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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토양에서 사일리지용 수수 × 수수 교잡종 재배시 화학비료와 발효 돈분

액비 혼용 시용이 생육특성 및 영양성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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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ghum Hybrid for Silage in Paddy Field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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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he mixed application of chemical fertilizer (CF) with liquid swine 
manure (LSM) on the agronomic characteristics, dry matter yield, minerals, and free sugar in cultivating Sorghum × Sorghum 
Hybrid (SSH) on paddy soil. The field experiment was designed in a randomized block design with three replications and 
consisted of CF 100% (C), CF 70% + LSM 30% (T1), CF 50% + LSM 50% (T2), CF 30% + LSM 70% (T3), and LSM 100% 
treatment (T4). The application of LSM was based only on the nitrogen (150 kg/ha). Plant length, leaf length, leaf width and stem 
diameter were significantly the lower in T4 (p<0.05). Stem hardness increased significantly (p<0.05) as the LSM application rate 
decreased. Fresh yield was the highest in T2, whereas the lowest in T3 (p<0.05). However, dry matter yields and TDN yield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reatments. Crude protein was the highest in T1 (p<0.05). Crude fat content did not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T1, T2, T3 and T4, but C showed a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DF and crude fiber were 
the highest in T3 and C, respectively (p<0.05). However, ADF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reatments. Total mineral 
contents were higher in the order of T1> T2> T4> T3> C (p<0.05). Free sugar cont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at T1 and C as 
compared to other treatments. The analysis of all the above results suggests that the application of  liquid swine manure is very 
effective, considering the yield performance and the content of mineral and free sugar. In addition, liquid swine manure may be 
possible to grow SSH without chemical fertilizer.
(Key words : Sorghum × Sorghum Hybrid, Manure, Yield, Mineral, Amino acid and Free sugar) 

Ⅰ. 서    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가축분뇨를 자

원화, 비료화 하는 연구가 다방면으로 수행되고 있다. 가축 
분뇨의 활용은 화학비료의 감  순환형 농법에 의한 유

기 축산물 생산으로 지속 인 축산을 할 수 있는 안

으로 강조되면서 이에 한 연구가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Lim et al., 2006). 특히 최근에는 속도로 변화하는 축산
물 이용 측면에서도 소비자들이 친환경 축산물  유기 축

산물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향후 축산 
발  방향을 고품질 친환경 축산물 생산에 을 맞추고 

있다 (Lee and Jeon, 2004). 따라서 향후 친환경  유기축
산물 생산에 가장 큰 비 을 차지하는 것이 유기 사료작물 

생산이며, 이로 인하여 가축의 분과 뇨의 활용성이 높아질 
망이다. 이러한 원인으로 국내에서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사료작물재배에 한 연구 (Lee et al., 1995; Ryoo and 
Jacob, 1997; Shin et al., 1998a; Seo et al., 2000; Lim et 
al., 2003; Yook and Choi, 2005; Na et al., 2006)와 가축분
뇨가 토양환경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 (Shin et al., 
1998b; Lee and Jeon, 2004; Lim et al., 2007; Kim et al., 
2008; Yang et al., 2008) 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이들 연구는 가축분의 시용이 사료작물의 생산력,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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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Treatments
Mixing ratio of fertilizer types 

Chemical fertilizer
(%)

Swine Liquid Manure 
(%)

C 100  0
T1  70 30
T2  50 50
T3  30 70
T4   0 100

Table 2. Chemical characteristics of used swine liquid 
manure

pH T-N (%) Av. P2O5 K2O (%)

7.8 0.42 0.23 0.38

Table 3. Liquid swine manure is calculated as the amount
of chemical fertilizers

Treatments

Application levels of N, P, K
Chemical 
fertilizer 
(kg/ha)

Swine Liquid 
Manure
(kg/ha)

N P K N P K

C (CF1) 100%) 150 90 90   0  0   0

T1 (CF 70% + SLM2) 30%) 105 63 63  45 25  41

T2 (CF 50% + SLM 50%)  75 45 45  75 41  68

T3 (CF 30% + SLM 70%)  45 27 27 105 57  95

T4 (SLM 100%)   0  0  0 150 82 136

CF1) : Chemical fertilizer, SLM2) : Swine Liquid Manure.

