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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evaluated the long-term application effects of different soil amendments on yield, dissolved

organic carbon, nitrogen and soil organic carbon stock in rice paddy. The experiment consisted of four different fertilizations;

Inorganic fertilization (NPK), NPK+Lime (NPKL), NPK+Silicate (NPKS), NPK+Compost (NPKC).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rice yield between the treatment groups in 1995, but the rice yields in the NPKL and NPKC treatments

in 2019 increased by 4.3% and 14.3% compared to NPK. In terms of soil properties, the pH of NPKS(6.7) and NPKL(6.4)

in 2019 increased the most compared to the soil pH before experiment(5.2). The organic matter(OM) content from NPKC 

treatment increased upto 34 and 27 g kg-1 in year of 1995 and 2019, respectively, compared to before the test. In NPKS

and NPKL treatment, labile carbon and nitrogen content, used as a soil quality indicator, increased by 1.1-1.9 times over 

the control. From these result, it is suggested that type and application rate of soil amendmen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soil analysis before cultivation for sustainable agricultural environment and productivity.

Keywords: Soil amendment, Long-term experiment, Yield, Soil properties

초 록: 본 연구는 벼 재배 장기연용 시험포장에서 다른 특성의 토양개량제 사용이 벼(Oryza sativa) 생산량, 토양

가용성 탄소, 질소함량 및 탄소 저장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본 시험에 사용된 처리구는 NPK 

처리구, NPKS 처리구(NPK+규산), NPKL 처리구(NPK+생석회), NPKC 처리구(NPK+볏짚퇴비)를 장기연용 포장에서

선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1995년 처리구 간의 유의한 벼 수량 차이 없었으나, 2019년 NPKL, NPKC 처리구 벼

수량은 NPK 처리구보다 각각 4.3%와 14.3%씩 증수되었다. 2019년 NPKS와 NPKL 처리구의 토양 pH는 각각 6.7과

6.4였고, 시험 전 토양 pH (5.2)보다 증가하였다. 시험 전과 비교할 때, NPK, NPKS 및 NPKL 처리구의 토양 유기물 함량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NPKC는 1995년과 2019년에 각각 34 g/kg, 27 g/kg으로 증가하였다. 

토양의 가용성 탄소 및 질소 함량은 2019년의 NPKS 및 NPKL 처리구에서 1.1에서 1.9배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벼 재배시 토양개량제 사용은 재배전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의 특성을 파악하여 사용하는 것이 생산량 

증대와 더불어 농업환경을 고려한 토양관리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주제어: 토양개량제, 장기사용, 수량, 토양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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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적으로 농경지 중 논의 경지면적은 식량 공급 

문제 해결 등을 위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

나라 또한 논의 비중은 농경지에서 약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 국내에서 벼의 단위면적당 생산성 증

대를 위해 토양 개량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토양개량

제로 석회질 비료, 규회석, 광재 규산질비료, 규산질

비료 등을 사용하였다.2,3)

토양개량제 중 석회는 작물 생육에 필요한 칼슘 

및 마그네슘 등을 직접적으로 공급하는 역할도 있지

만 토양의 pH를 증가시키는 역할로 많이 사용된다.4) 

토양의 pH 증가는 토양미생물의 활동에 영향을 주

며 인산의 가용화를 증대시키므로 작물의 생육에 큰 

효과를 준다고 알려져 있다.5)

규산은 벼와 같은 수도작을 제외한 작물에서는 

필수원소가 아니나,6-9) 벼와 같은 화본과 작물에서는 

가용성 질소 등 각종 양분의 균형 조절에 의해 수량이 

증대되며 벼 내에 규산 함량을 증대시켜 수광태세를 

개선함으로써 등숙율이 향상된다고 알려져 있다.2,3) 

