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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7) 염화칼슘(CaCl2) 처리농도에 따른 토양개량제와 벼과 3종의 
염류 저감 상승효과

김언·김태현·박지환·이유진·양지·이재만·김원태1)·박재현2)·주진희·윤용한
건국대학교 녹색기술융합학과, 1)연암대학교 환경조경과, 2)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1. 서론 
눈으로 인한 도로나 가로변의 빙결 방지를 위해 제설제를 살포하는데, 그 성분에는 염화칼슘(CaCl2), 염화나

트륨(NaCl), 비염화물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염화칼슘을 주로 사
용하고 있다(신진호 등, 2001). 하지만 이러한 염화칼슘에는 염소이온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식물의 생장에 영
향을 끼치며, 농도 5%의 염화칼슘에서는 거의 모든 식물이 고사할 정도로 식물에 대한 피해가 크다(신승숙 
등,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염화칼슘의 처리농도에 따른 갈대, 수크령, 억새 등 벼과 3종의 생육특성과 각 
수종별 내염성 및 토양개량제의 제염효과를 살펴봄으로써 가로변 염해 피해지의 자생초화류 식재 시 수종선정 
및 토양개량제의 현장적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본 연구는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내 유리온실에서 실행하였다. 공시식물로

는 억새, 갈대, 수크령의 벼과 3종을 사용하였으며 일반 원예용상토 외에 하이드로볼, 활성탄 2종류의 토양
개량제를 사용하였다. 실험구 조성은 염화칼슘 처리농도 비율에 따라 0 g/L(Control), 1 g/L, 2 g/L, 5 g/L, 
10 g/L 총 5가지의 처리구로 구분하였다. 식물과 토양개량제의 염류저감 상승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Cont. 
(Plant), H.P (Hydrobol+Plant), AC.P (Active Carbon+Plant)로 조성하였다. 모든 실험구는 2주에 한 번씩 각각 
처리구의 농도별로, 토양개량제 처리구는 염화칼슘 10 g/L 농도로 관수하였다. 식물생육은 초장, 엽장, 엽폭, 
엽수 등을, 식물생리는 생체중·건조중 등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각 처리구별 토양 침출수로 토양 전기전도도
(EC), 토양 산도(pH), 염류성 치환성양이온 함량 등을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억새, 갈대, 수크령 모두 염화칼슘 처리 농도에 따라 Cont.> 1 g/L > 2 g/L > 5 g/L > 10 g/L 순으로 생육이 

양호하였으며, 수종별로는 갈대 > 수크령 > 억새 순으로 갈대가 가장 내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개
량제의 경우 H.P > AC.P > Cont. 순으로 하이드로볼을 첨가한 처리구에서 식물의 생육과 생리가 가장 양호하
였다.

전기전도도의 경우 염화칼슘의 농도처리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측정기간이 증가할수록 전
기전도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염류성 치환성양이온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염화칼슘의 농도가 높아질수
록 칼슘(Ca2+), 나트륨(Na+) 등의 이온농도가 증가하였으며, Cont. > AC.P > H.P 순으로, 하이드로볼이 염화칼
슘 저감효과가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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