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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기농업은 합성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농민
이 잡초를 방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잡초는 작물과 양수
분 경합을 통해 작물의 품질과 생산량을 저해시키는 문제
가 있기 때문에 농민의 주된 관심사이다. 이러한 인력제초
는 농민에게 부담이 되고, 도시에 비해 높은 농촌의 고령
화(Choi, 2012a)와 여성화(Kang, 2011)는 이러한 문제를 더
욱 심각하게 한다. 국내 밭의 경우에는 경사가 있는 산간
지역에 위치하며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곳이 많아 대형 기
계의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Rhee, 2012). 또한 작목

수가 많고 재배양식이 다양하며 규모가 영세하여 다품종
의 농기계가 필요하여 기계 도입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
(Choi, 2012b). 현재 부분경운기가 개발되어 피복작물을 활
용한 연구가 경사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Lee et al.,
2011), 그 연구 성과를 무경운 재배 포장 및 유기농 작물로
확대 보급하는 현장 적용 연구가 필요하다. 경운재배가 농
업적으로 많은 장점이 있지만, 노동력과 에너지 투입 증가
에 의한 생산비 증대라는 경영상의 이유와 토양 유실이라
는 환경상의 이유 때문에 무경운 재배로의 대안적 고려가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 농경지중 경사 7-30%의 밭 면적은 447,623 ha

ABSTRACT. The effects of cover crops on weed suppression were evaluated in this study. Weed suppressing effects of hairy
vetch cover crops were evaluated in summer grain fields. Cover crops were sown at the sowing rate of 60 kg ha-1 on Oct. 2012 and
Feb. 2013 without basal fertilization. Three weeks old sorghum seedlings were transplanted after minimum tillage on June 2013.
Hairy vetch cover crop treatment significantly reduced weed biomass in the transplanted sorghum. By smothering, the cover crops
reduced weed biomass to economic level in sorghum. Besides the weed suppression, hairy vetch cover crop resulted in green
manure effect on crop growth. Hairy vetch treatment showed beneficial effects on sorghum growth. Reduction of weeds caused by
use of strip-tillage machine and polyethylene film mulching was 71% and 88%, respectively. At harvest, yield of sorghum was
greater in order of polyethylene film mulching > hairy vetch cover crop > control in transplanted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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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경사지 농경지 토양 유실량은 1,343-3,581만톤/년이
다. 밭작물 재배에서 비닐피복에 의한 잡초관리가 널리 쓰
이고 있으나 폐비닐에 의한 환경오염이 문제이다. 헤어리
베치는 피복효과와 녹비효과가 우수하나 작물재배 전에 예
취하거나 경운과 함께 혼입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월년
생 두과작물로 내한성과 월동후 재생능력이 우수하고, 포
복성이 강하여 토양을 피복하는 능력이 뛰어나 잡초의 발
아와 재생을 억제하고, 타감 물질을 분비하는 등 경작지 잡
초관리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다. 전작물(前作物)로 두과
작물 재배시 후작물(後作物)은 두과작물이 생산한 질소의
30-60%를 흡수할 수 있어 질소비료 시용을 줄일 수 있다
(Jeon et al., 2012). 또 헤어리베치를 가을에 파종하였을 경
우 토양 내 질소함량은 피복작물의 생장 종료기에 높고 콩
개화기에는 무재배지와 같은 수준으로 낮아진다고 하였다
(Kim et al., 2008). 관리기에 부착할 수 있는 부분경운기를
이용하여 부분 경운에 의한 잡초 발생 경감할 수 있다. 작
물이 심겨지는 최소 부분만 경운하고, 미경운 부분을 피복
잔재물로 피복하였을 경우 토양유실 경감효과가 매우 높
았으며 비료이용 효율도 높일 수 있어 에너지 절감에도 기
여한다고 하였다(Rhee et al., 2012). 
이에 본 연구는 헤어리베치와 부분경운으로 잡초억제와
수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및 재배법

시험 품종은 황금찰수수이며 128공 폿트 육묘트레이에
서 육묘한 묘를 부분경운한 골에 주간 70 cm, 조간 20 cm
로 이식하였다. 시비량은 무처리구는 무비로 하였고, 관행
구는 10-7-8 kg 10a-1 (N-P2O5-K2O)로 비교하였다. 작부체계
는 헤어리베치를 추파(10월 중)과 춘파(2월 중)에 파종하
였다. 헤어리베치가 충분히 성숙한 후 6월 10일에 각각 예
취기로 인력예취하였다. 부분경운은 이식직전에 실시하였
다. 수수는 20일 묘를 6월 29일에 이식하였고, 단작과 비교
하였다.

생육 및 수량조사

조사내용은 헤어리베치의 피복율과 생육량을 조사하였
고, 수수의 생육조사는 초장과 엽록소 함량을 2회 조사하
였으며 각 시험구에서 무작위로 측정하였다. 엽록소 함량
은 10개체씩 10반복으로 최상위엽을 대상으로 SPAD-502
(Minolta, Japan)로 측정하였다. 수량조사는 수확기인 9월
하순에 처리구당 10개체씩 3반복으로 채취하여 이삭중, 천
립중, 종실수량 등을 조사하였다. 

