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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is an essential resource for life and its properties are susceptible to be modified by application of soil 

amendment. The impact of management practices on soil function can be assessed through a soil quality index. 

The changes in soil chemical quality index in paddy soils applied of soil amendments were assessed from data of 

long-term experiment plots which were operated from 1969 to 2016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Wanju, Korea. The treatments were inorganic fertilization (NPK), inorganic fertilizer plus soil amendments 

(rice straw compost, NPK+C; silicate fertilizer, NPK+S; mixing rice straw compost and silicate fertilizer, 

NPK+CS). The quality index of soil for chemical properties was analysed by method suggested by Yoon et al. 

(2004) which calculating soil quality index integrating the score of the each soil chemical property and divided 

into by 4 periods (Period Ⅰ: 1969 - 1978, Period Ⅱ: 1979 - 1985, Period Ⅲ: 1986 - 2001, Period Ⅳ: 2002 - 

2016). The paddy fields for the long-term experiments were changed to a soil with good quality under 

application of soil amendment over a period of time. The order of magnitude of soil chemical quality index was 

NPK+CS > NPK+S > NPK+C > NPK. Chemical attributes such as pH, SOM, and Av.SiO2 increased the soil 

quality index in NPK+C, NPK+S, and NPK+CS compared to NPK. The quality index of soil chemical properties 

of NPK, NPK+C and NPK+S treatments ranged from 70 to 74 in period, from 64 to 71 in period Ⅱ, and to 75 to 

82 in period Ⅲ and Ⅳ. Especially, the decrease of the chemical quality index value of NPK, NPK+C and NPK+S 

treatments in Period Ⅱ was attributed to the decrease of the soil pH value below the optimum range of rice 

growth due to irrigation water. The NPK+CS treatment increased to the highest value of 87 in period I, but 

tended to decrease slightly at period Ⅲ and Ⅳ. It showed that these were caused by the accumulation of silicate 

fertilizer, resulting in a decrease of the chemical quality index value of the soil. When a constant amount of soil 

amendments was continuously applied for 48 years, the soil chemical quality index were improved. After that 

period, the soil chemical quality index, however, was decreased because of excess accumulation of soil 

amendments. In view of the soil chemical quality index values, optimal application of soil amendment is the 

most suitable management for this site since it preserves soil quality and provides an acceptable rice grain yield.

Keywords: Indicators of soil chemical quality, Soil amendment, Long-term application, Paddy field, Rice 

straw compost, Silicate fertilizer

Changes of score of soil chemical quality index by periods in a paddy soil by long-term application

of inorganic fertilizers and soil amendments.

Period NPK NPK+C NPK+S NPK+CS

Starting year (‘54) 34 34 34 34

Period I (69 - 79) 67 72 77 87

Period II (80 - 89) 63 66 77 81

Period III (90 - 02) 67 69 82 78

Period IV (03 - 16) 75 77 8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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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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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토양은 공기와 물과 같이 우리 환경의 아주 중요한 구성요소이고, 유기물의 손실, 비옥도 감소, 토양오염과 같은 문

제는 토양질의 개념 및 평가방법에 관해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Karlen et al., 2001). 토양질은 자연 또는 생태계 내

에서 식물과 동물의 생산성을 유지하고, 물과 공기의 질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며, 인간 건강과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

해 토양기능을 최대화 시키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Karlen et al., 1997). 이 개념은 인간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

향, 특히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영향을 정량화하는 데 필수적인 항목이라고 하였다 (Wander and Drinkwater, 

2000; Andrews et al., 2003). 만약 토양이 부적절하게 관리된다면 토양기능을 파괴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

에 적절하게 관리되도록 토양질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인식되었다 (Doran and Jones, 1996). 토양 질 지표

는 토양이 작물 생산 또는 환경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측정이 가능한 토양 속성을 나타내야 한다 

(Archad and Martin, 2002). 농업적 활동의 영향을 감지하기 위해 토양질의 지표들은 충분히 민감해야 하지만, 단기 

기상 패턴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하였다 (Doran et al., 1996).

