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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침수수가가 생생육육 및및 수수량량에에 미미치치는는 향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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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 cropping system of oilseed crops  introduced rape and castor bean was studied  in  the newly
reclaimed tidal land of Korea. Surface soil EC to reach at 50% of growth reduction to the tallest height of
crops was estimated 4dS m-1 for castor bean and 6dS m-1 for rape by logarithmic function. The castor bean
cultivated during rainy summer much more suffered serious growth and yield reduction by  flooding
damage in the Hwaong and Yeonsangang reclaimed lands having low soil conductivity and finer textured
soil than in the Iweon reclaimed land having higher soil conductivity and coarse sandy textured soil. Rape
cultivated during dry winter-spring much more suffered serious growth and yield reduction by high soil
salinity come from re-salting process. 50% yield reduction was estimated at 2.0 2.5 dS m-1 of surface soil
EC by  logarithmic  function. Consequentially,  it was concluded  that oilseed production  for energy by
double cropping system of rape and castor bean might be possible under good controling soil salinity below
4 dS m-1 for castor and 3 dS m-1 for rape in the newly reclaimed land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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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지금까지의 간척지 개발은 주로 수도작 중심의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무

역자유화의 여파로 경쟁력이 약한 벼 재배를 지양하

고 경제작물 재배가 시도되고 있다(RRI, 1998, 2006,

2007; Yoo and Park, 2004). 그러나 경제작물은 간척

지와 같은 넓은 면적에서 대량생산될 경우 과잉생산

에 의한 시장교란이 초래되어 기존 생산농가의 피해

가 예상 된다. 따라서 경제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피

해를 사전에 차단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작물 대

신에 바이오에너지 작물의 재배가 검토되고 있다.

바이오에너지 작물에는 바이오디젤이나 윤활유로 대

체가 가능한 유채, 피마자, 피직 넛(physic nut) 등과

같은 유류작물이 있고, 휘발유 대체에너지로 알콜을

생산할 수 있는 감자나 고구마 등 구근류와 벼, ,

옥수수 등과 같은 화곡류 등 전분생산용 작물이 있다.

바이오디젤이나 윤활유의 대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가능한 작물은 유채와 피마자이다. 특히 식용

유로 사용했던 유채는 60-80년대에 유분함량이 높은

품종개발과 재배법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Chae, et al., 1980; Cho, et al., 1998; Kim et al.,

1980; Kwon, et al., 1984, 2003; Lee et al., 1975. Lee

and Shiga. 1975). 그러나 간척지에서 유채재배를 위

한 연구는 없으며, 피마자는 윤활유 대용이나 공업용

으로 활용된 때가 있었지만(국립농업유전자원센터.

2007), 독성물질 함유로 식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폼

종육종은 물론 일반 재배법에 대한 연구도 없다.

최근 석유에너지의 수요 폭발로 유류 배럴당 100$

시대에 진입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질의 오염저감을

위하여 바이오에너지 생산이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

다. 따라서 간척조성지와 같은 넓은 농경지에는 바이

오에너지 작물을 심는 것이 일반 소득작물을 재배하

여 과잉생산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것 보다 국가적으

로 더 유리할 수 있고 또한 녹색성장을 지향하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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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라 에너지 수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간척조성지에서 피마자(여름작물)와 유

채(겨울작물)를 도입한 2모작 체계로 에너지대체용

유지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

여 수행되었다. 시험은 화옹 간척지, 이원 간척지, 

산강III-1옥포 간척지에 조성된 시험포에서 2007년부

터 2008년까지 2개년에 걸쳐 수행하고 시험한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험토양의 특성분석 밭작물재배기술개발 연구용

으로 화옹 간척지(1,100m2), 이원 간척지(1,200m2) 및

산강III-1옥포간척지(1,200m2)에 조성된 시험포에서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토양의 특성 분석은 농촌진흥

청 표준분석법(NIAST, 2000)에 준하여 pH는 토양과

증류수를 1:5로 하여 pH meter로 측정하 고, 토양유

기물은 Tyurin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 치환성양이

온은 1N-NH4OAc(pH7.0)법으로 측정하 다. 시험과정

중 토양염농도는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EC-meter로 토

양과 증류수를 1:5로 하여 EC를 측정하고(NIAST,

2000), 이 측정값을 5배수하여 토양의 EC로 환산하

다. Table 1은 시험토양의 물리 화학적 특성이다.

