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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용액 채취를 위한 토성별 한계수분함량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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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oil moisture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availability and circulation of nutrients in arable soil.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et thresholds moisture content on soil nitrate concentration in the solution for real-time diagnosis. 
Sandy loam, silt loam, and sandy loam was filled with 1.2 g cm-3 at Wagner pots, 0, 100, and 200 mg L-1 of KNO3

was saturated. Nitrate in standard solution was recovered about 95% by passing the porous cup. Nitrate concentrations 
in sampling of soil solution were examined by using a porous cup. The soil solution was higher in accordance with 
sandy loam> silt loam> clay loam, limited water filled pore space for sampling soil solution was 33.7, 56.4, and 62.2%, 
respectively. Nitrate concentration in the soil solution was negligible at sandy loam and silt loam during sampling periods, 
which was decreased about 50~82% in clay loam compared to the initial NO3-N concentration in the saturated KNO3

solution. Over limitation of soil solution sampling, soil EC and NO3-N content were increased with the saturated NO3-N 
concentration, regardless of soil texture (p <0.05). Conclusively, soil solution by using a porous cup was possible, regardless 
of the soil texture, which was useful for the diagnosis in nitrate concentration of soil solution. However, because nitrate 
concentration of soil solution in a clay loam changes, it was necessary for careful attention in order to take advantage 
for the real-time diagnosis of nitrogen management in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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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시설재배는 연중 작물생산이 가능하여 무기질비료 및 유

기자원의 지속적인 시용으로 양분불균형과 염류집적이 발

생되고 있다(Pang et al., 1997; Lee et al., 2009). 비료의 

과다시비는 필요 이상의 양이온(K
+
, Ca

2+
, Mg

2+
, Na

+
)과 

음이온(NO3
-
, Cl

-
, SO4

2-
, HPO4 등)을 침전형태로 표층토

에 집적시켜 토양의 EC(electrical conductivity) 값을 크

게 높이게 된다(Jung et al., 1994). 이러한 결과 작물로 

토양수분이 저해되고, 토양하층으로 양분이 이동되어 지하

수오염이 유발하기도 한다(Johnes, 1996; Lee et al., 

1999).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준시비량이나 농가에서 습관

적으로 비료를 시용하고 있으며, 특히 작물 수량을 위해 

토양 EC에 영향력이 가장 높은 질소원을 무분별하게 사용

하고 있다(Lee et al., 2001; Jung et al., 1994). 그러므로 

시설재배지 양분과다집적 및 양분용탈을 예방하기 위해 토

양검정 및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분의 양을 고려한 합리적

인 시비가 요구된다.

최근 시설재배는 토양수분과 양분공급을 위해 관비재배

를 이용하고 있다(Hedge, 1997). 관비재배는 작물생육에 

알맞은 물과 양분을 필요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과량의 관수보다는 적정량의 잦은 

관수가 물의 이용효율을 높이고, 적절한 비료의 분시를 통

해 비료이용효율 향상과 작물의 수량 및 수량을 향상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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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il properties used the test.

Texture pH EC OM Av.P2O5

Ex.Cation Extractable N

K Ca Mg Na NH4-N NO3-N

(1:5) (dS m-1) (g kg-1) (mg kg-1) --- (cmol kg-1) --- -- (mg kg-1) --

SL 5.9 0.61 19.7 525 0.13 2.21 1.5 0.01 7.6 26.5

SiL 6.4 4.91 19.8 357 0.27 3.04 1.3 0.02 11.5 114.6

CL 7.9 0.66 24.3 875 0.66 3.06 1.7 0.02 5.8 11.2

다(Miller et al., 1976; Cook and Sanders, 1995). 그러나 

토양 비옥도 상태에 따라 작물의 수량효과는 현저한 차이

가 있으나, 경험적으로 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시설재배지내에 및 토양 EC와 더불어 가용성 NO3-N 함량

이 축적되고 있으며, 작물체내에 NO3-N 함량이 축적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Lee et al., 2001). 따라서 시설재배

