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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척지 토양특성에 알맞은 사료작물 작부체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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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optimum cropping system for the stable production of forage crops 
in the newly reclaimed land located at Gwanghwal and Gyehwa region of Saemangum reclaimed tide land 
from October, 2009 to October, 2011. Whole crop barley (WCB), Rye, Italyan-ryegrass (IRG) as winter crops 
and Corn, Sorghum×sudangrass hybrid (SSH) as summer crops were cultivated. Soil chemical properties, 
nutrient uptake, feed value, growth and yield were examinated. The testing soil was showed saline alkali soil 
where the contents of organic matter, available phosphate and exchangeable calcium were very low, while 
exchangeable sodium and magnesium were higher. Changes of soil salinity during the growing season of 
forage crops were less than 0.2%, and the growth of forage crops was not affected by salt injury. Standing rates 
of winter crops were higher in the order of Rye, WCB, and IRG, while the dry matter yield of winter crops was 
higher in the order of IRG, Rye and WCB. The highest crude protein (CP) content was recorded in IRG, and 
total digestive nutrients (TDN) contents were increased in the order of WCB, IRG, and Rye. The TDN content 
was higher in corn, whereas other feed value was higher in SSH. The content of mineral nutrients on stem, leaf 
and grain in IRG, Corn were high. After experiment pH was lowed, contents of exchangeable magnesium, 
sodium and organic matter were decreased while contents of total nitrogen, available phosphate and 
exchangeable potassium, calcium were increased. Winer crops and summer crops after continually cultivating 
in cropping system, fresh matter yield increased, compared to WCB-Corn (74,740 kg ha-1), IRG-SSH 10%, 
IRG-Corn 7%, Rye-SSH 6%, Rye-Corn and WCB-SSH 3%. Dry matter yield increased, compared to 
WCB-Corn (20,280 kg ha-1), IRG-SSH 7%, Rye-SSH 6%, IRG-Corn/Rye-Corn/WCB -SSH 3%. The TDN 
yield increased, compared to WCB-Corn (13,830 kg ha-1), IRG-SSH 2%, WCB-SSH and IRG-Corn 1%. 
Therefore, we suggest that the crop combination of IRG-SSH and WCB-SSH would be preferred for silage 
stable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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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

       

서     언

간척지는 일정기간 동안 논으로 이용되고 난 뒤에 제염이 

어느 정도 진척된 것이 확인된 연후에 밭작물재배로 전용되

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쌀의 잉여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수도

작 중심이었던 간척지 이용도 전작 중심으로 전용이 요구되

고 있으며, 농림부와 농어촌 공사는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간

척지의 범용화를 추구하고 있다 (RRI, 1998; RRI, 2006; RRI, 

2007; Yoo and Park, 2004).

최근 조사료 자급을 위한 정부의 정책과 생산농가나 경영

체의 의지에 힘입어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크게 증가하고 있

으며 특히 논을 이용한 사료작물 생산 중심으로 양질의 조사

료 자급은 점차 정착이 되고 있다. 사료작물 재배면적은 

2000년 48천 ha, 2005년 70천 ha, 2010년 244천 ha로 크게 

증가하여 (MIFAFF, 2010)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청보리, 호

밀 등 월동 사료작물 생산기반 구축은 조사료 자급과 친환경 

양축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조사료 연중공급 

체계 구축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충남 석문 등 5개 간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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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oil before experiment. 

pH T-N OM Avail. P2O5
Exch. cation Soil

textureK Ca Mg Na

(1:5) % g kg-1 mg kg-1 ------------------------- cmolc kg-1 ----------------------
SL

7.9 0.016 3.9 9 0.58 0.8 2.4 2.21

에 조사료 재배단지를 조성하였다 (MIFAFF, 2011). 간척지

에서 월동작물인 보리, 밀, 유채 등을 생산하는 것은 겨울작

물이 재배되면서 고정되는 탄소와 바이오디젤 생산, 조사료

자급률 향상, 토양에 투입된 작물잔사에 의한 토양 유기탄소

축적 등은 간척지에서 미래 지속가능한 기후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다 (Lee et al., 2009).

Lee (2006)는 간척지에 밭작물을 도입할 경우 토성, 토양

염류, 토양의 투수력과 배수력, 관개수 확보 및 용수공급 등 

5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료작물은 3가지 

조건 (토성, 토양 염류도, 토양의 투수력과 배수력)만 갖추면 

생육이 가능해 간척지에서 재배가 타작물에 비하여 유리하다

고 보고하였다.

