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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warming and soil erosion are getting worse resulting from increased rainfall amount and intensity, 

caused by climate change. More than 70% of orchards in Korea are located in steep sloping area, increasing 

the risk of soil erosion. This study evaluated the soil erosion risk with different orchard management practices 

along with climate change effects based on natural rainfall events. Soil erosion was estimated in the orchard 

lysimeters treated with clean and vegetative cultivation under natural rainfall events having various intensities 

and calculated the soil erosion using the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USLE). As the average temperature 

continually rises, it led to the increases in the orchard area and apple yield. For both clean and vegetative 

cultivations, the amount of soil erosion increased as the amount of rainfall increased. However, the soil erosion 

in vegetative cultivation decreased by up to 89.8% compared to that in clean cultivation. It can be contributed 

to the reduction of soil erosion as one of the best management practices (BMPs). The maximum rainfall inten-

sity was also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amount of soil erosion, which is more vulnerable to short-term 

concentrated rainfall. Vegetative cultivation is easy but efficient management practice to not only reduce soil 

erosion but also consider the commercial value of orchard products, against climate chang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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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on of soil erosion reduction according to vegetative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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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 강도, 온도 변동성으로 인해 토양과 물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경제 성장 및 인구성장으

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극심해지고, 기후 변동성을 넘어 생태계, 인간, 토양 및 물 안보에 심각

한 피해와 비가역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IPCC, 2022).

토양유실은 기후변화에 따른 직접 및 간접 영향이 포함된다. 직접적인 영향으로 강우량, 강우강도 및 강우 시공간 

분포패턴의 변화에 의해 주로 발생되고, 특히 대한민국의 과수원은 곡간 및 선상지 39%, 구릉지 및 산악지와 산록경사

지에 36%로 주로 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토양유실 발생 시 토양내에 존재하는 무기질 비료, 제초제 등 비점오염원이 

수역으로 유출되어 부영양화와 같은 수질오염을 초래한다 (Cho et al., 2012; Li and Fang, 2016; Goodale and Wilsey, 

2018; Gherardi and Sala, 2019; Sun et al., 2020; Ok et al., 2021).

초생재배는 토양유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물리적 방법 중 토양 지표 안정화에 효과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안으로 알

려져 있다 (Chen et al., 2022). 이와 같은 지표 안정화를 통해 토양유실 감소에 대한 적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초생

재배를 적용함에 따라 탄소, 질소, 인, 칼륨을 포함한 토양 영양소를 토양에 제공되어 미생물 군집을 유지하는데 긍정

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된 바 있다 (Wei et al., 2017).

따라서 본 연구는 과수원 관리환경 (청경, 초생재배)에 따른 토양유실 위험성을 평가하고, 강우사상 (강우량, 강우

강도) 분석을 통한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유실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원 현황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원 변동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open MET data portal)을 통해 2011 - 2021년 동안의 강우와 기온 자료를 수집하였고, 국가통계포털 (KOSIS)을 통

해 전국 과수원 (사과) 면적과 수확량 자료를 수집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원 변동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토양유실 모니터링 토양유실 측정을 위해 경사도 9%, 2.5 m × 13.4 m 크기의 청경, 초생재배 (클로버, 쑥, 민들

레 등) lysimeter를 각각 3구씩 설치하였다 (Fig. 1). 집중 강우 시 정확한 토양유실을 측정하기 위해 토양유실 발생량의 

Fig. 1. Clean (a) and vegetative (b) cultivation lys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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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비율로 수집할 수 있는 sample splitter를 설치하였고, 채수 모의실험 결과 높은 결정계수 (R2 = 0.9998)를 나타냈

다 (Fig. 2). 또한, 초생재배에 따른 당도 변화를 확인하고 위해 당도계 (Atago, N-1E, Japa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y = 25.11x + 2.8406

R² = 0.9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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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mulation of run-off output in sample splitter (each n = 3).

강우강도 강우사상에 따른 초생재배의 토양유실저감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강우량, 최대강우강도, 평균강우강

도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강우 데이터는 기상청과 강우량계를 통해 수집되었다. 수집된 강우자료는 USLE (universal 

soil loss equation)를 이용하여 강우강도를 산출하였고, 이에 따른 비점오염저감효율을 비교분석하였다. 강우강도는 

USLE 강우 강도 방정식을 기반으로 Eq. 1과 Eq. 2를 사용하여 계산되었다.

   log (Eq. 1)

  ∑ ⋅⋅ (Eq. 2)

여기서, e는 시간단위별 운동에너지, E는 개별 강우 운동에너지, I는 강우강도 (cm h-1), t는 지속시간 (h)이다.

