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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친환경 논 농업단지 7개소 장실사  양분동태*

1)

최 석**․정석규***

On-the-spot Observation and Nutrient Dynamics at Rice

Paddy Fields in Seven of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Choi, Hyun-Sug․Jung, Seok-Kyu

After carrying out on-the-spot observation targeting each farmhouse of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 (LEAD), Suncheon, Sancheong, Jangheung, 

Yeongam, Hamyang, Okcheon, and Jeongseon in 2015, only one LEAD, a farm-

house in Jangheung had used sustainable compost coming out under their own 

non-antibiotic livestock. The soil pH and EC at a depth of 0-20 cm in the seven 

LEADs were ranged between 5.3-6.6 and 0.4-1.2 dS m-1, respectively, with 0.03- 

0.27% for T-N concentration, 22-322 mg kg-1 for P, and 0.05-0.29 mg kg-1, which 

were, in particular, low a farmhouse in Jeongseon. When intensively surveying on 

each farmhouse of Suncheon, Jangheung, and Okcheon for a growing period, 

seasonal soil pH was maintained above 6.0 and high in a farmhouse in Okcheon, 

with similar soil EC observed among the three LEADs. Seasonal soil T-N was 

0.1% higher on the farmhouse in Suncheon than other two LEADs, with higher 

seasonal soil P observed on the farmhouse in Okcheon and higher soil K in the 

Jangheung. T-N concentration in rice (Oryza sativa L.) crops was the highest in 

Jangheung, and concentrations of T-N, P, and K decreased in a season. Plant 

height and number of tillers per hill were the highest on the farmhouse in 

Okcheon, where was similar or low plant diameter and SPAD levels compared to 

other two LEADs. Dry weight (DW) before harvest was ranged between 52-63 g, 

and DW, rough rice yield (kg), brown rice/rough rice (%), brown rice yield (kg), 

head rice (%), and broken rice (%)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three LEADs. Total annual gross production ha-1 was the highest on the farmhouse 

in Okcheon (16,230,000 won) planting with high class of variety, ‘Milky queen’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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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 maturation, which was expected to be increased on an agricultural income. 

However, high amount of fertilizer was applied for growing the following crops on 

the farmhouse in Okcheon, affecting the highest balance of T-N, P, and K more 

than 200 kg ha-1. 

Key words : balance, income,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 

rice, T-N

Ⅰ. 서    론

2000년대 초반에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남미, 호주, 남아프리카 등지에서 생태산

업단지(eco-industrial park) 프로젝트가 착수되었는데 이는 지역 내에 작용하는 지속가능한 

생태계를 복원 및 강화하면서 자원순환을 지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Lee and Heo, 

2009). 국내에서도 자원순환과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종과 축산을 연계로 하는 광

역단위 친환경 농업단지(600ha 이상 기준)가 2006년에 3개소를 시작으로 조성되었다(Heo, 

2013; Heo and Kim, 2013; Yang and Kim, 2015). 이후 2013년에 44개소의 광역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이 완료되었고 2017년까지 총 60개소의 농업단지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Heo, 

2013; Heo and Kim, 2013; Yang and Kim, 2015). 이는 소규모 ․ 고비용의 친환경 농업방식을 

저비용 ․ 고효율의 규모화 된 방식으로 전환하여 친환경 농산물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효과

를 극대화하여 한국형 친환경 농업 모델단지를 육성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형 광역친환

경 단지는 주로 논토양을 중심으로 하는 경축순환 모델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일부 경축 

자원순환지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퇴비나 유박을 과다하게 시용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

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논토양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자원순환지 내에서 적절한 유기자원

을 선발하여 환경보존과 양분수지를 구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친환경 벼 작물 양분 종합관리기술을 계발하기 위하여 질소흡수량이나 질소수지를 산출

하여 시비관리를 하는 기술연구가 1970년대 이후로 해외에서는 본격적으로 수행되어 왔으

며 2000년대 들어와서도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Dawe et al., 2003; Fan et al., 2005, 2007; 

Hokazono and Hayashi, 2012; Huang et al., 2009; Jeyabal and Kuppuswamy, 2001; Li et al., 

2010; Ladha et al., 2000; Phongpan and Mosier, 2003; Saleque et al., 2004; Singh et. al., 2004; 

