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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oil temperature in the greenhouse reacts differently with changes of soil temperature affected by the 

outside temperature because it is heated in winter or cooled in summer to maintain the temperatu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changes of soil temperature by soil depth in the greenhouse and to create a 

model to predict soil temperature. As a result of measuring and analyzing from December 13, 2019, to May 

28, 2020, the average soil temperature was lowest in January, and then continuously increased from February 

to May. The amplitude, which is the difference between the highest and lowest soil temperature, tends to 

decrease by the depth increases from 0-10cm to 50-60cm. This tendency to decrease could be expressed as a 

function of exponential decrease by soil depth. As a result of comparison with the Fourier series and 

sinusoidal function models, the sinusoidal model shows statistically the same value with the Fourier series 

model and is more useful. However, since the sinusoidal function model is less accurate in predicting 

temperature change with a slope, a corrected model that can reflect the temperature change slope was 

requir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ollowing model could b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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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s soil temperature, 

 is initial temperature, 


 is amplitude,   is period,  is phase,  is time.

This is a model in which a sine wave function representing periodicity is combined with a quadratic function 

that can take into account the slope of temperature change. If the quadratic function coefficient is positive, it 

can simulate the tendency to increase and decrease when the coefficient is negative. This model generally 

well-simulate soil temperature by soil depth during the measured perio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predict the soil temperature in the greenhouse. Beside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take into 

account the gradient of temperature change can be used to predict soil temperature under outdoo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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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measured & predicted soil temperature (Soil depth : 0 - 10 cm). 

Prediction model for hourly soil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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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토양 온도는 식물의 생육, 미생물의 활동, 토양 생성과 발달, 물리･화학･생물학적 현상에 폭넓게 영향을 끼치는 요

소이며, 종자의 발아와 뿌리의 생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토양미생물의 활성이나 토양수분의 이동, 증발산을 

통해 대기의 온도나 습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Kim et al., 2009). 따라서, 토양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양 온

도의 변화 특성을 살펴보는 것은 토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토양온도는 하루 또는 년

중 변화하는 기온의 영향으로 주기적인 정현함수 (sinusoidal function)로 전파되는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내며 

(Hillel, 1998), 토양온도의 연간 변화는 Fourier함수를 통해 표현할 수 있고, 1년주기 및 일일 날짜 (Julian date)의 함

수로 표현하기도 한다 (Jung et al., 1990). 계절에 따른 변화는 여름에는 최고값, 겨울에는 최저값을 보이는 년 주기의 

파동형태로 토양 내로 전달되며 (Ha et al., 1996), 태양복사에너지의 토양 내 열전도 특성으로 인해 토양온도는 지중

열류 (soil heat flux)와 일일 최고·최저 값에서 시간지연이 발생한다. Sine이나 cosine 함수처럼 주기적으로 변하는 토

양 내부의 에너지 흐름에서 시간지연이 발생한다는 것은 조화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태양에너지

와 지표면 복사의 영향이 크다 (Hur et al., 2004). 토양깊이별 토양온도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은 대부분 일별·년중 모

형으로 (Jung et al., 1990; Zheng et al., 1993; Zeynoddin et al., 2019; Mehdizadeh et al., 2020; Shamshirband et al., 

2020; Tsai et al., 2020; Wang et al., 2020; Paul et al., 2004) 외기 온도나 태양 복사에너지를 중심으로 토양온도를 예

측한다(Zheng et al., 1993; Hur et al., 2004; Paul et al., 2004; Sharma et al., 2010; Dolschak et al., 2015; Barman et 

al., 2017; Halama et al., 2018). Dolschak (2015)은 토양온도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크게 프로세스 (process) 기반 

모형과 경험 (empirical) 모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최근에는 신경그물얼개 (neural network)를 이용하여 토양온도를 

예측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며 (Bilgili et al., 2013; Kisi et al., 2015), 신경그물 얼개에 의한 연구는 토양온도의 주

기성과 센서의 발달로 인한 자료의 축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 (Li et al., 2020; Nanda et al., 2020; 

