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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letized livestock manure compost is easy to handle and thus increasingly used as an orgranic amendment. 

The effectiveness of granular livestock manure compost (GLMC) was investigated at different times, with 5, 

15, 25 and 35 days before transplanting rice plots. After two years of administration of GLMC, pH, available 

P2O5, exchangeable K, Ca, and Mg decreased and organic matter content increased, compared to the soil 

before the test. The faster the treatment time of GLMC, the lower the organic matter content. But the T-N was 

the same in the control, 5 and 15 days before transplanting rice plots. In flooded soil, the N mineralization of 

GLMC proceeded 2 weeks later than inorganic fertilizers and 1 week later than livestock manure compost. 

Rice growth and quantity showed similar results in control and 25 days before transplanting rice plot. When 

GLMC was used, the protein content of white rice was lower than that of control plot, and there was no 

difference in amylose, whiteness, and palatabilit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white rice quantity and the 

treatment time of the GLMC was Y = -0.075X2 + 3.982X + 492.74 (R2 = 0.7722), and the treatment time to 

obtain the highest quantity of white rice was 26.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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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rice yield and treatment time of granular livestock manure com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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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나라 농업은 다량의 농자재 투입에 의한 생산량을 증대하는 집약적 농업을 추진하여 왔다. 무기질비료가 도입

되기 전 가축분뇨는 작물 생육에 매우 중요한 양분 공급원으로 활용되어 왔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무기질비료를 대체

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 (Bouwman and Booij, 1998).

농경지 토양 중 유기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3% 내외로 매우 적지만 토양의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유기물은 지속적인 작물 생산을 위해 토양 비옥도를 증진시킬 수 중요한 요인이다 (Yun et al., 2007). 가

축분뇨는 유기물과 비료성분이 높아 농경지에 환원하면 소중한 유기물 자원이 되고, 토양의 양이온교환용량 및 유효

인산을 증가시키고, 작물생육을 촉진 시키며, 토양 입단화와 완충력 증대 등 물리적인 특성을 개선하고, 토양생물상

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rnal and Kirchman, 1992; Hwang et al., 1993; Park et al., 

2001; Chang et al., 2008; Kim et al., 2008; Lee et al., 2012a; Ryoo, 2014). 즉, 가축분뇨를 사용하여 제조한 가축분

퇴비는 비료공정규격에서 부숙유기질비료의 한 종류로 지정되어 있고, 적정량을 사용하면 병해충 저항성 증대, 지력

증진, 농산물 품질 향상 및 수량 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 (Gilmour et al., 1998; Yang et al., 2007). 가축분퇴비에는 식

물과 미생물 생육에 필요한 질소, 인, 칼륨과 같은 양분을 포함하고 있어 농경지토양에 사용할 경우 토양화학성과 미

생물 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Nair and Ngouajio, 2012; Kim et al., 2014).

최근에는 축산업이 대형화되면서 다량의 축산분뇨가 발생하고, 가축분뇨에 의한 대기, 수질 및 토양오염이 증가하

고 있으며 (Gerber et al., 2005), 과도한 사용에 따라 토양에 질소와 인 축적을 초래한다 (Stumborg et al., 2005).

볏짚을 가축사료로 사용하면서 논 토양의 유기물함량은 점차 낮아지고 (Yang et al., 2010), 무기질비료나 유박종

류의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면서 지력 저하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특히 전북도내 농경지에 투입 가능한 양보다 초과 생

산되고 있는 가축분퇴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논 토양의 지력을 유지 ‧ 증진 시키면서 무기질비료나 유박종류의 유

기질비료를 대체할 필요가 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가축분퇴비는 분상형태로 제조되기 때문에 논에 사용할 경우 퇴

비입자가 수면위로 떠올라 쉽게 수계로 유실되어 비점오염원으로써 수질 부영양화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퇴비입

자 형태를 개선하여 논에서 효율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기

질비료 원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가축분퇴비 활용기술을 체계화하여 유기질비료를 대신할 수 있다면 

수입대체 효과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논에서 입상형태의 가축분퇴비 활용기술을 검정하여 논 토양 비옥도를 유지 ‧ 증진시키고, 친환경 

벼 재배 농가에 유박종류의 유기질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가축분퇴비 활용방법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시험재료 및 처리내용 시험에 사용한 벼 품종은 신동진으로 전북농업기술원 종자사업소에서 분양받아 육묘하