피마자의 재배법 및 생육조사 시험은 재래품종을

이용하여 명거배수가 원활하도록 시험포 내부는 매

2m 간격으로 휴립상(파상 170 cm, 고랑(배수로) 30

cm)을 조성하여 수행하 다. 피마자는 유묘의 본엽이

3-4매될 때인 2007년 6월20일에 60 x 60 cm간격으로

혈당 1본식 이식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피마자의 시

비량(kg 10a-1)은 기비로 질소 4, 인산 7, 칼리 6 이었

고, 추비로 질소 4 다. 피마자의 초장은 생육차이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관찰하면서 등급별로 10개체를

선정하여 조사하고 토양의 EC도 측정하 다. 수량은

8,000 cm2(40 x 200)내 작물체를 수확하여 10a단위로

환산하 고, 수확물 중 약 2kg을 풍건하여 건물율을

조사하여 10a단위로 건물량을 환산하 다.

유채의 재배법 및 생육조사 유채는 내한유채를

공시품종으로 하여 2007년 10월25일에 파종량을 2 kg

10a-1로 하여 휴립광산파(150x90cm)하여 시험을 수행

하 다. 유채의 시비량(kg 10a-1)은 기비로 질소 8, 인

산 10, 칼리 10이었고 추비로 질소 7이었다. 유채의

초장은 생육차이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 관찰하면서

등급별로 10개체를 선정하여 조사함과 동시에 토양의

EC도 측정하 다. 수량은 8,000 cm2(40 x 200)내 작

물체를 수확하여 10a단위로 환산하 고, 수확물 중 약

2kg을 풍건하여 건물율을 조사하여 10a단위로 건물량

을 환산하 다. Table 2는 유채 및 피마자의 재배법

및 시비량이다.

결과 및 고찰

토양의 염농도 변화에 따른 피마자의 생육 여름

작물인 피마자의 재배기간은 우기인 여름을 거치기

때문에 대체로 고농도의 염해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

(Sohn et al., 2009). 그러나 토양의 염농도는 동일한

포장 내에서도 장소에 따라 큰 차가 나고 그 차이 폭

은 시기에 따라 달랐다. Figure 1은 이원과 화옹간척

지의 표토 토양의 염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피마자의 이식초기인 7월의 토양염농도는 최고값과

최저값이 큰 차이를 보 으나 우기인 8월에 그 폭이

크게 줄었다. 지역별 토양염농도는 사질로서 투수력

Crops Cultivation method 

N P2O5 K2O N N P2O5 K2O

Basal Add. Total

Fertilizer(kg/10a)

Castor bean

Rape

a plant transplanted by 60 x 60 cm

2 kg of seeds broadcasted in 10a

4 17 16 4 18 17 16

8 10 10 7 15 10 10

Table 2. Cultivation method and fertilizer application for crops.

Reclaimed

land

Iweon

Hwaong

Yeongsangang

Hydraulic

conductivity

Soil 

textureMgKCa

Ex. cations
Av.P2O5OMECpH

8.8 14.3 4.8 14 4.7 1.47 5.2 Si 27.67

7.6 6.5 8.3 35 4.6 1.91 5.2 LS 0.91

7.7 5.2 10.0 14 8.0 0.86 3.8 SL 1.85

cm day-1mg kg-1g kg-1dS m-11:5 ------------ cmolc kg-1 ------------

Table 1. Soil properties of the experimented sites before crop cultivation in the reclaimed 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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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은 이원 간척지에서 최고 염농도와 최저 염농도

의 차이가 식질로서 투수력이 나빠 침수 경향을 보인

화옹 간척지에 비하여 더 큰 변이성을 보 고 토양염

농도 자체도 더 높았고 초기제염이 많이 진전된 산

강 간척지는 가장 낮은 경향을 보 다. 토양의 염농도

변이성은 이식한 피마자의 활착에도 큰 향을 미쳐

토양의 염농도가 낮은 장소는 생존개체도 많았으나

아주 높은 장소는 활착하지 못하고 고사하 다. Fig.2

는 이식한 피마자개체의 생존율과 표토의 염농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식한 피마자 개체는 토양염농도 4 dS m-1에서 활

착생존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일반적으로

토양염해 임계농도로 알려진 4 dS m-1에 부합되는 현

상을 보 다(Yoo S.H., 2000).

