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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y vetch (Vicia villosa Roth) is an important green manure crop which decomposes rapidly in soil and 

releases significant amount of nitrogen to subsequent crops. The incorporation of hairy vetch also contributes 

to organic matter accumulation and improvement of soil structure. However, appropriate management 

techniques for soybean production using hairy vetch have not been well studied ye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hairy vetch on the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soybean yield in different 

soil textures. The experimental soils were classified as clay loam, loam, sandy loam and sand. Hairy vetch was 

incorporated into soils of different texture at three different rates before sowing of soybean. The amount of 

incorporated hairy vetch was calculated from the nitrogen content of the biomass which were equivalent to 50, 

100, and 150% of the recommended N fertilization rate for soybean, respectively. The growth and yield of 

soybean in hairy vetch plots were higher than those in conventional plot in clay loam and sand, but they were 

similar in loam and sandy loam. Soybean yields in clay loam and sand increased along with increase of 

incorporated hairy vetch biomass. Addition of hairy vetch resulted in increased available P and decreased pH 

in all soils except loam. Hairy vetch plot showed increased soil water content at 5-10 cm depth in sand, which 

possibly affects the water availability to plant. In clay loam soil treated with hairy vetch, water content 

increased at 0-5 cm depth and decreased at 5-10 cm depth compared with conventional plot. This study shows 

that application of hairy vetch green manure improves soybean yield through the alteration of the soil physical 

property such as water holding capacity and permeability, especially in very coarse or fine-textured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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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bean yield responses to hairy vetch N under different soil textures. (a) : clay loam, (b) :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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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농경지에서 풋거름작물을 이용하면 질소 공급, 토양 침식 방지, 물리성 개선, 잡초 억제 등의 여러 이점이 있다 

(Reddy, 2001; Lee et al., 2011). 특히 헤어리베치, 클로버 등 콩과 풋거름작물은 탄질률 (C/N ratio)이 낮아 분해가 쉬

우며 후작물에 대한 양분공급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Cho et al., 2011). 따라서 콩과 풋거름작물과 함께 질소요

구량이 적은 콩을 재배하면 화학비료 무시용 재배가 가능할 뿐 아니라 유기물 공급 등에 따른 생육 증진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되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실정이다.

국내에서 풋거름작물을 이용한 콩 재배 연구로는 Kim et al. (2003)이 헤어리베치를 토양 혼입시 관행구에 비해 뿌

리혹 개체수 증가 및 건물중 증가, 종실수량 증가 등이 일어난다고 하였으며, Lee et al. (2001)은 헤어리베치와 함께 

관행 50%를 시비했을 때 관행구 대비 협실률 증가 및 수량 증수가 있다고 하였다. 국외에서는 Abdul-Baki and 

Teasdale (1997)이 헤어리베치 무경운 피복 후 꼬투리콩 재배시 관행 대비 경장 및 건중량은 유사하였으나 엽면적과 

수량은 유의하게 증가했다고 보고하였고, Sato et al. (2007)은 점토질 함량이 높은 답전윤환지에서 헤어리베치 토양 

환원시 투수성 등 물리성이 향상되고 입단화가 촉진되어 후작물인 콩의 초기생육이 촉진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서로 

다른 3종류의 토양에서 헤어리베치 후작물로 콩을 재배한 연구에서는 콩 뿌리혹 형성에 대한 상이한 반응이 관찰되었

는데, 특정 토양에서는 헤어리베치가 뿌리혹의 건중량 및 질소고정 활동을 증가시킨 반면 다른 토양에서는 뿌리혹 형

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토성과 연관된 토양 화학성이 헤어리베치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

요함을 시사한 바 있다 (Sato et al., 2011a).

따라서, 본 연구는 서로 다른 토양에서 동계 풋거름작물로 헤어리베치를 재배하고 토양에 환원 처리했을 때 후작물

인 콩의 생육 · 수량 및 토양 이화학성의 변화가 각 토성별로 어떤 차이를 보일지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Materials and Methods

시험 토양 특성   본 시험은 경기도 수원의 국립식량과학원 토성별 시험포장 (37°27'N, 126°99'E, 28-m elevation)

에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수행되었다. 시험포장은 식양토 (clay loam), 양토 (loam), 사양토 (sandy loam), 

사토 (sand)의 4가지 토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각 토양의 시험 전 이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s with different textures tested before the experiment.

