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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gen (N) fertilization improves crop growth and productivity, but can cause adverse environmental
problems in particular nitrous oxide (N2O) emissions, requiring reasonable fertilization strategy for a better
agroecosystem. Our goal was to understand how different N fertilizations influence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CO2, CH4, and N2O) and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soil properties, and productivity from
lettuce (Lactuca sativa) cultivated fields [control (No fertilizer), urea ((NH2)2CO), ammonium sulfate ((NH4)2SO4),
and compost (10 Mg ha-1)]. Inorganic N fertilizations significantly increased GWP as compared to the control,
mainly increasing N2O emissions. However, CH4 and CO2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all treatments,
indicating N2O emissions were main contributors to be influenced by N fertilizations. Ammonium sulfate
showed higher GWP than the urea. However, GWP was lowest in the control, bu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to the compost. Lettuce yield was significantly enhanced by chemical N fertilizations, showing
much greater biomass in ammonium sulfate than the urea. Lettuce yield with the compost was less than with
chemical fertilizations, but significantly greater than control. GWP per productivity as an indicator for
sustainability was lowest in compost treatment among all treatments mainly due to reduced GHG emissions
by less mineralization. Conclusively, compost application could be a sustainable way to mitigate GHG emissions,
maintaining soil quality and productivity in upland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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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P per lettuce yield under different fertilization regimes.
Total emission (Mg CO2 ha-1)
Parameters
No fertilizer
Urea
Ammonium sulfate
Compost

N2O

CO2

CH4

0.49b
4.44a
4.30a
0.50b

4.82
4.43
6.40
6.35

-0.87
-0.83
-0.93
-0.81

2.29

0.80

17.82

0.155

0.527

<0.001

11.16

F
P

Total GWP per Total GWP per
N added
yield
-1
-1
-1
(Mg CO2 ha ) (kg CO2 kg N ) (kg CO2 kg )
Total GWP

