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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agronomic characteristics and productivity of induced

annual legumes at paddy field of Cheonan and Naju from 2004 to 2006. Chinese milk vetch (wild type),

crimson clover (C.V. Linkarus), forage pea (C.V. Austrian pea), hairy vetch (C.V. Oregon commen) were

used in this study. At the Naju region, the earliest flowering on 2nd may was found in Chinese milk

vetch, while the latest on 18th May in forage pea. Fresh, dry matter (DM) and crude protein (CP) yields of

crimson clover were highest as 28,870, 6,986 and 943 kg/ha, respectively. but the yield of chinese milk

vetch was low by 9,885, 1,749 and 338 kg/ha. At the Cheonan region, the most fast flowering date

variety was Chinese milk vetch, hairy vetch was very late as 19th May. Fresh, DM and CP yields of

hairy vetch were highest as 7,916, 1,141 and 113 kg/ha, respectively. but the yield of chinese milk vetch

showed the lowest by 270, 42 and 8 kg/ha. The CP content of annual legumes was 14.3%. chinese milk

vetch showed the highest CP content by 19.3% and hairy vetch showed the lowest content by 9.9%. The

present data showed that the productivity was closely dependent on winter hardness, in conclusion, crimson

clover at Naju and hairy vetch at Cheonan region was suggested to be the most proper species as winter

crop after rice harvest on paddy field when considered the winter hardiness.

(Key words : Forage production, Forage quality, Promising legume, Vicia sativa L.)

서 론.

근래 우리 농촌이 저비용 고소득의 방향으
로 우리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생산비,

를 절감하고 생산량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의,

개발과 현장접목이 좋은 해결방법이라 생각된
다 또한 가축분뇨를 최대로 활용하는 자연순.

환농법과 물질순환농업을 위해서는 축산과 경
종농업의 협력이 중요한 시기이며 경종농가와,

연계한 논에서 양질조사료 생산과 이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최근 푸른들 가꾸기와 농촌경관 개선 토양,

비옥도 증진을 위해 두과 사료작물의 재배가
늘어나고 있다 자운영은 남부지역에 사료작물.

보다는 녹지작물로 최근까지 많이 재배되었고
녹비효과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크림.

손 클로버 는 옥수수 후작 작물(crimson clover)

로 우리나라에서도 재배가 가능하고 생산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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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하다 김 등( . 1994). Wagger (1989), Mitchel

등 그리고 등(1977) Touchton 은 크림손(1982)

클로버 초종이 질소고정량도 43 로 옥수수kg/ha

생육시 유용하게 질소공급원으로 이용된다고
보고하였다.

베치류의 특징은 친환경 농업을 위한 Vicia

속 품종들이 녹비작물이나 양질조사료 확보 차
원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으나 내한성의 차이와

등 등 품종간 사료(Barnes , 1995, Clark , 1995)

가치와 생초 및 건물 생산성에 차이가 많아 논
에서 적응성이 우수한 품종선발이 시급한 실정
이다 우리나라에서 베치류에 대한 연구는 경.

북지역에서 도입품종과 자생종 베치류에 대한
품종비교가 있었으나 이를 중부지역까지 확대
하여 해석하기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신 베치류의 생산성은 월동성에 따라( , 2000),

많은 차이를 보여 월동성을 고려한 후에 베치
류의 도입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 , 2004).

그리고 질소 고정량이 많고 건물생산성이 우
수한 사료용 완두 는 남부지역 배수(forage pea)

가 양호한 논에서 월 상순에 파종하여 이듬10

해 월 중순에 수확하여 양질조사료로 이용이5

가능하고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등이 풍, A, C

부한 작물로 보고하였다 서 등( ,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논에서 생육특성과 수
량성 등을 고려하여 논에서 적응이 우수한 두
과 사료작물을 선발코자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국립축산과학원과 전남농업기술원
답리작 논에서 년 월부터 년 월까2004 10 2006 5

지 수행하였으며 두과 사료작물인 자운영 크, ,

림손 클로버 사료용 완두 그리고 헤어리 베치,

의 초종을 공시하였으며 각각의 품종에서 자4 ,

운영은 국내에 자생하는 품종을 공시하였고,

크림손 클로버는 품종 사료용 완두‘Linkarus’ ,

는 품종 그리고 헤어리 베치는‘Austria pea’

품종을 공시하였다‘Oregen common’ .

