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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sustainable production on a cropland can help to determine the most proper management 
practices.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sustainable production on paddy field treated with green manure 
crops using sustainability index which based on nutrient index, microbiological index, and crop index related 
to nutrient-supplying capacity. Especially choosing appropriate indicators from a minimum data set (MDS) 
were used the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SI-2) as well as expert opinion (SI-1) usually used in 
sustainability index. Six treatments including the two tillage treatments and two green manure crops were 
investigated as follows; (i) moldrotary + rotary tillage without green manure crop (Con), with (ii) hairy vetch 
(Con-HV), and (iii) hairy vetch + green barely (Con-HV+GB), (iv) rotary tillage without green manure crop 
(Rot), with (ii) hairy vetch (Rot-HV), and (iii) hairy vetch + green barly (Rot-HV+GB). Con-HV and Rot-HV 
in SI-1 were maintained sustainability while Rot-HV and Rot-HV+GB in SI-2. Especially, treatments (Con 
and Rot) without green manure crops were more unsustainable than with green manure crops because of the 
low value of microbiological and crop index than with green manure crops. Meanwhile, sustainability indices 
and grain yield had the high correlation values (R2=0.756 and 0.928 in SI-1 and SI-2, respectively). These 
results meant that application of green manure crops such as hairy vetch could improve both yield and soil 
quality in pa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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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e) Moldrotary + rotary tillage without green manure crop (Con), with (ii) 
hairy vetch (Con-HV), and (iii) hairy vetch + green barely (Con-HV+GB), 
(ⅳ) rotary tillage without green manure crop (Rot), with (ii) hairy vetch 
(Rot-HV), and (iii) hairy vetch + green barly (Rot-HV+GB).

Sustainability indices on paddy soil with different treatments of green manure crops and til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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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농경지가 갖추어야할 가장 중요한 조건 중의 하나가 작물

의 지속적 생산이다. 작물성장은 토양으로부터 공급되는 영

양분에 의해 지배를 받으며, 부족해지기 쉬운 주 영양분은 

주로 화학비료에 의해 보충된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비료의 

장기적인 투입은 토양의 질을 떨어뜨리는 원인되고, 과잉사

용은 환경오염이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최근 농경지에서 

녹비작물의 이용은 토양 비옥도 향상을 위한 환경친화적 영

농방법으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연구가 헤어리베치를 중

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진행된 녹비이용에 관

한 연구는 녹비 생산량 증대, 관개량에 미치는 영향, 녹비작

물 파종시기, 방법, 및 적정 시용량, 질소방출 패턴, 토양 물

리성 개량 효과 및 쌀 생산에 미치는 영향 등 다양한 분야에

서 진행되었다 (Jeon et al., 2010; Jeon et al., 2011; Kim et 

al., 2002; Kim et al., 2011; Lee et al., 2012; Ryu et al., 

2013, Seo et al., 1998; Song et al., 2010; Yang et al., 

2009). 그러나 녹비작물 환원에 따른 작물의 지속적 생산 능

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는 미흡한 실정이다.

토양의 생산력 (soil productivity)은 특정 경영 조건하에

서 작물 혹은 어떤 식물을 생산할 수 있는 토양의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 (Schaetzl et al., 2012). 이러한 토양의 생산능

력을 몇 가지 지표로써 예측하고자 하는 노력은 토양 및 농

업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되어 왔다 (Hussain et al., 1999). 

토양의 생산능력은 토양의 질 (soil quality)과 불가분의 관계

를 맺고 있다. 따라서 그 토양을 대표하는 몇 가지 인자의 추

출을 통한 토양의 질 평가로 작물의 생산능력을 추측하는 방

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토양 질 평가를 위한 과정은 일반

적으로 세 단계를 거친다 (Andrews et al. 2002). 첫째가 최

소 데이터 세트 (minimum data set, MDS) 구축을 위한 지표

의 선택 (indicator selection)이다. 이 때 지표는 토양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최소 갯수만을 선택하게 되는데, 대표적

인 방법이 전문가 의견과 주성분 분석에 의한 것이다 (Andrews et 

al., 2002). 그 다음이 지표의 점수화 (transforming indicator 

scores)이며, 마지막으로 지표화된 점수 (score)를 지수 (index)

속에 통합시키는 작업이다. 즉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및 미

생물적 특성을 하나의 모델 (식)에 통합하는 것으로 많은 연

구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Andrews and Carroll, 

2001; Andrews et al., 2002, 2003, 2004; Fu et al., 2004; 

Masto et al., 2008; Tiwari et al., 2006; Xu et al., 2006). 

