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Soil Sci. Fert. Vol.52, No.4, pp.530-540, 2019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Article
https://doi.org/10.7745/KJSSF.2019.52.4.530

pISSN : 0367-6315 eISSN : 2288-2162

Effects of Winter Cultivation of Green Manure Crop and 
Application of Organic Resources on Watermelon Yield and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in Greenhouse

Young-Sang Kim*, Gon-Sig Yun, Yu-Min Jeon, Eun-Jeong Kim, Sol-Ji Noh, Sung-Won Park, Tai-Il Kim, and Sung-Taek Hong

Chungcheongbuk-do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

*Corresponding author: suanbo@korea.kr

A B S T R A C T

Received: October 28, 2019

Revised: November 11, 2019

Accepted: November 14, 2019

ORCID

Young-Sang Kim

https://orcid.org/0000-0002-1981-7454

Organic cultivation is the key to how to efficiently produce agricultural products by using organic resources 
produced in nature. Use of organic resources enables stable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is the basis 
of natural circulation farming methods by preserving agricultural environmen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velop organic watermelon cultivation technology by investigating the effect of winter cultivation of green 
manure crop and application of organic resources on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s for the 
production of organic watermelons. In the test, organic farms were used for cultivating green manure crop and 
non-cultivating green manure during winter break, and oil, mixed oil, poultry, and guano as organic resources. 
The growth characteristics of watermelon were higher in winter cultivation of green manure crop, such as 
stem diameter, leaf length, leaf width, and fresh weight than in the control (no crops). The fruit characteristics 
and yield of watermelon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winter cultivation of green manure crop than in the 
control, and the yield of watermelon was similar within organic resources. The soil chemistry have lower 
electrical conductivity (EC) and higher soil organic matter in winter cultivation of green manure crop and soil 
physical properties have lower bulk density and higher porosity in winter cultivation of green manure crop.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cultivation of winter green crop in greenhouse and application of organic 
resources improved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watermelon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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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winter cultivation of green crop and application of organic resources on the watermelon productivity.

Treatments

(A)

Organic Resources 

(B)

Fruit 

weight

Fruit

width

Fruit 

length

Fruit

thikness

Sugar 

content
Commodity rate

Marketable 

Yield

kg ea
-1

----------------- cm ----------------- °Brix % kg 10a
-1

Non-Green 

manure crop

Oil cake 9.0c
†

25.9b  29.8b 1.0a 11.2b 90.2b 6,079c

Mixed oil cake 9.3b 26.4ab  30.5ab 1.1a 11.4ab 90.7ab 6,294bc

Poultry manure 9.3b 26.0b  30.2ab 1.1a 11.4ab 90.9ab 6,348bc

Guano 9.4b 26.3ab  30.2a 1.1a 11.3ab 91.6a 6,439b

Average 9.3 26.2  30.2 1.1 11.3 90.9 6,290

Green manure 

crop

Oil cake 9.7ab 26.0b  31.6ab 1.1a 11.3b 90.2b 6,565b

Mixed oil cake 10.0ab 26.5a  31.8a 1.1a 11.4ab 91.0a 6,814a

Poultry manure 10.3a 26.9a  32.2a 1.1a 11.5a 90.8ab 6,942a

Guano 10.4a 27.3a  31.4ab 1.1a 11.3ab 90.8ab 7,089a

Average 10.1 26.7  31.8 1.1 11.4 90.7 6,853

Significance

Two-way

ANOVA

A ** * * NS * * *

B NS * * NS * * *

A×B * NS NS NS NS NS NS
†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NS,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0.05 or 0.01, respective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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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성 자원은 이용방법에 따라 자원이 될 수도 있고 폐기물이 될 수도 있는데 이들 물질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환경보호 측면과 자원이용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유기재배는 자연에서 생산되는 유기자원을 어떻게 효율적

으로 이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유기재배 농가에서 이용되는 유기성 자원은 산림부산

물, 농업부산물, 축산퇴비, 해산물이나 광물질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유기성 자원 이용은 유기물을 자원화하

