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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reen manure crops are returned to soil when the plants are still green. The green manure crops play a role 

in reducing chemical fertilizers, improvement of soil fertility, reduction of soil erosion, weed control, and 

landscapes effect. Typical green manure crops are barley green manure, hairy vetch, chines milk vetch and 

clovers. We sowed 49 species of green manure crops in upland soil to increase the usage of green manure 

crops. We searched the effectiveness of green manure yield, C/N ratio, soil mulching, and landscape effect. 

The green manure crops that have 5 ton ha
-1

 or more of green manure yield (fresh weight) were 6 gramineous 

crops, 4 leguminous crops, and 3 others. Green manures yield in a short growth period was higher in 

gramineous crops than leguminous crops. Among the green manure crops, 3 gramineous crops, 12 leguminous 

crops, and 3 others were under 25 in C/N ratio. Seven gramineous crops, 8 leguminous crops, and 5 others 

were over 50% of soil covering rate. Green manure crops that have beautiful flowers were in total 16 kinds, 

such as 4 gramineous crops, 6 leguminous crops, and 6 others. In result, based on green manure yield and C/N 

ratio, excellent species in the green manure crops were 4 species (triticale, 2 kinds of hairy vetch, and lupin). 

Green manure crops that were effective at soil mulching were 20 species, like hairy vetch, oats, sorghum, 

phacelia, buckwheat, etc. Buckwheat, crotalaria, mustard plant, phacelia, and etc. could be available for 

landscape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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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 manure crops selection on the agricultural characteristics.

Crops Yield ability Fertilizer efficiency Soil mulching Landscape effects

Gramineous crops 6 3 7 4

Leguminous crops 4 12 8 6

Other crops 3 3 5 6

Total 13 18 20 16

※ standard: Yield ability(5.0 ton ha
-1

 and more), Fertilizer efficiency (C/N ratio less than 25), soil mulching (mulching 

degree 50% an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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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opping system with Rice-green manure crop.

Introduction

녹비작물은 식물이 푸를 때 토양에 환원하여 이용하는 

작물로 농경지에 재배되는 동안에는 토양을 피복하여 경사

지의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휴경지를 보호하며, 잡초억제, 

경관조성 및 밀원제공, 유용곤충의 서식처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토양에 환원되어 농경지에 유기물 공급, 화학비료 

대체, 토양 물리·화학적인 특성개량 등의 녹비효과를 얻을 

수 있다 (Germani and Plenchette, 2004; Jeon et al., 

2010; Kang et al., 2013; Park et al., 2008, Petersen and 

Rover, 2005; Ramos et al., 2010; Rich and Rahi, 1995; 

Wang, 2002; Yang et al., 2009). 녹비작물을 농경지에 재

배하면 다양한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동안 재배되었던 녹

비작물들은 정부의 green korea 정책과 화학비료의 가격 상

승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종자가 무상으로 공급되었던 녹비

보리, 헤어리베치, 자운영, 호밀 등이었다. 이 작물들은 주

로 겨울철 휴경기에 재배되어 농경지를 푸르게 가꾸어 준 

다음 이듬해 봄 토양에 환원되어 이용되었다. 이들은 주로 

9~10월에 파종이 이루어지며 앞작물 재배 후 남은 잉여 양

분을 이용하여 재배한 다음 이듬해 봄인 4월 말~5월 중순

에 토양에 환원하여 벼, 콩, 옥수수, 참깨 같은 소득작물을 

파종하는 작부체계로 재배되어 왔다 (Fig. 1). 이렇게 작부

체계에서 비경제적인 작물로 재배되다 보니 녹비작물은 앞

작물의 수확시기와 다음 작물의 파종시기 때문에 이용에 한

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마을경관보전계획에 따라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던 녹비

작물 외에 다양한 작물들이 추가되고 작부체계와 연계하지 

않고 녹비작물을 재배함으로써 이들 작물에 대한 관심이 급

격히 증가되고 있다. 재배 목적 또한 마을경관이나 농경지 

경관조성이다 보니 요구되는 녹비작물도 다양해지고 파종

시기도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휴경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시

기에 파종 가능한 작물들로 폭이 넓어지고 농업인들의 관심

도 많아지면서 녹비작물에 대한 다양한 품종과 재배방법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녹비작물은 크게 화본과작물, 두과작물 