그러나 토양의 질은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부분

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인자로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토양의 질을 평가하기 위

한 지표의 추출 및 점수화 등과 같은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 Kang et al. (2005)은 토양의 질을 평가함에 있어 토

양의 양분, 미생물 특성 및 작물 수확량에 근거하여 생산지

속성을 평가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토양 질 

평가 방법에서는 인자들이 처음부터 하나의 모델 속에 포함

된 반면, 이들의 평가방법은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고려한 

양분지수 (nutrient index), 미생물 특성을 반영한 미생물지

수 (microbiological index), 수확량을 고려한 작물지수 (crop 

index)의 세 개의 벡터를 독립적으로 산정 후 이들을 다시 통

합하는 방식 (삼각형 면적)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특정 농

경지의 지속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어떤 부분이 부족한 지 

쉽게 알 수 있는 특징을 가지며, 나아가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농업경영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국내

에서는 Lee et al. (2013)이 화학비료 장기연용 논토양에서 

벼 생산량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지속성 지수를 사용

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에 Kang et al. (2005)에 의해 제시된 지속

성 지수를 사용하여, 경운방법에 따른 녹비작물 환원 논토양

의 벼 생산성 지속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지표를 추출하는 

방법에 있어 이들이 제시한 방법과는 별도로 주성분 분석을 

통한 지표의 추출을 통해서 기존의 방법과의 차이를 살펴보

았다. 마지막으로 쌀 생산량과 지속성 지수의 상관관계를 살

펴보았다.

Materials and Methods

시험포장 및 재배방법   녹비작물이 환원된 논토양의 

지속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한 본 연구는 장기적인 과정에서 

2011년부터 시작되었다. 포장은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국

립식량과학원 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험포장의 토양은 

강서통 (세사양토)이었다. 공시 녹비작물은 헤어리베치 (청

풍보라)와 녹비보리 (영양보리)를 이용하였으며, 시험재배 

전년도 10월 초순에 녹비작물을 파종하여, 이듬해 벼 이앙 2

주 전 토양으로 환원하였다. 처리구는 녹비작물의 환원여부 

및 환원 시 경운방법에 따라 6처리구-①녹비작물을 환원하

지 않은 로터리+쟁기 처리구 (Con), ②로터리 처리구 (Rot), 

그리고 녹비작물로 ③헤어리베치만을 이용한 로터리+쟁기 

처리구 (Con-HV), ④로터리 처리구 (Rot-HV), 마지막으로 

녹비작물로 ⑤헤어리베치와 녹비보리를 혼파재배하여 환원

한 로터리+쟁기 처리구 (Con-HV+GB), ⑥로터리 처리구 

(Rot-HV+GB)-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녹비작물 환원 처리구

에서 녹비작물은 벼 관행시비량 [N-P2O5-K2O = 9.0-4.5-5.7 

(kg/10a)] 중 질소량을 기준으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양을 환

원하였다. 녹비작물의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부족분을 외

부 포장에서 재배한 동일 녹비작물로 보충하였다. 녹비작물

을 환원하지 않은 토양은 질소원으로 요소를 전량 기비 처리

하였다. 한편 인산은 녹비작물의 환원여부와 관계없이 용과

린을 전량 기비 처리하였으며, 칼리는 염화칼리로 기비 70%, 

수비 30%로 2회 분시하여 처리하였다. 공시재배 벼 품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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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asurement of sustainability from system using the 
triangle area (suggested by Kang et al., 2005).

남평벼로 기계이앙을 하였다. 기타 재배기간의 관리는 농촌

진흥청 벼 표준 재배법에 준하였다.

