 불완전균류에서의 형
질전환은 원형보다 직선형 벡터인 LMEV에서 효
율이 높다는 연구결과(Cho et al., 2006)와 상반
되는 결과로 균 종류에 따라 적합한 벡터형태가 
다른 것으로 여겨지며, 팽나무버섯을 형질전환할 
때는 원형인 CPV형태로 벡터를 구축하여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또한, 팽나무버섯 원형질체를 이용하여 CPV 
plasmid  시스템으로 PEG법(그림 7), 원형질체 
농도를 1.0×105~2.0×107/㎖로 하고 PEG농도 
및 처리시간에 따른 형질전환 효율을 분석한 결
과, 2.0×107/㎖ 농도에서 40%의 PEG용액에 30
분간 반응시키는 처리에서만 5개 미만의 형질전

환체를 얻을 수 있어서 전기충격법이 PEG법보다는 효율이 높았다.

그림 7. 전기충격법과 PEG법에 의한 형질전환 효율 비교 
(A) 플라스미드 없이 형질전환, (B)전압세기 1.25kv, (C) 전압세기 2.5kv,(D) PEG법
 ※ 30ppm Hygromycin B포함 MCM배지에서 14일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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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2> Bombardment 법을 이용한 형질전환 조건 구명

  Bombardment법은 원형질체를 생성하지 않고 조직을 이용하여 형질전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흔히 
유전자총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방법은 식물체 세포 및 조직의 형질전환 연구로 시작되었으며 PEG
법이나 전기충격법보다는 실험절차가 간단하며 동물이나 다른 미생물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춘추느타리버섯 균사체에 pBGgHg벡터를 대장균에 삽입하여  대량배양 하여 고농도
의 플라스미드용액을 gold particle 직경에 따라 형질전환을 수행한 결과(표 3), microcarrier직경이 클
수록 재생된 효율은 높았으나 유전자 삽입여부를 PCR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나 목표유전자가 증폭되
지 않아 형질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림 8). 이는 양송이를 bombardment법으로 형질전환체를 얻
었으나 PCR분석이나 Southern blot분석으로는 삽입된 플라스미를 확인하지 못한 연구결과(Moor et 
al., 1995)와 일치하였다.

표 3. Microcarrier 직경에 따른 균사체 재생율 

Microcarrier 직경(㎛) 0.6 1.0 1.6

균사재생 균사체 수 16 15 28

전체 계대배양 균사체 40 30 36

효율(%) 40 50 78

  최근의 느타리버섯에서 plasmid 1㎍을 처리했을 때 오직 하나의 형질전환체를 획득한 연구결과가 
보고되어(Sunagawa and Magae, 2002) 버섯의 경우는 매우 형질전환 효율이 낮은 방법으로 PEG법
이나 전기충격법 등 다른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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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M  W  1 2 3  4 5  6  7 8  9  10 11 P 1  2  3  4  5  6  7  8  9  10  11  P

그림 8. Bombarment 법에 의한 형질 환체의 PCR 분석

상:primer 치 하: HpH primer에 의한 밴드양상( ), GPD-F

와 HTP-RV primer에 의한 밴드양상

M: 1kb DNA Ladder(Marker), W:춘추느타리2호 wild type, 

P:plasmid pBGgHg, 2～11:춘추느타리2호 형질 환체

     
<시험3> 전기충격법을 이용한 형질전환 조건 구명
  Flammutoxin 유전자를 포함하는 pFTXHG를 이용하여 전기충격조건에 따른 원형질체 재생율과 형
질전환 효율을 분석한 결과, 800v에서 재생된 원형질체가 9.3×104 개로 가장 많았으나 형질전환체를 
얻을 수 없었으며, 1.25kv로 높였을  때는 재생된 원형질체는 2.4×104 개로 적었으나 형질전환체는 
177개로 많았다. 또한, 2.5kv로 전압을 높이면 재생된 원형질체는 8.0×102 개, 형질전환체는 77개로 
감소하였다(표 4). 이는 전압이 너무 높으면 원형질체에 충격이 가해져 파괴되는 것으로 예상되며 너
무 낮은 전압에서는 벡터가 세포내로 삽입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전기충격조건에 따른 팽나무버섯 형질전환 효율

전기충격 조건a 재생된 원형질체 수(㎖) 형질전환체수
800v 9.3×104 0
1kv 7.2×104 0

1.25kv 2.4×104 177
2.5kv 8.0×104 77

 ※ 배양조건 : 25℃, 21일 배양
 a 전기세기 및 저항 : 25㎌, 200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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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충격결과로 재생된 형질전환체를 hygromycin B 30ppm 함유한 MCM배지에 계대배양하여 2주 
후 균사형태를 관찰하였는데, 형질전환체에 따라 균사체 형태 및 생장량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선발된 형질전환체의 hygromycin B 저항성 형질의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균사생장 선단 부위를 
MCM 선택배지에 5회 이상 계대배양 하여 저항성이 지속적으로 나타나 CPV를 이용한 전기충격법은 
안정한 형질전환법으로 확인되었다.
  사상균중에 hygromycin B 저항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생제 마커에 의해서만 형질전환 
유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형질전환체가 팽나무버섯 단핵균주(4019-20) 유래인지 또는 
상동재조합(homologous recombination)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요구되는데, pFTXHG와 pHydHG의 
CPV 시스템에 의한 형질전환체 중 wild type과 유사한 균사형태를 보이는 개체를 선발하여 
URP-PCR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pFTXHG 플라스미드가 팽나무버섯 유전체 내로 삽입되었는지 확인하기위해 hygromycin B 
저항성유전자에 특이 primer인 HpH-F와 HTP-RV 및 gpd 프로모터 특이 primer인 gpd-F와 
HTP-RV primer 를 세트로 하여 PCR 분석한 결과(그림 9), hygromycin B 저항성 유전자 Hyg B 
관련 primer 쌍에 의해서 형질전환체 FvM1~FvM9에서 예상되는 1,000bp 크기의 산물과 gpd 프로모
터 관련 primer 쌍에 의한 결과로 1,300bp 크기의 밴드가 증폭되었으나 wild type 에서는 모두 증폭
되지 않아 형질전환체 모두 pFTXHG가 팽나무버섯 유전체내로 삽입되었음을 나타내었다. 

그림 9. pFTXHg벡터를 이용한 형질전환체의 PCR분석 
상: HpH-F and HTP-RV primers, 하:(A) gpd-F and HTP-RV, (B) FTX-F and FTX-R(det) 
(C) Lane M: 1kb marker, Lane1: F.velutipes wild type, lane2-10: mu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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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HydHG벡터를 이용한 형질전환체의 PCR분석
상: primer 위치, 하:primer에 따른 PCR 증폭산물
Lane M: 1kb marker, Lane1: F.velutipes wild type, lane2-10: mutants
  

 

  Hydrophobin 유전자를 포함하는 pHydHG plasmid삽입여부도 우선 PCR분석으로 조사한 결과(그림
10), (A)의 FvHydM1, FvhydM2, FvhydM3에서 Hyg B 유전자로 부터 예상되는 1.0kb밴드가 증폭된 
반면 wild type에서는 같은 크기의 밴드가 증폭되지 않았다. (B)는 promoter영역부터 terminator 영
역까지 예상되는 1.5kb 크기의 밴드가 증폭되어 pHydHG 형질전환체임을 확이하였다. (C)는 M13R/F 
primer로 pHydHG 형질전환체를 PCR분석한 결과로, wild type에서는 M13염기서열이 없으므로 증폭
산물이 없었으나 FvHydM2와 FvHydM3의 경우는 FvHydM1에 비하여 1kb가 긴 PCR 산물이 증폭되
어 homologous recombination과정에서 목표유전자내에 첨가적이 DNA 절편이 삽입된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부분의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실제적으로 어떤 형태로 삽입되었는지 확인과정이 요구되었다. 
  위의 두가지 유전자를 벡터에 삽입하여 형질전환체 선발을 위한 벡터를 구축하기 위해 우선, 팽나무
버섯의 genomic DNA의 copy수를 알아보기위해 시험균주 KACC42777과 단핵균주 4019-20의 
genomic DNA를 EcoR I로 절단하여 두 유전자의 probe로 Southern Blotting한 결과 flammutoxin 
probe는 7.0kb, hydrophobin probe는 8.0kb 크기에서 하나의 hybrid band를 나타내어 각각의 유전
자는 single copy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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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FTXHG 형질전환체의 Southern blot hybridization 분석

  Genomic DNA에 hydrophobin 유전자의 homologous recombination 여부를 조사하기위해 pHydHG의 
hygromycin 에 존재하는 Hind Ⅲ와 hydrophobin 유전자에 존재하는 Sph I 제한효소로 DNA를 절단하
고 hydrphobin cDNA(1,552bp)를 probe로 사용하여 Southern blot hybridization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림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가지 제한효소에서 wild type(4019-20)은 Hind Ⅲ는 7.5kb, Sph I 는 
9.0kb의 밴드가 검출되었으나, pHydHG 형질전환체 FvhydM1, FvhydM2, FvhydM3은 wild type과 같
은 크기의 밴드가 검출되지 않았고 다양한 크기의 밴드가 검출되었다. 이것은 정확한 homologous 
recombination기작은 알 수 없으나 목표 유전자에 pHydHG가 교환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12. pHydHG 형질전환체의 Southern blot hybridization 분석
상 : probe 위치, 하 : 제한효소에 따른 검출 밴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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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과 같이 버섯에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벡터 구축과 효율적 형질전환 방법을 개발했으며, 앞으
로 유전자 파괴 및 과발현 시스템 구축 등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팽나무버섯의 
유전체 염기서열 해독연구가 2007년부터 시작되어 본 연구에서 구축한 벡터와 형질전환 기술이 유전
자 수준에서 생리대사 기작을 밝히는데 유용하며 기반기술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적  요 
  버섯류의 유전자의 기능분석과 대사기작의 분자생물학적 분석을 위한 유전자조작의 기술을 개발하
고, 나아가 식용 및 산업적 활용가치를 높이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버섯의 형질전환에 적합한 
벡터형태 선발 및 형질전환벡터를 구축하고, PEG법, Bombardment법, 전기충격법 등의 적합 처리조
건을 구명하여 효율적인 버섯 형질전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Hygromycin B의 감수성은 느타리버섯 균사체는 80ppm, 팽나무버섯의  포자, 균사 및 원형질
체에서는 20ppm, 자실체에서는 30ppm 이상으로 나타났다.

  나. 원형질체 나출을 위한 세포벽분해효소 및 처리농도는 Glucanex 200G 3% + cellulase R-10 
1% 가 적합하였다.

  다. 형질전환을 위해서는 원형형태의 벡터가 선형보다 형질전환 효율이 높았다.
  라. 형질전환방법에 따른 효율은 전기충격법이 가장 높았으며, 이때 조건은 1.25kv, 25㎌, 200Ω가 

적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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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버섯의 산업적활용 및 부가가치 향상에 관한 연구 버섯 ’09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이윤혜

 4) 버섯을 이용한 두부의 상업화 연구 버섯 ’09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김정한

색인용어 표고버섯, 두부, 응고, 베타글루칸

ABSTRACT
 Soybean curd was prepared with the addition of mushroom to develop new commercial foods 
and processing technique. The flake type of mushroom was appropriate to make soybean 
curd. The size of flake of mushroom was 3~5㎜ and it is necessary for dried flake to soak 
in water at 20℃ for 30 min. As results of sensory evaluation, the preferences of soybean 
curd added Pyogo were showed 73.3% in savory taste and 63.3% in overall acceptability, 
respectively. The content of β-glucan in soybean curd added Pyogo was detected as 2.0%, 
but that of in control was not detected. However, the radical scavenging ability of soybean 
curd added Pyogo and control was showed similar level. 

Key words : Soybean curd, mushroom dried flake, β-glucan,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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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버섯은 자낭균류에 속하는 고등균류로 그 자체의 독특한 맛과 향기로 인해 기호성이 높은 식품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당질, 단백질, 비타민, 아미노산, 무기질 등과 같이 인체에 필요한 각종 영양소를 다
량 함유하고 있는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버섯에는 다양한 유용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생리활성 성분이 β-글루칸과 같은 다당류와 펩타이드, 단백질 등이 다
당류에 결합된 당단백질이다(Chang 등, 1993). 또한 버섯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는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고 담즙산 흡착능, 양이온교환능, 콜레스테롤 감소효과 및 당뇨병과 깊은 
관련이 있는 혈당 강하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eeman, 1987) 
  최근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이 고급화, 간편화 및 건강화를 지향하는 시점에서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소재를 두부에 첨가하여 건강 및 기능성 향상을 추구하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오미자(김과 최, 2008), 뽕잎(김 등, 2008), 청국장(안 등, 2008), 강황(박 등, 2007), 
홍삼(이 등, 2008), 클로렐라(김 등, 2003)등의 기능성 재료를 첨가하여 두부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버섯 또한 그 자실체와 균사체를 이용하여 두부에 접목하려는 일부 연구는 있
었지만 그 이용이 제한적이었고 상업화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양성이 우수하고 최
근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버섯을 활용하여 상업화 수준에서의 두부를 제조하여 부가가치가 있는 기
능성 두부개발 및 버섯소비확대에 기여코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두부제조에 적합한 원료버섯 형태 및 첨가방법

  두부 제조에 적합한 원료버섯 및 첨가형태를 구명하기 위하여 느타리버섯, 큰느타리버섯, 표고버섯
을 대상으로 분말(0.1%), 농축액(1.0%), 분말(0.1%)+농축액(1.0%) 형태로 제조하여 응고제와 함께 두
유에 첨가한 후 생식용 두부를 제조한 후 물성측정기(TA, texture analyzer)를 이용하여 경도와 씹힘
성을 측정하였다. 
  두부에 첨가하기 위한 버섯의 첨가형태는 표고버섯과 느타리버섯을 열풍건조한 후, 이를 분쇄하여  
3~5mm 크기의 플레이크를 제조하였다. 또한 두부 제조에 적합한 버섯의 첨가방법을 구명하기 위하
여 미리 제조된 두유에 응고제와 함께 ① 버섯 플레이크 처리구, ② 버섯 플레이크를 20℃에서 30분
간 수침 후 처리의 두 처리구로 나누어 두부를 제조하는데, 이때의 버섯 첨가량은 두유대비 0.4% 수
준 이었다. 그리고 두유의 단백질이 응고가 되면 커드가 생성되는데 이를 다시 파쇄한 후 성형틀에서 
압착한다. 위의 공정으로 제조된 두부는 육안으로 버섯의 분포상태를 관찰하고, 그리고 물성분석기를 
이용하여 경도를 측정하였다. 소비자 기호도는 표고버섯 두부를 대상으로 식품 구입 주 결정자인 
30~44세인 기혼여성 60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법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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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버섯첨가 두부의 영양성분 및 기능성 분석
  버섯 첨가두부의 영양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시료를 건조 후 분쇄하여 수분함량은 105℃ 건조중량법
으로 측정하였으며, 단백질 함량은 자동분석기(Buchi, K-370)를 이용하여 Kjeldahl법으로 정량하여 
질소계수 6.25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회분은 550℃ 직접회화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조지방 함
량은 조지방 자동분석기(Gerhardt, Soxtherm 416)를 이용하여 Soxhlet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조섬유
는 자동분석기(Foss, Fibertec 1023)으로 분석하였다. 당질은 시료 100g중에서 수분, 단백질, 지질, 
조섬유, 회분 함량을 감한 값으로 하였다. 유리아미노산 분석은 아미노산 자동분석기로 측정하였다. 
  버섯두부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BETA-GLUCAN kit(Megazyme, Wicklow, Ireland)를 사용하여 측
정하며, total glucan의 당 함량을 구한 후, α-glucan의 함량을 구하여 그 뺀 값을 β-glucan 함량
으로 나타내었다. 즉, 시료에 37% 염산을 첨가하여 100℃에서 2시간 동안 가수분해 시킨 후 2N KOH
를 이용하여 pH를 조정하고, 그 가수 분해액을 200mM의 sodium acetate buffer(pH 5.0)로 희석한 
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 100㎕을 취하여 exo 1,3-β-glucanase와 β-glucosidase를 첨가한 후 
glucose determination reagent(Megazyme)를 첨가하고, 51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total 
glucan의 당 함량을 분석하였다. α-glucan의 당함량은 시료에 0.2N KOH를 넣고 20분간 얼음이 채
워진 수욕에서 반응 후 1.2M sodium acetate buufer(pH 3.8)를 첨가하고 amyloglucosidase와 
invertase를 넣고, 이후 새 튜브에 옮겨 GOPOD reagent 3mL을 넣어 40℃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51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항산화 활성은 DPPH radical 소거법(Blois)에 따라 시료 0.2 mL에 
4.1×10-5 M의 DPPH 용액 0.8 mL를 가한 후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두부제조에 적합한 버섯의 원료형태를 선발하기 위하여 버섯의 다양한 원료형태로 제조하여 생식용 
두부에 첨가하여 경도 및 씹힘성을 측정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조구(버섯 무첨가구)의 경도는 1.34
인데 비해 버섯의 분말(0.1%), 농축액(1.0%), 분말(0.1%)+농축액(1.0%)을 첨가했을때 경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버섯첨가가 두부 응고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버섯 원료형태
중 버섯 농축액(1.0%) 첨가구의 경도가 1.46으로 높게 나타났고, 버섯가운데는 큰느타리버섯의 경도가 
1.49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씹힘성은 버섯 분말, 농축액, 분말+농축액 첨가시 대조구의 씹힘성(0.22) 
보다 낮아 버섯의 첨가가 오히려 두부의 식감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료버섯 형태가운데 
버섯 분말이 두부의 식감을 가장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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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버섯 원료 가공형태에 따른 생식용 두부의 경도 및 씹힘성
분말(0.1%) 농축(1.0%) 분말(0.1%)+농축(1.0%)

경도(N) 씹힘성 경도(N) 씹힘성 경도(N) 씹힘성
느타리 1.43 0.20 1.42 0.21 1.42 0.20

표고버섯 1.47 0.18 1.46 0.21 1.39 0.19
큰느타리버섯 1.40 0.17 1.49 0.21 1.40 0.17

※ 대조(무처리) 경도 : 1.34, 씹힘성 : 0.22

  위의 결과를 분석하면 분말, 농축액, 분말+농축액 모두 두부의 식감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위의 처
리와 다른 버섯의 첨가방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중에서도 버섯의 식감이 살아있고, 소비
자들이 육안으로 버섯을 식별할 수 있도록 건조버섯을 3~5mm의 플레이크(그림 1)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1. 느타리버섯 플레이크(좌)와 표고버섯 플레이크(우)

  버섯두부의 상업화를 위해서는 버섯 플레이크가 두부에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원료버섯의 첨가
시기 및 첨가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버섯 플레이크의 첨가시기는 콩을 마쇄, 증자한 후 응고
반응시에 첨가하며, 버섯 첨가량은 두유대비 0.4%로 첨가하였다. 그리고 건물 첨가와 수침 후 첨가방
식으로 두부에 적용한 결과, 건물 첨가시에 두유의 표면에 대부분 부상하여, 압착시에 버섯이 두부의 
밑면에만 치우쳐져 분포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버섯 플레이크를 20℃
에서 30분 수침 후 두유에 첨가한 결과 버섯 플레이크와 두유가 골고루 혼합되었으며, 압착시에도 두
부에 골고루 분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버섯 플레이크를 첨가하여 두부의 시제
품을 생산한 결과(그림 2), 일반두부와 버섯두부의 경도(N: 2.10~2.11)는 차이가 없었으나, 표고버섯 
두부가 느타리버섯 두부보다 첨가된 버섯의 형태가 좋고 식별이 더 잘 되어 상품화 가치가 더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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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되어 최종 제품화하기로 하였다.  
  표고버섯 두부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는 30~44세의 기혼여성 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다. 표고버섯의 호감도는 3.53으로 보통 이상 선호하는 식품으로 조사되었으며, 표고버섯 두부의 외
관, 전반적인 맛, 고소한 맛, 버섯과 두부의 맛의 어울림에 대한 호감도는 보통 이상이 만족한다고 답
하였다. 그러나 촉감은 2.85로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나타났으며 가격은 일반 두부보다 약240원을 더 
지불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버섯두부의 구입의향에 대해서 참가자의 66%가 구입의사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느타리 두부
경도(N) : 2.11

 표고 두부
경도(N) : 2.10

 무처리
경도(N) : 2.11

그림 2. 버섯두부의 시제품 전경

표 2. 표고버섯두부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
항 목 평 점

표고버섯 호감도 3.53
외관 호감도 3.37

전반적인 맛 호감도 3.73
고소한 맛 호감도 3.78

버섯과 두부의 맛의 어울림 3.43
촉감 호감도 2.85

가격(일반 두부+α값) 239원
버섯두부 구입의향 3.33

※ 5점척도법(1: 매우 나쁨, 2: 나쁨, 3: 보통, 4: 좋음 5: 매우 좋음)

  버섯 첨가두부의 일반성분 분석결과(표 3), 버섯 첨가에 따른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회분은 버섯 
첨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섬유소 함량에서 표고버섯 두부는 0.36%, 느타리두부
는 0.75%로 일반두부(0.15%)에 비해 표고버섯 두부는 2.4배, 느타리버섯 두부는 5배가량 많이 함유되
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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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일반성분 분석 (단위: %)
두부종류 수분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섬유소 회분

느타리두부 4.6 48.8 29.8 12.0 0.75 4.02
표고두부 3.4 49.8 30.2 12.1 0.36 4.11
일반두부 4.1 48.9 29.9 12.5 0.15 4.42

  버섯두부의 아미노산 분석 결과(표 4), 버섯 첨가에 따라서 두부의 아미노산 조성별 함량의 차이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미노산 총함량에서는 일반두부가 7.33%에 비해 느타리버섯 두부가 7.43, 
표고버섯 두부가 7.42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Glutamic acid(Glu)은 조미성분으로 
이 성분의 함량이 높을수록 맛이 좋은 경향을 나타내는데, 느타리버섯 두부가 1.36%로 표고버섯 두부
는 1.32%로 일반두부(1.32%)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4. 버섯두부의 아미노산 분석                                                       (단위: %)
두부종류 Asp Thr Ser Glu Pro Gly Ala Cys Val Met

느타리두부 0.85 0.35 0.48 1.36 0.03 0.58 0.44 0.08 0.43 0.01
표고두부 0.85 0.34 0.55 1.33 0.08 0.59 0.59 0.05 0.44 0.00
일반두부 0.85 0.34 0.54 1.32 0.08 0.58 0.60 0.06 0.43 0.00

(단위: %)
두부종류 Ile Leu Tyr Phe His Lys Arg 총함량

느타리두부 0.33 0.62 0.15 0.32 0.33 0.45 0.41 7.43
표고두부 0.37 0.65 0.15 0.32 0.26 0.43 0.40 7.42
일반두부 0.36 0.63 0.13 0.32 0.24 0.43 0.40 7.33

  일반적으로 담자균류의 자실체는β-glucan을 함유하고 있으며 β-1,3-glucan을 주쇄로하여 β
-1,6-glucan이 함유된 다당류가 풍부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버섯 100g당 β-글루칸 
함량은 꽃송이 버섯 43.6g, 잎새버섯 15-20g, 영지버섯 8-15g, 송이버섯 18.1g 존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엄 등, 2010). 표 5와 같이 버섯두부의 β-글루칸을 측정한 결과, 표고버섯 두부에는 
2.0%, 느타리버섯 두부는 1.3%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두부에서는 β-glucan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항산화활성은 일반두부와 표고버섯두부와의 차이는 없었으며, 느타리버섯 두
부는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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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버섯두부의 β-glucan 함량 및 항산화활성                                        (단위: %)
베타글루칸 라디컬소거활성(%)

느타리두부 1.3±0.58 60.1 c
표고두부 2.0±0.11  69.5 ab
일반두부 n.d 72.0 a

※ n.d : 미검출

4. 적  요
  버섯 두부를 제조하기 위하여, 상업화 수준에서 두부적용에 적합한 원료형태 및 첨가방법을 구명하
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조된 버섯두부의 영양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두부제조에 적합한 버섯 가공법을 개발하기 위해 분말, 농축, 분말+농축형태로 첨가한 결과 제
품의 경도 및 식감에 문제가 발생하였고, 버섯 플레이크 형태로 첨가한 결과 버섯의 식별이 가
능하고 두부의 식감이 살아났다.

  나. 버섯 플레이크를 건물 그대로 첨가시에 버섯이 두유의 표면으로 대부분 부상하여 제품 압착시 
골고루 분포되지 않았으나, 버섯 플레이크를 20℃에서 30분간 수침 후 첨가시에 버섯 플레이크
가 두부에 골고루 분포되고 균일도가 우수하여 두부제조에 적합하였다.

  다. 표고버섯두부의 소비자 기호도 조사결과 버섯두부의 전반적인 맛 호감도는 3.53으로, 고소한 맛
이 3.78로 높게 나타났으며, 표고버섯두부 제품의 구입의향에 대한 설문에서는 3.33으로 보통 
이상의 사람들이 구입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표고버섯 두부의 가격은 일반두부보다 240원 정
도 더 지불할 의향을 가진다고 답하였다.

  라. 버섯첨가 두부의 일반성분 분석결과 수분,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회분은 큰 차이가 없었으나 
섬유소 함량이 표고버섯 두부는 2.4배, 느타리버섯 두부는 5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아미노산 함량은 일반두부와 큰 차이는 없었다.

  마. 버섯두부의 베타글루칸 함량은 표고버섯두부는 2.0%, 느타리버섯두부는 1.3%의 함량이었으나, 
일반두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고, 항산화활성은 일반두부가 72%로 표고버섯의 70%와 비슷하였
으나, 느타리버섯두부는 60%로 다소 활성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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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연구실 책임자
잎새버섯 병재배 안정생산기술 확립 연구 버섯 ’09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김정한
3) 잎새버섯 병재배용 적합배지 pH 

조절방법 개발 버섯 ’09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김정한

색인용어 잎새버섯, 배지, pH, 발이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a useful method for adjustment to the pH of 
substrate in bottle culture of Grifola frondosa. Four species of additives solution, which 
were citric acid, malic acid, tartaric acid and succinic acid, were added at level of 0.5% to 
3.0%(w/v) into substrate. The substrate pH addition of all four additive solutions were 
showed suitable range 3.8 to 4.8 for mycelial growth of G. frondosa after sterilization. The 
supplementation of succinic acid and citric acid solutions at level of 0.5% were showed 
shorter cultivation period than control(non-addition) and higher consistent yields than other 
additives. Based on these results, we developed an benefit technique for higher production 
of G. frondosa with bottle cultivation.  

Key words : bottle cultivation, Grifola frondosa, pH adjustable additives, y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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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잎새버섯(Grifola frondosa)은 민주름버섯목 구멍장이버섯과(Poyporaceae)에 속하는 담자균으로서 
가을에 졸참나무, 물푸레나무의 뿌리 근처에 사물기생하여 다발로 발생하는 백색 목재부후균으로 한
국, 동아시아, 유럽, 북미 등에 분포되어 있다. 또한 잎새버섯은 식용이면서 약리작용이 뛰어난 기능
성 버섯으로 항암작용, 항바이러스작용, 혈당강하작용, 혈압강하작용 등의 기능성이 보고되어 주산지
인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분부터 생산과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현재 팽이, 만가닥, 표고버섯 
다음으로 인기가 있는 버섯이다. 
  국내에서도 잎새버섯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잎새버섯 세포외 다당체의 보습력과 자
극완화 효과(이 등, 2005), 사람 섬유아세포에서 matrix metalloproteinase-1 발현저해효과(심 등, 
2005), 잎새버섯의 고혈당 및 고지혈효과(이 등, 2007),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잎새버섯 추출물 효
과(이 등, 2007), 잎새버섯 조다당체 추출물의 항당뇨 효과(박 등, 2007) 등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이 외에도 잎새버섯을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기능성 음료제조(이 등, 2007), 스
폰지 케익(이 등, 2007) 등의 연구보고도 있었다.
  일반적으로 버섯의 균사생장에 적합한 pH는 버들송이 7.0(정 둥, 2003), 느타리버섯 5.0~6.0(홍 
등, 1978), 큰느타리버섯 6.0(강 등, 2000)으로 대부분 중성부근에서 균사생장이 우수하다고 알려졌으
나, 잎새버섯과 꽃송이버섯은 pH 4.0~5.0로서 약산성 부근에서 균사생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심 등, 1998; 지 등, 2007). 또한 본 연구진은 잎새버섯 봉지재배법 개발 선행연구에서, 배지의 이
화학성 중 버섯수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배지의 pH가 잎새버섯의 수량에 영향
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등, 2008). 그러나 현재 배지의 pH를 높일 수 있는 첨가제(탄산칼슘, 
석회, 패화석분 등)는 많이 알려져 있으나, pH를 낮출 수 있는 첨가제와 첨가방법에 관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잎새버섯 안정생산을 위한 적정 pH 조절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접종원 및 액체종균 제조

  본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버섯연구소의 선발한 균주참잎새버섯(Grifola frondosa, GMGF44009)을 
시험균주로 PDB(Potato Dextrose Broth) 배지에서 증식시키면서 액체종균용 접종원으로 사용하였다. 
액체종균은 PDB(potato dextrose broth, Difco)배지에 전 배양한 접종원을 액체 배지에 접종하여 약 
10일간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종균용 액체배지는 증류수 10ℓ에 대두박 15g, 설탕 200g, 밀가루 50g, 
KH2PO4 0.5g, MgSO4 5g, 식용유 10㎖를 첨가하여 18ℓ내열성 배양병에 담아 121℃에서 20분간 멸
균한 후 병당 10 ㎖ 접종하여 약 10일간 배양하여 액체종균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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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지의 pH 조절 및 접종
  잎새버섯 재배를 위한 배지조성은 주재료로 참나무톱밥(80%)을 사용하였고 여기에 영양원으로 건비
지와 밀기울을 부피비로 1:1로 첨가(20%)하여 수분함량을 60~65%로 조절하기 위한 물 투입량을 산출
하여, 여기에 pH 조절제로 식품첨가용 구연산, 사과산, 주석산, 호박산을 이용하고, 첨가수준은 물 투
입량의 0.5, 1, 1.5, 2, 3%가 되도록 농도를 조절한 뒤 잘 용해시켜 혼합배지에 첨가하였다. 그리고 
850cc 병당 500g씩 충진하여, 121℃에서 90분간 고압살균 후 25℃이하로 냉각하여 액체종균 자동접
종기를 이용하여 병당 10㎖씩 접종하였다.

마. 배양 및 생육특성 조사
  배양 및 생육특성은 느타리버섯의 배양 및 생육조사 기준과 농촌진흥청 표준조사법에 준하여 실시
하되, 발이일수는 균사생장이 완료되어 입상한 시점에서 전체 발이물량의 70% 이상이 발이가 형성된 
시점의 기간이며, 수확기간은 자실체 첫수확부터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조사하였다. 또한, 자실체의 
생육조사는 잎새버섯의 특성에 맞게 일부 변형하여 조사하였다(大森와 小出, 2006). 

3. 결과 및 고찰
  본 시험에 사용된 기본배지는 참나무톱밥+건비지+옥수수피(8:1:1, v/v)로서 살균전의 pH가 6.1, 조
지방함량 2.4, C/N율 34로 측정되었다. pH 조절제 및 첨가농도에 따른 균사생장량을 컬럼테스트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표 1), 0.5%의 모든 pH조절제 처리구가 대조구(pH조절제 무처리구)보다 균사생
장이 우수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호박산 처리구가 가장 우수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pH조절제의 
첨가농도가 높을수록 균사생장은 억제되는 경향이었으며 특히, 사과산과 주석산은 1.0%이상부터 균사
생장이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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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pH조절제 및 첨가농도에 따른 균사생장량(컬럼테스트) (단위: mm)

조절제 첨가농도
(%)

배양일수(일)
8 15 22 29

구연산

0.5 40 60 78 97 
1.0 26 48 74 90 
1.5 22 46 68 79 
2.0 13 31 45 54 
3.0 12 25 38 53 

사과산

0.5 15 47 71 91 
1.0 18 40 60 79 
1.5 15 34 49 59 
2.0 13 29 43 57 
3.0  8 18 28 43 

주석산

0.5 22 54 77 91 
1.0 15 40 56 69 
1.5 12 33 54 71 
2.0 13 25 40 51 
3.0  4 16 23 28 

호박산

0.5 29 55 81 105 
1.0 18 50 82 100 
1.5 18 42 65 89 
2.0 15 31 50 63 
3.0 16 39 56 66 

대조구 36 49 64 70 

  표 2는 배양과정중 pH조절제 및 첨가농도에 따른 배지의 pH 변화를 나타내었다. 배지혼합에 첨가
되는 물의 pH가 7.8이었는데, 여기에 pH 조절제를 첨가비율별로 용해시켜 용액을 제조했을때, pH조
절제의 첨가농도가 높을수록 용액의 pH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대조구(pH조절제 무처리구)의 
살균전 pH는 6.1이었으나 살균후에는 pH가 5.3으로 급격하게 떨어졌으며, pH조절제 처리구는 0.5%
수준에서는 pH가 4.8~5.0, 1%수준에서는 4.2~4.4, 1.5%수준에서는 3.8~4.3, 2%수준에서는 
3.6~4.2, 3%수준에서는 3.2~3.9사이로 pH조절제의 첨가농도가 높을수록 혼합배지의 pH는 낮아졌
다. 또한 pH조절제 처리구는 대조구와는 다르게 살균전과 후의 pH의 급격한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배양경과에 따라 대조구의 pH는 6.1에서 4.8로 서서히 낮아지는 반면, pH조절제 처리구는 배양기간
중 큰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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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새버섯은 일반적으로 균사생장 최적 pH범위가 계통간의 차이는 있지만 pH 4~5범위의 약산성으
로 알려져 있는데(지 등, 2007), 본 실험에서는 혼합배지의 살균후 pH를 기준으로 했을때, 구연산은 
0.5~3%, 사과산은 0.5~2%, 주석산은 0.5~1.5%, 호박산 0.5~3%로 첨가했을때 잎새버섯의 최적 pH 
범위내로 혼합배지의 pH가 조절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pH조절제 및 첨가농도에 따른 pH 변화
조절제 첨가농도

(%) 용액 살균전 살균후 배양기간(일)
5 10 15 20 25 30

구
연
산

0.5 2.5 5.0 4.8 4.7 4.7 4.8 4.9 5.3 5.2 
1 2.1 4.4 4.4 4.4 4.4 4.3 4.7 4.6 4.5 

1.5 2.0 4.2 4.2 4.3 4.1 4.2 4.3 4.7 4.4 
2 2.0 3.9 4.1 4.1 3.9 3.9 4.1 4.2 4.1 
3 2.0 3.6 4.3 3.9 3.7 3.7 4.0 4.1 4.0 

사
과
산

0.5 2.5 4.8 4.7 4.6 4.7 4.7 4.9 5.4 4.8 
1 2.3 4.2 4.3 4.3 4.3 4.2 4.9 5.0 5.1 

1.5 2.2 4.0 4.2 4.2 4.1 4.0 4.1 4.9 4.2 
2 2.2 3.8 4.0 4.0 3.9 3.8 3.9 4.2 4.1 
3 2.1 3.5 3.8 3.7 3.6 3.6 3.7 3.7 3.6 

주
석
산

0.5 2.5 4.7 4.6 4.7 4.5 4.5 4.7 4.9 4.7 
1 2.3 4.2 4.3 4.3 4.2 4.2 4.2 4.4 4.2 

1.5 2.1 3.8 4.2 4.0 3.9 3.8 4.0 4.1 3.9 
2 2.0 3.6 3.9 3.8 3.7 3.4 3.8 3.8 3.8 
3 1.9 3.2 3.5 3.5 3.4 3.6 3.5 3.5 3.4 

호
박
산

0.5 2.8 4.9 4.7 4.6 4.6 4.7 4.6 5.0 4.9 
1 2.6 4.4 4.5 4.6 4.5 4.5 4.7 4.9 4.9 

1.5 2.5 4.3 4.3 4.4 4.3 4.4 4.5 5.1 5.1 
2 2.5 4.2 4.4 4.3 4.2 4.2 4.4 4.4 5.1 
3 2.4 3.9 4.1 4.1 4.2 4.0 4.1 4.3 4.1 

대조구 7.8 6.1 5.3 5.3 5.3 5.3 5.3 5.1 4.8 

  pH조절제 및 첨가농도에 따른 발이율을 나타낸 결과(표 3), 대조구는 발이개시일이 7일로 나타났으
나, 0.5%의 구연산, 사과산, 호박산 처리구에서는 6일에 발이가 개시되었다. 그러나 1.0% 이상의 pH
조절제 처리구 모두 발이개시일이 지연되거나 발이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향이었으며, 특히 사과산
과 주석산 처리구의 발이억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발이경과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발이율은 
서서히 증가하다가 발이16일에 대조구의 발이율이 60%인 반면 0.5% 호박산 처리구는 95%, 0.5% 구
연산 처리구는 92.5%, 0.5%의 주석산과 사과산 처리구는 80%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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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pH 조절제 및 첨가농도에 따른 발이율 (단위: %)

조절제 첨가농도
(%)

발이일수(일)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구
연
산

0.5 12.5 25 35 37.5 37.5 55 67.5 67.5 85 92.5 92.5
1.0 12.5 15 17.5 17.5 25 22.5 25 32.5 35 35
1.5 5 5 7.5 7.5 7.5 15 15
2.0 미발이
3.0 미발이

사
과
산

0.5 5 32.5 45 45 47.5 52.5 60 70 72.5 80 80
1.0 15 15 17.5 20 22.5 30 40 40
1.5 미발이
2.0 미발이
3.0 미발이

주
석
산

0.5 15 30 35 50 55 57.5 60 65 72.5 80
1.0 미발이
1.5 미발이
2.0 미발이
3.0 미발이

호
박
산

0.5 10 35 35 45 57.5 75 85 92.5 95 95 95
1.0 15 20 20 27.5 27.5 30 30 30
1.5 5 10 10 10 15 15 15 15
2.0 미발이
3.0 미발이

대조구 10 15 20 20 30 35 45 50 57.5 60

  pH조절제 및 첨가농도에 따른 생육단계별 소요기간을 측정한 결과(표 4), 배양일수는 대조구가 35
일인데 비해 0.5%의 구연산, 호박산, 사과산 처리구는 30~31일로 대조구보다 4~5일 단축되었다. 또
한 발이일수는 대조구가 13일인데 비해 호박산이 11일로 가장 빠르고, 구연산은 12일로 나타났으며, 
pH조절제의 첨가농도가 높을수록 발이일수는 지연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전체 재배기간은 0.5% 호
박산이 52일, 0.5% 구연산과 사과산 처리구가 54일, 0.5%의 주석산과 1%의 호박산 처리구가 58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처리구는 대조구(59일) 보다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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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pH 조절제 및 첨가농도에 따른 생육단계별 소요기간 (단위: %)
조절제 첨가농도(%) 배양일수 발이일수♩ 생육일수 재배기간

구연산
0.5 31 12 11 54
1.0 36 13 11 60
1.5 38 15 12 65
2.0 미발이
3.0 미발이

사과산
0.5 31 12 11 54
1.0 35 14 11 60
1.5 미발이
2.0 미발이
3.0 미발이

주석산
0.5 34 12 12 58
1.0 미발이
1.5 미발이
2.0 미발이
3.0 미발이

호박산
0.5 30 11 11 52
1.0 35 12 11 58
1.5 40 13 12 65
2.0 미발이
3.0 미발이

대조구 35 13 11 59
 ♩ 발이일수 : 전체 발이물량의 70%이상이 발이가 형성된 시점의 기간

  pH조절에 따른 버섯 자실체의 생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3회 재배시 평균 수량을 조사한 결과(표 
5), 대조구의 병당 수량이 87.5g인데 비해 0.5% 호박산 처리구가 121g, 0.5% 구연산 처리구가 107g
순으로 나타났으며, 두 처리간의 유의성은 없었다. 또 0.5% 사과산 처리구는 병당 수량이 95.7g으로 
대조구와 비슷한 수량을 보여주었으나, 0.5% 주석산 처리구는 73.4g으로 대조구보다 수량이 낮게 나
타나 이 두 종류의 유기산은 잎새버섯의 생산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0% 이상의 
모든 pH 조절제 처리구에서 발이가 억제되거나 버섯 발생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일정 수준이상
의 유기산 첨가는 자실체 발생을 오히려 방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잎새버섯의 안정생산을 위해 배지의 pH를 조절하기 위해서 구연산과 호박
산을 0.5% 농도로 첨가하면 혼합배지의 pH가 4.7~4.8로 조절되며  균사생장과 발이가 촉진되어 자
실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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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pH 조절제 및 첨가농도에 따른 자실체 수량

조절제 첨가농도
(%)

수량♩
평균수량 CV(%)1회 2회 3회

구연산
0.5 100.3 104.7 116.0   107.0 ab♪  7.6
1.0  66.0  75.0  56.3   65.7 de 14.2
1.5  42.6  9.6  47.6  33.3 f 62.1

사과산 0.5  89.9 104.1 93.1   95.7 bc  7.9
1.0  72.0 101.0 83.2    85.4 bcd 17.1

주석산 0.5  85.3  58.4  76.6    73.4 cde 18.7

호박산
0.5 107.2 125.5 130.3 121.0 a 10.1
1.0  32.1  52.3  65.3  49.9 ef 33.5
1.5  62.0  48.3  47.2  52.5 ef 15.7

대조구  62.0  90.4 110.0    87.5 bcd 27.6
 ♩ 수량 : 병당 생중×수확률
 ♪ DMRT(95%)

4. 적  요
  잎새버섯 안정생산을 위하여 배지의 pH를 적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pH 조절제 
선발 및 적정 첨가농도를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혼합배지에 4종의 pH조절제(구연산, 호박산, 사과산, 주석산)를 5수준(0.5, 1, 1.5, 2, 2.5, 3%)

으로 처리하여 균사생장정도를 측정한 결과 0.5% 수준의 pH 조절제 처리구의 균사생장이 빨랐
으며, 그중에서도 호박산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나. pH조절제의 첨가농도가 높을수록 혼합배지의 pH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배양기간 
경과에 따라 대조구는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 반면 pH조절제 처리구는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다. 발이율은 0.5%의 호박산(95%), 구연산(92.5%), 사과산과 주석산(80%)로 대조구의 60%보다 우
수하였으나, 1% 이상의 농도에서는 발이가 지연되거나 억제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라. 배양기간은 0.5% pH조절제 처리시 30~34일로 대조구의 35일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
체재배기간은 0.5% 호박산이 52일, 0.5%의 구연산과 사과산이 54일, 0.5%의 주석산이 52일로 
대조의 59일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마. 병당 수량성은 0.5%의 호박산과 구연산 첨가시 각각 121g, 107g으로 가장 우수하였고 대조구의 
87.5g에 비해 21~37% 증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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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결과 활용제목
○ 잎새버섯 배지용 적정 pH조절 방법(영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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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잎새버섯 병재배 안정생산기술 확립 연구 버섯 ’09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김정한
 4) 잎새버섯 병재배기술 농가현장 

접목연구 버섯 ’09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김정한

색인용어 잎새버섯, 병재배, 적합배지, 농가실증

ABSTRACT
  It was the objects that the results of all our researches about bottle cultivation of Grifola 
frondosa were applied and extended to mushroom farm. There were not big differences in pH 
and total carbon and nitrogen content of substrate between two farms. Higher porosity of 
substrate resulted in higher biological efficiency and Wider diameter of fruit body resulted 
in higher yield according to increasing substrate weight. However, it remains to elucidate 
causes of unequal fruiting for the stable cultivation by bottle.

Key words : Grifola frondosa, bottle cultivation, yield,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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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잎새버섯은 식용이면서 약리작용이 뛰어난 기능성 버섯으로 면역증강효과, 항바이러스작용, 혈당 및 
혈압강하작용 등의 기능성이 보고되면서 생산과 소비가 급증한 버섯으로 최대생산국인 일본에서 연
46,000톤 이상 생산되고 있고, 현재 팽이, 표고, 만가닥 다음으로 소비가 높은 버섯이다(きのこ年監, 
2006). 우리나라에서도 1986년도에 참나무톱밥(75%)와 포플러톱밥(25%)를 주재료로 영양원으로 옥수
수피(10%) 또는 미강(15%)을 첨가한 병재배용 배지가 개발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잎새1호’가 육성 되
었었다(정과 주, 1989). 그러나 균배양율이 낮고 수량성도 낮아 농가에 확산되지 못하였다. 최근 표
고, 팽이, 느타리 위주의 국내 버섯시장이 소비가 한계에 이르면서 새로운 버섯에 대한 생산자의 관심
이 높아지고 있고, 아울러 건강과 참살이에 대한 열풍으로 기능성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점
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소에서는 맛과 기능성이 탁월한 잎새버섯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재배연구를 수
행하여 2007년에 다수확 우량계통인 ‘참잎새’를 육성하고, 봉지재배용 적합배지를 개발하였다(김 등, 
2008), 또한 봉지재배에 적합한 재배환경연구 결과로 적합 광조건과 탄산가스농도를 구명하였다(경기
도원 시험연구보고서, 2007).
  그러나 봉지재배는 농가수가 병재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생산효율이 낮아 잎새버섯의 확대․보
급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버섯의 안정생산이 가능하고 생산효율이 높은 병재배 기술
을 농가에 접목하여 조기에 확대 보급코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배지제조 및 접종

  잎새버섯 병재배기술 실증시험은 경기도 광주에 소재한 효도농산과 경기도 파주에 소재한 파팽영농
조합에서 이루어졌으며 농가현황은 표 1과 같다. 본 시험에 사용한 균주는 참잎새(Grifola frondosa, 
(Fr.) S.F. Gray)를 공시균주로 PDB배지에서 증식시키면서 액체종균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잎새버
섯 재배를 위한 배지는 참나무톱밥+건비지+옥수수피(8:1:1, v/v)을 혼합하여 수분함량을 60~65%로 
조절한 후 자동입병기를 이용하여 배지를 충진한 후 고압살균(121℃, 90분)을 실시하였다. 살균이 완
료된 배지는 냉각실에서 냉각한 후 액체종균 자동 접종기를 이용하여 병당 10mL씩 분주하면서 접종
하였다. 종균접종이 완료된 배지는 배양실로 옮겨 20℃의 온도에서 소량의 환기를 시켜가면서 습도를 
50%이하로 유지하면서 배양하며, 균사배양이 완료된 배지는 병의 상단부의 균사축적을 위한 후숙 6일 
가량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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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농가현황
실증 농가 영농경력 재배품목 생산규모 병크기

  농가1(효도농산, 광주) 30 느타리 20,000병/일 1,100cc
  농가2(파팽영농조합, 파주) 20 느타리, 큰느타리 10,000병/일 1,400cc

  균사배양을 마친 배지는 버섯 발생을 위해서 균긁기를 실시한 후 생육실로 옮겨 역상시켜서 입상하
였다. 이때의 발이조건은 표 1과 같이 온도 18℃, 습도 95% 이상이며 CO2농도는 1,500ppm정도로  
조절하여 버섯 발생을 유도하였다. 잎새버섯의 생육조건은 16℃에서 습도 95%이상이며, CO2농도는 
1,000ppm이하로 관리하고, 재배특성과 경제성 분석은 농촌진흥청 표준조사법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잎새버섯의 특성에 맞게 일부 변형하여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잎새버섯에 병재배기술 농가실증 연구결과, 재배단계별 소요일수는 표 2와 같다. 배양일수는 농가1
은 37일, 농가2는 40일로 연구소의 35일에 비해 각각 2일과 5일 늘어났는데, 이것은 버섯 재배병 크
기가 버섯연구소(850cc)<농가1(1,100cc)<농가2 (1,400cc)순으로 배지량이 많아질수록 균사 배양일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추측된다. 초발이 소요일수는 농가1이 16일이었으나, 농가2는 20일로 연구소의 10일
에 비해 2배가량 지연되었다. 그러나 버섯이 발생이 되고난 후에 생육일수는 11~13일로 큰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배기간은 배양기간과 발이일수의 차이에 따라 농가1이 65일, 농가2가 73
일로 연구소의 56일보다 각각 9일, 17일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재배단계별 소요일수
농가명 배양일수(일) 초발이

소요일수(일) 생육일수(일) 재배일수(일)
농가1(광주) 37 16 12 65
농가2(파주) 40 20 13 73

연구소 35 10 11 56

  표 3는 배지의 이화학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pH는 온도, 탄소원, 질소원 등과 함께 버
섯의 균사생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김 등(2008)의 연구에 따르면 잎새버섯에 재배에 적합한 
배지의 pH가 4.0~5.0, C/N은 30~40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시험에서 농가1의 배지는 pH가 5.1, 
농가2의 배지는 5.2로 연구소의 4.8보다 약간 높았지만 비교적 잎새버섯 최적 pH와 가깝게 나타났다. 
탄소원의 경우 농가별 큰 차이가 없었으나, 질소원의 경우 농가1이 1.28로 농가2가 1.17보다 높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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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되어 있었고, 연구소(1.31)와는 비슷하였다. 따라서 전체적인 C/N율은 연구소와 농가1이 41~42로 
농가2의 46보다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지 공극률은 연구소가 75.5%, 농가2가 73.1%, 농
가1이 71.3% 순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농가1의 배지충진량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 3. 배지의 물리․화학성 비교
농가명 화학성 물리성

pH C N C/N 배지량/병(g) 공극률(%)
농가1(광주) 5.1 54.1 1.28 42 760/1,100cc 71.3
농가2(파주) 5.2 54.0 1.17 46 840/1,400cc 73.1

연구소 4.8 54.2 1.31 41 500/ 850cc 75.5

  자실체 특성 및 수량은 표 4와 같다. 절대수량은 배지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농가2(1,400cc)가 145g, 
농가1(1,100cc)이 122g, 연구소(850cc)가 101g순이었지만, 배지 공극률이 높을수록 생물학적 효율이 
높았으며 또한, 자실체의 다발의 장경(A) 크기는 수량과 비례하여 배지 충진량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표 4. 자실체 특성 및 수량

농가명
다  발 갓

수량/병 BE♩
(%)장경(A)

(mm)
단경(A')
(mm)

높이
(mm)

직경
(mm)

길이
(mm)

두께
(mm)

농가1(광주) 121 81 68 29 63 2.0 122g/1,100cc 40.1
농가2(파주) 134 87 73 33 65 2.3 145g/1,400cc 45.3

연구소 109 88 75 34 64 2.3 101g/ 850cc 50.5
♩ 생물학적효율(%) = (신선버섯중량/건배지중량)×100

  잎새버섯의 확대보급 및 생산성향상을 위해 개발된 병재배기술을 조기보급을 목적으로 농가에 적용
한 결과, 병 크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구소의 결과보다 상대적으로 배양일수 및 초발이 소요일수가 
길어지고 상대적으로 수량 또한 낮은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재배농가 모두 잎새버섯이 느타리와 큰느
타리버섯 등의 다른버섯보다 배지에 민감하고 재배가 까다롭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잎새버섯
의 안정생산을 위해서 향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배지제조에 사용된 원재료 및 혼합배지의 보다 정
밀한 분석을 통하여 배지의 규격화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자실체 발생이 균일하고 배지 적
응성이 강한 우량 품종의 육성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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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잎새버섯의 병재배기술을 농가현장에 접목하여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배양일수와 초발이 소요일수는 버섯 재배병의 크기가 클수록 늘어나는 경향이었으나 생육일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전체적으로 재배일수가 농가1이 65일, 농가2가 73일로 연구소의 56일보다 
각각 9일, 17일 지연되었다.   

  나. 농가별 배지의 pH측정결과 농가 1이 5.1, 농가2가 5.2로 연구소(4.8)보다 높은 경향이었으나, 
비교적 최적pH와 가깝게 나타났고, C/N율은 농가1이 42로 연구소(41)와 비슷하였고, 농가2는 
46으로 연구소 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다. 농가별 배지의 공극률은 연구소(75.5%), 농가2(73.1), 농가1(71.3)순으로 농가1의 배지충진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라. 수량은 배지량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 농가2(1,400cc)가 145g, 농가1(1,100cc)이 122g, 연구소
(850cc)가 101g으로 나타났으나, 생물학적 효율에서는 농가1과 농가2가 각각 40.1%, 45.3%로 
연구소(850cc)의 50.5%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이상의 농가실증 시험결과, 배지의 화학성뿐만 아니라 물리성 또한 버섯 수량과 재배기간에 영
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 향후, 배지의 물리성을 보완한 병재배기술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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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연구소 장명준
 1) 잣버섯 재배용 종균 제조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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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용어 잣버섯, 액체종균, 톱밥종균, 봉지재배

ABSTRACT
  We aimed to find a new variety of Lentinus lepideus from about forty strains by bag 
culture. To this end, "Solhyang" was selected as a new commercial variety of L. lepideus. 
The main characteristics of this mushroom is yellow pileus and pine smell, therefore we 
called "Solhyang", which means pine smell in Korean. The suitable range of temperatures for 
mycelial growth and fruit body development were 26~32℃ and 18~20℃, respectively. The 
required periods of mycelial incubation and fruit body growth were 30 days and 7 days, 
respectively. The fresh weight of fruit body was 115g/1㎏ with pine sawdust and corn meal 
power(9:1,v/v) substrate. 

Key words : Solhyang, Lentinus lepideus, variety, Bag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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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잣버섯(Lentinus lepideus)은 전세계에 걸쳐 분포하며, 분류학적으로 느타리과(Pleurotaceae) 잣버
섯속(Lentinus)에 속하며, 이른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침엽수의 그루터기, 고목, 생나무에서 발생하여 
소나무향을 지니는 버섯으로 한방재료로도 사용되어 왔다(박 과 이, 2005). 
   우리나라에서는 지리산의 화엄사, 가야산, 가평의 유명산 등에 주로 자생하며 미국에서는 철도의 
침목을 썩히기도 하여 ‘철도파괴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형태적 특성을 보면, 갓은 4~12㎝이고, 갓모
양은 우산모양인 반반구형이며 갓이 펴지면서 편평하게 된다. 갓표면은 초기에는 약간의 점성이 있기
도 하고 백색에서 연한 황색인데 연한 황토색 또는 황갈색으로 갈라진 인피가 동심원상으로 형성되기
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의 아래부분은 비늘 모양의 인피로 덮혀 있으며 담황색의 턱받이
를 형성하고 표고처럼 조직이 단단하고 질긴편이다. 주름살은 백색의 홈파진 또는 내린 주름살이며 가
장자리는 톱니모양이다. 대의 길이는 2~8㎝이고 대굵기는 1~2㎝로 백색 또는 연한 황색이고 위부분
에는 줄무늬선이 있다. 흔히 시장에서 판매되는 표고나 느타리버섯은 백색부후균에 속하는데, 잣버섯
은 갈색부후균으로 균사가 배양된 후 배지가 갈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보인다(신, 2006). 
  잣버섯에 대한 연구는 외부자극에 의한 자실체의 반응(Reginald Buller, 1905)과 질소화합물이 자
실체생장 및 형성에 미치는 영향(Schwantes, 1969)에 대한 연구보고가 있었으며, 국내에서는 박 등
(1998)이 잣버섯의 생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김과 고(1995)는 톱밥배지를 이용하여 잣
버섯 재배에 대해 소개하였다. 그러나 잣버섯이 경우 수량이 매우 낮고 배양기간이 길어 재배법의 상
용화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잣버섯은 솔향이 나며, 식미감이 우수한 버섯으로 일부 버섯농가에서 재배
를 실시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으나 우수균주 및 재배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재배가 어려
운 실정이다. 따라서 고품질 다수확을 위한 잣버섯 품종 및 재배법 개발을 위한 선행과제로 수집균주
의 특성검정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잣버섯 신품종『솔향』을 생산판매신고 품종으로 육성하였기에 
그 육성경위와 주요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2. 육성내력
  수집균주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7년간(2002~2009) 수집하였으며, 총 40여개의 균주를 수집하여 
재배특성을 조사하였고, 이 중 특성 검정시 수량 및 형태적으로 우수하였던 ATCC 1균주 및 국내자생
균주 1균주를 선발하여 주요 특성검정용 시험균주로 선발하였다(표1). 
  선발된 2종에 대해 GPYM배지에 증식시키면서 접종원으로 이용하였고, 2008년 주요특성 검정, 
2009년에 생산력검정을 거쳐 2010년 2월에 GMLL 66037을 잣버섯 『솔향』으로 생산판매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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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잣버섯 수집균주의 도입국 및 도입기관
균주번호 도입국 및 도입기관 도입일

GMLL 66035 미국(ATCC96535) 2007.  4.
GMLL 66037 강원도농업기술원 2008.  5.

3. 주요특성
  잣버섯 GMLL 66037『솔향』의 고유특성 중 균사생장적온은 26~32℃에서 균사생장길이가 길었고, 
생체중의 경우 23~32℃에서 가장 높았다. GMLL 66035(ATCC96535)는 26~32℃에서 균사생장길이가 
높았고, 생체중의 경우 26~32℃에서 높은 경향이었다(표 2, 표 3). 이상의 결과 균사생장길이에 대한 
온도범위는 솔향과 대조품종(GMLL 66035) 모두 동일하였으며, 생체중은 솔향이 대조품종(GMLL 
66035) 보다 최적 온도범위가 넓은 경향이었다.

표 2. 배양온도별 균사생장

품 종 명 온도별 균사생장(㎜/7일)
17℃ 20℃ 23℃ 26℃ 29℃ 32℃ 35℃

GMLL 66035
(ATCC96535) 32d♩ 51c 60b 77a 79a 73a 38d
GMLL 66037
(솔      향) 36d 56c 72b 79a 80a 78a 43d

※ 배지 : GPYM, 배양기간 7일, 배양용기 직경 ∅87mm
♩ DMRT at 5%

표 3. 배양온도별 균사체의 생체중

품 종 명 온도별 균사 생체중(mg/7일)
17℃ 20℃ 23℃ 26℃ 29℃ 32℃ 35℃

GMLL 66035
(ATCC96535) 117c♩ 221b 233b 273a 315a 293a 216b
GMLL 66037
(솔      향) 216d 321b 387a 482a 395a 423a 285c

※ 배지 : GPYM, 배양기간 7일, 배양용기 직경 ∅87mm
♩ DMRT a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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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재배적 특성
재배양식 품 종 명 배양일수

(일)
초발이 

소요일수(일)
생육일수

(일)
재배일수

(일)

봉지재배
GMLL 66035
(ATCC96535) 30 8 7 45
GMLL 66037
(솔      향) 30 7 6 43

 ※ 배양온도 22±1℃, 발이 및 생육온도 18~20℃

  솔향의 재배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표4와 같으며, 배양일수는 두 품종 모두 30일이었고, 솔향이 대
조품종(GMLL 66035) 보다 초발이소요일수 및 생육일수가 각각 1일씩 빨랐고, 총 재배일수에 있어서 
43일로 대조품종(GMLL 66035)에 비해 2일 정도 빠른 경향이었다.

표 5. 형태적 특성
재배법 품 종 명 갓크기(㎜) 대길이(㎜) 대굵기(㎜) 형태 갓색

봉지재배
GMLL 66035
(ATCC96535) 49.6 63 16.4 반반구형 노랑색
GMLL 66037
(솔      향) 42.7 73 12.1 반반구형 연노랑색

  솔향의 형태적 특성은 대조품종(GMLL 66035)에 비해 갓크기가 42.7mm로 작았고, 반면에 대길이
는 73mm로 길은 편이었다. 형태는 모두 반반구형을 나타내었으며, 갓색은 모두 노랑색이었으나 솔향
이 대조품종에 비해 다소 옅은 연노랑색이었다(표 5).

표 6. 이형개체 발생정도 (단위 : 개)
품 종 명 갓   색 갓  형  태

GMLL 66035
(ATCC96535) 0 0
GMLL 66037
(솔      향) 0 0

※ 이병개체율(%) = 이형개체/총조사개체 × 100

  솔향의 봉지재배에 있어서 갓색과 갓형태에 대한 이형개체 발생정도를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이형
개체 발생은 없었다(표 6). 그리고 병발생정도를 조사한 결과 세균성갈반병은 두 품종 모두 발생되지 
않았으며, 푸른곰팡이의 경우 대조품종(GMLL 66035)이 솔향에 비해 2%정도 발생량이 많았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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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두 품종 모두 푸른곰팡이의 발생이 되고 있으므로 적정 생육온도를 유지하고 급격한 온도변화
가 발생되지 않도록 생육관리에 주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7. 병 발생정도 (단위 : %)

품 종 명 세균성갈변병 푸른곰팡이병
광주(상자) 광주(상자)

GMLL 66035
(ATCC96535) 0 10
GMLL 66037
(솔      향) 0 8

※ 병발생율(%)=이병개체수/총조사개체수(100개)×100

  2009년에 개발된 잣버섯 적정 혼합배지 미송톱밥+옥분(90:10)에 봉지재배로 3차에 걸친 생산력 검
정시험을 수행한 결과 솔향이 수량은 115g로 대조품종(GMLL 66035)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향을 나
타내었다(표 8). 고와 김(1995)에 의하면 잣버섯 재배시 1kg당 버섯 생산량이 최대 80~90g이라고 하
였는바 솔향의 경우 115g으로 기존에 연구되었던 생산량 보다 수량이 높아 수량성을 증대할 수 있었다.

표 8. 봉지재배(’09, 생산력 검정 시험)

품 종 명 수 량(g/상자)
1차 2차 3차 평균

GMLL 66035
(ATCC96535) 68 50 62 60b♩

GMLL 66037
(솔      향) 111 127 108 115a

※ 발이 및 생육온도 18~20℃
♩DMRT at 5%

  DNA 다형성 검정에서(그림 1) URP프라이머를 사용하여 PCR로 증폭하고, 이를 전기영동으로 분석
하여 증폭산물의 다형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URP1, URP3 및 URP8프라이머를 이용하여 DNA를 분석
하였을 때 솔향은 대조품종(GMLL 66035)와 밴드차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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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1    2  M    1    2  M    1    2

URP1 URP3 URP8
* M : Marker, 1 : GMLL 66035(ATCC96535-대조), 2 : GMLL 66037(솔향)
그림 1. DNA 다형성 검정

  솔향은 미송톱밥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약 3개월간 야적시킨 톱밥을 사용하여 침엽수톱밥에서 발생
되는 송진 등 버섯생육을 저해하는 물질들을 배출시킨 후 배지제조에 사용하여야 한다. 
  배지제조시 영양원으로 옥분 10%(v/v)를 첨가하고 수분함량은 65±5%로 조절하여 1kg봉지에 입봉
한 후 121℃에서 90분간 고압살균을 실시한 후 냉각시킨 다음 배지량의 약 2%를 접종한다. 
  그리고, 종균접종 후 배양온도 21±1℃에서 암배양 한 후 30일이 경과되면 생육실로 이동 하여 상
면발생을 유도한다. 이 때의 발이유도를 위한 온도는 20℃이고, 발이 이후에는 생육온도 18~20℃, 상
대습도 90±5%으로 조절한다. 잣버섯 솔향의 환기요구도가 매우 낮아 환기를 소량 실시하여야 하며, 
입상 후 12~15일이 지나면 수확할 수 있다. 수확기를 놓칠 경우 갓이 개산되어 상품성이 떨어지게 되
므로 적절한 시기에 수확을 하여야 하며, 아울러 잣버섯 재배를 위한 종균제조 기술 및 적정배지를 개
발하였으며, 생육환경조절에 대한 연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4. 적  요
  잣버섯 재배를 위해 육성된 솔향의 주요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솔향의 균사생장량 및 균체량이 모두 높은 균사생육온도는 26~32℃이었다.
  나. 재배적 특성에 있어서 배양일수가 30일이며, 초발이소요일수 7일 및 생육일수가 6일로 총 재배

일수는 42일이었으며, 수확기의 형태적 특성은 갓크기는 42.7mm, 대길이는 73mm이었으며, 연
노랑색이었다.

  다. 봉지재배에 있어서 갓색과 갓형태에 대한 이형개체 발생은 없었고, 병원균 저항성에 있어서 세
균성갈반병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푸른곰팡이의 경우 약 8%가량 발생되었다.

  라. 미송톱밥+옥분(90:10)의 적정 배지에 봉지재배로 3차에 걸친 생산력 검정시험을 수행한 결과 
수량은 115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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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재배상 유의할 점으로 급격한 온도변화에 주의하여 푸른곰팡이의 발생에 주의하고, 전생육에 걸
쳐 너무 건조되지 않도록 환경조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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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잣버섯 재배용 종균 제조기술 개발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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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lucidate suitable spawn and substrate making of Lentinus 
lepideus for an artificial cultivation. 
  In the case of liquid spawn, mycelial growth in deffated soy flour as main material was 
better than other materials and dry weight of mycelial had increased for 9 days. Suitable 
aeration condition was selected from 0.9 to 1.2 vvm. In the sawdust spawn, mycelial growth 
in deffated corn flour was better in than other materials. The suitable additive content of 
deffated corn flour was 5%(v/v). By comparison with sawdust spawn, liquid spawn could 
obtain more yield and shorter cultivation period. 
 In addition, we could obtain the highest yield of fruit body and shortest period of 
cultivation in the case of pine sawdust and deffated corn flour mixing substrate. And 
suitable mixing ratio of main substrate and additives was selected 90:10(v/v). Consequently, 
it is necessary to elucidate suitable environmental conditions in fruit body step for the good 
quality and stable production of this mushroom.  
 
