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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changes in virus disease occurrence and yield were monitored in conventional cropping

system(rice-barley) and soybean-barley double cropping system in virus-prone area for 5 years. Also, changes

in the density of Polymyxa graminis, a fungal vector, was investigated. In assay tests, mixed infection of Barley

yellow mosaic virus (BaYMV) and Barley mild mosaic virus (BaMMV) was observed. Disease severity was in

the range of 7~9 in conventional cropping system. In continuous cropping of soybean-barley and 3-year-

fallow land, disease severity also was around 7. However, disease severity was reduced to medium level (5)

when barley cultivation was paused for one or two years in soybean-barley cropping. When barley cultivation

was paused for a year, the density of P. graminis, a fungal vector for BaYMV and BaMMV, reduced in barley

root and soil. Similarly, barley growth was also enhanced by adopting fallow seasons. Compared with the fifth

year of conventional cropping, the number of tillers per m2 was increased by 158 when barley cultivation was

paused for an year in soybean-barley cropping. When soybean and barley were cultivated continuously or

complete fallow period was extended to three years, plant height and the number of tillers of barley were

decreased. Yield components of barley in soybean-barley cropping were superior to those in rice-barley

cropping. Compared with the fifth year of conventional cropping and soybean-barley cropping, culm length

of barley was 1.3~2.3 cm higher and the number of tillers per m2 was 36~90 higher when barley cultivation

was paused for one or two years. However, those in continuous cropping of soybean-barley and 3-year-fallow

land were lower compared with conventional cropping. Similarly, yield was increased when barley cultivation

was paused for one or two years in the third, forth, and fifth years when compared with conventional

cro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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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리 병해는 주로 깜부기병, 흰가루병 및 붉

은곰팡이병 등의 진균에 의한 피해가 알려져 왔으나, 근

래에 와서는 바이러스병이 남부지역 맥주보리 재배지를

중심으로 문제시되고 있다. 보리에 발생하는 바이러스병

은 토양전염(Barr와 Slykhuis, 1976; Chen 등, 1991), 충매

전염(Kojima 등, 1983) 및 종자전염(나와 박, 1979;

Lundsgaard, 1976) 등이 보고되어 있다. 국내의 주요 보

리 바이러스병은 보리호위축병(Barley yellow mosaic virus,

BaYMV), 보리마일드모자이크병(Barley mild mosaic virus,

BaMMV), 오갈병(Soil-borne wheat mosic virus, SBWMV)

등 주로 토양전염성 병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소 등,

1997; 박 등, 2004). 이들 바이러스중 BaYMV가 가장 우

점하며 BaMMV와 혼합 감염되어 발생하고 있다(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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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이들 바이러스는 비병원성 토양 서식균인 Polymyxa

graminis에 의해 매개되어 보리의 유근으로 침입, 감염을

일으키게 된다(소 등, 1991; Adams 등, 2001). BaYMV에

의한 피해는 품종의 저항성과 기상 조건에 따라 40~100%

의 수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Frahm, 1989;

김, 1997; Plumb 등, 1986) 맥류 재배지에는 바이러스병

의 발생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

인 바이러스병의 방제는 저항성 품종이 가장 효율적인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토양전염성 균의 경우 윤작 등

재배적인 방법에 의해 밀도나 병해 발생 정도가 감소되

는 결과도 알려져 있다(Agrios, 2005). 최근 벼만을 재배

해오던 논을 활용한 콩이나 다른 작물 재배에 대한 관심

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의 BaYMV와

BaMMV에 대한 저항성 품종 육성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

며, 경종적 방제연구로 시비량 조절, 석회처리 및 파종기

조절 등에 대한 보고(소 등, 1991)가 되어 있으나 윤작

등 작부체계에 대한 연구는 되어있지 않다. 또한 토양이

나 기주뿌리내에서 보리 바이러스병과 매개균인 P. graminis

의 밀도 조사나 작부형태에 따른 변화등에 관한 연구 또

한 국내에서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시험은 바

이러스병 발생상습지 논에서 보리와 콩의 윤작 형태에 따

른 보리 바이러스병의 발생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과, 한

편 이들 바이러스병 매개균인 P. graminis의 윤작형태에

따른 밀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작부체계 처리 및 파종. 본 시험은 호남농업연구소(익

