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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emical properties of greenhouse soils in Ganghwa were investigated every year from 2014 to 2018 in 

order to manage soil fertility and increase crop yield. In 2018, the average concentrations of chemical properties 

from greenhouse soils were analyzed: 6.4 for pH, 6.72 dS m-1 for EC (electrical conductivity), 23 g kg-1 for 

OM (amount of organic matter), 187 mg kg-1 for P2O5 (available phosphate), 1.89, 12.09, 4.84 cmolc kg-1 for 

exchangeable potassium (K), calcium (Ca), magnesium (Mg), respectively.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contents of pH and OM from 2014 to 2018.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EC was 3.7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proper standard recommended b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2018. Further, the excessive 

frequency ratio about exchangeable cations were 60.6% for K, 93.9% for Ca and 95.9% for Mg based on the 

recommendation and the contents of exchangeable cations had a tendency to increase according to the years. 

The frequency ratio of P2O5 which is insufficient in comparison with the standard was 83.8% and the 

concentration of P2O5 was 1.9 times lower than that of the recommendation in 2018. The P2O5 content had 

tended to decrease with years. The OM values of cucumber and tomato were higher than those of pepper and 

water melon, whereas the contents of P2O5 were also insufficient in all crops. Based on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EC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exchangeable cations, K, Ca and Mg from greenhouse soils in 

Ganghwa. In order to promote soil fertility of greenhouse in Ganghwa, it is necessary to apply phosphate 

fertilizer and manage soil nutrients based on the soil tests and analyses.

Keywords: Chemical property, Greenhouse soil, Long-term monitering,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atrix comparing paired chemical properties of greenhouse soils 

in Gang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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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국내 시설재배 온실면적은 2000년에 48,853 ha에서 2017년 52,418 ha로 증가하였고, 인천광역시 내 시설재배 면

적 또한 2000년 262 ha에서, 2017년 511 ha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KOSIS, 2018). 첨단과학 영농을 추진하기 위한 

스마트팜 보급사업 또한 2014년부터 시작하여 2017년에는 시설온실 4,010 ha가 보급되었고, 2022년까지 7,000 ha 

보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KREI, 2019). 세부적으로 토마토를 재배하는 시설온실의 경우, 2017년 785 ha에서 

2022년까지 1,002 ha로, 딸기는 2017년 600 ha에서, 2022년까지 1,493 ha로 면적을 확대할 계획이다 (KREI, 2019). 

이와 같이 정보통신기술과 접목된 스마트팜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따라, 노동력·에너지·양분 투입 감소

와 농업 생산량 증가가 농업소득 증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시설하우스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농산물의 품질은 점점 높

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스마트팜은 IoT기술을 이용하여 생력재배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작물이 자라는 토

양의 화학성에 기반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이를 활용한 종합양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시설재배 토양은 염류가 과다 집적되어 있으며, 특히 채소 시설재배 토양의 염류 집적량은 재배년수가 늘

어날수록 계속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보고되었다 (Ha et al., 1997). 이는 시설하우스 내에서 작물이 연중 재배됨에 

따라, 노지 재배에 비해 연간 시비량이 훨씬 많으며, 자연 강우가 차단되어 양분의 용탈과 유실은 적지만, 작물의 증산

작용에 의해 토양수분이 계속 상향 이동해 염류가 표층에 계속 집적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Lee et al., 1993). 

토양 화학성이 적정수준보다 떨어지면 작물이 사용할 수 있는 양분수준이 감소하여 작물 생산성의 하락을 야기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토양 화학성 분석은 농업생산량 증가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즉, 토양 화학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

로 비료 투입량을 결정하고, 비료 투입량에 따라 개선된 토양 화학성으로 인해 작물이 이용가능한 양분이 증가하여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 토양 화학성 조사는 pH, 유기물 함량 (organic matter), 전기전도도 (electrical 

conductivity), 유효인산 (available phosphate), 치환성 양이온 (exchangeable potassium, calcium, magnesium) 분석

으로 이루어지며, 이 결과는 흙토람 (토양환경정보시스템, http://soil.rda.go.kr)에 입력하고 그 토양에 맞는 맞춤형 비

료사용처방서를 발급하고 있다 (NAS, 2017).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내 시설재배지의 토양 자료를 얻기 위하

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선정된 시설재배지의 토양 화학성 변화를 조사하였고 그 변동요인을 분석하고

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시설토양 시료채취
   강화군 시설재배지의 토양 화학성 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2014년에 재배작물 

및 면적을 고려하여 22개 지점을 선정하였고, 2018년까지 매년 3 - 5반복 이상 동일한 지점을 조사하였다. 토양 시료

는 3 - 5월 사이에 표토 (10 - 15 cm) 깊이로 무작위로 3군데에서 토양시료채취기를 이용하여 채취, 혼합하였다.