Texture Bulk density pH OM† Avail. P2O5

Exch. cations

K Ca Mg

Mg m-3 1:5, H2O g kg-1 mg kg-1 -------------- cmolc kg-1 --------------

Clay loam 1.28 b‡ 5.5 c 19 a 77 a 0.44 a 4.0 a 1.3 a

Loam 1.35 b 5.8 a 11 c 28 b 0.12 b 3.4 b 1.2 b

Sandy loam 1.56 a 5.5 c 11 b 29 b 0.11 b 2.4 c 0.8 c

Sand 1.67 a 5.6 b 7 d 14 c 0.06 c 1.3 d 0.4 d

†OM : organic matter.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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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구 배치 및 처리   각 토성별 시험포장은 길이 25 m, 폭 6 m이며, 이것을 길이 방향으로 5 m씩 5개 구획으로 

나누고 관행시비 1처리, 무비 1처리, 헤어리베치 환원 수준별 3처리로 총 5개 처리구를 단구제로 배치하였다. 관행 

(conventional) 처리구에서는 헤어리베치 재배 및 토양 환원을 하지 않고 콩 재배 전 화학비료를 표준시비량 

(N-P-K=30-30-34 kg ha-1)에 따라 전량 기비로 시용하였다. 무비 (unfertilized) 처리구에서는 헤어리베치 재배 및 토

양 환원을 하지 않고 콩 재배 전에 일체의 시비처리를 하지 않았다. 나머지 3개 처리구에는 10월경 헤어리베치 종자를 

파종 재배 후 이듬해 5월말 토양에 환원하였으며, 이 때 헤어리베치 풋거름에서 공급되는 질소량이 각각 관행시비구 

질소시비량의 50% (15 kg N ha-1), 100% (30 kg N ha-1), 150% (45 kg N ha-1)에 상당하도록 풋거름 환원량을 다르게 

처리하였다. 이를 위해 5월 중순 각 토성별로 헤어리베치 식물체 시료를 채취해 70°C로 열풍건조하여 건물률을 구하

고, 원소분석기 (Vario Max CN, Germany)를 이용한 건식연소법으로 질소 함량을 분석한 후 환원할 질소량에 상당하

는 헤어리베치 생체량을 칭량하여 시험구 지표면에 고르게 펴고 로터리로 토양 중에 환원하였다. 헤어리베치 식물체

의 질소함량은 평균 3.1%였으며, 환원한 풋거름 생체량은 헤어리베치 질소 100% 처리구 기준으로 평균 5.7 Mg ha-1

였다. 각 시험구의 면적은 30 m2 (길이 5 m, 폭 6 m)로, 여기에 두둑간 거리가 60 cm가 되도록 두둑과 이랑을 설치하고 

6월 중순 대원콩을 재식 거리 60 cm × 15 cm로 하여 2립씩 점파 재배하고 10월 중순경 수확하였다.

식물체 및 토양 조사 · 분석   콩 수확기에 경장 (stem length), 주경절수 (No. of nodes), 경태 (stem diameter) 및 

종실수량 (seed yield)을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 (RDA, 2012)에 준하여 각 시험구별로 10개체씩 3반복 조

사하였다. 1-2년차 시험의 수량을 연차간 변이를 고려해 같은 척도로 비교하기 위해 토성별로 각 시험연도의 평균 수

량을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표준화하였다 (Blackmore, 2000).

 
 



  (Eq. 1)

여기서, 

는 처리구 의 수량, 는 처리구들의 평균수량, 


는 처리구 의 표준화된 수량을 나타낸다. 각 토성별로 

얻은 2년간의 표준화된 수량으로부터 헤어리베치 질소 환원량에 따른 수량반응 곡선을 구하였다. 

시험 전 · 후에 각 처리구별로 auger를 이용해 2개 지점에서 채취한 표토층 (0-15 cm)의 토양을 혼합한 시료를 1반

복으로 하여 총 3반복씩 시료를 채취하고 그늘에서 건조시킨 후 2 mm 체를 통과시켜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2000)에 따라 화학성을 분석하였다. 2년차 시험에서는 관행 처리구와 헤어리베치 환원 처리구에서 콩 생육기간 중의 

토양 수분 함량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각 토성별로 관행 처리구 및 헤어리베치 질소 30 kg N ha-1 처리구에 수분센서 

(Decagon 5TE, USA)를 토심 0-5 cm와 5-10 cm 에 각각 3반복으로 설치하였고 데이터로거 (Decagon EM50, USA)

로 1시간 간격으로 측정값을 기록하였다. 콩 전체 생육기간 동안의 수분함량은 측정값으로부터 7일간의 평균값을 구

하여 처리간 비교를 수행하였다.