Key words : Lentinus lepideus, Spawn, Deffated corn flour,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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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잣버섯(Lentinus lepideus)은 전세계에 걸쳐 분포하며, 분류학적으로 느타리과(Pleurotaceae) 
잣버섯속(Lentinus)에 속하며, 이른 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침엽수의 그루터기, 고목, 생나무에
서 발생하여 소나무향을 지니는 버섯으로 한방재료로도 사용되어 왔고(박 과 이, 2005), 우리
나라에서는 지리산의 화엄사, 가야산, 가평의 유명산등에 주로 자생하며 미국에서는 철도의 
침목을 썩히기도 하여 ‘철도파괴자’라고 불리기도 한다. 형태적 특성을 보면, 갓은 4~12㎝이
고, 갓모양은 우산모양인 반반구형이며 갓이 펴지면서 편평하게 된다. 갓표면은 초기에는 약
간의 점성이 있기도 하고 백색에서 연한 황색인데 연한 황토색 또는 황갈색으로 갈라진 인피
가 동심원상으로 형성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대의 아래부분은 비늘 모양의 인
피로 덮혀 있으며 담황색의 턱받이를 형성하고 표고처럼 조직이 단단하고 질긴편이다. 주름살
은 백색의 홈파진 또는 내린 주름살이며 가장자리는 톱니모양이다. 대의 길이는 2~8㎝이고 
대굵기는 1~2㎝로 백색 또는 연한 황색이고 위부분에는 줄무늬선이 있다. 흔히 시장에서 판
매되는 표고나 느타리버섯은 백색부후균에 속하는데, 잣버섯은 갈색부후균으로 균사가 배양된 
후 배지가 갈색으로 변하는 특징을 보인다(신, 2006). 
  한편, 잣버섯에서 물이나 알콜로 추출한 성분은 포도상구균에 강한 항균력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Yoon, 1959), 조혈 및 면역 활성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그 작용기작에 대해 보고되었으며(진 등, 
2003; 진 등, 2003; Choi 등, 2006), 식용버섯과 비교해보면, 지질과 탄수화물함량이 높고, 섬유소가 
낮은 편이다. 무기질은 약용버섯인 영지와 상황보다는 인성분이 많다(농촌자원개발연구소, 2001).
  잣버섯은 향기가 우수하고 식미감이 뛰어나 고급식재료로의 가능성이 인정되며, 기존 버섯시장의 신
수요 시장을 개척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하기 위해 매우 유망한 품목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현재 농
가에 보급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는 1980년대부터 일본과 국내에서 잣버섯 재배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되었으나 배양기간이 길고, 수량이 매우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양기간을 단축하고 수량을 높이기 위한 재배방법의 개발이 요구되며, 이에 우리연구소에서 
개발한 잣버섯에 적합한 종균 및 배지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세부과제 1) 잣버섯 재배용 종균 제조기술 개발

 <시험1> 잣버섯 액체종균 적정 배지 선발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에서 2008~2009년 동안 2년여에 걸쳐 수집한 균주들의 특성을 검정한 
결과 우량균주로 선발된 GMLL 66037을 시험균주로 하여 사용하였다. 접종원 제조를 위해 접종원배
지는 GPYM 액체배지를 사용하였으며, 배지량은 100ml로 250ml삼각플라스크에 넣어 121℃, 20분 동
안 고압살균을 실시하였다. 배지가 식은 후 페트리디쉬에서 생장한 잣버섯 균사체를 메스로 2-3mm 
크기로 잘라 접종한 후 진탕기에서 배양온도 25℃, 150rpm으로 9일 동안 액체배양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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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잣버섯 재배에 적합한 액체종균의 재료를 선발하기 위하여 표1과 같이 대두분, 대두박, 비트펄프, 
감자전분, 옥분을 이용하여 액체종균을 제조하였다. 대두분 및 감자전분은 액체종균 1ℓ제조시 각각의 
주재료에 설탕 30g, KH2PO4 0.5g, MgSO4․7H2O 0.5g, 식용유 3ml를 첨가하였다. 대두박 및 비트펄
프는 주재료 10g에 물 1ℓ를 108℃에서 40분간 열수추출 후 여과한 다음 설탕 30g, KH2PO4 0.5g, 
MgSO4 ․ 7H2O 0.5g, 식용유 3ml를 혼합하였으며, 옥분의 경우 주재료 10g을 물 1ℓ에 1시간 침지 후 
여과한 다음 배지를 혼합하였다. 재료별 3반복으로 하여 121℃에서 40분간 살균 후 접종원 20ml을 접
종하였고, 통기량은 5vvm으로 하여 15일간 배양하였다.
  배양기간에 따른 건물중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배지량을 1ℓ하여 배지재료별로 제조하여 3일간
격으로 건물중을 조사하였으며, 액체종균용 배지재료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재료별 혼합후 상
토의 표준분석법(농촌진흥청, 2002)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표 1. 액체종균 주재료에 따른 첨가량
주재료 첨가량
 대두분 3g

 대두박(열수추출♩) 10g
 비트펄프(열수추출) 10g

 감자전분 3g
 옥분(냉수추출♪) 10g

  * 1ℓ제조시 : 설탕 30g, KH2PO4 0.5g, MgSO4․7H2O 0.5g, 식용유 3ml 첨가
  ♩ 열수추출 : 주재료 10g + 물 1ℓ를 108℃에서 40분간 고압살균 후 여과한 다음 기타재료 혼합
  ♪ 냉수추출 : 주재료 10g을 물 1ℓ에 1시간 침지 후 여과한 다음 기타재료 혼합

<시험2> 잣버섯 액체종균 제조를 위한 적정 통기량 구명
  <시험1>에서 선발된 대두분을 주재료로 하여 10ℓ제조시 설탕 300g, KH2PO4 5g, MgSO4․7H2O 
5g, 식용유 30ml를 첨가하여 3반복으로 12병의 액체종균을 제조하였다. 접종원을 접종한 후 통기량을 
0.3, 0.6, 0.9, 1.2vvm으로 유량계를 이용하여 조절한 후 25℃에서 12일 동안 배양을 실시하였고, 액
체배양 중 공기가 배출되는 부분에 Gas data PAQ(Gas data Ltd.)를 이용하여 배양일별로 통기량(배
양병으로 보내지는 공기량, 공기부피/배지부피/분)이 조절된 액체종균 처리구의 CO2량을 조사하였다. 
  통기량에 따른 배지소모량을 조사하기 위해 접종원을 접종한 다음의 배지량을 측정하고, 배양이 완
료되는 시점의 배지량을 측정하여 그 차를 구하였으며, 배지소모율(%)은 배지소모량을 초기배지량 10
ℓ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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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3> 잣버섯 톱밥종균 적정 배지 선발
  균사생장에 적합한 영양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850cc의 PP병에 침엽수인 미송톱밥을 주재료로 하여 
미강은 5%, 20% 첨가하였으며, 옥분 및 비트펄프는 각각 5%씩 첨가하였다. 수분함량은 65%내외로 
조절한 후 121℃에서 90분간 고압살균한 다음 20℃내외로 냉각하여 접종원을 접종하였다. 그리고, 톱
밥종균별 영양원에 따른 배지의 이화학성 분석은 상토의 표준분석법(농촌진흥청, 2002)에 준하여 실시
하였다.
  톱밥종균용 배지의 경시적 균사생장량 조사를 위하여 20mm×200mm 시험관을 이용하여 각각의 톱
밥종균용 배지를 충진한 후 121℃에서 40분간 고압살균하였다. 그리고, 접종원을 접종한 후 21±1℃의 
항온실에서 배양시키면서 5일 간격으로 균사생장길이를 측정하여 균사생장량을 조사하였으며, 균사밀
도는 육안검정에 의하여 강, 중 및 약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종균별 배양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21±1℃의 배양실에서 30일간 배양하면서, 접종 10일후부터 10일 간격으로 3회에 걸쳐 푸른곰팡이 오
염율을 조사하였으며, 오염병은 제거하고 총 입병수에 대한 건전한 병의 비율을 배양율로 나타내었다.

<시험4> 잣버섯 톱밥종균 제조기술 개발
 <시험3>에서 선발된 영양원을 5, 10, 15, 20%씩 미송톱밥에 첨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배지의 이화학성은 <시험1>에 준하여 조사하였으며, 톱밥종균용 배지의 경시적 균사생장량 조사은 
<시험3>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종균 종류에 따른 생산성 비교를 위해 미송톱밥+옥분(95:5, v/v) 혼합배지에 배지수분을 65%내외
로 조절한 다음 1kg의 PP봉지에 입봉하여, 121℃에서 90분간 고압살균한 다음 냉각 후 앞서 선발된 
액체종균과 톱밥종균을 접종하였다. 배지접종 후 배양율은 <시험3>에 준하여 조사하였으며, 생육일수 
및 생육특성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농촌진흥청, 2003)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세부과제 2) 잣버섯 재배용 적합배지 개발
  <시험1> 주재료(톱밥) 선발
  경기도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에서 2008~2009년 동안 2년여에 걸쳐 수집한 균주들의 특성을 검정한 
결과 우량균주로 선발된 GMLL 66037을 시험균주로 하여 사용하였다. 접종원 제조를 위해 접종원배
지는 GPYM 액체배지를 사용하였으며, 배지량은 100ml로 250ml삼각플라스크에 넣어 121℃, 20분 동
안 고압살균을 실시하였다. 배지가 식은 후 페트리디쉬에서 생장한 잣버섯 균사체를 메스로 2-3mm 
크기로 잘게 잘라 넣어 진탕기에서 배양온도 25℃, 150rpm으로 9일동안 액체배양을 실시하였다. 또
한 가.에서 선발된 액체종균 10ℓ를 제조하였으며, 이 때의 재료별 첨가량은 대두분 30g, 설탕 300g, 
KH2PO4 5g, MgSO4․7H2O 5g, 식용유 30ml이었다. 그리고 가.에서 선발된 적정 통기량으로 조정하
여 9일 동안 배양하였다.
  잣버섯의 생육에 적합한 주재료를 선발하기 위하여 침엽수톱밥으로 미송톱밥, 잣나무톱밥 2종과, 미
루나무톱밥, 참나무톱밥의 활엽수 톱밥 2종을 시험재료로 하였다. 적정 영양원으로 비트펄프를 10%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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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료에 혼합하여 수분을 65±5%로 조절한 후 121℃에서 90분간 고압살균하였다. 선발된 액체종균을 
각각의 혼합배지에 접종하였으며, 이 때의 접종량은 배지중량의 약 2%이었다. 배지재료에 대한 성분
분석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농촌진흥청, 2003)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주재료에 따른 혼합배지의 경시적 균사생장량 조사를 위하여 가.의 시험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배양 및 생육특성은 농촌진흥청 표준조사법(2003)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회수율(%)은 건배지 중량에 대
한 신선버섯 수량을 백분율로 계산하였으며, 향기정도는 관능평가에 따라 약, 중, 강으로 나타내었다.

<시험2> 잣버섯 재배에 적합한 영양원 선발
  잣버섯 재배에 적합한 영양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850ml의 PP병에 침엽수인 미송톱밥을 주재료로 
하여 옥분, 옥피, 콘코브, 비트펄프 및 감자전분을 각각 5%씩 첨가하였다. 수분함량은 65%내외로 조
절한 후 121℃에서 90분간 고압살균한 다음 20℃내외로 냉각하여 접종원을 접종하였다. 배지재료에 
대한 성분분석은 <시험1>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영양원에 따른 혼합배지의 경시적 균사생장량은 나.
<시험1>에 준하여 조사하였으며, 배양특성 조사를 위해 종균이 접종된 각각의 시험처리구를 온도 
21±1℃, 상대습도 60%로 조절된 배양실에서 30일간 배양하여 30일을 기준으로 배양율을 조사하였다. 
생육특성 및 수량은 나.<시험1>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단, 이 때의 생육관리는 봉지재배로서 상면발생
을 유도하였으며, 배양이 완료된 시점에 생육실로 옮겨 뚜껑 및 상면의 비닐을 제거하여 자실체의 발
이를 유도하였다.

<시험3> 잣버섯 재배에 적합한 영양원 첨가량 선발
  850ml의 PP병에 침엽수인 미송톱밥을 주재료로 하여 <시험2>에서 선발된 영양원을 각각 5, 10, 15 
및 20%씩 첨가하였다. 수분함량은 65%내외로 조절한 후 121℃에서 90분간 고압살균한 다음 20℃내외
로 냉각하여 액체종균을 접종하였고, 배지의 이화학적 분석은 <시험1>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배양 
및 생육특성은 <시험2>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세부과제1) 잣버섯 재배용 종균 제조기술 개발

  <시험1> 잣버섯 액체종균 적정 배지 선발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 선행되어져야 할 종균의 제조방법은 배지의 종류에 따라 톱밥종균, 액체종균 
및 곡립종균 등으로 나누어지게 되며(유 등, 2002), 일반 식용버섯의 종균제조 방법은 농촌진흥청 특
용작물분야 영농활용 자료집(2007)에 나와 있어 농가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잣버섯 종균에 대한 연구
는 김 등(1994) 및 이 등(2007)에 의한 일부 연구보고만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잣버섯의 안정재배를 
위해 선행되어져야 할 종균의 제조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액체종균 배지를 선발코자 대두분 등 5종
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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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배지재료에 따른 화학적 특성
주 재 료 T-C(%) T-N(%) C/N 조섬유(%)
대 두 분 53.9 0.82 66 0.23 
대 두 박 54.4 0.29 188 0.76 
비트펄프 54.2 0.14 387 1.47 
감자전분 54.7 0.02 2,735 0.10 
옥   분 53.8 2.80 19 1.03 

  액체종균용 배지재료에 따른 화학적 특성(표2)은 T-C의 경우 감자전분이 54.7%로 가장 많았으며, 
T-N은 옥분이 2.8%로 가장 많았다. C/N은 감자전분이 탄소원에 비해 질소원이 매우 작아 2,735로 
높았고, 조섬유는 비트펄프가 1.47%로 다른 재료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등(2008)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선발한 탄소원 Xylose와 질소원 Tryptoen으로 C/N율을 10~50으
로 조절하여 균사생장량을 조사시 C/N율이 높을수록 균사생장량이 증가하였다고 하였으며, 첨가된 영
양원의 종류에 따라 균사생장에 적합한 C/N율에 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는바 
본실험 재료들의 탄소원과 질소원의 차이에 의해 C/N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배양기간에 따른 배지재료별 배양액의 pH변화

주 재 료 배양기간(일)
0 3 6 9 12 15

대 두 분 5.1 3.5 3.7 5.3 5.8 5.9
대 두 박 6.0 4.1 4.9 4.7 5.5 5.7
비트펄프 6.2 3.5 3.9 3.6 4.5 5.0
감자전분 6.0 4.3 3.6 4.1 5.4 5.6
옥   분 5.9 3.5 3.7 3.9 4.0 4.5

※ 배지량 : 100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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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배지 및 배양기간에 따른 균사체의 건물중 변화 (단위 : mg) 

주 재 료
배양기간(일)

3 6 9 12 15
대 두 분 432 564 746 768 732
대 두 박 352 504 678 696 680
비트펄프 276 352 434 511 501
감자전분 208 308 352 358 348
옥    분 146 250 309 300 292

※ 배지량 : 1ℓ

  배양기간에 따른 pH 변화는(표 3) 모든 처리구에서 배양이 진전될 수록 낮아졌다가 배양종료시 다
시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대부분의 잣버섯 적정 pH는 3.5~5.5으로(고 등, 2002; 荻山, 1986;김 등, 1994;장, 2003;신, 
2006; 정과 한, 2007)보고되어 있는바 본 실험에서 대두분 및 대두박의 경우 배양 12일에 5.5이상의 
pH를 나타내었고, 감자전분은 배양 15일에 pH가 5.5이상이었다. 그리고 비트펄프와 옥분은 배양 15
일까지도 모두 pH가 5.5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 모든 처리구에서 배양 15일까지는 
잣버섯 균사체의 적정 pH범위내에 있었다. 
  배양기간에 따른 건물중 변화는(표 4) 옥분은 9일, 그 외 다른 처리구는 배양 12일까지 건물중의 함
량이 높아지다가 다소 정체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처리별 건물중 함량은 대두분이 다른 처리구에 비
해 가장 우수하였다.
  따라서 균사배양은 12일 전후에서 완료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건물중의 함량이 우수하였던 대두분배
지가 적정 배지로 판단되었다.
  큰느타리(하, 2009) 및 목질진흙버섯(이, 2004)의 연구에서 배양기간이 진전될수록 균체량이 증가하
다가 배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더 이상 균체량이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는바 본 실험에서 
잣버섯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그러나 신(2006)은 잣버섯의 액체종균의 배양기간별 균사생
장량을 비교한 결과 배양 6일까지는 균체량이 증가하다가 그 후 부터는 증가량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사용균주 및 배지재료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 잣버섯 액체종균을 제조를 위한 적정배지는 대두분이었으며, 적정 배양일수는 
9~12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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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2> 잣버섯 액체종균 제조를 위한 적정 통기량 구명
  표 5는 배양일수 경과에 따른 통기량별 CO2변화를 조사한 결과로서 배양5일까지 CO2발생량이 증가
하다가 배양10일 이후 500ppm이하로 떨어졌다. 

표 5. 통기량에 따른 배양일수별 CO2 변화

통기량
(vvm)

배양일수에 따른 CO2발생량(ppm)

1 2 3 4 5 6 7 8 9 10 11 12

0.3 347 435 480 560 620 620 633 594 572 485 437 390 

0.6 410 437 520 570 637 640 608 572 529 455 375 370 

0.9 343 347 430 540 585 595 593 565 534 442 411 422 

1.2 357 340 430 510 553 544 548 513 491 440 427 396 
※ 통기량(vvm) : 배양병으로 보내지는 공기량(공기부피/배지부피/분)

  하(2009)에 의하면 큰느타리 액체배양시 배양일수가 경과할수록 CO2발생량이 증가하고 10일이후에 
감소한 연구결과와 대등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균사생장은 배양 6-7일경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통기량에 따른 배지소모량을 조사한 결과 통기량이 많을수록 배지소모율도 높아져, 1.2vvm에서는 
소모율 36%로 가장 높았다. 즉, 배지제조시 배지량이 10ℓ일 때 배양완료 후 배지소모량은 3.6ℓ이었
다(표 6). 이는 주입되는 공기량이 많을수록 균사생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배지를 많이 소모한 것으
로 여겨진다.
  그리고 통기량별 건물중을 조사한 결과 통기량이 0.9~1.2vvm에서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높은 
건물중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정(2007)은 상황버섯의 액체배양시 통기량이 작을수록 균사체량의 함량이 줄어들고 이는 배양액내
의 용존산소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는바 본 실험에서도 이와 대등한 결과를 나타내어 통
기량이 작을수록 건물중의 함량이 낮았고, 신(2006)은 잣버섯의 액체배양시 0.5~2.0vvm으로 시험한 
결과 1vvm에서 균사체량이 가장 높다고 하였는바 본 실험과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 잣버섯 액체종균 배양시 적정 통기량은 0.9~1.2vvm이었으나 통기량이 많을수록 
배지소모량이 많아 배지소모량이 작은 0.9vvm을 적정 통기량으로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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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통기량에 따른 배지소모량 및 건물중
통기량(vvm) 배지소모량(L) 배지소모율♩(%) 건물중(g)

0.3 1.40 14.0  36b♪

0.6 1.43 14.3 38b
0.9 2.90 29.0 55a
1.2 3.60 36.0 52a

  ※ 배지량 : 10ℓ, 배양기간 12일
  ♩ 배지소모율(%) : [배지소모량/배지량(10ℓ)]×100
  ♪ DMRT at 5% level

<시험3> 잣버섯 톱밥종균 적정 배지 선발
  톱밥종균제조를 위한 영양원을 선발코자 미강 20%첨가구를 대조로 하여 영양원별로 첨가하여 이화
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 비트펄프 5%처리구에서 C/N은 251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용적밀도는 미강 20%처리구가 0.3g/cc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높았다(표 7).

표 7. 톱밥종균용 배지의 영양원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
처리내용 T-C

(%)
T-N
(%) C/N율

미송톱밥+미강(80:20) 53.8 0.97 55
미송톱밥+미강(95:5) 54.4 0.44 124
미송톱밥+옥분(95:5) 55.2 0.31 178
미송톱밥+비트펄프(95:5) 55.2 0.22 251

※ 850cc병, 입병량 540g, 배양온도 22℃±1

표 8. 톱밥종균의 배양기간에 따른 pH 변화
처리내용 배양기간(일)

0 10 20 30
미송톱밥+미강(80:20) 6.0 6.0 6.5 6.2 
미송톱밥+미강(95:5) 5.6 6.1 4.6 4.2 
미송톱밥+옥분(95:5) 4.3 4.1 4.3 4.0 
미송톱밥+비트펄프(95:5) 4.4 4.2 3.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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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톱밥종균의 배양기간에 따른 수분함량 변화 (단위 : %)

처리내용 배양기간(일)
0 10 20 30

미송톱밥+미강(80:20) 64.0 60.7 62.8 69.0 
미송톱밥+미강(95:5) 65.8 62.7 64.4 68.6 
미송톱밥+옥분(95:5) 63.4 60.4 64.4 69.7 
미송톱밥+비트펄프(95:5) 65.8 61.6 63.8 69.1 

표 10. 톱밥종균용 배지의 경시적 균사생장량 및 배양율

처리내용 배양기간(mm/일) 균사밀도♩ 배양율
(%)

미배양율
(%)

오염율
(%)5 10 15 20 25

미송톱밥+미강(80:20) 30 62 90 121 133 ++ 85 10 5
미송톱밥+미강(95:5) 32 75 103 123 133 +++ 90 8 2
미송톱밥+옥분(95:5) 36 84 111 133 - +++ 98 - 2
미송톱밥+비트펄프(95:5) 24 41 52 60 76 ++ 96 2 2

♩ 균사밀도 +++ 강, ++ 중, ++ 약
※ 배양온도 22±1℃, 배양기간 30일

  첨가된 영양원의 종류에 따라 균사생장에 적합한 C/N율에 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이 등, 2008)하였는바 본실험 재료들의 탄소원과 질소원의 차이에 의해 C/N율이 크게 차이가 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8은 배양기간에 따른 pH 변화를 조사한 것으로서 옥분 및 비트펄프 처리구는 배양기간 모두 pH
가 3.5~5.5범위안에 있었으나 미강 20%처리구는 배양기간 내내 pH6이상이었고, 미강 5%처리구는 배
양 10일까지 pH가 5.6~6.1이었다.
  대부분의 잣버섯 적정 pH는 3.5~5.5으로(고 등, 2002; 荻山, 1986;김 등, 1994;장, 2003;신, 
2006; 정과 한, 2007)보고되어 있는바 본 실험에서 비트펄프와 옥분 첨가구는 배양일이 경과되더라도 
모두 pH가 3.7~4.4이었고, 따라서 잣버섯의 균사가 생장하는데 미강첨가구 보다는 옥분이나 비트펄
프처리구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배양기간에 따른 처리별 수분함량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모든 처리구에서 배양초기에 비해 배양10
일에 낮아지다가 배양10일 이후에 다시 높아지는 경향이었다(표 9). 
  혼합배지의 경시적 균사생장량을 조사한 결과, 옥분 및 미강 5%처리구에서 균사밀도가 우수하였으
며, 배양기간은 옥분 5%처리구가 20일에 배양이 완료되어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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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고, 배지재료에 따른 배양율 및 오염율은, 옥분 5% 첨가구에서 다른 처리구들에 비하여 배양율 
98%, 미배양율 0%로 가장 양호하였다(표 10).
 이상의 결과 잣버섯 톱밥종균을 위한 배지재료로 배양일수도 빠르고, 배양율도 우수하였던 옥분을 적
정 영양원으로 선발하였다.

<시험4> 잣버섯 톱밥종균 제조 기술 개발
  <시험3>에서 선발된 옥분을 영양원으로 하여 첨가량 구명을 위해 시험한 결과로 첨가량에 따른 이
화학적 특성은 표 11과 같다. 옥분 첨가량이 많을수록 C/N율 및 조섬유(%)는 낮아지는 경향이었으며, 
조지방(%)은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표 11. 영양원 첨가량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
옥분첨가량

(%)
수분
(%)

pH
(1:10)

T-C
(%)

T-N
(%) C/N율 조섬유

(%)
조지방
(%)

5 66.3 3.9 55.2 0.31 178 55.8 0.44 
10 62.8 4.2 55.2 0.52 106 52.3 0.63 
15 62.9 4.3 55.1 0.63 87 51.7 0.62 
20 68.8 4.2 55.1 0.78 71 46.0 0.72 

   ※ 배양기간 30일 기준, 주재료(톱밥) : 미송톱밥

  옥분 첨가량에 따른 균사생장반응은(표 12) 첨가량이 많을수록 배양일수가 빨랐으나, 균사밀도는 옥
분 5% 첨가구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옥분첨가량이 많을수록 배양율은 낮고, 오염
율은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이상의 결과 잣버섯 톱밥종균 제조를 위한 옥분의 적정 첨가량은 배양완료 후 균사밀도가 강하고, 
배양율이 높았던 옥분 5%처리구를 종균용 적정 첨가량으로 선발하였다.

표 12. 영양원 첨가량에 따른 균사생장량 및 배양특성
옥분첨가량

(%)
배양기간(일)♩

균사밀도 배양율
(%)

미배양율
(%)

오염율
(%)7 14 21 28

5 28 66 98 140 +++♪ 98 - 2
10 32 75 106 140 ++ 96 - 4
15 31 86 117 140 ++ 89 1 10
20 40 116 140 - ++ 8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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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재료(톱밥) : 미송톱밥, 배양온도 22±1℃, 배양기간 30일 
   ♩ 컬럼테스트 
   ♪ 균사밀도 +++ 강, ++ 중, + 약

  잣버섯 재배에 적합한 종균의 형태를 구명코자 액체종균과 톱밥종균의 생산성 비교시험을 수행하였다. 
표 13은 배양율을 조사한 것으로 액체종균 및 톱밥종균 접종구 모두 98%로 동일한 경향이었다. 그리고, 
종균종류에 따른 재배기간은 액체종균을 접종한 생육배지의 초발이소요일수는 7일, 생육기간은 6일로 
톱밥종균 접종구 보다 각각 1일 정도 빠르게 나타났다.

표 13. 종균 종류에 따른 배양특성 및 재배일수
종균종류 배양율(%) 오염율(%) 초발이 소요일수(일) 생육기간(일) 재배일수(일)
액체종균 98 2 7 6 43
톱밥종균 98 2 8 7 45

  ※ 액체종균 : 대두분배지, 톱밥종균 : 미송+옥분(95:5)

  종균 종류에 따른 자실체의 생육특성을 조사한 결과 액체종균 처리구에서 유효경수가 11.3개/봉지로 
톱밥종균 처리구에 비해 많았다. 그리고, 자실체 수량 및 회수율은 액체종균 처리구에서 수량은 
87.6g/봉지, 회수율은 25%, 상품화율은 90%로 톱밥종균 처리 보다 높았다(표 14).

표 14. 종균 종류에 따른 자실체 생육특성
종균종류 갓크기

(mm)
대길이
(mm)

갓크기
/대길이 개체중(g) 유효경수

(개)
수량

(g/봉지)
회수율♪

(%)
상품화율♬

(%)
액체종균 52.0 73.0 0.7 10.3 11.3a♩ 87.6a 25 90
톱밥종균 42.5 71.0 0.6 9.7 8.7b 56.5b 16 79

   ♩ DMRT at 5%
   ♪ 회수율(%) = [자실체 수량(g) / 건배지 중량(g)] × 100
   ♬ 상품화율(%) = [상품수량(g) / 총수량(g)] × 100

  표 15는 잣버섯 종균종류별 종균생산 소요기간을 비교한 것으로서 톱밥종균은 원균증식부터 종균배
양까지 총 55일 소요되는 반면 액체종균은 31일로 톱밥종균 대비 22일을 단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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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잣버섯 종균종류별 종균생산 소요기간 비교
제조과정 톱밥종균 액체종균

배양방법 배양기간(일) 배양방법 배양기간(일)
원균증식 평판배양 10 평판배양 10
접종원 250㎖ 삼각플라스크 25 250㎖ 삼각플라스크 12
종균 850㎖ PP병 30 20ℓ내열성플라스틱병 12
계 55 34

  이상의 결과 잣버섯의 재배에 있어서 톱밥종균을 사용하는 것보다 액체종균을 사용할 경우 배지제
조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수량 및 회수율 등이 높아 액체종균으로 재배하는 것이 재배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세부과제 2) 잣버섯 재배용 적합배지 개발
 <시험1> 주재료(톱밥) 선발
  표 16은 주재료에 따른 혼합배지의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것으로서 pH는 미루나무톱밥이 5.3으로 
가장 높았고, T-N은 참나무톱밥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C/N율은 미송톱밥이 2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6. 주재료에 따른 배지별 이화학적 특성
처리내용 수분

(%)
pH

(1:10)
EC

(ds/m)
T-C
(%)

T-N
(%) C/N

 미송톱밥 64.1 4.6 0.62 54.9 0.26 211
 미루나무톱밥 63.8 5.3 1.18 54.3 0.36 151
 잣나무톱밥♩ 64.0 4.8 0.69 54.6 0.32 171
 참나무톱밥 62.7 4.2 0.62 54.0 0.47 115

 ※ 혼합비율 : 주재료(톱밥)+비트펄프(90:10, v/v, 병재배)
 ♩잣나무톱밥 : 3개월 이상 야적

  잣버섯의 적정 pH는 3.5~5.5으로(고 등, 2002; 荻山, 1986;김 등, 1994;장, 2003;신, 2006; 정과 
한, 2007)보고되어 있는바 본실험의 모든 처리구에서 적정 pH 범위내에 있어 잣버섯 균사생장에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등(2008)의 보고에 의하면 잣버섯 균사생리특성 중 C/N율 50에서 균사생장량이 높았고, 
C/N율이 높을수록 균사생장량이 높다고 하였으며, 첨가된 영양원의 종류에 따라 균사생장에 적합한 
C/N율에 다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 등, 2008)하였는바 본 실험의 혼합배지별 C/N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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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0보다 높아 배지재료들의 탄소원과 질소원의 종류에 의해 C/N율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표 17. 혼합배지의 경시적 균사생장량 (단위 : mm)

처리내용
배양일수(일) 균사

밀도♩7 14 21 28 35 40 1일 평균
균사생장량

미송톱밥 24 56 86 113 138 140 3.9 +++
미루나무톱밥 21 45 73 101 123 140 3.5 +++
잣나무톱밥 22 47 74 96 120 140 3.4 +++
참나무톱밥 18 44 75 100 118 140 3.4 +

※ 혼합비율 : 주재료(톱밥)+비트펄프(90:10, v/v), 배양온도 25℃
♩ 균사밀도 +++ 강, ++ 중, + 약

  혼합배지의 경시적 생장량을 조사한 결과 미송톱밥 사용시 1일 평균 균사생장량이 3.9mm로 가장 
빨랐으며, 균사밀도는 참나무톱밥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강하였다(표17).
  표 18은 톱밥종류별 각각 90%에 영양원으로 비트펄프를 10%씩 첨가하여 실험한 결과로 미송톱밥과 
잣나무톱밥 처리구에서는 재배일수가 44일로 활엽수톱밥(미루나무, 참나무) 보다 재배일수가 단축되었고, 
참나무톱밥은 발이가 되지 않았다. 

  표 18. 톱밥배지 종류별 재배특성 
처리내용 초발이

소요일수(일)
생육일수

(일)
재배일수

(일)
미송톱밥 8 6 44

미루나무톱밥 10 7 47
잣나무톱밥 8 6 44
참나무톱밥 미발이

   ※ 입병량 550g/850cc 기준
   ※ 생육온도 18±1℃, 상대습도 90±5%, 배양기간 30일
   ※ 혼합비율 : 주재료(톱밥)+비트펄프(90:10, v/v)

  톱밥재료별 수량 및 자실체의 생육을 조사한 결과는 표 19와 같다. 유효경수는 침엽수류(미송톱밥과 
잣나무톱밥) 처리구에서 4개 이상으로 활엽수류 처리구보다 높았으며, 수량은 미송톱밥 처리구에서 
40.1g/병으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향기정도에 있어서 미송톱밥과 잣나무톱
밥을 사용한 배지에서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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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톱밥재료별 수량 및 자실체생육
처리내용 유효경수

(개/봉지)
갓직경
(mm)

대굵기
(mm)

대길이
(mm)

수량
(g/병)

회수율
(%)

향기
정도♪

미송톱밥  4.8a♩ 49 12 40  40.1a♩ 21.2 +++
미루나무톱밥 2.1b 41 13 37 10.3c 5.4 +
잣나무톱밥 4.0a 46 12 39 17.5b 9.3 +++
참나무톱밥 미발이

  ※ 혼합비율 : 주재료(톱밥)+옥분(90:10, v/v)
  ※ 생육온도 18±1℃, 상대습도 90±5%
  ♩ DMRT at 5% level
  ♪향기정도 : - 없음, +약, ++중, +++강

  Gaitán-Hernández 등(1993)은 몬테주마소나무(Pinus montezumae)를 이용하여 잣버섯을 재배시 
건배지 300g에서 82.66g, 회수율 27.55%이었다고 보고하였고, 고 등(1995)은 소나무가 가장 우수하
고, 리기다소나무, 잣나무, 낙엽송에서도 큰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는바 본 실험에서도 침엽수류에
서 생육이 우수하였고, 이 중 미송톱밥이 주재료로 되어있는 혼합배지에서 수량이 가장 우수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 잣버섯 재배를 위한 적정 주재료로 미송톱밥을 선발하였다.

<시험2> 잣버섯 재배에 적합한 영양원 선발
  <시험1>에서 주재료로 미송톱밥을 선발한 후 적정 영양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옥분, 옥피, 콘코브, 
비트펄프, 감자전분을 이용하여 재배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영양원별 화학적 특성은 표 20
과 같다. pH는 감자전분이 6.2로 가장 높았고, T-N은 옥분이 2.8%로 가장 높았으며, C/N율은 감자
전분이 2,735로 가장 높았다.

표 20. 영양원별 화학적 특성
영 양 원 pH(1:10) T-C(%) T-N(%) C/N
옥    분 4.9 53.8 2.80 19
옥    피 4.8 54.3 1.25 43
콘 코 브 5.8 53.5 0.86 62
비트펄프 5.1 53.5 1.81 30
감자전분 6.2 54.7 0.02 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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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영양원별 혼합배지의 화학적 특성
영 양 원 수분(%) pH(1:10) T-C(%) T-N(%) C/N

옥    분 68.4 4.4 55.3 0.49 113

옥    피 68.5 4.5 55.2 0.31 178

콘 코 브 66.9 4.7 55.1 0.34 162

비트펄프 67.1 4.5 55.2 0.22 251

감자전분 63.2 4.6 55.4 0.15 369

   ※ 미송톱밥+영양원(95:5, v/v)

  표 21은 영양원별 혼합배지의 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것으로서 pH의 경우 모든 처리구에서 4.5내외
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T-N은 옥분첨가구가 0.49%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C/N율은 감자전분처리구가 369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높았다.

표 22. 혼합배지의 경시적 균사생장량 (단위 : mm)

영 양 원 배양기간(일) 균사밀도7 14 21 28
옥    분 34 76 110 140 +++♩

옥    피 27 62 93 125 ++
콘 코 브 28 67 96 128 ++
비트펄프 32 61 92 122 +
감자전분 26 66 97 122 +

♩ 균사밀도 +++ 강, ++ 중, ++ 약

  표 22는 혼합배지별 경시적 균사생장량을 나타낸 것으로서 옥분을 첨가한 처리구에서 다른 처리구
에 비해 균사생장속도가 가장 빨랐으며, 균사밀도도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혼합배지에 따른 배양기간 및 재배일수를 조사한 결과 표 23과 같다. 옥분이 들어간 처리구는 배양
율이 97%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재배기간도 43일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단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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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배양율 및 재배일수
처리내용 배양율(%) 초발이

소요일수(일)
생육기간

(일)
재배기간

(일)
옥    분 97 3 13 43
옥    피 95 5 15 45
콘 코 브 90 11 21 51
비트펄프 92 11 23 53
감자전분 95 12 25 57

※ 배양완료 30일 기준
※ 미송톱밥+영양원(95:5, v/v)

  영양원에 따른 자실체의 생육특성을 조사한 결과 표 24와 같이 나타났다. 유효경수의 경우 옥분 및 
옥피 처리구에서 5개 이상으로 높았으며, 옥분처리구에서 수량 및 회수율은 각각 61g/병 및 24%로 다
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높았다.

표 24. 영양원에 따른 자실체 생육특성
처리내용 유효경수

(개)
갓크기
(mm)

대길이
(mm)

갓크기
/대길이

수량
(g/병)

회수율♪
(%)

옥    분 5.7a 65 59 1.1  61a♩ 24
옥    피 5.0a 50 48 1.0 43b 17
콘 코 브  2.3bc 60 49 1.2 23c 9
비트펄프 3.3b 51 45 1.1 22c 8
감자전분 1.8c 45 41 1.1 13d 4

※ 미송톱밥+영양원(95:5, v/v), 배지량 800g
♩ DMRT at 5%
♪ 회수율(%) = 자실체 수량(g) / 건배지 중량(g) × 100 

  이와 같이 잣버섯의 영양원별 배양 및 생육특성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던 옥분을 적정 영양원
으로 선발하였다.

<시험3> 잣버섯 재배에 적합한 영양원 첨가량 선발
  표 25는 미송톱밥에 옥분첨가량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pH는 모든 처리구에서 
4.3내외의 값을 나타내었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T-N(%) 및 조지방함량(%)은 증가하였으며, C/N율 
및 조섬유함량(%)은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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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옥분첨가량에 따른 혼합배지의 이․화학적 특성
옥분첨가량

(%)
수분
(%)

pH
(1:10)

T-C
(%)

T-N
(%) C/N율 조섬유

(%)
조지방
(%)

5 68.4 4.4 55.3 0.49 113 55.8 0.44 
10 62.8 4.2 55.2 0.52 106 52.3 0.63 
15 62.9 4.3 55.1 0.63 87 51.7 0.62 
20 68.8 4.2 55.1 0.78 71 46.0 0.72 

   ※ 주재료(톱밥) : 미송톱밥

표 26. 옥분첨가량에 따른 경시적 균사생장량 (단위 : mm)
옥분첨가량

(%)
배양기간(일) 균사밀도7 14 21 28

5 28 66 98 140 +++♩

10 32 75 106 140 ++
15 31 86 117 140 ++
20 40 116 140 - +

♩ 균사밀도 +++ 강, ++ 중, ++ 약

표 27. 영양원 첨가량에 따른 배양기간 및 재배일수
옥분첨가량(%) 초발이소요일수(일) 생육기간(일) 재배일수(일)

5 8 7 45
10 7 6 43
15 7 6 43
20 7 7 44

※ 배양기간 30일 기준, 배지량 1kg/봉지

  옥분첨가량에 따른 경시적 균사생장량을 조사한 결과(표 26), 옥분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균사배양기
간이 빠른 반면 균사밀도는 약해지는 경향이었고, 옥분첨가량에 따른 재배일수는(표 27) 옥분 10~15%
처리구에서 43일로 가장 빨랐다. 
  고 등(1995)에 의하면 잣버섯의 배양기간은 50~65일로 보고하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배양일수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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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생육기간을 포함한 재배일수가 43일로 총재배일수가 단축되었는데, 이는 액체종균 사용과 배지영
양원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느타리버섯의 경우 봉지직경 12cm의 1kg 봉지에서 재배일수가 44일로 보고한 것과 대등한 결
과로 잣버섯의 재배에 있어 단기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경기도농업기술원, 2008).

표 28. 옥분 첨가량에 따른 자실체 생육특성
옥분첨가량

(%)
유효경수

(개)
갓크기
(mm)

대길이
(mm)

갓크기
/대길이

수량
(g/봉지)

회수율♪
(%)

상품화율♬
(%)

5  9.8b♩ 56.0 75.7 0.7 103a 32 85
10 16.3a 56.0 73.0 0.8 111a 33 92
15 13.0a 52.3 71.0 0.7 103a 28 89
20 8.9b 55.2 68.6 0.8 68b 19 58

  ♩ DMRT at 5%
  ♪ 회수율(%) = [자실체 수량(g) / 건배지 중량(g)] × 100
  ♬ 상품화율(%) = [상품수량(g) / 총수량(g)] × 100

  표 28은 옥분첨가량에 따른 자실체의 생육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유효경수는 옥분 10 및 15%처리
구에서 가장 높았고, 수량은 5, 10 및 15%처리구에서 100g이상의 수량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회수율 
및 상품화율의 경우 10%처리구에서 각각 33% 및 상품화율 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배양 및 생육특성이 우수하였고, 회수율 및 상품화율이 우수하였던 옥분 10%처리구를 
잣버섯 봉지재배를 위한 적정 영양원 첨가량으로 최종 선발하였다.

4. 결과요약
세부과제 1) 잣버섯 재배용 종균 제조기술 개발

 <시험1> 잣버섯 액체종균 적정 배지 선발
  가. 배지재료별 pH는 처리구 모두 배양이 진전될수록 낮아지는 경향이었고, 배양후기로 갈수록 다

시 pH가 높아지는 경향이었음.
  나. 배양일수에 따른 건물중의 변화는 배양기간이 경과될수록 증가하다가 배양이 완료되는 시점에

(9~12일) 전처리 모두 증가되지 않았음. 그리고, 대두분배지에서 배양기간이 경과되더라도 다
른 처리구에 비해 건물중이 가장 무거웠음.

  다. 이상과 같은 결과 액체종균용 적정 배지는 대두분배지 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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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2> 잣버섯 액체종균 제조를 위한 적정 통기량 구명
  가. 통기량에 따른 배양일수별 CO2변화는 모든 처리구에서 배양 5일까지 증가하다가 배양10일 이후

는 500ppm이하로 떨어졌음
  나. 액체종균 통기량에 따른 배지소모량은 1.2vvm에서 36%로 가장 많았고, 통기량 0.9~1.2vvm에

서 건물중이 높았음.
  다. 이상과 같은 결과 대두분배지에서의 적정 통기량은 0.9vvm이었음.

 <시험3> 잣버섯 톱밥종균 적정 배지 선발
  가. 배양기간에 따른 pH 변화로 옥분 및 비트펄프 처리구는 배양기간 모두 3.5~5.5범위안에 있었

으나 미강 20%처리구는 배양기간 내내 6 이상이었음
  나. 배양기간에 따른 수분함량의 변화는 모든 처리구에서 배양 10일부터 낮아지다가 배양10일 이후

에 다시 높아지는 경향이었음.
  다. 경시적 균사생장량은 옥분 및 미강 5%에서 균사밀도가 우수하였고, 옥분 5%에서 배양기간 20

일, 배양율 98%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배양특성이 가장 우수하였음.
  라. 이상과 같은 결과 톱밥종균용 적정배지는 미송+옥분(95:5)이었음.

 <시험4> 잣버섯 톱밥종균 제조 기술 개발
  가. 옥분 첨가량에 따른 균사생장반응은 첨가량이 많을수록 배양일수가 빨랐으나, 균사밀도는 옥분 

5% 첨가구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고, 옥분첨가량이 많을수록 배양율은 낮고, 오염율은 
높아지는 경향이었음. 옥분5%첨가시 우수하였음. 따라서 톱밥종균용 배지에 적합한 영양원의 
함량은 옥분5%이었음.

  나. 액체종균 사용시 재배일수가 43일로 톱밥종균 사용시의 재배기간 보다 2일 단축되었고, 유효경
수 11.3개, 수량 87.6g 및 상품화율 90%로 톱밥종균 보다 우수하였음. 

  다. 이상의 결과 잣버섯 재배를 위한 종균의 종류는 액체종균을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음.

세부과제 2) 잣버섯 재배용 적합배지 개발
 <시험1> 주재료(톱밥) 선발
  가. pH는 미루나무톱밥이 5.3으로 가장 높았고, T-N은 참나무톱밥이 가장 높았고 C/N율은 미송톱

밥이 211로 가장 높았음.
  나. 혼합배지의 경시적 균사생장량은 미송톱밥에서 3.9mm/일로 가장 빨랐고, 균사밀도는 미송톱밥, 

미루나무톱밥, 잣나무톱밥에서 높았음.
  다. 주재료별 재배일수는 미송톱밥과 잣나무톱밥 사용시 재배기간이 44일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빨

랐고, 자실체 생육특성은 미송톱밥에서 유효경수 4.8개, 수량 40.1g, 회수율 21.2%로 다른 처
리구에 비해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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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이상과 같은 결과 잣버섯 재배를 위한 주재료는 미송톱밥이었음.

 <시험2> 잣버섯 재배에 적합한 영양원 선발
  가. 영양원별 경시적 균사생장량은 옥분 처리구에서 균사밀도가 가장 강하였고, 균사생장기간도 빨

랐으며, 배양율도 97%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우수하였음. 또한 재배일수에 있어서 옥분 
처리구가 초발이소요일수 3일, 생육기간 13일로 다른 처리구에 짧은 경향이었음.

  나. 영양원에 따른 자실체의 생육특성 중 유효경수는 옥분 및 옥피 처리구에서 5개 이상으로 높았
으며, 수량 및 회수율은 옥분 처리구에서 각각 61g/병 및 24%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높았음.

  다. 이상의 결과 적정 영양원은 옥분이었음.

 <시험3> 잣버섯 재배에 적합한 영양원 첨가량 선발
  가. 옥분 첨가량에 따른 배지의 화학성을 분석한 결과 pH는 모든 처리구에서 4.3내외이었고,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T-N 및 조지방함량은 증가하였으며, C/N율 및 조섬유함량은 감소하였음.
  나. 옥분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균사배양기간이 빠른 반면 균사밀도는 약해지는 경향이었고, 재배일수

는 옥분 10 및 15% 처리구에서 43일로 가장 빨랐음.
  다. 유효경수는 옥분 10 및 15%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고, 수량은 5, 10 및 15% 처리구에서 100g이

상의 수량성을 나타내었으며, 회수율 및 상품화율은 옥분 10% 처리구에서 각각 33% 및 상품화
율 92%로 가장 높았음.

  라. 이상의 결과 잣버섯 재배에 적합한 배지는 미송+옥분(90 : 10)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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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ttempted to established the optimal cultivation technique of the of 
Volvariella volvacea by box culture. At first, to select suitable substrate and fermentation 
period, the two species of substrate were cultivated with 90% cotton seed pellet, 10% wheat 
bran, 1% calcium powder and 100% cotton waste, 1% calcium powder and the five level of 
fermentation period such as 0, 5, 10, 15, 20 day were applied to this experiment, 
respectively. The myceilal growth and friut body production of cotton seed pellet 
substrate(90% cotton seed pellet, 10% wheat bran, 1% calcium powder) is shorter and higher 
than that of cotton waste substrate(100% cotton waste, 1% calcium powder). In addition, It 
was not necessary to ferment for the most effective culture of V. volvacea with 90% cotton 
seed pellet, 10% wheat bran, 1% calcium powder as substrate. 
 Next, we carried out to obtain suitable exchange content of spent substrate, which was 
cultivated Pleorotus ostreatus by bottle culture for the most efficient cultivation of 
Volvariella volvacea. When cotton seed pellet substrate was substituted for spent substrate 
of P. ostreatus at level of 50%, total cultivation period of V. volvacea was decreased. In 
addition, there was no comparison between non-substitution and 50%-substitution of spent 
substrate of P. ostreatus in yield and quality of fruit body of V. volvadea. Therefore, these 
results have effects of decrease in operating cost and re-using of resource.  

Key words : Volvariella volvacea, Fermentation period, Cotton seed pellet, Cotton waste, 
Spent subst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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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풀버섯은 (Volvariella volvacea) 초고(草菰)라고도 하며 볏짚더미 또는 땅 위에서 발생한다. 버섯 
갓은 지름 5∼10cm이고 처음에 종모양 또는 둥근 산 모양으로 나중에 편평해진다. 버섯 대는 5∼12 
× 0.5~1.2cm 이고 밑부분이 불룩하고 속이 차 있다. 홀씨는 5~8 × 3~5㎛이고 타원형이며 밋밋하
고 홀씨 무늬는 분홍색이다. 자실체의 생장은 버튼(Button), 난기(Egg), 신장기(Elongation) 성숙기
(Mature)의 과정을 거쳐 자라며 어린버섯은 대주머니로 둘러 싸여있으나 생장하면서 갓과 대가 자라 
나온다. 발생시기 및 장소는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시기에 퇴비더미 또는 쓰레기톱밥 주변에 다수 군생
하며, 균사생장이 약 32~35℃에서 생장하는 고온성 균주이며, 고온다습한 조건에서 자라기 때문에 생
장속도가 매우 빠른 버섯으로 폐면(Akinyele, 2005), 콘코브(Cambel 등, 2007) 바나나잎(Belewu 등, 
2005) 등을 이용하여 재배하고 있다(Chang 등, 2004). 
  풀버섯의 효능으로는 면역 증강물질인 베타글루칸을 약 15% 함유하고 잇으며, 약알칼리성 추출물은 
34~49%, 냉알칼리 추출물은 100% 종양 억제율을 나타내는(Etsu 등, 1992)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
내에서 재배되고 있지 않아 염장된 상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풀버섯은 고온성 버섯으
로서 6~8월 여름철에 재배할 수 있는 새로운 품목으로서 재배법 개발이 요구되며 재배배지는 발효과
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기존 병재배 폐배지를 느타리버섯 병재배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미송톱
밥+비트펄프+면실박(50:30:20)배지에 느타리를 재배한 탈병배지를 풀버섯의 기본배지인 면실피펠릿+
밀기울+탄산칼슘(90:10:1)배지에 혼합하여 상자재배 시험을 통한 배양 및 생육특성을 비교분석하여 
느타리버섯 폐배지의 적정 첨가량을 구명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가. 시험균주 및 종균제조

  풀버섯 적합배지 개발을 위해 버섯연구소 보유균주인 GMVV79004를 PDA평판배지에서 배양온도 
32℃, 5일간 배양 후 면실피펠릿, 밀기울 및 탄산칼슘이 (90:10:1, v/v)배지로 혼합된 삼각플라스크에
서 32℃, 20일간 배양하여 종균으로 이용하였다.

나. 배지제조 및 발효특성 조사
  풀버섯 적정배지 및 발효기간을 구명하기 위한 기본배지는 면실피펠릿+밀기울+탄산칼슘(90:10:1, 
v/v)로 주배지 재료인 면실피펠릿을 혼합하기 24시간 침수시켜 밀기울과의 원활한 혼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침지한후 밀기울과 탄산칼슘을 혼합하였다. 폐면 + 탄산칼슘 혼합배지(대조)는 폐면을 폐면털
이기계로 털어 폐면과 탄산칼슘(100 : 1)을 혼합하여 넣고 통기가 잘되는 한냉사를 파레트
(1.0×1.0×0.05m)위에 발효틀(각목, 높이1.2m, 폭 1m)안에 깔고 그 위에 얇은 부직포를 덮어 야외발
효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배지 재료는 건물량으로 면실피펠릿 225kg, 밀기울 25kg, 탄산칼슘 2.5kg
과 폐면 250kg, 탄산칼슘 2.5kg을 혼합하였고 발효기간은 0, 5, 10, 15, 20일의 5일 간격으로 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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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수분함량, NH3농도, T-C 및 T-N, 균배양 및 생육특성, 수량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발효특성조
사는 처리구별로 배지 30cm 깊이의 시료를 채취하여 조사하였고, 막대온도계와 데이터로그(HOBO)로 
배지온도 변화와 외기 온도변화를 매일 조사하였고, 수분함량은 105℃ 건조 중량법으로, pH는 배지
(생물, 건물)와 증류수를 1:10의 무게비로 혼합하여 1시간 동안 정치한 후 pH meter (Orion-720)로 
분석하였고, NH3농도는 NH3분석키트(Merck社)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배지재료들에 대한 성분분석을 
위해 시료를 음건하여 두었다가 전탄소, 전질소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전탄소는 회화법, 전질소는 
Kjeldahl법으로 정량 분석하였다(농촌진흥청, 2000). 미생물밀도 조사를 위해 세균은 NA 평판배지. 
곰팡이는 YMPD평판배지를 이용하여 멸균수 10㎖에 시료 1g을 넣고 30분간 진탕시킨 후 106 희석하
였고, 배지에 0.1㎖를 도말한 다음 생성된 균총의 수를 조사하였다. 
  느타리버섯 폐배지를 이용한 풀버섯 배지 개발을 위하여 기본배지는 면실피펠릿+밀기울+탄산칼슘
(90:10:1, v/v)로 사용하였고, 느타리버섯 병 재배용으로 널리 쓰이는 배지인 미송톱밥+비트펄프+ 면
실박 (50:30:20, v/v) 춘추 느타리를 재배한 탈병배지를 사용하였다. 면실피 펠릿 225kg, 밀기울 
25kg, 탄산칼슘 2.5kg을 혼합하였고 폐배지 첨가량은 0, 25, 50, 75, 100%의 5수준을 두고 수행하였
으며 온도, pH, 수분함량, NH3농도, T-C 및 T-N, 균배양 및 생육특성, 수량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다. 배지살균 
  각 처리별 배지를 혼합기에 넣은 후 배지수분을 65%가 되도록 조절한 후 520×365×200mm 크기
의 상자에 5kg씩 담았다. 배지 품온 기준 65℃에서 12시간 저온 증기살균을 실시하고 58℃에서 72시
간 동안 후발효를 실시하였다.

라. 접종 및 배양관리
  풀버섯 종균을 상자당 300g씩 혼합 접종한 후 배양온도 30℃, 상대습도 70%의 조건에서 20일간 균
배양을 하였다. 배양일수는 종균접종 이후부터 균배양이 완료될 때까지의 소요일수로, 배양율은 전체 
투입상자 중 오염 되거나 배양이 완료되지 않은 상자를 제외한 건전배양 상자수에 대한 백분율로 나
타내었다.

마. 생육관리
  배양완료 후 버섯발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도를 30℃, 상대습도는 90%내외로 조절하였고, 버섯발
생 후 환기는 형태를 관찰하면서 적절히 조절하였다. 발이유도 및 생육관리를 실시하면서 초발이 소요
일수, 생육일수, 자실체 너비, 자실체 높이, 상자당 수량, 상자당 수확개체수를 조사하였으며, 초발이 
소요일수는 종균 접종후 원기가 형성될 때까지의 소요일수로, 생물학적 효율은 건배지 중량에 대한 생
버섯 중량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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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세부과제 1) 풀버섯 균주 생리특성 및 우량균주 선발('08 완결)
 세부과제 2) 풀버섯 적정배지 발효기술 개발
  그림 1은 각 처리별 야외발효 기간중의 배지내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면실피 펠릿 배지는 야외
발효 6~9일과 12~16일에 60℃정도로 온도가 상승하였으며 폐면 배지는 3일째에 최고온도에 달하여, 
면실피 펠릿 배지가 발효 후기까지 배지온도가 높았으나 폐면 배지는 발효후기에 온도상승을 보이지 
않아 배지 재료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야외 발효기간 중 배지수분 함량은 면실피 펠릿 발효배지는 15일에 61.7%로 가장 높았고, 폐면 배
지는 20일에 76.9%로 높아 다른 양상을 보였다. pH 변화는 처리 배지 모두 발효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었는데 이는 주 등(2006)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표 3은 처리별 발효배지의 T-C, 
T-N, C/N율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배지 및 발효기간별 전탄소와 전질소 함량은 두 배지 모두 질소함
량의 증가로 C/N율이 감소하였다. 이와같은 결과는 폐면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셀룰로오스, 헤미셀
룰로오스, 리그닌과 같은 고분자 탄수화물로 이물질들은 셀룰라아제나 리그니나아제와 같은 효소를 분
비하는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지며, 분해산물중의 일부는 질소화합물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된다
(Garraway 등, 1976).

면실피펠릿 발효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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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발효기간 및 배지별 온도 변화(상: 면실피 펠릿, 하 : 폐면)

표 1. 발효기간 및 배지별 배지수분 함량                                               (단위 : %)
      발효기간

배지종류♩ 0일 5일 10일 15일 20일
배지 1) 57.5 57.0 54.5 61.7 58.2
배지 2) 65.6 60.7 73.9 65.9 76.9

 ♩  1) 면실피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90:10:1, v/v)
     2) 폐면 + 탄산칼슘 (100:1, v/v)

 표 2. 발효기간 및 배지별 pH 변화
      발효기간

배지종류♩ 0일 5일 10일 15일 20일
배지 1) 6.7 7.1 7.3 6.0 7.8
배지 2) 7.9 8.8 9.0 9.2 9.1

 ♩  1) 면실피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90:10:1, v/v)
     2) 폐면 + 탄산칼슘 (100:1,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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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발효기간 및 배지별 탄질함량                                                   (단위 : %)
    발효기간

배지종류♩

0일 5일 10일 15일 20일
T-C T-N C/N T-C T-N C/N T-C T-N C/N T-C T-N C/N T-C T-N C/N

배지 1) 52.6 1.1 46.9 51.5 1.2 44.3 52.4 1.3 41.5 52.1 1.3 39.7 52.4 1.6 32.3
배지 2) 50.2 1.6 30.8 47.6 1.7 28.3 47.2 1.7 27.8 46.3 1.7 27.9 44.2 1.8 25.2

 ♩  1) 면실피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90:10:1, v/v)
     2) 폐면 + 탄산칼슘 (100:1, v/v)
  
  발효 배지내 암모니아 농도(표 4)는 발효기간 5일에 감소하다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로 배지별 같은 
경향을 보였고 면실피 펠릿 배지가 폐면 배지보다 높았다. 미생물 밀도(그림 2)는 면실피 펠릿 배지에
서 발효기간 초기 0일이 15일에 비해 5.3배 많았으며, 폐면 배지는 발효기간 초기 0일이 15일에 비해 
5.0배 적었다. 방선균(그림 3)은 초기에는 면실피 펠릿 배지가 폐면 배지보다 월등히 많았으나 발효 
10일 이후는 폐면배지에서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미생물 분리 동정 결과(표 5)는 발효배지 처리 
모두 세균은 같았으나 방선균은 면실피 펠릿 배지가 폐면 배지보다 많은 경향을 나타냈다.
   폐면 배지의 발효시간에 따른 미생물 성장변화는 특정 미생물이 발효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점
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시간이 경과하고 배지온도가 변화함에 따라 각각 다른 우점종을 형성하면서 천
이를 해 나간다, 즉 30℃에서 최적성장을 나타내는 중온성 미생물이 배지온도가 상승하면서 50℃이상 
높아지게 되면 점차 감소되어 50℃이상의 온도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고온성 미생물의 영양분으로 활
용된다는(신, 2001) 연구와 같이 본 시험의 결과에서도 폐면 배지는 발효 10일 이후 미생물의 밀도가 
감소하였던 것은 배지온도가 60℃의 고온으로 상승하면서 중온성 미생물의 밀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표 4. 발효기간 및 배지별 암모니아(NH3) 농도                                        (단위: ppm)
      발효기간

배지종류♩ 0일 5일 10일 15일 20일

배지 1) 51.3 43.3 49.3 54.3 54.3
배지 2) 37.6 25.0 27.3 29.3 30.3

 ※ 조사시기 : 살균후 접종직전
 ♩  1) 면실피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90:10:1, v/v)
     2) 폐면 + 탄산칼슘 (100:1,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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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면실피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90:10:1, v/v)
       2) 폐면 + 탄산칼슘 (100:1,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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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발효기간 및 배지별 방선균 밀도
      1) 면실피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90:10:1, v/v)
      2) 폐면 + 탄산칼슘 (100:1,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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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발효기간별 미생물 분류 동정 결과                                       (단위: colony/107)
          구분 
배지종류♩ 계 세 균 방선균 기타

배지 1) 30 15 8 7
배지 2) 26 15 3 8  

 ※ 분류 동정 방법 : ribosomal RNA
 ♩  1) 면실피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90:10:1, v/v)
     2) 폐면 + 탄산칼슘 (100:1, v/v)

   발효기간 및 배지별 배양특성(표 6)은 배양기간과 재배기간은 처리 모두 발효기간이 경과될수록 길
어지는 경향이었다. 수량과 회수율은 면실피 펠릿 배지가 폐면 배지보다 다소 높았으며 면실피 펠릿 
배지는 0일 처리구에서 352g/상자(5kg/배지)으로 대조구 286g/상자보다 다소 높은 경향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풀버섯 상자재배에 적합한 배지는 면실피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90:10:1, v/v)의 혼
합배지이고 면실피 펠릿을 24시간 침수후 야외발효과정 없이 밀기울, 탄산칼슘을 혼합하여 배지 품온 
기준 65℃에서 12시간 저온 증기살균을 실시하고 58℃에서 72시간 동안 후발효 하는 저온살균을 거쳐 
재배가 가능하였다.

표 6. 발효기간 및 배지별 배양 특성 
배지종류♩ 발효기간

(일)
오염율
(%)

배양기간
(일)

초발이소요일수
(일)

생육기간
(일)

재배기간
(일)

재배회수
(4개월)

배지 1)

 0  5.2  9 14  9.5 32.5  3.7
 5 10.3 10 11 10.4 31.4  3.8
10  5.0 13 17  8.9 38.9  3.1
15 10.1 15 22  7.9 44.9  2.7
20 10.2 14 19  6.3 39.3  3.1

배지 2)

 0  0 13 11  5.4 29.4  4.1
 5 5.2 16 23  3.1 42.1  2.9
10 5.5  9 18  3.1 30.1  4.0
15 10.0 13 21  3.4 37.4  3.2
20  0 10 20  9.6 39.6  3.0

※ 생육조건 : 온도 30±1℃, 습도 : 90±5%, 배지량 : 5kg
  ♩  1) 면실피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90:10:1, v/v)
     2) 폐면 + 탄산칼슘 (100:1,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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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발효기간 및 배지별 수량특성

배지종류♩ 발효
기간
(일)

자실체 특성 수량♪
(g/상자)

수확개체수♪
(개/상자)

개체중♪
(g/개체)

생물학적♬
효율(%)너비

(mm)
높이
(mm)

너비/
높이

배지 1)

 0 21.9 30.7 0.71 352a 68.4a 7.3ab 16.5
 5 22.6 32.8 0.69 233c 44.3b 8.5a 11.8
10 21.0 32.2 0.65 302ab 61.9a 7.0b 13.1
15 20.9 34.0 0.61 286ab 45.8b 7.1b 13.4
20 20.1 31.0 0.65 262bc 50.0b 6.7b 14.3

배지 2)

 0 18.5 31.6 0.59 231a 42.5a 6.6a 14.3
 5 20.0 31.1 0.64 223a 41.1ab 6.8a 15.1
10 22.3 32.1 0.69 203a 30.3c 8.2a 12.5
15 19.6 32.3 0.61 211a 33.0bc 7.5a 15.5
20 20.0 33.6 0.60 141b 26.3c 7.4a 12.8

 ♩  1) 면실피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90:10:1, v/v) ♪ DMRT at 5%
     2) 폐면 + 탄산칼슘 (100:1, v/v)
 ♬ 생물학적 효율 : 신선 자실체수량(kg)/ 건배지 중량(kg)× 100
 ♭ 상자크기 : 520×365×200mm, 배지량 : 5kg 

세부과제 3) 폐배지를 이용한 풀버섯 배지 개발
  풀버섯의 기본배지인 면실피펠릿+밀기울+탄산칼슘(90:10:1)배지에 느타리버섯 병재배 폐배지 첨가
량에 따른 혼합된 배지의 성분분석한 결과, pH는 느타리버섯 폐배지 첨가량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
향이었고, 수분함량은 폐배지 첨가량이 많을수록 증가하였다(표 8. 표 9). 이는 큰느타리 버섯 배지에
서 발효톱밥 비율이 높을수록 pH가 낮아졌다는 보고(주 등, 2006)와 같은 경향이었고, C/N율은 폐배
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탄소 함량은 차이가 없었으나 총질소 함량이 높아 낮아지는 경향이었다(표 
10). 그리고 느타리버섯 폐배지 배지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었고, 
미생물 밀도는 느타리버섯 폐배지 첨가량 50%에서 가장 높았다(표 11,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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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폐배지 첨가량별 배지 pH변화 

          폐배지 첨가량♪ 
  배 지 0% 25% 50% 75% 100%

기본배지♩
+ 폐배지♪ 7.7 7.0 7.1 7.2 6.9

 ♩ 면실피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90:10:1, v/v)
 ♪ 느타리 병재배 탈병배지 (미송 + 비트펄프 + 면실박, 50:30:20, v/v)

표 9. 폐배지 첨가량별 배지 수분 함량                                                (단위 : %)

           폐배지 첨가량♪ 
  배 지 0% 25% 50% 75% 100%

기본배지♩
+ 폐배지♪ 60.8 61.6 65.3 67.3 67.2

 ♩ 면실피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90:10:1, v/v)
 ♪ 느타리 병재배 탈병배지 (미송 + 비트펄프 + 면실박, 50:30:20, v/v)

표 10. 폐배지 첨가량별 탄질 함량

폐배지♪
첨가량

배 지

0% 25% 50% 75% 100%

T-C T-N C/N T-C T-N C/N T-C T-N C/N T-C T-N C/N T-C T-N C/N

기본배지♩
+ 폐배지♪ 53.5 1.3 40.8 53.3 1.6 34.6 53.2 1.6 33.3 53.2 1.8 29.7 53.1 1.8 29.0

 ♩ 면실피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90:10:1, v/v)
 ♪ 느타리 병재배 탈병배지 (미송 + 비트펄프 + 면실박, 50:30:20, 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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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폐배지 첨가량별 배지 암모니아(NH3) 농도                                     (단위: ppm)

  페배지 첨가량♪ 
     배 지 0% 25% 50% 75% 100%

기본배지♩
+ 폐배지♪ 26.6 25.0 42.7 44.7 65.3

 ※ 조사시기 : 살균전 혼합직후
 ♩ 면실피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 (90:10:1, v/v)
 ♪ 미송 + 비트펄프 + 면실박, (50:30:20, v/v)

0

100

200

300

0 25 50 75 100

버섯 부산물 첨가량(%)

미
생

물
 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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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방선균

 그림 4. 느타리버섯 폐배지 첨가량별 배지 미생물 밀도
  ※ 미생물 밀도 : 1.0 × 107 colony/g

  폐배지 첨가량별 오염율은 75~100% 첨가시 접종후 초기에 붉은빵 곰팡이, 푸른곰팡이 100% 발생
으로 생육이 불가능 하였고, 배양기간은 7일로 처리간 차이가 없었으나, 생육일수는 첨가량이 많을수
록 다소 지연되었다(표 12).



706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표 12. 느타리버섯 폐배지 첨가량별 배양 특성 
구  분  폐배지 첨가량♪

(%)
오염율
(%)

배양기간
(일)

초발이소요일수
(일)

생육일수
(일)

재배기간
(일)

기본배지♩

 0  10.0 7 11 3 21
 25  13.3 7 14 4 25
 50  13.3 7 11 6 24
 75 100 생 육 불 가
100 100 생 육 불 가

♩ 면실피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 (90:10:1, v/v)
♪ 미송 + 비트펄프 + 면실박, (50:30:20, v/v)

  느타리버섯 폐배지 첨가량별 수확개체수는 느타리버섯 폐배지 첨가량 25%, 50%가 각각 61.1, 63.9
개로 대조구 62.3개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유의성 검정결과도 대조구인 기본배지(면실피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 90:10:1, v/v)와 느타리버섯 폐배지 첨가량 50% 처리구와 동일한 수량으로 나타
났다(표. 13). 이상의 결과로 풀버섯 기본배지에 느타리버섯 폐배지를 50% 첨가하여 상자재배가 가능
하여 자원의 재활용 및 배지재료 절감 효과가 기대되었다. 

 표 13. 느타리버섯 폐배지 첨가량별 수량 특성 

구  분
폐배지♪
첨가량
(%)

자실체 특성 수량♭
(g/상자)

수확개체수♭
(개/상자)

개체중♭
(g/개)

생물학적
효율♬(%)너비

(mm)
높이
(mm)

너비/
높이

기본배지♩

 0 20.8 32.8 0.63 356.4a 62.3a 8.0ab 17.8
 25 20.1 30.4 0.66 356.3a 61.1a 7.0b 18.8
 50 21.7 31.1 0.70 361.5a 63.9a 8.4a 20.6

 ※ 생육조건 : 온도 30±1℃, 습도 : 90±5%, 배지량 : 5kg, 상자크기 : 520×365×200mm 
 ♩ 면실피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90:10:1, v/v)
 ♪ 미송 + 비트펄프 + 면실박,(50:30:20, v/v)
 ♬ 생물학적 효율 : 〔신선자실체 수량(kg)/ 건배지 중량(kg)〕× 100
 ♭ DMRT a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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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세부과제 2) 풀버섯 적정배지 발효기술 개발 

 가. 면실피 펠릿배지는 야외발효 6~9일과 12~16일에 60℃정도로 온도가 상승하였으며 폐면 배지는 
3일째에 최고온도에 달하였다.

 나. 발효배지내 암모니아 농도는 발효기간이 경과할수록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로 배지별 같은       
경향을 보였고 면실피 펠릿 배지가 폐면 배지보다 높았다. 미생물 밀도는 면실피 펠릿 배지에서 
발효기간 0일이 15일에 비해 5.3배 많았으며, 폐면 배지는 발효기간 0일이 15일에 비해 5.0배 
적었다. 

 다. 방선균은 배지별로는 면실피 펠릿 배지가 폐면 배지보다 월등히 많았으며 면실피 펠릿 배지는 
0~5일, 폐면 배지는 5일~10일 배지가 많은 경향을 보였고 미생물 분리 동정 결과는 발효배지 
처리 모두 세균은 같았으나 방선균은 면실피 펠릿 배지가 폐면 배지보다 많은 경향을 나타냈다.

 라. 발효기간 및 배지별 배양특성은 배양기간과 재배기간은 발효기간이 경과될수록 길어졌으며 수량
과 회수율은 면실피 펠릿 배지가 폐면배지 보다 다소 높았으며, 면실피 펠릿 배지는 0일 처리구
에서 352g/상자(5kg/배지)으로 대조구 286g/상자보다 다소 많은 경향이었다. 

 마. 따라서 풀버섯 상자재배에 적합한 배지는 면실피 펠릿 + 밀기울 + 탄산칼슘 (90:10:1, v/v)의 
혼합배지로 면실피 펠릿을 24시간 침수후 야외발효과정 없이 밀기울, 탄산칼슘을 혼합하여 배지 
품온 기준 65℃에서 12시간 저온 증기살균을 실시하고 58℃에서 72시간 동안 후발효 하는 저온
살균을 거쳐 재배가 가능하였다.

세부과제 3) 폐배지를 이용한 풀버섯 배지 개발
 가. pH는 폐배지 첨가량이 많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이었고 배지 수분함량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나. C/N율은 폐배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질소 함량이 높아 낮았다.
 다. 폐배지 배지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암모니아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이었고, 미생물 밀도는 폐배

지 첨가량 50%가 가장 높았다.
 라. 오염은 폐배지 첨가량 75%~100%는 접종후 초기에 붉은빵 곰팡이, 푸른곰팡이100% 발생하였으

나 나머지 처리구는 10~13%로 다소 적은 오염율을 보였다. 
 마. 수량은 기본배지인 면실피 펠릿 배지(대조구, 356g/상자)보다 폐배지 첨가량 50% +기본배지(면

실피 펠릿 배지)처리구가 같은 수량을 나타냈으며, 또한 수확개체수 및 개체중도 대조구와 동등
하여 50% 폐배지를 이용한 배지재료 절감효과를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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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elect a suitable strain and substrate for bag cultivation of 
Lentinus edodes. Among four kinds of L. edodes strain from China Edible Fungi Institute 
Liaoning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GMLE 36033 have the best characteristics, which 
were faster mycelial growth, higher, yield and shorter cultivation period.
  In addition, we investgated optimal additive materials and its mixing ratio in bag 
cultivation of L. edodes, Sanjo 701. The suitable substrate for L. edodes bag cultivation was 
oak sawdust as new material plus deffated corn flour and corn husk as additive at the ratio 
8:1:1(v/v), as result of shorter mycelial growth, higher biological efficient and yield than 
any other substrates.

