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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tilization of green manures as alternatives to reduce the use of chemical fertilizers is considered a good 

agricultural practice. So far, many studies on determining effect of incorporation of green manure to paddy 

soil on change of rice productivity have been conducted in South Korea. However, there have been few 

studies on examining soil nitrogen (N) and corn productivity in upland soil incorporated with green manu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effect of single or mixture incorporation of green manures (hairy 

vetch and barley) to an upland soil on changes of inorganic N in soil and grain yield of corn plant. Single 

barley (B), single hairy vetch (HV), and mixture of barley and hairy vetch (B+HV) were sown on 2nd 

November in 2013 and incorporated to an upland soil on 12th May in 2014. Corn plant was sown on 12th May 

in 2014 and harvested on 25th August in 2014. Above ground, below ground, and total biomass yields of HV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B and B+HV. Even though N concentration in HV was the highest 

among the treatments, total N input amounts to the soil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reatments 

due to the lowest biomass yield of HV. Also,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treatments in NH4
+ 

and NO3
- concentration in soil at corn harvest time. For those reas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treatments in grain yield and N uptake of corn plant at harvest time. Based on the above results, 

single or mixture of B and HV did not affect changes of soil inorganic N and corn productivity in uplan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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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in yield response of corn plant to green manures incorporation at harve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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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풋거름작물은 작물이 푸를 때 토양으로 환원하여 비료로 이용하는 작물로써 무기질비료를 대체할 목적으로 저투

입 농법이나 유기농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풋거름작물을 토양으로 환원하면 무기질비료의 절감, 토양유실경감, 

잡초방제, 경관조성 등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풋거름작물은 토양에 유기물을 환원함으로써 토양의 이화학

적 특성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이다 (Clark, 2007; Cho et al., 2016; Cho et al., 2017).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풋거름작물은 청보리, 호밀, 헤어리베치, 자운영, 클로버 등이 있으며 이들 풋거름작물들은 

주로 동절기에 재배되어 이듬해 봄에 토양으로 환원하여 주작물의 영양분 공급에 이용된다. 풋거름작물은 크게 화본

과와 두과로 분류할 수 있으며 풋거름작물의 종류에 따라 생체수량과 질소의 함량이 다르다. 화본과에 속하는 청보리, 

호밀 등은 생육속도가 빨라 생체수량이 높은 반면 질소의 함량이 낮다. 반면, 두과에 속하는 헤어리베치, 자운영, 클로

버 등은 생육속도가 늦어 생체수량이 낮지만 질소의 함량이 높아 주작물에 양분을 공급하는 효과가 높다. 

정부의 그린코리아 정책과 무기질비료의 가격상승 등으로 풋거름작물의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

에 따라 국내에서 풋거름작물의 이용에 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Seo and Lee, 2005; Cho et al., 2011; Jeon et 

al., 2011; Kang et al., 2011; Jeon et al., 2012; Choi et al., 2017). 이전의 연구 중 Cho et al. (2011)은 녹비보리와 헤어

리베치 토양투입에 따른 벼 수량 및 토양특성을 조사한 연구에서 쌀 수량은 헤어리베치 단파구 > 청보리+헤어리베치 

혼파구 > 청보리 단파구의 순으로 높았으며 토양의 공극률은 풋거름작물 처리구에서 무기질비료 처리구 보다 높았다

고 보고하였다. 중부지역 답리작에서 두과 및 화본과 풋거름작물의 재배방법에 따른 풋거름작물의 질소함량이 벼 수

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화본과인 호밀은 생체수량은 많으나 질소의 함량이 낮아 쌀 수량이 낮았으

며 두과인 크림손클로버, 자운영은 생체수량이 적어서 무기질 비료를 대체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고하였다 (Jeon et 

al., 2011).