에 미치는 향에 한 것이며, 시험 토양은 부분 밭 토
양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일리
지용 수수×수수 교잡종을 논 토양에서 재배시 돈분의 활
용성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서 화학비료와 

돈분액비 혼용 시용이 생육특성, 생산성, 일반성분, 무기물, 
유리당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Ⅱ.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경북 서북쪽 내륙에 소재한 논토양에서 수행

하 다. 공시 품종은 수입 응성시험 결과 우수 품종으로 

인증된 수수×수수 교잡종인 SS405를 사용하 다. 실험설
계는 화학비료 100% 처리구 (C), 화학비료 70% +돈분액비 
30% 처리구(T1), 화학비료 50% +돈분액비 50% 처리구
(T2), 화학비료 30% +돈분액비 70% 처리구 (T3) 그리고 돈
분액비 100% 처리구 (T4)로 한, 5처리 3반복 난괴법으로 
배치하 다 (Table 1, 참조). 이때 돈분액비는 질소량를 기
으로 시용하 다. 종일은 5월 31일 (지역 특성상 5월 

20일가지 작물 수확을 고려하여 종), 수확은 8월 20일 
실시하 다. 그리고 실험포장 조건은 Table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일반 인 밭 토양에 비하여 유기물  질소 함량

은 높고 인산 함량은 떨어지는 논토양 이었다.
시용한 돈분 액비의 비료성분은 질소, 인산  가리 성

분이 각각 0.42, 0.23  0.38% 함유된 묽은 액비 상태 다 

(Table 2, 참조). 돈분 액비 살포는 화학비료 질소 150 kg/ha 
기 으로 35,700 kg/ha을 살포하 으며, 이때 액비 살포 비
율에 따른 질소, 인산  가리의 함량을 화학 비료량으로 

계산 한 것은 Table 3과 같다.

시비처리에 있어서는 1회 취 (사일리지용)를 기 으로 

하 기 때문에 화학비료와 돈분 액비 량 기비로 사용하

다. 종시 재식거리는 50 cm × 5 cm로 시험구당 면 은 

3 m × 5 m = 15 m2
으로 하고 2립  하 다. 조사항목  

조사방법에 있어서 생육특성은 취  앙 2열에서 가장 
평균 인 주를 각 반복별 10주씩 선발하여 조사하 으며, 
경 경도는 KM 스 링 경도계 (Fujiwara JP/351, 일본)를 이
용하여 취 된 부 로부터 10 cm 지 을 측정하 다. 수
량조사는 앙 2열을 취하여 생 수량을 조사한 후 각 

구마다 3주씩 선발하여 55℃ 통풍건조기 속에서 5일간 건
조 후 평량하여 건물률을 구하고 분쇄하여 분석시료로 사

용하 다. 그리고 TDN 수량은 Pioneer Hi-Bred사가 제시한 
공식 TDN 건물수량= [88.9－(0.79 × ADF)] ×건물수량(Holland 
et al., 1990)을 이용하 다. 일반분석은 AOAC법 (1995)에 
의하여 분석하 으며 ADF와 NDF는 Goering과 Van Soest 
(1970)의 방법으로 분석하 다. 무기물 성분은 시료를  

처리한 후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IRis Intrepid, 
Thermo Elemental Co., UK)로 분석하 다. 유리당은 Wilson
(1981) 방법에 따라 시료를 정확히 5 g씩 칭량하여 80% 에
탄올 용액 100 mL를 가하여 환류냉각 추출장치에 넣어 부
착된 heating mantle에서 80℃, 2시간 동안 당 성분을 반복 
추출 후 Whatman No. 5로 여과한 후  처리 한 후, 각각 
HPLC (Waters 2414, Waters Co., USA) 분석기기로 분석하
다. 실험결과의 평균값  표 오차는 SAS (Statistics 

analytical System, USA) Program (2002)을 사용하여 구하
고 Duncan의 다 검정 방법으로 5% 수 에서 유의성 검정