Key words : Lentinus edodes, substrate, bag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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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표고의 톱밥재배는 1936년 일본의 기타시마에서 종균개발을 시작한 것을 최초로 보고 있으며, 중국
의 경우 상해농업시험장에서 1956년부터 표고톱밥 종균병에 대한 재배시험을 실시하였다. 한편 대만
에서는 1974년 대만농업시험장에서 표고를 비닐봉지에 재배하는 기술을 발명하여 중국, 일본, 한국 등
에서 재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원목을 이용한 표고버섯 재배는 1922년 임업시험
장에서 표고 인공증식시험을 최초로 시작하였고(이 등, 2000), 1980년대 중반부터 표고 톱밥재배 시
험연구를 실시하였으나 잡균 오염과 버섯발생량의 저조로 실용화되지 못하였다(박 등, 2006).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 60, 중국 95, 대만은 100%를 톱밥재배에 의하여 버섯을 생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톱밥재배 생산비중이 3%가량으로 인접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작은 편이다. 톱밥재배의 경우 원목재배
에 비해 재배기간이 짧고 회수율이 높으며, 적은 노동력이 들어가는 장점이 있어 원목재배 농가들이 
표고톱밥재배로 전환하려고하는 농가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서 등, 2008), 또한 중국에서 수입되
고 있는 톱밥배지는 1996년에 약 800톤이었던 것이 2006년에는 6,000톤으로 증가하였다(김 등, 
2009). 많은 농가에서 중국산 톱밥배지를 계속 수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적합한 기술력 등이 부족
하여 실패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었고, 또한 국내에 적합한 톱밥재배 기술이 아직 미약하여 그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표고 품종 중 국내 육성품종은 12품종이며, 일본은 153품종, 중국의 경우 원목재배용은 26개 이상, 
톱밥재배용은 수백여종에 이른다고 보고하였고(고, 2008), 우리나라의 경우 톱밥재배용 품종은 농기3
호 등 4종으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생육환경변화에 따른 적정 품종의 보급이 미약한 실정이다. 표
고톱밥재배에 있어서 균주가 버섯발생에 중요한 인자로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입증되었고(Diehle 
and Royse, 1986), 품종육성에 대한 UPOV 협약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내 육성품종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2007년부터 중국의 요녕성농업과학원 식용균연구소와의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표고버섯 재배
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고, 요녕성지역에서 수집한 균주들의 특성을 파악하여 품종육성을 위한 육종
모본으로 사용하고, 또한 중국에서 제조되고 있는 혼합배지의 재배안정성 검토와 국내 환경조건에 적
합한 표고재배용 혼합배지를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시험1> 표고버섯 수집균주 특성조사
가. 시험균주 및 톱밥종균 제조

  본 시험에 사용한 균주는 표 1과 같이 중국 요녕성농업과학원에서 수집한 총 4계통이며, PDA배지
에 증식시키면서 시험균주로 사용하였다. 
  수집균주의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배지는 참나무톱밥과 미강이며, 혼합비율은 80:20(v/v)
으로 수분함량 65%내외로 조절하였다. 그리고 121℃에서 90분간 고압살균한 다음 20℃내외로 냉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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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접종원을 접종하여 시험용 종균으로 사용하였다.

표 1. 표고 수집균주 목록
균주번호 도입국 및 도입기관 도입시기

GMLE 36029 중국 요녕성농업과학원 2007. 5.
GMLE 36031 중국 요녕성농업과학원 2007. 5.
GMLE 36032 중국 요녕성농업과학원 2008. 4.
GMLE 36033 중국 요녕성농업과학원 2008. 4.

계 4계통

나. 배지제조 및 배양관리
  우량균주선발을 위한 기본배지는 참나무톱밥+옥피(80:20)로 배지수분을 65±5%가 되도록 조절한 
후 1kg씩 P.P봉지에 입봉하여 121℃에서 90분간 고압살균을 실시하였다. 살균이 끝난 후 냉각하여 균
주별로 배지에 접종한 후 20±1℃에서 배양을 실시하였다. 균주별로 배양이 전배양이 완료되는 시점
을 전배양일수로 조사하였으며, 전배양이 완료된 균주별로 갈변실로 옮겨 갈변을 유도하였다. 이때의 
갈변실 온도는 21±1℃이었고, 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갈변이 완료되는 시점을 후배양일수로 하였다.
  
다. 생육관리 및 생육조사

  배양완료 후 버섯발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도를 20℃, 상대습도는 90±5%로 조절하였고, 버섯발생 
후 환기는 버섯의 형태를 관찰하면서 적절히 조절하였다. 발이유도 및 생육관리를 실시하면서 초발이
소요일수, 생육일수, 자실체 특성, 수량을 조사하였다. 자실체의 색도는 색차계(CM-3800d, Konica 
Minolta社)로 측정하여 L, a, b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자실체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물성측
정기(SUN RHEO meter, Compac-100D, Japan)으로 경도, 응집성, 탄력성을 측정하였다. 1차 수확
이 끝난 후 20℃에서 10일간 휴양을 시킨후 침수하여 2차발생을 유도하였으며, 이 때의 조건은 1차 
발생의 조건과 동일하였다. 또한 3차발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1차 및 2차 발생유도 방법에 준하여 실
시하였다.

<시험2> 표고버섯 봉지재배용 최적배지 개발
가. 시험균주 및 종균제조

  산조701를 시험균주로 하였으며, 접종원 제조를 위해 접종원배지는 PDA배지를 사용하였으며, 배양
온도 25℃에서 10일간 배양하였다. 종균제조를 위한 배지조성은 참나무톱밥+미강을 80:20로 혼합하
여 850ml P.P병에 입병한 후 121℃에서 90분간 고압살균한 다음 접종원을 접종하여 배양한 후 시험
용 종균으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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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배지재료 제조 및 이화학성 분석
  표고버섯의 생육에 적합한 혼합배지를 선발하기 위하여 참나무톱밥+옥수수피(80:20)를 대조로 하여 
참나무톱밥+밀기울(80:20), 참나무톱밥+옥수수피+첨가제(78:18:4), 참나무톱밥+밀기울+첨가제(78:18:4)
의 3가지 수준으로 배지를 제조하였다. 이 때의 첨가제는 요소+석고+CaCO3+과린산석회+MgSO4(0.3 : 
1.5 : 1.5 : 0.4 : 0.3)이었다.
  배지재료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살균 후 접종하기 전의 시료를 음건하여 두었다가 총탄소, 
총질소 및 조섬유를 분석하였다. 총탄소는 회화법으로, 총질소는 단백질 자동분석기를(Buchi B-324)
를 이용한 Kjeldal법, 그리고 조섬유함량은 조섬유분석기(Fibertec 2010 system, Foss com)를 이용
하여 건식회화법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pH는시료와 증류수를 1:20(w/v)비율로 혼합하여 1시간 동
안 정치한 다음 pH meter(Radiometer사)로 측정하였다.

다. 배양 및 생육특성 조사
  혼합배지에 따른 컬럼내에서의 균사생장량 조사를 위하여 20mm×200mm 시험관을 이용하여 각각
의 혼합배지를 충진하여 고압살균하고 종균 접종 후 25℃ 항온실에서 배양시키면서 7일 간격으로 균
사 생장길이를 측정하여 균사생장량으로 나타내었다.
  혼합배지별로 전배양이 완료되는 시점을 전배양일수로 조사하였으며, 전배양이 완료된 균주별로 갈
변실로 옮겨 갈변을 유도하였다. 이때의 갈변실 온도는 21±1℃이었고, 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갈변
이 완료되는 시점을 후배양일수로 하였다.
  
라. 생육관리 및 생육조사

  배양완료 후 버섯발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온도를 20℃, 상대습도는 90±5%로 조절하였고, 버섯발생 
후 환기는 버섯의 형태를 관찰하면서 적절히 조절하였다. 발이유도 및 생육관리를 실시하면서 초발이
소요일수, 생육일수, 자실체 특성 및 수량을 조사하였다. 1차 수확이 끝난 후 20℃에서 10일간 휴양을 
시킨 후 침수하여 2차발생을 유도하였으며, 이  때의 조건은 1차 발생의 조건과 동일하였다. 또한 3차
발생을 유도하기 위하여 1차 및 2차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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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시험1> 표고버섯 수집균주 특성조사

  2007~2008년에 요녕성농업과학원에서 수집한 4개의 균주에 대해 농기3호 및 산조701호와 비교하
여 본 결과 수집균주의 배양온도에 따른 균사생장량은 표 2와 같다. 배양온도 23℃에서 균사생장길이
와 생체중이 모두 우수하였던 균주는 GMLE 36029이었고, 배양온도 26℃에서는 농기3호, 산조701호 
및 GMLE 36031이었으며, 23~26℃ 모두에서 균사생장이 우수하였던 균주는 GMLE 36032 및 GMLE 
36033이었다.

  이 등(2000)의 보고에 의하면 표고 균사생장에 따른 온도범위는 5~32℃이며, 32℃이상에서는 균사
생장이 정지된다고 하였으며, 최적온도는 22~26℃으로 보고되었는바 공시균주 모두 이와 같이 일치
하는 경향이었다.

표 2. 수집균주의 배양온도에 따른 균사생장길이(mm) 및 생체중(g)

균주번호
17℃ 20℃ 23℃ 26℃ 29℃ 32℃

길이
(mm)

생중
(g)

길이
(mm)

생중
(g)

길이
(mm)

생중
(g)

길이
(mm)

생중
(g)

길이
(mm)

생중
(g)

길이
(mm)

생중
(g)

농기 3호 47.1d♩ 330b 67.3c 348ab 73.8b 359ab 87.0a 381a 65.2c 327b 11.3e 251c
산조 701호 42.4d 311d 55.0b 325bc 71.8a 338b 71.8a 393a 47.3c 314cd 5.7e 257e

GMLE 36029 33.3c 313c 52.4b 353bc 64.3a 430a 64.3a 431b 35.4c 372b 5.2d 202d
GMLE 36031 46.6e 381b 62.1c 399b 69.5b 503a 87.0a 516a 51.8d 423b 9.8f 297c
GMLE 36032 42.4d 326c 58.5b 386b 69.2a 469a 70.3a 481a 47.8c 332c 11.4e 281d
GMLE 36033 41.4c 311b 57.0b 310b 69.0a 356a 72.4a 366a 38.9c 365a 5.3d 225c

♩DMRT at 5%

  표 3은 참나무톱밥+옥피(80:20, v/v) 배지에 접종하여 배양기간에 따른 경시적 균사생장량을 조사
한 것이다. 농기3호, 산조701호 및 GMLE 36033이 다른 균주에 비해 가장 빨랐으며, 균사밀도는 전
체적으로 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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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수집균주의 경시적 균사생장량
균주번호 배양기간(일) 균사밀도10 20 30 40
농기3호 27 58 98 130 +++♩

산조701호 33 53 121 130 +++
GMLE 36029 22 50 117 125 +++
GMLE 36031 21 49 99 124 +++
GMLE 36032 26 56 120 128 +++
GMLE 36033 25 56 126 130 +++

※ 시험배지 : 참나무톱밥+옥피(80:20 v/v)
♩ 균사밀도 +++ 강, ++ 중, ++ 약

  수집균주별 배양특성을 조사한 결과 표 4와 같다. 산조 701호가 87일로 가장 짧았으며, 전기배양
(암배양)의 경우 농기3호, 산조701호, GMLE 36029 및 GMLE 36033이 35일로 가장 짧았으며, 후기
배양(명배양)의 경우 산조701호 및 GMLE 36032가 52일로 가장 짧았다. 그리고 갈변정도는 산조701
호, GMLE 36029, GMLE 36032 및 GMLE 36033이 다른 균주에 비해 우수하였으며, 배양율은 농기3
호와 GMLE 36031를 제외한 모든 균주가 100%이었다.
  윤 등(1995)의 보고에 의하면 암배양시 상수리나무톱밥 배지에서 배양 44일이 되어야 균사가 전체
적으로 만연되어진다고 하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44일 보다 다소 빨라지는 경향이었는데 이는 배지재
료 및 균주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4. 수집균주별 배양특성
균주번호 배양일수(일) 갈변정도♩ 배양율(%)계 전기(암배양) 후기(명배양)
농기3호 90 35 55 ++ 97

산조701호 87 35 52 +++ 100
GMLE 36029 92 35 57 +++ 100
GMLE 36031 96 41 55 ++ 94
GMLE 36032 89 37 52 +++ 100
GMLE 36033 89 35 54 +++ 100

※ 시험배지 : 참나무톱밥+옥피(80:20 v/v), 배양온도 20±1℃, 배지중량 1kg
♩ 갈변정도 + 보통, ++ 양호, +++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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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5는 수집균주별 재배기간을 조사한 것으로서 초발이소요일수의 경우 GMLE 36032 및 GMLE 
36033이 1주기와 2주기에는 3일, 3주기에는 9일로서 농기3호와 산조701호와 대등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생육기간은 GMLE 36032와 36033균주가 1주기에 5~6일로서 가장 빨랐다. 재배일수는 GMLE 
36033이 1~3주기를 모두 종합한 결과 29일로 가장 짧았고, 농기3호보다는 7일, 산조701호 보다는 5
일 빨랐다.

표 5. 수집균주별 재배기간
균주번호 초발이 소요일수(일) 생육기간(일) 재배일수(일)

1주기 2주기 3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계
농기3호 3 3 9 9 8 4 12 11 13 36

산조701호 3 3 9 7 8 4 10 11 13 34
GMLE 36029 4 4 10 6 7 3 10 11 13 34
GMLE 36031 5 5 10 10 6 3 15 11 13 39
GMLE 36032 3 3 9 5 8 4 8 7 13 28
GMLE 36033 3 3 9 6 8 4 9 7 13 29

※ 시험배지 : 참나무톱밥+옥피(80:20 v/v), 배양온도 20±1℃, 배지중량 1kg
※ 침수 : 24시간, 휴양처리 : 20℃, 10일 건조

  수집균주별 자실체 생육특성 조사로 1~3주기의 평균 특성을 조사한 결과 표 6과 같다. 갓크기의 경
우 산조701호가 61mm로 다른 균주에 비해 가장 컸으며, 대길이는 GMLE 36032 및 GMLE 36033이 
60mm로 다른 균주에 비해 길었다. 

표 6. 수집균주별 자실체 생육특성(1~3주기 평균)
균주번호 갓크기(mm) 대길이(mm) 대굵기(mm)
농기3호 57 55 13

산조701호 61 44 11
GMLE 36029 50 49 10
GMLE 36031 52 56 12
GMLE 36032 54 60 12
GMLE 36033 56 60 11

※ 시험배지 : 참나무톱밥+옥피(80:20 v/v), 배지중량 1kg
※ 침수 : 24시간, 휴양처리 : 20℃, 10일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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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집균주별 수확주기에 따른 수량성을 조사한 결과 산조701호, GMLE 36029 및 GMLE 36033이 다
른 균주에 비해 수량이 가장 높았다. 주기별로 살펴보면 1주기에는 산조701호, 2주기에는 GMLE 
36029, GMLE 36032 및 GMLE 36033, 3주기에는 GMLE 36033이 봉지당 수량이 가장 우수하였다
(표 7). 

표 7. 수집균주별 수확주기에 따른 수량성

균주번호 수  량(g/봉지)
계 1주기 2주기 3주기

농기 3호  234c♩ 95b 109b 30b
산조701호 303a 151a 102b 49b

GMLE 36029 305a 104b 157a 44b
GMLE 36031 266b 96b 119b 51b
GMLE 36032 267b 79c 134ab 54b
GMLE 36033 312a 73c 150a 90a

※ 시험배지 : 참나무톱밥+옥피(80:20 v/v), 배지중량 1kg
※ 침수 : 24시간, 휴양처리 : 20℃, 10일 건조
♩ DMRT at 5%

표 8. 수집균주별 색도

균주번호 색도♩

L a b
농기 3호 40.1 12.1 19.2
산조701호 39.5 12.2 19.1

GMLE 36029 37.9 10.7 16.5
GMLE 36031 38.7 12.9 19.4
GMLE 36032 41.9 12.9 25.3
GMLE 36033 39.1 12.2 15.1

♩ L : 명도(lightness),  a : 적색도(redness),  b : 황색도(yellowness)

  수집균주별 색도를 조사한 결과 GMLE 36029가 L값이 37.9로 가장 낮은 명도값이었으며, GMLE 
36033은 39.1로 산조701호와 대등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적색도(redness)의 경우 GMLE 36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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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장 낮았고, 황색도(yellowness)의 경우 GMLE 36033이 가장 낮았다(표8). 
  수집균주별 물리적 특성 조사결과 GMLE 36031이 경도 6,042g/㎠로 가장 높았으며, 응집성은 
GMLE 36033이 72%로 가장 높았고, 탄력성은 농기3호 및 GMLE 36033이 73%로 가장 높았다(표 9).

표 9. 수집균주별 물리적 특성
균주번호 경도(g/㎠) 응집성(%) 탄력성(%)
농기 3호 4,276 71 73
산조701호 3,517 70 72

GMLE 36029 3,620 64 68
GMLE 36031 6,042 65 66
GMLE 36032 4,240 61 65
GMLE 36033 3,589 72 73

  이상과 같은 결과로 GMLE 36033이 농기3호 보다는 배양특성 및 생육특성이 우수하였으며, 산조
701호와는 대등한 결과를 보여 GMLE 36033을 표고버섯 우량균주로 선발하였으며, 톱밥재배용 품종 
및 육종모본으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험2> 표고버섯 봉지재배용 최적배지 개발

  표 10은 표고버섯 봉지재배용 재료별 화학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주재료의 pH는 4.8이었고, 영
양원 중 밀기울의 pH가 6.1로 가장 높았고, C/N은 주재료인 참나무톱밥이 342로 가장 높았고, 조지
방은 밀기울이 4.2%로 가장 높았다. 

표 10. 재료별 화학적 특성
재료 pH

(1:10)
T-C
(%)

T-N
(%) C/N 조지방

(%)
참나무톱밥 4.8 54.7 0.16 342 0.2

옥  피 4.8 54.3 1.25 43 3.9
옥  분 4.9 53.8 2.80 19 2.1
밀기울 6.1 52.7 2.60 20 4.2

  주 등(1996)에 의하면 표고 톱밥재배용 첨가제로 옥피를 첨가하였을 경우 미강 20%첨가배지 보다 
약 61%가량 증수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소개되었으며, 따라서 옥피가 20%처리된 혼합배지를 
대조로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중국의 수입배지들과의 생산량 비교와 적정 영양원을 선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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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표 11의 처리내용과 같이 조성된 배지를 제조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혼합배지에 따른 화학적 
특성은 표 11과 같다. T5의 pH는 4.7로서 T1(대조구)과 대등하였고, 총질소함량은 T4가 1.66%로 가
장 높아 밀기울첨가에 의한 영향으로 추정되었다. 조지방은 T2가 1.62%로 가장 높았고, 옥수수피가 
첨가된 T3와 T1배지에서 조섬유 함량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1. 혼합배지에 따른 화학적특성

처리내용 수분(%) pH(1:10) T-C(%) T-N(%) C/N 조지방(%) 조섬유(%)

 T1 참나무톱밥+옥수수피 
     (80:20, 대조) 65.0 4.5 54.5 0.62 133 1.18 43.8

 T2 참나무톱밥+밀기울
     (80:20) 67.0 5.1 53.7 1.21 56 1.62 40.2

 T3 참나무톱밥+옥수수피+첨가제♩
     (78:20:2) 66.0 5.8 52.6 1.32 49 0.71 47.7

 T4 참나무톱밥+밀기울+첨가제
     (78:20:2) 65.7 6.2 52.4 1.66 94 1.33 39.1

 T5 참나무톱밥+옥피+옥분
     (80:10:10) 65.0 4.7 51.9 0.87 86 1.05 40.1

♩ 첨가제 : 요소+석고+탄산칼슘+과린산석회+황산마그네슘(0.5:0.3:0.3:0.4:0.5)

  윤 등(2006)의 보고에 의하면 표고의 적정 pH범위는 4.5~6.0이라고 하여 본시험의 혼합배지는 적
정 범위에 속하였다. 또한 윤 등(2006)은 참나무류 수종별 밀기울을 첨가하였을 때 C/N율이 약 
60~70이라고 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도 밀기울이 들어간 처리구의 경우 이와 유사한 경향이었고, T1
(대조)의 경우 옥피 첨가에 따라 C/N이 높게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표12는 혼합배지에 따른 경시적 균사생장량을 나타낸 것으로서 참나무톱밥에 옥피와 옥분을 각각 
10%씩 처리한 T5가 T1(대조)과 대등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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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혼합배지에 따른 경시적 균사생장량 (단위 : mm)

처리내용 배양기간(일)
7 14 21 28 35

 T1 참나무톱밥+옥수수피 
     (80:20, 대조) 33 53 121 130 130 
 T2 참나무톱밥+밀기울
     (80:20) 18 35 76 106 119 
 T3 참나무톱밥+옥수수피+첨가제
     (78:20:2) 14 27 53 65 78 
 T4 참나무톱밥+밀기울+첨가제
     (78:20:2) 12 25 41 58 69
 T5 참나무톱밥+옥피+옥분
     (80:10:10) 22 48 107 130 130 
※ 시험균주 : 산조 701호

  혼합배지에 따른 배양특성은 T5가 배양일수 87일로 T1(대조)과 대등하였으며, T1, T2 및 T5의 갈변
정도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우수하였고, 배양율도 100%이었다(표 13). 

표 13. 혼합배지에 따른 배양특성
처리내용 배양일수(일) 갈변정도♪ 배양율(%)계 전기(암배양) 후기(명배양)

 T1 참나무톱밥+옥수수피 
     (80:20, 대조) 87 35 52 +++ 100
 T2 참나무톱밥+밀기울
     (80:20) 92 35 57 +++ 100
 T3 참나무톱밥+옥수수피+첨가제♩
     (78:20:2) 99 38 61 ++ 92
 T4 참나무톱밥+밀기울+첨가제
     (78:20:2) 103 41 62 ++ 87
 T5 참나무톱밥+옥피+옥분
     (80:10:10) 87 35 52 +++ 100
♩ 첨가제 : 요소+석고+탄산칼슘+과린산석회+황산마그네슘(0.5:0.3:0.3:0.4:0.5)
♪ 갈변정도 - 없음, + 보통, ++ 양호, +++ 우수

  혼합배지에 따른 재배기간을 조사한 결과 초발이소요일수, 생육기간, 재배일수 모두 옥피와 옥분이 
각각 10%씩 첨가된 T5처리구가 T1(대조)과 대등하였다. 그리고 재배일수는 T2가 총재배일수 53일(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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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간 포함)로 가장 짧았다(표 14). 
  밀기울이나 첨가제가 첨가된 배지에서 배양기간이 지연과 배양율이 낮았는데 이는 총질소함량이 높
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표 14. 혼합배지에 따른 재배기간
처리내용

초발이 소요일수(일) 생육기간(일) 재배일수(일)

1주기 2주기 3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1주기 2주기 3주기 계

 T1 참나무톱밥+옥수수피 
     (80:20, 대조)

3 3 9 7 8 4 10 11 13 34

 T2 참나무톱밥+밀기울
     (80:20)

3 3 7 7 8 5 10 11 12 33

 T3 참나무톱밥+옥수수피+첨가제♩

     (78:20:2)
6 7 10 8 6 3 14 13 13 40

 T4 참나무톱밥+밀기울+첨가제
     (78:20:2)

7 7 10 8 7 4 15 14 14 43

 T5 참나무톱밥+옥피+옥분
     (80:10:10)

3 3 9 7 8 4 10 11 13 34

♩ 첨가제 : 요소+석고+탄산칼슘+과린산석회+황산마그네슘(0.5:0.3:0.3:0.4:0.5)
※ 생육온도 18~20℃, 재배일수 : 수확 후 휴양기간 제외(2회 20일)

  표 15는 혼합배지 종류별 자실체의 특성을 조사한 것으로서 갓크기는 처리간 큰 차이가 없었으며, 
대길이 및 대굵기는 밀기울 20%첨가한 T2처리구에서 55mm 및 15mm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컸
으며, 갓크기/대길이는 T4에서 1.6으로 가장 높았다.

표 15. 혼합배지 종류별 자실체 특성
처리내용 갓크기(mm) 대길이(mm) 갓크기/대길이 대굵기(mm)

 T1 참나무톱밥+옥수수피 
     (80:20, 대조) 60 49 1.2 12
 T2 참나무톱밥+밀기울
     (80:20) 61 55 1.1 15
 T3 참나무톱밥+옥수수피+첨가제♩
     (78:20:2) 59 49 1.2 12
 T4 참나무톱밥+밀기울+첨가제
     (78:20:2) 59 36 1.6 12
 T5 참나무톱밥+옥피+옥분
     (80:10:10) 61 46 1.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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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가제 : 요소+석고+탄산칼슘+과린산석회+황산마그네슘(0.5:0.3:0.3:0.4:0.5)
   ※ 생육조사 : 1~3주기 평균

표 16. 혼합배지별 수확주기에 따른 수량 

처리내용 수  량(g/봉지) 회수율
(%)계 1주기 2주기 3주기

 T1 참나무톱밥+옥수수피 
     (80:20, 대조) 305b♪ 104a 157ab 44b 31
 T2 참나무톱밥+밀기울
     (80:20) 307b 93ab 139b 75a 31
 T3 참나무톱밥+옥수수피+첨가제♩
     (78:20:2) 269bc 88ab 160a 21c 27
 T4 참나무톱밥+밀기울+첨가제
     (78:20:2) 229c 76b 124b 29c 23
 T5 참나무톱밥+옥피+옥분
     (80:10:10) 348a 117a 177a 54b 34
    ♩ 첨가제 : 요소+석고+탄산칼슘+과린산석회+황산마그네슘(0.5:0.3:0.3:0.4:0.5)
    ♪ DMRT at 5%

표 17. 혼합배지별 수확주기에 따른 상품화율(%)

처리내용
상품화율♪(%)

1주기 2주기 3주기

 T1 참나무톱밥+옥수수피 
     (80:20, 대조) 54 76 60
 T2 참나무톱밥+밀기울
     (80:20) 70 85 72
 T3 참나무톱밥+옥수수피+첨가제♩
     (78:20:2) 38 67 57
 T4 참나무톱밥+밀기울+첨가제
     (78:20:2) 41 67 35
 T5 참나무톱밥+옥피+옥분
     (80:10:10) 60 81 72
♩ 첨가제 : 요소+석고+탄산칼슘+과린산석회+황산마그네슘(0.5:0.3:0.3:0.4:0.5)
♪ 상품화율(%) = 상품수량(g) / 총수량(g) × 100
※ 침수 : 24시간, 휴양처리 : 20℃, 10일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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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배지에 따른 수확주기별 수량 및 상품화율을 조사한 결과 표16 및 표17과 같다. 옥피와 옥분을 
10%씩 첨가한 T5에서 수량이 348g/1kg으로 대조구(T1)에 비해 높았으며, 회수율은 34%로 다른 처리
구들에 비해 가장 높았다. 
  윤 등(2006)의 보고에 의하면 유기 영양원 혼용배지의 버섯 생산량은 톱밥 단용 배지에 비하여 5배 
이상의 높은 생산성을 나타낸다고 하였으며, 영양원 첨가가 버섯 생산성에 절대적인 영향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하였는바 본 실험에 사용된 혼합배지 모두 톱밥 단용 배지에 비해 높은 생산성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상품화율의 경우 T2처리구에서 1주기 70%, 2주기 85%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높았으며, 
3주기에는 T2 및 T5가 72%로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로, 표고 봉지재배시 참나무톱밥, 옥피와 옥분을 8:1:1비율로 혼합한 배지를 적합배지로 
선발하였다.

4. 결과요약
 <시험1> 표고버섯 수집균주 특성조사
  가. 수집균주별 배양온도에 따른 균사생장량은 23~26℃에서 모두 우수하였으며, 32℃이상에서는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이었음.
  나. 수집균주별 경시적 균사생장량은 농기3호, 산조701호 및 GMLE 36033이 배양기간 40일로 다른 

균주에 비해 빨랐음.
  다. GMLE 36032, GMLE 36033은 농기3호에 비해 배양일수가 89일로 1일 정도 짧은 경향이었고, 

산조 701호에 비해서는 2일정도 늦어지는 경향이었음.
  라. 재배기간 특성 중 초발이소요일수는 GMLE 36032, GMLE 36033이 주기별로 모두 농기3호 및 

산조701호와 대등하였으며, 생육기간은 1주기에 농기 3호 및 산조701 보다 빨랐음.
  마. 수집균주별 자실체 특성 중 갓크기는 산조701의 61mm에 비해 모든 균주가 작았고, 대길이는 

GMLE 36032, GMLE 36033이 가장 길었음.
  바. 수집균주별 수량성은 모두 농기3호 보다는 높았으며, GMLE 36029 및 GMLE 36033번 균주는 

산조 701호와 대등하였음.
  사. 색차값 중 L값은 모두 대등하였으며, a값의 경우 GMLE 36029가 10.7로 가장 낮은 값이었고, 

b값은 GMLE 33이 가장 낮았고, 경도의 경우 31이 6,042g/cm2로 가장 컸음.

 <시험2> 표고버섯 봉지재배용 최적배지 개발
  가. 혼합배지별 이화학적 특성 중 T-C(%)는 T1에서 54.5%로 가장 높았고, T-N은 T4에서 1.66%로 

가장 높았음. 그리고 조지방은 T2에서 1.62로 가장 높았고, 조섬유는 T3에서 가장 높았음.
  나. 혼합배지에 따른 경시적 균사생장량은 T5처리가 35일로 대조와 대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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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배양기간은 T1 및 T5가 87일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짧았고, 배양율은 T1, T2 및 T5가 
100%이었고, 갈변정도도 다른 처리구들에 비해 강하였음.

  라. 초발이소요일수는 T1, T2 및 T5가 1주기, 2주기에서 3일로 모두 동일하였으며, 생육기간은 T5
가 T1(대조)과 동일하였음.

  마. 처리별 수확량은 T5에서 348g/봉지, 회수율 34%로 가장 높았고, 상품화율은 2주기에서 모든 
처리구의 값이 가장 높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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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병버섯 자동수확기 개발 버섯 ’06~’08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하태문
 병버섯 자동수확기 농가현장접목 연구 버섯 ’09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하태문
 병버섯 자동수확 및 포장일괄시스템 개발 버섯 ’09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 하태문
색인용어 병버섯, 자동수확기

ABSTRACT
  We carried out the study which make the Automatic Harvesting Machine(AHM) and 
Simutaneously Automatic Harvesting-Packing Machine(SAHPM) to save labor in the 
mushroom farm. It took 8.85 hours to harvest 10 thousand bottles of mushroom by AHM, 
but it took 12.15 hours to harvest by hands. The harvesting cost by AHM was 1.187won per 
bottle. The total harvesting cost which include operating cost(labor cost)  by AHM was 
19,642 thousand won, but the harvesting cost by only hands was 21,869 thousand won.      
  t took 11.63 hours to harvest ＆ pack 10 thousand bottles of mushroom by SAHPM, but it 
took 20.83 hours to harvest by hands. The harvesting ＆ packing cost by SAHPM was 
1.174won per bottle. The total harvesting ＆ packing cost which include operating cost(labor 
cost) by SAHPM was 26,528 thousand won, but the harvesting ＆ packing cost by only hands 
was 21,869 thousand won.

Key words : Automatic Harvesting Machine, Simutaneously Automatic Harvesting-Packing    
              Machine, Save labor, Harvesting cost, Harvesting ＆ packing c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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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버섯은 자동화 시설을 이용한 기업형 병버섯 생산농가의 등장으로 인해 연중생산이 가능해지게 되
었을 뿐만아니라 생산성 향상, 유통시장의 확대, 수출확대 등 국내 버섯산업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
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기업형 병버섯 재배농가의 증가로 버섯생산량이 1994년 72,318M/T에서 
2008년 158,642M/T으로 급격히 증가(2009 농림수산식품부)함에 따라 버섯가격이 하락하여, 버섯재배
농가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버섯 원․부자재 공동구매, 케이폭박(원 등, 2008)등 
염가배지의 활용, 전기스팀보일러의 설치 등 버섯재배 각 공정별 생산비 비중이 큰 요인의 개선을 유
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버섯재배농가들은 가격하락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있다.
  병버섯 재배과정은 배지혼합, 입병, 살균, 종균접종, 균긁기, 버섯발생 및 생육 등 많은 과정을 거
치게 되며 이 모든 과정이 자동화 기계와 제어장비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하지만 버섯수확과 포장
작업은 아직도 인력에 의존하고 있고, 이들 작업에 소요되는 노동력은 전체 노동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 수확과 포장작업의 기계화가 이루어진다면 경영여건 개선에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버섯산업의 자동화수준에 비해 버섯재배 기계화에 관한 연구논문 발표건수는 미흡한 실정이다. 
전창성(1996)은 버섯 종균병을 자동으로 절단하고 종균을 분쇄하는 장치를 개발하였고, 지 등(1999)은 
상자재배용 배지 자동입상․ 종균접종기를 개발하여 기계화 상자재배에 적합한 배지조성, 상자 다단적
재 배양기술, 인력대비 기계화작업시 효율 등을 분석하여 보고한 바 있다. 정득기(2002)는 버섯재배 
자동화 장비와 환경제어 장비이용시 품질관리요령을 보고하였으며, 이광식(2003)은 균상재배에 사용되
는 폐면배지를 버킷엘리베이트식으로 자동입상시키는 장비를 개발하여 소개한 바 있다. 또한, 박환중
(2003)은 느타리버섯재배에 사용되는 볏짚을 논에서 자동수집․ 압축․ 절단하는 장비를 개발하여 그 성
능과 효과를 보고하였으며, 하 등(2007)은 새송이버섯 밑둥을 자동으로 다듬는 기계를 개발하여 성능
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는 병버섯 수확작업의 자동화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
작되었으며, 병버섯 자동수확기와 수확 및 포장일괄시스템 개발에 관한 내용과 인력 수확 및 인력 포
장작업 대비 기계작업시 수확․포장 효율, 노동력 절감효과, 생산성 향상효과 분석을 내용으로 하고 있
으며, 그 결과 보고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세부과제1 : 병버섯 자동수확기 개발
가. 기계구성 및 작동방식

  병버섯 자동수확기의 구성은 그림1과 같다. 회전칼날부, 버섯상자 고정 및 버섯분리부, 수확버섯 상
자입상부, 상자이송부, 자동제어부 등으로 구성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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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도>                                            <측면도>
그림 1. 병버섯 자동수확기 정면도와 측면도

* 도면의 주요 번호에 대한 명칭
140 : 정지수단 180 : 수확버섯 입상부 181 : 수확버섯 고정창 이동실린더
210 : 상자고정틀 250 : 버섯분리틀 300 : 칼날축
310 : 가이드 축 311 : 제1이송판 312 : 제2이송판
341 : 수확모듈구동모터 342 : 위치조절바 380 : 칼날축연결부
381 : 칼날구동모터 389 : 칼날취출센서 390 : 칼날회수센서
500 : 재배용상자 600 : 재배용기 700 : 버섯확인센서
800 : 재배용상자 확인센서 900 : 자동제어부

    
  기계 동작과정은 먼저 수확이 필요한 버섯상자를 상자이송부에 올리면 버섯상자 고정 및 버섯분리
부의 세부 장치가 버섯상자를 고정하게 되며, 이때 회전칼날부의 회전식 칼날축이 버섯병 내부로 수직
진행하여 회전과 동시에 회전식 칼날축 내부에 숨겨져 있던 칼날이 돌출하면서 버섯과 배지를 절단하
도록 하였다. 절단된 버섯은 버섯분리부의 각 세부장치에 의해 병으로부터 분리되어 위로 들어올려지
고 이때, 수확버섯 고정대가 위로 이동하면서 수확된 버섯을 고정하여 새로 진입하는 빈 상자에 담기
도록 제작하였다.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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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세부장치
1) 칼날부 유닛

     칼날부 유닛과 회전식 칼날축의 상세도는 그림2와 같다. 

 

<칼날부 유닛>                                     <회전식 칼날축>
그림 2. 회전식 칼날축과 칼날부 유닛 상세도

 
 * 도면의 주요 번호에 대한 명칭
311 : 제1이송판 312 : 제2이송판 381 : 회전식 칼날구동모터
382 : 스핀들 383 : 제1하우징 384 : 회전홀
385 : 종동하우징 386 : 칼날안내부 387 : 칼날
388 : 칼날배출구  

 
  칼날부유닛은 칼날축과 칼날을 회전시키는 칼날구동모터, 내부에 칼날이 숨겨져 있는 종동하우징, 
칼날구동모터와 종동하우징을 연결하는 스핀들 등 3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종동하우징내 숨겨져 있
는 칼날은 제1이송판의 하강이동에 의해 종동하우징 밖으로 90˚각도로 노출되어 나옴과 동시에 칼날
구동모터의 회전에 의해 버섯과 배지를 절단시키도록 하였다. 절단작업이 끝나면 제1이송판이 상승이
동에 의해 종동하우징 내부로 다시 들어가도록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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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버섯용기 고정틀과 버섯분리틀
  그림 3은 수확될 버섯용기고정틀과 버섯분리틀에 관한 상세도이다. 1차적으로 버섯용기고정틀이 상
자이송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이동하여 용기고정집게가 용기를 좌우에서 고정 후 회전칼날에 의해 버섯
과 배지가 절단되고, 2차적으로 버섯고정 및 분리집게가 버섯하단부를 잡고 들어올리면 버섯이 용기
에서 분리되도록 제작하였다.  

(a)

(b)

(c)
그림 3. 버섯용기고정틀(a) 및 버섯분리틀(b,c)

  * 도면의 주요 번호에 대한 명칭

21 : 용기고정집게 257 : 버섯고정 및 분리집게 258 : 집게쇄기연결핀

259 : 집게쇄기 600 : 재배용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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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확버섯 상자입상부
  그림 4는 용기로부터 분리된 버섯을 상자에 자동으로 입상시키는 수확버섯 상자입상부의 상세도이다. 

그림 4. 수확버섯 자동입상부

   * 도면의 주요 번호에 대한 명칭
110 : 가이드판 111 : 수직홀 181 : 제1실린더
183 : 제1지지대 184 : 제2지지대 185 : 제3지지대
186 : 고정대 187 : 제2하우징 188 : 제1실린더하강센서
250 : 버섯분리틀 255 : 이동축 500 : 상자

  버섯분리틀에 의해 버섯이 용기로부터 들어올려지면 상자와 용기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새
로운 수확상자가 진입하도록 하였고, 용기로부터 들어 올려진 버섯하단 중심부에 고정대가 삽입되면 
고정대를 따라 버섯이 수확상자에 일정한 간격으로 담겨지도록 하였다. 

다. 성능검사 및 작업효율 평가
  병버섯 자동수확기의 수확성능과 작업효율조사을 위해 시간당수확량, 수확후 버섯 손실율, 기계작업
비용, 수확작업비용 등을 조사하였다. 시간당수확량은 시간당 수확병수를 측정하여 인력작업과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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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수확후 버섯손실율은 기계수확시 인력작업대비 버섯이 수확되지 않고 병에 남아있거나 손상되는 
버섯중량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기계작업비용은 감가삼각비, 수리비, 자본이자, 전기요금을 포함한 
기계유지비용을 년간작업병수로 나누어 병당 기계작업비용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고, 수확작업비용은 
기계작업비용과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기계수확시 인력작업 대비 투입되는 비용을 년간 수확비용으로 
조사하였다.   

세부과제2 : 병버섯 자동수확기 농가현장접목 실증연구
가. 농가선정방법 

  개발된 병버섯 자동수확기의 농가현장 실증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함으로써 병버섯 자동수
확기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도내 병느타리버섯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농가현장접목 실증시험을 수행하
였다. 도내 일일 6,000병이상 입병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사업신청서을 접수하고,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및 심의를 거쳐 실증시험수행에 적합한 농가를 선정
하였다.   
   
나. 수확 및 작업효율 평가  

  수확 및 작업효율에 대한 평가방법은 상기 세부과제 『병버섯 자동수확기 개발』의 조사방법에 준
하였다.

세부과제3 : 병버섯 자동수확 및 포장일괄시스템 개발
가. 기계구성 

  그림 5는 병버섯 자동수확 및 포장일괄시스템 개괄도이다. 기계구성은 상자운송부, 버섯수확부, 상
자적재 및 수확버섯 입상부, 자동제어부 등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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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병버섯 자동수확 및 포장일괄시스템 개괄도
   * 도면의 주요 번호에 대한 명칭
110 : 가이드판 111 : 수직홀 181 : 제1실린더
183 : 제1지지대 184 : 제2지지대 185 : 제3지지대
186 : 고정대 187 : 제2하우징 188 : 제1실린더하강센서

나. 수확 및 포장방식 
  그림 6은 병버섯 자동수확 및 포장일괄시스템의 버섯수확을 위해 제작된 P.P재질의 회전캡으로 균
긁기작업 즉시 병상단에 키워 수확시기에 캡을 회전시켜 버섯과 배지를 분리시키고 분리된 버섯을 핀
으로 꽂아 포장상자(스치로폼 상자 등)에 자동으로 담아 상자포장까지 되도록 제작하였다.

칼날

톱니바퀴

  

그림 6. P.P회전캡(좌), P.P회전캡 씌운 후 재배된 느타리버섯(중), 용기에서 분리된 버섯(우)

다. 성능검사 및 작업효율 평가
  병버섯 자동수확 및 포장일괄시스템의 성능검사 및 작업효율 평가를 위해 시간당수확 및 포장량, 기
계작업비용, 수확작업비용 등을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병버섯 자동수확기의 조사방법에 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세부과제1 : 병버섯 자동수확기 개발
가. 수확공정      

  그림 7은 병버섯 자동수확기를 이용한 병느타리 수확공정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버섯상자를 콘베
이어벨트에 의해 용기고정틀까지 이송되어 용기고정집게가 버섯상자를 고정하였고, 이후 회전칼날부의 
회전식 칼날축이 버섯병 내부로 수직진행하여 회전과 동시에 회전식 칼날축 내부에 숨겨져 있던 칼날
이 돌출하면서 버섯과 배지를 절단하였다. 절단된 버섯은 버섯고정 및 분리집게에 의해 병으로부터 분
리되어 위로 들어올려졌고 수확버섯 고정대가 위로 이동하면서 수확된 버섯을 새롭게 진입하는 빈 상
자에 담기는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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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자이송 및 고정  → ② 버섯과 배지 절단 → ③ 버섯을 병으로부터 
뽑아올리기

   

④ 버섯 상자에 담기
 → 

⑤ 수확상자 이송  
→ 

⑥ 수확된 병 
그림 7. 병버섯 자동수확기 수확공정

   
나. 성능검사 및 작업효율

  표1 은 병버섯 자동수확기를 이용할 경우 인력작업대비 수확작업 소요시간을 조사한 것이다. 상자이
송에서부터 수확된 버섯이 빈상자에 담기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34초로 인력작업 46초보다 12초
가 빨랐으며, 1일 10,000병 기준시 수확작업에만 소요되는 시간은 기계작업시 5.90시간, 인력작업시 
7.99시간이었다. 

표 1. 버섯수확작업 소요시간

구  분
상자당 평균 
수확소요시간
(sec./상자)

수확소요시간
(h/10,000병)

수확준비 및 
마무리 소요시간
(h/10,000병)

총 수확소요시간
(h/10,000병)

기계작업 34 6.25 2.60 8.85
인력작업 46 8.68 3.47 12.15

 
  또한, 수확을 위해 수확상자를 이동하거나 수확후 탈병작업을 위해 상자를 적재하는 등 수확준비 및 
마무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기계작업시 2.60시간, 인력작업시 3.47시간이었는데, 인력작업시 기계작업
대비 0.87시간이 더 소요된 원인은 수확상자와 수확이 완료된 빈상자의 적재와 이동시간이 기계작업
보다 길었기 때문이었으며, 따라서 수확 및 수확준비, 마무리에 필요한 총 수확소요시간은 기계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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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시간, 인력작업12.15시간으로 기계작업시 인력작업 대비 3.3시간이 단축되었다. 

  표 2는 수확작업 후 병에 남아서 완전히 수확되지 않은 버섯과 수확시 파손되는 버섯의 중량을 손
실중량으로 나타낸 것이다. 

표 2. 수확작업 후 버섯손실량 
구  분 병당 버섯 

평균손실중량(g/병)
총 버섯 손실중량
(kg/10,000병)

손실비용
(천원/10,000병)

기계작업 2.5 20 20
인력작업 6.5 65 65

  * 년평균 버섯판매가격(하품기준) : 1,000원/kg

  수확작업 후 병당 버섯 평균 손실중량은 기계작업시 2.5g, 인력작업시 6.5g으로 기계작업시 인력작
업 대비 4.0g이 적었다. 이를 버섯판매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0,000병당 손실비용은 기계작업시 
20,000원으로 인력작업 65,000원 대비 45,000원이 적었다.

  표3은 병당 년간 기계작업비용을 나타낸 것이다. 기계구입비용은 20,000천원, 년간 부담 기계비용
은 감가삼각비 2,000천원, 수리비 500천원, 자본이자 1,200천원, 전기요금1.9천원을 포함한 3,702천
원으로 조사되었고. 년간 수확병수 3,120천병을 기준으로 할 경우 병당 기계작업비용은 1.187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3. 기계작업비용
기계

구입비용
(천원)

년간 부담 기계비용(천원) 년간 수확병수
(병)

병당 기계작업비용
(원/병)계 감가상각비 수리비 자본이자 전기요금

20,000 3,702 2,000 500 1,200 1.9 3,120,000 1.187
※ 감가삼각비 산출근거 : 기계사용년수 10년,  
   전기요금 : 522kw(65.25kwh×8h)×36.4원 = 19,000원,
   연간작업량 산출근거 : 10,000병×26일×12월 = 3,120,000병 

  표 4는 기계작업과 인력작업시 소요되는 년간 수확작업비용을 조사한 것이다. 기계작업시 년간 기계
작업비용은 3,702천원, 인건비 15,929천원을 포함하여 년간 수확작업비용은 19,642천원으로 인력작업 
21,869천원 대비 10.2%가 절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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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년간 수확작업 비용

구   분 년간 수확작업비용(천원)
년간 기계작업비용a 인건비b 계

기계작업
인력작업

3,702
-

15,929
21,869

19,642
21,869

비용절감율(%) - 27.2 10.2   

 a 년간 기계작업비용 : 병당 기계작업비용 1.187원×년간 수확병수 3,120,000병=3,702천원 
 b 인건비 : 기계작업 - 5,769원×8.85시간×26일×12월 = 15,929천원
            인력작업 - 5,769원×12.15시간×26일×12월 = 21,869천원
 *시간당 임금 : 5,769원(임금:1,200천원/월, 작업시간:월26일작업, 1일8시간)

세부과제2 : 병버섯 자동수확기 농가현장 접목 실증연구
가. 실증시험 수행농가

  병버섯 자동수확기 농가현장 접목 실증연구는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소재 이규천(머쉬매니아 
대표) 농가에서 수행되었다. 이 농가는 느타리 병재배 경력이 20년이며, 일일 입병량 13,000병, 재배
면적 10,000m2 규모의 농가이다. 

나. 성능검사 및 작업효율 평가
  표 5는 농가현장 접목 실증시험 수행결과, 인력작업 대비 병버섯 자동수확기의 수확작업시간 및 손
실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1일 10,000병 기준 수확작업시간은 기계작업시 12시간으로 인력작업 16시간 
대비 4시간이 단축되었다. 수확 후 버섯의 손실율은 기계작업시 10kg으로 인력작업 50kg 대비 40kg이 
감소하였다.  

표 5. 수확작업 시간 및 손실율
구  분 작업시간(h) 작업 후 버섯 

손실중량(kg)
전력소요량

(kw)
기계작업 12 10 1.6
인력작업 16 50 0

※ 10,000 병/1일 기준

  년간 수확작업 비용은 표6에서와 같이 기계작업시 년간 기계작업비용 3,713천원, 인건비 21,700천
원을 합해 총 25,413천원으로 인력작업시 28,799천원 대비 11.8%가 절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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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년간 수확작업 비용비교

구   분
년간 수확작업비용(천원)

기계작업비용a 인건비b 계

기계작업
인력작업

3,713
-

21,700
28,799

25,413
28,799

비용절감율(%) - 24.7 11.8   

a 년간 기계작업비용 산출근거 : 연간작업량 3,120,000병×병당기계작업비용 1.19원=3,713천원
b 년간 인건비 산출근거
  - 기계작업 : 5,769원×12시간×26일×12월 = 21,700천원
  - 인력작업 : 5,769원×16시간×26일×12월 = 28,799천원
 * 시간당 임금 : 5,769원(임금:1,200천원/월, 작업시간:월26일작업, 1일8시간)

  표 7은 병버섯 자동수확기를 이용한 수확작업시 인력작업작업 대비 소득향상효과를 분석결과이다. 
기계작업시 손실적 요소는 년간 기계작업비용 3,713천원이었으며, 이익적 요소는 년간 수확인건비 절
감액 3,386천원, 수확버섯 손실율 감소액 24,000천원으로 기계작업시 인력작업대비 소득향상 추정액
은 23,673천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7. 병버섯 자동수확기이용 버섯수확작업 소득향상 효과 
손실적 요소(B) 이익적 요소(A)

○ 년간 기계작업비용 : 3,713천원 ○ 년간 수확인건비 절감액 : 3,386천원
○ 수확버섯 손실율 감소액 : 24,000천원

추정수익액(A-B) : 27,386천원 - 3,713천원 = 23,673천원
※병느타리 년평균가격 : 2,000원/kg

 또한, 버섯재배농가에서 수확작업은 다른 작업에 비해 힘들고 작업자들이 기피하는 공정이며, 오랫동
안의 수확작업을 하게 되면 손목의 피로가 누적되어 작업능율이 떠어지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수확
작업시 노동자들이 겪는 정신적, 물리적 피로해소와 같은 수치화할 수 없는 경제적 효과도 매우 클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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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가만족도 조사
  표 8은 병버섯 자동수확기의 농가현장접목 실증연구 현장평가시 참여한 병느타리 재배농가 13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이다.
  
표 8. 병버섯 자동수확기에 대한 병버섯 재배농가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질의내용 결  과
(비율)

1.버섯수확과 포장작업 기계화의
  필요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85)

보통이다
(15)

필요하지 않다
(0)

2.병버섯 자동수확기의 작업성능은?
 

당장 적용가능
(38)

보완후 적용가능
(54)

현장적용이 어렵다
(8)

3.성능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의 보완이 필요한가? 

수확시간단축
(46)

기계소형화
(38)

안전사고 방지조치
(16)

4.작업성능이 우수하다면 어떤
  부분이 우수한가?

수확인력감축
(15)

다듬기작업 불필요
(62)

수확 포장동시작업
(23)

5.병버섯 자동수확기가 양산된다면 
구입의사는?

구입하겠다
(85)

고려해보겠다 
(15)

구입하지 않겠다

6.종합적 만족도는? 만 족
(54)

보 통
(31)

불만족
(15)

 병버섯 자동수확기의 작업성능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수확시간단축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46%, 기계소형화 38%, 안전사고 방지조치 16%로 조사되었고, 작업성능이 우수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는 다듬기작업 불필요 62%, 수확, 포장동시작업 23%, 수확인력감축 15%의 의견을 제시하
였다. 또한 병버섯 자동수확기가 양산되었을 때 구입의견을 묻는 질문에구입하겠다라는 의견이 
85%,고려해 보겠다라는 의견이 15%로 조사되었으며, 종합적 만족도는 만족 54%, 보통31%로 답
하여 보통이상이 85%로 높았다.
 
세부과제3 : 병버섯 자동수확 및 포장일괄시스템 개발
가. 기계작동 및 성능검사

  기계작동은 그림9에서와 같이 수확할 버섯상자(20)를 체인벨트(220)에 올리면 제3베이스(521)에 의
해 초입부분에 톱니바퀴가 요철형태로 만들어진 걸림바(311)에 의해  용기상단에 끼워져 있는 회전캡
이 120˚회전하면서 버섯과 배지가 분리되었고 칼날이 수확된 버섯 밑둥에 붙어있는 톱밥을 절단하였
으며, 이송지그(522)에 의해 분리된 버섯이 그림8의 배출플레이트(331)로 옮겨지면 배출핀(332)에 의
해 회전캡에 끼워져 있던 버섯이 분리됨과 동시에, 제4베이스의 수확지그에 붙어 있는 픽업핀(5321)이 
분리된 버섯을 핀에 고정하여 수확상자 또는 수확상자와 같은 크기의 스치로폼 상자에 자동으로 담겨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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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배출플레이트(좌)와 배출핀(우)

그림9. 병버섯 자동수확 및 포장일괄시스템 작동순서도(a→b→c→d→e→f→g)

  * 도면의 주요 번호에 대한 명칭
10 : 재배용상자 20 : 재배용기 30 : 버섯
100 : 회전캡부 210 : 콘베이어기어 220 : 체인벨트 
311 : 걸림바 330 : 분리수단 331 : 배출플레이트
332 : 배출핀 510 :  제1가이드바 520 : 정렬수단
521 : 제3베이스 522 : 제1이송지그 5221 : 제1암부  
5222 : 제2암부 530 : 버섯픽업수단 531 : 제4베이스
532 : 수확지그 5321 : 픽업핀 5322 : 제3암부
533 : 배출플레이트 610 : 제2이송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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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버섯 자동수확 및 포장일괄작업시스템을 이용하여 버섯수확 및 상자포장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인력작업과 비교 조사한 결과, 표9에서와 같이 상자당 평균 수확 및 포장작업 소요시간은 기계작업시 
52초로 인력작업 100초 대비 48초가 단축되어 1일 10,000병 작업기준 총 수확 및 포장작업에 소요되
는 시간은 기계작업시 11.63시간으로 인력작업 20.83시간 대비 약 55.8%가 단축되었다. 이는 기계작
업시 수확작업, 수확된 버섯의 밑둥을 자동으로 절단하는 작업, 상자에 담는 작업이 일련의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반면, 인력작업시에는 수확된 버섯을 상자에 담고 다시 꺼내어 밑둥을 칼로 자르고 또 다
시 포장상자에 담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표 9. 버섯수확 및 포장일괄 시스템 이용시 작업 소요시간     

구  분
상자당 평균 수확 
및포장 소요시간

(sec./상자)
수확 및 포장 

소요시간
(h/10,000병)

준비 및 마무리 
소요시간

(h/10,000병)
총 수확 밒 포장 

소요시간
(h/10,000병)

기계작업 52 9.03 2.60 11.63

인력작업 100 17.36 3.47 20.83
※ 10,000 병/1일 기준

  표 10은 병버섯 자동수확 및 포장일괄시스템 사용시 병당 기계작업 비용을 조사한 것이다. 기계구
입비용을 30.000천원으로 설정하였을 때 년간 부담 기계비용은 감가삼각비 3,000천원, 수리비 1,000
천원, 자본이자 1,500천원, 전기요금 35천원 등 5,535천원이 소요되고, 연간작업량을 3,120천병으로 
하였을 때 병당 기계작업비용은 1.774원으로 조사되었다.

표 10. 병당 기계작업 비용
년간 부담 기계비용(천원) 연간작업량

(병)
병당 기계작업비용

(원/병)감가상각비 수리비 자본이자 전기요금 계
3,000 1,000 1,500 35 5,535 3,120,000 1.774

※ 기계구입비용 : 30,000천원/대
   감가삼각비 산출근거 : 기계사용년수 10년,  
   전기요금 : 962kw(120.3kwh×8h)×36.4원 = 35,000원,
   연간작업량 산출근거 : 10,000병×26일×12월 = 3,120,000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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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 및 포장방법별로 년간 수확 및 포장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표 11), 
인력작업시 37,493천원이었던 반면, 기계작업시 년간 기계작업비용은 5,535천원, 인건비 20.993천원
으로 총 26,528천원으로 인력작업 대비 29.2%의 비용이 절감되었다.  

표 11. 년간 수확 및 포장작업 비용비교
구   분 년간 수확 및 포장 작업비용(천원)

년간 기계작업비용a 인건비b 계
기계작업
인력작업

5,535
-

20,993
37,493

26,528
37,493

비용절감율(%) - 44 29.2   
a 년간 기계작업비용 산출근거 : 연간작업량 3,120,000병×병당기계작업비용 1.774원=5,535천원
b 년간 인건비 산출근거 
  * 기계작업 : 5,769원×11.63시간×26일×12월 = 20,993천원
  * 인력작업 : 5,769원×20.83시간×26일×12월 = 37,493천원

4. 적  요
  병버섯 자동수확기, 버섯 자동수확 및 포장일괄시스템을 이용하여 병느타리버섯을 수확 및 포장할 
경우 인력대비 작업효율 및 생산성 향상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세부과제1 : 병버섯 자동수확기 개발
 가. 병버섯 자동수확기는 전체크기가 1,000×1,750×1,800mm로 재배사 생육실 내부로 이동이 가능

하도록 제작하였으며, 기계구성은 회전칼날부, 버섯상자 고정 및 버섯분리부, 수확버섯 상자입상
부, 상자이송부, 자동제어부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나. 수확방식은 회전칼날방식으로, 회전칼날부의 회전식 칼날축이 버섯병 내부로 수직진행하여 회전
과 동시에 회전식 칼날축 내부에 숨겨져 있던 칼날이 돌출하면서 버섯과 배지가 분리․절단되며, 
절단된 버섯은 버섯고정 및 분리집게에 의해 병으로부터 분리되어 위로 들어올려지고 수확버섯 
고정대가 위로 이동하면서 수확된 버섯을 새롭게 진입하는 빈 상자에 담기는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짐.

 다. 버섯수확작업 소요시간은 10,000병 기준 기계작업시 8.85시간으로 인력작업 12.15시간 대비 3.3
시간 단축되었음.

 라. 수확작업후 버섯손실량은 기계작업시 10,000병기준 20kg, 인력작업시 65kg이었고 이를 금액으
로 환산할 경우 기계작업시 20,000원, 인력작업시 65,000원 대비 45,000원의 버섯손실금액을 
줄일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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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년간 버섯수확에 소요되는 비용은 1일 10,000병, 312일간 수확작업을 할 경우를 기준으로할 때 
기계작업시 19,642천원으로 인력작업 21,869천원 대비 10.2%가 절감되었음. 

세부과제2 : 병버섯 자동수확기 농가현장 접목 실증연구
 가. 재배농가 현장 접목 실증시험결과, 년간 수확작업 비용은 1일 10,000병 기준, 기계작업시 25,413

천원으로 인력작업 28,799천원 대비11.8%가 절감되었고, 버섯손실율 축소와 인건비 절감액을 고
려할 경우 기계작업시 년간 23,673천원의 소득향상효과가 발생하였음. 

 나.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의견이 54%, 보통 31%, 불만족 15%로 답하여 보통이상의 의견이 85%였음.
 다. 병느타리 재배농가에서 대량재배를 통한 병버섯 자동수확기의 성능 및 작업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병느타리 재배농가 현장 접목실증 시험결과, 버섯연구소에서 실험하였던 결과와 큰 차이를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장기간 연속작업시 회전칼날의 부서짐, 휨 등 내구성 문제가 발견되었으며, 회
전칼날의 재질교체 등 내구성 개선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작업자의 안전사
고를 방지위해 본체 주요부위에 투명 아크릴 재질의 안전막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세부과제3 : 병버섯 자동수확 및 포장일괄시스템 개발
 가. 병버섯 자동수확 및 포장일괄시스템은 자동수확과 상자포장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제작된 

시스템이며, 주요 구성은 상자운송부, 버섯수확부, 상자적재 및 수확버섯 입상부, 자동제어부 등
으로 이루어져 있음.

 나. 수확방식은 P.P재질의 회전캡을 균긁기작업 즉시 병상단에 키워 버섯을 재배 후 수확시기에 캡
을 회전시켜 버섯과 배지를 분리시키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포장은 분리된 버섯을 핀으로 자동으
로 꽂아 포장상자(스치로폼 상자 등)에 담아 상자포장까지 되도록 제작되었음.

 다. 버섯수확 및 포장작업 소요시간은 10,000병 기준 기계작업시 11.63시간으로 인력작업 20.83시간 
대비 9.2시간이 단축되었음.

 라. 년간 수확 및 포장작업 비용은 기계작업시 26,528천으로 인력작업시 37,493천원 대비 29.2%의 
비용이 절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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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적응 고품질 콩 신품종 육종 연구 전작
FC030101 ’06~’09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이은섭
 3) 콩 신육성 우량계통 현지적응성 및 내재해․가공적성 

검정 시험
전작

FC030101 ’07~’09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이은섭

색인용어  콩, 품종, 육종, 만풍

ABSTRACT
  A new soybean variety "Manpoong" was developed at the Gyeonggi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 in Korea. "Manpoong" was rich in protein and amino acid which  
influenced to production rate of tofu in soybean. 
  This variety was evaluated on its performance in the preliminary and advanced yield 
trials. Regional yield trials were performed from 2007 to 2009. "Manpoong" has determinate 
growth habit, white flower, grey pubescence, yellow seed coat, and ovary leaf shape, and 
highly resstance to SMV, black rot, and wild fire was highly resistant. 
  The average yield of "Manpoong" was 287kg/10a, and it outyielded the check variety by 
12% in the regional yield trials over three years at two location at double cropping system 
in Korea. This variety would be appropriate for industrial uses source of tofu and 
cheongkukjang. 
  This variety has an early maturing characteristic, therefore, would be recommened to be 
grown at double cropping system before stock forage cultivation.

Key words : soybean, tofu, double cr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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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콩은 우리 식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않될 중요한 단백질 자원이다. 콩의 자급율은 1965년도에 100%자
급한 이래 지속적으로 농경지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7년도에는 콩 자급율 9.7%, 식용콩의 자급율이 
27.8%로 낮아졌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이와 같이 콩 재배면적이 감소된 이유는 산업화 및 주택용
지의 수요급증에 따른 농경지 감소와 다른 경제작물에 비하여 소득이 낮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은 근류균에 의한 공중질소를 고정하는 지력유지작물로 친환경 재배에 반드시 필요한 작물이기도 
하다. 
  콩에는 단백질 38%, 조지방 18% 정도 함유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각종 무기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특히, 콩에는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아이소프라본 중 diadzein은 골밀도를 높
이고, 음주욕구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Messina et al., 2004), genistein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대체효과와 항암효과가 있고(Akiyama et al., 1987, Wei et al., 1993) 사포닌은 항산화효과와 항암
효과가 있다(Okubo et al., 1994). 이와 같이 우수한 기능성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콩은 가공제
품 원료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2008년 가공제품 시장규모는 총 1조 3,087만원으로서 두부류(3,111
만원), 대두유(3,015만원), 두유(1,569만원) 등이 주종이었다(장류협회, 2009). 수요량이 많은 제품은 
대두유와 두유, 두부인데, 이중 대두유와 두유는 전량 수입 콩을 이용하고 있으나, 두부는 수입콩과 
국산 콩 제품이 함께 판매되고 있다. 
  경기도산 콩은 중․ 남부지역인 충청남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지역에 비하여 수량성과 품질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성숙기간 중 개화 후 30~60일의 평균기온이 중․ 남서부지역보다 낮아(Yi 
et al., 2008) 고품질 콩 생산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농업적인 측면에서는 경기도 축
산업 발달로 조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작물 재배 등으로 경지이용률을 향상시키고, GM콩 대체 및 
웰빙시대 슬로푸드 수요증가를 대체할 수 있는 고품질이며 가공적성이 우수한 경기지역에 적응 콩 품
종을 육성해야만 한다. 
  따라서 경기지역에 적응하는 고품질 두부용 콩 신품종 육성을 위해 1998년에 두부가공 특성이 우수한 
동산 121호를 모본(♀)으로, 중생종인 Sprite 87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하여 우량계통선발과 생산력 
검정 및 지역적응 시험을 거쳐 2010년 1월 13일 경기도 공무원직무육성 품종 선정위원회에서 이모작
용 내병성이며, 고품질 안전다수성 신품종으로 결정하고 “만풍”으로 명명하였으며 주요연구결과를 보
고하는 바이다.   

2. 육성품종
가. 육성경위

  “만풍”은 대립이며 종자 특성이 우수한 동산121호를 모본으로 하고 Sprite 87을 부본으로 하여 1998
년도에 인공교배하여 ’99년 F1을 양성하고, '00년도에 F2는 집단선발을, ’01-’02년에 걸쳐 AVRDC에
서 SSD(single seed descent)로 F3-F5세대를, ’02년도에는 F6세대를 계통육종법으로 선발하여 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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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YS1325-B-B-S-S-S-100로 부여하였다. '03년도에 실시한 예비선발 시험, ’05-’07년에 생산력
검정시험에서 생육특성이 우수하고 대립 다수성이며 내병성으로 유망시되어 ‘연천1호’의 계통명을 부
여한 후 '07-'09년에 단작시험은 경기도 연천, 수원, 강원 춘천, 경남 밀양 등 4개소에서, 이모작시험
은 경기도 연천에서 2개년을, 충북 청주에서 3개년 등 6개소에서 지역적응시험을 실시한 결과 중생종, 
대립이며 콩의 품질 특성(두부가공적성)이 우수하고, 아미노산과 아이소플라본 함량이 높은 품종으로 
인정되어 2010년 1월 13일에 경기도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이모작지대에 
재배 가능한 신규등록품종으로 결정하고 “만풍”으로 명명하였다. 

년 도 ’98 ’99 ’00 ’01/’02 ’02 ’03 ’05 ’06 ’07 ’08 ’09
세 대 교배 F1 F2 F3 - 

F5 F6 F7 F8 F9 F10 F11 F12

동산 121호
YS

1325 → 집
단 → 집

단 →3SSD →

1
․
․

100
․

160

①
․
․
4

→ ① → ① → ① → ① → ①
×

Sprite87 연천1호(만풍)

주요
과정

인공
교배

AVRDC
예선 생예 생 본 지역적응시험

계 통 육 성
그림 1. 만풍의 육성계통도

동산 121호
(일  본)

(연천1호)
(만풍)

Sprite 87
(미  국)

그림 2. 육성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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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특성
  만풍은 유한 신육형으로 중생종(성숙기 9월 29일 전후)이며, 이모작시에는 도복에도 강하고, 자주무
늬병 발병립율이 낮으며, 수량성은 다수성(287kg/10a)을 보였다. 종실특성은 편구형이며 종피와 제색은 
황색이고, 100립중은 대립(29.5g)에 속하였다. 품질특성은 단백질함량과 아이소플라본 함량이 높으며, 
아미노산함량도 높았다. 가공특성은 두부가공적성이 우수하여, 수율이 높고 부드럽다. 장류특성에서는 
청국장 발효특성이 우수하였다. 

1) 고유특성
  만풍은 유한 신육형이며, 엽형은 난형이고, 꽃색은 진한 자색이고, 모용색은 회백색이며, 종피와 제
색은 황색이었다. 종실모양은 편구형이며, 협의 개열성은 난(難)특성을 보였다.

표 1. 고유특성 (’07~’09, 경기도원)

품종명 신육형 엽형 꽃색 모용색 성숙
협색 종피색 배꼽색 입형 협의

개열성
만풍 유한 난 백 회백 담갈 황 황 편구 난

태광콩 유한 난 자 회백 갈 황 황 구 난
2) 가변특성

  개화특성중 개화 및 성숙기는 태광콩보다 각각 8일, 9일 빨랐고 생육특성은 태광콩보다 경장은 8cm 
짧았고, 분지수는 1.7개, 주경절수는 3.0개 적었다. 수량형질특성은 태광콩보다 협수는 4개 적었으나, 
100립중은 3.5g 무거웠다.

표 2. 가변특성 (’07~’09, 경기도원, 연천)

품종명 개화일
(월.일)

성숙기
(월.일)

경장
(cm)

주경절수
(개)

분지수
(개/주)

협수
(개/주)

도복
(0-9)

100립중
(g)

만풍 7.14  9. 29 82 12.7 4.7 64 4 29.5
태 광 콩 7.22 10.  8 90 15.7 6.4 68 4 26.0

3) 내재해성 및 내병충성
  내재해특성은 내습성과 내한발특성을 조사하였는데, 태광콩보다 내습성과 내한발성 정도는 같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내충성에서는 콩나방 피해립율을 조사하였는데, 태광콩보다 만풍이 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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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내재해성 및 내충성 (’07~‘09, 지적)

품종 및
계통명

내습성 정도
(0-9)

내한발성 정도
(0-9)

콩나방 피해립율†
(%)

만풍 4 4 1.5

태광콩 4 5 2.9
  † ‘08-’09
  내병성에서는 콩 재배과정 중 수량과 품질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SMV와 검음뿌리썩음병, 불마름병 
등에 대해 조사한 결과, SMV 저항성은 태광콩과 달리 유묘에서는 하위엽에서 모자이크와 괴저 반응을 
보였고, 포장에서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태광콩보다 검은뿌리썩음병의 발병주율은 다소 낮았으나, 
발병정도는 비슷한 수준이었고, 불마름병은 유묘검정과 포장검정에서 모두 강한 반응을 보였다.

