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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designed to assess the changes of soil chemical properties in the intensive plastic film houses 

and develop sustainable agricultural practices on soil management. Soil testing data (158,227), uploaded on 

Korean soil information system (http://soil.rda.go.kr) from 2006 to 2015, were analyzed. The study showed 

that soil pH and organic matter (OM) have kept within the standard ranges and electrical conductivity (EC), 

available phosphate (Avail. P2O5) and exchangeable (Exch.) cations (K, Ca, and Mg) were increased from 

2006 to 2015. Relative frequency distribution were 57% for pH 6.5<, 32% for OM 15-25 g kg-1 in 2015, and 

the contents of Exch. K, Ca, and Mg in 2015 was the highest in 0.2-0.5, 6.0-9.0, 2.0-4.0 cmolc kg-1, 

respectively. Soil pH, Exch. Ca and Mg were high levels in oriental melon growing region and OM, Avail. 

P2O5 and Exch. K were sufficient in tomato and pepper field. More than half of the farmlands below the 

standard range of OM contents and the ratio of high range in Exch. Ca and Mg were increased. Soil testing 

results including pH, OM and Exch. cations are essential parameters for crop grow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oil testing, adequate amount of fertilizer, compost and soil amendment should be supplied to ensure 

stable crop pro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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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 in soil chemical properties in the plastic film house from 2006 to 2015 in Korea. 

Year pH EC† OM
Avail. 

P2O5

Exch. cation No. of

sampleK Ca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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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6.36f‡ 2.52de 22.9h 523f 0.99d 9.8b 3.0e 14,107

2007 6.43e 2.52de 23.6g 533ef 0.99d 9.1d 3.0e 13,578

2008 6.45e 2.52de 25.9c 612d 1.02c 8.8e 3.1d 12,883

2009 6.56c 2.64b 24.6f 539e 0.95e 9.3c 3.2c 17,373

2010 6.52d 2.49ef 24.8f 621cd 1.02c 8.5f 2.9f 11,467

2011 6.64a 2.55cd 25.5d 622cd 1.06b 9.3c 3.4b 12,657

2012 6.59b 2.60bc 25.2e 634b 1.04b 8.6f 3.0e 17,510

2013 6.55c 2.44f 26.4b 624bc 1.06b 9.4c 3.2c 17,276

2014 6.52d 2.65b 27.5a 630bc 1.11a 9.1d 3.1d 17,795

2015 6.62a 2.99a 25.9c 682a 1.11a 10.2a 3.4a 23,581
†EC, electrical conductivity; OM, organic matter.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  The Korean Society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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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나라는 토양검정 자료를 바탕으로 비료 및 토양개량제 사용량을 결정하여 농경지 양분 관리가 이루어진다 

(NAAS, 2010). 비료사용처방 프로그램이 1990년에 개발되어 시 ․ 군 농업기술센터에 보급되면서 토양검정 결과에 

근거한 필지별 비료사용처방서 발급 체계가 갖추어졌다 (Hong et al., 2009). 토양검정은 건전한 작물 생육을 위한 필

수원소 함량 정보를 제공하며, 필수원소 중 한 원소라도 부족하면 작물생육의 제한인자로 작용한다. 따라서 토양검정

은 토양 화학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물생육 제한 요소를 파악할 수 있으며, 과다 또는 부족 성분에 대한 비료사용량

을 추천하여 작물의 안정 생산을 기할 수 있다. 최근 들어 작물의 안정 생산을 위한 건전한 토양관리가 요구되면서, 농

경지 토양 화학성 조사와 변동 평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Harris and Bezdicek (1994)에 따르면 토양비옥

도 평가는 토양특성 정보로부터 토양의 작물 생산력, 인간과 동물에 대한 영향, 물 공급 특성 등을 예측 하는 것에 목적

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는 농토배양 10개년 사업 (RDA, 1989)을 통해 토양 화학성 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0년부터 2015년까지 4차에 걸쳐 농촌진흥청, 도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한 주요작물 재배지 토

양검정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국 농경지에 대한 토양 화학성 조사가 이루어졌다 (Kong et al., 2015).

