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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organic fertilizer application on yield and soil chemical properties 

for different crops; pepper, garlic, lettuce and zucchini. This study was carried out; 1) to compare crop 

productivity and relative efficiency of nitrogen (N) under different fertilization level, and 2) to evaluate soil 

chemical properties during 2 years of cultivation. The organic fertilizer was applied at 50, 100 and 150% level 

of the pre-plant fertilization rate based on N rate according to soil testing recommendation system. Control 

treatment was conducted with inorganic fertilization; urea, fused superphosphate and potassium chloride 

fertilizer. The yields of organic fertilizer treatments were higher than control. And also, relative efficiency of 

N in organic fertilizer treatments were similar to that of inorganic treatment. Soil properties such as pH, EC 

and exchangeable cations (K, Ca, Mg, Na)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all treatmen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2 years of experiment. In organic fertilizer application treatments, soil organic matter 

content showed a tendency of increase compared to inorganic treat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organic 

fertilizer application was an effective management strategy to improve crop yield and soil fertility. But, it was 

short-term monitoring experiment, therefore, long-term experiment is required to evaluate organic fertilizer 

fertilization impact on crop and soil properties.

Keywords: Inorganic fertilizer, Pre-plant fertilization rate, Relative efficiency of nitrogen

Variation of yield under different organic fertilizer applic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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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나라는 과거 볏짚, 녹비, 인분뇨 등의 자급비료로 작물을 재배하였으나 무기질비료 생산을 통해 다비 다작으로 

작물을 생산하였다. 이로 인해 토양, 하천수 등 환경오염이 야기되며 안전생산물 생산에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이에 

1997년부터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하였고 5년을 주기로 육성 및 실천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친환

경 농업 정책의 한 부분으로 유기질 비료지원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Yoon et al., 2012; Kim et al., 2018a, 2020a).

유기질비료는 비료공정규격상 부산물비료에 속하며 제조되는 원료에 따라 식물성 유박을 2종 이상 혼합한 혼합유

박, 식물성 유박과 동물성 잔재물 등 유기물질 2종 이상이 혼합된 혼합유기질비료, 식물성 유박, 동물성 잔재물, 천연

광물 등 유기물질이 2종 이상이 혼합된 유기복합비료 등으로 구분된다 (RDA, 2017).

유기질비료는 토양에 투입 후 무기물질로 분해되어 작물에 양분을 공급함으로 무기질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

효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Cho et al., 2009; Kim et al., 2018b, 2020b), Kim et al. (2018b)에 따르면 국내 유통상

품분석 결과 평균 양분 함량이 질소 4.8 - 4.9%, 인산 2.5 - 3.1% 및 칼리 1.7 - 1.8%로 보고 하였다. 이러한 유기질비료

는 양분공급능 뿐만 아니라 토양 유기물을 공급함으로 토양의 건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도 알려져 있다 (Yoon et 

al., 2012; Kim et al., 2019). 그러나 유기질비료의 사용은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존재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과다 

사용에 따른 농업환경 오염이다. 최근까지 벼, 옥수수, 상추, 마늘, 고추 등 다양한 작물에 대한 유기질비료 사용에 대

한 효과가 평가되고 있으며 적정사용량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고 있다 (Lim et al., 1983, 1990; Kim et al., 1998, 

2018a, 2019, 2020b).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과다사용으로 인한 농업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무기질비료 사용 절감을 위한 대처방안으로 주목되고 있는 유기질비료를 시설 및 노지 작물에 2년

간 연용시험을 통해 작물의 생산성과 토양특성의 변화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유기질비료의 적정사용에 대한 필요성

과 과다사용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포장시험 본 시험은 노지와 시설로 구분하였으며 노지시험은 국립농업과학원내 시험포장에서 고추와 마늘로 

작물을 설정하여 실시하였고 시설작물은 평택 (호박) 및 논산 (상추)의 시험포장에서 2년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

용한 시험포장의 토양특성은 Table 1과 같으며 작물 품종은 고추 (칼라탄), 마늘 (의성), 상추 (선풍골드), 및 호박 (진

안)을 사용하였다.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soil used.

pH

(1:5H2O)

EC

(dS m-1)

OM

(g kg)

NO3-N

(mg kg-1)

Av. P2O5

(mg kg-1)

Exchangeable cations (cmolc kg-1)

