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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액의 정  제어  이온의 EC 기여도 분석  

손정익 

서울 학교 원 학과 

Precise Control of Nutrient Solution and Analysis of Ionic Contribution 

to EC Re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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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oilless culture system with the precise control of nutrient 

solution was developed and the time changes of ionic contribution to EC 
reading was analyzed. The measuring device designed was able to wash elec-
trodes cleanly and to measure the pH and EC of nutrient solution stably in the 

box. The nutrient supply system using metering device was also able to control 

the EC and pH within ±0.05mS/cm and ±0.05, respectively. Under the EC 

control, activity coefficients of all ions decreased with time as ionic concen-

trations of SO4, Mg and Ca increased due to the selective nutrient absorption 
by plants. Time changes of ionic contribution to EC reading could be calculated 
using equivalent ionic conductivities and activity coefficients obtained by 

numerical analysis.

Additional key words: activity coefficient, equivalent ionic conductivity, 

metering device,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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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chematic diagram of multiple 
soilless culture systems with measuring 

and control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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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measuring system of pH in mul-

tiple soilless culture systems.

서    언

양액재배에서 양분의 정 제어는 작물 생육

에 매우 요한 향을 미친다(Kreij, 1995). 

최근 양액의 계측  제어 기술의 발달과 함께, 

정 양액조성에 한 연구와 병행하여 양액제

어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궁

극 으로 기의 양액조성이 이상 이 아니더

라도 시간경과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이온을 선

택 으로 공 할 수 있다면 충분한 양액 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양액계측 기

술이 완벽하지 못한 시 에서는 실용화가 불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경험 으로 보완하는 방

법이 시도되고 있다(Morimoto 등, 1992; Pa-

padopoulos, 1998).

재 보편 으로 사용되고 있는 양액제어 방

법은 기 도도(EC)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

법으로, 양액 에 이온상태로 녹아있는 양분의 

EC를 측정하여 겉보기 농도로 사용하는 방법이

다. 양액의 EC는 양액 에 리된 개개의 이온

의 도도의 합으로 표시하며 경험 인 실험식 

등의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추정 가능하다

(Griffin과 Jurinak, 1973; Son과 Okuya, 

1991; Son, 1996). 따라서, 양액의 EC를 정확

하게 계측한 후,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근거로 

하여 다양한 정  양액 공  장치 등을 이용한 

양액의 EC 제어가 필요하다(손과 박, 1998).  

한, 양액의 EC가 일정한 상태에서 공 되

는 양액 의 각 이온성분과 작물이 흡수하는 이

온성분의 차에 의하여 시간 경과와 함께 양액

의 이온농도가 변하게 된다. 결국, 각 이온농도

가 양액의 EC에 기여하는 비율이 변화되기 때

문에, 효율 인 양액제어를 해서 제어상태에

서의 이러한 변화 패턴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

다(손, 1994).

본 연구는 정 하게 양액의 pH, EC 제어를 

한 양액 계측  제어 시스템 개발과 EC 제

어하에서의 양액 의 각 이온이 EC에 기여하

는 정도를 분석하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재료  방법

양액재배시스템  양액계측/제어시스템 구성

본 시스템은 컴퓨터에 의한 계측/제어 시스템 

부분, 양액재배장치를 포함한 재배장치 부분, 

양액센서를 포함한 계측 장치 부분으로 구성되

어 있다. 계측/제어시스템은 컴퓨터(PC), A/D 

converter  Relay driver로 구성되어 있다. 

제어방식은 일정 목표값을 유지하는 방식을 사

용하며, 복수의 양액재배시스템을 제어하기 

하여 스 치를 사용하여 차례로 상을 바꾸는 

환방식을 사용하 다. 

양액재배장치는 pH, EC, 양액온도, 양액공

시간, 양액측정장치 등으로 구성하 으며 독

립 인 베드를 3개 사용하 다. 작물은 상추를 

재배하 으며 실내온도는 분무냉각방법에의하

여 고  온기에도 28℃이하를 유지하도록 하

다. 양액재배장치는 재배용 베드, 양액탱크, 측

정조, 물공   센서 세척용 탱크, 농축양액 주

입장치, 각종 펌   자밸 로 구성되어 있

다(Fig. 1). 