Kim과 Han (1990)은 청예용 사료작물 중 sorghum × sudan-

grass hybrid, pearl millet 등이 금후 간척지 재배용 사료작물

로 기대된다고 하였다. 

Shin et al. (2004; 2005a)은 간척지 토양조건에 적합한 사

료작물을 선정하였고, Shin et al. (2007)은 간척지 토양조건

에 적합한 사료작물 작부체계를 구명하였다. 

Sohn et al. (2009)은 비교적 내염성이 강한 작물을 이용

하여 사료･녹비작물의 연중생산체계 확립을 위하여 신규 간

척지에서 시험을 수행하였고, Yoon et al. (2007; 2008)은 하

계･동계 사료작물을 공시하여 중부 및 남부지역에서 유기조

사료 생산에 적합한 작부체계를 확립하였다. 

본 시험은 신간척지인 새만금간척지에서 동･하계 사료작

물 연계 재배시 토양특성 (토성, 염농도, 배수정도 등)에 알

맞은 작부조합 및 생산성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시험은 2006년에 물막이 공사가 완공된 새만금간척지 

광활･계화지구 (문포통)에서 2009년 10월부터 2011년 10월

까지 3년간 수행하였다. 시험 전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토성은 사양토로 토양산도는 알칼리성을 

나타냈고 유기물, 유효인산 및 치환성칼슘 함량이 매우 적었

으며 치환성 마그네슘 및 나트륨 함량이 많은 배수불량의 염

류토양이었다. 

시험작물은 겨울작물로 청보리 (영양), 호밀 (곡우), 이탈

리안 라이그라스 (passerel plus)를 여름작물로 옥수수 (광평

옥)와 수수×수단그라스 (G7)를 재배하였다. 

1년차 ('09∼'10)에 청보리･호밀은 파종량 200 kg ha
-1
, 이

탈리안 라이그라스 파종량 40 kg ha
-1
를 10월 23일 휴립광산

파로 인력 산파하였고 옥수수와 수수×수단그라스는 파종량 

30 kg ha
-1
를 6월 14일 파종기를 이용 60×20 cm 간격으로 

점파하였다. 2년차 ('10∼'11)에 청보리･호밀은 파종량 200 

kg ha
-1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파종량 40 kg ha

-1
를 10월 27

일 휴립광산파로 인력 산파하였고 옥수수와 수수×수단그라

스는 파종량 30 kg ha
-1
를 7월 15일 파종기를 이용 70 × 20 

cm 간격으로 점파하였다. 

처리내용은 청보리 - 옥수수, 청보리 - 수수×수단그라스, 

호밀 - 옥수수, 호밀 - 수수×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

라스 - 옥수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 수수×수단그라스 6

처리로 시험구 면적은 48 m
2
으로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하

였다. 시비량 (N-P2O5-K2O)은 청보리 150 - 130 - 130 kg 

ha
-1
, 호밀 150 - 120 - 120 kg ha

-1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140 - 150 - 150 kg ha
-1
, 옥수수와 수수×수단그라스 200 

- 150 - 150 kg ha
-1
로 질소는 밑거름 40%, 덧거름 60%, 인

산과 가리는 전량기비로 시용하였고 비종은 유안, 용성인비 

및 황산칼륨을 사용하였다. 

 토양 화학성 분석은 작토층을 채취하여 건조･조제한 후 

농촌진흥청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2000)에 준하여 

pH는 토양과 증류수를 1:5로 하여 pH meter로 측정하였고, 

토양유기물은 Tyurin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 치환성양이

온은 1N-NH4OAc (pH7.0)으로 침출하여 ICP (Liberty 110, 

Germany)로 측정하였다. 

식물체 분석은 채취한 시료를 세척하여 70℃에서 건조한 

후 분쇄한 시료를 H2O2-H2SO4로 습식분해하여 무기성분 분

석에 활용하였다. 총질소와 총탄소는 원소분석기 (Vario MAX, 

Germany)를 이용 정량하였고, 인산은 Ammonium vanadate법

으로 비색정량 하였으며 양이온 함량은 ICP로 측정하였다. 