0.003

4.44b
8.04a
9.76a
6.05ab

18.0b
26.6a
11.0c

677.4a
668.1a
680.5a
593.1b

10.54

10.72

0.011

0.004

†

Different letters for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according to Tukey’s test. No
letters indicat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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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질소 (N, nitrogen)는 식물 생장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이며, 생육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원소 중 하나다.
질소비료 사용은 농업부분에서 농작물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인구 증가와 산
업화로 인해 경지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집
약적인 농업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세계적으로도 비료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약 연평균 2.6%씩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IFA, 2011).
국내 일반농가에서는 추천량에 비해 질소를 과량으로 시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Kim et al., 2018a),
질소의 과다한 시용은 다양한 경로로 질소 손실을 유발하여, 농업 생태계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토양에서
질소는 일반적으로 산도 (pH)가 높은 알칼리 조건일 경우 암모니아 (NH3)로 휘산되어 미세먼지 전구체를 생성하며
(Backes et al., 2016), 토양 질소가 용탈되어 지하수 오염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Carpenter et al., 1998), 아산화질소
(N2O)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특히 주요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는 전체배출량의 약 80% 정도가 농업 활동에 의해 발생하며 (Sehy et al., 2003),
농업 활동 중에서도 대부분 질소 비료 투입에 의해 배출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Parkin and Kaspar, 2006; Lee et al.,
2019b). 아산화질소는 지구온난화 지수 (Global Warming Potential)가 이산화탄소에 비해 298배 높기 때문에
(Forster et al., 2007) 실제 배출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지구온난화 및 온실효과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저감하고, 안정적으로 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합리적인 토양관리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상추는 비교적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일반적으로 봄과 가을에 재배되고 있다. 최근 시설 재배가 보편화 되면
서 상추는 연중 재배가 가능해졌으며, 채소 작물로서 배추, 양배추 다음으로 국내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MAFRA,
2017). 국내 상추의 총 재배면적은 2015년 기준 4,022 ha (Korean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 2015) 정도인 것으
로 보고 된 바 있으며, 최근 육류 수요 증가와 더불어 그 재배면적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한다. 하지만 상
추 연중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토양 내 질소 비료의 투입량이 크게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재배기간이 짧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간과되고 있고, 일부 연구가 이루어졌더라도 대부분의 연구가 생육
과 생산량 증진 또는 생리적인 특성 규명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다 (Hwang et al., 2017; Lee et al., 2018; Lee et
al., 2019a).
퇴비 (compost)는 토양에 유기물 공급할 뿐만 아니라 토양을 개량하고, 미생물의 활성을 향상시킴으로써 토양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식물의 주요 양분공급원으로도 알려져 있다 (Nayak et al., 2007; Nair and Ngouajio, 2012;
Park et al., 2020). 퇴비에 포함된 양분은 속효성인 무기질 비료와 달리 완효성이며, 식물이 직접적으로 흡수할 수 없
는 유기태 형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미생물의 분해과정을 거쳐 이용가능한 무기태형태로 용출된 이후에 식물이 흡
수할 수 있다 (Laakso et al., 2000). 퇴비 시용을 통해 유기물의 분해속도 및 양분용출 속도를 조절함으로써 작물 생산
성을 증진하고, 토양질 개선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
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추 재배 밭 토양에서 질소 비료의 시용이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및 상추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해 질소비료 시용에 따른 1) 온실가스로서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및 메탄 배출량을 평가하고, 2)
상추의 수량 및 생육 특성과 3) 토양특성변화를 조사하여 상추 생산성을 유지시키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
는 합리적인 시비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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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공시토양 및 재료특성 본 연구는 전라남도 순천시에 위치한 순천대학교 내 시험 포장에서 수행되었다. 공시토
양의 토성은 사양토 (Sandy loam)였으며, 평균적인 토양 이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았다. 시험 토양의 pH가 8.0으
로 다소 높고, 토양 내 유효인산 및 치환성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일반적인 밭 토양에 비해 다소 낮은 특성을 보였다.
시험 처리구 및 재배관리 밭 토양에서 질소비료 투입에 따른 온실가스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메탄) 배출
특성과 상추 생산성 및 토양 화학성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19일 상추 모종을 정식하였고, 2019년 6월
2

20일 수확하였다. 공시작물은 적치마상추 (Lactuca sativa)로 품종을 선발하였다. 처리구의 크기는 1.2 × 0.8 m (1 m )
이며, 각 처리구에 상추 모종을 15 × 20 cm 재식간격으로 1 시험구 (plot)당 18주씩 정식하였다. 물 관리는 재배기간
중 매주 1회 관수 하였다.
시비 처리구는 무처리 (control), 무기질 비료인 요소 (urea, [(NH2)2CO]), 유안 (ammonium sulfate, [(NH4)2SO4]),
유기질 비료인 퇴비 (compost)로 구성하였다. 요소와 유안처리구에는 농촌진흥청의 상추재배 표준시비량 (NIAST,
-1

1999)을 기준으로 질소 (N) - 인산 (P2O5) - 가리 (K2O)를 각각 200 - 59 - 128 kg ha 로 정식 직전에 전량 기비 처리하
-1

였으며, 퇴비처리구는 농촌진흥청의 상추 표준시비량을 근거로 하여 일반 관행량인 10 Mg ha 을 상추 정식 직전에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soils before the experiment.
Parameters
pH (H2O, 1:5)
-1
EC (dS m )
-1
Total C (g kg )
-1
Total N (g kg )
C/N ratio
-1
Available P2O5 (mg kg )
+
-1
Exchangeable cations (cmol kg )
K
Ca
Mg
Soil texture

