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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olite may help crop growth, yield increase, and salt removal. Field experiment under greenhouse cultivation 

was conducted to study the effect of zeolite application on growth and yield of Chinese cabbage (Brassica 

campestris L.) and soil. Soil was classified as Gyuam series (coarse silty, mixed, nonacid, mesic family of 

Aquic Fluvaquentic Eutrudepts). Six zeolite rates were 0, 3, 5, 10, 20 and 40 Mg ha
-1

. Experimental design was 

a completely randomized design. Chinese cabbage was grown three times consecutively. Established plant 

number of plant and yield as fresh weight (F.W.) were measured and soil samples were taken before and after 

harvesting. Chinese cabbage yield was 76.9 Mg ha
-1

 at a rate of 20 Mg zeolite ha
-1

, 54.3 Mg ha
-1

 at a rate of 5 

Mg zeolite ha
-1

, and 51.3 Mg ha
-1

 at control (no zeolite), respectively. Second order regression analysis using 

zeolite rate and yield showed that optimum zeolite application rate was between 24 and 26 Mg ha
-1

. The 

regression equation explained about 88% of the yield variability. The electrical conductivity (EC) decreased 

from 3.2 to 1.0 dS m
-1

 for all treatments so that salt accumulation was not a concern. Based on the results, we 

recommend that optimum zeolite application rate is between 20 and 24 Mg ha
-1

 for Chinese cabbage under 

greenhouse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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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ed plant number (A) and yield (B) of Chinese cabbage as affected by Zeolite application rates.

Article

1)
       

*Corresponding author : Phone: +82614502373, Fax: +82614520140, E-mail: rollingkim@mokpo.ac.kr

**Co-corresponding author : Phone: +82632382403, Fax: +82632383821, E-mail: sskang33@korea.kr



Lee-Yul Kim, Ki-In Kim, Seong Soo Kang, Jung-Ho Kim, Kang-Ho Jung, Soon-Dal Hong, and Won-Hee Lee 219

Table 1.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il and Zeolite before experiment.

Sample pH EC NO3-N NH4-N
Avail.

P2O5

Exch. Cations 

K Ca Mg Na

1:5 dS m
-1

mg kg
-1

mg kg
-1

mg kg
-1

------------------------- cmolc kg
-1 

-------------------------

Soil 6.6 3.2 131 - 1049 1.6 10.6 1.31 -

Zeolite 6.0 2.9 0 22 4 12.8 15.6 3.4 63.6

Introduction

국내 시설 하우스 재배 토양은 과다한 화학비료와 퇴비 

사용으로 인해 작물의 생육불량, 염류집적, 수질 오염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러한 시설재배 토양의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내염성 작물의 재배, 적정 비종과 시비

량 조절, 담수재배, 객토, 환토, 암거배수, 심토파쇄 등의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재배지 토양 개

선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그 일례로 

Kang et al. (2013)은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시설재배지 토

양의 전기전도도 조사 평균은 3.2 dS m
-1
으로 농촌진흥청 

시설재배지 토양의 전기전도도 (2.0 dS m
-1
)를 기준으로 할 

때 초과지점의 비율이 55%에 달한다고 보고하였다.

농업적인 측면에서 Zeolite는 높은 공극부피, 높은 양이

온 치환용량, 양이온의 선택적 흡착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

어서 작물수량 증수, 토양개량제, 퇴비첨가제, 누수억제, 

염제거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Ahn et al. (1987)

은 Zeolite를 벼 재배에 사용할 경우 누수 억제 효과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 Zeolite가 작물 생육 및 수량 증가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벼 수량이 7~8% 증가 (Lee 

and Jang, 1976), 옥수수의 생육증가 (Ippolito el al., 

2011), 카놀라 사료 작물의 수량 증가 (Gholamhoeini el al., 

2012) 등이 있고 Ippolito el al. (2011) 은 pot 실험을 통해 

옥수수 생육 증가의 원인으로 Zeolite가 무기태 질소를 흡

착하여 용탈을 감소시키고 토양수분함량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Gholamhoeini el al. (2012)도 사토에 Zeolite 

9 Mg ha
-1 

처리 시 무기태질소의 용탈이 감소한다고 하였

다. 이외에도 Choi et al. (1981) 은 사질습답에 Zeolite 20 

Mg ha
-1
 시용 시 토양 개량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Zeolite는 시설하우스 토양의 염류농도를 개선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k et al. (2005)의 연구