계측장치는 기본 으로 pH, EC, 액온의 계

측이 가능하며 각 측정조에 설치된 pH  EC 

극에서 출력된 기신호는 기 으로 연

성이 높은 릴 이를 통하여 본체에 입력된다. 

따라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pH, EC 미터 각 

1   측정하고자 하는 베드수 만큼의 극으

로 원하는 베드의 양액을 순서 으로 계측할 수 

있다(Fig. 2).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각 센서의 

보정과 기  스 치에 의한 극의 기신호

( 류)의 출이다. pH의 경우는 유리 극보다 

항이 작은 고 연 항 릴 이(10
13 Ω)를 사

용하 고, 각 극의 pH의 주기  보정은 수치

인 방법을 사용하 다. 한 EC계측의 기본

인 온도보정은 25℃에 근거하지만 정확하게 

보정하기 하여 양액온도를 기 으로 실험

으로 구한 보정계수를 용하 다. 

양액의 EC에 한 각 이온의 기여 비율 추정

각 이온의 체 도도에의 기여도는 이온의 

활동도에 의한 방법(水野, 1984; Son, 1985) 

등 다양한 방법이 용이 가능하지만, 이온의 

당량과 이동도의 함수에 의하여 보다 정확히 표

기될 수 있다(eq. 1). 여기서 양액농도가 낮기 

때문에 양액 의 이온의 당량이온 도도의 비

는 극한이온당량 도도의 비와 동일하다고 가

정하 다. 정확한 값을 구하기 해서 몰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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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Ca Mg NH4 NO3 SO4 H2PO4  Na

Ion radius(Å)  3.0  6.0  8.0  2.5  3.0   4.0   4.5   4.5

Limit equivalent ionic 
conductivity(Ω‧cm2‧mol-1)

73.5 59.5 53.5 73.55 71.46  80.02  36.0  50.1

Table 1. Ion radius and limit equivalent ionic conductivity.

      Meters

ClipperP

Water

P

Pump

Nutrient

Solution

Electrodes

Measuring

Box

Valve

Water

Waste

Nutrient solution tank

Nutrient
solution

Tank

Fig. 3. A schematic diagram of the 
measuring device attached in each 

culture system.

5.0

5.5

6.0

6.5

7.0

0 1 2 3 4 5

Time of day

pH

0.8

1.0

1.2

1.4

1.6

1.8

E
C

(m
S/cm

)

pH EC

Fig. 5. Controlled pH and EC in the 

nutrient solution.

A B Acid Alkali
Tanks

Nutrient
tank Overflow

Constant
volume

Valve

A
Sol.

B
Sol.

Acid Alkali

Fig. 4. A precise supply system of nutrient 

solution using a metering device.

신에 활동도(activity)를 사용할 경우는 용액

내의 화학  평형상태를 만족시키는 값을 구해

야 한다. 배양액 의 화학평형상태를 구하기 

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 다(Adams, 1977). 

이 때 사용된 이온의 반경  극한 이온당량

도도는 Table 1과 같다.       

                   

t i=
|z i|α iλ i
∑|z|αλ

≃
|z i|α iλ i∞
∑|z|αλ∞

　　  (eq.1) 

단, t: EC 기여도, α: 이온활동도, λ: 당

량이온 도도, λ
∞

: 극한당량이온 도도, i: 임

의 이온을 나타낸다. 

  

화학평형상태를 구하는 순서는, Ai의 기치

에 임시로 Ci를 입해서 배양액의 이온강도(I)

를 구한다(eq. 2). Debye-Hückel의 식으로부

터 활동도계수( r i)를 구한다(eq. 3). 이온의 몰

농도와 활동도계수로 부터 활동도(Ti)을 구한다

(eq. 4). i  j 이온의 활동도와 평형정수(Kij)를 

이용해서 이온페어(Pij)를 구하여 최 의 몰농도

(Ci)에서 이온페어를 뺀 량을 Ai로 설정한다(eq. 