Optimum range

Soil used

6.5 - 7.0
≤2
11.6 - 17.4
250 - 400

8.03 ± 0.03
0.58 ± 0.02
14.2 ± 0.77
1.04 ± 0.34
14.3 ± 3.51
58.4 ± 1.79

0.4 - 0.6
6.0 - 7.0
2.0 - 2.5
Sandy loam

0.19 ± 0.02
6.65 ± 0.29
0.45 ± 0.02
Sandy loam

†

Optimum range of soil chemical properties for lettuce cultivation was reported in NAS (2017).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nure compost used.
Parameters
pH (H2O, 1:5)
-1
EC (dS m )
-1
Water content (%, wt wt )
-1
Total contents (g kg )
C
N
P2O5
K2O
C/N ratio

Value
9.14 ± 0.02
51.1 ± 3.18
22.3 ± 0.37
276.2 ± 6.31
18.9 ± 0.41
2.32 ± 0.05
15.3 ± 0.36
14.6 ±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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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량 기비 처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퇴비를 통해 토양에 투입된 질소의 총량은 약 147 kg N ha 로 일반 시판 퇴비를
사용하였다. 공시퇴비의 자세한 화학적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각 처리구는 완전임의배치구로 배치하였으며,
모든 처리구는 3반복으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Net GWP 산정 상추 재배기간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폐쇄정태챔버법 (static
3

closed chamber)을 이용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Lim et al., 2011). 가스시료 채취는 headspace 부피 0.0047 m 의 원
통형 플라스틱 챔버를 각 처리구의 상추 포기와 포기 사이 토양에 5 cm깊이로 설치하여, 상추 재배기간 동안 1주 1회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평균값을 보이는 오전 10 - 11시 사이에 30분 간 포집 하였으며 (Lim et al., 2011), 3 way
stopper를 부착한 60 mL 주사기를 이용해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 때 챔버 내부온도를 온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포집한 가스 시료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C-2014,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정량하였으며, 아산화질소 및
이산화탄소, 메탄 배출량은 (Eq. 1, 2)를 이용해 계산하였다. 재배기간 중 각 처리구의 토양으로부터 배출되는 온실가
스 배출량은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Rolston, 1986).
F = ρ × (V/A) × (∆c/∆t) × (273/T)

(Eq. 1)
-2

-1

F : 단위시간당 N2O, CO2, CH4 배출량 (mg m hr )
ρ : 해당 가스 밀도 (mg m-3)
3

V : 챔버 부피 (m )
2

A : 챔버 표면적 (m )
∆c: 시료 채취 전과 후의 농도차 (µL L-1)
∆t : 시료 채취 시간 (hr)
T = 273 + 측정시간 중 평균온도 (°C)
재배기간 중 발생된 총 온실가스 배출량은 아래 식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Singh et al., 1999).
   or   or     ∑   ×   

(Eq. 2)

Fi : i번째 시료채취 기간 내 일 가스 배출량
Di : i번째 기간 내 시료 채취 간격 일수
n : 시료채취 간격
전체 상추 재배기간 중 배출된 총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메탄 배출량에 지구온난화지수를 아래와 같이 곱하여
CO2 당량으로 환산하였다 (Forster et al., 2007).
           ×       ×      ×   

(Eq.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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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소 투입량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총 질소 투입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평가하였다.
                  
               

(Eq. 4)

