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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깨 논 재배시 배수로 구획 및 작휴방법이 들깨 생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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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최근 전국적으로 논에서 벼 대체작목 재배 증가로 밭작물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들깨 논재배 기술에 대한 선행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들깨는 논 재배시 습해에 의한 수량감소가 크기 때문에 습해 경감을 위한 적정 배수로 구획방법 및 작휴방

법 구명이 필요하다. 본 시험에서는 들깨 논 재배 시 습해 피해를 경감 할 수 있는 배수로 구획 및 논에서의 적정 작휴방법을 

구명하여 들깨 안전생산 기술을 확립하고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시험에 사용된 종자는 다유 품종으로 충북농업기술원 인근 벼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포장(논)을 임차하여 수행하였다. 배수로 

처리는 너비 60 ×깊이 60cm 규격의 가장자리 배수로 처리와 가장자리 배수로와 함께 20cm 간격으로 30×30cm 규격의 중앙배

수로 처리를 각각 두었다. 작휴방법은 휴의 높이는 평휴(20cm<) 고휴(30cm<) 각 2처리를 두었고 재식거리는 휴 높이 처리별 

60×25cm, 90×20cm, 120×20cm 각 3처리를 두었다. 들깨 논 재배시 작휴방법 및 재식거리에 따른 들깨 생육 양상을 파악하고

자 지상부 생육 및 수량구성요소는 농진청 작물별 표준조사 요령에 준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배수로 구획 및 작휴방법에 따른 들깨의 지상부 생육은 대체적으로 가장자리+중앙배수로처리 및 고휴처리에서 좋았으며, 재

식거리별 지상부 생육은 재식거리가 넓을수록 좋은 경향을 보였다. 경장은 가장자리+중앙배수로 처리가 관행(가장자리)처리 

보다 크고 재식거리가 넓을수록 평휴보다는 고휴에서 생육이 좋은 경향을 보였다. 분지수는 가장자리+중앙배수로 처리가 관

행(가장자리)처리 보다 많고 평휴보다는 고휴에서 재식거리가 넓을수록 분지수가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마디수는 처리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가장자리+중앙배수로 처리가 관행(가장자리)처리 보다 고휴에서 많은 경향을 보였다. 병해충 피

해정도는 가장자리 배수로처리와 가장자리+중앙배수로처리가 비슷한 경향을 보였으며, 습해는 배수로처리 모두 평휴보다 

고휴에서 습해 피해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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