토양 질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안되었고, 토양 특성 중 생산성에 관련한 토양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

학적 질에 대하여 주로 연구되어 왔다. Doran and Parkin (1994)은 토양 질을 평가하기 위해 간단한 곱셈 함수를 사용

할 것을 권장했고, Karlen and Stott (1994)는 농업생산시스템이 토양 질에 미치는 다양한 토양 관리의 영향을 평가하

고자 물 유입 및 이동, 식물 생장과 같은 토양 질과 관련된 중요한 토양 기능을 선택해서 토양질을 평가하였다. Arshad 

and Coen (1992)은 토양깊이에 따른 작물 뿌리 뻗음, 유효수분 보유력, 용적밀도 또는 침투 저항성, 수리전도도, 입단

안정화도, 유기물 함량, 양분 유효도, pH, 전기전도도를 토양질의 지표인자로 제시하였다. Andrews et al. (2004)은 

토양질 평가에 있어 환경영향을 고려해야 하고, 이것을 토양질 지표의 점수화 모델로 제안하였다.

국내의 경우, Jung and Kim (2002)은 토양의 질 지표의 산정은 각각에 대한 가중치를 결정하여 각 인자에 적용한 

후 합산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였고, 국내 대표적인 경작지 토양의 화학적 질 지표를 평가하였다. 논토양의 토양 화학

성 질에 관해서 Yoon et al. (2004)은 주요한 토양특성을 주성분 분석을 통해 pH,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 유효

규산의 지표항목을 선정하였고, 이것을 일정한 구간별로 배점을 주고 합산하여 하나의 지표로 만들어 계산하였다. 토

양의 각 특성과 기능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점수화 하는 방법을 Karlen et al. (1994)이 제시한 방법 중에 선형적 관계를 

선택하였고, 세부지표는 작물의 생산성과 경제성 및 환경오염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그 이후에 농촌진흥

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변동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논토양의 화학성 질 변화에 발표하는 등 (Kim et al., 2010)의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고, 장기시험포장에서 토양질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은 토양개량제 장기 시용으로 벼 재배지에서 토양화학성 질의 변화를 분석하고, 토양질에 

대한 토양개량제 영향력을 파악하는 것이다.

Materials and Methods

시험포장 토양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시험포장 논토양은 1954년도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소재 국립

작물과학원 (현 국립식량과학원) 포장 내에 조성되었고, 지형적으로 하성평탄지에 위치한다. 논토양의 특성으로 유

효토심은 보통이고 투수성은 빠르며 배수등급은 약간양호이며, 토성은 사양질로 강서통 (Coarse loamy, Fluvaquentic 

Eutrudepts)의 특성을 가진다. 1954년 당시의 토양 화학성은 pH 5.2, 유기물 (OM) 함량은 16 g kg
-1

, 유효인산 (Av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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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ice cultivar and  chronogical application of inorganic fertilizers, rice straw compost and soil amendments.

P2O5) 함량은 120 mg kg
-1

, 치환성 칼륨 (Exch. K) 함량이 0.08 cmolc kg
-1
으로 유효인산 함량을 제외한 성분은 벼 생

육을 위한 논토양 적정 비옥도에 기준 (NAAS, 2010)에 미치지 못하였다. 벼의 품종과 비료와 개량제를 시용한 내력

은 Fig. 1과 같다. 

공시품종 벼의 품종은 1954년부터 1968년까지는 팔달, 1969년부터 1978년까지는 진흥, 1979년부터 1985년까

지는 밀양 23호, 1986년부터 2003년도까지는 대청, 2004년부터 2011년까지는 삼광을 재배하였다.

처리구 선정 처리구는 완전 임의 배치법으로 배치되었고 모두 32개의 처리구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3요소구 (NPK = 질소 ‑ 인산 ‑ 가리), 3요소 + 볏짚퇴비구 (NPK + C), 3요소 + 규산구 (NPK + S), 3요소 + 볏짚퇴

비 + 규산구 (NPK + CS)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시비량 및 재배관리 시비량은 표준시비량 (NAAS, 2010)이 달라짐에 따라서 질소는 75 - 150 kg ha
-1