피마자의 생육은 간척지의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

가 나는 생육반응을 보 다. 피마자는 이원 간척지에

서 이식 후 급격한 초장신장을 보여 이식초기 27cm

에서 수확기에 평균 103cm 정도로 가장 생육이 양호

하 으나 토양의 염농도가 낮은 화옹 간척지와 산

강 간척지는 투수력이 불량하여 습해를 많이 받아 오

히려 초장이 짧았다(Fig.1 및 Table). 피마자의 초장

은 이원 간척지의 경우 습해를 받지 않아 차이가 많

았으나 화옹과 산강 간척지는 습해를 받아 초장 차

이가 별로 크지 않았다. Fig.3은 3지역 간척지의 피마

자 초장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토양의 염농도가 피마자의 초장 신장에 미치는

향은 생육정도에 따라 몇 개의 관찰그룹으로 나누어

각 그룹별 토양염농도와 초장을 조사하여 가장 생육

이 좋은 개체에 대한 관측 개체의 초장에 대한 비율

로 상대생장율을 계산하여 분석하 다. 이는 생육이

가장 좋은 곳은 염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염해를

Fig. 1. Change in surface soil salinity during period of castor bean cultivation at the Iweon and Hwaong reclaimed lands.

Fig. 2. Relationship between soil surface salinity and survival
of castor seedling transplanted in the reclaimed land. 

Fig. 3. Plant height of castor bean in the reclaimed lands.

Fig. 4. Relationship between soil surface salinity and relative
growth rate of castor bean in the three reclaimed lands.
(Relative growth index(%) is expressed as ratio of plant height
of crops grown at different soil salinity of observed growth
groups to plant height of the best growt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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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는 것을 가정한 추론이다. 토양염농도와의 초

장신장과의 관계는 습해를 받지 않고 강우일수가 적

어 염농도가 피마자의 생육에 주도적으로 작용하 다

고 간주되는 7월말의 초장과 토양염농도만을 이용하

여 구하 다(Fig.4).

피마자의 초장은 염농도와 로그함수관계로 잘 표현

되어 염농도가 증가할수록 초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산상 생육이 가장 좋은 곳

보다 초장이 50% 정도 짧아지는 피해를 받는 토양염

농도는 4.1 dS m-1이다. Knott(1957)은 작물의 50%

정도 감수되는 염농도를 내염성 분류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 채소의 경우 내염성 강은 12-10 dS m-1, 내염

성 중은 10-4 dSm-1 그리고 내염성 약은 4-3 dS m-1

이다. 따라서 피마자는 유묘 이식시 토양염농도 4.0

dS m-1에서 활착율이 급격히 저하되고 활착된 것들도

4.1 dS m-1에서 50% 이상 초장신장이 저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내염성이 약한 작물로 볼 수 있다.

토양의 침수에 의한 피마자의 습해 산강과 화

옹 간척지가 이원 간척지에 비하여 염농도가 낮은데

도 불구하고 작물개체의 초장이 짧고 건물중이 가벼

울 뿐만 아니라 고엽과 황화갈변현상이 많이 발생하

는 것은 고농도염에 의한 피해보다는 침수에 의한 습

해 때문으로 추정된다. 여름 장마시 수차례 화옹 간척

지와 산강 간척지가 정체수에 의한 침수가 발생한

것이 목격됨에 따라 침수피해 가능성을 조사하 다.

침수피해 가능성은 3지역 간척지가 서로 멀리 떨어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우시마다 매일 현지관찰이 불

가능하여 투수속도와 강우량의 관계로 추정하 다.

침수 가능일수는 투수속도 이상으로 강우량이 많은

강우일수를 기상측정자료(화옹은 수원, 이원 간척지

는 서산, 산강 간척지는 해남지역)에서 계산하여 침

수피해정도를 추정하 다. Table 3은 정체수의 발생에

의한 침수 가능일수와 작물개체의 생육상을 조사한

결과이다.

투수계수가 가장 큰 지역은 이원간척지로서 약 27

cm day-1 고, 투수속도가 느린 지역은 산강 간척

지가 1.85 cm day-1, 화옹간척지가 0.91 cm day-1이었

다. 강우량이 투수계수이상으로 많은 강우량을 보여

작물의 침수된 일수는 화옹 27일, 산강 17일, 이원

0일로 계산되어 화옹이나 산강 간척지는 비가 조금

만 많이 내려도 정체수가 생겨 침수해를 입을 가능성

이 높으나 이원간척지는 유역 지하수위의 높이가 극

도로 상승하지 않는 한 정체수가 생길 가능성이 없었

다. 따라서 산강과 화옹간척지는 정체수의 발생으

로 염해에 더하여 침수해와 습해가 가중적으로 작물

에 향을 주었기 때문에 초장도 짧고 건물중이나 생

체중도 가벼운 것으로 추정된다.