표 4. 내병성 (’07~’09, 지적)

품종 및 
계통명

SMV
검은뿌리썩음병 불마름병

유묘저항성 포장저항성
(0-9)

발병주율
(%)

발병정도
(0-9)

유묘검정
(0-9)

포장검정
(0-9)G7H G6H G5 모자이크

만풍 -/M -/M -/N 1 1.3 2 2 1

태광콩 L/N L/N L/N 0 2.3 2 6 5
※ 접종엽반응/상위엽 반응 : L : 국부병반, N : 괴저, M : 모자이크, - : 무병징

4) 수량성 
  수량성은 생산력 검정 시험은 연천과 밀양에서 3년간, 지역적응시험은 단작은 경기도 연천, 수원, 
강원도 춘천, 경남 밀양에서 3년간, 이모작은 경기도 연천에서 2년간, 충북 청주에서 3년간 수행하였다. 
생산력 검정 결과는 표 5에서와 같이 10a당 수량은 만풍이 288kg으로 표준품종 태광콩보다 14% 높았다. 
지역적응성 검정결과는 태광콩에 비하여 만풍이 단작에서는 3% 감수한 241kg이었으나, 이모작에서는 
12% 증수한 287kg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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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생산력 검정 (‘05, 식량과학원, ’06~’07, 경기도원)

품종명
수량(kg/10a)

지수생예(‘05) 생본 평균‘06 ‘07
만풍 325 336 203 288 114

태광콩 276 279 202 252 100

표 6. 지역적응성 검정 (‘07~’09, 지적)

재배별 시험지 만풍 지수 태광콩
2007 2008 2009 Mean 2007 2008 2009 Mean†

단 작

연천 172 151 197 173  81 145 194 304 214 
수원 265 243 321 276 105 234 231 322 262 
춘천 223 319 231 258 102 262 282 217 254 
밀양 211 272 289 257  97 243 302 253 266 

평  균 218 246 260 241  97 221 252 274 249 

이모작 연천 - 336 318 327 110 - 275 317 296
청주 256 300 187 248 114 246 217 192 218 

평  균 256 318 253 287 112 246 246 255 257

5) 품질특성
  일반성분은 태광콩보다 조단백질 함량은 2.4% 높은 41.3%였고, 조지방 함량은 19.3%로 비슷하였다. 
지방산 조성비율은 포화지방산 비율은 12.7%로 2.1%낮았으나, 불포화 지방산 비율은 87.3%로 2.1% 
높았다. Isoflavone 함량은 2,425㎍/g으로 168%높았고, 아미노산 함량은 381.2mg/100g으로 5.6% 높
았는데, 특히 함황아미노산이 8.9㎎/100g으로 18.7% 높았다. 
  가공적성은 두부와 장류를 분석하였다. 두부특성은 태광콩보다 두부수율은 7% 높은 230%였고, 
두부의 물성 중 탄력성, 검성 및 응집성은 차이가 없었으나, 경도는 낮았고 씹힙성도 낮아 부드러운 
특성을 나타내었다. 장류 가공특성에서 메주는 태광콩과 차이가 없었으나, 청국장은 수율은 낮았으나, 
발효는 잘되었고, 풍취는 매우 좋아 가공적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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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일반성분 및 지방산 특성 (‘09, 식량원)

품종 및
계통명

일반성분(%) 지방산 조성(%)
조단백질 조지방 포화 불포화

C16:0 C18:0 total C18:1 C18:2 C18:3 total
만풍 41.3 19.3  9.6 3.2 12.7 30.2 50.0 7.1 87.3

태광콩 38.9 18.7 10.3 4.5 14.8 30.9 47.2 7.1 85.2

표 8. 아이소플라본 및 아미노산 함량 (‘09, 식량원) 
품종 및
계통명

Isoflavone(㎍/g) Amino acid(mg/100g)†

Daid. Glyci. Geni. Total Asp. Glu. Phe Met. Cys. Total
만  풍 879 336 1,210 2,425 42.2 69.2 20.2 3.5 5.4 381.2
태광콩 309 210 384   904 40.5 64.3 17.9 4.1 3.4 360.9

표 9. 두부 가공적성 (’08~‘09, 경기도원)
품종 및
계통명

두부
수율
(%)

비지
수율
(%)

두부의 물성
탄력성 검성 응집성 경도

(g/3.14㎟) 씹힘성
만  풍 230 106 18.50 0.111 0.300 3.719 2.258
태광콩 215 107 18.53 0.145 0.327 4.387 2.494

표 10. 장류 가공특성 (‘08, 경기도원, ’09, 식량원)
품종 및
계통명

메주가공 특성† 청국장 특성‡

발효정도
(1-5)

수율
(%)

풍취
(1-5)

발효정도♪
(1-5)

수율
(%)

풍취♪
(1-5)

만  풍 2 79 2 4 192 5
태광콩 3 78 3 3 211 3

 †‘08년도 성적, ‡’09년도 성적 ♪1 : 매우 나쁨, 2 : 나쁨, 3 : 보통, 4 : 좋음, 5 : 매우 좋음

다. 재배상 유의점
  만풍콩은 도복저항성이 약하기 때문에 단작재배시에는 수량감소의 원인이 된다. 도복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6월 15일경에 파종해야 한다. 이렇게 할 경우, 도복이 매우 경감되고, 종실의 외관품질을 저
하시키는 자반병, 노린재, 콩나방 피해립율을 낮출 수 있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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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 요
  만풍은 양질 내병 다수성 신품종 육성을 목표로 1998년에 동산 128호을 모본으로 하고 Sprite 87을 
부본으로 인공교배하여 선발육종된 유한신육형 품종으로서 이 품종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만풍은 꽃색은 자색이고, 엽형은 난형이며, 모용색은 회갈색이고, 종실모양은 편구형이며, 제색

과 종피색은 황색이다.
  2. 협색은 담갈색이고 협은 성숙후에도 잘 개열되지 않으며, 성숙기는 태광콩보다 9일 빠른 중생종

이며, 100립중은 29.5g으로 대립이다.
  3. 병 저항성은 뿌리썩음병은 강하고, 불마름병은 1이었고 콩나방은 1.5%였다. 
  4. 수량성은 단작에서는 241kg/10a, 이모작재배시 287kg/10a 수준을 나타내었다. 
  5. 종실의 화학적 성분은 단백질은 41.3%, 조지방은 19.3%였고, 특히 아미노산 함량은  381.2㎎

/100g로 높았다. 아이소플라본함량은 2,425㎍/g이었다.
  6. 가공적성은 두부수율은 230%로 높았고, 경도는 낮아 부드러웠고, 청국장의 발효 및 풍취는 우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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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결과 활용제목
 ○ 두부용 이모작 내병 다수성 신품종 ‘만풍’(2009. 품종보호출원, 국가품종목록등재)

6. 연구원 편성
세부과제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수행업무 기여도

’06 ’07 ’08 ’09
3) 콩 신육성 
우량계통 현지
적응성 및 
내재해․가공적
성검정 시험

책임자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농  업
연구사 이은섭 세부과제 총괄 ○ ○ ○

공동연구자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농  업
연구사 이종형 내재해, 품질특성 

연구 ○ ○ ○ ○
공동연구자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농  업
연구사 이영수 콩나방 저항성 ○ ○

공동연구자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농  업
연구사 최병열 계통선발 ○

공동연구자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농  업
연구사 송경순 특성조사 및 계통관리 ○ ○ ○ ○

공동연구자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농  업
연구관 김영호 연구방향 자문 ○ ○ ○ ○

공동연구자 국립식량과학원 농  업
연구관 윤홍태 선발기준 자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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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code)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경기지역 적응 고품질 콩 신품종 육종 연구 전작
FC030101 ’06~’09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이은섭
 4) 콩 우량계통(연천1호 ; 만풍) 최대생산조건 설정 시험 전작

FC030101 ’07~’09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이은섭

색인용어  콩, 우량계통, 생산조건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set up optimal production condition of excellent 
species Yeoncheon 1 (manpoong) about which variety protection will be newly applied for, 
test was done with varying seeding period and planting distance. The results are as follows:
<Experiment 1> Test for the Clarification of Proper Planting Period
  Maturing period was 3 days late in June 15 seeding than May 15 and May 30 plantings 
among planting periods. Stem length was shorter at June 15 planting than at May 15 and 
May 30 planting, and with the number of ramifications and that of sections showing no 
clear trend in planting period, the degree of collapsing decreased at later planting period. 
The amount per 10a increased toward later planting period, reaching highest point 302kg/10a 
in June 15 planting.
As for the degree of disease and insect damage, purpura tended to decrease toward later 
planting period, and that of bug was high 21.7 through 22.2% regardless of planting period 
in planting period before May 30, but was low at 8.5% in June 15 planting.
<Experiment 2> Test for the Clarification of Planting Distance
  Stem length, no. of branch and no. of nodes of the growth characteristics did not show 
clear trend, the narrower the planting distance, the more severe the degree of lodging, 
marking 6 at 70×20cm, and the amount per 10a increased with increase of planting density, 
marking highest 288kg at 70×15cm. As for disease damage rate, pod and stem blight, 
purpura, SMV and frogeye leaf spot showed no significant trend, and insects also did not 
show any particular trend.
In conclusion, the suitable planting time for the safe highly yield of Yeoncheon 1 the 
excellent variety is newly applied for was June 15, and proper planting distance was 
70×15cm.

Key words : Newly variety, Planting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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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적 
  콩은 식품학적으로나 작물학적으로 우리에게 없어선 안 될 중요한 작물이다. 콩에는 어린이 성장 
필수아미노산인 라이신이 쌀의 10배 이상 함유하고 있고, 생리활성물질인 아이소플라본, 사포닌, 피트산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성인병 예방효과가 뛰어나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콩의 주 용도는 
사료용이 가장 많으며, 두부, 두유, 제과용, 의약 및 화장품 등 다양한 가공원료로 이용이 되고 있다.
  2009년 우리나라의 콩 수요량 1,599천톤 중 사료용이 1,194톤, 식용은 296천톤이며(농림수산식품
부, 2009), 콩 자급율은 9.7%, 식용콩의 자급율은 27.8%로 이 부족분은 매년 외국으로부터 100만톤 
이상의 콩을 수입하고 있다. 이와 같이 콩 자급율이 낮은 이유는 공단조성,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 등
의 산업용지로 논과 밭이 전환됨에 따른 농경지 감소와 단위면적당 소득이 타작물에 비해 낮기 때문
에 소득작물 위주로 재배하기 때문이다. 
  콩 수량성 향상을 위해 생태형(Chu et al., 1996), 파종기(Park et al. 2004, Chu et al., 1996, 
이 등, 2003), 재식밀도(Kim et al., 1993, 박 등, 2004), 재배양식(Yi & Yoon, 2008), 재배적지 설
정(Lee et al. 2007) 및 시비량(Park et al., 1990), 시비시기(Lee et al., 2006)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콩에 적합한 토양화학적 특성은 pH 6.5-7.0, 유기물 함량이 2~3%, 
유효인산 150~250mg/kg, 친환양이온 K 0.45~0.55cmol+/kg, Ca 6.0~7.0cmol+/kg, Mg 
2.0~2.5cmol+/kg, CEC는 10~15 cmol+/kg 정도(농촌진흥청, 2001)라고 하였으나 실제 콩 재배포장의 
토양화학성은 이보다 훨씬 척박해 10a당 수량은 80년대에는 142kg, 90년대에는 148kg이었던 것이 최근 
176kg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통계청, 2010) 아직 200kg 이상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연천1호(만풍)를 높은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현재 보급종의 파종적기에 
파종을 할 경우 과번무로 인해 도복이 조장되고 이로 인해 수량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재배법 
보완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연천1호에 대해 파종시기와 재식거리를 달리하여 가장 높은 수량을 낼 수 있는 최적생산조
건을 설정하고자 시험을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중북부지역에 적합한 콩 품종 개발을 위해 2006년에 국립식량과학원(전 작물시험장)으로
부터 분양받은 계통 YS1325-B-B-S-S-S-100을 2007년도에 연천1호로 계통명을 부여하고 이 계통의 
재배상 문제점은 적기 파종시 도복발생하는데, 이로 인한 감수를 방지하고자 파종기와 재식거리를 
달리하여 소득자원연구소 연구포장에서 2008~2009년에 걸쳐 시험을 수행하였다.
  파종적기 시험에서는 파종은 5월 15일, 5월 30일, 6월 15일 등 3시기로 하였고, 재식거리는 조간거리 
70cm, 주간거리 15cm로 하여 1주당 3립씩 파종하였다. 적정 재식거리 설정에서는 파종은 6월 15일에 
하였고, 재식거리는 70×15cm, 70×20cm, 80×15cm등 3수준으로 하였다. 시험포장 및 재배관리는 
다음과 같이 하였다. 시비는 4월 하순에 토양을 채취하여 검정한 결과, 유기물 함량 3.12%, 유효인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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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838mg/kg, K함량 0.86cmol+/kg이 검출되었다. 이 분석치를 작물별 시비처방기준 산출식을 적
용한 결과 질소 1kg, 인산과 가리는 0kg가 산출되어 질소 1kg의 해당량의 요소를 살포하였다. 제초제
살포는 eb알입제를 10a당 3kg을 기준으로 하여 파종당일에 처리하였다. 솎음작업은 본엽 1엽기에 포
기당 2본씩 남겼으며. 병해충방제는 최근 피해량이 증가하고 있는 노린재류만 방제하였는데, 1차 방제는 
8월 12일, 2차 방제는 8월 14일, 3차 방제는 9월 5일에 하였다. 수확작업은 생리적성숙기 10일 후에 
하였다.
  생육조사는 수확기에 경장, 분지수, 절수, 경직경 등을, 수량구성요소는 평균에 가까운 개체를 채취
하여 주당립수, 등숙율, 100립중을 하였고, 수량은 구당 40주를 수확하여 정상립 만으로 정선하여 종
실중을 평량한 후 이를 10a수량으로 환산하였다. 종실의 병해충 피해립율은 병은 자반병, 충은 노린재와 
콩나방에 대해 조사하였다. 시험구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고 통계처리는 SAS. 9.01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시험 1>  파종적기 구명 시험
  새로 육성한 연천1호(만풍)의 계통특성을 제대로 발현할 수 있는 파종적기를 구명하고자 파종기를 
달리하여 시험한 결과는 표 1과 그림 1과 같다.
  개화기는 파종기에 관계없이 7월 23일 전후였고, 성숙기는 5월 15일과 5월 30일 파종 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6월 15일 파종에서는 3일 지연되었다. 경장은 5월 15일 파종과 5월 30일 파종 간에는 차이
가 없었으나, 5월 15일 파종과 5월 30일 파종이 6월 15일 파종보다 5~7cm 길었고 분지수와 절수
는 파종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도복은 파종이 늦어질수록 감소하여 6월 15일 파종에서는 1정
도로 미미하였다. 

표 1. 파종기에 따른 생육 및 수량특성
파종기
(월.일)

개화기
(월.일)

성숙기
(월.일)

경장
(cm)

분지수
(개/주)

절 수
(절/주)

도 복
(0-9)

협 수
(개/주)

백립중
(g)

등숙율
(%)

종실수량
(kg/10a) 지수

5. 15 7. 22 9. 30 85 4.8 14.7 8 54 29.4 92.5 215  87

5. 30 7. 23 9. 30 87 4.3 14.7 6 60 30.4 90.6 248 100

6. 15 7. 24 10. 2 80 4.4 14.2 1 66 28.2 92.7 302 122
   LSD(5%) ----------------------------------------  45.1
   CV (%)  ----------------------------------------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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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구성요소에 있어서, 주당협수는 파종기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는데, 파종이 늦어질수록 증가하여 
6월 15일 파종에서 66개로 가장 많았다. 백립중은 5월 30일 파종에서 가장 무거웠고 5월 30일 파종
과 6월 15일 파종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등숙율은 90.6~92.7%로 파종기 간에는 대차없이 비
슷하였다. 10a당 수량은 파종적기인 5월 하순보다 6월 15일 파종에서 302kg로 22% 증수하였다. 
  이와 같이 6월 15일에서 가장 많은 수량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파종이 늦어질수록 도복이 경감
되었고 이로 인해 주당협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콩의 종실외관품질과 수량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이라병, 자반병, SMV, 점무늬병과 콩나방과 노린재류 
피해립율을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파종기별 병․ 해충 피해정도

파종일 병피해립율(%) 충피해립율(%)
미이라 자반 SMV 점무늬 콩나방 노린재류

5월15일 0.2 6.9 0.0 0.1 0.7 21.7 
5월30일 1.8 3.8 0.0 0.0 1.4 22.2 
6월15일 0.1 0.9 0.0 0.1 0.9 8.5   

  미이라병, 점무늬병은 약간 발생하였으나 파종기간에 비슷하였으며, SMV는 발생하지 않았고 자반
병은 파종이 늦을수록 뚜렷히 감소하였다. 콩나방은 발생량이 적었으며 파종기간에 비슷하였으나, 노린
재류 피해립율은 5월 15일과 5월 30일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6월 15일에는 5월 15일 파종과 5월 30
일 파종보다 뚜렷하게 감소하였다. 

<시험 2> 재식거리 구명 시험
  연천1호의 특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재식거리를 달리하여 생육 및 수량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표 3. 재식거리에 따른 생육 및 수량특성

재식밀도 개화기
(월.일)

성숙기
(월.일)

경장
(cm)

분지수
(개/주)

절수
(절/주)

도복
(0-9)

수확
주수

(주/㎡)
협수

(개/㎡)
백립중

(g)
등숙율
(%)

종실수량
(kg/10a)

70×15cm(9,523주) 7.22 9.30 75 5.1 13.8 0 9.26 655 30.9 88.1 288
80×15cm(8,333주) 7.21 9.29 73 5.2 13.9 4 8.17 625 30.8 90.2 280
70×20cm(7,143주) 7.21 9.29 75 5.1 14.7 6 6.72 510 31.0 78.2 259

   LSD(5%) ---------------------------------------------28.1
   CV (%)  --------------------------------------------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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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화 및 성숙기는 재식거리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며, 경장은 73~75cm, 분지수도 5.1~5.2개, 
절수는 13.8~14.7로 재식거리 간에 대차없었다. 도복은 소식일수록 심하게 발생하여 80×15cm에서 
4, 70×20cm에서 6이었으나, 70×15cm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량구성요소에서는 ㎡당 협수는 
밀식할수록 증가하여 70×15cm에서 655개/㎡로 가장 많았다. 백립중은 재식거리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등숙율은 70×15cm와 80×15cm보다 70×20cm에서 뚜렷하게 낮았다. 10a당 수량은 밀식할
수록 증수하여 70×15cm에서 288kg으로 가장 증수하였으나, 70×20cm와 80×15cm간에는 뚜렷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위의 연구결과 중 종실수량이 밀식할수록 증수한 원인은 수량구성요소 중 ㎡당 주수가 많음에 따라 
협수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재식거리에 따른 병․ 충피해립률을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미이라병은 재식거리 간에 뚜렷한 경향이 없었고, SMV와 점무늬병은 피해립이 없었으며 자반병의 
피해정도는 1.80~2.65%였는데, 밀식할수록 피해립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충의 피해립율은 콩나방
은 0.55~0.90%, 노린재은 16.2~32.3%였는데, 재식거리 간에 일정한 경향이 없었다.

표 4. 재식거리별 병․해충 피해정도

재식거리 병 피해정도 (%) 충 피해정도(%)
미이라 자반 SMV 점무늬 콩나방 노린재류

70×15cm 0.35 2.65 0.0 0.0 0.70 32.3
80×15cm 0.15 2.35 0.0 0.0 0.55 16.2
70×20cm 0.40 1.80 0.0 0.0 0.90 28.9

4. 결과요약
  연천1호(만풍)의 최적생산조건을 설정하고자 파종기와 재식거리를 달리하여 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험 1> 파종적기 구명 시험
  1. 개화기와 성숙기는 파종기 간에는 대차없었고 경장은 5월 15일과 5월 30일 파종보다 6월 15일 

파종에서 짧았고 분지수, 절수는 파종기간에는 뚜렷한 경향이 없었으며 도복은 파종기가 늦어질
수록 경감되었다. 

  2. 10a당 수량은 파종기가 늦어질수록 증가하여 6월 15일 파종에서 302kg/10a으로 가장 높았고 파
종기와 10a당 수량과의 관계식은 y=16.23X + 217.27 (R2=0.9845) 이었다.

  3. 병해충 피해정도는 자반병은 파종시기가 늦어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었고  노린재류는 5월 30일 이전 
파종에서는 파종기와 관계없이 21.7~22.2%로 높았으나, 6월 15일 파종에서는 8.5%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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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2> 재식거리 구명 시험
  1. 생육형질인 경장, 분지수, 절수는 뚜렷한 경향이 없었으나, 도복은 소식할수록 심해져 70×20cm

에서 6을 나타내었다. 
  2. 10a당 수량은 밀식할수록 ㎡당 협수 증가로 70×15cm에서 288kg로 가장 높았고, 재식거리와 

10a당 수량과의 관계식은 y=14.5X + 246.67 (R2=0.9372)이었다. 
  3. 병해충 피해립율은 재식거리 간에 미이라병, 자반병, SMV, 점무늬병 모두 뚜렷한 경향이 없었으며 

충에서도 일정한 경향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새로 품종보호출원 신청한 우량계통 연
천1호(만풍)의 안전다수확을 위한 파종적기는 6월 15일경이었고, 적정 재식거리는 70×15cm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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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clarify on raw material ginseng culturing conditions 
suitable for fermented ginseng producti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leaves, stems and roots and the change of ginsenocide content by cultured varieties, growth 
and development period and culturing style in ginseng were survey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variety suitable for the production of fermented ginseng was Yeonpoong with rich 
growth amount of leaves, stem and roots and high content of ginseng for both 4 years and 
6 years old ones.
  2. The growth amount of leaves and stem by growing and development period did not 
show significant change from early June to early September, and the growth amount of 
roots was highest in early October when leaves and stem wither away. The contents of 
ginsenoside of stem and leaves decreased after reaching culmination in early September, and 
root content reached culmination in early May at 3.26mg/g and then decreased until early 
Aug. followed by increase thereafter, reaching 2.70mg/g in early October the harvest 
season. When the change of the growth amount of leaves, stem and roots and the content 
of ginsenoside are considered, the collection period for the use of whole plant in the 
production of fermented ginseng was early and mid September.
  3. In direct seeding and transplant culturing, fresh roots were heavier in transplanted 
culturing than direct seeding, but the content of ginsenoside was higher in direct seeding 
culturing than in transplant culturing. In the case of 6 year old root in paddy field/upland 
culturing, neither the weight of fresh root nor the content of ginsenoside showed any 
difference.
In conclusion, with Yeonpoong evaluated as the ginseng suitable for the production of 
fermented ginseng, the suitable collection period turned out to be late September when the 
quantity of stems and leaves and the content of ginsenoside are considered, and in culturing 
style, transplant culturing is inferred more advantageous than direct seeding culturing, and 
farm culturing than rice field culturing.
Key words : ginseng, fermented ginseng, variety, collection time, ginseno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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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인삼은 오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서 수삼뿌리를 건조한 것을 백삼, 6년근 수삼을 증열 또는 
팽열하여 전분을 호화시키는 전통적인 제조과정을 거친 것을 홍삼이라고 한다. 인삼의 주요성분은 
탄수화물 약 60%, 조단백질 10-11%, 조섬유 7-8%, 조지방 1-2%, 회분 3-4%로 구성되었고, 인삼의 
유효성분으로 알려진 dammarane계 ginsenoside 즉 사포닌의 함량은 4-10%수준으로 알려져 있다(한
국인삼사, 2002; Kim & Han, 2005).
  2008년 국내 인삼 재배면적은 19,408ha로 ’00년 12,445ha 대비 56% 증가하였고 인삼 생산액은 
7,355천억원으로 성장하였으며(2008 인삼통계자료집, 2009). 수출은 증가하여 2008년에는 97백만＄이
었다(2008 인삼통계자료집, 2009). 2008년에 수출된 인삼제품의 비율은 인삼가공제품이 53.61%로 가장 
많았고, 원형홍삼 42.75%, 백삼 3.53%, 수삼 0.11%였다(2008 인삼통계자료집, 2009). 국내의 인삼제품 
소비성향은 1996년을 기점으로 인삼농축액, 인삼차와 같은 백삼류 제품 소비는 꾸준히 감소한 반면, 
농축홍삼류, 홍삼차류 또는 캡슐제품 등과 같은 홍삼가공제품의 소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가공제품 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최근 발효인삼 가공연구에 대해 살펴보면,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인삼 제조연구(Park et al., 2006), 
인삼발효에 적합한 미생물 선발(Kim et al., 2007), 알코올 발효기술(Kim et al., 1985; Park et al., 
1982), 인삼첨가한 배추김치(Ku et al., 2006), Bifidobacterium 인삼요구르트 제조(한과 김, 2005), 
전통발효인삼주(윤과 한, 2004), 젖산발효시 인삼성분 변화(Nam & Yu, 1980) 등 연구가 진행되었으
나 발효인삼 가공에 적합한 인삼품종, 재배양식 및 지상부 활용을 위한 잎과 줄기 및 부위별 
ginsenoside 함량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삼뿌리는 물론 잎과 줄기까지 인삼제품 가공원료로의 가치여부를 평가하고자 
품종, 채취시기, 재배양식를 달리하여 인삼의 잎과 줄기, 뿌리의 생육특성과 ginsenoside 함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인삼의 지상부와 뿌리를 이용하여 발효인삼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품종선발, 
부위별 최적 채취시기 및 재배양식에 따른 생육특성과 ginsenoside 함량변이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시험 1> 발효인삼 개발을 위한 적합 품종 선발
  인삼의 품종별 지상부 및 지하부의 생육특성과 ginsenoside 함량을 구명하고자 시험품종은 천풍, 
연풍, 혼계종으로 하였고 시험재료는 4년생과 6년생으로 하였다. 잎과 줄기 및 뿌리의 생육특성조사를 
위한 시료채취는 품종별로 단풍기전인 9월 하순에 10개체씩 3필지에서 채취하였다. 생육특성조사는 
지상부와 지하부로 나누어, 지상부는 엽면적, 생경엽중, 건경엽중을, 지하부는 생근중, 건근중, 근건조율, 
총생체중과 총건물중을 조사하였고 성분분석을 위한 시료는 생육특성 조사 시료를 활용하였다. 
<시험 2> 발효가공을 위한 인삼 부위별 최적 채취시기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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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효 인삼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지상부와 지하부의 채취적기를 구명하고자 4년생 혼계종을 대상으로 
출아기인 4월부터 9월까지 월별 1회, 9월 중순과 10월초에 잎․ 줄기․ 뿌리를 3필지에서 10개체씩 채취하여 
부위별 조사하였다. 지상부 생육은 엽면적, 생엽중, 건엽중, 경장, 생경중, 건경중을 조사하였고, 잎, 줄기 
및 뿌리의 ginsenoside 함량 분석시료는 생육조사용 시료를 이용하였다. 건엽중과 건경중은 열풍건조
기를 55℃로 조절하여 5일간 건조한 후 평량하였고 엽면적 측정은 LI-3100C를 이용하였다.
<시험 3> 재배양식별 발효 가공적성 구명
  재배양식별 발효가공 인삼제품에 적합한 재배양식을 선정하고자 직파/이식재배 및 논/밭 재배 등 
재배양식별로 생육특성조사 및 ginsenoside 함량 분석을 하였다. 직파/이식재배는 직파재배에서 6년근 
재배지를 확보하지 못해 4년생에 대해서만 하였고, 논/밭 재배는 5년생과 6년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생육조사 및 분석시료는 직파/이식 및 논/밭 재배 모두 3필지에서 10개체씩 채취하였고, ginsenoside 
함량 분석 시료는 생육특성 조사용 시료를 활용하였다.  
  인삼 품질의 지표성분인 ginsenoside중 7종을 분석하였는데, 분석시료조제는 열풍건조기 55℃하에
서 5일간 건조 후 분석에 필요한 량을 80-100메쉬로 분쇄하여 -20℃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필요량을 
취하여 전 처리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시료 전처리는 분석시료 1g을 취하여 250 ㎖ △flask 에 넣고 70% 메탄올 70㎖을 넣은 후 혼화시
키고, 80℃로 조정된 water bath에서 60분간 환류 추출을 2회한 다음 60℃ 감압 농축 후 물 25㎖에 
용해시킨 시료 5㎖을 Sep-Pak C18 plus에 흡착시킨후 물20㎖ 1차 세척, 30%메탄올 15㎖ 2차 세척
후 메탄올 5㎖로 용출 후 0.45㎛ syringe filter로 여과한다. 이와 같이 얻어진 분석 샘플을 UPLC(모
델명 : ACQUITY UPLC, 제조사 : Waters)를 이용하여 표 1과 같은 조건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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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HPLC를 이용한 ginsenoside 분석조건.
Solvent 유 속 H2O(%) ACN(%) Time(min)

0 0.600 85.0 15.0
0.50 0.600 85.0 15.0
14.5 0.600 70.0 30.0
15.5 0.600 68.0 32.0
16.50 0.600 60.0 40.0
17.00 0.600 45.0 55.0
19.00 0.600 45.0 55.0
21.00 0.600 10.0 90.0
22.00 0.600 85.0 15.0

Column ACQUITY UPLC BEH C18 1.7㎛(2.1×50mm)
Column  temp 40℃
Wavelength 203nm

Injection volume 1㎛

3. 결과 및 고찰
<시험 1> 발효인삼 개발을 위한 적합 품종 선발
가. 생육특성

  인삼의 지상부와 지하부를 발효인삼 원료로 활용을 전제로 이에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천풍, 
연풍 및 혼계종에 대해 4년생과 6년생의 잎과 줄기 및 뿌리의 생육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4년생에서는 엽면적은 연풍이 1,196㎠로 가장 넓었고, 생경엽중과 건경엽중은 품종간 차이가 없었다. 
생근중과 건근중은 연풍이 가장 무거웠으나 건조비율은 천풍에서 30.4%로 가장 높았으며, 주당 총생
체중과 총건물중은 연풍이 92.2g, 22.7g으로 가장 높았다. 
  6년생에서는 엽면적은 4년생과 같은 경향이었으나, 생경엽중과 건경엽중은 연풍이 각각 75.4g, 
12.4g으로 가장 무거웠다. 생근중과 건근중도 연풍이 139.4g, 41.3g으로 가장 무거웠으나, 근건조율은 
천풍이 29.9%로 가장 높았다. 주당 총생체중과 총건물중은 연풍이 214.1g, 53.5g 으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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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품종별 잎, 줄기 및 뿌리의 농업형질 특성
<4년생>

품종명 엽면적
(㎠/주)

생경엽중
(g/주)

건경엽중
(g/주)

생근중
(g/주)

건근중
(g/주)

근건조
율(%)

총생체중
(g/주)

총건물중
(g/주)

천  풍 894 37.4 5.9 46.1 14.4 30.4 83.1 20.4
연  풍 1,196 36.2 5.8 56.1 16.1 28.6 92.2 22.7
혼계종 1,115 37.1 5.4 47.4 10.4 21.3 84.2 19.9  

<6년생>
품종명 엽면적

(㎠/주)
생경엽중
(g/주)

건경엽중
(g/주)

생근중
(g/주)

건근중
(g/주)

근건조
율(%)

총생체중
(g/주)

총건물중
(g/주)

천  풍 1,015 48.1 7.2 97.4 29.2 29.9 144.2 36.6
연  풍 2,250 75.4 12.4 139.4 41.3 29.4 214.1 53.5
혼계종 1,563 52.2 7.2 104.3 28.8 26.9 156.3 35.1

나. 품종별 ginsenoside 함량
  인삼을 발효시켜 제품화할 경우에는 사포닌, 당 및 전분 등의 함량에 의해 가공적성이나 제품품질이 
좌우될 것으로 추정되나, 지금까지는 가공적성이나 소비자의기호도보다는 가공제품의 ginsenoside 함
량을 품질기준으로 해서 평가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발효인삼 원료로 사용할 경우, 적합성을 평가하
고자 잎과 줄기의 ginsenoside 함량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품종별 경․엽의 ginsenoside 함량
<4년생>

품종명
Ginsenoside(mg/g)

Rg1 Re Rf Rb1 Rc Rb2 Rd 계

천  풍 0.70 1.62 0.11 0.21 0.26 0.31 0.52 3.73

연  풍 0.72 1.71 0.12 0.17 0.26 0.34 0.51 3.83

혼계종 0.51 1.24 0.10 0.14 0.20 0.26 0.37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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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생>

품종명
Ginsenoside(mg/g)

Rg1 Re Rf Rb1 Rc Rb2 Rd 계
천  풍 0.78 1.77 0.12 0.27 0.37 0.39 0.60 4.30
연  풍 0.81 1.86 0.12 0.20 0.35 0.44 0.60 4.38
혼계종 0.56 1.34 0.10 0.15 0.24 0.42 0.67 3.39 

  Ginsenoside 함량은 4년생과 6년생 모두 연풍에서 각각 3.83mg/g, 4.38mg/g 으로 천풍이나 혼계
종보다 높았고 천풍과 연풍간에는 4년생, 6년생 모두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다. 뿌리 ginsenoside 함량
  홍삼 가공제품의 주 원료인 뿌리의 ginsenoside 함량은 분석한 결과는 표 4과 같다.
  뿌리의 ginsenoside 함량은 4년생에서는 시험품종중 연풍이 2.93mg/g으로 가장 높았고, 6년생에서는 
혼계종에 비해 연풍이 0.79mg/g 높았다. 

  표 4. 품종별 뿌리의 ginsenoside 함량
<4년생>

품종명 Ginsenoside(mg/g) 
Rg1 Re Rf Rb1 Rc Rb2 Rd 계

천  풍 0.35 0.43 0.15 0.61 0.36 0.31 0.19 2.39 
연  풍 0.43 0.49 0.20 0.73 0.43 0.44 0.21 2.93 
혼계종 0.28 0.37  0.14 0.49 0.39  0.40 0.22  2.29 

<6년생>

품종명 Ginsenoside (mg/g)
Rg1 Re Rf Rb1 Rc Rb2 Rd 계

연  풍 0.54 0.46  0.22 0.84 0.46 0.45  0.23 3.19 
혼계종 0.35 0.34 0.18 0.62 0.38 0.36 0.17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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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생과 6년생을 비교한 결과, 연풍은 4년생 2.93mg/g, 6년생 3.19mg/g, 혼계종은 4년생 
2.29mg/g, 6년생 2.40mg/g 으로 6년근에서 다소 높은 경향이었고, 품종 간에는 연풍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지금까지 인삼발효제품에 적합한 품종 조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없었다. 그러나 인삼제품 원료
로 우수한 품종조건은 원형삼에서는 체형이 우수한 것이었고, 엑기스 제품에서는 ginsenoside 함량과 
수율이 높은 것이 유리하다. 새로 개발하려는 발효인삼제품에 우수한 품종은 체형보다는 수량성과 
ginsenoside 함량이 높은 것이 유리할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품종은 연풍으로 
분석되었다. 
  <시험2> 발효인삼 가공을 위한 인삼부위별 채취시기 구명
  인삼의 잎과 줄기를 발효인삼의 원료로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잎과 줄기의 생육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생육시기별 잎의 생육변화  

생육시기
엽 줄기

엽면적
(㎠/주)

생엽중
(g/주)

건엽중
(g/주)

경장
(㎝)

생경중
(g/주)

건경중
(g/주)

4월 - - - 8.2 4.5 0.5 
5월 1,183 25.5 3.5 45.6 18.5 1.3 
6월 1,412 27.8 4.2 50.1 20.5 1.5 
7월 1,340 27.2 4.6 49.4 20.6 2.1 
8월 1,479 31.2 5.3 49.5 20.5 2.0 

9월초 1,371 30.7 4.4 49.3 18.7 1.7 
9월중 1,390 28.8 3.9 50.0 16.7  1.7 
10월초 1,280 23.9 3.4 49.2 11.1 1.6

  인삼의 엽면적은 전엽이 완료되는 6월까지는 급속한 증가를 보였으나, 9월중순까지 비슷하였다. 이후 
10월초에 약간 감소하였다. 잎의 생중량과 건엽중도 엽면적과 8월까지 증가하여 최고를 나타낸 이후 
감소하였다. 경장도 엽면적과 같이 6월까지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대차없었으며, 생경중과 건경중은 
6~8월 이후 최고를 나타냈으며 이후 감소였다.
  발효인삼 원료삼으로의 뿌리삼의 채취시기를 설정하고자 4월부터 10월 초까지 뿌리의 생육특성 변
화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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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생육시기별 뿌리의 생육특성 변화
조사시기 근장

(㎝)
동장
(㎝)

동직경
(mm)

지근수
(개)

생근중
(g/주)

건근중
(g/주)

4월 20.0 6.2 22.1  3.2 29.5 6.3 
5월 21.2 5.9 21.8 4.4 23.6 3.6
6월 21.6 6.6 20.9 3.0 28.3 7.2
7월 21.2 6.8 21.8 3.4 32.1 9.3
8월 21.0 7.0 23.2 3.3 35.6 9.7

9월초 21.6 6.0 24.4 3.0 38.9 10.3
9월중 21.9 6.2 24.4 3.1 43.9 14.0 
10월초 22.5 6.3 25.8 3.0 45.5 14.1

  4년생 인삼의 근장은 4월~10월까지 20.0~22.5cm로 대차없이 비슷하였는데, 4년근에서 근장이 결
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동장, 동직경, 지근수는 전 조사기간 중 변화없이 비슷하였다. 생근중과 
건근중은 8월 이후 증가하여 수확기인 10월초에 가장 무거웠다.  
  발효홍삼 제조원료로 인삼 잎을 이용하였을 때 가장 적합한 채굴시기를 설정하고자 생육기간 중 
ginsenoside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생육시기별 잎의 ginsenoside 함량 분석
분석시기 Ginsenoside(mg/g)

Rg1 Re Rf Rb1 Rc Rb2 Rd 계
4월* 0.27 1.33 NT† 0.01  0.78 0.05 0.75 3.19 
5월 0.26 1.04 NT NT 0.30 0.09 0.53 2.22 
6월 0.64 1.60 NT NT 0.16 0.16 0.69 3.25 
7월 0.63 2.06 NT 0.04 0.41 0.38 0.79 4.31 
8월 0.48 1.78 NT 0.13 0.65 0.19 0.35 3.59 

9월상 0.70 1.63  0.11 0.21 0.26 0.39 0.61 3.92
9월중 0.32 0.81 0.01 0.06 0.08 0.13 0.23 1.65 
10월초 0.50 0.90 NT NT NT 0.10 0.30 0.18

* 4월 시료는 전엽전의 잎과 줄기 포함 †not detected
  Ginseniside 함량은 4월에는 3.19%이었으나, 5월에는 2.22%이었다가 이후 증가하여 7월에 4.31%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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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에 달하였고 이 후 감소하여 10월 초에는 0.18% 으로 감소하였다. ginsenoside 개별 성분중 Rf는 
9월 상중순에만 존재하였고, Rb1은 4월에 0.01% 로 아주 적은 양이 검출되었으나, 5월, 6월에는 검출
되지 않았으며, Rc는 10월 초에만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의 성분들은 전 생육기간 존재하였다. 
Ginsenoside 함량에 기여도가 높은 개별 ginsenoside는 Re가 가장 높았고, Rd, Rg1 순이었다. 
  줄기의 ginsenoside 함량의 변화를 밝히고자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생육시기별 줄기의 ginsenoside 함량 분석

분석시기
Ginsenoside (mg/g)

Rg1 Re Rf Rb1 Rc Rb2 Rd 계
5월 0.04 0.15  NT NT NT NT NT 0.19 

6월 0.08 0.27 NT NT NT NT NT 0.35 

7월 0.08 0.19 NT NT NT NT NT 0.27 

8월 0.08 0.22 NT NT NT NT NT 0.30 

9월상 0.19 0.30 0.08 0.08 0.08 0.09 0.11 0.93 

9월중 0.05 0.07 0.02 0.02 0.02 0.02 0.03 0.23 

10월초 0.01 0.02 0.0 0.0 0.0 0.0 0.0  0.03
  줄기에 함유된 ginsenoside는 엽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고, 함량에서도 많은 차이를 보였다. 
ginsenoside 함량은 5월 이후 0.19%이었던 것이 6월~8월에는 0.27~0.35% 로 약간 증가하나 9월에 
급격히 증가하여 0.93% 으로 가장 높았고 그 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9월에 ginsenoside 함량이 급격
히 증가한 이유는 5월~8월까지 ginsenoside Rf, Rb1, Rc, Rb2, Rd 등 5종이 존재하지 않았으나,  9
월에 ginsenoside 개별 성분이 검출되었기 때문이었다. 
  잎과 줄기를 합치면 9월 상순에 가장 높은 ginsenoside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발효인삼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잎과 줄기 채취한다면 시기는 9월 상순이 
가장 유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생육시기별 ginsenoside 함량의 변화를 조사하여 채굴시기를 밝히고자 뿌리의 ginsenoside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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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생육시기별 뿌리의 ginsenoside 함량 분석

조사시기
Ginsenoside (mg/g)

Rg1 Re Rf Rb1 Rc Rb2 Rd 계
4월 0.17 0.36 0.02 0.43 0.33 0.23  0.04 1.58 
5월 0.31 0.75 0.07 0.79 0.67 0.46 0.20 3.26 
6월 0.25 0.47 0.03 0.65 0.51 0.34 0.16 2.42 
7월 0.20  0.34 0.05 0.49 0.43 0.34 0.08 1.94 
8월 0.22 0.31 0.06 0.58 0.30 0.28 0.11 1.86 

9월초 0.31 0.35 0.15 0.52 0.37 0.37 0.18 2.26 
9월중 0.37 0.39 0.20 0.55 0.44 0.46 0.24 2.65
10월초 0.35 0.38 0.22 0.57 0.45 0.47 0.26 2.70

  인삼뿌리의 ginsenoside 함량은 4월에 1.58mg/g으로 가장 낮았으나 대체로 9월~10월에는 
2.26~2.70mg/g으로 높았다. 그 후 8월까지 감소하다가 9월 이후 증가하여 10월초에는 2.70% 이었
다. 개별 성분이 ginsenoside 함량에 기여하는 정도는 Rb1이 가장 높았다. 생육시기에 따른 
ginsenoside 함량 변이가 큰 개별 ginsenoside는 Re가 0.31-0.75%로 가장 컸다.
  이 연구에서는 부위별 ginsenoside 함량은 잎>뿌리>줄기 순이었는데, Choi et al.(2009)은 지상부
를 차로 이용하고자 생육시기별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지상부 부위별 사포닌 함량은 잎> 꽃> 줄기 
순이었다는 보고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였고, 인삼 꽃에도 상당량의 ginsenoside를 함유하고 있
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인삼발효제품 원료로 꽃까지 활용한다면 보다 다양한 ginsenoside 함유한 
제품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고찰되었다. 
  이 연구결과 인삼 전체를 이용하여 발효인삼제품을 개발한다면 인삼채취시기는 9월 상․ 중순이었고, 
뿌리만 이용할 경우에는 10월 초순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시험 3> 재배양식별 발효 가공적성 구명
  발효인삼 제품가공 원료삼 생산에 유리한 재배방식을 구명하고자 직파/이식재배 양식에 대해 4년생
의 생육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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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재배양식별 생육특성(4년생)
재배양식 근장

(㎝)
동장
(㎝)

동직경
(mm) 지근수 생근중

(g/주)
건근중
(g/주)

직    파 24.6 5.9  27.4  3.1  59.8  17.2 
이    식 26.2  6.4  27.9 4.0 76.9  21.1  

  4년생 뿌리에 있어, 직파재배가 이식재배보다 근장과 동장이 짧았고, 동직경은 차이가 없었으나, 동
직경은 비슷하였으며 생근중과 건근중도 가벼운 경향이었다. 
  직파/이식 재배시 뿌리삼의 ginsenoside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았는데 ginsenoside 함량은 
직파재배가 이식재배보다 다소 높았다. 
  이 연구결과는 직파재배보다 이식재배가 생장량이 많았던 것은 본포에서의 재배기간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직파재배는 본포에서 4년간 재배가 이루어지는데, 1년생일 때에는 출아와 생육초
기에는 안전재배를 위해 잦은 관수작업이 이루어짐에 따라 토양의 물리성이 이식재배보다 양호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발효인삼은 뿌리의 체형을 중시하는 원형 홍삼과 달리 수량과 지표성분
인 ginsenoside 함량이 높은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목적에 근거로 할 경우에는 체형을 중시
하지 않아도 되는 발효인삼은 수량과 ginsenoside 함량이 높은 재배양식을 권장해야 할 것으로 여겨
진다. 

표 10. 재배양식별 ginsenoside 함량(4년생)

재배양식 Ginsenoside(mg/g)
Rg1 Re Rf Rb1 Rc Rb2 Rd 계

직   파 0.18 0.48 0.21 0.51 0.40 0.27 0.14 2.18 
이   식 0.16 0.34 0.11 0.40 0.24 0.16 0.10 1.51

  논/밭에서 재배된 인삼 5, 6년생의 뿌리의 생육(표 11)을 조사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12와 같다. 
  5년생에서는 논 재배가 밭 재배보다 근장과 동장은 짧았으나, 동직경은 굵었고 지근수는 많은 경향
이었다. 생근중과 건근중은 비슷한 경향이었다. 6년생에서는 근장은 논 재배는 밭 재배와 비슷하였고, 
동장은 논 재배가 짧은 경향이었으나, 동직경은 굵고, 지근수는 많은 경향이었으며, 생근중과 건근중은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이와 같이 뿌리의 생육은 논 재배와 밭재배가 대차없이 비슷하였으며, 5년생보다는 6년생에 다소 
많았다. 
  Ginsenoside 함량은 5년생과 6년생 모두 ginsenoside 함량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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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를 근거로 할 때, 발효인삼용 원료삼은 6년근 이용을 전제로 한다면
논/밭 구분없이 이식재배를 하는 것이 ginsenoside 함량의 차이없이 수량이 높아 유리할 것으로 분석
되었다. 그러나 인삼 발효 시에는 수량이나 ginsenoside 함량 못지 않게 발효균주의 먹이가 되는 당 
함량이나 종류 등이 중요한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11. 논/밭 재배에 따른 생육특성 변화
<5년생>

지목 근장 동장 동직경 지근수 생근중 건근중
논 23.5 6.4  30.4 4.5  72.5 23.7  
밭 27.5 8.5 26.8 3.2 81.2 24.1 

<6년생>
지목 근장 동장 동직경 지근수 생근중 건근중
논 26.1 9.3 33.9 5.1 108.0 33.8
밭 25.1 11.0 31.6 3.6 104.1 38.7 

  논/밭 재배시 ginsenoside 함량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논/밭 재배에 따른 ginsenoside 함량 변화
<5년생>

지목 Ginsenoside(mg/g) 
Rg1 Re Rf Rb1 Rc Rb2 Rd 계

논 0.28 0.37 0.15 0.49 0.33 0.32 0.14 2.09 
밭 0.24 0.39 0.17 0.50 0.34 0.26 0.06 1.95

<6년생>

지목 Ginsenoside(mg/g)
Rg1 Re Rf Rb1 Rc Rb2 Rd 계

논 0.34 0.43 0.17 0.55 0.43 0.40 0.16 2.48
밭 0.35 0.44 0.17 0.67 0.37 0.36 0.15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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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발효인삼 제조에 적합한 원료삼 재배조건을 구명하고자 재배품종, 생육시기, 재배연수, 재배양식에 
따른 잎, 줄기 및 뿌리의 생육특성과 ginsenoside 함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발효인삼 제조에 적합한 품종은 4년생, 6년생 모두 잎과 줄기 및 뿌리의 생장량이 많았고, 

ginsenoside 함량이 높았던 연풍이었다.
  2. 생육시기에 따른 잎과 줄기의 생장량은 6월부터 9월 상순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고, 뿌리 생장량은 

잎과 줄기가 고사되는 9월 중순~10월 초에 가장 높았다. 경․엽의 ginsenoside 함량은 9월 초를 
정점으로 감소하였고, 뿌리는 수확기인 9월 중순-10월 초에 2.65-2.70mg/g에 이르렀다. 잎 ․ 줄
기 및 뿌리의 생장량과 ginsenoside 함량의 변화를 고려할 때 전체를 발효인삼제조에 이용하기 
위한 채취시기는 9월 상․중순이었다.

  3. 직파/이식재배에서 뿌리의 생근중은 직파재배보다 이식재배에서 무거웠으나, ginsenoside 함량
은 직파재배에서 이식재배보다 높았다. 논/밭 재배에서 6년근의 경우 생근중은 차이가 없었고, 
ginsenoside 함량도 차이 없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발효인삼제조에 적합한 인삼은 연풍
이 있었으며, 채취시기는 경․엽의 수량성과 ginsenoside 함량을 고려할 때, 9월 상․중순이었으며, 
재배양식에서는 직파보다는 이식재배가, 논 재배보다는 밭 재배가 유리한 것으로 추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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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경기 인삼 브랜드화를 위한 묘삼 생산 기술 연구 인삼․약초 ’07∼’09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안영남

 묘삼 안정생산을 위한 대체 약토 개발 시험 인삼․약초 ’07∼’09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안영남

색인용어 인삼, 묘삼, 약토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lect new Yakto in seedling of ginseng. Survival rate of 
seedling under fermented sawdust showed the highest value, and the lowest one under swine 
manure and mixed oil cake. Stem length of seedling under fermented sawdust were higher 
than others with different growing stages. Fresh root weight under fermented 
sawdust(0.86g) were higher than mixed oil cake(0.30g). Ratio of available seedling under 
fermented sawdust the highest value(60%), and the lowest one(20%) under puffing husk, 
fermented sawdust is expected to be superior for growing. Selected ratio of available 
seedling under samhyup manure and fermented sawdust D highest value(60∼63%). Ratio of 
rusty seedling under fermented sawdusts the lowest value. 

Key words : Ginseng, Seedling, Yak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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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Panax속의 두릅과(Araliaceae)에 속하는 고려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자양강장, 항암효
과 등의 효과가 있어 한약재와 건강식품으로 이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고려인삼 주재배 지역은 경기 
연천, 파주, 포천, 양주, 여주, 이천, 안성, 강원도 홍천, 충북 음성, 충남 부여, 전북 진안, 경북 풍기 
등이다. 이 중 6년근 홍삼 원료삼은 경기도에서 전국의 39%가 생산 된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특
히 원형삼 제품은 체형이 우수하고 조직이 단단한 천삼이라야 우수 제품인 천삼을 생산할 수 있다.
  인삼 수출 제품중 원형 홍삼제품의 비율은 전체 인삼 수출액의 42%를 점유하고 있다. 원형 홍삼의 
수출을 높이려면 고품질의 원형 홍삼제품을 생산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수체형을 갖춘 
6년근 원료삼을 생산할 수 있는 우량 묘삼을 생산해야 한다. 
  묘포 종류는 양직, 반양직, 토직 등 3가지가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체형이 우수한 6년근 인삼을 생
산하기 위해 양직묘포를 선택하고 있다. 양직묘포는 활엽수의 낙엽을 주원료로 한 약토가 적합한데 최
근 산림보호정책 강화로 낙엽채취가 금지되면서 우수 약토 공급 부족과 생산비과다로 양직묘포의 면
적은 감소하고, 개발된 대체약토를 이용하고 있으나 묘삼 소질이 저하되어 천삼이나 양삼의 비율이 감
소되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간 묘삼 소질 개선을 위해 예정지관리(이 등, 1985: 조 등, 1998: 농촌진흥청, 2009), 염류장해 
경감기술(김 등, 1977: 국립원예특작과학원, 2008), 약토혼합비율(이 등, 2003: 안 등, 2003) 등에 대
한 재배기술 개선 연구를 수행되었으나 6년근 인삼 생산에 적합한 대체약토 개발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관행약토의 우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체약토를 개발하고자 목재 및 농축산물 부산물인 톱
밥과 왕겨, 돈분 등의 조성비율을 달리하여 시험을 수행하여 얻어진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2. 재료 및 방법
  2008년~2009년 까지 관행 약토를 대체할 수 있는 상토재료를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2008년에는 표 1과 같이 발효톱밥 등 7가지 재료로 인삼GAP
표준재배지침서에 따라 양직모밭을 조성하였다. 시험재료의 혼입량은 칸 당(3.3m2) 질소량이 0.3kg이 
되도록 원야토와 대체약토를 합하여 상토를 조제하였다(표 3). 반복당 시험구 면적은 6.6m2(2칸)로 하
여 혼계종 종자를 1,740립/3.3m2(1칸)을 파종하였다. 
  2009년에는 2008년에 선발된 발효톱밥에 대해 혼합비율을 달리하여 최적 대체약토를 개발하고자 
시험을 수행하였는데(표 2), 상토조제는 시험재료의 질소 함량이 원야토 100ℓ에 관행약토 0.30, 삼협
퇴비 0.30, 발효톱밥A 0.21, 발효톱밥B 0.31, 발효톱밥C 0.42, 발효톱밥D 0.52kg이 되게 비율을 조
절하였다(표 4). 시험구 면적은 반복당 6.6m2(2칸)로 하여 혼계종 종자를 1,740립/3.3m2(1칸)을 파종
하였다. 묘포관리는 인삼GAP표준재배지침서에 의해 관리를 하였다.
  조사항목은 농촌진흥청(2004)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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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난괴법 Duncan 다중범위검정으로 분석하였다.

표 1. 조제상토의 이화학적 특성(2008)
번호 시험재료 pH

(1:5)
수분
(%)

유기물
(%)

T-N
(%)

P2O5(%)
K2O(%)

CaO
(%)

MgO
(%)

EC
(dS/m)

1 관행약토 7.4 17.6 18.8 0.86 1.06 0.77 1.45 0.46 5.58 
2 발효톱밥 7.5 21.5 71.4 0.52 0.34 0.29 0.33 0.16 6.04 
3 삼협퇴비 8.2 21.6 55.3 1.37 0.62 0.52 1.82 0.29 1.01 
4 부엽토 7.8 21.8 32.9 0.24 0.29 0.43 0.94 0.27 3.97 
5 팽연왕겨 8.3 24.3 51.5 0.38 0.08 0.57 0.11 0.04 0.30 
6 돈분퇴비 7.9 21.9 59.9 1.12 1.25 0.03 0.14 0.03 0.02 
7 혼합유박 5.1 2.3 43.8 6.07 2.10 0.08 0.26 0.36 0.17 

표 2. 시험전 조제상토의 이화학적 특성(2009)

번호 처리내용 pH
(1:5)

O.M
(%)

NO3-N
(mg/kg)

P2O5(mg/kg)
cmol+/kg EC

(dS/m)K Ca Mg Na
1 관행약토 6.7 1.6 30.0 622.9 0.6 5.8 1.7 0.1 0.5
2 삼협퇴비 6.3 1.2 21.5 50.4 0.6 3.8 0.7 0.1 0.3
3 발효톱밥A 6.4 2.3 2.2 132.8 0.6 3.5 0.8 0.1 0.1
4 발효톱밥B 6.4 2.9 0.2 198.5 0.6 3.4 1.0 0.1 0.2
5 발효톱밥C 6.4 3.0 1.0 270.2 0.6 3.5 1.2 1.1 0.2
6 발효톱밥D 6.4 4.8 1.1 407.6 0.6 3.5 1.4 0.1 0.3

표 3. 대체약토 혼합량(2008)
번호 처리내용 대체약토의 T-N(%) 원야토(L/칸) N 0.3kg 해당량†

1 관행약토 0.86 400 34.9
2 발효톱밥 0.52 〃 57.7
3 삼협퇴비 1.37 〃 21.9
4 부엽토 0.24 〃 125.0
5 팽연왕겨 0.38 〃 79.0
6 돈분퇴비 1.12 〃 26.8
7 혼합유박 6.07 〃 4.9

 ※ 칸당 질소량 0.3kg으로 맞추어 상토조제
 † 0.3/대체약토의 T-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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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상토조제의 대체약토 혼합량(2009)
번호 대체상토 상토조제시 혼입량

(kg/원야토 100ℓ)
질소함량

(kg/원야토 100ℓ)
1 관행약토  8.7  0.30
2 삼협퇴비  5.5  0.30
3 발효톱밥A 10.0  0.21
4 발효톱밥B 15.0  0.31
5 발효톱밥C 20.0  0.42
6 발효톱밥D 25.0  0.52

3. 결과 및 고찰
가. 조제상토 이화학성

  시험 전 조제상토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유기물은  관행약토 3.0%에 비하여 혼합유
박 1.5%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제상토에서 높았는데 이중 삼협퇴비와 돈분퇴비만이 약토와 비슷한 수
준이었다. 전질소는 관행약토 0.08%에 비하여 혼합유박과 삼협퇴비가 각각 0.06, 0.08%로 비슷하였
고 다른 처리는 약간 낮았다. 염류를 추정할 수 있는 EC는 관행약토, 발효톱밥, 삼협퇴비, 부엽토, 팽
연왕겨에서 0.10∼0.66ds/m 범위로 적정 수준이었으나 돈분퇴비는 1.00으로 약간 높았고 혼합유박은 
5.35ds/m로 인삼 생육에 염류장해가 발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EC의 적합
기준는 0.5ds/m이하이고 1.0 이상이면 인삼을 재배할 때는 염류농도를 조절해야 적변삼, 황병을 예방
할 수 있다고 하였다(농촌진흥청, 2009). 

표 5. 시험전 조제상토의 이화학성
번호 처리내용 pH

(1:5)
O.M
(%)

T-N
(%)

P2O5(%)
K2O(%)

CaO
(%)

MgO
(%)

EC
(dS/m)

1 관행약토 7.5 3.0 0.08 0.06 0.28 0.16 0.13 0.66 
2 발효톱밥 7.6 4.4 0.05 0.03 0.31 0.08 0.13 0.43 
3 삼협퇴비 7.5 3.2 0.08 0.03 0.26 0.08 0.11 0.26 
4 부엽토 7.7 4.0 0.04 0.21 0.36 0.34 0.19 0.57 
5 팽연왕겨 7.5 3.6 0.05 0.01 0.32 0.06 0.07 0.10 
6 돈분퇴비 7.7 3.1 0.04 0.03 0.46 0.14 0.02 1.00 
7 혼합유박 7.7 1.5 0.06 0.03 0.28 0.25 0.06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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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확 후 조제상토의 이화학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시험전 보다 시험후에 pH, OM, T-N, 
P2O2, K2O는 낮아졌으나 CaO, MgO, EC는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EC는 돈분퇴비와 혼합유박이 
각각 4.9, 7.9ds/m로 많이 높아져 최적지 염류농도 보다 10~16배로 높았는데 이는 농진청보고(2009)
에 의하면 염류장해 발생이 우려되는 정도였다. 수확후에 T-N는 관행약토 0.002%로 부엽토와 비슷
하였고 P2O2는 관행약토가 0.01%로 삼협퇴비와 혼합유박이 유사하였다. EC는 시험전 보다 수확후에 
톱밥비료, 삼협퇴비, 돈분퇴비, 유기질비료가 증가하였고, 관행약토, 부엽토, 팽연왕겨가 감소하였다.

표 6. 수확후 조제상토의 화학성
번호 처리내용 pH

(1:5)
O.M
(%)

T-N
(%)

P2O5(%)
K2O(%)

CaO
(%)

MgO
(%)

EC
(dS/m)

1 관행약토 7.3 1.2 0.002 0.01 0.02 0.37 0.13 0.6
2 발효톱밥 6.4 2.3 0.010 0.03 0.04 0.34 0.17 1.4
3 삼협퇴비 6.5 1.1 0.010 0.01 0.02 0.33 0.09 1.7
4 부엽토 7.3 2.3 0.002 0.02 0.02 0.44 0.11 0.4
5 팽연왕겨 7.2 1.2 0.004 0.001 0.01 0.25 0.05 0.4
6 돈분퇴비 7.0 0.8 0.040 0.03 0.02 0.54 0.17 4.9
7 혼합유박 6.0 0.4 0.050 0.01 0.03 0.64 0.34 7.9

나. 대체 약토 선발(2008)
  대체약토별 출아율 특성은 표 7에서와 같이, 출아율은 35.3~93.7% 였는데, 이중 80% 이상의 출아
율을 보인 조제상토는 관행약토, 발효톱밥, 팽연왕겨였고, 그 외의 조제상토에서는 80% 미만이었다. 
출아율이 극히 낮았던 돈분퇴비와 혼합유박은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험전 EC가 적정치 보다 높
았던 것으로 보아 염류장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본 시험의 연구결과는 발효톱밥이 관행약토, 
부숙볏짚, 부엽토+피트모스, 부엽+훈탄왕겨 보다 출아율이 높다는 보고(경북농업기술원, 2003)와 비
슷하였다.

표 7. 조제상토에 따른 묘삼 출아율
번호 처리내용 출아율(%)
1 관행약토   83.7 a †
2 발효톱밥 93.7 a 
3 삼협퇴비  75.0 ab
4 부엽토 79.3 a
5 팽연왕겨 80.7 a
6 돈분퇴비 59.0 b
7 혼합유박 35.3 c

 † 같은 문자에 대하여 5%내에서 유의차이 없음(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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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제상토에 따른 생육시기별 지상부 생육은 6월 20일경에 지상부 성장이 완료 되었는데, 출아율에 
관계없이 조제상토별로 차이가 뚜렷하였는데 지상부의 생육이 양호하였던 조제상토는 관행약토와 발
효톱밥이었다(표 8). 

표 8. 조제상토에 따른 생육시기별 묘삼의 지상부 생육특성

번호 처리내용
경장(cm) 엽장(cm) 엽폭(cm)

5/9(월/일) 6/20 7/28 5/9(월/일) 6/20 7/28 5/9(월/일) 6/20 7/28
1 관행약토   3.7 b † 6.2 a 6.3 b 2.7 b 4.0 a 3.9 b 1.4 b 2.0 a 2.0 b
2 발효톱밥 4.0 a 6.2 a 6.7 a 2.9 a 4.1 a 4.1 a 1.5 a 2.0 a 2.1 a
3 삼협퇴비 3.5 c  5.8 ab 5.9 c 2.7 b 3.4 b 3.9 b 1.3 b 2.0 a 2.0 b
4 부엽토  3.6 bc  5.8 ab 4.5 e 2.6 b 3.2 c 3.3 d 1.3 b  1.7 ab 1.7 d
5 팽연왕겨 3.5 c 4.4 c 4.3 e 2.6 b 3.2 c 3.4 d 1.3 b 1.6 c 1.7 d
6 돈분퇴비 3.1 d  5.0 bc 5.3 d 2.3 c 3.6 b 3.5 c 1.1 c 1.9 b 1.8 c
7 혼합유박 2.3 e 4.4 c 3.9 f 1.9 d 3.4 b 3.4 d 0.9 d 1.9 b 1.6 d

 † 같은 문자에 대하여 5%내에서 유의차이 없음(DMRT).

   
<발효톱밥>            <관행약토>                <돈분퇴비>             <혼합유박>

그림 1. 조제약토별 지상부 생육 특성

  대체약토 종류에 따라 묘삼의 중요특성인 지하부 생육을 조사결과(표 9) 묘삼 분류기준인 갑삼과 을
삼의 기준으로 나눌 때 체형에 관계없이 근중 기준으로 보면 갑삼에 해당되는 조제상토는 없었으며 
부엽토와 팽연왕겨, 혼합유박을 제외한 모든 조제상토는 을삼에 해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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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조제상토에 따른 묘삼의 지하부 생육특성

번호 처리내용 근장
(cm)

근직경
(mm)

근중
(g/주)

1 관행약토    12.9 bc † 4.5 b 0.72 b
2 발효톱밥 14.7 a 4.8 a 0.86 a
3 삼협퇴비 11.7 d 4.5 b 0.69 b
4 부엽토 11.8 d 3.7 c 0.33 d
5 팽연왕겨  12.3 cd 3.7 c 0.43 c
6 돈분퇴비 13.5 b 4.5 b 0.68 b
7 혼합유박 10.4 e 3.6 c 0.30 d

 † 같은 문자에 대하여 5%내에서 유의차이 없음(DMRT).

  고품질 인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묘삼의 소질이 가장 중요한데, 약토 종류별 묘삼 소질을 분석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채굴주율은 경제성을 고려한다면 채굴주율은 50% 이상 이어야 하는데 이 연구
에서 이에 해당된 조제상토는 발효톱밥뿐 이었다. 특히 현재 묘삼농가에서 요구하는 칸당 식재묘삼수
는 700주 이상 인데 이 범위에 해당되는 조제상토는 발효톱밥이 753주로 유일하였다.

표 10. 약토별 지하부 생육에 따른 묘삼 소질
번호 처리내용 채굴주수

(주/칸)
채굴주율

(%)
불용

묘삼수
비율
(%)

식재가능
묘삼수

비율
(%)

1 관행약토  873 bc  50.2 bc  639 ab 73.2 a  234 bc 26.8 b
2 발효톱밥  1,250 a † 71.8 a 497 b 39.8 b 753 a 60.2 a
3 삼협퇴비 566 c 32.5 c 431 b 76.1 a  135 bc 23.9 b
4 부엽토  843 bc  48.4 bc 532 b  63.1 ab 311 b  36.9 ab
5 팽연왕겨 1,092 ab  62.8 ab 864 a 79.1 a  228 bc 20.9 b
6 돈분퇴비 584 c 33.6 c 435 b 74.4 a  149 bc 25.6 b
7 혼합유박 104 d  6.0 d  59 c  57.1 ab  45 c  42.9 ab

 † 같은 문자에 대하여 5%내에서 유의차이 없음(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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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약토별 지하부 생육 특성

다. 선발 대체 약토 혼합비율 시험(2009)
  2008년도 선발된 대체약토를 이용 2009년도 시험을 수행한 결과 출아율은 28.7~51.0% 수준으로 
다소 낮았는데, 원인은 개갑된 종자를 취급 중 고온에 노출되어 재휴면이 유도된 종자가 다량 포함되
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표11).  

표 11. 대체약토별 묘삼 출아율 
번호 처리내용 출아율(%)
1 관행약토 34.3
2 삼협퇴비 28.7
3 발효톱밥A 38.0
4 발효톱밥B 48.0
5 발효톱밥C 35.7
6 발효톱밥D 51.0

  약토별 주요시기에 따른 지상부 생육특성 결과를 보면 경장, 엽장, 엽폭 모두 2008년도 발효톱밥과 
비교할 때 경장 3.1~3.3cm 짧았고, 엽장 1.1~1.3cm 짧았으며, 엽폭 0.5~0.6cm 좁았는데 이는 양분
부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여겨진다(표 12).

표 12. 대체약토별 주요시기별 지상부 생육
번호 처리내용 경장(cm) 엽장(cm) 엽폭(cm)
1 관행약토 4.1 3.1 1.6
2 삼협퇴비 4.3 3.2 1.8
3 발효톱밥A 3.6 2.9 1.5
4 발효톱밥B 3.6 3.0 1.6
5 발효톱밥C 3.5 2.9 1.6
6 발효톱밥D 3.4 2.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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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토별 묘삼의 지하부 생육을 보면 근장, 근직경, 근중도 지상부와 같이 2008년 발효톱밥과 비교할 
때 근장은 짧고, 근직경은 가늘고, 근중은 가벼웠다. 이 결과는 묘삼 규격 분류 기준으로 할 때 0.65g 
이하는 식재 불가능삼으로 분류되는데, 이는 시험에 공시된 조제상토의 이화학특성이 관행약토에 비해 
낮았던 것이 원인이었다(표 13).

표 13. 대체약토별 묘삼 지하부 생육
번호 처리내용 근장

(cm)
근직경
(mm)

근중
(g/주)

1 관행약토 14.2 4.0 0.57
2 삼협퇴비 14.6 4.1 0.61 
3 발효톱밥A  9.9 3.2 0.22 
4 발효톱밥B  8.1 4.1 0.23 
5 발효톱밥C  9.5 3.5 0.22 
6 발효톱밥D  9.2 3.2 0.24 

  대체약토별 묘삼소질을 분류하면 식재가능 묘삼은 삼협퇴비와 발효톱밥D가 60%이상이었으나 전체 
채굴수가 189~321주로 시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4).

