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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t of the plastic vinyl house areas are filled with many fertilizer materials for the year-round cultivation of 

crops. The sequence cultivation of specific crops is deficient in essential elements, salt accumulation, excess, 

and deficiency of nutrient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oil properties and watermelon 

productivity in plastic film houses according to the short-term crop rotation in the continuous watermelon- 

cultivated soils. The short-term rotation crops selected were watermelon, pumpkin, sesame, spinach, radish 

and soybean.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 the following crop rotation of soybean and sesame, the volume 

density decreased, the porosity increased, and the ratio of the solid phase in the soil was lowered. After the 

experiment pH and exchangeable Mg increased in all treatments irrespective of the crop rotation, and EC and 

available phosphorus decreased with sesame, spinach, radish, and soybean rotation. Soil organic matter 

(SOM) increased in soybean and sesame rotation treatments and decreased in watermelon, pumpkin, spinach, 

and radish rotation treatments. Among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watermelon, stem diameter, plant length, 

and fresh weight showed good growth in spinach, radish, and soybean rotation treatments, and watermelon 

continuous cropping and pumpkin rotation treatment generally showed poor growth. The yields of watermelon 

were increased by 7 - 8% to 45,620 and 46,030 kg ha-1, respectively, in radish and soybean rotation treatments, 

compared with 42,730 kg ha-1 of watermelon continuous cropping treat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ddition of short-term rotational crops such as radish and soybean crops could improv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and improve watermelon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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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of soil chemical properties according to rotation crop after experiment.

Rotation crop system
(spring + autumn)

pH
(1:5)

EC
(dS m-1)

OM
(g kg-1)

Av. P2O5

(mg kg-1)

Exch. cations (cmolc kg-1)

K Ca Mg

†W + Watermelon 

2015 6.2 b‡ 4.60 ab 22.5 b 315 b 0.34 a 8.5 ab 2.7 ab

2016 6.3 ab 4.63 ab 20.8 bc 320 b 0.37 ab 8.6 ab 2.9 a 

2017 6.3 ab 4.80 a 17.8 c 327 ab 0.36 ab 8.4 ab 2.7 ab 

W + Pumpkin

2015 6.2 b 4.50 ab 23.2 b 324 ab 0.33 ab 8.5 ab 2.7 ab 

2016 6.2 b 4.70 a 22.1 b 341 a 0.41 a 8.5 ab 2.9 a 

2017 6.4 ab 4.82 a 16.0 c 354 a 0.42 a 8.6 ab 2.9 a 

W + Sesame

2015 6.3 ab 4.20 bc 22.4 b 302 bc 0.29 ab 8.3 b 2.6 b 

2016 6.4 ab 3.65 cd 23.7 ab 288 c 0.30 ab 8.3 b 2.5 bc 

2017 6.4 ab 3.40 cd 24.6 a 265 c 0.27 ab 8.2 bc 2.4 bc 

W + Spinach

2015 6.3 ab 4.20 bc 22.0 b 322 b 0.30 ab 8.5 ab 2.8 ab 

2016 6.4 ab 4.07 c 21.5 b 332 ab 0.25 b 8.5 ab 2.9 a

2017 6.5 a 3.70 cd 18.9 c 347 a 0.22 b 8.6 ab 2.9 a 

W + Radish 

2015 6.3 ab 4.30 b 23.1 ab 310 b 0.29 ab 8.3 b 2.5 bc 

2016 6.3 ab 3.72 cd 19.6 c 282 c 0.28 ab 8.1 c 2.3 c 

2017 6.4 ab 3.32 d 20.0 bc 277 c 0.22 b 8.0 c 2.3 c 

W + Soybean 

2015 6.2 b 4.10 c 21.8 bc 308 bc 0.28 ab 8.6 a 2.8 ab 

2016 6.3 ab 3.70 cd 22.8 b 301 bc 0.25 ab 8.7 a 2.7 ab 

2017 6.4 ab 3.20 d 25.4 a 285 c 0.26 ab 8.7 a 2.5 bc 
†W: watermelon,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probability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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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수박은 토양환경 적응성이 비교적 높고 토양비옥도가 낮은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작물이나 시설재배지와 

