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Soil Sci. Fert. Vol.55, No.4, pp.380-389, 2022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Article
https://doi.org/10.7745/KJSSF.2022.55.4.380

pISSN : 0367-6315 eISSN : 2288-2162

Effects of DTPA, HEDTA, and EDDS on the Growth of 
Watermelon and Chemical Properties of Plastic Film House Soil

Myung-Sook Kim1*, Sang-Ho Jeon2, Tae-Goo Lee2, and Ha-il Jung2

1Se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Wanju 55365, Korea
2Junior Researcher,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s, RDA, Wanju 55365, Korea

*Corresponding author: msk74@korea.kr

A B S T R A C T

Received: October 11, 2022

Revised: November 26, 2022

Accepted: November 28, 2022

Edited by

Hyuck Soo Kim,

Kangwon National University, 

Korea

ORCID

Myung-Sook Kim

https://orcid.org/0000-0002-4382-0194

Tae-Goo Lee

https://orcid.org/0000-0002-3115-7516

A chelating agent helps crops to reuse as nutrients by mobilizing salts from the soi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Diethylenetriamine pentaacetic acid (DTPA), N-(2-hydroxyethyl)-ethylene diaminetri-

acetic acid (HEDTA), and Ethylene diamine disuccininc acid (EDDS) for improving plant growth and reusing 

accumulated nutrients in soils of plastic film house. Two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of follows: i) For the 

incubation test, the availability of nutrients were examined for soils treated with distilled water, 1 mM of DTPA, 

HEDTA and EDDS solutions. ii) In the pot test, the impacts of watermelon growth response were examined by 

adding 0.5, 1, and 5 mM of chelating agent to soil. In incubation test, application of chelating agents increased 

the availability of soil nutrients in the following order : DTPA ≒ HEDTA > EDDS > distilled water. However, 

biomass of watermelon in pot test, tended to be highest in EDDS 1 mM. The absorption amount of N, P, and K 

of crop in EDDS 1 mM was similar to that of NPK treatment and K, Ca, Mg, and Fe tended to be high. Soil 

Electrical conductivity (EC) of 1 mM EDDS showed a 66% decrease compared to no treatment. These results 

showed that EDDS could be improved the watermelon growth.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evaluate the 

effects of EDDS for plant growth on field scale.

Keywords: Chelating agent, DTPA, EDDS, HEDTA, Salt accumulation, Watermelon

Difference in watermelon biomass by chelating agents (DTPA, HEDTA, and EDDS) and their con-

centrations (0.5, 1, and 5 mM) treated in salt-accumulated soil under pot scal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Relative biomass percent of other treatments compared to N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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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시설재배지에 염류집적으로 생육이 부진하거나, 수량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므로 염류를 경감하는 농업

적인 관리방법이 필요하다 (Kim et al., 2012; Kim, 2014). 시설재배지 토양의 화학성 변동을 4년 1주기로 조사한 결

과, 토양의 전기전도도 (EC)는 1996년에 2.90 dS m-1이었으나, 24년이 경과된 2020년도에는 4.00 dS m-1로 약 1.4배 

상승하였고, 2020년도의 토양 중 유효인산 (Avail. P2O5)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한 적정범위 (300 - 550 mg kg-1)보

다 3배, 교환성 양이온인 칼륨 (K), 칼슘 (Ca), 마그네슘 (Mg) 함량은 적정범위 (K 0.50 - 0.80 cmolc kg-1; Ca 5.0 - 6.0 

cmolc kg-1; Mg 1.5 - 2.0 cmolc kg-1) 보다 2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AS, 2021). 이것은 시설재배지에서 과

다한 비료의 투입으로 (Lee et al., 2020; Choi et al., 2021) 염류가 되어 토양 전기전도도를 증가시키고, 양이온간에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 특히 시설수박 재배지에도 농진청에서 추천하는 염류농도 (2 dS m-1)보다 2배 (4.4 dS m-1) 