토양 및 식물체 분석   본 연구의 생산 지속성 지수 중 

양분지수와 미생물지수를 구하기 위한 토양은 2013년 10월 

초 (벼 수확 직후)에 작토층 (0-15 cm)에서 채취하였다. 양분

지수와 관련된 토양 화학적 특성 분석을 위한 시료는 채취한 토

양을 그늘에서 풍건한 다음 2 mm 체에 통과시킨 후 사용하였

다. 전탄소 (TC)와 전질소 (TN) 함량은 원소분석기 (LECOCNS- 

2000), 유효인산은 Lancaster 법, 치환성 양이온은 1N NH4OAC 

(pH 7.0)로 침출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ICP-OES, 

GBC SDS-270)로 분석하였다. 미생물 특성분석을 위한 토양

은 최대용수량의 약 40%까지 수분함량을 낮춘 후 2 mm 체

에 통과시킨 후 밀봉하여 분석 시까지 냉장보관 하였다. 미

생물생체량 N (microbial biomass N) 함량은 클로로포름 훈

증을 이용한 훈증추출법 (chloroform fumigation)을 이용하

였다 (Jenkinson, 1998). Potential mineralizable nitrogen 

(PMN)은 혐기성 조건에서 배양 후 배양 전후의 NH4
+
-N의 

차이로 산정하였다 (Keeney, 1982). 세균수는 표준한천배지

를 이용한 호기적 조건의 토양 생균수 측정방법 (희석평판

법)을 이용하였다 (Black, 1996). 작물지수에 사용된 벼는 수

확기에 3.3 m
2
에서 3반복으로 수확하여 수량을 조사하였고, 

식물체 중 양분분석을 위한 시료는 70°C에서 건조 후 분쇄하

여 사용하였다. 식물체중 질소는 C/N 분석기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식물체 시료는 H2O2-H2SO4 혼합용액으로 습식 분

해하여 P는 Vanadate법으로 비색정량하였으며, K는 유도결

합플라즈마분광광도계 (ICP-OES)로 분석하였다.

지속성 지수   본 연구에서는 작물의 생육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양분의 공급에 중점을 둔 지속성 지수를 사

용하였다 (Kang et. al, 2005). 이 방법에서 지속성 지수는 

양분지수, 미생물지수 및 작물지수로 구성되는데, 우선 각 

지수를 구하기 위한 지표 (indicator)를 선택하여 분석하고, 

분석된 항목을 지수로 변화하여 점수화하고 각각의 지수를 

통합하는 과정의 세 단계를 거친다. 일반적으로 토양의 질 

혹은 생산성 평가를 위한 지표의 선택은 목적과 지역적 특이성

을 반영하는 최소의 인자를 구하는 최소 자료구축 (minimum 

data set)을 기본으로 한다 (Andrews et al., 2002; Andrews 

et al., 2004; Tiwari et al., 2006). 최소 자료구축을 위한 지

표의 선발은 크게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에 따라 이루어진다 (Andrews 

et al., 2002). 본 연구에서는 양분지수로 Total C, Total N, 

Av. P2O5, 및 Ex. K의 4개 항목, 미생물지수로 MBN, PMN 

및 세균량의 3개 항목, 그리고 작물지수로 생체량 및 식물체 

중 N, P, K 함량의 4개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표의 특성과 선발방법–전문가 의견 (expert 

opinion)-을 고려하여 최소 자료구축 지표를 선발하였다. 그 

다음 각각의 지수를 구성하는 분석항목을 지수로 변환하였다.

 



는 실험에서 번째 항목에 상응하는 번째 처리에 대한 

지수 값을 의미하며, 는 번째 항목에 상응하는 번째 처

리의 실험값이며, 는 번째 항목의 임계값이다. 본 연구

에서 임계값을 각 분석항목의 평균값으로 사용하였다. 각각

의 지수값은 각 지수를 구성하는 분석항목의 지수 평균에 각 

분석항목의 개수로 나눈 값을 이용하였다. 한편 작물지수의 

지수값은 아래와 같다.

