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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에서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유기물 함량이 낮은 새만금간척지에서 토양 개선을 위하여 바이오매스가 높은 케나프를 생육에 따라 투
입시기 별 분해 특성 평가를 위해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험 장소는 전북 김제시 광활면 광활시험지 내 국립식량과학원 포장에서 수행하였으며,
케나프 시험품종은 홍마 74-3를 이용하였으며, 파종 후 50일, 90일, 120일, 150일 후에 환원하였다. 케나프 분해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각 생육시
기 때 예취한 건조 케나프를 잎, 줄기는 5cm 내외로 절단한 80g과, 절단하지 않은 뿌리 30g을 litterbags (20 cm x 20cm)에 넣어서 5반복으로 표토
0 ~ 20 cm 내에 매립하였다. 매립 후 30, 60, 90, 210일에 수집하여 수돗물로 세척한 후 105℃ 오븐에서 건조한 후 분석하였다. 시험결과는 케나프
생장기간 동안 바이오매스는 생육 120일차에 3,287kg/10a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개화기 이후까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건물률은 생육 150일
차에 32.8%로 가장 높았다. 케나프 분해특성 평가는 생육 50일차에 환원한 케나프는 30일 경과 후 남아 있는 지상부 건물중이 27.9%였으며, 210
일차에는 17.5%였다. 생육 90일부터 150일 처리구도 30일 경과시 78.0 ~ 84.4%의 범위를 보였으며, 210일 경과 후 39.2 ~ 42.0 % 까지 분해되었
다. 추후 건물률과 분해에 관한 상관관계, 리그닌 등 성분 함량 분석이 필요해 보이며, 각 시기별 분해 지수를 활용한 고찰이 필요로 할 것으로 판
단된다.

Introduction
간척지 숙전화를 위해서 유기자원을 재배한 후 적정시기에 환원하여 유기물
등 지력을 증진할 수 있다. 특히 유지자원들은 특히 새만금간척지 같은 사양
토에서 탄소 축적에 대한 장기간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데
(Samahadthai et al., 2010), 케나프 (Hibiscus cannabinus L.)는 아욱과
(Malvaceae)에 속하며 1년생 C3 작물이며 인도와 아프리카가 주 원산지인
온난 계절 섬유 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케나프가 사료, 바이오매스용, 연
료생산 등으로 활용되면서 가치가 높아지고 있으며, 작물의 뿌리, 줄기, 잎 등
작물의 조직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들은 생장기간과 생육시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Rowell and Han, 1999), 토양 유기물 증진을 위해서 케나프 재배 후
환원하기 위해서 적정 환원시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Figure. 2 Changes in C:N ratio from decaying Kenaf over time in
litterbags.

Materials and Methods
 Experimental Site
- Saemangeum Reclaimed Tidal Land (35°46’N, 126°37’E) in Korea
 Experimental period : 2020 - 2021
 Treatment : 50, 90, 120, 150 day after planting
 Type of organic resource : Kenaf (Hongma 74-3)
 Litter type : above, below in litterbags (20 x 20 cm)
 Decomposition depth : 0 ~ 20 cm

Figure. 3 Changes in percent of mass remaining in litterbags with
kenaf above and below biomass over time.

 Sampling date : 30, 60, 90, 210 days

Results
<Growth period 50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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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wth period 150 days>

Figure. 4 Nutrient content remaining from decaying Kenaf over
time in litterbags. (%)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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