여 2017년부터 2년간 전북 익산시 용안만 칠목리 농가포장 (E126.58.43.06 N36.05.16.63)에서 재배시험을 실시하였

다. 매년 6월 10일경에 30 × 14 cm 간격으로 이앙하였고, 수확은 매년 10월 30일 경에 실시하였다. 시험토양은 부용

통의 미사질양토 (모래 13.4%, 미사 62.8%, 점토 23.8%)이며, 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논 토양 양분함량 적정

범위 보다 유기물함량과 교환성 Mg이 높은 농경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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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ected chemical properties of soil in the experimental field.

Item
pH

(1:5, H2O)

OM

(g kg-1)

Avail. P2O5

(mg kg-1)

Exch. cation (cmolc kg-1) Avail. SiO2

(mg kg-1)K Ca Mg Na

Before planting 6.1 31 87 0.28 5.4 2.7 0.10 159

Optimal range† 5.5 - 6.5 20 - 30 80 - 120 0.2 - 0.3 5.0 - 6.0 1.5 - 2.0 - 157<

†RDA.

사용한 가축분 입상퇴비는 우분 50%, 계분 30%, 돈분 10%, 수피 5%, 미강 4%, 미생물 1%를 혼합하여 90일간 발

효와 후숙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분말퇴비를 지름 5 mm 크기로 성형하여 제조하였으며, 입상 강도와 원만한 작업을 

위해 수분은 21 - 28% 수준으로 유지하였다. 수분이 21% 이하가 되면 입상제조기에 마찰열이 생겨 화재발생이 있었

고, 28% 이상이 되면 입상형태가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상의 조건으로 제조한 입상퇴비 비료성분

은 Table 2와 같았다.

Table 2. Chemical components of granular livestock manure compost used.

OM T-N P2O5 K2O CaO MgO Water content

-------------------------------------------------------------------- (%, dw) --------------------------------------------------------------------

51.0 1.4 2.1 3.5 2.2 1.4 26.6

시비량은 작물별 시비처방 기준 (NAAS, 2010a)에 따라 벼 표준시비량 (N-P2O5-K2O = 90-45-57 kg ha-1)을 무기

질비료로 시비한 처리구를 대조구로 하고 가축분 입상퇴비를 질소기준으로 환산하여 90 kg N ha-1를 전량 밑거름으

로 살포하였다. 대조구 시비방법은 밑거름으로 질소 50%, 인산 100%, 칼리 70%를 시비하고, 분얼기에 질소 20%, 출

수기에 질소와 칼리를 각각 30%씩 시비하였다. 사용한 비료는 질소의 경우 요소, 인산은 용성인비, 칼리는 염화칼륨

을 사용하였다. 입상퇴비 처리시기는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서 유기질비료 (유박)를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이앙전 5일

을 기준으로 10일 간격으로 살포하고 경운한 시험구 4처리 (이앙전 5, 15, 25, 35일)를 배치하여 사용 시기를 설정하

고자 하였고, 무기질비료의 경우 표준재배법에 따라 이앙 3일전에 시비하였다.

각 처리구 면적은 225 m2이었고, 단구제로 배치하였다. 모든 처리구의 담수는 농가들이 관행적으로 수행하는 방식

으로 이앙 5일전에 실시하고 경운하였다. 잡초 방제는 중패단계 (600 - 700 마리 kg-1)의 왕우렁이를 시중에서 구입하

여 50 kg ha-1 수준으로 이앙 7일 후에 방사하였다.

토양 및 비료 분석방법 토양특성은 벼 이앙전과 수확기에 표토 0 - 20 cm 깊이의 토양을 채취하여 음지에서 자

연 건조시킨 후 2 mm 체를 통과시켜 농촌진흥청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2000)과 토양화학분석법 (NAAS, 

2010b)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성은 micro pipette법으로 입자밀도를 조사하고, 미국농무부 분류기준에 준하

여 판정하였다 (Gee and Bauder, 1986). 토양 pH는 토양과 증류수를 1:5 (w/v)로 혼합하여 30분간 진탕한 후 pH 

meter (Orion 3STAR, Thermo Scientific, Singapore)로 측정하였고, EC는 conductivity meter (Orion STAR A212, 

Thermo Scientific, Singapore)로 측정하고 환산하였으며, 유기물은 Tyurin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으로 측정하

였다. 그리고 총질소는 Kjeldahl 증류법을 이용하였고, 교환성 K, Ca, Mg, Na은 1 M ammonium acetate로 침출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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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Integra Dual, GBC, Australia)로 분석하였

으며, 유효규산은 1 M NaOAc로 추출하고, 700 nm에서 비색측정 (Cary 60 UV-vis, Agilent Technologies) 하였다.

