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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Korea, rice consumption per capita has steadily been reducing, and hence the harvested area of paddy rice 

decreased by 18% from 892,074 ha in 2010 to 729,814 ha in 2019 during last decade, leading to the potential 

to stimulate upland crop production in converted-upland from paddy field. Here, we examined how tillage 

practice, rotary (RT) in 12cm depth vs. rotary combined with deep tillage (RTDT) in 25cm depth, would 

affect vertical profiles (0 to 40 cm at 10 cm interval) of soil water and, growth and yield parameters of waxy 

corn (Zeay Mays L., ceratina, cv. Ilmichal) grown as sequential cropping of barely in upland field converted 

from paddy field. With rainfall and sprinkler irrigation, vertical profiles of soil water were varied greatly (20 

cm > 40 cm > 30 cm > 10 cm) over whole season in RTDT plot, but not in RT plot. Tillage treatments did not 

alter plant height, SPAD value, ear setting height, ear number, ear length and ear width of waxy corn. 

However, the RTDT significantly increased stem diameter by 7.7% (27.1 mm vs. 29.1 mm), above-ground 

biomass by 28.3% (1,170 g m
-2

 vs. 1,501 g m
-2

) and ear fresh yield by 22.4% (1,278 g m
-2

 vs. 1,564 g m
-2

). The 

results suggest that tillage management is likely to be an option to secure upland crop production in 

drained-paddy which has a potential of crop loss by excessive moisture injury. However, the results that we 

observed were derived from the first-year upland field converted from paddy field, highlighting a necessity of 

further studies in second- and third-year upland field converted from paddy field to clarify the long-term 

effect of tillage practices on waxy cor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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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tical profiles of soil water in upland field converted from paddy field were varied greatly in 

rotary combined with deep tillage plot (B), but not in rotary only plot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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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정부의 쌀 생산조정 정책에 따른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등에 따라 벼 재배면적은 2010년 892,074 ha에서 2019

년 729,814 ha로 162,260 ha 감소하였다 (KOSIS, 2020). 이와 같이 최근 10년간 18%이상의 벼 재배면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밭으로 전환한 논 (이하, 밭전환 논) 재배가 가능한 콩과 옥수수의 재배면적은 오히려 각각 18% (2010년 

71,422 ha vs. 2019년 58,537 ha)와 4.4% (2010년 15,528 ha vs. 2019년 14,840 ha) 감소하였다 (KOSIS, 2020). 이는 

벼 재배면적 감소가 밭전환 논 콩이나 옥수수 재배면적 확대로 연계되지 않았거나, 밭전환 논 재배면적은 증가하였으

나 원래의 밭 재배면적이 감소한 결과 중의 하나로 판단된다. 현재 작물재배면적 통계는 이들 작물의 논·밭 재배를 구

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으나, 전자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옥수수나 콩을 

밭전환 논에서 재배하는 경우 습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재배를 경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밭전환 논 재배

에 적합한 콩 (Kim and Cho, 2005; Takahashi et al., 2006) 이나 옥수수 품종 선발을 통하여 습해나 가뭄에 비교적 강

한 품종이나 재배법 (Ji et al., 2011; NICS, 2013)이 개발·보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밭전환 논 재배면적 확

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작물재배면적·생산 통계에서 사료용 옥수수와 찰옥수수 (또는 식용옥수수)를 구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용도별 상세한 재배·생산정보는 알 수 없으나,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등의 영향으로 밭전환 논에서는 주로 

사료용 옥수수가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식양토 논을 밭으로 전환하여 사료용 옥수수를 재배하거나 지하수

위가 높은 경우 습해의 우려가 높고 (Kim and Lee, 1994; Lee et al., 1994), 특히 유묘기 장기간 침수상태에 노출될 경

우 피해가 확대된다고 하였다 (Shin et al., 2017). 이러한 밭 전환 논에서도 심경 (Shinoto et al., 2017; Shinoto et al., 

2020), 심토파쇄 (Izumi et al., 2009; Seo et al., 2012), 배수개선 (Jung et al., 2016) 등을 통하여 토양경도, 용적밀도, 

공극률 등 물리성이 개선되면 근계발달과 양·수분이용효율이 증진되어 (Chaudhary et al., 1985; Lipiec and 

Stepniewski, 1995), 대부분의 경우 증수효과가 인정되었다 (Hunt et al., 2004; Izumi et al., 2009; Seo et al., 2012). 