또한 뿌리의 활력을 증대시켜 독성물질의 해독작용 

및 도복 저항성을 높인다고 알려져 있다.2,10) 과거 

규산의 공급은 관개수, 토양 및 볏짚퇴비를 통한 공

급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다고 여겨졌으나, 쌀 생산

량의 증대를 위해 규산질 비료를 통해 공급되기 시

작하였다.11,12)

수도작에서에서 퇴비의 사용은 주요 유기물 공급

원으로서 토양 비옥도 유지 및 증진과 생산성을 증대

시키는 효과적인 토양 관리 방법이다. 토양-작물생

산성-품질-농업환경의 균형을 위해 사용하는 퇴비는 

토양의 개선과 생산성을 높이는 대표적인 농업용 토

양개량제이다. 퇴비는 토양개량제이면서 양분을 함

유하고 있어 토양비옥도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

으므로 장기간 사용에 따른 작물의 생산성과 토양환

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토양의 특성과 비옥도 증진 효과는 점진적으로 변

화가 나타나므로 장기적인 시험을 통해 토양 특성의 

변화 요인과 작물의 생산성 추이 등을 확인 할 수 있

다. 장기포장은 동일한 처리를 20년 이상 진행한 시

험포장으로 작물 생육 및 토양 특성 변화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미래 예측을 가능케 한다. 

본 연구는 논토양의 비옥도 증진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합리적인 개량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자 66년

간 운영되고 있는 장기연용 포장에서 1995년과 2019

년의 벼 생산량, 토양화학성 및 토양 유기 탄소 및 

질소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험포장 및 처리구 선정 

본 시험포장은 1954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인 동

일비료 장기연용 시험포장(농촌진흥청 중부작물부)

으로 시험기간 중 1995년과 2019년도 토양 결과를 이

용하여 토양 개량제의 장기연용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토질은 사양질이며, 유효토심은 100cm로 보

통으로 투수성이 빠르며 배수등급은 약간 양호이다. 

1954년 시험 전 토양 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처리구

는 완전 임의배치법에 의해 전체 32개 처리구로 구

성되어 있으며,11,13) 그 중 본 논문에서의 처리구는 토

양개량제의 종류에 따라 NPK 처리구, NPKS 처리구

(NPK+규산), NPKL 처리구(NPK+생석회) 및 NPKC 처

리구(NPK+볏집퇴비)로 설정하였다. 지난 60년간 처

리구별 벼 품종 사용 내력은 Fig. 1과 같다.11) 볏짚퇴비

는 벼 수확기에 시험포장에서 볏짚을 수거하여 물과 

요소비료를 첨가하여 후숙시켜 사용하였다. 퇴비의 

평균 양분함량은 현물기준 탄소 51.1 %, 질소 1.44 %, 

인산 0.7 %, 탄질율 35 이다. 개량제 규산(규산칼슘), 

소석회(수산화칼슘) 및 퇴비는 토양에서 가용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4월 중순에 살포 후 경운하였고, 무

기질비료는 5월 말경 담수 시작과 함께 처리하여 벼

를 이앙하였다. 시비량은 정부가 권장하는 표준시비량

의 변화로 1986년~2003년까지는 N-P2O5-K2O=110-70- 

80 kg/ha, 2004년부터는 110-30-30 로 표준시비하였

다. 비료는 기비-분얼비-수비-실비로 분시하였으며, 

분시 비율은 질소 50-20-20-10%, 칼리 70-0-30-0% 및 

인산 100-0-0-0%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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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토양 시료 채취, 토양화학성, 탄소 축적량 

및 탄소분획 분석

토양 시료는 유기물층을 제거한 다음 채취하였으

며 풍건 및 분쇄한 후 2 mm체에 통과된 시료를 이

용해 화학성 분석에 이용하였다. 토양의 pH 및 전기

전도도(EC, electrical conductivity)는 토양과 증류수를 

1:5비율로 추출하여 측정하였고, 토양 중 탄소 및 질

소의 함량은 원소분석기(CHNS-932, Leco)로 분석하

였다.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으로 추출하여 몰리브

덴 청법으로 720 nm에서 비색계(U-3000, Hitachi)를 이

용하였으며, 교환성 양이온은 1N NH4OAc (pH 7.0)용

액을 이용하여 추출 후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광도

계(ICP-OES, GBC)로 측정하였다.14) 토양의 용적밀도

는 코어(diameter: 7.5 cm, height : 7.5 cm)를 이용하여 

산정하였으며 토양 탄소 축적량은 아래 식을 이용하

였다(Eq. 1).