가축분 입상퇴비의 유기물함량과 비료성분 분석은 농촌진흥청 비료관리법령 및 관련규정집 (RDA, 2009)에 준하

여 실시하였다.

입상퇴비 무기화 평가 담수 논조건에서 가축분 입상퇴비의 질소 무기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험에 사용한 

논 토양 일정량에 가축분 입상퇴비를 질소 기준 90 kg ha-1 수준으로 처리하였고, 비교하기 위해 무기질비료와 가축분 

분상퇴비 처리구를 같은 조건으로 배치하였다. 25°C에서 담수상태를 유지하면서 1, 4, 7, 14, 21, 30, 45, 60, 90일에 

총질소 (T-N)와 무기질소 (NH4-N)를 측정하였고, 순수한 무기화율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무처리구를 배치하였다. 총

질소는 습토를 Kjeldahl 증류법으로 측정하였고, NH4-N는 2 M KCl 용액으로 치환하여 sulfamic acid와 MgO로 알

칼리화하여 증류 ‧ 적정하여 다음 Eq. 1로 질소무기화율을 산출하였다.

질소무기화율 (%) = NH4-N (mg/kg) / T-N (mg/kg) × 100 (Eq. 1)

벼 생육 및 미질조사 방법 벼 생육 및 수량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사시험연구 조사기준 (RDA, 2013)에 따라 실

시하였다. 초장과 분얼수는 이앙 후 30, 60일에 간장과 수장은 수확 전에 처리구별로 20주씩 3반복으로 표본추출하여 

조사하였다. 백미의 외관 품위는 Grain inspector (Cevitec 1625, Foss)를 이용하여 조사하였고, 단백질 등 화학성은 

Grain analyser (Infratec 1241, Foss)를 이용하여 각 처리별로 3반복 조사하였으며, 엽색도는 엽색계 (SPAD 502 

meter. Minolta, Japan)로 초장과 분얼수를 측정하면서 상위 2번째 잎의 중앙부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조사한 자료의 통계적인 분석은 SPSS (19.0K)를 사용하여 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를 실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토양특성 변화 과잉으로 발생되고 있는 가축분뇨 이용확대를 위해 사용하기 편하고, 논에서 효과증진을 위해 

입상으로 제조하였다. 친환경 벼 재배농가에서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유박)를 가축분 입상퇴비로 대체 효과를 검토

하기 위해 이앙 5, 15, 25, 35일 전에 가축분 입상퇴비를 2년간 같은 처리구에 연용하면서 벼를 재배하였다. 입상퇴비 

연용처리 후 벼를 수확하면서 조사한 토양특성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고, 시험전 토양 (Table 1)과 비교하면 토

양 pH는 감소하였다. 토양유기물 함량은 대조구와 이앙 5일전 처리구는 증가하였지만, 이앙 15 - 35일전 처리구는 감

소하였다. 유효인산은 시험전 보다 모든 처리구가 감소하였고, 대조구 감소폭이 가장 컸다. 교환성 K, Ca, Mg 및 유효

규산은 시험전에 비해 모두 감소하였지만, 교환성 Na은 증가하였다. 본 시험에 사용한 가축분퇴비는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것을 입상으로 제조하였으나, 가축분뇨에서 유입되는 염분으로 토양 중 교환성 Na은 증가하여 사용에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하우스에서 연용하는 것은 염류집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축분 입상퇴비 처리시기별로 토양 pH는 차이가 없었지만, 유기물함량은 입상퇴비를 일찍 처리할수록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입상퇴비 처리시기에 따라 질소무기화가 달라져 토양유기물함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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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 et al. (2017)이 유박비료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얻었다. 유효인산은 무기질비료를 사용한 

대조구는 54 mg kg-1로 가장 낮았고, 가축분 입상퇴비 처리시기가 벼 이앙일에 가까울수록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교환성 K, Ca, Mg은 벼 이앙 25일전 처리구 (총질소 0.18%)가 다른 처리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앙 5일과 15일

전 처리구는 토양 중 총질소 함량 (0.20 - 0.21%)을 고려해볼 때 입상퇴비 무기화가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보여진다.

