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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estimated and compared the water balance and total water requirement for Chinese cabbage 

cultivation in the fall season using weighable lysimeters. The water balance of input and output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by two different upland soils. In Chinese cabbage cultivation, the total input was different in 

precipitation and irrigation, and total output was different in evapotranspiration and drainage. The estimated total 

water requirement for Chinese cabbage cultivation in the fall season in 2017 and 2018 were lower as compared to 

that in normal years (1981 - 2010) because of large amount rainfall around transplanting in 2017 and several 

rainfall events in 2018. The total water requirements for normal years, 2017, and 2018 were 147.2 mm, 143.6 

mm, and 135.5 mm, respectively, compared to the normal years, it decreased by 2% in 2017 and by 8% in 2018. 

The weighable lysimeter has provided a useful tool for the water balance and water requirement estimation of 

Chinese cabbage and could be developed for several crops in upland condition based on obtain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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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ter balance for Chinese cabbage cultivation in the fall season on different upland soils using

weighable lysimeters in 2017 and 2018.

Water balance

Water management

NIR
†

IR

SiCL
‡

SL SiCL SL

2017 (Sep. 4. - Oct. 31.)

Input (mm) Effective precipitation 137.8 136.1 135.4 136.9

Irrigation 13.7 13.9   61.1   60.4

Total 151.5 150.0 196.5 197.3

Output (mm) Drainage 36.7 7.9   56.0   58.6

Evapotranspiration 196.1 203.3 202.2 224.4

Runoff 0.0 0.0    0.0     0.0

Total 232.8 211.2 258.2 283.0

Changes in soil water storage (mm)  -81.3 -61.2  -61.7  -85.7

2018 (Aug. 31.  - Oct. 30.)

Input (mm) Effective precipitation 165.7 163.6 157.1 165.2

Irrigation 4.4     4.6     4.5     4.5

Total 170.1 168.2 161.6 169.7

Output (mm) Drainage 58.9     3.6   65.3   14.0

Evapotranspiration 208.5 210.4 185.7 177.9

Runoff 0.0     0.0     0.0     0.0

Total 267.4 214.0 251.0 191.9

Changes in soil water storage (mm)  -97.3  -45.8  -99.4  -22.2
†

NIR, not irrigated after rooting stage; IR, irrigated by furrow irrigation.
‡

SiCL and SL indicated silty clay loam and sandy loam in soil texture of surface soi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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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 물은 필수 요소이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뭄빈도와 강도의 증가, 온도상승 

등에 따라 물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농업생산성 감소도 우려되고 있다 (Allen et al., 1998; Hanjra and 

Qureshi, 2010). 기후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농업 분야에서는 물부족에 대응하여 물절약 기술 개발, 물수지 산

정, 농업용수량의 산정과 평가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Vargas-Amelin and Pindado, 2014; Ok et al., 

2018). 밭작물 재배에서 물수지 산정과 농업용수량 산정은 강수량, 온도, 일사량 등의 기상인자와 지하배수량, 증발

산량, 유거수량 등 물수지 인자, 그리고 토양특성 인자 등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이러한 

여러 환경인자와 토양특성을 고려하여 물수지를 산정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많은 연구들이 현장

에서 직접 측정하거나 교란된 토양을 이용한 실내실험을 통하여 토양내의 수분이동과 물수지 산정하였으나 (Kim, 

2003; Shin et al., 2004; Park et al., 2010), 최근에는 비교란 토양을 이용한 중량식 라이시미터를 활용하여 물수지

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Meißner et al., 2010; Anapalli et al., 2016; Seo et al., 2016; Ok et al., 

2018). 중량식 라이시미터는 장비운영과 시설관리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은 있으나 정확도 및 신뢰도가 높아 물수지 

산정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비교란 상태의 토양은 토양수분의 수직이동 양상을 보다 자연상태와 가깝게 해

석할 수 있다 (Seo et al., 2016; Ok et al., 2018). 중량식 라이시미터를 활용하여 동절기 사양토에서 온도와 경반층

에 따른 토양수분이동 및 토성에 따른 토양수분함량 변화 (Seo et al., 2016), 콩 재배시 물관리 방법에 의한 물수지, 

양분수지 및 양분의 작물흡수에 대한 연구 (Lee et al., 2017), 봄배추 재배시 밭토양 토서이별 물수지 평가 (Ok et 

al., 2018) 등 중량식 라이시미터가 물수지 산정을 위한 유용한 도구임이 증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밭토양 

