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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liquid manure to increase the yield of green manure in 

winter season, an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reen manure incorporation to increase the yield of maize grain 

and nutrient balance improvement in upland soil. The green manure used in this experiment was barley and 

hairy vetch with a mixed ratio of barley and hairy vetch (75:25), respectively. Liquid manure applied 0, 26, 

52, 78, and 104 Mg ha-1, respectively, and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was applied as basal fertilizer, and the 

other half was topdressing. Nitrogen inputs through liquid manure were 0, 7.1, 15.6, 21.5 and 28.4 kg ha-1, 

respectively, and the phosphorus inputs were 0, 11.3, 22.6, 33.9 and 45.2 kg ha-1, respectively. The yield of 

green manure crops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the increase of liquid manure application, but the yield of 

hairy vetch decreased. In the summer season, the green manure crops were incorporated, and the compost was 

used in the conventional treatment. The yield of maize grain increased with increasing green manure yield. 

The yield of maize grain of green manure crops incorporation treatments was up to 81% compared to 

conventional cultivation treatment, however the two-year experiments showed an increase on maize grain 

yields in green manure incorporation treatment. In addition, the incorporation of green manure crops greatly 

improved the phosphorus balance in compared to conventional cultivation. Therefore, productivity 

improvement of green manure crops by utilizing liquid manure is thought to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maize grain yield and nutrient bal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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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green manure incorporation on the maize grain yield with different rate of liquid 

manure application for two years. The maize grain yield of PM4 treatment was 759 kg 10a-1, and up 

to 81% in compared with the NPK treatment in 2017. However, the maize yield of incorporation 

green manure treatment in 2017 tended to increase in compared with that of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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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작물생산성 및 토양비옥도는 농경지 토양의 지속적인 영농활동에 의해 결정되며, 이러한 활동은 토양의 물리, 화

학, 생물학적 특성을 복합적으로 변화시킨다. 작물생산성 유지를 위해서는 토양 비옥도의 지속적인 관리 및 물리, 화

학적 특성의 개선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 중 유기물 함량의 증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

로 평가되고 있다 (Navarro et al., 1993). Lee et al. (2013)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논 토양에서 퇴비 및 무기질 비료의 

장기연용에 의한 벼 수량은 퇴비 시용구에서 약 10년 이후 지속적인 수량 증가가 있었으며, 무기질 비료 시용구와 수

량차이가 없었다. 이는 퇴비 시용구에서의 지속적인 퇴비 시용에 의한 토양질 개선 및 유기물 함량 증가가 그 원인으

로 평가되고 있으며, 무기질 비료 시용구의 유기물 함량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밭토양에서 가축분 퇴

비, 풋거름 작물과 같은 유기물의 장기시용은 토양내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호밀, 옥수수의 생산량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Wei et al., 2016; Cho et al., 2018; Wang et al., 2019), 음식물 쓰레기를 이용한 

유기물 자원의 투입 또한 배추와 토마토의 생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Yoo et al., 2018) 따라서 지속적인 

유기물의 투입은 토양질을 개선하며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켜 관행재배와 비교하여 작물 생산성의 증가 또는 

유지를 기대할 수 있다. 투입가능한 유기물 자원으로는 가축분 퇴비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낮은 N/P 비율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시용할 시 농경지 인산집적을 심화시킬 수 있다 (Iqbal et al., 2015). 또한, 무기질 비료 사용량 저

감을 위한 가축분뇨의 사용은 농경지 양분수지 감소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Kim et al., 2008). 따라서 양

분수지 및 무기질 비료 시용량 저감을 위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

풋거름 작물은 가축분뇨 외 널리 이용되고 있는 양질의 유기물 자원으로 동절기 풋거름 작물 재배 후 환원은 양질의 

유기물 자원 활용뿐만 아니라 양분수지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용되고 있다 (Khan et al., 2019; Chen et al., 