에 따르면 토마토 및 오이 시설재배 토양인 경우 염류농도 

경감효율은 미강혼합이온교환수지분말형 Zeolite순이

었다. Wee et al. (2010)은 Pot조건에서 Zeolite를 토양 중

량대비 20% 처리한 시험 토양의 처리 10일 후 EC수준은 

5.0 dS m
-1
에서 2.8 dS m

-1
로 급격히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이처럼 Zeolite에 대한 다각적인 평가가 진행되고 있

지만 우리나라 시설재배 농가에서 Zeolite 시용에 따른 작

물의 생육, 수량 및 토양의 화학성 변화 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설재배 토양에서 Zeolite가 얼갈이 

배추의 생육과 수량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이에 따른 

토양의 화학성 변화를 조사하고자 실시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처리수준 및 재배방법   시설재배 시험포장의 토양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박곡리의 미사사양질계 충적토

인 규암통 (Gyuam series, coarse silty, mixed, nonacid, 

mesic family of Aquic Fluvaquentic Eutrudepts)이었다. 

실험에 사용된 농가포장은 20년 이상 시설재배로 부추를 재

배하여 오다가 3년 전부터 얼갈이배추 (Brassica campestris)

를 연간 약 5∼6작기 재배하였다. 시험포장의 시험 전 토양

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Zeolite의 분석   시험에 사용한 Zeolite (Rexm Co., 

Korea)는 입상형으로 입자크기는 1~3 mm이고, 화학적 특

성은 Table 1와 같다. Zeolite의 성분분석은 지질자원연구

원에 의뢰하였으며 입상형태를 분말로 곱게 갈아 분석에 사

용하였다. Zeolite의 함유성분을 확인하고자 고출력 X선 

회절분석기 (XRD, Philips X’pert MPD)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고 파워는 40KV – 30 mA로 하였고, X선원으로는 구리 

음극을 사용한 봉입형 X-ray tube를 이용하였으며 검출기

는 scintillation counter를 사용하였고 Step size는 0.01, 

time/step는 0.25초, Scan speed는0.04초 였다. Zeolite를 

곱게 갈아 분석한 결과 Clinoptilonite, Quartz, Albite, 

Montmorillonite 등이 주 성분인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

Zeolite의 처리수준   Zeolite의 처리 수준에 따른 얼갈

이 배추의 증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2013년 4월 2일에 0, 

3, 5, 10, 20, 40 Mg ha
-1
 수준으로 6개 처리구를 두었다. 

농촌진흥청 작물별 시비처방 기준 (NIAST, 2010)에는 얼갈

이 배추의 표준시비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시설재배 열무의 시비기준을 적용하여 N-P-K (7.5- 

3.0-3.0 kg/10a)를 밑거름으로 전량 시비한 후 세 작기 동

안 얼갈이 배추를 재배하였다. Zeolite 수준별 처리 및 밑거

름 시비 후 트랙터로 경운하였다. 얼갈이 배추 종자 파종은 

2013년 3작기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파종시기는 201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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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X-ray diffraction result of Zeolite used in the experiment. Minerals including clinoptilolite, quartz, albite, calcian, 

montmorillonite were found.

8일, 5월 28일, 9월 3일, 수확시기는 각각 2013년 5월 14일, 

2013년 7월 3일, 2013년 10월 9일이었다.

토양 채취 및 분석   시험 전 토양과 시험 후 토양은 각 

처리구의 표토층 (0-15cm)에서 10개의 코어샘플을 채취하여 

잘 섞은 후에 풍건한 다음, 2 mm 체를 통과한 토양시료를 농

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2000)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pH는 초자전극법 (Orion 900A)

으로, 전기전도도 (EC, Electrical Conductivity)는 EC meter 

(Orion model 122)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토양유기물은 

Tyurin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 질산태질소와 암모니

아태질소는 2 M KCl로 추출하여 자동비색분석기 (Alpkem 

501)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치환성 양이온은 pH 7.0의 1 

N Ammonium acetate로 침출한 후 여과하여 ICP (GBC 

Integra XMP)로 분석하였다.