시설재배지는 노지재배지보다 과다한 양분투입으로 양분집적이 발생하였고 (Park et al., 1994; Park, 2000), 이러

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토양검정에 의한 시설재배지 토양의 화학성 평가와 적정 양분관리가 필요하다. Hu et al. 

(2012)는 시설재배지 토양 화학성을 조사하고 평가함으로써 적정 양분관리 방안을 설정할 수 있고, 과도한 농자재 투

입과 양분 유출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므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한다고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시설

재배지 토양의 화학적 특성 조사는 지역별로 조사하여 보고하였으며 (Choi et. al., 2010a; Park et al., 2016; Yoon et 

al., 2015; Yuk et al., 1993), 농업환경자원 변동조사 사업을 통해 1,374지점에 대한 분석 결과가 보고되었다 (Kang et. 

al., 20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양검정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조사되어 흙토람 (http://soil.rda.go.kr)에 업로드 된 

토양검정 빅데이터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시설재배지 토양 화학성 현황과 변동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결

과는 시설재배지에 대한 적정 토양관리 방안을 제공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토양검정 자료 농촌진흥청은 각도 농업기술원, 시 ․ 군 농업기술센터와 매년 토양검정 사업을 실시하고, 토양분

석 결과를 흙토람에 DB로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도를 제외하고 흙토람에 구축된 시

설재배지 토양의 검정결과 중 재배면적이 가장 많은 수박, 토마토, 딸기, 고추, 참외 등 5가지 작물 (KOSIS, 2018)에 

대한 검정결과 158,227점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Table 1).

토양분석 방법 토양시료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1988)에 따라 채취하

였다. 각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은 2003년부터 토양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하

면서, 검정 항목별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 (RDA, 2012)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분석된 데이터는 R Software (ver. 3.4.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연도별 

토양화학성은 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고, 각 성분의 주성분 분석을 통하여 화학성분간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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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시설재배지 토양화학적 특성 우리나라 연도별 시설재배지 토양 화학성분의 평균 함량 변화는 Table 2와 같다. 

토양 pH는 2006년 6.36에서 2015년 6.62으로, 토양유기물 함량은 2006년 22.9 g kg-1에서 2015년 25.9 g kg-1로 

증가하였으며, 시설재배지 토양 pH, 유기물 기준 범위내에서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기전도도는 

2006년 2.52 dS m-1에서 2016년 2.99 dS m-1로 증가하였으며, 시설재배지 전기전도도 기준 범위인 2.0 dS m-1 보다 

평균 함량이 높았다. 유효인산 함량도 꾸준히 증가하여 기준 범위를 초과하였으며, 교환성칼륨, 칼슘 및 마그네슘 

함량도 각각 2006년 0.99, 9.8, 3.0 cmolc kg-1에서 2015년 1.11, 10.2, 3.4 cmolc kg-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농촌진흥청 농업환경자원 변동조사 사업을 통해 조사된 논토양의 화학성분별 평균 함량은 pH 5.9, 유기물 26 g 

kg-1, 유효인산 140 mg kg-1, 교환성칼륨, 칼슘 및 마그네슘은 각각 0.3, 5.5, 1.2 cmolc kg-1로 보고되었으며 (RDA, 

2016), 밭 토양은 pH 6.3, 유기물 25 g kg-1, 유효인산 627 mg kg-1, 교환성칼륨, 칼슘 및 마그네슘은 각각 0.75, 6.4, 1.7 

cmolc kg-1로 보고되었다 (NAAS, 2014). 시설재배지와 논, 밭 노지재배지의 토양화학성을 비교하였을 때, pH와 교환

Table 1. Number of soil sampling sites in the plastic film house from 2006 to 2015 in Korea.