K Ca Mg Na

Pepper 6.4 1.0 26.0   36.3 615 1.6 9.8 2.6 0.1

Garlic 6.8 0.5 21.0     4.9 445 1.4 6.9 1.9 0.05

Lettuce 7.5 1.5 22.4   18.8 634 0.9 8.8 3.2 0.7

Zucchini 6.1 2.7 10.1 138.1 503 1.0 1.0 1.9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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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의 처리구는 모두 난괴법 3반복으로 설정하였으며 각 작물별 처리구는 무처리구, NPK처리구, 혼합유기질

비료처리구로 구분하였다. 작물별 무기질비료 사용량, 유기질비료처리구의 비료사용방법 및 재배일정은 Table 2와 

같다. 비료 사용은 토양검정을 통해 비료 사용량을 설정하였으며 작물별로 밑거름와 웃거름으로 나누어 시비하였다. 

혼합유기질비료처리구는 혼합유기질비료 (N-P2O5-K2O = 5-1-1%) 1종을 선발하여 사용하였으며 작물별 질소 밑거

름량을 기준으로 밑거름 대체수준을 50, 100 및 150%로 구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무처리구를 제외한 모든 처리

구의 웃거름은 무기질비료 (요소, 염화칼리)를 사용하였다. 작물별 비료사용량 및 재배일정은 Table 2와 같으며 2년

간 동일한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2. Fertilization and cultivation schedules of crops (pepper, garlic, lettuce and zucchini).

Crop
Fertilization (N-P2O5-K2O)

(kg 10a-1)

Transplanting Harvesting

Month/Week Month/Week

Pepper
Pre-plant 10.3-11.2-9.1

Apr/2nd week Aug/2nd week
Top-dressing 8.7-0.0-5.8

Garlic
Pre-plant 9.0-7.7-4.5

Oct/2nd week Jun/2nd week
Top-dressing 16.0-0.0-8.3

Lettuce
Pre-plant 3.5-3.0-1.8

Oct/3rd week Apr/2nd week
Top-dressing 3.0-0.0-1.8

Zucchini
Pre-plant 10.0-8.4-4.4

Mar/1st week Aug/1st week
Top-dressing 10.0-0.0-7.0

The organic fertilizer was applied at 50, 100 and 150% level of the pre-plant fertilization rate based on N rate according to 

soil testing recommendation system.

토양분석 토양 시료 채취 및 토양분석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발간한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2000)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토양시료 채취는 표면의 유기물 층을 제거한 뒤 채취하였으며 풍건 조건에서 건조 후 2 mm체를 

통과시킨 시료를 이용하여 pH 및 EC는 시료와 증류수를 1:5 (w/v)비율로 30분 교반하여 pH meter (Orion star A121) 

및 EC meter (Orion star A121)로 각각 측정하였다. 토양 유기물함량은 원소분석기 (Vario Max, Elementar)를 이용

하여 정량하였으며 암모니아태 질소 및 질산태 질소는 질소자동분석기 (Bran-Luebbe, AutoAnalyzer 3)에 1M KCl

로 추출한 여액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효인산은 720 nm에서 비색계 (U-3000, Hitachi)로 분석하는 Lancaster법

을 이용하였으며, 교환성 양이온은 1M Ammonium acetate로 추출하여 유도결합 플라즈마-발광광도계 (ICP-OES, 

GBC)로 분석하였다.

식물체 분석 식물체 분석을 위해 생육 조사 및 수확 후 건조기에서 70°C조건에서 48시간 건조한 후 토양 및 식

물체분석법 (NIAST, 2000)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총질소분석은 습식분해 (H2SO4:HClO4) 후 킬달장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사용에 따른 질소비효율 (%)은 아래와 같이 Eq. 1을 이용하여 질소이용효율을 산출한 후 

Eq. 2에 따라 무기질비료 및 유기질비료처리구의 질소이용효율로 산출하였다 (Kim et al., 2019). 

Nitrogen use efficiency (%) = 
Fertilizer applied to crop

N removed by crop  N coming from soil
× (Eq.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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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ve efficiency of nitrogen (%) = 
Nitrogen effiency of inorganic fertilizer 

Nitrogen efficiency of organic fertilizer 
× (Eq. 2)

통계분석 실험데이터는 IBM SPSS Statistics (v.26)을 이용하여 ANOVA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처리구별 평

균비교를 위해 유의수준 5%로 Duncan’s multiple test를 수행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유기질비료 사용에 따른 작물 생산량 비교 유기질비료 밑거름사용량에 따른 작물별 생산량은 Fig. 1과 같다. 

