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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reeds (Phragmites australis) application to 

increase the low organic matter content in the reclaimed soil. Reed is not only a perennial vegetation native 

growing in the reclaimed land and a plant promising for soil organic resources as it is regenerated every year 

and also has a lot of biomass. In order to establish the system to increase the soil organic matter content, the 

reed residue was put into the soil using a tractor in different periods. After the growth, the reed straw was put 

into the soil at mid-September, mid-November and mid-February of the following year during 1st, 2nd and 3rd 

year. Soil chemistry showed no difference in pH and EC was slightly higher at constant three years of return 

plot. Carbon content increased at all treatments with increasing the number of application regardless of the 

treatment season. The amount of soil organic content increased with increasing the number of application 

comparing to 4.65 g kg-1 in soil with the preserved reed. This also increased to 8.01 g kg-1, 6.85 g kg-1 and 7.02 

g kg-1 when the treatment was continued at mid-September, mid-November and mid-February for three years, 

respectively. This clearly showed that the application of reed straw to the soil was effective to improve soil 

fertility.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organic content of the reclaimed soil, it would be effective that the 

body part of reed is returned to the soil at mid-September of each year after the growth of reed is comple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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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chemical properties of top soil after the experiment.

Application pH† EC N C Av. P2O5

Exch. cations

Ca K Mg Na

1:5 µs/cm mg kg-1 mg kg-1 mg kg-1 ----- cmol kg-1 -----

No treat. 6.62a 35.97c 0.05c 0.29c 23.50 1.10 0.51 2.54 0.44a

Ⅰ‡ 6.17b 32.76c 0.06 0.30c 28.39 1.23 0.51 2.38 0.17b

Ⅱ 6.30ab 38.27c 0.06 0.39b 30.24 1.24 0.56 2.33 0.17b

Ⅲ 6.16b 47.51a 0.07a 0.46a 40.56 1.29 0.59 2.41 0.18b

Ⅳ 6.31ab 34.35c 0.06 0.37b 29.01 1.15 0.51 2.27 0.29ab

Ⅴ 6.20b 38.52c 0.06 0.38b 30.32 1.42 0.54 2.36 0.14b

Ⅵ 6.13b 44.05ab 0.06 0.40a 37.95 1.28 0.58 2.41 0.14b

Ⅶ 6.28ab 36.04c 0.06 0.32c 29.73 1.29 0.55 2.37 0.21b

Ⅷ 6.57a 42.13c 0.07a 0.37b 28.39 1.13 0.53 2.50 0.42a

Ⅸ 6.26ab 56.10a 0.07a 0.41a 35.42 1.32 0.57 2.52 0.25b

ns ns ns ns

†Means with same lettered superscripts of colum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eed residue soil input time. Ⅰ: Sept(2014), Ⅱ: Sept(2014 and 2015), Ⅲ: Sept((2014 to 2016), Ⅳ: Nov(2014),Ⅴ: Nov(2014 

and 2015), Ⅵ: Nov(2014 to 2016), Ⅶ: Feb(2014), Ⅷ: Feb(2014 and 2015), Ⅸ: Feb(2014 to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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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서해안에 분포된 간척지 토양은 탈염이 진행되어 작물재배가 가능한 염농도에 다다르더라도 염을 함유

했던 토양특성상 pH가 알카리성을 나타내며, 유기물 함량이 낮고, 토양경도가 높고 공극율이 낮아서 (Yoo et al., 

2007)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낮은 생산성을 나타낸다 (Jung et al., 1987). 열악한 토양의 구조개선을 위하여 인위적으

로 유기물을 투입하고 경운해 줌으로써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되는데 (Ryu et al., 2010), 미숙한 간척지 토양에 입단화

를 촉진시키기 위한 개선효과를 구명키 위해 토양개량제로 석고와 팽화왕겨, 제오라이트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유기

물로 구성된 팽화왕겨 시용이 석고를 시용한 것 보다 입단화 율이 높았으며, 처리 후 60일부터 입단화의 진행을 확인

하였다 (Baek et al. 2010). 또 Son and Cho (2009)는 유기물원으로 가공된 부산물 비료를 넣는 것 보다는 신선유기물

인 이탈리안라이그라스를 넣는 것이 간척지토양의 입단화 촉진에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유사한 연구 결과로 간척지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토양에 환원한 결과 토양유기물 함량이 0.12%/년 증가하였고, pH는 8.9에서 5.6까지 낮아졌으