높아 생육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그 동안에 시설재배지의 염류집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객토, 담수제염 (Oh et al., 2010), 심토반전 (Jun 

et al., 2002), 녹비작물 재배 (Yang et al., 2011), 미생물제 투입 (Lee et al., 1996), 바이오차 투입 (Heo et al., 2021; 

Kim et al., 2022), 윤작 (Kim et al., 2021) 등의 다양한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리고 시설재배지에 작물의 염류장해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토양 중 양이온과 킬레이트 결합하여 작물이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킬레이트제의 활용 기

술이 개발되었다 (Kim et al., 2013; Lee et al., 2019). 킬레이트제란 금속 이온과 2자리 이상으로 배위결합을 하여 고

리구조의 모양을 만드는 리간드로 (Tuntiwiwut, 1982),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합성킬레이트제와 자연상태에서 존

재하는 천연킬레이트제가 있다 (Brady and Weil, 2008). 합성 킬레이트는 50년 이상 동안 토양과 수경재배에서 미량 

영양소를 식물에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다 (Neugschandtner et al., 2017). 철에 킬레이트제를 결합한 비료 (예: 

Na2FeEDTA)는 일반적으로 원예에서 잎 시비에 사용되었다 (Bergmann, 1993).

합성 킬레이트제로 Diethylenetriamine pentaacetic acid (DTPA), Ethylene diamine disuccininc acid (EDDS), 

N-(2-hydroxyethyl)-ethylene diaminetriacetic acid (HEDTA), Ethylenediaminetriacetic acid (EDTA) 등이 있다. 이 중

에서 DTPA는 토양의 미량원소 분석할 때 추출하는 시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Lindsay and Norvell, 1978). Fe-DTPA

는 알칼리성 토양에서 작물로의 미량원소 공급을 높이며 (Weinstein et al., 1954; Tuntiwiwut, 1982), pH 높은 양액재

배에서 미량영양소의 침전을 예방할 목적으로 활용하였다 (Lee et al., 2011). 농촌진흥청에서는 염류집적지에서 염

류저감기술의 하나로 DTPA를 이용한 영농기술을 개발하여 (Kim et al., 2012)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농업기술센

터에 기술을 보급하였다. Lee et al. (2019)은 영양염류 중 Ca2+의 비율이 높은 염류 토양에서 DTPA는 Ca2+에 비해 유

효도가 낮은 양분들의 식물 이용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양분 흡수 불균형을 해소하였고 수박의 생육 및 당도를 증가시

켰다고 발표하였다. EDDS는 aminopolycarboxylates의 일종으로, 많은 미생물에 의해 자연적으로 생성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Nishikiori et al., 1984; Goodfellow et al., 1997; Meers et al., 2004). Schowanek et al. (1997)에 따르면, 

EDDS는 토양 배양실험에서 2.5일부터 4.6일 사이에 반감되었고, 토양개량제로써 중금속과 킬레이트 결합하는 능력

의 활성 기간이 짧았는데, 이는 미생물에 의해 빨리 생분해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HEDTA는 토양 중의 중금속과 결

합하여 식물체로의 중금속 흡수량을 높이는 기능이 있어서 (Meers et al., 2004), 중금속으로 오염된 농경지에서 작물

로의 중금속을 흡수시켜 토양으로부터 중금속을 제거 (phytoremediation)하는 연구에 사용되었다 (Chen and Cutright, 

2001). 이처럼 국외에서는 DTPA는 미량원소 분석법의 추출시약, 작물에 미량원소 공급원으로 이용하였고, HEDTA, 

EDDS와 같은 킬레이트제는 중금속 오염된 농경지를 정화하는 데 주로 연구되었다. 국내에서는 염류집적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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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PA를 투입하여 염류감소 등의 토양특성 변화와 작물 생육반응을 평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HEDTA와 EDDS

는 이에 비해 연구가 부족하다.

