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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water-soluble nutrients content 

in 160 samples of upland and 120 samples of orchard in Jeonbuk province. The mean depths of horizon A of 

the upland and orchard soils were 24.2 ± 4.2 cm and 27.8 ± 5.9 cm, respectively. Soil pH, EC, and organic 

matter contents were within the optimal range for upland and orchard soils, but available phosphate and 

exchangeable K, Ca, and Mg were higher than the optimal range; e.g., available phosphate concentrations 

were higher than the optimal range by 52.8% for the upland and 61.7% for the orchard. Water-soluble Mg
2+

, 

Cl
-
, and SO4

2-
 were higher in upland than orchard soils, and K

+
, Ca

2+
, NO3

-
, and PO4

3-
 showed an opposite 

pattern. These results provide fundamental information of the properties of upland and orchard soils in 

Jeonbuk province for better management of soil fer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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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water-soluble nutrients and soil chemical properties of uplands 

in Jeonbuk province.

Chemical

property

Water-soluble nutrients

K
+

Ca
2+

Mg
2+

Cl
-

NO
3-

PO4

3-
SO4

2-

pH 0.020 0.413**
†

0.332** -0.012 -0.173* 0.108 -0.269**

EC 0.633** 0.086 0.175* 0.694** 0.831** 0.016 0.577**

OM 0.554** 0.313** 0.041 0.211** 0.335** 0.291** 0.230**

Avail. P2O5 0.516** 0.228** 0.048 0.296** 0.393** 0.281** 0.163*

Exch. K 0.893** 0.154* 0.194** 0.684** 0.614** 0.149* 0.472**

Exch. Ca 0.455** 0.100 0.150* 0.548** 0.897** 0.018 0.590**

Exch. Mg 0.498** 0.048 0.256** 0.562** 0.836** -0.013 0.545**
†

A significant values reported as **p ≤ 0.01,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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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지속 가능한 영농을 실천하고 효율적인 농경지 양분 이용과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경지 토양에 대한 과학

적인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경지 토양관리를 위해 물리성과 화학성을 측정하는 것은 토양비옥도 뿐만 아

니라 양분 공급과 토양완충력 등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Ahn et al., 2012). 

작물은 양분을 토양용액에서 이온형태로 흡수하기 때문에 토양 중에 양이온과 음이온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는 것

이 중요하다. 식물양분으로 공급되는 토양 중 대표적인 양이온은 K
+
, Ca

2+
, Mg

2+
 등이며, 음이온은 Cl

-
, NO3

-
, PO4

3-
, 

SO4

2-
 등이다. 이들은 식물에 의해 영양분으로 이용되는데, 양이온의 경우 점토입자와 부식에 흡착되어 손실이 크지 

않지만, 음이온은 흡착되는 양이 많지 않아 지하수로 유입되어 손실되기 쉽다. 

일부 이온들의 역할과 행동을 살펴보면 토양용액 중 K
+
은 작물체내에서 수분유지, 세포의 팽압, 기공 개폐에 직접 

관여하는 필수원소이므로 토양용액내 K
+ 
농도를 관리하여 영양장애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토양용액중 K

+ 
함량

이 낮을 경우 작물생육에 영향을 미치고, 반면에 높을 경우 다른 이온들과 길항작용에 의한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 

(Lee et al., 2017). 인산이온 (PO4

3-
)의 경우 산성토양에서는 철과 알루미늄이온과 결합하고,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칼

슘이온과 결합하여 불용화되어 식물이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토양비옥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Paul and Clark, 1989; 

Lee et al., 2012a). 즉 비료로 공급된 인산질비료의 70~75%는 불용화되고, 토양에 집적되어 작물생육을 저해하는 원

인이 된다. 염류가 많은 토양의 경우 토양용액에 수용성 이온함량이 높아 교환성 양이온을 기준으로 토양비옥도를 정

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확한 토양비옥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토양중 수용성 양이온량을 제거

하고 교환성 양이온만을 측정해야 한다 (Menzies and Bell, 1988; So et al., 2006; Lee et al., 2012b)고 하였다. 