Table 3. Soil chemical properties responds to treatment time of granular livestock manure compost at rice harvesting 

time.

Treatment

(DBT†)

pH

(1:5, H2O)

OM

(g kg-1)

Avail. P2O5

(mg kg-1)

Exch. cations (cmolc kg-1) Avail. SiO2

(mg kg-1)

T-N

(%)K Ca Mg Na

Control 5.8 a‡ 33 a 54 b 0.25 a 4.9 a 1.4 a 0.19 b 145 a 0.20 a

5 5.9 a 32 a 82 a 0.24 b 4.8 b 1.5 a 0.23 a 142 a 0.21 a

15 6.0 a 29 b 82 a 0.26 a 5.0 a 1.3 a 0.22 a 147 a 0.20 a

25 6.0 a 29 b 74 a 0.27 a 5.1 a 1.5 a 0.22 a 146 a 0.18 b

35 5.8 a 28 b 72 a 0.26 a 5.0 a 1.4 a 0.21 ab 143 a 0.19 b

†DBT: days before transplanting rice.
‡Number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uncan test, p < 0.05).

입상퇴비 질소무기화 작물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질소무기화는 재료 분해특성과 환경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

므로 유기자원의 분해특성을 평가하여 사용 시기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Shin et al., 2016). 따라서 담수상태의 논에서 

가축분퇴비에 함유되어 있는 질소 무기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90일동안 실내조건에서 조사한 결과 Fig. 1과 같다. 

토양 자체의 질소함량을 제외하기 위해 무처리구에서 조사한 값을 빼주었다. 담수조건에서 가축분퇴비 질소무기화

는 무기질비료 대비 가축분 분상퇴비의 경우 7일, 가축분 입상퇴비의 경우 14일 늦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나 무기질

비료 효과와 비슷한 결과를 얻기 위해 담수조건에서 가축분퇴비를 전량 밑거름으로 처리할 경우 무기질비료 보다 7 - 

14일 전에 살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Changes in the N minerlization rate of granular livestock manure compost in paddy soil. ▲, granular livestock 

manure compost; ■, livestock manure compost; ●, inorganic fet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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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기간 동안 토양에 처리한 가축분 입상퇴비의 질소무기화 정도를 유수형성기와 유숙기에 토양 중 총질소 

(T-N)와 NH4-N를 측정하였다 (Table 4). 유수형성기에 토양 중 총질소 함량은 0.27 - 0.29%로 처리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유숙기에는 0.19 - 0.29%로 처리구간에 차이가 있었고, 대조구가 0.19%로 가장 낮았다. 벼 이앙 후 30 - 40

일경에 해당하는 유수형성기에 질소무기화율은 벼 이앙 5, 15, 25일전 처리구가 0.23 - 0.2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

고, 대조구가 0.11%로 가장 낮았다. 벼 이앙후 75 - 80일에 해당하는 유숙기에 질소무기화율은 이앙 15일전 처리구가 

0.28%로 가장 높았고, 대조구와 이앙 35일전 처리구가 0.09와 0.10%로 낮은 수준이었다.

Table 4. N-mineralization in paddy soil on panicle formation stage and milk-ripe stage.

Treatment

(DBT†)

Panicle formation stage (30 - 40 DAT‡) Milk-ripe stage (75 - 80 DAT)

T-N

(%)

NH4-N

(mg kg-1)

NR§

(%)

T-N

(%)

NH4-N

(mg kg-1)

NR

(%)

Control 0.27 3.0 0.11 0.19 2.8 0.09

5 0.29 6.7 0.23 0.27 2.5 0.15

15 0.29 7.0 0.24 0.23 6.4 0.28

25 0.28 6.7 0.24 0.25 3.4 0.13

35 0.28 4.8 0.17 0.29 2.8 0.10

†DBT: days before transplanting rice.
‡DAT: days after transplanting rice.
§NR: N-mineralization rate = NH4-N/T-N × 100.