같은 환경에서는 연작으로 인한 염류집적, 투수성 감소 등 물리 화학적 성질이 악화되면 생육이 저하되고 품질이 떨어

지는 등 토양환경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시설재배지는 연중 작물재배를 위하여 많은 양의 비료물질을 투입하고 내부의 고온 및 강우의 차단으로 인한 염류

집적 (Cho et al., 2009, 2011a, 2011b)과 3 - 4년 정도 특정작물을 연작하게 되면 염류장해와 토양병해가 발생하여 생

육이 저조하고 품질과 수량이 떨어진다 (Park et al., 1994; Ryu et al., 1995; Jun and Park, 2001). 또한 연작은 필수원

소 및 미량원소의 결핍, 유해균 및 유해물질이 축적 (Corcoran, 1970; Bhowmik and Doll, 1982) 된다.

수박은 염류에 비교적 약한 작물로 토양 검정을 통한 추천시비량을 권장하고 있다 (NIAST, 2016). 그러나 시설재

배지에서 과다시비, 연작에 의한 유효인산 등 염류의 과다집적 (NIAST, 2005, 2009) 및 병원균 등은 작물의 생육부

진, 수량감소 및 품질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Kwon et al., 2001; Rahman et al., 2007).

최근에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가 이슈화 되면서, 농업환경에 대한 안전성,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뿐

만 아니라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는 농업환경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유지시켜 

지속 안정생산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Karlen and Cambardella (1996)는 윤작은 환경을 보전하면

서 농업환경을 유지하는 핵심기술로 합리적인 작부체계는 지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작물의 잔

사나 토양 유기물의 저장은 토양의 물리적 특성 변화에 영향을 주며 (Carteret al., 2009), 토양 병해를 감소시키는 효

과가 있다 (Scholte, 1987; Pedersen and Hughes, 1992). 또한 유기재배에서 작부체계를 잘 구상하면 관행재배에 비

하여 토양에서 발생하는 병 발생정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Workneh and Bruggen, 1994). 그리고 작

부체계 내에서 토양미생물 변동상을 이해하면 수량 감소를 최소화 하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윤작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Shuijin et al., 2006). 대부분의 시설재배지는 경제성 작물을 재배하므로 윤작, 두과작물 재배, 휴경과 

같은 토양관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나 연작에 따른 특정 병의 발생, 염류집적, 양분불균형 등 연작장해가 

발생함에 따라 토양관리에 대한 우려와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시설수박재배지에서 1기작으로 수박을 재배하고 2기작에 박과 작물이 아닌 작물을 재배하는 윤작시스

템을 도입하여 이러한 작부체계가 토양특성의 변화와 수박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며 효과적인 시설재배지 

토양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험을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시설재배지에서 후작물 재배가 시설재배지 토양환경 특성 변화와 수박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 위치한 수박연구소 시설하우스에서 2014년 7월 20일 후작물 재배부터 2017년 7월 5일 전작물 수박 

수확까지 수행하였다. 전작물로 수박을 재배하고 후작물로 수박 (Citrullus lanatus Thunb.)을 대조작물로 박과작물

인 호박 (Cucurbita moschata. L.), 두과작물인 콩 (Glycine max. L.), 특용작물인 참깨 (Sesamum indicum. L), 엽채류

인 시금치 (Spinacia oleracea. L.), 근채류인 무 (Raphanus sativus. L.) 6작물을 선정하여 재배하였다. 전작물 수박은 

4월 상순에 재식거리를 45 × 250 cm으로 정식 하였으며 후작물로 수박은 7월 중순 45 × 250 cm, 호박은 7월 중순 45 × 

250 cm, 참깨는 7월 중순 40 × 40 cm, 콩은 7월 중순 20 × 60 cm, 무는 8월말 30 × 60 cm의 재식거리로 정식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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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금치는 9월말 흩어뿌림을 하였다 (Table 1). 시험에 사용한 모든 작물재배에서 생산된 농산부산물은 토양에 환원하

였다.