탄소축적량  함량

×용적밀도×깊이 Eq. 1

토양의 가용성 유기탄소 (Dissolved organic carbon, 

DOC)와 가용성 유기질소 (Dissolved organic nitrogen, 

DON)는 water extraction 및 hot water extraction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15) 시료와 증류수를 1:10 비율

로 취한 후 1시간 진탕시킨 용액을 3,750 rpm, 20분간 

원심분리하여 구분하였다. 상등액은 0.4 ㎍ membrane 

filter에 여과한 후 여액을 TOC 분석기(TOC- V 5050A, 

Shimazu)로 측정하여 water extractable carbon (WEC) 및 

water extractable nitrogen (WEN)을 산정하였다. 침전

물은 증류수 30 mL을 추가하여 voltexing 후 80℃에

서 16시간 정치하였다. 정치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

처리 및 TOC 분석기로 분석하여 hot water extractable 

carbon (HWEC) 및 hot water extractable nitrogen (HWEN)

을 분석하였다.

2.3. 통계분석

실험 결과는 IBM SPSS statistics 26을 이용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처리구별 평균비교는 

유의 수준 5%로 Duncan 다중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토양개량제 종류에 따른 벼 생산량 비교

1995년과 2019년 각각 토양개량제 종류별 벼생산

량을 비교하기 위해 처리구를 토양개량제의 종류에 

따라 NPK 처리구, NPKS 처리구(NPK+규산), NPKL 

Fig. 1. Field management history of rice cultivar and soil amendments.

pH Organic matter Av.P2O5

Ex. cation

K Mg

1:5 H2O g kg-1 mg kg-1 --- cmolc kg-1 ---

Year of 1954 5.2 16 120 0.08 3.4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Soil before This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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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NPK+생석회) 및 NPKC 처리구(NPK+볏집퇴

비)로 설정하여 실험한 결과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지 

않은 처리구에 비해 토양개량제를 처리한 처리구에

서 증수효과가 나타났다(Fig. 2). 선행연구에 따르면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였을 경우 무기질비료만 사용한 

처리구에 비해 평균적으로 107~112% 정도의 증수가 

된다고 보고하고 있으며11), 특히 퇴비는 장기간 사

용시 토양 특성, 사용 시기 및 지역에 관계없이 증

대된다고 보고 하고 있다.6,16,17)

또한 규산의 장기간 시용은 벼의 규산흡수량을 증

가시켜 수량증대에 매우 효과적이며 석회 처리는 토

양의 pH를 증가시켜 양분(유효인산 등)의 유효도를 

높여 증수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11) 본 

연구 결과 또한 선행연구와 유사한 역할로 인해 증

수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7년(1995년)간의 장

기연용에따른 증수효과는 미미하였다. 또한 NPKL 처

리구에서는 석회 처리 후 토양 내 유기물, 유효인산 및 

치환성 칼륨 함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증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1995년도와 2019년의 수량결과 패턴

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석회 처리로 인해 토양의 pH

가 증가되어 양분(유효인산 등)의 유효도를 증대시

켜 증수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4) 