Shamshirband et al., 2020).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식물이 자라거나 그렇지 않은 노지토양에서 토양온도

를 분석·예측하는 연구들로서, 가온이나 냉방을 해야하는 시설하우스 내 토양의 토양온도에 관해서는 설명하기 어려

운 면이 있다. 실외 토양과 시설하우스 토양의 경계 조건은 다르며 (Wang et al., 2020), 피복재의 흡광도와 투과율을 



460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Vol. 53, No. 4, 2020

Table 1. Soil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experimental site.

pH

(1:5)

EC

(1:5)

OM

(g kg
-1

)

Av. P2O5

(mg kg
-1

)

NO3-N

(mg kg
-1

)

Exch. Cations (cmolc kg
-1

)

K Ca Mg

5.9 2.4 39 482 124 1.04 8.9 1.7

Classification Soil Texture
Bulk Density

(g cm
-3

)

Pore Rate

(%)

Phase

Solid

(%)

Liquid 

(%)

 Gaseous

(%)

Surface Sandy loam 0.99 62.7 37.3 21.5 41.2

Subsurface Sandy loam 1.41 46.9 53.1 38.8 8.1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Zhang et al., 2020). 이렇듯 시설하우스 내의 토양온도를 예측하는 것은 노지 토양온도를 예

측하는 요인들 외에 더 고려할 사항이 있음으로 인해 연구결과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다.

본 연구는 작물이 재배되고 있는 관개를 실시하는 시설하우스 내의 토양에서 동계에서 봄까지의 재배기간 시간의 

변화에 따른 토양 깊이별 토양온도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작성하고자 수행되었다.

Materials and Methods

대상토양 특성 토양온도 측정을 위한 시험대상지는 경북 상주에 위치한 연동형 시설하우스로서 강서통 (Gangseo 

Series; coarse loamy, mixed, non-acid mesic family of Fluvaguentic Eutrudepts)으로 분류되고 논으로 이용되는 토

양이었으나 시설재배지로 전환되어 오이를 재배하는 농가토양이다. 이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징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토양분석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토양분석방법을 준용하였다 (RDA, 2000). pH는 일반적인 우리나

라 토양의 적정범위인 6.0 - 6.5보다는 낮은 값을 보였고, Ca 함량은 적정범위인 5.0 - 6.0 cmolc kg
-1

 보다 높다. 표토의 

용적밀도는 유기물 투입으로 인해 0.99 g cm
-3
를 보였고, 그로 인해 고상은 낮은 값을 보였으며, 심토의 용적밀도는 상

대적으로 표토보다 높게 나타났고, 그로 인해 고상도 높은 값을 나타내는 토양이다.

관개방법 작물 재배를 위한 관개방법은 물 소비량이 많은 오이 재배의 특성을 감안해 15 kPa과 20 kPa을 관개시

점으로 설정하였으며, 관개 깊이는 토심 15 cm, 관개종료 시간은 관개시작 후 10분으로 하였다. 토양수분 장력을 측

정할 수 있는 압력 센서가 부착된 텐시오미터를 활용하여 관개를 조절하였다.

토양온도 측정 토양 온도 측정은 토양 수분과 토양온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센서 (Sentek Drill & Drop 

Probe)를 활용하였으며, 10 cm 단위로 토양 깊이 60 cm까지 측정할 수 있는 센서 6개가 프로파일 형태로 구성되어 있

다. 토양온도 측정기간은 오이 수확 기간인 2019년 12월 13일부터 2020년 5월 28일까지이며, 측정시간은 10분 단위

로 측정 후 시간단위로 평균하여 분석하였다.

토양온도 추정 모형 토양 온도를 예측하는 모델은 다음의 Eq. (1)과 같은 Fourier 급수 (Jung et al., 1990)를 기

본 방정식으로 사용하였으며, 수치해석 방법 (numerical method)을 통해 계수를 산정하였다. Fourier 급수는 주기함

수를 삼각함수의 급수로 나타낸 것으로서 파장이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함수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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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 kPa (Set Point of Irrigation) (b) 20 kPa (Set Point of Irrigation)

Fig. 1. Change of average soil temperature by months and soil depths.