Table 1. Crop rotation system.

Rotation crop system
2014 2015 2016 2017

Spring Autumn Spring Autumn Spring Autumn Spring

Plot 1 (P.T.M.D.†) W‡. (4.6.) W. (7.20.) W. (4.4.) W. (7.19.) W. (4.6.) W. (7.21.) W. (4.5.)

Plot 2 (P.T.M.D.) W. (4.6.) P. (7.20.) W. (4.4.) P. (7.19.) W. (4.6.) P. (7.21.) W. (4.5.)

Plot 3 (P.T.M.D.) W. (4.6.) Ses. (7.20.) W. (4.4.) Ses. (7.19.) W. (4.6.) Ses. (7.21.) W. (4.5.)

Plot 4 (P.T.M.D.) W. (4.6.) Sp. (9.25.) W. (4.4.) Sp. (9.26.) W. (4.6.) Sp. (9.26.) W. (4.5.)

Plot 5 (P.T.M.D.) W. (4.6.) R. (8.30.) W. (4.4.) R. (8.29.) W. (4.6.) R. (8.30.) W. (4.5.)

Plot 6 (P.T.M.D.) W. (4.6.) Soy. (7.20.) W. (4.4.) Soy. (7.19.) W. (4.6.) Soy. (7.21.) W. (4.5.)

†P.T.M.D.: planting time (month, day).
‡W.: watermelon, P.: pumpkin, Ses.: sesame, Sp.: spinach, R: radish, S.: soybean. 

시비 및 작물관리 시험에 사용한 화학비료 중 질소는 요소, 칼륨은 염화가리, 인산은 용과린을 사용하였으며, 

유기물원인 볏짚과 부산물비료 (이하 퇴비)는 전량 시험 전에 밑거름으로 처리하였다. 시비량은 농촌진흥청 작물별 

비료 사용처방 기술 (NIAST, 2016)에 따라 수박의 표준시비량 (N-P2O5-K2O = 138-49-87 kg ha-1)을 시용하였으며, 

P2O5는 밑거름으로 처리하고, N와 K2O는 시비기준량의 50%를 밑거름으로 수박 정식 20일전에 시비하였고, 잔량을 

2회로 나누어 웃거름으로 관주 시비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수박 (Citrullus lnnatus Thunb.) 품종은 ‘삼복꿀’, 대목은 

박 (Lagenaria leucenth Standl.)인 ‘불로장생’으로 정식 전 육묘상에서 2일 순화시키고 묘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충

해 방제를 위하여 적용약제를 예방 살포하였다. 야간저온에 대비하여 4월 말까지 소형터널을 설치하여 온도 및 습도

를 관리하였으며, 정식 후 본엽 4 - 5매 일 때 적심한 후 원줄기와 건실한 아들줄기 2본을 선택하여 3줄기를 유인하였

다. 수분은 수정벌을 이용하여 1주일간 실시하였고, 15 - 21절에 주당 3과를 착과 시킨 후, 건전한 1과를 남기고 나머

지는 적과하였으며, 기타 재배방법 및 관리는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관리하였다. 후작물의 시비는 작물의 검정시비량

을 기준으로 시비하였으며 기타 재배방법 및 관리는 작물별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관리하였다. 작물의 생육과 과실특

성 등은 농업과학기술연구 조사분석기준 (RDA, 2003)에 준하여 초장, 절간장, 절수, 과중 등을 조사하였고, 당함량은 

당도계 (Atago, PAL-1,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토양 및 식물체분석 토양화학성 분석은 Augar를 이용하여 표토 0 - 20 cm 깊이의 토양을 채취한 다음 음지에

서 자연건조 시킨 후 2 mm체를 통과한 토양을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국립농업과학원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2000)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토양의 pH와 EC는 시료와 증류수를 1:5의 비율로 혼합하여 30분간 진탕 한 후 

pH는 pH meter (Radiometer M-92, Denmark)로 측정하였고 EC는 Conductivity meter (YSI-32, Ohio, USA)로 측정