그리고 기타 경관작물로 구분한다. 화본과 녹비작물은 초기

생육이 빠르고 재배가 쉬우며 녹비 생체량이 많아 농경지 

환원시 유기물 공급효과, 과잉염류제거, 토양의 물리화학적

인 특징의 개량효과가 우수한 장점이 있는 반면 파종량이 

많이 소요되고 재배시 화학비료 시용이 요구되며 질소함량

이 낮고 C/N율이 높아 분해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후작물

의 초기생육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작물로 녹

비보리, 호밀, 밀, 수수 등이 있다 (Cho et al., 2010; Jeon 

et al., 2010; Kang et al., 2013; RDA, 2009b; Song et al., 

2010). 두과 녹비작물은 공중질소를 고정하여 이용하기 때

문에 질소함량이 높아 양분공급력이 우수하고 C/N율이 낮

아 토양 환원시 짧은 시간에 분해가 되는 반면 초기 생육이 

늦고 생체량도 적은 편이다. 두과작물로 대표적인 작물로

는 헤어리베치, 클로버류, 자운영, 클로탈라리아, 세스바니

아 등이 있다 (RDA, 2009b; Cho et al., 2014; Power and 

Zachariassen, 1993; Treadwell and Alligood, 2007). 그 외 

작물들은 아름다운 경관조성이 가능하고 여기에 추가적으

로 병해충억제, 잡초방제, 토양보호, 휴경지 관리 등의 기능 

수행이 가능한 작물들이다. 이 작물들은 대부분 식물체의 

양분함량은 낮고 분해 기간이 길며 작물재배시 화학비료의 

시용이 요구되지만 재배 후 토양에 환원되면 유기물 공급효

과와 화학비료 대체 효과도 약간은 줄 수 있는 작물로 코스

모스, 해바라기, 메밀, 황화초, 유채 등이 있다 (RDA, 2009a; 

Cho et al., 2014). 

2005년부터 농식품부는 마을경관보전계획에 따라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어주는 경관작물을 32작목을 추천하

였는데 여기에는 녹비작물로 이용되고 있는 작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MAFRA, 2015). 경관작물로 파종되는 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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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il before the experiment.

Soil texture
pH

(1:5)
OM

†
Avail.P2O5

Exch. cations

Ca Mg K

g kg
-1

mg kg
-1

--------------------------- cmolc kg
-1 

---------------------------

sandy loam 5.9 12 116 5.3 1.6 0.59

♩OM
†
 : organic matter 

Table 2. Types of green manure crops used in the experiment.

Total
Gramineous 

crops

Leguminous

crops

Asteracese

crops

Cruiferae

crops

Convolvulus 

crops
Others

44 crops 19 15 2 2 2 4

들은 녹비용으로 이용되는 작물과는 다르게 농경지의 휴경

기인 겨울에도 파종되지만 그 보다는 봄에 더 많이 재배되

고 있다 (Cho et al., 2014; RDA, 2009b). 이렇게 농경지에 

이용되는 작물들은 경관조성과 마을 축제의 장을 가꾸는 경

관작물의 임무를 먼저 수행한 다음 농경지에 환원되어 녹비

작물로써의 역할도 수행하기 때문에 경관겸용 녹비작물이

라고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그 동안 녹비작물로 이용되어 왔던 작물들의 다

양한 효과를 검토하고 재분리하여 목적에 맞는 작물을 선

택, 이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기 위하여 기존의 녹비작물과 

경관작물을 대상으로 개화특성과 작물생육, 녹비수량을 분

석하여 경관작물과 녹비작물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시험을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본 시험은 국립식량과학원 (수원)의 중동통 사양질의 밭

토양에서 시험하였으며 시험 전 토양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이 토양산도는 5.9로 약산성 토양이었고, 유기물은 

12 g kg
-1
으로 밭토양의 기준치보다 낮았으며 유효인산 함

량은 116 mg kg
-1
으로 적정한 수준이었다. 양이온치환용량

인 Ca, Mg, K 성분함량도 밭토양의 기준치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토양조건이었다. 