그러나 밭전환 논이 가뭄에 노출될 경우에도 사료용 옥수수의 생산성과 품질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Ji 

et al., 2011). 따라서 밭전환 논에서 옥수수를 재배하는 경우 습해와 건조해 (가뭄)에 종합적으로 대응 가능한 토양관

리기술의 적용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밭전환 논에서 사료용 옥수수에 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 왔으나, 국내 사료용 옥수

수보다 재배면적이나 시장규모가 훨씬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찰옥수수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KARES, 2014). 밭전환 1년차 사질논에서 경운심도 (20 cm, 30 cm, 40 cm)를 달리하여 찰옥수수의 생육과 수량형

질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경심 20 cm보다 30 - 40 cm의 심경에서 우수한 형질이 관찰되었으나, 밭전환 2년차 이후 논

에서는 경운심도에 따른 찰옥수수 생육 및 수량 형질에 일정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KARES, 2014). 또

한, 우리나라의 작부체계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맥류후작 찰옥수수의 밭전환 논 재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밭전환 논 맥류후작 1년차 시험포장에서 서로 다른 경운조건 (로터리 vs. 심경로터리)에서 찰옥수수 

(품종 : 일미찰)를 재배하여 주요 생장 및 수량 파라미터를 조사하고, 옥수수 전체생육기간에 걸쳐 토심층위별 토양수

분 프로파일 변화를 실시간 계측하였다. 본 연구는 밭전환 논에서 맥류후작 찰옥수수의 안정생산기술 개발을 목적으

로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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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lected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soil used in the study.

pH

(1:5)

Total N

(g N kg
-1

)

Total C

(g C kg
-1

)

Organic matter

(g kg
-1

)

Available P

(mg P2O5 kg
-1

)

C.E.C. 

(cmol kg
-1

)
Soil texture

6.83 1.2 11.0 26.8 5.6 7.2 Silt

Materials and Methods

시험 포장 및 토양특성 본 시험은 2018년 전남대학교 농업실습교육원 답작포장 (35°10'N, 26°53'E, alt. 33.0 

m)을 논으로 전환한 밭 시험포장 (전환 1년차)에서 맥류 (보리) 후작으로 실시하였다. 시험포장의 보리 수확직후 토양 

이화학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낸바와 같다. 토양 pH, 총질소, 총탄소, 유기물, 유효인산 함량은 농촌진흥청의 토양

화학분석법 (NAAS, 2010)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토양 pH와 총질소 및 총탄소는 각각 pH 측정기 (MP 220Mettler 

Toledo, USA)와 원소분석기 (FlashEA-1112, Thermo,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기물함량 (Organic Matter)

은 Walkley & Black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유효인산은 Bray No.1법으로 추출한 후 분광광도계 (UVmini-1240, 

SHIMADZU)를 이용하여 660 nm에서 비색정량 하였다. 양이온 교환 용량 (CEC)은 NH4OAc-침출 및 켈달 증류법

으로 분석하였고, 토성은 모래는 체가름하여 분리한 후 실트와 점토는 Stoke’s 법칙을 이용한 피펫법으로 분석하여 

결정하였다.

경운처리 및 시험구 배치 2018년 6월 4일 보리 수확 후, 소형 굴삭기를 이용하여 1,200 m
2 
(길이 60 m × 폭 20 m)

의 시험포장 전체 가장자리 (둘레)에 깊이 40 cm, 폭 30 cm의 배수로를 조성한 다음, 시험포장 전체를 장축 (길이)방

향으로 양분하여 2개의 경운처리구 (경운깊이 12 cm의 로터리구 vs. 25 cm의 심경로터리구)를 설정하였다. 로터리경

운구에서는 쟁기경운을 실시하지 않고 경심 12 cm의 로터리경운만을 실시하였으며, 심경로터리구에서는 우선 쟁기

를 이용하여 경심 25 cm로 깊이갈이한 후 로터리경운을 실시하였다. 

