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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2014 in the Gangjin area of Jeonnam province for the purpose of confirming the potential of Kenaf 
as an alternative feed crop of rice. The weather and soil conditions were favorable and there was no adverse effect on the growth 
of Kenaf. The amount of seeding was given at 10 kg, 15 kg and 20 kg. As the seeding volume increased, plant height and dry matter 
yield increased, and stem diameter and number of nodes decreased. The highest growth rate was observed between 75 and 90 days 
from the date of planting(p<0.05). As the growth progressed, stem rate increased and leaf rate decreased(p<0.05). Increased amount 
of seeding and growth resulted in decreased CP and TDN and increased ADF and NDF, which resulted in the decreased economic 
value of Kenaf as a feed crop. The result of increasing the use of organic fertilizer to 20 kg and 30 kg was similar to increasing 
the amount of seeding. As organic fertilizer usage increased, dry matter yield and growth rate improved(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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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농업 생산성 향상과 쌀 소비량 감소로 인해 매년 쌀 과잉 

재고량 처리방안을 두고 정부와 농민 단체들의 고심이 많다. 

최근 정부에서는 벼 대체작물 재배 보상금까지 지급하면서 

쌀의 생산조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벼 대체작물로 

타 식용작물을 재배할 경우 가격 폭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일례로 과거 벼 대체 작물로 콩을 많이 심다보니 콩 값이 급

락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Oh., 2017). 그러나 사료작물의 

경우 생산량이 부족한 조사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수입 

조사료를 대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사료작물 재배는 

동계작물인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청보리, 호밀 등과 하계작

물인 옥수수, 수수류 등이 있는데, 벼 대체 사료작물의 경우 

하계작물인 옥수수와 수수류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지속된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한반도는 점점 물 부족과 평균기온의 

상승으로 여름철 기온이 아열대화로 되고 있어, 안정적인 재

배가 어렵다. 특히 생육초기 병해충과 가뭄 피해가 크다. 따

라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신작목을 개발하여 농가의 어려움

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케나프(Hibiscus dannabinus L.)는 아열대성 일년생 C3작물

로서 서아프리카가 원산지인 무궁화과(Malvaceae)에 속하며, 

과거부터 밧줄 및 포낭의 재료로 이용해 왔다(Kang et al., 

2014). 생육 기간이 짧고(Jin et al., 2007), 척박한 토양이나 침

수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할 정도로 광범위한 적응성을 지니고 

C3식물이면서도 C4식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Hollowell et 

al., 1996), 토양 속의 질소, 인산 등 양분을 흡수하는 능력이 

매우 강하다(Bledsoe., 1999). 케나프 재배시험에서 Kang et 

al.(2014)은 전북 3개 지역에서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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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량이 옥수수에 비해 약 1.7 배 수확 가능하다는 등 긍

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였다. Hwang et al.(2015)은 충남 천안

에서 케나프, 옥수수, 수수×수단 수량성 및 품질 비교를 통해 

케나프가 사료작물로써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어 재배조건

에 따라 사료가치 등의 결과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시험은 벼 대체 사료작물 육성을 위해 논에서 케나프의 

안정적인 재배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고자 파종량 및 유

기질 비료(가축분퇴비) 시용량에 따른 생육특성 및 수량성을 

조사하고 사료가치를 분석하고자 실시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배 조건

본 시험은 전남 강진에 위치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축산연

구소 시험포장에서 실시하였다. 품종은 “장대”를 대상으로 하

였고, 파종은 2014년 5월 12일에 조간 50cm 간격으로 6열 조파

하였다.

파종량과 수확시기 시험에서 파종량은 ha 당 10 kg, 15 kg, 

20 kg의 3수준, 수확시기는 파종 후 60일, 75일, 90일의 3수준

으로 하였다. 시비량은 ha 당 유기질 비료(가축분퇴비) 20톤

과 질소 200 kg, 인산 150 kg, 칼륨 150 kg 를 시비하였고, 그 

중 질소를 기비로 100 kg, 추비로 파종 후 30일에 100 kg를 

시비하였다. 시험구배치는 파종량을 주구, 수확시기를 세구

로 하는 분할구배치법 3반복으로 하였다.