Xie et al., 2013). 국내 논 토양에서도 유기질비료의 장기연용에 관한 질소 양분관리 시험이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최근에 발표되고 있다(Yang et al., 2010). 하지만 전국 44개소의 농

업단지에서 토양 양분관리와 유기벼의 생육상황에 관한 자료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경

축순환지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이용하여 양분이용율에 관한 조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일부 광역친환경 단지 내의 논 토양에서는 분해가 빠른 유박이나 구아노 등

을 외부에서 구입하여 주로 시용하고 있는데, 이를 경축순환지 내에서 생산되는 퇴비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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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숙 유기질비료와 비교하여 시기별 벼의 생장과 품질 그리고 양분이용효율에 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본 시험은 전국의 논토양을 중심으로 하는 7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를 실증 조사하고 이

중 토양관리와 친환경 생산을 위한 준비가 잘 수행되고 있는 3곳의 농가를 선발하여 유기

벼의 생육과 품질 그리고 양분수지를 비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Ⅱ. 재료  방법

1. 역친환경 농업단지의 시험구 선정

전국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44개소 중 논 중심 유형지인 7개소를 선발하였다(전남 순천, 

경남 산청, 전남 장흥, 전남 영암, 경남 함양, 충북 옥천, 강원 정선; Fig. 1). 조사선정 기준

은 Heo(2013)가 기술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44개소의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사업모형에 소요되는 생산 및 유통시설과 장비에서 벼의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보

강되어 있으면 논 중심 사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2014년(시험 직전)까지 광역친환경 

단지로 선정되었으나 민원발생(소송)이 많고 공정율이 50% 이하인 곳은 제외하였다. 그리

고 광역친환경 단지를 구성하는 농가가 10곳 이하인 소규모이면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

과 이해가 결핍되어 있는 곳은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선정된 7개소 광역친환경 단지에서 

각 단지를 대표할 만한 유기 벼 재배 농가를 선정하였고 재배되는 품종은 다음과 같다.

전남 순천(‘해품’), 경남 산청(‘추청’), 전남 장흥(‘동진’), 전남 영암(‘새누리’),

경남 함양(‘추청’), 충북 옥천(‘밀키퀸’), 강원 정선(‘오대’)

Selection a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 (LEAD) equipped 

with adequate facilities and equipment fo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organic 

rice among the 44 LEADs based on Heo’s study (2013) 

⇓

Exclusion of being applicable to many complaints constructing among the LEADs 

or less than 50% of manufacturing processes among the LEADs in 2014

⇓

Exclusion of being applicable to less than ten of organic rice farm houses of each 

LEAD and lack of awareness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e 

  Fig. 1. Selection process among the 44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LEAD) in March,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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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친환경 단지 7개소의 양분관리 현황실사(1차)를 마치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비교적 컸던 3개소를 다시 선정(2차)하여 시기별 토양분석과 식물생장을 재배기간 

동안 조사하였다. 시험구인 전남 순천 농가(4.3 ha)와 장흥 농가(7.0 ha)는 육묘한 벼를 6월 

5일을 전후로 주당 2~3본씩 이앙하였고 충북 옥천 농가(1.3 ha)는 5월 25일에 이앙하였다. 

1 m2당 재식주수는 순천과 옥천은 15주이었고 장흥은 18주이었다. 이앙 1주일 이내에 논가

에 우렁이를 ha당 50 kg 이내로 투입하여 논 잡초를 제거하는 데 이용하였다.

남부지방의 벼 생육기간인 6월부터 10월까지 누적 강수량과 평균기온 및 일조시간은 전

남 순천 지역이 각각 733 mm, 20.7℃, 900시간을 나타내었고 장흥 지역은(보성군 관측소) 

누적강수량 562 mm, 평균기온 22.0℃, 일조시간 943시간으로 보고되었다(KMA, 2015). 충북 

옥천 농가의 벼 생육재배 기간인 5월부터 9월까지 누적 강수량은 385 mm, 평균기온은 21.2 

℃, 일조시간은 997시간으로 관찰되었다.