 
 
 



 

즉, 는 번째 처리에 대한 작물지수 값이며, 는 작물

지수를 구하기 위한 이용된 분석항목의 수다. 다음으로 각각

의 점수화된 지수를 통합하는 과정 즉 지속성 지수의 산정은 

Kang et al. (2005)에 의해 제안된 삼각형 면적으로부터 지

수성 지수 (sustainability index, SI)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

하였다 (Fig. 1). 

  




a는 양분지수, b는 미생물지수, c는 작물지수이며, 지속성

을 의미하는 최소 SI 값은 1.30으로 계산된다 (Kang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최소 자료구축에서 전문가 의견으로 

선발된 양분지수, 미생물지수 및 작물지수의 지표를 주성분

분석과 다중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가중치와 중복성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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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Average value of chemical and microbiological of soil and yield parameters.

Treatment
Chemical parameters Microbiological parameters Yield parameters

TC TN AP EK MBN PMN BC DM PN PP PK
Con. 1.07ns 1.07b 93.0a 0.37a 62.60ab 32.17ab 6.82c 15.7b 633c 41.1b 77.9b

Con.-HV 1.12 1.03ab 72.2c 0.32b 74.90a 35.44a 7.25a 16.7ab 817a 56.8ab 84.9ab

Con.-HV+GB 1.19 0.93a 79.3bc 0.29c 65.70a 27.36c 7.18b 16.9ab 747ab 56.9ab 82.8ab

Rot. 1.12 1.10ab 84.0ab 0.35a 56.10ab 30.98abc 6.80c 15.9b 614c 35.6b 75.3b

Rot.-HV 1.18 1.12a 73.2c 0.32b 68.40a 34.88a 7.15b 18.4a 813a 72.2ab 92.2a

Rot.-HV+GB 1.17 1.15a 89.5a 0.31bc 40.80b 30.19bc 7.20ab 16.7ab 730b 87.0a 80.9b

F-value 3.12 1.14 7.4 13.92 2.90 4.28 97.20 2.3 9.74 3.7 3.6
CV(%) 3.4 10.8 6.3 4.14 16.7 7.97 6.3 6.5 6.6 25.3 6.6

TC total carbon (%), TN total nitrogen (g kg-1), AP available P2O5 (mg kg-1), EK exchangeable potassium (cmolc kg-1), MBN
microbial biomass carbon (mg kg-1),  PMN potentially mineralizable N (mg kg-1), BC bacteria count (log number), DM dry 
matter (metric ton ha-1), PN plant nitrogen (mg hill-1), PP plant phosphorus (mg hill-1), PK plant potassium (mg hill-1)
*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level by LSD.

여 선발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지속성 지수(SI-1)

와 변형된 지속성 지수 (modified sustainability index, SI-2)

를 녹비작물 종류 및 경운방법에 따른 논토양에서 쌀 수확량

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통계처리   다변량 주성분 분석 및 통계분석은 R 프로그

램 3.0.2 버전 (2013)을 사용하였다. 연도별 토양 화학성분은 

5% 수준에서 LSD 및 Duncan 검정을 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토양의 양분·미생물적 특성 및 작물생육   생산지속성 

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논토양의 화학적, 미생물적 특성 및 

작물 수확량은 녹비작물 환원 및 경운방법에 의해 영향을 받

았다 (Table 1). 양분지수의 산정에 이용되는 화학적 특성에

서 전질소와 전탄소는 처리별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녹비

작물이 환원된 토양에서 유기물 및 탄소의 함량이 증가된다

는 보고 (Yang et al., 2009; Yasue, 1991)와는 달리 본 연구

에서는 이들의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녹비작물 환

원의 기간이 2년으로 비교적 짧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유효인산은 쟁기+로터리 경운, 로터리 경운 공

히 헤어리베치가 처리된 처리구에서 다른 처리구에 비해 낮

은 함량 [Con-HV 72.2, Rot-HV 73.2 (mg kg
-1
)]을 보였으

며, 녹비작물을 환원하지 않은 토양에서 대체적으로 높은 함

량 [Con 93.0, Rot 84.0 (mg kg
-1
)]을 보였다. 로터리 경운에

서 녹비보리와 헤어리베치를 동시에 환원한 논토양에서 유효

인산의 함량 또한 높은 값 (89.5 mg kg
-1
)을 보였다. 치환성 

칼리 또한 경운방법과 상관없이 녹비를 환원하지 않은 토양

에서 타 처리구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처리별 유효인산

과 치환성 칼리의 함량의 차이는 식물체의 흡수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yield parameter 참