노지 고추는 재배연차 및 유기질비료 사용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유기질비료 처리구의 평균 생산량 

(1,852.3 kg 10a-1)은 무기질비료처리구의 생산량 (1,871.5 kg 10a-1)과 유사하였다. 노지 마늘, 시설 상추 및 시설호박

은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생산량이 증대되었으며 특히 2차년도에는 유기질비료 처리구가 무기질비료 처리구의 

생산량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선행연구 결과 토양에 사용된 유기질비료는 무기화과정을 통해 작물에게 양분을 공

급하므로 작물 재배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양분 공급이 가능하고 (Lim et al., 2011; Kim et al., 2018a, 2019, 2020b) 토

양의 건정성을 증대시키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시 무기질비료 단독사용보다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Yoon et al., 

2012), 무기질비료와 혼용시 병용효과를 나타내어 작물의 생산성을 증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Son, 2002). 본 연구

결과 또한 유기질비료와 무기질비료를 혼용해서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유기질비료의 유기물공급효과 등으로 인해 토

양의 건정성을 증가시켜 생산량이 증대되었다고 판단된다.

Fig. 1. Variation of yield under different organic fertilizer application rate. The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s signifi-

cance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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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사용에 따른 작물의 질소비효율 평가 유기질비료 사용에 따른 작물의 질소비효율은 Table 3과 

같다. 1차년도에는 대부분이 71.9 - 105.5% 범위로 100% 미만이 대부분이었으나 2차년도에는 92.6 - 108.7%로 밑거

름량의 50% 처리구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무기질비료와 유사하거나 초과하였다. 작물에 있어 질소 이용효율은 작물

의 생장과 연관되어 있으며 생산성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Schulten and Schunitzer, 1998; Choi et 

al., 2010; Kim et al., 2019). 그리고 Cho et al. (2009)의 선행연구결과 유기질비료를 밑거름으로 사용하였을 때 생육 

초기에는 무기질비료처리구에 비해 질소이용효율이 낮으나 최종 수확시에는 높아지며 밑거름으로 100% 사용하였

을 때가 높다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결과 또한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Table 3. Relative efficiency of nitrogen for pepper, garlic, lettuce and zucchini cultivated.

Crop Treatment
1st cultivation (%) 2nd cultivation  (%)

NUE REN ANU REN

Pepper

NPK 72.4 a 100.0 68.4 ab 100.0

  50% 57.4 b   79.3 63.4 b   92.6

100% 76.4 a 105.5 74.3 a 108.7

150% 60.7 b   83.9 73.8 a 107.9

Garlic

NPK 65.1 a 100.0 55.7 a 100.0

  50% 53.7 b   82.5 47.5 b   85.2

100% 64.4 a   98.9 57.9 a 103.9

150% 57.8 ab   88.7 53.7 ab   96.4

Lettuce

NPK 46.9 a 100.0 36.5 ab 100.0

  50% 36.6 ab   77.9 35.6 ab   97.5

100% 38.8 ab   82.6 39.5 a 108.2

150% 33.7 b   71.9 33.9 b   93.0

Zucchini

NPK 37.7 a 100.0 37.7 a 100.0

  50% 28.3 b   75.2 37.4 a   99.3

100% 30.8 b   81.8 38.9 a 103.1

150% 28.8 b   76.3 38.7 a 102.6

NUE: nitrogen use efficiency, REN: relative efficiency of nitrogen and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s significance at 5% 

level.

유기질비료 사용에 따른 토양화학성의 변화 작물 재배 후 토양 화학성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 (Table 4), pH 

및 EC는 작물 및 유기질비료 사용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지 작물 재배시 유기질

비료를 사용할 경우 무기질비료처리구에 비해 pH는 감소하고 EC는 증가하는 경향이라고 보고 하였고 (Kim et al., 

2000, 2020a), 시설작물 재배시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고 (Kim et al., 2020a) 보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와 같이 

작물 및 유기질비료 사용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지 않은 이유는 유기질비료 사용시 토양검정시비량의 질소기

준으로 사용하고 밑거름의 비율만 달리하여 투입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므로 무기질비료 처리구와 pH나 EC의 결과

