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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ng grasslands and cultivating forage crops on reclaimed tidal land in winter and early spring can con-

tribute to improving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reducing fine dust, and increasing feed self-sufficiency. 

Ryegrasses that adapt well to reclaimed land include tall fescue (Festuca arundinacea Schreb.) and Italian 

ryegrass (Lolium multiflorum Lam.), which are a cool-season perennial and a winter annual, respectively. To 

evaluate the salt uptake by winter crops and the soil desalinization, tall fescue and Italian ryegrass were grown 

twice for 3 years on Saemangeum reclaimed tidal land. The nutrient uptake and dry matter yield of crops were 

low in reclaimed tidal land compared to inland agricultural land, reflecting the nutrient-poor condition of the 

reclaimed tidal land. The crops removed 6.4 - 10.3 kg ha-1, 9.8 - 12.5 kg ha-1, and 4.1 - 12.2 kg ha-1 for Ca, Mg, 

and Na per winter cultivation, respectively. Soil salinity significantly (P < 0.05) decreased in Italian ryegrass 

cultivation plot compared with control and tall fescue cultivation plots, reflecting salt removal by Italian 

ryegrass which was higher in salt uptake than tall fescue. These results suggest that creating grassland and 

cultivating forage crops on reclaimed tidal land in winter and early spring can contribute to soil desalinization 

along with the supply of forage containing high concentrations of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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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oval of Ca, Mg, K, and Na from soil by tall fescue and Italian ryegrass grown in Seamangeum reclaimed tidal land.

Removal by tall fescue (kg ha-1) Removal by Italian ryegrass (kg ha-1)

Ca Mg K Na Ca Mg K Na

First cultivation† 6.4 ± 1.1‡ 10.0 ± 1.5 106 ± 14 4.1 ± 0.9 10.3 ± 0.9 12.1 ± 1.4   89 ± 9   6.1 ± 0.7

Second cultivation 6.2 ± 0.7   9.8 ± 0.9 88 ± 7 6.6 ± 1.1   9.6 ± 1.7 12.5 ± 1.2 111 ± 6 12.2 ± 2.7

†The first and second cultivation was conducted between 2019 and 2020, and between 2020 and 2021.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n = 3).

Ⓒ  The Korean Society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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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해안에 조성된 간척지 토양은 일반적으로 염농도와 나트륨 및 마그네슘 비율이 높고 유기물과 양분 함량이 낮음에

도 불구하고 (Ahn et al., 2016), 부족한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하기 위한 시도가 꾸준히 이루어

지고 있다 (Lee et al., 2003, 2016, 2020). 유기물 공급을 위해 유기물질을 처리하거나 작물 재배 후 잔재물을 토양에 

환원하기도 하고 (Yang et al., 2009; Bae et al., 2018; Kim et al., 2018), 염류 또는 나트륨성 토양 개량을 위해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방법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Lee et al., 2015, 2016). 고려해야 할 또 다른 문제로 간척지의 비산먼지 발

생이 있다. 간척지 토양은 일반적으로 실트 함량이 높고 유기물 함량이 낮아 해안가의 거센 바람으로 비산될 가능성이 

높다 (Hyun et al., 2021). 특히 비산먼지는 건조한 봄에 작물 수확 후 나지상태의 농경지에서 발생하기 쉽다 (Hwang 

et al., 2009; Hyun et al., 2021). 이와 같이 해안 간척지에서 작물재배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있고, 이를 종합적으로 개

선하기 위한 농경지관리가 필요하다.

가을에 작물을 수확한 후 동계작물을 재배하거나 토양 표면이 덮이도록 초지를 형성하는 것에는 여러 이점이 있다. 

경제적으로는 나지상태로 방치하는 것에 비해 동계작물 재배로 농가 소득이 증가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동계작물 재배는 토양에 유기물을 공급할 수 있고 질소 고정 식물은 다음 작물에 필요한 양분도 공급할 

수 있으며 (Yang et al., 2009), 식물에 의한 토양 피복은 토양 침식을 줄일 수 있다 (Hyun et al., 2021). 특히 간척지의 

경우 동계 및 봄철에 휴경 농경지를 식물로 피복하는 것은 부족한 유기물과 양분을 토양에 공급하고 간척지에서의 비

산먼지 발생을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것이다.

