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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재배 농가의 고형배지 선택 기 에 한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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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 Culture Medium Selection Criteria for

Hydroponics Farm Households

Kim, Dong-Seok․Kim, Dae-young․Hwang, Jae-Hyun․Yun, Hoa-Young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selection criteria and priority settings for solid 
culture medium used in hydroponic crop production in farm households. Expert 
brain storming was carried out to extract solid culture medium selection criteria for 
hydroponic farming. As a result, 3 criteria of economy (cost), productivity, and 
environment, and 9 factors were extra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hydroponic 
farm households was conducted in Gyeonggi, Gangwon, and Chooncheong pro-
vinces. AHP analysis of the hydroponic solid culture medium selection criteria 
identified productivity as the most important criterion, chosen by 58.7% of the 
respondents, followed by economy (28.4%) and environment (12.9%). The 9 fac-
tors were rated by the respondents in the following decreasing order of importance: 
1, crop yield (28.3%); 2, pest occurrence (18.5%); 3, maintenance/management 
costs (12.0%); 4, convenience of maintenance/management (13.4%); 5, initial 
investment cost (11.6%); 6, material energy consumption (6.5%); 7, waste recycl-
ability (4.0%); 8, waste disposal costs (3.4%); and 9 environmental emissions 
(1.81%). These results imply that hydroponic farm households consider cultivation- 
related quality factors more important than economic factors, such as price of 
culture medium or installation cost.

Key words : hydroponics, solid culture medium, solid culture medium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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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기술자본집약형 농업의 표적 유형이라 할 수 있는 양액재배는 생력적이고 작물의 품

질제어 및 지속적 생산이 가능하여, 소비자의 고품질 농산물 요구 등에 부응할 수 있는 장

점을 지니고 있다(Park and Kim, 1999). 이에 1990년 부터 양액재배 면적은 꾸준히 증가하

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전체 농가면적 및 시설농가의 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양액재배

면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1) 양액을 이용한 시설재배는 고품질의 농산물을 다수확 할 

수 있고 노동력 경감 및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병충해의 문제를 최소화 시킬 수 있어 그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양액재배 방식은 고형배지를 활용한 방식이 부분2)이며, 2009년에는 고형배

지경 재배면적이 1,224 ha로 전체 양액재배 면적의 79.6%를 차지하였다. 고형배지경 재배

면적 중 암면과 펄라이트를 활용한 재배면적은 2008년까지 약 74%가 넘는 비중을 차지하

였으나, 이후 암면배지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코코피트, 왕겨와 같은 유기물을 이용한 고형

배지 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3) 비고형배지경 및 암면, 펄라이트와 같은 무

기고형배지를 이용한 양액재배는 배양액 오염 및 조성변화에 따른 작물의 피해가 직접적

이고 빠르게 나타날 수 있고 폐기물 방치에 따른 환경문제를 유발하며 배지 ․ 베드 구입 등 

시설 설치를 위한 초기투자비용에 높아, 이의 안으로 무기 고형배지에 비하여 상 적으

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톱밥, 훈탄, 왕겨와 같은 유기물과 혼합한 배

지와 천연유기질인 코코피트 배지 사용이 확 되는 추세이다(Park and Kim, 1999; Nam et 

al., 2013). 즉 암면, 펄라이트와 같은 무기 고형배지를 활용한 양액재배는 배지구입 및 폐기

물 처리비용, 농가에서 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문제해결을 위해 유기질 배지로 수요

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기질 고형배지의 

1) 2000년  이후 채소 농가면적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2000년 386,391ha에서 2005년 297,961ha, 2011년 

260,507ha로 2000년 비 약 33% 정도 감소하였으며, 시설농가(’00: 90,627ha → ’11: 68,610)에 비하

여 노지농가(’00: 295,764ha → ’11: 191,897)의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양액재배를 활용한 

농가면적은 2000년 474ha, 2005년 677ha, 2011년 3,009ha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MAF, 2001; MAF, 2006; MAFRA, 2012).
2) 2010년 시설재배 농가에 한 정부지원으로 비고형배지경 재배면적이 2009년 249ha에서 1,210ha로 

크게 증가하였고, 이중 분무경(118ha → 527ha)을 활용한 재배면적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으나, 
담막경, 박막경 방식의 면적 변화는 거의 없었다. 2011년 비고형배지경 재배면적은 1,287ha(42.7%), 
고형배지경 1,772ha(58.9%)이다(MAF, 2001,2006; MFAFF, 2009; MAFRA, 2012).