이원간척지에 비하여 화옹과 산강간척지의 피마

자는 종실의 수량구성요소 발달도 크게 저해를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4는 피마자의 종실 구성요

소를 조사한 것이다.

화옹 간척지와 상강 간척지의 피마자는 송이수, 송

이당 과실수, 송이당 종자수, 1,000립중이 이원시험지에

비하여 현저히 적거나 가벼웠다. 이러한 결과는 초장

이나 생체중의 발달이 위축됨에 따라 수량구성요소도

불량한 것으로 판단되며, 결국 습해가 피마자의 생육

전반에 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물에 의한 작물피

해는 폭우로 작물체가 물에 잠기는 침수피해와 작물체

가 물에는 잠기지는 않지만 과잉수분으로 뿌리호흡이

YeongsangangIweonHwaongYield component

Cluster (no.plant-1)

Fruits(no. cluster-1)

Grains(Seeds cluster-1)

1,000 grains wt.(g)

12.7 15.2 11.5

14.5 11.5 15.1

13.5 34.5 11.3

19 238 170

Table 4. Yield components of castor bean produced in the reclaimed lands.

Sites

Hwaong

Iweon

Yeongsangang

5.21 1,055 82 27 61.6 76.3 26.3 4.9

6.52 1,210 77 0 102.8 282.0 110.0 46.1

2.45 1,066 63 17 47.3 105.0 14.4 3.0

" Flooding days : was estimated as days over-rained more than soil hydraulic conductivity in the growing season in 2007.

GrainsDry matterFres

Plant

height

Flooding

days"
Rained days

Precipi-

tation

Highest soil 

EC

dS m-1 mm cm -------------- g plant-1 --------------

Plant

Table 3. Plant growth status of castor bean and flooding possibility during the growing period in the reclaimed lands in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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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을 받는 단순한 습해로 구분할 수 있다. 화옹간척

지는 여름폭우로 인하여 두 가지의 경우가 모두 발생

하여 특징별로 수량을 조사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화옹간척지의 경우 침수피해는 과잉수분에 의한 단

순한 습해보다 6배이상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침수는 보리나 참깨 등 작물의 치명적 감수 원인이

되며, 침수기간이 길수록 고사율이 증가하고 감수도

증가한다(Park and Ha, 1984, 1986;Choi et al., 1990).

따라서 토양 점토함량이 많아 투수속도가 느린 지역

의 간척지는 토양의 염농도관리 이상으로 토양배수관

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Jung et al.(2002)은 간척후 토양의 염농도는 배수정

도에 따라 제염정도가 다르고 토심 20~40cm에 경반

층이 생성 발달한다고 보고하 고, Yang et al.(2008)

은 간척연대가 경과할수록 세립질토양은 용적 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결과를 기준으로 한다면 화옹이나

산강 간척지는 간척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배수

가 더욱 불량하게 되어 습해를 받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으로 밭작물재배를 위해서는 충분한 배수시설

및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재배도 고휴재배가 유

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토양의 염농도 변화에 따른 유채의 생육 2007년

가을 유채 파종기의 경우 화옹과 산강간척지의 염

농도는 가장 높은 곳도 4 dS m-1이하의 낮은 염농도

를 나타냈으나 이원은 낮은 곳이 2.87 높은 곳이

52.37 dS m-1 평균 4.92 dS m-1 로 장소에 따라 염농

도의 변이가 심하 다. 그러나 월동후에는 중북부지

방은 강우가 많은 경향을 보여 화옹과 이원간척지는

최고와 최저 염농도의 차이가 매우 적은 경향을 나타

낸 반면 남부지방은 강우가 적은 관계로 산강 간척

지는 최고와 최저 염농도 차이가 큰 경향을 보 다.

Fig. 6은 유채 생육기간중의 염농도 변화이다.