Crops
Year

Total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Orientalmelon 5,960 4,867 3,235 5,121 2,318 2,712 3,178 3,187 2,315 6,396 39,289

Pepper 938 1,012 1,445 2,431 1,375 1,376 2,298 3,215 2,667 5,187 21,944

Strawberry 4,042 2,810 4,330 4,191 3,952 3,894 5,769 4,215 4,778 4,972 42,953

Tomato 1,253 1,885 1,821 1,699 1,410 1,625 2,448 2,798 4,222 3,817 22,978

Watermelon 1,914 3,004 2,052 3,931 2,412 3,050 3,817 3,861 3,813 3,209 31,063

Total 14,107 13,578 12,883 17,373 11,467 12,657 17,510 17,276 17,795 23,581 158,227 

Table 2. Changes in soil chemical properties in the plastic film house from 2006 to 2015 in Korea.

Year pH EC† OM
Avail. 

P2O5

Exch. cation No. of

sampleK Ca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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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6.36f‡ 2.52de 22.9h 523f 0.99d 9.8b 3.0e 14,107

2007 6.43e 2.52de 23.6g 533ef 0.99d 9.1d 3.0e 13,578

2008 6.45e 2.52de 25.9c 612d 1.02c 8.8e 3.1d 12,883

2009 6.56c 2.64b 24.6f 539e 0.95e 9.3c 3.2c 17,373

2010 6.52d 2.49ef 24.8f 621cd 1.02c 8.5f 2.9f 11,467

2011 6.64a 2.55cd 25.5d 622cd 1.06b 9.3c 3.4b 12,657

2012 6.59b 2.60bc 25.2e 634b 1.04b 8.6f 3.0e 17,510

2013 6.55c 2.44f 26.4b 624bc 1.06b 9.4c 3.2c 17,276

2014 6.52d 2.65b 27.5a 630bc 1.11a 9.1d 3.1d 17,795

2015 6.62a 2.99a 25.9c 682a 1.11a 10.2a 3.4a 23,581

†EC, electrical conductivity; OM, organic matter.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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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양이온 함량은 Choi et al. (2010a)와 Lee et al. (2013)의 보고와 같이 시설재배지 토양에서 

높은 수준이었고, 유기물은 Kang et al. (1997)의 보고와 같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시설재배지 토양화학성 분포 시설재배지 토양 화학성분별 함량의 연도별 분포는 Fig. 1과 같았다. pH 5.5 이

하의 토양은 2006년 14%에서 2015년 10%로 감소하였으며, pH 5.5-6.5 범위는 2006년 44%에서 2015년 33%로 감

소하였다. 반면에 pH 6.5-7.5 범위는 2006년 39%에서 2015년 48%로 증가하였으며, pH 7.5를 초과하는 비율은 2006

년 3%에서 2015년 9%로 증가하여, 토양 pH가 높은 시설재배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전기전도도는 기준인 2.0 

dS m-1를 초과하는 비율이 2015년 49%였으며, 5.0 dS m-1를 초과하는 비율도 2015년 20%로 연도별로 꾸준히 증가

하였다. 토양유기물 함량은 15-25 g kg-1 범위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2006년 31%에서 2015년 32%로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유효인산 함량은 50-550 mg kg-1이하는 2006년 61%에서 2015년 45%로 감소하였으며, 550 mg kg-1 초

†EC, electrical conductivity; OM, organic matter.