3) 고형배지경 채소농가 면적 변화추이는 2000년도에는 암면 136ha(35.7%), 펄라이트 229ha(60.2%), 기
타 15ha(3.9%)였으며, 2008년도는 암면 478ha(49.7%), 펄라이트 233ha(24.2%) 기타 249ha(25.9%)였고, 
2011년에는 암면 340ha(19.2%), 펄라이트 590ha(33.2%), 코코피트 398ha(22.5%), 기타 394ha(22.2%)로 

나타났다(MAF, 2001, 2006; MFAFF, 2009; MAFRA,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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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을 보완하고 유기물을 이용한 고형배지 개발을 위하여 폐암면 및 폐배지의 재활용, 목

재 부산물을 이용한 고형배지 개발, 왕겨 ․ 톱밥 ․ 훈탄 등을 혼합한 배지 개발, 폐목재를 이

용한 고형배지 개발 등 유기물 고형배지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Lim et al., 1994; Lee et al., 1996; Kim et al., 1997; Hwang et al., 2003; Jun et al., 2011; 

Kwon et al., 201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양액재배 농가를 상으로 양액재배 배지 선택의 기준과 우선순위

를 파악하고, 영농규모의 확 ․ 축소계획, 양액재배 시설의 교체 및 개 ․ 보수 계획 등을 조

사 ․ 분석하여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인 고형배지 시장에서 새로운 배지의 개발 및 

농가 적용 시 핵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요인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내의 양액재배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양액재배에 따른 작물 생육 및 품질에 미치는 영

향(Kim et al., 1999; Choi et al., 2000; Ryoo and Seo, 2009; Jeong et al., 2010), 양액 및 배지

의 재이용에 관한 연구(Park et al., 2000; An et al., 2002; Zhang et al., 2010), 양액 조성 및 

양액 비율이 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Lee et al., 2000; Lee and Lee, 2003; Kang and Kim, 

2005)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즉 양액재배의 농가적용과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 과학적 접근에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양액재배 생산자의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Ⅱ. 재료  방법

연구는 농가의 양액재배 현황과 양액재배를 위한 고형배지의 선택기준과 우선순위 분석

을 위해 경기 ․ 강원 ․ 충청 지역 양액재배 농가를 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기지

역은 양액재배 농가에 직접 방문하여 설문 및 인터뷰를 진행하였고, 강원 ․ 충청지역은 양액

재배 농업인 교육장소에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조사 농가의 양액재배 현황 분석을 위하여 조사 농가의 양액재배 유형, 영농규모의 

확 ․ 축소계획, 양액재배 시설 교체 및 개보수 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지를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양액재배를 위한 고형배지 선택기준 및 우선순위 파악은 AHP 분석기법을 적

용하였다. AHP 분석은 의사결정 계층구조를 구성하는 요소간의 쌍 비교를 통해 응답자의 

지식, 경험 및 직관을 포착하고자 하는 다기준 의사결정방법 중의 하나로 의사결정의 문제

를 상 적인 비교를 통해 살펴볼 수 있으므로 간편성 및 범용성, 이론 적용의 단순성, 명확

성이라는 장점으로 여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Song and Lee, 2013). AHP 분석은 계

층구조의 설계단계, 평가단계, 그리고 안선정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계층을 설계한다는 

것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요소를 파악하고 구성 요인들을 동질적인 집합으로 군집화

하여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Jo et al., 2003). 즉 계층구조의 설계 단계에서는 문제를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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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하위 속성들과 요소들을 계층구조로 전환시켜, 상 문제의 요소들을 분석해내

고 상위계층과 하위계층으로 구분하여 각 계층을 구조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액재배를 위한 배지선택기준 요소를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브레인스

토밍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고형배지 선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로 경제성(비

용), 생산성, 환경성의 3가지 상위 요인을 도출하였고, 경제적 요인에는 초기투자비용, 유지

관리비용, 폐기물 처리비용의 3가지 요인이, 그리고 생산성의 요인으로는 작물생산량, 병해

충 발생정도, 유지관리의 수월성의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환경성의 요인으

로는 환경배출물 발생여부,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성, 물질에너지 사용량의 3가지 요인을 

도출하여 각각의 요인을 토 로 AHP분석을 위한 계층도를 설계하였다(Table 1, Fig. 1).