중량식 라이시미터에서 가을배추 재배시 실측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토양특성에 따라 물수지를 산정하고 비교 분

석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중량식 라이시미터 개요 및 시험토양 특성 국립농업과학원 (전라북도 완주군)에 설치된 중량식 라이시미터 

(UGT, Germany)는 표면적 1 m
2
, 깊이 1.5 m의 코어형 라이시미터이로서 토양은 식양질 (미사질식양토, silty clay loam), 

사양질 (사양토, sandy loam)을 자연 상태 그대로 채취하여 비교란 토양으로 설치하였다. 중량식 라이시미터의 구성과 깊

이별 토양 물리적 특성은 각각 Fig. 1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토성은 미국농무성의 토성삼각표 (soil texture triangle)에 

따라 결정하였다. 각 라이시미터에는 층위별 (10, 30, 55, 85, 125 cm)로 토양수분센서 (UMP-1, UGT, Germany) 등이 설

치되어 있으며, 중량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로드셀 (최소 10 g 감지)은 라이시미터 베셀 맨바닥에 설치되어 있어 물의 증

감에 따른 무게 변화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티핑카운터 (tipping counter)로 지하배수량을 측정하고, 측정된 데이터

는 1시간단위 평균 데이터로 저장된다. 유거수량은 샘플링 박스 무게를 직접 측정하여 구하였다.

시험전 토양 화학성 분석 및 가을배추 정식 시험전 토양은 라이시미터 표토 15 cm이내의 토양을 채취하여 

유기물함량은 Tyurin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 치환성양이온은 1.0 M NH4OAc (pH 7.0)으로 추출하여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광도계 (ICP-OES, GBC, Integra XL Dual, Australia)로 정량화하는 등 국립농업과학원의 토양 및 식

물체 분석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NAAS,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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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eighable lysimeter structure and vertical view. It has three 10 g-resolution load cells for measuring weight of 

lysimeter (a), has tipping counter, which counts the number of times for every 100 mL of drained water, for measuring 

a drainage amount (b), and has sensors for five layers (10, 30, 55, 85, and 125 cm depths) for measuring soil water 

content (c) (Seo et al., 2016; Ok et al., 2018).

Table 1. Soil physical properties of lysimeters used in this study.

Soil texture
† Soil depth

(cm)

Bulk density

(g cm
-3

)

Particle size distribution (%)

Sand Silt Clay

Fine loamy (SiCL) 0 - 20 1.18   6.8 64.0 29.2 

20 - 36 1.26   5.8 57.5 36.7 

36 - 61 1.34   6.7 56.6 36.7 

61 - 98 1.32 17.6 55.8 26.6 

98 - 150 1.43 34.0 41.9 24.1 

Coarse loamy (SL) 0 - 13 1.27 54.0 37.0   9.0 

13 - 26 1.36 61.8 30.2   8.0 

26 - 41 1.38 47.2 40.8 12.0 

41 - 66 1.34 61.7 29.3   9.0 

66 - 108 1.34 69.2 25.8   5.0 

108 - 150 1.29 75.7 19.3   5.0 
†

SiCL and SL indicated silty clay loam and sandy loam in soil texture of surface soil, respectively.

가을배추 (해파랑골드)는 2017년 8월 30일과 2018년 9월 4일에 정식하여 2017년 10월 31일과 2018년 10월 31일

에 각각 수확하였다. pH 교정을 위하여 석회고토 (300 kg 10a
-1

)를 정식 전에 투입하였으며, 비료는 작물별 비료사용

처방 (NIAS, 2017)의 표준시비량을 기준으로 시용하였다. 관개는 정식후 약 2주간은 무관개 처리구와 적습관개 처리

구에 같은 관수량으로 관개하였으며, 이후 적습관개 처리구는 강우 상황과 토양내의 수분장력값 (-30 kPa)을 기준하

여 관개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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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배추 재배기간 중 기상 데이터 분석 기상데이터는 중량식 라이시미터 시설 인근에 설치된 기상장치를 

활용하여 필요한 시간별 강우량, 온도, 일사량, 풍속 등의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또한 기상데이터 비교·분석을 위하여 

평년 (1981 - 2010) 기상데이터는 라이시미터와 가장 가까운 지점인 전주기상대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하였다.