시험에 사용된 녹비작물은 모두 44작목으로 화본과작물

은 19작목, 두과작물은 15작목, 국화과작물 2작목, 십자화

과작물 2작목, 메꽃과작물 2작목, 기타 4작목이었다 (Table 

2). 이 작물을 봄에 농경지에 파종하여 녹비작물 또는 경관

작물로 이용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5

년 4월 14일부터 7월 5일까지 80일 동안 재배하였다. 재배

방법은 각 작물별 특성을 고려한 재배방법보다는 동일 조건

에서 효과가 우수한 작물을 선발하고자 모든 작물은 재배방

법을 통일하여 재식거리는 60×15 cm, 종자파종은 15 cm 간

격으로 점파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작물 재배기간 동안 

화학비료는 질소 (T-N), 인산 (P2O5), 칼리 (K2O)를 모두 무

시비하였고 잡초발생 정도를 관찰하기 위하여 제초제는 사

용하지 않았다. 기타 다른 재배방법 및 생육조사는 농촌진

흥청 밭작물 재배 요령 및 조사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RDA, 2003). 

녹비수량은 파종 후 80일 동안 재배한 다음 수확하여 생

체중을 측정하고 105℃에서 48시간 열풍건조 후 건조중을 

측정하였다. 녹비작물의 피복도, 잡초발생 정도, 경관효과

는 전체면적을 기준으로 달관조사를 실시하였다. 녹비의 양

분함량은 식물체 지상부를 3반복으로 채취하여 40℃에서 

48시간 열풍건조 후 마쇄하여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식물체의 전질소 (T-N), 전탄소 (T-C) 함량은 원소분석기 

(CNS-2000, LECO Corp., USA)로 분석하였고 인산함량 

(P2O5)과 칼리함량 (K2O)은 식물체를 Microwave (mars-5, 

CEM, USA)로 완전 분해한 다음 ICP (Integra-XP, GBC 

Scientific Equipment Ltd, Australia)를 이용하여 정량하

였다. 

시험 전 토양의 화학성 분석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2000)을 적용하여 pH는 토양과 

증류수의 비율을 1:5로 추출하여 초자전극법 (Orion 520A 

pH meter, Orion Research Inc. USA)으로 측정하였다. 유

기물은 건식 연소법을 이용하는 원소분석기(CNS-2000, 

LECO Corp., USA)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였으며 토양유기

물로 환산하기 위하여 분석된 탄소함량에 1.724 계수를 곱

하여 계산하였다. 양이온함량은 1M-NH4OAc로 추출하여 

ICP (Integra-XP, GBC Scientific Equipment Ltd, Australia)

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9.2 버전을 이용하여 5% 유의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test를 수행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녹비작물의 생체수량과 건물수량   작물별 녹비수량

은 봄에 파종하여 80일 동안 재배한 다음 수확하여 수량을 

측정하였다. 녹비수량 기준은 생체중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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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lected Green manure crops due to superior fresh weight and dry matter yield (standard: yield ability 5.0 ton ha
-1

and more).

Item Crops Plant height (cm)
Yield (ton ha

-1
)

fresh weight dry matter

Gramineous crops Oats 89.6 12.9b 4.9a

Sorghum 115.5 17.7ab 4.4a

Wild oat 59.7 8.3b 2.6c

Barley 41.9 6.5c 2.3c

Wheat 52.0 13.3b 3.5b

Triticale 84.6 9.6b 3.2b

Leguminous crops Hairy vetch 90.0 5.4cd 2.1c

Vetch (Europe) 62.7 5.0d 1.7d

Red clover 22.5 4.6d 1.20e

Lupin 40.2 5.0d 2.0c

Other crops Sunflower 104.1 22.9a 4.5a

Phacelia 66.2 4.7d 2.8bc

Mustard plant 80.0 4.2d 2.9b

Total Gramineous crops 6, Leguminous crops 4, Other 3 total 13

♩Means 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Oats Sorghum Sunnhemp

Hairy vetch Buckwheat Sunflower

Fig. 2. Green manure crops with high yield.