Fig. 1에서 입상퇴비 질소무기화율이 무기질비료에 비해 2주정도 늦게 최고점에 도달한 것을 고려할 때 시험포장

에서도 이앙 25일전 처리가 대조구와 비슷한 무기화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헀지만, 실제 이앙 35일전 처리구와 비슷하

였다. 이는 실내에서 담수상태의 저산소 암조건에서 수행한 조사와 이앙 5일전까지 건답상태로 있었던 외부 시험포

장 조건이 달라서 나타난 결과라고 판단된다. Kim et al. (2012)의 연구에서는 유기질비료 처리 초기에는 질소무기화

가 급격하게 떨어지고 처리 30일 후부터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Cho and Chang (2007)은 유박을 처리했을 때 

질소 무기화작용은 수분과 온도조건을 달리한 실내항온배양 시험에서 온도, 포장용수량, 사용량이 증가하면 무기태 

질소생성량이 증가한다고 발표하였다. Lee et al. (2012b)도 논토양에서 온도조건과 토성에 따라 식물잔사의 질소무

기화 양상이 달라진다고 하였다.

벼 생육 및 수량 벼 생육상황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벼 이앙 후 30일과 60일에 2회 실시하였다. 벼 이앙 

후 30일에 조사한 초장은 대조구와 이앙 25일전 처리구가 같은 수준을 보였지만, 60일 조사에서는 대조구, 이앙 15일

과 25일전 처리구가 같은 수준을 보였다. 분얼수는 대조구와 이앙 25일전 처리구가 같은 수준으로 가장 많았고, 조사

시기 마다 같은 결과를 보였다. 엽색은 30일 조사에서는 같은 수준이었지만, 60일 조사에서는 대조구, 이앙 15와 25일

전 처리구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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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ice growth status as influenced by treatment time of granular livestock manure compost.

Treatment

(DBT†)

Plant length (cm) No. of tiller (ea plant-1) Chlorophyll contents (SPAD)

30 DAT‡ 60 DAT 30 DAT 60 DAT 30 DAT 60 DAT

Control 53.7 a§ 95.7 a 21.8 a 18.6 a 38.7 a 35.4 a

5 48.6 b 88.0 c 17.7 c 14.8 b 35.7 a 31.6 b

15 49.9 b 93.6 a 18.2 b 15.1 b 36.9 a 33.5 a

25 51.8 ab 94.8 a 19.3 ab 17.3 a 37.3 a 34.4 a

35 50.5 b 89.1 c 18.4 b 15.4 b 37.1 a 31.4 b

†DBT: days before transplanting rice.
‡DAT: Days after transplanting rice.
§Number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uncan test, p < 0.05).

벼를 수확하면서 조사한 간장은 대조구, 이앙 25일전 처리구가 가장 길었고, 이삭길이는 대조구, 이앙 25일과 35일

전 처리구가 21.1 - 21.8 cm로 같은 수준이었다 (Table 6). 벼 등숙비율은 처리구간에 90.5 - 92.3% 범위를 보였는데 

대조구가 가장 높았다. 현미수량은 대조구와 이앙 25일전 처리구가 603.3 - 618.5 kg 10a-1로 가장 많았고, 이앙 5일전 

처리구가 558.7 kg 10a-1으로 가장 적었다. 대조구를 기준으로 수량지수는 이앙 25일전 처리가 97.6으로 대조구와 가

장 근접한 수준이었고, 이앙 5일전 처리가 90.3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입상퇴비 처리를 벼 이앙시기에 근접하게 

처리할수록 벼 수량이 감소한 것은 퇴비의 질소무기화가 늦게까지 지속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무기질비료를 사용

한 대조구와 비슷한 생육상황과 수량을 보이는 시험구는 이앙 25일전 처리구였다.

Table 6. Growth and yield components of rice in response to treatment time of granular livestock manure compost.

Treatment

(DBT†)

Culm length

(cm)

Panicle length

(cm)

Ripened grain rate

(%)

Brown rice weight

(kg 10a-1)

White rice weight

(kg 10a-1)

Yield 

index

Control 66.8 a‡ 21.8 a 92.3 a 618.5 a 569.0 a 100.0

5 62.5 b 19.8 b 90.5 b 558.7 b 514.0 b 90.3

15 63.7 b 20.1 b 90.6 b 571.7 b 525.9 b 92.4

25 65.6 a 21.3 a 91.2 ab 603.3 a 555.1 a 97.6

35 64.8 ab 21.1 a 90.8 b 583.7 b 537.0 b 94.4

†DBT: days before transplanting rice.
‡Number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uncan test, p < 0.05).