산)내 발병상습지 논을 이용하여 동계에는 주 조사대상

인 보리를 하계에는 관행인 벼를 재배하였고, 한편 벼 대

신 콩을 재배하는 윤작체계로 수행하였다. 보리는 바이러

스병에 감수성으로 알려진 백동을 익산지역의 파종적기

인 10월 25일에 150 cm(휴폭)×120 cm(파폭)으로 추파하

였다. 벼는 답리작 이모작 관행재배 처리로서 익산 지역

적응성인 중만생종 동진 1호를 30 cm×15 cm 간격으로

6월 1일경에 손이앙하였다. 콩은 풍산나물콩을 6월 10일

경 60 cm×10 cm의 재식거리로 파종하였다. 각 작물별

처리면적은 약 100 m2로 처리별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보리, 벼, 콩 등 작물별 파종 후 수확까지 재배관리는 농

촌진흥청 표준재배기준에 따라(농촌진흥청, 2002) 수행하

였다. 시험 1년차는 보리만을 추파하여 재배하였고 보리

수확 후 2년차부터 벼와 콩 등 하작물을 재배하였다. 시

험기간은 보리 파종년도 기준 5개년(2003~2007)간 수행

하였으며 처리별 작부체계는 Table 1에서와 같다. 

보리의 발병정도 및 바이러스 검정. 보리의 바이러스

발병정도는 3월 상순~중순에 병징 발생 정도에 따라 소

등(1997)의 보고에 따라 이병정도를 무발병(0), 1~10%(1),

11~30%(3), 31~50%(5), 51~70%(7), 71% 이상(9) 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처리별로 황화 및 반점등 감염 증상

을 보이는 보리 잎을 채집하여 −20oC에 보관하면서, 소

등(1997)의 면역 혈청학적 검정(ELISA) 방법으로 바이러

스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였다. 바이러스는 국내 맥류재배

지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박 등, 2004)

BaYMV, BaMMV와 Soil-borne wheat mosaic vrius

(SBWMV) 등 3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생육 및 수량조사. 처리별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생육

및 수량 피해를 조사하였다. 생육조사는 시험기간 5개년

동안 월동 후 3월 하순에 초장과 경수를 처리별 시험구

당 30개체를 3반복으로 조사하였다. 수량구성 요소 및 수

량성은 간장, 수장, 일수립수 등 수량구성요소와 종실중

등을 조사하였다. 종실중 수량은 시험구 전체를 수확하여

측정하였으며, SAS(Ver. 9.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 하여 처리별 수량 차이를 분석하였다. 

Polymyxa graminis 밀도 검정. 보리와 콩의 윤작에 의

한 바이러스 매개곰팡이의 밀도를 검정하였다. 매개균 밀

도 변화는 동일 포장내에 일반적인 벼+보리, 콩+보리 연

Table 1. Crop rotation practices yearly in this experimentation

Cropping practice*
Cropping practice of test year

1st 2nd 3rd 4th 5th

Conven. B+R  B+R B+R B+R B+R B

Contin. B+S  B+S B+S B+S B+S B

1 yr. B fallow+contin. S  B+S S B+S S B

2 yrs. B fallow+contin. S  B+S S S B+S B

3 yrs. fallow+B B+fallow fallow fallow fallow B

*Convention., contin. and yr (s). are abbreviation of conventional cropping system, continuous cultivation and year (s), respectively. B, R and S
mean each crop of barley (cv. Baegdong), rice (cv. Dongjin 1) and soybean (cv. Poongsannamulkong), respectively. The barley was seeded in
autumn, October, 25th, and rice and soybean were transplanted and seeded middle of June for summer season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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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보리를 1년 간격으로 휴경하면서 콩을 연작한 포장