지에서 작물생육에 맞은 적정 관비농도를 조절은 토양염류

집적을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토양용액은 하층으로 이동하는 무기태 질소의 침투 및 

용탈량 평가에 활용되어 왔다(Lee et al., 1995; Han et 

al., 1998; Roh et al., 1999). Lim 등(2001)은 시설오이 

재배농가에서 토양용액 중 NO3-N 농도와 수량과는 밀접

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바 있다. 또한 Hong 등(2001)은 

작물의 NO3-N 축적은 질소시비량과 유의적인 정의상관관

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토양용액의 적정 NO3-N 

농도 관리는 작물생육에 알맞은 적정 질소공급을 유도가 

가능하여 시설재배지 염류집적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된다. 토양용액의 NO3-N 농도 평가는 시설재배지에서 적

정 질소시비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토양 수분과  

및 질소에 대한 토양용액을 채취 조건에 대한 연구는 미미

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설재배지에서 토양용액 채취를 위

한 한계수분 함량을 평가하고자 토성별 토양용액 채취 및 

NO3-N 농도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작물재배 기간 중 

실시간 웃거름 질소시비량을 조절을 위한 시설재배지 적정 

관수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다공성 세라믹의 투과조건

토양용액이 다공성 컵에 투입 전과 투입후의 농도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사용된 다공성 세라믹은 컵은 Al2O3 

재질로 직경 200 mm, 높이 500 mm 이었고, 약 7 ㎛의 공극

을 가지고 있었다. 토양 용액의 투과속도는 60 kPa 이상 감

압하는 조건에서 1.82 ±0.21 mL min
-1
으로 일정하였다. 다

공성 세라믹에 표준용액의 투과효율을 산정하고자 질소단용

은 NH4NO3, 질소와 가리는 KNO3, 삼요소(NPK)는 NH4NO3

와 K2HPO4 시약을 이용하여 N, NK, NPK의 0, 100, 200 

mg/L 표준용액을 제조하였다. N, NK, NPK 표준용액 1 L에 

다공성 컵을 놓은 후에 자동용액 채취기(UMS)로 60 kPa 

(1.5 mL/min)로 감압하여 표준용액을 다공성 컵에 투과시

켰다. 그리고 투과된 표준용액 중 NH4-N과 NO3-N 자동질

소분석기로, pH와 EC를 pH 및 EC 미터로 측정하였다.

2. 토양 충진

토양용액 채취를 위한 한계 토양수분 함량을 설정하기 위

해서 Table 1과 같이 사양토, 미사질양토, 식양토인 시설토

양을 채취하였다. 토양시료는 풍건하여 2 mm 체를 이용하

여 조제하였다. 사양토와 식양토의 가용성 질소 함량은 34.1

과 17.0 mg kg
-1
 이었고, 특히 식양토의 pH는 7.9로 암모니

아 질소 휘산이 발생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 미사질 양토는 

EC와 NO3-N 함량이 각각 4.91 dS m
-1
, 114.6 mg kg

-1
으로 

다른 토성에 비해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Table 1). 각 

토성별 토양수분을 비교하기 하고자 풍건하여 2 mm체에 

투과된 각 토성의 토양을 1/2000 와그너 포트에 용적밀도 

1.2 g cm
-3
로 충진 하였다. 이때 0, 100, 200 mg L

-1
의 

NO3-N 용액에 와그너 포트를 2일 동안 침수시켰다. 다공성 

세라믹은 토양 깊이 20 cm에 설치하여 60 kPa 감압 조건으

로 토양용액을 채취하였다. 이때 각 토성별 수분함량은 아래

와 같이 water filled pore space (WEPS)로 나타내었다.

3. 토양용액 및 토양분석

토양용액 중 pH와 전기전도도(EC)는 pH 및 EC 미터를 

이용하였고, NH4-N과 NO3-N 농도를 자동질소분석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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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lution permeable to porous cup with fertilizer types.