Results and Discussion

기후변화에 따른 과수원 변동성 평균기온이 2011년 대비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사과 과수원 

면적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에 따른 수확량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Fig. 3). 반면, 최근 2018년과 2020년에 강

우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평균온도의 증가로 사과 재배면적 및 생산

량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불규칙한 강우량 변동성으로 인해 사과 과수원 토양유실 위험성 또한 증가할 것

으로 판단된다 (Greer, 2018; Duan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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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orchard area (a) and production (b) according to climate change.

재배환경이 토양유실에 미치는 영향 토양유실량은 2년 (2021 - 2022년) 동안 측정하였으며, 강우사상 총 23

회 유거수와 토양유실량을 측정하였다. 측정기간 동안의 강우량은 최대, 최소 각각 108.0, 14.4 mm 발생하였으며, 최

대강우강도의 경우 최대, 최소 각각 175.9, 1.3 mm h-1로 산정되었다. 청경재배 lysimeter는 최대, 최소 각각 4.5, 0.6 

ton ha-1이 측정되었으며, 초생재배의 경우 최대, 최소 각각 0.9, 0.1 ton ha-1으로 측정되었다 (Table 1).

Table 1. Analysis of soil erosion according to cultivation environment (n = 3).

Time
Duration

(h)

Rainfall Soil erosion Brix

Amount

(mm)

Ave. RI†

(mm h-1)

Max. RI‡

(mm h-1)

Clean

(ton ha-1)

Vegetative

(ton ha-1)

Clean

(%)

Vegetative

(%)

1 31 83.5   4.97 42.9 2.06 ± 0.01 0.48 ± 0.00 - -

2   3 17.0 38.79 58.1 1.67 ± 0.02 0.17 ± 0.01 - -

3 33 59.4   5.22 35.7 2.07 ± 0.03 0.33 ± 0.00 - -

4 21 48.8 10.59 79.4 2.54 ± 0.01 0.42 ± 0.01 - -

5 32 21.1   0.23 1.5 0.92 ± 0.00 0.22 ± 0.00 - -

6 34 108.0   6.79 20.5 2.31 ± 0.00 0.56 ± 0.00 - -

7 35 21.3   0.22 1.3 0.71 ± 0.01 0.10 ± 0.00 - -

8 29 17.6   0.29 1.8 0.78 ± 0.01 0.16 ± 0.00 - -

9 29 14.4   0.34 2.9 0.63 ± 0.00 0.14 ±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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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of soil erosion according to cultivation environment (n = 3). (Continued)

Time
Duration

(h)

Rainfall Soil erosion Brix

Amount

(mm)

Ave. RI†

(mm h-1)

Max. RI‡

(mm h-1)

Clean

(ton ha-1)

Vegetative

(ton ha-1)

Clean

(%)

Vegetative

(%)

10 33 51.5   1.7 21.8 1.69 ± 0.00 0.41 ± 0.01 - -

11 33 24.3   0.3 7.1 1.26 ± 0.00 0.15 ± 0.00 - -

12 15 92.8 19.6 112.8 3.66 ± 0.00 0.68 ± 0.00 - -

13 11 25.8   3.3 16.1 1.26 ± 0.00 0.26 ± 0.00 - -

14 19 46.0   3.1 14.9 1.72 ± 0.00 0.21 ± 0.00 - -

15 13 44.7   4.5 15.2 1.94 ± 0.00 0.33 ± 0.00 - -

16 24 35.0   1.8 20.8 1.68 ± 0.00 0.35 ± 0.00 - -

17 39 39.3   0.5 7.5 1.87 ± 0.00 0.21 ± 0.00 - -

18 11 25.0   1.8 9.8 1.31 ± 0.00 0.17 ± 0.00 - -

19 38 94.0   8.0 175.9 4.53 ± 0.00 0.91 ± 0.00 - -

20 15 87.1 18.1 107.5 3.47 ± 0.00 0.92 ± 0.00 - -

21 22 94.2 10.7 143.7 3.69 ± 0.00 0.94 ± 0.00 11.0 ± 0.3 11.2 ± 0.2

22 33 75.9   1.5 12.7 2.36 ± 0.00 0.45 ± 0.00 12.3 ± 0.2 12.3 ± 0.2

23 32 100.2   2.6 10.9 2.43 ± 0.01 0.50 ± 0.00 12.5 ± 0.2 12.3 ± 0.1

†Average rainfall intensity; ‡Maximum rainfall intensity.