등 세 처리에서 조사하였다. P. graminis의 밀도검정을 위

해 보리 뿌리와 보리 재배토양에서 각각 총 DNA를 추출

하였다. 보리 뿌리와 토양 중 P. graminis의 DNA 추출은

각각 DNeasy Plant Mini Kit(Qiazen)와 Ultraclean Soil

DNA Kit(MOBIO)를 이용하였다. 보리 뿌리의 DNA추출

은 월동 후 생육재생기경 재배포장에서 채취하여 이용하

였다. 매개균 검출은 Ward 등(2005)에 의해 보고된 P.

graminis 특이 프라이머인 pgfwd2 & pxrev7와 검정 조건

을 이용하여 Real-time PCR 검정을 수행하였다. 한편 바

이러스 검정포장에서 발병이 확인된 감수성 품종인 백동

의 뿌리에서 추출한 DNA를 초순수 멸균증류수에 10−7까

지 희석하여 표준 DNA로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발병정도 조사. 논에서 관행 작부형태인 벼+보리와 벼

대신 콩을 재배한 윤작 처리별 연차간 보리의 바이러스

발생정도를 조사하였다. 보리 감염 바이러스 종류를 검정

한 결과 BaYMV와 BaMMV가 혼합감염 되어 나타났다

(Table 2). 이는 국내 보리 재배지에서는 이들 두 바이러

스가 혼합 감염되어 있다는 기존의 보고(소 등, 1997; 박

등, 2004)와 같았다. 처리별 발병정도를 조사한 결과 관

행에서는 4년차를 제외하고는 7~9로 조사되었다. 반면 콩

과 보리를 재배하는 경우 5~7 정도로 관행에 비해 약간

발병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하계 작물

을 3년 동안 재배하지 않은 경우는 발병정도가 7정도로

관행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콩을 이용한 작부체계에서

도 처리별로 약간 발병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보리를

1년 또는 2년(1년/2년) 휴경하면서 콩을 재배한 경우 발

병정도가 중 정도(5)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보

리와 콩을 해마다 계속 재배하는 경우 2년차에는 발병이

감소하였으나 3년차부터는 관행과 비슷하여 보리를 1년/

2년 휴경하고 콩을 재배한 처리에 비해서 발병정도가 높

게 조사되었다. 보리의 바이러스 발생정도는 기상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데(박 등, 2003), 본 시험의 관

행에서 4년차에 발병정도가 낮아진 것은 기상 조건 등 다

른 요인에 의해 영향에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관련

하여 발병정도 및 보리의 피해 양상에 대한 혼합감염 또

는 기상의 영향 등에 대한 더욱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윤작 처리별 보리의 생육. 월동 후 2월 말경에 처리

별 보리의 초장을 조사하였다. 연차간 기상조건에 따라

보리의 생육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보리와 콩의 연작에서

Table 2. Virus detection and diseased degrees on the each cropping practices

Cropping practice
Virus detection

in barley

Diseased degree in barley (0-9)

1st year 2nd year 3rd year 4th year 5th year

Conven. B+R Y, M 9 7 7 5 7

Contin. B+S Y, M 9 5 7 7 7

1 yr. B fallow+ contin. S Y, M 9 - 5 - 5

2 yrs. B fallow+contin. S Y, M 9 - - 5 5

3 yrs. fallow+B Y, M 9 - - - 7

In the virus detection, Y and M mean Barley yellow mosaic virus (BaYMV) and Barley mild mosaic virus (BaMMV), respectively. Diseased
degree in barley was measured by ratio of symptom manifestation in leaves referred to So et al. (1997) as 0 (no symptom) and 9 (over 71%),
respectively.