잡초조사

잡초발생량은 하절기 잡초 발생량이 많은 시기인 이식후
30일(7월 20일)에 잡초종과 건물중을 측정하였다. 잡초조
사는 50×50 cm 방형구로 3반복 무작위로 샘플링하여 잡초
종을 분류하였으며, 건물중은 75oC 건조기에 72시간 건조
후 조사하였다.

부분경운기 구조 및 제원

시제품을 제작, 2차 공정과정을 거친 소형 관리기 부착
형 2조식으로 부분경운장치를 제작하였으며 구조 및 제원
은 Table 1과 같다. 부분경운기는 70 cm 간격으로 두개 조
의 경운날을 부착하였다. 경운날은 쇄토된 토양이 부분경
운골 밖으로 비산되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 직사각형의 평
면날로 제작하였으며, 일부 비산되는 토양을 부분 경운 골
로 모이도록 토양비산 방지판을 로터리 후방 덮개에 부착
하였다. 부분경운 폭은 4 cm, 깊이 5 cm로 작업할 수 있도
록 제작하였다. 

결과 및 고찰

파종시기에 따른 피복작물의 생육량 및 토양특성 

파종시기에 따른 피복작물과 부분경운이 수수 생육 및
잡초에 미치는 영향에서시험전후 토양화학성을 보면(Table
2), 동계 피복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대조구가 시험후 유기
물 함량이 감소하였으나 춘.추계 피복작물을 재배한 포장
은 큰 변동이 없었다. 춘추계 파종시기에 따른 헤어리베치
의 월동후 생육을 보면(Table 3), 추파에서는 212 본/m2으

로 춘파구와 비슷하였다. 헤어리베치의 건물량을 보면(Table
4), 추파가 6,730 g ha-1로 춘파 1,690 g ha-1보다 3배 이상 높
았다. 파종시기에 따른 헤어리베치의 식물체 분석을 보면,
전 질소는 추파가 5.4 kg으로 춘파 2.0에 비해 2배 이상 높
았다(Table 3). 부분경운기 작업(12 m 경운)시 부분경운기
회전축에 걸리는 건물량은 춘파가 220 g으로 추파 69 g에

Table 1. Structure and dimensions of cultivators.

Specifications Size
Over-all length (mm) 820
Over-all width (mm) 810
Over-all height (mm) 590
Weight (kg) 90
Tillage operations width 700
Weeding height (mm) 0-150
Power transmission device Belt pulley clutch
Revolutions per minute (rpm) 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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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높았는데 이는 춘파에 파종한 헤어리베치가 노화진
행이 늦어졌기 때문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4).

출수일과 생육에 대한 피복작물의 영향

수수의 영양상태를 분석하기 위해 완전 전개된 상위 3엽
의 질소함량은 각각 춘파, 추파, 관행 순으로 0.9%, 1.0%,
그리고 1.7% 이었으며, 엽색도는 32.5, 36.6, 그리고 40.8이
었다(Table 5). 이는 춘.추계 헤어리베치 무시비구에서 관행
시비구에 비해 다소 적었으나 헤어리베치 잔재물의 양분화
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시험구 토양의 양분특성은 토양
의 무기태질소 함량은 춘파, 관행, 추파 순으로 15.7 mg kg-1,
17.1 mg kg-1, 그리고 20.2 mg kg-1이었다(Fig. 1). 처리별 수
수의 출수기 생육, 엽색도 및 출수지연일수를 보면(Table
7), 관행에 비해 헤어리베치 처리구가 초장, 경태, 그리고

엽수가 다소 작았고, 출수기도 추파구는 11일, 춘파구는 16
일 지연되었다. 헤어리베치 파종시기 및 경운방법별 초기
생육은 이식후 30일은 관행대비 다소 컸으나, 생육중후기
로 갈수록 관행구에 비해 잡초와의 경합 등으로 다소 도장
하는 경향이었다. 수수의 도복정도는 관행과 비교해서 크
게 도복되지 않았다. 

잡초 발생에 대한 피복작물의 영향

헤어리베치 파종시기 및 경운방법별 잡초발생량은 추파
에서 부분경운 30.8 g m-2, 춘파에서 부분경운 47.7 g m-2로

추파구와 부분경운구가 잡초발생량이 경감되는 경향이었
다. 잡초방제가는 무피복 대비 각각 피복비닐구, 부분경운
구가 각각 88%, 71% 순이었다(Fig. 2). 헤어리베치 파종시
기 및 경운방법별 발생초종 및 종수를 보면(Table 6), 춘파
구가 피, 바랭이와 같은 화본과와 방동사니과, 그리고 자귀
풀, 한련초와 같은 광엽잡초로 가장 많은 종이 발생되었고,
다음으로 추파구, 관행순이었다. 춘파구가 식물체 잔유물이

Table 2.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il before and after the experiment.