3.2. 토양개량제 종류에 따른 토양화학성 변화

토양개량제 종류 및 연도에 따른 처리구별 토양의 

화학성은 Table 2와 같다. pH는 1954년의 5.2에 비해 

NPKS와 NPKL 처리구에서 1995년에는 각각 6.1과 6.0

을, 2019년에는 각각 6.7과 6.4를 나타내어 시험 전보

다 pH는 증가하였다. 반면 무기질비료 및 퇴비 처리

구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NPKL 처리구는 소석회

가 토양 중에서 반응하여 수산화 이온을 발생하므로 

알칼리화하여 토양 pH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4) 또한 NPKS 처리구에서도 NPKL 처리구와 같이 

토양 pH가 재배기간 경과 후 증가하였고, Kim 등2)은 

규산질비료 중에는 가용성 규산(25%) 뿐아니라 알

칼리분(40%)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규산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pH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9,20) 

Year Treatment
pH

(1:5)

OM2)

(g kg-1)

Av.P2O5

(mg kg-1)

Av.SiO2

(mg kg-1)

K Ca Mg

(cmol+ kg-1)

1995

NPK1) 5.4B 22B 280AB 48B 0.13A 4.2B 0.8A

NPKS 6.1A 22B 225B 184A 0.14A 5.3A 0.9A

NPKL 6.0A 22B 223B 61B 0.15A 5.4A 1.0A

NPKC 5.5B 34A 345A 75B 0.15A 5.0A 0.7A

2019

NPK 5.6b 21b 116a 121b 0.06a 4.6b 0.8a

NPKS 6.7a 21b 102a 520a 0.07a 6.9a 0.8a

NPKL 6.4ab 19b 105a 124b 0.05a 5.7b 1.1a

NPKC 5.6b 27a 136a 106b 0.08a 4.5b 0.9a

1)NPK: Chemical fertilizer; NPKS: NPK+Silicate fertilizer; NPKL: NPK+Lime fertilizer; NPKC: NPK+Compost

2)OM: Organic matter

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Soil in 1995 and 2019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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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ice yield under different soil amentments. The different

letters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mendments 

within same year at Duncan. NPK: chemical fertilizer; NPKS:

NPK+Silicate fertilizer; NPKL: NPK+Lime fertilizer; NPKC:

NPK+Com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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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유기물함량은 전체적으로 시험 초기인 1954년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특히 NPKC 처리구에서 1995년과 

2019년에 각각 34 g/kg과 27 g/kg으로 조사되어 1954

년보다 2.1배와 1.7배 씩 증가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수도작 재배 토양 중 유기물 함량은 20~23 g/kg 수준

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13) 유효 규산의 

경우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규산질비료를 처

리한 NPKS 처리구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3.3. 토양개량제 종류별 SOC, 용적밀도 및 SOC 

저장량 

토양개량제의 장기간 사용에 따른 토양 유기탄소, 

용적밀도 및 SOC 저장량 변화에 대한 결과이다(Table 

3). SOC(soil organic carbon, SOC)는 다른 처리구에 비

해 퇴비를 처리한 NPKC 처리구가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퇴비를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유기물 공

급을 통해 SOC가 증가하며,16) 또한 미생물의 활성을 

개선시켜 토양 내 입단 발달을 도모한다. 입단 내 탄

소를 물리적으로 가둬 토양 탄소저장 증대에 기여한

다고 알려져 있다.21)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와 같이 

본 시험 처리구에서도 장기간 퇴비 사용에 의한 토양 

중 탄소를 공급함으로써 SOC의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의 물리성을 나타내는 지표 중의 하나인 

용적밀도의 경우 퇴비를 처리한 NPKC 처리구에서 가

장 낮았으며, 이는 퇴비 시용에 의해 공극률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의 용적밀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21) 

SOC 저장량은 NPKC 처구에서 SOC 저장량이 가장 높

아으며 이는 볏집 퇴비 중 함유된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내 유기 탄소 공급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22)

3.4. 토양개량제 종류에 따른 가용성 탄소 및 

질소의 축적 양상

25년간 토양개량제 사용으로 인한 토양 내 가용성 

탄소 및 질소의 함량 변화는 Fig. 3과 같다. NPKC 처

리구를 제외한 NPKS와 NPKL 처리구에서는 가용성 

탄소 및 질소는 동일한 연도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차

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사용연도에 따라 점차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NPKC 처리구와 비교할 때 그 증