통계분석   시험결과의 통계분석은 R 3.1.0 버전을 이용하여 분산분석 및 Duncan’s multiple test를 수행하여 시험

처리에 따른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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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콩 생육 및 수량 특성   토성 및 헤어리베치 처리에 따른 콩의 수확기 생육·수량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토성간의 

결과를 비교하면 콩의 생육 상태는 1·2년차 시험 모두 양토에서 가장 양호하였고, 수량도 생육과 비슷한 경향으로 양

토 > 식양토 > 사양토 > 사토 순으로 많았다. 각 토성 내에서 헤어리베치, 관행, 무비 처리에 따른 생육 및 수량은 양토

Table 2. Growth and yield of soybean affected by hairy vetch application under different soil textures.

Treatment Stem length Stem diameter No. of node Seed yield

------------ cm ------------ ---------- mm ---------- ---------- kg ha-1 ----------

Year 1st 2nd 1st 2nd 1st 2nd 1st 2nd

Clay 

loam

UNF† 55.7 b‡ 39.4 d 7.5 bc 5.3 d 12.9 b 11.5 c 171 c 206 c

CON  58.2 ab 73.3 a  7.2 c 7.4 c 13.3 b 14.2 a 178 bc 248 bc

HV-N50  60.3 a 66.9 b  7.6 abc 8.0 ab 13.9 a 13.6 b 229 abc 281 ab

HV-N100  57.0 b 62.4 c  8.0 ab 8.3 a 13.9 a 13.8 ab 243 a 292 ab

HV-N150  58.0 ab 60.3 c  8.3 a 7.6 bc 13.9 a 13.5 b 233 ab 329 a

Mean 57.8 60.5 7.7 7.3 13.6 13.3 211 271

Loam

UNF 78.9 a 62.6 b 8.9 a 7.2 d 15.7 a 13.8 b 311 a 291 a

CON 78.5 a 64.8 ab 9.9 a 8.1 bc 15.3 a 14.6 a  388 a 310 a

HV-N50 78.2 a 60.1 c 9.3 a 9.6 a 16.1 a 14.5 a 322 a 321 a

HV-N100 80.1 a 66.1 a 9.1 a 7.9 c 16.5 a 14.8 a 348 a 262 a

HV-N150 81.9 a 64.5 ab 9.5 a 8.6 b 16.3 a 14.5 a 326 a 317 a

Mean 79.5 63.6 9.4 8.3 16.0 14.4 339 300

Sandy 

loam

UNF 65.1 ab 50.9 a 6.8 b 6.3 b 14.3 a 13.1 a  168 a  139 b

CON 67.1 a 50.8 a 7.5 a 7.4 a 14.5 a 13.6 a 168 a 211 a

HV-N50 64.7 abc 49.4 a 6.7 b 7.7 a 14.7 a 13.7 a 176 a 168 ab

HV-N100 62.2 c 48.8 a 7.1 ab 7.6 a 14.5 a 13.3 a 194 a 159 b

HV-N150 63.2 bc 49.4 a 7.5 a 7.2 a 14.4 a 13.5 a 212 a 212 a

Mean 64.4 49.9 7.1 7.2 14.5 13.5 184 174

Sand

UNF 69.0 c 41.8 d 6.1 c 5.1 c 13.5 c 13.2 ab 92 c 117 b

CON 75.6 b 53.5 a 7.2 b 6.1 b 14.5 b 13.7 a 128 b 103 b

HV-N50 81.7 ab 40.5 d 6.6 c 5.9 b 14.8 b 12.8 b 101 bc 146 b

HV-N100 87.7 a 43.9 c 7.9 a 7.1 a 16.2 a 13.0 b 159 a 153 b

HV-N150 81.4 ab 50.6 b 7.8 ab 6.8 a 15.1 b 12.9 b 163 a 207 a

Mean 79.1 46.1 7.1 6.2 14.8 13.1 129 145

ANOVA§

Soil texture (S) *** *** *** *** *** *** *** ***

N application rates (N) *** *** *** *** *** *** *** ***

S × N *** *** *** *** *** *** * ns

†UNF : unfertilized; CON : conventional; HV : hairy vetch; N50 : hairy vetch N equivalent to 50% of the recommended N 

rate of soybean; N100 : hairy vetch N equivalent to 100% of the recommended N rate of soybean; N150 : hairy vetch N 

equivalent to 150% of the recommended N rate of soybean.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 the same column in each soil textur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ns : not significant; * : significant at 5% level; ** : significant at 1% level; *** : significant at 0.1% level.