표 14. 대체약토별 묘삼소질 분류
번호 처리내용 채굴주수

(주/칸)
채굴주율

(%)
식재가능
묘삼수

비율
(%)

불용
묘삼수

비율
(%) 적변삼수 비율

(%)
1 관행약토 321 18.4 190 59.2 131 40.8 52 17.0 
2 삼협퇴비 221 12.7 141 63.7 80 36.3 34 14.5
3 발효톱밥A 189 10.9 104 54.9 85 45.1 5 2.0
4 발효톱밥B 209 12.0 105 50.5 103 49.5 11 6.3
5 발효톱밥C 198 11.4 76 38.4 122 61.6 12 6.2
6 발효톱밥D 256 14.7 155 60.8 100 39.2 7 2.7

  대체약토 처리량에 따른 자재비용은 관행약토에 비해 발효톱밥A, B, C, D에서 각각 1,436, 2,155, 
2,873, 3,591% 추가 투입되어 묘삼생산비 과다 소요로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15).

표 15. 대체약토량에 따른 투입 자재비용
구 분 관행약토 발효톱밥

A B C D
10a(300평) 1,566천원 22,500천원 33,750천원 45,000천원 56,250천원
지 수(%) 100 1,436 2,155 2,873 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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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하면, 2008년도 관행약토 보다 발효톱밥에서 묘소질이 우수하였으며 2009년
도에 발효톱밥의 약토혼합량을 조절하여 처리하였으나 개갑종자의 재휴면과 발효톱밥의 화학성이 규
격미달로 정상적인 시험수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톱밥의 수종과 생산지 파악이 어렵고 자재가 
관행약토에 비하여 14∼35배가 소요되어 경제적이지 못해 새로운 대체약토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4. 적  요
가. 대체 약토 선발(2008)
1) 출아율은 관행약토, 발효톱밥과 팽연왕겨에서 80% 이상 이었다.
2) 경장, 엽장은 발효톱밥이 관행약토와 삼협퇴비 보다 길었다.
3) 묘삼의 지하부도 발효톱밥이 관행약토 보다 근장이 길었고, 근중은 무거웠으며, 근직경은 굵었다.
4) 묘삼의 채굴주율은 발효톱밥이 가장 높았고 불용삼율은 가장 낮았다.

나. 선발 대체약토 혼합비율 시험(2009)
1) 출아율은 모든 처리에서 낮았는데 종자 재휴면의 원인으로 추정되었다.
2)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육은 관행약토 보다 발효톱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었다.
3) 채굴주수는 관행약토가 가장 많았고 발효톱밥D와 삼협퇴비가 비슷하였다. 
4) 대체약토인 발효톱밥에 대한 규격화가 되지 않아 시험재료의 균일성이 낮았고 투입자재 비용 분

석결과 발효톱밥의 재료비가 14∼35배 높아 이용가능성이 매우 낮아 다른 대체 약토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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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경기 인삼 브랜드화를 위한 묘삼 생산 
기술 연구 인삼․ 약초 ’05∼’09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안영남

 묘삼 소질이 본포 인삼 생육에 미치는 
영향 구명 인삼․ 약초 ’05∼’09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안영남
색인용어  인삼, 묘삼소질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physiological characteristics of ginseng in characters 
of seedling. Stem length and root weight of 4, 5, 6 years old ginseng was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seedling weight. Plant height of 4(2006, 2007), 5(2006), 6(2006) years old 
ginseng was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seedling length. Root weight, main root diameter 
and root length of 6 years old ginseng was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seedling length. 
Stem length and plant height of 4, 5, 6(2006) years old ginseng was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seedling diameter. Root weight, main root diameter and root length of 6 years 
old ginseng was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seedling diameter. In conclusion, Root weight 
and root diameter is expected to be superior for characters of seedling 

Key words : Ginseng, Seedling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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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경기 고려인삼(Panax ginseng C.A Meyer) 중 KT&G와 인삼농협의 계약재배면적은 전국의 39%이
고 경기도 재배면적의 77% 정도 점유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09). 이와 같이 계약재배면적이 높
은 이유는 수출 인삼제품 중 원형홍삼 수출 비율이 42%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홍삼 가공과정 중 내공
이나 내백 발생이 적고 타지역산 보다 경기 인삼이 가공 수율이 높고 생육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수출
에 경기인삼의 기여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가로 수출할 수 있는 원형홍삼의 원료삼인 천삼이나 지삼
의 비율이 1~2%로 매우 낮은 실정이다. 천삼이나 지삼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의 묘삼 분류 
기준 보다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원형 홍삼의 원료 인삼은 체형이 우수해야 
하는데 묘삼의 체형과 굵기와 근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간 체형이 우수하고 가공수율이 높은 홍삼 원료삼을 생산하기 위해 양질 묘삼 생산을 위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묘삼소질(경기농기원, 2007 : 전매청, 1979), 약토개발(이 등, 2003 : 이 등, 2004), 
재배관리연구(밝훈, 1996), 묘포예정지 관리(농촌진흥청, 2009a : 이 등, 1985), 묘삼 등급분류 기준
(한국인삼연초연구원, 1997 : 이 등, 1984)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수행해 왔으나 6년근 홍삼 원료
삼의 천삼, 지삼, 양삼의 비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묘삼의 분류기준은 여러 방법이 있으나 현재 사용되는 묘삼의 선별기준은 일반적으로 뇌두가 건실
하고 동체가 곧으며 근중은 약 0.7g 이상의 건전묘를 식재가능삼으로 하고 759g 당 800주를 갑삼, 
800~1,100주를 을삼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 분류할 경우 선발 기준이 좁아져 문제점이 있다(고려
인삼학회지, 1984).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중, 근직경, 근장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
이 옳을 것으로 여겨진다.
  묘삼 소질 객관적 평가지표의 설정으로 우량 묘삼 생산 및 묘삼 유통 활성화 하고 경기인삼의 수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체형이 우수하고 가공수율이 우수한 원료삼을 제공해야만 한다. 따라
서 묘삼 분류 기준을 개선하고자 근장, 근직경, 근중을 달리하여 시험연구를 수행한 결과이다.

2. 재료 및 방법
  2005∼2009년 본 연구는 수출용 원형 홍삼의 원료인 천삼, 지삼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지금의 묘
삼 규격 분류 기준을 세분화 하여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시험을 수행하였다. 2005, 2006, 2007
년에 칸 당(3.3m2) 54주로 이식을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표 1). 이식은 표 1과 같이 수행하였고 시
험구 면적은 9.9m2(3칸)로 하였다. 묘삼 소질 구분은 표 2와 같이 하였다. 해가림시설은 전후주연결식
으로 피복자재는 차광지로 하였다. 기타 관리는 인삼 GAP 표준재배지침서에 준하여 매년 관리하였다
(농촌진흥청, 2009b).
  생육 및 수량조사는 생육형질(초장, 경장)과 수량형질(근장, 동직경, 생근중)을 농업과학기술 연구조
사분석기준에 준하여 조사하였다(농촌진흥청, 2004). 시험구배치는 난괴법 3반복으로 하였다. 통계처
리는 SAS 프로그램의 LSD(최소유의차)검정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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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이식 및 재배법 
구  분 이식기(월. 일) 재식밀도
6년생
5년생
4년생

2005. 3. 30
2006. 3. 30
2007. 3. 21

15×20cm, 
6행 9열 54주/칸(1.8×0.9m)

 표 2. 묘삼소질 구분

구분 2005년 식재 2006년 식재 2007년 식재
근중(g/주) 근직경(cm) 근장(cm) 근중(g/주) 근직경(cm) 근장(cm) 근중(g/주) 근장(cm)

내용

0.40~0.60 0.40~0.50 13.0~15.0 0.50~0.70 0.5이하 13.0~15.0 0.50~0.70 13.0~15.0
0.61~0.80 0.51~0.60 15.1~17.0 0.71~0.90 0.51~0.70 15.1~17.0 0.71~0.90 15.1~17.0
0.81~1.00 0.61~0.70 17.1~19.0 0.91~1.10 0.7이상 17.1~19.0 0.91~1.10 17.1~19.0
1.01~1.20 1.11~1.30 1.11~1.30

1.31∼1.50
 
3. 결과 및 고찰
가. 묘삼 소질에 따른 생육 특성
1) 묘삼 소질 근중

  묘삼 소질을 근중에 따라 분류하여 생육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4년생의 경우, 2005년 
이식은 근중과 근장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근중은 무거울수록 무겁고 그 외의 형질은 대차 없
었다. 2006년과 2007년 이식은 경장, 근장, 근중, 동직경 및 근장 등 근장은 무거울수록 길었다. 모
든 형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근중이 무거울수록 경장, 초장 및 근장은 길었고, 동직경은 굵
었으며 근중은 무거웠다.
  5년생의 경우, 2005년 이식은 근중에서만 차이를 보였는데, 근중이 무거울수록 근중이 무거웠으나, 
그 외의 형질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06년 이식은 모든 형질에서 유의한 차
이를 보여 근중이 무거울수록 경장, 초장, 근장은 길었고, 근중은 무거웠으며 동직경은 길었다.
  6년생, 2005년 이식에서는 근중만이 묘삼 근중이 무거울수록 무거웠고, 그 외의 형질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김 등(1981)은 묘삼의 근중이 무거운 것일수록 2, 3, 4년생의 경장이 길어지
고, 근중 또한 무거워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이 등(1984)은 묘삼 소질 근중이 무거울수록 5, 6년생의 근
중이 무거워진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결국 인삼 생육이 우수하려면 묘
삼의 근중이 0.6g 이상이어야 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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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묘삼소질 근중에 따른 생육
년 생

(이식년도)
근 중
(g/주)

경장
(cm)

초장
(cm)

근중
(g/주)

동직경
(mm)

근장
(cm) 

4
년
생

('05)

0.4 ~ 0.6 33.1 60.9 43.0 23.1 22.3 
0.6 ~ 0.8 37.7 66.0 55.5 23.8 26.8 
0.8 ~ 1.0 38.5 65.1 57.5 23.4 27.5 
1.0 ~ 1.2 35.9 63.1 58.4 23.3 29.9 
LSD(0.05) ns ns 6.48 ns 5.74

('06)

0.5 ~ 0.7 46.0 57.6 57.7 26.0 23.9
0.7 ~ 0.9 48.5 60.6 60.4 26.8 24.8
0.9 ~ 1.1 50.6 63.8 62.2 27.8 24.7
1.1 ~ 1.3 51.7 65.4 74.5 28.7 25.7
LSD(0.05) 1.25 1.48 7.31 1.54 0.84

('07)

0.5 ~ 0.7 37.3 46.4 27.7 17.1 25.3
0.7 ~ 0.9 40.3 49.9 32.5 19.6 23.8
0.9 ~ 1.1 42.8 53.2 38.4 21.1 25.2
1.1 ~ 1.3 43.8 54.9 39.4 21.7 25.5
1.3 ~ 1.5 46.0 57.6 46.3 23.7 25.5
LSD(0.05) 0.80 0.83 4.16 1.19 1.14

5
년
생

('05)

0.4 ~ 0.6 40.7 51.9 100.8 33.4 25.0
0.6 ~ 0.8 42.7 53.9 133.6 37.8 26.7
0.8 ~ 1.0 40.3 51.8 134.2 37.2 26.7
1.0 ~ 1.2 42.6 53.4 136.9 37.6 26.3
LSD(0.05) ns ns 26.09 ns ns

('06)

0.5 ~ 0.7 49.1 63.9 97.1 30.2 28.0
0.7 ~ 0.9 50.8 66.3 107.3 32.3 28.6
0.9 ~ 1.1 51.7 69.7 113.4 32.6 28.8
1.1 ~ 1.3 53.2 73.5 117.2 33.0 29.0
LSD(0.05) 0.96 1.13 13.9 2.00 ns

6
년
생

('05)

0.4 ~ 0.6 39.6 54.5 130.2 35.5 24.2
0.6 ~ 0.8 42.4 54.9 139.7 34.8 26.4
0.8 ~ 1.0 40.0 53.2 148.9 34.1 24.5
1.0 ~ 1.2 37.1 53.0 175.0 38.3 27.4
LSD(0.05) ns ns 29.63 ns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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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묘삼 소질 근장
  묘삼 소질 근장에 따른 생육 특성은 표 4와 같다. 4년생의 경우, 2005년에는 초장과 경장에서 유의
차가 없었다. 2006년과 2007년 이식은 초장은 근장이 길어질수록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2007년 이식
은 근장이 길어질수록 경장이 길어졌다. 2005, 2006, 2007년 이식한 묘삼은 근장이 길어질수록 지하
부 생육특성인 근중, 동직경, 근장 모두에서 대차 없었다. 5년생의 경우, 2005년 이식한 묘삼은 모든 
형질에서 유의차가 없었고 2006년은 근장이 무거워질수록 초장과 근장이 길어졌다. 6년생은 묘삼소질 
근장이 길어짐에 따라 경장, 초장, 근장은 길어졌고, 근중은 무거워졌으며 동직경은 굵어졌다.

표 4. 묘삼소질 근장에 따른 생육
년 생

(이식년도)
근 장
(cm)

경장
(cm)

초장
(cm)

근중
(g/주)

동직경
(mm)

근장
(cm) 

4
년
생 

('05)
13.0 ~ 15.0 40.3 70.2 51.1 23.0 27.4 
15.1 ~ 17.0 38.6 68.3 64.8 25.2 26.7 
17.1 ~ 19.0 38.8 69.0 63.4 25.5 26.0 
LSD(0.05) ns ns ns ns ns

('06)
13.0 ~ 15.0 49.2 61.4 64.3 27.9 24.4
15.1 ~ 17.0 48.8 60.9 63.1 27.2 24.8
17.1 ~ 19.0 49.7 63.2 63.7 26.9 25.1
LSD(0.05) ns 1.47 ns ns ns

('07)
13.0 ~ 15.0 41.3 51.3 36.0 20.6 24.6
15.1 ~ 17.0 42.5 53.0 38.4 20.7 26.0
17.1 ~ 19.0 43.1 54.0 37.1 20.6 25.1
LSD(0.05) 0.97 1.13 ns ns ns

5
년
생 

('05)
13.0 ~ 15.0 41.9 52.0 95.9 30.5 26.2
15.1 ~ 17.0 42.7 53.3 121.6 35.7 25.9
17.1 ~ 19.0 44.0 54.1 129.8 35.3 27.2
LSD(0.05) ns ns ns ns ns

('06)
13.0 ~ 15.0 51.2 67.5 107.5 32.3 27.3
15.1 ~ 17.0 50.9 67.9 108.6 31.8 29.0
17.1 ~ 19.0 51.6 69.6 110.2 32.0 29.5
LSD(0.05) ns 1.32 ns ns 1.36

6
년
생

('05)
13.0 ~ 15.0 37.5 48.5 84.3 30.8 23.6
15.1 ~ 17.0 38.3 51.9 124.6 35.9 26.9
17.1 ~ 19.0 43.0 57.7 151.2 38.6 27.2
LSD(0.05) 1.45 0.75 32.64 3.83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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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묘삼 소질 근직경
  묘삼 소질을 근직경에 따라 분류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 생육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았다. 4년생의 경우, 2005년 이식한 묘삼은 근직경이 굵어질수록 근중과 동직경만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006년 이식은 근직경이 굵어질수록 경장과 초장이 길어졌다. 5년생의 경우, 2005년에 이식
은 묘삼 근직경이 굵어질수록 근중이 무거웠고 동직경이 굵어졌는데 2005년의 4년생과 유사하였다. 
2006의 이식은 근직경이 굵어질수록 경장과 초장이 길어졌고 근중이 무거워졌다.
  2005년에 이식한 6년생은 근장을 제외한 모든 형질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묘삼 근직경이 굵
어질수록 경장, 초장은 길어졌고, 근중은 무거워졌으며, 동직경은 굵어졌다. 근직경에 따른 4년근 인삼
생육은 묘삼의 근직경이 굵어짐에 따라 근직경이 굵어졌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경기도원, 2007). 묘
삼 근직경이 0.5cm이상이면 인삼생육에 영향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묘삼소질 근직경에 따른 생육
년 생

(이식년도)
근직경
(cm)

경장
(cm)

초장
(cm)

근중
(g/주)

동직경
(mm)

근장
(cm)

4
년
생

('05)
0.4 ~ 0.5 39.8 68.9 48.0 23.2 24.7 
0.5 ~ 0.6 41.6 73.2 67.2 27.4 26.0 
0.6 ~ 0.7 40.3 70.6 69.9 28.2 26.2 
LSD(0.05) ns ns 9.88 4.12 ns

('06)
0.5 이하 41.1 51.4 46.3 24.1 24.1
0.5 ~ 0.7 43.7 54.5 38.6 21.7 24.2
0.7 이상 45.1 56.1 34.5 20.7 23.9

LSD(0.05) 2.02 2.64 7.87 2.19 ns

5
년
생

('05)
0.4 ~ 0.5 39.8 68.9 48.0 23.2 24.7 
0.5 ~ 0.6 41.6 73.2 67.2 27.4 26.0 
0.6 ~ 0.7 40.3 70.6 69.9 28.2 26.2 
LSD(0.05) ns ns 9.88 4.12 ns

('06)
0.5 이하 47.4 59.6 65.6 27.1 27.6
0.5 ~ 0.7 48.5 62.1 66.3 27.8 26.8
0.7 이상 50.9 65.3 81.3 27.6 27.9

LSD(0.05) 1.57 1.40 ns ns ns

6
년생

6
('05)

0.4 ~ 0.5 38.9 52.6 89.9 30.7 24.4
0.5 ~ 0.6 40.2 55.2 126.8 38.1 24.9
0.6 ~ 0.7 43.1 58.7 159.3 40.0 27.3
LSD(0.05) 0.65 1.30 32.00 4.58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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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1) 근중에 따른 지상부와 지하부 생육은 묘삼소질 근중이 무거워질수록 4, 5, 6년생의 경장은 길어지고 

근중은 무거워졌다.
 2) 근장에 따른 지상부 생육은 4년생의 경우 근장이 길어질수록 2006년에는 초장, 2007년 경장과 초장

이 길어졌고, 2006년의 5년생 초장과 6년생 경장, 초장이 길어졌다.
 3) 근장에 따른 지하부 생육은 6년생은 묘삼소질 근장이 길어질수록 근중은 무거워졌으며, 동직경은 굵

어졌고, 근장은 길어졌다.
 4) 근직경에 따른 2006년의 4, 5, 6년생의 경우는 근직경이 굵어질수록 경장,  초장이 길어졌다. 
 5) 근직경에 따른 지하부 생육은 6년생은 묘삼 소질 근직경이 굵어질수록 근중이 무거워졌고, 동직경은 

굵어졌다.
 6) 묘삼소질 분석결과 근중이 0.6g 이상, 근직경 0.5cm 이상이면 우수 인삼을 생산할 수 있으며 근장

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고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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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유용곤충 산업화 기술 연구 산업곤충 ’07~’10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이영수

 접경지 유용곤충자원 선발 시험 산업곤충 ’07~’09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이영수

색인용어  접경지, 곤충, 선발, 애완용, 장식용, 식․ 약용, 지역행사용, 체험학습용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arch new earning resources via development insect live in a 
border area of the northern part of Gyoenggi province. We had collected 563 species and 
selected 25 species finally. Practical use fields were for pets, edibility or medical use, local 
event, ornamentation, and educational experience. 
  Bright prospect nine insects for pet had been selected were Dorcus hopei, Serrognathus 
platymelus castanicolor, Prosopocoilus inclinatus, Lucanus maculifemoratus, Nipponodorcus 
rubrofemoratus, Macrodorcas rectus (Motschulsky), Dicranocephalus adamsi, 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Kolbe)and Cicindela chinensis. Bright prospect five insects for edibility 
or medical use had been selected were Oxya japonica japonica (Thunberg), Cybister 
japonicus, Oncotympana fuscata, Gryllotalpa orientalis and Protaetia brevitarsis seulensis 
(Kolbe). Bright prospect five butterflies for local event had been selected were Childrena 
zenobia, Parnassius stubbendorfii, Lycaena dispar, Lycaena phlaeas and Colias erate. Bright 
prospect four insects for ornamentation had been selected were Chrysolina virgata, 
Cromogeotrupes auratus, Poecilocoris lewisi and Sastragala esakii Hasegawa. Bright prospect 
two insects for educational experience had been selected were Phraortes illepidus and 
Paracycnotrachelus longiceps (Motschulsky). 
  We investigated the ecological properties of selected insects and analyzed the commercial 
value or strategy.

Key words : Border area, Useful insect,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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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DMZ를 포함한 접경지는 우리민족 분단의 역사적 아픔과 함께 50여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 자연생태
계가 귀중한 자원으로 회복되어 한반도에서 서식하는 2,900여종 식물의 30%, 70여종 포유류의 50%, 
320여종 조류의 20%가 발견되고 있다. DMZ는 또한 이러한 생태계적 가치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유
일한 분단의 상징물로서 안보적 가치로 인하여 세계적인 관심지역이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남북통일
의 전진기지, 관광과 역사의 교육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회의 땅으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침체된 국내 농업의 블루오션으로 곤충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곤충은 지구상에 약 1,000만종
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지구상 동물의 3/4을 차지하는 가장 큰 생물군이다. 곤충의 다양한 이
용가치가 밝혀지고 있으며, 특히 곤충의 뛰어난 환경적응력과 생체방어기능, 다양성을 이용하여 새로
운 의약품 개발을 비롯하여 식품, 환경 등 생명공학 관련 연구 및 산업화가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정부차원에
서 육성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그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10). 
  곤충산업은 이렇듯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절지동물인 곤충을 기반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
는 산업으로 특히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 유리한 소득자원으로 무한한 시장 창출이 가능
한 21세기형 산업이라 할 수 있다. 
  2007년 국내 곤충시장 규모는 1,000억원 정도이며, 10년 후에는 약 3,000억원 정도로 확산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김, 2007). 국내 유용곤충은 47과 103종이며, 용도별 시장규모는 지역행사 소재용 
> 애완용 > 화분매개용 > 천적용 순으로(설, 2007) 주로 곤충수요가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
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경기도의 경우 곤충 사육농가는 전국 대비 29%(65농가), 곤충사육 및 견학
시설은 전국 대비 31%(33개소), 장수풍뎅와 사슴벌레와 같은 애완용 곤충 생산량은 200만마리 이상으
로 전국 생산량의 31%를 차지하고 있다(농업과학기술원,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 접경지역의 곤충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자 접경지 
유용 곤충자원의 종별 생태와 환경 특성 조사 및 활용가능성 분석을 통하여 산업화 유망 곤충자원을 
선발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연천, 파주 등 경기북부 접경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조사지역은 민간인통제구역으로부터 남방한계선까지 이르는 지역이다. 민간인통제구역 출입은 관할 군
부대 협조를 통해 4월 상순부터 11월 하순까지 수행하였다. 채집방식은 직접 또는 유인채집을 병행하
였는데, 지역특성상 출입이 통제되는 야간에는 지형 및 식생을 고려하여 그림 1과 같이 유아등채집장
비를 5개소에 설치하여 채집하고 주간에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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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민통선내 야간채집장비 설치지점(▼) 및 설치 모습.

  조사대상은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 등 생태적 보존가지가 높은 곤충과, 외관 및 행동습성을 고려하
여 장식용이나 지역축제용, 애완용 및 학습용 등으로 산업적 이용가치가 높은 곤충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자원화 가능 종에 대해서는 서식지 특성 및 발생생태를 조사하고 대량사육 등 실용화 가능성을 분
석하였다. 

표 1. 일반인 대상 기호도 조사 내역
날 짜 장 소 조사방법 대상인원(명) 비 고

2008. 09. 07 연천군 대광중학교 투표/설문 89 표본전시
2008. 10. 20 연천군 군남초․중학교 〃 256 〃
2008. 10. 25 서울시 원묵중학교 〃 1,058 〃
2008. 11. 01 연천군 전곡중학교 〃 577 〃
2009. 04. 20 - 설문(온라인) 597 사진설문
2009. 05. 05 연천군(구석기축제) 투표 1,000 〃
2009. 10. 23 파주시(DMZ다큐영화제) 〃 600 표본전시

계 4,177

  한편 소비자가 선호하는 곤충을 선발하기 위하여 초․ 중학교 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4,177명을 대상
으로 표본전시회 개최와 함께(표 1), 선호도 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유용곤충을 선발
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접경지 유용곤충 탐색

  2007년부터 2009년에 걸쳐 경기북부 접경지에 서식하는 곤충자원을 탐색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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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곤충자원 수집 현황('07~'09, 경기도농업기술원)
구 분 문헌조사(종)♩ 자체수집(종) 표본제작(점) 멸종위기(종)

강도래목(Plecoptera) 2
귀뚜라미목(Grylloblattodea) 2 3
나비목(Lepidoptera) 223 199 428 3
날도래목(Trichoptera) 3 2 2
노린재목(Hemiptera) 71 52 23 1
대벌레목(Phasmatodea) 2 3
딱정벌레목(Coleoptera) 274 140 410 1
매미목(Homoptera) 21 20 6
메뚜기목(Orthoptera) 38 28 11
밑들이목(Mecoptera) 3 1 2
바퀴벌레목(Blattodea) 3 1 1
뱀잠자리목(Megaloptera) 2 8
벌목(Hymenoptera) 168 24 12
사마귀목(Mantidae) 3 3 7
잠자리목(Odonata) 16 42 103 1
집게벌레목(Dermaptera) 7 2 3
파리목(Diptera) 109 33 6
풀잠자리목(Neuroptera) 7 6 1
하루살이목(Ephemeroptera) 1 1 2
흰개미목(Isoptera) 1 1

총계 948 563 1,031 6
♩1966년 이후 DMZ 서부권역(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된 문헌을 분석한 곤충의 종수임.

  1966년 국내 군사접경지역의 곤충조사가 이루어진 이래 40여 년간의 문헌을 분석한 결과 DMZ 서
부권역(경기지역) 육상곤충의 종수는 18목 170과 948종으로 기록되어 있다(문화재청, 2006). 이와 관
련하여 본 연구결과를 통해 기존 기록종수의 60% 정도인 총 20목 128과 563종을 탐색하였으며, 분류
동정 후 채집이 가능한 종에 대해서는 1,031점의 표본을 제작하였다. 이는 곤충상의 변화는 조사시기
와 조사자의 전공영역, 조사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최근(3년)에 서식하고 있는 곤충을 대상
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곤충상의 변화를 분석하는데 
활용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나.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멸종위기 곤충 
  경기북부 접경지에는 총 6종의 멸종위기곤충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종은 모두 멸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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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식물Ⅱ급으로써, 서식확인 시기와 서식지 특성은 표 3과 같다. 

표 3.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멸종위기 곤충('07~'09, 경기도농업기술원)
종 명(학명) 확인시기(성충) 서식지 비 고

물장군(Lethocerus deyrollei) 2007년(7월 상순~9월 중순) 늪이나 연못 또는 하천의 고인 물 멸종위기Ⅱ급
붉은점모시나비(Parnassius bremeri) 2007년(5월 상순~6월 상순) 양지바른 기린초 군락지 〃
애기뿔소똥구리(Copris tripartitus) 2007년(5월 중순~10월 하순) 민통선내(야생동물 서식지) 〃

꼬마잠자리(Nannophya pygmaea) 2008년(6월 상순~8월 하순) 늪가, 농수로, 논 등 습지주변 〃
쌍꼬리부전나비(Spindasis takanonis) 2008년(6월 중순~8월 상순) 소나무가 많은 저산지 계곡 주변 〃
깊은산부전나비(Protantigius superans) 2009년(6월 하순~8월 상순) 높은 산지의 잡목림 및 계곡 주변 〃

  붉은점모시나비(P. bremeri)는 과거 한국 전역에 분포되어있었으나 지난 2002년 삼척에 군락이 있
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뿐 최근 국내에서는 자취를 감춘 것으로 알려져 왔는데, 민간인이 출입할 수 없
는 지역에서 북방계 나비인 붉은점모시나비의 군락이 발견된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서식지 북상과 
인간의 간섭이 최소화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쌍꼬리부전나비(S. takanonis)는 우리나라 나비 중 유일하게 날개 뒷부분에 두 개의 꼬리(돌기)가 
있어 형태학적으로 희귀할 뿐만 아니라(김, 1998), 애벌레가 땅속의 개미와 공생하는 습성이 밝혀지면
서 학술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높은 곤충이다. 서식지는 중북부지역으로 서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의 일부지역으로 알려져 있다(환경부, 2001).
  애기뿔소똥구리(C. tripartitus)는 5월 중순~10월 하순에 나타나며, DMZ와 가까울수록 밀도가 높

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애기뿔소똥구리가 북측으로부터 이동해 왔거나, 포유동물의 배설물을 
먹이로 하는 습성을 고려해 볼 때(한국곤충생태도감, 1998) DMZ내 동물상이 잘 보존되어 있음을 간
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물장군(L. deyrollei)은 한국에 서식하는 노린재목 곤충 중 가장 큰 종류로 1980년대까지 전국적으
로 분포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 서식지가 줄어들고 있다(환경부, 2001). 경기북부의 경우 성충은 7월 
상순~9월 중순에 늪이나 연못, 하천의 고인 물에서 관찰되었으며, 야간 불빛에 날아드는 성충도 종종 
관찰할 수 있었다. 
  한국에 서식하는 잠자리 중 가장 작은 종류인 꼬마잠자리(N. pygmaea)는 발육최적온도가 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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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환경부, 2008) 온대성 곤충으로 수원, 속리산, 지리산, 곡성, 울산 등의 중부이남 습지에서 국부적
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환경부, 2001), 본 연구를 통해 경기북부에도 서식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이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른 서식지 북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깊은산부전나비(P. superans)는 설악산·태백산·계룡산·소백산 등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
으나(환경부, 2001), 경기북부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처음이다. 높은 산지의 잡목림이나 그 주변 계곡
에 서식하면서 6월 하순~8월 상순에 걸쳐 연 1회 출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유용곤충자원 선발
1) 애완용 곤충자원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애완용으로 산업적 가치가 높은 9종을 선발, 종별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표 4). 종 선발 기준은 왕사슴벌레 등 사슴벌레류 6종과 사슴풍뎅이, 흰점박이꽃무지, 비단길앞잡이
로 이들 종은 일부 애완용으로 산업화되었거나, 아직 산업화가 되진 않았으나 소비자 선호도가 높고 
사육기술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는 종을 중심으로 하였다. 

표 4.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애완용 곤충자원
종 명(학명) 채집시기(성충) 서식장소 선호도♩

왕사슴벌레(D. hopei) 6월 중순~8월 중순 활엽수림지
(참나무류 숲) ++++

넓적사슴벌레(S. platymelus castanicolor) 6월 중순~9월 중순 〃 ++++
톱사슴벌레(P. inclinatus) 6월 중순~8월 하순 〃 +++
사슴벌레(L. maculifemoratus) 7월 중순~8월 하순 〃 ++
홍다리사슴벌레(N. rubrofemoratus) 6월 중순~9월 상순 〃 +
애사슴벌레(M. rectus) 5월 중순~9월 하순 〃 +
사슴풍뎅이(D. adamsi) 5월 상순~6월 하순 활엽수림지

(졸참나무류 숲) ++++
흰점박이꽃무지(P. brevitarsis seulensis) 5월 상순~9월 하순 부숙 볏짚/낙엽 +
비단길앞잡이(C. chinensis) 5월 상순~6월 하순 들이나 산길 ++++

 ♩ + : <10점, ++ : 10~30점, +++ : 30~50점, ++++ : 50~80점, +++++ : 80~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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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사슴벌레와 넓적사슴벌레는 국내에서 애완용 곤충으로 가장 잘 알려진 종이다. 하지만, 농가별로 
사육방법이 달라 안정생산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대형개체를 생산할 수 있는 사육기술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나머지 4종의 사슴벌레들의 경우도 기초사육기술이 알려져 있어 이를 보완한다면 사
육가능성은 중간 내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육기술이 아직 미개발된 사슴벌레(L. 
maculifemoratus)의 경우는 남부지역 대비 접경지내 서식 밀도가 특히 높아 사육기술이 개발될 경우 
지역특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이다. 
  아직 산업화 되지 않은 종으로써 소비자들에게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종은 사슴풍뎅이와 비단길앞
잡이였다. 화려한 외관과 독특한 행동습성으로 인해 개발 가치가 높아 애완용으로 가장 개발 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사슴풍뎅이는 유충 단계까지는 일반 풍뎅이 유충의 사육방법으로도 사육이 가
능하나 번데기를 형성하지 못하고 치사하는 문제가 있어 세계적으로도 아직 사육기술이 정립되지 않
은 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애완곤충 시장에서 큰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된다. 비단길
앞잡이는 실내사육기술은 개발된 상태이나(권 등, 2003), 곤충시장에 나서기 위해서는 인공사료 개발 
등 실용화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흰점박이꽃무지는 유충이 약용 굼벵이로 더 잘 알려진 종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성충의 활발한 움직
임을 좋아하며, 사육기술이 까다롭지 않다는 점에서 애완용 곤충으로 선발하였다. 

표 5.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애완용 곤충자원에 대한 활용가능성 분석
종 명(학명) 산업화 여부

(산업화 정도) 산업화 장점 보완점 및
사육관건 기초사육기술 사육

가능성
왕사슴벌레
(D. hopei) 기산업화

(고) 외관, 희귀성 번식력
개체크기 개발 중간

넓적사슴벌레
(S. platymelus castanicolor) 〃 활동성 대형화 〃 높음

톱사슴벌레
(P. inclinatus) 기산업화

(중) 외관 번식력 〃 중간
홍다리사슴벌레

(N. rubrofemoratus) 〃 외관 번식력 〃 중간
애사슴벌레
(M. rectus) 〃 외관, 소형 양호 〃 높음

흰점박이꽃무지
(P. brevitarsis seulensis) 〃 활동성, 소형 양호 〃 중간

사슴벌레
(L. maculifemoratus) 미산업화 외관, 희귀성 번식력

대체먹이 미개발 중간
사슴풍뎅이
(D. adamsi) 〃 외관, 습성

희귀성 유충사육 〃 중간
비단길앞잡이
(C. chinensis) 〃 화려함, 습성

교육효과
대량사육
먹이확보 개발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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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 ․ 약용 곤충자원
  식용곤충은 음식 또는 가축이나 애완동물의 먹이로서 제공되는 곤충을 말하며, 약용곤충은 질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의약 또는 민간약재로 이용되는 곤충을 말하며, 곤충 몸체 또는 체내 특정 물질 등을 
직접 또는 가공하여 이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농촌진흥청, 2002). 약용곤충의 경우 중국의 신농본
초경(神農本草徑)에 21종, 본초강목(本草綱目)에 106종이 기록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동의보
감(東醫寶鑑)에 95종이 알려져 있을 만큼(박, 2001) 매우 많은 곤충이 이용되고 있다.

표 6.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식․약용 곤충자원
종 명(학명) 채집시기(성충) 서식장소 비 고
벼메뚜기(Oxya japonica japonica) 7월 하순 논․밭 주변 풀밭 식용, 

약용(책맹)
물방개(Cybister japonicus) 8월 하순 들판 연못, 하천 약용(용충)
참매미(Oncotympana fuscata) 7월 중순 ~ 9월 중순 평지 및 산기슭

(벚나무) 약용(선퇴)
땅강아지(Oncotympana fuscata) 9월 상순 ~ 10월 중순 땅속(불빛유인) 약용(루고)

흰점박이꽃무지(P. brevitarsis seulensis) 5월 상순 ~ 9월 하순 부숙 볏짚/낙엽 약용(제조)

 표 7.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식․ 약용 곤충자원에 대한 활용가능성 분석
종 명(학명) 산업화 여부

(약재명)
산업화시
활용분야

보완점 및
사육관건 기초사육기술 사육

가능성
벼메뚜기(Oxya japonica japonica) 미산업화

(책맹) 식용 대량사육
시스템 미개발 높음

물방개(Cybister japonicus) 미산업화
(용충) 식․약용 〃 미개발 중간

참매미(Oncotympana fuscata) 미산업화
(선퇴) 식․약용 생육기간

단축 미개발 중간
땅강아지(Oncotympana fuscata) 미산업화

(루고) 식․약용 대량사육
동종포식방지 미개발 중간

흰점박이꽃무지(P. brevitarsis seulensis) 기산업화
(제조) 약용 약리성분 증진 개발 높음

  표 6은 경기북부 접경지에 서식하는 곤충으로서 식․ 약용으로 산업적 가치가 높은 5종들이며, 종별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표 7). 메뚜기(책맹, 蚱蜢)는 이미 여러나라에서 식용으로 잘 알려진 곤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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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고대 아라비아에서는 말라리아나 폐결핵의 해열을 위해, 유럽에서는 간질, 결석, 결막염 등의 치료
제로 이용되어 왔고 한방에서도 진통작용, 파상풍 및 급성설사, 빈혈 등에 약용으로도 많이 이용되어 
왔다(농촌진흥청, 2002). 메뚜기는 환경적응력이 높아 논, 밭 주변 풀밭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으며 
밀도가 높아 대량사육의 가능성 및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물방개(용충, 龍蟲)는 어린아이의 
경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육기술이 어느 정도 개발되어 있어 유망 약용곤충으로 
선정하였다. 참매미(선퇴, 蟬退)는 프랑스에서는 이뇨제로, 일본에서는 심장별 치료약으로, 중국에서는 
출산촉진, 홍역, 경기 등에, 한방에서는 해열제나 소염제로 쓰이고 있다(농촌진흥청, 2002). 참매미의 
경우도 최근 중국에서 사육기술이 개발되고 있어 향후 대량사육 가능성이 높은 종이다. 
  땅강아지(루고, 螻蛄)는 이뇨작용이 있으며, 수종(水腫)이나 임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농촌진흥청, 2002), 최근 세포증식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농업과학기술원, 2005) 약용곤
충으로써 개발 가능성이 높은 곤충 중의 하나이다. 흰점박이꽃무지 유충(제조, 蠐螬)은 초가지붕에 생
기는 약용굼벵이로 잘 알려져 있다. 간질환이나 파상풍 치료 및 이뇨제로 활용되어 왔으며, 최근 생활
사 및 대량사육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져 법적인 지위만 확보된다면 산업화가 가장 유력한 곤충
이다. 
  최근 민속의 관점이나 과거 먹던 풍습으로만 바라보면 식용곤충이 기호식품 또는 미래의 새로운 단
백질원, 애완동물 급증에 따른 먹이원으로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농진청, 2002). 따라서 향
후 영양학적 가치나 안정성 등이 명확히 밝혀진다면 실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3) 지역행사용 곤충자원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지역행사용으로 산업적 가치가 높은 5종을 선발, 종별 활용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8, 9와 같다. 

표 8.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지역축제용 곤충자원
종 명(학명) 발생시기(성충) 서식장소 비 고

산은줄표범나비(Childrena zenobia) 7월 상순~8월 하순 산지 풀밭  대형, 
화려한 날갯빛

모시나비(Parnassius stubbendorfii) 5월 중순~6월 하순 들길이나 
낮은 산지 풀밭

날개 반투명
우아한 날갯짓

큰주홍부전나비(Lycaena dispar) 5월 중순~7월 하순 들길이나 
물가의 풀밭

화려한 날갯빛
(진한 주홍빛)

작은주홍부전나비(Lycaena phlaeas) 5월 상순~ 6월 중순 들길이나 
낮은 산지 풀밭

화려한 날갯빛
(귤빛)

노랑나비(Colias erate) 5월 중순~10월 하순 들길이나 
낮은 산지 풀밭

강한 온도적응력
(노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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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곤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곤충을 활용한 지역행사를 하
고 있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함평군 나비축제, 무주군 반딧불이축제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환경과 관련된 이벤트 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설, 2007). 본 연구에서
는 경기북부 접경지에 자생하며 150여개가 되는 경기도내 축제에 나비 날리기 행사용으로 활용이 가
능한 나비류를 외관적, 행동적 특성, 발생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였다. 향후 대량사육기술을 개발
하여 농업인 단체에 기술을 이전하고, 개발된 나비를 지역축제와 연계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이 정립된
다면 농가소득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제고에도 매우 효과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9.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지역행사용 곤충자원에 대한 활용가능성 분석

종 명(학명) 산업화 여부
(활용분야) 산업화 장점 보완점 및

사육관건 기초사육기술 사육
가능성

산은줄표범나비(Childrena zenobia) 미산업화
(나비 날리기)

희귀성,
화려함

산란유도
먹이공급 미개발 중간

모시나비(Parnassius stubbendorfii) 〃 활동성
(친화성) 〃 미개발 중간

큰주홍부전나비(Lycaena dispar) 〃 희귀성,
화려함

인공먹이
저장기술 개발 높음

작은주홍부전나비(Lycaena phlaeas) 〃 희귀성,
화려함

산란유도
먹이공급 미개발 중간

노랑나비(Colias erate) 〃 화려함,
강한 적응력

인공먹이
저장기술 개발 높음

4) 장식용 곤충자원
  표, 10, 11은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악세사리 등 장식용으로 산업적 가치가 높은 4종을 선발, 종별 
활용가능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청줄보라잎벌레는 몸길이 11∼15mm로 소형이며, 원통 모양의 등쪽이 
초록색 또는 자줏빛을 띤 남색 광택이 난다(그림 2). 특히 광선의 각도에 따라 여러 종류의 화려한 빛
을 발하는데 이는 고전 삼국시대 장식용으로 사용되어 오던 비단벌레와 흡사하여 장식용으로 매우 유
망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라금풍뎅이는 몸길이 16∼22mm로 소형이며, 체형은 둥글고 몸빛깔은 자줏
빛을 띤 보라색이며 광택이 강하고 하려하여 장식용으로 선발하였다. 민간인통제구역 내에 밀도가 높
으며, 야생동물의 배설물에 모이는 습성을 감안할 때 인공사료 개발 등 먹이공급 문제의 해결이 산업
화의 관건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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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장식용 곤충자원
종 명(학명) 발생시기(성충) 서식장소 비 고

청줄보라잎벌레(Chrysolina virgata) 6월 중순~7월 하순 산지나 강변의
꿀풀과 식물림

소형, 
화려한 체색

보라금풍뎅이(Cromogeotrupes auratus) 6월 중순~10월 하순 산지,
야생동물 서식지

소형, 
화려한 체색

광대노린재(Poecilocoris lewisi) 6월 하순~10월 상순 숲이나 들판의 
수풀 

소형, 
화려한 무늬

에사키뿔노린재(Sastragala esakii Hasegawa) 5월 하순~9월 상순 숲이나 들판의 
수풀

소형, 
하트무늬

 표 11.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장식용 곤충자원에 대한 활용가능성 분석
종 명(학명) 산업화 여부

(활용분야) 산업화 장점 보완점 및
사육관건 기초사육기술 사육

가능성
청줄보라잎벌레(Chrysolina virgata) 미산업화

(장식용)
소형,

화려한 빛깔
산란유도
먹이공급 미개발 중간

보라금풍뎅이(Cromogeotrupes auratus) 〃 〃 먹이공급
산란유도 미개발 낮음

광대노린재(Poecilocoris lewisi) 〃 소형, 
화려한 무늬

대량사육
실용화기술 개발 높음

에사키뿔노린재(Sastragala esakii Hasegawa) 〃 소형, 하트무늬 산란유도
먹이공급 미개발 중간

그림 2. 장식용 곤충자원(청줄보라잎벌레;좌, 광대노린재;중, 에사키뿔노린재;우)

  광대노린재는 몸길이 17~22mm 내외의 아름다운 금속광택을 띠는 미려종으로 국내 노린재류 중 가
장 화려한 종의 하나이며, 몸의 등면에 영롱하게 광택이 나는 금록색의 바탕에 붉은 줄무늬가 있다(그
림 2). 광대노린재의 실내사육기술은 기 개발되어있어(설 등, 2005) 대량생산 등 실용화 전략이 수립



 Ⅵ. 소득자원 연구 ∙ 807

된다면 활용가능성이 높은 종이다. 에사키뿔노린재는 몸길이 10~12mm로 소형이며 몸은 황록색 바탕
에 초록색 및 적갈색인데, 작은 방패판 가운데에 회황색 또는 노랑색의 독특한 하트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2). 이는 연인들끼리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악세사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되
며, 숲이나 들판에서 서식밀도가 높고 식식성(phytophagous)이어서 사육기술 개발은 큰 어려움이 없
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암컷 노린재의 강한 모성애는 학습용으로도 가치가 높은 종이다.

4) 체험학습용 곤충자원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체험학습용으로 산업적 가치가 높은 2종을 선발, 종별 활용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12, 13과 같다.

표 12.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체험학습용 곤충자원
종 명(학명) 발생시기(성충) 서식장소 비 고
긴수염대벌레(Phraortes illepidus) 5월 하순~9월 하순 숲속 활엽수림

단위생식a,
낙하산란b,
의사행동c

왕거위벌레(Paracycnotrachelus longiceps) 6월 하순~9월 하순 활엽수가 있는 
산지나 들판 

강한 모성애,
산란습성(잎말이)

a단위생식 : 성숙 미수정란이 발생을 개시할 때 정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 생식(≒처녀생식)
b낙하산란 : 나뭇가지 등에 붙은 채 알을 떨어뜨리는 습성
c의사행동 : 거짓으로 죽은척하는 행동

 표 13. 경기북부 접경지 서식 체험학습용 곤충자원에 대한 활용가능성 분석
종 명(학명) 산업화 여부

(활용분야) 산업화 장점 보완점 및
사육관건

기초사육
기술

사육
가능성 비 고

긴수염대벌레(Phraortes illepidus) 미산업화
(교육용)

독특한 외관,
행동습성

대량사육
실용화기술 개발 높음 체험학습

적용가능
왕거위벌레(Paracycnotrachelus longiceps) 〃 독특한 외관,

행동습성
산란유도
먹이공급 미개발 중간 〃

  긴수염대벌레는 몸길이 70mm 정도이며, 학습효과로는 단위생식(單爲生殖, parthenogenesis), 낙하
(落下)산란 습성, 의사(擬死)행동 등을 기대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유사종으로 밤나무, 참나무류 등의 
산림해충으로 알려진 대벌레(Baculum elongatum)의 생태가 연구되어 있어(국립산림과학원, 200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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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바탕으로 사육기술 체계를 수립하는데 용이함이 있다. 왕거위벌레는 몸길이 7~10.5mm로 소형이
나 머리의 뒷부분이 거위의 목처럼 길게 늘어나서 독특한 거위모양을 하고 있다. 학습효과로는 암컷 
성충이 잎을 말아 알을 보호하는 강한 모성애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독특한 외형으로 인해 학생들에
게 관심과 함께 쉽게 접근이 가능할 것이며, 나뭇잎을 말고 알을 한 개씩 낳는 습성이 있어 대량사육
보다는 체험학습용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적  요
  접경지역의 곤충을 포함한 우수한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개발하고자 접경지 
유용 곤충자원의 종별 생태특성 조사 및 활용가능성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경기북부 접경지에 서식하는 563종의 곤충자원을 탐색하였으며, 분류동정 후 채집이 가능한 종
에 대해서는 1,031점의 표본을 제작하였다. 

  나. 경기북부 접경지에는 총 6종(물장군, 붉은점모시나비, 애기뿔소똥구리, 쌍꼬리부전나비, 꼬마잠
자리, 깊은산부전나비)의 멸종위기곤충(Ⅱ급)이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경기북부 접경지에 서식하는 산업화 가능 곤충자원으로 애완용 9종(왕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톱사슴벌레, 홍다리사슴벌레, 애사슴벌레, 흰점박이꽃무지, 사슴벌레, 사슴풍뎅이, 비단길앞잡
이), 식․약용 5종(벼메뚜기, 물방개, 참매미, 땅강아지, 흰점박이꽃무지), 지역행사용 5종(산은줄
표범나비, 모시나비, 큰주홍부전나비, 작은주홍부전나비, 노랑나비), 장식용 4종(청줄보라잎벌
레, 보라금풍뎅이, 광대노린재, 에사키뿔노린재), 체험학습용 2종(긴수염대벌레, 왕거위벌레)을 
선발하였으며, 각 종들에 대한 활용가능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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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유용곤충 산업화 기술 연구 산업곤충 ’07~’10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이영수

 정서곤충 품질 향상기술 개발 시험 산업곤충 ’07~’09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이영수

색인용어  정서곤충, 장수풍뎅이, 넓적사슴벌레, 왕사슴벌레, 사육환경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ment rearing skills for the stable production of a 
large sized Rhinoceros beetle, Flat stagbeetle, and Giant stagbeetle that have been a high 
market share in Korea.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substitute food for the larva of Rhinoceros beetle was made of 
agarose(2.5%)+multi-amino-acid(2.5%)+unrefined sugar(5.0%)+water and this food had  the 
adult not only reduce the pre-oviposition period 25%, increase the number of eggs and their 
hatching rate 30%, 18% respectively, but also extend the span of life 14~32%. For the stable 
rearing of Rhinoceros beetle larva, the optimum temperature  and density was 25℃, 1~2 
larva(e)/1,100cc. For the stable rearing of Rhinoceros beetle adult, the optimum temperature 
and photoperiod condition was 25℃, 16L:8D.
  The optimum temperature and density for the Flat stagbeetle larva was 1 larva/1,100cc, 2
5℃ respectively. and feeding the oak sawdust fermented added oatmeal powder(5%) effected 
on increasing the size of Flat stagbeetle adult from 17 to 24% under optimum conditions. 
For the stable rearing of Flat stagbeetle adult, the optimum temperature and photoperiod 
condition was 25℃, 12~16D. 
  The optimum temperature and density for the Giant stagbeetle larva was 1~2 
larva(e)/1,100cc, 25℃ respectively. and feeding the oak sawdust fermented added oatmeal 
powder(5%) effected on increasing the size of Giant stagbeetle adult from 28 to 33% under 
optimum conditions. For the stable rearing of Giant stagbeetle adult, the optimum 
temperature and photoperiod condition was 25℃, 16D. 

Key words : Emotional insect, Rhinoceros beetle, Flat stagbeetle, Giant stagbeetle, R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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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곤충은 지구상 동물의 3/4을 차지하며 높은 생물다양성으로 생태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생물학, 의학, 공학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부가가치 바이오성장산업으로 발전이 가능한 생물군이다.
  최근 세계 선진국들은 첨단 생명공학기술 개발과 더불어 곤충을 활용한 다양한 첨단연구를 국가 전
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곤충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15∼20년 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네델란드의 경우 천적장려를 위한 ‘작물보호 장기계획(1991∼2000)’을 실시함으로써, 천적곤충을 
활용한 농법의 보급을 통해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 강국으로 성장한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곤
충산업 창출 프로젝트’와 ‘곤충 테크놀로지 연구 프로젝트’ 등 중장기 사업을 통해 농업분야 뿐만 아니
라, 의학, 화학, 생명공학 등 곤충의 활용이 가능한 전 분야에서 기술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곤
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곤충산업은 이렇듯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절지동물인 곤충을 기반
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국내에서 곤충산업이 중요한 생물자원으로서의 인식은 높
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최근 정부차원에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왕귀뚜라미를 FTA 대응 신소득 
작목으로 지정함은 물론『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침체된 국내 농
업의 블루오션으로 곤충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사육 곤충류는 12목 100여종으로 주로 약용, 정서, 애완, 화분매개용, 천적 및 지자체 행사용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국내 곤충시장 규모는 896∼1,019억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분야별로는 지
역행사용 412억원, 애완용 385∼400억원, 화분매개용 109∼117억원, 기타 순이다(2007,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일본의 경우 곤충시장규모가 약 8조원에 이르는 가운데 의약품 분야가 5조 7천억원, 애완용 
분야만도 2조억원에 이른다(2007, 경남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 
  국내 애완용 곤충과 그 사육현황으로는 장수풍뎅이 약 22,000천마리, 왕사슴벌레와 넓적사슴벌레와 
같은 사슴벌레류 약 4,400천마리와 나비류 약 4,700마리가 주종을 이룬다. 주요 종별 판매액(성충)은 
장수풍뎅이 5~20천원, 넓적사슴벌레 10~50천원, 왕사슴벌레 30~80천원인데 가격 차이의 관건은 개
체의 품질 즉 크기의 차이다. 따라서 사육농가 입장에서는 우량한 개체를 생산하는 것이 가격경쟁력을 
높여, 결국 수입의 증대와 직결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애완용 곤충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장수풍뎅이, 넓적사슴벌레, 왕사슴벌레
에 대해 우량개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장수풍뎅이 품질 향상 기술 개발 시험

  장수풍뎅이(Trypoxylus dichotomus) 성충의 수명 및 번식력을 증대시키고자 대체먹이로는 예비시
험을 통해 미리 선발한 18종의 복합아미노산 첨가물(Agar+ Amino acid+Sugar compound)과 대조먹
이로 시판 곤충전용 젤리를 사용하여 25±0.5℃, RH 50~60%, 16L:8D의 항온실 조건에서 수행하였
다. 성충의 적정 광조건 구명 시험은 16L:8D 등 3수준으로 하였고, 25±0.5℃, RH 50~60%의 항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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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또한 우량한 성충 생산을 위해 유충의 온도시험은 15, 20, 25℃의 3수준으
로 RH 50~60%, 16L:8D의 항온실 조건에서 1,100cc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에 1마리씩 개체사육 하였
으며, 유충의 밀도시험은 1마리/1,100cc 등 5수준을 두었고, 이때의 온도는 25±0.5℃, RH 50~60%, 
16L:8D로 하였다. 유충시험은 시판 장수풍뎅이 전용 참나무발효톱밥을 먹이로 제공하여 수행하였고, 
톱밥의 수분은 김 등(2005)에 따라 최적 수분함량인 65~75%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Sample size는 
반복당 10마리(5쌍) 처리당 3반복 이상으로 하였다. 또한 시험곤충은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같은 
부모로부터 얻어진 F1세대를 사용하였다. 

나. 사슴벌레류 품질 향상 기술 개발 시험
  왕사슴벌레(Dorcus hopei) 와 넓적사슴벌레(Serrognathus platymelus castanicolor) 대형개체 생
산을 위한 유충의 먹이첨가제로 시판 사슴벌레전용 참나무 발효톱밥에 chestnut powder(5%), potato 
powder(5%), oatmeal powder(5%)를 첨가하여 25±0.5℃, RH 50~60%, 16L:8D의 항온실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성충의 적정 광조건 구명시험은 16L:8D 등 3수준으로 하였고 이때의 온도는 25±0.5℃, 
RH 50~60%의 항온실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적정 온도조건 구명을 위한 유충 및 성충의 사육 온도는 
15, 20, 25℃의 3수준으로 RH 50~60%, 16L:8D의 항온실 조건에서 1,100cc 원통형 플라스틱 용기에 
1마리씩 개체사육 하였으며, 유충의 적정 사육 밀도시험은 1마리/1,100cc 등 5수준을 두고 25±0.5℃, 
RH 50~60%, 16L:8D의 항온실 조건에서 수행하였다. 모든 시험은 성충의 경우 시판 곤충전용 젤리
를, 유충의 경우 시판 사슴벌레 전용 참나무 발효톱밥을 먹이로 제공하였으며, Sample size는 반복당 
10마리(5쌍) 처리당 3반복 이상으로 하였고, 시험곤충은 오차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같은 부모로부터 
얻어진 F1세대를 사용하였다. 한편, 왕사슴벌레의 경우 김 등(2004)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나무속에 산
란하는 습성을 고려하여 24시간 물에 불린 상수리나무 토막을 산란매트속에 넣어 주었다. 

3. 결과 및 고찰
가. 장수풍뎅이 품질 향상 기술 개발 시험

  장수풍뎅이 성충의 수명 및 번식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예비시험을 통해 미리 선발한 대체먹이를 갓 
우화한 성충에게 제공하여 산란전기와 총산란수, 산란된 알의 부화율 및 성충수명을 암․ 수별로 조사
하였다(표 1). 장수풍뎅이 성충은 시판 먹이 대비 아미노산을 함유한 먹이 섭식시 산란전기는 약 25% 
단축되고 총산란수는 약 30%, 산란된 알의 부화율은 약 18% 증가함에 따라 번식력이 향상되었으며, 
성충 수명 또한 암컷은 14%, 수컷은 32%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곤충에서 아미노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체표의 구조단백질을 합성하고 대사반응에 관여하는 호르
몬과 효소들을 합성하는 것이다(김 등, 2009). 곤충이 필수로 하는 아미노산은 포유동물의 필수아미노
산과 마찬가지로 arginine, histidine, isoleucine, leucine, lysine, methionine, phenylalanine, 
threonine, tryptophane, valine 등 10종이며, 곤충의 종에 따라 필수아미노산 10종을 넣는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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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미노산을 넣을 경우 생육이 현저히 좋아질 수 있는데(설 등, 2005), 이를 감안해 볼 때 장수풍뎅
이 성충이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대체먹이를 섭취함에 따라 생식과 일반적인 몸체 유지에 큰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개발한 대체먹이의 경우 제조과정이 단순하고 시판 곤충전용 젤리와 재료비면에서 비용절감 
효과와 대체먹이 제공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표 2) 곤충사육농가 및 체험학습프로그램의 일환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표 1. 대체먹이가 장수풍뎅이 성충의 부화율과 성충수명에 미치는 영향 ('07~'08, 경기도농업기술원)

먹이종류 산란전기
(일±SD)

총산란수
(개/마리)

부화율
(%)

성충수명(일)
♀ ♂

대체먹이♩ 18.8±4.3 152.2±22.9 79.6±16.9 107.0±9.4 105.2±17.6
Control♪ 25.0±13.1 116.0±36.5 67.4±21.3 94.0±27.0 79.5±17.0

♩Agar(1%)+Amino acid(1%)+Sugar compound(10%), ♪Commercialized insect jelly.

 표 2. 장수풍뎅이 성충 대체먹이 경제성 분석 (전국)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o 증가되는 비용 : 없음

  - 계(A) : 0

o 증가되는 이익
 -  사료비 절감 : 150억원
  ․기존먹이 단가 : 125원/16g
  ․대체먹이 단가 : 58원/16g
  ․사료비 절감액 : 3,015원/마리
  ․사육량 : 500만마리
 - 생산량 증대 : 45억원
  ․사육 증가량 : 180만마리(36%△)
  ․유충가격 : 2,500원/마리

  - 계(B) : 195억원
추정수익액(B-A) = 195억원

 표 3은 온도차이가 장수풍뎅이 유충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이다. 장수풍뎅이 유충은 
15℃에서 발육기간이 현저히 지연되거나 발육불량으로 자연치사하여 성충으로 발육하지 못하였으며 
25℃ 범위에서 온도가 올라갈수록 발육기간은 단축되고 우화율과 성충의 크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30℃이하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알, 유충, 번데기 기간이 짧아진다는 설 등(2005)과 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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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2005)의 결과와도 같은 경향이었다. 
  한편 30℃에서는 자체 예비시험 결과 현저히 발육기간이 단축되어 성충의 크기가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또한 농가 입장에서 25℃이상의 사육조건을 유지할 경우 관리비용 발생할 것을 감안
할 때 장수풍뎅이 유충 적정 사육온도는 25℃로 생각된다.

표 3. 온도차이가 장수풍뎅이 유충 발육에 미치는 영향('07~'08, 경기도농업기술원)

온도(℃) 발육기간(일)(±SD) 우화율
(%)

성충크기(cm)
♀ ♂ ♀ ♂

15 - - - - -
20 257.5±11.9 248.5±10.7 40 3.1±0.1 3.8±0.2
25 212.2±5.3 208.3±8.5 90 3.8±0.2 4.9±0.2

표 4. 온도차이가 장수풍뎅이 성충에 미치는 영향('07~'08, 경기도농업기술원)
온도
(℃)

산란전기
(일)

산란수
(개/마리)

성충 수명(일)
♀ ♂

15 - - 186.3±31.3 123.7±27.8
20 68.0±33.6 13.7±15.5 132.7±14.2 115.7±38.2
25 30.7±4.2 111.3±9.1  99.0±11.3 66.3±7.6

  표 4는 온도차이가 장수풍뎅이 성충의 발육 및 산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것이다. 장수풍뎅이 
성충의 경우 교미활동을 관찰할 수 없었던 15℃에서는 산란전기와 산란수를 구할 수 없었다. 대부분의 
곤충들은 외부 온도에 완전히 의존하며 온도가 낮을 경우 활동을 멈추게 되는데(김 등, 2009), 장수풍
뎅이의 경우 15℃의 저온하에서는 대사열 발생에 따른 온도조절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
된다. 25℃이하의 조건에서 고온일수록 산란전기는 단축되고 산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성
충의 수명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과 강(2005)의 25℃ 대비 30℃에서 성충 수명
이 약 18% 단축되었다는 연구결과와도 유사하였으며, 이를 종합해 볼 때 장수풍뎅이 성충 사육의 적
정온도는 23~25℃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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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광조건이 장수풍뎅이 성충의 번식력 및 수명에 미치는 영향('07~'08, 경기도농업기술원)

광조건 산란전기
(일) 부화율(%) 산란수

(개/마리)
성충 수명(일)

♀ ♂
16L : 8D 20.0±3.5 56.8±20.8 103±18.0 102.7±6.7 112.3±7.6
12L : 12D 33.0±7.0 69.6±21.7 82.0±28.0 99.0±3.6 113.3±4.5
8L : 16D 37.0±3.5 58.1±21.5 53±14.0 83.3±4.0 102.3±8.0

  광조건이 장수풍뎅이 성충의 산란력 및 수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일반적
으로 장수풍뎅이 성충은 야행성을 갖고 있지만(김, 1998) 본 연구결과 적정 광조건은 16L:8D로 나타
난 가운데, 명(明)조건이 12시간 이하로 짧아질수록 부화율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산란전기가 길
어지고 산란수가 감소함에 따라 번식력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성충수명 또한 암수 모두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장수풍뎅이 유충 사육밀도별 생존율 및 유충무게를 비교한 결과이다. 장수풍뎅이는 1,100cc 당 
3마리 이상의 유충을 동시에 사육할 경우 동종포식 등 먹이경합으로 유충의 무게가 현저히 감소하는
데 이는 우화 후 성충크기도 작아지는 원인이 되어 품질을 저하로 직결되며, 생존율의 감소는 생산성 
저하와 직결됨에 따라 장수풍뎅이 유충 사육시 적정밀도는 1,100cc 당 1~2마리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6. 장수풍뎅이 유충 사육밀도별 생존율 및 유충무게('07, 경기도농업기술원)  

구 분
사육밀도(유충수/1,100cc)

1 2 3 5 7

생존율(%) 100±0.0 100±0.0 100±0.0 86.7±11.5 76.2±8.3

유충무게(g)♩ 13.8±0.9 13.0±0.8 10.1±1.7 6.2±1.6 5.1±1.0

♩유충(2령 초기) 처리 100일 후.

나. 사슴벌레류 품질 향상 기술 개발 시험
  넓적사슴벌레와 왕사슴벌레 유충 먹이첨가제별 발육기간 및 우화 후 성충크기를 조사하였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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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먹이종류가 사슴벌레류 유충 발육에 미치는 영향('07~'09, 경기도농업기술원)

종명 먹이종류 유충 발육기간(일)d(±SD) 성충크기(cm)
♀ ♂ ♀ ♂

넓적사슴벌레
발효톱밥 + Ca 166±5.0 221±4.5 3.8±0.3 6.5±0.2

발효톱밥 + OMb 207±4.8 243±5.7 4.2±0.3 7.0±0.3
발효톱밥(대조) 250±6.7 298±5.3 3.5±0.6 5.8±0.5

왕사슴벌레
발효톱밥 + Bc 203.8±6.3 203.0±4.5 3.6±0.1 5.2±0.2
발효톱밥 + OM 213.0±6.8 209.3±4.0 3.8±0.1 5.8±0.1
발효톱밥(대조) 211.4±6.3 207.4±10.5 3.2±0.2 4.8±0.2

 a Potato powder 5%, b Oatmeal powder 5%, c Chestnut powder 5%,
 d부화 후 우화까지 소요일수.

  자체 예비시험 결과를 토대로 넓적사슴벌레의 경우 감자분말과 오트밀분말을, 왕사슴벌레의 경우 밤
분말과 오트밀분말을 먹이첨가제로 선발하였는데, 갓 부화한 유충에게 오트밀분말을 참나무 발효톱밥
에 5% 첨가할 경우 두 종 모두 성충의 크기가 약 2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넓적사
슴벌레 유충의 경우 발육기간도 단축시키는 효과도 볼 수 있었다. 

표 8. 온도차이가 사슴벌레류 유충 발육에 미치는 영향('07~'09, 경기도농업기술원)

종명 온도(℃) 발육기간(일)(±SD) 우화율
(%)

성충크기(cm)(±SD)
♀ ♂ ♀ ♂

넓적사슴벌레
15 > 550 > 550 - - -
20 208.3±6.1 247.5±6.8 60 3.4±0.3 4.3±0.5
25 156.6±5.7 191.2±7.1 90 3.7±0.2 5.4±0.6

왕사슴벌레
15 > 550 > 550 - - -
20 223.3±8.4 246.7±7.9 50 3.4±0.4 4.1±0.8
25 146.2±6.2 162.1±6.1 80 3.7±0.6 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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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온도차이가 사슴벌레류 성충 번식력 및 수명에 미치는 영향('07~'09, 경기도농업기술원)

종명 온도
(℃)

산란전기
(일)(±SD)

산란수
(개/마리)(±SD)

성충 수명(일)(±SD)
♀ ♂

넓적사슴벌레

15 - - > 750 > 750

20 144.7±5.0 38.0±13.1 > 750 > 750

25 32.7±12.6 69.0±6.2 > 750 > 750

왕사슴벌레

15 - - > 750 > 750

20 278.7±16.4 10.7±2.5 > 750 > 750

25 124.7±9.9 25.6±3.6 > 750 > 750

  온도차이가 넓적사슴벌레와 왕사슴벌레 유충과 성충의 발육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표 8, 
9와 같다. 유충의 경우 두 종 모두 15℃에서는 발육기간이 지연되어 성충크기를 측정할 수 없었고, 
25℃까지 온도가 올라갈수록 발육기간은 단축되고 우화율과 성충의 크기도 증가하여 넓적사슴벌레와 
왕사슴벌레 사육시 유충의 적정온도는 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충의 경우 15℃에서는 두 종 모두 
산란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20℃에서 25℃까지 온도가 올라갈수록 넓적사슴벌레의 산란전기는 77%, 
왕사슴벌레의 산란전기는 55% 단축되었으며, 넓적사슴벌레의 산란수는 82%, 왕사슴벌레의 산란수는 
139% 증가하였다. 성충수명의 경우 두 종 모두 생존하여 측정할 수 없었다. 
  표 10은 광조건에 따른 넓적사슴벌레와 왕사슴벌레 성충의 번식력 및 수명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
과이다. 야외에서 서식하는 곤충은 광에 반응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함과 동시에 광주기에 반응한 
생활환을 갖게 되는데, 많은 곤충이 광주기 즉 조명시간과 온도를 제어함으로써 휴면타파 등의 생활환
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설 등, 2005). 
  사슴벌레류 성충은 대부분 야행성으로 알려진 가운데(김, 1998), 넓적사슴벌레 성충의 경우 암
(Dark)조건이 증가할수록 산란전기는 지연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특히 산란수가 증가하며 산란된 알
의 부화율과 성충 수명의 증가로 12~16시간의 암조건을 유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왕사슴벌레 성충의 경우 본 연구결과를 통해 특히 야행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16시간 이상의 
암조건을 유지해 줄 경우 산란수는 대차 없었으나 산란전기가 짧아지고 부화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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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광조건이 사슴벌레류 성충의 번식력 및 수명에 미치는 영향('07~'09, 경기도농업기술원)
종명 광조건 산란전기

(일)
산란수

(개/마리) 부화율(%) 성충 수명(일)
♀ ♂

넓적사슴벌레
16L : 8D 29.0±5.3 28.0±1.5 22.2±18.4 384.3±44.6 518.1±36.1
12L : 12D 77.0±6.2 46.0±2.5 93.9±9.5 442.0±28.3 562.1±30.5
8L : 16D 84.0±4.2 79.0±5.3 83.7±6.8 451.5±19.6 584.0±20.6

왕사슴벌레
16L : 8D 116.0±5.6 43.0±2.5 59.1±16.5 > 750 > 750
12L : 12D 114.0±6.5 38.0±2.1 73.0±18.1 > 750 > 750
8L : 16D 93.0±4.1 42.0±3.3 75.8±10.0 > 750 > 750

  표 11은 사슴벌레류 유충 사육밀도별 생존율 및 유충무게를 비교한 결과이다. 자연계에서는 집합성
을 갖는 곤충 이외에는 보통 서로가 접촉할 정도록 가까운 곳에 생활하고 있지 않은데, 보통 곤충 사
육조건하에서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좁은 공간에 많은 개체를 넣게 된다. 하지만 밀도에 따른 영향
은 곤충의 종마다 다양하고, 특히 사슴벌레의 경우 동종포식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설 등, 2005), 
유충의 적정 사육밀도 설정은 매우 중요한 사육기술이다.
  넓적사슴벌레는 1,100cc 당 2마리 이상의 유충을 동시에 사육할 경우 동종포식 등 먹이경합으로 생
존율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우화 후 성충크기도 작아져 적정 사육밀도는 1,100cc 당 1마리 수준으로 
나타났다. 
  왕사슴벌레 유충의 경우는 넓적사슴벌레 보다 동종포식 등 먹이경합이 상대적으로 적어 생존율과 
우화 후 성충의 크기를 고려할 때 1,100cc 당 2마리가 적정 사육밀도로 나타났다. 