이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건물중을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

니라 농경지에서 이용할 때 생체중일 때 경운하여 이용하기 

때문이었다. 녹비수량이 우수한 녹비작물은 생체중으로 5.0 

ton ha
-1
 이상인 작물을 우수한 녹비작물로 선발하였는데 

이는 두과작물은 이 수량이면 질소비료 대체 효과가 50%에 

달하기 때문이었다 (RDA, 2009b). 봄에 파종하여 짧은 기

간인 약 80일 동안 재배하여 녹비작물로 이용 가능한 작물

은 화본과 작물 6작목, 두과작물 4작목, 기타 ․경관작물은 3 

작목으로 총 13작목이었다(Table 3, Fig. 2). 작물별로 보면 

화본과 작물은 귀리(귀리, 메귀리), 수수, 보리, 밀, 트리티

케일이었고 두과작물은 헤어리베치, 살갈퀴, 레드클로버, 

루핀이었으며, 기타 ․경관작물은 해바라기, 파셀리아, 황화

초 3작목이었다. 녹비수량이 가장 많았던 작목은 경관작물

인 해바라기로 22.9 ton ha
-1
가 생산되었으며 화본과 작물

은 수수, 밀, 귀리, 트리티케일이 약 10.0 ton ha
-1
이 생산되

었고 두과작물은 겨우 5.0 ton ha
-1
 이 생산되었다. 작물 특

성별로 보면 초기생육이 우세한 화본과 작물이 6작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작물들의 녹비수량은 두과작물보다 약 2

배 이상의 녹비가 생산되어 농경지 환원시 유기물 공급효과

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작물별 건물수량도 생체수량

과 비슷한 경향으로 화본과 작물은 3.0~5.0 ton ha
-1
 정도

였고 두과작물은 1.2~2.1 ton ha
-1
 으로 화본과작물의 50%

에 달하는 수준이었다. 또한 작물의 초장이 긴 작물일수록 

녹비생산량이 많았는데, 이는 작물 특성상 초장이 길고 생



Hyeon-Suk Cho, Myung-Chul Seo, Jun-Hwan Kim, Wan-gyu Sang, Pyeong Shin, and Geon Hwi Lee 693

Table 4. Selected green manure crops due to superior C/N ratio, T-N, P2O5, and K2O content (standard: C/N ratio 25 and less).

Items Crops T-N P2O5 K2O C/N ratio

----------------------------------- g kg
-1

 -----------------------------------

Gramineous crops Triticale 18.5 7.5 18.3 23.6

Rye 20.7 8.3 21.4 15.7

Rattail fescue 19.0 7.3 21.6 23.2

Leguminous crops Hairy vetch 31.0 8.3 20.7 12.9

Vetch (Europ) 30.9 8.7 21.7 13.2

Hairy vetch (Japane) 27.8 5.0 7.8 15.4

Red clover 30.4 4.9 8.4 14.8

White clover 32.1 6.2 11.4 13.4

Crimson clover 15.8 9.2 8.3 20.3

Crotalaria 32.7 5.1 9.4 13.5

Sunhemp 30.8 7.6 9.5 12.4

Lupin 21.3 4.2 11.8 17.7

Alfalfa 21.4 8.6 24.9 21.0

Chinese milk vetch 21.4 8.6 6.9 12.9

Sesbania 29.3 14.6 15.8 15.1

Other crops Phaceria 17.6 8.1 27.6 21.1

Mustard plant 21.0 6.0 15.7 19.8

Rape 25.6 8.4 28.1 12.8

Gramineous crops 3, Leguminous crops 12, Other 3, total 18

체량이 많은 작물도 있지만 그 만큼 생육이 좋았기 때문에 

봄 파종에 적합한 작물이었다. 