토양염농도는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EC meter (Mettler- 

Toledo, China)로 토양과 증류수를 1:5로 하여 EC를 측정하

고 (NIAST, 2000) 이 측정값을 5배수하여 토양의 EC로 환산

하였다. 생초수량은 4 m
2
이상을 예취하여 ha당 수량으로 환

산하였으며 건물수량은 각 처리구별로 1 kg의 생초를 취하여 

65℃ 열풍순환 건조기에서 72시간 이상 건조 후 건물함량을 

산출한 다음 ha당 수량으로 환산하였다. 생육 및 수량조사 등

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 (2003)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사료작물의 사료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Crude protein (CP) 

함량은 AOAC법 (1990)으로, neutral detergent fiber (NDF)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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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verage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uring period of fodder crops cultivation. 

Division Years Oct. Nov. Dec.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Temperature 1st 15.8  8.3  1.5 -1.5  2.9  5.2  9.4  16.2  21.9  25.5  27.3  22.6
(℃) 2nd 11.8  7.6  1.6 -5.2  0.8  3.8  9.7  17.2  21.4  25.7  25.4  21.2
precipitation 1st  6.5 34.3 44.7 37.0 92.5 63.8 68.4 132.8  18.9 375.6 362.3 144.9
(mm) 2nd  0.7 10.4 26.8  6.8 42.1 15.6 43.3  70.2 184.1 322.3  71.4  43.8

Fig. 1. Changes EC of surface soil salinity during forage crops cultivation.

Whole crop barley Rye Italian ryegrass

Fig. 2. Growth status of winter forage crops.

acid detergent fiber (ADF)는 Goering & Van Soest법 (1970)

으로 분석하였다. 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은 TDN = 

88.9 - (0.79 × ADF%)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통계분석은 SAS 9.2 버전을 이용하였다. 작물별 수량 및 

수량구성요소 등은 5% 유의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test

를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기상개요   동･하계 사료작물 재배기간 동안 평균기온과 

강수 (우)량은 Table 2와 같다. 동작물의 월동과 관계되는 겨

울철 (12월～2월) 평균기온은 1년차 1.0℃, 2년차 -0.9℃ 강
수량은 1년차 58.1 mm, 2년차 25.2 mm로 작물생육에 양호

하였고 하작물의 생육과 관계되는 여름철 (6월～8월) 평균기

온은 1년차 24.9℃, 2년차 24.2℃이었으며 강우량은 1년차 

775.7 mm, 2년차 577.8 mm로 많아 해충발생이 심하여 생육

이 저조하였다. 1년차 시험에서는 동작물 재배시 월동후 잦

은 강설로 습해 발생이 심하고 하작물 재배시 잦은 강우 및 

집중호우로 해충 발생이 심하여 생육이 저조하였다.

염농도 변화   동･하계 사료작물 재배기간 동안 토양염

농도 변화는 Fig. 2와 같이 2년차에 높았으나 3 dS m
-1
이하

로 염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토양염농도는 봄철보다 여름

철로 갈수록 높아져 생육이 왕성한 6월～8월에 가장 높았으

며, 하작물 수확기와 동작물 파종기에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간척지 토양염농도는 포장의 기온과 강수량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강우기인 동절기에는 약간 높게 유지되

다 봄철 강우와 작목에 의한 피복률 증가에 따라 낮아진 것으

로 생각된다. 5월 이후 재염화 현상이 있었으나 토양염농도의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토성이 사양토로 모래함량이 

많아 수직배수가 양호하고 지하수위가 1 m 이상으로 깊어 제

염이 촉진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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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ontent of mineral nutrients in winter forage crops.

Crops T-C T-N P2O5 K2O CaO MgO Na2O
------------------------------------------------------- % -------------------------------------------------------

Whole crop barley 40.1 0.82 0.37 1.98 0.08 0.09 1.16
Rye 40.9 0.69 0.35 1.89 0.09 0.13 0.14
Italian ryegrass 39.5 1.30 0.36 2.66 0.10 0.18 0.71

Table 4. The content of mineral nutrients in summer forage crops. 

Crops T-C T-N P2O5 K2O CaO MgO Na2O
----------------------------------------------- % -----------------------------------------------

Corn 42.3 1.37 0.30 2.75 0.15 0.37 0.30
Sorghum×sudangrass hybrid 42.5 1.30 0.31 2.30 0.18 0.33 0.18

Corn Sorghum×sudangrass hybrid

Fig. 3. Growth status of summer forage crops.