유채의 출현율은 간척지별 토양의 염농도 차이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월동 전 출현입모수(m2

당)는 이원 간척지, 산강 간척지 및 화옹 간척지가

각각 3개, 52개, 48개로서 염농도가 낮고 비슷한 산

강과 화옹 간척지는 출현율이 양호하 으나 변이가

매우 큰 편차를 보인 이원간척지는 염농도가 높은 곳

은 전혀 출현되지 않았고 낮은 곳도 불량하 다. 월동

기간 중 화옹 간척지는 염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여

모든 개체가 고사하 고, 이원간척지는 대부분 지역

에서 작물체가 고사하고 일부 저농도 장소의 유채만

생육을 보 고, 산강 간척지는 염농도가 낮아서 정

상적인 생육을 보 다.

산강 간척지는 남부지역의 강수량이 적었든 관계

로 염농도의 증가에 따른 생육 저해현상이 뚜렷하

다. 작물의 생육은 재배기간중의 최고 염농도에 가장

큰 향을 받는다는 전제 아래 생육정도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관찰한 집단의 생육상태와 토

양염농도를 조사하 다. 염농도가 유채의 생육에 미

치는 향은 염농도가 매우 낮아 생육이 가장 좋은

곳의 초장에 대한 관찰구의 유채초장에 대한 비율로

추론하 다. 토양염농도와의 초장신장과의 관계는 습

해가 없었든 산강 간척지의 유채생육과 염농도 만

을 이용하여 구하 다. Fig.7는 월동 전 유채의 출현

개체수와 월동후 초장생육에 대한 염농도 향을 나

타낸 것이다.

토양의 염농도가 증가할수록 유채의 초장은 로그함

수적으로 감소하여 토양염농도가 6 dS m-1일 때 50%

정도가 짧아지는 것으로 계산된다. 염농도의 생육저

Fig. 5.  Effect of flooded types on fresh, dry matter and grain
yield of castor bean in the Hwaong reclaimed land. 

Fig. 6. Change in surface soil salinity during period of rape cultivation at the three reclaimed 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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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현상은 유채의 수량에도 큰 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량이 50% 감수되는 농도는 청예수량의

경우 2.5 dS m-1 건물수량의 경우 2.3 dS m-1, 종실수

량의 경우 2.0 dS m-1으로 계산되어 초장생육저해 농

도보다 낮은 농도에서 감수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

타났다(Fig.8).

토양의 염은 식물체내에서 이온과 수분의 교환을

통하여 생리적 향을 주는 것으로 토양의 염농도가

4 dS m-1 이하로 낮은 농도 내에서도 그 미세한 차이

가 결국 유채의 수량에 상당한 향을 줄 수 있는 것

으로, 염은 식물체내에서 이온과 수분의 교환을 통하

여 생리적 향을 주며(Hasegawa et al., 2000), 염농

도가 높을수록 삼투포텐셜이 낮아져 수분흡수를 저해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로 해석된다.

Knott(1957)의 내염성 분류에서는 내염성이 약한 작

물이 4-3 dS m-1에서 50% 정도 감수된다. 따라서 유

채가 6.0 dS m-1에서 초장생육 50% 단축되고, 2.0~2.5

dS m-1 정도에서 50% 정도 수량이 감소되는 결과를

볼 때 내염성이 약한 작물로 볼 수 있으므로, 간척지

에서의 유채재배는 충분한 제염처리로 농도를 3 dS

m-1 이하로 유지시켜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신간척지에서 피마자·유채 작부체계의 수량성

대체 에너지 개발의 일환으로 새로 조성한 간척지에

서 피마자와 유채를 작부체계로 한 유지작물의 수량

생산성을 검토하 다. Table 5는 간척지별 생육이 양

호한 지역과 포장 전체 평균수량을 정리한 성적이다.

피마자의 생육이 양호한 곳의 수량과 포장전체 평균

수량은 토양염해로 인한 피마자 생육의 제한요소로

작용한 이원 간척지가 토양염해와 습해(침수해)를 동

시에 제한요소로 가진 산강 간척지나 화옹 간척지

에 비하여 수량이 많은 경향이었다.

간척지별 포장전체의 평균수량은 생육이 좋은 곳에

비하여 화옹 간척지나 이원 간척지가 약 2배 정도 차

Fig. 7. Plant number emerged after seeding(left) and relationship between soil surface salinity and relative growth rate of castor
bean(right) in the three reclaimed lands. (Relative growth index(%) is expressed as ratio of plant height of crops grown at different
soil salinity of observed growth groups to plant height of the best growth group).