, 인산은 

70 - 86 kg ha
-1

, 가리는 75 - 86 kg ha
-1

, 퇴비는 7.5 kg ha
-1

, 규산질비료는 2 Mg ha
-1
를, 석회는 pH 6.5까지 상승시키는 

양을 시용하였고, 기비-분얼비-수비-실비의 분시비율은 질소는 50-20-20-10%, 가리는 70-0-30-0%로 2회, 인산, 퇴

비, 석회, 그리고 규산은 전량 기비로 시용하였다. 볏짚퇴비의 제조는 벼 수확기에 시험연구 포장으로부터 볏짚을 

3,000 kg 정도 수거하여 절단하고 물을 뿌렸으며 비닐을 덮어 후숙하였고 요소비료를 4 - 6 kg에 양을 첨가하여 부숙 

한 후 사용하였다. 토양개량제인 규산질비료와 소석회 그리고 퇴비는 토양과 충분하게 반응하도록 4월 중순에 미리 

각각의 처리구에 살포하고 경운하였으며, 무기질비료는 5월 하순에 담수하면서 시용하고 벼를 이앙하였다. 전년도에 

수확 후 남아있는 벼의 그루터기와 뿌리는 경운 시 써레질 할 때 토양에 전량 환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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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ting of soil chemical quality indicators for paddy field.

Soil property

Soil quality indicator rating (Score)

Very low

(25)

Low

(50)

Medium

(75)

High

(90)

Very high

(100)

pH, 1:5 < 4.5 4.5 - 4.8 4.9 - 5.1 5.2 - 5.4 5.5 - 7.0

> 7.6 7.5 - 7.6 7.3 - 7.4 7.1 - 7.2

OM, g kg
-1

9 9 - 15 16 - 20 21 - 24 25 - 30

45 41 - 45 36 - 40 31 - 35

Av.P2O5, mg kg
-1

820 20 - 30 31 - 40 41 - 49 50 - 150

370 281 - 370 211 - 280 151 - 210

Ex. K, cmolc kg
-1

0.10 0.10 - 0.15 0.16 - 0.20 0.21 - 0.24 0.25 - 0.50

0.82 0.69 - 0.82 0.58 - 0.68 0.51 - 0.58

Av.SiO2, mg kg
-1

50 50 - 82 83 - 113 114 - 129 130 - 200

390 311 - 390 251 - 310 201 - 250

토양 및 수량 조사 토양 화학성의 장기적인 변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분석용 시료는 해마다 4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처리구당 0 - 15 cm 깊이로 3 - 7군데를 채취하고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토양 화학성 분석 토양의 pH와 전기전도도 (EC, Electrical conductivity)는 토양과 증류수의 비율을 1:5로 추

출하여 측정하였고, 토양유기물은 Tyurin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으로 추출하여 720 nm에서, 유효규산은 1 M 

NaOAc (pH 4.0)용액으로 추출하여 700 nm에서 비색계 (U-3000, Hitachi)로, 치환성 양이온은 1M NH4OAc (pH 

7.0) 완충용액으로 추출하여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광도계 (ICP-OES, GBC)으로 측정하였다 (NIAST, 2000). 

토양 화학성 질 평가 토양개량제의 장기간 시용한 영향을 정량화하기 위해 Yoon et al. (2004)이 제안한 논토

양 화학성 질 평가방법을 따랐다 (Table 1). 이것은 토양화학성 특성을 주성분 분석을 통해 세부지표로서 pH, 토양유

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 유효규산을 선정하였고, 각 세부지표의 점수를 합하여 세부지표의 수로 나누어서 계산

하였으며, 식 (Eq. 1)은 아래와 같다. 

토양화학성질지수 
선정한세부지표의수

세부지표 토양유기물유효인산치환성칼륨유효규산 별점수의합
 (Eq. 1)

화학성별 측정값에 따라 토양의 기능을 최대 100점 그리고 최소 0점으로 점수화하여 토양 화학성 질의 상대지수를 

백분율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논토양에 개량제 시용으로 인해 토양화학성의 변화가 크게 발생하는 시점

을 기준으로 4개의 시기로 구분하였고, 시기별 (PeriodⅠ: 1969 - 1978, PeriodⅡ: 1979 - 1985, PeriodⅢ: 1986 - 

2001, Period Ⅳ: 2002 - 2016)로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정조 수량 정조수량은 해마다 10월에 처리구 당 70주씩 3반복으로 채취하여 탈곡한 후에 자연 상태에서 건조하

고 무게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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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분석 모든 데이터는 SAS 프로그램 (v. 9.2)으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논토양에 토양개량제 장기 시용에 따

른 토양 화학성의 변동과 질 지수를 검정하고자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처리구간 토양화학성 및 질 지수를 비교

하고자 DMRT 검정 (p < 0.05)을 분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토양개량제의 장기 시용에 따른 토양 화학적 특성의 변화 시기Ⅰ에 pH는 규산질비료를 처리하지 않은 처

리구 (NPK, NPK+C)의 값은 각각 5.3, 5.5이었고, 시험 시작전 (5.3)과 큰 차이가 없었으나, 규산질비료를 처리한 구

에서 (NPK+S, NPK+CS)는 6.1로 규산질비료를 처리하지 않은 처리구들과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 (Table 2). 

