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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기계정식 육묘를 위한 상토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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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 연구는 잡곡 기장(Panicum miliaceum L.)의 직파재배에서 요구되는 적정 개체수 확보와 잡초와의 경합을 회피하기 위한 

일환으로 기계정식에 적합한 점파·산파의 육묘기술 개발을 위해 적합 상토를 선발하고 육묘의 생육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는 기장 ‘이백찰’ 품종으로 트레이 점파는 128공, 220공을 사용하였고, 산파는 벼 육묘상자를 이용하였다. 상토는 상

토협회에 게시된 16개사 170제품에 대해 용도별, 종류별로 성분비율을 검토하고, 수도용 및 원예용으로 구분하고 평균 성분

비율에 해당하는 11제품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 사용하였다. 상토 성분을 보면 수도용은 황토(규조토) 15~44%, 질석 

25~41%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원예용은 코코피트 63~72%, 펄라이트 6~12%로 특이하게 포함되어 있다. 2017년 4월 하순

부터 6월 하순까지 6차례 트레이에 점파한 후 생육특성이 우수한 4개 상토를 선발하였고, 2018년 5월 상순부터 8월 하순까지 

선발된 수도용(S1, S2), 원예용(W1, W2) 4제품 상토를 대상으로 점파와 산파에 대한 육묘 기간별로 생육특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기장은 육묘 초장이 15cm 이상 생육이 되어야 기계 이식에 적합하기 때문에 트레이별, 상토별 점파·산파 육묘의 생육특성을 

분석하였다. 1년차(2017년) 시험에서 상토 11제품에 대한 점파 육묘의 생육은 트레이 > 파종시기 > 상토 순서였다. 선발된 4제

품의 상토에서 육묘 20일의 초장은 수도·원예용 상토간(초장 13.6~19.2cm)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2년차(2018년) 점파 육묘시험에서 상토(4제품) 효과는 기장(이백찰)의 점파 육묘 15일에서 S1 상토의 초장 생육은 128공

(17.7cm), 220공(13.4cm) 트레이에서 S2, W2, W1 상토보다 모두 높았고, 육묘 20일에서도 S1 상토가 128공(25.1cm), 220공

(17.7cm) 트레이에서 가장 높았다. S1 상토를 이용한 기계이식에 적합한 육묘일수는 128공 트레이는 15일(초장 17.7cm), 220

공은 20일(17.7cm) 정도의 육묘가 적합하였다. 또한 육묘 15일의 초장 생육과 상관에서 줄기 생체중 (R=0.965)이 뿌리 생체중

(R=0.619) 보다 높은 상관을 보였다. 

벼 육묘용 상자를 이용한 산파에서 상토 효과는 기장(이백찰, 발아률 84%)의 10g, 15g, 20g 3처리 산파에서도 육묘 15일의 S1 

상토에 15g 처리(초장 17.7cm)가 우수하였으나, 10g, 20g 처리와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다. 육묘 20일에서 S1 상토는 파종량 

각각 초장이 28cm 내외로 초장이 생장하여 무의미 하였다. 

결론적으로 기장의 점파·산파 육묘에서 초장 생육에 적합한 S1 상토의 주요 성분비는 코코피트 31.0%. 질석 41.0%, 황토 

20.0%, 피트모스 5.7%로 구성된 제품이었다. 적정 육묘일수는 점파 128공 트레이는 15일, 220공은 20일 정도의 육묘가 적합

하였고 산파 육묘에서는 15일 정도가 적합하였다. 앞으로 산파 육묘의 기계이식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정 파종량, 매트형

성 등의 연구를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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