시설수박 재배지에도 농진청에서 추천하는 염류농도 (2 dSm-1)보다 2배 (4.4 dS m-1) 높아 생육피해가 발생하고 있

는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킬레이트제인 DTPA를 포함하

여 HEDTA, EDDS를 염류농도가 높은 토양에 처리하여 수박의 생육특성과 토양의 화학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

였다.

Materials and Methods

킬레이트제의 토양양분 가용화 평가 위한 항온실험 작물이 주로 흡수하는 형태인 수용성 양분을 킬레이트

제별로 가용화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공시토양은 2021년에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시설토마토 재

배 농가에서 채취하였다. pH는 6.6으로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하는 수박 생육의 적정 기준 (6.0 - 6.5)의 상한치 (NAS, 

2019) 부근에 있었고, 전기전도도 (electrical conductivity, EC)는 12.7 dS m-1, 유기물 (organic matter, OM) 함량은 

55 g kg-1, 유효인산 (available P2O5, Av. P2O5) 함량은 1,192 mg kg-1, 교환성 칼륨 (exchangeable K, Ex. K) 함량은 

4.6 cmolc kg-1, 질산태질소 (NO3-N) 함량은 585 mg kg-1으로, 적정 기준의 상한치보다 1.8 - 6.4배 높은 수치로서, 비

료로 투입한 성분이 토양 염류로 많이 축적되어 있었다 (Table 1). 처리구는 공시토양에 증류수만 처리한 대조구, 실

험용 bottle 용기 (125 mL)에 토양 50 g을 넣고 킬레이트제를 각각 1 mM씩 섞은 후에 증류수를 넣어 킬레이트제와 토

양이 반응하도록 하였고 (DTPA 1 mM, HEDTA 1 mM, EDDS 1 mM), 3반복으로 처리하였다. 이것을 항온기에 넣

고 온도를 25°C로 유지하면서 70일 동안 배양한 후 pH, 전기전도도, 수용성 양분 (NO3-N, P, K, Ca, Mg, Fe)을 분석

하였다.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soils used in incubation experiment.

pH

(1:5 H2O)

EC

(dS m-1)

OM

(g kg-1)

Av. P2O5

(mg kg-1)

Exch. cations (cmolc kg-1) NO3-N

(mg kg-1)

NH4-N

(mg kg-1)K Ca Mg

Soil 6.6 12.7 55 1,192 4.6 27.2 10.2 585 15

Optimum range† 6.0 - 6.5 ≤2.0 20 - 30 350 - 450 0.70 - 0.80 5.0 - 6.0 1.5 - 2.5 50 - 150 -

†NAS (2019).

수박재배 포트 실험 킬레이트제 종류별로 수박생육과 토양 유효 양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포트규

모의 재배시험을 실시하였다. 항온실험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농가의 토양을 이용하였고, 처리구는 물만 넣은 처리구 

(no treat.), 표준시비량을 투입한 처리구 (N-P2O5-K2O = 138-49-87 kg ha-1), 킬레이트제 를 각각 0.5, 1, 5 mM로 처

리한 구 (DTPA, HEDTA, EDDS)가 있다. 모두 11개 처리구를 두었고, 3반복으로 실험하였다. 시험구 배치는 완전임

의배치법으로, 비가림 하우스에서 1/2000a 포트에 토양 4 kg을 넣고 킬레이트제와 혼합하였다. 1주일 후 (6월 28일)

에 수박을 정식하였고, 정식 후 74일째 (8월 23일)에 수확하였으며. 토양은 킬레이트제를 처리하기 전에 토양과 수박

을 수확할 시점에 토양을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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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및 식물체 분석 토양은 음지에서 자연 건조시킨 후 2 mm 체를 통과시켜 농촌진흥청 토양 및 식물체 분석

