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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ixtures of legumes and non-legume cropping after rice cultivation are widely used for green manure
production in Korea. However, there is little information on how the species proportion may affect land use
efficient and green manure quality. In this study, green manure N accumulation and Land Equivalent Ratio
(LER) was tested with differential seeding ratios using barley and hairy vetch as a green manure. The species
proportion influences the biomass production (ranging from 10.74 to 13.34 Mg ha-1) and N accumulation
(ranging from 256.3 to 249.7 kg ha-1). The N accumulation in hairy vetch mixed, even at 25% of its full
sowing proportion, was three times higher than that of pure stand of barley. The N accumulation of barley
increased linearly with hairy vetch proportion on the total biomass. The mixtures were more efficient than the
pure crops in terms of biomass production (LER>1) and N accumulation (LER>1). Therefore, this results
suggest that adopting mixture barley with hairy vetch produce a high amount of biomass with higher quality
compared with pure stand of barl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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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 equivalent ratio (LER) for different sowing ratio of barley and hairy vetch in a mixed
cropping. Barley and hairy vetch were grown in mixtures with varying seed ratios, relative to full
sowing rate, i.e., 25% barley + 75% hairy vetch (B25H75), 50% barley + 50% hairy vetch (B50H50),
and 75% barley + 25% hairy vetch (B75H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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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나라 논토양의 양분관리는 대부분 무기질 비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시비관리는 수량 증대에 집중되어 왔다. 다
수확을 위한 무기질 비료의 과다 사용은 환경부하량 증가, 토양 비옥도 감소 및 양분수지 악화를 야기 시키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Nguyen et al., 1995; Keeney, 1982). 따라서 정부는 무기질 비료 사용량 저감을 위해 목표 수량 확
보를 위한 표준시비량 조절, 경축순환, 풋거름 작물 재배 등의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동절기 풋거름 작물 재
배는 양분 및 토양 유출 저감, 유기물 공급, 무기질 비료 사용량 절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Macdonald et al., 2005; Constantin et al., 2011).
현재 국내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풋거름 작물은 화본과와 두과 작물로 나눌 수 있다. 화본과 풋거름 작물은
호밀과 풋거름보리 그리고 두과 풋거름 작물은 헤어리베치와 자운영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휴한기 풋거름 작물의 선
발은 농학적 목적과 재배 환경에 따라 달라진다. 두과 작물의 경우 높은 질소 고정력에 의해서 후작물에 질소를 공급
하므로 무기질 질소 비료의 사용량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Cazzato et al., 2003; Caporali et al., 2004; Campiglia
et al., 2010). 반면 화본과 풋거름 작물은 탄소 공급, 토양 침식 방지 및 농경지에서 수계로 질소 유거를 방지하는 효과
가 있다 (Macdonald et al., 2005; Constantin et al., 2011).
최근 두과와 화본과 풋거름 작물의 농업환경과 농학적 이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혼파에 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고
있다 (Kim et al., 2002; Jeon et al., 2009; Tosti et al., 2012; Tosti et al., 2014). Kim et al. (2002)은 논에서 풋거름 보
리 (4.5 kg/10a)와 헤어리베치 (6.75 kg/10a) 혼파가 풋거름보리와 헤어리베치 단일 파종보다 높은 biomass 생산량을
보였으며, 이는 Tosti et al. (2012)과 동일한 결과이다. 따라서 풋거름 작물 혼파 재배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단위면적
/year 생산량 증가에 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가는 농경지 이용율 제고를 통한 양분수지 저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다모작 집약적 농업에서 동절기 풋거름 작물 활용은 양분수지 개선과 토양비옥도 증진에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동절기 풋거름 작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헤어리베치와 풋거름 보리의 혼파 효과를 Land
Equivalent Ratio (LER), Biomass, 그리고 질소 생산량 측면에서 평가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풋거름 보리와 헤어리베치 적정 파종량 구명을 위한 재배 시험은 유기물 함량이 8.3 g/kg이고 유효인산 함량이 28
mg/kg 인 식양토에서 완전임의배치법으로 수행하였다 (Table 1). 풋거름 작물은 2016년 11월 3일 산파하였으며,
2017년 5월 14일 수확되었다. 헤어리베치와 풋거름 보리의 혼파 비율은 풋거름 보리와 헤어리베치 각각의 표준 파종
량 180 kg/ha (B100)와 90 kg/ha (H100)를 기준으로 25:75 (B25H75), 50:50 (B50H50), 75:25 (B75H25) 비율로 하였
으며, 이때 시비량은 보리 표준시비량에서 질소를 제외한 인산 (75 kg/ha)과 칼륨 (45 kg/ha)을 전량 기비로 시비하였다.
풋거름 작물의 수량은 처리구 당 1 m2 (1m × 1m) 수확하여 풋거름 보리와 헤어리베치를 나누어 계산하였고, 건물
중은 72℃에서 2일간 건조 후 측적하였다. 식물체의 질소 함량은 건조된 시료를 분쇄하여 CNS2000 (Leco,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무기성분 함량은 농촌진흥청 농사시험연구 기준에 따라 분석하였다 (RDA, 2003).
풋거름 작물 혼파에 의한 경지 이용 효율을 추정하기 위한 LER (Land Equivalent Ratio)는 Mead와 Willey (1980)
가 제안한 다음 식에 의해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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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R = Yij/Yii + Yji/Yjj
Yii 와 Yjj 는 풋거름 보리와 헤어리베치의 단독 표준 파종량에 의한 수량
Yij 와 Yji 는 풋거름 보리와 헤어리베치 혼파에 의한 수량