Table 3. Comparisons of plant growth of barley among the each cropping practices

Cropping practice
Plant height (cm) Number of tillers (per m2)

1st 2nd 3rd 4th 5th 1st 2nd 3rd 4th 5th

Conven. B+R

10.7

11.4 28.4 10.1 11.0

1,100

1,110 1,303 1,415 1,342

Contin. B+S 13.0 26.0 10.0 9.5 1,283 1,472 1,231 1,246

1 yr. B fallow+ contin. S - 26.7 - 11.1 - 1,822 - 1,500

2 yrs. B fallow+contin. S - - 11.2 11.0 - - 1,400 1,350

3 yrs. fallow+B - - - 10.1 - - - 1,260

The investigation date of plant height and tiller number were measured on late February and early March in every year, respectively. B, R and S
mean barley, rice and soybea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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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과 비슷하거나 큰 경향을 보였다(Table 3). 보리+콩

윤작의 경우 보리와 콩을 해매다 연작한 처리에 비해 보

리를 1년/2년 휴경한 처리에서 5년차에는 약 2 cm 정도

초장이 커진 결과를 보였다. 3년간 보리와 콩을 재배하지

않고 휴경한 경우에는 관행에 비해 작고, 보리+콩 연작

에 비해서는 약간 큰 경향이었으나 콩을 재배하면서 보

리를 1년/2년 휴경한 처리에 비해 월동후 초장이 작게 조

사되었다. 본 시험에서 콩은 계속 재배하면서 보리를 1년/

2년 휴경하는 경우 바이러스 발생 정도가 낮고 생육도 관

행이나 3년간 전혀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처리에 비해 보

리가 좋은 생육을 보였다. 박 등(2006)은 바이러스 감염

에 의해 저항성 품종의 경우 지속적인 신장의 생육을 보

인 반면 중도저항성과 감수성 품종은 초기 신장이 억제

되어 출수 후 간장 단축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

였다. 본 시험에서도 바이러스 감염정도에 따라 처리간에

신장 생육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동 후 처리

별 보리의 경수를 조사하였다. 처리별 경수는 초장과 비

슷한 경향으로 관행에 비해 콩과의 윤작에서 많거나 비

슷하게 나타났다(Table 3). 보리+콩 윤작 처리중에서도 보

리를 1년/2년 휴경한 처리에서 콩+보리를 연작하거나 작

물을 재배하지 않고 3년간 휴경한 처리에 비해 많게 조

사되었다. 재배 5년차에 보리의 경수를 조사한 결과 콩은

계속재배하면서 보리를 1년 휴경한 처리에서 관행과 보

리+콩 연작 처리에 비해 158~254개/m2 많아 가장 생육이

좋았다. 보리를 2년 휴경한 처리에서도 관행과 보리+콩

연작에 비해 많거나 비슷하게 조사되었다. 국내 육성 맥

주보리 품종들에서 저항성 정도에 따라 월동 후 경수가

감수성 품종에서 10~14%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박 등 2010). 이들 결과는 보리+콩 윤작 처리가 관행(보

리+벼)에 비해 월동후 보리의 생육도 좋아졌으며, 이는

콩과의 윤작에 의한 발병정도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매개균의 밀도변화. 본 시험에서 검정된 BaYMV와

BaMMV의 매개균인 P. graminis의 보리 뿌리와 재배 토

양 중 밀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보리를 1년 휴경

한 처리에서 보리 뿌리와 토양 중 매개균의 밀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관행과 보리+콩 연작에

비해 CT 값(Cycle threshold value), 즉, 매개균의 DNA밀

도가 일정농도 이상으로 증폭되어 처음 검출된 사이클이

보리를 1년 휴경한 처리에서 가장 늦었다. 뿌리에서는 관

행과 보리+콩 연작처리에 비해 보리 1년 휴경에서 8.9~20.9

사이클, 토양에서는 25.3~16.5 사이클 늦은 검출 결과를

보였다. 보리+콩을 연작하는 경우에는 관행에 비해 밀도

가 높은 결과를 보였다. 관행재배에서는 벼 재배기간에

담수상태가 유지되고, 보리와 콩을 연작하는 경우에는 밭

상태로 전환되는 토양환경 변화가 발생한다. 토양전염성

바이러스병 발생 정도는 매개균의 밀도외에도 토양의 온

도, 수분함량, 토성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Matthews,

1991). 윤작 처리에서 윤작 기간도 병원균의 밀도를 감소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밀의 tan spot병의