값이 유사하였다고 생각된다. 토양 유기물함량의 변화에 대한 연구 중 Kim et al. (2020b)과 Uhm et al. (2012)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유기질비료 사용이 토양유기물 함량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단기간 사용으로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

다고 보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2년간 연용으로 사용하였을 때 무기질비료 처리구에 비해 유기질비료 처리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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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4.7 g kg-1가량 증가하는 경향으로 확인되었다. 유효인산, 질산성 질소, 암모니아성 질소 및 양이온은 작물 및 유

기질비료 처리구별 결과와 무기질비료의 값과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는 모든 처리구에 투입되는 양분의 함량

이 일정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노지 및 시설작물재배시 유기질비료의 연용사용이 작물 및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 적정한 

사용방법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노지 및 시설재배지의 작물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작물 생산량, 질소비

효율 및 토양화학성을 확인한 결과 유기질비료는 전체 비료사용량 중 밑거름으로 100%로 사용하고 웃거름으로는 무

기질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무기질비료와 유기질비료의 혼용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

한 방법으로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il under different organic fertilizer application rate and crops after cultivation 

during 2 years.

Crop
Treat-

ment

pH

(1:5H2O)

EC

(dS m-1)

OM

(g kg-1)

NO3-N

(mg kg-1)

NH4-N

(mg kg-1)

Av. P2O5

(mg kg-1)

K

(cmolc kg-1)

Ca

(cmolc kg-1)

Mg

(cmolc kg-1)

Pepper

NPK 7.1 a 1.0 a 12.7 b 33.7 a 7.1 a 508 a 1.6 a 9.3 a 2.8 a

  50 6.7 a 0.7 ab 13.9 ab 32.7 a 6.6 a 405 b 1.3 a 9.2 a 1.8 b

100 7.1 a 0.7 ab 15.7 a 25.8 ab 6.3 a 457 ab 1.2 a 9.8 a 2.2 ab

150 6.8 a 0.6 b 17.4 a 18.5 b 6.7 a 502 a 1.3 a 8.2 b 1.8 b

Optimum range 6.0 - 6.5 <2 25 - 35 70 - 200 450 - 550 0.7 - 0.8 5.0 - 6.0 1.5 - 2.0

Garlic

NPK 6.5 a 0.7 a 12.7 b 14.5 b 13.7 b 484 a 1.2 a 1.3 a    2 a

  50 6.7 a 0.6 a 13.9 ab 16.6 a 13.7 b 458 a 1.4 a 7.5 a    2 a

100 6.5 a 0.7 a 15.7 a 16.7 a 16.8 ab 419 a 1.3 a 7 a 1.8 b

150 6.2 a 0.7 a 17.4 a 17.1 a 17.2 a 465 a 1.4 a 7.3 a 2.1 a

Optimum range 6.5 - 7.0 <2 25 - 35 12.7 b 300 - 400 0.7 - 0.8 6.0 - 7.0 2.0 - 2.5

Lettuce

NPK 6.6 a 1.5 a 13.9 b 33.1 b 33.1 ab 433 a 0.6 a 8.1 a 2.9 a

  50 6.8 a 1.3 a 15.7 ab 36.2 a 29.3 b 429 a 0.7 a 7.6 a 2.4 b

100 6.3 a 1.5 a 17.4 a 38.6 a 36.3 ab 443 a 0.6 a 8.9 a 2.6 ab

150 6.4 a 1.4 a 17.2 a 40.1 a 39.1 a 491 a 0.6 a 7.4 a 2.3 b

Optimum range 6.5 - 7.0 <2 20 - 30 13.9 ab 250 - 400 0.4 - 0.6 6.0 - 7.0 2.0 - 2.5

Zucchini

NPK 6.1 a 2.2 a 15.7 b 15.2b 4.1 b 886 ab 0.6 a 7.1 a 2.3 ab

  50 6.3 a 1.8 ab 17.4 a 28.7a 3.5 b 815 b 1.8 a 7.3 a 2.4 ab

100 6.2 a 1.1 b 16.4 a 29.6 a 5.9 a 1,156 a 1.1 a 7.9 a 2.7 a

150 6.4 a 2.0 a 16.9 a 23.9 ab 4.0 b 985 ab 1.6 a 7.1 a 2.1 b

Optimum range 6.5 - 7.0 <2 20 - 30 70 - 200 250 - 400 0.7 - 0.8 5.0 - 6.0 1.5 - 2.0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s significance at 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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