시험은 두 경운처리구를 각각 3개의 블록으로 설계한 랜덤화 완전 블록설계 3반복 (블록)으로 배치하여 수행하였다.

공시품종 재배 및 기상경과 시험에는 찰옥수수 품종 일미찰을 공시하여 너비 120 cm의 이랑과 폭·깊이 20 cm

의 고랑 (배수로)을 조성한 다음, 소독한 종자를 70 cm×30 cm의 재식밀도로 고휴 2열 직파 재배하였다. 종자는 2018

년 6월 10일 1주 2립 파종 후 솎아내기를 실시하여 1주 1본식으로 재배하였고, 곁가지도 수시로 제거하여 주간 1본식

으로 하였다. 이랑과 고랑 (배수로)조성 전에 밑거름으로 질소-인산-가리를 성분량으로 각각 8.7-3.0-6.9 g m
-2
시비하

였으며, 질소는 파종 후 31일 (7월 11일)에 8.7 g m
-2
추비하였다. 파종 2일 후 제초제를 살포하여 잡초를 기본 방제하

였으며, 이후 출현하는 잡초는 수시로 제거하여 방제하였다. 시험포장의 관개는 강우 (Fig. 1C)에 의한 자연관수를 기

본으로 필요에 따라 스프링클러 관수를 수시 실시하였다. 스프링클러 관수 시기는 각 경운처리구의 표토 건조정도를 

육안으로 판별하여 결정하였다. 옥수수 주요 해충인 조명나방을 비롯한 병해충은 예찰에 기초하여 발생초기에 수시

로 방제하였다. 파종 (6월 10일)에서부터 수확기 (9월7일)까지의 일평균기온, 일평균일조시수, 일평균일사량 및 누적

강우량은 각각 26.9°C, 6.86시간, 19.5 MJ m
-2

 및 803.7 mm이었다. 또한 2018년 8월 23일 목포지역으로 상륙한 태풍

19호 (솔릭)에 의해 경미한 도복이 발생하였으나, 이후의 생육과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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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oil water vertical profiles in rotary plot (A) and rotary combined with deep tillage plot (B), and rainfall (C) over whole 

season of waxy corn (cv. Ilmichal) grown as sequential cropping of barely in upland field converted from paddy field.

토양수분계측, 작물조사 및 통계분석 파종 5일 후 (6월 15일), 경운처리구 (로터리구 vs. 심경로터리구)에 각

각 층위별 (10 cm 간격의 4층위) 토양수분계측기 (EnviroPro
®
, APCOS Pty Ltd., Australia)를 설치하여 수확기까지 

30분 간격으로 층위별 토양수분 프로파일을 계측하여 데이터로거 (CR-1000, Campbell, USA)에 1시간 평균으로 저

장하였다. 각 경운처리구의 블록 당 3 - 5주를 대상으로 파종 30일 후에 초장과 엽색 (SPAD-502 Plus, Minolta, 

Japan)를 비파괴적으로 조사 (3주/블록)하고, 출사기 (8월 10일) 및 수확기 (9월 7일)에는 주요 생장 및 수량 파라미터 

(초장, 경직경, SPAD, 지상부건물중, 착수고, 이삭수, 이삭생체수량, 종실건물수량 등)를 파괴적으로 조사 (5주/블록)

하여 결정하였다. 엽색도 (SPAD)는 최상위 완전전개 3엽을 대상으로 계측하여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이삭생체수량

은 수분변화에 따른 시험오차를 최소하기 위해 시험포장 현장에서 계량하였으며, 지상부건물중 및 종실건물수량은 온

도를 80°C로 제어한 강제송풍건조기에서 72시간 건조시킨 후 계량하였다. 밭전환 논에서 맥류후작으로 재배한 일미

찰 옥수수의 생장과 생산성의 경운처리에 따른 차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통계패키지 (Statistix 10, Analytical Software,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최소유의차 (LSD, p < 0.05)를 검정하여 처리 평균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Results

토양수분 프로파일 강우 (Fig. 1C)와 스프링클러 관수에 노출된 각 경운처리구의 시험기간 토양수분은 조사토

층 (토심 10 - 40 cm) 전체로 보면, 강우·관수시기 및 작물생육시기에 의존하면서 로터리구에서는 10 - 70% (Fig.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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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lant height (A) and SPAD values (B) of waxy corn (cv. Ilimichal) grown as sequential cropping at different tillage 

conditions (rotary only vs. rotary combined with deep tillage) in upland field converted from paddy field. Data were 

presented with the mean values of three replications with standard errors (vertical bar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etween tillages, growth stages and in their interaction.