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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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liquid swine manure application ratio on agronomic characteristics and yield of SSH hybrid for 
silage in the paddy field cultivation

    Items 
Treatments 

C T1 T2 T3 T4

Plant length (cm)   324.3±5.5a   323.9±2.0a   314.8±2.5a   322.6±15.5a   298.0±10.4b

Leaf length (cm)    98.7±1.4a    96.7±0.8a    96.9±2.3a    98.4±1.5a    92.5±0.3b

Stem diameter (mm)    11.6±0.9a    11.0±0.5ab    10.8±0.3ab    10.1±0.2b     8.8±0.3c

Stem hardness (kg/cm2)     2.5±0.5a     2.4±0.4a     1.6±0.1b     1.4±0.1b     1.3±0.3b

Fresh yield (kg/ha) 66,500.0±2,783.9abc 67,400.0±1,833.0ab 71,400.0±2,851.3a 61,633.3±3,701.8c 64,333.3±3,253.0bc

Dry matter yield (kg/ha) 15,268.0±649.0 14,531.3±395.2 14,908.3±595.3 14,744.3±887.5 13,754.3±696.2

TDN yield (kg/ha)  7,008.0±293.5  6,980.9±221.4  6,872.8±274.4  6,797.1±409.1  6,547.0±331.4

a, b, c Means in a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Values are mean ± SE.

Ⅲ. 결과 및 고찰

1. 생육특성  건물수량

논 토양에서 사일리지용 수수 ×수수 교잡종 재배시 화학
비료와 발효 돈분 액비 혼용 시용이 생육특성  건물수량

에 미치는 향은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수수 ×수
수 교잡종의 장  엽장은 화학비료만 시용한 C구가 발
효 돈분 액비 만 시용한 T4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그러나 화학비료구 (C)와 화학비료와 발
효 돈분 액비를 혼용 시용한 구 (T1, T2, T3) 들과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Shin et al. 

(1998a)이 ha당 동일한 질소 시비량을 기 으로 화학비료, 
우분액비, 돈분 액비를 시용한 결과 화학비료 구에서 장, 
엽장  엽폭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

다. 그러나 Kim et al. (2000)은 화학비료와 우분 시용에 따
른 옥수수의 장은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 그리고 
사료작물 재배시 장, 엽장, 엽폭의 크기는 량 화학비료
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여 량 발효 돈분 액비를 사용한 

것이 길어진다고 보고한 결과 (Lim et al., 2003; Lee, 2012; 
Hwang and Lee, 2014)도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 마다 차
이를 보 던 원인은 사료작물 재배시 가축 분뇨와 련된 

토양 조건, 기상조건  재배조건에 의한 차이로 생각된다 
(Yook et al., 2004).
경의 굵기는 화학 비료량이 높은 구 일수록 낮은 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 굵게 나타났다 (p<0.05). 그러나 화학 비
료량이 높은 C, T1  T2 사이에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경 경도에 있어서는 화학비료 시비량이 높은 
구 (C, T1)가 경의 경화가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생 수량은 C, T1 그리고 T2 처리구들 사이에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화학 비료량을 이고 발효 돈분 

액비 시용량을 증가 시킨 T3와 T4구와는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p<0.05). 그러나 건물수량  TDN 수량에 있어서
는 화학비료 용 구 (C), 화학 비료 +발효 돈분 액비 혼용
구 (T1, T2, T3), 발효 돈분 액비 용 구 (T4)구 간에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Lim et al. (2003)과 Jeon et 

al. (1995)은 화학비료 처리구는 액비처리구에 비하여 작물
의 빠른 성장을 유도함으로서 건물함량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높은 건물 함량이 건물 수량을 높게 하는 원인이라고 

보고하 다. 그러나 화학비료에 비하여 돈분 액비 시용의 
효과로서 Jin et al. (1996)은 가축분뇨 시용은 토양의 화학
 개선으로 옥수수 생산량을 증  시킨다고 하 으며, 