여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하며, 농업환경을 보전하여 자연순환 농법의 기초가 된다. 하지만 과다한 

유기질 비료의 시용은 염류집적을 야기하였으며, 토양오염과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여 본래 취지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Shon et al., 1999; Chung et al., 2008). 최근에 농업이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 등의 유발원인으로 이

슈화 되며, 농업환경에 대한 안전성, 농산물의 품질과 생산성뿐만 아니라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농업분야에서는 농업환경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유지시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안정생산 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

로 부각되고 있다. Karlen and Cambardella (1996)은 윤작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농업환경을 유지하는 핵심기술로 합

리적인 작부체계는 지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작물을 윤작하여 토양 물리화학성을 개선하는 것

이 최선의 방법이나 농가경영적인 측면에서는 소득과 관련하여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작물재배 중이나 휴한기에 녹

비작물을 재배 후 토양환원은 비료사용량 절감, 토양 유기물함량 증진, 토양 유실 경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Cho et al., 2011), 녹비작물의 재배는 후작물에 대한 질소공급원으로 활용 가능하고 토양건전성을 개선 및 유

지하는 효과로 알려져 있다 (Thorup-Kristensen, 1994; Thorup-Kristensen and Bertelsen, 1996). 또한, 시설재배지에

서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녹비작물을 토양에 환원하면 유기물 공급 효과와 함께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개선할 뿐

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는 등 많은 이로운 점이 있다 (Germani et al., 2004; Choi et al., 2015). 이러한 많은 이

로운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재배 농가에서는 녹비작물 재배를 기피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녹비작물 재배는 소

득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유로 유기농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설재배지 농가에서는 양분관리를 위하여 

화학비료나 유박, 혈분, 생선 등을 이용한 유기질 비료에 의존하고 있다. 유기재배 농가에서는 토양관리를 위하여 윤

작이나 녹비작물 재배 등으로 토양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재배지에서 유기농을 실천하는 농가에서 조차

도 작물생산에 의한 경제성 때문에 작기내 녹비작물 재배는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더욱이 작물 주산단지에서는 재

배작물이 경제작물로 분류됨에 따라 윤작과 같은 작부체계를 도입하지 않으려고 한다. 음성이나 진천 지역과 같이 수

박을 대체할 만한 경제성 작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동일한 작목을 연작하는 경향이 있다. 유기농산물을 생산하

기 위하여 질소원으로서 유기성 자원은 유박, 혼합유박, 계분, 퇴비 등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들 자원은 무기화 되

어 양분으로 이용되는 효율은 작물재배 환경에 따라 다르게 반응하며, 작물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

다. 유기재배에 있어 생산성 감소는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기재배 농가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 이상의 퇴비를 과다 시용하였다 (Poudel et al., 2002; Evanylo et al., 2008). 특히 시설재배

지에서는 양분 집적으로 양분의 불균형 및 토양환경 악화뿐만 아니라 작물의 생산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Lee et al., 2006; Ge et al., 2010). 시설재배지에서 양분의 불균형과 연작재배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하여 윤작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동계기간 동안에 녹비작물 재배는 단기간 재배와 저온으로 인한 생육 부족으로 충분한 바이

오매스가 생산되지 않아 토양유기물 증진이 어려운데 동계 녹비작물 재배와 유기성자원 시용은 이런 문제를 상호보

완 할 수 있어 활용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기재배시 시설재배지에서 겨울철 휴한기에 녹비작물 재배와 유기성 자원 시용에 의한 수박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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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검토와 토양특성에 미치는 영향 구명으로 유기수박 생산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재배방법 및 시험처리 본 시험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소재의 유기 수박 하우스에서 수행하였다. 유기수박 

재배는 반촉성 작형으로 하였으며, 수박 (Citrullus lanatus Thunb.) 품종은 ‘삼복꿀’로 대목은 박 (Lagenaria leucantha 