표 11. 사슴벌레류 유충 사육밀도별 생존율 및 유충무게 비교('07, 경기도농업기술원)
밀도

(마리/1,100cc)
생존율(%) 유충무게(g)

넓적사슴벌레 왕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왕사슴벌레
1 100±0.0 100±0.0 17.6±1.1 7.9±1.1
2  83.3±28.9 100±0.0 14.2±2.8 7.1±0.3
3  77.8±19.2 100±0.0 10.8±6.2 5.4±1.5
5  73.3±11.5 73.3±11.5  8.7±3.0 5.3±0.9
7 66.6±8.3 71.4±14.3  8.6±3.0 5.1±0.9

※ 유충(2령 초기) 접종 후 100일 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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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2는 최적기술 적용에 따른 사슴벌레류 성충크기 조사 결과이다. 넓적사슴벌레의 암컷은 17%, 
수컷은 24%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왕사슴벌레의 경우도 최적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암컷은 28%, 
수컷은 33% 크기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로써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 보았다(표 13).

표 12. 최적기술 적용에 따른 사슴벌레류 성충크기('07~'09, 경기도농업기술원)
넓적사슴벌레 왕사슴벌레

암컷 수컷 암컷 수컷
대조 최적기술 대조 최적기술 대조 최적기술 대조 최적기술

3.5±0.6
(100)

4.1±0.2
(117)

5.8±0.5
(100)

7.2±0.2
(124)

3.2±0.2
(100)

4.1±0.2
(128)

4.8±0.2
(100)

6.4±0.4
(133)

  사슴벌레의 생산량은 전국곤충사육실태조사(농업과학원, 2006) 자료와 종의 점유율 및 증식율을 감
안하여 넓적사슴벌레는 전국 사슴벌레 생산량의 40%, 왕사슴벌레는 30%로 설정하였다. 종별 개체 크
기에 따른 가격조사는 인지도가 높은 인터넷판매점의 가격정보를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최
적기술 적용에 따른 사슴벌레류 성충크기 증가에 따른 추정수익액은 넓적사슴벌레와 왕사슴벌레가 각
각 8억원, 25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사슴벌레류 대형개체 생산에 따른 경제성 분석('09, 경기도농업기술원) (전국)
구 분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넓적사슴벌레

o 증가되는 비용 
 - 먹이첨가제 구입 : 7,040원/쌍
  ․ 소요량 : 110g/마리
  ․ 가  격 : 3,520원/110g
 - 생산량 : 400천마리
 - 계(A) : 14억원

o 증가되는 이익
 - 사슴벌레 가격 상승 : 11,000원/쌍
  ․ 수컷 : 9,000원/마리
  ․ 암컷 : 2,000원/마리
 - 생산량 : 400천마리

  - 계(B) : 22억원
추정수익액(B-A) 8억원

왕사슴벌레

o 증가되는 비용 
 - 먹이첨가제 구입 : 7,040원/쌍
  ․ 소요량 : 110g/마리
  ․ 가  격 : 3,520원/110g
 - 생산량 : 300천마리
 - 계(A) : 11억원

o 증가되는 이익
 - 사슴벌레 가격 상승 : 24,000원/쌍
  ․ 수컷 : 17,000원/마리
  ․ 암컷 : 7,000원/마리
 - 생산량 : 300천마리

  - 계(B) : 36억원
추정수익액(B-A) 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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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국내 애완용 곤충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은 장수풍뎅이, 넓적사슴벌레, 왕사슴벌레의  우량개체를 안
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육기술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장수풍뎅이 성충의 대체먹이로 한천(2.5%)+복합아미노산(2.5%)+흑설탕(5.0%)+물을 제공한 결

과 산란전기는 약 25% 단축되고 총산란수는 약 30%, 산란된 알의 부화율은 약 18% 증가함에 
따라 번식력이 향상되었으며, 성충 수명 또한 암컷은 14%, 수컷은 32%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나. 장수풍뎅이 성충의 사육 적정 온도는 23~25℃, 적정 광조건은 16L(명조건)/8D(암조건)로 나타
났다.

  다. 장수풍뎅이 유충 사육시 적정 사육밀도와 온도는 1~2마리/1,100cc, 25℃로 나타났다.
  라. 넓적사슴벌레 유충의 적정 사육밀도와 온도는 1마리/1,100cc, 25℃로 나타났으며, 최적의 조건

하에서 유충에게 오트밀분말을 참나무 발효톱밥에 5% 첨가할 경우 성충의 크기가 약 17~2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넓적사슴벌레 성충의 사육 적정 온도는 25℃, 광조건은 12~16D(암조건)이었다. 
  바. 왕사슴벌레 유충의 적정 사육밀도와 온도는 1~2마리/1,100cc, 25℃로 나타났으며, 최적의 조건

하에서 오트밀분말을 참나무 발효톱밥에 5% 첨가할 경우 성충의 크기가 약 28~33% 정도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왕사슴벌레 성충의 사육 적정 온도는 25℃, 광조건은 16D(암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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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유용곤충 산업화 기술 연구 산업곤충 ’07~’10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이영수
 곤충소재 패키지 상품 및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산업곤충 ’07~’09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 이영수
색인용어 곤충, 트랩, 사육용기, 체험학습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the new commodity for insect experience education, 
and we analyzed the tendency of major consumer to develop educational insect experience 
program and for the activation of pet insect industry. 
  We invented the new night insect trap that could collect or make observations of the alive 
insects in target-able time. we also set up the new decorative rearing kit that could rear or 
make observations of the predator insects that live under ground such as tiger beetle larva. 
Moreover, we developed the new decorative rearing kit that could rear or make observations 
of the predator insects and feeding insects at the same space. this would help comsumer 
such as student understand the food chain relations with a keen interest. 
  We surveyed and analyzed the acquirement and purchase procedures of pet insect or 
rearing information, the actual conditions of management and expenses on pet insects, 
effective public relations strategy, and the bright pet insect on middle school student. 
Moreover, we analyzed the participation degree of insect experience events, the preferring 
degree of insect experience program, the expenditure tendency of consumer, the adaptable 
insect species and their characteristics on insect experience program, and a point to be 
considered when construct new insect experience program.

Key words : insect, experience, trap, rearing kit, insect experience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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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곤충산업은 지구상에서 가장 번성한 절지동물인 곤충을 기반으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으로 국내에서 곤충산업의 중요한 생물자원으로서의 인식은 높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나 최근 정부차
원에서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왕귀뚜라미를 FTA 대응 신소득 작목으로 지정함은 물론『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침체된 국내 농업의 블루오션으로 곤충산업이 주목받고 
있다(농식품부, 2010). 
  곤충의 산업화는 곤충 자원을 분자생물학적 및 생명공학적 관점에서 연구개발하여 시제품까지 완성
하는 분야와 다양한 곤충의 생활사 및 생태계에 기초한 기초산업으로 나눌 수 있다(한, 2007). 국내 
곤충시장 규모는 약 896∼1,019억원으로 추정되나(농촌경제연구원, 2007), 일본의 경우는 곤충시장규
모가 약 8조원에 이르는 등 곤충시장이 발달되어 있다.
  곤충산업의 활성화 및 시장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교육계와 융합하여 초, 중, 고등학교의 교
과과정에서 의무적으로 다양한 곤충을 사용하여 다양한 생명현상을 젊은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
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조건이라 할 수 있으며(한, 2007),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교육적 효과가 있으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상품 및 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실제로 전국 곤충사육농가 실태조사(농과원, 2006) 결과 곤충사육농가 호당 조수입(48,040천원)의 
30% 이상(15,364천원)을 생태학습장 운영에 따른 수입이 차지하고 있다. 
  체험학습은 교실에서 강의를 듣는 수동적인 학습의 상대적인 의미로서 능동적 학습, 자율적 학습, 
활동적 학습으로(이, 1993; 이, 2008), 이론적으로 학습한 것을 직접 관찰하거나 실천할 수 있는 기회
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학습방법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최근 교육부는 격주 5일제 수
업 시행을 통해 학생들에게 체험학습과 연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정보교육원, 2000). 하지만 체험학습의 체계화된 매뉴얼과 프로그램의 부족은 시간적, 경제적 
투자 대비 효율성 저하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곤충을 소재로 한 다양한 패키지 상품과 곤충 체험학습프로그램을 개발 방향을 
모색하여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체험학습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자 수행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가. 곤충소재 패키지 상품 개발

  다양한 곤충을 교육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상품개발의 일환으로 자동개폐식 야간 곤충 채집용 트랩, 
학습관찰용 곤충사육용기, 학습관찰용 멀티 곤충사육키트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자동개폐식 야간 곤충 채집용 트랩은 빛이나 유인물질에 반응하여 모이는 곤충의 특성을 이용하여 
프레임, 본체부, 관찰부가 설치하고 원하는 시간대 채집이 가능하도록 본체부의 전면에 타이머를 구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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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관찰용 곤충사육용기는 생태특성상 지하부에 은닉하여 서식하면서 지상의 다른 곤충들을 포식
하는 곤충들에 대한 행동습성을 고려하여 하우징, 방수용 필름, 덮개로 구성된 용기를 이용하였다. 
  학습관찰용 멀티 곤충사육키트는 상기 곤충사육용기에 먹이용 곤충을 같이 키우며 관찰할 수 있도
록 포식곤충부와 먹이곤충부를 접목하여 고안하였다. 

나. 곤충관련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비자 동향 조사
  곤충관련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주 소비층인 초․중학생들과 성인직장인 2,577명을 대상으
로 직접설문 및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다(표 1).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애완용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
한 실태조사와 체험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곤충체험프로그램 선호 동향, 프로그램 참여시 소비 동향, 
체험용 곤충의 선호 동향, 곤충체험프로그램 개발시 고려해야 할 점 등이었다. 

표 1.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실시 내역
날 짜 장 소 대 상 인원(명) 비 고

2008. 09. 07 연천군 대광중학교 중학생 89 직접설문
2008. 10. 20 연천군 군남초․ 중학교 초․중학생 256 〃
2008. 10. 25 서울시 원묵중학교 중학생 1,058 〃
2008. 11. 01 연천군 전곡중학교 중학생 577 〃
2009. 04. 20 - 성인직장인 597 온라인 설문

계 2,577

3. 결과 및 고찰
가. 곤충소재 패키지 상품 개발
1) 자동개폐식 야간 곤충 채집용 트랩 

  야간에 원하는 시간대에 살아있는 곤충을 채집하고 채집된 곤충을 관찰할 수 있도록 트랩을 개발하
였다(특허출원, 제 2008-0043795호). 구조를 살펴보면 바닥면에 앵글로 이루어지는 프레임과 딱정벌
레류를 포집할 수 있는 수납부, 수납부의 상부면의 전면과 양측면이 개방된 형상의 개방부가 형성되어 
동력전달수단의 구동에 의해 양측에 구비된 가이드 레일을 타고 상, 하부 방향으로 이송되는 개폐기가 
구비된 본체부 및 상기 본체부의 상부면에 연결되어 있고, 상기 동력전달수단에서 인출된 전선에 연결
되는 유인등이 구비된 관찰부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1). 
  유인등은 동력전달수단의 구동에 의해 개폐기가 하부 방향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발광할 수 있도
록 발광다이오드(LED), 형광등 또는 백열등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유인등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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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에 의해 유입된 곤충의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찰부를 투명재질로 하였다.

그림 1. 자동개폐식 야간 곤충 채집용 트랩의 구성 및 활용장면.

  본 트랩은 곤충체험농장의 야간체험프로그램으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시간대별 곤충 출현현
황 조사 등 생태조사용 자재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표 2는 기존 야간곤충트랩과 새롭게 개발한 
트랩의 장단점 및 개선안을 비교․ 검토한 내용이다. 

표 2. 국내 유통 곤충 야간채집용 트랩 장단점 및 개선점
기존 트랩 개발 트랩

구 성 장점 단점 개선점
유인등 대부분 주광성 곤충에 대해 

유인효과가 높음. - 유지(1차 유인)

포집구
깔대기형 포집구로 떨어진 
곤충을 채집하는 형태로서 
밀도가 높은 곤충에 대한 

채집효과가 높음.

곤충이 주위를 맴돌거나 
포집구위로 올라와 날아가는 

등 채집효과가 낮음.

포집구를 곤충 입출이 
자유롭도록 개방하고  

트랩내부 유인물질에 2차 
유인됨으로써 채집율을 

향상시킴.
팬(fan) 해충 포획용으로써 광에 유인된 

곤충에 대한 채집효과가 높아짐.
살아있는 곤충 채집시 팬에 

부딪히면서 곤충이 손상되거나 
치사함.

팬(fan) 제거로 살아있는 
곤충채집 가능 및 재료비 

절감.

타이머
곤충 야간채집시 유인등 시간대 

조절이 가능함. -
채집완료시 유인등이  

소등됨과 동시에 개폐장치가 
차단됨으로써 채집율을 

향상시킴.

채집통
망사형태로 가볍고 이동 및 

설치가 편함.
큰턱이 발달한 곤충의 경우 

채집망을 뚫고 탈출하여 
망훼손은 물론 채집율이 

떨어짐.

투명아크릴재질로서 훼손될 
우려가 적으며, 채집된 곤충의 

관찰이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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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습관찰용 곤충사육용기
  비단길앞잡이 등과 같이 생태특성상 지하부에 은닉하여 서식하면서 지상의 다른 곤충들을 포식하는 
곤충들에 대한 행동습성을 관찰할 수 있도록 사육용기를 개발하였다(실용신안, 제 2008-0012659호). 
세부적 구성은 상부에서 하부로 함몰되게 형성되어 지하에서 서식하는 곤충이 은닉할 수 있는 서식처
가 형성된 서식부, 서식부에 수직으로 연장된 결합부재가 구비되는 하우징, 서식부의 상면에 놓여지는 
방수용 필름 및 상기 결합부재에 삽입 결합되며, 중앙 부분이 수직으로 관통되어 공기 순환 역할과 먹
이를 투입할 수 있는 공급홀이 구비된 덮개로 이루어지는 용기를 포함하여 구성하였다(그림 2). 곤충
들 각각의 발육단계별 생육특성은 아동 및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높은 가치가 있다. 하지만 곤충 종
에 맞는 온도, 습도, 먹이 등 여러 가지 환경조건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충종중에서 발육
단계를 알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 관찰할 수 있는 종은 나비목 곤충을 포함하여 불과 몇 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길앞잡이 유충과 같이 지하부에서 은닉생활을 하는 곤충의 경우 행동특성이 독특하여 
소비자들의 관심은 높으나, 실제 서식처를 찾아 관찰하는 방법 외에는 실내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방법
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권 등(2003)은 실험 및 농가차원에서 길앞잡이 성충 교미 및 산란유도와 유충 
사육을 위한 사육키트를 개발하기도 하였으나, 본 사육용기는 학교나 가정에서 다양한 곤충을 학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가 직접 기호대로 장식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흥미로운 교육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2. 학습관찰용 곤충사육용기의 구성 및 활용장면.

3) 학습관찰용 멀티 곤충사육키트
  한 개의 사육용기 내에서 지하부에 은닉하여 서식하면서 지상의 다른 곤충들을 포식하는 곤충들과 
이들의 먹이가 되는 곤충을 동시에 사육하면서 행동습성을 관찰할 수 있도록 사육키트를 개발하였다
(실용신안, 2009-0012308호). 세부적으로는 포식곤충의 생육에 필요한 인공환경이 조성되어 상기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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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곤충이 생육되는 포식곤충부와 상기 포식곤충에 먹이로서 제공되는 먹이곤충을 생육하는 먹이곤충
부로 구성하였다(그림 3). 기존의 곤충사육키트는 곤충의 전 생애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느끼며 배
울 수 있도록 하여 책으로만 설명되는 곤충의 성장과정 및 행동습성을 관찰할 수 있어 생물학적 학습 
방법으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시장에서 출시되는 곤충사육키트는 먹이곤충이
나 포식곤충중에 어느 하나의 종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곤충의 먹이사슬에 대한 학습용 자료로서는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사육키트의 가장 큰 장점은 포식성 곤충의 생육특성뿐만 아니라 먹이곤충을 
동시 사육, 관찰함으로써 먹이 사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3. 학습관찰용 멀티곤충사육키트의 구성 및 활용장면.

  본 키트를 통해 먹이곤충으로 귀뚜라미와 같은 소리곤충류를 키우고, 서식부에서 소리의 순환 및 전
달이 유용하도록 다 수개의 통공을 구비함으로서 정서적으로나 학습용으로 매우 유용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먹이곤충과 포식곤충을 동시에 사육하되, 상기 포식곤충의 은닉생태를 고려하여 은닉처
를 디오라마나 장식으로 꾸밀 수 있으므로 실내장식용으로 매우 유용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나. 곤충관련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비자 동향 조사
1) 애완곤충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동향 분석 및 개선안

  최근 부각되고 있는 애완용 곤충시장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주 소비계층의 소비동향 분석을 통하여 
보다 전략적인 계획을 수립하고자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동향 및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소비자들은 애완곤충에 대한 정보를 TV(21%) 등의 매체를 통해 처음 접하게 되며, 곤충 사육 관련 
정보는 주로 인터넷(89%)을 통해 얻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따라서 체험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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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매체로는 TV나 인터넷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4, 5). 이는 농촌관광마을 운영
자와 마을 방문객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 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이었는데 가장 효과적인 매체로 TV, 
라디오 및 인터넷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농진청, 2008).  

표 3. 애완곤충에 대한 정보를 처음 접했던 계기
TV, 잡지, 신문 상점 인터넷 박람회 기타

20.7% 19.0% 9.9% 15.1% 35.3%

표 4. 애완곤충관리에 대한 정보획득을 위한 수단(곤충사육 경험자 대상)
인터넷 상점 사육장 기타
88.7% 2.3% 1.1% 7.9%

표 5. 곤충 체험프로그램 홍보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매체수단
TV 라디오 신문 박람회 인터넷

53.4% 1.1% 4.5% 18.5% 22.5%

  구입동향 분석 결과는 표 6에서와 같이 애완곤충 구입은 주로 상점(32.0~33.2%)을, 사육관련제품 
구입은 주로 인터넷(37.4)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편리성과 신뢰성을 고려하여 애완곤충 및 관련
제품 구매처를 선택한다는 의견이 약 80% 정도를 차지했다(표 7, 8). 

표 6. 애완곤충의 구매 방법(계획)
구분 인터넷 상점 박람회 사육농장 기타

경험자 11.9% 33.2% 8.9% 10.2% 35.8%
미경험자 16.6% 32.0% 14.6% 30.0% 6.8%

표 7. 애완곤충 사육관련제품의 구매 방법
인터넷 상점 사육장 직접 구함 기타
37.4% 17.6% 3.3% 30.8%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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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애완곤충 및 관련제품 구매처 선택기준
편리성 신뢰성 신속성 기타
31.0% 27.9% 16.6% 24.5%

  또한 애완곤충 1회 구매비용은 1만원 미만(31%)이 가장 많았고, 월 적정 관리비용은 2만원 미만
(42%)으로 나타났다(표 9, 10, 11, 12). 따라서 소비자 방문이 편리하고 구입시 신뢰를 주는 것이 가
장 중요하며, 상품판매 증대를 위해 인터넷을 잘 구축하고, 1회 구매비용은 1만원 미만, 월 적정 관리
비용은 2만원 미만이라는 결과와 같이 소비자의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상품별 가격 설정이 필요하리
라 생각된다.

표 9. 애완곤충 구매 비용
1만원미만 2만원미만 3만원미만 4만원미만 무료분양

31.1% 26.7% 15.6% 12.6% 14.0%

표 10. 애완곤충 구매가격에 대한 만족도
매우 비싸다 비싸다 보통이다 저렴하다 매우 저렴하다

2.9% 32.4% 45.6% 10.3% 8.8%

표 11. 애완곤충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한달 기준)
구분 1만원미만 2만원미만 3만원미만 4만원이상 기타

경험자 65.4% 23.8% 7.7% 1.5% 1.6%
미경험자 27.2% 41.5% 18.7% 7.3% 5.3%

표 12. 애완곤충 관리비용에 대한 만족도
매우 비싸다 비싸다 보통이다 저렴하다 매우 저렴하다

7.1% 11.8% 46.5% 31.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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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완곤충의 사육 동향을 분석해본 결과 현재 사육하고 있는 곤충으로는 장수풍뎅이(50%)>사슴벌레
(38%)>하늘소(7%)>개미(4%)>무당벌레(1%) 순이었으며, 향후 사육을 원하는 곤충으로는 사슴벌레
(40%)>장수풍뎅이(37%)>거미(10%)>나비(8%)>개미(4%)>기타(1%) 순으로 나타났다(표 13, 14). 따라서 
현재 애완용으로 가장 많이 사육하는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류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으며, 
하늘소, 나비, 거미, 개미와 같이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곤충을 개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표 13. 현재 사육하는 애완곤충 종류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하늘소 개미 무당벌레

49.6% 38.1% 7.2% 3.6% 1.5%

표 14. 사육을 희망하는 애완곤충 종류
개미 거미 나비 반딧불이 사슴벌레류 소똥구리 장수풍뎅이 하늘소
4.3% 10.1% 8.0% 0.5% 39.4% 0.5% 36.7% 0.5%

표 15. 애완곤충 사육시 애로사항(주관)
죽을까봐 배설물 관리가 힘들다 먹이
12.0% 6.7% 50.8% 30.7%

표 16. 개선을 요하는 애완곤충 사육용품
성충 사육통 유충 사육통 발효(톱밥) 균사 기타

17.9% 14.6% 35.8% 25.0% 6.6%  

  애완곤충 사육시 애로사항 및 개선안을 조사한 결과(표 15, 16), 소비자 50% 이상이 관리가 힘들다
고 생각하였으며, 가장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는 발효톱밥(36%)>균사(25%)>성충 사육통(18%)>유충 사
육통(15%)>기타(6%) 순으로 나타났다. 개선요구사항으로 발효톱밥은 대형개체 생산가능 영양성 증대, 
균사는 유충 사육 중 자실체 형성 방지, 성충 사육통은 초파리 등 잡충 방지 등으로 나타나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곤충체험학습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소비동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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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부각되고 있는 곤충을 소재로 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보다 전략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주 소비계층을 대상으로 소비동향을 분석하였다. 
  성인직장인을 대상으로 향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곤충의 활용분야를 조사한 결과 
체험학습/교육용 > 애완용 > 신소재개발 >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4).

그림 4. 향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산업곤충의 활용분야

  표 17에서와 같이 곤충체험프로그램 경험에 대한 조사결과 성인직장인과 중학생은 각각 56%, 
64.4%가 곤충 체험프로그램을 경험하였으며, 주 소비계층인 중학생이 15% 높게 나타났으며, 가장 흥
미로웠던 곤충 체험프로그램으로는 중학생 78%, 성인직장인 59%가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보고 체험
하는 것을 선호한 가운데 성인직장인의 경우 표본이나 곤충제품 관람을 선호하는 정도가 중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신(2007)의 조사결과에서도 중학생의 경우 과학체험 전시물
로 동․식물 표본을 만져보거나 전문 해설 도우미와 함께하는 표본설명이 가장 이해하기 좋아하는 것으
로 나타나(67.8%) 살아있는 생물체 즉 곤충을 활용한 프로그램이야말로 가장 기본이 되며 핵심인 것
으로 사료된다. 

표 17. 곤충 체험프로그램 경험횟수
    횟수

계층 0 1번 2번 3번 4번이상

중학생 35.6% 25.4% 24.9% 7.3% 6.8%
성인직장인 44.0% 31.9% 20.4% 2.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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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곤충축제 참여시 가장 흥미로웠던 코너
구분 표본관람 살아있는 곤충 

관찰 및 체험
다양한 

곤충제품 관람 기타
중학생 20% 78% 1% 1%

성인직장인 30% 59% 6% 5%

 표 19. 곤충소재 상품 선호도 조사 결과(수입 비교)
악세사리(60%) 　생체/체험(40%)

열쇠고리 목걸이 팔찌 핸드폰줄 장수풍뎅이 넓적사슴벌레 입체곤충
30% 20% 20% 30% 50% 40% 10%

  곤충체험프로그램 운영시 실질 소득원은 곤충을 직접 체험하는 비용(40%)보다 다양한 악세사리 구
입비용이(6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표 19), 효과적인 판매전략으로 다양한 장식품 준비와 적정한 
가격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 성인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체험용 곤충 종류.

  성인직장인 대상 선호하는 체험용 곤충으로는 장수풍뎅이(25%)>나비류(41%)>사슴벌레류(26%)>수서
곤충류(5%)>기타(1%) 순이었으며(그림 5), 체험프로그램개발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곤충의 형태와 
습성으로는 발광(發光)성(36%)>화려한 날개짓(34%)>소리를 내는 습성(22%)>방향(芳香)성(8%)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6). 과학 체험학습에 있어 오감체험 기회를 갖는 다는 것은 기본적이며 중요한 항목이며, 
중학생의 경우 과학 체험학습에 있어 성별과 학년은 과학태도에 유의차가 없다(신, 2007)는 것을 감안
할 때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흥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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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체험프로그램개발에 가장 효과적일 것 같은 곤충의 형태와 습성.

  따라서 현재 체험용으로 가장 인기 높은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류는 유지하되 다양한 연령대에서 
선호하는 나비류와 빛이나 소리, 향기를 내는 곤충 등 다양한 체험용 곤충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표 20. 곤충체험프로그램 운영시 고려할 사항에 대한 설문결과(2009, 경기도농업기술원)

주차시설 등
교통문제 저렴한 입장료 복지시설 휴식공간

(가족단위)

30% 17% 2% 51%

  곤충체험프로그램 운영시 고려할 점으로는 가족단위 휴식공간(51%)>교통․주차(30%)>저렴한 입장료
(17%)>복지시설(2%) 순으로 나타났다(표 20). 이 결과와 곤충체험프로그램 개발시 반영되어야 할 점에 
대한 자유의견(그림 7)을 종합해 볼 때 무엇보다 가족단위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주요하
며, 교통이 원활한 장소와 주차시설의 확보, 저렴한 입장료 책정, 노약자 등을 위한 복지시설이 필히 
겸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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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곤충 체험프로그램 개발시 반영되어야 할 점(자유의견).

  또한 신(2007)은 전문 해설 도우미의 존재나 오감체험 기회를 갖게 하는 것은 특정 수요자에 영향
을 받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라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중학생의 경우 성별과 학
년에 상관없이 83.8%가 자유롭게 관람하되 전문 해설 도우미에게 질문하는 형식을 가장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나(신, 2007) 곤충분야 전문 해설 도우미의 양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적 측면에서 보다 질 높은 체험학습이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즐기기보다 자연 속에서 배
워갈 수 있어야 하며, 농촌체험관광이라는 측면에서도 곤충이라는 특화된 체험테마를 바탕으로 관광객
이 농어촌에 체류하면서 많은 경험을 갖는 다양한 곤충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4. 적  요
  다양한 곤충을 교육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애완곤충 산업 활성화와 곤충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소비동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야간에 원하는 시간대에 살아있는 곤충을 채집하고 채집된 곤충을 관찰할 수 있도록 트랩을 개

발하였다.
  나. 비단길앞잡이나 명주잠자리 유충 등과 같이 생태특성상 지하부에 은닉하여 서식하면서 지상의 

다른 곤충들을 포식하는 곤충들에 대한 행동습성을 관찰할 수 있도록 사육용기를 개발하였다.
  다. 한 개의 사육용기 내에서 지하부에 은닉하여 서식하면서 지상의 다른 곤충들을 포식하는 곤충들

과 이들의 먹이가 되는 곤충을 동시에 사육하면서 행동습성을 관찰할 수 있도록 사육키트를 개
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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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애완곤충에 대한 정보획득 수단과 구매, 관리, 비용, 홍보 및 사육곤충 종에 대한 소비동향을 
분석하였다. 

  마. 곤충을 소재로 한 체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참여도, 체험프로그램 종류별 선호도, 프로그램 참
여시 지출동향, 체험프로그램개발에 적합한 곤충의 특성, 곤충 체험프로그램 개발시 반영되어야 
할 점 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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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suitable welsh onion varieties for organic culture 
in greenhouse condition during winter season. 
  Germination rates of tested varieties were above 95%, individual seedlings weight of tested 
varieties before transplanting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0.28~0.31g. 
  Plant height, stem length and individual weight of tested varieties were more higher than 
those of "Geumjang". Bolting degrees of "Mudeung", "Jangyeol", "Sinheuk", "Heukgeumjang" 
were  lowest with 1. Fresh yields(kg 10a-1) of tested varieties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to that of "Geumjang".
  In conclusion, fresh yields of "Mudeung", "Jangyeol", "Sinheuk" varieties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nd bolting degrees of those varieties lowest with 1  compared to 
those of "Geumjang" and "Heukgeumjang" which were being cultivated in organic culture 
farms until recently. 

Key words : welsh onion, organic culture, varieties



838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1. 연구목표
  대파(Allium fistulosum L.)는 마늘 양파와 더불어 중요한 양념채소이며,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일
본이 주 생산 및 소비 국가이다(최 등, 2002; 차 등, 2008). 2007년 대파 재배면적은 전국 12,821ha
(노지 11,385ha, 시설 1,486ha), 생산량은 367,936톤(노지 325,905톤, 시설 42,031톤) 이었으며, 이
중 경기도는 3,066ha(노지 2,333ha, 시설 733ha), 생산량은 78,549톤(노지 57,952톤, 시설 20,597
톤)으로 전국대비 재배면적은 24%(노지 20%, 시설 51%), 생산량은 21%(노지 18%, 시설 49%)를 차지
하고 있다(농림수산식품부, 2008).
  대파는 봄부터 겨울까지 생육하는 재배기간이 긴 작물로(Lee, 1994; 최 등, 2004) 유기재배시 생육
관리를 위해 화학농자재를 사용할수 없는 기간이 길어 유기재배가 어려운 작물이다. 최근 대파는 고소
득작목으로 인식되어 연중생산을 위하여 시설하우스를 이용한 동계유기재배가 활용되고 있으나 품종
선택에 있어서 농가에서는 기존에 재배하고 있는 한두 품종을 제외하고는 다른 품종을 선택할수 있는 
품종 정보가 부족하여 대파 유기재배 적합품종 선발이 긴요한 실정이다. 
  대파 연구로 유 등(1998)은 기존 생산․판매신고된 대파 18품종의 특성검정을 실시하였고, 김 등
(2003)은 국내외 시판품종 56종에 대하여 생육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김 등(2004)은 국내 종자시장의 
여러 품종의 특성을 조사하였으나 품종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다양한 특성을 가진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기재배에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특성인 내병성, 도복 등 내재해성, 수
량 및 품질안전성에 대한 연구보고는 없었으나 최근 김 등(2008)은 대파 하계 유기재배시 기존 농가
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품종과 함께 재배가 안정적이고 수량성이 높은 품종으로 무등외대파(묵창파) 
등 4품종이었다고 보고하였으나 하계재배는 동계재배와는 환경이 달라 적용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시험은 동계 유기재배 조건에서 재배안정성이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고자 시중에 유통되는 대파 품종
을 대상으로 특성을 검정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농가 현지포장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 2008년 10월부
터 2009년 3월 까지 2회에 걸쳐 대파 동계 유기재배시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고자 수행하였다. 2007
년도에는 17품종을 공시하였고, 2008년도에는 1년차에서 수량 특성이 우수하였던 4품종과, 유기재배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2품종, 중국품종 “고백패파”, 국내 육성 품종 “여명파” 등 8품종을 공시
하여 종실 및 유묘소질, 생육 및 수량특성, 추대정도(1-9) 등을 조사하였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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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년도별 시험품종
년도 품  종  명

2007
무등외대파, 흑장파, 명지파, 스피드외대파, 장열흑대파, 흑산외대파, 흑대장외대파, 

신흑외대파, 동경하흑파, 석창외대파, 겨우내금장파, 흑엽한대파, 흑금성외대파, 
흑강외대파, 만추외대파, 금장외대파, 흑금장파

2008 무등외대파, 장열흑대파, 신흑외대파, 동경하흑파, 금장외대파, 흑금장외대파, 
고백패파(’08 신규), 여명파(’08 신규)

 대파 재배방법으로 포장관리는 토양검정질소시비량의 1.0배 혼합유박(아주까리박 45%, 유채박 40%, 
미강유박 10%, 팜박 5%)을 정식 20일 전에 시비하였다. 육묘는 200구 플러그트레이에 파종하여 45일
간 육묘 후 시설재배(수막시설이 된 2중 비가림하우스)내에 검정유공비닐을 피복(구멍간격 가로 
20cm×세로 20cm) 후 정식하였다. 2007년 동계재배 시험은 10월 15일에 정식하여 2008년 3월 17일
(정식후 154일)에 수확하였고, 2008년 동계재배 시험은 10월 10일에 정식하여 2009년 3월 12일(정식
후 153일)에 수확하였다.
  품종별 발아율조사는 직경 9.0cm 페트리디쉬에 여과지(Whatman No. 2)를 깔고 품종당 100립의 
종자를 정렬하여 20℃ 항온기에 치상하고 치상후 12일에 조사하였다. 
  묘소질 조사는 200구 플러그트레이에 파종후 육묘용온실(2중 비가림하우스)에 45일간 육묘후 초장, 
위경폭, 개체중을 조사하였다. 대파의 생육, 개체중 및 수량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농촌진
흥청, 2003)에 준하여 조사하였고, 추대정도(1-9)는 달관조사를 하였으며, 시험포장 배치는 난괴법 3
반복으로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2007년
1) 종자 및 묘소질 특성

  2007년 품종별 종자 및 묘소질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100립중은 0.18~0.23g으로 다
양하였는데, 0.20g 미만인 소립품종은 스피드외대파, 흑대장외대파, 동경하흑파 3종이었으며, 나머지 
품종은 0.20~0.23g이었다. 農文協(2004)에 의하면 시중에 유통되는 종자의 100립중은 대부분 
0.20~0.22g이라고 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도 이와 비슷하였다.
  공시품종의 발아율은 모든 품종이 76~99%로 대파 종자보급종 발아율 기준인 65% 이상(국립종자원, 
2009)이었는데 스피드외대파가 76%로 가장 낮았고, 흑장파, 흑금성외대파, 흑강외대파, 만추외대파는 
81~88% 였고, 기타 품종은 90%이상으로 높았다.
  초장은 15.1~16.8cm, 위경폭은 1.62~1.78mm 대차 없었고, 개체중은 0.22~0.31g 정도였는데,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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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2003)은 국내외 시판품종 56종에 대하여 엽수, 초장, 위경장, 위경폭 및 개체중을 조사한 결과, 개
체중을 제외한 나머지 형질들의 변이 폭이 적어 대부분의 품종들이 유사한 형질을 나타냈다고 하였는
데 본 시험의 결과인 유묘에서도 개체중을 제외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표 2. 종자 및 유묘 특성('07)
번호 품 종 명 100립중(g) 발아율(%) 초장(cm) 위경폭(mm) 개체중(g)♩

1  무등외대파 0.23 97 16.3 1.77 0.29
2  흑장파 0.20 88 15.6 1.75 0.25
3  명지파 0.23 98 16.1 1.74 0.25
4  스피드외대파 0.18 76 16.8 1.78 0.31
5  장열흑대파 0.22 99 15.5 1.76 0.30
6  흑산외대파 0.21 94 15.1 1.68 0.24
7  흑대장외대파 0.19 96 15.2 1.73 0.26
8  신흑외대파 0.20 98 15.9 1.72 0.27
9  동경하흑파 0.19 98 15.6 1.77 0.28
10  석창외대파 0.21 99 15.4 1.72 0.26
11  겨우내금장파 0.23 98 16.1 1.65 0.24
12  흑엽한대파 0.22 99 15.5 1.62 0.28
13  흑금성외대파 0.20 83 15.8 1.64 0.27
14  흑강외대파 0.22 81 15.3 1.62 0.22
15  만추외대파 0.23 88 16.1 1.72 0.27
16  흑금장외대파 0.21 96 15.4 1.76 0.27
17  금장외대파 0.22 95 15.2 1.72 0.26

※ 조사시기 : 파종후 45일, ♩: 40주 평균

 2) 생육특성 및 수량성
  시험 품종의 초장은 64.8~72.0cm, 위경장은 20.0~24.3cm, 위경폭은 13.1~15.1mm로 품종별 큰 
차이가 없었다(표 3). 또한 시험품종의 대부분이 추대정도도 현재 유기재배 농가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금장외대파나 흑금장외대파와 비슷하였으나, 스피드외대파의 추대정도는 7로써 높아 수확시기가 
늦어질 경우 재배안정성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었고, 10a 당 수량성은 공시품종 모두 3,100kg 이상
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무등외대파, 장열흑대파, 신흑외대파, 동경하흑파 4품종은 금장외대파 대비 
수량성이 5%이상 높은 경향을 보여 기존 유기재배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흑금장외대파, 금장외대파
와 함께 시험품종으로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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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생육특성 및 수량성('07)                                  조사시기 : 수확기(08년 3월 17일)
번호 품종명 초장

(cm)
위경장
(cm)

위경폭
(mm) 개체중♩(g) 추대정도♪ 상품수량

(kg 10a-1) 지수
1  무등외대파 72.0 24.3 15.1 84.3 1 3,583 109 
2  흑장파 64.8 21.6 13.2 78.8 3 3,349 102 
3  명지파 67.0 21.3 13.4 80.4 1 3,417 104 
4  스피드외대파 66.4 20.8 13.8 78.7 7 3,345 101 
5  장열흑대파 70.3 23.0 14.9 83.3 1 3,540 107 
6  흑산외대파 68.8 21.3 14.2 80.1 1 3,406 103 
7  흑대장외대파 65.7 20.7 14.1 79.9 3 3,396 103 
8  신흑외대파 68.5 22.7 14.7 82.9 1 3,523 107 
9  동경하흑파 69.0 23.2 14.3 81.2 5 3,451 105 
10  석창외대파 67.4 21.6 13.1 79.6 3 3,383 103 
11  겨우내금장파 69.2 21.9 13.5 78.6 3 3,341 101 
12  흑엽한대파 69.3 22.3 13.6 79.4 1 3,375 102 
13  흑금성외대파 67.0 21.9 13.7 75.2 1 3,196 97 
14  흑강외대파 65.0 20.0 13.5 74.6 1 3,171 96 
15  만추외대파 71.3 22.1 14.0 77.2 3 3,281 99 
16  흑금장외대파 69.1 21.4 13.9 80.2 1 3,409 103 
17  금장외대파 68.3 21.2 13.7 77.6 3 3,298 100 

  LSD(0.05) ---------------------------------------------- ns
  C.V(%) ------------------------------------------------ 8.3

♩: 40주 평균,  ♪: 1 없거나 매우약하다   3 약하다   5 중간   7 강하다   9 매우강하다

나. 2008년
1) 종자 및 묘소질 특성

  2008년도에는 1년차 특성검정 결과 생육 및 수량성이 유망하였던 4품종(무등외대파, 장열흑대파, 
신흑외대파, 동경하흑파)과, 신규품종으로 중국품종 “고백패파”, 국내 육성 종간교잡(양파×파) 품종인 
“여명파”(김철우, 2004) 등 8품종을 공시하여 종실 및 유묘소질, 생육 및 수량특성, 추대정도(1-9) 등
을 조사하였다.
  시험품종의 유묘소질 특성검정 조사 결과(표 4), 100립중은 2007년에 선발된 무등외대파 등 6품종
은 0.19~0.23g으로 대차 없었으며, 중국품종인 고백패파는 0.28g, 국내육성 품종인 여명파는 0.27g
으로 무거웠다. 
  발아율은 시험품종 모두 95% 이상으로 조사되었으나, 신규품종인 여명파는 84%, 고백패파는 91%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이는 100립중이 무거운 종자로 종피가 두껍고, 두꺼운 종피가 발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초장은 여명파가 16.2cm로 컸으나, 그 외 품종은 14.8~15.9cm로 차이가 없었고, 위경폭도 여명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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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2.07mm로 가장 컸고 그외 품종은 1.64~1.78mm였으며, 개체중은 고백패파와 여명파가 각각 
0.38, 0.57g이었으나 나머지 품종은 0.29~0.32g로 대차 없었다. 

표 4. 종자 및 유묘 특성('08)
번호 품 종 명 100립중(g) 발아율(%) 초장(cm) 위경폭(mm) 개체중(g)♩

1  무등외대파 0.23 98 15.6 1.78 0.32
2  장열흑대파 0.22 99 15.7 1.73 0.29
3  신흑외대파 0.20 98 15.5 1.75 0.31
4  동경하흑파 0.19 98 15.3 1.72 0.30
5  흑금장외대파 0.20 98 15.2 1.68 0.29
6  금장외대파 0.22 95 14.8 1.70 0.29
7  고백패파 0.28 91 15.9 1.64 0.38
8  여명파 0.27 84 16.2 2.07 0.57

※ 조사시기 : 파종후 45일, ♩: 40주 평균

2) 생육특성 및 수량성
  생육 및 수량성은 표 5와 같다. 대비품종인 금장외대파에 비하여 1년차 시험에서 유망했던 4품종은 
초장 75.8~77.3cm, 위경장 26.2~27.2cm, 위경폭 14.4~14.9mm, 개체중 78.5~81.3g으로 높은 경향
이었으며, 추대정도는 1로 낮았다. 반면 고백패파의 추대정도는 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동경하흑파가 
5로 높았으며, 고백패파와 여명파의 상품수량도 금장외대파 대비 지수로써 각각 58, 66을 나타냈다. 
이중 국내에서 육성한 품종인 여명파는 파와 양파의 종간 교잡종으로써 양파의 특성과 파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식밀도, 육묘기간 등의 재배법과 성분과 활용방법 등의 
보완 연구가 요구된다.
표 5. 생육특성 및 수량성('08)                                  조사시기 : 수확기(09년 3월 12일)
번호 품종명 초장

(cm)
위경장
(cm)

위경폭
(mm) 개체중♩(g) 추대정도♪ 상품수량

(kg 10a-1) 지수
1  무등외대파 77.3 27.2 14.9 81.3 1 3,455 107 
2  장열흑대파 77.1 26.0 14.6 80.8 1 3,434 106 
3  신흑외대파 76.5 26.7 14.7 81.2 1 3,452 107 
4  동경하흑파 75.8 26.2 14.4 78.5 5 3,336 103 
5  흑금장외대파 76.8 25.8 14.3 78.8 1 3,349 104 
6  금장외대파 74.0 25.5 14.2 76.1 3 3,233 100 
7  고백패파 57.6 17.9 12.6 50.2 9 1,881 58 
8  여명파 71.7 23.6 13.1 61.1 1 2,137 66 

  LSD(0.05) ----------------------------------------- 372.7
  C.V(%) -------------------------------------------- 5.4

♩: 40주 평균,  ♪: 1 없거나 매우약하다   3 약하다   5 중간   7 강하다   9 매우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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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누년
1) 종자 및 묘소질 특성

  누년의 종자 및 묘소질 특성(표 6)은 전 시험품종의 발아율은 95% 이상이었고, 기존 재배품종인 금
장외대파, 흑금장외대파와 함께 공시된 2년차인 무등외대파 등 4품종의 초장, 위경폭, 개체중 등 생육
특성도 기존재배 품종과 비슷하였다.

표 6. 종자 및 유묘특성('07-'08)
번호 품 종 명 100립중(g) 발아율(%) 초장(cm) 위경폭(mm) 개체중(g)
1  무등외대파 0.23 98 16.0 1.78 0.31 
2  장열흑대파 0.22 99 15.6 1.75 0.30 
3  신흑외대파 0.20 98 15.7 1.74 0.29 
4  동경하흑파 0.19 98 15.5 1.75 0.29 
5  흑금장외대파 0.21 97 15.3 1.72 0.28 
6  금장외대파 0.22 95 15.0 1.71 0.28 

2) 생육특성 및 수량성
  생육특성 및 수량성은(표 7) 4품종의 생육특성이 기존 재배품종인 금장외대파, 흑금장외대파의 생육
특성과 비슷하거나 높은 경향이었으며, 추대정도도 동경하흑파를 제외하고는 기존 재배품종과 비슷하
였으며, 상품수량도 높거나 비슷하였다. 
  연차간 시험품종들의 생육특성이나 수량 등의 변이 폭은 좁았는데, 김 등(2003)은 국내 시판품종들
은 개체중을 제외한 나머지 형질의 변이 폭이 좁아 시험품종들의 특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고, 김 등(2004)도 국내 종자시장에서 여러 품종들이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으나 품종 간에 큰 차
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다양한 특성을 가진 품종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도 시험 품
종들의 특성이 비슷하여 향후 안정적인 유기농재배를 위해서는 내병성, 내재해성, 수량성 등이 강화된 
품종육성이 요구 되었다. 

  표 7. 품종별 생육특성 및 수량성('07-'08)
번호 품종명 초장

(cm)
위경장
(cm)

위경폭
(mm)

개체중
(g) 추대정도 상품수량

(kg 10a-1) 지수
1  무등외대파 74.6 25.7 15.0 82.8 1 3,519 108 
2  장열흑대파 73.7 24.5 14.8 82.1 1 3,487 107 
3  신흑외대파 72.5 24.7 14.7 82.1 1 3,488 107 
4  동경하흑파 72.4 24.7 14.4 79.9 5 3,394 104 
5  흑금장외대파 73.0 23.6 14.1 79.5 1 3,379 103 
6  금장외대파 71.2 23.4 14.0 76.9 3 3,26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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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본 시험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에 위치한 농가 현지포장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
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 까지 2회에 걸쳐 대파 동계 시설 유기재배시 적합한 품종을 선발하
고자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2007년
   1. 발아율이 95% 이상인 품종은 무등외대파 등 11품종 이었으며, 정식기 유묘의 개체중은 

0.22~0.31g으로 모든 시험품종에서 비슷하였다.
   2. 수확기 초장, 위경장, 위경폭 및 개체중도 모든 시험품종에서 비슷하였다.
   3. 추대정도가 1로 낮아 재배안정성이 높은 품종은 무등외대파 등 9품종이었다.
   4. 10a 당 상품수량은 시험품종 모두 3,100kg 이상으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무등외대파, 장열흑

대파, 신흑외대파, 동경하흑파는 금장외대파 대비 수량성이 5% 이상 높은 경향이어서 기존 유
기재배 농가 선호 품종인 금장외대파, 흑금장외대파와 함께 2년차 시험품종으로 선발하였다. 

 나. 2008년
   1. 발아율은 모든 시험품종에서 95~98%로 높았으나 중국품종인 고백패파와 국내 종간교잡품종인 

여명파는 각각 91%, 84%로 낮았으며, 정식기 유묘의 개체중은 고백패파와 여명파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험품종에서 비슷하였다.

   2. 수확기 초장, 위경장, 위경폭 및 개체중도 고백패파와 여명파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험품종에서 
비슷하였다.

   3. 추대정도는 금장외대파(3)에 비하여 무등외대파, 장열흑대파, 신흑외대파는 1로  낮았다.
   4. 10a당 상품수량은 무등외대파, 장열흑대파, 신흑외대파, 동경하흑파가 3,336~3455kg으로 기존 

재배 품종인 금장외대파와 흑금장외대파에 비하여 비슷하거나 높은 경향이었다.
 다. 누년
   1. 발아율은 시험품종 모두 95% 이상이었으며, 정식기 유묘의 개체중은 시험품종 모두 0.28~0.31g로 

비슷하였다.  
   2. 무등외대파, 장열흑대파, 신흑외대파, 동경하흑파는 기존 재배 품종에 비하여 초장, 위경장이 

길고, 개체중도 무거운 경향이었다.
   3. 추대정도는 무등외대파, 장열흑대파, 신흑외대파, 흑금장외대파가 1로 낮았다.
   4. 10a 당 상품수량은 무등외대파, 장열흑대파, 신흑외대파가 3,487~3,519kg으로 금장외대파와 

흑금장외대파의 3,266~3,379kg에 비하여 상품수량은 비슷하고 추대정도는 1로 낮았으며, 년차
간 생육 및 수량성이 안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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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optimum application rate of mixed organic 
fertilizer for organic culture of welsh onion in greenhouse cultivation during winter season. 
The mixed organic fertilizer was applied to 0%, 50%, 100% and 150% levels of the amount of 
recommended nitrogen by soil testing, and the effects were compared with that in the plot 
of chemical fertilizer application(nitrogen, phosphate and potash).
  Av.P2O5 content and EC of after-experiment's soils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in the application rate of mixed organic fertilizer and NO3-N content showed low especially 
in 50% level plot compared to that of 100% level, and chemical fertilizer.
  The rates of nitrogen utilization by welsh onion plants at 154 days(Oct. 15. 2007~Mar. 17. 
2008) and 153days(Oct. 10. 2008~Mar. 12. 2009) after transplanting decreased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in the application of mixed organic fertilizer, so the plot of 150% level was 
lower in nitrogen utilization rate than any other treatments.
  Fresh yields(kg 10a-1) of 100% and 150% plots didn`t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with that 
of chemical fertilizer plot, but 50% level plot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by 8% and 6% 
in 2007 and 2008, respectively. 
  Considering the EC, Av.P2O5, and NO3-N content of after-experiment's soils and welsh 
onion`s yield, it is concluded that the optimum application rate of mixed organic fertilizer 
for the greenhouse cultivation of welsh onions during winter season seemed to be around 
100% equivalent amount of the recommended nitrogen fertilization rate by soil testing. 

Key words : welsh onion, organic culture, organic fert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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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최근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로 웰빙을 넘어 로하스 개념이 도입되면서 식품의 환경성과 안전성이 강
조되면서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 국내 유기재배 전체 출하
량(유기재배인증량) 114,649톤의 54.4%(62,354톤)를 차지하고 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8).
  채소료 중 대파는 마늘, 양파와 함께 Allium속의 작물로 맛과 향기를 내는 성격이 매우 강하여 식
품의 기호와 기능성 향상을 목적으로 예부터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조 등, 2001), 
경기도의 유기농대파 주 재배지역은 남양주, 양평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한강 수계지역으로 대파의 
시설재배와 노지재배가 동시에 이루어 지고 있으며, 특히 시설재배지에서는 토양의 양분 과잉 및 염류 
축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
제 등 화학합성 자재를 전혀 사용하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해야 하고 특히 유기재배시에는 농
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첨가제 등 화학합성 자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데(최두희, 2006) 따라
서 재배중 화학비료와 같이 추비가 어려운 유기재배의 경우 정식전 시비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유기재
배 농가는 화학비료는 사용할수 없으므로 대부분 혼합유기질비료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시용
량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대파는 정식후 재배기간이 120~150일로 길어 정식전 토양 양
분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채소에 관한 유기질비료 시용연구는 상추‧쑥갓(Kim et al., 1987), 무‧배추(Lim et al., 1979 : Lim 
et al., 1992) 등에서 일부 보고되었고, 이 등(2003)은 유기재배 양파에 대하여 유기질비료 종류별 발
효과정중 이화학성 및 미생물상 변화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나, 대파 유기재배시 시설내 토양 화학적특
성을 고려한 혼합유기질비료의 시비량 설정 및 시용효과에 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시험에서는 대파 유기재배시 사용가능한 혼합유기질비료(혼합유박)의 효과와 적정 시용량을 구
명하여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동계 시설재배지의 토양 환경을 보존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에 위치한 농가 시험포장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
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3월 까지 대파 유기재배시 혼합유기질비료의 적정 시용량을 구명코자 
수행하였다. 시험전 토양 이화학성은 표 1과 같이 토양의 Av.P2O5 함량은 2007년은 587mg kg-1, 
2008년은 495mg kg-1으로 경기도의 평균 1,747mg kg-1에 비해 매우 낮고, Ex. K 함량은 2007년 
0.35cmol kg-1, 2008년 0.57cmol kg-1로 경기도 1.67cmol kg-1에 비해 현저히 낮으며, EC의 경우도 
2.08~2.27dS m-1로 경기도 5.75dS m-1에 비해 낮은 토양이었다(농진청,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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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시험토양의 이화학성
시험
년도

pH
(1:5)

OM
(g kg-1)

Av.P2O5
(mg kg-1)

Ex.cations(cmol kg-1) EC
(dS m-1)

NO3-N
(mg kg-1)

Soil
textureK Ca Mg

2007 6.8 20 587 0.35 5.7 3.8 2.08 150 Sandy loam
2008 5.4 32 495 0.57 6.8 3.4 2.27 154 Sandy loam

  시험에 사용한 혼합유기질비료는 아주까리박 45%, 유채박 40%, 미강유박 10%, 팜박 5%로 구성되
어 있으며, 그 화학성은 표 2에서와 같이 유기물대 질소비가 17.2로 비료공정규격(농진청, 2009)에 적
합하였다(표 2). 

표 2. 혼합유기질비료의 화학성
T-N(%) P2O5(%) K2O(%) OM(%) OM/N 수분(%)

4.56 2.15 1.31 78.3 17.2 14.7

  처리내용은 토양검정에 의한 화학비료 3요소(N-P2O5-K2O)구를 대조로(농촌진흥청, 1999) 하여 혼합
유기질비료는 화학비료 3요소구의 질소 해당량인 N 0.5배, N 1.0배, N 1.5배 처리구, 화학비료 3요소
구에서 인산과 칼리만 시용하고 질소는 주지 않은 무질소구와 화학비료 3요소를 모두 시용하지 않은 
무처리구 등 6처리를 두었다. 화학비료 3요소구의 시비량은 2007년은 N-P2O5-K2O=6.9-1.7-25.6 kg 
10a-1, 2008년은 N-P2O5-K2O=6.2-6.9-21.9 kg 10a-1 이었으며, 혼합유기질비료 시비량은 표준시비
량의 N 0.5배~N 1.5배에 해당하는 시용량을 대파 정식 20일전에 시용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대파의 품종은 흑금장외대파이고, 200구 플러그트레이에서 2007년 8월 31일 파종, 
2008년 8월 26일 파종하여 45일간 육묘한 묘를 수막시설이 설치된 2중 시설하우스내에서 검정유공비
닐(구멍간격 20cm × 20cm)로 피복한 시험포장에 2007년 10월 15일에 정식하여 2008년 3월 17일 수
확(정식후 154일), 2008년 10월 10일에 정식하여 2009년 3월 12일에 수확(정식후 153일)하였다. 
  대파의 생육으로 초장, 위경장, 위경폭, 개체중 및 수량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농촌진흥
청, 2003)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토양분석용 시료는 오가를 이용 토양을 채취한 후 음건하여 2㎜ 체를 통과시킨 것을 검체로 하였으
며, 토양과 혼합유기질비료 및 대파의 식물체 분석은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농진청, 2000)에 준하였
다. 토양의 pH와 EC는 초자전극법, OM은 Tyurin법, Av.P2O5은 Lancaster법으로 분석하였다. 토양
의 Ex.cations은 1N-NH4OAC(pH 7.0) 완충용액으로 침출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GBC, Integra 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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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량하였으며, NO3-N은 시료를 2M KCl 용액으로 침출하여 Kjeldahl법으로 분석하였다. 혼합유기
질비료와 대파 식물체의 T-N성분은 시료 일정량(혼합유기질비료 : 현물상태 10g, 대파 식물체 : 건물
상태 5g)을 습식분해하여 Kjeldahl법으로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대파 시설재배시 혼합유기질비료 시용효과
1) 대파의 질소흡수량 및 질소흡수이용율 

  유기농 대파 동계 시설재배시 혼합유기질비료 적정 시용량을 구명하고자 시용량별로 질소흡수량과 
질소흡수이용율을 조사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2007년도 대파의 질소함량은 혼합유기질비료의 시용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는데, 질소흡수량은 3요
소구의 N 해당량인 혼합유기질비료 N 1.0배구와 N 1.5배구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N 0.5배구는 
9.3kg으로 낮았다. 질소흡수이용율은 3요소구의 25.4%에 비하여 N 1.0배구에서 25.9%로 비슷한 수
준이었다. 

표 3. 2007년 유기질비료 시용량별 질소흡수량 및 질소흡수이용율
처 리 내 용 건물중

(kg 10a-1)
N 함량
(%)

N 흡수량
(kg 10a-1)

질소흡수이용율
(%)

N 0.5배 421 2.21  9.3 b 27.0
N 1.0배 460 2.21 10.2 a 25.9
N 1.5배 462 2.22 10.2 a 18.1

3요소(대조) 461 2.20 10.1 a 25.4
무질소화학검정 399 2.10  8.4 c -

무처리 397 2.08  8.3 c -
  2008년도에서도 질소흡수량은 혼합유기질비료의 시용량이 증가할수록 대파중의 질소함량이 많아졌
는데, 혼합유기질비료의 시용량별 질소흡수량은 대조구의 N 해당량인 혼합유기질비료 N 1.0배구 
11.1kg에 비해 N 0.5배구는 10.5kg으로 낮았으나, N 1.5배구는 11.4kg으로 N 1.0배구와 비슷하였다
(표 4). 혼합유기질비료 N 0.5배구의 질소흡수량은 대조구의 질소흡수량 11.1kg에 비해 적고 N 1.0배
구와 N 1.5배구는 많았으나 N 1.0배구에 비해 N 1.5배구의 질소흡수량 증가폭은 크지 않은 경향이었
다. 질소흡수이용율은 2007년도 시험에서와 같이 혼합유기질비료의 시용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
향이었다. 3요소구의 질소흡수이용율 22.9%에 비해 N 1.0배구는 23.6%로 대등한 수준이었으며, N 
1.5배구는 18.8%로 적었다.
  류 등(2005)이 벼재배시 혼합유박시용량에 의한 질소흡수량은 유박시용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도 일치하는 경향이었고, 질소흡수이용율은 혼합유기질비료의 시용량이 증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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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따라서 질소흡수량과 질소흡수이용율을 고려하여 대파 동계 시설재배에서 
혼합유기질비료는 토양검정에 의한 표준시비량의 N 1.0배에 해당하는 혼합유기질비료를 시용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2008년 유기질비료 시용량별 질소흡수량 및 질소흡수이용량
처 리 내 용 건물중

(kg 10a-1)
N 함량
(%)

N 흡수량
(kg 10a-1)

질소흡수이용율
(%)

N 0.5배 473 2.22 10.5 b 26.2
N 1.0배 507 2.20 11.1 a 23.6
N 1.5배 517 2.21 11.4 a 18.8

3요소(대조) 504 2.20 11.1 a 22.9
무질소화학검정 467 2.07  9.7 c -

무처리 457 2.06  9.4 c -
2) 대파의 생육 및 수량

  혼합유기질비료의 시용량별로 대파의 생육 및 수량을 정식 후 2007년에는 154일, 2008년에는 153
일후에 조사한 결과는 표 5, 6과 같다. 2007년도에는 대파의 초장, 위경장, 위경폭 등 생육은 대조구
에 비해 혼합유기질비료 N 0.5배구에서는 다소 떨어지고 N 1.0배구와 N 1.5배구는 대조구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수량은 혼합유기질비료 N 0.5배구에서는 생육과 같은 경향으로 대조구 3,484kg 10a-1에 
비해 8% 감소하고, N 1.0배구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차없이 비슷하였다.

표 5. 2007년 유기질비료 시용량별 대파 생육특성 및 수량
처 리 내 용 초장

(cm)
위경장
(cm)

위경폭
(mm)

개체중
(g)

수량
(kg 10a-1) 지수

N 0.5배 64.5 20.2 14.0 75.2 3,191 92 
N 1.0배 67.7 21.5 14.4 81.9 3,484 100 
N 1.5배 68.1 21.9 14.6 82.2 3,496 100 

3요소(대조) 67.9 21.6 14.5 82.0 3,484 100 
무질소화학검정 63.1 19.5 13.6 71.3 3,018 87 

무처리 62.9 19.3 13.5 70.9 3,001 86 
  LSD(0.05) ------------------------------------------ 327.2
  C.V(%) ---------------------------------------------- 5.5

  2008년도에서도 대파의 초장, 위경장, 위경폭 등 생육은 2007년도와 같은 경향으로 대조구에 비해 
혼합유기질비료 N 0.5배구에서는 떨어지고 N 1.0배구와 N 1.5배구는 대조구와 대등한 수준이었다. 
수량은 대조구 3,812kg 10a-1에 비해 혼합유기질비료 N 0.5배구에서는 3,579kg 10a-1으로 6% 감소하
고, N 1.0배구와 N 1.5배구에서는 1, 3% 각각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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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2008년 유기질비료 시용량별 대파 생육특성 및 수량
처 리 내 용 초장

(cm)
위경장
(cm)

위경폭
(mm)

개체중
(g)

상품수량
(kg 10a-1) 지수

N 0.5배 76.9 28.4 14.0 84.3 3,579 94 
N 1.0배 79.7 29.0 14.3 90.2 3,836 101 
N 1.5배 79.4 29.3 14.5 92.1 3,917 103 

3요소(대조) 81.1 28.6 14.2 89.7 3,812 100 
무질소화학검정 78.4 28.0 14.1 81.2 3,435 90 

무처리 76.2 27.8 13.5 79.0 3,353 88 
  LSD(0.05) ------------------------------------------ 344.9
  C.V(%) ---------------------------------------------- 5.2

3) 시험 후 토양화학성
  시설재배지에 혼합유기질비료를 시용량별로 시용하고 대파를 재배하여 시험한 후의 토양화학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7, 8과 같다. 2007년도에서 혼합유기질비료 시용구의 Av.P2O5 함량은 591~645mg 
kg-1으로 시험전 587mg kg-1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시용량별로는 N 0.5배구에서는 591mg kg-1으로 
큰 차이 없었고, N 1.0배구에서는 17mg kg-1 높아졌으며, N 1.5배구에서는 58mg kg-1 높아져 혼합
유기질비료의 시용량이 많아질수록 Av.P2O5 함량이 증가하였다. 대조구와 혼합유기질비료 시용구와의 
Av.P2O5 함량을 비교해 보면, 대조구 584mg kg-1에 비해 혼합유기질비료 N 0.5배구에서 591mg 
kg-1, N 1.0배구에서 606mg kg-1, N 1.5배구에서 645mg kg-1으로 시용량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
였다. 
  NO3-N 함량과 EC의 경우는 대조구에 비해 혼합유기질비료 N 0.5배구에서는 비슷하거나 감소하고 
N 1.5배구에서는 증가하였으나 Av.P2O5 함량과 같은 경향으로 혼합유기질비료의 시용량 증가에 따라 
높아졌으며, NO3-N 함량의 경우에는 대조구 155mg kg-1에 비해 N 0.5배구는 부족하나 N 1.5배구는 
많아서 EC가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다. 

표 7. 2007년 유기질비료 시용량 시험 후 토양화학성
처리내용 pH

(1:5)
OM

(g kg-1)
Av.P2O5

(mg kg-1)
Ex. Cations (cmol kg-1) EC

(dS m-1)
NO3-N

(mg kg-1)K Ca Mg
시험전 6.8 20 587 0.35 5.7 3.8 2.08 150 
N 0.5배 6.5 22 591 b 1.23 5.3 4.1 2.10 bc 138 c
N 1.0배 6.7 23 606 b 1.31 6.2 4.5 2.19 b 160 b
N 1.5배 6.6 24 645 a 1.30 6.2 4.5 2.58 a 180 a

3요소(대조) 6.6 22 584 c 1.36 6.2 4.5 2.16 b 155 b
무질소 6.6 22 583 c 1.35 5.9 4.0 1.89 d 112 d
무처리 6.5 22 561 d 1.20 5.8 4.2 1.93 d 117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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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도에도 혼합유기질비료 시용구의 Av.P2O5 함량은 시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높아졌는데, 시험
전 495mg kg-1에 비해 N 0.5배구에서 552mg kg-1, N 1.5배구에서 643mg kg-1으로 증가하였다. 3요
소구의 Av.P2O5 함량 634mg kg-1에 비해 혼합유기질비료 시용구의 Av.P2O5 함량은 N 0.5배구와 N 
1.0배구에서 감소하고 N 1.5배구에서는 비슷하였다. NO3-N 함량의 경우도 Av.P2O5 함량과 같은 경
향이었으나 대조구의 213mg kg-1에 비해 N 0.5배구는 151mg kg-1으로 낮아 양분공급능이 우려 되었
으나 N 1.0배구는 181mg kg-1으로 N 0.5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년차별 토양의 화학성인 Av.P2O5, NO3-N, EC 등으로 보아, 대파 동계 시설재배에서 사용하는 혼
합유기질비료는 대조구의 질소 해당량인 N 0.5배구는 비료성분이 부족하고, N 1.5배구는 NO3-N, 
Av.P2O5 등이 축적되어 EC가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N 1.0배 시용구가 적정하다고 생각된다. 황 등
(2002)은 가축분 퇴비 시용에 따른 밭 토양의 EC 및 NO3-N를 조사하였는데 가축분 부숙퇴비의 시용
은 토양중 EC와 NO3-N를 증가시켰고, 특히 계분 부숙퇴비는 시용량이 증가할수록 현저하게 증가하
였다고 하였으며, Av.P2O5 함량변화는 비화산회 밭 토양의 경우 가축분 퇴비의 시용으로 인산함량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계분 부숙퇴비에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도 유기물 재료
인 혼합유박시용에서 EC, NO3-N 및 Av.P2O5의 함량이 증가한 만큼 시용량에 있어서도 적정량 시용
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표 8. 2008년 유기질비료 시용량 시험 후 토양화학성
처리내용 pH

(1:5)
OM

(g kg-1)
Av.P2O5

(mg kg-1)
Ex. Cations (cmol kg-1) EC

(dS m-1)
NO3-N

(mg kg-1)K Ca Mg
시험전 5.4 30 495 0.57 6.8 3.4 2.27 154
N 0.5배 5.5 32 552 ab 0.59 7.2 3.4 2.18 c 151 bc 
N 1.0배 5.2 32 589 ab 0.66 7.5 3.6 2.56 b 181 ab
N 1.5배 5.3 30 643 a 0.65 7.1 3.5 2.93 a 221 a

3요소(대조) 5.5 32 634 a 0.89 8.0 3.8 2.91 a 213 a
무질소 5.5 33 523 b 0.82 7.9 3.7 2.07 c 131 c
무처리 5.5 32 515 b 0.60 7.8 3.7 2.08 c 135 c

  결론적으로 3요소구에 비해 혼합유기질비료 N 0.5배 시용구는 질소흡수이용율은 높으나 생육이 저
조하여 수량이 낮고 토양중의 양분도 다소 부족한 상태이며, N 1.5배 시용구는 생육 및 수량은 대등
하나 질소흡수이용율이 낮고 토양중의 Av.P2O5, NO3-N 함량도 높아 EC가 증가하여 토양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N 1.0배 시용구는 질소흡수이용율과 수량 및 토양 중 양분함량이 대조구와 대등하여 
유기농 대파 동계 시설재배시 혼합유기질비료의 시용량은 N 1.0배 시용구가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되
며, 유기농 대파 동계 시설재배시 혼합유기질비료의 적정 시용량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토양검정 질소 시비량(kg/10a) ÷ 혼합유기질비료 질소 함량(%)/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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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매곡리의 농가 현지 포장에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 2008년 10월부
터 2009년 3월까지 유기농 대파 동계 시설재배시 혼합유기질비료의 적정 시용량을 구명코자, 시용량
별로 시비반응을 검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대조구(토양검정 3요소구)의 질소흡수이용율과 대등한 혼합유기질비료 시용구는 N 1.0배구였다. 
 나. 수량은 대조구에 비해 혼합유기질비료 N 0.5배구~N 1.5배구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다.
 다. 시험후 토양의 Av.P2O5은 시용량의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대조구에 비해 N 1.5배구에서 가

장 축적이 많았으며, EC는 대조구에 비해 혼합유기질비료 N 0.5배구에서는 떨어지고, N 1.5배
구에서는 축적되고, NO3-N 함량은 대조구에 비해 N 0.5배구에서 특히 낮아 양분공급능이 우려 
되었다. 

 라. 질소흡수이용율과 수량 및 시험후 토양중의 양분 축적정도 등으로 보아 유기농 대파 동재 시설재
배시 혼합유기질비료의 적정 시용량은 토양검정 질소 해당량인 N 1.0배 였다. 