5). 여기서 구한 Ai를 다시 최 의 식(eq. 2)에 

입하여 동일한 작업을 반복한다. 여기서, Cl
-
 

 NO3
-
은 양이온과 이온페어를 이루지 않고, 

PO4
3-
는 H2PO4

-
의 형태로 존재하며, 이온페어

의 활동도계수는 1이라고 가정하 다.

I=
1
2 ∑(Ai.z

2
i )       (eq. 2)

- logr i=
Azi I

1+Bai I
(eq. 3)

Ti= r iAi (eq. 4)

Ai=Ci-∑
TiTj
Kij

(eq. 5)

단, z: 이온의 하, I: 이온강도, A  B: 

0.509  0.329(1기압, 25℃), a: 이온반경

(Å), A: 이온의 실질  몰농도(화학평형상태의 

몰농도의 최종치), r i : 활동도계수, T: 이온의 

활동도(meq), C: 몰농도의 측정치, P: 이온페어

의 몰농도, K: 평형정수. 여기서, i는 임의의 이

온, j는 i와 반 극성을 가진 이온, ij는 i  j 

이온의 결합물을 의미한다.

결과  고찰

측정조를 이용한 안정  양액계측 장치  

안정 인 측정을 하여 양액계측은 양액탱

크가 아닌 각각의 양액재배시스템에 설치된 별

도의 측정조에서 실시되었다(Fig. 3). EC의 측

정에 큰 향을 주는 기포를 제거하기 하여 

측정조 상부에 별도의 용기를 설치하 다. 용기

에 양액을 주입하여 측정조에 자연 낙하하는 방

식을 채택하 다. 깨끗한 물로 채워져 있는 측

정조의 물을 배수시킨 후, 양액을 1회 공 -배

수시킨 후,  2회째 공 된 양액에 하여 측정

을 실시하 다. 측정한 후에는 양액은 탱크로 

보내어 지고, 측정조의 센서는 다시 세척용 물

로 세척된 후, 깨끗한 물로 채워지게 된다. 이

때, 양액  세척용 물의 공  펌   측정조 

하단의 밸 는 컴퓨터에 의한 기신호에 의하

여 제어되었다. 이 장치를 이용하여 양액의 안

정 인 계측이 가능하 다(Fig. 5). 

정량조를 이용한 Overflow 방식의 정  양

액제어 장치

Overflow 방식을 이용한 양액공   제어 

방식은 비용이 렴하면서 높은 정도의 양액제

어의 실 이 가능하다. 양액공 장치는 농축액 

공 부분, Overflow방식에 의한 양액 정량조 

부분, Overflow된 양액의 회수부분과 이러한 

공 / 단을 제어하는 압용 자밸 로 구성

되어 있다(Fig. 4). 물론 공 부분의 농축탱크와 

정량조의 크기는 양액재배 면 에 따라 히 

조정하면 가능하다. 한 사용되는 밸 는 력

에 의하여 움직이지만, 펌 를 사용하여 공 할 

수도 있다.  

일단 밸 의 개폐시간과 유출량과의 계는 

시험 으로 구하여 정량조의 기본량의 120%정

도를 유출시킨다. 약간 많은 부분(20%)은 일정

한 깊이로 설정된 이 의 상부의 구멍을 따라 

하부의 탱크로 떨어진다. 하부의 Overflow용 

장의 양액은 재차 사용된다. 이미 정량조에 

유입된 일정량의 양액은 정량조 하단의 밸 의 

조작에 의하여 스 치 방식에 의하여 지정된 양

액베드로 이동하게 된다. 양액의 공 량은 사

에 양액 종류  농도에 하여 실험 으로 구

한 정곡선을 사용하여 결정하 고, 추가 으

로 Feed back 방식을 사용하 다. 이때 모든 

밸 의 조작은 컴퓨터의 신호에 의하여 제어되

었다.