Fig. 8. Relationship between soil surface salinity and yield of rape at the Yeongsangang reclaimed lands.

Reclaimed land

Hwaong

Iweon

Yeongsangang

196 168 12.0 194 33 16.5

522 204 85.3 255 99 41.7

194 127 15.6 127 14 10.8

GrainDry matterFreshGrainDry matterFresh

Good growth place Average for whole area
Yield (kg10a-1)of castor bean

Table 5. Fresh, Dry matter and grain yield of castor bean in the reclaimed 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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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있었으나 산강 간척지는 6~7배나 되는 매우

큰 차이를 보 다. 전체적으로 보면 피마자의 수량은

염농도는 높은 경향이지만 토양배수가 좋은 이원간척

지가 배수가 불량한 화옹이나 산강 간척지보다 높

은 수량을 보여 간척지의 배수관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피마자가 토양의 염농도

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배수가 불량하여 침수가 될

경우 생육이 극도로 저하됨을 나타낸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피마자를 에너지작물로 재배한다면 종실수량

이 중요하다. 이원 간척지의 경우 생육이 좋은 곳의

종실수량은 약 85 kg 10a-1이고 포장전체 평균수량은

42 kg 10a-1로 평가되었는데 이는 에너지작물로 잠재

력이 있는 피마자과의 physic nut(Jatropha curcas L.)

의 수량은 한 그루당 318g, ha당 794kg으로 알려져

있는 것(Heller, J. 1996)과 비교할 때 결코 적은 수량

이 아니다. 따라서 피마자의 재배법이 확립되고 염농

도를 어느 정도 관개로 조절하고 정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시설을 잘 해준다면 간척지에서도 피마자

를 바이오 에너지생산을 위한 용도로 충분히 개발할

가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마자 후작으로 파종한 유채는 파종전 제염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옹, 이원 및 산강 간척지의

작토의 염농도 변이가 심하여 균일한 출현모습을 보

이지 않았다. 가장 출현율이 불량한 곳은 이원 간척지

로서 시험포장면적의 약 80%가 유채종자의 출현을

보이지 않았고 출현한 곳은 월동후 고사하지 않고 생

육하여 어느 정도 수량을 수확하 다. 화옹 간척지와

산강 간척지는 파종시 적습상태로 비교적 출현개체

수가 많은 경향을 보 지만 월동후의 생육상태는 전

혀 달랐다. 산강 간척지는 남부지방의 강우이 비교

적 많았든 관계로 생육기간중 염농도가 최저 0.7 dS

m-1, 최고 5.14 dS m-1 로 낮게 유지되어 유채가 정상

적 생육을 보 고 수량도 비교적 많았지만 화옹 간척

지는 생육기간중 염농도가 최저 2.25 dS m-1, 최고

12.88 dS m-1 로 높게 유지되어 전부 고사하여 수량을

얻지 못하 다. 이원 간척지는 생육기간중 염농도가

최저 0.87 dS m-1, 최고 52.37 dS m-1 로 차이가 매우

크고 높게 유지되어 파종면적의 많은 부분의 작물체

가 고사하 지만 염농도가 낮게 유지된 일부지역의

작물체는 생육이 순조로워서 수량을 얻었다. Table 6

은 유채의 시기별 청예 및 건물수량을 조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채는 고숙기에 들어서면 탈엽(낙엽)

과 종실의 탈립이 발생하여 수량이 감소한다. 유채를

사료 또는 녹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청예수량이

나 건물수량이 가장 많은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다

(Kwon et al.,2003). 정상적인 생육을 보여 수확이 가

능하 든 산강과 이원 간척지에서 시기별로 유채의

생체중과 건물수량을 조사한 결과 5월 하순에 수확하

는 것이 가장 좋았다. 특히 에너지대체용으로 유채를

재배할 경우 수확시기는 유분함량이나 종실수량에 지

대한 향을 주기 때문에 적기수확이 강조된다(Chae

et al.(1980).

실제 간척지의 경우 작물의 수량은 염농도가 높은

곳은 출현이 되지 않거나 출현되어도 생육이 불량하

여 수량이 적기 때문에 수량변이 폭이 매우 크다. 유

채의 수량을 조사하기 위하여 간척지별로 유채생육등

급별을 6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수량이 가장 많은 시

기인 개화 후 약 60일경(Chae et al., 1980)이 되는 5

월 25일에 그룹별 수확량과 분포면적을 조사하여 간

척지의 평균수량을 환산하 다. Table 7은 가장 생육

이 좋은 곳의 수량과 전체면적의 평균수량을 정리한

결과이다.