2019; Qaswar et al., 2020). 풋거름 작물은 화본과와 두과작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화본과 작물은 풋거름 보리, 호밀, 

수단그라스, 두과작물은 헤어리베치, 자운영, 크로바 등이 이용되고 있다. 그 중 헤어리베치는 다른 두과작물에 비해 

1% 이상 높은 질소함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Smith et al., 1987), 낮은 온도에서도 생육 및 질소 고정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Power and Zacharisassen, 1993). 동절기 화본과 풋거름 작물 재배는 피복효과로 인해 토양 침식 방지와 

토양 중 질소 용탈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Macdonald et al., 2005). 동절기 풋거름 작물 재배는 

화본과 (풋거름 보리)와 두과 (헤어리베치)의 혼파 또는 단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단파보다는 혼파를 

하였을 때 높은 질소 생산량을 나타냈고, 혼파비율 중 풋거름 보리 75% + 헤어리베치 25% 파종시 가장 높은 질소 

생산량을 나타냈다 (Tejada et al., 2008; Cicek et al., 2014). 화본과 작물은 생물학적 분해속도가 느리고 두과작물은 

공중질소 고정능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화본과 작물은 장기적으로 토양 내 유기물 공급 능력이 뛰어나고 

(N’Dayegamiye and Tran, 2001), 두과작물은 공중질소를 고정하여 질소 공급측면에서 효과가 있다 (Wagger et al., 

1998; Kuo and Jellum, 2011).

풋거름 작물 재배 및 환원 후 작물 생산성과 양분수지에 대한 평가는 주로 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Lee et al., 

2013; Hong et al., 2018; Qaswar et al., 2019; Swami and Singh 2019), 가축분뇨를 활용한 풋거름 작물 재배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풋거름 작물의 재배 및 환원에 의한 후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가축분뇨 시용을 통한 풋거름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2) 동절기 풋거름 작물 재배 후 환원을 통한 하절기 옥수수 작물의 생산성 향상 및 밭토양 양분수지 

개선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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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동절기 풋거름작물 재배 본 실험은 2016 - 2017년 2년간 시행하였으며 본 실험에 사용된 풋거름 작물은 보리 

(Hordeum vulgare)와 헤어리베치 (Vicia villosa)이며, 표준 파종량 대비 보리 75% (10.5 kg 10 a-1) + 헤어리베치 

25% (2.25 kg 10 a-1) 로 혼파하였다. Kim et al. (2012)에 의하면 보리와 헤어리베치의 혼파비율이 보리 75% + 

헤어리베치 25% 일 경우 풋거름 작물의 생산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풋거름 작물은 2015년 10월 

29일, 2016년 11월 3일 파종하였으며, 각각 2016년 5월 9일, 2017년 5월 14일 전량 토양에 환원하였다. 질소와 인산 

시비는 돈분액비 시용을 통해 공급하였으며, 돈분액비 시용량은 각각 0 (Control), 26 (PM1), 52 (PM2), 78 (PM3), 

104 (PM4) Mg ha-1로 전체 시용량의 1/2은 각각 2015년 10월 20일, 2016년 10월 26일 기비하였고, 나머지 1/2은 

2016년 1월 15일 2017년 1월 13일 추비하였다. 돈분액비를 통한 질소 투입량은 돈분액비 시용량에 따라 각각 0, 7.1, 

15.6, 21.3, 28.4 kg ha-1 이며, 인산 투입량은 각각 0, 11.3, 22.6, 33.9, 45.2 kg ha-1 이었다. 풋거름 작물은 수확 후 전량 

토양에 환원하였으며, 시험 전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은 pH (1:5) 6.7, 유기물 함량 8.3 g kg-1, 유효인산 28 mg kg-1, 

치환성 K, Ca, Mg 함량은 각각 0.2, 7.4, 2.6 cmol+ kg-1 이었다.