토양 특성 및 상추 생산성 평가 공시토양 및 수확 후 토양시료는 풍건하여 체 통과 (< 2 mm) 후 화학성 분석
에 이용하였다. 토양과 물을 1:5 비율로 침출 후 pH meter (Orion star A212, Thermo Scientific, Indonesia)로 토양 산
도 (pH)를 측정하였고, 동일 용액을 이용하여 전기 전도도 (EC meter, Precise Benchtop Conductivity Meter
30014097, METTLER TOLEDO, Switzerland)를 측정하였다. 토양 총 탄소 및 질소 함량은 원소분석기 (EA2400II,
PERKIN ELMER,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유효인산은 토양시료 5 g에 Lancaster 용액 (pH 4.25) 20 mL를
넣은 후 10분간 진탕, 여과 (ADVANTEC, No.2) 하여 증류수로 희석하여 UV/VIS Spectrometer (UV1900, Shimadzu,
Japan)를 이용해 72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치환성 양이온은 1N NH4OAc 용액으로 침출하여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photometer, Perkin Elmer Model OPTIMA 4300DV,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NIAST, 1988). 양이온치환용량 (CEC)은 Brown 간이법으로 정량분석 하였다.
토양 내 무기태 질소 변동을 조사하기 위해 주요 상추 재배기간 중 시기별로 3회 습토를 채취하여 체 통과 (< 2 mm)
후 토양 5 g에 2M KCl 25mL을 넣어 30분간 진탕한 후 여과 (ADVANTEC, No.2)한 침출액을 분석하였다. 암모니아
태 질소 (NH4+-N)는 Indophenol-blue 비색법 (Searle, 1984)을 이용 분석하였으며, 침출액 2 mL에 EDTA 용액 0.5
mL, salicylate 용액 2 mL, hypochlorite 용액 1 mL, 증류수 7 mL을 넣고 혼합하여 37°C에 30분간 비색시킨 후
UV/VIS Spectrometer (UV1900, Shimadzu, Japan)를 이용해 667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질산태 질소
(NO3--N)는 brucine 법 (Wolf, 1944)을 이용하였으며, 침출액 2 mL에 sodium arsenite 용액 0.05 mL, 증류수 8 mL,
30% NaCl 2 mL, H2SO4 (1+4) 용액 10 mL를 가하고 혼합한 후 냉각하였다. 다음으로 brucine-sulfanilic acid 용액
0.5 mL를 가하고 혼합하여 95°C에서 20분간 중탕시킨 후 충분히 식힌 다음 UV/VIS Spectrometer (UV1900,
Shimadzu, Japan)를 이용해 41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토양 내 용존 유기태 질소 (dissolved organic
nitrogen)는 습토 3 g에 3차 증류수 30 mL를 넣어 1시간 동안 진탕, 여과 (0.45 µm, acrodisc syringe filter)한 침출액
을 이용해 정량분석 하였다 (TOC-VCPN, Shimadzu, Japan). 토양 내 총 무기태질소함량 (total mineralized Ns)는 무
기태 질소 형태인 암모니아태와 질산태 질소를 합산하여 산출하였다 (Masunga et al., 2016).
상추 생산성 및 생육특성 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사시험연구 기준 (RDA, 2012) 에 근거하여 수확한 후 드라이 오븐
에서 70°C, 72시간 이상 건조시킨 후 지상부, 지하부를 구분하여 건물중 (dry weight)을 측정하였다.
통계 분석 통계 처리는 SAS package (SAS Institute Inc., 1995)를 이용하여 ANOVA 분석을 수행하였다. 처리
간 통계적 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Tukey test를 이용하여 5% (p ≤ 0.05) 확률의 유
의수준에서 처리 간 효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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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시비 방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특성 평가 상추 전체 재배기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였다 (Fig.
1).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전반적으로 상추 생육 초기에는 적었으나, 약 30일 경과 후 높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인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토양에서 아산화질소는 일반적으로 환원조건에서 탈질과정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ai et al., 1997) 토양 온도와 수분상태 및 무기태질소 함량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Kim et al., 2010; Butterbach-Bahl

Fig. 1. Meteorological characteristics at experimental field over the whole cultivation period (A) and greenhouse gas
emissions (B-D) under different N fertilization in upland soils during lettuce cultivation.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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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3; Kim et al., 2014a; Kim et al., 2018b). 실제 토양 공극 내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 (water filled pore space;
WFPS)이 증가함에 따라 아산화질소의 배출량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10; Han et al., 2019). 본 연
구에서는 상추 재배기간 중 WFPS를 따로 정량 할 수 없었으나, 상추정식 30일 이후 지속적인 기온상승과 집중된 강
우로 인한 토양 WFPS 상승 및 토양 내 증가된 무기태질소함량 등으로 인해 아산화질소가 생성되기 좋은 토양 환경이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Fig. 1, Fig. 3). 특히 무처리 (~ 0.53 mg m-2 hr-1)에 비해 무기질 비료 처리구 (요소와 유안)
-2