비교적 염농도가 낮았든 산강 간척지의 경우 생

육이 가장 좋았든 곳의 수량(kg 10a-1)은 청예 3,460,

건물 913, 종실 574로 매우 높았고 전체 평균수량도

청예 2,456, 건물 608, 종실 332로 높았다. 그러나 염농

도가 높았든 이원간척지의 경우 생육이 가장 좋았든

Reclaimed land

Iweon

Yeongsangang

2,177 454 15 369 85 9

3,460 913 574 2,456 608 332

GrainDry matterFreshGrainDry matterFresh

Good growth place Average for whole area
Yield of castor bean(kg10a-1)

Table 7. Fresh, Dry matter and grain yield of rape in the reclaimed lands.

Reclaimed land

Iweon

Yeongsangang

1,067 2,167 917 222 403 244

1,600 2,456 1,296 297 608 556

June 10May 25May 10June 10May 25May 10

Fresh weight(kg/10a) Dry matter(kg/10a)

Table 6. Fresh and dry matter production with harvesting time of rape in the reclaimed l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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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의 수량(kg 10a-1)도 청예 2,177, 건물 454, 종실 15

로 산강간척지에 비하여 청예 63%, 건물 50%, 종

실 2.6%의 수준에 불과하 고, 전체 평균수량도 청예

369, 건물 85, 종실 9에 불과하여 산강간척지에 비

하여 청예 15%, 건물 14%, 종실 2.7%의 수준에 불과

한 저조한 경향이었다. 이처럼 수량이 낮운 것은 제염

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염농도가 높았고 또 염농도변이

가 큰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시비(Kwon et al.,

1984, Park et al. Park. 1971), 도복방지(Kang et al.,

1980), 파종량(Cho et al., 1998), 재배시기(Lee and

Shiga, 1975), 수확시기(Chae et al., 1980) 등 간척지

에 적합한 재배법을 적용하지 못한 상태로 재배시험

된 원인도 매우 크리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대체에너

지를 위한 종실 생산 면에서 보면, 유채는 24백만ha

에서 35백만 톤이 생산된다고 알려져 있는데(Chang,

2002), 이 경우 평균 종실수량은 약 146 kg 10a-1에

지나지 않음으로 간척지에서의 유채생산 가능성은 충

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피마자와 유채를 작부체계

로 한 유지작물재배는 간척지의 토양염농도가 2.0 dS

m-1 이하로 유지할 수 있도록 파종전 제염처리를 하고

생육기간 중에는 재염화로 토양염농도가 피마자 EC 4

dS m-1 이상, 유채 3 dS m-1 이상 초과하는 것을 최대

한 막는 염농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적 요

간척조성지 밭작물 재배기술개발의 일환으로서 바이

오에너지 생산을 위한 피마자와 유채를 공시작물로 하

는 작부체계로 유지작물의 재배가능성을 검토하 다.

피마자의 생존개체율은 토양염농도 4 dS m-1에서 급

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초장이 50% 정도 단축

되는 토양염농도는 4 dS m-1으로 추정되었다. 유채의

초장생육이나 수량은 토양염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

하여 초장은 6 dS m-1일 때, 수량은 2~2.5 dS m-1의

범위에서 50%가 감소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강우가

많은 계절에 재배되는 피마자는 염농도 뿐만 아니라

습해에도 약하여 배수가 불량한 상강과 화옹 간척지

에서 각각 0.8과 6.5 kg 10a-1로 적었으나 배수가 좋은

이원 간척지는 42 kg 10a-1로서 비교적 높은 경향이었

다. 겨울작물인 유채는 비강우기간의 재염화가 심하

던 화옹 간척지에서 전혀 수량을 얻지 못하 으나 출

현불량과 염농도의 변이가 심하 던 이원 간척지는 종

실수량이 평균 9 kg 10a-1로서 매우 낮았고, 염농도가

낮게 유지된 산강간척지는 332 kg 10a-1로서 높은

경향을 보 다. 결론적으로 서해안 간척지에서 피마자

와 유채의 생육 및 수량성을 고려해 볼 때 토양염농도

가 피마자 4 dS m-1, 유채 3 dS m-1 이하로 관리되고,

침수피해가 없도록 배수관리가 된다면 유지작물재배

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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