가량은 미미하였다. 가용성 탄소나 질소의 경우 미생

물에 의해 쉽게 분해가 가능한 것을 의미하며,23) 이러

한 가용성 질소와 탄소의 증감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은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는 토양 탄소

의 형태인 부식으로 축적된다고 알려져 있다.24) Hong 

등21)은 퇴비화 과정에서 부식질 탄소와 가용성 탄소

(HWEC)의 함량비는 각각 80.1%와 5.1%를 나타내며, 

이는 가용성 탄소가 퇴비화 과정에서 쉽게 분해되어 

소실되기 때문이라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Treatment1) SOC content

(g kg-1)

Bulk density

(Mg m-3)

SOC stock

(Mg C ha-1)

NPK 12.18b 1.41a 51.5ab

NPKS 12.18b 1.45a 53.0ab

NPKL 11.02b 1.35ab 44.6b

NPKC 15.66a 1.31b 61.5a
1)NPK: Chemical fertilizer; NPKS: NPK+Silicate fertilizer; NPKL: 

NPK+Lime fertilizer; NPKC: NPK+Compost

Table 3. Soil Organic Carbon (SOC) Content, Bulk Density

and SOC Stock of the Soils with Different Amendments 
Water extractable nitrogen (mg kg

-1
)

0 50 100 150 200 250 300

NPK

NPKS

NPKL

NPKC

Water extractable carbon (mg kg
-1

)

0 1000 2000 30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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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KS

NPK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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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water extractable carbon (mg kg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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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water extractable nitrogen (mg kg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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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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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KL

NPKC

4,212a2,674a

2,574a

2,163ab

2,545a

1,955b

2,527a

2,048b

4,231ab2,541a

296b

3,342ab

348ab

3,732a

5,202a

2,539a

413a
40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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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ab

381a

3830b,

4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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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a

235a

227a

178b

145b

2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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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racteristics of water and hot-water extractable

carbon and nitrogen concentration of the soils with different

amendments in 1995 and 2019. (A) water extractable carbon,

(B) water extractable nitrogen, (C) hot water extractable carbon

and (D) hot water extractable nitrogen. The different letters

indicated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amendments. NPK:

Chemical fertilizer; NPKS: NPK+Silicate fertilizer; NPKL:

NPK+Lime fertilizer; NPKC: NPK+Com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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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는 벼 재배 장기연용 시험포장에서 25년간 

다른 특성의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였을 때 벼의 생산

량, 토양화학성 및 토양 가용성 탄소와 질소의 축적

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

다. 연구 결과 토양개량제의 종류와 상관없이 벼의 생

산량은 증가하였으며 특히 퇴비 처리구에서 가장 높

은 생산량(7.2 Mg ha-1)을 보였다. 토양화학성은 NPKC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유기물 함량의 증가를 보였으

며 pH는 규산 및 석회를 처리하였을 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NPKS와 NPKL처리구에서 처리 기간

에 따라 토양내 가용성 탄소와 질소 함량이 증가하였

으나 NPKC 처리구에서는 가용성 탄소와 질소의 변

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토양개량제 사용 시 모든 처리

구에서 벼의 생산성은 증대되었으며, NPKL과 NPKS

처리구는 산성토양의 pH 교정효과를, NPKC 처리구

는 토양 유기물 함량의 증가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퇴

비는 석회 및 규산에 비해 토양 탄소 축적에 효과적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토양개량제는 장기적 투입

에도 토양의 특성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으므로, 토

양 검정결과를 기반으로 재배할 작목의 생육특성을 

고려하여 개량제를 선발 사용하는 것이 생산량뿐만 

아니라 농업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토양개량제의 사

용 방법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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