-1

전체에서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 (~ 4.9 mg m hr )으로 나타났으며, 두 비종 간 배출 양상은 비
슷한 경향을 보였다. 상추 재배 기간 중 총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Fig. 2A), 무기질 질소 비료 처리는 무처
리 (0.16 g m-2)에 비해 총 배출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비종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유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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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 (1.44 g m )에 비해 요소 처리구 (1.49 g m )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퇴비처리구에서는 아산화질소 배출
-2

-1

량이 (0.17 g m )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퇴비시용을 통해 투입된 총질소량은 약 147 kg N ha 로 무기질비료 처리구
(200 kg N ha-1)에 비해 약 73%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퇴비처리구에서 단위 질소함량 당 아산화질소 배출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하지만 일반적으로 밭토양에서 가축분퇴비 처리량 증가는 아산화질소 배출량을 크
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으며, 이는 축분 내 암모늄이온의 함량과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Kim et al., 2018b). 따라서 암모늄이온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퇴비 시용을 통해 농경지에서 아산화질소 배출량

Fig. 2. Total N2O (A), CO2 (B), CH4 (C) fluxes under different fertilization regimes during lettuce cultivation.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n=3). N.S mea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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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추 재배 토양에서 무기질 비료 시비에 따라 토양 내 질소무기화가 증가되면서 토양 내 무기태질소가 증가하였고,
질산화 및 탈질작용이 활발하게 촉진되어 아산화배출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퇴비처리
구는 무처리와 비교하여 배출양상과 배출량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충분한 부숙과정을 거친 안정
한 형태의 퇴비 투입으로 인해 토양 내 유기물 분해가 느리게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Kim et al., 2014b; Kim et al.,
2018b), 이로 인해 재배기간 중 아산화질소 배출량이 퇴비의 시용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상추 생육시기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Fig. 1C), 기비 처리 직후 전반적으로 배출량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생육 중기 (약 30일 경과)에 가장 높은 배출량을 보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시
비 처리에 따라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무처리 대비 유안과 퇴비처리구에서 다소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요소 처
리구에서는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Fig. 2B). 이는 초기 퇴비 투입과 무기질 비료 시비에 따른 탄소원 (기질)과
양분유효도 및 토양 pH 변동에 의해 토양미생물의 호흡량 및 활성의 차이가 생긴 것으로 인해 배출량의 차이가 난 것
으로 추정된다 (Ko et al., 2016). 하지만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경우 처리 간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2B).
상추 재배기간 중 메탄 배출량 특성을 조사한 결과 (Fig. 1D), 전체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메탄은 소화 (consumption)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비 처리에 따른 큰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정식 후 30일 경과 후 메탄 배출량이 급격하
게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메탄은 산화환원전위가 -200 mV 이하의 혐기조건에서 주로 생성되며
(Garcia et al., 2000), 토양수분함량과도 매우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14a). 본 연구에서
는 산화환원전위와 수분함량을 측정할 수 없었으나, 아마도 이 시기에 집중된 강우의 영향으로 메탄 생성에 유리한 혐
기조건이 토양 공극 내부에 부분적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Le Mer and Roger, 2001).
시비처리에 따른 지구온난화잠재능 (GWP, global warming potential)을 평가하기 위해 전체 메탄과 아산화질소
-1