얼갈이 배추 생육 및 수량조사   얼갈이배추의 생육 

및 생체중은 철사로 가로와 세로가 각각 0.5 m인 정사각형

을 만들어 처리구 내 평균적인 생육 지점을 선정하여 0.25 

m² 내의 모든 개체를 채취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얼갈이배

추의 포기수와 초장을 측정하였고 전체 포기 중에 초장이나 

생육상태 등을 관찰하여 상품성이 없는 것을 제외한 후 상

품화율을 계산하였고, 수량조사에는 상품성이 있는 얼갈이 

배추만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통계분석   얼갈이배추의 생육조사 결과는 통계프로그

램 SAS Version 9.2 (SAS Institute, USA)를 이용하여 3작

기 재배시험을 블록으로 간주한 난괴법으로 하여 분산분석 

(ANOVA) 및 처리간 차이의 검정 (던컨다중검정)을 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시험 전 토양과 Zeolite 특징   시설재배 얼갈이배추 

재배에 대한 농촌진흥청 추천 적정기준이 확립되지 않아서 

시험작물과 유사한 시설열무의 재배 적정기준을 적용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 하였다. 얼갈이배추 시설재배 시험 토

양의 pH는 6.6로 농촌진흥청 추천 기준 (pH 6.0~6.5)에 근

접하였으며, EC는 3.2 dS m
-1
로 적정기준인 2.0 dS m

-1
을 

초과하였고, 질산태 질소는 131 mg kg
-1
로 농촌진흥청 추천 

적정 수준인 50~150 mg kg
-1
이었다 (Table 1). 유효인산은 

1049 mg kg
-1
로 적정 수준인 250~350 mg kg

-1
을 크게 초과

하였다. 치환성 양이온 중 K와 Ca는 적정범위보다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ang et al., 2013).

시험에 사용된 Zeolite의 pH는 6.0이었고, 전기전도도는 

2.9 dS m
-1
이었다. Zeolite 성분 중 질산태 질소는 검출되지 

않았고, 암모니아태 질소는 22 mg kg
-1
 함유하였다. Zeolite

의 유효인산 함유량은 4 mg kg
-1
로 매우 낮았고, 치환성 양

이온은 K가 12.8, Ca 15.6, Mg 3.4, Na가 63.6 cmolc kg
-1
로 

나타났다 (Table 1).

Zeolite 시용에 따른 얼갈이배추의 생육 및 수량   

Zeolite 시용수준에 따른 얼갈이배추의 초장, 포기수, 상품

율, 상품성 있는 개체들의 생체중을 살펴보면, 초장과 상품

성 있는 개체수의 비율은 처리 수준별 차이의 유의성은 인

정되지 않았으나, 개체수와 수량은 Zeolite 처리간 차이의 

유의성이 인정되었다 (Table 2). 개체수의 경우 Zeolite 20 

Mg ha
-1 

처리구에서 151개로 가장 높았고, 무처리구와 

Zeolite 5 Mg ha
-1 

처리구에서는 각각 101개와 104개로 가

장 낮았다. 수량은 Zeolite 20 Mg ha
-1 

처리구에서 76.9 Mg 

ha
-1
로 가장 높았고, 무처리구와 Zeolite 5 Mg ha

-1 
처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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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Zeolite application rates on plant height, estimated plant number, merchantable product (%), and yield (F.W). 

Zeolite rate Pant height PN
‡ †

MP Yield (F.W.)

Mg ha
-1

cm Plant no. m
-2

% Mg ha
-1

0 25.8a 101b 71a 54.3bc

3 24.4a 111ab 77a 53.8bc

5 25.1a 104b 78a 51.3c

10 24.9a 137ab 84a 65.9abc

20 26.3a 151a 84a 76.9a

40 27.0a 125ab 87a 74.8ab

Average 25.6 122 80 62.8
†
MP and PN

‡
 mean merchantable product (%) and estimated plant number of Chinese cabbage, respectively.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MRT at the 0.05 probability level.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r) for growth characteristics and soil chemical properties.

Property MP† PN‡ Yield pH EC CEC NO3-N

Leaf length 0.289 0.026 0.32 -0.603
**

0.299 -0.354 0.179

MP 　 0.640
**

0.788
***

-0.072 -0.397 -0.347 -0.487
*
 

PN 　 　 0.883
***

-0.01 -0.266 -0.469
*
 -0.503

*
 

Yield 　 　 　 -0.004 -0.36 -0.296 -0.532
*
 

pH 　 　 　 　 -0.678
**

 0.607
**

 -0.351

EC -0.277 0.705
***

CEC 　 　 　 　 　 0.024
†
MP and PN

‡
 mean merchantable product (%) and plant number of Chinese cabbage, respectively.