(a) 15 kPa (Set Point of Irrigation) (b) 20 kPa (Set Point of Irrigation)

Fig. 2. Change of soil temperature amplitude by months and soil depths.

  
  sin


  cos


  (Eq. 1)

여기서, 는 지온을 의미하여 는 초기 값을 나타내고, 과 은 진폭, 는 주기, 는 위상을 나타낸다.

Results and Discussion

평균 토양온도 시설하우스 내의 평균 토양 온도의 변화는 처리별･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Fig. 1). 

15 kPa 및 20 kPa 관개 처리구에서 평균 토양 온도는 1월에 가장 낮았다가 2월부터 5월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표면으로부터 10 cm 깊이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다가 3월부터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지표면으로부터 50 - 60 cm 깊이에서의 토양 온도는 15 kPa에서는 12월, 1월, 2월까지는 가장 높은 값을 보이다

가 3월, 4월을 지나면서 다른 깊이의 토양 온도에 비해 낮아지다가 5월에는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20 kPa

에서는 상대적으로 20 - 30 cm 깊이에서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동일 시기의 깊이별 최고와 최저의 토양 온도 편차

는 약 1.5°C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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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n amplitude of soil temperature by soil depths.

Month
R

2
a b

15 kPa 20 kPa 15 kPa 20 kPa 15 kPa 20 kPa

December 0.9894**** 0.9940**** 7.9360 5.9975 0.1026 0.0873

January 0.9894**** 0.9973**** 7.9360 7.2756 0.1026 0.0873

February 0.9969**** 0.9994**** 10.3781 10.5086 0.0937 0.0838

March 0.9982**** 0.9996**** 15.4615 15.9840 0.0954 0.0867

April 0.9985**** 0.9994**** 15.3941 17.8300 0.0933 0.0882

May 0.9982**** 0.9981**** 15.4615 12.4246 0.0954 0.0805

Table 3.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n measured & predicted soil temperature by time.

Model 



 T 






 R

2
SSE

†

(a) 14.8870 0.9391 24.0252 3.0325 0.5547 2.7366 0.6443*** 178.231

(b) 14.8870 1.2221 24.0252 3.4817 - - 0.6443*** 178.231

(c) 14.8870 - 24.0252 - 1.2221 1.9109 0.6443*** 178.231
†

 Sum of Squared Error

토양온도 진폭 월별 최고 값과 최저 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진폭 (Amplitude)의 변화는 Exponential 감소 함수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Fig. 2). 

진폭의 변화는 지표면으로부터 10 cm 깊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토양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진폭의 

변화는 점점 줄어들어 0에 가까와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0 - 50 cm와 50 - 60 cm 깊이에서는 토양 온도의 변화

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진폭의 변화가 가장 큰 시기는 4월이었으며, 진폭의 변화가 가장 작은 시기는 12월이었다. 

Fig. 2에 나타난 월별 토양 깊이에 따른 토양 온도 진폭의 변화는 다음의 Eq. (2)와 같은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 ･  (Eq. 2)

여기서, 는 토양 온도의 진폭 (amplitude)이고 는 토양 깊이 (cm), a와 b는 상수이다.

관개 처리에 따른 토양깊이별 토양온도 진폭의 변화를 월별로 감쇄의 정도를 분석하였을 때 15 kPa과 20 kPa 모두

에서 결정계수 (coefficient of determination)가 0.9894에서 0.9996까지 아주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a는 12월 1월이 작고, b는 15 kPa에서는 12월 1월이 조금 크고, 20 kPa에서는 5월이 가장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

토양온도 예측모형 토양 온도를 예측하는 모형은 기본적으로 Fourier 급수를 활용하였는데, Fourier 급수가 

Sine과 Cosine 함수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토양 온도를 예측하고 표현함에 있어 이 두개의 함수가 모두 활용이 되

는지를 점검하고 정현파 (sinusoidal) 모형 (Hillel, 1998)과는 다른 것이 있는지 평가를 해보고, 결과가 유사하다면 

Fourier 급수보다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정현파 모형으로 예측 모형을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정현파는 Sine 

함수로 된 주기신호를 말한다.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분석한 Fourier 급수와 정현파 모형의 결과는 Fig. 3에 나타나 있

다. 이것은 15 kPa 관개 처리구의 12월 기간 동안의 0 - 10 cm 토양 깊이의 시간단위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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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urier Series Model :  

 


sin






cos






(b) Sinusoidal(Sine function) Model :  

 


sin




(c) Sinusoidal(Cosine function) Model :  

 


cos




Fig. 3. Comparison of measured & predicted soil temperature by various models.