Table 1. Hierarchy structure to analysis the importance of selection criteria of solid medium 

for hydroponics

Division Substance

Goal ◦ Selection criteria of solid culture medium for hydroponics

High hierarchy
(Level 1)

◦ Pair-wise comparison for economy (cost), productivity and environment 

Low hierarchy
(Level 2)

◦ Pair-wise comparison for initial investment cost, maintenance/management costs 
and waste disposal costs

◦ Pair-wise comparison of crop yield, pest occurrence, convenience of maintenance/ 
management 

◦ Pair-wise comparison of the environmental emissions, waste recyclability, 
material energy consumption

Goal Selection criteria of solid culture medium for hydroponics

Level
1

Economy(cost) Productivity Environment

Level
2

Initial
Investment 

costs 

Maintenance/
management 

costs

Waste 
disposal 

costs

Crop
yield

Pest 
occurrence

Convenience of 
maintenance/
management 

Environmental
emission

Waste 
recyclability

Material 
energy 

consumption

Fig. 1. Hierarchy chart to calculate the importance of selection criteria of medium for 

        hydroponics

설문은 2014년 6월 9일부터 6월 20일까지 약 2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양액재배 농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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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터뷰는 경기지역(김포, 평택, 양주) 양액재배 농가 6곳을 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은 

총 50여부를 배부하여 30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이 중 응답이 부정확하거나 결측값이 많

은 설문 6부를 제외하고 24부를 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AHP응답 결과분석은 Expert-

choice 11.0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24부의 설문지에 하여 일관성 검증을 실시하고 일

관성 비율(CR)이 0.15 이상4)인 설문 3부를 제외하고 총 21부를 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

다.5)

Ⅲ. 결과  고찰

1. 응답자의 일반  황

응답자의 일반적 현황을 살펴보면 40~50 가 41.7%로 가장 많았으나, 60  이상도 16.7%

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Table 2). 조사 상자의 영농경력은 11~15년 사이가 33.3%, 20년 

이상이 33.3%를 차지하였으며, 양액재배 경력은 5년 이하가 66.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

다. 이는 강원 ․ 충청지역의 경우 양액재배 농업인 교육생을 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여 나타

난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경기지역은 양액재배 농가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4) 일관성비율(CR)이 작을수록 일관성 정도가 높으며, 완벽한 일관성을 갖는 비교행렬을 그 일관성비

율(CR)이 0의 값을 갖는다. 체로 일관성비율(CR)값이 0.1 미만이면 쌍 비교는 합리적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나, 0.2 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한 것으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Saaty, 
2003). 

5) AHP 연구는 전문가를 상으로 실시하는 질적 연구의 속성이 강하다. 이에 어떤 전문가 집단을 선

정하느냐가 중요하고, 전문가 집단의 응답결과가 일관성을 갖고 있느냐가 분석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일반적인 통계분석에서는 사례 수와 표집 방법이 중시되지만, 주로 소수의 전문가 집단에 

적용하는 AHP분석에서는 신뢰성 있는 응답의 정도를 측정하는 일관성 비율이 가장 중시된다(Lee, 
2000). AHP분석을 위한 집단의 규모는 Lee(2000)는 집단의 특성이 동질적일 때 10명이내로도 충분

하다고 하였으며, Jeong and Han(2006)은 최소 10인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할 경우에 유효한 결과 값

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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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sample
(Unit : number)

