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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콩 밀식재배에서 토양화학성 변동 및 질소추비반응

최영대1*, 정기열1, 전현정1, 이상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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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논에 콩을 재배하면 재배연차가 경과함에 따라 토양의 비옥도가 줄어들어 수량이 감소한다. 콩의 밀식재배 시 다수확을 위해

서는 개체수 증가에 따라 생육후기 질소추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논에서 콩을 밀식재배 할 때 연차경과에 

따른 토양의 비옥도 감소에 대응하여 콩의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차경과에 따른 적정 추비시기 및 추비량 설정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논 콩 밀식재배 1년차에서 토양화학성 변동에 따른 콩의 질소추비반응을 구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재료및 방법]

시험품종은 대찬이었고, 추비시기(주구)는 개화기, 착협기의 2수준으로, 질소추비량(세구)은 0, 2, 4, 6, 8의 5수준으로 분할구

배치법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콩은 N 3kg/10a, P2O5 3kg/10a, K2O 3.4kg/10a를 전량 기비로 6월17일에 재식거리 70×10cm

로 파종하였고, 주당본수를 2본으로 솎음하여 고휴 2열 무피복 재배를 하였고. 질소추비는 고휴의 이랑 부분에 토양 처리하였

다. 토양화학성 변동을 구명하기 위하여 시험전⋅후 및 개화기에 pH, EC, 유기물함량, T-N,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을 측정

하였고, 추비에 대한 콩의 생육 및 수량반응을 구명하기 위해 수확기에 경장, 경태, 분지수, 주경절수, 협수, 립수, 립중, 수량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전체 포장에서 콩 재배기간 동안 유기물함량은 재배 전 18.1 g kg-1에서, 개화기 14.4 g kg-1, 재배후 14.0 g kg-1으로 22.7% 감소

하였고, T-N은 재배 전 1.6 g kg-1에서, 개화기 1.2 g kg-1, 재배후 1.0 g kg-1로 37.5%로 감소하였고, 유효인산은 재배 전 82 mg 

kg-1에서, 개화기 45 mg kg-1, 재배후 46 mg kg-1로 43.9%로 감소하였고, 치환성 K는 재배 전0.94 cmolc kg-1에서 개화기 0.59 

cmolc kg-1, 재배 후 0.51 cmolc kg-1로 45.7% 감소하였다. 그리고, 토양 양분의 감소는 주로 개화기 이전 영양생장기에 감소하

였다. 개화기 이후 생식생장기 토양의 암모니아태 질소 함량은 개화기 19.8 mg kg-1, 착협기 23.1 mg kg-1, 수확기 22.6 mg kg-1, 

질산태질소는 개화기 4.8 mg kg-1, 착협기 5.5 mg kg-1, 수확기 10.3 mg kg-1의 수준을 보였다. 수확기 콩의 생육 및 수량, 수량구

성요소는 추비시기 및 추비량에 대하여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논 콩 밀식재배 1년차에는 

유기질소의 무기화를 통해 공급된 무기태질소가 생식생장기에도 많이 축적되어 있어 질소추비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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