법 (NIAST, 2000)과 토양화학분석법 (NAAS, 2010)에 따라 분석하였다. pH와 전기전도도는 토양과 증류수의 비율

을 1:5로 혼합하여 30분간 진탕한 후에 pH와 전기전도도를 겸용해서 측정하는 기기 (Orion 5 star, ThermoFisher 

Scientific, USA)로 측정하였고, 전기전도도는 측정수치에 5를 곱하여 사용하였다. 토양유기물은 Tyurin법, 유효인

산은 Lancaster법으로 720 nm에서 분광광도계 (U-3000, Hitachi, Japan), 질산태질소는 2 M KCl로 추출한 후 자동이

온분석기 (QuAAtro, Bran+Luebbe, Germany)로 측정하였다. 교환성 양이온은 1 M NH4OAc (pH 7.0) 완충용액으

로 추출하여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광도계 (ICP-OES, GBC, Australia)으로 측정하였다. 항온조건에서 실험한 토양

의 pH와 EC는 앞에서 제시한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고, 수용성 성분인 PO4

3-, K+, Ca2+, Mg2+, Fe3+를 유도결합 플

라즈마 발광광도계로 분석하였다. 수박 식물체 분석은 건조 후 분쇄한 시료를 0.5 g 칭량하고 P, K, Ca, Mg, Fe은 

conc. H2SO4을 10 mL와 50%의 HClO4 10 mL를 가하여 분해 후 여과하여 P는 vanadate 발색방법으로, K, Ca, Mg, 

Fe은 유도결합 플라즈마 발광광도계로 측정하였다. T-N은 원소분석기 (Vario MAX CNS, Germany)를 이용하여 표

준시료와 함께 900°C에서 측정하여 질소함량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SAS 프로그램 (ver 9.4, SAS Institute, USA)으로 ANOVA 분석과 Duncan의 다중검정을 킬레이트제 

수준별로 수박생육과 토양에 처리한 효과를 비교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항온조건에서 킬레이트제 처리에 따른 토양의 수용성 양분 변화 pH, K+ 및 Fe3+은 대조구보다 모든 킬레

이트제 처리구 (DTPA, HEDTA, EDDS를 각각 1 mM로 투입)에서 모두 증가한 반면, 질산태질소, PO4

3-, Ca2+ 및 

Mg2+ 농도는 감소하였다 (Table 2). 킬레이트제를 토양에 투입하면 토양의 수용성 양분 농도가 높아진다고 하였고 

(Neugschandtner et al., 2017), Kim et al. (2012)도 유기물 함량 22 - 28 g kg-1인 토양에 DTPA 300 mM을 투입 후 

25일간 항온 배양 시, 증류수 처리구 대비 수용성 양이온 (K, Ca, Fe), 음이온 (P)의 함량은 높았다고 하여 본 연구결

과와는 달랐다. 또한 미생물제의 분해는 킬레이트제의 농도 (Meers et al., 2005)와 반응시간, 환경조건에 따라 미생

물의 분해하는 정도가 다르다 (Means et al., 1980). 본 연구에서 토양의 일부 수용성 양분 농도가 낮은 이유는 투입

Table 2. Chemical characteristic of salt-accumulated soil after applying distilled water, DTPA, HEDTA, and EDDS.

Treatment
pH

(1:5 H2O)

EC

(dS m-1)

NO3-N

(mg L-1)

PO4

3-

(mg L-1)

K+

(mg L-1)

Ca2+

(mg L-1)

Mg2+

(mg L-1)

Fe3+

(mg L-1)

Control

(no treat.)
7.1 c† 16.4 a 191 a 3.3 a 209 c 436 a 168 a 0.2 b

DTPA
7.2 bc

(2)‡
16.0 a

(-2)

114 b

(-40)

2.6 ab

(-21)

226 b

(7)

403 b

(-8)

164 ab

(-2)

4.1 a

(95)

HEDTA
7.4 ab

(4)

16.4 a

(0)

116 b

(-39)

2.0 b

(-40)

237 a

(12)

402 b

(-8)

164 ab

(-2)

3.8 a

(94)

EDDS
7.5 a

(6)

16.6 a

(1)

135 b

(-29)