지역별 파종은 월 일10 15 천안 경에 파종하( )

였고 월 일10 18 나주 경에 파종하여 이듬해( ) 5

월 일천안과 월 일나주에 수확하였다18 ( ) 5 20 ( ) .

파종량은 자운영 크림손 클로버 헤어리 베치, ,

는 당ha 40 으로 하였고 는kg Forage pea 120

를 파종하였다 시비량은 초종 당 질소kg/ha . 4 ha

50 인산kg, 120 칼리kg, 120 으로 이 중 질kg

소비료는 기비로 25 이른 봄 추비로kg, 25 kg

을 분시 하였으며 인산과 칼리비료는 전량 기,

비로 시용하였다 시험구는 품종별로 난괴법. 3

반복 배치하였으며 시험구당 면적은, 12 m
2

였다(2.4×5.0m) .

화학분석을 위하여 수확당일 의 시300 500g

료를 취하여 순환식 송풍 건조기 내에서65

시간 이상 건조한 후 건물 함량을 구하였고72

얻어진 시료는 전기믹서로 차 분쇄 후1 20

로 다시 분쇄한 후 이중마개가 있는mesh mill

플라스틱 시료통에 넣어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에 보관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조단백질.

함량은 AOAC 법에 의거하여 분석하였고(1990)

및 는 및 법NDF ADF Goering Van Soest (1970)

에 따랐으며 in vitro 건물소화율은 및Tilley

법 을 수정한 방법을 사용하였다Terry (1963) .

함량 은 계산식에 의해TDN (88.9-ADF%×0.79)

서 산출하였다 그리고 전남 나주와 충남 천안.

의 시험포 토양특성은 농촌진흥청 토양화학분
Table 1. Soil characteristics of paddy field in Naju and Cheonan

Region
pH

(1:5)

Organic
matter
(g/kg)

Available
P2O5

(mg/kg)

Exchangeable cation
(cmol

+
/kg)

CEC

(cmol
+
/kg)

T-N

(%)K Ca Mg

Naju

Cheonan

5.2

5.8

28.1

18.0

34

21

0.47

0.66

4.3

5.7

1.5

1.4

10.3 0.21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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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법 에 준하여 분석하였고 분석결과는(1988)

에 나타내었다Table 1 .

결과 및 고찰.

1.

논에서 적응성과 생산성이 우수한 두과 사료
작물을 선발하기 위해서 사용한 자운영 초종1

과 두과 사료작물 초종에 대한 생육특성은3

에서 나타내었다Table 2 .

개화기는 자운영이 월 일로 가장 빠르고5 2

사료용 완두가 월 일로 가장 늦었다 초장5 18 .

은 헤어리 베치에서 101 로 가장 크고 자운cm

영이 27 로 가장 작았다 그리고 월동율은cm .

크림손 클로버와 헤어리 베치에서 양호하였고
자운영과 사료용 완두에서는 비슷하였다 신.

등 은 수원지역에서 헤어리 베치와 크림(2008)

손 클로버 초종을 비교한 결과 크림손 클로버
초종이 가장 컸었고 헤어리 베치와 사료용 완
두 초종도 양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서 등 은 수원지역에서 헤어리 베치 초종(2001)

이 재배 및 이용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고하
였다.

2.

나주지역 논에서 적응성이 우수한 두과 사료
작물을 선발하기 위해서 자운영 초종과 두과1

사료작물 초종을 공시하여 건물률과 생산성3

비교는 에서 나타내었다Table 3 .

자운영보다는 크림손 클로버 초종이 건물률
이 높았고 두과 사료작물의 평균 건물률은

였다 당 생초수량은 크림손 클로버 초21.1% . ha

종이 28,870 으로 가장 많았고 자운영에서kg/ha

가장 낮았다 그리고 사료용 피와 헤어리 베치.

