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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s of Improvement of Botanical Composition Technology (IBCT) on the forage 
production and ecological characteristics in a Rumex acetosella-dominated hilly pasture in Pyeongchang, in a period from August 
2013 to the end of growing season in October 2015. 2MT ha－1 limestone was applied in August 2013 and April 2014. Liming 
significantly increased soil pH from 4.69 to 5.47 and then the soil pH consistently hovered at 4.91~4.98. For every grazing time, 
plant height was found to be higher with the application of IBCT as compared with the control. After grazing,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lant height was found between the IBCT group and the control. Changes in the botanical composition of grassland 
can be affected by a lot of circumstances, but application of IBCT decreased Rumex acetosella from 12% to 2%, while also 
increasing the proportion of pasture. In relation to the botanical composition of grass, orchardgrass and timothy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s throughout the whole study period. The proportion of Kentucky bluegrass increased over time while tall fescue 
steadily decreased. The totals for grazing days were 58 in 2014 and 55 in 2015. Average herbage dry matter intake was 7,848 
kg ha－1 in 2014 and 6,941 kg ha－1 in 2015. Due to the application of IBCT, dry matter productivity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of 59% during the first grazing period in 2014 (3,437 kg ha and 5,460 kg ha in control and IBCT). In 2015, the total 
dry matter yield of the IBCT group was 51% greater than the control (5,742 kg ha－1 and 8,685 kg ha－1 in control and IBCT). 
Under acidic soil conditions, red sorrel can grow more strongly than grasses because it has better tolerance in dry and acidic 
conditions. Therefore, constant management is required in order to keep red sorrel from dominating the hilly pasture. In this 
study, the application of IBCT was able to effectively control weeds at all points. As a result, total management, including 
improvement of soil, overseeding, and application of selective herbicide and fertilizer, is needed to maintain excellent grassland 
conditions due to the limiting effects of environmental factors on grassland productivity.
(Key words : Hilly pasture, Botanical composition, Red sorrel, Dry matter productivity) 

Ⅰ. 서    론

최근 들어 산지를 활용하여 조사료 자급률제고, 친환경, 
동물복지, 관광 등을 도모하는 축산업의 필요성이 증대되

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4년도부터 동물복지형 친환
경 축산기반 구축을 위한 산지생태축산 활성화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가 기존의 부

실초지를 활용하여 식생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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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before experiment

pH
(1:5H2O)

T-N1)

(%)
OM2)

(g kg－1)
Average P2O5

(mg kg－1)
CEC3)

(cmol + kg－1)
Ex. cation4) (cmol + kg－1)

K Na Ca Mg

4.69 0.30 79.24 94.18 19.46 0.33 0.11 1.50 0.35
1) T-N: total nitrogen, 2) OM: organic matter, 3) CEC: Cation exchange capacity, 4) Ex. Cation: Expressing cation.

다 (MAFRA, 2014). 
초지면적은 1995년 이후 연평균 2.5%씩 감소하였으며, 

2014년 기준 46%가 감소하여 현재 35,763 ha에 이르고 있
다. 또한 중․하급 초지 면적은 전체 초지면적의 68.8%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초지상태가 매우 부실한 상태이다. 
초지의 경우 초지 환경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

다면 수량 감소 없이 우수한 초지를 유지할 수 있지만 부

적절한 관리는 잡초가 침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며, 
목초의 밀도가 낮아지고 빈자리가 증가하여 결국 부실화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 (Lee, 1992; Lee et al., 1999; Jung, 
2000; MAFRA, 2014). 특히, 애기수영은 토양의 pH가 낮은
산성토양과 유효양분이 부족되기 쉬운 토양에 주로 우점하

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Holmes, 1980). 산성토양은 목초의
생육에 유익한 미생물의 활동을 저하시키며 무기양분의 이