즉 작물 생육은 이온 함량에 따라 큰 영향을 받으므로 토양 중 이온 농도를 측정하여 작물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토양중 이온의 농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비료사용을 통해 작물의 양분결핍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농경지에 적절한 비료사용을 위해 토양 중 이온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토양화학성 분석방

법은 분석항목에 따라 침출 용액을 사용하여 전처리한 후 측정이 이루어지지만 (Shin et al., 2009), 측정된 화학성분

만으로 작물영양을 진단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작물 재배기간 동안 영양진단을 하기 위해 토양 중 수

용성 양분함량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밭과 과수원 토양을 대상으로 화학적 특성과 수용성 양분함량을 조사

하여 이들의 관계를 구명하여 농경지 토양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Materials and Methods

시험재료 및 시료채취 전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밭과 과수원 토양 특성과 수용성양분 분포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시군별 밭 면적과 과수 종류에 따라 밭 160지점과 과수원 120지점을 선정하여 수행하였다. 토양물리성은 조사

지점 가운데 각각 40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밭에서 재배되고 있는 작물은 31종이었고, 대표작물은 고추 26.9%, 

옥수수 9.4%, 고구마, 참깨, 콩이 각각 4.4% 이었다. 과수원의 경우 사과가 29.3%, 배 24.1%, 복숭아 23.3%, 포도 

12.1%, 감 11,2% 이었다. 농촌진흥청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RDA, 2000)에 따라 밑거름 사용전에 토양시료를 채취

하여 조제한 다음 분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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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il physical properties of uplands and orchard fields in Jeonbuk province.

Field A horizon Bulk density
Three phases

Hardness
Solid Liquid Gaseous

cm Mg m
-3

----------------------- (%) ----------------------- mm

Upland 24.2 ± 4.2
†

0.93 ± 0.12 42.9 ± 4.6 15.6 ± 3.6 41.6 ± 5.4   7.5 ± 2.8

Orchard 27.8 ± 5.9 1.09 ± 0.14 41.1 ± 5.4 27.5 ± 8.1 31.4 ± 8.1 13.7 ± 4.2
†

Average ± standard deviation.

토양분석 채취된 시료는 농촌진흥청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RDA, 2000)과 토양화학분석법 (RDA, 2010)에 따

라 분석하였다. 물리성 중 A층 깊이와 경도는 표토를 5 cm 정도 걷어내고 현장에서 조사하였고, 나머지 성분은 Core

를 이용하여 채취한 토양을 실험실로 옮겨 조사하였다. 토성은 비중계법으로 입자밀도를 조사하고, 판정은 미국농무

부 분류기준에 준하였다 (Gee and Bauder, 1986). 

토양 pH와 EC는 토양과 증류수를 1:5 (w/v)로 혼합하여 30분간 진탕 후 pH meter (Orion3 star, Thermo Scientific, 

Singapore)와 EC meter (Orion star A212, Thermo Sicentific, Singapore)로 측정하였고, 유기물은 Tyurin법, 유효인

산은 Lancaster법으로 측정하였다. 교환성 K, Ca, Mg, Na은 1 N ammonium acetate로 침출한 후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Integra Dual, GBC, Australi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용성 양분은 Ahn et al. (2007)의 방법에 따라 토양 대비 초순수 5배를 넣고 200 rpm으로 실온에서 12시간 진탕

한 다음 membrane filter (0.22 µm)로 여과하여 양이온은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Integra Dual, GBC, Australia), 음이온은 IC (Ion chromatography, Dionex, ICS1500)로 분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밭과 과수원 토양의 물리적 특성 전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밭과 과수원 토양의 물리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밭 토양의 A층 깊이는 24.2 ± 4.2 cm, 과수원 토양은 27.8 ± 5.9 cm를 보였고, 용적밀도

는 과수원 토양이 높았다. 공극률은 밭 토양의 경우 57.1%, 과수원 토양은 58.9%로 용적밀도와 반대로 나타났다. 이

는 조사 지점간 용적밀도와 공극량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토성은 표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물리성조사 지

점을 분석한 결과, 전북지역 밭 토양의 경우 사양토 32.0%, 미사질양토 30.0%, 양토 20.0%, 미사질식양토 8.0%, 식양

토 7.0%, 미사질식토 3.0% 수준으로 분포하였고, 과수원 토양의 경우 사양토 35.0%, 양토 30.0%, 미사질양토 17.5%, 

식양토와 미사질식양토가 각각 7.5%, 사질식양토 2.5% 수준으로 분포하였다. 

밭과 과수원 토양의 화학적 특성 밭 토양과 과수원 토양의 화학성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한 지점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표시하였다. 토양 pH와 EC는 농촌진흥청에서 제시하는 적정범위에 있었지만, Fig. 1에서 보면 

밭 토양 pH의 적정범위에 속하는 비율은 44.7% 이었고, pH 6.0 이하가 40.4%를 차지하고 있었고, 과수원 토양의 경

우 (Fig. 2) 적정 pH을 보인 지점은 44.2%이었고, 적정범위 보다 낮은 지점은 13.3%이었고, 높은 지점은 42.5%를 차

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밭 토양의 경우 pH를 개선할 수 있는 비료사용처방이 필요하고, 반대로 과수원은 석회질비료

를 적용 시용하는 기술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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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il chemical properties of uplands and orchard fields in Jeonbuk province.

Field pH EC OM
Avail.

