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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수확 후 생력건조를 위한 하우스형 접이식 건조대 활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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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참깨는 수확 후 노지건조가 대부분으로 건조 중 태풍 및 호우 등에 의한 건조불량이 병해충 발생 유발과 품질저하로 이어져 

수량이 줄고 통상적으로 3∼4회 탈곡작업은 과다한 노동력 소요로 수확 후 건조·탈곡 작업은 농가의 큰 애로사항이였다. 본 

시험에서는 참깨 수확 후 시설하우스 내 접이식 농작물 건조대 참깨 逆거치로 자연스럽게 탈립되는 탈곡 및 정선효과를 통해 

참깨 수확 후 건조방법 개선 효과를 구명하고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참깨 수확 후 건조방법별 건조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충북농업기술원내 포장과 청원구 인근 농가 포장에서 참깨를 재배하였

으며, 공시품종은 건백깨를 사용하였다. 재배방법은 농진청 참깨 표준재배법에 준하였으며 파종시기는 5월 상순, 재식거리는 

30×20cm로 직파하였고 수확은 최하위 꼬투리가 벌어지기 전 8월 10일경에 수확하였다. 수확은 30∼35개씩 단을 묶어 시설

하우스내 접이식 건조대에 逆으로 거치하였다. 노지 건조 처리구는 수확 후 4개의 단을 서로 기대어 세운 후 비닐을 2/3정도 

덮어씌워 비가 맞지 않도록 처리하였다. 건조대 거치간격에 따른 건조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거치간격은 10∼13cm 부터 22∼

26cm까지 4구간으로 처리하였으며 거치간격에 따른 건조 소요일수, 건조물량, 부패율을 조사하였다. 건조방법별 탈곡횟수

는 노지 건조는 3회, 접이식 건조대 처리구는 1회 탈곡하였다. 탈곡완료 후 탈립량을 조사하였으며, 건조중 손실량은 바닥에 

미세망을 깔아 강풍 및 강우시 참깨가 손실되지 않도록하여 탈립량 조사 전 바닥에 떨어진 참깨의 무게를 조사하였다. 건조 

중 수분함량 및 감모율은 수확 후 4일 간격으로 16일 까지 5회 조사하였으며, 수분함량은 참깨 대공의 수분은 목재수분 간이측

정기(testo 606-1)를 사용하여 조사하였고 감모율은 처리별 35개씩 묶은 5개의 단을 3반복으로 라벨링하여 조사시기별 무게

를 측정하여 감모율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참깨 수확 후 건조방법별 건조특성을 조사한 결과 접이식 건조대 처리구의 건조소요일수는 감모율과 참깨 대공의 수분함량을 

기준으로 감모율은 참깨 수확 후 12일 경과시 80%, 수분함량은 12일 경과된 시점에서 12%로 조사되어 수확 후 12일 정도 소

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지 처리구의 건조소요일수는 감모율은 수확 후 16일 경과시 79%, 수분함량은 16일 경과된 시점

에서 12%로 조사되어 건조소요기간이 16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접이식 건조대 건조처리가 4일 정도 건조소요일

수가 빠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접이식 건조대 거치간격에 따른 건조특성을 조사한결과, 거치간격 10∼13cm 처리구는 거치단

수가 7단, 건조가능물량은 5,300주/세트 건조소요일수는 25일 정도 소요되었으며 통풍이 원활하지 못해 부패율 및 병해충 피

해립이 13% 발생하였다. 거치간격 13∼17cm 처리구는 거치단수가 6단, 건조가능물량은 4,600주/세트, 건조소요일수는 16

일 정도 소요되었으며 부패율은 5% 발생하였다. 거치간격 17∼22cm 처리구는 거치단수가 5단, 건조가능물량 3,800주/세트 

건조소요일수는 12일 정도 소요되었으며 부패 및 피해립은 발생되지 않아 접이식 건조대에 가장 적합한 거치간격이었다. 참

깨 수확 후 작업별 소요시간 및 노동력을 비교한 결과 노지 처리구는 작업시간 16시간, 인건비 255천원으로 조사되었고 접이

식 건조대 처리구는 5시간 79천원이 소요되어 70%의 인건비가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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