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원 지중점적관수
삼인(주)

신 건 철

국내에 점적관수가 과수원에 1986년 이스라엘에서 처음 도입 될 때에는
16mm 연질호스에 점적버튼을 부착하여 수관하부나 유인줄에 부착하여 설치
하였으나 경사지과원에 경우는 물이 고르게 관수되지 않고 또한 지주 유인
줄에 부착하여 설치하면 원하는 위치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 매우 불편하였
다.

특히 이경우에 관비를 하게되면 비료공급이 원하는 근권에 공급하기가

어려웠다. 최근에는 친환경재배시 초생재배를 할 때 수관하부에 설치하면 잡
초를 예초시 절단되어 매우 불편하였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10여년 전부터
과수원에 지중점적관수를 실시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어 최신농법을 소개
하고져 한다.
1. 지중점적관수의 장점
가. 근권에 양수분 공급을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지표로부터 15～40cm 깊이에 점적호스를 설치하므로 양수분을 근권
에 증발산에 의하여 소비되는 물이 없이 공급할 수 있으며 생리장해시
양분에 공급 및 pH 교정을 쉽게 할 수 있다.
나. 경사지에도 물이 고르게 공급된다.
지중점적관수는 압력보상형 점적호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사지 과
수원에서도 물이 고르게 관수되어 관비재배시 매우 유리하다.
다. 과수시설 재배시 잡초를 발생이 억제 및 시설포도 수분수정시 시설내
습도 증가로 인한 화진이 방지된다.
포도시설재배시 스프링클러로 관수하고 시설내 습도 증가로 인하여
화진방지를 위하여 토양에 비닐멀칭을 하고 있는 실정이나 지중점적
을 하면 이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라. 예초작업으로 인한 점적호스에 절단을 방지할 수 있다.
마. 시설재배시 수분센서(텐션메타)에 의하여 자동지중점적관수를 하면 공
기중에 습도가 낮아 병발생이 줄고 열과가 방지되고 착색이 증진되어

품질이 향상된다.
2. 지중점적관수 설치방법
가. 펌 프
펌프를 선정하기 위하여는 주관의 길이, 헤드로스 및 구경, 점적호스
의 길이 및 관수량 등을 고려하여 펌프성능곡선을 참조하여 계산을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특히

압력보상호스는

점적호스

끝에

1.5kg/cm2 이상에 수압이 나와야 정상적으로 관수가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펌프는 <표 1.>과 같다.
<표 1> 과종별 지중점적관수시 추천 펌프
과

종

열간거리 점적호스 관수면적 점적호스 관수량 물탱크

추천펌프

(m)

설치열

(ha)

사과(M9)

4.0

1열

1.0

2,500

10.5

유

PU-954M

(M26)

5.0

2열

1.0

4,000

16.8

유

PU-1700M

배

6.0

2열

1.0

3,400

14.3

유

PU-1700M

2.7

2열

0.3

2,200

9.3

유

PU-954M

5.0

2열

0.3

1,200

5.0

무

PU-954M

포

도

복숭아

길이(m) (톤/hr) 유무

* 점적호스 : 압력보상점적호스, 점적기 50cm, 점적기유량 : 2.1ℓ/시간
* 펌프는 윌로 제품 임.

나. 주배관
과수원에서 사용되는 주관은 40, 50, 65mm가 주로 사용되고 고밀도
수도관으로 으로 호칭되고 KS규격은 KS M 3408 수도용 폴리에틸렌
관으로 송수, 배수, 급수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단층관과 이층관으로
생산되고 상용압력은 10.0kg/cm2까지 사용되며 20mm에서 75mm까지
는 롤관과 직관이 생산되며 100mm이상은 직관만 생산된다
또한 관의 이음방법은 주로 나사조임식으로 겨울에 퇴수할 수 있도록
설치 해야한다.
다. 지중점적호스
이 점적호스는 점적기 내부에 실리콘판막을 부착하여 물이 공급하여

일정한 수압이 도달할 때까지 실리콘판막이 열리지 않다가 실리콘판이
휘어지면서 열리는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점적기로 압력변화에도 균일
한 유량을 유지하여 경사지 과수원 및 조경관수에 적합하고 지중점적
관수용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자체 세척기능이 있어 막힘현상이 거의
없다. 50cm(2.1ℓ/hr) 간격의 압력보상형 점적호스(VERED, 메조프라스
사

제품)는 유량이 차이가 나지 않는 평지200m까지 설치가 가능하다.
<표 2> 압력보상 점적(점적기 간격 50cm)호스*의 최대설치거리(m)
공

점적기
종

급

수

압(m)

류

15

20

25

30

35

40

1.2ℓ/hr

234

270

299

323

344

363

2.1

134

154

170

184

196

206

압력보상형 점적기의 특징은 그래프(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점적
호스 내의 수압이 일정 압력 이상 되면 점적기에서 동일한 물량이 관
수된다. 다시 말하면 과수원이 경사가 있어 수압이 증가되어도 동일한
관수량이 공급된다는 뜻이다.
국내 실정으로보아 압상을 15m
(1.5kg/cm2) 정도로 공급하면
적당하다. 경사지에서 점적기 마
다 물량 차이가 나지 않고 고르
게 공급되어 관수는 물론 관수
또는 관비 할 때도 유리하다.
<그림 1> 압력보상 점적기의 수압
변화와 점적기 유량