물수지 산정 및 데이터 처리 중량식 라이시미터에 설치되어 있는 로드셀을 활용하여 무게변화에 따른 물의 

유입량과 유출량을 계산하였으며 물수지는 아래의 (Eq. 1)로 산출하였다.




   (Eq. 1)

여기에서 ETLY는 증발산량 (mm day
-1

), P는 강우량 (mm day
-1

), I는 관개량 (mm day
-1

), D는 지하배수량 (mm day
-1

), 

R은 지표유출량 (mm day
-1

)이다. 또한 총유입량에서 총유출량을 감하여 토양수분 변화량 (changes in soil water 

storage)을 산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가을배추 재배기간 동안 기상 특성 기상데이터는 중량식 라이시미터 인근에 설치된 기상대에서 수집된 자료

와 전주기상대 평년 (1981 - 2010) 자료와 비교하였다 (Fig. 2). 가을배추 재배기간 동안의 월별 평균 온도는 전북 전주

지역의 평년과 2017년, 2018년 온도변화 경향은 유사하였다. 강우량의 경우에는 2017, 2018년 가을배추 재배기간 동

안 누적 강우량은 120.0 mm와 157.7 mm로 나타났으며 평년대비 2017년 9월, 10월에 각 39%, 79%, 2018년 9월, 10

월에는 각 52%, 117% 수준의 강수량을 보였다. 하지만 2017년은 가을배추 정식 직전에 많은 강우량이 발생하였으

며, 2018년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강우이벤트가 발생하여 강우 양상은 다르게 나타났다.

시험전 표토의 화학성 및 가을배추 생육상태 가을배추 시험전 표토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2017년 시험전 토양에서 pH는 식양질 (미사질식양토)에서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유기물함량과 총질소는 높게 나타

났다. 반면, 유효인산과 칼륨은 사양질 (사양토)에서 높은 수치를 보였다. 2018년 시험전 토양에서는 식양질 (미사질

식양토)에서 유기물함량이 다소 높고 유효인산이 낮은 것을 제외하면 토성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가을배추 생육은 구고, 구폭, 건물중을 조사하였다 (Table 3). 2017 - 2018년 가을배추 적습관개구의 평균 수량은 

식양질 (미사질식양토) 624, 사양질 (사양토) 517 kg 10a
-1
이었고, 무관개구의 평균 수량은 식양질 (미사질식양토) 

585, 사양질 (사양토) 532 kg 10a
-1
로 나타났다. 무관개구 대비 적습관개의 평균 수량은 식양질 (미사질식양토), 사양

질 (사양토) 각각 107%, 97% 수준이었다. 식양질 (미사질식양토)과 사양질 (사양토)에서는 관개방법에 따른 수량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가을배추 재배기간 동안에 강우 이벤트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관개처

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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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average precipitation, temperature, and solar radiation between normal years (1981 - 2010) and 

Chinese cabbage cultivation in the fall season in 2017 and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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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il chemical properties used in this study before transplanting in 2017 and 2018.

Soil texture
†

pH EC
‡

OM T-N Av.P2O5

Ex.Cation

K Ca Mg

(1:5, H2O) (dS m
-1

) (g kg
-1

) (mg kg
-1

) (cmolc kg
-1

)

2017

SiCL 5.2 0.3 33 1.5 128 0.14 2.8 2.3

SL 5.9 0.3 15 0.9 743 0.25 4.0 1.4

2018

SiCL 6.0 0.5 29 1.3 127 0.69 4.4 2.4 

SL 6.2 0.4 19 1.2 822 0.58 4.5 1.7 
†

SiCL and SL indicated silty clay loam and sandy loam in soil texture of surface soil, respectively.
‡

EC, electrical conductivity; OM, organic matter; T-N, total-nitrogen.

Table 3. Growth response for Chinese cabbage cultivation in the fall season with different upland soils using 

weighable lysimeters in 2017 and 2018.