하절기 옥수수 재배 풋거름 작물 재배 후 옥수수 재배에 사용된 품종은 찰옥수수 (Zea mays)이며, 2016년 5월 

23일, 2017년 5월 29일 각각 정식하였다 (재식거리 0.9 m × 0.3 m). 풋거름 작물 재배 및 돈분액비 시용 처리구 

(Control, PM1, PM2, PM3, PM4)의 풋거름 작물은 전량 환원하였고 무기질 비료는 시비하지 않았다. 관행재배 

처리구 (NPK)에는 매년 가축분 퇴비 2 ton 10a-1와 무기질 비료를 옥수수 재배 표준시비량 (N - P2O5 - K2O : 58 - 30 

- 63 kg 10a-1)으로 시비하였다. 2016년 8월 9일, 2017년 8월 17일 수확하였으며, 수확한 옥수수는 잎, 줄기, 알곡으로 

분리하여 60°C, Dryoven에서 건조하였고, 분쇄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식물체의 질소함량은 Kjedahl 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인산함량은 Vanadate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토양의 질소함량은 Kjedahl 분석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기물 함량은 Tyurin법, 유효인산은 Lancaster solution을 사용해 추출한 후 720nm에서 

비색측정 하였다. 토양 치환성 양이온 (K, Ca, Mg) 함량은 1M Ammonium acetate로 추출한 후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OPTIMA 5300DV, PerkinElmer,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RDA, 2003).

양분수지 평가 본 실험에서는 양분수지 평가를 위해 OECD 양분수지분석의 PARCOM guidlines에 따라 Soil 

surface balance 기법을 이용하였으며 (PARCOM, 1995),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양분수지 = ∑ 양분 유입인자 ‑ ∑ 양분 유출인자

양분유입 인자로는 무기질비료 시용, 돈분액비 및 가축분퇴비 시용, 강우, 생물학적 고정, 모종, 그리고 

헤어리베치에 의한 질소 고정량을 고려하였으며, 양분유출 인자로는 옥수수에 의한 양분 흡수량을 고려하여 수지를 

산출하였다. 이 중, 헤어리베치에 의한 질소 고정량은 헤어리베치 질소 함량의 70%로 계산하였다 (Papastylianou,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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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돈분액비 시용에 따른 풋거름 작물 수량 및 양분함량 돈분액비 시용량에 따른 풋거름 작물의 생산량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돈분액비 시용량 증가에 따라 풋거름 작물의 생산량은 증가하였으며, 돈분액비 시용량이 

높은 PM3, PM4 처리구에서는 연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16년도 풋거름 작물의 생산량은 Control에서 5.0 Mg 

ha-1로 가장 낮았으며 PM3, PM4 처리구에서 12.3, 11.9 Mg ha-1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2017년도에서는 

Control에서 3.8 Mg ha-1로 가장 낮았고, PM4 처리구에서 12.9 Mg ha-1로 가장 높았다. 2년간 풋거름 작물의 수량은 

돈분액비 시용량 증가에 따라 증가하였지만, 헤어리베치의 수량은 돈분액비 시용량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Raese et al. (2007)에 의하면 두과 작물보다 화본과 작물이 시비에 영향을 크게 받으며, 본 실험에서는 

돈분액비 시용에 의한 풋거름 보리 생육 향상이 헤어리베치 생육 저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돈분액비 시용량 증가에 따른 풋거름 작물의 생산량 증가에 의해서 질소 및 인산의 생산량 또한 증가하였다. 