심경로터리구에서는 5 - 75% (Fig. 1B)범위에 분포하였다. 그러나 강우와 관수에 따른 토양수분 프로파일은 심경로

터리구에서는 층위별 뚜렷한 차이 (20 cm > 40 cm > 30 cm > 10 cm)를 나타낸 반면, 로터리구에서는 20 cm이하의 

토심층위에서 토양수분 프로파일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토에 접하고 있는 토층 10 cm에서의 강우나 관수 전후 수분 

프로파일은 로터리구와 심경로터리구에서 유사하였다 (Fig. 1A-B).

생장 파라미터 밭전환 논에서 재배한 일미찰 옥수수의 초장은 출사기에 200 - 240 cm에 이르러 거의 전장에 달

하였고, 로터리구보다 심경로터리구에서 큰 경향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Fig. 2A). 전체 생육기

간을 통하여 경운방법에 따른 작물체의 엽색도 (SPAD) 차이도 인정되지 않으나, 작물의 일반적인 엽색반응과 달리 

생육초기보다 후기에 엽색치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Fig. 2B). 옥수수 최하위절간의 직경은 경운처리와 관계없이 출

사기에 최대치에 달하였으나, 로터리구 (26.8 mm)보다 심경로터리구 (29.4 mm)에서 유의하게 컸다 (Fig. 3A). 지상

부건물중은 출사기 (462 - 759 g m
-2

)에서 수확기 (1,170 - 1,501 g m
-2

)에 이르는 기간 1.9 - 2.5배 증가하였다. 출사기

와 수확기의 지상부건물중 모두 로터리구보다 심경로터리구에서 큰 경향이었으나, 출사기에는 경운방법 간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수확기 심경로터리구의 지상부건물중 (1,501 g m
-2

)은 로터리구 (1,170 g m
-2

)에 비하여 

28%증가하였다 (Fig. 3B). 

수량 파라미터 밭전환 논에서 보리후작으로 서로 다른 경운조건에서 재배한 일미찰 옥수수 이삭은 지상으로부

터 87.5 - 107.2 cm의 높이에 착생하였으며, 로터리구보다 심경로터리구의 착수고가 높은 경향이었으나, 통계적 유의

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Table 2). 또한, 단위면적당 이삭수 (8.4 - 8.7개 m
-2

), 이삭길이 (20.4 - 20.9 cm), 이삭폭 (39.7 

- 40.9 mm) 및 이삭당 입수 (272.2 - 332.6개)에도 경운방법 간에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단위면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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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em thickness in the most lower internode (A) and above-ground biomass (B) of waxy corn (cv. Ilimichal) grown as 

sequential cropping at different tillage conditions (rotary only vs. rotary combined with deep tillage) in upland field 

converted from paddy field. Data were presented with the mean values of three replications with standard errors (vertical 

bars).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etween tillages, growth stages and in their interaction.

Table 2. Yield parameters of waxy corn (cv. Ilmichal) as affected by different tillage in converted upland field from 

paddy field.

Parameters
Tillage  ANOVA results

 (p-values)Rotary Rotary combined with deep tillage

Ear setting height, cm 87.5a
†

107.2a 0.0923

Ear number m
-2

8.4a    8.9a 0.4226

Ear length, cm 20.4a   20.9a 0.3053

Ear thickness, mm 39.7a   40.9a 0.5311

Ear fresh yield, g m
-2

1277.9b 1564.0a 0.0230

Grain number ear
-1

 272.2a  332.6a 0.2574

100-grain dry mass, g  18.2b   21.3a 0.0366

Dry seed yield, g m
-2

411.0b  628.2a 0.0136
†

Different letter and bold number in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etween treatments.