토양 화학성 분석방법
   채취한 토양은 그늘에서 5 - 7일간 풍건하여 고무망치로 입자를 분쇄한 후, 2 mm체를 통

과시킨 다음 토양분석에 이용하였다. 토양의 화학성 분석은 농촌진흥청 토양화학 분석법 (NAAS, 2010)에 따라 검정

하였다. 토양 pH와 EC는 토양에 증류수를 1:5 비율로 넣고 혼합하여 측정하였는데,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pH 

meter (Orion star A214, Thermo Scientific, Singapore)와 EC meter (EC-450L, Istek, South Korea)를 활용하였고, 

2018년부터 pH/EC meter (SP2000, Skalar, Netherlands)로 측정하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OM은 Tyurin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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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량하였으며,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으로 비색계 (UV/VIS spectrometer Lambda 35, PerkinElmer, USA)를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2018년부터 OM은 고온연소산화법에 따른 원소분석기 (Primacs SNC 100, Skalar, Netherlands)

를 활용하였고, 유효인산은 역시 Lancaster법에 따른 SAN++ system (Skalar, Netherlands) 장비와 비색계를 혼용하

여 측정하였다. 치환성 양이온 K, Ca, Mg은 1M NH4OAc로 추출하여 ICP (Inductively Coupled Plasma)-OES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Optima 8300, PerkinElmer, USA)로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농촌진흥청의 농업환경변동조사사업을 통해 확인된 시설재배지 토양 비옥도 적정기준 (http://soil.rda.go.kr)

과 작물별 비료사용처방 기준 (NAS, 2017)을 바탕으로, 강화군 시설재배지 토양의 양분 부족, 적정, 과다비율을 구하

여 연차별 토양 화학적 성분변화를 검토하였으며, 토양 화학성 분석 결과에 대한 연차간 차이의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

하기 위하여 통계 분석 프로그램인 R (version 3.5.2)에 “agricolae”, “laercio” 패키지를 설치하여 ANOVA 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토양 화학성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계수 (“psych”패키지)로 

분석하였고, “rgl” 패키지를 이용해 토양 화학성분의 주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래프 작성은 Sigmaplot version 

12.0를 사용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연도별 시설재배지 토양 화학성 비교
   강화군 내 시설재배지의 토양 화학성을 조사하였다 (Table 1). 토양 pH

는 2014년 6.1에서 2018년 6.4로 약간 상승했지만 연도별 차이의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치환성 Ca 또한 연도

별 차이의 유의성은 없었으나,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OM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17년 31 g kg-1로 크게 증가

하였고, 차이의 유의성도 인정되었다. 이는 유기물 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유효

인산 또한 2015년에 감소하였다가 2016년 이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으며 2017년까지 적정범위 이내에 분포하

였으나 2018년에는 적정기준에 미달하였다. 유효인산의 평균치가 2018년에 갑자기 낮아진 이유는 2018년부터 신규

장비 (SAN++ system)로 측정을 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신규장비에 대한 운용 미숙과 이에 따른 비색

계 측정을 혼용한 결과로 보인다. EC 및 치환성 K, Mg의 경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연도별 차이의 유의성도 인정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greenhouse soils collected from Ganghwa between 2014 and 2018.

Year
pH EC OM Avail. P2O5 K Ca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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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6.1a‡ 4.52b 22b 407ab 0.94b 9.07a 3.93b

2015 6.3a 5.52ab 28a 355b 1.38ab 10.34a 4.50ab

2016 6.3a 6.46a 23b 388ab 1.48a 11.05a 4.70a

2017 6.3a 4.90b 31a 459a 1.73a 10.59a 4.17ab

2018 6.4a 6.72a 23b 187c 1.89a 12.09a 4.84a

Significance† ns ** *** *** ** ns *

Optimal lvl.§ 6.0 - 6.5 0.0 - 2.0 20 - 35 350 - 500 0.7 - 0.8 5.0 - 6.0 1.5 - 2.0

†ns, *,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0.01, 0.001 respectively.
‡Value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level by DMRT.
§NAS (2017): Fertilizer recommendation for cro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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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2018년의 토양 화학성분을 보면 EC는 적정수준보다 3.7배, 치환성 K은 2.4배, Ca은 2.0배, Mg는 2.4배 높게 

나타났다. EC는 치환성 양이온, 특히 Ca과 Mg의 농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작물별 시설재배지 토양 화학성 비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화군 작물별 시설재배지 표토의 화학성 변화