간척지에서 동계 작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점이 있다. 먼저 가축 사료는 국내 자급률이 낮은 

상황으로 (Yang et al., 2016; MAFRA, 2020), 간척지에서 사료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수입 사료를 대체할 수 있다. 그

리고 간척지에서 사료작물 재배는 가축에 필요한 영양소로서 무기물을 공급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축이 사료

로 일반 조사료를 주로 이용할 경우 무기물, 비타민 등이 부족할 수 있어 이들 영양소가 배합된 배합사료 또는 미네랄 

블록을 같이 급여해 주기도 한다 (Na et al., 2013). 따라서 염농도가 높은 간척지에서 재배한 작물은 무기물 함량이 높

기 때문에 (Shin et al., 2005), 추가로 공급해야 할 무기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경제적 이점이 있다. 또한 동계 휴경

기간 동안 사료작물로 염류를 흡수 제거함으로써 토양 제염효과와 함께 다음 작물의 염류피해를 줄이는 데에 긍정적

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간척지에서의 사료작물 재배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동계 사료 작물 중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봄과 

가을에 수확할 수 있는 다년생 목초이고, 비교적 내염성이 좋아 타 사료작물에 비해 간척지에서의 건물 수확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Yang et al., 2012). 또한 톨페스큐는 월동 후 5월에 수확할 수 있는 일년생 목초이고, 최근 간척지 

적응력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대규모 면적에서 시험재배를 성공하였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 (NIAS, 2020). 지

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간척지에서 재배 가능한 사료작물 선발 및 재배기술에 중심을 두었고, 식물에 의한 토양염류 제

거에 대해 소개한 사례는 있으나 (Son et al., 2016), 사료작물의 염류 흡수 및 토양 제염에 대한 현장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계사료 작물 재배에 따른 토양의 제염 효과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톨페스큐 및 이탈리안라

이그라스에 대한 간척지 현장 재배 시험을 진행하고, 작물의 염류 제거 및 토양 염농도 변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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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시험지역 및 토양특성 본 연구는 전북 김제시 광활면에 위치한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새만금간척지 

연구시험포장 내 초지조성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포장 (1 ha)을 이용하였다. 시험포장은 2018년에 조성되었고, 본 시

험연구 전에는 갈대가 자생하였다. 시험포장 주위로 배수로가 설치되어 있고, 강우 시 토양의 물 빠짐은 양호하였으

며, 약 60 m 거리에 폭 30 - 60 m의 하천이 위치하고 있었다. 토양은 실트함량이 96%인 실트토 (silt soil)이고, 토양 

pH는 7.3으로 약알칼리성이었다. 1:5 비율의 물 침출 용액으로 측정한 토양의 전기전도도 (EC1:5)는 0.04 dS m-1, 포

화침출액의 전기전도도 (ECe)는 0.32 dS m-1로 제염이 진행된 상태였고, ECe/EC1:5 비율은 8.0이었다 (Table 1). 토양 

유기물 함량은 4.8 g kg-1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교환성 양이온은 마그네슘 이온 (Mg2+)이 3.9 cmolc kg-1으로 가장 높

았고, 나트륨 이온 (Na+)은 0.4 cmolc kg-1으로 가장 낮았다.

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tudy site in Saemangeum reclaimed tidal land.

pH1:5

EC1:5

(dS m-1)

ECe†

(dS m-1)

Organic matter

(g kg-1)

Total N

(g kg-1)

Exchangeable cations (cmolc kg-1) Sand

(%)

Silt

(%)

Clay

(%)
Texture

Ca Mg K Na

7.3 0.04 0.32 4.8 0.30 1.2 3.9 0.8 0.4 0.5 96.0 3.5 Silt

†Electrical conductivity of a saturated soil paste extract.