2.0 b

(-41)

241 a

(13)

391 b

(-12)

160 b

(-5)

1.9 b

(89)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Relative percent of other treatments compared to distilled wa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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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1 mM)가 낮고, 토양과의 반응시간 (70일)이 길었기 때문에 미생물이 킬레이트제를 분해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더군다나 토양유기물 함량이 많아 미생물의 번성정도가 커서 (Peacock et al., 2001; Suh et al., 2010), 수용성 양분을 

영양원으로 소모하였기 때문이라 추정한다. 수용성 Fe3+의 함량이 다른 이온보다 많이 증가하였는데 (89 - 95%), Fe

은 킬레이트제와 안정화상수 (log KFe-DTPA = 29.19)가 다른 원소 (log KCa-DTPA = 10.61)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Lindsay and Norvell, 1969).

포트재배 시 킬레이트제 처리농도별 수박 생육량 및 흡수량 영향 수박 생중량은 NPK 처리구를 기준으로 

EDDS 1 mM 처리구는 104%, EDDS 5 mM에서 85%, EDDS 0.5 mM은 63% 증가하였다 (Fig. 1). HEDTA 1 mM 처

리에서 77% 증가되었지만, HEDTA 5 mM 처리구에서는 오히려 14% 감소하였고 황화증상이 나타났다. DTPA 1 

mM에서 생육량은 49% 증가하였다. DTPA 처리할 경우에 작물의 종류, 시험규모 (포트, 포장실험)에 따라 차이가 있

었다. Lee et al. (2019)의 포장시험 결과에 따르면, DTPA 0.6 kg 10a-1로 처리하였을 때 대조구 (무처리구)에 비해 수

박의 줄기, 잎, 과실의 생육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과실의 중량이 7.7% 증가하였다. 포트조건에서 배추의 

수량이 대조구 (무처리구)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였다고 하였고 (Kim et al., 2012), 포장 조건에서는 DTPA 

0.06 mM 처리시 대조구 (무처리구) 대비 시설오이는 9% (Kim et al., 2013), 시설고추 재배 시 0.06 mM은 무처리 대

비 29%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Kim et al., 2015).

Fig. 1. Difference in watermelon biomass by chelating agents (DTPA, HEDTA, and EDDS) and their concentrations (0.5, 1,

and 5 mM) treated in salt-accumulated soil under pot scal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Relative biomass 

percent of other treatments compared to NPK).

작물에 피해가 발생하는 킬레이트제의 임계농도 이상에서는 식물체 잎이 적색으로 변하거나 (Jeffreys and Wallace, 

1968), 시들음증 및 식물 괴사를 일으키는 독성이 유발되어 식물 생육이 억제된다 (Jeffreys and Wallace, 1968; Vassil 

et al., 1998; Lombi et al., 2001; Safari Sinegani and Khalilikhah, 2008). 하지만, 작물과 킬레이트제 종류에 따라 임

계농도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FeEDDHA 처리 시 보리, 해바라기는 1 mM 이상에서 잎에 적색이 나타났고, 0.8 mM

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담배는 20 mM 이상에서 나타났다. Vassil et al. (1998)은 킬레이트제 (EDTA)를 높은 농도

로 처리하면 시들음증과 식물 괴사로 보이는 식물독성을 일이키고, 첨가 후 2년 동안 심어진 옥수수와 보리의 식물 바

이오매스 감소를 초래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에서 Kim et al. (2012)은 배추 포트 실험 시 DTPA 1 mM에서 수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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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Kim et al. (2015)은 고추 포장 실험 시 DTPA 0.13 mM에서 7%가 감소하였다. 이처럼 킬레이트제 종류 및 농도

에 따라 생육량이 억제되는 정도가 다른 이유는 배위결합하지 않은 free EDTA가 뿌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영향

을 주고 (Vassil et al., 1998), 이로 인해 유발된 세포 교란의 정도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Ruley et al., 2006).