는 Fig. 1과 같다. 작물별 토양 화학성의 적정기준은 작물별 비료사용처방 기준 (NAS, 2017)을 활용하였다. 고추의 경

우, pH, EC, 치환성 K, Ca, Mg 모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큰 변동이 없었다. pH는 적정기준 (6.0 - 6.5) 보다 낮게 

유지되었으며, EC는 5년 동안 기준 (2 이하) 보다 계속 높게 유지되었다. 치환성 K 또한 기준을 미달하였으나, 치환성 

Ca와 Mg는 초과하였다. 특히 치환성 Ca은 1.2 - 1.6배 이상 높았다. OM은 2015년 27 dS m-1으로 가장 높았으며 적정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그 이후로는 계속 적정범위 이하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Fig. 1. Comparison of chemical properties of greenhouse soils affected by different crops from 2014 to 2018: A for pH, 

B for OM, C for EC, D, E, F for exchangeable K, Ca and M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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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박의 경우, 역시 OM, EC, 치환성 K, Ca, Mg는 연도별로 유의한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pH는 적정범위 이내

로 분포하다가 2017년부터 낮아지기 시작했으며, OM 또한 2018년부터 적정수준 이하로 떨어졌다. 치환성 양이온도 

고추와 비슷한 경향이었으며, 치환성 Ca은 1.6 - 1.9배 이상 높았다. 

오이의 pH는 2018년 6.0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OM 또한 오이 기준 (2018년 27.7)에 맞게 유지되고 있

다. 그러나 치환성 양이온인 Ca와 Mg는 2배, EC는 2 - 5배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어, 심각한 염류집적과 양분 불균형

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토마토의 pH는 5년 동안 안정적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OM은 2017년에 40 g kg-1로 높았으나 전체적

으로 적정범위 내로 분포하고 있다. 토마토 토양도 오이와 마찬가지로 치환성 양이온 농도가 높았고, EC 또한 기준보

다 2배 (2018년 6.0) 높아 염류집적으로 인한 문제 발생이 예상된다.

각 작물별 시설재배지 토양의 유효인산의 변화를 보면 (Fig. 2), 고추와 수박은 5년 동안 계속 적정범위보다 낮았으

며, 특히 2018년에는 고추 21 mg kg-1, 수박 78.4 mg kg-1으로, 적정기준치인 450 - 550 mg kg-1 (고추), 350 - 450 mg 

kg-1 (수박)보다 각각 26배, 5배 이상 낮은 수치였다. 토마토와 오이는 2017년 적정기준을 상회하는 수치를 기록하였

으나, 2018년에는 평균 유효인산 함량이 토마토 185 mg kg-1, 오이 313 mg kg-1으로 급격히 낮아졌다. 

Fig. 2. Comparison of the available P2O5 contents according to the crops cultivated at greenhouse soils in Ganghwa.

시설재배지 토양 화학성 과부족 비율 분포
   강화군 시설재배지 토양의 연도별 양분 분포비율을 조사하였다 

(Fig. 3). pH는 적정범위인 6.0 - 6.5 수준에서 계속 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오히려 2017년보다 적정비

율이 40.8%에서 18.1%로 더 낮아졌다. 이에 반해 pH 적정수준을 초과하는 비율은 점점 높아져, 2014년 35.9%에서 

2018년 49.5%로 증가했다. pH농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치환성 칼슘 함량의 과잉비율을 보면, pH 과잉비율의 패턴

과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유기물 함량의 연도별 적정비율은 2014년 46.9%, 2015년 70.1%, 2016년 50.5%, 2017년 

42.2%, 2018년 59.6%로 적정범위 내에 속하는 시설재배지가 부족 또는 과잉 재배지보다 많았다. 유효인산의 경우 부

족비율이 2014년 60.9%에서 2018년 83.8%로 개선되지 못하고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치환성 칼륨 함량의 

과잉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치환성 칼슘과 마그네슘 또한 과잉비율이 2018년 각각 93.9%, 95.9%로 심

각한 불균형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치환성 양이온이 부족하면 토양이 산성화되어 Fe, Mn, Cu, Zn 및 Co 등의 미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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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함량이 높아지나, 과잉되면 토양 pH가 높아져 미량원소의 결핍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Fageria and Baligar, 2008; 

Behera and Shukla, 2014). 또한 시설토양은 강우에 의한 치환성 양이온의 용탈이 발생하지 않아 더더욱 양이온의 축

적이 이루어지기 쉽다 (Behera and Shukla, 2014). 그러므로 심각한 염류집적과 양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

듭된 토양검정과 결과에 기초한 적정시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Cho et al., 2018).

Fig. 3.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excessive, optimal and insufficient ranges of chemical properties investigated 

from greenhouse soils in Ganghwa.