Soil texture
†

Water management
Plant height Plant diameter Plant weight

(cm) (cm) (dry, kg 10a
-1

)

2017

SiCL Not irrigated after rooting stage 30.3 ± 2.1 61.3 ± 6.7 447

Irrigated by furrow irrigation 30.5 ± 1.7 60.5 ± 3.7 591

SL Not irrigated after rooting stage 33.3 ± 3.0 72.5 ± 9.5 605

Irrigated by furrow irrigation 32.8 ± 2.2 78.0 ± 4.0 533

2018

SiCL Not irrigated after rooting stage 34.8 ± 3.2 59.8 ± 1.8 723

Irrigated by furrow irrigation 33.4 ± 12.2 57.9 ± 3.4 657

SL Not irrigated after rooting stage 29.8 ± 11.9 53.4 ± 3.6 459

Irrigated by furrow irrigation 26.6 ± 15.0 55.4 ± 2.4 501
†

SiCL and SL indicated silty clay loam and sandy loam in soil texture of surface soil, respectively.

토성별 물수지 평가 중량식 라이시미터에서 가을배추 재배기간 동안에 밭토양 토성별, 물관리 방법별로 물수

지를 산정하고 비교하였다 (Table 4). 총유입량과 총유출량을 비교한 결과, 총유입량에서는 관개의 유무에 의하여 물

유입량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2017년에 유효강우량이 부족할 때 관개실시에 의하여 적습관개구에서 물유입량이 

높게 산정되었다. 2018년에는 많은 양의 유효강우는 아니었지만 강우이벤트가 여러차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무

관개구와 적습관개구간의 총유입량에는 뚜렷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총유출량에서는 토성에 따른 지하유출량과 작물 생육에 따른 증발산량의 변화에 의하여 물유출량의 차이가 발생

하였다. 2017년 토성별 지하유출량은 식양질 (미사질식양토), 사양질 (사양토)에서 무관개구에서는 각 36.7, 7.9 mm

로, 적습관개구에서는 각 56.0, 58.6 mm로 나타났으며, 무관개구에서는 식양질 (미사질식양토)에서 많은 지하유출량

을 보였고 적습관개구에서는 토성간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2017년에 지하유출량의 대부분은 가을배추 

생육초기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가을배추 정식 직전 강우와 직후 1차례 발생한 많은 강우량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2018년 토성별 지하유출량은 식양질 (미사질식양토), 사양질 (사양토)에서 무관개구에서는 각 58.9, 3.6 mm로, 적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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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water balance for Chinese cabbage cultivation in the fall season on different upland soils using weighable 

lysimeters in 2017 and 2018.

Water balance

Water management

NIR
†

IR

SiCL
‡

SL SiCL SL

2017 (Sep. 4. - Oct. 31.)

Input (mm) Effective precipitation 137.8 136.1 135.4 136.9

Irrigation  13.7  13.9  61.1  60.4

Total 151.5 150.0 196.5 197.3

Output (mm) Drainage  36.7   7.9  56.0  58.6

Evapotranspiration 196.1 203.3 202.2 224.4

Runoff   0.0   0.0  0.0   0.0

Total 232.8 211.2 258.2 283.0

Changes in soil water storage (mm) -81.3 -61.2 -61.7 -85.7

2018 (Aug. 31. - Oct. 30.)

Input (mm) Effective precipitation 165.7 163.6 157.1 165.2

Irrigation   4.4   4.6   4.5   4.5

Total 170.1 168.2 161.6 169.7

Output (mm) Drainage  58.9   3.6  65.3  14.0

Evapotranspiration 208.5 210.4 185.7 177.9

Runoff   0.0   0.0   0.0   0.0

Total 267.4 214.0 251.0 191.9

Changes in soil water storage (mm) -97.3 -45.8 -99.4 -22.2
†

NIR, not irrigated after rooting stage; IR, irrigated by furrow irrigation.
‡

SiCL and SL indicated silty clay loam and sandy loam in soil texture of surface soil, respectively.

