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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에서 헤어리베치 시용량에 따른 암모니아 휘산량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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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Hairy ventch (Vicia villosa) is a good 

green manure for supplying nitrogen in arable soil. 

Ammonia emission from rice fields can occur, and the 

degree of this emission can be great. However, quantitative 

information of ammonia emission from paddy soil using 

green manure is required to obtain emission factors for rice 

cropping in Korea.

METHODS AND RESULTS: Ammonia emission from 

flooding soil with different application rate of hairy vetch 

was measured using the closed chamber method. For this 

study, hairy vetch was applied at rates of 0 (control), 500 

(H500), 1000 (H1000), 2000 (H2000), and 3000 (H3000) 

kg/ha (fresh matter basis). 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for 54 days under flooding condition. The total NH3 

emission throughout the experiment period was 0.32, 0.54, 

1.20, 4.20, and 6.20 kg/ha for control, H500, H1000, 

H2000, and H3000, respectively. The ratio of NH3 emission 

to applied nitrogen by hairy vetch for each treatment was 

0.7, 1.4, 3.2, and 3.2% for H500, H1000, H2000, and 

H3000, respectively.

CONCLUSION(S): A very small amount of ammonia 

emission was recorded in the present study. Therefore, the 

use of hairy vetch in paddy field instead of chemical 

fertilizer can reduce ammonia e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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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기 중의 암모니아는 산성비의 원인 물질로 작용하며, 침

적(deposition)을 통해서 수계의 부영양화를 유발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Fangmeire et al., 1994). 지표면에서 대기

로 휘산되는 암모니아 중 약 80%는 인위적인 활동에 의한 것

이다(Bouwman, et al., 1997). 특히, 인위적인 휘산량 중 대

부분은 농업활동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농경지

로부터 휘산되는 암모니아는 지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반면, 투입되는 농자재의 질소 효율을 감소시키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 화학비료, 퇴비 시용시 암모니아 휘산량 평

가와 이를 저감시키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Berg, 

et al., 2006; Hayashi et al., 2006).

녹비는 푸를 때 베어서 토양에 환원하는 식물자원으로 화

학비료를 절감 또는 대체하기 위해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녹

비작물 중 헤어리베치는 질소 공급효과와 월동력이 우수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다. 따라서 동절기 

헤어리베치 재배 후 이를 환원할 시 질소질 화학비료 시용 없

Open AccessShort Communications



KIM et al.376

이 벼 재배가 가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Jeon, et al., 

2010). 이와 같이 헤어리베치를 대상으로 질소 공급효과와 적

정 시용량 등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암모니

아 휘산과 같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

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녹비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헤어

리지베치 시용량에 따른 잠재 암모니아 휘산량을 평가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 이용된 토양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헤

어리베치는 2011년 10월 25일 파종하여 2012년 5월 20일 수

확하여 사용하였다. 헤어리베치 시용량은 생초 기준 0(control), 

500(H500), 1000(H1000), 2000(H2000), 3000(H3000) kg/10a 

으로 챔버 (0.054m2)에 시용 후 즉시 토양과 혼합하였으며, 

표층수 깊이가 10 cm가 되도록 증류수를 채웠다. 이때 이용

된 헤어리베치의 수분은 82%, 건물 중 질소 함량은 36 g/kg 

이었고, 생초를 약 0.5 cm 크기로 잘라서 이용하였다. 헤어리

베치 시용량에 따른 암모니아 휘산량은 다이믹스 챔버

(Dynamics chamber) 방법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측정하

였으며, 표층수는 10일간격으로 교체하였다. 챔버에서 발생된 

암모니아는 0.1N-H2SO4 용액에 포집하였다. 그리고 챔버 내 

수면에서 휘산되는 암모니아가 풍속에 영향을 받지 않게 air 

pump 의 공기 흡입량을 flow meter (2 m/sec)를 이용하

여 조절하였다 (Kissel et al., 1977). 챔버내 토양 깊이 10 

cm 지점에 소형 suction porous cup (Daiki, DIK-8393) 

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토양용액을 채취하여 pH 를 측정 

하였다. 공시토양 및 헤어리베치의 이화학적 특성은 농촌진흥

청 분석법에 준하여 분석하였고(NIAST, 2000), 포집된 암모

니아는 Automatic ion analyzer (BRAN-RUEBBE. CO)

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pH 
(1:5)

OM 
(g/kg)

Av.-P2O5

(mg/kg)

Ex.-Cation (cmol+/kg) Soil 
textureK Ca Mg

5.8 9.8 63.2 0.28 4.7 1.18 Clay loam

Table 1. Characteristic of soil used in this study

결과 및 고찰

논에서 암모니아 휘산량은 수중 NH4-N 농도, pH, 온도 

등에 큰 영향을 받는다(Hayashi et al., 2006). 헤어리베치 

시용량에 따른 토양용액 중 pH 변화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무처리 pH는 담수 10일까지는 일시적으로 감소 하다

가 토양의 환원상태가 발달되면서 증가되었다. 그리고 헤어리

베치 시용량에 따른 pH 변화는 헤어리베치 시용량이 증가할

수록 처리 후 10일까지는 무처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유기물 분해 초기 유기산 방출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며, 낮은 

pH는 암모니아 휘산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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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pH in soil solution with different 
application rate of hairy vetch. 

헤어리베치 시용량에 따른 일일 암모니아 휘산량은 큰 차

이를 보였다(Fig. 2). 담수 후 2일째 모든 처리에서 암모니아 

휘산량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는 건조토양에 수분이 공급되

므로써 토양내 존재하는 미생물의 무기화에 의한 일시적 현

상으로 판단된다. 헤어리베치 시용량에 상관없이 처리 후 13

일까지는 일일 암모니아 휘산량이 낮은 경향을 보였고 이후 

급격한 증가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는 초기 헤어리베치 분해

과정에서 생성된 질소가 미생물에 의한 부동화가 많이 일어

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헤어리베치 생초 500 kg/10a 

처리(H500)는 무처리에 비해 암모니아 휘산량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헤어리베치 생초 2000 kg/10a 이상 

처리는 미생물에 의한 부동화 이후(처리후 13일) 다른 처리에 

비해 급격한 암모니아 휘산량 증가를 나타내었다. 수중 암모

니아 휘산량은 pH 7.0 이하에서는 소량이고 pH 7.5 이상에

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므로 헤어리베치 처리 후 13일까지 암

모니아 휘산량은 유기산에 의한 pH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

각된다(Berg,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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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aily ammonia emission with different application
rate of hairy v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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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umulative ammonia emission with different 
application rate of hairy vetch for 54-d experiment 

시험 기간 54일동안 헤어리베치 시용량은 암모니아 휘산

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Fig. 2). 누적암모니아 휘산량을 단위

면적으로 환산한 결과, control, H500, H1000, H2000, 

H3000에서 각각 0.32, 0.54, 1.20, 4.20, 6.20 kg/ha로 나타

났다. 그리고 54일동안 질소 투입량에 따른 휘산량은 H500, 

H1000, H2000, H3000에서 각각 0.7, 1.4, 3.2, 3.2% 로 나

타났다. 즉, 헤어리베치 생초 2000 kg/ha 시용량까지는 투

입량대비 비례적으로 암모니아 휘산량이 증가하였다. Hayashi 

등(2006)은 논에서 요소 90 kg/ha 시용시 암모니아 휘산량

은 2.8 kg/ha 로 투입량에 3.1% 해당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논에서 헤어리베치 시용은 요소 시용과 비슷한 암모니아 휘

산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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