이것은 규산질 비료에 포함된 칼슘 등의 알칼리 성분으로 토양의 pH가 상승했다고 판단된다. 토양유기물은 개량제 

중에서 볏짚퇴비를 처리한 구 (NPK+C, NPK+CS)와 처리하지 않은 구 (NPK, NPK+S)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유효인산은 볏짚퇴비와 인산질비료를 병행 처리한 구 (NPK+C, NPK+CS)에서 높았고, 인산질 비료만 처

리한 구 (NPK, NPK+S)는 낮게 나타났다. 치환성 칼륨 함량은 4개 처리구 모두에서 0.13 - 0.16 cmolc kg
-1
의 범위에 

있었고, 이들의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유효규산은 규산질비료를 처리한 구 (NPK+S)에서 높았고, 규

산질비료와 볏짚퇴비를 병행 처리한 구 (NPK+CS)에서는 더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이들 처리구들과 규산질료를 

투입하지 않은 처리구들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2. Changes of soil chemical properties by Period I (‘69 - ’79), II (‘80 - ’89),  III (‘90 - ’02), IV (‘03 - ’16). N, P, and K mean 

nitrogen, phosphate, potash as inorganic fertilizer. C and S mean rice straw compost and silicate fertilizer as soil 

amendments. 

Period Soil chemical properties Optimum range NPK NPK+C NPK+S NPK+CS

Period I

(’69 - ’79)

pH 5.5 - 6.5 5.3b
†

5.5b 6.1a 6.1a 

SOM 20 - 30 20a 25b 20a 24b 

Av.P2O5 80 - 120 182c 229a 195bc 213ab 

Ex. K 0.15 - 0.20 0.15a 0.16a 0.13a 0.16a 

Av.SiO2 157 - 180 37c 44c 86b 119a 

Period II

(’80 - ’89)

pH 5.5 - 6.5 5.0c 5.3b 5.8a 5.9a

SOM 20 - 30 21a 29b 22a 30b 

Av.P2O5 80 - 120 222c 309a 223c 280b 

Ex. K 0.15 - 0.20 0.13a 0.19a 0.13a 0.18a 

Av.SiO2 157 - 180 34c 43c 73b 97a 

Period III

(’90 - ’02)

pH 5.5 - 6.5 5.4b 5.5b 6.2a 6.2a 

SOM 20 - 30 22a 33b 22a 31b 

Av.P2O5 80 - 120 233b 308a 217b 297a 

Ex. K 0.15 - 0.20 0.11a 0.14a 0.12a 0.14a 

Av.SiO2 157 - 180 42b 52b 226a 235a 

Period IV

(’03 - ’16)

pH 5.5 - 6.5 5.8b 5.9b 6.8a 6.9a 

SOM 20 - 30 20a 28b 21a 29b 

Av.P2O5 80 - 120 147b 186a 140b 184a 

Ex. K 0.15 - 0.20 0.12a 0.13a 0.12a 0.12a 

Av.SiO2 157 - 180 54b 61b 250a 273a 
†

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in the rows are not different at p < 0.05 according to Duncan’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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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score of soil chemical quality index by periods in a paddy soil by long-term application of inorganic 

fertilizers and soil amendments. N, P, and K mean nitrogen, phosphate, potash as inorganic fertilizer. C and S mean rice 

straw compost and silicate fertilizer as soil amendments.

Period NPK NPK+C NPK+S NPK+CS

Starting year (‘54) 34 34 34 34

Period I (69 - 79) 67 72 77 87

Period II (80 - 89) 63 66 77 81

Period III (90 - 02) 67 69 82 78

Period IV (03 - 16) 75 77 80 80

시기Ⅱ에 pH는 시기Ⅰ보다 NPK, NPK+C, NPK+S, NPK+CS 처리구는 각각 5.0, 5.3, 5.8, 5.9로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이 시기에 관개수로서 공급한 서호수의 pH는 7.2 (NIAST, 2003)로 낮았고, 이것이 토양의 pH의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한다. 