Sohn et al. (2009)은 염농도의 시･공간적 변이가 생기는 

원인은 미세지형 차이에 따라 강우에 의한 제염 (desalting)이

나 모관수 상승에 의한 지표수분증발에 의한 재염화 (resalting) 

정도가 다르고 고농도 지하수의 상승에 의한 염류의 토양흡

착 등이 차별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식물체 중 무기양분 함량   동계 사료작물의 식물체 중 

무기양분 함량은 Table 3과 같았으며, T-N과 K2O 함량은 이

탈리안 라이그라스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체 중 

Na2O 함량은 청보리 1.16%, 호밀 0.14%, 이탈리안 라이그라

스 0.71%로 일반 밭에서 재배된 총체보리 (0.01～0.17%),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0.09～0.18%), 호밀 (0.04～0.10%)보

다는 매우 높았다 (NLRI, 2002).

대호간척지에서 수행된 Shin et al. (2005a) 결과와 비교하

면 T-N 함량은 청보리 1.8배, 호밀 1.9배, 이탈리안 라이그

라스 1.3배 정도 낮았고 Na2O 함량은 청보리와 이탈리안 라

이그라스는 1.6∼1.9배 정도 높은 반면에 호밀은 2.4배 정도 

낮았다. 

하계 사료작물의 식물체 중 무기양분 함량은 옥수수가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식물체 중 Na2O 함량은 옥수

수 0.30%, 수수×수단그라스 0.18%로 일반 밭에서 재배된 옥

수수 (0.04%), 수수류 (0.03%) 보다 매우 높았다 (NLRI, 2002). 

대호간척지에서 수행된 Shin et al. (2004) 결과와 비교하

면 T-N 함량은 옥수수 1.0배 정도 높은 반면에 수수×수단

그라스는 1.3배 정도 낮았으며 Na2O 함량은 수수×수단그라

스 1.3배 정도, 옥수수 1.7배 정도 높았다. 

염류토양에서 재배된 사료작물이 무기물 흡수 및 축적율

이 높아 동일 생육단계의 일반 전작재배 식물체에 비해 미

네랄성분 함량이 높았다는 Kim과 Han (1990) 결과와 일치

하였다. 

생육양상   동계･하계작물 생육은 Fig. 2, 3과 같다. 초기 

출현은 호밀 ＞ 청보리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순으로 빨랐

으며 입모율은 호밀＞청보리＞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순으로 

높았다. 2년차에는 월동 후 조류 피해와 잦은 강설에 의한 습

해 발생으로 생육이 저조하였다. 출현율은 옥수수가 양호하

였고 잦은 강우 및 집중호우로 생육이 저조하였다. 특히 옥수

수는 해충 (멸강나방, 조명나방) 및 조수피해가 많았다. 2년

차에는 잦은 강우로 파종이 지연되어 생육이 저조하였다.

동･하계작물 수량   동계작물의 출수기는 호밀이 가장 

빠르고 총체보리가 가장 늦었다. 초장은 호밀 ＞ 이탈리안 라

이그라스 ＞ 청보리 순으로 길었고, 수수는 이탈리안 라이그

라스 ＞ 호밀 ＞ 청보리 순으로 많았으며 수량성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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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Yield potential on winter forage crops.

Division
Standing

rate
Plant
height

No. of ear
per m2

Yield

Fresh matter Dry matter

% cm ea ------------- kg ha-1 -------------
Whole crop barley 68a†  94b 540b 28,520b 8,730b
Rye 73a 165a 804a 30,600ab 9,350a
Italian ryegrass 60b  98b 908a 33,450a 9,430a
†The same letters in the table indicate no difference at 0.05 significance level.

Table 6. Yield potential of corn.

Emergence
rate

Height Stem
diameter

Yield

Plant Ear Fresh matter Dry matter

% -------------- cm -------------- mm --------------- kg ha-1 ---------------
92 246 108 18.85 46,220 11,550

Table 7. Yield potential of sorghum×sudangrass hybrid.

Emergence
rate

Plant
height 

No. of branch 
per plant

Stem
diameter

Yield

Fresh matter Dry matter

% cm ea mm --------------- kg ha-1 ---------------
84 293 3.8 14.99 48,750 12,190

Table 8. Comparison of feed value on winter forage crops.