현재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주로 풋거름작물의 이용에 따른 벼의 수량 및 토양환경 개선효과에 국한되었

다. 일부 헤어리베치의 환원에 따른 옥수수의 생육 및 토양질소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화본과와 두과의 풋거름

작물의 단파 혹은 혼파에 따른 옥수수의 수량 및 토양질소에 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밭토양 

조건에서 풋거름작물 중 화본과인 청보리와 두과인 헤어리베치의 단파 및 혼파에 따른 토양의 질소 및 옥수수의 수량 

변화를 조사하여 국내 풋거름작물 관련 연구에서 부족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Materials and Methods

공시토양 특성 해당 연구는 경남 밀양시 부북면 오례리에 소재하는 부산대학교 부속농장의 밭토양 (35°30'07.6"N 

128°43'16.0"E)에서 실시되었다. 공시토양은 용지통에 속하며 점토, 미사, 모래의 함량은 각각 12.1%, 44.5%, 43.4%

로 토성은 양토이었다. pH는 6.5, 유기물 함량 15.6 g kg-1, 총질소 함량은 1.03 g kg-1이였다. 자세한 공시토양의 화학

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냈다.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the studied soil.

pH

(1:5, H2O)

Organic matter

(g kg-1)

Total nitrogen

(g kg-1)

Available P2O5

(mg kg-1)

Exchangeable cations (cmolc kg-1)

K Ca Mg

6.70 15.6 1.03 112 0.44 5.32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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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포장 및 재배관리 시험포장에 동절기 기간 동안 청보리와 헤어리베치를 재배한 다음 토양에 환원한 뒤 옥

수수를 재배하였다. 처리내용은 청보리 (B), 헤어리베치 (H), 청보리+헤어리베치 (B+H)의 3개 처리를 두었다. 풋거

름 작물의 파종량은 청보리 180 kg ha-1, 헤어리베치는 90 kg ha-1로 파종하였고 청보리+헤어리베치 혼파처리구는 청

보리 90 kg ha-1과 헤어리베치 45 kg ha-1을 혼합하여 파종하였다 (Tosti et al., 2012). 풋거름 작물의 파종은 2013년 11

월 2일에 실시하였으며, 이듬 해 2014년 5월 12일에 토양으로 환원하였다. 옥수수는 풋거름 작물의 환원과 동일한 일

자에 파종하였으며 2014년 8월 25일에 수확하였다. 모든 처리구에 N, P, K 비료는 시비하지 않았다. 각 처리구의 크

기는 3.8 × 4.5 m (17.1 m2)로 난괴법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3 반복하였으며, 풋거름 작물 환원 시 경

운 로터리실시와 함께 두둑을 설치하였다. 

토양 및 식물체 조사 토양 내 무기태 질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토양 건조시료 5 g에 25 mL의 

2 M KCl을 넣고 30분 동안 진탕한 후 Whatman No. 2로 여과하여 침출액을 각각의 실험에 이용하였다. 암모늄태 질

소 (NH4-N)는 비색법 (Searle, 1984)으로 측정하였다. 침출액 2 mL에 EDTA 용액을 0.5 mL, Salicylate 용액을 2 mL, 

Hypochlorite 용액 1 mL, 증류수 7 mL을 넣고 혼합한 후 37°C에 30분간 중탕시킨 후 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3220UV, Mecasy Co. Ldt, Korea)를 이용하여 667 nm의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질산태 질소 (NO3-N)는 

brucine 법 (Wolf, 1944)으로 측정하였다. 침출액 5 mL에 30% NaCl 1 mL와 5 mL H2SO4 (4:1, H2SO4:H2O)을 넣고 

혼합한 후 10분간 수냉하고 brucinesulfanilic acid 0.25 mL를 넣고 혼합한 후 90°C에 20분간 중탕시킨 후 수냉하였

다. 충분히 식힌 다음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410 nm의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풋거름작물은 토양환원 전에 1 m2의 면적에서 지상부와 지하부를 수확하고 세척하여 80°C에서 48시간 건조 후 건

물중을 측정하였다. 풋거름작물의 지하부 시료는 옥수수가 정식된 위치에서 100 ml 스테인레스 코어 캔을 이용하여 

시료 채취한 후 건조하여 용적밀도를 계산하였다. 세척과 여과 과정을 통해 옥수수 지하부 시료만 채취하여 건조 후 

건물중량을 구한 뒤 단위면적 당 지하부 수량을 계산하였다. 옥수수는 수확기에 한 처리구 내 9주를 채취하여 알곡을 

분리 후 풋거름작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건물중을 측정하였다. 