2. 조사내용

1차로 선정된 7개소 광역친환경 단지의 유기 벼 농가를 2015년 2~3월에 걸쳐서 방문하였

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장개요, 유기 벼 재배 과정 및 생산현황, 그리고 농가 애로사항과 기

본 토양화학성 분석 등을 포함하였다(Table 1). 토양화학성 분석을 위하여 0~20 cm 깊이의 

표토에서 토양오거로 토양을 무작위로 채취하였다(n=4). 채취한 토양을 밀봉하여 실험실에 

가져와서 토양시료를 7일간 풍건하였다. 이후 2 mm체를 통과한 미세한 토양을 이용하여 

토양 pH와 EC (electrical conductivity)를 1:5 (시료 : 증류수)법으로 회전식 진탕기에 30분간 

진탕하여 pH (FiveEasy pH Meter, Mettler-Toledo Inc., Schwerzenbach, Switzerland)와 EC미터

기(HI 2315 Bench-Top Conductivity Meter, Hanna Instruments Ltd., Schwerzenbach, Switzer-

land)로 측정하였다(RDA, 2011). 토양 내 전질소와 인산 그리고 칼륨 농도는 농촌진흥청의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RDA, 2003)에 의거하여 분석하였다. 전질소는 Kjeldahl법

을 이용하여 CN분석기(Variomax CN, ELEMENTAR, Germany)로 측정하였고,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을 이용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 (UV-2550, Shimadzu, Tokyo, Japan), 칼륨

은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PU 9000, Pye-unicam Ltd., 

Cambridge, England)로 분석하였다.

2차로 선정된 3개소 광역친환경 단지의 유기 벼 농가에서 시용된 퇴비와 구아노의 pH, 

EC, 전질소, 인산, 칼륨농도 분석을 토양화학성 조사와 마찬가지로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 

분석기준(RDA, 2003)에 의거하였다. 세 농가의 논토양의 화학성과 벼 생장을 최고분얼기(7

월 10일)와 출수기(8월 20일)에 관찰하였다. 이후 옥천 농가의 등숙기인 9월 5일에 마지막 

생육조사와 토양화학성을 분석하였고 전남순천과 장흥지역은 10월 5일경이 등숙기로 이때 

조사하였다. 토양화학성은 앞에서 언급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조사 시기마다 벼를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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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초장과 경수(줄기 수, 2엽 이상 전개한 것), 주간 직경과 줄기직경을 측정하였다(n=4). 

이후 수확된 벼를 건조기에 5일간 70℃로 건조시킨 후에 전자저울로 건물중을 확인하였고 

분쇄기로 마쇄하였다. 분쇄된 식물체 시료 0.5 g을 분해액(H2SO4 1,000 mL : H2O2 18 mL : 

Salicylic acid 6 g)으로 분해하여 전질소는 Kjeldahl법으로 측정하였고 인산은 ammonium 

vanadate법, 그리고 칼륨은 ICP를 이용한 원자흡광도 측정법으로 분석하였다(RDA, 2003).

등숙기에 수확한 벼의 엽신 부위에 간이 SPAD 502 meter (Minolta, Tokyo, Japan)로 엽색

을 측정하여 잎의 엽록소 함량을 추정하였다. 추가적으로 수량 및 수량구성 요소와 외관품

위를 관찰하기 위하여 수분 15% 내외로 통풍 건조 및 도정 후 농촌진흥청의 연구조사 분

석기준(RDA, 2003)에 따라 조사하였다. 수량구성 요소는 ha당 정조중(kg), 정현비율, 현미

천립중(g), ha당 쌀(현미) 수량(kg), 등숙비율(%)을 포함하였다(RDA, 2003). 쌀 외관품위 조

사는 1.7 mm체로 쳐서 체위에 남아 있는 구성비율 등으로 계산하여 완전립(%), 싸라기(%), 

분상질립(%), 피해립(%), 기타립(%) 등으로 구분하였다.