시기Ⅲ에 pH는 시기Ⅱ보다 NPK, NPK+C, NPK+S, NPK+CS 처리구는 각각 5.4, 5.5, 6.2, 6.2로 수치가 다시 상승

하였다. 이 시기에 관개수의 공급원을 서호수에서 관정수로 변경하였고, 서호수 (pH 7.2)보다 관정수 (pH 7.8)의 pH

가 높았기 (NIAST, 2003) 때문에 토양의 pH 증가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판단한다. 시기Ⅱ보다 토양유기물 함량은 볏

짚퇴비 처리구에서 (NPK+C, NPK+CS) 3 - 4 mg kg
-1
정도 증가하였고, 유효인산의 함량은 시기Ⅱ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규산질비료는 138 - 204mg kg
-1
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는데, 이 시기에 비료종류를 규회석에서 

규산질비료로 변경하였고, 규산질비료의 가용성 규소 성분이 높게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시기Ⅳ에 pH는 시기Ⅲ보다 NPK, NPK+C, NPK+S, NPK+CS 처리구는 각각 5.8, 5.9, 6.8, 6.9로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다. 시기Ⅲ보다 토양유기물 함량은 볏짚퇴비 처리구에서 (NPK+C, NPK+CS) 3 - 5 g kg
-1
정도 감소하였고, 유효

인산의 함량은 122 mg kg
-1
정도 감소하였다. 이것은 인산고정작용으로 유효인산 함량으로 추출되는 인산의 양이 감

소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Kim et al., 2017). 유효규산 함량은 규산질비료처리구에서 크게 증가하였고, 적정

범위 (157 - 180mg kg
-1

)보다 2배정도 과다하게 집적되었다. 

토양화학성 질의 장기적 변화 토양 화학성 질 지수값은 1969년부터 2016년까지 개량제 처리구별로 비교한 

결과는 NPK+CS > NPK+S > NPK+C > NPK의 순서로 볏짚퇴비와 규산질비료의 병행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다 

(Table 3). 시기별로 보면 NPK, NPK+C, NPK+S 처리구의 토양화학성 질 지수값은 시기Ⅰ에 70 - 74의 범위에 있었

고, 시기Ⅱ에 64 - 71로 낮아졌다가 시기Ⅲ, Ⅳ에 향상되어 75 - 82에 도달하였다. 시기Ⅱ에 화학성 질 지수값이 하락

한 원인은 pH가 낮은 서호수의 수질로 논토양의 pH 값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NPK+CS 처리구는 시기Ⅰ

에 82에서 시기Ⅱ에 84로 최고 수치에 도달하였다가 시기Ⅲ, Ⅳ에서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논토양에 일정한 양

의 토양개량제를 48년간 지속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토양화학성 질은 30년간까지 지속적으로 향상되었지만, 그 기간

을 경과하면 규산질비료의 토양에 과다하게 누적되어 토양 화학성 질의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는 본 연구처럼 장기시험포장에서의 토양화학성 질 연구보다 우리나라 논토양의 화학성 질 지수의 변

화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Jung and Kim (2002)은 토양질 평가방법을 설정하여 우리나라 논토양의 평균 화학적 질 지

수를 평가한 결과 73점이라고 발표하였다. Kim et al. (2010)은 본 연구의 화학성 질 지표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논토

양의 화학성 질 지수는 1999년 93, 2003년 96, 2007년 96으로 높았으며, 국가에서 정책으로 규산질비료를 공급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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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dicator contribution in the evaluation of the soil chemical quality index according to long-term application of 

soil amendments. N, P, and K mean nitrogen, phosphate, potash as inorganic fertilizers. C and S mean rice straw 

compost and silicate fertilizer as soil amendments. 

따라 유효규산 함량이 증가함으로써 논토양의 화학성 질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토양개량제를 장기간 투입함에 따라 토양화학성 세부지표별 질 지수의 평균값은 Fig. 2와 같다. 볏짚퇴비를 넣은 

처리구 (NPK+C: 96, NPK+CS: 96)는 볏짚퇴비를 투입하지 않은 처리구 (NPK: 75, NPK+S: 81)보다 유기물의 질 지

수가 15 - 21 정도 높았고, 규산질비료를 넣은 처리구 (NPK+S: 63, NPK+CS: 90)는 그렇지 않은 처리구 (NPK: 25, 

NPK+C: 25)보다 유효규산의 질 지수 값이 38 - 25정도 높았으며, pH의 질 지수 값도 5 - 13 정도 높게 나타났다. 토양

개량제 48년간 투입함에 따른 토양화학정 질 지수의 평균값은 NPK, NPK+C, NPK+S, NPK+CS는 각각 67, 72, 77, 

87로 나타났고, 토양개량제를 투입한 처리구 (NPK+C, NPK+S, NPK+CS)는 NPK 처리구보다 4 - 19정도로 변동폭

이 크게 발생했으며, 작물생산성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개량제의 종류가 많을수록 화학성 질 지수의 값은 높게 나타

났다고 생각된다. 