하였다. 유기물 함량은 Tyurin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으로 비색계를 이용하여 (Varian Carry 50, Australia) 측정

하였다. 치환성 양이온 K, Ca, Mg는 1N ammonium acetate로 침출하여 ICP (Varian Vista-Pro, Australia)로 분석하

였으며, 토성은 Micropipette법으로 입경분포를 조사하여 미국농무성 (USDA)의 분류체계에 따라서 결정하였다 

(Miller and Miller, 1987). 토양물리성 지표인 용적밀도, 공극율 및 삼상분석은 수박 수확이 끝난 다음 100 cm3 부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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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치 Core로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중량법으로 분석하였다. 수박을 재배하기 위한 시험전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토양화학성은 농촌진흥청 (NIAST, 2016)에서 제시하는 수박 재배지 적정범위 (pH 6.0 - 6.5, OM 

20 - 30 g kg-1, Avail. P2O5 350 - 450 mg kg-1, Exch. K+ 0.70 - 0.80 cmolc kg-1, Exch. Ca2+ 5.0 - 6.0 cmolc kg-1, Exch. 

Mg2+ 1.5 - 2.0 cmolc kg-1, 전기전도도 (EC) 2 dS m-1 이하에 비하여 유효인산, 치환성 K은 적정범위보다 낮은 수준이

었으며, 전기전도도 (EC) 및 치환성 Ca, Mg은 적정범위에 비하여 높았다. 토성은 모래 37.2%, 미사 35.3%, 점토 

27.5%인 사양토 이었다.

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s used of the experiment.

Divisions
pH

(1:5)

EC

(dS m-1)

OM

(g kg-1)

Av. P2O5

(mg kg-1)

Exch. cations (cmolc kg-1) Soil 

textureK Ca Mg

6.2 4.51 24.0 308 0.32 8.5 2.6 Sandy loam

Optical range† 6.0 - 6.5 2.0< 20 - 30 350 - 450 0.70 - 0.80 5.0 - 6.0 1.5 - 2.0

†It is a source of NIAST (2016).

식물체중의 무기성분 분석을 위하여 수박 근부로부터 50 cm떨어진 엽을 수박 수확 직전 매년 채취하여 증류수로 

수세하여 70°C에서 48시간 건조 후 분쇄하여 시료로 이용하였으며 3년간의 평균값을 Table 7에 나타내었다. 식물체

는 H2O2-H2SO4로 습식분해하여 인산은 Vanadate법, K, Ca, Mg는 ICP (Varian Vista-Pro, Australia)로 분석하였으며, 

T-N는 열전도도검출기 (TCD, Thermal Conductivity Detector)의 원리를 이용한 질소분석기 (Vario Max, German)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분석항목에 따른 실험결과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처리간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SAS 프로그램 (SAS Institute, 2006)을 이용하여 던칸의 다중검정을 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변화 Yoo (2000)는 용적밀도는 자연 상태인 토양의 비중으로 토양구조를 반영하고 

공기유통이나 물의 저장능력 등을 나타내며 유기물 함량, 토성 및 구조에 따라 변한다고 하였으며, Hwang et al. (1988)

은 고추 연작재배지에서 고추 연작재배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만큼 토양물리성이 악화되어 생산성 저하의 원인이 된

다고 보고하였다. Table 3은 시험 후 토양물리성의 특성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토양물리성 중 용적밀도는 수박, 호박, 

시금치 재배지에서는 변화가 적었으나, 참깨, 콩, 무 재배지에서는 유의성 있게 낮아진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참깨나 콩의 농산부산물 투입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토양에 유기물을 시용하면 부식이 증가되어 입단화로 인한 토

양 용적밀도가 감소되고, 보수력이 증가되어 소성 및 액성한계가 증가된다고 보고 (Darwish et al., 1995; Bille and 

Terry, 1998)하였으며 Park et al. (2011)은 작약 연작으로 인해 공극율과 용적밀도가 감소하여 동일작목 연작으로 인

한 물리성이 악화 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산부산물이 투입된 콩과 참깨 재배지에서 용적밀도가 감소

하고 공극율은 증가한 결과를 보여 농산부산물 투입에 의하여 물리성이 개선되었다고 사료되었다. Zhang et al. 