Fig. 1. Relative frequency distribution of soil chemical properties in the plastic film house from 2006 t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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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비율은 2006년 37%에서 2015년 52%로 증가하였다. 특히 1,050 mg kg-1 초과의 비율이 9%에서 20%로 증가하여 

인산이 집적된 토양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토양 양이온 중 교환성칼륨은 0.2-0.5, 0.5-0.8 

cmolc kg-1 비율이 연도별 각각 23-26%, 17-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교환성칼슘은 6.0-9.0 cmolc kg-1 분

포가 연차별로 가장 많았으며, 2006년 30%에서 2015년 27%로 나타났다. 교환성칼슘 함량 9.0 cmolc kg-1 초과 비율

은 2006년 46%에서 2015년 55%로 증가하였다. 교환성마그네슘 함량은 기준 범위인 1.5-2.0 cmolc kg-1를 초과하는 

2.0-4.0 cmolc kg-1 범위에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2006년 45%에서 2015년 48%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작물별 토양화학적 특성 주요 시설재배 작물별 토양화학성의 연도별 변화는 Fig. 2와 같다. 토양 pH는 2015년 

참외 재배지에서 7.02으로 가장 높았으며, 수박 재배지에서 6.27으로 가장 낮았다. 전기전도도는 딸기 재배지에서 

2006년 1.97 dS m-1에서 2015년 2.23 dS m-1로 증가하였지만 다른 작물들에 비해 전기전도도가 가장 낮았다. 참외 재

배지의 전기전도도는 2006년 2.95 dS m-1에서 2015년 2.40 dS m-1로 감소하였으며, 고추 재배지의 경우 2006년 2.73 

dS m-1 에서 2015년 4.02 dS m-1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토양 유기물 함량은 2015년 고추와 토마토 재배지에서 각각 

†EC, electrical conductivity; OM, organic matter.

Fig. 2. Changes in soil chemical properties for five major crops in the plastic film house from 2006 t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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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29.1 g kg-1로 가장 높았으며, 참외 재배지에서 가장 낮았다. 참외 재배지의 유기물 함량은 2006년 15.9 g kg-1에

서 2015년 19.1 g kg-1로 증가하였지만 시설재배지 유기물함량 기준 범위 하한 수준인 25 g kg-1보다 낮았다. 유효인산

과 교환성칼륨의 함량도 고추와 토마토 재배지에서 2015년 각각 948, 829 mg kg-1, 1.60, 1.39 cmolc kg-1로 가장 높았

으며, 참외 재배지에서 442 mg kg-1, 0.65 cmolc kg-1로 가장 낮게 나타나 유기물함량과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작

물별 교환성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은 참외 재배지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토양 pH와 비슷한 변동양상을 보였다.

토양화학성 상관관계 시설재배지 토양의 화학성분간 상관성은 Fig. 3과 같았다. 토양 pH는 교환성칼슘, 마그

네슘과 각각 0.396**, 0.240**의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전기전도도는 교환성마그네슘과 0.515**, 교환성칼

륨 0.425**, 교환성칼슘 0.421**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시설재배지에서 토양 pH는 교환성칼슘, 마 그네슘과 전기

전도도는 토양 pH를 제외한 모든 성분들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토양 pH와 전기전도도는 칼슘에 의한 염들의 

침전으로 부의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Choi et al., 2010a; Lee et al., 2013). 유기물 함량은 유효인산, 교환성칼

륨과 각각 0.449**, 0.442**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시설재배지에서 가축분퇴비 시용에 따른 유효인산

과 교환성칼륨 함량 증가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교환성칼륨은 유효인산, 교환성마그네슘, 교환성칼슘과 각각 

0.496**, 0.469**, 0.302**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토양개량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함에 따라 교환성칼슘은 교환

성마그네슘과 0.655**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시설재배지 토양화학성 관리 시설재배지 토양화학성은 토양 pH, 전기전도도, 유효인산, 교환성양이온은 함량

이 높은 농경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유기물도 평균 함량은 증가하였지만, 기준보다 낮은 비율의 농경지가 절

반 이상으로 많아 양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 pH의 경우 시설재배지 기준인 6.0-7.0 범위는 2006년 

55%에서 2016년 51%로 낮아졌으며, pH 7.0보다 높은 비율은 19%에서 30%로 증가하였다. 시설재배지 토양의 교환

성칼슘 기준은 5.0-6.0 cmolc kg-1이며, 초과 비율이 2006년 75%에서 2015년 82%로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교환성마그네슘 기준은 1.5-2.0 cmolc kg-1이며, 초과 비율이 2006년 70%에서 2015년 76%로 교환성칼슘과 비

†EC, electrical conductivity; OM, organic matter.
‡Correlation coefficient (r) was determined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 significant at p<0.05; **, significant at 

p<0.01.