정량조를 이용한 Overflow 방식의 양액제어

를 이용하여 복수 양액재배시스템의 pH  EC

를 제어한 결과, EC의 경우는 온도보정 상태에

서 ±0.05mS/cm, pH는 ±0.05 범 에서 고정

도의 제어가 이루어졌다(Fig. 5). 

양액 의 이온농도, 활동도계수의 변화  각 

이온의 EC 기여도 추정

양액 의 각 이온의 농도변화는 작물의 특성 

 환경에 따라 변한다. 본 실험에서는 상추를 

정식후 3일후부터 EC 2mS/cm를 유지하면서 

양액 의 각 이온농도의 변화를 본 것으로, 양

액의 pH 조정을 하여 H2SO4를 사용하 기 

때문에 H2SO4의 한 증가가 나타났다. 양분

흡수 특성에 의하여 반 으로 Ca와  Mg 이

온의 상승과 NO3와 K 이온의 하강이 하게 

나타났다(Fig. 6). 

1가 이온과 2가 이온의 활동도계수는 각각 

0.8-0.9, 0.6-0.7 사이에서 변하 고, 시간 경과

와 함께 각 이온의 활동도계수가 감소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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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냈다. 이것은 H2SO4, Ca, Mg 등의 2가 

이온의 증가와 함께 이온강도의 증가에 따른 활

동도계수의 감소로 사료된다(Fig. 7). 

Fig. 6  Fig. 7의 결과와 eq. 1을 이용하여 

각 이온이 양액의 EC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석

한 결과, 체 으로 양액의 이온농도의 변화와 

유사한 결과를 보 으며, 양액 의 Mg, Ca 이

온 등은 잔류 양액 의 농도가 증가함에도 불구

하고 양액의 EC에 기여하는 정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8). 

이것은 Ca  Mg등의 2가이온은 이온자체

의 극한 당량이온 도도가 상 으로 낮고, 활

동도계수가 시간에 따라서 감소되기 때문에 양

액 의 이온 증가분이 상쇄된 결과라고 단된

다. 농도 EC제어하에서는 이온증감이 크기 

때문에 상 으로 이러한 경향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실제로 일정성분의 양액공 에 의한 EC제어

를 실시할 경우, 내부의 이온의 비율이 변하여 

Fig. 8의 결과와 같이 1가이온의 흡수와 2가 이

온의 잔류가 계속되면, 상 으로 농도의 1

가이온이라도 EC기여도가 높게 되며, 고농도의 

2가이온이라도 EC 기여도가 낮게 평가된다. 

이러한 결과는 계속 으로 양액의 EC 하

를 유도하며, 일정한 EC를 유지하기 한 양액 

공 을 필요성를 래한다. 따라서 일정한 성분

의 양액을 계속 으로 공 할 경우, 양액 의 

이온 성분의 변화에 무 하게 공 되는 양액 성

분에 의하여 1가이온의 감소와 2가이온의 증가

를 수반한 이온성분의 불균형을 가속시키게 된

다. 양액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해서는 양액성

분 측정에 의한 이온성분의 변화를 정확하게 

악할 필요가 있다.  

    록

정  양액제어를 하여 양액재배시스템  

고정도의 양액의 계측/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제작하 고, EC 제어하에서 양액 의 각 이온

이 EC에 기여하는 비율을 추정하 다. 양액재

배시스템에 별도의 측정조를 사용하여 센서의 

세척  측정이 가능하

도록 설계하 고, 1 의 

본체로 복수의 양액재배

시스템의 정  계측이 

가능하 다. 한 정량

조를 이용한 Overflow 

방식의 양액공 장치에 

의하여 양액제어 결과, 

EC ±0.05mS/cm, pH

±0.05 이하의 범 에

서 양액의 정  제어가 

가능하 다. EC 제어상

태에서 양액 의 2가이

온의 증가와 활동도계수

의 감소가 나타났고, 활

동도계수와 당량이온

도도를 이용한 양액 의 각 이온의 EC기여도의 

변화 내용이 확인되었다.

추가주요어: pH, 활동도계수, 정량조, 당량이온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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