청경, 초생재배 lysimeter 모두 강우량이 증가함에 따라 토양유실 발생량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경

재배 대비 초생재배 시 토양유실 발생량이 73.5 - 89.8%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Fig. 4), 이는 초생재배 하는 

것이 토양유실을 줄이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토양관리 방법으로 채택될 수 있다 (Bagagiolo et al., 2018; Suwanmanon 

and Kim, 2021). 초생 피복을 통해 강우 운동 에너지를 감소시켜 표토보존을 통해 토양유실을 감소시켰고, 식생의 

뿌리고정을 통한 토양침식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Wang et al., 2020). Napoli et al. (2017)의 연구에 따르

면 초생관리의 경우 강우세기가 높은 집중강우에도 토양침식을 저감에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라고 보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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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valuation of soil erosion reduction according to vegetative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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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ka et al. (2017)은 Weed strip을 통해 평균 78.3% 토양침식 발생률을 감소시킬 수 있고, 과수원의 토양 및 수분 손

실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제어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토양유실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식생관리에 적용을 충

분히 고려해야 되며, 경사가 심한 지형에서의 낮은 식생피복은 집중호우시 토양유실 위험성이 높아져 식생 적용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Jin et al., 2021).

초생재배에 따른 과실품질 재배관리에 따른 과실품질을 비교하기 위해 23번의 강우사상 중 총 3번 (21, 22, 

23)의 사과당도 분석을 진행한 결과 청경 및 초생재배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1). Wei et al. (2017)의 

연구에 따르면 초생재배가 과수원 토양에서 SOC, T-N, available P, available N 증가와 초생 잔류물을 통해 토양의 

다양한 유기 물질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했다 (Wang et al., 2016). 또한, 초생재배는 토양 미생물 바이오매스를 증가시

키고 영향순환을 가속화하여 결과적으로 과일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Wei et al., 2018). 이

러한 초생재배를 통해 토양유실 저감과 더불어 과실품질 또한 영향을 주지 않아 경제 및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강우특성에 따른 토양유실 위험성 평가 강우특성에 따른 토양유실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총 23번의 강우

사상에 대한 각각의 총 강우량, 평균강우강도, 최대강우강도를 산정하여 토양 발생량과의 선형 회귀분석을 진행하였

다. 그 결과 총 강우량 (R2 = 0.6875), 평균강우강도 (R2 = 0.5194) 및 최대강우강도 (R2 = 0.7442) 모두 토양유실량 발

생에 있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5). 특히, 최대강우강도의 경우 토양유실량 발생량과의 

높은 결정계수를 나타냈으며, 이는 토양유실 발생에 있어 지속적인 강우량보다 단기 집중강우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

된다.

(a) (b) (c)

Fig. 5. Analysis of soil erosion according to rainfall characteristics.

Wu et al. (2017)의 연구에 따른 토양유실 및 유거수는 초과 침투 또는 포화상태에 의해 생성되고, 유거수 발생 시점

에 따라 강우량에 비해 강우강도가 유출 발생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며, 높은 강우 강도로 인해 일반적 

표토에서 골재의 파괴가 가속화 됨에 따라 토양유실 및 유거수 발생을 촉진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Vaezi et al., 2017). 

Zhou et al. (2016) 또한 강우강도와 토양유실의 상호작용 연구를 통해 물과 토양 자원을 보존하는데 식생피복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강도에 따라 토양유실량을 저감하기 위해 기상분석과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식생피복 

적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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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초생재배 적용은 집중호우시 토양침식 저감에 있어 일반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라고 판단되며, 과실 당도의 경우 초

생재배 시 청경재배 대비 유의미한 차이가 없어 높은 경사지형에 위치한 과수원의 경우 식생적용이 고려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Acknowledgement

This work was carried out with the support of ‘Cooperative Research Program for Agriculture Science & Tech-

nology Development (Project No. PJ014821032022)’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Republic of Korea.

References

Bagagiolo, G., M. Biddoccu, D. Rabino, and E. Cavallo. 2018. Effects of rows arrangement, soil management, and 

rainfall characteristics on water and soil losses in Italian sloping vineyards. Environ. Res. 166:690-704.

Chen, L., R.M. Rejesus, S. Aglasan, S.C. Hagen, and W. Salas. 2022. The impact of cover crops on soil erosion in the 

US Midwest. J. Environ. Manage. 324:116168.

Cho, H.R., Y.S. Zhang, K.H. Han, H.J. Cho, J.H. Ryu, K.Y. Jung, K.R. Cho, A.S. Ro, S.J. Lim, S.C. Choi, J.I. Lee, 

W.K. Lee, B.K. Ahn, B.H. Kim, C.Y. Kim, J.H. Park, and S.H. Hyun. 2012. Soil physical properties of arable land 

by land use across the country. Korean J. Soil Sci. Fert. 45(3):344-352.