 마. 유기농 대파 동계 시설재배시 혼합유기질비료 적정 시용량 산출식 = 토양검정 질소 시비량
(kg/10a) ÷ 혼합유기질비료 질소 함량(%)/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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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용어 대파, 유기재배, 농가실증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ve the integrated effect of individual techniques which 
were developed from the previous experiments for welsh onion yields and quality in the 
farm located in Icheon. Individual techniques were suitable varieties, fertilization by soil 
analysis, combinated prevention of welsh onion's diseases and insects.
  Av.P2O5 of after-experiment's soils increased more in conventional farming than in 
integrated cultivation techniques. In integrated cultivation techniques, stem length, stem 
diameter and individual weight increased compared to that in conventional farming, 
therefore fresh yields(kg 10a-1) were more higher in integrated cultivation techniques with 
5,079kg than in conventional farming with 4,808kg.
  Liriomyza chinensis, Thrips tabaci and Alternaria porri were little occurred in  integrated 
cultivation techniques than in conventional farming.
  Running expenses were lower in integrated cultivation techniques than in conventional 
farming, on the other hand, net income was 13% higher in integrated cultivation techniques 
than in conventional farming.

Key words : welsh onion, organic culture, integrated cultivation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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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최근 국민건강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보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채소류의 
경우 국내 유기재배 전체 출하량의 54.4%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국립농산물품
질관리원, 2008). 이중 대파(Allium fistulosum L.)는 마늘 양파와 더불어 중요한 양념채소로 우리나
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이 파의 중요 생산 및 소비 국가이다(최 등, 2002; 차 등, 2008). 
  대파 재배면적은 전국 12,821ha, 생산량은 367,936톤으로 많으며 이중 경기도는 전국대비 재배면적
은 24%, 생산량은 21%를 차지하고 있으며(농림수산식품부, 2008). 경기도의 대파 유기재배단지는 양
평, 남양주 등 한강수계지역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이루어져 있고, 최근에는 기타 지역에도 단지가 형
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기재배단지는 유효인산 및 염류가 집적되고 양분이 과잉되고 있어 병충해 등
의 장해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파는 재배기간이 봄부터 겨울까지로 포장에서의 생육이 긴 작
물이며(Lee, 1994; 최 등, 2004), 재배작형이 다양하여 유기재배기술 도입이 어려운 문제점 등이 현
장애로기술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장애로기술을 해결하고자 우리원에서 '07~'08년에 대파 유기재배 
기술로 품종선발, 포장 시용량, 병해충 방제기술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본 실증 연구는 새로 개발된 
대파 유기재배(품종, 시용량, 병해충 방제기술)을 종합하여 농가에 조기 보급하여 고품질의 유기농대
파를 생산하고자 현지 농가에서 시험을 수행하고 얻어진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2.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농가 현지포장에서 2009년 5월부터 9월까지수행 하였으며, 시험
전 토양 화학성은 표 1과 같다. 토양의 Av.P2O5 함량은 신기술종합처리와 관행유기재배에서 각각 
783, 745mg kg-1으로 경기도의 평균 1,747mg kg-1에 비해 매우 낮았고, EC의 경우도 각각 
3.12~4.39dS m-1로 경기도 5.75dS m-1에 비해 낮은 토양이었다(농진청, 2008).

표 1. 시험토양의 화학성
구 분 pH

(1:5)
OM

(g kg-1)
Av.P2O5(mg kg-1)

Ex.cations(cmol kg-1) EC
(dS m-1)

NO3-N
(mg kg-1)K Ca Mg

신기술 
종합처리 6.2 27 783 0.78 7.5 4.8 3.12 265

관행 
유기재배 5.3 28 745 0.73 6.2 3.6 4.39 350

  시험에 사용한 혼합유기질비료는 아주까리박 45%, 유채박 40%, 미강유박 10%,  팜박 5%로 구성되
어 있으며, 그 화학성은 표 2에서와 같이 유기물대 질소비가 17.2로 비료공정규격(농진청, 2009)에 적
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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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혼합유기질비료의 화학성
T-N(%) P2O5(%) K2O(%) OM(%) OM/N 수분(%)

4.56 2.15 1.31 78.3 17.2 14.7

  육묘는 200구 플러그트레이에 3월 17일 파종하여 50일간 하였고, 정식은 비가림하우스내에 검정유
공비닐(구멍간격 20cm × 20cm)로 피복후 5월 6일 정식하여, 수확은 9월 16일(정식후 132일)에 하였
다. 시험품종은 신기술종합처리는 신흑외대파를, 관행유기재배 는 금장파를 정식하였다. 혼합유기질비
료 시용량은 신기술종합처리는 혼합유기질비료를 토양검정질소시용량(농촌진흥청, 1999)의 1.0배에 해
당하는 혼합유박 70kg 10a-1을 시용하였고, 유기재배관행은 400kg 10a-1을 시용하였다. 병해충 관리
로 신기술종합처리는 난황유+목초액+고삼추출물 혼합제를 6월 하순에서 9월 상순까지 10~15일 간격
으로 8회 방제하였고, 관행유기재배는 난황유, 미생물제제 등 6종을 7월 초순에서 9월 상순까지 5~10
일 간격으로 11회 방제하였다. 
  대파의 생육조사로 생육형질은 초장, 위경장, 위경폭을, 수량형질은 개체중 및 상품수량을 농업과학
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농촌진흥청, 2003)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3. 시험성적
  신기술종합처리와 관행유기재배의 시험후 토양 화학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토양 EC는 신
기술종합처리에서는 시험전 3.12dS m-1에서 시험후 2.32dS m-1로 0.8dS m-1이 감소하고, 관행유기재
배에서는 시험전 4.39dS m-1에서 3.34dS m-1로 1.05dS m-1가 감소하여 감소량의 차이가 크지 않았
으나, Av.P2O5 함량은 신기술종합처리에서 시험전 783mg kg-1에서 시험후 641mg kg-1로 142mg 
kg-1가 감소한 반면 관행유기재배에서는 시험전 745mg kg-1에서 시험후 678mg kg-1로 67mg kg-1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유기질 비료를 연용하여 사용하였을 시에 관행유기재배에서는 신기술종합처리에 
비하여 토양의 인산 축적량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표 3. 시험전․후 토양화학성 변화

구   분 pH
(1:5)

OM
(g kg-1)

Av.P2O5
(mg kg-1)

Ex.cations(cmol kg-1) EC
(dS m-1)

NO3-N
(mg kg-1)K Ca Mg

신기술 종합처리 시험전 6.2 27 783 0.78 7.52 4.82 3.12 265
시험후 6.5 27 641 0.74 7.36 4.21 2.32 168

관행 유기재배 시험전 5.3 28 745 0.73 6.20 3.56 4.39 350
시험후 5.9 27 678 0.75 5.64 2.98 3.34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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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종합처리에 대한 대파의 생육 및 수량을 정식 후 132일에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신기
술종합처리가 관행유기재배에 비하여 위경장과 위경폭은 약간 컸고, 개체중도 각각 133g, 125g으로 
신기술종합처리에서 무거웠으며, 10a당 상품수량은 5,079kg으로 관행유기재배에 비하여 6% 증수 하
였다. 이는 pH, Av.P2O5, EC 등 토양화학성의 개선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표 4. 생육특성 및 수량

구   분 초장
(cm)

위경장
(cm)

위경폭
(mm)

개체중
(g)

상품수량
(kg 10a-1) 지수

신기술종합처리 85 28.1 16.6 133 5,079 106
관행유기재배 86 27.0 15.6 125 4,808 100

※ 조사시기 : 수확기(9월 16일)

  대파 유기재배시 요방제 병해충 발생정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 5와 같이 파굴파리 피해엽율은 관행
유기재배의 6.6%에 비하여 신기술종합처리에서 4.8%로 낮았으며, 파총채벌레 발생밀도도 신기술종합
처리가 42마리로 발생이 적었고, 검은무늬병의 병반면적율도 신기술종합처리가 1.2%로 약간 낮은 경
향이었다. 이는 본 시험에 앞서 '08년에 수행한 시험결과(김 등, 2008)와 같이 난황유+목초액+고삼추
출물 혼합처리가 단제처리 보다 상승작용을 나타낸 결과로 분석 된다.

표 5. 병해충 발생정도

구   분 파굴파리
피해엽율(%)

파총채벌레
발생밀도(마리/10엽)

검은무늬병
병반면적율(%)

신기술종합처리 4.8 42 1.2 
관행유기재배 6.6 68 1.8 

※ 조사시기 : 파굴파리, 파총채벌레(8월 13일), 검은무늬병(7월 22일)

  신기술종합처리와 관행유기재배와의 경제성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10a 당 신기술종합처리의 수
량성은 관행유기재배에 비하여 6% 증가하여 조수입이 증가한 반면, 경영비는 관행유기재배의 3,955천
원보다 신기술종합처리에서 3,761천원으로 적었다. 결과적으로 신기술종합처리에서 상품수량은 증가하
고 경영비는 절감되어 10a 당 소득은 13% 증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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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경제성분석(천원/10a) 
구   분 상품수량 조수입 경영비 소득 지수

신기술종합처리 5,079 10,158 3,761 6,396 113 
관행유기재배 4,808 9,615 3,955 5,661 100 

4. 결과요약
  본 시험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농가 현지포장에서 대파 유기재배 신기술(품종, 시용량, 병해충 방
제기술)을 종합하여 실증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가. 시험 후 토양의 Av.P2O5 mg kg-1는 신기술종합처리에서 시험전 783mg에서 시험 후 641mg으로 

142mg이 감소, 관행유기재배에서는 시험 전 745mg에서 시험 후 678mg로 67mg이 감소하여 신
기술종합처리에서의 인산축적량이 관행유기재배에 비하여 적었다.

 나. 신기술종합처리는 관행유기재배에 비해 위경장이 길고 위경폭이 넓어서 개체중이 더 무거웠다.
 다. 10a 당 상품수량은 신기술종합처리에서 5,079kg으로 관행유기재배의 4,808kg 대비 6% 증수하

였다.
 라. 대파 주요 병해충인 검은무늬병, 파굴파리, 파총채벌레의 발생정도는 관행유기재배에 비하여 신

기술종합처리에서 낮았다.
 마. 신기술종합처리의 수량은 관행유기재배에 비하여 6% 증가한 반면, 경영비는 투입 혼합유박 절감, 

농자재 처리횟수 경감 등으로 절약되어 소득은 13%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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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수출용 선인장 신품종 육성 연구 화훼 ’96~ 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조창휘

 비모란 신품종 육성 화훼 ’96~ 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조창휘

 산취 신품종 육성 화훼 ’99~ 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조창휘

색인용어  선인장, 비모란, 산취, 레드큐티, 핑크큐티, 옐로우큐티, 스위트큐티, 골드타워

ABSTRACT
  The new cultivars of Gymnocalycium mihanovichii, ‘Redcutie’, 'Pinkcutie', 'Yellowcutie' and 
'Sweetcutie' were developed at Cactus Research Institute, Gyeonggi-do A.R.E.S. in 2009. 
GG02482 and GG048294 were crossed in 2006 and we got 149 seedlings from this 
combination. After pedigree selection in 2006, one cultivar was finally selected through the 
test of specific character in 2009 and named as 'Redcutie'. 'Redcutie' cultivar has red color 
and  round globose shape with 8~10 ribs and white spines. This cultivar is able to produce 
15.7 offshoots per plant. GG048235 and GG02192 were crossed in 2006 and got 200 seedlings 
from this combination. After pedigree selection in 2006, one cultivar was finally selected 
through the test of specific character in 2009 and named as 'Pinkcutie'. 'Pinkcutie' cultivar 
has pink color and round globose shape with 8 ribs and light brown spines. This cultivar is 
able to produce 20.5 offshoots per plant and has higher productivity than 'Pinktop'. 
GG205720 and GG205710 were crossed in 2006 and got 141 seedlings from this combination. 
After pedigree selection in 2006, one cultivar was finally selected through the test of 
specific character in 2009 and named as 'Yellowcutie'. 'Yellowcutie' cultivar has yellow color 
and round globose shape with 8 ribs and light brown spines. This cultivar is able to produce 
13.6 offshoots per plant. GG0215324 and GG02751 were crossed in 2005 and got 24 seedlings 
from this combination. After pedigree selection in 2006, one cultivar was finally selected 
through the test of specific character in 2009 and named as 'Sweetcutie'. 'Sweetcu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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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ivar has yellow with red color and round globose shape with 8~9 ribs and light brown 
spines. This cultivar is able to produce 12.8 offshoots per plant.
The new cultivars of Chamaecereus silvestrii f. variegata 'Goldtower' were developed at 
Cactus Research Institute, Gyeonggi-do A.R.E.S. in 2009. GC011151 and GC011181 were 
crossed in 2006 and we got 3 seedlings from this combination. After pedigree selection in 
2006, one cultivar were finally selected through the test of specific character in 2009 and 
named as 'Goldtower' has cylindrical shape of yellow color with 10~11 ribs. Formation of its 
offshoots is concentrated on the lower part of the plant. This cultivar is able to produce 
10.4 offsets shoots per plant and its offshoots are hard.

Key words : Cactus, Gymnocalycium mihanovichii, 'Redcutie', 'Pinkcutie', 'Yellowcutie'        
                'Sweetcutie', Chamaecereus silvestrii f. variegata, 'Gold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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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선인장 재배면적은 ’08년 75.7㏊로 ’91년 41.4㏊ 대비 83% 증가되었으며, 경기도가 재배면적 62.1
㏊로 전국 최대 주산지이고 충북 음성군에서도 재배되고 있다. 선인장 생산액은 ’08년 156억원으로 
’91년 대비 4.6배 증가하였고, 최근 다육식물의 수요증가는 세계적 추세로 국내의 다육시장 규모가 급
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생산규모가 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2009년도 선인장 수출액은 261만불로서 우리나라 화훼 전체 수출액의 3.4%를 차지하며 수출대상국
은 화란(62%), 미국(10%), 캐나다(3%) 등 29개국이다. 비모란, 산취, 소정 등 접목선인장류가 90%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인장이 세계물동량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접목선인장의 수출비율
은 비모란 70~80%, 산취 10~20%, 소정 5~10%정도이며, 수출규격은 9cm 사이즈가 80% 이상이고 
14cm, 6cm 순으로 수출되고 있다.
  수출접목선인장은 우리나라 고유의 신품종 육성과 재배기술에 의해 생산․수출되는 부가가치 높은 작
목이며 국내산 선인장은 품질이 우수하여 바이어가 선호하나 최근 장기간 선박수송에 의한 구색의 퇴
화, 조직의 무름, 병해발생 등 품질저하로 수출 후 현지에서 불량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
다. 이에 따라 저장성이 높고 다양한 환경조건에서 구색변화와 퇴화가 적은 품종이 요구되고 있다. 특
히 접목선인장 반제품 수출에서 완제품 수출체계로 변화되고 있어 상품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차
별화된 구색의 접목선인장과 구색이 선명하여 관상가치가 높은 품종 육성을 육종목표로 설정하였다.  
생산성 측면에서는 최근 중국 등 후발 경쟁국에서 생산되는 접목선인장보다 무병대목을 이용한 조직
배양기술을 적용하여 접목활착율이 높고 조직이 견고한 접목선인장을 목표로 하였다. 

2. 육성품종
가. 레드큐티(비모란) 
1) 육성경위

  밝고 선명한 적색과 자구발생이 많아 생산성 높은 신품종 육성을 위해 '06년도에 구색은 적색이고 
결각수가 많은 후대계통인 GG02482 계통을 모본으로 하고, 가시자리에 백색 융모가 많으며 원통형인 
후대계통 GG048294 계통을 부본으로 교배하여 149개체의 실생묘를 선발하였다. 2006년도에 기내파
종 개체를 기외정식하여 105계통을 선발하였다. 이 중 환경적응력이 높고, 관상가치가 우수한 계통을 
최종 선발하여 3차에 걸쳐 특성조사를 하였다. 선인장연구회원을 대상으로 기호조사 및 품평회를 실
시하여 GG06111049계통을 선발하고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심의회를 거쳐 신품종「레드큐티」로 등록
하였으며 2010년부터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 후 농가에 보급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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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2006 2006 2007 2008 2009
세 대 인공교배 실생묘 교배후대 F1,V0 V1 V2 V3

GG02482
×

GG048294
001
002
·
·
·
·

149

GG0611101
GG0611102

·
·
·
·

GG061110149

-GG06111049 -GG06111049 -GG06111049 

레드큐티

육성계통수 149 105 1 1 1
비  고 개체

선발
계통선발
및 양성 특성조사 특성검정 특성검정

농가실증
그림 1. 레드큐티 육성경과(육성계통도) 

 2) 주요특성
  구의 형태는 원형이고, 구의 색은 밝은 적색으로 선명하여 관상가치가 
우수하였다. 적색의 모구에 적색의 자구가 발생하는 선명한 적색계로 
RHS color chart 분석결과 대조품종 42A에 비해 46B로 밝은 적색이다. 
결각의 수는 8~10개이고 결각의 형태는 삼각형이다. 가시는 백색으로 밝
은 느낌을 주고 반직립한다. 가시길이는 0.25cm로 대조와 비슷하다. 자
구발생수는 15.7개로 대조품종 14.2개보다 다소 많았다. 구경의 증가량은 
대조 37.4mm에 비해 39.0mm로 구경 증가량이 많았다.

표 1. 고유특성

품 종 명 구 색♩
(색,색도) 구형

결  각 가  시
기호도♪

수 형태 색 형태 길이(cm)

레드큐티 적색(46B) 원  형 8~10 삼각형 백  색 반직립 0.25 4.4

대조(레드탑) 적색(42A) 원  형 7~9 삼각형 연갈색 반직립 0.21 3.2

♩구색 : RHS Color chart,  ♪기호도 : 매우 불량(1)~매우 우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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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변특성(정식 10개월 후)

품 종 명
구   경(㎜)♩ 자 구 수(개)

1차 2차 3차 평균 1차 2차 3차 평균
레드큐티 39.5 39.1 38.5 39.0 15.5 16.3 15.5 15.7

대조(레드탑) 37.3 37.2 37.6 37.4 15.2 13.4 14.1 14.2
♩구경 증가량 : 정식 10개월 후 구경 - 정식시 구경

3) 재배시 유의점
  비모란 ‘레드큐티’는 유색계열로 엽록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엽록소를 가진 선인장을 대목으
로 하여 접목재배하여야 한다. 표피가 약하고 과다한 차광이나 강광에 노출되면 구색이 퇴색되거나 일
소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4~5만Lux 정도의 광을 유지할 수 있도록 4월부터 10월까지는 40~50%
의 차광망을 이용 차광재배하여야 한다.
  교배종이므로 영양번식에 의하여 특성이 유지되며 바이러스에 의한 퇴화가 심하므로 삼각주 등 대
목에 접목시 즙액접촉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자구발생이 많은 품종으로 자구
가 많이 발생되면 밑 부분의 자구를 제거해 주어야 구색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으며, 지나친 과습은 
피한다. 

4) 적요
  적색계 비모란 ‘레드큐티’는 구의 형태는 원형이고, 구의 색은 밝은 적색으로 선명하여 관상 가치가 
우수하였다. 가시는 백색이고 가시길이는 0.25cm이다. 결각의 수는 8~10개로 결각이 뚜렷하고 자구 
발생수는 15.7개이다.

나. 핑크큐티(비모란)
1) 육성경위

  유럽에서 기호도가 높은 분홍색 계열의 품종육성을 위해 '06년도에 결각수가 많고 적색인 
GG048235 계통을 모본으로 하고, 오렌지색이 가미된 적색인 GG02192 계통을 부본으로 교배하여 
200개체의 실생묘를 얻었다. '06년도에 기내파종 개체를 기외정식하여 143계통을 선발하였다. 이 중 
환경적응력이 높고 분홍색의 모구에 분홍색의 자구가 발생하며 관상가치가 우수한 계통을 최종 선발
하여 3차에 걸쳐 특성검정을 하였다, 선인장연구회원을 대상으로 기호조사 및 품평회를 실시하여 
GG06110550계통을 선발하고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심의회를 거쳐 신품종「핑크큐티」로 등록하였으며 
2010년도에 국립종자원에 품종출원 후 농가에 보급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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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2006 2006 2007 2008 2009
세 대 인공교배 실생묘 교배후대 F1,V0 V1 V2 V3

GG048235
×

GG02192
01
02
·
·
·

200

GG0611051
GG0611052

·
·
·

GG061105200

-GG06110550 -GG06110550 -GG06110550
핑크큐티

육성계통수 200 143 1 1 1
비  고 개체

선발
계통선발
및 양성 특성조사 특성검정 특성검정

농가실증
그림 2. 핑크큐티 육성경과(육성계통도)

2) 주요특성
  구의 형태는 원형이고, 구의 색은 밝은 분홍색이며 가시 색은 연한 
갈색이다. RHS color chart 분석결과 대조품종 57B에 비해 68A로 밝
은 분홍색 계열이다. 결각의 수는 8개이며 형태는 삼각형이다. 기호도
는 대조품종 3.1에 비해 3.6으로 평가되었다. 자구 발생 수는 20.5개로 
대조품종에 비하여 생산력이 높은 품종이다. 구경증가량은 38.0mm로 
대조 36.7mm에 비해 생산성이 높았다.

표 3. 고유특성

품 종 명 구 색♩
(색,색도) 구형

결  각 가  시
기호도♪

수 형태 색 형태 길이(cm)

핑크큐티 분홍색(68A) 원형 8 삼각형 연갈색 반직립 0.32 3.6

대조(핑크탑) 분홍색(57B) 원형 8 둥근형 연갈색 반직립 0.23 3.1

♩구색 : RHS Color chart    ♪ 기호도 : 매우 불량(1)~매우 우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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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변특성(정식 10개월 후)

품 종 명
구   경(㎜)♩ 자 구 수(개)

1차 2차 3차 평균 1차 2차 3차 평균
핑크큐티 38.5 38.1 37.4 38.0 19.7 20.8 21.1 20.5

대조(핑크탑) 37.5 37.9 34.8 36.7 17.9 17.5 15.8 17.0
♩구경 증가량 : 정식 10개월 후 구경 - 정식시 구경

3) 재배시 유의점
  비모란 ‘핑크큐티’는 강광에 노출되면 구색이 퇴색되거나 일소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4~5만Lux 
정도의 광을 유지할 수 있도록 4월부터 10월까지는 40~50%의 차광망을 이용 차광재배하여야 한다. 
특히 광량이 부족하면 생장점 부위에 흑색 반입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교배종이므로 영양번식에 의하여 특성이 유지되며 바이러스에 의한 퇴화가 심하므로 삼각주 등 대
목에 접목시 즙액접촉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자구가 많이 발생되는 품종으로 
밑부분의 자구를 제거해 주어야 구색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으며, 지나친 과습은 피한다. 속성재배시 
조직연화로 인한 품질이 저하되므로 일정재배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적요
  분홍색계 비모란 ‘핑크큐티’는 구의 형태는 원형이고 분홍색의 모구에 분홍색의 자구가 발생하였다. 
가시는 연갈색이고 가시의 길이는 0.32cm이다. 결각의 수는 8개로 균형미가 있으며 관상가치가 높은 
품종이다. 자구발생수가 20.5개로 생산성이 우수하였다.

다. 옐로우큐티(비모란)
1) 육성경위

  구색변화가 적고 구색이 선명한 비모란 황색계열의 품종육성을 위해 ’06년도에 구색은 황색과 녹색
이 혼합되어 있으며 결각의 깊이가 얕고 결각수가 많은 GG205720을 모본으로 하고, 진한 황색이며 
자구발생수가 많은 GG205710을 부본으로 교배하여 141개체의 실생묘를 얻었다. '06년도에 기내파종 
개체를 기외정식 하여 109계통을 선발 하였다. 이 중 환경적응력이 높고 황색의 모구에 황색의 자구
가 발생하여 관상가치가 우수한 계통을 최종 선발하여 3차에 걸쳐 특성검정을 하였다. 선인장연구회
원을 대상으로 기호조사 및 품평회를 실시하여 GG06147117을 선발하고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심의회
를 거쳐 신품종「옐로우큐티」로 등록하였으며 2010년도에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 후 농가에 보
급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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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205720
×

GG205710
01
02
·
·
·

141

GG061471
GG061472

·
·
·

GG06147141

-GG06147117 -GG06147117 - GG06147117
옐로우큐티

육성계통수 141 109 1 1 1
비  고 개체

선발 계통선발 및 양성 특성조사 특성검정 특성검정
농가실증

그림 3. 옐로우큐티 육성경과(육성계통도)

 2) 주요특성
  구의 형태는 원형이고, 구의 색은 황색으로 관상가치가 우수하다. 황색
의 모구에 황색의 자구가 발생하는 황색계로 RHS color chart 분석결과 
대조품종 21A에 비해 14A였으며, 결각의 수는 8개로 뚜렷하고, 가시는 연
갈색으로 직립하며 가시길이는 0.43cm였다. 자구발생수가 13.6개로 대조
품종과 비슷하였으며, 자구 발생 수는 37.2개로 대조 품종보다 다소 많았다.

표 5. 고유특성

품 종 명 구 색♩
(색,색도) 구형

결  각 가  시
기호도

수 형태 색 형태 길이(cm)

옐로우큐티 황색(14A) 원형 8 삼각형 연갈색 직  립 0.43 4.0

대조(옐로우킹) 황색(21A) 원형 8~9 둥근형 연갈색 반직립 0.33 2.8

♩구색 : RHS Color chart    ♪ 기호도 : 매우 불량(1)~매우 우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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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변특성(정식 10개월 후)

품 종 명 구   경(㎜)♩ 자 구 수(개)
1차 2차 3차 평균 1차 2차 3차 평균

옐로우큐티 36.6 36.1 39.0 37.2 13.4 13.2 14.2 13.6
대조(옐로우킹) 34.0 33.4 36.1 34.5 13.8 14.0 11.8 13.2

♩구경 증가량 : 정식 10개월 후 구경 - 정식시 구경

3) 재배시 유의점
  비모란 ‘옐로우큐티’는 유색계열로 엽록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엽록소를 가진 선인장을 대목
으로 하여 접목재배하여야 한다. 표피가 약하고 과다한 차광이나 강광에 노출되면 구색이 퇴색되거나 
일소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4~5만Lux 정도의 광을 유지할 수 있도록 4월부터 10월까지는 
40~50%의 차광망을 이용 차광재배하여야 한다.
 교배종이므로 영양번식에 의하여 특성이 유지되며 바이러스에 의한 퇴화가 심하므로 삼각주 등 대목
에 접목시 즙액접촉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자구가 많이 발생되면 밑부분의 
자구를 제거해 주어야 구색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으며, 지나친 과습은 피한다. 속성재배시 조직연화
로 인한 품질이 저하되므로 일정재배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적요
  황색계 비모란 ‘옐로우큐티’는 구의 형태는 원형이고 황색의 모구에 황색의 자구가 발생하였다. 가
시는 연갈색이고 가시의 길이는 0.43cm이다. 결각의 수는 8개로 균형미가 있어 관상가치가 높은 품종
이다. 자구발생 수는 13.6개로 대조와 비슷하였다.

라. 스위트큐티(비모란)
1) 육성경위

  새로운 모양과 구색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품종육성을 위해 관상가치 면에서는 황색 모구의 
결각 주변에 적색 반입이 들어간 무늬계열의 품종육성을 목표로 수행하였다. '05년도에 모구 전체가 
적색이며 자구도 적색인 GG0215324계통을 모본으로 하고, 구색이 황색인 GG02751계통을 부본으로 
교배하여 24개체의 실생묘를 얻었다. '06년도에 기내파종 개체를 기외정식 하여 22계통을 선발하였다. 
이 중 환경적응력이 높고 황색 모구의 결각에 적색의 반입이 들어간 무늬계열의 관상가치가 우수한 
계통을 최종 선발하여 3차에 걸쳐 특성검정을 하였다. 선인장연구회원을 대상으로 기호조사 및 품평
회를 실시하여 GG0511819계통을 선발하고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심의회를 거쳐 신품종「스위트큐티」
로 등록하였으며 2010년도부터 품종보호출원후 농가에 보급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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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0215324
×

GG02751
01
02
·
·
·

24

GG0511811
GG0511812

·
·
·

GG0511812
4

-GG0511819 -GG0511819 - GG0511819
스위트큐티

육성계통수 24 22 1 1 1
비  고 개체

선발
계통선발
및 양성 특성조사 특성검정 특성검정

농가실증
그림 3. 스위트큐티 육성경과(육성계계통도)

2) 주요특성
  구의 형태는 원형이고, 구의 색은 황색이며 결각주위의 가시자리를 
중심으로 적색 반입이 들어간 무늬계열로 관상가치가 우수하다. 황적색
의 무늬계열로 RHS color chart 분석결과 대조품종 15C+41A(황+적
색)에 비해 23A+44A(황+적색)였으며, 결각의 수는 8~9개로 뚜렷하고, 
가시는 연갈색으로 반직립하며 가시길이가 0.34cm로 대조에 비하여 짧
았다. 자구발생수가 12.8개로 대조품종에 비하여 생산력이 우수하였다.

표 5. 고유특성

품 종 명 구 색♩
(색,색도) 구형

결  각 가  시
기호도

수 형태 색 형태 길이(cm)
스위트큐티 황+적색

(23A+44A) 원형 8~9 삼각형 연갈색 반직립 0.34 4.1

대조(옐로우주얼리) 황+적색
(15C+41A) 원형 8 삼각형 연갈색 반직립 0.41 3.9

♩구색 : RHS Color chart    ♪ 기호도 : 매우 불량(1)~매우 우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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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가변특성(정식 10개월 후)

품 종 명
구   경(㎜)♩ 자 구 수(개)

1차 2차 3차 평균 1차 2차 3차 평균
스위트큐티 39.4 36.8 38.6 38.9 13.1 13.0 12.3 12.8

대조(옐로우주얼리) 38.3 36.4 38.4 37.7 10.3 10.6 9.3 10.1

♩구경 증가량 : 정식 10개월 후 구경 - 정식시 구경

3) 재배시 유의점
  비모란 ‘스위트큐티’는 유색계열로 엽록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엽록소를 가진 선인장을 대목
으로 하여 접목재배하여야 한다. 표피가 약하고 과다한 차광이나 강광에 노출되면 구색이 퇴색되거나 
일소현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4~5만Lux 정도의 광을 유지할 수 있도록 4월부터 10월까지는 
40~50%의 차광망을 이용 차광재배하여야 한다.
 교배종이므로 영양번식에 의하여 특성이 유지되며 바이러스에 의한 퇴화가 심하므로 삼각주 등 대목
에 접목시 즙액접촉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자구가 많이 발생되면 밑부분의 
자구를 제거해 주어야 구색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으며, 지나친 과습은 피한다. 속성재배시 조직연화
로 인한 품질이 저하되므로 일정재배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적요
  황적색의 무늬계열인 비모란 ‘스위트큐티’는 구의 형태는 원형이고 황적색의 모구에 황적색의 자구
가 발생하였다. 가시는 연갈색이고 가시의 길이는 0.34cm이다. 결각의 수는 8개로 균형미가 있어 관
상가치가 높은 품종이다. 자구발생수가 12.8개로 생산성이 높았다.

마. 골드타워(산취)
1) 육성경위

  자구가 내탈립성이고 도장지 발생이 적어 장기 수송에 적합하며 구색이 황색으로 선명하여 관상가
치가 우수한 산취 신품종 육성을 위해 '06년도에 황색의 다분지성인 GC011151 계통을 모본으로 하고, 
구경이 굵고 초장인 긴 GC011181 계통을 부본으로 교배하여 3개체의 실생묘를 얻었다. '06년도에 기
내파종 개체를 기외정식하여 3계통을 선발 하였다.  
 이 중 환경적응력이 높고 황색의 모구에 황색의 자구가 발생하여 관상가치가 우수한 계통을 최종 선
발하여 3차에 걸쳐 특성검정을 하였다. 선인장연구회원을 대상으로 기호도 조사 결과 우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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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062252계통을 선발하고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심의회를 거쳐 신품종「골드타워」로 등록하였으며 
2010년도부터 국립종자원에 품종보호출원한 후 농가에 보급코자 한다.

년 도 2006 2006 2007 2008 2009
세 대 인공교배 실생묘 교배후대 F1,V0 V1 V2 V3

GC011151
×

GC011181

1

2

3

GC062251

GC062252

GC062253

-GC062252 -GC062252 -GC062252

골드타워

육성계통수 3 3 1 1 1
비  고 개체

선발
계통선발
및 양성 특성조사 특성검정 특성검정

농가실증
그림 5. 골드타워 육성경과(육성계통도)

2) 주요특성
   구의 색은 연한 녹색이 발현되는 황색으로 관상가치가 우수하다. RHS 
color chart 분석결과 대조품종 5B에 비해 9B로 선명한 황색이다. 결각의 
수는 10~11개로 대조품종 13~14개 보다 많았다. 자구발생 수는 10.4개, 
구경증가량은 4.5mm로 대조품종과 생산력은 비슷하였다.

표 7. 고유특성

품 종 명 구 색♩
(색, 색도)

구  형
(자구착생부위)

결  각 끝 무 늬 기호도
결각수 끝무늬 색 정도

골드타워 황색(9B) 원주형(모구하부) 10~11 직선 - - 3.9
대조(옐로우트리) 황색(5B) 원주형(모구하부) 13~14 직선 녹색 강 3.8

♩구색 : RHS Color chart      ♪ 기호도 : 매우 불량(1)~매우 우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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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가변특성

품 종 명 구   경(㎜)♩ 구   고(㎜)♩

1차 2차 3차 평균 1차 2차 3차 평균
골드타워 4.1 4.6 4.9 4.5 9.9 10.4 10.9 10.4

대조(옐로우트리) 4.2 4.2 4.9 4.4 9.4 9.9 10.7 10.0
♩구경, 구고 증가량 : 정식 6개월 후 구경 - 정식시 구경,  정식 6개월 후 구고 - 정식시 구고

3) 재배시 유의점
  산취는 유색계열로 엽록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엽록소를 가진 선인장을 대목으로 하여 접목
재배하여야 한다. 표피가 약하고 과다한 차광이나 강 광에 노출되면 구색이 퇴색되거나 일소현상을 일
으킬 수 있으므로 4~5만Lux 정도의 광을 유지할 수 있도록 4월부터 10월까지는 40~50%의 차광망을 
이용 차광재배하여야 한다. 교배종이므로 영양번식에 의하여 특성이 유지되며 바이러스에 의한 퇴화가 
심하므로 삼각주 등 대목에 접목시 즙액접촉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자구가 
많이 발생되면 밑부분의 자구를 제거해 주어야 구색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으며, 지나친 과습은 피한
다. 속성재배시 조직연화로 인한 품질이 저하되므로 일정재배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적요
  산취 ‘골드타워’의 구의 형태는 원주형이고 자구가 도장하지 않고 하부에 착생하며 연한 녹색이 발
현되는 황색으로 자구발생 수는 10.4개, 구경증가량은 4.5mm였다.

3. 인용문헌
농림부. 2005. 신품종 심사를 위한 작물별 세부특성조사 요령(비모란선인장) : pp.10~12.
농림부. 2005. 신품종 심사를 위한 작물별 세부특성조사 요령(산취선인장) : pp.5~10.
농수산물유통공사. www.at.or.kr.

4. 연구결과 활용제목
○ 접목선인장 비모란 적색계 “레드큐티” 육성(2009, 직무육성품종등록)
○ 접목선인장 비모란 분홍색계 “핑크큐티” 육성(2009, 직무육성품종등록)
○ 접목선인장 비모란 황색계 “옐로우큐티” 육성(2009, 직무육성품종등록)
○ 접목선인장 비모란 황적색계 “스위트큐티” 육성(2009, 직무육성품종등록)
○ 접목선인장 산취 “골드타워” 육성(2009, 직무육성품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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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원편성
세부과제 구분 소속 직급 성명 수행업무 참여년도

’08 ’09

비모란 신품종
육성

책임자 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농업연구사 조창휘 세부과제총괄 ○ ○

공동연구자
〃
〃
〃

농업연구관
농업연구사

〃
농업연구관

이상덕
박흥배
박영수
박인태

과제수행
과제수행
결과검토
결과검토

○
○
○
○

○
○
○
○

산취 신품종
육성

책임자 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농업연구사 조창휘 세부과제총괄 ○ ○

공동연구자
〃
〃
〃

농업연구관
농업연구사
농업연구관

이상덕
박흥배
박인태

과제수행
결과검토
결과검토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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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기간 연구실 책임자

내수용 선인장․ 다육식물 신품종 육성연구 화훼 '00~ 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박흥배

 꽃기린 신품종 육성 화훼 '00~ 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박흥배

색인용어  꽃기린, 파노라마, 레드라이트, 꽃차례, 포화엽

ABSTRACT
  The new cultivars of Euphorbia milii, ‘Panorama’ and ‘Redlight’ were developed at Cactus 
Research Institute, Gyeonggi-do A.R.E.S. in 2009. 
GABI and MAXI were crossed in 2001 and we obtained 3 seedlings from these combination. 
After pedigree selection in 2002, one line was finally selected through the test of specific 
character from 2007 to 2009, it was finally selected and named as ‘Panorama’. The new 
cultivar ‘Panorama’ has green and pink colored bract, and it has 2~3ea of inflorescence 
number, 2.0cm of bract width, 4.3ea of branch number and 14.9cm of plant height. 
MAXI and K were crossed in 2001 and we obtained 2 seedlings from these combination. 
After pedigree selection in 2001, one line was finally selected through the test of specific 
character from 2007 to 2009, it was finally selected and named as ‘Redlight’. The new 
cultivar ‘Redlight’ has vivid and red colored bract, and it has 2~3ea of inflorescence 
number, 1.6cm of bract width, 8.8ea of branch number and 16.4cm of plant height.
Characters of the cultivar can be maintained by vegetative propagation. 
 
Key words : Euphorbia milii, ‘Panorama’, ‘Redlight’, inflorescence, bract



880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1. 연구목표
  식물 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력(UPOV)은 세계적인 추세로 각국은 자국의 배타적 보호와 신품종 개
발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농업의 주요 수출화훼에 있어서도 장미, 나리 등 해외품종의 사용
에 따른 로열티 지불액은 화훼 농업인들에게 커다란 짐이 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 재배되어 상품화
되고 있는 다육식물은 칼랑코에, 알로에, 산세베리아, 에케베리아 등으로 그다지 많지 않으나, 국민소
득의 증가와 더불어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소비성향도 다양화됨으로써 화훼류 중 다육식물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다육식물의 한종류인 꽃기린은 주년 개화성이 강하여 일반소비
자의 선호도가 높아져 분화 및 선인장 재배농가에서 재배면적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에서 재배하는 농가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종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종을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에서는 포화엽 형태가 중륜성이고 
분지 생산력이 우수하면서 개화성이 우수한 품종을 육성하고자 유전자원 수집, 특성조사, 교배, 계통
선발 및 특성검정을 거쳐 2009년도에 다육식물 꽃기린 2품종을 육성한 결과 농진청 직무육성 품종으
로 선정되었기에 육성경위와 주요특성을 보고 하고자 한다.

2. 육성품종
가. 파노라마
1) 육성경위

  파노라마는 2001년도에 포화엽 형태가 넓고 다육질이면서 분홍색인 ‘Gabi’ 품종을 모본으로 하고 개
화성이 우수한 분홍색인 ‘Maxi’ 품종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를 하였다.
 2001년도 실생묘을 양성하여 3개체 선발하였고, 2007~2009년에 1, 2차 특성검정을 하여 생육특성과 
개화특성이 우수한 GEM486-1계통을 최종 선발하여 ‘파노라마(Panorama)’로 명명하였다.

년 도 2001 2002~2006 2007 2008 2009
세 대 인공교배 실생묘 교배후대 F1,V0 V1 V2 V3

Gabi
 ×

Maxi
1
2
3

GEM486- 1
.

GEM486-3
- GEM486-1 - GEM486-1 - GEM486-1

파노라마

육성계통수 3 3 1 1 1
비  고 개체

선발
계통선발
및 양성 특성검정 특성검정 특성검정

그림 1. ‘파노라마’ 품종의 육성경과(육성계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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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특성
  포화엽색은 RHS Color chart 분석결과 135B+54C로 녹색 에서 분
홍색으로 변화하는 특이한 형태로 관상가치가 우수한 품종이다. 포화
엽폭이 2.0cm로 대조품종 보다 0.3cm 넓었다. 줄기에 꽃차례 분지
단수가 2~3개로 많이 발생하여 다화성 품종이다. 측지수는 4.3개 발
생하며 초장은 14.9cm로 대조 품종 21.4cm에 비하여 6.5cm 짧고, 
엽형이 넓고 길어서 분화 수형 형성에 용이한 품종이다.

표 1. 고유특성

품  종  명 포화엽색(색도) 꽃차례♪ 포화엽
(겹침유무)

줄기
(가시배열) 기호도

파노라마 녹・분홍색(135B+54C) 2~3 유 군생 4.8

대조(눈보라) 황・분홍색(2C+55B)) 1 무 군생 4.3
♩ RHS Color chart   ♪ 분지단수 : 1단~6단    기호도 : 매우 불량(1)~매우 우수(5)

표 2. 가변특성

품 종 명 측지수(개) 초  장(cm) 포화엽폭(cm)
1차 2차 3차 평균 1차 2차 3차 평균 1차 2차 3차 평균

파노라마 4.0 4.6 4.4 4.3 15.3 13.8 15.5 14.9 2.0 1.9 2.0 2.0
대조(눈보라) 7.0 7.8 7.0 7.2 20.9 21.8 21.5 21.4 1.8 1.7 1.7 1.7

3) 재배시 유의점
  파노라마 품종은 영양번식에 의하여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
삽목시에는 절단면의 유액을 씻어내고 삽목을 하면 발근이 빠르며 삽수를 그늘에서 1~2일간 건조시킨 
후 삽목하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삽목 후 바로 직사광선을 쬐면 너무 일찍 개화되고 분지 발생이 
적어져서 좋은 수형을 만들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삽목 후 4~6주 동안에는 삽목상에 50~70% 차광
이 요구된다. 
  그 후에는 건실한 줄기와 꽃, 잎이 많이 달린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조량이 부족하지 않게 관리
하여야 하며 겨울철 상품생산을 위해서는 15℃이상의 가온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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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요
  파노라마 품종은 포화엽색이 녹색・분홍색(RHS color chart 135B+54C)인 복색이고, 측지수는 4.3
개 발생하며 포화엽폭은 2.0cm로 대륜성 품종이다. 줄기에 꽃차례 분지 발생이 2~3개로 많이 발생하
여 대조품종에 비하여 다화성으로 관상가치가 우수한 품종이다.

나. 레드라이트
1) 육성경위

  레드라이트는 2001년도에 엽형이 다육질이면서 개화성이 우수한 분홍색 ‘Maxi’ 품종 모본과 포화엽
색이 선명한 적색인 유전자원 ‘K’계통을 부본으로 하여 교배를 하였다.
  2001년도 실생묘을 양성하여 2개체 선발하였고, 2007~2009년에 1, 2차 특성검정을 하여 생육특성
과 개화특성이 우수한 GEM509-1계통을 최종 선발하여 ‘레드라이트(Redlight)’로 명명하였다.

년 도 2001 2002~2006 2007 2008 2009

세 대 인공교배 실생묘 교배후대 F1,V0 V1 V2 V3

Maxi

 ×

 K

1

2

GEM509-1

GEM509-2

- GEM509-1 - GEM509-1 - GEM509-1

레드라이트

육성계통수 2 2 1 1 1

비  고 개체선발 계통선발및 양성 특성검정 특성검정 특성검정
그림 2. ‘레드라이트’ 품종의 육성경과(육성계통도)

2) 주요특성
  포화엽색은 RHS Color chart 분석결과 대조품종 43A 비해 45B
로 선명한 진적색이면서 윤기가 있고, 엽형이 진한 녹색 이면서 다
육질로 강건한 느낌을 주는 품종이다.
포화엽폭이 1.6cm로 대조품종 보다 0.5cm가 넓은 중륜성
품종이며, 꽃차례 분지단수는 2~3개로 대조품종에 비해 많이 발생
하여 다화성 품종이다. 초장은 16.4cm이고 측지수는 8.8개로 대조
품종 19.2개보다 10.4개가 적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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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고유특성

품  종  명 포화엽색♩(색도) 꽃차례♪ 포화엽
(겹침유무)

줄기
(가시배열) 기호도

레드라이트 적색(45B) 2~3 유 군생 4.3

대조(꽃별) 적색(43A) 1 무 단생 4.0

♩ RHS Color chart   ♪ 분지단수 : 1단~6단    기호도 : 매우 불량(1)~매우 우수(5)

표 4. 가변특성

품 종 명
측지수(개) 초  장(cm) 포화엽폭(cm)

1차 2차 3차 평균 1차 2차 3차 평균 1차 2차 3차 평균

레드라이트 8.2 8.8 9.4 8.8 16.3 16.6 16.4 16.4 1.6 1.7 1.6 1.6

대조(꽃별) 20.1 19.3 18.1 19.2 16.1 16.8 15.4 16.1 1.2 1.0 1.1 1.1

3) 재배시 유의점
  레드라이트 품종은 영양번식에 의하여 특성을 유지해야 한다.
  삽목시에는 절단면의 유액을 씻어내고 삽목을 하면 발근이 빠르며 삽수를 그늘에서 1~2일간 건조시
킨 후 삽목하면 부패를 방지할 수 있다. 삽목 후 바로 직사광선을 쬐면 너무 이르게 개화되고 분지 발
생이 적어져서 좋은 수형을 만들기에 어려우므로 삽목 후 4~6주 동안에는 삽목상에  50~70% 차광이 
요구된다. 
  그 후에는 건실한 줄기와 꽃, 잎이 많이 달린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일조량이 부족하지 않게 관리
해야 하며 겨울철 상품생산을 위해서는 15℃이상의 가온관리가 필요하다. 

4) 적요
  레드라이트 품종은 포화엽색이 선명한 진적색(RHS color chart 45B)이면서 윤기가 있으며, 대조품
종에 비하여 엽형이 진한 녹색이면서 다육질로 강건한 느낌을 준다. 포화엽폭 1.6cm, 측지수 8.8개 
이며, 꽃차례 분지단수가 2~3개 발생하는 품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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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장연구소 박영수
 팔레놉시스 신품종 육성 및 
 선발우량계통 증식 화훼 '98~ 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박영수
색인용어  팔레놉시스, 핑크엔젤, 품종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breed the phalaenopsis variety. The new cultivar of  
phalaenopsis ‘Pink angel’ was developed at Cactus Research Institute, Gyeonggi-do A.R.E.S. in 
2009. This variety was crossed in 2002 and seedlings were produced. They were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of growth velocity, length, attitude and number of leaf from 2004 to 2006. 
Then the selected pedigrees were examined features of flowering, color, pattern, shape, 
inflorescence and fragrance et al.. By the through test, finally one cultivar was selected and 
named as ‘Pink angel’. 
The cultivar ‘Pink angel’ has red purple petal and red lip. This cultivar's inflorescence is 
panicle and horizontal attitude of leaf. The width of flower is 6.0㎝. Also it has 
PLB(protocorm like bodies) induction ability.

Key words : Phalaenopsis, Breeding, seedling, inflorescence, ‘Pink angel’, cultivar 
PLB(protocorm like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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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팔레놉시스는 호접란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Phalaina(나비) Opsis(비슷함)에서 유래되었으며, 꽃모
양이 나비와 비슷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팔레놉시스는 다른 난과 비교했을 때 유묘에서 개화까지 
생육기간이 짧으며, 인위적인 개화조절이 가능하고 다른 화훼류에 비하여 개화기가 길고 꽃이 아치형
으로 배열되어 우아하다. 원산지는 태국, 미얀마, 인도네시아, 호주 북부와 대만을 비롯한 열대아시아
이며 고온다습한 지역의 수목에 착생하여 생육하는 단경성 착생란이다. 원종은 60여종이 알려져 있으
며 많은 종이 19세기경 유럽에 전파되어 1886년부터 영국에서 육종되었다. 현재의 품종은 
Phalaenopsis amabilis 와 Phal. skilleriana를 중심으로 교배된 잡종이 대부분이다.
국내에서도 아직은 초보단계이지만 연구소와 개인 육종가들이 품종등록을 시작하고 있으며, 향후 호접
란 육종은 더욱 활성화되리라 예상한다. 현재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의 대부분은 외국품종으로 
2004년 12월 1일부터 팔레놉시스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되어 로열티 지불요구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농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타파하기 위하여 내수시장 기반확보와 수입을 대체할 
우수종묘의 육성이 시급하다.
선인장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화특성이 우수한 팔레놉시스 품종을 육성하
고자 유전자원 수집, 특성조사, 교배, 계통선발 및 특성검정을 거쳐 2008년도에 팔레놉시스 1품종을 
육성한 결과 농촌진흥청 직무육성 품종으로 선정되었기에 주요특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2. 육성경위
  핑크엔젤은 2002년도에 화색은 자주색이고 붉은색 설판을 가지고 있으며 화폭은 7.0㎝정도 되는 중
륜인 99R34-68을 자가교배를 하였다. 2004년에 실생을 양성하여 생육특성검정(엽장, 엽폭, 엽수 등)
을 통해 생육이 균일하고 우수한 11계통을 1차 선발하였으며, 2006~2008년도에 1차, 2차, 3차 개화
특성검정결과 개화특성이 우수한 GG02SS15-270계통을 최종 선발하여 ‘핑크엔젤(pink angel)’로 명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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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도 2002   2003 2004~2006 2007 2008 2009
세 대 인공교배 교배후대(F1) 계통양성 V1 V2 V3

99R34
- 68
(×)

02SS15-001
․
․
․
․
․

02SS15-270
02SS15-282
02SS15-293
02SS15-301

02SS15-270
·
·
·

02SS15-282
·
·
·
·

02SS15-293

-02SS15-270 -02SS15-270 -02SS15-270

핑크엔젤

육성계통수 11 3 1 1 1
비  고 개체선발 계통양성

및 선발 특성검정 특성검정 특성검정
그림 1. ‘핑크엔젤’ 품종의 육성경과(육성계통도)

3. 주요특성
  화색은 RHS Color chart 분석결과 대조품종 (Purple Group 80A)에 
비하여 적자주색(Red Purple Group 64B)으로 붉으며, 선명한 붉은색
(Red Group 46B) 설판을 가지고 있다. 화형은 편평형으로, 꽃잎이 작
고 살짝 올라간 마름모형이며 화폭 6.0㎝인 중륜이다. 소화수가 대조품
종(9.3개)에 비해 14.0개로 많고 꽃배열이 복총화서로 보기가 좋다. 
엽색은 녹색(Green group N137B)이며, 엽형은 수평형이며 생육이 빠
르다.

표 1. ‘핑크엔젤’ 품종의 고유특성 

계 통 명 화 색♩
화 형 엽 형 엽 색♩ 향 기바탕색 설판색

핑크엔젤 적자주색(RP64B) 붉은색(R46B) 편평형 수평형 녹색(GN137B) 무
대조(만천홍) 자주색(P80A)  자주색(P81A) 편평형 반직립 녹색(G137A) 무

 ♩ : RHS Color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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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핑크엔젤’ 품종의 가변특성
계 통 명 화경장

(㎝)
화 폭
(㎝)

화경경
(㎜)

소화수
(개)

엽장
(㎝)

엽폭
(㎝)

엽수
(개)

핑크엔젤 56.0 6.0 4.1 14.0 20.0 6.0 5.0
대조(만천홍) 37.7 5.2 3.2 9.3 13.3 6.2 3.3

4. 재배시 유의점 
  팔레놉시스는 차광시설과 가온시설이 겸비된 시설재배 작물로 시설내의 온도를 15~35℃로 조절 할 
수 있어야 하며, 광도가 약하면 잎이 도장하고, 늘어지며 녹색의 정도가 약해진다. 

5. 적요
  팔레놉시스 핑크엔젤은  화색이 분홍색(Red Purple Group 64B)으로 선명한 붉은색(Red Group 
46B) 설판을 가지고 있다. 화형은 편평형으로 화폭 6.0㎝인 중륜종이다. 화경장은 56..0㎝이며, 소화수
가 많고 꽃배열이 복총화서로 보기가 좋다. 엽색은 녹색(Green group N137B)이며 엽형은 수평형이다.

6. 인용문헌
김미선. 1999. 팔레놉시스 交雜 F1계통의 特性과 大量增殖 체계 硏究: 전북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농진청. 2001. 화훼 육종기술 : 289~309.
농진청. 2001. 양란재배 : 87~130.
Ichihashi, S. 1992. Micropropagarion of phalaenopsis through the culture of lateral buds 
from young flower stalk. Lindleyana 7(4) : 208~215.
Chen, W.H., Y.M., Fu, R.M., Hsiech, C.C. Wu, M.S Chyou, and W.T. Tsai. 1995. Modern 
breeding in phalaenopsis orchid. Taiwan sugar. May~June 17~22. 
Been, C.G., J.K., Kim, and Y.C., Cho. 2007. A new Phalaenopsis(P. Blume.) Cultvar 
'Shintaeguek' with White Flowers. Flower Research Journal. 15(3):136~138.
Lee, Y.R., M.S., Kim, J.Y., Kim and M.I., Jeong. 2007. A New Phalaenopsis Cultivar, "Snow 
Dream" with White Flower. Korean J. Breed. Sci. 39(4): 506~207.

7. 연구결과 활용제목
○ 팔레놉시스 “핑크엔젤” 육성(2009, 직무육성품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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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select the optimal stock plant and scion cultivar for ingraftment 
and production of Schlumbergera hybrids for export. Hylocereus trigonus, Eriocereus tortuosus, 
Selenicereus grandiflorus, and Peireskia sacharosa were tested for the stock plant of 
Schlumbergera hybrids var. 'Caribbean dancer', and its plant growth characteristics and flowering 
behavior were investigated. Hylocereus trigonus, Eriocereus tortuosus, and Selenicereus 
grandiflorus showed 97~100% graft-take rate with Schlumbergera hybrids, however there was 
no graftage in Peireskia sacharosa. Schlumbergera hybrids var. 'Caribbean dancer' grafted onto 
Hylocereus trigonus stock showed the superior plant architecture due to its high number of 
phylloclade and high branching activity and its phyllocladium area, so Hylocereus trigonus was 
the optimum stock plant for Schlumbergera hybrids production. 6 varieties of Schlumbergera 
hybrids were all grafted well and showed 93~100% of graft-take rate onto Hylocereus trigonus 
stock. Total number of phylloclade was high at var. 'White flame' and var. 'Caribbean dancer', but 
the area of phyllocladium was small at those varieties. Among Schlumbergera hybrids, 'White 
flame' and 'Caribbean dancer' were selected as the worthwhile varieties to produce grafted cactus 
Schlumbergera hybrids, for export in view of plant architecture related to the higher number of 
phylloclade and branches than the rest of varieties.

Key words : Schlumbergera hybrids, grafting, stock



 Ⅶ. 선인장 연구 ∙ 891

1. 연구목적
  수출용 접목선인장은 200만불 이상 지속적으로 수출되어온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수출 화훼작목으로 
비모란, 산취 등이 매년 네덜란드를 비롯한 20여개국으로 수출되고 있다(농수산물유통공사, 2009). 그
러나 수출용 접목선인장은 재배과정에 많은 노력이 소요되는 고도의 노동집약적 작목으로(이 등, 
1994), 중국 등 저임금 수출경쟁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수출액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새로
운 품목의 발굴 및 수출이 중요하다. 게발선인장(Schlumbergera hybrids)은 한계일장 12시간 전후의 
단일식물로(米村, 1996), 북반구에서는 연말 무렵에 개화하게 되므로 크리스마스캑터스라고도 알려져 
있으며 화려한 색상의 꽃이 피는 다수의 교잡품종들이 개발되어 있는 인기 있는 계절 분화의 하나이
다(Hewitt, 1994). 게발선인장은 다수의 줄기마디(엽상경)가 발생하여 자라며 성숙한 줄기마디를 삽
목하여 재배에 이용하는데 화분의 크기에 따라 적당한 갯수의 삽목묘를 심어 재배하게 된다. 선인장의 
접목은 생장의 촉진을 위한 한 가지 방법이며(平尾, 1993), 게발선인장을 접목재배 할 경우 삽목묘보
다 빠른 생육을 기대할 수 있고 삽목묘와는 다른 형태의 분화상품 생산이 가능하다. 선인장의 접목재
배시 대목의 종류에 따라 생육속도 및 생육형태에 차이가 날 수 있으며(박 등, 2001 ; 2008), 게발선
인장을 접목재배 할 경우 삽목묘와는 다르게 하나의 화분에 하나의 식물체를 심어 상품화하게 되므로 
분지가 잘 발생하고 대목의 형태 및 크기와 조화를 이루는 품종의 선발 및 이용이 관상가치에 큰 영
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시험은 몇 가지 대목의 종류 및 접수품종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의 
생육 및 개화특성을 조사하여 접목 게발선인장에 적합한 대목 및 접수품종을 선발하고, 이를 수출용 
접목 게발선인장 생산에 이용하고자 2008년부터 2009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가. 접목 게발선인장에 적합한 대목의 선발

  수출용 접목 게발선인장 생산에 적합한 대목을 선발하기 위해 게발선인장 ‘Caribbean dancer’ 
품종을 접수로 하고 삼각주(Hylocereus trigonus), 와룡(Eriocereus tortuosus), Selenicereus 
grandiflorus, Peireskia sacharosa의 4종을 대목으로 하여 생육 및 개화특성을 조사하였다. 대목의 
길이는 15cm로 하였고 게발선인장 ‘Caribbean dancer’ 품종의 성숙한 줄기마디 하나를 쪼개접(割接)
의 방법으로 각각의 대목에 접목하였다. 접목 후 접목활착을 위하여 일주일간 정치하여 두었으며, 그 
후 직경 10cm의 이색포트에 배지(Sunshine Peat Moss Mix 4)를 충진한 후 정식하였다. 2차에 걸쳐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1차 시험은 경우 2008년 7월 16일에 대목당 30개체의 식물체를 정식하여 2009
년 3월 31일에 대목당 10개체의 식물체를 수확하였고, 접목식물체당 접수의 길이, 접목식물체당 총 줄
기마디 발생수, 가장 긴 분지의 줄기마디수, 총 줄기마디 면적 등을 조사하였다. 분지수는 총 줄기마
디 발생수를 가장 긴 분지의 줄기마디수로 나주어 추정하였고 줄기마디 하나의 평균 면적은 총 줄기
마디 면적을 총 줄기마디 발생수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또한 접수부분과 대목부분의 생체중을 나주어 
조사하였고, 열풍건조 후 건물중도 조사하였다. 개화기에 주당 착뢰수, 개화시, 개화수 등을 조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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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접목활착율은 정식 후 90일에 조사하였다. 1차 시험의 경우 영양생장기간의 확보를 위하여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 2.4m2당 23W의 삼파장 램프(Osram社) 1개로 밤 11시부터 새벽 2
시까지 전조하여 주었으며, 시비는 정식 1개월 후부터 12월까지 표준농도의 선발 배양액(박, 1998)을 
주 1회 기준 두상공급하여 주었다. 1차 시험에서 게발선인장과 접목친화성이 없다고 판단된 Peireskia 
sacharosa를 제외한 3종의 대목을 공시하여 2차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2009년 4월 3일에 대목당 60
개체의 식물체을 정식하여 2009년 12월 30일에 대목당 20개체의 식물체를 수확하여 조사하였다. 조
사항목 및 방법은 1차 시험과 동일하였고, 시비는 정식 1개월 후부터 8월까지 배양액을 주 1회 기준 
두상공급하여 주었다.

나. 접목 게발선인장 생산에 적합한 접수 품종의 선발
  수출용 접목 게발선인장 생산에 적합한 접수 품종을 선발하기 위해 삼각주(Hylocereus trigonus)를 
대목으로 하고 'Caribbean dancer', 'Jolly dancer', 'Sunset dancer', 'Malissa', 'White flame' 및 
'Pink flame' 품종을 접수로 하여 생육 및 개화특성을 조사하였다. 삼각주 대목의 길이는 15cm로 하
였고 각각의 게발선인장 품종의 성숙한 줄기마디 하나를 쪼개접(割接)의 방법으로 삼각주 대목에 접목
하였다. 접목 후 접목활착을 위하여 일주일간 정치하여 두었으며, 그 후 직경 10cm의 이색포트에 배
지(Sunshine Peat Moss Mix 4)를 충진한 후 정식하였다. 2차에 걸쳐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1차 시험
의 경우 2008년 3월 28일에 접수품종당 30개체의 식물체를 정식하여 2008년 12월 30일에 접수품종
당 20개체의 식물체를 수확하여 생육조사 하였다. 2차 시험의 경우 2009년 4월 2일에 접수품종당 60
개체의 식물체를 정식하여 2009년 12월 30일에 접수품종당 20개체의 식물체를 수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항목 및 방법은 대목시험과 동일하였고, 시비는 1차 및 2차 시험 공히 정식 1개월 후부터 8월까
지 배양액을 주 1회 기준 두상공급하여 주었다.

3. 결과 및 고찰
가. 접목 게발선인장에 적합한 대목의 선발

  대목의 종류에 따른 게발선인장 ‘Caribbean dancer' 품종의 접목활착율은 Peireskia sacharosa 대
목의 경우 접목활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삼각주, 와룡, Selenicereus grandiflorus 대목의 
경우 Selenicereus grandiflorus 대목의 1차 시험시의 97%를 제외하고는 모두 100%의 접목활착율을 
보여 높은 접목친화성을 나타내었다(표 1).
  대목의 종류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의 접수의 길이는 1, 2차 시험 공히 Selenicereus 
grandiflorus, 와룡, 삼각주 대목의 순으로 길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대목의 종류에 따른 접
목 게발선인장의 총 줄기마디 발생수는 1, 2차 시험 공히 삼각주, Selenicereus grandiflorus, 와룡 
대목의 순으로 유의성있게 많았다(표 1). 대목의 종류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의 가장 긴 분지의 줄기
마디수는 1차 시험의 경우 5.1~5.7개의 범위를 보였으며 2차 시험의 경우 모든 대목에서 5.2개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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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총 줄기마디 발생수가 많았던 대목에서 분지수가 많아지는 결과
를 의미한다. 줄기마디의 총면적은 1, 2차 시험 공히 총 줄기마디 발생수가 많았던 삼각주와 
Selenicereus grandiflorus 대목에서 와룡 대목에 비해 유의성 있게 넓었으며, 하나의 줄기마디 평균 
면적은 1, 2차 시험 공히 삼각주 대목에서 가장 좁았으나 2차 시험의 경우 1차 시험에 비해 그 차이
가 크지 않았다(표 1).

표 1. 대목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 생육

연도 대  목 접수길이
(cm)

총줄기마디수
(개/주)

줄기마디수♩
(개/분지)

분지수♪
(개/주)

총줄기마디
면적

(cm2/주)
평균줄기마디면적
(cm2/줄기마디)

접목
활착율
(%)

2008
(1차)

삼각주  20.5c♬ 148.9a 5.2b 28.6 544.7a 3.7 100
와  룡 21.8b  63.1c 5.1b 12.4 349.3b 5.5 100

S. grandiflorus 22.9a 120.4b 5.7a 21.1 558.0a 4.6  97
P. sacharosa - - - - - -   0

2009
(2차)

삼각주 19.4b 183.2a 5.2a 35.2 629.5a 3.4 100
와  룡  19.7ab 134.1c 5.2a 25.8 493.9b 3.7 100

S. grandiflorus 20.3a 160.4b 5.2a 30.8 602.1a 3.8 100
  ♩ 가장 긴 분지의 줄기마디수
  ♪ 총줄기마디수를 가장 긴 분지의 줄기마디수로 나눈 추정 분지수
  ♬ DMRT at 5% level

  게발선인장과 접목활착율이 높았던 3종의 대목 중 삼각주 대목에서 게발선인장의 총 줄기마디 발생
수, 줄기마디의 총면적, 분지수 등이 높았고 줄기마디 하나의 평균 면적이 가장 작게 나타났는데, 이
는 게발선인장을 삼각주 대목에 접목하였을 때 다른 대목에 비해 수형구성이 용이하고 관상가치가 높
은 결과로 나타났다(그림 1).

    삼각주     S. grandiflorus     와룡

그림 1. 대목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의 생육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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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목의 종류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의 접수 생체중 및 건물중은 1, 2차 시험 공히 줄기마디의 총 
발생수가 많았고 총 줄기마디 면적이 컸던 삼각주 및 Selenicereus grandiflorus 대목에서 와룡 대목
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은 경향이었다(표 2).
  대목의 생체중은 와룡 대목에서 삼각주 및 Selenicereus grandiflorus 대목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대목의 형태적 특성에서 기인한 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목의 건물중은 1차 시험의 경우 
와룡 대목에서, 2차 시험의 경우 와룡 및 삼각주 대목에서 유의성 있게 높았다(표 2). 

표 2. 대목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 생체중 및 건물중

연도 대  목 생체중(g/주) 건물중(g/주)
접 수 대 목 접 수 대 목

2008(1차)
삼각주  90.3a♩ 30.2b 7.2a 2.1b
와  룡 63.3b 36.2a 5.1b 2.4a

S. grandiflorus 95.4a 34.2b 7.6a 1.8b
2009(2차)

삼각주 103.9a 34.3b 8.2a 2.8a
와  룡  73.4b 44.9a 5.8b 2.8a

S. grandiflorus 106.7a 26.5c 8.0a 1.6b
  ♩ DMRT at 5% level

  대목의 종류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의 착뢰수는 1, 2차 시험 공히 삼각주, Selenicereus 
grandiflorus, 와룡 대목의 순으로 많았으며, 개화시는 1차 시험의 경우 3월 4일에서 3월 6일, 2차 
시험의 경우 11월 12일에서 11월 14일의 범위로 대목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주당 개화수는 1차 시험
의 경우 대목간 14.2~17.6개의 범위로 Selenicereus grandiflorus, 삼각주, 와룡 대목의 순으로 많았
으며, 2차 시험의 경우 대목간 17.2~20.0개의 범위로 삼각주, Selenicereus grandiflorus, 와룡 대목
의 순으로 많았다(표 3).

표 3. 대목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 개화특성
연 도 대  목 착뢰수(개/주) 개화시(월․일) 개화수(개/주)
2008(1차)

삼각주 93.2 3. 4 16.8
와  룡 46.0 3. 4 14.2

S. grandiflorus 71.4 3. 6 17.6
2009(2차)

삼각주 87.8 11. 12 20.0
와  룡 71.4 11. 13 17.2

S. grandiflorus 67.0 11. 14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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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장의 접목 재배에 있어서 대목의 길이가 길수록 접수의 생육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조 등, 2002), 접수와 대목의 조합에 따라 접목활착율 및 접수의 생육이 영향을 받는다(박 등, 2001 
; 2008). 본 시험의 결과 게발선인장의 접목 재배시 처리한 4종의 대목 중 Peireskia sacharosa 대목
을 제외한 삼각주, 와룡, Selenicereus grandiflorus 대목이 접목친화성이 높아 접목재배가 가능하였
다. 특히 삼각주 대목에서 게발선인장의 총 줄기마디 발생수와 분지수 등이 많고 줄기마디의 총 면적
은 넓었지만 줄기마디 하나의 평균 면적이 작으며 착뢰수 및 개화수도 비교적 높게 나타나, 수형구성
에 따른 관상가치와 생육을 고려한 접목 게발선인장의 대목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접목 게발선인장 생산에 적합한 접수 품종의 선발
  접수 품종의 종류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의 접목활착율은 1차 시험의 경우 품종간 93~100%의 범
위를 보였으며, 2차 시험의 경우 모든 품종에서 100%의 접목활착율을 나타내었다(표 4).
접수 품종의 종류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의 접수의 길이는 1, 2차 시험 공히 'Malissa' 품종에서 가
장 길었고, 'White flame' 품종에서 가장 짧았다. 접수 품종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의 총 줄기마디 
발생수는 1, 2차 시험 공히 'White flame', 'Caribbean dancer', 'Jolly dancer', 'Malissa' 품종 등의 
순으로 높은 경향이었다. 가장 긴 분지의 줄기마디수와 분지수는 'White flame', 'Caribbean dancer' 
품종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줄기마디의 총면적은 1차 시험의 경우 'Caribbean dancer', 'Jolly 
dancer', 'Malissa' 품종 등이 넓었고, 2차 시험의 경우 'White flame' 품종이 가장 넓었고 다음은 
'Caribbean dancer', 'Malissa', 'Jolly dancer' 품종 등이 넓었다. 하나의 줄기마디의 평균 면적은 1, 
2차 시험 공히 'White flame', 'Caribbean dancer' 품종 등의 순으로 작게 나타났다(표 4).