경우 1~2년의 휴경으로 병원균 밀도와 발병이 감소되는

결과가 보고되었다(Bailey 등, 1992; Duczek 등, 1996). 따

라서 본 시험의 보리와 콩의 윤작 재배가 매개균 밀도 감

소에 영향을 준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들 작부체계가

P. graminis의 토양이나 뿌리중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원

인과 병 발생과의 관계 등에 대한 더욱 정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처리별 보리의 수량구성 요소와 수량성. 간장 등 수량

구성요소에서도 관행에 비해 보리+콩의 윤작처리에서 간

장, 수수, 일수립수 등이 대체적으로 크거나 많은 경향을

보여 콩과의 윤작 처리가 수량구성요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간장은 보리를 1년/2년 휴경한

처리에서 5년차에 관행과 보리+콩 연작 처리에 비해

1.3~2.8 cm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m2 당 수수도 비슷한

경향으로 보리를 1년/2년 휴경한 처리에서 36~90개/m2 많

게 조사되었다. 일수립수는 처리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그러나 3년간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휴경한 처리에서

는 간장, 이삭줄기수, 이삭당 종실수등에서 관행이나 보

리+콩 처리에 비해서도 낮게 조사되었다. 처리별 발병정

도 조사에서는 3년 휴경한 처리에서 바이러스 발병정도

는 관행과 비슷한 정도로 조사되었으나 수확기 생육은 약

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 발생에 의한 것외에

도 작물을 재배하지 않음에 따른 토양 중 유기물 등의 양

분 부족 등 재배토양 특성 변화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

각된다. 보리의 바이러스병 감염시 간장과 수수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박 등, 2006; 박 등 2010)되어 있어, 본

시험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윤작 처리별 보리의 수량성을 조사하였다. 콩+보리를

연작한 처리에서는 2년차에는 관행에 비해 약간 많았으

Table 4. Investigation of Polymyxa graminis density in barley
root and soil

Cropping practice
Density of P. graminis (CT value)

Barley root Soil

Conven. B+R 32.3 26.7

Contin. B+S 20.3 17.9

1 yr. B fallow+ contin. S 41.2 43.2

*CT value means cycle threshold value in Real-Time PCR method
detection of the Polymyxa graminis. B, R and S mean barley, rice
and soybea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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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후 5년차까지는 관행에 비해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

다(Table 6). 보리를 1년/2년 휴경한 처리에서는 3년차,

4년차, 5년차에서 모두 관행에 비해 수량이 많아지는 결

과를 보였다. 이 결과들은 보리 재배시 콩과의 윤작이 보

리 바이러스병 발생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생육과 수

량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곡류와

비곡류 작물의 윤작은 토양전염성병 발생 위험을 감소시

키게 된다(Krupinsky 등, 2002). 맥류를 5년간 비기주 작

물과 윤작한 경우에 밀과 보리의 토양전염성병인 common

root rot(Cochliobolus sativus)이 50% 이상 감소가 보고되

었다(Ledingham, 1961). 이는 특히 콩과 작물을 포함하는

경우 유해 미생물의 활동을 증가시켜 맥류 뿌리병해의 영

향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rupinsky 등, 2002).

본 시험 결과에서도 보리 바이러스병 발병 상습지 논에

서 보리와 콩을 윤작함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결과를

보여 기존의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보

리+콩의 윤작처리별로 볼 때 보리를 1년/2년 휴경한 처

리가 보리와 콩을 연작하는 경우에 비해 보리 바이러스

병의 발생이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더욱 좋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바이러스의 피해 방지는 저항성 품종

을 재배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

내의 경우 BaYMV의 strain 분포 차이(Park 등, 2007)나

저항성 품종 국내 육성의 미흡, 작물 생산 환경 변화에

따른 논 콩 재배 확대등에 대한 여건 변화로 볼 때 본 시

험의 재배적인 피해 경감 기술도 활용이 가능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되어 매개균의