Fig. 3. The correlation coefficient (r) among the soil chemical properties in the plastic film house from 2006 t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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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한 변동 양상을 보였다. 이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을 통해 시설재배지에는 석회와 마그네슘이 공급된 결과이며, 농

촌진흥청 농업환경자원 변동조사 사업을 통해 조사된 논, 밭토양의 화학성분별 함량보다 토양 pH, 교환성칼슘, 교환

성마그네슘 함량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노지재배지에 비해 시설재배지에서 지속적인 토양개량제 투입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었다. 토양 pH 7.5 이상에서는 암모니아가스 발생에 의한 작물 피해가 발생하고 (Kim et. al., 2010; Lindsay, 

1979), 토양 중 칼슘과 마그네슘이 많아지면 인산과 결합하여 용해되기 어려운 형태로 바뀌어 인산 공급이 차단되므

로 (Ammari et al., 2015; Lide, 2003; Lim, 2006) 토양검정을 통한 적정량의 토양개량제가 살포되어 칼슘과 마그네슘

의 과다 투입을 예방하고 적정 토양 pH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전기전도도 기준은 2.0 dS m-1 이상과 이하로 판단하고 있는데, 시설재배지 토양의 절반 정도가 기준보다 높게 나

타났다. 전기전도도가 높으면 토양용액의 삼투압을 높이고, 작물의 수분흡수를 저하시켜 생육장애를 유발한다 

(Ayers and Westcot, 1985; Chang and Dregne, 1955; Park, 2000). 토양용액의 삼투압 계산은 Eq. 1과 같다 (Wismer, 

1991).

π = icRT (Eq. 1)

단, π는 삼투압 (atm), i는 이온종 수, c는 용액의 몰농도 (mol L-1), R은 기체상수 (0.08206 L atm mol-1 K-1), T는 절대

온도 (K) 

이 식에서 용액의 농도 (c)는 




 

으로 계산하는데, 전기전도도 값에 0.013을 곱하여 추청할 수도 있다 

(Griffin and Jurinak, 1973). 이온종 수 (i)는 양이온과 음이온 수인데 KCl ⇌ K+ + Cl-은 2이고, K2SO4 ⇌ 2K+ + SO4
2-

는 3이고, 유기물과 결합한 양분은 안정화상수가 높으므로 1에 가깝다 (Wismer, 1991). 현재는 전기전도도 값으로 삼

투압 (π)을 추정하고 있으나, 이온종 수 값에 따라 같은 전기전도도에서도 삼투압에 차이가 나므로, 토양용액의 이온

종 수를 고려할 수 있는 삼투압 기준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무기질비료를 시용한 토양은 퇴비를 시용한 토양보다 

토양용액의 삼투압을 더 높이므로 낮은 농도에서도 작물의 수분흡수를 저해시켜 작물의 생육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RDA, 2014). 작물별로는 딸기 재배지에서 가장 낮은 전기전도도 특성을 나타내었는데, 딸기는 염류에 민감한 작물

로 염류 집적에 따른 수량 감소가 크게 나타나므로, 다른 작물 보다 낮게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Ayers and 

Westcot, 1985; NAAS, 2010). Table 2의 연도별 시설재배지 전기전도도 증가는 자연강우에 의한 영향이 적고, 집약

적 재배에 따른 퇴비와 비료의 과잉 사용 및 고온의 시설 환경에서 증발산량이 많아 표토 염류 농도가 증가하여 

(Ammari et al., 2015; Park, 2000)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토양 유기물은 토양질 평가의 중요한 지표로 (Cannell and Hawes, 1994; Larson and Pierce, 1991; Reeves, 1997) 