녹비작물의 C/N율 및 무기성분 함량   토양에 공급된 

녹비작물의 분해 정도는 녹비의 상태, 온도, 수분, 탄질율, 

토양조건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탄질율이

다 (RDA, 2009a; Cho et al., 2014). 탄질율은 토양 미생물

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질소와 탄소를 공급하여 미생물 활성

을 도와주는데 일반적으로 식물체의 C/N율이 25 미만이면 

유기물의 분해가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Daimon and 

Kotoura, 2000; Treadwell and Alligood, 2007; Yang et 

al., 2009). 녹비작물의 C/N율과 T-N, P2O5, K2O 함량은 

Table 4와 같았으며 C/N율이 25미만인 작물은 화본과작물 

3, 두과작물 12, 기타 ․경관작물 3작목으로 모두 18작목이 

우수하였다. 작물의 질소함량은 화본과 작물은 호밀이 20.7 

g kg
-1
 로 가장 높았고 두과작물은 헤어리베치, 살갈퀴, 레

드크로버, 화이트크로버, 크로탈라리아 (2품종) 6종의 질소

함량이 30.0 g kg
-1
 이상으로 화본과 작물보다 10.0 g kg

-1
 

이상 많은 질소를 함유하고 있었다. 크림손크로버를 제외한 

다른 두과작물들은 20.0 g kg
-1
이상 질소를 함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두과작물에서 화본과 작물보다 월등히 높은 질소

를 함유하고 있었으며 C/N율은 25미만으로 낮았다. 특히, 

질소함량이 30 g kg
-1
이상인 작물의 C/N율은 15미만으로 

낮아 토양 환원시 짧은 기간내에 분해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경관 ․기타작물인 황화초, 유채, 공심채도 20.0 

g kg
-1
이상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C/N율은 20미만으로 낮

았다. 작물의 분해정도와 질소함량으로 볼 때 녹비수량과는 

반대로 화본과 작물보다는 두과작물이 다른 작물에 비하여 

월등히 높았으며 작물의 C/N율은 작물특성과 관계없이 모

든 작물에서 질소함량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인산함량은 세스바니아가 14.6 g kg
-1
로 가장 높았으며 다

른 작물들은 비슷하였다. 칼리함량은 호밀, 헤어리베치, 살

갈퀴, 알팔파, 안젤리아, 유채에서 20.0 g kg
-1 

이상으로 높

았으며 질소함량이 낮은 작물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토양피복 및 경관효과   토양보존 효과는 토양피복 정

도가 50% 이상을 피복하면 강우 등으로 인한 토양 유실 정

도를 낮출 수 있어 이를 기준으로 피복효과가 우수한 녹비

작물의 선발 하였다 (Table 5, Fig. 3). 화본과 작물로는 수

수, 귀리 (귀리, 메귀리), 호밀, 라이밀 모두 5작목이 우수하

였고 두과작물로는 헤어리베치(2), 알팔파, 살갈퀴, 크림손

클로버, 레드클로버, 화이트클로버, 클로탈라리아 8작목이 

우수하였으며 경관 ․기타작물에는 해바라기, 파셀리아, 황

화초, 메밀, 유채 5작목이 피복효과가 높았다. 식물체 생육

이 왕성하면 토양 피복도가 높았고 토양 피복정도는 낮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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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lected green manure crops according to soil mulching and landscape effect (standard: mulching degree 50% and more).

Crops Soil mulching Landscape effect

Gramineous crops sorghum, oats, wild oat, rye, wheat, barley, triticale sorghum, oats, wild oat, triticale

Leguminous crops
hairy vetch (2), alfalfa, vetch, crimson clover, 

red clover, white clover, crotalaria 

hairy vetch, crotalaria, crimson clover, red clover, 

chinese milk vetch, alfalfa

Other crops sunflower, phacelia, mustard plant, buckwheat, rape
sunflower, phacelia, rape, cosmos, mustard plant, 

buckwheat

Total 20 16

Triticale Sorghum Mustard plant

Buckwheat Phacelia Hairy vetch

Fig. 3. Green manure crops for soil mulching and weed control.

Sorghum Oats Showy crotalaria

Hairy vetch Sunflower Buckwheat

Fig. 4. Green manure crops for landscape effect.

초장이 길어 녹비수량이 많을수록 강우, 바람 등의 외부환

경에 노출되는 토양면적이 적어 토양이 피복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어 토양보호 효과가 높았으며, 이러한 경우 

상대적으로 잡초발생량도 적게 나타났다.