유기질 비료 시비량과 수확시기 시험은 유기질 비료를 ha

당 20톤과 30톤의 2수준으로 하였고, 수확시기는 파종량 시

험과 같은 3시기로 하였다. 종자는 ha 당 15 kg를 조파하였고, 

질소, 인산, 칼륨은 위와 같이 시비하였다. 유기질 비료 성분 

및 비율은 우분 58%, 돈분 7%, 계분 7%, 제오라이트 3%, 톱

밥 25% 이다. 시험구배치는 유기질 비료 시용량을 주구, 수확

시기를 세구로 하는 분할구배치법 3반복으로 하였다.

2. 시험포장 조건

시험기간 기상조건은 Table 1과 같다. 시험기간의 파종기 

및 출현 이후 정착기인 5월에서 6월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 대

비 높았고, 일조량은 5월에 높았다가 6월에는 평년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강우량은 5월에 평년대비 23.9 mm 많았고, 6월

에 137.5 mm 적었지만 초기 생육에 악영향은 없었다. 7월은 

평균 기온과 일조량이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강우량이 

40.8 mm 낮았고, 8월은 평년대비 평균 기온과 일조량이 낮고, 

강우량은 높았다.

시험포장의 토양조건은 Table 2과 같다. 토양은 논 식양토

이고 pH가 5.4 로 적정범위인 6.0∼6.5 보다 낮았고, 유효인산

함량은 397 mg/kg로 적정함량인 300∼500 mg/kg 범위였으며, 

유기물 함량은 32 %로 적정범위 20∼30 % 범위 보다 높았다.

Year Month
Mean temp

(°C)

Mean Sunshine

(hr)

Mean Precipitation

(mm)

2014
May

17.7 296.5 149.1

30 years (1981∼2010) 17.0 217.3 125.2

2014
June

21.8 166.0 81.5

30 years (1981∼2010) 21.1 169.5 219.0

2014
July

24.4 143.7 250.1

30 years (1981∼2010) 24.6 145.6 290.9

2014
August

24.0 115.8 473.4

30 years (1981∼2010) 25.4 179.0 306.5

Table 1. Monthly meteorological data the experimental periods in Gangjin

pH

(1:5)

T-N1)

(%)

P2O5

(mg/kg)

OM2)

(%)

CEC3)

(cmol/kg)

Ex. cation4) (cmol + kg－1)

K Ca Mg

5.4 0.07 397 32 9.78 0.78 4.4 1.4
1)T-N: total nitrogen, 2)OM: organic matter, 3)CEC: cation exchange capacity, 4)Ex. Cation: exchange cation.

Table 2. Chemical properies of experiment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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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육특성 및 수량 조사

주요 생육특성 및 수량성 조사는 수확시기인 파종 후 60일, 

75일, 90일에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으로 초장, 줄기 직경 및 

마디 개수를 조사하였으며, 조사 방법으로 초장은 지상부부

터 줄기 정단 생장점까지를 측정하였고, 줄기직경은 지상 

10cm 높이에서 실시하였으며, 마디 개수는 총 마디 개수를 

조사하였다. 케나프의 수량성은 수확시 줄기와 잎을 분리하

여 생초중량을 측정하고, 60℃에서 5일간 건조시켜 건물 중량

을 측정하여 건물률을 구하였다.  

4. 화학적 성분 및 사료가치

화학적 성분 조사는 건물중을 측정한 잎과 줄기를 혼합하여 

조단백질(crude protein, CP), 산성세제불용성 섬유소(acid 

detergent fiber, ADF), 중성세제불용성 섬유소(neutral detergent 

fiber, NDF)를 분석하였다. CP 함량은 AOAC(1990)법에 의거

하여 켈달장치(Kjeltec TM 2400 Autosampler System)를 이용

하여 분석하였고, NDF 및 ADF 함량은 Goering and Van 

soest(1970)법에서 사용되어지는 시약을 이용하여 Ankom fiber 

analyzer(Ankom technology)로 분석하였다.

사료가치는 화학적 성분 조사에서 얻어진 ADF와 NDF 값

을 이용하여 총가소화 영양분(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

를 88.9 - (0.79 × ADF)의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고

(Holland et al., 1990), 상대적 사료가치(relative feed value, 

RFV)는 DDM(digestible dry matter) × DMI(dry matter intake) 

/ 1.29 계산식으로 구하였다.