Pain et al. (1986)  Long and Gracey (1990)는 고온 가뭄 
시기에 농도 돈분액비를 살포하면 비료효과와 더불어 물

을 다량 공 하기 때문에 수분 스트 스를 감소시켜 사료

작물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하 다. Yook et al.
(2004)은 가축 분뇨의 N의 이용율은 살포 방법, 살포시기, 
살포량, 작물의 생육시기, 기후 조건 등에 따라 많은 향
을 받는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액비 시용에 한 다양한 
보고들이 발표되고 있지만, 본 연구 결과 돈분 액비 시용
은 화학비료 구에 비하여 건물수량  TDN 수량에 유의
인 차이가 없다는 을 감안한다면, 수수 ×수수 교잡종 재
배시 돈분 액비의 시용만으로도 수량성을 기  할 수 있다

고 단된다. 

2. 일반성분

논 토양에서 사일리지용 수수×수수 교잡종 재배시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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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liquid swine manure application ratio on chemical compositions of SSH hybrid for silage in 
the paddy field cultivation (DM.%) 

    Items
Treatments

C T1 T2 T3 T4
Crude protein  4.3±0.2b  5.6±0.1a  4.5±0.3b  4.3±0.3b  4.4±0.1b

Crude fat  1.3±0.1b  1.6±0.0a  1.6±0.1a  1.5±0.1a  1.6±0.1a

Crude ash  5.5±0.1c  6.1±0.1b  6.6±0.5a  5.6±0.5c  6.1±0.1b

NDF 78.2±1.3a 76.1±0.2bc 77.2±1.3ab 78.0±1.9ab 74.9±0.1c

ADF 56.5±0.6 54.2±1.8 56.1±0.2 56.2±0.2 54.3±1.3
Crude fiber 49.9±0.6a 47.3±0.1b 48.8±0.9a 48.3±0.9a 45.9±0.3c

a, b, c Means in a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Values are mean ± SE.

비료와 발효돈분 액비 혼용 시용이 일반성분에 미치는 

향은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조단백질함량은 T1구가 
5.6%로서 가장 높았던 반면 C구가 4.2%로 가장 낮은 함량
을 나타냈지만, C, T2, T3  T4구 사이에는 유의 인 차

이가 없었다 (p<0.05). 이와 같은 결과는 Lee (2012)가 보고
한 옥수수 재배시 화학비료 70% +발효돈분액비 30%를 혼
용 구에서 조단백질 함량이 높았다는 보고와 동일하 다. 
그리고 Park et al. (2006)은 호  재배시, Na et al. (2006)과 
Lim et al. (2003)은 옥수수 재배시, 돈분액비를 시용한 결
과 화학비료구에 비하여 조단백질 함량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조지방 함량에 있어서는 화학비료에 비하여 
발효 돈분액비 구 (T1, T2, T3, T4) 들이 유의 으로 높은 

경향치를 보 다 (p<0.05). 이와 같은 결과는 수수 ×수단그
라스 교잡종 재배시 화학비료구에 비하여 발효돈분 +화학
비료 혼용 시용구와 발효 돈분 구에서 지방함량이 높게 나

타났다는 Hwang and Lee (2014)의 보고와 일치하 다. 조
회분 함량은 T2구가 다른 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NDF 함량과 조섬유 함량은 화학비료 
처리구인 C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ADF 함량은 C > T3 > T2 > T4 > T1구 순
으로 나타났지만, 처리구들 사이에 유의 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Lim et al. (2003)과 Hwang and Lee (2014)는 
ADF, NDF  조섬유 함량에 있어 큰 차이는 없었으나 액

비를 시용함으로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와는 

일치 하 다. 그러나 Shin 등 (1999)은 액상분뇨 시용량이 
증가하면 NDF  ADF가 증가한다는 보고와는 상이한 결
과를 나타냈다. 