사료작물 재배시험 본 연구는 간척지에서 재배할 동계사료작물로 톨페스큐 품종인 그린마스터2호 (Festuca 

arundinacea Schreb.)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품종인 그린콜 (Lolium multiflorum Lam.)을 선정하였고, 시험 처리구

로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나지 (대조구), 톨페스큐 (TF) 재배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IRG) 재배구를 두었으며, 각 처

리구의 면적은 0.5 ha으로 총 면적은 1.5 ha이었다. 처리구에서 작물재배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2회 진행되었고, 

대조구에서 작물은 재배하지 않고 나지 상태로 유지하였다. 1차 재배를 위해 TF 및 IRG 종자는 2019년 10월 16일에 

60 kg ha-1의 양으로 줄뿌림하였다. 비료는 요소, 용성인비, 염화칼륨을 이용하여 N-P2O5-K2O 기준으로 TF 재배구에 

153-275-160 kg ha-1로 시비하였고, 파종 일에 밑거름 (80-200-70 kg ha-1)과 월동 후 3월4일에 웃거름 (73-75-90 kg 

ha-1)으로 나누어 주었다. IRG 재배지는 140-120-120 kg ha-1로 시비하였고, 파종 일에 밑거름 (42-60-60 kg ha-1)과 

월동 후 3월 4일에 웃거름 (98-60-60 kg ha-1)으로 나누어 주었다. 1차 재배 작물은 2020년 5월 21일에 수확하였다. 다

음 재배 시작일인 2020년 10월 15일까지 TF 재배지는 휴경하였고, IRG 재배지는 질소질 비료를 53, 42 kg ha-1으로 2

회 분시하면서 3회 더 예취하였다. 이때 수확한 양은 조사하지 않았다. 2차 재배는 2020년 10월 15일에 진행하였으며, 

IRG재배지는 종자를 60 kg ha-1의 양으로 줄뿌림하였고 IRG재배지는 10 - 15 cm 높이로 작물을 예취하였다. 비료는 

요소, 용성인비, 염화칼륨을 이용하여 N-P2O5-K2O 기준으로 TF 재배구에 115-150-180 kg ha-1로 시비하였고, 파종 

일에 밑거름 (42-75-90 kg ha-1)과 월동 후 3월4일에 웃거름 (73-75-90 kg ha-1)으로 나누어 주었다. IRG 재배지는 

140-120-120 kg ha-1 시비하였고, 예취 후 (42-60-60 kg ha-1)와 월동 후 3월 4일에 웃거름 (98-60-60 kg ha-1)로 나누

어 시비하였다. 2차 재배 작물은 2021년 5월 10일에 수확하였다. 재배시험 기간 동안 자연 강우로 물을 공급하였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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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onthly mean precipitation and air temperature during the two growing seasons.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y

First cultivation

Precipitation (mm) 86.6 55.6 30.9 79.1 59.0   22.1 22.2 111.9

Air temperature (°C) 16.1 10.4   4.0   3.3   3.9     7.6 10.3   17.6

Second cultivation

Precipitation (mm)   6.8 49.6 30.9 32.3 23.3 100.3 46.4   81.5

Air temperature (°C) 14.5   9.4   1.8   0.0   4.1     8.4 13.2   17.1

시료 채취 및 분석 1차 재배시험은 초지가 조성된 후에 진행하였다. 10 cm 내외 크기로 싹이 돋아 있었던 2020

년 3월 3일에 토양을 채취하였고 (1차 토양), 작물 수확기에 토양 (2차 토양)과 식물체를 채취하였다. 2차 재배시험의 

경우 파종 및 비료시비 전에 토양 (3차 토양)을 채취하였고, 수확기에 토양 (4차 토양)과 식물체를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는 각 처리구를 세 구획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토양시료는 0 - 0.2, 0.2 - 0.4, 0.4 - 0.6 m의 깊이에서 각각 채취

하였고, 각 구획별로 3개 지점에서 채취하여 혼성하였으며, 이때 각 구획별로 식물체도 같이 채취하였다. 또한 수확기

에 작물 수확량 (건물중) 조사를 위해 1 m × 1 m 면적에서 식물체를 채취한 후 65°C에서 72시간 건조하여 무게를 측

정하였다. 간척지 재배와의 비교를 위해 완주군에 있는 일반 논에서 재배한 작물을 채취하였다. 1차 시험은 일반 농경

지에서 채취한 작물에 대해 성분분석을 하였고, 2차 시험은 생육 및 성분분석을 진행하였다.