5. 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들의 통계분석은 SAS Statical 

Package Program (2014)에 의하여 파종량, 수확시기 및 유기질 

시비량에 따른 생육 및 수량성을 이원분산분석을 실시하고 처

리구간에 평균값의 유의성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test

를 이용하여 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파종량과 수확시기에 따른 케나프의 생육, 수량 및 사

료가치

1) 생육특성

파종량 및 수확 시기에 따른 생육특성은 Table 3과 같이 나

타났다. 생육 기간 60일과 75일에서는 파종량 20 kg가 초장이 

가장 높았고, 90일에서는 10 kg 파종이 가장 높았다. 파종량

과 관계 없이 생육 기간 60일, 75일, 90일로 늘어남에 따라 각

각 175.6 cm, 196.9 cm, 264.1 cm로 초장이 증가되었지만

(p<0.05), 파종량과 수확 시기간 교호작용을 보이지는 않았다. 

증가 폭이 생육 기간 75일에서 90일 사이가 60일에서 75일 

사이보다 평균 45.9 cm 더 성장하여 성장률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파종 시기에 따라서 초장 성장율은 크게 변동한다

(Kang et al., 2004). 장대 품종의 경우 파종 시기의 영향도 있

겠지만, 75일에서 90일 사이에 광합성율이 증가하는 등의 영

향으로 성장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리고 결과

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케나프와 생육 비교를 위해 같은 날 파

Harvest time

(Day after seeding)

Seeding rate

(kg/ha)

Plant height

(cm)

Stem diameter

(mm)

Number of node

(ea)

60

10 170.1b 18.5a 32.8a

15 167.6b 17.0ab 29.7b

20 189.2a 16.2b 30.4b

mean 175.6c 17.2b 31.0c

75

10 195.1ns 24.2a 39.4ns

15 196.2ns 20.2b 39.5ns

20 199.4ns 19.4b 36.0ns

mean 196.9b 21.1a 38.3b

90

10 268.5ns 21.7ns 48.9ns

15 259.2ns 20.5ns 49.4ns

20 264.6ns 20.4ns 46.1ns

mean 264.1a 20.9a 48.1a

a, b and c 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s is not significant.

Table 3. Effects of the amount of seeding and cultivation period Kenaf on plant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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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하였던 수수×수단 교잡종(sx-17, jumbo)과 비교할 때 케나

프가 수수×수단 교잡종에 비해 초기 생육이 늦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줄기 직경은 생육 기간에 관계없이 파종량이 증가함에 따

라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Kang 

et al.(2014)은 전북지역에서 홍마 300 품종을 대상으로 ha 당 

20 kg에서 80 kg까지 차이를 두어 파종한 후, 100일이 경과한 

시기에 생육특성 조사를 하였는데, 20 kg 파종에서 초장이 가

장 높았고, 줄기 직경 또한 가장 두껍다고 보고하였다. Jin et 

al.(2007)은 강원도 철원지역에서 케나프 3품종을 점파 후 53

일, 93일, 115일에 생육특성 조사를 하였는데, 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초장과 줄기 직경이 함께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고, 

광합성율 시험 결과에서는 품종별로 시기에 따라 광합성율에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마디 개수는 생육 기간 60일, 

75일, 90일로 늘어남에 따라 31.0개, 38.3개, 48.1개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고(p<0.05), 파종량과 마디 개수와 상관성은 

보이지 않았다. 

2) 수량성

파종량 및 생육 기간에 따른 수량성은 Table 4과 같이 나타

났다. 생육 기간에 관계없이 ha 당 20 kg 파종이 15 kg 파종

보다 생초량과 건물량이 많았고, 15 kg 파종은 10 kg 파종보

다 생초량과 건물량이 많아 파종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량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생육 기간이 60일에서 90일까지 경과

됨에 따라 생초량과 건물량은 증가되었고, 75일에서 90일 사

이는 60일에서 75일 사이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가되는 경

향을 보였다. 건물량은 파종량과 수확 시기간 교호작용을 보

이지 않았다. Kang et al.(2014)은 케나프를 ha 당 20 kg 조파

할 때 가장 높은 수량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 20 kg를 

초과할 경우 수량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보고하였

다. 건물률은 생육 기간에 관계없이 파종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생육 기간 90일에서 평균 건물률이 

18.5%로 가장 높았다. 맥류는 수확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수

분함량이 낮아져 건물률에 영향을 미치고(Song et al., 2015), 

호밀 경우에도 수확이 늦어짐에 따라 건물량과 건물률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등(Kim et al., 2002) 작물의 종류에 관

계없이 생육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건물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생육 75일에 공통적으로 건물률이 낮았는데, 이는 수

확 전날의 강우로 식물체가 수분을 흡수 하는 등의 영향에 의

한 것으로 보여진다. 생육 기간 60일에서 파종량이 10 kg, 15 

kg, 20 kg로 증가함에 따라 잎의 비율이 낮아지고, 줄기 비율

은 오르는 경향을 보였지만, 75일에서는 15 kg 파종이 20 kg 

파종보다 잎의 비율이 2.1% 낮고, 90일에서는 15 kg 파종과 

20 kg 파종의 잎의 비율이 22.1%로 같아 파종량과 줄기와 잎

의 비율에서 상관성을 확인 할 수 없었다. 파종량과 관계없이 

생육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줄기 비율은 높아지고, 잎의 비율

은 낮아졌다(p<0.05). 

