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막한 겨울 들녘을 풍요롭게
경관겸용 풋거름작물 재배기술

겨울철은 땅에서 자라는 식물이 없어 땅이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추운 날씨에 땅의
온도가 떨어지고, 토양 및 양분 유실이 큰 시기다. 이는 겨울철 농경지에 작물을
재배하면 해결되는데 겨울 동안 비닐하우스와 같은 시설 없이 재배 가능한 작물이
바로 경관겸용 풋거름작물이다.

가을에 씨뿌림된 풋거름작물 종자는 싹이 터서 겨울나기 전까지 생육하고 겨울
동안은 생육이 정지되었다가 이듬해 봄에 다시 재생된다.

대표적인 경관겸용 풋거름작물로는 녹비보리, 호밀, 헤어리베치, 크림손클로버, 유채,
자운영 등 16여 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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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씨뿌림 경관겸용 풋거름작물의 특징

경관겸용 풋거름작물은 파종 후부터 꽃이 필 때까지 농경지나 그 주변에 재배되어 경관을
조성하는 경관작물로 이용하고, 꽃이 핀 후에는 토양에 환원하여 농경지에 유기물 및
양분 공급 등을 통하여 작물 생육을 좋게 만들어 주는 작물을 말한다.

가을에 씨뿌림하는 경관겸용 풋거름작물은 추위에 견디는 힘이 강하여 9~11월 상순까지
씨뿌림이 가능하며 씨뿌림 시기는 빠를수록 더 많이 월동된다.

가을에 씨뿌림된 종자는 월동 전까지 생육이 진행되고 온도가 낮은 12월이 되면 생육이
정지되었다가 이듬해 기온이 따뜻해지는 2월 하순 이후에 다시 생육을 시작한다.

꽃피는 시기 또는 이용 시기는 이듬해 봄인 4~6월 사이에 가능하고 풋거름으로 활용할
때는 다음 작물 이앙(씨뿌림) 15일 전에 흙갈이하여 이용하는 것이 다음 작물 발아 및
생육에 좋다.

경관작물을 휴경기간에 재배하면 식물체가 자라는 동안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배출하여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낮추어 주고 대기를 정화시켜
준다.

이른 봄 푸르게 가꾸어진 농경지는 2월 하순부터 5월까지 농촌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과 휴식공간을 제공해 준다.

가을 씨뿌림 경관겸용 풋거름작물 재배 방법

경관겸용 풋거름작물은 논, 밭, 하천, 도로변, 화단 등 우리나라 어디라도 재배가 가능하다.

씨뿌림은 대부분 종자를 이용하여 실시하고 씨뿌림 방법은 산파, 조파, 점파, 상자파 등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재배 지역의 여건에 맞게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목적에 따라 씨뿌림할 때 한 종자를 씨뿌림는 방법과 두 종류 이상의 종자를
혼합하여 씨뿌림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종류의 작물을 섞어서 파종할 때 볏과와 콩과
작물을 같이 씨뿌림하여 재배하면 두 작물의 단점을 보완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농경지에 씨뿌림할 때 농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세조파기 등 농기계를 이용하면 씨뿌림과
수확 작업이 편리하다. 농기계를 이용하여 씨뿌림할 때 작물 심는 거리는 겨울작물(보리,
밀 등) 재배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씨뿌림 및 관리해 주면 된다.

논에 씨뿌림할 경우에는 습해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배수로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밭: 탄수화물 9.6톤/ha 생산 및 산소 10.2톤 배출‣
논: CO  6.13/ha톤 흡수, O  4.46톤 방출, SO  1.96톤 흡수‣ 2 2 2

경관조성을 할 때 보리(초록색), 크림손클로버(빨강색), 헤어리베치(보라색)으로 한 작물을 재배하여 경관조성을
하기도 하지만 보리+크림손클로버, 보리+헤어리베치 두 종자를 섞어서 씨뿌림하면 초록+빨강, 초록+보라색의 두
색상이 어우러져 경관을 조성 해 준다.

‣

보리+헤어리베치를 같이 씨뿌림하면 볏과작물인 보리는 건물생산량이 높아 유기물 공급효과를 제공하고
콩과작물인 헤어리베치는 질소생산력이 높아 양분공급과 볏과작물인 보리의 부숙을 빨리 진행하게 도와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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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가을파종 경관작물의 생육사진

가을파종 경관작물 재배방법

대표적인 가을 파종 경관작물

구 분 볏과 작물 (4) 콩과 작물 (7) 기타 작물 (5)

작물명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밀, 보리, 호밀

헤어리베치,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크림손클로버, 살갈퀴, 알팔파, 자운영

꽃양귀비, 수레국화,

유채, 감국, 산국

볏과 작물(청보리) 콩과 작물(크림손클로버) 기타 작물(유채)

녹비작물의 화학비료 대체 효과

경관 겸용 녹비작물을 통한 양분 공급력

- 질소공급력: 헤어리베치 90～100%, 자운영 70%, 녹비보리 40%

작물명 생체중 (kg/10a) 건물중 (kg/10a)
양분공급능력(성분량, kg/10a)

질소 인산 칼리

헤어리베치 2,000 - 14 4 16

자운영 2,000 - 8.2 2.6 7.0

호 밀 2,760 549 6.0 1.6 3.8

경사지 토양유실 억제 효과

- 경사지 토양에 헤어리베치를 재배하고 무경운으로 다음 작물을 재배하면 일반 경운재배에 비하여 토양 유실 정도가 감소함

구 분

수원 ('01) 홍천 ('00～'01) 대관령 ('01)

유실량
(kg/10a)

지수
(%)

유실량
(kg/10a)

지수
(%)

유실량
(kg/10a)

지수
(%)

헤어리벳치 피복(무경운) 372 4 6.6 2 150 11

헤어리벳치 녹비(경운) - - 69.9 23 - -



나지·관행(경운) 10,067 100 310 100 1360 100

휴경지 관리 기능

헤어리베치를 이용한 휴경지 잡초발생 억제효과 ('04～'05, 식량원)
- 휴경지 관리방법: 파종(9～10월 중순)→ 생육기간(이듬해 5～6월)→ 개화(6～7월)→ 종자결실→ 재발아(7～8월)
- 잡초 억제효과(%) : 8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