Standl.)인 ‘오작교’로 하였다. 중부지역의 시설하우스 휴한기에 녹비작물을 재배한 처리와 녹비작물을 재배하지 않

은 처리 (대조구)로 나누어 녹비작물 재배는 청보리를 10월 말에 10a당 5 kg을 파종하고 수박 정식 30일전에 토양에 

환원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유기자원으로 유박, 혼합유박, 계분, 구아노를 토양검정시비량 질소를 기준으로 조절 시

용하였으며, 퇴비는 1년 이상 자가제조한 유기퇴비를 10a에 1,000 kg을 시용하였다. 각 처리는 처리구당 시험구 면적

을 2.5×6 m
2
로 조성하여 난괴법 3반복으로 처리하였다. 기타 재배방법 및 관리는 수박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관리하

였으며 진딧물 등 병해충 방제는 유기농자재를 이용 하였다. 정식은 본잎이 4매일 때 45일 묘를 4월 상순에 정식하였

으며, 재식거리는 250×38 cm으로 중앙 안쪽 25 cm 부분에 2줄로 정식하였다. 물 및 양분관리는 10 cm 점적관수라인

을 3줄로 설치하여 공급하였다. 하우스내 온도관리를 위하여 초기에는 PE 터널+부직포를 활용하였으며 4월 중순 이

후에는 PE 터널만 피복하여 보온하였다. 수박 덩굴은 2줄기로 유인하여 1개를 착과하였고, 착과는 3화방에 벌을 이용

하여 일주일간 수분하였으며 착과절 이후의 곁순을 제거하여 관리하였다. 수박 생육과 과실특성 등은 농업과학기술

연구 조사 분석기준 (RDA, 2003)에 준하여, 초장, 절간장, 절수, 과중 등을 조사하였고, 당함량은 당도계 (Atago, 

PAL-1,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확한 과실은 기형과, 공동과 등을 비상품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토양 및 식물체 분석 토양화화성 분석은 표토 0 - 20 cm 깊이의 토양을 Augar를 이용하여 채취하였고, 음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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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AST, 2010)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토양의 pH와 EC는 시료와 증류수를 1 : 5의 비율로 혼합하여 30분간 진탕 한 

후 pH는 pH meter (Radiometer M-92, Denmark)로 측정하였으며, 유기물 함량은 Tyurin 법, 유효인산은 Lancaster

법으로 비색계를 (Varian Carry 50, Australia)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치환성 양이온 K, Ca, Mg는 1N ammonium 

acetate로 침출하여 ICP (Varian Vista-Pro, Australia)로 분석하였으며, 토성은 Micropipette 법으로 입경분포를 조사

하여 미국농무성 (USDA)의 분류체계에 따라서 결정하였다 (Miller et al., 1987). 토양 물리성 지표로서 용적밀도, 공

극율 및 삼상분석은 수박 수확이 끝난 다음 100 cm
3
 코어를 이용하여 채취 후 즉시 밀봉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여 습토

의 무게를 평량한 후 110°C 건조기에 48시간 이상 건조한 다음 건토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녹비작물은 수확 후 생체중

을 조사하였고 70°C에서 건조한 후 건물중을 조사하였다. 총질소 함량은 식물체 시료 0.2 g을 원소분석기 (Elementar, 

US/Vario Max CN,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기타 인산, 가리 등은 국립농업과학기술원 토양식물체 표준

분석법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NIAST, 2010).

통계분석 분석항목에 따른 실험결과는 EXCE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고, 처리간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SAS 프로그램 (SAS, ver 9.1.3, 2006)을 이용하여 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 방법으로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여 상호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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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유기성 자원 특성 및 시험 전 토양 화학적 특성 시험에 사용한 유기성 자원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

다. 질소는 구아노가 8.5%로 가장 높았으며, 인산은 계분이 4.9%로 가장 높았다. 수분함량은 11.2 - 13.3%를 나타내

었다. 전반적으로 유박이 질소를 비롯한 화학적 성분이 낮은 특성을 보였다.

Table 1. Chemical compounds of organic resources used for the experiment.