Results and Discussion
단일 풋거름작물 파종과 혼파 사이의 수확기 지상부 수량은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처리구 중에서 가장 높은 풋거
름 작물 수량은 풋거름보리와 헤어리베치를 50:50을 파종한 처리구에서 나타났으며 헤어리베치 단일 파종에서 가장
낮은 수량을 보였다(Table 1). 화본과 작물과 두과 작물 혼파에 의한 풋거름 작물의 수량 향상 효과는 이미 많은 연구
결과에서 보고된 바와 같은 경향이었다 (Tosti et al., 2014; Tosti et al., 2012; Seyedeh, et al., 2010; Jeon et al., 2009;
Tarui et al., 2013). 두 가지 풋거름 작물의 혼파 처리구에서 풋거름 보리의 파종량 증가는 지상부 수량증가와 직접적
인 상관관계 (r=0.970)가 인정되었지만 헤어리베치의 경우 표준 파종량의 50과 75% 파종량은 동일한 수량을 보였다.
따라서 헤어리베치 50%이상 파종비율에서 풋거름 보리와 혼파처리에서 전체 지상부 수량은 풋거름 보리의 파종량
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풋거름 보리와 헤어리베치 혼파 처리에서 지상부 질소 생산량은 모든 처리에서 풋거름 보리 단일파종 (B100)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헤어리베치 25% + 풋거름 보리 75% 파종처리 (B75H25)의 질소 생산량은 풋거름 보리 단일 파
종처리구 보다 약 3.5배 높은 질소 생산량을 나타내었다 (Table 1). 혼파 처리구의 전체 질소 생산은 큰 차이가 없었으
며 이는 헤어리베치 생산량의 차이와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풋거름 보리와 헤어리베치 혼파 처리에 의한 질
소 생산량은 대부분 헤어리베치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풋거름보리와 헤어리베치 파종량은 풋거름 작물내 질소 함량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풋거름 보
리의 경우 파종량 증가는 질소 함량을 감소 시켰으며 헤어리베치의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풋거름 보리의 경우
Table 1. Selected properties of soil used in this study.
Ex.- Cation (cmol+ kg-1)

pH
(1:5)

OM
(g kg-1)

Av.-P2O5
(mg kg-1)

K

Ca

Mg

6.7

8.3

28

0.2

7.4

2.6

Texture
Clay loam

Table 2. Dry weight and N accumulation of the cover crops aboveground biomass.
Dry biomass
(Mg ha-1)