며, 토양삼상 중 고상비율이 54.2%에서 34.5%로 낮아졌고, 토양용적밀도는 1.44 Mg m-2에서 1.22 Mg m-2으로 낮아

졌다 (Chun, 2011)고 하였다. 이 같은 결과들은 간척지에 자생하는 녹비자원 들의 이용이 간척지 토양개선에 유효할 

것 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간척지 자생식생 중 갈대는 간척지 형성 후 토양 염농도가 낮아지면서 발생되는 다년초

로서 (Kim and Min, 1983; Lee and Han, 1993), 군락 지상부의 바이오메스가 700 Kg 10a-1 로 다른 자생식물보다 상

대적으로 많고 (Kim et al., 2012) 지하뿌리에서 매년 신초가 발생하여 재생되기 때문에 간척지 토양에 유기물을 지속

적으로 공급해줄 수 있는 유망한 자생 식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매년 재생되어 큰 군락을 이루는 갈대의 지상부를 토

양에 환원하였을 때 환원 시기 및 회수에 따른 토양개선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 아래 이를 구명코자 아래와 같이 

시험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당 시험은 2014-2016년까지 전북 부안군 계화면 새만금간척지 내에 시험포장 (경위도: N 35°46'370", E 126° 

37'454")에서 수행되었다. 토양특성은 Table 1과 같았으며, 갈대 지상부의 토양 환원은 뿌리에서 매년 재생되어 나오

는 갈대를 생장이 완료되는 9월 중순과 11월 중순, 다음해 2월 중순의 3시기에 각각 갈대의 잎과 줄기를 트렉터 부착 

파쇄기로 파쇄한 후 대형 트랙터로 로터리하여 15-20 cm깊이로 갈대가 발생했던 동일한 장소에 전량 환원하였다. 환

원 연차는 1년 환원구, 2년 환원구, 3년 환원구를 두어 환원시기별로 3처리씩 총 9개와 갈대를 예취하지 않고 지속 자

라게 한 처리 (갈대 지속구)와 비교하였다. 

환원시기 및 연차별 환원량은 전년도 갈대 생장량에 따라 달라져서 각 시기별 환원량은 Table 2와 같이 9월 중순 1

년 환원구는 8.16 Mg ha-1, 2년 환원구는 1년차는 8.16 Mg ha-1, 2년차에는 6.91 Mg ha-1이 환원하였고, 3년 환원구는 

1년차에 8.16 Mg ha-1, 2년차에 6.91 Mg ha-1, 3년차에는 7.22 Mg ha-1이 환원하였다. 11월 중순 1년 환원구는 8.16 

Mg ha-1, 2년 환원구는 1년차는 8.16 Mg ha-1, 2년차에는 5.77 Mg ha-1, 3년 환원구는 1년차에 8.16 Mg ha-1, 2년차에 

5.77 Mg ha-1, 3년차에는 5.99 Mg ha-1이 환원하였다. 2월 중순 환원구는 1년 환원구는 1년에 8.16 Mg ha-1, 2년 환원

구는 1년차에 8.16 Mg ha-1, 2년차에 4.77 Mg ha-1, 3년 환원구는 1년차에 8.16 Mg ha-1, 2년차에 4.77 Mg ha-1, 3년차

에는 3.28 Mg ha-1이 환원하였다.

시험구별 면적은 9 m × 7 m로 하였으나, 갈대가 자연 발생된 면적이 적어 2반복으로 시험하였다. 조사는 식생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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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 4월초 조사지점에 50 cm × 50 cm 격자를 반복 당 5지점씩 설치한 후 갈대의 생장이 완료된 8월 중순 이후에 격자 