관개구에서는 각 65.3, 14.0 mm로 식양질 (미사질식양토)에서 가장 높은 지하유출량을 보였다. 2017년과 2018년 모

두 식양질 (미사질식양토)에서 높은 지하유출량이 관측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은 일반적으로 점토함량이 높은 식토의 

토양 조건에서 사양토보다 지하투수량이 낮은 결과 (Chae and Kim, 2001)와는 다소 상반된 결과로 이는 여러해 동절

기를 지나면서 식양질 토양이 수축 및 팽창의 반복으로 인하여 토양내 대공극이 많아지고 균열 등이 발생한 것에 기인

된 것으로 생각된다 (Keith and Germann, 1982; Ok et al., 2018).

증발산량의 경우, 2017년에 무관개구는 식양질 (미사질식양토), 사양질 (사양토)에서 각각 196.1, 203.3 mm로 나타

나 토성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적습관개구에서는 식양질 (미사질식양토), 사양질 (사양토)에서 각각 202.2, 224.4 mm

로서 사양질 (사양토)가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증발산량의 경우, 무관개구는 식양질 (미사질식양토), 사양질 (사양토)

에서 각각 208.5, 210.4 mm로, 적습관개구에서는 식양질 (미사질식양토), 사양질 (사양토)에서 각각 185.7, 177.9 mm

로 나타났다. Anapalli et al. (2016)의 연구에서는 옥수수의 엽면적과 바이오매스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증발산량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배추의 생육 상태와 증발산량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총유입량에서 총유출량을 감한 토양수분 변화량 (changes in soil water storage)은 2017년 무관개에서 미사질식양

토 - 81.3 mm, 사양토 - 61.2 mm, 적습관개에서 미사질식양토 - 61.7 mm, 사양토 - 85.7 mm이었으며, 2018년 무관개

에서 미사질식양토 - 97.3 mm, 사양토 - 45.8 mm, 적습관개에서 미사질식양토 - 99.4 mm, 사양토 - 22.2 m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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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water requirement for Chinese cabbage cultivation in the fall season for normal years (1981 - 

2010), 2017, and 2018.

Growth stage Initial stage Mid-season stage End of late season stage
Total

(mm)
Date (month/day) 9/10 - 9/20 9/21 - 10/25 10/26 - 11/10

Crop coefficient 0.62 1.25 1.16

Water 

requirement

(mm)

1981 - 2010 19.3 99.2 28.7 147.2

2017 18.5 93.0 32.2 143.6

2018 20.9 84.4 30.2 135.5

미사질식양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하유출량으로 인하여 토양수분 감소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4). Sang et al. 

(2017)의 연구에서 사양토의 수분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것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가을배추 재배시 물 필요량 산정 비교 가을배추 재배기간 동안 물 필요량을 산정하고 평년 (1981 - 2010)과 

비교하였다. 기준증발산량에 작물계수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며 평년, 2017년, 2018년 기상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생육단계별 물량과 총 물 필요량을 산정하였다 (Table 5). 총 물량은 평년, 2017, 2018년에 각 147.2, 143.6, 135.5 mm

로 나타나 평년과 비교하여 2017년과 2018년 모두 다소 적은 물량이 산정되었다. 2017과 2018년의 강우 양상은 다르

지만 충분한 강우량에 의하여 물 필요량이 적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간 연구를 통해 기상 조건, 작물의 생육 

조건 등과 물수지 및 물 필요량의 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중량식 라이시미터를 활용하여 가을배추 재배시 물수지와 물 필요량을 산정하고 평년과 비교하였

다. 가을배추 재배시 물수지 산정 결과, 총 유입량에서는 강우량와 관개 관리에 의하여 차이가 나타났으며 총 유출량

에서는 지하유출량과 증발산량 변화에 의하여 차이가 나타났다. 지하유출량은 토성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증

발산량은 작물 생육상태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였다. 가을배추의 물 필요량 산정 결과, 2017년과 2018년 연구기간 동

안 총 물량은 평년과 비교하여 다소 적은 물 필요량이 산정되었는데 2017년은 정식시기의 많은 강우량, 2018년은 여

러 차례의 강우이벤트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량식 라이시미터를 활용하여 실측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가을배추의 물수지와 물 필요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었으며 향후 다년간의 데이터 축적을 통하여 가을배추 등 여

러 밭작물의 물 필요량 산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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