3. 자료분석

시험구당 4반복으로 난괴법으로 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자료분석은 SAS 

프로그램(SAS version 8/2, Cary, USA, 2001)을 이용하여 평균 간 분산분석하였다. 시험구의 

LEAD Variety

Estimated

T-N input

(kg ha-1 yr-1)

Crop

rotation

Livestock-

cultivation

Soil chemical properties 

pH 

(1:5)

EC

(dS m-1)

T-N

(%)

Av. P 

(mg kg-1)

K

(mg kg-1)

Suncheon Haepum 129 × ×  6.5±0.1ab1) 1.2±0.1a  0.27±0.01a 174.6±9.7b 0.21±0.01b

Sancheong Chucheong  75 Rye × 6.0±0.1c 0.6±0.1c 0.08±0.03bcd 37.5±11.4e 0.06±0.01d

Jangheung Dongjin 128
Italian

rye
○ 6.2±0.1bc 0.9±0.1b 0.11±0.01bc 73.4±11.3d 0.29±0.02a

Yeongam Saenuri  75 × × 5.3±0.2d 0.7±0.1bc 0.09±0.01bc 21.9±5.7e 0.09±0.00cd

Hamyang Chucheong  75 × × 6.6±0.1a 0.7±0.1bc 0.07±0.00cd 103.0±9.9c 0.05±0.01d

Okcheon
Milky

queen
319

Onion/

potato
× 6.4±0.1ab 0.6±0.1c 0.12±0.01b 321.8±7.3a 0.21±0.02a

Jeongseon Ohdae  75 Rye × 5.4±0.1d 0.4±0.0d 0.03±0.01d 50.4±8.0de 0.11±0.01c

1) Mean values (n=4) followed by same lower-cas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1. Soil chemical properties at a depth of 0-20 cm in rice paddy fields in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LEAD) in March, 2015



최현석 ․정석규240

평균간 차이는 one-way ANOVA를 실시하였으며, 95% 수준에서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로 평균간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Ⅲ. 결과  고찰

1. 장실사

광역친환경 단지 7곳을 대상으로 현장실사 한 결과, 강원지역을 포함한 중부지역은 조생

종인 ‘밀키퀸’(충북 옥천)과 ‘오대’(강원 정선)를 재배하였고 중부 이남지역은 중만생종인 

‘해품’, ‘추청’, ‘동진’, ‘새누리’를 재배하였다(RDA, 2015; Table 1). ha당 투입된 연간 예상 

전질소량은 옥천 농가에서 319 kg으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후작물로 양파와 감자를 생산하

기 위하여 시비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농가들은 ha당 75~129 kg으로 농촌진

흥청에서 권고한 농가 표준 질소 시비량인 100 kg 전후를 나타내었다(RDA, 2011). 대체적

으로 주력생산물(쌀)의 생산을 위하여 환경적 친화성을 염두 하였지만 순천, 영암, 함양 농

가에서는 휴경기에 후작물을 재배하지 않았다. 장흥 지역의 농가에서만 무항생제 가축을 

사육하여 나온 퇴비를 이용한 유기자재의 순환이 관찰되었고, 나머지 6개 농가는 대부분 

비료공급업체 및 농협에서 시판하고 있는 유기질비료를 시용하여 자원순환농업 취지에 다

소 부합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7곳의 이앙 전 0~20 cm 깊이의 논 토양의 pH를 조사한 결과 5.3~ 

6.6의 분포를 나타내었다(Table 1). 영암과 정선 농가의 토양 pH는 5.3~5.4로 벼 생육재배를 

위한 적정 pH인 6.5 (RDA, 2011)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토양 EC는 순천 농가에서 1.2 dS 

m-1로 가장 높았고 장흥에서도 높은 수준(0.9 dS m-1)을 보였다. 토양 전질소는 토양 EC가 

가장 높았던 순천 농가에서 높았고(0.27%), EC가 가장 낮았던 정선 농가(0.4 dS m-1)에서 가

장 낮았다(0.03%). 인산은 산청, 영암, 정선 농가에서 50 mg kg-1 이하의 낮은 수준을 보여

서 추가적인 인산 시용이 요구되었다(RDA, 2011). 토양 칼륨은 산청과 함양 농가에서 0.05~ 

0.06 mg kg-1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순천, 장흥, 옥천 농가의 토양화학성이 대체

적으로 이앙 전 벼 생육을 위한 적합한 수준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시기별 토양  식물체 무기성분 변화

2차로 선정된 3개소 광역친환경 단지의 유기 벼 농가에 시용된 퇴비의 pH는 장흥(9.4) > 

옥천(7.8) >순천(6.7) 순으로 높았다(Table 2). 옥천 농가에서 사용된 구아노의 EC와 전질소 

농도는 각각 35.0 dS m-1, 16.6%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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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organic fertilizer applied in rice paddy fields in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LEAD) in March, 2015