용도를 낮추기 때문에 목초의 생육을 위해서는 최소 pH 
5.5 이상이어야 하고 pH 6.0 정도를 목표로 개량을 해야

한다 (Hopkins, 2000; Kim et al., 2015). 따라서 생산성이

높은 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토양 개량, 목초보파 등

적절한 관리와 적절한 이용을 통해 목초 비율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Weinberger et al., 1983; Jo, 1994). 
산지초지에서 문제가 되는 잡초들은 주로 소리쟁이와 애

기수영과 같은 다년생 심근성 잡초로, 초지의 기호성 및

생산성을 저하시켜 농가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Lee et 
al., 1999; Kim et al., 2003). 외래 잡초의 유입은 보통 수
입되는 목초 종자들과 함께 국내로 유입하는 경우가 많으

며 이러한 외래 잡초들은 목초를 파종할 때 같이 초지에

뿌려지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Kim et al., 1999). 특히, 초
지관리가 부실한 곳은 외래 잡초가 침입하기 쉬워 잡초우

점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L)은 마디풀과 (Polygonaceae)
에 속하는 유럽의 원산지인 다년생초본으로 토양이 척박하

고 산도가 낮은 곳에 서식하며 종자와 지하줄기로 왕성하

게 번식을 하기 때문에 초지에 한번 침입하면 제어하기가

힘들다 (Kim et al., 1999; Kim et al., 2003). 또한 애기수영
을 가축이 채식하였을 경우 애기수영에 있는 옥살산 (oxalic 
acid)이 해를 입힐 수 있고, 애기수영에는 목초의 생육을

억제하는 활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목초의 생육을 저해할

수 있다 (Kim et al., 1999). 초지에 군락을 형성하여 초지

를 부실화시키는 애기수영을 제어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애기수영은 번식력이 강하여 지하경이나 종

자를 통하여 다시 발생되기 때문에 기술개발하기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애기수영 제어를 위해서는 한가지 기술을 적
용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인 초지관리를 통한 초지 갱신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부분적인 방법으로 연구가 수

행되어 그 효과가 미비하고 실제 농가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Choi et al., 1989; Whang et al., 1990; Park 
et al., 1991; Kim et al., 1999; Kim et at., 2003). 
따라서 본 연구는 평창지역에 위치한 농가의 애기수영

우점 방목초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식생개선 기술을 현장

에 직접 적용하여 연차별 초지의 식생 및 생산성 추이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시험지

본 시험은 2013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3년간 강원
도 평창의 한우 번식우 농가의 해발 600 m에 위치한 경사
초지에서 수행되었다. 경사도는 약 20에서 25% 정도로 경
사가 심하였고 경사면의 방향은 북향이었다. 기존 식생으

로는 redtop (Agrosties alba L.), orchardgrass (Dactylis glomerata 
L.), timothy (Phleum pratense L.), Kentucky bluegrass (Poa 
pratensis L.)였으며, 잡초로는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L.)과 고사리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가 부분

적으로 우점 되어있는 중급 정도의 초지였다. 토양은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pH가 4.69인 산성토양으로 유효토심

이 낮았고 유기물함량은 79 g kg－1로 다소 높았으며, 총질
소 (total nitrogen)는 0.4%로 평균정도의 수치를 보였다.

2. 기상조건

시험 수행 기간의 시험지역 강수량은 Fig. 1., 평균기온
은 Fig. 2.와 같았다. 강수량을 살펴보면 평년기온보다 시

험기간의 강수량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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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rass mixture, varieties and its seeding rate for pasture in the hilly pasture

  Species tall fescue Orchardgrass Perennial ryegrass Kenkucky bluegrass Total
Varieties Green master Kordione Linn Kenblue －

Seeding rate (kg ha－1) 18 10 5 2 35

Table 3. Experimental design

  Items Designation of treatments
Control Fertilization1)

Treatment Mecoprop (600 ml 10a－1) + lime (2t ha－1×2) + fertilization+ seeding (40 kg ha－1)
1) Fertilization management : N-P2O5-K2O = 84-68-68 kg ha－1 before 1st cutting.

Fig. 2. Mean values of air temperature during the growing 
season and 30 year average in Pyeongchang, 
2014 to 2015.