3) 사료가치

파종량 및 수확 시기에 따른 사료가치는 Table 5과 같이 나

타났다. 생육 기간에 관계없이 ha 당 10 kg 파종이 20 kg 파종

에 비해 CP 함량이 높았고, 생육 기간이 60일, 75일, 90일로 

늘어남에 따라 평균 CP 함량이 15.6%, 12.2%, 8.8%로 감소되

었다. ADF 함량은 가축의 소화율과 관련이 있고, NDF 함량은 

Harvest time

(Day after seeding)

Seeding rate

(kg/ha)

Fresh matter Yield

(kg/ha)

Dry matter

(%)

Dry matter Yield

(kg/ha)

Top ratio(%)

Stem Leaf

60

10 30,667b 12.9 3,964b 60.6ns 39.4ns

15 32,000b 13.1 4,199b 62.2ns 37.8ns

20 43,111a 13.2 5,683a 65.9ns 34.1ns

mean 35,259c 13.1 4,616b 63.0c 37.0a

75

10 42,366b 8.1 3,434ns 66.9ns 33.1ns

15 45,078ab 10.9 4,903ns 69.9ns 30.1ns

20 53,322a 11.8 6,273ns 67.8ns 32.2ns

mean 46,922b 10.4 4,870b 68.2b 31.8b

90

10 76,289ns 17.7 13,513ns 76.8ns 23.2ns

15 77,845ns 18.4 14,358ns 77.9ns 22.1ns

20 86,155ns 19.3 16,636ns 77.9ns 22.1ns

mean 80,096a 18.5 14,836a 77.5a 22.5c

a, b and c 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s is not significant.

Table 4. Effects of the amount of seeding and cultivation period on matter yield of Ken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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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식량과 관련이 있으며 0에 가까워 질수록 소화율과 섭취율 

개선에 도움이 된다. 생육 기간에 관계없이 ha 당 10 kg 파종

이 20 kg 파종에 비해 ADF와 NDF 함량이 낮은 경향을 보였

고, 생육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ADF와 NDF 함량은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Chantiratikul et al.(2009)은 케나프 생육이 진

행됨에 따라 CP는 감소하고, ADF와 NDF가 증가한다고 하여 

본 시험과 경향성이 같았다. TDN과 RFV함량의 경우 생육 기

간에 관계없이 ha 당 10 kg 파종이 20 kg 파종에 비해 높았고, 

생육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TDN과 RFV 함량은 감소되었다. 

Kang et al.(2014) ha당 20 kg 조파에서 가장 높은 수량과 사료

가치를 얻었고, 20 kg 초과 파종시 수량과 사료가치가 함께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수량이 증가할 때 사료가치가 감

소되는 본 시험과 상반된 경향성을 보고하였다.

2. 유기질 비료 시용량과 수확시기에 따른 케나프의 생

육, 수량 및 사료가치

1) 생육특성

유기질 비료 시비량 및 수확 시기에 따른 생육특성은 Table 

6과 같다. 생육 기간에 관계없이 ha 당 유기질 비료 30톤 투입

이 20톤에 비해 초장이 높게 나타났다. 줄기 직경은 생육 기간 

60일과 90일에서는 유기질 비료 20톤 투입이 30톤에 비해 줄기 

직경이 더 넓게 나타났고, 75일에서는 30톤 투입이 더 넓게 

나타나, 유기질 비료 투입량과 줄기 직경간 상관성이 없었다. 