풋거름 보리와 헤어리베치 생산에 의한 질소 생산량은 2016년도에서는 PM3 처리구에서 최고 150.8 kg ha-1로 

무기질 비료 표준시비량 157 kg ha-1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으나 2017년도에서는 PM1, PM2, PM3, PM4 

처리구에서 각각 148.9, 181.5, 199.5, 278.8 kg ha-1로 무기질 비료 표준시비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Table 1). 2017년도 PM4 처리구에서 헤어리베치의 질소 생산량은 80.8 kg ha-1로 2016년도 질소 생산량 

(65.2 kg ha-1)에 비해 15.6 kg ha-1가 증가하였으나, 풋거름 보리의 질소 생산량은 2017년도 171 kg ha-1, 2016년도 

77.1 kg ha-1로 93.9 kg ha-1로 풋거름 보리의 질소 생산량의 증가가 헤어리베치의 증가에 비해 약 6배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공중질소를 고정하는 능력이 있는 두과작물인 헤어리베치가 화본과 작물인 풋거름 보리에 비해 

돈분액비 시용에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Lee et al. (2014)에 의하면 풋거름 작물 재배시 돈분액비의 

시용에 의해 화본과 작물의 생산량 증가율이 두과작물에 비해 더 높았으며, 특히 화본과 작물의 양분공급량 증가율은 

두과작물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돈분액비 시용에 의한 화본과 작물인 라이그라스와 

두과작물인 자운영의 생산량을 연구한 시험에서 화본과 작물인 라이그라스의 생산량 증가가 더 높다고 보고한 바 

있다 (Lee et al., 2011).

Fig. 1. Green manure (barley and hairy vetch) yield with different rate of liquid manure application in the upland soil for 

two years. The appearance of the same letter(s) over matching bars means that there are not significantly (p > 0.05) 

different according to Tukey’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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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거름 작물 환원에 따른 풋옥수수 수량변화 2016년도 풋거름 작물 환원 처리구의 풋옥수수 수량은 

관행재배 처리구 (898 kg 10a-1) 대비 Control, PM1, PM2, PM3, PM4에서 각각 43, 46, 50, 51, 54% 로 관행재배 대비 

절반 수준이었으며, 풋거름 작물 환원 처리구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2017년도 풋거름 작물 

환원 처리구의 풋옥수수 수량은 풋거름 작물 환원량 증가에 따라 풋옥수수 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관행재배 처리구 (932 kg 10a-1) 대비 Control, PM1, PM2, PM3, PM4에서 풋옥수수 수량은 각각 58, 60, 72, 

73, 81% 수준으로, 2년간의 시험에서는 풋거름 작물 환원 처리구의 옥수수 수량은 무기질 비료 처리구에 미치지 

못하였다 (Fig. 2). Egodawatta et al. (2012)에 의하면 2년간 풋거름 작물의 환원 처리구의 옥수수 및 콩 수량은 

무기질 비료 처리구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으나, 풋거름 작물 재배 후 환원의 장기연용은 토양 내 

유기탄소, 질소, 인산의 함량을 증가시키며 후작물의 생산량 또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Qaswar et al. 2019). 

2017년도 풋옥수수 수량은 PM4 처리구에서 최고 759 kg 10a-1 로 2016년도에 비해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돈분액비 시용량 증가에 따른 풋거름 작물의 수량 및 질소 생산량 증가에 의해서 풋옥수수 수량이 

Table 1. Nitrogen and phosphorus content of barley and hairy vetch with different rate of liquid manure application in 

two years.

2016 2017

Nitrogen (kg N ha-1) Phosphorus (kg P ha-1) Nitrogen (kg N ha-1) Phosphorus (kg P ha-1)

Treatments Barley Hairy 

vetch

Total Barley Hairy 

vetch

Total Barley Hairy 

vetch

Total Barley Hairy 

vetch

Total

Control 12.1 65.0 77.1d 3.50 7.2 10.7d 5.40 105 110d 3.80 3.5 7.30d

PM1 29.3 67.3 96.6c 8.40 5.5 13.9c 26.9 122 149c 8.00 2.3 10.3d

PM2 57.5 66.6 124b 19.4 5.5 24.9b 65.9 116 181b 14.1 2.9 17.0c

PM3 85.5 65.2 151a 29.2 6.1 35.4a 119 80.8 199b 23.7 3.4 27.1b

PM4 77.1 68.2 146a 35.5 6.9 35.5a 171 107 279a 31.0 4.1 35.1a

Means with the same matching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p > 0.05) different according to Tukey’s test.