Crops CP† NDF ADF TDN
--------------------------------------------- % ---------------------------------------------

Whole crop barley  8.2 53.5 29.5 65.5
Rye  7.3 64.4 40.3 57.0
Italian ryegrass 10.7 57.0 34.0 62.0
†CP, Crude Protein; NDF, Neutral Detergent Fiber; ADF, Acid Detergent Fiber; TDN, Total Digestible Nutrients.

생초수량과 건물수량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 호밀 ＞ 청
보리 순으로 높았다 (Table 5). 대호간척지에서 겨울사료작

물의 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 청보리 

＞ 호밀 순으로 높았다 (Shin et al., 2005a). 

Choung과 Yoo (1986)는 간척지 경지이용도 향상을 위한 

동계작물 선정 시험에서 호밀에 비하여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수량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하계작물에서 출현율은 옥수수가 양호하였으나 출사기 이

후 해충 및 조류 피해가 심하여 수량성은 수수×수단그라스 교

잡종이 높았다 (Table 6, 7). 대호간척지에서 여름사료작물의 

생산성을 비교한 Shin et al. (2004)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사료가치   동계 사료작물의 사료가치는 Table 8과 같이 

조단백질 함량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 청보리 ＞ 호밀 순

으로 높았고 NDF와 ADF 함량은 호밀 ＞이탈리안 라이그라

스 ＞ 청보리 순으로 높았으며 TDN 함량은 청보리 ＞ 이탈

리안 라이그라스 ＞ 호밀 순으로 높았다.

Shin et al. (2005a)은 조단백질 함량은 이탈리안 라이그라

스 ＞ 청보리 ＞ 호밀 순으로 높았고, 채식율과 관련이 있는 

NDF 함량은 호밀 ＞ 청보리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순으로 

높았으며 ADF 함량은 호밀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 청보

리 순으로 높아 사료가치 측면에서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가 

우수함을 보고하였다. 

Shin et al. (2006; 2007)이 대호간척지에서 총체보리 (선

우)를 재배한 결과와 비교하면 조단백, NDF, TDN 함량은 낮

았고 ADF 함량이 높았다. Shin et al. (2007)이 이탈리안 라이

그라스 (화산101호)를 재배한 결과와 비교하면 조단백, NDF 

함량은 높고 ADF, TDN 함량은 낮았다. Shin et al. (2005a)

이 총체보리 (올보리, 알보리)를 재배한 결과와 비교하면 조

단백, NDF 함량은 낮고 ADF 함량은 비슷하였으며 호밀 (올

호밀, Koolgrazer)을 재배한 결과와 비교하면 조단백 함량은 

낮고 NDF, ADF 함량은 높았다. 또한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화산101호, Florida80)를 재배한 결과와 비교하면 조단백 함

량은 비슷하였고 ADF, TDN 함량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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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Comparison of feed value on summer forage crops.

Crops CP† NDF ADF TDN
------------------------------------- % -------------------------------------

Corn   7.3 45.0 22.3 70.2
Sorghum×sudangrass hybrid  12.1 57.4 29.1 68.0
†CP, Crude Protein; NDF, Neutral Detergent Fiber; ADF, Acid Detergent Fiber; TDN, Total Digestible Nutrients.

Table 10. Change of soil chemical properties on cropping system after experiment.

Cropping
system† pH T-N OM Avail P2O5

Exch. cation

K Ca Mg Na

1:5 % g kg-1 mg kg-1 ------------------- cmolc kg-1 -------------------
WCB - Corn 6.7 0.028 2.6 30 0.98 1.2 1.9 3.13
WCB - SSH 6.6 0.028 2.5 39 0.83 1.2 1.7 2.07
Rye - Corn 6.3 0.031 2.7 26 0.91 1.2 1.8 2.32
Rye - SSH 7.2 0.028 2.5 49 0.90 1.2 1.9 3.59
IRG - Corn 6.1 0.032 2.4 33 0.87 1.2 1.9 1.87
IRG - SSH 6.6 0.030 2.5 29 0.88 1.1 1.9 2.42
†WCB, Whole crop barley; IRG, Italian ryegrass; SSH, Sorghum×sudangrass hybrid.