이삭생체수량은 로터리구보다 심경로터리구에서 22.4% (1,278 g m
-2

 vs. 1,564 g m
-2

) 증가하였고, 종실건물100립중 

및 종실건물수량도 심경로터리구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Table 2).

Discussion

정부의 쌀 생산조정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MAFRA, 2020)에 따라 밭전환 논에서 

콩 (Kim and Cho, 2005), 사료용 옥수수 (Kim and Lee, 1994; Lee et al., 1994; Ji et al., 2011; Seo et al., 2012; 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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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6; Shin et al., 2017) 등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찰옥수수를 밭전환 논에서 맥류후작으로 재배하여 경

운방법에 따른 토양수분동태와 작물 생장 및 수량 파라미터를 계량적으로 평가한 연구사례는 매우 드물다 (KARES, 

2014). 본 연구에서는 밭전환 논 1년차 시험포장에서 보리후작 토양의 경운방법에 따른 토양수분 프로파일과 일미찰 

옥수수의 주요 생장과 수량파라미터 반응을 검토하였다. 

토양수분 프로파일 농경지의 토양수분 프로파일은 토양의 물리적 특성 등 토양 내적요인 (Kim and Lee, 1994) 

및 강우와 대기의 증발산요구도 등 외적환경요인 (Im et al., 1982) 이외에 경운관리방법 등 (Seo et al., 2012; KARES, 

2014; Shinoto et al., 2017; Shinoto et al., 2020)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경운심도 및 경운방법은 토양경도 (또

는 관입저항성, 토양용적밀도)에 대한 영향을 통하여 작물재배기간 중의 토양수분 프로파일을 변화시킬 수 있고 나아

가 작물생육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Seo et al., 2012; Jung et al., 2016; Shinoto et al., 2020). 

본 연구에서도 강우 및 스프링클러 관수에 따른 층위별 토양수분 프로파일은 경심이 12 cm에 불과한 로터리구와 경

심 25 cm의 심경로터리구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Fig. 1A-C). 강우와 스프링클러 관수에 따른 토심 10 cm층

위에서의 토양수분 증가와 강우·관수 중지에 따른 토양수분 감소 패턴은 로터리구와 심경로터리구에서 유사한 경향

을 나나타낸 반면, 20 cm이하의 토심층위에서는 로터구보다 심경로터리구에서 층위별 토양수분 프로파일의 변화가 

크고 함수율이 대체로 높게 유지되었다. 또한 20 cm이하 층위의 수분프로파일은 표토에 접한 토심 10 cm층위에서의 

수분변동 패턴과도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가지 대립적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첫

째, 심경로터리에 의한 토양관입저항성 (토양경도) 감소 (Shinoto et al., 2017) 및 용적밀도의 감소 (Seo et al., 2012; 

Jung et al., 2016)는 지하부에 저수지 효과를 발생시켜 강우량이 적은 시기에 지하에 스며든 강우 및 관개수를 모관수

의 형태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포텐셜이 증대될 수 있다. 둘째, 그러나 장마철 장기간에 걸쳐 강우가 계속되는 

경우 다량으로 형성된 지하저수량은 오히려 습해발생 포텐셜을 증대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에서 고찰하는 

바와 같이, 작물생장 및 수량 파라미터에 대한 심경로터리의 영향이 인정되지 않거나 정의 영향이 인정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첫째 포텐셜이 작동하거나 적어도 둘째 포텐셜이 작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찰옥수수 생장과 수량 파라미터 밭전환 논에서 재배한 옥수수의 생장과 수량 형질에 대한 경운방법 (Seo et 

al., 2012; Shinoto et al., 2017)이나 경운심도 (KARES, 2014)의 영향을 검토한 연구사례는 많지 않다. 로터리경운과 

쟁기경운 등의 경운방법에 따른 사료용 옥수수의 생육과 수량형질에 현저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hinoto 

et al., 2017; Shinoto et al., 2020). 한편, 밭으로 전환한 1년차 사질논에서 경운심도 (20 cm, 30 cm, 40 cm)에 따른 찰