내 모든 식물체를 채취하여 갈대와 기타 식물로 분류한 후 식물체를 건조 (90°C에서 48시간 건조한 후 평량)하여 군

락의 biomass를 조사하여 다음 시기에 투입되는 갈대 잔사 량을 확인하였다. 토양물리성 조사는 1년차와 2년차에 지

상부 조사와 동일한 시기에 격자 내 지점에서 토양의 상단부 5 cm를 제거하고 직경 50 mm × 높이 50 mm의 코어를 이

용하여 토양을 채취한 후 토양물리성 조사법에 준하여 토양 무게와 3상 비율을 조사하여 용적밀도를 산출하였다 (3년

차에는 동 시기에 강우로 토양이 과습하여 성적에서 제외하였다.). 화학성 조사는 시험 3년차 8월 하순에 각 처리별로 

표토 (토심 0-20 cm)와 심토 (토심 20-40 cm)를 채취하여 분석시료로 이용하였다. 채취한 혼합시료 (5지점 1점 혼합

시료)는 음건한 후 2 mm체를 통과한 것을 토양 혼합물 분석에 사용하였다. 토양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

술원 토양 및 식물체분석법 (NIAST, 2000)에 준하여 pH와 전기전도도 (EC)는 초자전극법, 유효인산 (Av. P2O5)은 

Lancaster법, 치환성양이온 (Ex. Ca, K, Mg, Na)은 1N NH4OAC (pH 7.0)으로 추출하여 ICP (Varian Vista- MPX)로 

분석하였고 총질소 (T-N)와 토양유기물 (OM)은 원소분석기 (VarioMax CN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Table 1은 갈대가 발생된 시험토양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토양은 미사질 양토이고, pH는 알카리성을 띄고 있으

며, 토양 EC는 3.3 dS m-1 였고, 토양 내 N, C 비율이 낮고, Na함량은 상대적으로 높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시험에 투입된 갈대 잔사량은 (Table 2) 당년도 갈대 생장량에 따라 달라졌는데, 잔사를 환원시킨 횟수가 증가될수

Table 1. Soil chemical properties of the experimental site before treatment.

Soil texture pH EC N C Avail. P2O5

Exch. cations

Ca K Mg Na

(1:5) dS m-1 mg kg-1 mg kg-1 mg kg-1 ------- cmol kg-1 -------

Sandy loam 7.42 3.3 0.04 0.19 20 1.0 0.9 2.8 1.09

Table 2. Soil input weight of reed residue according to experimental method.

Application 
Input mass of reed residue 

First year (2014) Second year (2015) Third year (2016)

----------------Mg ha-1 ---------------

No treatment 0 0 0

Ⅰ
† 8.16 0 0

Ⅱ 8.16 6.91 0

Ⅲ 8.16 6.91 7.22

Ⅳ 8.16 0 0

Ⅴ 8.16 5.73 0

Ⅵ 8.16 5.73 5.99

Ⅶ 8.16 0 0

Ⅷ 8.16 4.70 0

Ⅸ 8.16 4.70 2.28

†reed residue soil input time. Ⅰ: Sept(2014), Ⅱ: Sept(2014 and 2015), Ⅲ: Sept((2014 to 2016), Ⅳ: Nov(2014),Ⅴ: Nov(2014 

and 2015), Ⅵ: Nov(2014 to 2016), Ⅶ: Feb(2014), Ⅷ: Feb(2014 and 2015), Ⅸ: Feb(2014 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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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다음 연도에는 군락의 biomass가 적어져 환원량이 감소되었다. 또 잔사 환원시기에 따라서는 9월 중순과 11월 중

순 환원구에 비해 2월 환원구의 바이오매스 발생량이 더 많이 감소되어 잔사 환원량도 적어졌다. 갈대 군락 바이오매

스의 이 같은 변화는 이 식물은 전년도 11월경 지하의 근경에서 매년 신초의 발생이 시작되어 4월경 출현되는데, 지상

부 토양 환원을 위한 트랙터 로타리시 지표부위에 분포된 신초의 생장 정도와 로타리 회수의 증가 정도에 따라 식물체

가 받는 손상정도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은 갈대토양환원 후 조사된 표토의 토양화학성을 나타내고 있다. 표토의 pH는 갈대 지속구에 비해 잔사 환

원처리 구에서 높았으며, 동일시기내에서는 3년 연속 환원처리구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Na함량은 경운처리

구가 갈대 지속구 보다는 감소되었으나 경운처리 횟수 증가에 따른 영향은 없었다. EC는 잔사 환원을 위한 경운처리 

횟수가 늘었을 때 증가되는 양상 이었는데 이 원인의 구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