Duan, J., Y.J. Liu, J. Yang, C.J. Tang, and Z.H. Shi. 2020. Role of groundcover management in controlling soil erosion 

under extreme rainfall in citrus orchards of southern China. J. Hydrol. 582:124290.

Gherardi, L.A. and O.E. Sala. 2019. Effect of interannual precipitation variability on dryland productivity: A global 

synthesis. Glob. Change Biol. 25(1):269-276.

Goodale, K.M. and B.J. Wilsey. 2018. Priority effects are affected by precipitation variability and are stronger in exotic 

than native grassland species. Plant Ecol. 219:429-439.

Greer, D.H. 2018. Photosynthetic responses to CO2 at different leaf temperatures in leaves of apple trees (Malus 

domestica) grown in orchard conditions with different levels of soil nitrogen. Environ. Exp. Bot. 155:56-65.

IPCC. 2022. Climate change 2022: Impacts,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Cambridge, UK and New York, USA.

Jin, F., W. Yang, J. Fu, and Z. Li. 2021. Effects of vegetation and climate on the changes of soil erosion in the Loess 

Plateau of China. Sci. Total Environ. 773:145514.

Lenka, N.K., K.K. Satapathy, and R. Lal. 2017. Weed strip management for minimizing soil erosion and enhancing 

productivity in the sloping lands of north-eastern India. Soil Tillage Res. 170:104-113.

Li, Z. and H. Fang. 2016.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water erosion: A review. Earth-Sci. Rev. 163:94-117.

Napoli, M., A.D. Marta, C.A. Zanchi, and S. Orlandini. 2017. Assessment of soil and nutrient losses by runoff under 

different soil management practices in an Italian hilly vineyard. Soil Tillage Res. 168:71-80.

Ok, J.H., J.W. Son, S.A. Hwang, H.S. Lee, and B.Y. Oh. 2021. Estimation of upland soil loss and canopy cover sub-

factor under soybean cultivation using slope lysimeter. Korean J. Soil Sci. Fert. 54(4):651-659.

Sun, S., J. Zhang, C. Cai, Z. Cai, X. Li, and R. Wang. 2020. Coupling of non-point source pollution and soil charac-

teristics covered by Phyllostachys edulis stands in hilly water source area. J. Environ. Manage. 268:110657.



Orchard Vegetative Cultivation in Reducing Soil Erosion Risk ∙ 555

Suwanmanon, S. and K.I. Kim. 2021. The effect of mulching and non-mulching on soil erosion, nutrient loss, and C 

factor using lysimeter under double cropping system. Korean J. Soil Sci. Fert. 54(4):622-635.

Vaezi, A.R., M. Ahmadi, and A. Cerda. 2017. Contribution of raindrop impact to the change of soil physical properties 

and water erosion under semi-arid rainfalls. Sci. Total Environ. 583:382-392.

Wang, N., J. Jiao, L. Bai, Y. Zhang, Y. Chen, B. Tang, Y. Liang, C. Zhao, and H. Wang. 2020. Magnitude of soil erosion 

in small catchments with different land use patterns under an extreme rainstorm event over the Northern Loess 

Plateau, China. CATENA 195:104780.

Wang, P., Y. Wang, and Q.S. Wu. 2016. Effects of soil tillage and planting grass on arbuscular mycorrhizal fungal 

propagules and soil properties in citrus orchards in southeast China. Soil Tillage Res. 155:54-61.

Wei, H., K. Zhang, J. Zhang, D. Li, Y. Zhang, and H. Xiang. 2018. Grass cultivation alters soil organic carbon fractions 

in a subtropical orchard of southern China. Soil Tillage Res. 181:110-116.

Wei, H., Y. Xiang, Y. Liu, and J. Zhang. 2017. Effects of sod cultivation on soil nutrients in orchards across China: A 

meta-analysis. Soil Tillage Res. 169:16-24.

Wu, X., Y. Wei, J. Wang, J. Xia, C. Cai, L. Wu, Z. Fu, and Z. Wei. 2017. Effects of erosion degree and rainfall intensity 

on erosion processes for Ultisols derived from quaternary red clay. Agric., Ecosyst. Environ. 249:226-236.

Zhou, J., B. Fu, G. Gao, Y. Lü, Y. Liu, N. Lü, and S. Wang. 2016. Effects of precipitation and restoration vegetation 

on soil erosion in a semi-arid environment in the Loess Plateau, China. CATENA 137: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