(2017)과 Bak and Lee (2021)에 의하면 콩 재배로 인하여 토양물리성이 개선되었다는 것은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

를 뒷받침하는 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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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soil physical properties according to rotation crop after experiment.

Rotation crop system

(spring + autumn)

Bulk density

(g cm-3)

Porosity Solid phase Liquid phase Gaseous phase

     --------------------------------------- (%) ---------------------------------------

Before experiment 1.45 42.6 55.3 16.2 28.5

†W + Watermelon 1.41 a‡ 47.0 ab 53.0 ab 14.7 a 32.3 a

W + Pumpkin 1.43 a 48.3 a 51.2 b 15.0 a 33.9 a

W + Sesame 1.37 b 48.8 a 51.7 b 13.9 a 34.4 a

W + Spinach 1.42 a 44.4 b 55.6 a 12.8 a 31.6 a

W + Radish 1.37 b 48.2 a 51.8 b 16.3 a 31.9 a

W + Soybean 1.35 b 49.0 a 51.0 b 15.4 a 33.6 a

†W: watermelon.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probability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무 재배지에서 용적밀도가 감소된 것은 무가 근채류로서 땅속깊이 파고 들어간 것으로 사료되며 시금치 재배지에

서 공극율이 가장 낮은 이유는 빈번한 관수와 시금치가 표토에서 자라는 영향으로 생각된다. 토양 3상 중 고상은 시금

치 재배지와 수박 재배지에서 높았으며, 호박, 참깨, 무, 콩 재배지에서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액상과 기상은 

후작물재배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4는 후작물 재배에 따른 토양화학성의 변화이다. Uhm et al. (2001)은 시설 가지 재배지에서 토양화학성은 

시설재배 년수 증가에 따라 전 성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염농도와 치환성 염기의 축적량이 증가된다고 보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수박 연작재배지는 유기물 함량을 제외하고는 pH, EC, 유효인산 등이 증가하여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후작물 재배에 따른 토양화학적 특성은 시험전에 비하여 pH와 치환성 Mg은 작물에 따른 차이는 적었으

나 후작물 재배로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 대부분의 시설재배 농가들은 경지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동일 포장을 이용한 

장기간 연작이 불가피하므로 토양의 염류집적 문제와 함께 뿌리혹선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Cho et al., 2000; Park, 

2000; Byeon et al., 2014). 염류집적은 작물의 생산성 감소 및 품질저하를 초래하여 농가수입의 감소로 연결되어 농

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전기전도도는 후작물로 수박 연작재배와 호박 재배지는 시험전 4.51 dS m-1에 

비하여 각각 4.80, 4.82 dS m-1로 6 - 7% 증가하였다. 반면에 무와 콩 재배지에서는 각각 3.32, 3.20 dS m-1로 26 - 29% 

감소하여 염류집적을 경감하기 위하여 콩이나 무를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유기물 함량은 콩이나 참깨 재배지에서 증가하였으며 수박, 호박, 시금치, 무재배지에서는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콩이나 참깨는 수박이나 호박작물에 비하여 농산부산물이 많이 생산되어 이를 투입한 결과라 판단된

다. 유효인산 함량은 수박, 호박, 시금치 재배지에서 증가하였으며, 참깨, 무, 콩 재배지에서 감소하여 Ahn et al. (2007)

의 보고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치환성 양이온 K, Ca, Mg는 후작물 재배에 따라 다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무 재배지에서는 시험전에 비하여 치환성 양이온 K, Ca, Mg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무가 치환성 양이온 

K, Ca, Mg을 많이 흡수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더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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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of soil chemical properties according to rotation crop after experiment.