640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Vol. 51, No. 4, 2018

에서 가장 적은 차이를 보였는데, 1년차에는 처리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2년차에는 무비 처리구의 경태와 주경절

수가 관행 및 헤어리베치 처리구보다 적었으나 나머지 처리간에는 생육·수량에 큰 차이가 없었다. 사양토는 양토 다

음으로 처리간의 생육 차이가 적었고 1년차 수량은 유의차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헤어리베치 처리량이 많을수록 증가

하는 경향이었으며, 2년차에도 헤어리베치 처리량에 따라 수량이 증가하여 관행구와 헤어리베치 질소 150% 처리구

의 수량이 동등한 수준이었다. 식양토에서는 1·2년차 수량이 모두 헤어리베치 처리구 > 관행구 > 무비구 순으로 많았

다. 사토에서도 식양토와 유사하게 헤어리베치 처리량에 따라 생육·수량이 더 나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관행구와 

동등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었다.

각 토성별로 2년간의 수량을 표준화했을 때 헤어리베치 질소 공급량에 따른 콩의 수량 반응 곡선은 Fig. 1과 같다. 

양토에서는 헤어리베치 처리가 수량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식양토, 사양토, 사토에서는 헤어리베치 처리

량이 증가할수록 수량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식양토에서는 헤어리베치 질소량이 15 kg N ha-1 이상일 때 수량 증

가 추세가 완만해져 30 kg N ha-1 처리구와 45 kg N ha-1 처리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양토와 사토에서는 헤어리베

치 질소량에 비례하여 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식양토와 사토에서는 1·2년차 모두 헤어리베치 

질소 100% 처리구의 수량이 관행구의 수량보다 높았지만 양토와 사양토에서는 헤어리베치 처리구가 관행구의 수량

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Fig. 1. Soybean yield responses to hairy vetch N under different soil textures. (a) : clay loam, (b) : loam, (c) : sandy loam, 

(d) :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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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후 토양 이화학성 변화   2년간의 시험 후 처리구별로 조사한 표토층의 토양 화학성은 Table 3과 같다. 토양

산도 (pH)는 사토에서 시험 전에 비해 평균 0.9 가량 감소했으나 나머지 토성은 시험 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 각 토성

별 pH는 양토에서는 헤어리베치 및 관행, 무비 처리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나머지 토성에서는 관행구에 비해 헤어

리베치 처리구가 낮았다. 유기물 함량은 거의 모든 처리구에서 시험 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식양토, 양토, 사양토에

Table 3. Chemical properties of soil after the experiment affected by hairy vetch application under different soil 

textures.