측정하였다. 시험후 토성별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은 농촌

진흥청 식물체 및 토양분석법에 준하여 조사하였다(NAAS, 

2000). 토양의 pH와 EC 값은 1:5 물 침출법, 유기물 함량

은 Wakley and Black 법, 가용성 NH4-N와 NO3-N 함량

은 2 M KCl로 침출하여 자동질소분석기로 측정하였다.

4. 통계분석

표준용액의 회수율, 토양용액 및 토양화학적 특성은 분

산분석(ANOVA)을 통해서 유의수준 5%로 처리간 최소유

의차검정을 실시하였고, 토성과 질소 시비수준 간에 교호

작용을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다공성 세라믹의 N, P, K 회수율

다공성 컵에 60 kPa 감압하여 질소시비형태별 표준용액

을 투과시켰다(Fig. 1). 다공성에 투과된 N, NK, NPK 표준

용액은 pH가 5% 미만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표준용액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공성컵에 투과된 용액의 pH는 

10%내외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무처리구의 전기전도도(EC)

는 투과전･후 차이가 없었고, 100과 200 mg L
-1
의 표준용

액의 농도는 다공성에 투과됨에 따라 최소농도에 비해 

10-20%의 변화가 있었다.

무기태 질소는 다공성 컵에 N, NK, NPK 용액을 투과됨

에 따라 NH4-N과 NO3-N 농도는 질소, 인산, 칼리의 혼합

형태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1 c와d). 다공성 컵에 

투과됨에 따라 NH4-N 농도는 최초 농도에 비해 약 11% 

감소되었고, NO3-N 농도는 3% 미만이었다. 대표적인 웃

거름 관비형태인 NK 표준용액은 다공성 컵에 투과되더라

도 NO3-N 농도는 약 5% 미만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일

반적인 화학비료처리인 NPK의 표준용액은 NH4-N가 

25-40%, NO3-N는 약 10% 감소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토양용액 중 NH4-N과 NO3-N 농도는 다공성 컵을 투과함

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시설재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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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soil solution with water filled pore space in different soil texture.

주로 웃거름 질소처리에 이용되는 질소단용(N) 및 NK 시

비형태는 토양용액 중 NO3-N 농도 변화가 5% 미만으로 

불포화 토양수분조건에서 토양용액 중 NO3-N 분석은 시

설재배지 웃거름 질소시비기준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2. 토양용액의 채취량 및 화학성 변화

토성이 다른 시설토양을 이용하여 수분함량 변화에 따른 

토양용액 채취량 변화를 조사하였다(Fig. 2). 사양토, 미사

질양토, 식양토와 같이 점토함량이 높을수록 단위시간당 

토양용액 채취량은 감소되었다(Fig. 2b). 다공성컵에 60 

kPa 감압하에서 토양용액을 채취할 수 있는 한계수분함량

은 사양토가 WFPS 33%이었고, 미사질양토와 식양토는 각

각 WFPS가 58.8과 61.1%이었다. 이를 중량수분함량으로 

계산할 때, 사양토, 미사질양토, 식양토는 중량수분함량이 

14.2, 24.8, 25.8% 이상일 때 다공성 컵으로 토양용액을  

채취할 수 있었다. 단위시간당 최대 토양용액의 평균 채취

량은 사양토가 183 mL, 미사질양토가 166 mL, 식양토가 

115 mL를 나타내었다. 한계수분함량을 기준으로 할 때, 단

위시간당 토양용액 채취량은 사양토, 미사질양토, 식양토

에서 각각 6.3, 7.6, 7.3 mL 이었다. 따라서 토성별 토양수

분함량이 토양용액의 채취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된다.