밀도 제어 기술과 관련된 저항성 기작이나 재배기술 연

구도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적  요

보리바이러스 발생 상습 논에서 관행(벼+보리)과 콩+보

리의 작부체계가 보리의 바이러스병 발생과 수량에 미치

는 영향을 5개년간 조사하였고, 윤작과 바이러스 매개균

(Polymyxa graminis)의 밀도 변화를 검정하였다. 보리 감

염 바이러스 종류를 검정한 결과 Barley yellow mosaic

virus(BaYMV)와 Barley mild mosaic virus(BaMMV)가 혼

합감염 되어 나타났다. 발병정도는 관행에서는 4년차를

제외하고는 7~9로 조사되었다. 반면 콩+보리 연작이나

3년 동안 휴경한 경우는 발병정도가 7정도로 관행과 비

슷한 결과를 보였다. 콩+벼 작부체계 중에서 보리를 1년

또는 2년(1년/2년) 휴경하면서 콩을 재배한 경우 발병정

Table 5. Comparisons of yield components of barley among the each cropping practices

Cropping practice

Culm length
(cm)

Number of head
(per m2)

Number of kernel
(per head)

1st 2nd 3rd 4th 5th 1st 2nd 3rd 4th 5th 1st 2nd 3rd 4th 5th

Conven. B+R

54.6

61.9 67.0 66.3 82.5

370

397 580 596 817

47

58 48 46 57

Contin. B+S 67.6 66.3 64.2 83.0 393 536 543 835 65 49 45 57

1 yr. B fallow+ contin. S - 68.3 - 85.3 - 629 - 907 - 50 - 58

2 yrs. B fallow+contin. S - - 68.0 84.3 - - 628 871 - - 48 57

3 yrs. fallow+B - - - 78.3 - - - 795 - - - 53

The first year was seeded and cultivated only barley in whole field. 

Table 6. Comparisons of barley yield among the each cropping practices

Cropping practice
Yield of barley (kg/10a, year)

2nd 3rd 4th 5th

Conven. B+R 198.4a 198.4a 246.1a 295.5b

Contin. B+S 203.1a 157.3b 166.2b 288.9b

1 yr. B fallow+ contin. S - 196.6a - 353.5a

2 yrs. B fallow+contin. S - - 269.4a 343.5a

3 yrs. fallow+B - - - 303.4b

LSD (5%) 17.3ns 11.3* 43.3* 24.4*

Yield data were analyzed using SAS (ver. 9.2) statical program in between the croppings systems in each tested year. ns and * mean statical yield
differences no difference and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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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중 정도(5)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작부형태에

따른 BaYMV와 BaMMV의 매개균인 P. graminis의 보리

뿌리와 토양 중 밀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보리를 1년 휴

경한 처리에서 보리 뿌리와 토양 중 매개균의 밀도가 가

장 낮아졌다. 콩을 재배하면서 보리를 1년 휴경한 처리에

서 5년차에는 관행에 비해 초장은 비슷하였으나, 경수는

158개/m2 많아 생육이 좋은 결과를 보였다. 콩과 보리를

연작하거나 3년간 보리와 콩을 재배하지 않고 휴경한 경

우에는 관행에 비해 초장이나 경수 등 생육이 저조한 결

과를 보였다. 수확기에 간장 등 수량 구성요소가 관행에

비해 보리+콩의 윤작처리에서 좋은 경향을 보여 콩과의

윤작 처리가 수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간

장은 보리를 1년/2년 휴경한 처리에서 5년차에 관행과 보

리+콩 연작 처리에 비해 1.3~2.8 cm 컸고, 수수도 36~90

개/m2 많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콩+보리 연작이나 3년간

휴경한 처리에서는 관행에 비해 낮게 조사되었다. 수량성

에서도 보리를 1년/2년 휴경한 처리에서는 3년차, 4년차,

5년차에서 모두 관행에 비해 수량이 많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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