Rotation crop system

(spring + autumn)

pH

(1:5)

EC

(dS m-1)

OM

(g kg-1)

Av. P2O5

(mg kg-1)

Exch. cations (cmolc kg-1)

K Ca Mg

†W + Watermelon 

2015 6.2 b‡ 4.60 ab 22.5 b 315 b 0.34 a 8.5 ab 2.7 ab

2016 6.3 ab 4.63 ab 20.8 bc 320 b 0.37 ab 8.6 ab 2.9 a 

2017 6.3 ab 4.80 a 17.8 c 327 ab 0.36 ab 8.4 ab 2.7 ab 

W + Pumpkin

2015 6.2 b 4.50 ab 23.2 b 324 ab 0.33 ab 8.5 ab 2.7 ab 

2016 6.2 b 4.70 a 22.1 b 341 a 0.41 a 8.5 ab 2.9 a 

2017 6.4 ab 4.82 a 16.0 c 354 a 0.42 a 8.6 ab 2.9 a 

W + Sesame

2015 6.3 ab 4.20 bc 22.4 b 302 bc 0.29 ab 8.3 b 2.6 b 

2016 6.4 ab 3.65 cd 23.7 ab 288 c 0.30 ab 8.3 b 2.5 bc 

2017 6.4 ab 3.40 cd 24.6 a 265 c 0.27 ab 8.2 bc 2.4 bc 

W + Spinach

2015 6.3 ab 4.20 bc 22.0 b 322 b 0.30 ab 8.5 ab 2.8 ab 

2016 6.4 ab 4.07 c 21.5 b 332 ab 0.25 b 8.5 ab 2.9 a

2017 6.5 a 3.70 cd 18.9 c 347 a 0.22 b 8.6 ab 2.9 a 

W + Radish 

2015 6.3 ab 4.30 b 23.1 ab 310 b 0.29 ab 8.3 b 2.5 bc 

2016 6.3 ab 3.72 cd 19.6 c 282 c 0.28 ab 8.1 c 2.3 c 

2017 6.4 ab 3.32 d 20.0 bc 277 c 0.22 b 8.0 c 2.3 c 

W + Soybean 

2015 6.2 b 4.10 c 21.8 bc 308 bc 0.28 ab 8.6 a 2.8 ab 

2016 6.3 ab 3.70 cd 22.8 b 301 bc 0.25 ab 8.7 a 2.7 ab 

2017 6.4 ab 3.20 d 25.4 a 285 c 0.26 ab 8.7 a 2.5 bc 

†W: watermelon.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probability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수박 생육 및 수량특성 전작물 재배 후 후작물 재배시 전작물 잔유물의 특정성분이 후작물의 발아 및 생육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작물 bitter grass와 후작물 옥수수, 그리고 전작물 호박과 귀리, 무 등의 후작물에서 

타감작용 (allelopathy)으로 발아억제, 생육억제가 보고 (Gliessman, 2000)된 바 있으나 경제작물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는 없다. 윤작 작물 재배 후 수박을 1기작으로 4월 상순에 정식하여 정식 후 30일 생육상황을 조사하였다 (Table 5). 

Table 5. Growth characteristics of watermelon in the 30 days after watermelon planting according to rotation crop.

Rotation crop system

(spring + autumn)

Inter length

(cm)

Stem diameter

(mm)

Leaf length

(cm)

Leaf width

(cm)

Plant length

(cm)

†W + Watermelon 10.4 ab‡ 10.8 b 20.1 a 20.4 b 197 a

W + Pumpkin 10.3 b 10.8 b 20.1 a 20.8 a 197 a

W + Sesame 10.6 ab 11.2 a 20.1 a 20.4 b 202 a

W + Spinach 10.7 a 11.1 ab 20.3 a 20.7 ab 199 a

W + Radish 10.8 a 11.3 a 20.1 a 20.5 ab 200 a

W + Soybean 10.7 a 11.3 a 20.2 a 20.7 ab 202 a

†W: watermelon.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probability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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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의 절간장은 호박 재배지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경경은 박과 작물인 수박과 호박 재배

지에서 경경은 가늘었으며 참깨, 시금치, 무, 콩 재배지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엽장은 시금치 재배지

에서 가장 길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엽폭은 호박 재배지에서 가장 넓었으며, 만장은 작물 윤작에 따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6은 수박 수확기 생육특성이다. 절간장은 수박과 호박 재배지에서 가장 유의적으로 짧았으

며, 절수 및 생체중은 후작물 재배지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수박의 경경, 만장, 생체중은 시금치, 무, 콩 

재배지에서 양호한 생육을 보였다. 박과 작물 (수박, 호박)을 연작한 재배지에서는 생육이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6. Growth characteristics of watermelon in the harvest time according rotation crop.