옥수수의 생육과 수량형질을 검토한 연구에서는 경심 20 cm보다 30 - 40 cm의 심경에서 우수한 형질이 관찰되었으

나, 전환 2년차 이후 논에서는 경운심도에 따른 찰옥수수 생육 및 수량 형질의 일정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KARES, 2014). 밭전환 논 1년차 시험포장에서 보리후작으로 찰옥수수를 시험 재배한 본 연구에서는 경운방법 (로

터리 vs. 심경로터리)에 따른 초장, 엽색도, 착수고, 이삭수, 이삭길이, 이삭폭 등 다수의 생장 및 수량 파라미터에 유의

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확기 최하위절 간경과 지상부건물중 및 이삭생체수량 등 주요 생장 

및 수량 파라미터 (Fig. 2A-B; Table 2)는 심경로터리구에서 유의하게 증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밭으로 전환한 1년

차 사질논에서 경운심도에 따른 찰옥수수 미백2호의 생육 및 수량형질 차이가 인정된 연구결과 (KARES, 2014)와 일

치하는 경향이었다. 본 연구에서 밭전환 논 1년차 시험포장의 심경로터리 조건에서 맥류후작으로 재배한 일미찰옥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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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이삭생체수량 증수요인으로는 2018년 옥수수 작기의 강우패턴과 관수관리가 그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즉, 

6월 10일 파종 이후 비교적 생육초기와 생육후기에 강우가 집중되고, 강우가 부족하여 스프링클러 관수에 의존했던 

생육중기 심경로터리구의 옥수수가 보다 넓은 토층범위에서 토양수분 (Fig. 1A-C)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근계 

(Shinoto et al., 2017)와 지상부건물중 (Fig. 2B)이 크게 증대되고, 나아가 이삭생체수량을 증대시킨 것으로 추찰되었

다. 그러나 전환 밭 2년차 이후 찰옥수수 생장과 수량형질에 대한 경운심도 영향이 소멸된 연구사례 (KARES, 2014)

에서 보듯이, 본 연구에서 관찰된 주요 생장 및 수량 파라미터에 대한 로터리구와 심경로터리구 간의 차이는 밭전환 

논 맥류후작 찰옥수수의 장기 재배시험을 통하여 지속성 여부를 명확히 구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밭전환 논 1년차 시험포장에서 보리후작 토양의 경운방법 (로터리 vs. 심경로터리)에 따른 층위별 

(10 cm, 20 cm, 30 cm, 40 cm) 토양수분 프로파일, 일미찰옥수수의 생장 및 수량 파라미터 반응을 검토하였다. 강우·

관수에 따른 토양수분 프로파일은 심경로터리조건에서는 층위별 뚜렷한 차이 (20 cm > 40 cm > 30 cm > 10 cm)를 

나타낸 반면, 로터리조건에서는 20 cm이하의 토심층위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10 cm 층위의 토양수분 프로파일은 두 

경운처리구에서 유사하였다. 초장, 엽색도 (SPAD), 착수고, 이삭수, 이삭길이, 이삭폭 등의 생장 및 수량 파라미터에 

경운처리 (로터리 vs. 심경로터리) 간 유의차가 발견되지 않은 반면, 수확기 최하위절 간경과 지상부건물중 및 이삭생

체수량은 로터리구에 비하여 심경로터리구에서 각각 7.7% (27.1 mm vs. 29.1 mm), 28.3% (1,170 g m
-2

 vs. 1,501 g 

m
-2

) 및 22.4% (1,278 g m
-2

 vs. 1,564 g m
-2

)유의하게 증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밭전환 논의 경운관리에 의한 

찰옥수수의 생산성 개선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결과는 밭전환 논 1년차 시험포장의 맥류

후작 재배시험을 통하여 도출된 것으로서, 수확기 주요 생장 및 수량 파라미터에 대한 심경로터리경운 효과는 밭전환 

논 맥류후작 찰옥수수 장기 재배시험을 통하여 그 지속성 여부를 보다 명확히 구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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