토성별 채취한 토양용액의 pH, EC, NO3-N 농도 변화를 

조사하였다(Fig. 3). 다공성컵에 토양용액 채취는 토양의 

수분함량을 감소시켰으나, 채취된 토양용액의 pH 변화는 

처리간 미미하였다. 사양토에서 토양용액의 pH는 NO3-N 

처리량에 영향을 받았으나, 미사질양와 식양토는 뚜렷한 

pH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토양용액 채취동안 토양용액 

중 EC 변화는 미미하였고, EC는 NO3-N 처리농도에 뚜렷

한 영향을 받았다(p＜0.05). 특히, 사양토와 미사질양토는 

NO3-N 농도가 100 mg L
-1
 증가될 때, 토양용액의 EC는 

약 0.8-1.0 dS/m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식양토에서 

토양용액의 EC는 질소처리농도와 관계가 없었다(p＜0.05). 

그러나 식양토의 200 mg L
-1
 질소 처리구는 토양용액 EC

가 1.62 dS m
-1
으로 오히려 사양토와 미사질 양토의 토양용

액 EC에 비해 매우 낮았다. Fig 3에서 보듯이, 식양토에서 

토양용액의 NO3-N 농도는 토양용액 채취량이 높아짐에 

따라 급격히 감소되었다. 토양 중 탈질은 WFPS가 60-80% 

최대로 발생되는데(Paramasivam and Alva, 1997.), 식양

토의 WFPS가 토양용액의 NO3-N 탈질에 영향을 미친 것

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식양토가 토양용액을 활용

한 질소시비기준을 설정에 부적합함을 시사하고 있다.

토양용액 채취 후, 질산태 질소 처리에 따른 토성별 화학

적 특성을 조사하였다(Table 2). 토양 pH와 EC는 토성과 

질산태 질소 처리에 영향을 받았으며, EC는 토성과 질산태 

질소 처리에 교호작용이 있었다. 질산태 질소처리량이 증

가할수록 토양의 가용성 NO3-N 함량은 증가되었고, EC와 

마찬가지로 토성과 질소 처리간에 교호작용이 있었다. 본 

시험을 통해 토양에 질소 처리는 EC와 가용성 질산태 질소

함량, 그리고 토양용액의 EC와 NO3-N 농도에 관련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적정 토양수분함량을 조건에서 

토양용액의 NO3-N 농도를 활용한 질소 시비기준 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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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pH, EC, and nitrate concentration in soil solution with different soil texture.

Table 2. Changes of soil properties after collecting soil solution under different soil texture.

Soil texture N level pH EC OM
Extractable N 

NH4-N NO3-N

(1:5) (dS m-1) (g kg-1) ----- (mg kg-1) -----

SL

0 6.16 0.87 23.3 18.7 20.1

100 6.26 0.75 23.2 16.7 28.9

200 6.12 1.11 23.4 14.3 58.9

SiL

0 6.90 5.06 25.2 9.5 154.7

100 6.96 7.34 26.6 15.8 235.3

200 6.85 10.36 27.5 15.7 497.5

CL

0 7.85 1.16 26.7 3.9 52.8

100 7.75 1.33 27.2 3.8 78.3

200 7.76 1.46 27.2 4.1 100.6

Soil texture(A) *** *** *** *** ***

N level(B) * *** NS NS ***

A×B NS *** NS NS ***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IV. 결 론

실시간 토양용액의 질산태 질소 농도 진단을 위한 토성

별 한계 수분함량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표준용액의 질산

태 질소는 다공성컵(porous cup) 투과 후 약 95%가 회수되

었다. 토양용액 채취를 위한 사양토, 미사질양토, 식양토의 

한계수분함량은 WPFS 기준으로 33.7, 56.4, 62.2% 이었

다. 토양용액 채취는 토성에 관계없이 가능하였으나, 식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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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에서 토양용액의 NO3-N 농도가 약 50~82%가 감소되었

다. 토양 EC와 NO3-N 함량은 토성에 관계없이 처리 

NO3-N 농도에 의해 증가되었다. 결론적으로 다공성컵을 

활용한 토양용액 채취는 실시간 토양질소진단에 유용한 방

법이 될 수 있었고, 특히 식양토에서 토양용액의 NO3-N 

농도가 변화하므로 토양용액에 의한 토양질소진단에는 세

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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