Rotation crop system

(spring + autumn)

Inter length

(cm)

No. of nodes

(ea plant-1)

Stem diameter

(mm)

Plant length

(cm)

Fresh weight

(kg plant-1)

†W + Watermelon 10.9 b‡ 38.1 a 13.6 b 403 a 1.44 a 

W + Pumpkin 10.8 b 37.5 a 13.7 ab 403 a 1.44 a

W + Sesame 11.1 ab 34.9 a 13.6 b 404 a 1.46 a 

W + Spinach 11.1 ab 39.6 a 13.8 a 408 a 1.51 a 

W + Radish 11.5 a 38.5 a 13.8 a 410 a 1.51 a 

W + Soybean 11.2 ab 40.1 a 13.9 a 409 a 1.53 a 

†W: watermelon.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probability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후작물 재배에 따른 수박 식물체 무기성분 함량 후작물 재배에 따른 수박의 잎과 줄기중의 무기성분 함량

은 Table 7과 같다. T-N, 인산, 가리, 칼슘 및 마그네슘은 수박 연작재배에 비하여 다른 후작물 재배지에서 전반적으로 

높았다. Kim et al. (2012)의 윤작작물 재배 후 감자 재배시 칼슘을 제외하고는 질소 등 다량성분이 유의성 있는 차이

가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잎과 줄기중의 질소함량은 수박 연작재배지에서 가장 낮았으며 시금

치 재배지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인산함량은 수박 재배지에서 가장 낮았고 참깨 재배지에서 가장 높은 함량

을 보여 후작물 재배지간에 성분함량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7. Inorganic contents of watermelon leaves according to rotation crop.

Rotation crop system

(spring + autumn)

T-N P2O5 K2O CaO MgO

----------------------------------------------- (%) -----------------------------------------------

†W + Watermelon 1.34 c‡ 0.47 c 1.25 b 10.89 bc 2.05 b

W + Pumpkin 1.54 bc 0.57 ab 1.72 a 10.77 bc 2.08 b

W + Sesame 1.48 bc 0.65 a 1.62 a 12.87 a 2.30 ab

W + Spinach 2.06 a 0.58 ab 1.37 b 10.07 c 2.14 b

W + Radish 1.80 b 0.53 b 1.62 a 11.42 b 2.48 a

W + Soybean 1.86 b 0.50 b 1.69 a 11.59 b 2.50 a

†W: watermelon.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probability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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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작물 재배에 따른 수박의 수량구성 요소 및 당도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과중은 대조구인 수박 연작재배지 7.2 

kg/개에 비하여 무와 콩 재배지에서 각각 7.6 kg/개로 개당 0.4 kg 증가하였으며, 당도는 수박 연작재배지 11.1 Brix에 

비하여 무와 콩 재배지에서 11.4, 11.5 Brix로 0.3 - 0.4 Brix 높았다. 수박 연작재배지에서 당도는 다른 후작물 재배보

다 낮아져 Kim et al. (1997)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수량 저하와 품질의 저하를 막기 위해서는 윤작과 같

은 합리적인 작부체계가 필요하리라 본다. 이러한 결과는 박과 작물 재배에 비하여 콩이나 무 같은 작물을 윤작함으로

써 토양환경이 개선되어 수박의 과중과 품질이 향상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Keinath (1996)은 수박 재배지에서 콩 

보다 양배추 잔여물 투여는 수박의 생육과 수량을 증가시켜다는 보고가 있어 작물에 따라 생육특성이 달라질 수 있음

을 시사하고 있다.

Table 8. Watermelon quantity and sugar content according to rotation crop.