하계 사료작물의 사료가치는 Table 9와 같이 조단백질 및 

NDF, ADF 함량은 수수×수단그라스에서 TDN 함량은 옥수

수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Shin et al. (2007)이 대호간척지에서 수수×수단그라스 (Jumbo)

를 재배한 결과와 비교하면 조단백, ADF 함량은 비슷하였고, 

NDF와 TDN 함량은 낮았다. Shin et al. (2005b)이 수수×수

단그라스 (Jumbo) 재배한 결과와 비교하면 조단백, TDN 함

량은 높고 NDF, ADF 함량은 낮았다. Choi et al. (2011)이 석

문간척지에서 수수×수수 교잡종 (SS405) 재배한 결과와 비

교하면 조단백, TDN 함량은 높고 NDF, ADF 함량은 낮았다. 

Shin et al. (2004)이 대호간척지에서 옥수수 (수원19호, P3156)

를 재배한 결과와 비교하면 조단백 및 NDF, ADF 함량이 낮

았고 수수×수단그라스 (Jumbo, Speedfeed)를 재배한 결과와 

비교하면 조단백 함량은 높았으며 NDF, ADF 함량은 낮았다. 

Kim (1986)은 단위면적당 가소화 영양분을 생산하는 면에서 

옥수수를 능가할 만한 작물은 없다고 하였으며 Stoneberg et 

al. (1974)도 사일리지용 각종 사료작물의 수량과 영양분을 

비교 조사한 결과 가소화 영양소 총량 (TDN)생산에 있어서 

종실수수는 옥수수의 87%, 사초용 수수는 92%, 수단그라스

는 46%, 수단그라스계 잡종은 48%로서 옥수수가 가장 높다

고 보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수수 사일리지의 영양가는 옥

수수 사일리지의 85%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토양화학성 변화   시험 후 토양화학성은 Table 10과 같

다. pH가 낮아지고 총질소 및 유효인산, 치환성칼륨･칼슘 함

량이 증가되었으며 유기물, 치환성마그네슘･나트륨 함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간척지토양은 일반 토양에 비해 

자연 비옥도가 낮고 염농도가 높아 작물에 대한 수분의 이용

도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양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작물

의 발아 및 생장에 악영향을 미쳐 생산량을 저해시킨다. 생

산성을 향상시키고 양분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토양관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하계작물 작부체계 수량   동작물과 하작물을 연계

한 작부체계에서 생초수량은 청보리 - 옥수수 (74,740 kg 

ha
-1
) 대비 IRG - 수수×수단그라스 10%, IRG -옥수수 7%, 

호밀 - 수수×수단그라스 6%, 호밀 - 옥수수 및 청보리 - 

수수×수단그라스 3% 증수되었고 건물수량은 청보리 - 옥수

수 (20,280 kg ha
-1
) 대비 IRG - 수수×수단그라스 7%, 호밀 

- 수수×수단그라스 6%, IRG - 옥수수 3%, 청보리 - 수수×
수단그라스 3%, 호밀 - 옥수수 3% 증수되었다 (Table 11). 

TDN수량은 청보리 - 옥수수 (13,830 kg ha
-1
) 대비 IRG - 

수수×수단그라스 2%, 청보리 - 수수×수단그라스 및 IRG - 

옥수수 1% 증수되었다 (Fig. 4). 따라서 생초, 건물수량 및 

TDN수량이 높은 “IRG - 수수×수단그라스” 및 “청보리 - 수

수×수단그라스” 작부조합을 신간척지 토양특성에 알맞은 사

료작물 작부조합으로 생각되었다.

Shin et al. (2007)은 대호간척지에서 하작물과 동작물을 

연계한 작부체계시 총체 벼+이탈리안 라이그라스 (50,807 

kg ha
-1
, 15,065 kg ha

-1
) 작부체계에서 생초 및 건물수량은 

높았다고 보고 하였다. Yoo et al. (2007; 2008)은 유기조사료 

생산을 위한 최적 작부체계는 중부지역은 수수×수단그라스 

- 호밀, 남부지역은 수수×수단그라스 - 호밀 혹은 수수×수

단그라스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조합이라고 보고하였다. 



간척지 토양특성에 알맞은 사료작물 작부체계 연구 391

Table 11. Fresh and dry matter yield on cropping system. 