표 4. 접수 품종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 생육
연도 품  종 접수길이(cm) 총줄기마디수(개/주) 줄기마디수♩

(개/분지) 분지수♪
(개/주)

총줄기마디면적(cm2/주)
평균줄기마디면적(cm2/줄기마디)

접목활착율(%)

2008(1차)

Caribbean dancer  21.1c♬ 215.9b 5.6a 38.6 775.7a 3.6  93
Jolly dancer  21.4bc 169.0c 5.0b 33.8 744.3a 4.4  97

Sunset dancer  22.5ab 111.5d  4.9bc 22.8 586.2b 5.3  97
Malissa 23.4a 113.8d  4.8bc 23.7 722.5a 6.3  97

White flame 17.4e 323.9a 5.8a 55.8 609.0b 1.9 100
Pink flame 19.0d 105.3d 4.4c 23.9 517.0b 4.9 100

2009(2차)

Caribbean dancer 19.4b 183.3b 5.1b 35.9 639.4b 3.5 100
Jolly dancer 18.2c 132.5c 4.4c 30.1 592.6b 4.5 100

Sunset dancer 19.7b  96.6d 4.6c 21.0 493.1c 5.1 100
Malissa 21.1a 102.5d 4.3c 23.8 601.7b 5.9 100

White flame 16.7d 344.3a 5.9a 58.4 742.1a 2.2 100
Pink flame 17.1d  97.8d 4.4c 22.2 417.4d 4.3 100

  ♩ 가장 긴 분지의 줄기마디수
  ♪ 총줄기마디수를 가장 긴 분지의 줄기마디수로 나눈 추정 분지수
  ♬ DMR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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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목 게발선인장의 관상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줄기마디의 총 발생수와 분지수가 많고 줄기마디 
하나의 크기가 작은 품종이 유리할 것으로 보였는데, 이는 이러한 조건을 갖춘 품종이 수형구성이 용
이하고 콤팩트한 수관을 구성하기 때문이다. 본 시험에 공시한 6종의 게발선인장 품종 중에는 'White 
flame'과 'Caribbean dancer' 품종이 줄기마디의 총 발생수와 분지수가 많고 줄기마디 하나의 크기가 
작아 관상가치가 높은 접목 게발선인장 생산에 적합한 품종인 것으로 판단되었다(그림 2).

 C.D. J.D. S.D. Ma. W.F. P.F.

그림 2. 접수 품종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 생육 비교
  접수 품종의 종류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의 접수 생체중은 1차 시험의 경우 'Caribbean dancer', 
'Jolly dancer' 및 'Malissa' 품종이 높았으며, 2차 시험의 경우 1차시험의 세 품종 이외에 'White 
flame' 품종도 높았다. 대목의 생체중은 1차 시험의 경우 접수품종에 따라 41.6~44.7g, 2차 시험의 
경우 35.9~39.9g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시험년차와 접수품종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뚜렷한 경향이 
없었다(표 5).
표 5. 접수 품종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 생체중 및 건물중

연도 품  종 생체중(g/주) 건물중(g/주)
접 수 대 목 접 수 대 목

2008(1차)

Caribbean dancer  117.7a♩ 41.9a 9.3a 2.0b
Jolly dancer  109.2ab 44.7a  8.7ab 2.3a

Sunset dancer  81.1c 44.4a   7.6bcd 2.3a
Malissa  105.7ab 43.2a   8.2abc 2.4a

White flame  97.0b 41.6a  7.2cd 2.2a
Pink flame  79.9c 43.2a 6.6d 2.5a

2009(2차)

Caribbean dancer  99.4a 36.2b  7.6ab  2.4bc
Jolly dancer  93.6a 35.9b 7.1b 2.5b

Sunset dancer  75.8b 35.9b 8.4a  2.4bc
Malissa  91.0a 39.3a  7.9ab  2.7ab

White flame 100.0a  36.7ab  7.5ab 2.2c
Pink flame  69.3b  38.8ab 5.7c 2.7a

  ♩ DMRT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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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품종의 종류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의 착뢰수는 1차 시험의 경우 'White flame', 'Jolly 
dancer', 'Pink flame'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2차 시험의 경우 'White flame', 'Caribbean dancer', 
'Pink flame'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개화시는 1차 시험의 경우 품종간 11월 15일에서 11월 25일, 2차 
시험의 경우 품종간 11월 10일에서 11월 17일의 범위를 보였는데 'Sunset dancer' 품종이 개화시가 가
장 이르고 'White flame' 품종이 개화시가 가장 늦은 경향으로 'Sunset dancer' 품종과 'White flame' 
품종간 7~10일의 차이를 보였다. 개화수는 1차 시험의 경우 'Malissa', 'Caribbean dancer', 'Pink 
flame' 품종 등의 순서로 높았으며, 2차 시험의 경우 'Pink flame', 'White flame', 'Caribbean 
dancer' 품종 등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 착뢰수의 다소와는 큰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Caribbean 
dancer', 'Pink flame' 및 'White flame'의 개화수가 많았다(표 6).

표 6. 접수 품종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 개화특성
연 도 품  종 착뢰수(개/주) 개화시(월․일) 개화수(개/주)

2008(1차)

Caribbean dancer 66.8 11. 19 15.4
Jolly dancer 83.0 11. 23 11.4

Sunset dancer 54.1 11. 15 12.9
Malissa 73.4 11. 22 16.9

White flame 88.1 11. 25 13.5
Pink flame 79.9 11. 17 13.9

2009(2차)

Caribbean dancer  75.7 11. 11 15.6
Jolly dancer  59.9 11. 15  9.3

Sunset dancer  53.9 11. 10 12.6
Malissa  54.9 11. 12 11.8

White flame 142.3 11. 17 16.5
Pink flame  72.0 11. 12 17.3

4. 적 요
  몇 가지 대목의 종류 및 접수품종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의 생육 및 개화특성을 조사하여 접목 게
발선인장 생산에 적합한 대목 및 접수품종을 선발하고자 시험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접목 게발선인장에 적합한 대목의 선발
○ 대목의 종류에 따른 게발선인장 ‘Caribbean dancer' 품종의 접목활착율은 Peireskia sacharosa 

대목의 경우 접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삼각주, 와룡, Selenicereus grandiflorus 대목
의 경우 97~100%의 높은 접목활착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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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목 게발선인장 생산에 있어 삼각주 대목에서 게발선인장의 총 줄기마디 발생수, 분지수 등이 
많았고 줄기마디의 총면적은 넓었으나 줄기마디 하나의 평균 면적이 작게 나타나, 다른 대목에 
비해 수형구성이 용이하고 관상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 접목 게발선인장 생산에 적합한 접수 품종의 선발
○ 접수 품종의 종류에 따른 접목 게발선인장의 접목활착율은 품종간 93~100%의 범위를 보였으며, 

총 줄기마디 발생수는 'White flame', 'Caribbean dancer', 'Jolly dancer', 'Malissa' 품종 등의 
순으로 높은 경향이었다.

○ 하나의 줄기마디의 평균 면적은 'White flame', 'Caribbean dancer' 품종 등의 순으로 작았다.
○ 본 시험에 공시한 6종의 게발선인장 품종 중 'White flame'과 'Caribbean dancer' 품종이 줄기

마디의 총 발생수와 분지수가 많고 줄기마디의 크기가 작아 관상가치가 높은 접목 게발선인장 
생산에 적합한 품종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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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선인장 ․ 다육식물 산업화 연구 화훼 ’08~’09 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정재운
 환경적응성이 우수한 다육식물 수집 및 선발 화훼 ’08~’09 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정재운
색인용어  다육식물, 환경적응성, 건축물 조경

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select the superior plant with environmental adaptability 
for greening material of building. Succulent plants, 15 indigen including Sedum oryzifolium 
and 36 introduced species with Sedum spurium cv. Voodoo, were collected and investigated 
characteristics for the greening on the rooftop and wall surface of building. 6 plant species 
among the Korean native plants, Orostachys japonicus, Orostachys ramosus, Sedum 
middendorffiaum 'Sorak', S. oryzifolium, S. polystichoides and S. sarmemtosum, were showed 
environmental resistance to cold and drought condition of roof gardening. 8 species 
(cultivars) among introduced species, Delosperma aberdeenense, Jovibarba hirte, S. album, S. 
reflexum, S. spurium, S. spurium 'Bertran Anderson', S. spurium ‘Purple Carpet' and 
Sempervivum monstanum were selected superior plant material to cover the rooftop of 
building. 7 species of Korean native plants, Orostachys japonicus, Orostachys minutus, 
Orostachys ramosus, Sedum middendorffiaum 'Sorak', S. oryzifolium, S. polystichoides and S. 
sarmemtosum, were highly adaptable ornamental plant to the environmental condition on the 
surface of the building's wall. Introduced species, S. album, S. ellacombianum, S. 
forsterianum cv. Silver Stone, S. hybridum cv. Czar's Gold, S. kamtschaticum, S. 
montanum, S. reflexum, S. selskianum cv. Goldilocks, S. sexangulare, S. spurium cv. Purple 
Carpet, S. spurium cv. Summer Glory, S. spurium cv. Voodoo, S. takesimense and 
Sempervivum montanum, were selected as the adaptable plant material for greening of the 
surface wall.

Key words : Succuluent plants, Environmental adaptability, Green roof, Green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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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도시에서 녹지공간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물의 옥상공간이나 벽면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많은 연
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개발품의 보급이 초기단계에 있다. 건축물 녹화는 도시 열섬현상 해소, 도심 홍
수방지, 공해물질 흡착 및 정화 등 생태계를 개선시킴은 물론이고 조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
인 경관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건축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우선 식재되는 식물은 건축물에 
누수, 건물하중에 대한 위험성 등 물리적인 조건으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불량환경이란 조건하에서도 
고사하지 않고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워져야 한다. 특히 저온견딤성과 수분 보유력이 우수한 식물은 건
축물 조경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량 환경조건에서도 생육과 관상가치가 우수한 식
물의 선발에 대해 많은 요구가 있어 왔다.
  또한 건축물을 이용한 녹화시에는 관수, 비배관리, 병충해 방제 등 여러 가지 관리방안이 강구되어
야 한다. 이에 따른 관수장치의 설치 등 비용상승과 관리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선
인장과 다육식물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기관이 잘 발달한 식물로 건축물 녹화시 자연관수에 의한 무
관수 관리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이에 본 시험은 건축물 녹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식물소재 중에서 생육 및 관상가치가 우
수하리라 예상되는 유망한 소재인 선인장 및 다육식물을 활용하여 저관리 경량형 시스템을 적용시켜 
건물녹화 소재로 선발하여 산업화를 통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발굴코자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고양시 선인장연구소에서 수행되었으며 국내 자생 다육
식물은 땅채송화 등 15종, 도입 다육식물으로는 Sedum spurium cv. Voodoo 등 36종(품종)을 수집하
여 건물옥상과 벽면, 시험하우스내에서 시험 위치별 및 조건별로 생육 특성을 조사하였다. 옥상녹화는 
규격 30cm×50cm×5cm의 식생매트에 시판용 수입상토인 썬그로 4호 배지를 사용하였다. 파종 및 삽
목은 2008년 4월 20일, 정식은 6월 20일에 실시하였다. 벽면녹화용은 40cm×40cm×5cm 규격의 섬
유질 90%+코코넛섬유 10% 혼합된 식생판(상품명 : 벽화수)을 사용하였다. 파종(삽목)일은 2009년 1
월 30일부터 2월 15일까지, 정식은 2009년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식물재료는 파종과 삽목후 8~10주 정도의 활착기간을 경과한 후 정상생육이 가능한 
시기에 정식하였다. 파종은 미세종자 파종법에 준하였고 삽목은 길이 1~2cm 정도로 절단하여 흩어 
뿌렸다. 발아 및 발근 향상을 위해 저면급수방법과 차광을 실시하였며 온도는 20℃ 이하를 유지시켰
다. 환경적응성 조사는 자연환경 조건하(무관수, 무보온)에서 5점 척도(1 : 생존율 20%이하, 2 : 
20-40%, 3 : 40-60%, 4 :  60-80, 5 : 80-100%) 단위로 조사되었다. 생육정도 및 관상가치는 5점 
척도(1 : 매우낮음,  3 : 보통,  5 : 매우높음) 단위로 조사되었다. 계절별 온도 등 기상 환경조건은 
데이터로거(Hobo, USA)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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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가. 기상환경 조건

  시험처리된 옥상 및 벽면의 시험기간중 온도변화는 그림 1과 같다. 저온기인 1월의 최저기온은 -10℃ 
이하였고, 고온기인 8월의 최고온도는 30℃정도였다. 월별 강수량은(그림 2) 9월에서 다음해 2월까지
는 50mm이하였으며 7~8월은 400mm정도로 여름철과 장마기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덤속 
식물과 바위솔 종류는 고온과 많은 강우에 약하다는 보고가 있어 옥상 및 벽면조건에서 식물선발을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건축물 조건에서의 불량환경 요인으로는 온도와 수분의 과다 및 건조 외에도 바람의 영향을 고려해
야 한다. 뿌리가 건실하지 못하면 벽면녹화의 경우 식물체의 결주가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월평균 풍
속은 3~5월까지 1.5m․sec-1이상으로 바람이 다른 시기에 비해 강하게 나타났다(그림 3).

 
 그림 1. 건축물 조건의 월평균 온도변화  

 그림 2. 건축물 조건의 월평균 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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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건축물 조건의 월평균 풍속

나. 옥상녹화용 다육식물 소재의 특성
  옥상녹화용 다육식물을 선발하기 위해 국내 자생다육 식물인 꿩의비름 등 Hylofelephium속 2종, 
좀바위솔 등 Orostachys속 6종, 땅채송화 등 Sedum속 7종을 수집하여 그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화색은 세덤류는 주로 노란색, 꿩의비름은 분홍색, 바위솔 종류는 백색이었고, 개화기간은 
세덤류는 6~7월, 꿩의비름은 8~10월, 바위솔은 10~11월이었다. 꿩의비름과 큰꿩의비름은 초장이 
30~40cm 정도로 길었으며 나머지는 30cm 이하였다. 건조에 견딤성은 15종 모두 높았으나 내습성은 
땅채송화, 바위채송화, 돌나물이 강했으나 나머지는 습해를 받았다. 내서성과 내한성은 자생식물의 특
성이 반영되어 강하게 나타났다. 관상가치는 제주연화바위솔, 와송, 진주바위솔, 땅채송화, 애기기린
초 및 설악애기기린초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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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옥상녹화용 자생 다육식물의 특성
학    명

(식 물 명) 화색 개화
기간(월)

초장
(cm)

퍼짐성
(1-5)

환경적응성(1-5)♩ 관상가치(1-5)♩내건성 내습성 내서성 내한성
Hylofelephium 
erythrostictum
(꿩의비름)

백/적 8-10 30 2 5 3 5 5 3
Hylofelephium 

spectubile
(큰꿩의비름)

연분홍 8-9 40 2 5 3 5 5 3
Orostachys iwarenge

(제주연화바위솔) 백색 10-11 10 1 5 3 5 5 5
Orostachys japonicus

(와   송) 백색 10-11 15 3 5 4 5 5 5
Orostachys latielliticus

(포천바위솔) 백색 10-11 12 1 5 3 5 5 3
Orostachys 

margaritifplius
(진주바위솔)

백색 10-11 10 1 5 3 5 5 5
Orostachys minutus

(좀바위솔) 백색 9-10 15 3 5 3 5 5 3
Orostachys ramosus

(울산가지바위솔) 유백 10-11 15 3 5 4 5 5 3
Sedum aizoon
(가는기린초) 노랑 6-8 10-15 3 5 3 5 5 3

S. kamtschaticum
(기린초) 노랑 6-7 15-30 3 5 3 5 5 4

S. middendorffianum
(애기기린초) 노랑 6-8 20 3 5 3 5 5 5

S. middendorffiaum 
'Sorak'

(설악애기기린초)
노랑 7-8 10-15 3 5 4 4 5 5

S. oryzifolium
(땅채송화) 노랑 6-7 5-10 5 5 5 5 5 5

S. polystichoides
(바위채송화) 노랑 8-9 5-10 5 5 5 5 5 4

S. sarmemtosum
(돌나물) 노랑 6 2-3 5 5 5 5 5 4

♩(1-5) : 1 아주 약함,  3 중간,  5 아주 강함(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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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옥상녹화용 도입 다육식물의 특성

학    명
(식 물 명) 화색 개화

기간(월)
초장
(cm)

퍼짐성
(1-5)

환경적응성(1-5)♩ 관상
가치

(1-5)♩내건성 내습성 내서성 내한성
Delosperma aberdeenense

(비단세덤) 분홍 4-9 5 3 5 5 5 5 5
Jovibarba hirte 적․백 10-11 10 3 5 5 5 5 5

Lampanthus spectabilis
(송엽국) 분홍 4-8 10 3 5 3 5 5 3

Sedum acre  
다람쥐꼬리세덤) 황색 7-8 6 3 3 3 1 1 3

S. acre cv. Octberfest
(여우꼬리세덤) 백색 7-8 6 3 3 3 1 1 3

S. album
(백변경초) 백색 7-8 10 5 5 5 5 5 5

S. cv. Autumn Joy 홍자 9-10 15 3 5 5 3 3 5
S. 'Golden speckle' 황색 6 15 2 5 3 3 3 3
S. kamschaticum

(오색기린초) - - 10 3 5 3 5 5 3
S. reflexum  
(블루세덤) 황색 6-7 15 3 5 5 4 5 5
S.cauticola
‘Ruby glow' 자주 8-9 15 2 5 3 5 5 3

S. sexangulare
(색상귤러) 황색 7-8 8 4 4 3 5 5 3
S. spurium
(분홍세덤) 황색 7-8 15 4 4 5 4 5 3
S. spurium

'Bertran Anderson' 자주 9 15 2 5 5 4 5 3
S. spurium ‘Purple carpet'

(단풍세덤) 분홍 9-10 15 3 5 5 5 5 4
Sempervivum arachoideum

(거미바위솔) 황색 10 1-5 3 5 3 4 5 3
Sempervivum monstanum

(석산앵) 자주 7-8 12 3 5 4 5 5 5
Sempervivum hawouthii

(호랑이발톱) 자주 9 10 2 5 3 5 5 3
Sulcorebutia rauscbii

(솔방울바위솔) - - 1-5 3 5 3 5 5 3
  ♩(1-5) : 1 아주 약함(미흡),   3 중간,   5 아주 강함(우수)



906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다. 옥상녹화용 다육식물 소재의 특성
  벽면녹화용 다육식물을 선발하기 위해 Sedum album 등 도입 다육식물 19종을 수집하여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표 2). Delosperma aberdeenense와 Lampanthus spectabilis는 개화기간이 4~9월로 길었고 
꽃도 분홍색이어서 관상가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Lampanthus spectabilis는 습해에 대한 저항성
은 중간 정도였다. 퍼짐성은 Sedum album,  S. sexangulare, S. spurium이 우수한 결과로 나타났다. 
환경적응성 중 내건성과 내습성은 시험품종 모두가 어느 정도 견딤성이 높았으나 Sedum acre와 S. 
acre cv. Octberfest는 내서성과 내한성이 아주 낮았다. 관상가치에서는 Delosperma aberdeenense, 
Jovibarba hirte, S. album, S. cv. Autumn Joy, S. reflexum, Sempervivum monstanum이 우수하게 나
타났다.

 표 3. 벽면녹화용 자생 다육식물의 특성
학    명

(식 물 명) 화색 개화
기간(월)

초장
(cm)

퍼짐성
(1-5)

환경적응성(1-5)♩ 관상
가치
(1-5)♩내건성 내습성 내서성 내한성

Orostachys iwarenge
(제주연화바위솔) 백색 10-11 10 1 5 5 5 5

Orostachys japonicus
(와   송) 백색 10-11 15 5 5 5 5 5

Orostachys latielliticus
(포천바위솔) 백색 10-11 12 1 5 5 3 3
Orostachys margaritifplius

(진주바위솔)
백색 10-11 10 1 5 5 3 5

Orostachys minutus
(좀바위솔) 백색 9-10 15 3 5 5 5 3

Orostachys ramosus
(울산가지바위솔) 유백 10-11 15 3 5 5 5 3

S. middendorffiaum 
'Sorak'

(설악애기기린초)
노랑 7-8 15 3 5 5 5 5

Sedum oryzifolium
(땅채송화) 노랑 6-7 10 5 5 5 5 5

S. polystichoides
(바위채송화) 노랑 8-9 10 5 5 5 5 5

S. sarmemtosum
(돌나물) 노랑 6 3 5 5 5 5 3

 ※ 바위솔중 와송과 가지바위솔을 제외한 나머지 종은 2-3년생으로 개화후 고사됨
  ♩(1-5) : 1 아주 약함(미흡),   3 중간,   5 아주 강함(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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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벽면녹화용 도입 다육식물의 특성

학    명 화색 개화
기간(월)

초장
(cm)

퍼짐성
(1-5)

환경적응성(1-5)♩ 관상
가치

(1-5)♩내건성 내습성 내서성
S. acre 

cv. Golden Carpat 황색 7-8 6 3 3 3 1 3
S. arce 

cv. Oktoberfest 백색 7-8 6 3 3 3 1 2
S. aizoon 황색 7-8 40 3 3 3 1 2
S. album 백색 7-8 10 5 5 5 5 5

S. ellacombianum 황색 7-8 10 5 5 5 5 4
S. ewersii 핑크 7-8 15 2 2 2 1 2

S. forsterianum 
cv. Silver Stone 황색 6-8 25 3 5 5 5 5
S. glaucophyllum 백색 6-7 10 3 1 2 2 3
S. hispanicum 핑크 7-8 10 3 1 2 2 3
S. hybridum 

cv. Czar'sGold 황색 5-8 15 4 5 5 5 5
S. kamtschaticum 황색 7-8 15 3 4 5 5 4
S. lancedlatum 황색 7-8 10 3 1 1 1 3
S. montanum 황색 7-8 20 3 4 5 5 4

S. ochroleucum 크림 6-8 25 3 3 5 4 3
S. oreganum 황색 6-7 5 3 1 2 1 3
S. pulchellum
cv. SeaStar 핑크 5-7 10 2 1 2 2 3

S. populifolium 핑크 5-7 30 2 2 1 1 3
S. reflexum 황색 7-8 30 4 5 5 5 4

  ♩(1-5) : 1 아주 약함(미흡),   3 중간,   5 아주 강함(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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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명 화색 개화
기간(월)

초장
(cm)

퍼짐성
(1-5)

환경적응성(1-5)♩ 관상
가치

(1-5)♩내건성 내습성 내서성
S. selskianum 
cv. goldilocks 황색 8-9 20 4 5 5 5 3
S. sexangulare 황색 7-8 8 4 5 5 5 4

S. spathulifolium 황색 8-9 5 3 1 1 1 3
S. spurium 

cv. Purple Carpet 핑크 9-10 15 4 5 5 5 5
S. spurium 

cv. Summer Glory 핑크 7-8 15 4 5 5 5 5
S. spurium 
cv. Voodoo 핑크 7-8 15 4 5 5 5 5

S. stenopetalum 황색 6-8 15 3 5 3 3 3
S. stoloniferum 핑크 8-9 20 3 5 5 3 3
S. takesimense 황색 7-9 40 4 5 5 5 3
S. telephium 

ssp. maximum 적색 8-9 40 3 3 3 1 3
S. telephium 

cv. Emperor's Waves 적색 8-9 40 4 3 3 3 3
S. ternatum 백색 8-9 8 3 5 3 3 1
Sempervivum arachnoideum 자주 10 12 3 5 1 4 3
Sempervivum montanum 자주 7-8 10 4 5 4 5 4
Sempervivum tectorum 자주 9 25 1 5 1 1 3

Rhodiola intergrigolia　atropupurea 적색 - 30 1 3 1 1 1
Rhodiola rhodantha 적색 - 25 1 3 1 1 1

Rhodiola rosea 적색 - 25 1 3 1 1 1
Rhodiola samenowii 백색 - 40 1 3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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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면녹화용으로 수집한 제주연화바위솔 등 10종의 자생다육식물의 특성은 표 3과 같다. Orostachys
속의 화색은 백색, 개화기간은 10~11월이었으며, Sedum속 식물은 황색의 꽃이 7~9월 사이에 개화되
었다. 퍼짐성은 와송, 땅채송화, 바위채송화 및 돌나물이 우수하였고 내건성 및 내습성은 10종 모두 
강하게 나타났다. 내서성은 포천바위솔과 진주바위솔이 중간정도였고 나머지는 강하였다. Orostachys
속 중 와송과 가지바위솔을 제외한 나머지 종은 2~3년생으로 개화후 고사되어 다시 식재해야 하는 
등의 벽면조경 식물로 사용하기에는 다소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벽면녹화용으로 수집한 Sedum속 30종(품종), Sempervivum속 3종, Rhodiola 속 4종의 다육식물의 
특성은 표4와 같다. 화색은 백색, 황색, 핑크 등 다양했으며 개화시기도 Sedum속은 5~8월, 
Sempervivum속은 7~9월까지였다. 초장은 S. aizoon, S. takesimense, S. telephium, Rhodiola 
samennowii가 40cm 이상으로 길었다. Rhodiola속 4종은 퍼짐성이 낮았다. S. album, S. 
ellacombianum, S. forsterianum cv. Silver Stone, S. hybridum cv. Czar's Gold, S. 
kamtschaticum, S. montanum, S. reflexum, S. selskianum cv. goldilocks, S. sexangulare, S. 
spurium cv. Purple Carpet, S. spurium cv. Summer Glory, S. spurium cv. Voodoo, S. 
takesimense, Sempervivum montanum 이 내건성, 내습성, 내서성 환경적응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도입 다육식물 특성의 생육속도, 내건성 등 환경적응성 및 관상가치를 고려해 볼 때 S. 
album, S. ellacombianum, S. forsterianum cv. Silver Stone, S. hybridum cv. Czar's Gold, S. 
kamtschaticum, S. montanum, S. reflexum, S. selskianum cv. goldilocks, S. sexangulare, S. 
spurium cv. Purple Carpet, S. spurium cv. Summer Glory, S. spurium cv. Voodoo, S. 
takesimense, Sempervivum montanum이 우수하였다.

4. 적  요
  건물옥상 등 건축물 녹화용으로 환경적응성이 우수한 식물소재 선발을 위해 땅채송화 등 국내 자생
다육식물 15종, Sedum spurium cv. Voodoo 등 도입 다육식물 36종(품종)을 수집하여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자생(국내) 수집 다육식물의 주요 특성에서 화색은 세덤류는 주로 노란색, 꿩의비름은 분홍색, 

바위솔 종류는 백색이었고, 개화기는 세덤류는 6~7월, 꿩의비름은 8~10월, 바위솔은 10~11월
이었다. 세덤류가 퍼짐성은 대체로 우수했으며 자생종은 전체적으로 환경적응성 중 내습성을 
제외하고는 우수하게 나타났다.

  나. 수집된 도입 다육식물의 특성은 자생종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퍼짐성이 다소 우수
하며 환경적응성은 자생종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 옥상녹화에서 생육속도는 세듐속 식물이 빠른 경향이었다. 자생종 중 와송, 가지바위솔, 설악애
기기린초, 땅채송화, 바위채송화, 돌나물 6종, 도입종(품종)중에서는 Delosper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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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erdeenense, Jovibarba hirte, S. album, S. reflexum  S. spurium, S. spurium 'Bertran 
Anderson', S. spurium ‘Purple carpet', Sempervivum monstanum 이 내온, 내습 환경적
응성이 높아 옥상녹화에 적합하였다.

  라. 벽면녹화용 자생식물 중에서는 와송, 좀바위솔, 가지바위솔, 설악애기기린초, 땅채송화, 바위채
송화, 돌나물이 생육, 관상가치 및 환경적응성이 우수하였다. 도입 다육식물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S. album, S. ellacombianum, S. forsterianum cv. Silver Stone, S. hybridum cv. 
Czar's Gold, S. kamtschaticum, S. montanum, S. reflexum, S. selskianum cv. 
goldilocks, S. sexangulare, S. spurium cv. Purple Carpet, S. spurium cv. Summer 
Glory, S. spurium cv. Voodoo, S. takesimense, Sempervivum montanum이 생육속도, 내
건성 등 환경적응성 및 관상가치가 우수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자생종은 와송 등 6종, 도입종은 Delosperma aberdeenense 등 8종(품종)이 환경
적응성 등이 우수하여 옥상녹화용으로 적합한 다육식물이었다. 벽면녹화용으로는 적합한 다육식물로는 
와송 등 자생식물 7종, 도입종은 Sedum album 등 14종(품종)이 환경적응성 등이 우수하여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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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결과 활용제목
○ 건축물녹화에 적합한 다육식물 선발(영농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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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선인장․ 다육식물 산업화 연구 화훼 ’08~’09 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정재운

 선인장·다육식물 절화소재 생산기술 개발시험 화훼 ’08~’09 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정재운

색인용어  다육식물, 절화소재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nhance the applicability of cactus and succulent plants to 
flower arrangement. 2 varieties, Kalanchoe beharensis cv. Rose leaf, Kalanchoe behavensis 
cv. Pang and K. fedtschenkoi f. variegata etc. 9 species(varieties) were investigated the 
quality and yield for using cut leaf and cut branch, respectively. Upon the results of survey 
asking people, Kalanchoe beharensis cv. Rose leaf, K. fedtschenkoi f. variegata, Crassula 
perforata, Aeonium arboreum, Sempervivum crassissimus, Nopalxochia ackermannii were 
suitable to use as the materials for cut flower. Standard criteria of preference for 
Kalanchoe beharensis cv. Rose leaf, was the leaf length over 20cm, and Aeonium arboreum 
was the plant width over 15cm. Preferable criteria of branch length for Kalanchoe 
fedtschenkoi f. variegata, Crassula perforata, Sempervivum crassissimus, and Nopalxochia 
ackermannii was over 45cm, 30cm, 50cm, and 80cm, respectively. Cactus and succulent 
plants showed possibility to use the new substitutable materials for flower arrangement due 
to its beautiful shape and showy pattern. 6 species(varieties) including Kalanchoe beharensis 
cv. Rose leaf were selected by the result through survey with the experts such as customers 
and distributers of horticultural market.

Key words : Succuluent plants, Cut-stem, Cut-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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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선인장과 다육식물은 주로 화훼용 분화류로 이용되어 왔으며 천년초, 백년초 등 손바닥선인장류 중 
일부가 가공식품용으로 사용되어 왔다.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을 절화소재로 개발할 경우 새로운 이용분
야 개척이 유망시 되고 있다.
  절화 및 절지 유통에서는 신선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물올림과 수명연장제 처리가 필수적
이다. 또한 다육식물을 꽃꽂이 소재로 사용할 경우 색깔과 모양이 다양하고 절지수명이 길고, 유통중 
저장성이 높아 재고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일반 절화류의 경우 물통에 담궈 절화수명을 연장하는 방
식으로 유통되고 있으나 다육식물의 경우 물에 담궈 둘 필요가 없어 습식유통이 가능한 편리성이 있
다. 또한 유통중 저장성이 높아 재고 발생이 적다는 점이다.
  이에 본 시험은 지금까지 분화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다양한 다육식물 중에서 절화소재로 유망한 작
물을 선발하여 이용분야를 확대하고 소비자에게 새로운 소재를 제공함으로서 산업화를 통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하고자 수행되었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도 고양시 선인장연구소 시험연구 포장에서 수행되었다. 칼
랑코에 로즈립 등 절엽류 2종, 칼랑코에 호접무금 등 절지류 10종을 2008년 4월 16일에 발근된 삽목
묘를 정식하였다. 절화소재 수확기간은 2008년 7월부터 2009년 10월 30일까지 수확하였으며 시비는 
매 수확후(절엽 또는 절지후) 선시액을 주당 200ml 정도 관주하였다.
  생육조사는 칼랑코에 로즈립 및 팡은 절엽장, 흑법사 및 칠복수는 화경(초폭), 삼각주를 비롯한 나
머지 종은 절지 및 절엽장을 조사기준으로 하였다.
  농산물표준규격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 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등급규
격”이라 함은 농산물의 품목 또는 품종별 특성에 따라 수량, 크기, 색택, 신선도, 건조도, 결점과, 성
분함량 또는 선별상태 등 품질구분에 필요한 항목을 설정하여 특, 상, 보통으로 정한 것을 말하며, 
“거래단위”라 함은 농산물의 거래시 포장에 사용되는 각종 용기 등의 무게를 제외한 내용물의 무게 
또는 개수를 말한다. 다육식물에 관한 표준규격이 없기 때문에 소비계층의 선호도 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선인장·다육식물 절화소재 수요 계층별 선호도, 소포장 단위, 크기정도, 유통단계별 가격 
기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유통업자 및 소비자와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유통업자인 중도매인과 소매인은 
다육식물을 현재 취급하고 있는 자, 소비자는 플로리스트 및 꽃꽂이 수강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인원은 중도매인 2명, 소매인 4명, 소비자 20명을 각각 설문조사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절엽 소재용으로는 칼랑코에 로즈립, 팡 2종, 절지 소재용은 호접무금 등 9종, 기타 소재용으로는 
공작선인장과 삼각주 등 12종의 품질 특성 및 수량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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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화소재중 절엽으로 이용하는 종의 특성 및 수량은 표 1과 같다. 절엽 소재용 식물 중 절엽장은 로
즈립 12.7cm, 팡 10.0cm 정도였고, 절엽수량은 2년차 기준으로 로즈립 22.4매/주, 팡 11.4매/주 정도
였다. 

표 1. 절엽 절화소재의 특성 및 수량

작 물 명 절화소재(절엽)특성 수량(개/주)
엽장(cm) 절엽중(g) 1년차 2년차

로즈립 12.7 21.1 9.4 22.4
팡 10.0 28.8 7.4 11.4

※ 정식일 : 2008. 4. 16. 조사기간 : 2008. 7. 3~11. 15,  2009. 1. 20~10. 30

  절지 소재용은 절지장이 재배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작물에 따라 12.3 ~ 62.9cm정도였
다. 공작선인장은 절지장이 55.3cm, 삼각주는 62.9cm 정도로 다른 작물에 비해 길었다(표 2). 1년차 
수량은 대은룡, 공작선인장, 삼각주가 6.2~7.2개/주 정도로 많았으며 2년차는 공작선인장이 15.2개/
주로 가장 많았다.

표 2. 절지 절화소재 특성 및 수량

작 물 명 절화소재(절지)특성 수량(개/주)
절지장(cm) 절지중(g) 1년차 2년차

호접무금 28.3 48.9 3.6 5.4
대은룡 27.0 11.3 7.2 9.3

남십자성 15.1 17.8 4.3 8.2
성을녀 18.4 36.6 4.8 6.9
흑법사 14.6 42.6 1.7 3.6
칠복수 12.3 24.6 2.5 3.2
자만도 42.7 49.7 3.6 6.6
와룡목 46.0 49.4 2.0 5.9

공작선인장 55.3 39.2 7.2 15.2
삼각주 62.9 207 6.2 8.8

※ 정식일 : 2008. 4. 16., 조사기간 : 2008. 7. 3~11. 15,  2009. 1. 20~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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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절화소재 절엽장별 분포비율

작물명
절엽장 길이별 분포비율(%)

비  고
5cm미만 5~10 10~15 15cm이상

로즈립 3.5 15.9 57.1 23.5 하위엽에 비해 상위엽으로 
갈수록 엽폭이 좁아짐

팡 4.4 39.0 48.6 8.0 절엽후 잎표면에 흰얼룩이 생김

  절화소재의 절엽장별 분포비율(표 3)은 로즈립과 팡 모두 10~15cm 크기가 가장 높았다. 로즈립의 
경우 생육과 수확이 진행될수록 하위엽에 비해 상위엽의 엽폭이 좁아졌으며, 팡의 경우 절엽 후 잎표
면에 흰얼룩이 생기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절화소재 절지경의 크기별 분포(표 4)는 흑법사와 칠복수는 공히 50~60mm 크기에서 55.3%, 
46.3%로 비율이 높았으며, 흑법사의 경우 화형이 우수하였고 칠복수는 수확 후 낙엽이 잘 지는 문제
점이 있어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4. 절화소재의 절지경 크기별 분포

작물명
절지장 길이별 분포비율(%)

비  고
30mm미만 40~50mm 50~60mm 60mm이상

흑법사 12.7 39.5 55.3 2.5 화형이 우수함

칠복수 11.6 40.6 46.3 1.5 낙엽이 잘됨

  표 5는 절화소재의 절지장 크기별 분포비율이다. 남십자성과 성을녀는 30cm 미만, 호접무금, 대은
룡, 자만도, 와룡목은 40~50cm, 공작선인장은 50~60cm, 삼각주는 60cm이상에서 분포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남십자성의 경우 병발생을 방지하는 기술, 대은룡과 와룡목은 경우 낙엽방지를 위한 
물올림이 요구되었다. 공작선인장과 삼각주는 생육이 왕성하고 절엽장의 조절이 쉬운 장점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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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절화소재의 절지장 크기별 분포
작물명 절지장 길이별 분포비율(%) 비  고30cm이상 40~50 50~60 60cm미만

호접무금 - 55.5 38.7 5.8 엽색이 화려함
대은룡 - 57.2 40.5 2.3 잎이 말리는 현상 방지 위해 물올림 

남십자성 86.5 13.5 - - 병발생이 심함
성을녀 60.5 39.5 - - 엽색이 우수함
자만도 21.5 60.4 18.1 - 엽색, 엽형이 우수함
와룡목 15.5 58.5 20.0 6.0 물올림이 필요함(낙엽방지)

공작선인장 11.5 15.6 32.2 40.7 절엽장 조절이 용이, 생육 왕성
삼각주 16.5 14.7 26.3 42.5 절엽장 조절이 용이, 생육 왕성

표 6. 선인장·다육식물 절화소재 수요 계층별 선호도 조사 단위 : 명(%)
구  분 아주

좋다 좋다 보통 낮다 아주
낮다품 목 수요처

칼랑코에
로즈립

중도매인 0 1 1 0 0
소매상 0 2 2 0 0
소비자 3 12 5 0 0
소  계 3(11.5) 15(57.7) 8(30.8) 0 0

칼랑코에
팡

중도매인 0 0 2 0 0
소매상 0 1 2 1 0
소비자 3 10 7 0 0
소  계 3(11.5) 11(42.3) 11(42.2) 1(4.0) 0

호접무금
중도매인 0 1 1 0 0
소매상 1 2 1 0 0
소비자 12 6 2 0 0
소  계 13(50.0) 9(34.6) 4(15.4) 0 0

대은룡
중도매인 0 0 1 1 0
소매상 0 1 2 1 0
소비자 0 4 4 11 1
소  계 0 5(19.2) 7(26.9) 13(50.0) 1(3.9)

남십자성
중도매인 0 1 1 0 0
소매상 1 2 1 0 0
소비자 5 7 8 0 0
소  계 6(23.0) 10(38.5) 10(38.5) 0 0

성을녀
중도매인 0 0 2 0 0
소매상 0 2 2 0 0
소비자 0 11 9 0 0
소  계 0 13(50.0) 13(5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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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아주
좋다 좋다 보통 낮다 아주

낮다품 목 수요처

흑법사
중도매인 1 1 0 0 0
소매상 0 2 1 1 0
소비자 10 7 3 0 0
소  계 11(42.3) 10(38.5) 4(15.4) 1(3.8) 0

칠복수
중도매인 0 1 1 0 0
소매상 0 1 2 1 0
소비자 3 7 10 0 0
소  계 3(11.5) 9(34.7) 13(50.0) 1(3.8) 0

자만도
중도매인 0 1 1 0 0
소매상 0 3 1 0 0
소비자 5 9 6 0 0
소  계 5(19.2) 13(50.0) 8(30.8) 0 0

와룡목
중도매인 0 0 2 0 0
소매상 0 0 2 2 0
소비자 0 4 11 5 0
소  계 0 4(15.4) 15(57.7) 7(26.9) 0

공작선인장
중도매인 1 1 0 0 0
소매상 0 2 2 0 0
소비자 12 5 3 0 0
소  계 13(50.0) 8(30.8) 5(19.2) 0 0

삼각주
중도매인 0 0 2 0 0
소매상 0 0 2 2 0
소비자 0 4 10 6 0
소  계 0 4(15.4) 14(53.8) 8(30.8) 0

  표 6은 선인장·다육식물 절화소재의 수요 계층별 선호도 조사 결과이다. 중도매상, 소매상 및 소비
자의 종합 의견이 “좋다”와 “아주 좋다” 가 80% 이상인 종(품종)은 칼랑코에 로즈립, 칼랑코에 팡, 호
접무금, 남십자성, 흑법사 및 공작선인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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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절화소재로 유통시 1속(묶음)의 수량 단위조사                                 (단위 : 명(%))
구  분 1매(개) 5매(개) 10매(개) 기 타품 목 수요처

칼랑코에
로즈립

중도매인 0 2 0 0
소매상 0 3 1 0
소비자 0 14 6 0
소  계 0 19(73.1) 7(26.9) 0

칼랑코에
팡

중도매인 0 2 0 0
소매상 0 3 1 0
소비자 0 16 4 0
소  계 0 21(80.8) 5(19.2) 0

호접무금
중도매인 0 2 0 0
소매상 0 2 2 0
소비자 0 20 0 0
소  계 0 24(92.3) 2(7.7) 0

대은룡
중도매인 0 0 2 0
소매상 0 0 4 0
소비자 0 12 8 0
소  계 0 12(46.2) 14(53.8) 0

남십자성
중도매인 0 0 2 0
소매상 0 0 4 0
소비자 0 4 16 0
소  계 0 4(15.4) 22(84.6) 0

성을녀
중도매인 0 0 2 0
소매상 0 0 4 0
소비자 0 2 18 0
소  계 0 2(7.7) 24(92.3) 0

흑법사
중도매인 2 0 0 0
소매상 3 1 0 0
소비자 18 2 0 0
소  계 0(88.5) 19(11.8) 0 0

칠복수
중도매인 2 0 0 0
소매상 4 0 0 0
소비자 18 2 0 0
소  계 0(92.3) 21(7.7) 0 0

자만도
중도매인 0 0 2 0
소매상 0 2 2 0
소비자 0 15 5 0
소  계 0 17(65.4) 9(34.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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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1매(개) 5매(개) 10매(개) 기 타품 목 수요처

와룡목
중도매인 0 2 0 0
소매상 0 4 0 0
소비자 0 19 1 0
소  계 0 0(96.2) 0(3.8) 0

공작선인장
중도매인 0 0 2 0
소매상 0 0 4 0
소비자 0 16 4 0
소  계 0 0(61.5) 0(38.5) 0

삼각주
중도매인 0 2 0 0
소매상 0 4 0 0
소비자 2 17 1 0
소  계 0(7.7) 0(88.5) 0(3.8) 0

  

  절화소재로 유통시 1속(묶음)의 수량 단위를 조사한 결과는 표 7과 같다. 흑법사와 칠복수는 1개/
속, 남십자성과 성을녀는 10개/속, 대은룡은 5개 또는 10개/속, 공작선인장, 삼각주 등 나머지 절지 
소재류는 5개/속 단위를 선호하는 경향이었다.

표 8. 절화소재 유통시 크기에 따른 선호도 조사                                        (단위:cm)
구  분 상 중 하품 목 수요처

칼랑코에
로즈립

중도매인 20 15 10
소매상 20 15 10
소비자 20 15 10

기준(평균) 20 15 10
칼랑코에

팡
중도매인 - 15 10
소매상 20 15 10
소비자 20 15 10

기준(평균) 20 15 10

호접무금
중도매인 50 30 20
소매상 45 35 25
소비자 40 30 20

기준(평균) 45 30 20

대은룡
중도매인 50 30 20
소매상 30 20 10
소비자 30 20 10

기준(평균) 40 2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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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 중 하품 목 수요처

남십자성
중도매인 30 20 10
소매상 35 25 15
소비자 30 20 10

기준(평균) 30 20 10

성을녀
중도매인 30 20 10
소매상 30 20 10
소비자 30 20 10

기준(평균) 30 20 10

흑법사
중도매인 15 10 5
소매상 15 10 5
소비자 15 10 5

기준(평균) 15 10 5

칠복수
중도매인 20 15 10
소매상 15 10 5
소비자 20 15 10

기준(평균) 17 13 7

자만도
중도매인 50 40 30
소매상 60 40 20
소비자 50 30 20
기  준 55 35 25

와룡목
중도매인 50 40 30
소매상 50 40 30
소비자 60 50 40

기준(평균) 55 45 35

공작선인장
중도매인 100 80 60
소매상 80 60 40
소비자 70 50 30

기준(평균) 80 60 40

삼각주
중도매인 100 80 60
소매상 90 70 50
소비자 90 70 50

기준(평균) 95 75 65
* 선호도 조사 : 조사농가 크기별 구분의 총합/조사농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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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화소재 유통시 크기에 따른 상등품의 평균 선호도는 표 8과 같다. 절엽류인 칼랑코에 로즈립과 
팡은 절엽장이 20cm, 흑법사와 칠복수는 화폭(초폭)이 15cm, 17cm 정도였고, 나머지 절지류는 납십
자성 30cm, 삼각주 95cm로 나타나 상등품 선호하는 기준이 다양하였다.

표 9. 절화소재로 유통시 상품기준 희망 예상가격                                     (단위:원/개)
품 목 중도매인 소매상 소비자 평균

칼랑코에 로즈립 300 300 290 297
칼랑코에 팡 200 400 320 307
호접무금 300 350 620 423
대은룡 150 200 200 183

남십자성 300 300 300 300
성을녀 250 250 280 260
흑법사 2,500 3,000 2,700 2,733
칠복수 2,000 2,500 2,200 2,233
자만도 200 250 400 283
와룡목 350 400 280 343

공작선인장 250 300 400 317
삼각주 250 300 550 367

  절화소재로 유통시 상품기준 희망 공급 예상가격은 표 9와 같다. 소비계층별 희망공급 가격은 소비
자〉소매상〉중도매상 순으로 나타났다. 개당 평균가격은 흑법사와 칠복수를 제외하고는 183~423원 
정도의 범위였다.
  선인장과 다육식물을 절화소재로 이용할 경우 형태적 우수성, 새로운 소재, 무늬 등 엽색이 다양하
여 이용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되나 잎, 줄기의 생육조절 등 재배방법의 확립이 요구되었다. 또
한 유통의 용이성을 위해 포장방법, 유포르비아속 식물과 같이 절단시 유액이 발생하는 종(품종)의 수
확후 처리방법, 무늬종의 발색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형태적 우수성, 새로운 소재, 무늬 등 엽색의 다양함 등 절화소재로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및 유통업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칼랑코에 로즈립 등 6종(품종)을 
절화소재로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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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  요
  선인장 및 다육식물의 이용확대를 위해 절엽 소재용으로 칼랑코에 로즈립 등 2품종, 절지 소재용은 
호접무금 등 9종(품종), 기타 소재용으로는 공작선인장, 삼각주 등 12종(품종)의 품질 특성 및 수량 등
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평균 엽장은 절엽 소재용 중 로즈립은 12.7cm, 팡은 10.0cm 정도였고, 절지(엽)용은 절지장이 

재배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작물에 따라 12.3 ~ 62.9cm 정도였다. 공작선인장은 절
지장이 55.3cm, 삼각주는 62.9cm 정도로 다른 작물에 비해 길었다.

  나. 선인장 및 다육식물 절화소재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절화소재로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한 
품목은 칼랑코에 로즈립, 호접무금, 남십자성, 흑법사, 자만도, 공작선인장이었다. 유통시 1속
(묶음)당 적정 수량은 흑법사 1개, 칼랑코에 로즈립, 호접무금, 자만도, 공작선인장은 5개였으며 
남십자성은 10개를 1속으로 유통되는 것을 선호하는 경향이었다. 

  다. 품목별 상품의 기준 선호도는 칼랑코에 로즈립의 경우 절엽장 20cm 이상, 흑법사는 화폭(초폭) 
15cm 이상, 호접무금, 남십자성, 자만도, 공작선인장은 절지장이 각각 45cm이상,  30cm이상,  
50cm이상, 80cm이상을 선호하는 경향이었다.

  라. 절화소재로 유통시 상품을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는 1개당 예상가격은 흑법사가 
2,73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나머지는 183~423원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선인장, 다육식물은 형태적 우수성, 새로운 절화소재, 무늬 등 엽색의 다양성 등 
꽃꽂이 소재로의 이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 및 유통업자가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 
칼랑코에 로즈립 등 6종(품종)을 절화소재로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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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특화작목연구개발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완성형 선인장 수출체계 확립연구 화훼 ’08~’09 삼육대학교 남상용
 수출선인장 완성형 신상품 개발 화훼 ’08~’09 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정재운
색인용어  수출선인장, 완성형 신상품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new products for magnifying new local and abroad 
market with enlargement of the proportion in value added grafted cactus. Especially we 
tried to focuse on supplement package product developed in 2008. We had developed package 
products for cut-cactus and multi functional water culture pot and also improved products 
developed in 2006. Among those we have applied for registrations of industrial property 
which were a design and an utility model patent. The result of development for complete 
products for raising the export price and creating added value in cactus for export were as 
follows. New type of package was developed using PET material that was easy to transport 
and assemble for export products of cactus. Functional small pot shaped after cactus which 
was made from red clay and coated with charcoal was developed, and it was easy to stick 
on the wall. The newly developed package and functional small pot were interested by 
customers in local market and could attracted the attention in overseas exhibition so that it 
could be possible to find a market. In addition, the low production cost gives package 
product advantage in exporting cactus.

Key words : Exporting cactus, New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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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우리나라는 수출용 접목선인장을 년간 200~300만불 정도 수출되고 있다. 기존의 뿌리 제거 후 박
스포장 방식은 수출 단가가 낮아 수출금액을 높이기에 어려움이 있다.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새로운 
수출국 또는 바이어 발굴 등 수요처를 확대하는 방안도 있으나 용기에 식재 후 포장까지 완료된 완제
품 형태의 완성형 선인장의 수출은 부가가치를 증진시켜 수출금액을 단기간에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이다.
  기존의 선인장 상품은 시설내 베드나 벤치에서 재배되지 않고 바닥에서 재배되어 상품화와 재배관
리의 장애요인으로 적용되어 낮은 가격을 수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기존 데코레이션 화분은 
단순한 형태로 유통되어 부가가치가 낮고 여러 선인장을 혼합식재하여야 함으로 많은 노력이 요구되
며 운반 및 수송의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대중적 소비의 한계가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대중적 소비를 위한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며 나아가 농가의 경영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선인장 농가의 재배와 관리가 용이한 새로운 형태의 데코레이션 화분 용기의 개발로 국내외 소비를 
촉진시키고 수출확대가 요구된다. 따라서 국내외의 소비자 및 바이어의 기호도를 충족시키며 차별화된 
새로운 상품의 개발을 목표로 본 과제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수출용 선인장의 완제품 형태의 신상품 개발 위해 농진청 지역특화기술개발과제인 완성
형 선인장 수출체계 확립연구 과제의 세부과제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수행되었다. 
  유통의 편리성을 위한 수출선인장 비모란 개별 포장재 개발을 위해 디자인 설계는  2008년 6~7월
까지 샘플생산은 2008년 9~10월 실시되었으며 문제점의 보완 및 개선을 위한 디자인 수정 변경을 
2009년 7월에 실시하여 샘플 및 시제품 제작하였다. 수출량 확대를 위한 저가형 간단 포장패키지 상
품의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과 부가가치 증진을 목적으로 고급화된 선인장 형태의 비모란 전용 소형 
용기를 개발하고자 PET, 숯용액 등 다양한 재질의 재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가. 수출선인장 간편 개별 포장패키지 개발

  개발된 완성형 신상은 투명케이스+뚜껑+배지(스폰지 또는 플로러폼)로 구성하여 개별 포장상품으로 
구입이 편리한 완성형이며 박스포장에도 유리하게 구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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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출선인장 간편 개별 포장패키지  

 

그림 2. 수출선인장 간편 개별 포장패키지 개선안 도면

  2009년에 보완 개선된 완성형 상품은 상품 구성 및 조립의 간편성, 작업 편리성(무배지 가능) 및 
포장비용의 최소화, 운송과 이송 등 유통시 안정성을 고려한 편리한 상품으로 수출용 접목선인장을 소
비자가 간이 수경재배로 키울 수 있도록 구상되었다.
  비모란 개별 포장용 상품의 포장재질 비교 결과는 표 1과 같다. 수출선인장이 잘 보이도록 하는 투
명도는 PP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호하였으며 가격면에서는 PVC가 가장 저렴하였다. 반면에 PVC 재질
은 환경적인 면에서 수출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높았다. 수출을 위한 포장패키지 소재로는 PET 재
질이 투명도, 강도에서 우수하며, 화란, 미국 등 수출대상국에서의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아 적합한 
소재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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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비모란 개별 포장용 상품의 포장재질 비교
구  분 PET PVC PP PS

투 명 도 양호 양호 우유빛(투명도) 양호
강    도 양호 양호 양호 약함
접 착 성 좋지 않음 양호 좋지 않음 좋지 않음
접착방법 초음파/핫멜트 본드/고주파 초음파/핫멜트 초음파/핫멜트
가    격 PVC보다 고가 저렴 PVC보다 고가 PVC보다 고가
친환경성 좋음 환경기준 있음 좋음 좋음

   개발상품의 제품원가 비교 결과는 표 2와 같다. 10,000개 생산시 원통형의  PET재질의 비닐케이
스를 개선한 간편 포장패키지는 250원/개로 원가절감이 가능하였으며 식재노동력 또한 50% 절감되었
다. 따라서 새로 보완된 상품이 변경전 상품에 비해 33% 원가절감이 가능하였다.

표 2. 개발상품 제품원가 비교(10,000개 생산기준)                                  (단위 : 원/개)

구  분 합 계 비닐케이스
(PET)

배지
(오아시스) 식재노동력 비모란

(3×9cm)

변경전 800 350 100 50 300

변경후 535 110 100 25 300

나. 벽면 부착용 다기능성 미니용기 개발
  개발대상은 비모란, 산취 등 수출선인장의 완성형 미니화분 신상품으로 디자인 설계는 2008년 
9~10월, 목형제작 및 샘플생산은 2008년 10월에 실시하였다. 본 상품의 특징으로는 벽면에 부착하기 
쉬우며 다양한 재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개별 상품포장이 가능하고 박스포장에 유리하며 
용기와 수출선인장과의 조화, 식재의 편리성을 고려하였다. 개발된 용기는 숯코팅 등을 처리하여 재질
에 따라 습도조절, 양이온 흡착 등 기능성을 부여한 미니고급 화분이다. 따라서 플라스틱 화분제품에 
비해 기능성, 재질 등이 부가되어 고급화를 추구하였다.



928 ∙ 2009년도 
시험연구보고서

표 3. 벽 부착용 용기재질 비교
용기재료 성분 형  태 크기(mm) 무게(g) 원가(원)
황토석+RESIN 선인장 91*166*50 140 3,000

개구리Ⅰ 154*183*60 260 4,000
개구리Ⅱ 185*172*60 270 4,000

석분+동코팅 선인장 91*166*50 140 3,000
개구리Ⅰ 154*183*60 260 4,000
개구리 Ⅱ 185*172*60 270 4,000

황토석+RESIN

동코팅 + 석분
그림 3. 벽 부착용 용기 설계도 및 샘플 시제품

  2008년에 개발된 선인장 모양의 레진, 석분 재질 용기는 중간부분이 충격에 의해 쉽게 부러지는 경
우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9년에 크기와 두께를 조정하였다. 또한 용기 가운데 
걸이용 구멍이 있어 벽부착에 유리하게 구상되었다.



 Ⅶ. 선인장 연구 ∙ 929

다. 숯코팅 종이화분
  비모란, 산취 등 수출선인장 기능성 용기 신상품 개발을 위해 디자인 설계는 2008년 9~10월, 샘플
생산은 2008년 10월에 실시하였다. 숯코팅 종이화분은 기존 개발된 종이화분에 숯으로 용기의 내․외면
을 코팅처리하였다. 이 상품의 특징은 기존 종이화분의 단점인 수분에 취약한 점을 개선하였으며 외관
이 미려하며 숯성분이 묻어나지 않으며 환경친화형 웰빙선인장 용기라는 것이다. 또한 숯재질 용기 코
팅으로 이물질 흡착, 정화효과 등 기능성을 부여하였다.
  디자인 개선은 2009년 7월에 실시하였으며 변경내용은 석분+숯코팅+후면 자석부착+스탠드형+수경
재배가 가능한 다기능으로 고안하였으며 변경전의 종이재질에 숯코팅한 것에 비해 변경후에는 선인장 
모양을 형상화한 석분재질 용기로 종이재질에 비해 고급화하였다. 개선된 상품은 숯코팅의 특성과 벽
부착형 용기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용기의 크기와 수출선인장과의 조화, 식재의 편리성을 고려하
였으며 여러 가지 기능성을 부가(텐석분+숯코팅+후면 자석부착+스탠드형+수경재배)하여 플라스틱 제
품에 비해 고급화를 추구하였다.

⇒

변경전 변경후 소박스 포장재
그림 4. 벽면 부착용 다기능 미니화분과 소포장 박스

 
표 4. 용기별 재질 비교

구    분 크기(cm) 무게(g) 제조원가(원) 재  질

변경전
종이화분 ∅12.4×h 6.5 10.9±0.5  400 펄프

숯코팅종이화분 ∅12.4×h 6.5 15.9±0.5  450 펄프+숯코팅
변경후 기능성 부가 용기 ∅75×h 150 150 4,500 석분+숯코팅+자석부착

라. 기호도조사
  국내 기호도 조사는 2009 선인장페스티벌 행사시 상품별 선호도 정도를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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졌다. 관람객 중 20~40대 남여 142명을 대상으로 비모란 개별 포장재, 종이화분(3구), 숯코팅종이화
분(3구), 벽부착용 화분 2종, 선인장 모양 기능성 용기 총 6종에 대해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수출선인
장 비모란 개별 포장재, 기능성 부가 용기가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6

12
15 13

21

35

0

10

20

30

40

50

PET 포장재 종이화분 숯코팅종이 벽부착선인장 벽부착개구리 기능성 용기

개발상품 종류

조
사

인
원
( 명

)

그림 5. 개발상품 선호도 조사(2009 선인장페스티벌)

  국외 박람회 행사시 해외 바이어에 대한 개발 신상품에 대한 상담결과는 그림 4와 같다. 화란에서 
개최된 2009 Horti Fair에서 간편포장식 패키지와 기능성이 부가된 용기의 견적 희망 등 5건 상담과 
미국 라스베가스 포장박람회시 수출선인장 비모란 개별 포장재를 홍보 전시한 결과 관심이 많아 새로
운 수출상품 및 판로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적  요
  수출선인장의 부가가치 증진과 수출금액 증대를 위해 완제품 형태의 선인장 패키지 상품을 개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수출선인장 비모란 개별 포장재를 개발하고자 PET 재질 등을 이용해서 3(접수)×9(대목)cm 규

격에 적합하도록 제작하였다. 포장재는 PET 재질을 사용하였으며 수송과 조립이 간편한 형태의 
패키지로 개선하였다. 

  나. 벽 부착용 용기는 선인장과 개구리 모양의 2종을 개발하였다. 수출용 접목선인장을 대상으로 하
였으며 재질은 기능성이 있다고 보고된 황토석과 황토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제조원가는 
3,500원 정도로 예상되어 고가인 점이 문제가 되어 원가절감이 요구되었다. 벽면 부착을 위한 
자석의 부착과 고리 구멍이 있으면 세워둘 수 있는 다목적 기능을 갖췄다. 

  다. 숯코팅 종이화분은 기존의 종이화분의 단점인 수분에 노출되었을 때 용기 표면에 얼룩이 발생한
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숯으로 용기 내외면을 코팅처리하였다. 숯이 묻어나지 않으며 외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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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장점이 있었으나 형태적으로 선호도가 낮았다. 따라서 벽부착 용기의 단점과 숯코팅 
용기의 장점을 적용시켜 선인장 모양의 기능성 미니 화분을 개발하였다.

  수출선인장 비모란 개별 포장재 개선, 기능성 부가 용기는 국내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박람회시 관심도가 높아 새로운 수출상품 및 판로 개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수출
용으로는 간편 포장재 패키지가 원제품으로 생산원가 낮아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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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구분 기본연구 수행시기 전반기
연구과제 및 세부과제명 연구분야 수행

기간 연구실 책임자
 선인장 ․ 다육식물 산업화 연구 화훼 '08 ~ '09 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박영수
 음이온 다발생 선인장․ 다육식물 
 조사 및 선발 화훼 '08 ~ '09 농업기술원

선인장연구소 박영수
색인용어  음이온, 선인장, 다육식물

ABSTRACT
  The study was carrid out and measure the air anions generated by some potted cacti and 
succulent plants. It examined the amount of anion generated from cacti (Trichocereus tershekii, 
Cereus pervianus, Gymnocalycium baldanum, Neobuxbaumia polyopha, Opuntia hamifusa, 
Ritterocereus queretaroensis, Echinocactus grusonii, Opuntia monacantha, Astrophytum ornatum 
and Eriocactus leninghausii) and succulent plants (Echinus maximilianus, Gasteria gracilis, 
Crassula sp., Aloe ssp, Haworthia limifolia, Cotyledon papilaris, Crassula ovata 'Golam', 
Sansevieria sp., Adenium obesum and Haworthia bayeri) in closed chamber for 1 hour. According 
to the chamber test of some cacti and succulent plants, Trichocereus tershekii generated the 
highest amount of anion and it was followed by Cereus pervianus and Gymnocalycium baldanum 
in cacti, and they registed 618.93, 402.13, 399.07 no./㎤. Echinus maximilianus generated the 
highest amount of anion (368.67 no./㎤) in succulent plants

Key words : anion, cacti, succulent pl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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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목표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식물을 가꾸면서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을 높이려는 경향이 두드러지
고 있다. 하루 일과 중에 대부분 실내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실내공기질(IAQ)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특히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인 포름알데히드, 벤젠 또는 자일렌 등과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
물(VOC)을 제거하는데 실내식물이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면서 식물의 관상 가치뿐만 아니라 기
능적 가치 즉 공기정화 효과가 중요한 판매요인으로 부상되고 있다. 실내식물에 의한 공기정화 효과는 
실내식물의 호흡을 통하여 포름알데히드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를 흡수하여 정화하거나 음이온이
나 수분을 방출하여 정화시키는 것으로 크게 나눌수 있다. 
  특히 음이온의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 번째 음이온의 전기적인 특성에 의한 것으로 미
세먼지나 화학물질 등의 대부부의 오염물질은 양이온으로 대전되어 공기 중에 떠다니게 된다. 이때 음
이온이 공급되면 오염물질은 전자를 얻게 되고 안정화되어 공기 중에서 제거된다. 둘째는 피부와 호흡
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간 음이온에 의한 신진대사 촉진 효과이다. 현대인은 양이온이 많은 생활환경에 
노출되어 있어 신체의 이온 불균형에 의한 질병이나 스트레스가 많다. 따라서 충분한 음이온의 공급으
로 신체의 이온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김, 2008, 이, 2003, 2004). 
  음이온의 발생량은 식물 종류별로 차이가 있으며, 증산작용이 활발한 식물에서 음이온이 발생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기 중에 음이온이 비율이 높으면 식물의 생육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숲속은 도시지역에 비하여 식물의 광합성 작용과 증산작용이 활발하여 음이온이 많이 존재한
다(박, 1998).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같은 CAM 식물은 주간에 기공을 닫아 이산화탄소의 이동이 없지만, 야간에 
기공을 열어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공기정화의 효과가 높다는 점 때문에 소비자에게 선
호되고 있다. 본 시험은 공기정화 효과가 높은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음이온 발생량을 구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의 시험재료는 투쟁용, 귀면각, 비화옥, 대봉룡, 천년초, 금황환, 태란각, 금호, 마블, 반야 
등 선인장 10종과 벽어연, 자보, 파필라리스, 미니알로에, 수, 수차, 우주목, 산세베리아 등 다육식물 
10종을 사용하였고, 식물은 직경 10㎝ 포트에 균일하게 심어서 사용하였다. 식물은 온도 25±5℃, 광
도 1000 ± 500lux의 조건에서 음이온을 측정하였다.
  음이온 측정은 부피 0.83㎥(가로 80㎝ × 세로 80㎝ × 높이 130㎝)의 밀폐된 유리 챔버를 이용하
였다. 챔버 외부의 냉난반기와 형광등에 의해서 온도와 광이 조절되었으며 음이온 측정기를 화분사이
에 설치 한 후 챔버 외부의 컴퓨터와 연결하여 측정하였다. 광원이나 냉난방기는 음이온 측정기를 켜
기 1시간 전에 미리 켰으며 음이온 측정기는 2시간 이상 안정화한 후에 측정을 시작하였다. 식물이 있
는 상태에서 1시간 측정한 후 식물을 제거하고 빈 챔버에서 1시간 측정하였으며, 빈 챔버의 값은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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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5회 측정하였다. 음이온 측정기는 음이온을 1초 간격으로 측정
하였으며 1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식물의 음이온 발생 실험은 대조구(빈 챔버)에 비해 시험구(식물체를 투입한 챔버)에서 음이온이 많
이 측정되었으므로 음이온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음이온 발생량은 증산작용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팔손이, 스파티필럼, 심비디움 등 같
이 엽면적이 넓은 식물이 음이온 발생량이 많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비해 사막과 같은 건조지역에서 
사는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은 식물체 표면적이 적고 증산작용이 활발하지 않아 음이온 발생량이 적을 
것이라고 추정 되었지만 선인장 중 투쟁용의 평균 음이온 발생량이 618.93개/㎤로 선인장 중 음이온 
발생량이 가장 많았으며, 귀면각과 비화옥의 평균 음이온 발생량 402개/㎤, 399개/㎤로 높은 편이었
다(표 1, 그림 1). 다육식물 중 벽어연이 368개/㎤으로 다른 9종보다 음이온 발생량이 높은 편이며, 
투쟁용의 경우 공간 부피의 10%정도 배치할 경우 산․들판 정도의 음이온이, 귀면각, 비화옥, 벽어연의 
경우 교외 정도의 음이온이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1, 2, 그림 1).

표 1. 선인장․ 다육식물별 음이온 발생량 (단위 : 개/㎤)
구   분 음이온 발생량 시험구 음이온 평균값 대조구 음이온 평균값 비   고
투쟁용 618.93a 748.93 130.00 선 인 장
귀면각 402.13b 521.60 119.47 선 인 장
비화옥 399.07b 552.13 153.07 선 인 장
벽어연 368.67b 503.13 134.47 다육식물
자  보 167.33c 350.13 182.80 다육식물

파필라리스 145.80c 295.40 149.60 다육식물
대봉룡 144.27c 302.13 157.87 선 인 장

미니알로에 123.33cd 245.00 121.67 다육식물
천년초 117.60cde 254.07 136.47 선 인 장
금황환 107.53cde 312.53 205.00 선 인 장

수 102.93cde 320.20 199.27 다육식물
태란각 98.40cde 317.07 218.67 선 인 장

미니염좌 91.00cde 201.07 110.07 다육식물
수  차 55.67def 221.53 165.87 다육식물
금  호 42.87defg 185.07 142.20 선 인 장
마  블 42.67defg 167.67 125.00 선 인 장
반  야 38.87efg 319.27 280.40 선 인 장
우주목 3.13fgh 143.00 139.87 다육식물

산세베리아 -26.73gh 108.20 134.93 다육식물
사막의장미 -69.33h 138.27 207.60 다육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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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식물별 평균 음이온 발생량

표 2. 대기조건별 음이온 량
대 기 조 건 음이온 량(개/㎤)

도 심 실  내 30 ~ 70
실  외 80 ~150

교  외 200 ~ 300
산 ․ 들판 700 ~ 800

숲 1,000 ~ 2,200

4. 적  요
  공기정화 효과가 높은 선인장과 다육식물의 음이온 발생량을 구명하기 위하여 수행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선인장 10종(투쟁용, 귀면각, 비화옥, 대봉룡, 천년초, 금황환, 태란각, 금호, 마블, 반야)과 다육
식물 10종(벽어연, 자보, 파필라리스, 미니알로에, 수, 미니염좌, 수차, 우주목, 산세베리아, 
사막의장미)의 음이온발생량을 조사하였으며,

 나. 선인장 중 투쟁용, 귀면각, 비화옥이 618개/㎤, 402개/㎤, 399개/㎤로 평균 음이온 발생량이 높은 
편이었으며 

 다. 다육식물 중 벽어연이 368개/㎤으로 다른 9종보다 음이온 발생량이 높은 편임.
 라. 투쟁용의 경우 공간 부피의 10%정도 배치할 경우 산․들판 정도의 음이온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이며
 마. 귀면각, 비화옥, 벽어연의 경우 교외 정도의 음이온이 발생되는 발생되는 것으로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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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83㎡~100㎡의 아파트의 평균 거실 면적 20㎡에 6~7개 정도의 화분을 배치했을 때 이러한 효과
를 기대할 수 있다. ※ 화분부피 = 50㎝×3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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