식물체의 질소분석을 위해 건조된 시료를 Wiley mill (Thomas-Wiley Mill Co., Philadelphia, PA) 분쇄기로 분쇄 

후 1-mm 체로 걸러낸 후 Udy-cyclone impact mill (Udy Co., Ft. Collins, CO) 분쇄기로 다시 분쇄하였다. 곱게 분쇄

된 0.3 g의 시료를 황산 (H2SO4)으로 강열 분해 후 킬달질소분석기 (Semiautomatic kjedahl distiller, Pro-Nitoro S 

4002851, J.P.Selectra, Spein)를 이용하여 식물체 내 질소 함량을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tatistix 통계프로그램 (버전 9.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Statistix, 2008). 처리 간의 차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조사된 자료는 ANOVA 검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F-test 결과 값이 P<0.05의 범위에서 유의

한 경우에만 최소유의차 검정 (LSD)을 실시하였다.

Results & Discussion

풋거름작물을 토양에 환원하기 전 생체수량을 조사한 결과, 지상부, 지하부, 총 생체수량 모두 청보리 단파구와 청

보리+헤어리베치 혼파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헤어리베치 단파구에서는 모든 생체수량이 두 

처리구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Fig. 1). 청보리에 비해 헤어리베치의 생체수량이 유의적으로 낮은 이유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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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거름작물의 생육속도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과작물인 헤어리베치의 경우 초기의 생육속도가 늦

어 청보리 단파구와 청보리+헤어리베치 혼파구에 비해 총 생체수량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헤어리베치의 지상부와 지하부 내 질소의 함량은 청보리 단파 및 청보리+헤어리베치 혼파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Table 2). 두과작물에 속하는 헤어리베치는 뿌리혹박테리아와 공생관계를 이루어 대기 중 질소를 고정함

으로써 식물체 내 질소의 함량이 청보리에 비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헤어리베치 지상부 내 질소 함량은 청보

리의 지상부 내 질소 함량에 비해 약 2배 가량 높았으나 헤어리베치 지하부 내 질소 함량은 청보리의 지하부 내 질소함

량에 비해 약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The above ground (A), below ground (B), and total (C) biomass yield of green man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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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거름작물을 토양으로 환원하기 전 ha 면적 당 질소의 투입량을 조사한 결과, 모든 처리구의 질소 투입량은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2). 헤어리베치 내 질소의 함량이 청보리와 청보리+헤어리베치 혼파에 비해 높았음에도 불

구하고 총 질소의 투입량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높지 않은 이유는 낮은 생체수량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1). 비록 통

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총 질소투입량의 평균수치는 헤어리베치+청보리 혼파구 > 헤어리베치 단파구 > 청보

리 단파구의 순으로 높았다. 본 연구와 다소 다른 연구결과가 Cho et al. (2011)에 의해 보고되었다. 해당 연구에 따르

면 헤어리베치 단파구의 생체수량과 질소의 투입량은 보리 단파구와 보리+헤어리베치 혼파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

다. 또한 풋거름작물의 생체수량은 3.44-5.59 Mg ha-1에 달하여 본 연구의 풋거름작물 생체수량인 0.41-1.09 Mg ha-1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헤어리베치 및 다른 풋거름작물 처리구의 낮은 생체수량은 늦은 파종시기 (11월 초)

에 따른 발아지연 및 생육기간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풋거름작물의 환원을 통한 토양 무기태 질소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옥수수 수확기 토양 내 암모니아태 질소 

(NH4

+)와 질산태 질소 (NO3

-)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풋거름작물의 처리에 따른 토양 내 NH4

+와 NO3

-의 함량은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Fig. 2). 처리구 간 토양 내 무기태 질소의 함량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이유는 풋거름작물의 환원

을 통해 유사한 양의 질소가 토양으로 투입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able 2). 비록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NH4

+와 NO3

-의 평균 함량은 헤어리베치 단파구에서 청보리 단파구와 청보리+헤어리베치 혼파구에 비해 높았다. 풋

거름작물의 토양 환원 후 헤어리베치가 청보리 보다 빨리 분해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토양 내 무기태 질소의 함량을 나

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Seo and Lee, 2003; Lee et al., 2006; Sung et al., 2008). 