조). 그럼에도 이들의 토양 중 함량은 많은 요인들에 의해 좌

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 수행 후 해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생물적 특성 중 토양으로 투입된 질소양분의 분해와 관

련된 MBN과 PMN은 2년차 시험에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지만, 헤어리베치가 환원된 토양에서 타 처리구에 비

해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PMN의 경우, 헤어리베치와 녹비

보리를 동시에 환원한 쟁기+로타리 처리구 (Con-HV+GB)에

서 가장 낮은 값 (27.36 mg kg
-1
)을 보였고 로터리처리구에

서도 타 처리구에 비해 다소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녹비보

리+헤어리베치 처리에서는 C/N율이 높은 화본과 식물인 보

리 및 경운방법에 의한 영향이 상호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럼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고찰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MBN 및 PMN과 달리 세균수에서는 녹

비작물의 환원에 따른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Kang et al. 

(2005) 연구에서 녹비작물 및 퇴비를 환원한 토양에서 이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고, Kim and Lee (2011)은 녹비작물

의 환원 기간이 짧은 (1년) 논토양에서 총 세균의 함량이 비

록 관행구와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경향은 증가 추

세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의 결과로부터 녹비작물과 같

은 유기물의 공급은 비록 2년차 재배에서 세균의 증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벼 식물체 건물중은 녹비작물을 환원한 처리구에서 녹비

작물을 환원하지 않은 토양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1). 한편 건물중이 18.4 metric ton ha
-1
인 Rot- 

HV+GB 처리구는 녹비작물을 처리하지 않은 Con (15.7 metric 

ton ha
-1
) 및 Rot 처리구 (15.9 metric ton ha

-1
)와 비교했을

때 높은 값을 가졌다. 수확한 벼 식물체 중의 질소함량은 

Con-HV (817 mg hill
-1
)와 Rot-HV (813 mg hill

-1
)가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Con-HV+GB (747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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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of selected chemical, microbiological, and yield parameters for nutrient 
index from different treatments of green manure and tillage.

Chemical parameters Microbiological parameters Yield parameters
PCs PC1 PC2 PC3 PCs PC1 PC2 PC3 PCs PC1 PC2 PC3
Eigenvalue* 2.41 0.91 0.61 Eigenvalue* 1.56 0.94 0.50 Eigenvalue* 3.28 0.50 0.20
Percent 60.37 22.79 15.28 Percent 52.11 31.27 16.62 Percent 81.93 12.61 4.90
Cumulative percent 60.37 83.16 92.85 Cumulative percent 52.11 83.38 100 Cumulative percent 81.93 94.54 99.45
Eigenvectors**, *** Eigenvectors**, *** Eigenvectors**, ***

TC 0.561 0.440 -0.243 MBN -0.677 0.172 0.715 DM 0.524 0.212 -0.605
TN -0.316 0.877 0.296 PMN -0.662 0.282 -0.694 PN 0.514 0.150 0.786
AP -0.461 0.126 -0.878 BC -0.321 -0.944 -0.077 PP 0.426 -0.894 -0.059
EK -0.610 -0.146 -0.287 PK 0.529 0.365 -0.116

* Boldface eigenvalues correspond to the PCs examined for the index.
** Boldface factor loading are considered highly weighted. 
*** Bold-italic factor loading correspond to the indicators included in the nutrient, microbiological, and yield index.

Fig. 2. Sustainability indices on paddy soil with different 
treatments of green manure crops and tillages.