 LEAD pH EC T-N P K

Suncheon (Compost) 6.7±0.1 2.1±0.3  4.3±0.2 4.1±0.1 1.3±0.0

Jangheung (Compost) 9.4±0.0 6.7±0.9  0.9±0.1 0.7±0.2 2.1±0.3

Okcheon
Guano 3.4±0.1 35.0±10.5 16.6±0.0 0.4±0.0 0.8±0.0

Compost 7.8±0.4 6.1±3.3  1.1±0.3 2.0±0.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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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oil pH (Panel A) and electrical conductivity (EC; Panel B) at a depth of 0-20 cm 

in rice paddy fields in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in July, 

August, and September/October in 2015.

       Different lower-case letters on each mean value (n=4)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In fall season of soil pH and EC were observed on September 

for Suncheon and Jangheung and on October for Ok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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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il T-N (Panel A), P (Panel B), and K (Panel C) at a depth of 0-20 cm in rice 

paddy fields in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in July, 

August, and September/October in 2015.

       Different lower-case letters on each mean value (n=4)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In fall season of soil T-N, P, and K were observed on 

September for Suncheon and Jangheung and on October for Okcheon.

여름과 가을 동안의 시기별 토양 pH는 5.5~6.5 전후를 나타내었다(Fig. 2A). 순천 농가의 

토양 pH가 낮은 수준 이었는데 이는 비교적 낮은 pH를 함유한 퇴비를 투입한 것에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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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 EC는 시기에 상관없이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2B). 토양 전질소와 칼륨 농도는 투입된 퇴비의 전질소와 칼륨 성

분이 높았던 순천과 장흥 농가에서 각각 가장 높았다(Fig. 3A and 3C). 하지만 토양 내 인산 

농도는 그러한 경향이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는 음이온인 인산은 토양에서 양이온과 쉽게 

침전이 이루어지므로 투입된 유기자재에 의해 인산 농도의 차이가 희석된 것으로 추정된

다(Havlin et al., 2004; Fig. 3B). 

전질소, 인산, 칼륨 성분은 식물체내에서 이동성이 빠른 원소로서 생장점이 있는 어린 조

직으로의 이동이 급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성분 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pstein and Bloom, 2005). 유기 벼의 시기별 무기성분의 농도변화에 관

한 보고는 미미한데, 전질소, 인산, 칼륨의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Fig. 4A-C). 옥천 농

가의 경우 비료 시비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물체내 전질소와 인산 농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식물체 생장량과 건물중 증가(Table 3)에 따른 농도 희석 효과로 생각된다.

Table 3. Growth of organic ‘Haepung’, ‘Dongjin’, and ‘Milky queen’ rice grown in Suncheon, 

Jangheung, and Okcheon, respectively, in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

cultural districts (LEAD)

 LEAD
Plant ht.

(cm)

No. tillers

per hill

Plant 

diameter (mm)

Stem diameter

(mm)

Dry wt.

(g)
SPAD

June

Suncheon  38.5±1.0b1)  30.0±1.2a 36.8±1.2b  6.7±0.3a 19.1±2.9b -

Jangheung  41.9±2.6b  33.0±3.6a 27.0±0.7c  5.0±0.3b  5.5±0.4b -

Okcheon  88.3±1.0a  41.7±5.0a 47.5±4.4a  4.9±0.3b 47.7±7.4a -

July

Suncheon  51.1±2.3b  26.7±0.3a 43.7±1.6a  7.2±0.3a 26.0±3.1b -

Jangheung  53.9±2.0b  30.7±3.7a 47.8±3.7a  6.9±0.2a 30.3±3.4b -

Okcheon  80.5±2.2a  33.0±6.5a 46.5±3.4a  5.2±0.2b 45.6±2.8a -

August

Suncheon  75.9±2.0c 25.3±2.7a 36.3±1.3a  5.8±0.2a 51.7±3.8b -

Jangheung  85.7±1.3b 27.3±2.8a 31.0±0.7a  6.0±0.2a 71.4±6.6a -

Okcheon 102.2±2.3a 28.7±1.2a 40.1±4.3a  5.2±0.3a 81.1±3.0a -

September/October

Suncheon  80.6±2.0b  23.7±0.9ab 43.7±1.0a  5.5±0.2a 52.0±4.1a 19.5±1.5b

Jangheung  82.6±1.7b  18.3±1.0b 34.0±1.1a  5.2±0.2b 55.7±4.6a 27.6±1.4a

Okcheon  98.5±3.0a  29.7±2.3a 39.7±4.7a  4.7±0.2ab 63.4±4.4a 14.9±1.8b

1) Mean values (n=4) followed by same lower-cas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In fall season of growth parameters were observed on September 