Cropping system† Fresh matter yield Dry matter yield
Winter crop Summer crop Total (Index) Winter crop Summer crop Total (Index)
------------------------- kg ha-1 ------------------------- ------------------------- kg ha-1 -------------------------

WCB - Corn 28,520 46,220 74,740d‡ (100) 8,730 11,550 20,280c (100)
WCB - SSH 28,520 48,750 77,270c (103) 8,730 12,190 20,920b (103)
Rye - Corn 30,600 46,220 76,820c (103) 9,350 11,550 20,900b (103)
Rye - SSH 30,600 48,750 79,350b (106) 9,350 12,190 21,540a (106)
IRG - Corn 33,450 46,220 79,670b (107) 9,430 11,550 20,980b (103)
IRG - SSH 33,450 48,750 82,200a (110) 9,430 12,190 21,620a (107)
†WCB, Whole crop barley; IRG, Italian ryegrass; SSH, Sorghum×sudangrass hybrid.
‡The same letters in the table indicate no difference at 0.05 significa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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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otal digestible nutrients (TDN) yield on cropping system.
†WCB, Whole crop barley; IRG, Italian ryegrass; SSH, Sorghum×sudangrass hybrid.

Kim et al. (2005)은 답리작에서 최적 작부체계를 검토한 

결과 총체보리 - 수수×수단그라스, 호밀 - 수수×수단그라

스, IRG - 수수×수단그라스 순으로 건물생산성이 높다고 보

고하였다. 

요     약

본 연구는 새만금간척지 광활 및 계화지구 신간척지에서 

조사료의 안정생산을 위한 적정 작부체계를 설정코자 2009

년 10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수행하였다.

동계 사료작물로 청보리 (영양), 호밀 (곡우), 이탈리안 라

이그라스 (passerel plus)와 하계 사료작물로 옥수수 (광평

옥), 수수×수단그라스 (G7)를 재배하여 토양화학성, 양분흡

수량, 사료가치, 생육 및 수량성을 검토하였다. 시험전 토양

은 유기물, 유효인산 및 치환성칼슘 함량이 매우 적었고 치환

성마그네슘･나트륨 함량이 많은 알칼리성 염류토양 이었다. 

재배기간 동안 토양염농도 변화는 0.2%이하를 나타냈고 염

피해는 없었다. 동계 사료작물 입모율은 호밀 ＞ 청보리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순으로 양호하였고 생초 및 건물수량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 호밀 ＞ 청보리 순으로 높았다. 조단

백 함량은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 청보리 ＞ 호밀 순으로 

총가소화영양 함량은 청보리 ＞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 호

밀 순으로 많은 경향을 나타냈다. 하계 사료작물 조단백질 및 

중성용매불용성섬유, 산성용매불용성섬유 함량은 수수×수단

그라스에서 총가소화영양 함량은 옥수수에서 높았다. 동･하
계 사료작물 경엽 및 곡실의 무기양분 함량은 이탈리안 라이

그라스와 옥수수에서 높았다. 시험 후 토양화학성은 pH가 낮

아지고 총질소 및 유효인산, 치환성칼륨･칼슘 함량이 증가한 

반면에 유기물, 치환성마그네슘･나트륨 함량이 감소되는 경

향을 나타냈다. 동작물과 하작물을 연계한 수량성 (‘10∼’11)
에서 생초수량은 청보리 - 옥수수 (74,740 kg ha

-1
) 대비 

IRG - 수수×수단그라스 10%, IRG - 옥수수 7%, 호밀 - 수

수×수단그라스 6%, 호밀 - 옥수수 및 청보리 - 수수×수단

그라스 3% 증수되었고 건물수량은 청보리 - 옥수수 (20,280 

kg ha
-1
) 대비 IRG - 수수×수단그라스 7%, 호밀 - 수수×수

단그라스 6%, IRG - 옥수수 3%, 청보리 - 수수×수단그라

스 3%, 호밀 - 옥수수 3% 증수되었으며 TDN수량은 청보리 

- 옥수수 (13,830 kg ha
-1
) 대비 IRG - 수수×수단그라스 

2%, 청보리 - 수수×수단그라스 및 IRG - 옥수수 1% 증수

되었다. 따라서 생초, 건물수량 및 TDN수량이 높은 “IRG - 

수수×수단그라스” 및 “청보리 - 수수×수단그라스” 조합을 

신간척지 토양특성 (사양토, 배수약간불량, 토양염농도 0.2%

이하)에 알맞은 사료작물 작부조합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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