Fig. 3. Correlation between grain yields and sustainability 
indices with different treatments of green manure and tillage. 

hill
-1
), Rot-HV+GB (730 mg hill

-1
) 〉Con (633 mg hill

-1
), 

Rot (614 mg hill
-1
)의 순으로 낮아졌다. 벼 식물체 중 칼리의 

함량 또한 질소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로부터 벼 

식물체중 질소와 칼리의 함량은 경운방법보다는 녹비환원 방

법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녹비작물 환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벼 식물체 영양성분은 P로 녹비작물

이 환원된 처리구는 녹비작물이 환원되지 않은 처리구에 비

해 더 많은 함량을 보였다 (Table 1). 그러나 녹비작물의 처

리방법 사이에는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다. 

양분·미생물 및 작물지수   본 연구에서는 고유값 (eigenvalue)

이 0.9 이상, 누적율 (cumulative percent)이 80% 이상에 속

하는 주성분을 지표에 포함시켰으며, 고유벡터 값이 0.500 

이상인 것을 각 지수의 구성 지표로 선발하였다 (Table 2). 

또한 각각의 지수들 사이에 다중상관관계 양의 값이 0.7 이

상인 것은 지표에서 제외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쳐 양

분지수의 지료로 TC, TN 및 EK가 선발되었으며, 작물지수는 

DM과 PP를 선발하였다. 미생물지수는 제외되는 지표 없이 

SI-1과 동일하게 MBN, PMN 및 BC를 선발되었다.

생산 지속성 지수   녹비작물 환원에 따른 생산성 지속 

지수 중 양분지수 (nutrient index)는 SI-1과 SI-2에서 비슷

한 경향을 보였다. Con, Rot-HV+GB, Rot, Rot-HV 처리구

가 Con-HV, Con-HV+GB 처리구에 비해 높은 값을 가졌다. 

그러나 SI-2에서는 Con-HV+GB를 제외하고는 그 값의 차이

가 매우 낮았다. 유효인산 함량이 낮게 나온 헤어리베치 처

리구를 제외함으로써 그 차이가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며, 이

미 언급된 바와 같이 헤어리베치 환원에 따른 토양 중 유효

인산의 함량의 변화는 지속적으로 관찰되어야할 것으로 판단

된다. 미생물지수에서 Rot-HV+GB 처리구는 가장 낮은 값을 

보였는데, 이는 MBN의 값이 타 처리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기 때문이었다. 

가장 높은 값을 보인 Con-HV 처리구는 모든 지표에서 가

장 높은 값을 보였다. Rot-HV 또한 높은 미생물 지수 값을 

보인 것으로부터 미생물의 활성에 헤어리베치의 역할이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작물지수에서는 녹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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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stainability index selected in this study.

Treatments
Nutrient index

TC TN AP EK SI-1 SI-2
Con  0.94ns 1.00b 1.14a 1.13a 1.05 1.02

Con-HV 0.98 0.97ab 0.88c 0.97b 0.95 0.98
Con-HV+GB 1.04 0.87a 0.97bc 0.89c 0.94 0.93

Rot 0.98 1.03ab 1.03ab 1.08a 1.03 1.03
Rot-HV 1.03 1.05a 0.89c 0.98b 0.99 1.02

Rot-HV+GB 1.02 1.08a 1.09a 0.96bc 1.04 1.02

Treatments
Microbiological index

MBN PMN BC SI-1 SI-2
Con  1.02ab  1.01ab 0.97c 1.00 1.00

Con-HV 1.22a 1.11a 1.03a 1.12 1.12
Con-HV+GB 1.07a 0.86c 1.02b 0.98 0.98

Rot  0.91ab  0.97abc 0.96c 0.95 0.95
Rot-HV 1.11a 1.10a 1.01b 1.07 1.07

Rot-HV+GB 0.66b  0.95bc 1.02ab 0.88 0.88

Treatments
Crop Index

DM PN PP PK SI-1 SI-2
Con 0.78b 0.87c 0.70b 0.95b 0.83 0.74

Con-HV 0.83ab 1.13a 0.98ab 1.03ab 0.99 0.90
Con-HV+GB 0.84ab 1.03ab 0.98ab 1.01ab 0.96 0.91