Division Substance Total

Sex
Male Female 　

22(91.7%) 2(8.3%) 24

Age
30 ~ 40 40 ~ 50 50 ~ 60 60~

6(25.0%) 10(41.7%) 4(16.7%) 4(16.7%) 24

Farming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Less than
6-10 years

Less than 
11-15 years

Less than 
16-20 years

More than
20 years

4(16.7%) 2(8.3%) 8(33.3%) 2(8.3%) 8(33.3%) 24

Nutrient 
culture 

experience

Less than 
5 years

Less than 
6-10 years

Less than 
11-15 years

Less than 
16-20 years

More than
20 years

16(66.7%) 5(20.8%) 1(4.2%) 1(4.2%) 1(4.2%) 24

2. 조사 농가의 양액재배 황

1) 조사 농가의 양액재배 황

재배작물의 경우 채소류가 75.0%, 화훼류가 4.2%, 과실류가 12.5%였으며, 배지의 유형은 

펄라이트(29.2%), 코코피트(29.2%), 기타(20.8%) 순이었다. 펄라이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병

해충의 방지와 담수의 원활함, 배지의 수명연한 우수 등의 사유로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코피트의 경우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 후 처리가 용이하며, 최근 많은 농가

가 사용하고 있어 처음 양액재배를 하는 농가의 경우 코코피트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기타의 경우 단일배지를 사용하기보다 혼합배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농가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실제 경기지역 양액재배 농가와 인터뷰 결과 단일배지는 많은 농가에

서 사용하지 않고, 펄라이트와 코코피트를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배지의 수명연

한이 다할 경우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펄라이트만 별도로 보충이 가능하여 혼합배

지를 주로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배지의 종류보다 배지의 이화학적 특성이 재배작물과 

맞는다면 어떤 배지를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의견6)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양액재배 면적은 

1ha 미만이 83.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Table 3).

6) “저는 양액재배를 할 때 배지를 무엇으로 쓰는가 하는 것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배지가 

가지고 있는 함수율이나 PH 등이 제가 키우는 딸기와 적합하다면 암면이건, 펄라이트건, 코코피트

건 상관없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생산량만 담보된다면 배지의 가격 또한 상관없어요. 다만 

배지의 화학적, 기술적 특성이 자세하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평택시 딸기농장과의 인

터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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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urrent status of culture of farms which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

(Unit : number)

Division Substance Total

Crops
Vegetables Flowers Fruits Others 23

(Missing 
value: 1)18(75.0%) 1(4.2%) 3(12.5%) 1(4.2%)

Cultural
medium

types

Perlite Rockwool Cocopeat DFT NFT Aeroponics others 20
(Missing 
value: 4)7(29.2%) 0(0%) 7(29.2%) 1(4.2%) 0(0%) 0(0%) 5(20.8%)

Cultural
area

Less than
1ha

Less than 
1ha-2ha

Less than 
2ha-3ha

Less than 
3ha-4ha

More than
5ha 이상

23
(Missing 
value: 1)20(83.3%) 2(8.3%) 1(4.2%) 0(0%) 0(0%)

2) 양액재배 농규모의 확 ․축소 계획

양액재배 영농규모의 확 ․ 축소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응답

이 52.2%로 가장 많았고, ‘확 할 예정이다’에 한 응답 또한 43.5%를 차지하였다. 영농규

모의 확  시 예상되는 애로사항으로는 ‘양액재배 설비의 설치비용이 너무 비싸다’의 항목

이 93.3%로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영농규모를 축소하는 사유는 주로 시설의 유지 ․ 관리

비용(50.0%)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가에서는 양액재배 영농규모를 확 할 예정이나 높

은 초기투자비용과 유지 ․ 관리비용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Table 4).

Table 4. Expansion and reduction plans for size of hydroponics

(Unit : number)

Division Substance Total

Expansion and 
reduction plans 
for farm size

Plan to expand Maintain the status Plan to reduce No plan 23
(Missing 
value: 1)10(43.5%) 12(52.2%) 0(0%) 1(4.3%)

Expected 
problems in 

expanding the
farm size

Costs of
installing 
facilities

Facility 
maintenance/
management 

costs

Waste 
disposal 

costs

Difficulties 
of changing 

and managing 
medium

Difficulties 
of managing

culture solution
15

(Missing 
value: 9)

14(93.3%) 1(6.7%) 0(0%) 0(0%) 0(0%)

Reasons for 
reducing farm 

size

Costs of
installing 
facilities

Facility 
maintenance/
management

costs

Waste 
disposal 

costs

Difficulties 
of changing 

and managing 
medium

Difficulties 
of managing

culture solution
6

(Missing 
value: 18)

