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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인삼 비가림 하우스 재배기술이 확립되어 농가 이용이 증가 되고 있는 추세로 연속재배

를 위한 토양 살균 기술을 개발코자 함.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연구방법

- 시험장소 : 인삼 재배 온실, 2회 연작

- 처리내용

․ 토양 깊이 : 40cm, 60cm, 80cm

․ 살균용 가지관 길이 : ① 8m - ②16m - ③24m

○ 주요 연구내용

- 지온, 토양 미생물 변화 등

실험결과 (Results)

○ 연작장해가 심한 작물(예 : 인삼)을 연속하여 안정되게 재배하기 위하여, 살균용 가

지관(스텐주름관 내경 20mm)과 유공관(10cm)을 토양 깊이 40, 60, 80cm에 매설함.

○ 살균방법은 증기와 공기를 섞는 Cool Steaming 방식으로 500kcal 증기보일러와

20HP 콤프레셔를 혼합하여, 처리 포장까지의 거리는 50m로 고온내압용 호스를 연

결하여 증기를 주입함.

○ 매설된 토양 깊이에 따라 살균 효과는 총세균 밀도는 35% ~ 10.3% 까지 감소하였

고, 사상균 밀도는 52.5% ~ 20.6%로 감소함.

○ 토양 깊이에 따른 60℃ 도달시간은 40cm처리에서 102min이 소요되었으며, 60cm처

리와 80cm처리에서는 142min에서 148min이 소요됨.

○ 토양 깊이 40cm처리보다 60cm처리가 연료소모량에서는 7.5ℓ가 더 많았고, 전력소

모량에서는 7.9 KWh더 높았으나, 80cm처리는 60cmc처리와 비교하여 각각 1.2ℓ,

1.3KW/h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60cm와 80cm깊이의 증기 처리 비용은 큰 차이

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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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설깊이(cm) 총세균(107) 사상균(106)

살균 전 7.97 26.43

살균후

40 2.78 13.88

60 4.95 8.25

80 0.82 5.45

시험성적

Table 1. 증기 살균 전▪후 토양미생물상 변화(미생물수(c.f.u.)/건토1g당)

Fig 1. 살균 전경

유공관 매설 가지관

토양 깊이별 온도 센서 설치 살균

Table 2. 60℃ 살균시 소요시간과 경영비 분석(21.6㎡)

매설깊이

(cm)

60℃도달시간

(min)

60℃지속시간

(min)

연료소모량

(ℓ)

전력소모량

(Kwh)

비용

(/10a)

40 102± 7.4 142±103.9 19.2 20.0 2,093,348

60 142± 7.4 227± 44.2 26.7 27.9 2,704,064

80 148±17.4 280± 58.2 27.9 29.2 2,801,814

* 보일러에서 살균포장 거리 : 50m , ** 살균용 호스 내경 : 25m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