*
, 

**
 and 

***
 significant at the 0.05, 0.01 and 0.001 probability levels, respectively.

에서는 각각 54.3 Mg ha
-1
과 51.3 Mg ha

-1
으로 낮았다. 작

물 생육과 수량 증가에 대한 Zeolite 시용효과는 다른 연구

자들의 시험에서도 증명되었다. 예를 들면, Zeolite 20 Mg 

ha
-1
 시용시 가을배추는 45% 증수되었고 (Kim and Lee, 

1981), Zeolite 10 Mg ha
-1 

시용으로 고추 증수 (Lee, 1986; 

Lee et al., 1990)가 보고되었다. 또한 22 Mg ha
-1
의 Zeolite

를 토양에 처리할 경우 옥수수 생육 증가 (Ippolito et al., 

2011)와 카놀라 사료 작물의 수량 증가 가 보고되었다

(Gholamhoeini el al., 2012).

얼갈이 배추 생육 및 수량과 토양화학성과의 상관

관계   얼갈이배추 생육·수량 파라미터와 시설재배 시험포

장 토양의 화학성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수량은 개체수

와 상품성 있는 개체수의 비율과 상관관계가 높았다 (Table 

3). 질산태질소는 EC와 상관계수 0.705로 고도의 유의한 정

의상관(r=0.705)을 보였고, 수량 및 개체수와도 높은 상관

을 보였다. 염류집적정도의 지표인 EC는 pH와 매우 높은 부

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CEC는 EC와 부의 상관 (r=-0.277)

을 보여 CEC가 높을수록 염류농도의 지표인 EC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Zeolite 

20~40 Mg ha
-1 

처리구에서 양이온교환용량이 대체로 증가

하였지만 수량과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다 (r=-0.296).

Zeolite의 적정시용량 평가   얼갈이 배추의 포기수와 

수량은 Zeolite 24~26 Mg ha
-1 

수준에서 최대에 달하는 선

형반응을 나타내었으며 (Fig. 2), Fig. 2의 선형회귀식은 얼

갈이배추의 수확개체수와 수량 변동을 88-89%,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시설 토양의 화학성 변화   Zeolite 처리 전, 처리 1작

기 후, 2작기 후, 3작기 후의 시설토양 화학성 변화를 그림 

3(a-e)에 나타냈다. 먼저 토양 pH는 1작기 재배 후에 높아

졌다가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Zeolite의 치환성양이온 함량

이 높아 pH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Fig. 3a). Wee et 

al. (2010) 의 연구에서도 Zeolite 처리 후 30일 이후부터 50

일까지 모든 처리구에서 pH가 시험 전보다 높아졌다고 보

고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Zeolite 표면의 음전하량이 증대되

어 양이온의 흡착을 촉진함으로써 pH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설명하였다. Zeolite 처리 후 50일 이후부터는 pH가 

조금씩 감소하였지만 Zeolite 처리 전보다는 pH가 상승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 3a). 

토양 EC 및 질산태 질소 변화   Zeolite의 처리 수준

에 따른 전기전도도의 차이를 살펴보면 처리 전 시설재배 

토양의 전기전도도는 3.2 dS m
-1
였고 얼갈이배추 1작기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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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stablished plant number (A) and yield (B) of Chinese cabbage as affected by Zeolite application rates.

      

   

Fig. 3(a-e). Temporal changes of pH, EC, NO3--N, CEC, and Exch. Na in soil treated with Zeolite at a rate of 0, 3, 5, 10, 20, and 

40 Mg ha
-1

. 

배 후 모든 처리구에서 시설재배 토양의 전기전도도가 감

소하였고 대부분의 작물들에 대한 염류장해 기준농도인 2 

dS m
-1 

(Kang et al., 2013; NAIST, 2010) 이하로 낮아졌다 

(Fig. 3b). 얼갈이배추 2작기와 3작기 후에는 전기전도도가 

모든 처리구에서 1 dS m
-1
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시설재배 포장의 염류농도 경감이 Zeolite 시용과 관

련 있다는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는 상반되었다. Ok et al. 

(2005) 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Pot조건에서 Zeolite 시용이 

토마토 및 오이 시설재배 토양의 염류농도 경감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Wee et al. (2010) 은 Pot 조건에서 Zeolite

를 토양 중량대비 20% 처리하고 10일 후 EC가 5.0 dS m
-1

에서 2.8 dS m
-1
로 급격히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Zeolite의 처리 수준에 따른 토양의 질산태질소도 (Fig. 