모든 모형이 반복되는 주기를 나타내며, 일정한 진폭을 갖고 있고, 측정 초반에는 약간 과소 예측 경향이 있으며, 측

정 후반의 경우에는 낮아지는 온도에 대한 경향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통계분석을 통하여 측정 값과 예측 

값을 비교해 보면 (Table 3) 더욱 뚜렷하게 특성을 알 수 있다. 세개의 모형 모두 초기 값을 나타내는 의 값이 동일

하고, 주기를 나타내는 값 (24.0252시간)도 동일해 결과적으로 (a), (b), (c) 모두 동일한 그림으로 나타난다. 결정 계

수( )도 0.6443으로 동일하며, 측정값과 예측 값의 오차의 제곱의 합을 의미하는 SSE도 동일하다. 또한, 정현파 모

형인 (b)와 (c)는 위상() 만 차이가 있지 초기값, 진폭과 주기 모두 동일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위상 차이는 실

제 Sine과 Cosine 함수가 동일해질 수 있는 위상 차이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Fourier 급수와 정현파 모형을 비교하

였을 때 복잡하고 계수가 많은 Fourier 급수 모형보다는 Sine과 Cosine 중 하나의 정현파 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유용

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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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measured & predicted soil temperature by correction model.

Table 4.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n measured & predicted soil temperature by time.





 T  C D R

2
SSE

15.5694 1.2492 24.0250 3.4780 0.0023 2.92･ 0.8178*** 91.3075

수정 모형 정현파 모형의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진폭과 기울기가 없는 특징으로 Fig. 3에는 시간이 흐름

에 따라 하락하는 토양 온도 경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12월 후반으로 갈수록 토양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

을 예측할 수 있어야 개선된 모형으로서 의미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 Fig. 4는 온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예측할 수 있도록 정현파 모형을 수정한 모형과 실측 값을 비교한 것이다. 수정한 모형은 다음의 Eq. (3)과 같

이 나타낸다.

  
  sin


  ･ ･  (Eq. 3)

여기서, C는 1차함수의 계수이고, D는 2차함수의 계수이다.

Eq. (3)은 정현파 함수인 Sine함수에 토양 온도가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음의 2차 방정식을 조합한 것

이다. 예측 값과 실측 값을 비교해보면 앞에서 분석했던 Fourier 급수 모형이나 정현파 모형보다 더욱 개선되어 있음

을 알 수 있다. 초기값이 높아지고 진폭도 더 커졌으며, 12월 후반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토양 온도의 변화를 잘 모사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4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초기 값은 15.5694로 앞선 (a), (b), (c) 

모형보다 0.6824 높고, 진폭도 (b), (c) 모형보다 0.0271 더 커졌으며, 주기는 비슷하고 위상은 (b) 모형과 약간의 차이

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토양 온도가 하강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2차함수의 계수는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향을 아

주 잘 모사하고 있으며, 결정 계수가 0.8178, SSE가 91.3075로 수정 모형이 통계적으로 훨씬 더 개선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Fig. 1에는 1월을 지나 2월부터 토양 온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시간단위로 분석하는 토양 

온도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Fig. 5에서는 3월의 상승하고 있는 시간단위 토양 온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러한 토양 온도를 예측하기 위해 Eq. (3)과 유사한 양의 2차함수를 정현함수와 조합을 하여 토양 온도가 

상승하는 경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3월의 토양 온도를 예측하기 위하여 수정한 모형은 Eq. (3)과 유사하지만 2차함

수가 상승하는 경향을 반영하도록 양의 2차 함수로 표현하고 있다 (Eq. 4).