토양은 풍건 후 2 mm 체로 거른 후 분석에 이용하였고, 식물체는 65°C 건조기에서 항량으로 건조하여 무게를 잰 

후 곱게 분쇄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토양의 pH와 염농도 (전기전도도, EC1:5)는 토양시료를 1:5 비율의 증류수로 침

출하여 각각 pH 측정기 (SevenCompact S220, Mettler Toledo, Switzerland)와 전도도측정기 (455C, Istek, Korea)로 

측정하였다. 토양 염농도로서 ECe는 ECe/EC1:5 비율 (8.0)을 이용하여 EC1:5로부터 추정하였다. 토양의 교환성 양이

온 (Ca2+, Mg2+, K+, Na+)은 pH 7의 아세트산암모늄 용액으로 침출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ICP-OES 

730-ES, Varian, USA)로 분석하였다. 식물체의 금속 (Ca, Mg, K, Na) 함량은 식물체 시료를 H2SO4-HNO3-HClO4 

혼합산으로 분해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로 분석하였고, 식물체의 수용성 음이온 (NO3

-, PO4

3-, SO4

2-) 함

량은 식물체 시료를 97°C에서 1시간 중탕 및 1시간 진탕하고 시린지필터로 거른 후 이온크로마토그래피 (ICS-1100, 

Dionex, USA)로 분석하였으며, 식물체의 질소 함량은 원소분석기 (Flash 2000 Series, Thermo, USA)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대한 통계 분석은 R 프로그램 (R i368 3.4.1)을 이용하였고, 간척지와 일반 농경지 사이의 비교는 t-검

정을 실시하였고, 토양 화학성 비교는 유의수준 5%에서 던컨다중검정을 실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작물 생육 및 성분 간척지에서 사료작물의 수확량은 TF에 비해 IRG가 더 높았고, 재배 차수 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Table 3). 1차 재배에서 IRG의 건물중 (6.43 Mg ha-1)은 TF (4.57 Mg ha-1)에 비해 41% 더 높았고 (P < 0.05), 

2차 재배에서도 IRG (7.32 Mg ha-1)가 TF (4.92 Mg ha-1)에 비해 51% 더 높았다 (P < 0.05). 일반 농경지에서 재배한 

선행 연구에서 TF 건물중이 15.00 - 16.93 Mg ha-1, IRG가 9.06 - 10.10 Mg ha-1인 것에 비해 크게 낮았다 (Lee et al., 

2014; Kim et al., 2016). 본 연구에서도 2차 재배시기에 비교를 위해 타지역 일반 농경지에서 재배한 작물의 생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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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였으며, TF가 10.1 Mg ha-1, IRG가 13.7 Mg ha-1으로 간척지에서 사료작물의 수확량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간척지에서 재배한 선행 연구에서는, 염농도가 0.22% (3.4 dS m-1)인 토양에서 재배한 IRG의 건중량이 6.7 Mg 

ha-1였고 (Shin et al., 2005), 염농도가 0.2 - 2.8 dS m-1 범위의 토양에서 재배한 IRG의 건중량이 9.4 Mg ha-1였다 

(Yang et al., 2012). 본 연구에서 시험한 간척지는 토양 ECe가 0.5 dS m-1 이하이고, 염류 토양으로 분류되는 4 dS m-1

보다 크게 낮았음에도 (Table 1), IRG 건중량 (6.43 - 7.32 Mg ha-1)은 비슷하거나 낮았다. 따라서 토양 염농도 외에도 

다른 요인들이 작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

Table 3. Dry matter yield of tall fescue and Italian ryegrass grown in Saemangeum reclaimed tidal land and inland 

agricultural land.

Dry matter yield (Mg ha-1)

First cultivation† Second cultivation

Tall fescue Italian ryegrass Tall fescue Italian ryegrass

Reclaimed tidal land 4.57 6.43   4.9   7.4

Inland agricultural land NA‡ NA 10.1 13.4

†The first and second cultivation was conducted between 2019 and 2020, and between 2020 and 2021, respectively.
‡Not applicable.

본 연구에서 작물의 낮은 수확량은 재배기간 중 기상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간척지 토양의 화학성 및 물리성 불량, 

토양 양분 부족 등이 원인일 수 있다 (Lee and Yun, 2014; Lee et al., 2016). 먼저 본 논문에 작물 생육 변화에 대해 결

과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1차 재배에서 TF는 월동 이후부터 4월까지 생육이 저조해졌고 IRG는 입모율이 100%에서 

80%로 낮아졌으며, 이 시기 3월과 4월의 월강수량이 각각 22 mm로 낮았던 것이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다 (Table 2). 