초종에서도 생초수량이 양호하였다 또한 건물.

수량에 있어서도 크림손 클로버 초종이 많았고
자운영에서 가장 적었다 그리고 조단백질.

수량은 크림손 클로버 초종에서(CP) 943

로kg/ha 가장 많았고 자운영에서 338 로kg/ha

가장 적었다.

Table 2. Growth characteristics of annual legumes on paddy field of Naju

Species 50% Flowering
Plant length

(cm)
Winter-hardy

(1-9)*
Lodging
(1-9)*

Chinese milk vetch 2 May 27 8 1

Crimson clover 5 May 52 4 1

Forage pea 18 May 68 7 1

Hairy vetch 12 May 101 5 1

* 1 : Expellant or strong, 9 : Worst or weak.

Table 3. Productivity of annual legumes on paddy field of Naju region

Species
Dry matter

percentage(%)

Yield(kg/ha)

Fresh Dry matter CP

Chinese milk vetch 17.7 9,885 1,749 338

Crimson clover 24.2 28,870 6,986 943

Forage pea 20.9 26,880 5,617 809

Hairy vetch 21.6 25,030 5,406 535

Mean 21.1 22,666 4,939 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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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안지역 논에서 적응성이 우수한 두과 사료
작물을 선발하기 위해서 초종을 공시하여 수4

행한 결과 생육특성에 대한 결과는 에Table 4

서 보는 바와 같다.

천안지역 논에서 재배한 두과 사료작물의 개
화기는 크림손 클로버에서 월 일로 가장 빠5 6

르고 헤어리 베치에서 월 일로 가장 늦었5 19

다 그러나 월동율은 헤어리 베치 초종에서 가.

장 좋았고 자운영에서 가장 낮았다 그리고 초.

장은 헤어리 베치 초종에서 71 로 가장 크고cm

자운영에서 16 로 가장 적었다 도복은 초cm . 4

종 간에서 모두 적었다.

4.

천안지역 논에서 적응성이 우수한 두과 사료
작물을 선발하기 위해서 초종을 공시하여 수4

행한 결과 생산성은 에서 나타내었다Table 5 .

중부지역 천안 논에서 적응성이 우수한 두과
사료작물의 건물률은 평균 였다 이중 건물17.6 .

률이 높은 것은 크림손 클로버 초종이 로26.2%

높았고 자운영에서 로 가장 낮았다 그리13.2% .

고 생초수량은 헤어리 베치 초종에서 7,916

로 가장 많았고 자운영은 거의 없었다 건kg/ha .

물수량은 생초수량이 비슷한 경향이었고 사료
용 완두 초종에서 양호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

나 자운영과 크림손 클로버 초종에서 건물수량
이 낮았다 또한 조단백질 수량은 헤어리 베치.

초종에서 113 으로 가장 많았으나 나주지kg/ha

역에 비교해서 현저하게 낮았다 특히 나주지.

역보다 수량이 현저히 떨어지는 원인으로는 천
안지역이 겨울철 온도가 낮아 두과 사료작물
월동률이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사료된다.

김 은 수원에서 크림손 클로버와 헤어(1994)

리 베치를 비교한 결과 크림손 클로버에서 건
물수량이 4,779 로 많았고 헤어리 베치는kg/ha

2,569 로 낮았다 이는 월동률과 밀접한 관kg/ha .

계가 있어 봄에 초기 생육이 크림손 클로버에
서 좋았다 본 연구에서는 크림손 클로버보다.