Organic resources T-N P2O5 K2O CaO MgO Moisture

------------------------------------------------------- % -------------------------------------------------------

Oil cake 4.0 1.7 1.3 1.6 2.1 11.2

Mixed oil cake 4.2 2.2 1.2 1.4 2.3 13.3

Poultry manure 4.5 4.9 2.2 2.5 2.6 11.7

Guano 8.5 3.3 2.7 2.7 3.1 12.1

시험에 사용된 포장은 유기재배를 실시한 농가포장으로 토양 화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토양화학성은 농촌진

흥청 (NIAST, 2006)에서 제시하는 수박재배지 적정범위 (pH 6.0 - 6.5, O.M. 20 - 30 g kg
-1

, Avail. P2O5 350 - 450 

mg kg
-1

, Exch. K
+
 0.70 - 0.80 cmolc kg

-1
, Exch. Ca

2+
 5.0 - 6.0 cmolc kg

-1
, Exch. Mg

2+
 1.5 - 2.0 cmolc kg

-1
, EC 2dS 

m
-1
이하)에 비하여 토양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K은 적정범위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전기전도도 (EC) 및 치환성 

Mg은 적정범위에 있었다.

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used in the experiment.

Divison
pH EC O.M. Av.P2O5

Exch. Cations

K Ca Mg

(1:5) dS m
-1

g kg
-1

mg kg
-1

------------------- cmolc kg
-1 

-------------------

6.4 1.8 17 125 0.20 5.4 1.5

Optimum range 6.0 - 6.5 < 2 20 - 35 350 - 450 0.70 - 0.80 5.0 - 6.0 1.5 - 2.0

동계 휴한기 녹비작물 생육상황 및 무기성분 함량 겨울철 휴한기 동안에 재배된 녹비작물 (청보리)을 수박 

재배시기를 고려하여 3월 중순에 토양에 환원하였다. 토양환원 전 녹비작물 생육상황은 Table 3와 같이 초장은 36 cm 

건물중은 10a 당 370 kg을 나타내었다. 봄 시기에 재배기간을 더 길게 하여 작물의 최대 성숙기까지 재배하면 녹비작

물의 생산량이 더 많아지고 녹비로서의 양분 공급효과가 더 많이 공급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중부지역의 수박 

재배시기인 4월 중순을 고려하여 정식 30일 이전인 3월 중순에 토양에 환원하여 녹비작물의 생산량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녹비작물은 질소를 비롯하여 양분을 고정하여 작물에게 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 (Decker et al., 1994; Mueller 

et al., 2001; Bouquet et al., 2003; Cho, 2003)에서 녹비작물을 작부체계에 도입하는 것은 효율적인 작물생산과 양분

순환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는 녹비작물 토양 환원시기에 채취하여 무기성분을 조사한 결과

이다. 녹비작물은 환원시기에 따라 생육, 건물중 및 무기성분 함량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봄 수박 재배를 위하여 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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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rowth and dry weight of green manure crop before soil incorporation.

Divison Plant height Fresh weight Dry matter weight

cm ---------------------------------- kg 10a
-1

 ----------------------------------

2017 35 2,513 361

2018 37 2,633 379

Average 36 2,573 370

Table 4. Nutrient compounds and nutrient supply according to green manure crop.

Divison　　
Nutrient contents of green manure

Nutrient supply according to incorporation of green 

manure crop

T-N P2O5 K2O CaO MgO T-N P2O5 K2O CaO MgO

------------------------- % ------------------------- ---------------------------- kg 10a
-1

 ----------------------------

2017 2.8 1.2 2.7 0.6 0.5 10.1 4.3 9.7 2.2 1.8

2018 2.8 1.1 2.7 0.6 0.4 10.6 4.2 10.2 2.3 1.5

Average 2.8 1.2 2.7 0.6 0.5 10.4 4.3 10.0 2.3 1.7

생산량이 다소 적더라도 토양에 환원시기를 고려하여야 한다. 녹비작물의 토양 환원시기가 너무 늦어지면 수박 정식

에 지장이 있으므로 최소한 수박 정식전 30일에는 토양에 환원하여야 한다. 생산된 녹비의 건물중과 녹비의 양분함량

으로부터 질소 고정량을 환산 해 보면, 수박재배에 요구되는 표준 질소량의 75%에 해당되는 10.4 kg 10a
-1
의 질소 고

정능을 나타내었다. 녹비작물의 고정능은 토양특성, 재배환경, 품종, 경종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