Rot 0.79b 0.85c 0.61b 0.91b 0.79 0.70
Rot-HV 0.92a 1.12a 1.24ab 1.12a 1.10 1.08

Rot-HV+GB 0.83ab 1.01b 1.49a 0.98b 1.08 1.16

작물을 환원한 처리구에서 경운방법에 관계없이 환원되지 않

은 처리구에 비해 높은 작물지수값을 보였다. SI-1과 SI-2의 

가장 큰 차이는 녹비작물이 처리되지 않은 처리구의 작물지

수 값이 더 낮은 값을 보였으며, SI-1에서는 헤어리베치 단

독 환원구가 헤어리베치+녹비보리 환원구에 비해 작물지수

가 높은 반면, SI-2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벼 건물중

량과 상관관계가 높은 식물체 중 질소와 칼리가 작물지수 산

정에서 이중으로 계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분지수, 미생물지수 및 작물지수로부터 구한 생산 지속

성 지수를 처리구별로 살펴보면 (Fig. 2), SI-1와 SI-2는 유

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녹비작물이 환원된 처리구에서 생산

지속성 지수가 높으며, 경운방법은 로터리 처리가 로터리+

쟁기 처리보다 더 높은 생산지속성 지수 값을 보였다. SI-1

에서는 헤어리베치가 환원된 처리구 (Con-HV와 Rot-HV)에

서 생산 지속성이 인정되는 1.30을 넘은 반면, SI-2에서는 

Rot-HV에서만 유효한 지속성 지수 값을 가졌다. 또한 Rot- 

HV와 Rot-HV+GB는 SI-2에 의해 생산지속성 지수 값이 높

아진 반면, 타 처리구는 그 값이 줄어들었다. 이는 작물지수

에 기인한 것으로 Kang et al. (2005)에 의해 제시된 생산지

속성 지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높을 경우, 이중으로 산정될 

수 있는 특징을 내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산 지속성 지수와 현미 생산량 상관관계   녹비작

물 환원에 따른 생산 지속성 지수와 현미 생산량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두 변수 사이의 회귀식은 SI-1과 SI-2에서 각

각 y = 285x + 159.65, y = 238.86x + 226.87이었으며, 결정

계수 (R
2
)는 0.756과 0.928이었다. 위의 결과로부터 논토양

에서 생산지속성을 살펴볼 때는 지표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

며, 지표 선택 시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는 것은 현미 생산량

을 예측하기에 좋은 방법의 하나라 판단된다. 한편 본 연구

에서는 생산지속성 지수와 현미 수량 간에는 직선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Lee et al. (2013)은 화학비료가 장기연용된 논

토양에서 논토양 지수가 2.00 이상일 때 최대 정조수량 (약 

6.8 Mg ha
-1
) 을 나타내는 이차 곡선으로 표현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가장 높은 생산지속성 지수 값을 보인 Rot-HV 처

리구 (SI 값은 1.44)의 최대수량은 5.71 Mg ha
-1
이기 때문에 

직선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녹비

작물이 환원된 논토양에서 최대 쌀 수량과 생산지속성 상관관

계는 장기적 관점에서 계속 연구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

본 연구는 논토양에서 녹비작물 환원과 경운방법이 논토

양과 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생산 지속성 지수를 이용하

여 평가하였다. 기존의 방법에 따른 생산 지속성 지수 (SI-1)

에서는 헤어리베치를 단독으로 처리한 구에서 경운방법에 상

관없이 지속성이 인정되었으며 (Con-HV, Rot-HV), 지표 산

정에 주성분 분석을 이용한 생산 지속성 지수 (SI-2)에서는 

녹비작물을 환원한 로터리 경운에서만 (Rot-HV, Rot-HV+GB) 

지속성이 인정되었다. 본 연구는 녹비작물 환원 2년차로 장

기적 관점에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지만 헤어리베치 환원이 

논토양의 생산 지속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산 지속성지수와 현미 생산량은 높은 

상관관계 (R
2
)를 보였다 (SI-1: 0.756, SI-2:0.928).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산지속성은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학

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으로 실제 토양의 질은 물리적인 특성

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

다. 따라서 토양의 물리적 특성을 보강할 수 있는 새로운 모

델의 개발을 통한 보다 정밀한 생산지속성의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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