토양개량제 장기 시용에 따른 처리구별로 토양화학성 질 지수에 대해 각 세부지표 인자의 기여도를 평가하였다 

(Table 4). 처리구별 세부지표인자의 기여도는 NPK 처리구에서 시기Ⅰ부터 시기Ⅳ까지 pH, 유기물, 유효인산의 세

부지표인자가 20% 이상으로 크게 영향을 크게 주었고, 치환성 칼륨은 그 다음으로 영향 (13 - 18%)을 주었으며, 유효

규산의 인자는 7 - 9%로 가장 낮게 영향을 주었다.

NPK+C 처리구에서 시기Ⅰ - Ⅲ에서 pH와 유기물이, 시기Ⅳ에서 pH, 유기물, 유효인산의 세부지표인자의 기여도

가 23% 이상으로 크게 나타났다.

 NPK+S 처리구는 시기Ⅰ에서 pH와 유효인산이, 시기Ⅱ에서 pH와 유기물이, 시기Ⅲ에서 pH, 유기물, 유효규산에 

의해, 시기Ⅳ는 pH, 유효인산, 유효규산의 세부지표인자의 기여도가 22% 이상으로 영향을 크게 주었다.

NPK+CS 처리구에서는 시기Ⅰ - Ⅲ까지 pH, 유기물, 유효규산의 영향력이 21 - 25%이상으로 컸고, 시기Ⅳ에서는 

pH, 유기물의 영향력이 22 - 25%로 크게 나타났다. 시기Ⅳ에서 유효규산의 영향력이 감소한 원인은 유효규산 함량이 

적정보다 과다하게 집적되어 유효규산의 세부지표의 질 지수 값이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이처럼 개량제 처리에 의한 화학성 질 지수의 변화는 시기별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토양 화학성 질 변화에 영향이 

큰 인자는 pH, 유기물, 유효규산이었고, 이들이 변화하는데 영향을 준 것은 토양개량제로 투입된 볏짚퇴비와 규산질

비료, 그리고 장기 시용으로 토양에 누적되는 각 성분별 함량 등이 크게 관여한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토양화

학성의 측정값만이 있어서 화학성 질만 평가하였는데, 국외의 경우 토양 화학성 질 이외에 물리성 질까지 평가를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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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ercentage contribution of each soil chemical indicator to the soil quality indicators by long-term application 

of soil amendments. N, P, and K mean nitrogen, phosphate, potash as inorganic fertilizers. C and S mean rice straw 

compost and silicate fertilizer as soil amendment.

Period Indicator NPK NPK+C NPK+S NPK+CS

------------------------------------------------------------ % ------------------------------------------------------------

Period I

(’69 - ’79)

pH 25 26 26 23 

SOM 22 27 21 22 

Av.P2O5 27 20 23 18 

Ex. K 18 19 14 16 

Av.SiO2 7 7 16 21 

Period II

(’80 - ’89)

pH 24 26 26 25

SOM 28 29 23 23

Av.P2O5 24 15 19 15

Ex. K 16 21 13 16

Av.SiO2 8 9 18 21

Period III

(’90 - ’02)

pH 29 28 24 26

SOM 26 26 22 25

Av.P2O5 23 17 20 15

Ex. K 14 15 12 13

Av.SiO2 7 14 22 22

Period IV

(’03 - ’16)

pH 27 26 24 24

SOM 21 26 19 25

Av.P2O5 27 23 24 22

Ex. K 13 12 12 11

Av.SiO2 12 13 21 19

고, Jairo et al. (2011)는 토양질 지수의 세부지표항목 중에 뿌리 발달은 15 - 32%, 물저장량 22 - 25%, 양분공급력은 

46 - 61%으로 화학성 인자의 영향력이 컸다고 발표한 바 있고, 본 연구에서도 토양의 질을 결정하는 물리성 및 미생물 

특성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질 평가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토양화학성 질과 작물 상대 수량과의 관계 NPK, NPK+C 처리구에서 토양화학성 질 지수와 작물의 상대 수

량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Fig. 3). 상대수량은 비료 처리한 구 (NPK, NPK+C, NPK+S, NPK+CS)의 정조수량을 비

료를 처리하지 않은 구의 정조수량을 나누어준 후 백분율로 환산한 값으로 하였다. 그 결과, NPK, NPK+C 처리구와 

상대 정조수량과의 상관계수 (r)는 각각 0.4384, 0.3336으로 낮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상관 관계에 있었다. 