2(33.3%) 3(50.0%) 1(16.7%) 0(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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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액재배 시설의 교체  개보수 계획

양액재배 시설을 배지 및 베드시설, 양액기, 양액조절 배관시설, 관수 배관시설, 조명 및 

난방시설로 구분하여 각각의 교체 및 개보수 계획에 하여 응답토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배지 및 베드 시설의 경우 ‘교체할 것이다’가 47.1%로 가장 높았고, 

교체 시기는 ‘2~3년 이내’가 47.1%를 차지하였다. 또한 배지 및 베드 시설에 한 개보수 

역시 23.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양액기의 경우 ‘교체할 계획 없다’가 58.8%로 양액

기는 처음 설치하고 나면 상당기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 농가와의 인터뷰에

서도 양액기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응

답하였다. 양액조절 배관시설의 경우 ‘교체할 계획이 없다’가 47.1%로 가장 높았지만, ‘일

부는 교체하고 일부는 개보수할 계획이다’의 항목의 응답율이 29.4%로 높게 나타났다. 이

후 관수 및 배관시설, 조명 및 난방시설의 경우도 계획 없음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즉 양

액재배 시설은 배지 ․ 베드 시설을 제외하고는 부분 오랜 기간 사용하지만, 베지 ․ 베드시

설은 2~3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 Replacement and renovation period of hydroponics facilities

(Unit : number)

Division

Replacement and renovation plans
for hydroponics facilities Replacement period of hydroponics facilities 

Replacement Renovation Replacement
+renovation No plan Within 

1 year
2~ 3
years 4~5 years After

five years No plan

Medium
and bed

8
(47.1%)

4
(23.5%)

2
(11.8%)

3
(17.6%)

2
(11.8%)

8
(47.1%)

3
(17.6%)

2
(11.8%)

2
(11.8%)

Nutrient 
solution device

3
(17.6%)

1
(5.9%)

3
(17.6%)

10
(58.8%)

3
(17.6%)

3
(17.6%)

1
(5.9%)

5
(29.4%)

5
(29.4%)

Pipe facilities 
for nutrient 

solution control

2
(11.8%)

2
(11.8%)

5
(29.4%)

8
(47.1%)

1
(5.9%)

2
(11.8%)

3
(17.6%)

5
(29.4%)

6
(35.3%)

Water distributi
on pipe facilities

1
(5.9%)

2
(11.8%)

3
(17.6%)

11
(64.7%)

0
(0%)

3
(17.6%)

1
(5.9%)

5
(29.4%)

8
(47.1%)

Lights and 
heating system

0
(0%)

4
(23.5%)

4
(23.5%)

9
(52.9%)

1
(5.9%)

3
(17.6%)

1
(5.9%)

5
(29.4%)

7
(41.2%)

 

3. 양액재배를 한 배지 선택기

1) 상 계층에 한 상  요도 분석 결과

양액재배 배지 선택을 위한 배지의 경제성(비용), 생산성, 환경성에 한 상 적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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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생산성의 중요도가 58.7%로 배지 선택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경제

성(비용)이 28.4%, 환경성이 12.9%로 나타났다. CR은 0.04로 나타나 응답자의 일관성이 적

합하였다(Table 6).

Table 6.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between high hierarchy for selecting hydroponic 

solid culture medium

Division Local Priority Global Priority Importance(%) Priority

Economy(cost) .284 .284 28.4% 2

Productivity .587 .587 58.7% 1

Environment .129 .129 12.9% 3

Consistency rate(%) = 0.04

Fig. 2.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between high hierarchy for selecting hydroponic 

solid culture medium

2) 하 계층에 한 상  요도 분석 결과

상위계층(Level 1)에 한 하위계층(Level 2)의 중요도 분석결과는 Table 7과 같다. 먼저 

중위계층 요인간의 상 적 우선순위는 작물 생산량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병해

충 발생정도 18.5%, 유지관리비용 13.4%, 유지관리의 수월성 12.0%, 초기투자비용 11.6%, 

물질에너지 사용량 6.5%,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성 4.0%, 폐기물 처리비용 3.4%, 환경배출

물 발생 여부 2.3%의 순이었다.

