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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lect the optimal water spray number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a
pulsatory direct water spray gun system.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
evaluated the impingement forces, according to different power pressures, distances, and water
spray numbers per second, using a novel pulsatory direct water spray gun system. Based on the
result of the basic test, the power pressure and distance of spray that can expect excellent
performance were selected as 2 MPa and 1 m, respectively. Then, the flower and leaf bud thinning
rate were investigated with different water spray numbers per second under four different flower
developmental stages. The optimal water spray frequency for the use of the pulsatory direct water
spray gun system was nine sprays per second at the flowering stage, because it resulted in 80% of
the flower thinning rate and less than 8% of the leaf bud thinning rate. These results will be used
for field applications, which could contribute to labor savings in peach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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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국내에서 복숭아 생산량은 2016년을 기준으로 21만 톤으로서, 사과와 감귤과 함께 3대 과수 작물을 이루고 있다.
복숭아의 경우 가격과 품질 경쟁력을 가진 다양한 과수 작물들이 수입에 따라서 타격을 입고 있는 다른 과수 작물들과
는 다르게, 국내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품종들을 육성하고 보급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서 재배 경쟁력을 유지
하고 있는 과수 작물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Choi et al., 2007; Jun et al., 2013). 이외에도 복숭아는 수확 후 장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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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부재로 인해서 수입산 복숭아에 따른 영향도 미미한 편이기 때문에 수입대체 재배 작물로서 재배면적과 생산
량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복숭아에서 성목 당 개화 수는 25,000개 내외인 것에 비해서 수세유지와 고품질 복숭아 생산을 위한 최적 과실 수
는 500개에 불과한 실정이다(Turkey and Einset, 1939; Myers, 1986). 따라서 농가에서는 산술적으로 봄철에 개화하
는 꽃눈의 98% 이상을 생육 기간 동안 결과지로부터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복숭아는 잎이 형성되기까지 전년도 영양
분을 이용하여 꽃눈을 개화시키기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꽃눈의 경우 조기에 제거해야 우량한 과실을 생산해
낼 수 있고 다음 해 해거리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에 복숭아 농가에서는 적화(개화기에 꽃 솎기) 또는 적과
(착과 후 과실솎기)를 통해서 착과 조절을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Southwick and Fritts, 1994; Southwick et al.,
1995). 과수 작물에서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착과 조절 기술로는 사람의 손을 이용하는 인력 적과, 도구를 이용한
기계 적과, 생장조절제 등을 이용하는 화학적 적과 방법이 있지만(Yoo et al., 2016; Theron et al., 2017), 복숭아의 경
우 기계와 화학약품을 이용한 기술이 보편화 되어 있지 않아 인력적과에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착과조절
이 복숭아 재배 과정 중에 소요되는 총 노동 투입 시간의 33% 이상을 차지하도록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다(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1). 최근 농촌의 노령화와 일손부족 현실을 고려하여 볼 때 착과 관리 작
업에 필요한 노동력 해결과 더불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는 대체기술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다. 복숭아에서 화학적
착과조절 기술은 불균일한 약제처리 효과와 기형과의 발생이 이미 문제화 된 바 있기 때문에 복숭아 재배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적화작업의 생력화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최근 본 연구팀에서는 복숭아 적화를 위한 생력화 방법으로서 직분사 분무건 시스템을 제시한 바 있다(Park et al.,
2017). 직분사 분무건 시스템은 꽃눈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가 꽃눈 제거 위치와 작업거리를 자
유롭게 조절 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효율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직분사 분무건 시스템은 복숭아 결과지의 탄
성에 의해서 가지가 분사방향으로 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분사 시 반작용의 힘도 강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꽃눈 제거 효율이 낮을 수 있고 작업자의 피로도도 높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팀에서는 작은 충격력으
로도 꽃눈을 효율적으로 제거하고 작업자의 피로를 경감시킬 목적으로 맥동형 직분사 분무건 시스템을 개발하였으
며, 본 연구는 새롭게 개발된 맥동형 직분사 시스템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기본 조건과 초당 분사횟수를 설정하기
위해서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맥동형 직분사 시스템의 구성
본 연구를 위해서 개발된 맥동형 직분사 분무건 시스템은 직분사 분무건과 수압부스터를 연결하여 사용하도록 제
작되었다. 직분사 분무건은 손으로 쉽게 들고 작업 할 수 있도록 소형 권총형으로 개발하였으며, 물이 분사되는 노즐
과 분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아쇠 그리고 수압부스터와 연결하여 수압을 조절하고 지지하는 본체부분으로 구성하였
다. 수압부스터는 작업자가 등에 맬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였으며, 동력분무기의 수압 호스를 연결하는 유입구와 맥
동형으로 변환된 후 분사되는 유출구와 초당 분사횟수 및 직분사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전자장치가 내장되도록 설계
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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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struction of pulsatory direct water spray gun system.

