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11 -

PA-81

밭토양에서 무경운 재배법이 콩 수량 및 토양탄소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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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무경운 재배방법은 토양을 경운하지 않고 작물을 파종할 곳만 구멍을 내고 종자를 파종 또는 이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작물 재배시 경운면적을 최소화함으로써 경운으로 인한 토양 및 양분유실을 방지하고 토양미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여 토양

의 비옥도와 자생력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게다가 경운으로 토양을 파괴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 내 탄소배출을 감소

시키며, 경운횟수를 줄여 에너지 절감을 통한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기술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토양에 지력증진에 효

과가 우수한 무경운 농법을 밭작물인 콩을 재배할 때 활용하기 위하여 콩을 재배하면서 경운과 무경운에 따른 생육 및 수량, 

그리고 토양 탄소함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전주 국립식량과학원 내의 밭토양에 유기물과 화학비료를 각각 시용하고 콩을 재배할 때 경운, 무경운의 4처리를 

두어 시험하였다. 유기물은 가축분발효퇴비를 사용하였으며 시용량은 콩 질소표준시비량인 30 kg ha
-1 
해당량을 환산하여 콩 

이식 15일전에 시용하였고 화학비료는 무시용하였고 화학비료구는 T-N-P2O5-K2O= 30-30-34 kg ha
-1
를 시비하였다. 경운구

는 유기물과 화학비료를 뿌리고 바로 2회 경운을 실시하였고, 무경운구는 유기물과 화학비료를 경운구와 같은 표면살포를 실

시하였다. 콩은 6월 중순에 재식거리 70*25cm로 1주씩 이식하였다. 무경운 처리구는 콩 이식을 위하여 이식기를 이용하여 구

멍을 내고 이식을 하였다. 기타 재배방법은 표준재배법에 준하여 경운, 무경운 모두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콩 생육 및 

수량은 수확기, 토양의 탄소함량은 시험 전·후에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콩 생육은 경장, 마디수는 화학비료는 경운구와 무경운구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유기물 시용구는 무경운구에서 42.1 cm로 경

운구 55.5 cm보다 약 13 cm 가 적었고 마디수도 무경운구에서 약 1.7개가 적었다. 유기물 시용 유무로 보면 유기물 시용구, 화

학비료 시용구 모두 48.8∼50.7 cm로 비슷하였고 마디수는 화학비료 시용구에서 1.3개 더 많았다. 주당 분지수와 100립중은 

화학비료/무경운구에서 적은 반면 유기물 시용구는 경운에 따른 차이는 없었고, 주당협수는 유기물시용구에서 129.3개로 화

학비료구의 102개보다 많았다. 콩 수량은 화학비료보다 유기물시용에서 약간 높았으며, 유기물, 화학비료 모두 경운시행으로 

1.09∼1.16배 콩 수량이 증수되었다. 토양탄소함량은 유기물 시용구는 무경운구에서 총탄소(T-C)함량이 1.0 g kg
-1 
정도 높았

으나 화학비료는 무경운구의 T-C함량이 더 낮았다. 탄소 형태별로는 휴믹산 분획 탄소함량은 유기물, 화학비료 모두 무경운

구에서 높았다. 풀빅산 분획 탄소와 휴민 분획탄소함량은 유기물 시용구는 무경운구에서 모두 높았으나 화학비료 시용구는 

경운구에서 높아 유기물 시용과 다른 경향을 보였다. 토양온도는 화학비료, 유기물 시용구 모두 무경운구에서 낮았으며 유기

물 시용보다 화학비료 시용시 토양내 온도는 현저히 낮았다. 토양수분도 토양 온도와 같은 경향이었으며 무경운구에서 토양

수분함량이 높았으며, 화학비료/무경운구에서 토양수분 함량이 가장 높았다.

[사사]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아젠다 사업 (과제번호: PJ013566)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주저자: Tel. 063-238-5282, E-mail. chohs@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