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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2) 벼-보리 이모작 지대의 논물 및 토양 화학성과 클로로필-a 
함량과의 관계

배희수 ․ 황재복 ․ 구본일 ․ 김학신 ․ 최인배 ․ 이수환 ․ 김영주 ․ 박홍규 ․ 이건휘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재배생리과

1. 서론 

벼-보리 이모작 재배는 농가 소득증대와 겨울철 토양유실 방지 등의 효과가 있는 재배법으로 토양의 경반

층 형성을 완화하여 토양의 구조가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벼-보리 이보작 지대에서 벼 재배시 이앙 

시기는 벼 단작에 비해 늦어짐에 따라 이앙기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시용되는 비료량과 토양으로 환원

되는 식물체 잔사의 양이 많기 때문에 벼 단작과 다른 환경 조건으로 녹조류의 발생 양상이 다를 것으로 예

상된다. 일반적으로 논에서 녹조류가 다량 발생하면 논 표면을 덮어버리는 괴불(soil-flake)을 일으켜 어린모 

이상시 초기 활착과 생육을 저해한다. 따라서 본 시험은 벼-보리 이모작 논과 벼 단작 논에서의 논물 및 토

양화학성과 녹조발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벼-보리 이모작 지대와 벼 단작의 논물 및 토양의 화학성과 녹조발생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남북 

맥류 주산지 7개 지역의 벼 단작과 벼보리 이모작 논에서 이앙초기 논물과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채취한 시료를 이용하여 토양과 수질의 화학성을 분석하였고 녹조발생량을 알아보기 위해 조류생물량 평가

지표인 클로로필-a 함량을 분석하여 토양 및 수질화학성과 클로로필-a함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전남북 맥류 주산지 7개 지역에서 벼 단작과 벼보리 이모작 논에서 이앙초기 논물과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평균 클로로필-a함량은 이모작에서 40 mg/m3으로 단작의 14 mg/m3보다 높게 나타났다. 논물의 

수질분석 항목 중 DO는 단작이 8.4 mg L-1로 이모작의 4.2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T-P의 경우 이모작 재배

지에서 0.3 mg L-1로 단작의 0.1 mg L-1보다 3배 이상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토양 화학성중 pH는 단작

이 5.7로 이모작의 6.1보다 낮았으며 토양 유기물은 이모작이 3.3%로 단작의 3.1%보다 다소 높았으나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유효인산 함량은 이모작이 251 mg/kg으로 단작의 187 mg/kg보다 높은 값을 보

였다. 논물의 화학성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클로로필-a와 TOC 및 COD 간에 양(+)의 상관을 나타내었

으며 DO와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그러나 토양 화학성과 클로로필-a함량과는 높은 상관성을 보이지 않

았으나 토양 양이온중 마그네슘과는 양(+)의 상관관계를 다소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벼-보리 이모작 지대는 

단작에 비해 논물의 높은 영양염류 조건으로 클로로필-a의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양 화학성과

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맥류 이모작 지대에서 벼 재배시 조류의 다 발생에 의한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서는 논물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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