경제성(비용)의 하위 요인 간 중요도는 유지관리비용(47.4%) > 초기투자비용(40.8%) > 폐

기물 처리비용(11.8%)의 순이었고, 생산성의 하위요인 간 중요도는 작물생산량(48.1%) > 병

해충 발생정도(31.5%) > 유지관리의 수월성(20.4%)였으며, 환경성의 하위요인 간 중요도는 

물질에너지 사용량(50.6%) >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성(31.3%) > 환경배출물 발생 여부(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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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경제성(비용), 생산성, 환경성의 CR은 모두 0.1 이하로 모두 

적합하였다. 

Table 7.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between low hierarchy for selecting hydroponic 

solid culture medium

Level 1 Level 2 Local 
Priority

Global 
Priority

Importance
(%) Priority Level 2

priority

Economy
(cost)

Initial investment cost .408 .116 40.8% 2 5

Maintenance/management costs .474 .134 47.4% 1 3

Waste disposal costs .118 .034 11.8% 3 8

Productivity

Crop yield .481 .283 48.1% 1 1

Pest occurrence .315 .185 31.5% 2 2

Convenience of 
maintenance/management 

.204 .120 20.4% 3 4

Environment

Environmental emissions .181 .023 18.1% 3 9

Waste recyclability .313 .040 31.3% 2 7

Material energy consumption .506 .065 50.6% 1 6

Consistency rate = 0.00(economy_cost), 0.00(productivity), 0.02(environment)

Fig. 3.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between low hierarchy for selecting hydroponic 

solid culture medium

양액재배 농가에서의 배지 선택기준은 재배 작물의 생육 ․ 생장이 우수하고, 병해충의 발

생정도가 적으며, 유지관리비용이 적게 소요되는 배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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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즉 배지 및 베드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높고, 낮음에 따라 배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작물 생육에 적합한 배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폐기물의 처

리비용과 환경배출물의 발생 요인에 한 우선순위는 매우 낮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아직 

양액재배 농가에서는 암면과 같은 배지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한 인식이 다소 

낮은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농가주민들에 한 교육과 계도를 통해 개

선하여야할 부분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향후 개발된 양액재배용 고형배지는 작물생산량과 

병해충의 발생, 유지관리의 우수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    론

본 연구는 양액재배농가의 고형배지 선택기준과 우선순위 파악을 목적으로 농가주민을 

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약 43%가 양액재배 영농규모를 확 할 

계획이었으며, 2~3년 이내로 배지 및 베드 시설을 교체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액재배용 

고형배지 선택기준에 한 AHP분석결과 생산성이 배지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세부 항목별 중요도는 작물생산량, 병해충 발생정도, 유지관리비용, 유지관

리의 수월성, 초기투자비용, 물질에너지 사용량, 폐기물의 재활용 가능성, 폐기물 처리비용, 

환경배출물 발생여부의 순이었다. 즉 양액재배 농가에서 배지를 선택 ․ 사용함에 있어 배지

의 가격, 설치비용과 같은 경제적 비용보다는 작물 생육에 적합한 배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양액재배용 고형배지 개발 및 농가 적용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에 

하여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양액재배용 고형배지와 관련된 연구는 작물의 생산성 향

상을 위한 기술 개발에서 폐배지의 재활용, 환경적 ․ 경제적으로 우수한 배지 개발로 발전하

고 있다. 그러나 양액재배 농가에서는 고형배지의 유지 ․ 관리와 관련된 항목이 배지 선택에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특히 양액재배 영농규모의 축소 사유로 높은 유지 ․ 관리비용이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배지의 소독, 교체, 배양액의 교환, 배지의 수명연한 연장, 타 

배지와의 혼합사용 등 농가에서 손쉽게 유지 ․ 관리가 가능한 고형배지 및 시스템이 개발 ․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폐배지의 건전한 처리를 위한 농가주민 교육 및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고형배지 선택 시 환경적 요인 즉 폐기물 처리 및 환경배출물 발생여부

의 중요도는 매우 낮게 나타났고, 실제 농가 인터뷰에서도 폐암면의 사후처리는 비용상의 

문제로 노상에 방치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폐배지의 건전한 사후처리를 위한 농가주민 

상 교육 및 계도활동과 더불어 폐기물 처리를 위한 보조금 및 재활용 기술에 한 지원

이 확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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