Treatment pH OM Avail. P2O5

Exch. cations

K Ca Mg

1:5, H2O g kg-1 mg kg-1 ------------------- cmolc kg-1 -------------------

Clay loam

UNF† 5.3 c‡ 17 a 51 c 0.33 a 3.4 a 1.2 a

CON 5.5 a 17 a 58 bc 0.33 a 3.7 a 1.1 a

HV-N50 5.4 ab 18 a 66 ab 0.33 a 4.0 a 1.2 a

HV-N100 5.2 c 18 a 72 a 0.34 a 4.1 a 1.2 a

HV-N150 5.4 b 17 a 69 a 0.30 b 4.3 a 1.1 b

Mean 5.4 17 63 0.32 3.9 1.2

Loam

UNF 5.6 a 10 a 17 b 0.31 a 4.0 b 1.1 a

CON 5.3 a 10 a 23 a 0.33 a 3.9 b 1.2 a

HV-N50 5.5 a 10 a 20 ab 0.31 a 3.9 b 1.1 ab

HV-N100 5.6 a 10 a 22 a 0.32 a 4.6 a 1.1 ab

HV-N150 5.7 a 10 a 22 a 0.30 a 4.5 a 1.0 b

Mean 5.6 10 21 0.31 4.2 1.1

Sandy loam

UNF 5.7 a 11 a 18 b 0.18 a 2.3 a 0.6 a

CON 5.6 a 11 a 20 b 0.16 b 2.1 b 0.6 a

HV-N50 5.4 b 11 a 20 b 0.17 ab 2.1 b 0.6 a

HV-N100 5.4 b 11 a 21 ab 0.17 ab 2.2 b 0.6 a

HV-N150 5.3 c 10 a 25 a 0.16 b 2.1 b 0.6 a

Mean 5.5 11 21 0.17 2.2 0.6

Sand

UNF 4.9 b 5 d 8 c 0.08 a 1.3 bc 0.3 b

CON 5.0 a 6 cd 12 b 0.08 a 1.2 c 0.3 b

HV-N50 4.5 c 7 bc 11 b 0.08 a 1.3 c 0.3 b

HV-N100 4.6 c 8 a 12 b 0.09 a 1.4 b 0.3 ab

HV-N150 4.7 b 7 b 16 a 0.10 a 1.7 a 0.4 a

Mean 4.7 7 12 0.09 1.4 0.3

ANOVA§

Soil texture (S) *** *** *** *** *** ***

N application rates (N) * ** *** ** *** **

S × N *** *** *** *** ** ***
†UNF : unfertilized; CON : conventional; HV : hairy vetch; N50 : hairy vetch N equivalent to 50% of the recommended N 

rate of soybean; N100 : hairy vetch N equivalent to 100% of the recommended N rate of soybean; N150 : hairy vetch N 

equivalent to 150% of the recommended N rate of soybean.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 the same column in each soil textur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ns : not significant; * : significant at 5% level; ** : significant at 1% level; *** : significant at 0.1%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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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헤어리베치, 관행 및 무비 처리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사토에서는 헤어리베치 처리구의 유기물 함량이 관행 및 무

비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유효인산 함량은 대부분의 처리구에서 시험 전보다 감소하였고, 식양토, 사양토, 사

토에서 헤어리베치 처리구가 관행구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지만 양토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치환성 양이온 함량은 

사토에서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헤어리베치 처리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양토에서 헤어리베치 처

리구의 칼슘 함량이 관행보다 높았지만, 그밖의 처리구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시험 후 각 토성별로 조사한 관행처리구와 헤어리베치 처리구의 표토층 물리성은 Table 4와 같다. 모든 토성에서 

시험전에 비해 용적밀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양토에서는 헤어리베치 처리구의 용적밀도가 관행구에 비해 

낮았고, 양토와 사토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처리별 토양 수분함량   콩 생육 기간 중에 조사한 작토층의 깊이별 (0-5 cm, 5-10 cm) 용적수분함량 변화는 Fig. 

2와 같다. 양토와 사양토에서는 생육기간 중 일부를 제외하면 헤어리베치 처리구와 관행구 사이에 수분함량의 차이

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식양토와 사토에서는 생육 기간 전반에 걸쳐 두 처리구간에 수분함량의 차이가 지속

되었다. 식양토에서 헤어리베치 처리구는 토심 0-5 cm의 수분함량이 관행구의 0-5 cm에 비해 높았고, 5-10 cm의 수

분함량은 관행구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사토에서는 관행구와 헤어리베치 시비구 모두 토심 0-5 cm에서 수

분함량의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5-10 cm에서는 헤어리베치 처리구의 수분함량이 관행구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유지

되었다. 

식양토와 사토에서 강우 직후 72시간 동안 1시간 간격으로 측정한 토양 수분함량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식

양토는 강우 후 토심 0-5 cm의 수분함량이 급격히 증가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였는데, 헤어리베치 처리

구에 비해 관행처리구의 수분함량 감소 속도가 더 빨랐다. 한편 5-10 cm 깊이에서는 헤어리베치 처리구가 관행구에 

비해 강우 후 수분함량 증가 속도가 느린 편이었다. 따라서 강우시 관행구에서는 헤어리베치 처리구에 비해 빗물의 하

방 이동이 더 빠르게 일어나고, 깊이에 따른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사토에서 강우 후 토심 0-5 cm의 

시간별 수분함량은 헤어리베치 처리구가 관행구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났지만 큰 차이는 없었던 반면, 5-10 cm 깊이

에서는 관행구에 비해 헤어리베치 처리구의 수분함량이 보다 높게 유지되었다.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soil after the experiment by different soil textures and hairy vetch application. 