for Suncheon and Jangheung and on October for Ok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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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lant T-N (Panel A), P (Panel B), and K (Panel C) in rice paddy fields in large- 

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in July, August, and September/ 

October in 2015.

       Different lower-case letters on each mean value (n=4)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In fall season of plant T-N, P, and K were observed on 

September for Suncheon and Jangheung and on October for Ok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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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벼 생육  외 품  비교

벼 초장과 분얼수는 옥천 농가에서 가장 높았지만 직경은 다른 두 곳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을 보였다(Table 3). 벼 건물중은 재배 중기까지는 옥천 농가에서 높았지만 수확 직전

에는 순천과 장흥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질소시비

량이 증가하면 도복지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Cho et al., 2011; Choi et al., 

2014), 비료시비량이 높았던 옥천 농가가 벼 초장이 길었지만 수확 직전에는 건물중의 증가

가 둔화되어 도복이나 병충해(도열병)에 대한 피해가 우려 되었다. 일반적으로 벼 잎의 전

질소 농도와 SPAD 수준은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데(Peng et al., 1993), 본 시험에서도 벼의 

전질소 농도가 높았던 장흥 농가에서 엽록소 함량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정조중, 정현비율, 그리고 현미수량은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4). ha당 현미수량은 국내 관행재배 평균인 4,960 kg 보다 적었지만 친환경 재배 평

균인 4,080 kg 보다는 증가하였다(Park et al., 2012). 현미천립중과 등숙비율은 쌀 수량에 영

향을 미치는데(Kim et al., 2009), 순천 농가에서 위의 두 가지 수량요소가 높은 수준이어서 

현미수량을 다소 증가시켰던 것으로 판단된다. 쌀의 외관품위는 전체적으로 완전립이 76~ 

82%로 낮은 수준이었다(Table 4). 저조한 완전립 형성율은 싸라기 발생율이 높았던 것에 기

인하고 있으며, 싸라기를 포함하는 불완전립의 발생율은 친환경재배 방식에서 높게 나타났

다고 보고(Cha et al., 2011)한 경우와 유사하다. 싸라기는 가공과정 중에 선별되어 분리되므

로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싸라기 발생이 20% 이상이면 쌀 

등급 기준으로 5등급(RDA, 2003) 이므로 싸라기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Table 4. Yield components and appearance quality of organic ‘Haepung’, ‘Dongjin’, and 

‘Milky queen’ rice grown in Suncheon, Jangheung, and Okcheon, respectively, in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LEAD) in 2015

 LEAD

Yield components Appearance quality

Rough

rice yield

(kg ha-1)

Brown/

rough rice

(%)

1,000-grain 

wt. of 

brown rice

Brown

rice yield

(kg ha-1)

Ripened 

grain (%)

Head rice 

(%)

Broken

rice (%)

Floury

rice (%)

Damaged 

grain (%)

The others 

(%)

Suncheon  6,197±215a1) 82.3±0.1a 21.4±0.0a 4,693±168a 79.8±0.1a 76.4±17.7a 21.8±17.0a 1.1±0.7b 0.6±0.1b 0.1±0.1a

Jangheung 6,193±239a 74.1±3.0a 21.9±0.2a 4,210±440a 71.6±3.0b 62.9±16.6a 34.4±16.9a 0.3±0.3b 2.1±0.3a 0.3±0.3a

Okcheon 6,333±586a 79.6±0.1a 19.5±0.2b 4,637±249a 77.1±0.1ab 82.2±12.0a 12.6±11.7a 3.8±0.6a  1.3±0.4ab 0.1±0.1a

1) Mean values (n=4) followed by same lower-cas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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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분수지 비교