3. 무기물성분

논 토양에서 사일리지용 수수×수수 교잡종 재배시 화학
비료와 발효돈분 액비 혼용 시용이 무기물 성분에 미치는 

향은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모든 처리구에서 K >
Ca > Mg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Kim et al. (2012b), 
Lee (2012)가 옥수수, 수수 ×수단그라스 교잡종 재배에 따
른 무기물 함량에 한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그리고 3
가지 성분의 함량이 무기물 함량의 97% 이상을 차지한다
는 보고와도 일치하 다. Ca 함량은 C T1구가 다른 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Cu 함량은 T1구
가 다른 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C, T2, 
T3  T4구 간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p<0.05). Fe 
함량은 T4 > T3 > T1 > C > T2구 순으로 나타났다 (p<0.05). 
K 함량은 T1구가 8,998.1 mg/kg으로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C구가 5,527.1 mg/k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p<0.05). 
Mg 함량은 T1과 T2구가 T3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Mn 함량은 T1 > T3 > T4 > C > T2구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Na와 Zn 함량은 처리구들 사
이에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총무기물 함량은 화학비료구가 낮고 발효 화학비료와 발

효돈분 액비 시용 비율이 7:3과 5:5 인 T1과 T2에서 유의
으로 높은 경향을 보 다(p<0.05). 화학비료구 (C)를 기
으로 상 지수를 비교해 보면 T1, T2, T3, T4구가 각각 
41, 30, 17  22% 더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Hwang and 
Lee (2014)가 보고 하 던 돈분액비 시용 실험에서 화학비

료와 돈분액비 비율을 7:3과 5:5 비율로 시용한 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무기물 함량이 높았다고 보고 한 결과와 

동일하 다. 그러나 Shin et al. (1999a)은 옥수수 재배시 N 
기 (120 kg/ha)으로 기비를 화학비료와 돈분 액비를 시용
한 결과, 화학비료구가 K, Ca  Mg 함량이 높게 나타났
다고 보고한 결과와는 차이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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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s of liquid swine manure application ratio on mineral contents of SSH hybrid for silage in the 
paddy field cultivation (DM. mg/kg)  

Items
Treatments

C T1 T2 T3 T4
Ca 2,717.1±38.8b  3,035.1±49.5a  2,719.6±139.6b  2,327.1±134.6c  2,572.1±119.6c

Cu    3.1±0.1b     4.4±0.1a     3.2±0.3b     3.6±0.1b     3.3±0.3b

Fe   81.5±3.8b    83.1±2.6b    65.4±4.0c    83.8±1.8b    97.3±5.4a

K 5,527.1±51.5c  8,998.1±325.8a  8,270.0±77.2b  7,321.9±230.0c  7,849.6±292.3b

Mg 1,207.9±27.5b  1,364.3±56.4a  1,379.1±35.3a  1,007.0±39.9c  1,163.8±71.9b

Mn   81.4±5.5bc   104.2±5.0a    80.3±4.0c    93.9±5.0b    85.2±4.0bc

Na   26.7±2.5    23.6±2.1    21.2±1.9    22.8±1.0    23.1±2.6
Zn   15.6±0.9    20.0±1.6    16.4±1.4    19.1±1.0    19.3±1.9
Total 9,660.2±101.3d 13,632.7±335.6a 12,555.2±187.0b 11,279.3±46.7c 11,813.4±492.2bc

RI1)(%) 100 141 130 117 122

RI : relative index, ns : not significant.
a, b, c, d Means in a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Values are mean±SE.

Table 7. Effects of liquid swine manure application ratio on free sugar contents of SSH hybrid for silage in the 
paddy field cultivation (DM. g/100g)

Items
Treatments

C T1 T2 T3 T4

  Fructose 3.02±0.15a 2.01±0.28b 1.57±0.42b 2.13±0.33b 1.94±0.42b

  Glucose 3.57±0.42 2.42±0.43 1.96±0.29 2.71±0.56 2.52±0.28

  Sucrose 1.47±0.13c 3.71±0.29a 2.59±0.42b 2.09±0.29bc 2.68±0.41b

    Total 8.05±0.43ab 8.13±0.14a 6.12±0.56c 6.99±0.57bc 7.14±0.17ab

a, b, c Means in a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1). 
Values are mean ± SE. 