간척지토양은 수분보유력이 낮아 강우가 적은 시기에 작물 생육은 더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Lee and Yun, 

2014). 2차 재배에서는 파종한 IRG의 입모율이 월동 전부터 90%로 낮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2차 재배 시험이 시

작되기 전후인 9월13월-11월11일 사이의 강수량이 17 mm로 낮았던 것이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토양 조건을 살펴보면, 해안 간척지의 특징으로 토양의 점토와 유기물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 작물에 필요한 양

분도 부족하거나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Lee et al., 2016). 토양의 비옥도 문제는 식물체의 양분 상태로 확인할 

수 있다. 먼저 1차 재배에서 작물의 질소 함량은 일반 농경지보다 간척지 재배에서 더 낮았다 (Table 4). TF의 질소 함

량은 일반 농경지 재배에서 2.4%였으나 간척지 재배에서 1.7%로 크게 낮았고 (P < 0.05), IRG도 일반 농경지 (1.9%)

에 비해 간척지 (1.1%)에서 크게 낮았다 (P < 0.05). 반면에 2차 재배에서는 일반 농경지 작물의 질소 함량이 1차에 비

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오히려 일반 농경지에 비해 간척지의 작물 질소 함량이 더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척지

에서 수확량이 낮았기에 질소 외에도 다른 영양원소의 영향이 더해졌을 것이다.

식물체의 수용성 음이온 중에서 인산 (PO4

3-)은 1차 및 2차 재배 모두 일반 농경지보다 간척지에서 낮았다 (Table 

5). 간척지에서 1차 재배한 식물체의 수용성 인산 함량은 일반 농경지의 45 - 47% 수준이었고, 2차 재배에서는 50 - 

73% 수준으로 낮았다. 식물체의 수용성 질산 (NO3

-)은 1차 재배에서 일반 농경지보다 간척지에서 2 - 3% 수준으로 

매우 낮았지만, 2차 재배에서는 일반 농경지에서 재배한 작물의 농도 감소가 있었고 그 결과 간척지에서 더 높은 함량

을 보였다. 식물체의 수용성 황산 (SO4

2-)은 간척지 재배에 따른 일관된 경향은 없었고, 단지 간척지 재배는 1차 재배

에서 TF, 2차 재배에서 IRG가 일반 농경지 재배보다 더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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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Nitrogen content of tall fescue and Italian ryegrass grown in Saemangeum reclaimed tidal land and inland 

agricultural land.

N content (%)

First cultivation† Second cultivation

Tall fescue Italian ryegrass Tall fescue Italian ryegrass

Reclaimed tidal land 1.7 ± 0.3‡ 1.1 ± 0.2 1.2 ± 0.2 1.3 ± 0.3

Inland agricultural land 2.4 ± 0.2 1.9 ± 0.2 0.90 ± 0.03 0.73 ± 0.02

P <0.05 NS§ <0.01 <0.01

†The first and second cultivation was conducted between 2019 and 2020, and between 2020 and 2021, respectively.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n = 3) and compared using student’s paired t-test.
§Not significant.

Table 5. Water soluble nitrate, phosphate, and sulfate content of tall fescue and Italian ryegrass grown in Saemangeum

reclaimed tidal land and inland agricultural land.

Tall fescue (%) Italian ryegrass (%)

NO3
- PO4

3- SO4
2- NO3

- PO4
3- SO4

2-

First cultivation†

Reclaimed tidal land 0.001 ± 0.001‡ 0.37 ± 0.07 0.50 ± 0.05 0.003 ± 0.003 0.35 ± 0.08 0.25 ± 0.02

Inland agricultural land 0.060 ± 0.023 0.81 ± 0.08 0.50 ± 0.04 0.081 ± 0.006 0.76 ± 0.01 0.59 ± 0.01

P <0.05 <0.01 NS§ <0.001 <0.001 <0.001

Second cultivation

Reclaimed tidal land 0.007 ± 0.001 0.24 ± 0.02 0.58 ± 0.08 0.008 ± 0.003 0.26 ± 0.01 0.69 ± 0.02

Inland agricultural land 0.005 ± 0.0002 0.48 ± 0.01 1.05 ± 0.01 0.004 ± 0.001 0.36 ± 0.01 0.64 ± 0.01

P <0.01 <0.001 <0.001 NS§ <0.001 <0.05

†The first and second cultivation was conducted between 2019 and 2020, and between 2020 and 2021, respectively.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n = 3) and compared using student’s paired t-test.
§Not significant.