Treatment
Barley

Hairy vetch

a

N concentration
(g kg-1)
Sum

Barley

c

c

8.82

0.78

6.76b

10.74b

1.19a

b

a

B100

8.82

B25H75

3.98d

B50H50

c

6.92

6.47

13.39

B75H25

8.09b

5.25c

13.34a

8.48a

8.48c

H100

Hairy vetch

N accumulation
(kg ha-1)
69.2d

3.09

256.3c

1.05

3.02

268.2ab

0.94b

3.20

249.7bc

3.24

274.5a

ab

Means of treatment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within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LSD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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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질소를 토양내 질소를 이용하지만 헤어리베치의 경우 전체 이용질소의 약 70%를 대기중에서 고정하여 이
용한다 (Papastylianou, 1988). Tosti et al. (2012)에 의하면 헤어리베치와 풋거름 보리는 토양내 질소 이용측면에서
경쟁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niche separation principle”로 설명되어진다 (Jensen,
1996).
풋거름 작물은 토양에 환원 후 무기화 과정을 거치면서 토양내 탄소 격리와 양분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풋거름 작물의 C/N 율은 풋거름 작물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풋거름 작물내 질소 함량 증가는 C/N 율
을 감소시킨다 (Tosti et al., 2012). 앞에서 설명한바와 같이 혼파 처리시 헤어리베치 파종량은 질소 함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풋거름 보리의 경우 전체 지상부 수량 중 헤어리베치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 할수록 풋
거름 보리 중 질소 함량은 유의성 있는 증가 (r=0.860, n=12)를 나타내었다 (Fig. 1). 일반적으로 화본과 작물은 단일
파종보다는 두과 작물과 혼파 처리시 질소 함량이 높으며, 이는 두과작물의 rhizodeposit-N 이 화본과 작물로 공급되
기 때문이다 (Xiao et al., 2004; Rasmussen et al., 2007). 결과적으로 풋거름 보리와 헤어리베치 혼파는 풋거름 보리
단일 파종에 비해서 보다 많은 탄소와 낮은 C/N율의 풋거름 작물을 토양에 환원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Fig. 1. Nitrogen concentration in dry biomass of barley according to the hairy vetch proportion on total biomass at the
harvesting stage.

Fig. 2. Land equivalent ratio (LER) for different sowing ratio of barley and hairy vetch in a mixed cropping. LERs were
calculated for both dry biomass and nitrogen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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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혼파 처리에서 LER-yield 와 LER-Nitrogen 이 1보다 높은 값을 나타났다 (Fig. 2). 가장 높은 LER-yield 값은 풋거름
보리와 헤어리베치를 75:25로 파종한 처리에서 1.56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헤어리베치와 풋거름 보리를 단일 파종시
75:25로 혼파처리와 동일 한 지상부 수량을 얻기 위해서는 56%의 농경지가 더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풋거름
보리와 헤어리베치 50:50 혼파처리시 LER-Nitrogen 값은 1.76으로 각각의 풋거름 작물의 단일 파종에 비해서 76%의 질
소 생산량 증가 효과가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료작물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한 화본과 두과 작물의 혼파 재
배 시험에서 확인된 결과와 동일하다 (Marshall and Willey, 1983; Jensen, 1996; Tosti et al., 2010; Seyedeh et al.,
2010).

Conclusion
헤어리베치와 풋거름 보리의 혼파는 각각의 단일 파종에 비해서 지상부 biomass 와 질소 생산량을 크게 증가 시켰
으며 이로 인한 농경지 이용효율을 크게 향상시켰다. 그리고 혼파 처리 풋거름 보리의 질소 함량은 단일 파종에 비해
서 증가 되어 풋거름 보리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특히 풋거름 보리와 헤어리베치를 각각 50:50 및 75:25 혼파 비율
에서 지상부 biomass 와 질소 생산성은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파종량 감소에 의한 경제성을 고려할 때 풋거름 보
리와 헤어리베치의 적정 혼파 비율은 75:25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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