다. 토양 내 질소 함량은 갈대지속구보다 잔사 환원 처리구에서 0.1-0.2%까지 약간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토양 

내 C 함량은 처리시기에 관계없이 환원을 위한 경운처리 횟수가 증가될수록 높아져 3년간 환원처리시 27-58%가 증

가되었고, 잔사 환원처리구 중에서는 9월에 3년 연속 처리에서 가장 높았다. 심토의 화학성은 (Table 4) 표토에 비해 

pH는 약간 낮고, EC는 비슷하였으며, N 과 C 함량은 낮았고, Na함량은 높은 특성을 나타냈다. 심토 내 pH는 갈대 지

속구보다 잔사 환원처리구가 증가되었으나 잔사 환원 횟수에 따른 영향은 구분되지 않았다. EC는 갈대 지속구에 비

해 1년차 잔사 환원처리에서는 약간 낮아졌으나 이후 잔사 환원처리 횟수가 증가될수록 EC값도 높아졌다. N 함량은 

1년차 환원까지는 변화가 없었으나 2년 연속 잔사 환원처리시 0.1%가 증가되었으며, C 함량은 잔사 환원 횟수가 증

가될수록 높아져 표토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양이온 중 Ca는 갈대 지속구에 비해 잔사 환원구가 약간 높은 값을 

보였다. K와 Mg 함량은 변화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Na 함량은 무처리보다 전체 처리구가 감소되었으나 잔사 환원처

리 횟수에 따른 영향은 발견할 수 없었다. 

Table 3. Soil chemical properties of top soil after the experiment.

Application pH† EC N C Av. P2O5

Exch. cations

Ca K Mg Na

1:5 dS m-1 mg kg-1 mg kg-1 mg kg-1 ----- cmol kg-1 -----

No treat. 6.62a 3.6c 0.05c 0.29c 23.50 1.10 0.51 2.54 0.44a

Ⅰ
‡ 6.17b 3.3c 0.06 0.30c 28.39 1.23 0.51 2.38 0.17b

Ⅱ 6.30ab 3.8c 0.06 0.39b 30.24 1.24 0.56 2.33 0.17b

Ⅲ 6.16b 4.8a 0.07a 0.46a 40.56 1.29 0.59 2.41 0.18b

Ⅳ 6.31ab 3.4c 0.06 0.37b 29.01 1.15 0.51 2.27 0.29ab

Ⅴ 6.20b 3.9c 0.06 0.38b 30.32 1.42 0.54 2.36 0.14b

Ⅵ 6.13b 4.4ab 0.06 0.40a 37.95 1.28 0.58 2.41 0.14b

Ⅶ 6.28ab 3.6c 0.06 0.32c 29.73 1.29 0.55 2.37 0.21b

Ⅷ 6.57a 4.2c 0.07a 0.37b 28.39 1.13 0.53 2.50 0.42a

Ⅸ 6.26ab 5.6a 0.07a 0.41a 35.42 1.32 0.57 2.52 0.25b

ns ns ns ns

†Means with same lettered superscripts of colum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eed residue soil input time. Ⅰ: Sept(2014), Ⅱ: Sept(2014 and 2015), Ⅲ: Sept((2014 to 2016), Ⅳ: Nov(2014),Ⅴ: 

Nov(2014 and 2015), Ⅵ: Nov(2014 to 2016), Ⅶ: Feb(2014), Ⅷ: Feb(2014 and 2015), Ⅸ: Feb(2014 to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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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oil chemical properties of the sub soil after experimental.