작물의 다량원소 중 Ca 함량이 간척지가 일반 농경지에 비해 더 낮았다 (Table 6). 1차 재배에서 TF의 Ca 함량은 간

척지가 일반 농경지의 47% 수준이었고, IRG는 35% 수준이었다. 2차 재배에서는 두 작물 모두 더 낮은 수준을 보였다. 

작물의 K 함량은 1차 재배에서 간척지가 더 낮았지만, 2차 재배에서는 간척지와 일반 농경지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식물체 Na 함량은 1차 재배에서 TF의 경우 간척지가 일반 농경지의 445% 수준으로 높았고, 2차 재배

에서 TF와 IRG 모두 간척지가 일반 농경지에 비해 각각 459%, 469% 수준으로 높았다. 또한 식물체 Mg 함량은 1차 

재배에서 TF의 경우 간척지가 일반 농경지의 130% 수준으로 높았고, 2차 재배에서 TF와 IRG 모두 간척지가 일반 농

경지에 비해 각각 171%, 2,225% 수준으로 높았다. Na가 다른 양이온과 비교하여 차지하는 비율[Na/(Ca+Mg+K)]을 

비교하였을 때 TF와 IRG 모두 간척지 재배가 일반 농경지 재배보다 높았다. 따라서 작물의 질소, 인산, 칼슘 함량을 

고려하였을 때 간척지에서 재배한 TF와 IRG는 필수영양원소가 부족함을 알 수 있고, 이것이 작물의 생육을 부진하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했을 것이다. 1차와 2차 재배를 비교하였을 때 작물과 토양 표토의 Ca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고 (Table 6, Fig. 2), 특히 일반 농경지에 비해 작물의 Ca 함량이 낮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간척지에서 고갈되기 쉬운 

양분에 대한 시비 관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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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ent of Ca, Mg, K, and Na in tall fescue and Italian ryegrass grown in Saemangeum reclaimed tidal land and 

inland agricultural land.

Tall fescue (%) Italian ryegrass (%)

Ca Mg K Na Ca Mg K Na

First cultivation†

Reclaimed tidal land 0.14 ± 0.02‡ 0.22 ± 0.03 2.32 ± 0.32 0.09 ± 0.02 0.16 ± 0.01 0.19 ± 0.02 1.39 ± 0.14 0.10 ± 0.01

Inland agricultural land 0.30 ± 0.01 0.17 ± 0.002 3.29 ± 0.12 0.02 ± 0.002 0.45 ± 0.01 0.19 ± 0.003 2.71 ± 0.02 0.13 ± 0.004

P <0.001 NS§ <0.01 <0.01 <0.001 NS <0.001 <0.05

Second cultivation

Reclaimed tidal land 0.13 ± 0.01 0.20 ± 0.02 1.80 ± 0.15 0.08 ± 0.02 0.13 ± 0.02 0.16 ± 0.02 1.49 ± 0.08 0.12 ± 0.04

Inland agricultural land 0.25 ± 0.01 0.12 ± 0.003 1.81 ± 0.02 0.02 ± 0.01 0.33 ± 0.01 0.07 ± 0.002 1.38 ± 0.01 0.02 ± 0.002

P <0.001 <0.01 NS <0.01 <0.001 <0.001 NS <0.05

†The first and second cultivation was conducted between 2019 and 2020, and between 2020 and 2021, respectively.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n = 3) and compared using student’s paired t-test.
§Not significant.