전국 친환경 벼 재배를 한 124호 농가의 조수입은 2011년에 ha당 약 1,000만원 정도로 유

기재배 이전의 관행재배 방식 보다 약 200만원 이상 향상된 것으로 조사되었다(Park et al., 

2012). 본 시험에서 순천과 장흥 농가의 조수입은 약 760~770만원으로 4년 전과 비교하여 

감소 폭이 관찰되었다(Fig. 5). 2013년 이후로 유기농 인증 면적이 감소하면서 직불금 인상 

등의 정책(Kim et al., 2015)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기쌀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조

수입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옥천 농가는 약 1,623만원의 조수입을 

올렸는데 이는 조생종으로 품질이 우수하고 부드러우면서 식미가 우수한 품종 고유의 특

성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RD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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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stimated total gross production in large-scale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in 2015.

        Different lower-case letters on each mean value (n=4)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옥천 농가는 퇴비와 구아노의 비료시용량이 높아서 도복이나 병충해에 대한 감염, 그리

고 잠재적인 양분용탈(ha당 전질소 수지: 259 kg, 인산 수지: 389 kg, 칼륨 수지: 309 kg)에 

따른 환경오염이 우려되었지만 벼 수확 후 겨울철에 양파와 감자 등을 재배하였으므로 양

분용탈을 경감시켰을 것으로 사료된다(Fig. 6A-C). 또한 비료시용량을 늘리면서 영양생장이 

촉진되어 볏짚환원량과 쌀 수량이 증수되어 환경오염에 대한 가능성을 어느 정도 희석시

켰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벼 생체량 증가가 비료시용량에 따른 것인지 또는 품종(‘밀

키퀸’) 특성에 기인한 것인지에 관한 부분은 추후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구아노 시용량을 줄이기 위한 농업단지 내의 보다 활발한 자원순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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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되었다. 경축순환이 유일하게 이루어졌던 장흥 농가는 전질소와 인산 수지가 각각 43 

kg과 88 kg으로 가장 적어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내 경축순환체계에 가장 충실히 이행된 

농가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농가의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친환경 쌀

의 판로확대나 고급품종으로의 전환, 그리고 양분공급을 위한 유기자재의 올바른 선택과 

후작물의 재배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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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alance of T-N (Panel A), P (Panel B), and K (Panel C) in large-scale environ-

ment-friendly agricultural districts in 2015.

        Different lower-case letters on each mean value (n=4)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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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7곳(순천, 산청, 장흥, 영암, 함양, 옥천, 정선)의 농가를 대상으로 

2015년에 현장 실사한 결과, 단 1곳(장흥)만이 무항생 가축을 사육하여 나온 친환경 퇴비를 

이용하였다.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7곳의 0~20 cm 깊이의 토양 pH는 5.3~6.6, EC는 0.4~1.2 

dS m-1, 전질소는 0.03~0.27%, 인산은 22~322 mg kg-1, 칼륨은 0.05~0.29 mg kg-1이었고 특히 

정선 지역의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순천, 장흥, 옥천의 3농가만을 재배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을 때 시기별 토양 pH는 6.0 이상을 유지한 옥천 농가에서 

높았고 EC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기별 토양 전질소 농도는 순천 농가에서 

다른 농가 보다 0.1% 이상 높았고 인산과 칼륨은 옥천과 장흥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벼

의 전질소 농도는 장흥에서 가장 높았고 시기별 전질소, 인산, 칼륨 농도는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 초장과 분얼수는 옥천 농가에서 가장 높았지만 직경이나 SPAD 수준은 비슷하

거나 낮게 관찰되었다. 건물중은 수확 직전에는 주 당 52~63 g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정조중(kg), 정현비율(%), 현미수량(kg), 완전립(%), 싸라기율(%)도 농가 간에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연간 조수입은 조생종이면서 고급품종인 ‘밀키퀸’을 식재한 옥천 농가가 ha당 

1,623만원으로 가장 높아 농업소득 증대효과가 기대되었다. 하지만 옥천 농가는 후작물을 

재배하는 관계로 비료투입량이 높아서 전질소, 인산, 칼륨 수지가 ha당 200 kg 이상으로 가

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Submitted, January. 18, 2016 ; Revised, March. 4, 2016 ; Accepted, March. 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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