Seeding time pH (1:5) EC 
(ds m-1) OM (g kg-1) P2O5 

(mg kg -1)
K Ca Mg

(cmolc kg -1)

Spring seeding
Fall seeding

Before 6.6 0.4 18.1 185.1 0.89 8.46 2.11
After

Before
6.6
6.4

0.3
0.4

18.2
18.5

181.3
215.5

0.62
1.03

5.13
7.73

1.31
1.70

Control
After

Before
6.2
5.6

0.6
0.4

18.1
21.6

183.7
174.5

0.98
0.22

6.73
4.55

1.43
1.23

After 6.8 0.3 19.0 154.9 0.46 7.62 1.89

Table 3. No. of seeding stand, dry weight and total nitrogen between seeding time.

Seeding time No. of seeding stand (plants m-2) Dry weight (g) Dry matter ratio (%) Total nitrogen (kg ha-1)
Spring seeding 212 169 13.6 20

Fall seeding 212 673 12.1 54

Table 4. Dry weight of Hairy-vetch on rotary by partial - width
tillage.

Seeding time Live weight (g) Dry weight
(g 12 m tillage-1)

Spring seeding 785 220
Fall seeding 177 69

Table 5. Sample preparation of sorghum and SPAD of leaf
among seeding time and type.

Seeding time
P2O5 N K Ca Mg

SPAD
(%)

Spring seeding 0.8 0.9 2.1 0.3 0.3 32.5
Fall seeding 0.7 1.0 2.2 0.4 0.3 36.6
Vinyl mulching 0.8 1.7 2.1 0.4 0.3 40.8

Fig. 1. Content of inorganic nitrogen among seeding time an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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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고, 피복정도가 낮아서 잡초의 억제에 효과가 낮아진 것
으로 보인다.

수량에 대한 피복작물의 영향

헤어리베치 파종시기 및 경운방법별 수량구성요소 및 수
량에서 추파구에서는 간장은 비닐멀칭구에 비해 다소 컸

으며, 경태와 수장은 비닐멀칭구가 양호하였다. 수량은 단
작 비닐멀칭구가 2,310 kg ha-1, 추파 부분경운구가 2,130 kg
ha-1이었다(Table 8). 수수의 생육특성은 간장보다는 경태와
수장에 의해 수량구성에 더 큰 영향이 있는 것과 같은 결
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는 유기농업을 위한 중경제초기 개발로 제초날
형상 등 제초기 본체와 헤어리베치 파종시기 및 경운방법
별 잡초발생 양상과 수량을 분석하였다. 헤어리베치의 건
물량은 추파가 6,730 g ha-1로 춘파 1,690 g ha-1보다 3배 이
상 높았다. 파종시기에 따른 헤어리베치의 식물체 분석을
보면, 전 질소는 추파가 5.4 kg으로 춘파 2.0 kg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관행 비닐멀칭구에 비해 헤어리베치 처리구
가 초장, 경태, 그리고 엽수가 다소 작았고, 출수기도 추파
구는 8일, 춘파구는 12일 지연되었다. 잡초방제가는 무피
복 대비 각각 피복비닐구, 부분경운구가 각각 88%, 71% 순
이었다. 수량은 단작 비닐멀칭구가 2,310 kg ha-1, 추파 부분

Fig. 2. Control value and dry weight among seeding time and
type.

Table 6. The effect of weed control in cover crop and partial-width tillage grown sorghum.

Seeding 
time 

Weed species
Total

Grasses Sedges Broad-leaves
Spring 
seeding Echinochloa crus-galli, Digitaria sanguinalis Cyperus iria Aeschynomene indica, Eclipta prostrata, 

Ludwigia prostrata, Portulaca oleracea 7

Fall 
seeding Echinochloa crus-galli, Digitaria sanguinalis - Aeschynomene indica, Eclipta prostrata 4

Control Echinochloa crus-galli, Digitaria sanguinalis - Aeschynomene indica, Eclipta prostrata 4

Table 7. Growth, SPAD value and heading delay time of heading time among seeding time and type.

 Seeding time
plant length Stem diameter Leaf number Heading delay time Lodging index

(cm) (mm) (no.) (day) (0-9)
Spring seeding 130.0 16.4 8.0 16 1

Fall seeding 119.1 16.4 7.6 11 1
Vinyl mulching 138.1 22.9 11.3 - 1

Table 8. Yield and yield components of sorghum in cover crop and partial-width tillage grown sorghum.

Seeding time
Culm length Stem diameter Ear length 1000 grain weight Yield 

(cm) (mm) (cm) (g) (kg ha-1)
Spring seeding 161.5 15.7 24.7 23.4 1,670bcz

Fall seeding 177.5 16.3 24.0 25.7 2,130a
Vinyl mulching 165.1 16.5 50.7 25.3 2,310a

Control 178.2 17.0 23.2 26.9 1,580e
zIn a column,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Duncan’s multip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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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운구가 2,130 kg ha-1이었다. 

주요어: 헤어리베치, 유기농업, 수수, 잡초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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