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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상형 직파 육묘법 (Float System)
- 직파한 육묘상을 양액조(water bed)에 부상시켜 모세관에 의해, 저면으로부터 수분
과 양분을 흡수, 이용하게 하는 무관수·무시비 육묘 방법

일반육묘

종자예조

파

종

임시심기

이식묘

관수·시비(약 55일)
부 상 형
직파육묘

피복종자
파종

묘 잎자름

이식묘

무관수·무시비(약 55일)
[관행육묘와 부상형 직파육묘의 묘 생산 비교]

- 부상형 직파 육묘의 효과
■ 생력효과 : 묘 솎음, 임시심기 및 물주기 등의 작업생략
■ 건실·균일묘 생산 : 묘 잎자름 실시
■ 이식묘 생산의 안정 : 양분과 수분을 자연적으로 조절 관리
■ 이식시기 조절 용이 : 이식묘의 도장, 번무 및 조기발뢰 억제
[부상형 직파육묘 자재]
자 재 명
트레이
부상틀
흡수천
상 토
묘상 비료
물가두기필름

1ha당 소요량

내구년수

단 위

소요량

매
장
조
포(50ℓ)
포(kg)
필(50m)

200
25
2
14
2
A형 25m / B형 35m

3년
영구
반영구
소모품
소모품
소모품

※ 파종기, 성형판 및 잎자름기 : 영구적이며 15ha분 이상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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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묘상 설치
묘상은 육묘 하우스내의 상광 크기 결정, 지면 수평작업, 상광 설치, 양액 조제 및 부상틀
조립 순으로 하며 요령은 다음과 같다
비닐하우스
설치

상광설치

방습 차단재
설치

물가두기
비닐깔기

주 흡수천
설치

부상틀
띄우기

보조 흡수천
끼우기

양액 넣기

상토 채우기

파종구멍
만들기

파

종

트레이 치상

[작업 순서도]

흡수천
보조흡수천

부상틀

물가두기 비닐

방습재
양액

18cm

상광바닥
175cm
[부상형 묘상 단면도]

1) 상광 크기와 수평작업
■ 부상틀은 규격품(108×111×3㎝)이므로 상광 내부폭은 108㎝ 또는 54㎝의 배수
로 하여 175㎝가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묘상관리 편의도모)
■ 상광 길이는 하우스의 입지에 따라 부상틀의 길이를 고려하여 조절
■ 수평은 필수(상광내 수평오차는 1㎝ 내외), 경사지는 계단식으로 함
■ 상광 높이는 18㎝, 상광틀의 재료는 시멘트 벽돌 혹은 목재가 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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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묘상설치
가) 묘상 설치순서
① 상틀이 완성되면 상틀 바닥과 벽에 방습 및 매트보호용 비닐을 펴고
② 보온용 매트/스치로폼를 깐 다음,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③ 물가두기 비닐을 펴 상광을 만든다
나) 용수(用水) 및 양액 조제
① 상광에 8㎝ 깊이로 물을 채운다 (물은 지하수를 사용하며 웅덩이나 흐르는
물은 수인성 병원균의 오염 위험이 있으므로 사용불가)
③ 양액의 농도는 100~150ppm이 적당하다
② 물로 채운 상광에 공급된 전용비료(기타비료 사용불가)를 계산하여 투입하고,
농도가 균일하도록 휘젓는다

[양액 조제 요령]

상광의 물의 양을 구한 다음 비료량을 구한다

물의 양(ℓ)=너비(cm)×길이(cm)×깊이(cm)÷1,000
너비 150cm, 길이 1,000cm, 깊이 8cm인 상광의 수량(水量)은
150×1,000×8÷1,000 1,200 리터이다

비료량(g)=양액 농도(ppm)×수량(ℓ)÷(N%×10)
물의 양이 1,200ℓ이고 양액농도를 100ppm으로 하려면 비료(질소기준 20%)량은
100×1,200÷(20×10) 600 그램이다