4. 유리당 함량

논 토양에서 사일리지용 수수 ×수수 교잡종 재배시 화학
비료와 발효돈분 액비 혼용 시용이 유리당 함량에 미치는 

향은 Table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Fructose 함량은 T1, 
T2, T3, T4 구 보다 화학비료를 시용 한 C구가 높게 나타
났다 (p<0.05). Glucose 함량은 화학비료, 화학비료 발효돈
분액비 혼용구  발효돈분 액비 처리구들 사이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Sucrose 함량은 T1 > T4 
> T2 > T3 > C 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총 유리
당 함량은 화학비료 70% +발효 돈분 액비 30%를 시용한 
T1구가 가장 높은 함량을 보 던 반면 화학비료 30% +발
효 돈분 액비 70%를 시용한 T3구가 가장 낮은 함량치를 
보 다 (p<0.05). Lee (2012) 는 사일지요 옥수수 발효 돈분 
액비 실험에서 화학비료 70% +발효 돈분 액비 30% 혼합

하여 시용한 구에서 유리당 함량이 높았다는 보고와 일치

하 다. 그러나 Hwang and Lee (2014)는 옥수수에 있어서 
유리당 함량은 화학비료와 돈분 액비 혼합 시용시 액비 비

율이 높을수록 유리당이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와는 조

인 결과를 보 다. 한 Seo et al. (2002)은 가축분 퇴비 
시용수 이 높아짐에 따라 평균 당도는 유의 으로 감소 

한다고 보고하 다. 유리당 함량은 사일리지 발효 품질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요한 성분이다 (Lee and Lee, 

2010). 특히 유리당 함량은 발효시 맛 (기호성)을 좋게 하는 
인자로 작용한다 (Son et al., 2002)고 하 다. 그리고 Jin et 
al. (1996)은 옥수수 재배시 화학비료 표 구와 부숙된 우분

(20톤/ha)구와 비교시 Lactic acid가 증가 되었으며, 우분 시
용방법  시용량에 따라 silage 품질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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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    약

본 실험은 논 토양에서 사일리지용 수수×수수 교잡종 
재배시 화학비료와 발효 돈분 액비 혼용 시용이 생육특성 

 양성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실시하 다. 실
험설계는 화학비료 100% 처리구 (C), 화학비료 70% +돈분
액비 30% 처리구 (T1), 화학비료 50% +돈분액비 50% 처
리구 (T2), 화학비료 30% +돈분액비 70% 처리구 (T3) 그리
고 돈분액비 100% 처리구 (T4)로 한, 5처리 3반복 난괴법
으로 배치하 다. 이때 돈분 액비 시용은 질소량만을 기
으로 하 다 (150 kg/ha). 장, 엽장, 엽폭 그리고 경의 굵
기는 T4구가 유의 으로 작게 나타났다 (p<0.05). 경의 경
도는 돈분액비 시용 비율 낮고 화학비료 시용 비율이 높을

수록 유의 으로 증가하 다 (p<0.05). 생 수량은 T2구가 
높았던 반면 T3구가 낮게 나타났다 (p<0.05). 그러나 건물
수량  TDN 수량은 처리구들 간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조단백질 함량은 T1구가 다른 구에 비하여 높
게 나타났다 (p<0.05). 조지방 함량은 T1, T2, T3 그리고 
T4 처리구들 간에는 유의 인 차이가 없었지만, C구와는 
유의 인 차이를 보 다 (p<0.05). NDF와 조섬유 함량은 
각각 T3구와 C구에서 높게 나타났다 (p<0.05). 그러나 ADF
함량은 처리구들 사이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무기물 함량은 T1 > T2 > T4 > T3 > C 구 순으로 높게 나
타났다 (p<0.05). 유리당 함량은 T1과 C구가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돈분액비 시용은 화학비료에 비하여 수량성, 
양성분에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일지용 수수 ×
수수 교잡종 재배시 돈분액비와 화학비료를 혼용 시용 하

거나 돈분액비 만 시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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