Prediction Model for Hourly Soil Temperature by Soil Depth to Irrigated Sandy Loam Soil in Greenhouse ∙ 465

Fig. 5. Comparison of measured & predicted soil temperature by correction model.

Table 5.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n measured & predicted soil temperature by time.





 T  C D R

2
SSE

16.3692 2.7674 24.0005 3.4776 0.0035 7.29･ 0.8192*** 767.456

  
  sin


  ･ ･  (Eq. 4)

여기서, C와 D는 Eq. (3)에서와 마찬가지로 1차함수와 2차함수의 계수이다.

Fig. 5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정현함수와 2차함수의 조합은 토양 온도 변화를 잘 모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3월의 온도가 초반에 비해 후반부로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경향도 잘 모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측정 값과 예측 값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Table 5와 같다. 초기 값은 16.3692로 앞선 Eq. (3) 모형보다 0.7998 높고, 진폭도 약 2.2배 가량 

커졌다. 주기와 위상은 비슷하고, 토양 온도가 상승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2차함수의 계수는 Eq. (3)처럼 작은 값을 보

여주나 경향을 아주 잘 모사하고 있으며, 결정 계수가 0.8192로 통계적으로 아주 유의하게 수정 모형의 유용성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토양 온도를 예측하는 수정 모형은 정현파와 2차함수를 조합하는 모형이 될 수 있으며, 온

도가 하강할 때는 2차함수에 음의 계수를, 온도가 상승할 때는 양의 계수를 적용하고, 온도 변화의 기울기가 없는 경우

에는 2차함수의 계수를 0으로 적용하면 정현파와 동일 한 모형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토양온도를 예측

하는 수정 모형은 다음의 Eq. (5)와 같이 표현된다.

  
  sin


 ± ･± ･  (Eq. 5)

이러한 토양 온도 예측 모형을 바탕으로 12월부터 수확이 완료되는 5월까지의 토양 온도를 실측한 값과 수치해석

을 통해 예측한 값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6 (15 kPa), Table 7 (20 kPa)과 같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기울기가 

없는 경우에는 1월 20 - 30 cm 경우처럼 2차함수 계수가 0으로 수렴하고, 40 - 50 cm, 50 - 60 cm의 경우에는 다른 깊

이에서는 주기가 24시간 근처의 값을 나타내는데 반해 토양 온도의 변화가 미미한 관계로 변화 주기는 훨씬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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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n measured & predicted soil temperature by time at 15 kPa irrigation treatment.

Month
Soil Depth

(cm)