간척지에서 재배한 동계 사료 작물의 염류 제거량은 원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비료로 공급한 K의 경우 1

차와 2차 재배에서 각각 89 - 106 kg ha-1와 88 - 111 kg ha-1 만큼 제거되었다 (Table 7). Ca, Mg, Na 등은 비료로 공급

하지 않았지만 상당량이 제거되었다. Ca는 1차와 2차 재배에서 각각 6.4 - 10.3 kg ha-1와 6.2 - 9.6 kg ha-1 만큼 제거되

었고, Mg는 10.0 - 12.1 kg ha-1와 9.8 - 12.5 kg ha-1 만큼 제거되었으며, Na는 4.1 - 6.1 kg ha-1와 6.6 - 12.2 kg ha-1 만

큼 제거되었다. 특히 본 연구 토양에서 Mg은 다른 양이온에 비해 토양에 높은 비율로 존재하였고 (Table 1), 2차 재배

에서 식물체 Mg 함량은 일반 간척지에서 재배한 것에 비해 더 높았으며 (Table 5), 일반 조사료에 대해 조사한 선행 연

구에서 TF의 Mg 함량이 0.15%인 것에 비해 높았다 (Na et al., 2013). 따라서 동계 사료 작물을 재배함으로써 간척지 

토양에서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염, 특히 마그네슘을 제거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봄철 

목초를 가축 사료로 이용할 경우 마그네슘 결핍이 나타날 수 있는데 (Yang et al., 2016), 간척지에서 재배한 TF와 

IRG은 마그네슘 함량이 높아 양질의 사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The amount of Ca, Mg, K, and Na removed from soil by tall fescue and Italian ryegrass grown in Saemangeum 

reclaimed tidal land.

Removal by tall fescue (kg ha-1) Removal by Italian ryegrass (kg ha-1)

Ca Mg K Na Ca Mg K Na

First cultivation† 6.4 ± 1.1‡ 10.0 ± 1.5 106 ± 14 4.1 ± 0.9 10.3 ± 0.9 12.1 ± 1.4   89 ± 9   6.1 ± 0.7

Second cultivation 6.2 ± 0.7   9.8 ± 0.9 88 ± 7 6.6 ± 1.1   9.6 ± 1.7 12.5 ± 1.2 111 ± 6 12.2 ± 2.7

†The first and second cultivation was conducted between 2019 and 2020, and between 2020 and 2021, respectively.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n = 3).

토양 화학성 변화 초지 및 사료작물을 재배함에 따라 간척지의 토양 pH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0 - 0.2 

m의 표토에서 그 경향이 뚜렷했다 (Fig. 1). 대조구의 경우 1차 재배 시기인 2020년 3월에 채취했을 때 pH는 7.5였고 

그 후 증가 및 감소하다가 2차 재배 수확기인 2021년 5월에 채취하였을 때 pH는 7.1로 0.4만큼 낮아졌다. TF와 IRG를 

재배할 경우 시기별 0 - 0.2 m 깊이의 토양 pH 변화는 대조구와 비슷하였지만, 최종 pH 변화 폭은 더 컸다. TF 재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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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pH는 7.4에서 6.4로 1.0만큼 낮아졌고, IRG 재배의 경우 6.8에서 5.6으로 1.2만큼 낮아졌다.

토양 염농도 (ECe)는 모든 처리구에 대해 0.5 dS m-1 이하였고, IRG를 제외하고 시기별 뚜렷한 변화는 없었다 (Fig. 

1). 또한 토양 깊이별로 염농도는 유의적인 차이 없이 비슷한 값을 보였다. 토양 염농도는 일반적으로 해안 간척지에

서 관찰되는 염농도 수준에 비해 낮았고 (Ryu et al., 2020), 우리나라 밭토양의 염농도가 0.6 - 1.0 dS m-1 (평균 0.75 

dS m-1) 수준인 것과 비교해도 낮았다 (Kim et al., 2019). 사료작물 재배지역을 포함하여 대조구까지 낮은 염농도를 

보인 것은 사료작물 재배 전에 이미 상당한 양의 염이 제거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IRG 재배의 경우 1차 재배 후

에 ECe가 0.07 dS m-1이하로 크게 낮아졌다가 그 후 초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였다. IRG 재배 토양에서 염

농도가 낮아진 원인은 본 연구로 확인할 수 없었고, 생육이 좋은 IRG의 염류 흡수에 의한 제염 효과가 있거나 토양 물

리성 개선에 따른 염의 용탈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또한 IRG 재배 토양의 염농도가 다시 본래 수준으로 증가한 것도 본 