P2O5

Exch. cations

K Ca Mg Na

(1:5) dS m
-1

g kg
-1

mg k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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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Upland 6.2 ± 0.7
†

1.34 ± 1.31 28 ± 17 629 ± 403 1.17 ± 0.95 7.0 ± 2.7 2.6 ± 1.2 0.16 ± 0.16

Orchard 6.8 ± 0.7 0.73 ± 0.53 32 ± 15 809 ± 546 1.12 ± 0.83 7.1 ± 3.3 2.3 ± 1.3 0.09 ± 0.10

Optimal range 6.0~7.0 2≥ 20~30 300~550 0.5~0.8 5.0~6.0 1.5~2.0 -
†

Average ± standard deviation.

Fig. 1. Distribution of selected soil chemical properties of upland fields in Jeonbuk Province (n=160). 

Fig. 2. Distribution of selected soil chemical properties of orchard fields in Jeonbuk Province (n=120). 

유기물 함량은 밭 토양의 경우 적정범위에 분포하고 있었지만,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족한 곳이 43.5%을 차

지하였고, 과수원 토양은 적정범위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족 비율은 20.8% (Fig. 2)를 보여 밭 토양보다 양호

한 편이었다. 밭과 과수원 토양 모두 유효인산은 적정범위보다 높게 나타났다. 과잉 비율은 밭 토양에서는 52.8% 

(Fig. 1), 과수원에서는 61.7% (Fig. 2)로 나타나 인산질비료의 적정한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밭과 과수원 토양에서 교환성 양이온 함량은 적정범위 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Table 2), Fig. 1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환성 K과 Ca 함량은 절반 이상이 과잉으로 나타났고, 교환성 Mg 함량이 과다한 곳도 밭에서 45.2%와 과수원

에서 49.2%로 나타났다. 또한 밭 토양에서 교환성 Ca 함량은 36.6%, 과수원 토양에서 Ca 함량은 37.5%, Mg 함량은 

35.0%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작물흡수와 용탈에 의한 손실을 신속히 보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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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Water-soluble nutrient contents of uplands and orchard field soils in Jeonbuk province.

Field K
+

Ca
2+

Mg
2+

Cl
-

NO3

-
PO4

3-
SO4

2-

------------------------------------------------------------ (mg kg
-1

) ------------------------------------------------------------

Upland   82.1 ± 92.1
†

  94.6 ± 95.5 34.0 ± 37.1 39.5 ± 44.7 258.1 ± 348.4 28.5 ± 31.5 83.2 ± 88.6

Orchard 118.7 ± 82.1 106.8 ± 85.3 29.3 ± 17.5 17.1 ± 40.2 143.4 ± 189.7 39.4 ± 63.8 76.8 ± 233.1
†

Average ± standard deviation.

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water-soluble nutrients and soil chemical properties of uplands in Jeonbuk 

province.

Chemical property
Water-soluble nutrients

K
+

Ca
2+

Mg
2+

Cl
-

NO3

-
PO4

3-
SO4

2-

pH 0.020 0.413**
†

0.332** -0.012 -0.173* 0.108 -0.269**

EC 0.633** 0.086 0.175* 0.694** 0.831** 0.016 0.577**

OM 0.554** 0.313** 0.041 0.211** 0.335** 0.291** 0.230**

Avail. P2O5 0.516** 0.228** 0.048 0.296** 0.393** 0.281** 0.163*

Exch. K 0.893** 0.154* 0.194** 0.684** 0.614** 0.149* 0.472**

Exch. Ca 0.455** 0.100 0.150* 0.548** 0.897** 0.018 0.590**

Exch. Mg 0.498** 0.048 0.256** 0.562** 0.836** -0.013 0.545**
†

A significant values reported as **p ≤ 0.01, *p ≤ 0.05.

토양 중 수용성 양분 함량 작물과 과수가 양분을 이용할 수 있는 양을 파악하고, 토양중 화학성분 함량과 관계

를 평가하기 위해 조사한 토양 중 수용성 이온은 조사지점 간에 편차가 크게 나타났지만, 수용성 Mg
2+

,
 
Cl

-
,
 
SO4

2-
은 밭 

토양에서 높았고, 다른 수용성 이온은 과수원 토양에서 높았다 (Table 3). 토양 중 수용성 Cl
-
와 NO3

-
을 제외하고 밭과 

과수원 토양에 분포 농도는 비슷한 수준이었다.