경관효과는 꽃의 색깔과 작물의 생육정도를 기준으로 재

배공간의 경관조성에 적합한 녹비작물을 선발하였는데, 녹

비작물은 모두 꽃이 피거나 초록색을 띠어 농경지를 아름답

게 가꾸어줌으로써 모두 경관작물로 이용이 가능하였다 

(Fig. 4). 특히 화본과 작물은 초기생육이 빨라 농경지를 빨

리 초록색으로 물들였으며 출수 후 이삭이 익으면 갈색계열 

(갈색, 노란색 등)의 색을 보여줌으로써 가장 오랫동안 경관

조성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화본과 작물인 보리, 밀, 호밀, 

트리티케일 등의 작물은 대부분 가을에 파종되는 작물로 봄 

(4월 중순)에 파종했을 때 가을보다는 초장도 짧고 식물 생

육도 불량하여 전체적인 전경은 좋지 못하여 경관조성 정도

가 낮게 평가되었다. 그 중 봄이나 이른 여름에 파종 가능한 

수수, 귀리 (귀리, 메귀리), 트리티케일 4작목에서 경관조성

이 좋았다. 두과작물은 클로탈라리아 (노란색), 크림손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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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lected green manure crops according to agricul-

tural characteristics.

Crops
Yield 

ability

Fertilizer 

efficiency

Soil 

mulching

Landscape 

effects

Gramineous 

crops
6 3 7 4

Leguminous 

crops
4 12 8 6

Other crops 3 3 5 6

Total 13 18 20 16

※ Standard: Yield ability (5.0 ton ha
-1 

and more), Fertilizer 

efficiency (C/N ratio less than 25), soil mulching (mul-

ching degree 50% and more)

버, 레드클로버, 자운영, 알팔파 (붉은색), 헤어리베치 (보

라색) 작물에서 다양한 꽃색으로 아름다운 풍경이 조성되었

으며 경관 ․기타 작물도 메밀 (흰색), 유채, 해바라기, 황화

초, 코스모스 (노란색), 파셀리아 (보라색)에서 다양한 색깔

의 꽃이 피어 아름다운 농경지를 연출하였다. 작물특성별 

꽃색은 화본과작물은 주로 초록색을 띠었고 두과작물은 붉

은색계열, 기타 ․경관작물은 노란색계열의 꽃색을 보이는 

작물이 많았다. 

봄에 파종하여 이용 가능한 녹비작물   봄에 파종하

여 이용 가능한 녹비작물은 Table 6과 같이 녹비수량을 기

준으로 할 때는 화본과 작물 6종 (수수, 보리, 귀리 (2), 트

리테케일, 밀), 두과작물 4종 (헤어리베치, 루핀, 살갈퀴, 

레드클로버), 경관 ․기타작물 3종 (파셀리아, 해바라기, 유

채)으로 모두 13작목에서 토양에 유기물 공급 및 물리성 개

량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반면에 양분공급 특

히 식물체의 질소함량이 높고 C/N율이 낮아 토양 환원시 빨

리 분해되어 양분공급이 가능한 작물로는 화본과 작물 3종 

(트리티케일, 호밀, 들묵새)과 두과작물 12종 (헤어리베치 

(2), 살갈퀴, 레드클로버, 화이트클로버, 크림손클로버, 클

로탈라리아(2), 루핀, 알팔파, 자운영, 세스바니아), 경관 ․

기타작물 3종(파셀리아 황화초, 유채)가 좋았다. 토양표면

을 피복하거나 생육이 빨라 짧은 시간에 경작지 지표면을 

덮어주는 효과가 발생하여 토양유실을 경감하고 잡초 발생

을 줄일 수 있는 작물로는 화본과 작물 7종 (수수, 귀리 (2), 

트리티케일, 호밀, 보리, 밀)과 두과작물 8종 (크림손크로

버, 레드크로버, 헤어리베치 (2종), 살갈퀴, 알팔파, 화이트

크로버, 크로탈라리아), 경관 ․기타작물 5종 (메밀, 유채, 해

바라기, 파셀리아, 황화초)이 우수하였다. 마지막으로 꽃이 

예쁘고 색이 선명하여 주변경관을 멋있게 가꾸어 주는 작물

로는 화본과 4종 (수수, 귀리 (2), 트리티케일), 두과작물은 

6종 (크림손크로버, 레드크로버, 헤어리베치, 자운영, 알팔

파, 크로탈라리아)이었고, 경관 ․기타작물로는 6종 (메밀, 유

채, 해바라기, 파셀리아, 황화초, 코스모스)에서 다양한 꽃

색과 예쁜 꽃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봄에 파종하여 

이용 가능한 작물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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