Rotation crop system

(spring + autumn)

Fruit weight

(kg ea-1)

Fruit length Fruit width Fruit thickness Sugar content

(°Brix)----------------------------- (cm) -----------------------------

†W + Watermelon 7.2 c‡ 25.2 a 24.2 a 0.9 b 11.1 ab 

W + Pumpkin 7.2 c 24.9 a 25.1 a 1.0 ab 11.0 b 

W + Sesame 7.4 bc 25.4 a 25.6 a 1.0 ab 11.2 ab 

W + Spinach 7.4 bc 25.4 a 25.7 a 1.0 ab 11.3 ab

W + Radish 7.6 a 25.8 a 25.8 a 1.1 a 11.4 ab 

W + Soybean 7.6 a 25.7 a 26.1 a 1.1 a 11.5 a

†W: watermelon.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probability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수박의 상품과율과 상품수량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9에 나타내었다. 후작물 재배에 따른 수박의 열과, 소과, 피수

박 등을 제외한 비상품과율은 박과 작물 (수박, 호박) 재배지에서 8.9 - 9.7%로 박과작물 이외의 작물 재배지에 비하여 

높았으며 콩 재배지에서는 가장 낮았다. 수박의 상품율은 90.2 - 91.6%를 나타냈으며, 상품수량은 수박 연작재배지 

42,730 kg ha-1에 비하여 무와 콩 재배지에서 각각 45,620, 46,030 kg ha-1로 7 - 8% 증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후작물로 

박과 작물을 연작하기 보다는 무나 콩을 재배하여 윤작을 함으로써 생산성이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Table 9. Product marketable yield and commodity rate of watermelon according to rotation crop.

Rotation crop system

(spring + autumn)

Non-marketable fruit rate Commodity 

rate

Marketable 

yield

(kg ha-1)

Yield 

index
Puffy fruit Malformed fruit Sum

------------------------------------ (%) ------------------------------------

†W + Watermelon 5.5 ab‡ 3.4 ab 8.9 b 91.1 b 42,730 b 100

W + Pumpkin 5.8 a 3.9 a 9.7 a 90.2 b 42,940 b 100

W + Sesame 5.4 ab 3.5 ab 8.9 b 91.3 ab 44,060 ab 103

W + Spinach 5.3 ab 3.2 b 8.5 b 91.4 ab 44,360 ab 104

W + Radish 5.3 ab 3.3 b 8.6 b 91.4 ab 45,620 a 107

W + Soybean 5.1 b 3.3 b 8.4 b 91.6 a 46,030 a 106

†W: watermelon.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probability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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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본 시험은 시설재배지에서 수박 후작물 재배가 토양의 이화학성 특성 및 수박의 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수박 후작물로 콩, 시금치, 무 등 6작물을 선정하여 재배한 후 토양이화학성 및 수박의 생육 및 

수량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후작물로 콩과 참깨 재배지에서 용적밀도가 감소되었고 공극율은 높아졌으며, 토

양 3상중 고상은 낮아졌다. 시험 후 토양화학성은 pH와 치환성 Mg는 후작물 재배지에 관계없이 모든 작물 재배지에

서 증가하였으며 전기전도도 (EC)와 유효인산은 참깨, 시금치, 무, 콩 재배지 순으로 감소하였다. 토양 유기물 함량은 

콩 재배지나 참깨 재배지에서 증가하였으며 수박, 호박, 시금치, 무 재배지에서는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수박의 생육

특성 중 경경, 초장, 생체중은 시금치, 무, 콩 재배지에서 양호한 생육을 보였으며 수박과 호박 재배지에서는 대체적으

로 생육이 저조한 결과를 보였다. 수박의 상품수량은 수박 재배지 42,730 kg ha-1에 비하여 무와 콩 재배지에서 각각 

45,620, 46,030 kg ha-1로 7 - 8% 증수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시설수박재배지에서 수박 후작물로 재배되는 작물

은 무와 콩이 적합하였으며 이들 작물 재배는 토양물리화학성을 개선 및 수박생산성을 향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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