배출량에 각각 25, 298 배를 곱하여, CO2 당량으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Table 3). 무처리 (4.44 Mg CO2 eq. ha )에
비해 무기질 질소비료 시용에 따른 지구온난화잠재능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안처리구 (9.76
Mg CO2 eq. ha-1)가 요소처리구 (8.04 Mg CO2 eq. ha-1)에 비해 더욱 높게 나타났으나, 두 비종 간 유의한 차이는 보이
지 않았다. 퇴비처리의 경우 무처리에 비해 지구온난화잠재능이 증가하였고, 무기질 비료 처리보다는 더 낮은 값을
보였으나, 처리구 간에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퇴비 처리구 내 총 질소투입량이 무기질

Table 3. GWP per lettuce yield under different fertilization regimes and results of ANOVA (F-value and P-value).
-1

Parameters
No fertilizer
Urea
Ammonium sulfate
Compost
F

Total emission (Mg CO2 ha )
N2O

CO2

CH4

0.49b
4.44a
4.30a
0.50b

4.82
4.43
6.40
6.35

-0.87
-0.83
-0.93
-0.81

2.29

0.80

17.82

0.155

0.527

<0.001

11.16

P

0.003

†

Total GWP
-1
(Mg CO2 ha )

4.44b
8.04a
9.76a
6.05ab

Total GWP per
N added
(kg CO2 kg N-1)

Total GWP
per yield
(kg CO2 kg-1)

18.0b
26.6a
11.0c

677.4a
668.1a
680.5a
593.1b

10.54

10.72

0.011

0.004

Different letters for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according to Tukey’s test. No letters indicat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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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처리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을 평가하기 위해 투입된 질소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 잠
재능을 평가하였다 (Table 3). 전체 처리구에서 퇴비처리구가 가장 낮은 11.0 kg CO2 eq. kg-1 N added 으로 조사되었
-1

-1

고, 요소 (18.0 kg CO2 eq. kg N added)와 유안 (26.6 kg CO2 eq. kg N added)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상
추 재배 토양에서 퇴비를 시용하는 것은 재배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시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비 방법에 따른 상추 생육 및 생산성 평가 시비 처리에 따른 상추의 생육 특성과 생산성을 평가한 결과
(Table 4), 시비에 따라 상추의 전반적인 생육 특성이 개선되었다. 특히 무기질 비료 처리에 따른 생육 개선 효과가 퇴
비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기질 비료 시용에 따라 엽장 (leaf length)과 엽폭 (leaf width)이 무처리
와 퇴비처리구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무기질 비료 시용에 따라 상추 총 생산량 (지상부 및 지하부, 1467 1655 kg d.w. ha-1)은 무처리 (822 kg d.w. ha-1) 대비 약 56 - 61% 증가하였다. 상품가치가 있는 지상부의 생산성의 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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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무기질 질소 비료의 경우 (1229 - 1429 kg d.w. ha )으로 무처리 (644 kg d.w. ha )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퇴비
-1

처리 (1021 kg d.w. ha )에 비해서도 유의하게 증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추의 생육특성과 생산성은 전반적으로
유안처리가 요소처리에 비해 더 생육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무처리에 비해 시비처리구에서 상추의 생산성을 크게 증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퇴비만 시용
하였을 경우도 무처리 대비 약 37% 증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비 관리에 따른 상추 생산성 증진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작물 수량당 온실가스배출지수
(GWP per yield)를 지표로 활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Kim et al., 2014b; Gwon et al., 2019, Table 3). 무처리와 무기
질 비료 처리구에서는 수량당 온실가스배출지수의 통계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무기질 비료 시용
에 따른 생육 개선 및 생산성 효과가 큰 만큼 온실가스의 배출이 많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퇴비 시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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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처리구 중에서 가장 낮게 조사되었다 (593.1 kg CO2 eq. kg yield).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고려할 때 퇴비 시용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면서, 수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비 방법에 따른 토양 특성 변화 시비 처리에 따른 상추 주요 생육기간 중 무기태질소 함량 (암모니아태 및 질
산태 질소)과 용존 유기태질소 함량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Fig. 3). 일반적으로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토양 수분, 토양
Table 4. Characteristics of lettuce growth and productivity under different N fertilization.
Treatment