연구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선행 연구에 의하면 간척지 자생식물을 토양에 환원할 경우 토양의 염농도가 증가할 수 

Fig. 1. pH and ECe of soil at non-vegetated (Control), tall fescue (TF), and Italian ryegrass (IRG) plot in Saemangeum 

reclaimed tidal land in (a, b) March 2020, (c, d) May 2020, (e, f) October 2020, and (g, h) May 2021. Horizontal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of the mean values (n = 3). ns, not significant; *P < 0.05; **P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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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고되었고 (Kim et al., 2018), 본 연구에서도 지하부 뿌리를 포함한 유기물의 분해가 염농도 증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다. IRG 재배 결과에 의하면 사료 작물 재배에 의한 제염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간척지 환경에 따

라 다시 재염화 (re-salinization)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간척지 토양의 교환성 양이온 함량은 시기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2). 전체 처리구 및 전체 깊

이를 평균하였을 때, 1차 재배 초기인 2020년 3월 토양 (1차 토양)은 4가지 양이온의 합이 6.3 cmolc kg-1였다. 그러나 

1차 재배 수확기인 2020년 5월 채취 토양 (2차)은 Na+이온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양이온의 합이 6.8 cmolc kg-1

로 증가하였고, 2차 재배기에 채취한 3차 및 4차 토양은 각각 5.2 cmolc kg-1와 5.0 cmolc kg-1으로 감소하였다. 교환성 

Fig. 2. Concentration of exchangeable Ca, Mg, K, and Na of soil at non-vegetated (Control), tall fescue (TF), and Italian 

ryegrass (IRG) plot in Saemangeum reclaimed tidal land in (a) March 2020, (b) May 2020, (c) October 2020, and (d) May 

2021. Horizontal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of the mean values (n = 3). ns, not significant; *P <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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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2+ 이온은 1차 토양에 비해 4차 토양에서 농도가 크게 감소하였고, Ca2+와 K+이온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

나 교환성 Na+ 이온은 2차 토양에서 증가하였다고 그후 다시 본래 수준으로 낮아졌다. 조사한 4가지 양이온에 대해 대

조구에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낮아지고 있어, 이는 작물 재배에 의한 제염 외에 자연적 제염에 의한 변동 효과가 있음

을 보여준다. 대조구에서도 자생식물에 의해 제염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경운하여 식물을 토양에 환원하였기에 대

조구에서 식물에 의한 제염효과는 적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작물의 지상부 바이오매스의 1회 수확에 따른 염 제거를 

토양 중 교환성 양이온 변화량 (토양 깊이 0.6 m 기준)으로 변환하였을 때, 토양 중 Ca2+, Mg2+, K+, Na+ 이온은 각각 

0.06, 0.13, 0.35, 0.04 cmolc kg-1 만큼 감소할 수 있고 지하부 뿌리까지 고려한다면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토양 중 농도가 높은 Mg의 작물 흡수량이 높다는 것을 고려할 경우 염류토양에서는 작물에 의한 제염 효과가 더

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간척지에서 겨울 및 초봄 사이에 초지 조성 및 사료작물 재배에 따른 작물의 염류 흡수 및 토양 제염 효과

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새만금 간척지에 톨페스큐 (TF)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IRG)를 3년동안 2회 재배하

였다. 양분이 부족한 간척지 토양 환경이 반영되어 일반 농경지에 비해 간척지 재배에서 작물의 양분 흡수량 및 건물 

수확량이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물은 간척지 토양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염류를 흡수 제거하였고, 1회 재배당 

제거된 양은 Ca, Mg, Na가 각각 6.4 - 10.3 kg ha-1, 9.8 - 12.5 kg ha-1, 4.1 - 12.2 kg ha-1였다. 작물의 생육량 및 염류 제

거량이 높았던 IRG 재배구에서 토양 염농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간척지에 동계 초지조성 및 사료작물 

재배로 무기질을 함유한 조사료 수확과 함께 토양 염농도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제염이 이루어진 

간척지 토양에서 진행되었고, 간척지의 일반적 염농도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염류 토양에서의 추가적인 재배 시

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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