맥동형 직분사 시스템의 성능 시험
개발된 맥동형 직분사 시스템과 관련된 성능은 동력분무기 압력, 분사거리와 맥동형 직분사시 초당 분사 횟수에 따
라서 조사된 분사충격량과 분사시 반작용의 힘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본 실험에 이용된 동력분무기 압력과 분사거
리는 1 MPa, 2 MPa, 3 MPa와 0.5 m, 1.0 m, 1.5 m, 2.0 m이었으며 맥동형 직분사의 초당 분사 횟수는 3회, 5회, 7회,
9회의 조건으로 설정되었다. 성능평가를 위해서 이용된 분사충격량은 디지털 저울을 지면과 직각으로 벽면에 설치한
후 분무건을 이용하여 10초간 분사하였을 때 계측된 최대 하중으로 도출하였다. 아울러 작업자의 피로도를 간접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분사시 반작용의 힘은 1 kg 용수철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맥동형 직분사 시스템의 초당 분사횟수에 따른 적화 효율 검정
맥동형 직분사 시스템이 꽃눈 생육단계에 따라서 적화 작업 효율에 미치는 영향은 맥동형 직분사 시스템의 성능 시
험을 통해서 파악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2018년 3월 강원도농업기술원 과수시험연구포장에서 수삽으로 확보된
‘천중도백도’의 결과지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복숭아 꽃눈의 생육단계는 농촌진흥청 복숭아 생물계절조사 방법에
준하여 발아기, 분홍기, 풍선기 그리고 개화기로 구분하였으며, 각 생육단계별로 10개의 결과지를 1처리로 하여 3회
반복으로 실험을 수행한 후 평균값을 도출하였다. 목표 생육 단계에 이른 결과지는 테이블에서 45°의 각도로 고정한
후 개발된 맥동형 직분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3초간 역방향으로 꽃눈과 꽃에 물을 분사하였으며 이후 Park et al.
(2017)의 방법에 따라서 적화율과 적엽아율을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적화작업의 효율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분사거리, 동력분무기의 압력 그리고 분사횟수와 같은 요인들이 분사충격량에 미치는 영향은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다. 분사충격량은 분사거리와 분사횟수에 따른 영향은 미비하거나 처리구간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를 보인 반면
최대 분사충격량의 범위는 분무건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뚜렷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로 3 MPa
에서 최소 분사거리인 0.5 m와 최대 분사거리인 2.0 m 구간에서 분사충격량은 각각 0.43－0.48 kg과 0.40－0.45 kg
사이로, 분사거리에 따른 차이가 크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동력분무기 압력별 맥동형 횟수에 따른 충격력은 1 MPa와
2 MPa에서는 초당 분사횟수가 9회 일 때 최대값을 보였지만, 3 MPa에서는 초당 분사횟수가 5회일 때 최대값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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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어 처리조건에 따라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맥동형 직분사 분무건의 분사 후에 관찰된 압력별
최대 충격력의 범위는 1 MPa에서 0.13－0.18 kg, 2 MPa에서 0.34－0.38 kg, 3 MPa에서 0.40－0.48 kg으로 조사되
어, 분무건의 압력에 따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Fig. 2). 0.4 kg 이상의 충격력은 수피에 상처를 야기하거나 불필
요한 적엽을 야기하고, 0.2 kg 이하의 낮은 충격력은 적화율에 있어 큰 폭의 저하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
사충격량을 기준으로 볼 때는 2 MPa의 압력 범위에서 유용한 적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2. Impingement forces measured from different distances, pressures, and water spray frequencies. A, Number of
water sprays per second is 3; B, number of water sprays per second is 5; C, number of water sprays per second is 7; D,
number of water sprays per second is 9.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Duncan’s test (P <
0.05).

아울러 2 MPa의 압력으로 초당 3회, 5회, 7회 그리고 9회 분무 시 반작용의 힘은 각각 0.73 kg, 0.58 kg, 0.37 kg과
0.42 kg로서 초당 7회와 9회 분무 시 반작용의 힘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이는 동일한 조건에서
직분사 시스템에서 나타나는 0.76 kg 보다도 낮은 수치로서(Data unpublished), 맥동형 직분사시 초당 분사횟수
를 초당 7회 또는 9회로 조절하여 사용할 경우 작업자의 피로를 경감시킬 뿐만 아니라 유효한 적화 효과도 얻어 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초당 분무건 분사 횟수에 따라서 분사충격량과 반작용의 힘이 달라질 수 있는
이유는 분사 시 한 개의 맥동형 분사를 군속도 개념에 적용함으로서 설명이 가능하다. Fig. 4의 우측 그림에서와
같이 맥동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 t1 > t2가 되는데 이때 t1과 t2를 물의 질량으로 가정하고 운동에너지 공식  
   운동에너지

(      질량
)에 대입할 시, 질량 m이 커지게 되면 이에 비례해서 운동에너지는 증가하고, 반작

   분사되는물의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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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손에 주는 충격은 커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분무건에 가해지는 물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
면 분사 속도  가 증가하면서 운동에너지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분무건의 분사횟수가 다른 경우 분사 충격력과 반
작용 힘에 있어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3. Reaction force, according to the number of water sprays per second. The spray distance used for this experiment
was 1 m.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Duncan’s test (P < 0.05).