Control

Urea

Ammonium sulfate

Compost

Number of leaves

31.3

33.0

37.0

33.7

Leaf length (cm)

17.2c

22.6a

24.7a

19.9b

9.5b

14.4a

15.0a

11.3b

Shoot

664.0c

1228.5a

1429.3a

1021.0b

Root

158.2b

238.0a

225.8a

239.1a

Total

822.2c

1466.5a

1655.0a

1260.1b

Growth characteristics

Leaf width (cm)
-1

Lettuce productivity (kg d.w ha )

†

Different letters for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according to Tukey’s test. No letters indicat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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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무기태 질소의 함량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Conen et al., 2000; Sozanska et al., 2002; Butterbach-Bahl et al.,
2013), 토양 내 무기태 질소가 추가적으로 공급될 경우 아산화질소의 배출량 또한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된 바 있
다 (Mosier et al., 1998; Kim et al., 2010). 전체 상추 재배 기간에 걸쳐 총 무기태질소의 함량은 무기질 비료 처리구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안처리구에서 요소처리구보다 더 높은 무기태 질소함량을 보였다 (Fig. 3C). 이 결과를
통해 유안처리구에서 가장 많은 무기태 질소가 흡수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유안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수량성
을 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추가적으로 상추의 생육 증가로 인해 다량의 무기태질소가 상추 체내로 흡수되어 실제 아
산화배출량 증가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 내 유기태질소 함량도 무기태 질소함량의 변동과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Fig. 3D). 무기질 비료 처리가 토양 내에서 무기화 되면서 암모니아태 및 질산태 질소 함량이
전반적으로 증가되었고, 이로 인해 아산화질소 배출량 증가와 작물 생육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퇴비 처리의 경우 암모니아태 질소의 함량은 무처리와 차이가 없었으며, 질산태 질소의 함량은 무처리에 비해
다소 높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무기태질소함량을 조사한 결과 무처리에 비해 퇴비처리구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퇴비 자체의 느린 무기화 속도가 토양 내 식물 혹은 미생물이 이용하기 쉬운 형태의 질소 공급을 더 길게 지속
될 수 있게 하여, 상추 재배기간 중 아산화질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퇴비의 시용은 작물의 생
육 및 수량 증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무기질 비료만큼 큰 생육증진효과는 나타나지 않았
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투입된 질소량이 무기질비료에 비해 낮았던 점을 감안하면, 퇴비시용량 및
시비방법 조절 및 개선을 통해서 생육 증진 효과를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추 수확 후 토양 특성을 조사한 결과 (Table 5), 시비 처리에 따라 토양 산도, 전기전도도 (EC), 총유기탄소함량,
유효인산 농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토양 산도의 경우 요소와 퇴비처리구는 무처리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반면, 유안처리구의 경우 오히려 토양 산도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토양은 약알칼리성
토양으로 (Table 1) 유안처리에 따른 토양 산도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상추 생육 증진 효과가

Fig. 3. Changes in mineralized Ns in lettuce cultivated soils during cultivation season under different fertilization
regimes during cultivation.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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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컸던 것으로 보여진다. 전기전도도의 경우 무기질 비료 처리구 둘다 무처리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나, 퇴
비처리구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기는 했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토양 내 총 유기탄소함량의 경우
-1

-1

무처리 (11.9 g kg ) 대비 퇴비 처리에서만 유의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12.7 g kg ), 요소와 유안 처리
구에서는 큰 변화가 없거나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토양 내 유효인산의 경우 무처리에 비해 퇴비처리구에서 유
의한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퇴비시용에 따라 뿌리 생육이 확연하게 증진되어 (Table 4), 상추 근권 주변으로 삼
출물 (exudate) 배출 증가로 인해 근권 (rhizosphere) 주위에 많은 미생물이 서식하면서 주변의 불용화 된 인산을 더 가
용화 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Sharma et al., 2013). 토양 내 치환성 양이온과 양이온 치환용량 (CEC)의 경우
전체적으로 무처리 대비 퇴비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처리 간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비 처리에 따른 토양 내 질산화 잠재능 (nitrification potential)을 평가한 결과 (Fig. 4), 정식 후 28일 까지 요소처
리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후 평균적으로 유안 > 퇴비 > 무처리 순으로 나타났다. Fan and Yoh (2020) 의 연