킬레이트제 종류에 따른 농도별 수박의 무기성분 흡수량의 관계는 Table 3과 같다. EDDS 1 mM, 5 mM, 0.5 mM과 

HEDTA와 DTPA 모두 1 mM 처리구에서 N, P, K, Ca, Mg, Fe의 흡수량은 NPK 처리구와는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DTPA와 HEDTA 5 mM 처리구와는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

킬레이트제 및 작물 종류에 따라서 작물이 흡수한 무기성분 흡수량은 그동안의 연구결과에서 다양하게 나타났다. 

포장조건에서 DTPA 0.06 mM 처리한 시설오이가 흡수한 무기성분의 함량은 대조구 (무처리구)와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Kim et al., 2013). 그러나 DTPA 0.06 mM 처리한 시설고추의 경우 지상부의 T-N, Ca, 

Mg, 미량원소 (Fe, Mn, Zn) 흡수량은 대조구 (무처리구)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Kim et al., 2015), Abdulla 

and Smith (1963)는 배추에서도 대조구 (무처리구)보다 Ca, Mg, P, Fe, Cu, Zn의 함량이 증가하였다. EDTA 2.5 

mmol kg-1 처리한 토양에서 재배한 옥수수 잎과 뿌리에 분포하는 P 농도는 대조구보다 높았으나, K 농도와 미량원소

인 Fe, Zn, Cu는 다른 처리구들과 차이가 없었다 (Hovsepyan and Greipsson, 2005). Nowack et al. (2008)은 EDTA

가 보리싹에서 Fe 농도를 증가시킬 수 있지만 곡물에서는 증가시킬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Table 3. Inorganic element contents of watermelon grown in highly saline soils treated with different chelating agents 

including DTPA, HEDTA, and EDDS.

Treatment
N

(g plant-1)

P

(g plant-1)

K

(g plant-1)

Ca

(g plant-1)

Mg

(g plant-1)

Fe

(g plant-1)

Control (no treat.) 22.45 b† 5.19 a 38.21 b 32.34 b 9.74 b 1.40 bcd 

NPK 21.95 b 4.43 ab 35.32 b 27.74 b 9.18 b 0.55 d 

DTPA 0.5 mM 25.01 b 4.37 ab 42.66 b 28.08 b 10.12 b 0.69 d 

DTPA 1 mM 23.10 b 4.60 ab 38.01 b 31.02 b 10.47 b 0.86 cd 

DTPA 5 mM 45.76 a 5.21 a 56.96 a 47.60 a 17.78 a 2.61 a 

HEDTA 0.5 mM 22.37 b 4.00 b 41.97 b 27.07 b 8.98 b 1.18 bcd 

HEDTA 1 mM 28.22 b 4.66 ab 42.07 b 33.71 b 11.29 b 1.82 abc 

HEDTA 5 mM 53.17 a 5.16 a 65.12 a 53.38 a 18.98 a 2.12 ab 

EDDS 0.5 mM 27.11 b 4.31 ab 42.03 b 30.65 b 10.98 b 1.30 bcd 

EDDS 1 mM 21.80 b 4.33 ab 39.00 b 35.18 b 9.67 b 0.87 cd 

EDDS 5 mM 26.67 b 4.22 ab 39.90 b 30.56 b 9.12 b 0.78 c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수박 포트재배 시 킬레이트제 처리가 토양유효양분에 미치는 영향 DTPA, HEDTA, EDDS를 토양과 혼

합하여 수박 포트재배 후 채취한 토양의 화학성을 살펴보았다 (Table 4). 수박 생육량이 가장 높은 EDDS 1 mM 처리

구의 전기전도도, 유효인산, 교환성 양이온 및 질산태질소는 무처리구와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수치는 높은 경

향이었다. 이것은 무처리구의 토양양분은 수박이 생육함에 대부분 소모되었고, EDDS 1 mM 처리구는 토양에 고정

된 양분을 가용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HEDTA 1 mM 처리구의 (HEDTA 처리구 중에서 수박 생육량이 높