밭 토양에서 수용성 이온함량과 교환성 화학성분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수용성 양이온 가운데 K
+
은 토양 pH를 제

외하고 모두 고도의 정의 관계 (p ≤ 0.01)를 보였고, 수용성 Ca
2+

은 토양 pH, 유기물 함량, 유효인산과 고도의 정의 관

계 (p ≤ 0.01)를 보였다 (Table 4). 하지만 수용성 Mg
2+

은 유기물 함량과 유효인산을 제외하고 정의 관계 (p ≤ 0.05)

를 보였다. 수용성 음이온 가운데 NO3

-
과 SO4

2-
은 토양 pH와 부의 관계를 보였지만, 나머지는 고도의 정의 관계 (p ≤ 

0.01)를 보였다. Cl
-
은 pH를 제외하고 고도의 정의 관계 (p ≤ 0.01)를 보였고, PO4

3-
는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K과 

정의 관계 (p ≤ 0.01, 0.05)를 보였다. Lee et al. (2004)은 산성조건의 산림토양에서 토양 pH와 수용성 SO4

2-
이 고도

의 정의 상관성을 보였고, 유기탄소와 부의 관계였다고 하였지만, 본 연구의 밭 토양에서는 pH와 부의 정의 상관, 유

기물 함량과는 정의 상관성을 보여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또한 산림토양에서 수용성 SO4

2-
이 CEC와 고도의 상관성

을 보인 것처럼 본 연구에서도 CEC의 구성원인 교환성 K, Ca, Mg과 고도의 상관성을 보여, 양이온들이 수용성 이온

을 흡착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Courchesne, 1992)한다고 할 수 있다. 

과수원 토양의 수용성 K
+ 
함량은 밭 토양과 달리 pH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나머지 화학성분과는 고도의 정

의 상관관계 (p ≤ 0.01)를 나타냈다 (Table 5). 수용성 Ca
2+

과 Mg
2+ 

함량은 모든 화학성분과 정의 상관관계 (p ≤ 0.01, 

0.05)를 보였고, Cl
-
은 EC, 교환성 Mg과 고도의 정의 상관관계를 (p ≤ 0.01) 나타냈다. 한편 NO3

-
와 PO4

3-
은 pH를 제

외하고 정의 상관관계 (p ≤ 0.01, 0.05)를 보였고, SO4

2-
는 EC와 고도의 정의 상관관계 (p ≤ 0.01)를 보였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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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water-soluble nutrients and soil chemical properties of orchard fields in 

Jeonbuk province.

Chemical property
Water-soluble nutrients

K
+

Ca
2+

Mg
2+

Cl
-

NO3

-
PO4

3-
SO4

2-

pH -0.132 0.279**
†

0.223* 0.032 -0.149 -0.131 -0.014

EC 0.455** 0.524** 0.544** 0.520** 0.704** 0.218* 0.563**

OM 0.534** 0.397** 0.416** -0.082 0.303** 0.432** -0.010

Avail. P2O5 0.618** 0.308** 0.261** -0.042 0.314** 0.702** -0.034

Exch. K 0.879** 0.260** 0.455** -0.027 0.274** 0.619** -0.024

Exch. Ca 0.337** 0.763** 0.543** 0.062 0.216* 0.196* 0.049

Exch. Mg 0.416** 0.441** 0.753** 0.231** 0.286** 0.294** 0.156
†

A significant values reported as **p ≤ 0.01, *p ≤ 0.05.

Buykx et al. (2004)에 따르면 토양에서 음이온을 동시에 추출하기 위해 물과 H3PO4, NaOH를 사용하여 추출하였을 

때 용매에 따라 황산이온과 염소이온 농도가 큰 차이를 보였다고 하여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음이온량 평가가 추출방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수용성 이온 외에 다양한 형태로 추출한 이온과 토양화학성 간의 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

다 (Kim and Choi, 2009).

밭과 과수원 토양에서 수용성 이온과 화학성분간에 고도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경향이 K
+
과 NO3

-
을 제외하고 다르

게 나타나 수용성 이온과 토양화학성분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좀 더 다양한 농경지를 대상으로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Conclusion

밭과 과수원 토양의 효율적 관리하기 위해 밭 160지점, 과수원 120지점을 선정하여 물리화학성과 수용성이온 함량

을 비교 조사하였다. 밭과 과수원 토양의 A층 깊이는 각각 24.2 ± 4.2 cm와 27.8 ± 5.9 cm였다. 토양 pH, EC, 유기물

함량은 적정범위 내에 분포하였지만, 유효인산, 교환성 K, Ca, Mg 함량은 적정범위보다 높았다. 유효인산의 과다비

율이 밭의 경우 52.8%였고, 과수원은 61.7%를 차지하였다. 수용성 Mg
2+

,
 
Cl

-
,
 
SO4

2- 
함량은 밭 토양에서 높았고, K

+
, 

Ca
2+

, NO3

-
, PO4

3- 
함량은 과수원 토양에서 높았다. 본 연구 결과는 전북지역 밭 토양과 과수원 토양 양분관리에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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