는데 (Lee et al., 2008), 녹비작물을 재배 후 토양에 환원하고 작물 시비처방시에는 이를 고려한 시비처방이 이루어 져

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박 생육특성 및 수량 동계 휴한기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처리 (이하 대조구)와 녹비작물 (청보리)재배

에 따른 수박 정식후 30일의 생육특성은 Table 5와 같다. 대조구에 비하여 녹비작물 재배에서 경경, 엽폭 등 생육이 전

반적으로 우수하였다. 녹비작물 중 화본과 작물은 작물 생육초기에 질소기아 현상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Cho et al., 

2011; Kim et al., 2013; Park et al., 2013)는 보고와 화본과 녹비작물의 연용은 후작물의 질소흡수를 억제하여 생육을 

저해하였다는 연구결과 (Sullivan et al., 1991; Lee et al., 2008)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녹비작물이 토양에 환원 후 바로 분해되어 작물 생육중에 작물과 미생물간의 양분경쟁

이 일어나지 않고 무기화된 양분이 작물에게로 바로 이용하였으며, 녹비작물 재배에 의한 염류경감, 토양 유기물 증

가, 용적밀도 감소 등 토양환경이 개선 (Tables 8 and 9)되어 대조구에 비하여 생육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박

이나 계분 등 유기자원 처리간에는 경경, 엽장 등 생육상황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녹비작물이 토양에 환원되어 무

기화되는 것은 녹비작물 종류나 온도, 수분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

된다. 

수박 수확기 생육특성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대조구에 비하여 녹비작물을 재배한 처리에서 경경은 두껍고 엽폭

이나 엽장은 더 컸으며, 엽색도는 더 높았다. 수박의 생체중 역시 더 무거운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녹비작물을 

토양에 환원 시 밑거름으로 이용되어 생육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설재배지에서 작물의 연작은 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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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Watermelon growth characteristics of winter cultivation of green crop and application of organic resources 

after transplanting 25 days.

Treatments (A) Organic Resources (B) Stem diameter Leaf width Leaf length Plant length

mm -------------------------------- cm --------------------------------

Non-Green manure 

crop

Oil cake 7.7b
†

16.6c 18.2a 147a

Mixed oil cake 7.8b 16.8bc 18.0a 146a

Poultry manure 7.9b 17.0b 18.3a 149a

Guano 7.7b 16.6c 18.2a 148a

Average 7.8 16.8 18.2 147

Green manure crop Oil cake 8.1a 17.1b 18.6a 148a

Mixed oil cake 8.2a 17.0b 18.3a 149a

Poultry manure 8.2a 17.7a 18.4a 151a

Guano 8.0a 17.3ab 18.7a 151a

Average 8.1 17.3 18.5 150

Significance

Two-way

ANOVA

A * * * NS

B NS * NS NS

A×B NS NS NS NS
†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NS,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0.05 or 0.01, respectively.

Table 6. Watermelon growth characteristics of winter cultivation of green crop and application of organic resources in 

the harvest time.

Treatments (A) Organic Resources (B) Stem diameter Leaf width Leaf length SPAD value Fresh weight