Fig. 1. Mean values of the amount of precipitation during 
the growing season and 30 years average in 
Pyeongchang, 2014 to 2015.

1월부터 5월까지 그리고 9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된 가뭄의

영향으로 목초의 생육이 부진하였다 (Fig. 1.). 평균기온의
경우 평년기온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2014년도 12월이 가
장 기온이 낮았지만 월동에는 문제가 없었다.

3. 시험 설계　및 수행

시험설계는 식생개선구와 대조구로 분할하여 1m × 1m 
크기의 quadrate을 이용하여 3반복 임의배치 하였으며, 처
리방법은 Table 3과 같다. 식생개선구의 경우 초지조성 전

애기수영 제거를 위해 분무살포기를 이용하여 mecoprop액
제를 600 ml 10a－1의 비율로 애기수영의 경엽에 살포 하였

고, 석회 시용은 파종 전 2013년 8월 19일과 2014년 4월
11일에 각각 2 MT ha－1씩 총 4 MT ha－1을 분무살포기를

이용하여 살포하였다. 파종은 2013년 9월 9일 분무살포기

를 이용 겉뿌림으로 산파하였다. 방목초지에 사용한 혼파

조합 초종은 orchardgrass, tall fescue, perennial ryegrass, 
Kentucky bluegrass였으며, ha 당 파종량은 Table 2와 같다. 
파종 후 진압과 복토를 위하여 방목축 약 40두를 5일간 방
목하였다. 채식량 (herbage intake) 조사는 방목 전후의 생산
량 차이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관리용 비료는 봄 추비로
N-P2O5-K2O = 84-68-68 kg ha－1, 1차 수확 후 N-P2O5-K2O = 
63-51-51 kg ha－1로 시비하였다. 대조구인 관행처리구는 농가
에서 초지를 관리하고 있는 방법으로 봄 추비로 N-P2O5-K2O 
= 84-68-68 kg ha－1를 시용하였다. 

4. 조사항목

조사는 1m × 1m 크기의 quadrate으로 무작위 3개의 지점
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초장 등의 생육특성은 RDA 
(Rural Development Adminstraion, 2012) 조사분석 기준에

준하여 조사하였고 식생구성비율은 육안으로 초종을 구분

하여 백분율로 하였다. 수량조사는 Lee et al. (1997)의 방법
에 따라 ha당 수량으로 환산하였으며, 건물수량은 처리구

별로 생초중량을 칭량하고, 65~70℃의 열풍순환 건조기에

서 72시간 이상 건조 후 건물함량을 산출한 다음 ha 당 수
량으로 환산하였다.

5.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 package program (ver. 9.2)의 Proc 
ANOVA procedure으로 최소유의차 검정 (Leas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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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hange of 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by the application of slaked lime and fertilizer

Date of sampling 
pH

(1:5H2O)
T-N1)

(%)
OM2)

(g kg－1)
Average P2O5

(mg kg－1)
CEC3)

(cmol + kg－1)
Aug. 2013 4.69 0.30 79.24 94.18 19.46
Apr. 2014 4.97 0.21 42.54 42.62 17.47
Jul. 2014 5.47 0.31 70.07 40.02 18.91
Apr. 2015 4.98 0.27 54.87 58.21 18.02
Jun. 2015 4.92 0.29 55.91 45.77 19.88

1) T-N: total nitrogen,  2) OM: organic matter,  3) CEC: Cation exchange capacity

Table 5. The change of plant height as affected by the treatment at each grazing, 2014 to 2015

Year Items
Before grazing (cm) After grazing (cm)

1st 2nd 3rd 1st 2nd 3rd

2014
Control 51b － － 14NS － －

Treatment 76a 44 36 15NS 16 14

2015
Control 59b 40b 32NS 16NS 18NS 16NS

Treatment 66a 66a 39NS 17NS 18NS 12NS

a,b,c Means in a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ifference Test, LSDT)을 이용하여 평균값을 5% 유의수준
에서 비교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토양변화

