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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계피복 작물 재배를 통한 차나무 유기재배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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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2016년 3월 하동 화개지역 친환경·무농약 지구로 선포되어 친환경 인증 기준이 마련되었으며, 유기 가루녹차 생산 기술 개발

이 필요하여 동계피복 작물 재배를 통한 잡초발생 억제 및 토양 유기물 함량 증대 효과를 알아보았다.

[재료 및 방법]

화본과 들묵새(Festuca myuros), 두과 자운영(Astragalus sinicus), 크림슨 클로버(Trifolium incarnatum), 혼파(자운영+크림

슨 클로버)를 2017년 9월 29일 표준 파종량에 준하여 파종하였다. 2018년 5월 14일 50 × 50 cm로 잡초 및 피복작물을 수집하

여 생체량과 건물량을 조사하였다. 경운 후 2018년 8월 6일 토양분석을 통해 토양산도, 유기물함량 및 기타 성분함량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발생잡초종 및 개체수는 무처리의 경우 강아지풀, 개망초, 바랭이 등 13종 57주, 잡초 생체량 및 건물량은 1,086.0 g, 186.2 g으

로 조사되었다. 동계피복작물의 경우, 발생잡초종은 4~5종(쇠뜨기, 명아주 등)에 개체수 4~6주, 잡초 생체량 4.0 ~ 9.8 g, 건물

량 0.3 ~ 0.6 g으로 99% 이상의 잡초억제율을 보였다. 들묵새의 개체수는 213주, 생체량 790.8 g, 건물량 75.9 g, 자운영의 개체

수는 125주, 생체량 1131.3 g, 건물량 84.5 g, 크림슨 클로버는 103주, 생체량 1006.8 g, 건물량 112.8 g으로 조사되었다. 자운영

과 크림슨클로버 혼파의 경우 자운영 개체수 105주, 생체량 922.6 g, 건물량 71.0 g으로 크림슨 클로버 개체수 11.7주, 생체량 

30.6 g, 건물량 3.5 g으로 비교적 넝쿨성이 자운영이 우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양분석결과, 토양산도(pH)는 모든 처리

구에서 6.4~6.6으로 차나무 재배에 적합한 pH4.5~5.5 수분보다 높게 조사되었으며, 토양 유기물함량(g/kg)은 크림슨 클로버 

처리에서 가장 높은 30, 자운영 26, 혼파 23, 들묵새 21, 무처리 14로 조사되었다. 유효인산함량(mg/kg) 역시 크림슨 클로버 

처리에서 가장 높은 305, 자운영 273, 혼파 213, 들묵새 180, 무처리 151로 조사되었으며, 칼륨함량(cmol+/kg)은 혼파 0.92, 자

운영 0.87, 크림슨 클로버 0.81, 들묵새 0.76, 무처리 0.48, 칼슘함량(cmol+/kg)은 자운영 6.0, 크림슨 클로버 5.7, 들묵새 5.5, 

혼파 5.2, 마그네슘함량(cmol+/kg)은 크림슨 클로버 1.6, 자운영 1.5, 들묵새 1.3, 혼파 1.2, 무처리 0.9로 조사되었다. 차 수확 

작업의 편리성, 경관조성의 가치, 토양 유기물 함량 증가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인 피복작물은 크림슨 클로버라고 

사료된다. 

Table 1. Soil chemical properties in control soil and soils covered with cover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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