Application pH†
　 EC N C Av. P2O5

Exch. cations 

Ca K Mg Na

1:5 dS m-1 mg kg-1 mg kg-1 mg kg-1 ------ cmol kg-1 ------

No treat. 7.31a 3.9 0.04b 0.13b 28.14 0.73 0.56 2.34 0.94a

Ⅰ
‡ 6.78b 3.3 0.04b 0.15b 30.30 0.81 0.61 2.51 0.44b

Ⅱ 6.86b 3.6 0.05a 0.21a 28.97 0.93 0.58 2.41 0.45b

Ⅲ 6.78b 4.1 0.05a 0.23b 31.92 1.02 0.56 2.61 0.41b

Ⅳ 6.44b 3.5 0.04b 0.18ab 28.80 1.07 0.52 2.42 0.31b

Ⅴ 6.60b 3.6 0.05a 0.23b 29.29 1.02 0.54 2.48 0.32b

Ⅵ 6.58b 3.9 0.05a 0.25b 33.87 1.02 0.55 2.55 0.29b

Ⅶ 6.65b 3.8 0.04b 0.18ab 30.69 1.09 0.54 2.16 0.47b

Ⅷ 6.93ab 3.9 0.05a 0.20a 29.54 0.91 0.54 2.43 0.59b

Ⅸ 6.63b 4.5 0.05a 0.22b 30.64 1.00 0.54 2.55 0.46b

ns ns ns ns ns

†Means with same lettered superscripts of colum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eed residue soil input time. Ⅰ: Sept(2014), Ⅱ: Sept(2014 and 2015), Ⅲ: Sept((2014 to 2016), Ⅳ: Nov(2014),Ⅴ: 

Nov(2014 and 2015), Ⅵ: Nov(2014 to 2016), Ⅶ: Feb(2014), Ⅷ: Feb(2014 and 2015), Ⅸ: Feb(2014 to 2016).

Fig. 1은 처리별 토양용적밀도를 나타내고 있다. 갈대지속구의 토양용적밀도는 1.4 Mg m-3이었으나, 처리 시기에 

관계없이 환원처리 횟수가 증가될수록 용적밀도가 감소되어 2년 연속 잔사를 환원 처리한 경우 8.5-5.6%가 감소되었

는데, 잔사 환원에 의해 토양 내 유기물이 혼입되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되며, 잔사 환원 횟수가 많은 구에서 더 많이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처리별 표토의 유기물함량 (Fig. 2)은 갈대를 절단하여 투입하지 않은 처리구의 유기물함량은 4.65 g kg-1 이었으나, 

1회 이상 잔사를 환원처리 했을 때는 5.22 g kg-1 이상으로서, 전체적으로 갈대를 절단하여 투입한 처리구가 갈대를 지

속적으로 자라게 한 처리구보다 높아졌다. 잔사 환원 횟수 별로는 3시기 모두에서 3년 연속 잔사를 환원한 경우에 높

았으며, 그 중에서도 9월중에 3년 연속 환원처리 했을 때 72.5%가 증가된 8.02 g kg-1으로 가장 높은 증가를 나타냈다. 

Fig. 1. Bulk density of top soil according to reed residue soil input method.



Studies on Potential Supply of Soil Organic Matter Using Phragmites australis in Reclaimed Land ∙ 417

또한 심토의 유기물함량 (Fig. 3)은 표토보다 전체적으로 낮았으며, 처리별로는 갈대 잔사의 토양환원 횟수가 많았을 

때 증가하였으며, 잔사 환원 시기별로는 9월 중순과 11월 중순 잔사를 환원처리 했을 때 높아져 표토와 유사한 증가 

상황을 나타냈다. 

우리나라 간척지토양은 가용성 염류농도가 높고 알카리성을 나타내며 (Koo et al., 1998) 유기물함량의 부족으로 

인해 토양경도가 높아 농업적으로 이용하기에는 미숙한 토양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토양은 보비력이 낮아 작물

을 재배하게 되면 거의 배량의 비료를 시비하여도 수량성은 평균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Han et al., 2011). 이 같이 미

숙한 토양도 유기물 시비를 통해 토양물리성의 개선이 가능하고 (Son and Cho., 1987) 시비량을 줄일 수 있다 (Baek 

et al., 2010; Moon et al., 2011). 유기물시용이 토양개량에 효과적이므로 낮은 유기물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

적인 투입이 필요하나,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간과할 수는 없는 요소이다. 또 간척지는 수변을 끼고 있어서 외부에

서 만들어진 유기물을 유입하여 시용할 경우 시용 후 범람 등이 발생하여 수변으로 유출될 경우 환경문제 발생의 원인

Note: reed residue soil input time.

Ⅰ: Sept(2014), Ⅱ: Sept(2014 and 2015), Ⅲ: Sept((2014 to 2016), Ⅳ: Nov(2014),Ⅴ: Nov(2014 and 2015), Ⅵ: Nov(2014 to 

2016), Ⅶ: Feb(2014), Ⅷ: Feb(2014 and 2015), Ⅸ: Feb(2014 to 2016).