  석회 시용 전 토양의 pH는 4.69인 산성토양이었으며, 
2013년 8월 석회를 ha 당 2 MT ha－1의 비율로 시용한 결

과 2014년 4월 4.97까지 상승하였다. 2014년 4월 석회를 2 
MT ha－1의 비율로 추가 시용한 결과 2014년 7월 pH가
5.47까지 상승하였지만 더 이상 개량되지 않고 4.91～4.98
수준을 유지하였다. Skinner (1997)의 석회 시용에 따른 목

초의 생산성 비교결과, pH 4.5에서 6 MT ha－1의 수량을

보였고 pH 6.0～6.5에서는 9 MT ha－1으로 pH 증가에 따라
목초수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Kennedy et 
al. (2004)는 산지초지에서 석회 시용은 토양미생물을 활성

화 시켜 식물의 생육을 촉진하며 석회와 질소비료를 같이

시용하는 것이 식물의 생육에 유리하다고 보고하였다. 유
기물함량의 경우 적정 유기물 함량인 25～35(g kg－1) 보다
다소 높은 40～80사이였고, 총질소 (Total nitrogen)의 경우

0.3% 이상으로 평균정도의 수치를 보였다.
  
2. 목초 생육특성

  방목시기별 목초의 초장 변화 조사결과는 Table 5와 같

다. 2014년도 2차와 3차 방목 시기의 초장은 계속적인 시
험수행 여건이 되지 않아 조사가 수행되지 못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대조구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었다. 방목시기
별 2014년도 1차 방목시기에서 식생개선구가 76 cm로 대조
구 51 cm 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시기별로 보면 1차
시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5년도에서 식생개선구가 1
차와 2차 방목시기에서 높은 경향을 보였고 마지막시기에

서는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2014년도 방목 후 잔초의 초장은 식생개선구와 대조구간
의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2014년도에는 14~16 
cm 정도였고, 2015년도에는 12~18 cm 범위로 나타났다. 초
장은 목초의 생산량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초장이
가장 높았던 2014년 1차 방목시기가 수량도 높은 경향을

보였다 (Table 5, Table 8). 
식생개선에 따른 방목초지의 목초 식생구성비율의 변화

는 Table 6과 같다. 2014년도 2차와 3차 방목 시기의 식생
조사는 계속적인 시험수행 여건이 되지 않아 조사가 수행

되지 못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대조구에 대한 조사가 수행
되었다. 식생개선 전 (2013년 8월) 의 선점 식생으로는 redtop 
(Agrosties alba L.), orchardgrass (Dactylis glomerata L.), 
timothy (Phleum pratense L.), Kentucky bluegrass (Poa 
pratensis L.)이었으며 하번초인 redtop과 Kentucky bluegrass
의 비율이 높았다. 잡초로는 애기수영 (Rumex acetosell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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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change of botanical composition as affected by the treatment at each grazing, 2014 to 2015

Year Items
Grass (%) Weed

(%)TF1) OG2) KBG3) PRG4) TIM5) RT6) Total

2014

Control
1st 11 33 15 0 12 17 88 12
2nd － － － － － － － －

3rd － － － － － － － －

Treatment
1st 32 35  5 4 12  5 93  7
2nd 30 30  7 4 21  5 97  3
3rd 20 35  9 4 25  5 98  2

2015

Control
1st 13 23 18 0 12 20 86 14
2nd 13 27 18 0 15 14 87 13
3rd 15 28 22 0 10 12 87 13

Treatment
1st 13 40 12 0 26  7 98  2
2nd 17 31 20 0 22  5 95  5
3rd 10 38 20 0 25  5 98  2

1) TF: Tall fescue,  2) OG: Orchardgrass,  3) KBG: Kentucky bluegrass,  4) PRG: Perennial ryegrass,  5) TIM: Timothy,
6) RT: Redtop.