mm cm cm kg plant
-1

Non-Green 

manure crop

Oil cake   9.9b
†

30.3a 31.6ab 40.8b 1.34b

Mixed oil cake 10.2ab 30.6ab 31.4ab 41.2b 1.37b

Poultry manure 10.3ab 29.9b 31.4ab 41.0b 1.43ab

Guano 10.5a 29.8b 31.2b 42.0ab 1.44ab

Average 10.2 30.3 31.4 41.0 1.40

Green manure 

crop

Oil cake 10.2ab 31.0a 32.5a 42.3ab 1.48a

Mixed oil cake 10.3ab 32.0a 32.0ab 44.6a 1.47a

Poultry manure 10.4a 30.3ab 32.0ab 47.4a 1.53a

Guano 10.5a 28.9b 32.3ab 45.2a 1.47a

Average 10.3 30.9 32.0 43.8 1.49

Significance

Two-way

ANOVA

A * * * * *

B NS * NS NS NS

A×B NS NS NS NS NS

†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NS,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0.05 or 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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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적, 선충, 토양물리성 악화 등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연작장해를 유발하여 수확시기에 수박이 시드는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데 작물의 윤작이나 녹비작물 재배는 이러한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Allotey et al., 1997). 

본 연구에서는 수박 재배중에 대조구와 녹비작물 재배처리에서 시들음 증상이 발생되지 않아 (성적 미제시) 녹비작물 

재배에 의한 시들음 경감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유기자원 처리간에는 유박이나 혼합유박 처리에 비하여 계분

과 구아노 처리에서 생육이 다소 좋았다. Table 7은 녹비작물 재배와 유기자원 시용에 따른 수박의 과실특성을 나타

내었다. 과실특성 중 과중, 과장, 과폭은 대조구에 비하여 녹비작물 재배처리에서 무거웠으나 과폭이나 과피두께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상품성이 없는 공동과, 기형과, 육질악변과, 열과, 소형과 (4 kg 미만)등 비상품과를 제외한 상품과율은 녹비작물 

재배처리에서 상품과율이 90.7%로 대조구 90.9%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 녹비작물 재배 유무에 따른 수박 상품율은 

차이가 없었다. 유기자재 처리간에는 유박이나 혼합유박에 비하여 계분이나 구아노 처리에서 상품과율이 높았다. 

10a 당 수박 상품수량은 대조구 6,290 kg에 비하여 녹비작물 재배처리에서 6,852 kg로 9% 증수하였다. 이러한 결과

는 염류가 집적된 시설재배지에서 엽채류 재배지 유기물자원 시용으로 2 - 7%의 증수요인이 되었다는 보고 (Roh et 

al., 2005)와 같이 염류집적에 의한 토양환경이 악화된 시설수박재배지에 탄소함량이 높은 유기물 자원을 시용함으로

써 친환경적 토양관리 및 수박의 수량과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Kang et al. (2011)의 보고와도 일치하는 결과

이었다. 또한 녹비작물 재배 후 토양환원에 의하여 토양공극율 증가 및 용적밀도 감소 등 토양물리성을 개선시켜 수량

이 증대되었다는 몇몇 보고 (Clark, 2007; Riling et al., 2007; Yang et al., 2009)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수박의 

품질 척도로 가장 우선시 되는 당도는 대조구 11.3°Brix에 비하여 녹비작물 재배에서 11.4°Brix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유기자재 처리간에는 유박에 비하여 혼합유기질이나 계분처리에서 다소 높았다.

Table 7. Effect of winter cultivation of green crop and application of organic resources on the watermelon productivity.

Treatments

(A)

Organic Resources 

(B)