시기 Ⅰ부터 시기 Ⅳ까지 토양화학성 질 지수가 NPK와 NPK+C 처리구에서 58에서 76으로 증가함에 따라 작물의 정

조 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NPK+C 처리구에서도 토양화학성 질 지수가 61에서 83로 증가할수록 상대 정조 수

량도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볏짚퇴비와 규산질비료를 병행 시용한 처리구 (NPK+CS)에서 시기Ⅰ부터 시기Ⅱ까지 토

양화학성 질 지수와 작물의 정조 수량과 정의 상관관계에 있었으나, 시기Ⅲ부터 시기Ⅳ에서 작물 수량과 상관관계는 

유의성이 없었다. 즉 시기Ⅰ부터 시기Ⅱ까지의 NPK+CS 처리구의 화학성 질 지수의 증가에 따라 작물 수량도 증가하

였지만, 시기Ⅲ부터 시기Ⅳ까지 토양화학성 질은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벼의 정조수량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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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s between soil chemical quality index and relative grain yield from period I (‘69 - ’79), II (‘80 - ’89), III 

(‘90 - ’02), and IV (‘03 - ’16). Relative grain yield means yield ratio of fertilizer application treatment over no fertilizer 

application treatments. N, P, and K mean nitrogen, phosphate, potash as inorganic fertilizers. C and S mean rice straw 

compost and silicate fertilizer as soil amendment. 

다. 규산질비료의 장기시용에 따라 적정수준보다 높게 집적될 경우에, 논토양 화학성 질 지수를 감소하지만, 정조 수

량의 감소하지 않았다. 규산질비료를 처리한 구 (NPK+S)의 토양화학성 질 지수는 작물의 상대 수량과 상관관계가 유

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규산질비료의 투입으로 화학성 질 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벼의 상대 정조 수량은 증가

하는 경향이었다. 48년간의 논토양 화학성 질 지수는 NPK, NPK+C, NPK+CS 처리구에서 작물 수량의 변화 양상을 

설명할 수 있었지만, 규산질비료의 장기투입으로 논토양에 집적될 경우에는 수량에 대한 토양화학성 질 지수가 유사

하게 변화되도록 보완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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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논토양에 토양개량제를 장기간 투입하는 장기시험포장에서의 논토양의 화학성 질의 변화를 처리구 및 시기별 

(PeriodⅠ: 1969 - 1978, PeriodⅡ: 1979 - 1985, PeriodⅢ: 1986 - 2001, Period Ⅳ: 2002 - 2016)로 비교해 보았다. 토

양화학성 질 지수의 크기는 NPK+CS > NPK+S > NPK+C > NPK의 순서로 볏짚퇴비와 규산질비료의 병행 처리구

에서 가장 높았다.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NPK, NPK+C, NPK+S 처리구의 토양화학성 질 지수값은 시기Ⅰ에 70 - 74 

이었고, 시기Ⅱ에 64 - 71로 낮아졌다가 시기Ⅲ, Ⅳ에서 다시 향상되어 75 - 82에 도달하였다. 시기Ⅱ에 화학성 질 지

수값이 하락한 것은 관개수의 영향으로 토양 pH 수치가 벼 생육 적정범위 미만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NPK+CS 처리구는 시기Ⅰ에 82에서 시기Ⅱ에 84로 최고 수치로 향상되었다가 시기Ⅲ, Ⅳ에서 하락하는 경향이었다. 

이로부터 농경지에 일정한 양의 토양개량제를 48년간 지속적으로 투입하게 되면, 토양화학성 질은 일정기간 향상되

었지만, 그 기간을 경과하면 토양에 과다하게 누적되어 토양질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기질비료와 

더불어 퇴비와 규산질비료의 병행 사용이 토양 화학성 질의 증가에 크게 영향을 주므로, 농경지 관리에서 중요하게 다

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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