 T  C D R
2

December

0-10 15.57 1.25 24.03 3.48 -0.002 -2.92･ 0.818***

10-20 16.04 0.41 24.04 2.48 -0.002 -7.16･ 0.874***

20-30 16.29 0.16 24.02 1.54 0 -5.47･ 0.916***

30-40 16.35 0.06 23.95 0.68 0 -4.99･ 0.931***

40-50 16.30 0.19 557.1 0 -0.001 -4.58･ 0.963***

50-60 16.65 0.16 926.7 0 -1.9･ -3.67･ 0.951***

January

0-10 14.36 1.23 24.00 3.38 3.8･ 0 0.699***

10-20 14.91 0.42 24.00 2.34 7.6･ 7.61･ 0.614***

20-30 15.41 0.16 23.99 1.38 0 0 0.392***

30-40 15.53 0.07 23.98 0.53 -1.8･ 0 0.292***

40-50 15.58 0.06 420.4 8.28 -0.2･ -8.44･ 0.480***

50-60 15.99 0.04 372.2 0.88 -3.0･ 0 0.598***

February

0-10 14.91 1.81 24.00 3.38 0.002 0 0.724***

10-20 15.25 0.61 24.01 2.39 0.001 6.01･ 0.687***

20-30 15.48 0.24 24.01 1.49 0.002 -5.65･ 0.746***

30-40 15.45 0.11 24.01 0.73 0.002 -3.00･ 0.788***

40-50 16.09 0.56 1179 17.04 0 -8.49･ 0.871***

50-60 16.41 0.58 1346 17.18 9.49･ -9.50･ 0.900***

March

0-10 16.37 2.77 24.00 3.48 0.004 7.29･ 0.819***

10-20 16.28 0.96 24.00 2.52 0.003 3.90･ 0.820***

20-30 16.37 0.38 24.01 1.65 0.003 5.88･ 0.847***

30-40 16.19 0.16 24.01 0.86 0.003 6.85･ 0.885***

40-50 16.02 0.27 480.3 0.46 0.003 6.85･ 0.963***

50-60 16.14 0.29 524.4 0.77 0.004 -9.62･ 0.975***

April

0-10 18.86 2.85 24.01 3.51 1.9･ 6.42･ 0.812***

10-20 18.79 1.04 23.99 2.49 0 7.55･ 0.672***

20-30 18.80 0.42 23.97 1.58 0 8.00･ 0.439***

30-40 18.68 0.17 23.96 0.76 2.0･ 5.43･ 0.228***

40-50 18.53 0.28 477.5 3.80 0 7.74･ 0.694***

50-60 18.67 0.25 493.1 3.91 0 7.74･ 0.759***

May

0-10 22.20 2.61 23.99 3.55 -7.9･ 0 0.658***

10-20 21.94 1.01 24.01 2.73 -0.002 2.26･ 0.539***

20-30 21.47 0.38 24.02 1.89 -9.0･ 4.78･ 0.329***

30-40 20.74 0.35 668.4 5.80 0 5.53･ 0.327***

40-50 20.52 0.36 650.4 5.53 0 5.05･ 0.448***

50-60 20.54 0.36 642.5 5.38 0 5.05･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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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atistical characteristics on measured & predicted soil temperature by time at 20 kPa irrigation treatment.

Month
Soil Depth

(cm)