옥수수 수확기 토양 내 NO3

-의 함량은 1.27-1.93 mg kg-1으로 NH4

+의 함량 10.0-11.9 mg kg-1 보다 낮게 나타났다 

(Fig. 2). 대부분의 식물은 NH4

+와 NO3

-를 모두 잘 흡수 및 이용하나 벼와 차나무는 NH4

+형태의 무기태 질소를 잘 흡

Table 2. Nitrogen concentration in the above ground and below ground biomass of green manure and N input 

amount from green manure (Values with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 p < 0.05).

Green manure
N concentration (g kg-1) N input (kg ha-1)

Above Below Above Below Total

Barley 12.6b 2.57b 10.3a 0.64a 10.9a

Hairy vetch 29.4a 15.1a 10.5a 0.57a 11.1a

Barley + Hairy vetch 14.2b 4.15b 12.4a 0.85a 13.3a

Fig. 2. NH4

+ (A) and NO3

- (B) concentration in soil incorporated with different green manures at corn harve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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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는 편이고 옥수수와 같은 대부분의 밭작물은 NO3

- 형태의 무기태 질소를 잘 흡수한다 (Lim, 2005). 이러한 이유

로 옥수수 수확기 토양 내 NO3

- 형태의 무기태 질소가 NH4

+ 보다 적은 양으로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질소는 식물의 

생육과 생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질소는 식물의 생리적 및 생화학적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질소는 식물

체 내 효소, 엽록소, 핵산, 세포벽 등의 중요한 구성원소가 된다 (Hull and Liu, 2005; Bauer et al., 2012). 따라서 토양 

내 무기태 질소의 함량은 작물의 수량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현재까지 여러 연구에서 옥수

수의 수량은 질소의 시비량 증가에 따라 증가한다고 보고되어왔다 (Liang and MacKenzie, 1994; Eghball and 

Power, 1998;Al-Kaisi and Yin, 2003;  Paolo and Rinaldi, 2008). 본 연구에서 옥수수 알곡의 수량은 풋거름작물의 처

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 3).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옥수수 수량의 평균수

치는 헤어리베치 단파구에서 청보리 단파구와 청보리+헤어리베치 혼파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토양 

내 NH4

+와 NO3

- 함량의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토양 내 무기태 질소의 함량과 옥수수 알곡의 수량은 유의한 관계

가 있었으며 특히 수확기 토양 내 NO3

-의 함량과 옥수수의 알곡수량의 상관관계 계수는 0.718 (p<0.01) 으로 NH4

+의 

함량과의 상관관계 계수 0.596 (p<0.05) 보다 높게 나타났다. 

Fig. 3. Grain yield response of corn plant to green manures incorporation at harvest time. 

Fig. 4. Nitrogen concentration in grain of corn at harves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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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 옥수수 알곡 내 질소의 함량은 풋거름작물의 처리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Table 2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유사한 양의 질소가 풋거름작물의 환원을 통해 투입되어 토양 내 무기태 질소의 

함량도 유사한 농도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옥수수의 질소 흡수량도 풋거름작물의 처리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 

헤어리베치 내 질소의 함량이 청보리 단파와 청보리+헤어리베치 혼파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헤어

리베치의 생체수량이 두 처리구에 비해 유의하게 낮아 풋거름작물을 토양으로 환원 시 투입되는 질소의 양은 풋거름

작물 종류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옥수수 수확기 토양 내 무기태 질소의 함량은 풋거름 작물 처리구 간에 유의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청보리 단파, 헤어리베치 단파, 청보리+헤어리베치 혼파에 따른 옥수수의 

알곡수량과 옥수수의 질소흡수량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청보리, 헤어

리베치의 단파 혹은 청보리+헤어리베치 혼파 처리방법은 각 풋거름작물 처리구간 토양의 무기태 질소 함량과 옥수수

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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