시설재배지 토양 화학성 간의 상관관계
   강화군 시설재배지 토양 화학성분간의 상관관계는 Fig. 4와 같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분석한 7개의 토양 화학성간의 상관 정도는 r = 0.78 이하로 분석되었다. 토양 pH는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칼륨, 칼슘, 마그네슘과 정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토양 pH는 양이온과 정의 상관을 보이

고 (Abreu et al., 2003), 음이온과는 부의 상관을 나타낸다 (Zhang et al., 2016). 또한 pH는 유기물의 수소이온 반응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 (Rukshana et al., 2012),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실험에서 시설

재배지 토양의 pH와 전기전도도 간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유기물 함량은 유효인산과 치환성 칼륨, 칼슘과 

Fig. 4.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matrix comparing paired chemical properties of greenhouse soils in Gang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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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정의 상관을 나타냈다. 유기물과 유효인산 간의 상관정도가 높은 것은 논과 밭 조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

나는 현상으로, 퇴비의 사용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Park et al., 2016; Park et al., 2017). 치환성 양이온 간에

는 고도의 정의 상관을 보였으며, 특히 치환성 칼슘과 마그네슘은 r = 0.78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염류집적 정도를 

나타내는 전기전도도는 치환성 마그네슘, 칼슘, 칼륨 순으로 정의 상관을 나타냈다. 전기전도도는 치환성 양이온과 

정의 상관을 나타내는데 (Miyamoto et al., 2015), 이는 경남지역 시설재배지 토양분석 결과와 같은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양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가축분 퇴비를 사용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Cho et al., 2018).

주성분 분석
   시설재배지 토양의 연도별 화학성분 간의 주성분 분석을 수행한 결과 (Fig. 5), 주성분1은 67.1%, 주

성분2는 23.0%를 나타내어 전체 90.1%를 설명할 수 있었다. 주성분1의 변량에는 치환성 마그네슘을 비롯한 pH, 치

환성 칼슘 등과 양의 상관이 높았고, 유효인산과는 부의 상관을 나타냈다. 주성분2의 변량을 보면, 유기물 함량이 부

의 상관을 보였으며, 2017년과 2015년에 유기물 함량이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2018년에는 pH와 전기전도도, 치환성 

양이온이 타 해와 비교해 높았으며, 2014년에는 상대적으로 낮아 토양 화학성분의 변동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토양 양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일정한 경향을 띄지 못하였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화군 시설재배지 토양의 화학성분 간의 주성분 분석을 수행한 결과 (Fig. 6), 주성분 1은 

47.7%, 주성분2는 19.3%, 주성분3은 10.9%를 나타내어 전체 77.9%를 설명할 수 있었다. 주성분1에서는 치환성 마

그네슘, 칼슘, 칼륨이, 주성분 2에서는 전기전도도와 유효인산이, 주성분3에서는 pH가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

다. 주성분1, 2 그리고 3 변량의 벡터값을 3차원 입체 산포도로 나타낸 결과, 주성분1에서는 모든 변수가 같은 벡터 방

향으로 향하였고, 주성분2에는 pH, 유기물, 유효인산이 부의 상관을, 치환성 양이온과 전기전도도가 양의 상관을 이

루었다. 주성분3에서는 pH, 치환성 칼슘과 마그네슘이 양의 상관을 이루어 Fig. 6과 같은 분포를 하였다.

Fig. 5. Scatter plot showing positive and negative correlations of seven soil variables to the first and second principal 

variates derived from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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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강화군 내 시설재배지 22농가를 대상으로 토양의 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시설토양 적정기준치보다 높게 측정되어 

염류가 많이 집적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 내 염류집적의 지표가 되는 전기전도도의 경우, 2018년에 적정수

준보다 3.7배 높았으며, 전기전도도와 정의 상관을 갖는 치환성 양이온의 경우, 칼륨은 2.4배, 칼슘은 2.0배, 마그네슘

은 2.4배 높았고, 과잉비율 또한 칼륨 60.6%, 칼슘 93.9%, 마그네슘 95.9%로 굉장히 높았다. 유기물 함량은 2018년 

평균 23 g kg-1으로 적정범위 내에 속했으며, 적정비율이 59.6%로 유기물의 시용이 적절히 이루어졌다. 작물별 시설

재배지 토양을 분석한 결과, 오이, 토마토와 같이 1년에 2 - 3기작을 하는 작물의 경우, 전기전도도가 2 - 5배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어, 심각한 염류집적이 예상되며 킬레이트제를 활용한 염류 제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Fig. 6. Three dimensional scatter plot of chemical properties in greenhouse soils collected from Ganghwa from 2014 to 

2018. The colored dots in the plot indicate the years between 2014 to 2018: red for 2018, blue for 2017, green for 2016, 

black for 2015, grey for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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