Fig. 4. Conceptual diagram for water spray in a pulsatory direct water spray gun system.

맥동형 분무건 시스템의 이용 시 압력 2 MPa, 분사거리 1 m의 분무 조건에서 분무횟수를 달리하였을 때 적화율은
성능평가에서 기대되었던 결과와 유사하게 꽃눈의 발육시기가 개화기에 가까워지고 초당 분사횟수가 증가될수록 높
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고품질 복숭아의 생산을 위한 적화 비율은 나무의 수체 생육도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반적
으로 최소 60% 이상에서 최대 80% 이하로 보고되고 있다(Costa and Vizzottol, 2000). 60%의 적화율은 생육과정 중
낙과현상이 높게 나타날 수 있는 나무나 품종에서 적용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수체생육을 가진 나무의
경우에는 80% 수준에서 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발아기에 도달한 꽃눈에서의 적화
율은 분사횟수에 상관없이 10% 이하에 불과하여 적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었다. 분홍기, 풍선기
그리고 개화기의 단계에서도 분사횟수가 초당 3회 또는 5회로 조절되었을 때는 적화율이 60% 이하로 나타나 적화작
업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분사횟수가 초당 7회 이상으로 조절될 경우에는 분홍기부터 개화
기까지 효율적인 적화작업이 가능하고, 특히 풍선기와 개화기에 적화 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65.7－81.1% 사이의
적화율로 높은 실용성을 기대할 수 있었다(Table 1). 이외에도 적화과정에서는 적엽아율이 13% 이상으로 높아질 경
우 조기엽 확보 부족에 따른 낮은 광합성으로 생산량이 악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정도 필요하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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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해당 처리구간에서의 적엽아율도 5.0－7.5% 범위로 나타나 맥동형 직분사 분무건 사용 할 경우 현장에서 효율
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Table 2).
Table 1. Flower thinning rate according to different stages of flower development and number of water sprays per
second
Number of water
spray per second1)

Rate of flower thinning (%)
Bud sprouting
2)

Bud growth

Balloon

Flowering

3

0.0 ± 0.0a

21.7 ± 1.7a

35.3 ± 1.8a

53.4 ± 1.9a

5

0.0 ± 0.0a

33.1 ± 1.1a

42.5 ± 3.8a

57.7 ± 3.6a

7

1.0 ± 0.3a

60.9 ± 2.4b

65.7 ± 4.4b

78.4 ± 3.1b

9

1.4 ± 0.4a

62.2 ± 3.2b

73.3 ± 3.2b

81.1 ± 2.3b

1)

Power pressure and distance of spray used for this experiment are 2 MPa and 1 m, respectively.
Means ± SE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2)

Table 2. Leaf bud thinning rate according to different stage of flower development and number of water sprays per
second
Number of water
spray per second1)

Rate of leaf bud thinning (%)
Bud sprouting

Bud growth

Balloon

Flowering

3

0.0 ± 0.0

0.0 ± 0.0

2.2 ± 1.8

4.8 ± 0.6

5

0.0 ± 0.0

2.1 ± 0.5

2.4 ± 3.8

5.1 ± 0.9

7

0.0 ± 0.0

1.7 ± 0.5

5.0 ± 4.4

6.3 ± 1.4

9

0.0 ± 0.0

3.1 ± 0.9

6.1 ± 3.2

7.5 ± 1.4

1)

Power pressure and distance of spray used for this experiment are 2 MPa and 1 m, respectively.

개발된 맥동형 분무건 시스템의 최적 분사 조건을 도출하기 위해서 동력분무기 압력과 분사거리, 분사횟수를 따른
분사충격을 측정한 결과 동력분무기 압력과 분무거리를 2 MPa와 1 m로 설정하였을 때 최적의 분사충격량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 성능평가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적화 효과를 검증한 결과에서도 개화시기에
따라서 적화 효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개화기에 이르렀을 때 분사횟수를 초당 9회로 조절하여 적화 작업을 수
행하게 되면 80% 수준의 적화율과 8% 이하의 적엽아율을 기대할 수 있어 효과적인 꽃눈 제거는 물론이고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보된 기초자료는 차후 농가
실증시험을 위한 자료서 활용될 예정이며, 이는 국내에서 복숭아 적화작업 과정 동안 소요되고 있는 많은 노동력을 절
감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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