과 고사리 (Pteridium aquilinum var. latiusculum)가 부분적

으로 우점되어 있는 초지였다.
식생개선 결과 목초의 비율이 98%까지 증가하였고 잡초
의 비율은 12%에서 2%까지 개량되었다. 잡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애기수영은 목초의 생육이 상대적으로 왕성해지

면서 억압되었다. 
모든 방목시기에서 orchardgrass의 식생비율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Sung et al. (2005)의 산지초지 혼파조합

선발 연구에서도 본 실험과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orchardgrass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온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Tall fescue의 경우 파종 후 첫 해 비율이 높게 나타
났지만 해를 넘기면서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

였다. 이는 첫해에 tall fescue의 파종량이 다른 초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서 식생비율이 높았지만 점차 orchardgrass와 
timothy 등 대관령지역에 잘 적응하는 목초 비율이 증가하
면서 상대적으로 tall fescue가 위축된 것이 주요 원인일 것
으로 판단된다 (Weinberger, 1979; Kim et al., 2006; Sung 
et al., 2005). Kentucky bluegrass의 경우 점차 시간이 지날
수록 식생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Kentucky 
bluegrass의 분얼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진 것이 원인이
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Kim et al., 2006). 2014년 1차 방목
시기에서 목초 파종에 의한 영향으로 tall fescue와
orchardgrass의 식생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Perennial 
ryegrass의 경우 2014년도 식생조사에서는 관찰되었으나

2015년도에는 관찰할 수 없었다. 혼파초지의 경우 방목행

동, 환경 등의 요인에 의하여 식생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양한 조건하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식생개선지의 한우 방목성적

시험기간 동안의 방목성적은 Table 7과 같다. 방목두수
는 한우 20두로 2014년도 총 방목 기간은 58일이었고, 
2015년도는 55일이었다.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보

면 1차 방목 시기에서는 2014년도 방목기간이 2015년 보

다 5일 정도 짧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이

유는 2015년 2월부터 5월까지의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여

목초 생산량이 감소되었던 것이 주요원인 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2차 방목시기에서는 2014년 방목기간이 2015년
보다 2일 정도 길었으며 3차 방목시기에서는 2014년과
2015년의 방목기간이 같았다. 
  건물섭취량의 경우 2014년에는 총 ha 당 7,848 kg이었고
2015년도에는 ha 당 6,941 kg로 2014년도가 2015년도 보다
13% 정도 섭취량이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 초지이용률의
경우 2014년도 1차 방목에서 80%, 2차에서 84% 그리고 3
차에서 89%로 3차 방목에서 이용률이 가장 높았으며, 평
균 초지이용률이 84% 정도로 방목이 잘 이루어졌다. 2015
년도의 경우 1차 방목에서 77%, 2차 방목의 경우 80% 그
리고 3차 방목의 경우 80%로 나타났으며, 평균 초지이용

률이 79%로 2014년도 평균 초지이용률 보다 5% 정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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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Herbage intake of grass and grazing schedule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2014 to 2015

Grazing times 1st 2nd 3rd

2014

Beginning May 27 Jul.  22 Oct.  1
Ending Jun. 17 Aug. 14 Oct. 15
Grazing period (days) 21 23 14
Number of grazing livestock (unit) 20 20 20
Herbage intake (MT ha－1) 4,350 1,785 1,713
Herbage utilization (%) 80 84 89

2015

Beginning Jun.  6 Aug. 8 Oct. 17
Ending Jun. 22 Sep. 4 Oct. 31
Grazing period (days) 16 25 14
Number of grazing livestock (unit) 20 20 20
Herbage intake (kg ha－1) 3,315 2,311 1,315
Herbage utilization (%) 77 80 80

Table 8. Dry matter yield (DMY) of grass as affected by the treatment in hilly pasture at each grazing, 2014 to 
2015

Year Items
Grazing time

Total
1st 2nd 3rd

2014
Control 3,437b － － －

Treatment 5,460a 2,135 1,937 9,532

2015
Control 2,882b 1,798b 1,062b 5,742b

Treatment 4,059a 2,985a 1,641a 8,68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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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경향을 보였다. 이는 2015년 봄 극심한 가뭄으로 인하