마디 개수에서는 생육 기간 60일에서는 30톤 투입구가 0.7개 

많고, 90일에서는 20톤 투입구가 0.5개 많아 유기질 비료 투입

량과 마디 개수간 상관성이 없었다. 유기질 비료는 질소, 인, 

칼륨 등 다량원소를 공급하고, 분해될 때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Harvest time

(Day after seeding)

Seeding rate

(kg/ha)
CP(%)1) ADF(%)2) NDF(%)3) TDN(%)4) RFV5)

60

10 16.4 47.7 57.8 51.2 83.7

15 16.5 47.4 55.7 51.4 87.4

20 13.9 49.5 60.1 49.8 78.1

mean 15.6a 48.2b 57.9b 50.8a 83.1a

75

10 13.1a 47.4 59.8 51.5 80.9

15 12.1ab 50.2 60.5 49.2 76.8

20 11.6b 48.4 60.7 50.7 78.6

mean 12.2b 48.7b 60.3b 50.5a 78.8a

90

10 9.9 54.8 67.5 45.6 68.9

15 8.4 56.9 68.8 43.9 60.3

20 8.0 57.2 70.7 43.7 58.5

mean 8.8c 56.3a 69.0a 44.4b 60.9b

1)CP: Crude protein, 2)ADF: Acid Detergent Fiber, 3)NDF: Neutral Detergent Fiber, 4)TDN: Total Digestible Nutrient, 5)RFV: Relative Feed Value.
a, b and c 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Effects of the amount of seeding and cultivation period on plant quality

Harvest time

(Day after seeding)

Organic fertilizer level

(ton/ha)

Plant height

(cm)

Stem diameter

(mm)

Number of node

(ea)

60

20 163.4ns 17.7ns 31.0ns

30 185.2ns 17.4ns 31.7ns

mean 174.3c 17.6b 31.3c

75

20 186.1b 19.8ns 38.2ns

30 209.3a 21.8ns 38.2ns

mean 197.7b 20.8a 38.2b

90

20 257.1ns 21.3ns 48.2ns

30 271.2ns 20.8ns 47.7ns

mean 264.2a 21.0a 48.0a

a, b and c 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s is not significant.

Table 6. Effects of the amount of organic fertilizer and cultivation period on Kenaf plant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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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물 주변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서 광합성을 조장

하여 작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Ryu et al., 2016). 

Ryu et al.(1999)은 가축분의 시용량 증가에 따라 초장 등 생육

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유기질 비료 시비량과 관계없이 생육 기간 경과에 따라 초

장, 줄기 직경, 마디 개수가 증가되었는데(p<0.05), 이번 시험 

결과 역시 75일에서 90일 사이에 성장률이 높아 초장 등 증

가폭이 컸다. 하지만 유기질 비료 시비량과 수확 시기간 교호

작용을 보이지는 않았다.

2) 수량성

유기질 비료 시비량 및 수확 시기에 따른 수량성은 Table 

7과 같다. 생육 기간 60일과 90일에서는 유기질 비료 ha 당 

30톤 시비가 생초량이 많았고, 75일에서는 20톤 시비가 생초

량이 46,567 kg, 30톤 시비는 46,367 kg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건물량은 생육 기간과 관계없이 유기질 비료 ha 당 30톤 시비

가 20톤 시비보다 많았고, 파종량과 수확 시기간 교호작용을 

보이지 않았다. 건물율은 생육 기간 60일에서 평균 13.2%, 90

일에서는 18.8%로 생육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건물율이 증가 

되었다. 생육 기간별 파종량에 따른 줄기와 잎 비율의 상관성

은 확인할 수 없었고, 생육이 60일, 75일, 90일로 진행됨에 따

라 줄기 비율이 60.7%, 71.9%, 77.5%로 높아지고, 잎은 

39.3%, 28.25%, 22.5%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높은 성장

률을 보이는 75∼90일 사이에 줄기 비율의 증가폭이 컸다. 

Chantiratikul et al.(2009)은 케나프의 생육이 진행됨에 따라 

잎의 비율은 줄고 줄기 비율은 올라간다고 하였으며, 6주차에

는 잎이 66.7%, 줄기가 33.3 %에서 12주차에 잎이 48.6%, 줄

기가 51.4 %의 결과를 보고하여 본 시험과 같은 경향을 보였

다. Lee et al.(2012)은 정읍지역에서 장대 품종을 점파한 결과 

파종 후 100일째의 줄기와 잎의 비율에서는 줄기가 61.1%, 

잎이 38.9% 라고 하여 본 시험 생육 기간 90일보다 잎의 비

율이 16.4% 높았다. 이는 파종시기, 기후 등 여러 환경적인 

요인들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Harvest time

(Day after seeding)

Organic fertilizer level

(ton/ha)

Fresh matter Yield

(kg/ha)

Dry matter

(%)

Dry matter Yield

(kg/ha)