Table 4. Growth characteristics of annual legumes on paddy field of Cheonan

Species 50% Flowering
Plant length

(cm)
Winter-hardy

(1-9)*
Lodging
(1-9)*

Chinese milk vetch 8 May 16 8 1

Crimson clover 6 May 52 5 1

Forage pea 15 May 40 7 1

Hairy vetch 19 May 71 4 2

* 1(Excellant or strong), 9(Worst or weak)

Table 5. Productivity of vetch cultivates on paddy field of Cheonan

Species
Dry matter

percentage(%)

Yield(kg/ha)

Fresh Dry matter CP

Chinese milk vetch 13.2 270 42 8

Crimson clover 26.2 1,100 288 39

Forage pea 14.6 4,277 626 90

Hairy vetch 16.2 7,916 1,141 113

Mean 17.6 3,391 524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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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리 베치에서 건물수량이 많은 것은 월동력
이 우수한 헤어리 베치 품종이 도입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김 등 은 수원지역 밭에서 베치(2004)

류 품종을 공시하여 년간 시험한 결과 크림5 3

손 클로버와 헤어리 베치 품종이 8,664 으kg/ha

로 가장 많았다고 하였으며 파종시기는 월, 9

일로 베치류의 건물수량은 파종시기와 밀접15

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벼 수확후 베치류와 작부체계로 파종
시기를 월 일경으로 앞으로 월 파종할10 15 9

수 있는 입모종 등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나주지역과 천안지역 논에서 재배되었던 두
과 사료작물의 사료가치는 에서 보는Table 6

바와 같다 조단백질 함량은 자운영에서. 19.3%

로 가장 높았고 헤어리 베치 초종에서 로9.9%

가장 낮았다 크림손 클로버와 초종. Forage pea

에서는 비슷하였다 신 등 은 자운영 품. (2000) 1

종과 베치류 품종을 공시하여 월에 파종하여7 8

이듬해 월에 수확한 결과 자운영보다 헤어리5

베치에서 조단백질 함량이 높았다고 보고하였
으며 김 등 의 보고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2004)

얻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헤어리 베.

치보다 자운영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수,

확시 헤어리 베치가 고사되여 앞으로 이에 대

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논에서 생육특성과 생산성이 우수
한 두과 사료작물을 선발하기 위해서 천안 국(
립축산과학원과 나주) 전남도농업기술원 답리( )

작 논에서 부터 년까지 수행되었다2004 2006 .

두과 사료작물은 자운영 크림손 클로버 사료, ,

용 완두 그리고 헤어리 베치 초종을 공시하였
고 각 초종의 품종은 자운영에서 국내에서 자
생하는 품종야생종과 크림손 클로버( ) (C.V.

사료용 완두Linkarus), 헤(C.V. Austroan pea),

어리 베치 을 각각 공시(C.V. Oregon common)

하였다 나주지역에서 수행되었던 두과 사료작.

물의 개화기는 자운영이 가장 빠르고 Forage

초종이 가장 늦었다 크림손 클로버 초종pea .

의 생초 건물 그리고 조단백질 수량은 각각,

그리고28,870, 6,986 943 으로 가장 많았kg/ha

다 그러나 자운영에서는 그리고. 9,885, 1,749

338 으로 가장 적었다 천안지역 논에서는kg/ha .

자운영이 가장 빠르고 헤어리 베치 초종에서
가장 늦었다 헤어리 베치 초종의 생초 건물. ,

그리고 조단백질 수량은 각각 그7,916, 1,141

리고 113 으로 가장 많았고 자운영에서kg/ha

그리고270, 42 8 으로 가장 적었다 조단kg/ha .

백질 함량은 평균 로 높았고 자운영에서14.3%

로 가장 높았으나 헤어리 베치 초종에서19.3%

Table 6. Chemical composition of annual legumes on paddy field

Species
CP
(%)

IVDMD
(%)

ADF
(%)

NDF
(%)

TDN
(%)

Chinese milk vetch 19.3 59.3 36.2 47.1 60.3

Crimson clover 13.5 58.0 38.9 51.0 58.2

Forage pea 14.4 74.3 23.2 40.3 70.4

Hairy vetch 9.9 60.1 31.6 44.8 63.9

Mean 14.3 62.9 32.5 45.8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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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낮았다 따라서 논에서 생육특성9.9% .

과 수량을 고려한 결과 나주지여에서는 크림손
클로버 초종이 우수하고 천안지역에서는 헤어
리 베치 초종이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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