Treatment Bulk density Porosity

Mg m-3 %

Clay loam
CON† 1.21 a‡ 54.4 b 

HV 1.15 b 56.7 a

Loam
CON 1.37 a 48.4 a

HV 1.32 a 50.2 a

Sandy loam
CON 1.30 a 51.0 a

HV 1.33 a 49.9 a

Sand
CON 1.40 a 47.3 a

HV 1.36 a 48.7 a

†CON : conventional; HV : hairy vetch N equivalent to 100% of the recommended N rate of soybean.
‡Value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 the same column in each soil textur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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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soil moisture content affected by hairy vetch application under different soil textures. (a) : clay loam, 

(b) : loam, (c) : sandy loam, (d) : sand. CON : conventional; HV : hairy vetch N equivalent to 100% of the recommended N 

rate of soybean; (0-5 cm) : 0-5 cm depth of soil; (5-10) cm : 5-10 cm depth of soil.

Discussion

헤어리베치 처리시 콩의 생육과 수량은 식양토와 사토에서는 관행구보다 양호하였고 양토와 사양토에서는 관행구

와 동등한 수준으로, 4가지 토성 모두 헤어리베치 풋거름으로 화학비료를 전량 대체하여도 콩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2). Fig. 1의 수량반응 곡선으로 토성별 헤어리베치 적정 처리량을 추정하면 식양토에서는 헤어리

베치 질소 30 kg N ha-1 수준에서 최대 수량 생산이 가능하고 사양토와 사토는 헤어리베치 질소 수준을 45 kg N ha-1 

이상 처리할 때 수량 증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잉 질소 시비시 영양생장기 생육 증대에 따른 도복이

나 흰곰팡이병 증가 등으로 수량이 저하될 수 있어 (Schimidt et al., 2001), 사양토와 사토의 헤어리베치 질소시비 상

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명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양토에서는 2년차까지 헤어리베치 처리에 따른 수량 변화가 거의 

없어 질소 15 kg N ha-1 이하로 처리량을 줄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헤어리베치 처리에 따른 콩 수량의 차이는 식양토와 사토처럼 입단 분포 비율이 한 쪽으로 편중된 토양

에서 보다 확연하였는데, 이는 헤어리베치에서 유래한 유기물에 의해 수분 및 양분 보유능력의 차이가 생겼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유기물이 증가하면 수분보유능력과 수리전도도가 증가하는데, 이것은 유기물이 

토양 입단과 공극 분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Hudson, 1994). 다수의 연구에서 헤어리베치 등 풋거름 작물을 토양

에 환원하면 유기물 분해 및 미생물의 교결 물질 분비가 증가하면서 토양 입단 안정성 증가, 용적밀도 감소, 통기성·투

수성 및 보수력 증가 등 물리성 개선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McRae and Mehuys, 1988; Sato et al., 2007; 

Sultani et al., 2007). 또한 풋거름작물이 공급하는 유기물은 토양의 화학 및 생물학적 특성에도 영향을 미쳐 질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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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여러 식물 영양물질의 가용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Yandvinder-Singh et al., 1992). 

Table 3에서 시험 후 헤어리베치 처리구의 토양 pH가 관행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인 것은 헤어리베치의 분해 산물

인 유기산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풋거름작물이 분해되면 유기산과 CO2가 발생하여 pH를 저하시킨다 (Yandvinder- 

Singh et al., 1992). 이렇게 발생된 유기산들은 토양 구성요소와 반응하여 유효인산의 가용성을 상당량 높인다고 보

고되었는데 (Bin, 1983; Watanabe, 1984; Sharpley and Smith, 1989), 본 연구에서도 양토를 제외한 모든 토성에서 

관행 처리구에 비해 헤어리베치 처리구의 유효인산은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pH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Singh et 

al. (1981)의 연구에서도 산성 토양에서 유기물 공급에 따른 pH의 변화는 유효인산 함량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가진

다고 보고된 바 있다. 사토에서는 다른 토성과 달리 헤어리베치 처리구의 유기물 함량이 시험 후까지 관행구에 비해 

높게 유지되었는데, 이것은 사토의 낮은 보수력과 양분흡착능력으로 미생물 분해작용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사토와 같이 굵은 입자 크기의 토양은 미세한 토양에 비해 유지 가능한 미생물 생체량이 적고, 수분이 빠르게 배

수되어 보수력이 좋지 않으며, 이것이 미생물 분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eritage et el., 2003; Carney and 

Matson, 2005).