유기물 CEC는 부식의 200-250 cmolc kg-1 (Kim et al., 2006)에 2015년 시설재배지 평균 유기물 함량 26 g kg-1을 곱

하면 5-6 cmolc kg-1을 지니고 있어 양분 보유에 큰 영향을 준다. 토양 유기물은 미량원소와의 안정화 상수가 다량원소 

보다 높으므로 (Lindsay, 1979), 토양에 퇴비 공급은 작물에게 미량원소를 공급하는 방법이다. 시설재배지 토양의 유

기물 함량은 기준 범위인 25-35 g kg-1 보다 낮은 비율이 2015년 53%로 여전히 높으며,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유기물

이 부족한 농경지는 지속적으로 유기물을 공급해 주어야 할 것이다. 유효인산은 기준 범위인 300-550 mg kg-1과 낮은 

비율이 2015년 각각 22%, 26%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기준 범위 초과의 비율은 52%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인

산함량이 높은 가축분 퇴비의 지속적인 투입은 시설재배지에서 인산 집적을 유발하며 (Chen et al., 2004; Y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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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농경지에 집적된 과잉의 인산은 표면유거, 토양 유실, 배수 등으로 손실될 위험도 높아진다 (Stanley et al., 

1995). 토양 중 인산 유효화는 토양 pH 조건과 칼슘, 마그네슘에 영향이 크므로 (Ammari et al., 2015; Lide, 2003; 

Lim, 2006), 화학성을 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시설재배지 토양의 교환성칼륨 기준은 0.5-0.8 cmolc kg-1이며, 0.5 

cmolc kg-1 미만은 2006년 32%에서 2015년 33%, 0.8 cmolc kg-1 초과비율은 2006년 46%에서 2015년 48%로 높게 나

타났으며, 연도별도로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Choi et al. (2010b)는 시설재배지에서 유효인산 함량과 교환성칼륨 

함량 증가는 축분 퇴비 등을 시용한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토양검정은 토양 양분 함량과 토양조건에 근거하여 필요한 

비료, 퇴비 및 토양개량제의 사용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며, 토양검정을 통해 농경지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Conclusions

시설재배지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흙토람 시스템에 업로드된 토양검정 

DB를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시설재배지의 연도별 토양화학성은 pH, 유기물 함량의 경우 기준 범위를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전기전도도, 

유효인산, 교환성칼륨과 칼슘, 마그네슘 함량은 증가하였다. 2015년에 pH는 6.62, 전기전도도 2.99 dS m-1, 유

기물 25.9 g kg-1, 유효인산 682 mg kg-1이고, 교환성칼륨, 칼슘 및 마그네슘은 각각 1.11, 10.2, 3.4 cmolc kg-1 이

었다. 

2. 화학성분별 분포율은 2015년 토양 pH 6.5 초과 비율이 57%로 토양 pH가 높은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유기

물은 15-25 g kg-1 범위가 32%로 가장 많았다. 인산이 집적된 토양 비율이 증가함을 보였으며, 교환성칼륨, 칼

슘, 마그네슘은 각각 0.2-0.5, 6.0-9.0, 2.0-4.0 cmolc kg-1 분포가 가장 많았다.

3. 주요 시설 작물별 토양화학성은 참외 재배지에서 토양 pH, 교환성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토양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마토, 고추 재배지에서 유효인산과 교환성칼륨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토양화학성의 

상계관계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4. 시설재배지 토양 유기물은 절반 이상의 농경지가 기준 범위 미만이었으며, 교환성칼슘,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필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적정량의 퇴비 및 토양개량제가 공급되어야 작물 생육장

애 예방 및 안정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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