여 생산성이 가장 높은 1차 방목시기에 충분한 수량을 확
보하지 못한 것이 주요 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7월과 8월에 충분한 강우로 목초의 생육이 회복되면서 2차
방목 이후부터 초지이용률이 80%로 상승하였다. 이는 Kim 
et al. (2006)의 한우방목 연구에서 건물생산성과 가축 채식
량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것

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4. 목초의 건물수량

시험기간 동안의 건물수량은 Table 8과 같다. 2014년도
2차와 3차 방목 시기의 건물수량은 계속적인 시험수행 여
건이 되지 않아 조사가 수행되지 못하였으나 2015년도에는
대조구에 대한 조사가 수행되었다. 2014년도 1차 방목에서
건물수량은 3,437kg ha－1에서 5,460kg ha－1로 59% 증가하
였으며, 2015년 건물수량은 식생개선구가 모든 방목시기에
서 대조구보다 높았으며, 총 생초수량은 식생개선구가

8,685 kg ha－1로 대조구 5,742 kg ha－1 보다 51% 높았다. 
방목시기별로 보면 1차 방목시기가 각각 5,460 kg ha－1 

(2014), 4,059 kg ha－1 (2015) 로 건물 수량이 가장 높았고, 
3차시기가 각각 1,937 kg ha－1 (2014), 1,641 kg ha－1 (2015)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2014년도는 2015년도 보다 생산량
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2015년도 2월부터 5일까지 가뭄
에 의하여 생산량이 가장 높은 1차 방목시기에서 수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앞선 Park (1997)의 애기수영 우점초지
식생개선 연구에서도 한가지 방법을 통한 개선보다는 목초

보파, 토양개선, 제초제 시용 등 복합적인 식생개선 기술을
적용했을 경우가 유리하였고 건물생산량이 21% 향상되어
높은 개선효과를 보였다는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이번 연구결과는 생태적․화학적 방제기술 확립에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Lee et 
al., 1992). 하지만 초지는 조성년도가 경과할수록 부실화되
기 쉬우며 특히, 산성화되어 있는 초지에는 애기수영이 발
생하기 쉽기 때문에 식생개선 후 지속적인 관리에 따른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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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변화 및 생산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

다 (Park et al., 1985; Choi et al., 1985). 

Ⅳ. 요    약

본 연구는 애기수영 우점 초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식

생개선 기술을 적용하여 갱신한 초지의 연차별 식생 및 생

산성 추이를 분석해보고 개량효과를 생태적 방법으로 고찰

해 보고자 2013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강원도 평창

의 방목용 초지에서 수행되었다. 토양개량을 위해 석회를

2 MT ha－1의 양으로 2회 시용한 결과 pH 4.69에서 5.47까
지 향상되었으며, 이후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pH 4.91에
서 4.98 수준을 유지하였다. 초장은 식생개선구가 모든 방
목 시기에서 대조구보다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방목 후

초장은 12～18 cm 사이로 대조구와 식생개선구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초지 식생구성은 목초의 비율이 증가되었

고 잡초 (애기수영)의 비율은 12%에서 2%까지 감소하였다. 
목초는 orchardgrass와 timothy의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

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Kentucky bluegrass의 식생비율이 증
가하였고 tall fescue의 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방
목두수는 한우 20두로 2014년도 총 방목기간은 58일이었
고, 2015년도는 55일 이었다. 가축의 총 건물섭취량의 경우
2014년은 7,848 kg ha－1이었고 2015년에는 6,941 kg ha－1로

2014년도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평균 초지 가축 이용

률은 2014년도 84%로 2015년도 79% 보다 높은 경향을 보
였다. 목초의 건물수량은 2014년도 1차 방목에서 대조구는
3,437 kg ha－1로 식생개선구 5,460 kg ha－1 보다 생산량이

59% 증가되었고, 2015년도 총 건물수량에서 대조구는

5,742 kg ha－1로 식생개선구 8,685 kg ha－1 보다 51% 건물
수량이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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