Fig. 3. Soil moisture responses to rainfall affected by hairy vetch application in clay loam (a) and sand (b). CON : 

conventional; HV : hairy vetch N equivalent to 100% of the recommended N rate of soybean; (0-5 cm) : 0-5 cm depth of 

the soil; (5-10 cm) : 5-10 cm depth of the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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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와 Fig. 3에서 식양토 관행구의 수분함량은 층위별로 차이가 컸으나 헤어리베치 처리구는 콩 뿌리가 분포하

는 작토층의 깊이별 수분함량이 관행구에 비해 균일하게 유지되었는데, 이것은 헤어리베치 처리구는 토양 입단 형성

이 촉진되고 대공극이 증가하여 토양 하층으로 물의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도 일정한 수분함량을 유지하는 

반면, 관행구에서는 투수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5-10 cm 깊이에 수분이 집적된 결과로 보인다. 이것은 식양토에서 

헤어리베치 처리시 무처리구에 비해 투수속도가 증가하였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McVay et al., 1989). Fig. 3에서도 

강우 직후 식양토의 수분함량 감소 속도는 관행구 0-5 cm 깊이에서 가장 빨랐고 5-10 cm 깊이에서 가장 느린 것을 볼 

수 있었다. 콩은 생물학적 질소고정을 하므로 근권에 많은 산소가 필요하고 과습에 매우 민감하여 생육기간 중 과습은 

수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Williamson and Kriz, 1970). 이 때문에 식양토 관행 처리구의 상대적으로 

높은 수분함량이 콩 뿌리의 발달에 영향을 미쳐 수량 차이의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한편, 식양토에서 2년차 시험 후 

헤어리베치 처리구와 관행구간에는 토양 유기물 함량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헤어리베치 유래 유기물은 수확

기 무렵에는 대부분 분해된 것으로 보인다 (Table 3). 하지만 시험 후에도 헤어리베치 처리구의 용적밀도가 관행구에 

비해 낮은 것을 볼 때 유기물 투입에 따른 토양 구조 발달 및 물리성 개선 효과는 지속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 

Sato et al. (2011b)의 연구에서도 점토함량이 높은 토양에서 헤어리베치를 재배하면 토양 구조가 발달하고 균열이 생

성되어 포장의 배수성이 향상되는 동시에, 모세관 공극 형성을 통해 후작물인 콩에 효과적인 수분공급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사토 헤어리베치 처리구에서는 유기물이 증가함에 따라 양분 보유능력과 보수력이 향상되어 유효인산과 교

환성 양이온 함량도 증가하였고 (Table 5), 5-10 cm 깊이에서 관행구 대비 높은 수분함량을 유지되면서 (Fig. 2, 3) 상

대적으로 생육 및 수량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Sultani et al. (2007)은 유기물 함량이 0.5%로 낮은 토양에서 풋거름

작물 환원시에 토양의 보수력이 6% 가량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도 사토의 유기물 함량이 0.7%로 매우 낮

아 헤어리베치의 유기물 공급효과가 4가지 토성 중 가장 뚜렷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Conclusions

서로 다른 토양에서 헤어리베치 처리가 콩의 생육 및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2년간 재배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헤어리베치 환원구의 콩 수량은 양토와 사양토에서는 관행시비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식양토와 

사토에서는 더 많았으며 헤어리베치 환원량이 증가할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 헤어리베치 환원구의 시험 후 토양화학성 변화는 식양토, 사양토, 사토에서 관행구에 비해 유효인산 함량이 증

가하였으며, pH는 다소 감소하였다. 사토에서는 관행구에 비해 헤어리베치 처리구의 유기물 함량이 높았으나 

나머지 토양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콩 생육기간 중 토양 수분함량은 양토, 사양토에서는 관행구와 헤어리베치 처리구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사토에서는 5-10 cm 층의 수분함량이 헤어리베치 환원구에서 더 높았으며, 식양토에서는 헤어리베치 환원구가 

관행구에 비해 0-5 cm 층의 수분함량은 증가하고 5-10 cm 층의 수분함량은 감소하였다. 

4. 사토와 식양토에서 헤어리베치 환원 처리는 토양의 보수력 또는 투수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어 콩의 수량 

증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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