Fruit 

weight

Fruit

width

Fruit 

length

Fruit

thikness

Sugar 

content

Commodity 

rate

Marketable 

Yield

kg ea
-1

----------------- cm ----------------- °Brix % kg 10a
-1

Non-Green 

manure crop

Oil cake   9.0c
†

25.9b 29.8b 1.0a 11.2b 90.2b 6,079c

Mixed oil cake   9.3b 26.4ab 30.5ab 1.1a 11.4ab 90.7ab 6,294bc

Poultry manure   9.3b 26.0b 30.2ab 1.1a 11.4ab 90.9ab 6,348bc

Guano   9.4b 26.3ab 30.2a 1.1a 11.3ab 91.6a 6,439b

Average   9.3 26.2 30.2 1.1 11.3 90.9 6,290

Green manure 

crop

Oil cake   9.7ab 26.0b 31.6ab 1.1a 11.3b 90.2b 6,565b

Mixed oil cake 10.0ab 26.5a 31.8a 1.1a 11.4ab 91.0a 6,814a

Poultry manure 10.3a 26.9a 32.2a 1.1a 11.5a 90.8ab 6,942a

Guano 10.4a 27.3a 31.4ab 1.1a 11.3ab 90.8ab 7,089a

Average 10.1 26.7 31.8 1.1 11.4 90.7 6,853

Significance

Two-way

ANOVA

A ** * * NS * * *

B NS * * NS * * *

A×B * NS NS NS NS NS NS

†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NS,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0.05 or 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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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hanges of soil chemical properties in harvesting time as influenced by winter cultivation of green manure 

and applications of organic resources.

Treatments

(A)

Organic Resources 

(B)
pH EC OM Av.P2O5

Exch. Cations

K Ca Mg

(1:5) dS m
-1

g kg
-1

mg kg
-1

------------ cmolc kg
-1

 ------------

Non-Green manure 

crop

Oil cake 6.3 1.9 18 91 0.25 3.7 1.1

Mixed oil cake 6.4 2.0 21 96 0.22 3.5 1.1

Poultry manure 6.5 1.9 22 101 0.23 3.5 1.1

Guano 6.4 1.9 21 108 0.22 3.6 1.1

Average 6.4 1.9 21 99 0.23 3.6 1.1

Green manure crop Oil cake 6.3 1.6 23 103 0.26 4.4 1.3

Mixed oil cake 6.5 1.6 25 111 0.30 4.3 1.2

Poultry manure 6.4 1.7 24 120 0.38 3.9 1.2

Guano 6.5 1.6 25 114 0.26 3.8 1.1

Average 6.4 1.6 24 112 0.30 4.1 1.2

토양 물리화학성 변화 시험후의 토양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8과 같다. 시설재배지는 연중 작물생산을 위하여 

과다한 양분투입과 외부환경과 차단되어 양분의 분해와 용탈이 적으며 양분을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다량의 양

분이 집적되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휴한기에 녹비작물 재배는 집적된 양분을 흡수 재이용할 수 있다. 또한, 녹비작물

의 토양환원은 토양의 물리화학성을 개선 (Fred and Harold, 2000; Bronick and Lai, 2005)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가

치가 높다. 이를 위해서는 녹비작물의 생산시기와 주작물의 재배시기를 고려한 효율적인 조합을 통한 작부체계 적용

이 필요하다. 시험 후 토양 산도는 대조구와 녹비작물 재배 처리에서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토양 유기물 함량은 대

조구에 비하여 녹비작물 재배처리에서 14% 증가하였다. 토양 유효인산 및 치환성양이온 K, Ca, Mg는 녹비작물 재배

처리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높았으나 유기성 자원처리에 따른 토양화학성 변화는 적었다. 염류농도 (EC)는 대조구 1.9 

dS m
-1
에 비하여 녹비작물 재배에서 1.6 dS m

-1 
로 16% 감소시켰다. 이 같은 결과는 녹비작물 재배는 염류농도를 감소

시켰다는 보고 (Kang et al., 2006)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시설재배지에서 높은 EC는 삼투압 작용에 의해 작물의 

토양수 이용률을 저하시키고 (Bernstein, 1975), 이온의 불균형과 과다이온의 존재에 의한 이온 독성과 타 유효이온의 

흡수 방해로 작물의 생육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Cho et al., 2006), 녹비작물 재배는 시설재배지

의 토양의 EC를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판단되었다. 유기자원 처리간에는 토양 유기물 함량은 유박처리에 비하

여 혼합유박, 계분, 구아노 처리에서 3.6 - 17.8% 증가하였으며, 유효인산 및 치환성 칼슘은 비슷하였고, 치환성 칼륨 

및 마그네슘은 증가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할 결과는 염류의 경감 효과와 특히 유기물 함량의 증가는 매우 고무적

인 결과이었다. 토양 유기물 함량은 토양미생물 활성 및 효소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Powlson et al., 1987; 

