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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 기계정식용 트레이 육묘에 적합한 상토 선발

박진기1*, 배진우1, 한원 1, 원옥재1, 한길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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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참깨는 소립종자로 직파 재배에서 적정 개체수 확보, 조류피해, 잡초와의 경합 등 초기 입모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참깨의 기계화재배 일환으로 규격화된 플러그 육묘를 탑재하여 자동으로 묘를 정식하는 기존 채소용 정식기를 활용한 육묘기

술을 개발하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참깨의 시험품종은 다분지형 ‘아름’과 소분지형 ‘건백’ 품종으로 육묘는 72공(반자동), 128공(전자동), 220공(전자동) 트레이

를 사용하 다. 상토는 상토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16개사 170제품에 대해 용도별, 종류별로 주요 성분 비율을 검토하 다. 
상토의 분류는 수도용 경량, 준중량, 중량, 원예용 경량, 초경량으로 구분하여 평균성분 비율에 해당하는 11개 제품을 우선적

으로 사용하여 10차 시험(2017년)을 통해 분류별로 참깨 생육이 우수한 4개 제품을 최종적으로 선발하 다. 선발된 4개 상토

에 대해 2018년 5월 25일, 6월 11일 파종하 으며, 조사항목은 생육특성, 묘충실도, 매트형성, 육묘기간 등을 분석하 다.

[결과 및 고찰]
참깨 기계이식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매트형성과 초장이다. 참깨 육묘에 따른 초장과 매트형성은 상토와 육묘일수

에 따라 향을 받으며, 품종과 트레이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트레이에 따른 묘충실도는 72공>128공>220공 순으로 나타났

다. 참깨의 초장은 수도용 경량, 매트형성은 원예용 초경량, 묘충실도는 수도용 경량에서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깨 기계정

식을 위한 정식기는 육묘방식에 따라 전용트레이를 사용한다. 반자동 정식기의 경우 트레이에서 손으로 묘를 직접 뽑아 공급

하기 때문에 트레이 규격에 향을 받지 않는다. 반자동 정식기의 경우 128~200공으로 원예용 상토에서 28일 육묘가 적정하

며, 72공은 매트형성이 불리하여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128공 트레이 전용 전자동 정식기는 꽂아내기식으로 육묘시 지

상부 생육 보다 매트형성이 중요하다. 128공 트레이는 원예용 상토에서 28일정도 육묘가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20공 트레

이 전용 전자동 정식기는 밀어내기식으로 지상부 생육이 중요하다. 35일정도 육묘시 초장 및 매트형성을 고려하면 기계정식

은 가능하나, 육묘기간이 길어져 개화하거나 포장 정식 후 활착 등 문제로 정상생육에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깨의 기계정식

을 위한 육묘는 지상부 생육이나 매트형성 기간이 길어 생장촉진제, 종자 프라이밍 등 육묘기간 단축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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