현재 대부분의 과수원은 대부분
일반점적호스로 설치되어 있어
물과 비료가 고르게 공급되고

고르게 공급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앞으로는 압력 보상형
으로 대치하여 설치 하여야 바람직하다.
라. 여과기
링모양의 디스크를 여러장 겹쳐서 압력을 가하여 밀착시키면 디스크와
디스크사이에 디스크에 파여 있는 홈에 의하여 아주 작은 미로가 생기
는 이 미로로 물이 통과되면서 불순물이 여과된다. 40～600mesh(40

0～25micron)로 스크린여과기 보다 범위가 넓으며 여과능력이 매우
좋다. 과수용은 50mm 제품이 주로 사용되며 불순물이 막히면 분해하
여 디스크판을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하면 쉽게 할 수 있다.
마. 밸브류
전자밸브, 라인후럿씽밸, 에어베이큠밸브 등이 사용되며 전자밸브는
관수면적이 넓어 구역을 나누어서 관수할 때 관비기에 연결하여 주관
에 설치한다.
라인후럿씽밸브는 불순물과 배관내 공기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주
배관으로부터 가장 먼곳에 제일 낮은 곳에 2～3톤 물량에 하나씩 설치
한다. 지중점적관수시 꼭 필요한 밸브이다.
에어베이큠밸브는 관수가 되다가 멈추면 순간적으로 역압이 발생하
는 데 이 때 공기를 배관에 공급하지 않으면 점적기 구멍으로 불순물
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는 밸브로 지중점적관수시 꼭 필요한 밸브이다.
바. 수분센서
텐시오메타는 관수계획에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뿌리 부근의 메트릭
포텐셜을 측정하여 과수는 -30～-50kPa를 관수점으로 이용한다. 생유
기에는 -30kPa, 착색기-40kPa, 성숙기는-50kPa이 적당하다.
겨울에는 동파 우려가 있어 포장에서 철수하여야 하고 현재는 관수개
시기 때 관수점에서 전기신호를 줄 수 있는 센서가 개발되어 자동관수
가 가능하나 이 때 관수시간을 5~20분 관수 후 20~60분을 관수를 쉬
어 텐시오메타가 감지할 수 있도록 제어기를 제작하면 더욱 정밀한 자
동관수를 할 수 있다.
사. 자동관비장치
가) 관비재배시 시스템 구비요건
관비재배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액비와 관수를 공급하는 콘트롤부와 물
을 과수에 공급하는 압력보상점적호스로 구성되어 있다.
① 관수 자동화가 가능하여 관수주기, 관수시각, 관수량의 조절이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한다.
②

액비

공급이

계속적으로

주관(40mm,

50mm관)으로

혼합되면

어느 한부분에만 진한 비료액이 공급되어 균일하게 공급되지 않는

다. 이 때 자동관비기는 혼합통이 있어 균일하게 혼합되는

모델이

가장 좋다. 파이프에 직접 공급하는 것은 비료액이 잘 섞이지 않는
단점이 있다.
③ 수동으로 관수가 가능하여야한다.
④ 양액의 공급량을 알 수 있는 순간 유량계나 혼합통에 일정량을
공급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하여야 관비량을 조절 할 수 있다.
⑤ 압력계를 여과기 전후에 부착하여 여과기에 막힘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림 2. 관비재배 모식도
나) 점적 배관의 구비조건
과수원에 관비재배는 점적관수를 해야 관수물량이 50～70%정도 절약되고
비료가 일정하게 공급될수 있는 압력보상형이나 지중점적을 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① 과수원의 점적호스는 압력보상형을 사용하여야 만 경사지에서도 물
과 비료가 일정하게 공급되어야 관비재배가 용이하다.
② 사양토에 경우는 점적기에 간격이 50～100cm 정도가 추천되고 있
다.
③ M9 사과원이나 포도원에는 1줄에 1열 기타 과종은 1줄에 2열을 주
간으로부터 25～30cm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지중점적관수시에는 기존과원은 10～15cm로 신규과원은 30～
40cm로 묻는 것이 적당하다.

⑤ 지중점적호스를 묻으면 라인후럿씽밸브, 에어베이큠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⑥ 과수원은 경사도가 심하고 관정으로부터 관수구역까지 거리가 멀어
수압을 고려하여 펌프, 주관의 직경 등을 결정해야한다.
⑦ 수원에 따라 관수구역, 물탱크 용량을 결정하여야하고 여과기를 필
수적으로 사용해야한다.
⑧ 펌프에 전기인입시 거리가 멀어 전압강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
한 굵기를 사용하여야한다.

다) 관수시 주의사항
① 여과기 및 전자밸브를 청소한다
② 가끔 관수가 되는지 확인한다.
③ 액비가 적당하게 관주되는지 확인한다.
④ 관비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고 비가림을 하여준다.
⑤ 동절기에 펌프나 전자밸브가 얼지 않도록 10월 하순에 퇴수시킨다.
⑥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전원 및 센서를 철거 한다.
⑦ 펌프의 임펠라를 교환하여 준다.
⑧ 지선(점적호스)을 세척하여준다.
⑨ 관수를 0.5~2시간 후 2시간 정도 중지후 다시 관수한다.
현재 과수농가는 관수효율이 낮은 스프링클러를 사용하여 물에 낭비가 심
하고 관수노력 및 전력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점적관수 농
가도 비압력보상 점적호스를 사용하여 관수시 물이 고르게 가지 않아 과수
에 생육이 순조롭지 않고 관비가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압력보상점적호스를
사용하여 지중점적관수를 하여 양수분의 공급을 원활이 하여 품질향상과 수
량증대를 기할 수 있으며 특히 시설포도는 토양수분센서에 의한 지중점적관
수를 하여 열과방지 및 착색증진 및 당도증가가 이루지어 품질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