Fig. 4. Nitrification potentials that were estimated to calculate the ratio of NO3-N to NH4-N in soils at the major lettuce
growing periods under different fertilization regimes.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n=3). N.S means not
significant.
Table 5. Chemical properties of soils at lettuce harvesting stage.
Parameters
pH (H2O, 1:5)
-1
EC (dS m )
-1
Total C (g kg )
-1
Total N (g kg )
C/N ratio
-1
Available P2O5 (mg kg )
+
-1
Exchangeable cations (cmol kg )
Ca
Mg
K
+
-1
Cation exchangeable capacity (cmol kg )
†

No fertilizer

Urea

Ammonium sulfate

Compost

8.06ab
0.44b
11.9
0.97
12.5
44.1b

8.21a
0.53a
11.3
1.00
11.4
46.3ab

7.93b
0.54a
11.9
1.05
12.7
45.3ab

8.13a
0.47ab
12.7
1.25
10.4
58.8a

6.93
0.47
0.32
9.8

7.67
0.41
0.28
9.9

7.30
0.48
0.32
10.1

7.65
0.49
0.37
10.3

Different letters for each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according to Tukey’s test. No letters indicat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reatments.

Impacts of Different Nitrogen Fertilization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Lettuce Productivity in Upland Soils during Cultivation ∙ 611

구에 따르면, 질산화가 활발하게 진행될수록 아산화질소의 배출량이 비율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에서도 동일한 연구결과가 관찰되었으며, 요소와 유안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던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무기질 비료 시
용에 따른 질산화 잠재능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확기 토양에서는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으나, 퇴비
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물의 분해가 느린 퇴비의 특성으로 인해서 서서히 암모니아태 질소가 형성되고,
질산화가 진행되면서 수확기에서 가장 높은 질산화 잠재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기질 비료의 시용은 빠
른 무기화로 인해 아산화질소의 배출량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것이다. 상추 재배 토양에서 퇴비의 시용은 재배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고, 일정한 수량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수적인 시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단, 질소시비량과 기타 비료시용량을 최대한 동일하게 처리하고, 작물의 생육과 온실가스 배
출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퇴비시용효과가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s
상추 재배 토양에서 무기질 질소비료 (요소와 유안) 및 퇴비의 시용은 무처리 대비 온실가스 중 아산화질소의 배출
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산화탄소와 메탄의 배출량은 크게 증가시키지 않았다. 퇴비 처리
에 따른 아산화질소 배출량은 무처리와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무기질 비료 시용이 가장 효과적으로 상추의
생육과 생산성을 증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퇴비의 경우 무기질 비료보다는 증수효과가 다소 낮기는 하였
지만, 무처리보다는 수량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지속가능성의 지표로서 단위 수량당 온실가스 배
출량을 평가한 결과 퇴비가 가장 효과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생산량을 유지하는 시비 방법으로 평가 되
었다. 이는 아마도 퇴비 자체의 느린 분해속도로 인해 토양 내에서 무기화가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유기물
공급 효과로 인해 토양 산도, 유효인산 등의 토양 화학성이 개선 되었고, 작물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상추재배 시 퇴비의 시용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토양의 질과 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시비 방안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추 재배가 년간 2 - 3회 이상 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추후
년 단위로 배출량과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퇴비시용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시비 기술 (무기질비료와 퇴비 혼용 등) 개발을 통해 농경지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과 동시에
작물의 생산성을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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