가축분 입상퇴비 처리시기와 2년간 조사한 백미수량과의 관계를 식으로 표시하면 Fig. 2에서 보는 같이 Y = 

-0.075X2 + 3.982X + 492.74 (R2 = 0.7722)의 회귀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 관계식에서 최고의 백미수량을 얻을 수 있

는 가축분 입상퇴비 처리시기를 산출하면 이앙 26.5일 전이었고, 수량은 545.6 kg 10a-1으로 나타나, 백미수량을 바탕

으로 가축분 입상퇴비 사용시기는 벼 이앙 26 - 27일 전에 처리하고 경운한 다음 관리하면 최고수량을 얻을 수 있을 것

으로 판단한다. 유박비료 사용시기를 조사한 Moon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벼 이앙 21 - 22일 전, Yang et al., 

2008)은 질소시비량의 70%을 혼합유박으로 사용할 경우 벼 이앙 10 - 15일 전에 사용하면 질소이용율이 높고, 현미

의 단백질 함량이 낮아지고, 수량이 증대한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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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ship between rice yield and treatment time of granular livestock manure compost.

가축분 입상퇴비를 2년간 연용하고 수확한 쌀의 품질을 조사하였다 (Table 7). 가축분 입상퇴비 사용시기에 따라 

쌀의 단백질 함량은 무기질비료를 사용한 대조구에서 6.1%로 가장 높았고, 나머지 처리구는 같은 수준이었다. 사용

한 질소성분량은 모든 9 kg 10a-1으로 같았지만, 무기질비료를 사용한 대조구보다 입상퇴비를 사용한 처리구에서 모

두 낮은 값을 보였다. Amylose, 백도, 완전미율, 식미치는 대조구와 입상퇴비 처리시기간에 차이가 없었다. 입상퇴비 

처리시기가 무기질비료에 비해 단백질 함량은 낮았지만, 다른 미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Table 7. Selected parameters for evaluating the quality of white rice in response to treatment time of granular livestock 

manure compost.

Treatment

(DBT†)

Protein

(%)

Amylose

(%)

Whiteness

(%)

Percent ripened grain

(%)

Palatability

(Toyo-value)

Control 6.1 b‡ 16.7 a 34.8 a 93.8 a 88.1 a

5 5.5 a 16.8 a 33.9 a 94.1 a 88.0 a

15 5.5 a 16.4 a 34.1 a 94.3 a 88.3 a

25 5.6 a 16.3 a 33.4 a 94.7 a 88.8 a

35 5.4 a 16.2 a 33.1 a 94.5 a 88.4 a

†DBT: days before transplanting rice.
‡Number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uncan test, p < 0.05).

따라서 친환경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가축분 입상퇴비를 이앙 25일경에 전량 밑거름으로 사용하고 토양과 

잘 혼합시킨 후 벼를 이앙하면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미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원료를 수입해서 제조

하고 있는 유박비료 대체효과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s

친환경 벼 재배 시 유기질비료를 대체하기 위해 가축분퇴비를 입상화하여 처리시기를 이앙 5, 15, 25, 35일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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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하여 효과를 검토하였다. 가축분 입상퇴비를 2년간 연용에 따라 토양 pH, 유효인산, 교환성 K, Ca, Mg은 감소하

였고, 유기물함량은 증가하였다. 입상퇴비 처리시기가 빠를수록 유기물함량은 감소하였고, T-N은 대조구, 이앙 5일

과 15일전 처리구가 같았다. 담수조건에서 입상퇴비 질소무기화는 무기질비료 보다 2주, 분상퇴비 보다 1주 늦게 진

행되었다. 벼 생육과 수량은 무기질비료를 사용한 대조구와 이앙 25일전 처리구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가축분 입

상퇴비 처리 시 백미 단백질 함량은 대조구 보다 낮았고, amlysoe, 백도, 식미치는 차이가 없었다. 가축분 입상퇴비 처

리시기와 백미수량과 관계식은 Y = -0.075X2 + 3.982X + 492.74 (R2 = 0.7722)을 얻었고, 최고 수량을 얻을 수 있는 

처리시기는 이앙 26.5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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