Top ratio(%)

Stem Leaf

60

20 30,222 13.3 4,014 59.8 40.2

30 37,778 13.0 4,930 61.7 38.3

mean 34,000c 13.2 4,472b 60.7b 39.3a

75

20 46,567 9.1 4,247 77.5 22.5

30 46,367 11.6 5,380 66.2 33.8

mean 46,467b 10.4 4,813b 71.9a 28.2b

90

20 72,333 19.1 13,810 77.1 22.9

30 88,244 18.6 16,377 78.0 22.0

mean 80,289a 18.8 15,094a 77.5a 22.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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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7. Effects of the amount of organic fertilizer and cultivation period on matter yield of Kenaf

Harvest time

(Day after seeding)

Organic fertilizer level

(ton/ha)
CP(%)1) ADF(%)2) NDF(%)3) TDN(%)4) RFV5)

60

20 16.8 44.7 54.3 53.6 93.1

30 15.4 50.1 59.5 49.3 77.9

mean 16.1a 47.4b 56.9c 44.8b 85.5a

75

20 12.8 49.5 61.9 49.8 75.7

30 12.0 50.5 60.7 49.0 75.9

mean 12.4b 50.0b 61.3b 49.4a 75.8b

90

20 9.4 54.8 67.9 45.6 63.5

30 8.4 57.0 68.8 43.9 60.2

mean 8.9c 55.9a 68.3a 51.4a 6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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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8. Effects of the amount of organic fertilizer and cultivation period on plant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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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료가치

유기질 비료 시비량 및 수확 시기에 따른 사료가치는 Table 

8과 같다. 생육 기간에 관계없이 유기질 비료 ha 당 20톤 시비

가 30톤 시비에 비해 조단백질 함량이 높았고, 생육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평균 조단백질 함량은 감소되었다. 유기질 비료 

20톤 시비는 30톤 시비에 비해 전반적으로 ADF와 NDF 함량이 

낮았고, TDN과 RFV 함량은 높은 편이었다. 생육 기간의 경과

는 ADF와 NDF 함량을 높이고, TDN과 RFV 함량은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시험결과를 통해 논을 이용하여 케나프를 재배하

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ha 당 20 kg 파종량

과 유기질 비료 30톤 시비량까지 수량성과 생육성적이 좋아

진 것을 볼 때, 적정 파종량과 시비량의 확립을 위해 파종량

과 유기질 비료 시비량을 더 증가하여 비교 시험할 필요가 있

다고 판단되었다. 케나프는 옥수수보다 키가 크고 줄기가 굵

은 작물로 수확을 위해서는 대형 농기계가 필요하고(Baek., 

2014), 수확한 줄기는 굵고 단단하여 가축 기호성이 매우 떨

어진다. 또한 실제 TDN에서도 옥수수, 수수×수단 교잡종 보

다 낮은(Hwang et al., 2015) 결과를 보이기에 케나프를 사료

작물로 재배하는 것은 지양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되었다.

Ⅳ. 적 요

본 시험은 여름철 논에서 사료용 케나프의 파종량, 유기질

비료 시용량 및 수확시기 등 적정 재배 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2014년에 전남 강진 지역 논에서 실시하였다. 시험구는 파종

량이 ha당 10, 15, 20 kg 등 3수준 및 수확 시기가 파종 후 

60일, 75일, 90일 등 3수준과 동일한 파종량에 유기질 비료 

시용량이 20톤, 30톤 등 2수준으로 하였고, 시험구는 분할구

배치법 3반복으로 하였다. 케나프의 파종량을 ha당 10 kg에

서 20 kg까지 늘림에 따라 초장이 커지고, 수량이 증가되었

다. 파종량과 관계없이 수확 시기가 60일에서 90일까지 늦춰

질수록 계속 성장하여 초장은 10.1∼26.0% 수량은 18.8∼

30.0% 증가되었고, 파종 후 75일에서 90일 사이 증가 폭이 

62.3∼68.9%로 가장 컸다. 그러나 수량이 증가함에 따라 조단

백질과 TDN 값은 감소되고, ADF와 NDF는 증가되어 사료가

치가 감소되었다. 유기질 비료를 ha당 20톤에서 30톤으로 증

가하여 시비함에 따라 평균 15.3% 수량이 증가되었다. 결과

적으로 케나프 재배시 ha당 가축분퇴비 30톤을 시비하고, 종

자 20 kg를 파종하며, 생육 90일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높은 

수량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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