음)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 교환성 마그네슘 및 질산태질소도 무처리구와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전기전도도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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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성 칼슘 (exchangeable Ca, Ex. Ca)은 높은 값을 보였다. DTPA 1 mM (DTPA 처리구 중에서 수박 생육량이 높음) 

처리구의 교환성 마그네슘 (exchangeable Mg, Ex. Mg)은 무처리구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고, 다른 성분들은 처리간

에 통계적인 차이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생물의 영향을 분석하지 못하였는데, NAS (2022) 보고서에서 시설멜론 재배 시 DTPA를 처리

할 경우 토양미생물활성 (fluorescein diacetate hydrolase)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Epeldea et al. (2008)에 따르면 

EDDS 0.2 mM을 첨가하면 β-글루코시다아제 값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여, 토양 양분에 영향을 주는 미생물 분석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Table 4. Soil chemical properties after harvest of watermelon in soil treated by DTPA, HEDTA, and EDDS.

Treatment pH
EC

(dS m-1)

OM

(g kg-1)

Av. P2O5

(mg kg-1)

Exch. cations (cmolc kg-1) NO3-N

(mg kg-1)K Ca Mg Na

Control (no treat.) 7.5 ab† 2.5 c 59 abc 1,272 ab 3.60 b 22.7 d 5.4 d 0.45 c 26 b

NPK 7.3 bcd 4.8 bcd 59 bc 1,223 bc 4.04 ab 24.0 bcd 6.3 abc 1.03 c 24 b

DTPA 0.5 mM 7.3 bcd 5.0 bcd 58 c 1,259 abc 4.04 ab 24.0 bcd 6.4 abc 1.07 abc 23 b

DTPA 1 mM 7.3 bc 5.1 bcd 58 bc 1,259 abc 4.12 ab 24.1 bcd 6.5 ab 1.07 abc 23 b

DTPA 5 mM 6.8 e 7.2 a 59 bc 1,187 c 3.93 ab 24.8 abcd 6.7 a 1.68 a 38 b

HEDTA 0.5 mM 7.1 cd 4.2 cde 60 abc 1,212 bc 3.94 ab 23.1 cd 6.0 bcd 0.85 c 24 b

HEDTA 1 mM 7.1 cd 6.5 ab 58 bc 1,238 abc 4.11 ab 25.3 abc 6.4 abcd 1.22 ab 30 b

HEDTA 5 mM 7.0 de 6.0 abc 59 bc 1,285 b 4.18 ab 25.6 ab 6.6 ab 1.26 abc 59 a

EDDS 0.5 mM 7.2 bcd 5.9 abc 61 a 1,285 ab 4.28 a 26.4 a 6.5 ab 1.01 bc 31 b

EDDS 1 mM 7.2 cd 4.3 cde 58 c 1,220 bc 3.75 ab 24.0 bcd 5.7 cd 0.77 bc 29 b

EDDS 5 mM 7.6 a 3.2 de 60 ab 1,326 a 3.79 ab 23.1 cd 5.9 bcd 1.33 ab 30 b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Conclusions

염류와 유기물 함량이 높은 시설재배지 토양에 DTPA, HEDTA 및 EDDS 킬레이트제를 처리하면 토양에서 K+와 

Fe3+의 가용성이 증가했다. 특히 EDDS 1 mM를 처리했을 때 수박의 biomass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킬레이트제와 

결합력이 높은 Fe 성분이 토양으로부터 수박이 흡수한 무기성분 양을 크게 증가시켰다. 이로부터 포트조건에서 전기

전도도가 12. 7 dS m-1인 시설토양에 집적된 양분을 킬레이트화하여 작물의 생육량을 증대하고 토양 염류을 감소하

는데 효율적인 방법으로 킬레이트제가 활용될 수 있다. 그리고 킬레이트제는 토양의 미생물 활성에도 영향을 주기 때

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토양의 미생물적인 특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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