◈ 주의사항
▶
▶

▶
▶

양액비료는 연초 육묘용 전용비료를 사용해야 한다
양액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을 때 염류장해를 일으켜 어린묘는 생육이 정체되며 엽색
은 누렇게 되고 뿌리는 썩게 된다
상토의 염류농도(EC)가 1,500㎲/㎝ 이상이면 두상관수하여 농도를 낮춘다
생육 말기 양액이 부족할 경우는 반드시 양액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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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상틀의 조립
[부상틀 및 흡수천 규격]

종

류

- 부상틀
보조흡수천 삽입구멍
보조흡수천 붙임 홈
- 양/수분 주입구
- 주 흡수천
- 보조 흡수천

재 료
스치로폼

면+울
면+울

규

격

108×111×3.0cm
1.0×31.0cm
7.0×31.0cm
3.2cm
125×130×0.5cm
30×20×0.5cm

역

활

부상(浮上)

양액 주입
양·수분 공급
심지

① 보조흡수천을 보조흡수천 끼움구멍에 삽입한 후, 부상틀을 상광에 넣고 양액으
로 보조흡수천 붙임홈에 밀착시킨다
② 주 흡수천으로 부상틀을 씌운다
③ 부상틀과 주·보조 흡수천을 양액으로 완전히 밀착시킨다
④ 부상틀 및 흡수천은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파종 및 치상
1) 트레이 선택 및 점검
■ 트레이의 재질은 HIPS(고충격용 PS 수지)인 규격품(128구/54×28×5㎝)을
선택 사용하여야 한다
■ 트레이 밑면의 흡수구가 정 위치(아래 중앙)에 있는가 확인한다
■ 트레이 흡수구가 막히지 않았는가 확인한다
■ 재 사용하는 트레이는 찌그러 들지 않았는가 확인한다
2) 상토 준비 및 담기
■ 상토 준비
상토는 완전비료가 첨가된 규격품이 공급되므로 별도의 조치없이 사용할 수 있다
유통과정이나 보관 중 압착·결빙될 수 있으므로, 사용 직전에 녹이고 해포하
여 부풀린다
사용 전에 5~10㎜ 체로 쳐, 나무가지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상토의 적정수분 함량은 130%(w/w) 내외로 손으로 힘주어 쥐었다 폈을 때, 덩
어리가 갈라지는 정도가 적당하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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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토 담기 및 종자 보금자리 성형(dibbling)
트레이에 상토를 3㎝ 정도 가볍게 더 올려놓고, 좌우로 흔든 다음, 상토가 담겨
진 트레이를 20~30㎝ 정도의 높이에서 자연낙하 시킨다
트레이 윗면 상토는 각목으로 셀 칸막이가 드러날 정도로 쓸어내린다
상토를 채운 트레이는 종자가 가운데 안착하도록 성형판으로 찍는다

◈ 주의사항
▶

▶

▶

▶

트레이에 상토를 담을 때 절대로 눌러 담지 않는다. 이상생육(spiral root)과 뿌리 발
달이 불량하게 된다
상토를 채운 트레이를 운반·취급 시는 판재 및 벼 육묘상자를 사용하여 트레이 밑
구멍으로 상토가 빠지는 것을 방지한다
해포한 상토나 상토가 담겨진 트레이를 임시보관 할 경우 건조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
의한다
상토 및 기타 자재는 무균상태로 취급시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3) 파 종
■ 파종 요령 및 주의사항
펠릿종자가 파종기 배열구멍 크기와 적절한 지 확인한다
펠릿종자가 파종기 배열구멍에 1립씩 부착되었는지 확인하고, 파종 후 트레이
에 종자가 안착되었는가를 수시로 확인한다
파종 후 복토하지 말 것
파종된 트레이는 낱개로 받침판(벼 육묘상자 등)을 사용하여 옮긴다
펠릿종자는 흡습성이 매우 강하므로, 펠릿종자나 파종기에 물기 혹은 기름이
접촉되어서는 안 된다
4) 치 상
■ 치상 요령 및 주의사항
트레이의 긴 방향과 보조흡수천의 길이 방향이 같게 놓는다
트레이의 날개가 겹치지 않도록 놓는다
트레이를 부상틀의 바깥부분 선에 맞춘다
위치 변경을 위해 트레이를 끌지 말 것(모세관 절단/마름구멍 발생)
트레이 상면을 절대로 관수하지 말것(셀내 종자이탈/파묻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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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묘상관리
1) 피복물 설치
■ 보온용 피복물 설치요령은 일반 육묘와 동일하다
■ 피복물 중 부직포(벼 육묘용)를 추가 사용한다
부직포 사용은 묘상 초기(4~5매 출엽)에 터널내 수적에 의한 물방울의 낙하로
셀내 상토가 패이고 종자가 묻히거나 이탈하는 것을 방지함
2) 전기온상선 설치
■ 설치요령
전기온상선의 설치 및 사용지시를 반드시 준수한다
온상선은 트레이 상면 위 10㎝높이에 설치하며, 상광 가장자리는 좁게, 가운데
는 넓게 배열
온상선 받침대는 150~180㎝ 간격으로 (전기온상선의 늘어짐 방지)