 T  C D R
2

December

0-10 16.24 1.13 24.01 3.37 -0.003 0 0.832***

10-20 16.03 0.46 24.02 2.47 -0.003 0 0.875***

20-30 16.07 0.18 24.01 1.59 0 -5.06･ 0.938***

30-40 17.01 0.08 24.01 0.82 -5.2･ -4.57･ 0.955***

40-50 17.16 0.08 613.1 0 0 -3.17･ 0.934***

50-60 17.43 0.04 938.3 1.66 0 -3.67･ 0.957***

January

0-10 15.21 1.33 24.00 3.35 9.8･ 0 0.747***

10-20 14.92 0.53 24.00 2.46 1.0･ 1.04･ 0.642***

20-30 15.22 0.21 23.99 1.60 5.4･ 5.38･ 0.440***

30-40 16.16 0.12 435.9 1.87 0 0 0.366***

40-50 16.47 0.11 426.1 1.51 0 -2.94･ 0.532***

50-60 16.61 0.10 424.1 7.60 -2.0･ 0 0.723***

February

0-10 15.76 1.98 24.00 3.39 0.002 0 0.700***

10-20 15.48 0.81 24.01 2.55 0.002 6.01･ 0.653***

20-30 15.46 0.32 24.02 1.76 0.002 -4.65･ 0.689***

30-40 16.24 0.14 24.02 1.03 0.002 -5.94･ 0.763***

40-50 16.44 0.13 311.6 9.40 0.002 -8.92･ 0.865***

50-60 16.49 0.11 330.3 9.95 0.002 -7.92･ 0.903***

March

0-10 17.30 3.13 24.00 3.50 0.004 7.29･ 0.803***

10-20 16.66 1.26 24.00 2.63 0.004 3.90･ 0.807***

20-30 16.44 0.48 24.01 1.83 0.004 3.88･ 0.837***

30-40 17.17 0.21 24.01 1.08 0.003 6.85･ 0.878***

40-50 17.08 0.28 441.3 0 0.003 6.85･ 0.958***

50-60 17.00 0.28 470.6 0.17 0.004 -6.85･ 0.975***

April

0-10 19.37 3.39 23.98 3.49 0.002 1.07･ 0.786***

10-20 19.08 1.40 23.97 2.62 0.001 7.55･ 0.704***

20-30 18.92 0.55 23.96 1.73 3.9･ 1.08･ 0.538***

30-40 19.66 0.22 23.96 0.98 5.8･ 1.06･ 0.374***

40-50 19.36 0.41 681.3 0 9.3･ 7.74･ 0.646***

50-60 19.17 0.45 796.7 0.38 0.001 7.74･ 0.692***

May

0-10 22.38 2.40 24.01 3.64 -0.002 0 0.622***

10-20 21.65 1.01 24.01 2.80 -0.002 1.25･ 0.549***

20-30 21.08 0.41 24.00 1.94 -0.002 3.25･ 0.4689***

30-40 21.59 0.18 24.01 7.53 -0.003 2.83･ 0.528***

40-50 21.47 0.21 273.5 4.69 -0.002 5.05･ 0.633***

50-60 21.25 0.20 271.5 4.46 -0.001 5.05･ 0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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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시설재배 토양에서의 토양온도는 겨울에는 일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가온을 하거나 여름철에는 냉방을 하므로 

외기에서의 토양온도 변화와는 다르게 반응한다. 본 연구는 시설재배 토양에서 토양 깊이별 토양 온도 변화를 살펴보

고 이를 예측하기 위한 모형을 작성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15 kPa, 20 kPa로 관개 처리가 된 오이를 재배하는 시설재

배 사양토에서 0 - 10, 10 - 20, 20 - 30, 30 - 40, 40 - 50, 50 - 60 cm 깊이에서의 토양 온도를 시설오이 수확기인 2019

년 12월 13일부터 2020년 5월 28일까지 측정하고 분석한 결과, 평균 토양 온도는 1월에 가장 낮았다가 2월부터 5월까

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0 - 10 cm 깊이에서 변동이 가장 크고 3월 이후부터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최고･최

저 온도의 편차인 진폭은 0 - 10 cm에서 50 - 60 cm 깊이로 깊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40 - 50 cm 이후는 온

도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감소 경향은 토양 깊이에 대한 Exponential 감소 함수로 나타낼 수 

있었다. 토양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온도변화가 거의 없는 것은 토양 외부로부터의 복사에너지가 침투할 수 있는 한계 

깊이가 있음을 의미하며, 토양온도에 대한 평균평방오차가 토양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작아진다는 Jung et al. 

(1990)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여준다. 토양 온도를 예측하는 모형은 기본적으로 Fourier 급수를 활용할 수 있

으나, 정현파 (Sinusoidal) 함수 모형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동일한 값을 보여 계수의 개수가 적은 정현파 함수가 

더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정현파 함수는 기울기가 있는 온도변화를 예측하는 것에는 정확성이 떨어져 온도

변화 기울기가 반영될 수 있는 수정 모형이 필요하였으며,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모형으로 수정할 수 있었다.

  
  sin


± ･± ･

이 모형은 주기성을 나타내는 정현파 함수에 온도변화의 기울기를 감안할 수 있는 2차함수가 조합된 모형으로서 2

차함수 계수가 양일 경우에는 상승하는 경향을, 계수가 음일 경우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모사할 수 있어 온도의 상승이

나 하강 시기에 적용할 수 있고, 2차함수의 계수를 0으로 하면 온도변화가 없는 시기도 예측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이 

모형은 대부분의 토양온도 모형이 설명하기 어려운 온도 상승과 하강하는 시기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특성이 있다. 

다만, 온도변화 폭이 큰 4월과 5월에는 예측 정확도가 조금 떨어지는 경향이었으나, 측정기간 동안 토양 깊이별 토양 

온도를 대체적으로 잘 모사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토양 온도를 예측함에 있어 열전도의 주요 인자인 토양수분을 고려

하지는 못한 한계점이 있기는 하나, 토양 온도변화 기울기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과 시설재배 토양에서의 온도변화를 

분석･예측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온도변화 기울기를 감안할 수 있다는 장점은 외기 조건에서의 토양온도 예측

에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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