3c) EC와 비슷한 변화 양상을 보였다. 토양의 질산태질소의 

농도는 얼갈이배추 1작기 재배 후 크게 낮아졌으며 무비구

를 포함한 모든 Zeolite 처리 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1986)는 동계 고추재배 시 Zeolite 10 Mg ha
-1 

시용으로 EC 및 NO3

-
-N의 토양 중 시기별 변화에서 지속

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고 하였는데 본 시험에서도 

Zeolite 처리구와 무처리구간에 EC와 NO3

-
-N의 차이는 인

정되지 않았다. 

토양 양이온치환용량(CEC)과 치환성 Na 변화   양

이온치환용량은 얼갈이배추 1작기와 2작기 재배 후 12.8~ 

15.5 cmolc kg
-1
의 범위에 있었으나 3작기 재배 후 8.1~12.0 

cmolc kg
-1
의 범위로 낮아졌으며, 대체로 Zeolite 20~40 Mg 

ha
-1 

처리구에서 높았다 (Fig. 3d). Kim & Lee (1981)는 보

통 밭과 배추연작재배지에서 CEC가 다른 Zeolite 분말을 시

용하여 봄배추와 가을배추를 재배하였는데 토양의 CEC와 

치환성 K, Ca, Mg 등의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다고 보

고하였다.

Zeolite 중 가장 함량이 높았던 치환성 나트륨의 경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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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얼갈이배추 3작기 재배 후 

Zeolite 10~40 Mg ha
-1 

처리구에서 1.25~1.89 cmolc kg
-1
 

범위의 높은 수준을 보였다 (Fig. 3e). 이는 Kang et al. 

(2013)이 보고한 우리나라 시설재배지 치환성나트륨의 평균 

0.71 (중앙값 0.53) cmolc kg
-1
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Wee 

et al. (2010) 은 포트조건에서 수용성양이온 함량의 변화를 

30일간 조사하였는데 처리수준이 높을수록 수용성나트륨 

함량이 증가하였고, 시간경과에 따라 완만히 감소하는 경향

이라고 하였다. 이는 포장 조건에서 실험한 본 시험의 치환

성 나트륨함량 변화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Abdi et al. 

(2010) 은 모래에 자연 Zeolite (Clinoptilolite)를 15% 처리

한 토양에 NaCl로 염류도를 조절한 용액을 관개하여 용탈

수의 농도를 조사하였고 염류도가 0.24 dS m
-1
인 수돗물로 

관개시 Zeolite (Clinoptilolite) 15% 처리구에서 Na
+
의 농도

가 가장 높았으나, NaCl로 관개수의 염류도를 3.4와 6.4 dS 

m
-1
로 처리하였을 때 Zeolite 처리시 용탈수의 Na농도가 낮

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Zeolite가 Ca와 Mg보다 Na에 더 

선택적이며, 양이온들의 크기와 전하, 그리고 Zeolite내 교

환자리의 분포와 특정 결정구조와 관련된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 시설재배지 지하수의 Na 농도는 평균 15.7 mg L
-1
, 전

기전도도는 0.28 dS m
-1
로 조사되어 (RDA, 2013), Abdi et 

al. (2010)이 사용한 수돗물과 염류도가 비슷한 수준이며 

Na 함량이 높지 않아서 Zeolite의 Na에 대한 선택적 흡착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

얼갈이배추 수량은 Zeolite 20 Mg ha
-1 

처리구에서 76.9 

Mg ha
-1
로 가장 높았고, 5 Mg ha

-1 
처리구의 수량 (51.3 Mg 

ha
-1
)은 무처리구의 수량 (54.3 Mg ha

-1
)과 유의한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Zeolite의 수준별 처리에 따른 얼갈이배

추의 포기수 및 수량 변동은 2차선형회귀식으로 88-89% 설

명할 수 있었으며, Zeolite의 적정시용량은 24~26 Mg ha
-1 

수준이었다. Zeolite 시용 후 토양의 화학성 변화를 살펴보

면 전기전도도는 처리 전 3.2 dS m
-1
에서 얼갈이배추 1작기 

재배 후인 처리 후 42일째에는 2 dS m
-1 

이하로 낮아졌고 2

작기와 3작기 후에도 1 dS m
-1
의 수준을 유지하였다. 염류

저감 효과 평가에서는 무처리구와 Zeolite 수준별 처리구 

간의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Zeolite의 수준별 처리 효과

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년간의 

실험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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