Fig. 2. Organic matter content of top soil(0~20cm)according to reed residue soil input methods.

Note: reed residue soil input time.

Ⅰ: Sept(2014), Ⅱ: Sept(2014 and 2015), Ⅲ: Sept((2014 to 2016), Ⅳ: Nov(2014),Ⅴ: Nov(2014 and 2015), Ⅵ: Nov(2014 to 

2016), Ⅶ: Feb(2014), Ⅷ: Feb(2014 and 2015), Ⅸ: Feb(2014 to 2016).

Fig. 3. Organic matter content of sub soil(21~30cm)according to reed residue soil inpu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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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자생하는 유기물 자원을 환원시키는 순환체계의 도입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간척지 자생자원 중 갈대는 다년생 식물이어서 지속적으로 환원시킬 수 있고 간척지 자생식물 중 바이오매스가 상대

적으로 커서 (Kim et al., 2013) 유기물원으로 적당하다. 갈대 지상부 군락 잔사의 토양환원은 2가지 측면에서 간척지 

토양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는 갈대의 환원이 토양 물리 화학성을 개선시킨 것으로 생각

된다. 유기물이 투여됨으로서 토양용적밀도가 감소되고, pH는 작물 생육에 적당한 약산성 쪽으로 교정되었으며, 토

양유기물도 증가되었다. 두 번째는 간척지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염류인 Na의 배출을 촉진시킨 것이다. 이 처리에서 

Na의 감소는 갈대가 토양에 환원된 효과보다는 환원처리를 위한 경운이 Na가 함유된 토양을 노출시켜 빗물에 흘러 

나가게 함으로써 토양 염농도를 낮춘 것으로 생각된다 (Min and Kim, 1997). 또한 갈대 잔사의 토양환원을 통한 유기

물 증진법의 부차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다. 생장된 갈대를 방치할 경우 잔사가 햇빛에 분해되어 탄소를 공중에 방출시

키지만, 환원시켜서 토양에 가두어 줌으로써 미미하지만 대기 내 탄소의 증가를 억제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 따라서 

간척지 중 향후 농지로 개발이 확정된 부지는 자생하는 갈대를 주기적으로 토양에 환원시켜 토양유기물을 증진시키

는 것이 합당한 관리방법일 것이다. 다만 지속적인 환원은 갈대 세력을 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2회 연속 환원 후에

는 1년 정도는 환원작업을 중지하여 갈대 세력을 회복시킨 후 다시 환원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간척

지는 갈대의 발생이 안 된 지역이 부분적으로 분포하는데, 이런 지역에는 갈대를 육묘하며 심어줌으로써 군락형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Conclusion

간척지에서 갈대 잔사를 토양에 환원하여 토양유기물 함량을 높이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토양환원시기와 환원 지

속연수를 달리하여 갈대 지상부를 트랙터를 이용하여 토양에 환원한 후 조사된 토양물리성 및 유기물 함량의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 토양용적밀도는 갈대 지상부 잔사를 2년 연속 환원 처리한 경우 8.5-5.6%가 감소되어 기상비율의 증

가를 가져왔다. 토양 pH는 갈대를 베지 않고 두는 곳보다 갈대 잎과 줄기를 환원 처리한 곳에서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

내었고, 표토의 EC는 3년 계속 갈대 잎과 줄기를 환원했을 때 약간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토양탄소 함량은 잔사 

환원 시기에 관계없이 환원 횟수가 증가했을 때 모든 처리구에서 증가되었다. 토양유기물 함량은 갈대 잎과 줄기를 절

단 투입하지 않은 구의 4.65 g kg-1에 비해 환원 투입 횟수가 많아질수록 증가되어 9월 중순에 3년간 계속 환원했을 때 

8.01 g kg-1으로 1.72배가 증가했고, 11월에 3년간 환원했을 때는 6.85 g kg-1, 2월에 3년간 환원시에는 7.02 g kg-1을 

나타내, 갈대 잎과 줄기 투입에 따른 유기물 증진 효과가 분명히 나타났다. 따라서 간척지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이

고자 할 때는 갈대의 성장이 완료되는 매년 9월 중순 이후 갈대 지상부를 토양에 환원하여 주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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