Fig. 2. The effect of green manure incorporation on the maize grain yield with different rate of liquid manure application

for two years. The appearance of the same letter(s) over matching bars means that there are not significantly (p > 0.05) 

different according to Tukey’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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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장기연용 할 시 풋거름 작물 환원에 의해 토양 유기물 함량 증가 (Gao et al., 2018) 및 

토양 양분 이용률 증가로 인해 후작물 생산성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orstensson et al., 2006; Gómez et 

al., 2009).

풋거름 작물-옥수수 작부체계에서 양분수지 특성 풋거름 작물-옥수수 작부체계에서의 질소수지는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2016, 2017년도 관행재배 처리구의 평균 질소수지는 115.1 kg ha-1로 무기질비료 및 가축분 퇴비 

시용으로 인한 과량의 질소가 투입되어 질소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분액비를 시용하지 않은 Control 

처리구와 PM1 처리구의 2년간 평균 질소수지는 각각 34.5, 35.0 kg ha-1로 PM2, PM3, PM4 처리구의 평균 질소수지 

(10.2, 7.1, 9.2 kg ha-1)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Control과 PM1 처리구의 풋거름 작물에 의한 양분투입량이 

PM2, PM3, PM4 처리구에 비해 낮았으며, 이로 인한 옥수수 수량 저하가 질소수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농경지는 인산 유효도가 매우 낮은 토양이었으며, 인산의 경우 외부 양분 유입량이 적어, 

Fig. 3. Nitrogen balance dynamics during 2016-2017 in the green manure-maize cropping system with different rate of 

liquid manure application. The appearance of the same letter(s) over matching bars means that there are not 

significantly (p > 0.05) different according to Tukey’s test.

Fig. 4. Phosphorus balance dynamics during 2016-2017 in the green manure-maize cropping system with different 

rate of liquid manure application. The appearance of the same letter(s) over matching bars means that there are not 

significantly (p > 0.05) different according to Tukey’s test.



Evaluation of the Crop Yield and Nutrient Balance by Application of Liquid Manure in Paddy Soil ∙ 107

관행재배 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의 인산수지는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 (Fig. 4). 관행재배 처리구에서는 

무기질비료와 가축분 퇴비에 의한 영향으로 2년간 평균 인산수지는 48.3 kg ha-1로 나머지 처리구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돈분액비를 시용하지 않은 Control 처리구와 PM1, PM2, PM3 처리구의 평균 인산수지는 각각 -14.0, 

-11.6, -10.1, -7.1 kg ha-1로 추가적인 인산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PM4 처리구의 인산수지는 -0.7 kg 

ha-1로 추가적인 인산 투입 없이 농경지 인산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가축분뇨 시용을 통한 풋거름 작물의 생산성 및 동절기 풋거름 작물 재배 후 환원을 통해 하절기 옥수수 

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밭토양 양분수지의 개선효과를 평가하였다. 가축분뇨 시용에 의한 풋거름 작물의 생산성은 

PM3, PM4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풋거름 작물에 의한 양분 생산량은 2017년도 PM2, PM3, PM4 처리구에서 

무기질비료 표준시비량 (157 kg ha-1)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풋거름 작물 환원 후 옥수수 수량은 관행재배 

대비 최고 81% 수준이었으나, 연차간 개선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풋거름 작물-옥수수 재배 

작부체계에서의 질소수지는 PM2, PM3, PM4 처리구에서 각각 10.2, 7.1, 9.2 kg ha-1로 관행재배 처리구 (115.1 ka 

ha-1)보다 낮았으며, 인산수지의 경우 PM4 처리구에서 -0.7 kg ha-1로 농경지 인산수지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돈분액비 활용에 의한 풋거름 작물의 생산성 향상은 농경지 토양에 유기물 함량을 증진시키며, 

이로 인해 후작물 생산성 향상과 양분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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