조절기감지봉

조
절
기

1.5`~1.8m

전열선지지대

상광틀

■ 사용요령
야간에만 사용(15~18℃로 조절)
발아가 완료되고 나서 3~4일 후에 전기온상선 제거(도장 우려)
한 하우스내 여러대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력량을 감안, 시간대를 정하여 교대
로 사용한다(과부하로 인한 화재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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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도관리 및 환기
■ 발아 및 육묘 시 적정온도
이상적인 발아온도 : 주간(30℃), 야간(20℃)
육묘시 적정 주간온도 : 27~29℃
묘 갈변 또는 고사온도 : 43℃ 이상
■ 발아 및 육묘에 적정온도 유지와 적절한 환·배기에 주의
■ 주간에는 흐리거나 비오는 날이라도 턴넬은 반드시 걷는다

4) 묘 잎자름(clipping)

묘 잎자름은 양질 묘를 생산하는 필수과정
■ 묘 잎자름 효과
묘의 길이를 균일하게, 줄기를 굵게 한다
뿌리 발달 및 건묘율 증가
번무한 잎 제거로 수광상태 양호, 과습에 의한 병발생 방지
기계이식에 적합한 묘 생산
이식시기 조절 가능, 조기발뢰 감소 효과
■ 묘 잎자름 시기와 요령
첫 잎자름은 최대엽이 5~6㎝일 때, 생장점 3㎝ 위를 자르며, 심한 잎자름(생장
점 위 1.5㎝미만)은 묘 생육을 더디게 한다
첫 잎자름 후 3~4일 간격으로 육묘기간 중 3~5회 실시한다
■ 주의사항
이식 직전 심한 잎자름은 본포 초기생육이 더디고 개화 지연
잎표면이 건조할 때 잎자름 실시
트레이 위의 잘려진 잎 부스러기 제거
회전하는 칼날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
기구 사용전에 철저한 소독(락스 10%용액으로 닦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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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묘상 병해와 방제

“위생관리가 병 예방의 첫 걸음”
■ 묘상병해 종류
진균류 : 모잘록병, 역병, 탄저병, 허리마름병, 균핵병 등
세균류 : 입고병, 공동병 등
■ 방제 및 예방 요령
육묘기간 중 살균제 및 농용 항생제를 2~3회 살포
과도한 질소질비료의 사용 금지(묘의 도장과 병 유발)
잎 표면 항시 건조상태 유지 및 과습 시 환기 철저
묘 취급시 10% 우유 용액이나 락스 용액으로 손 소독

5. 묘상 자재의 소독과 보관
1) 사용한 부상틀, 주·보조 흡수천 및 트레이는 이물질 제거 후 세척하고 10% 락스
용액에 담궜다가 물로 헹군 다음 완전히 건조시킨다
2) 부상틀은 바닥이 평평하고 차광된 장소에 보관하며, 쥐 피해에 주의를 요한다
3) 트레이는 밑면이 위로 향하도록 쌓아 둔다
4) 흡수천은 부패 또는 해충이나 쥐의 서식처가 될 수 있으므로 습기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32

표준연초재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