Garcia et al., 1994), 본 연구에서 토양 유기물 함량이 증가되어 토양건전성의 지표가 향상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Table 9는 시험후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었다. 용적밀도는 대조구에 비하여 녹비작물 재배에서 낮았으며 유

기자재 처리간에는 유박에 비하여 혼합유박, 계분, 구아노 처리에서 낮았다. Son et al. (2011)은 녹비를 시용함에 따

라 토양경도의 저하와 토양함수율의 향상, 건조밀도의 저하 등 토양의 물리성 개량효과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도 녹비작물 재배는 토양경도를 감소시켜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토양 공극율은 대조구에 비하여 녹비작물 재배에

서 높아졌으나 유기자재 처리간에는 유박에 비하여 혼합유박, 계분, 구아노 처리에서 높았다. 토양 삼상은 녹비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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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hanges of soil physical properties after experiment as affected by winter cultivation of green manure and 

applications of organic resources.

Treatments

(A)

Organic Resources

(B)
Bulk density Porosity

Three phase

Solid phase Liquid phase Gaseous phase

Mg m
-3

------------------------------------ % ------------------------------------

Non-Green 

manure crop

Oil cake 1.31a
†

50.7b 49.3a 16.0a 34.7a

Mixed oil cake 1.25b 52.7a 47.3b 17.9a 34.8a

Poultry manure 1.27ab 51.9ab 48.1ab 12.8a 39.1a

Guano 1.28ab 51.8ab 48.2ab 17.0a 34.7a

Average 1.28 51.8 48.2 15.9 35.9

Green manure 

crop

Oil cake 1.28a 51.5b 48.5a 16.9a 34.6a

Mixed oil cake 1.24b 53.2a 46.8b 18.2a 35.0a

Poultry manure 1.25b 52.9a 47.1b 21.2a 31.7a

Guano 1.25b 52.7a 47.3b 17.8a 34.8a

Average 1.26 52.6 47.4 18.5a 34.0

Significance

Two-way

ANOVA

A * * * NS NS

B * * * NS NS

A×B NS NS NS NS NS
†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NS,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0.05 or 0.01, respectively.

재배로 고상의 비율이 감소하고 액상의 비율이 증가하여 Reinert et al. (2008)와 같은 결과를 보였으며, 유기자재 처

리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시설재배지에서 겨울철 휴한기에 녹비작물 재배 후 토양환원과 유기성 자원시용이 수박 생육특성과 수

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이들 처리가 토양물리화학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여 유기수박 생산기술을 개발하고

자 수행하였다. 동계 휴한기에 녹비작물 재배 (청보리)와 녹비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처리 (대조구)에 유기성자원으로 

유박, 혼합유박, 계분, 구아노를 시용하여 난괴법 3반복으로 처리하여 수행하였다. 동계 녹비작물 (청보리)재배 후 3

월 중순 토양환원전의 건물중은 10a 당 370 kg을 나타내었으며 양분공급량은 질소, 인산, 가리는 각각 10a 당 10.4, 

4.3, 10.0 kg에 해당되는 양이었다. 수박 수확기 생육특성은 녹비작물 재배처리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경경, 엽폭, 엽

장 등 생육이 우수하였으나 유기성자원 처리간에는 생육차이가 적었다. 수박의 과중 및 수량성은 녹비작물 재배처리

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과중은 무겁고 수량이 많았다. 토양화학성은 녹비작물 재배처리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염류농

도는 낮았으며, 토양 유기물 함량은 높았다. 유효인산은 유기성자원 처리간에는 계분과 구아노 처리에서 유박이나 혼

합유박에 비하여 높았다. 토양물리성은 녹비작물 재배처리에서 대조구에 비하여 용적밀도는 낮았고, 공극율은 높았

으며 토양 삼상은 고상의 비율이 감소하고 액상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휴한기에 녹비작물 재배와 

유기성 자원 시용은 수박 생산성을 향상과 토양물리화학성을 개선하여 지속 안정적인 수박 생산을 가능하게 하여 유

기수박 생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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