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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suggest a method to assess soil suitability for crops objectively with categorical 

soil data and multivariate analysis methods. The Quantification Theory I was selected for the multivariate 

analysis method and the comprehensive point method was used as the conventional analysis tool for soil 

suitability assessment. The sites to survey soil characteristics and fig production were determined to include 

all classes of soil samples for all soil factors. Soil factors were soil texture of the subsoil, drainage class, 

available soil depth, gravel contents, and soil slope. In order to apply it nationwide based on the materials of 

the survey area, we used the 1,361 soil symbols data in Korea. After calculating the quantity forecast value for 

each soil factors, it was divided into four equal parts in descending order of very suitable, suitable, possible, 

and not suitable area. In the comprehensive point method, points were applied for each soil factor, and then 

classified according to the sum of the scores. The result of comparing the soil suitability class of the two 

setting methods the 1,361 soil symbols, 876 (64.4%) had the same grade, and 485 (35.6%) were classified as 

one grade lower or higher. Quantification Theory I is considered to have the potential to be utilized because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classify at once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without subjective intervention 

if there is crop quantit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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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for number of soil symbols to quantification theory I and comprehensive point methods.

Quantification 

theory I

Comprehensive 

point method

Very suitable Suitable Possible Not suitable

Very suitable 42   15 - -

Suitable 27 280   80 -

Possible - 219 521 43

Not suitable - - 10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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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작물별 토양 적성등급이란 작물의 수량을 기준으로 토양의 고유특성인 잠재생산력을 평가하여 토양통별로 등급을 

구분한 것이다. 최적지,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등급을 구분하는 목적은 농업인 등이 작물을 재

배하고자 할 때 작물에 알맞은 토양특성을 고려하여 작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흔히 토양요인만 고려

한 것은 토양적성등급, 기상요인을 함께 고려한 것은 재배적지로 표현한다.

작물별 토양적성등급을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작물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자료가 필요하다. 작물 선정은 흙토람의 

비료사용처방 정보를 활용하여 토양적성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작물 중 목본류, 시설재배만 하는 작물, 토양 재

배를 하지 않는 작물, 재배 필지는 많지만 특정 토양특성만 존재하는 경우, 재배지점 수가 적은 경우는 제외하고, 재배 

필지가 많은 작물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무화과 (Ficus carica L.)가 해당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무화과를 선정

하여 검토 수행하였다. 무화과는 아열대성 과수로 건조한 사막지대가 원산지이며, 노지에서 연평균 기온 14.5°C 이

상, 최저 9.0°C, 1월중 평균기온 1°C 이상 지역이 재배하기 알맞으며, 여름철 강수량이 적은 곳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작물이다 (RDA, 2019).

작물별 토양적성등급 설정방법은 설정시기에 따라서 최대저해인자법 (RDA, 1992), 종합점수제 (RDA, 1994), 종

합점수제 가중치법 (RDA, 1994), 다변량 통계방법 (Hyun et al., 2010)으로 다양하다 (Jung et al., 1994, 1996, 2001). 

최대저해인자법은 최적지가 없이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로 구분되며, 한 가지의 저해인자로 인해 등급이 좌우된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토양요인별 일정 점수를 부여한 후 점수의 합계로 등급을 구분하는 종합점수제를 사용하게 되

었다. 종합점수제는 토성, 경사, 유효토심, 배수등급, 지형 5개의 토양요인을 고려하여 비교적 적용하기는 쉽지만 토

양의 세부요인에 대한 기여도가 고려되지 않았다. 그래서 토양요인별 기여도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는 종합점수제 

가중치법을 시도하게 되었다. 가중치법은 작물수량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인자와 작은 인자로 구분하여 배점과 가중치

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가중치 설정에 전문가 의존도가 높아 주관적 견해가 개입될 여지가 있었다. 이

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적지구분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변량 통계방법을 사용

하게 되었다. 통계적 방법은 가중치 설정의 과학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계산과정의 복잡성과 다양한 요인

의 기여도가 겹치는 경우에는 해석이 어렵다는 점이 있다.

작물의 생육은 토양 뿐 아니라 기상 등 다양한 인자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물을 위한 적성등급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현재 토양특성을 고려한 토양적성도는 곡류, 과채류 등 64작물에 대해 설정되어 있으며 농촌진흥청

에서 운영하고 있는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 http://soil.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상정보를 고려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단감에 대한 재배적지는 과수생육 ‧ 품질관리시스템 (fruit.nihh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Kim et al. (2016, 2020)은 토양요인과 연평균기온, 생육적온, 강수량 등의 기상요인을 통합한 적지구분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 때 각각 다른 방법으로 구축된 정보를 통합하여 적용하는 과정에서 적지구분이 상이할 경우 최종등

급을 결정하는데 주관이 개입될 수 있으며, 복잡하고 다양한 기상요인을 작물별로 일반적인 한 조건으로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상의 지역적 변이가 큰 우리나라에서 토양과 기상을 모두 고려한 적성등급을 수요자에게 제

공하는 것보다 토양적성등급을 제공하고 수요자가 원하는 지점의 기상특성에 따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

통계적 방법 중 수량화이론 I은 종속변수가 양적인 자료로 되어 있고, 독립변수가 질적인 자료로 되어 있을 때 사용

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다변량 해석 시 복잡한 요인을 항으로 분류하여 각 항에 수량을 부여하여 상관성을 찾는 방법이

다. 또한 중간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적성 등급을 계산할 수 있으며, 적성 등급 판정기준표를 제시하지 않고도 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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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 귀농인 등 소면적에서 작물을 재배하거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아열대 작물의 재배면적 증가 및 새로운 작물

에 대한 정보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어 적성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작물에 대한 등급 설정이 요구되고 있다. 각 설

정 방법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토양적성등급 설정 작물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기

존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는 토양적성등급 설정 방법의 일반화 및 객관화 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무

화과를 대상으로 다변량분석법 중 수량화이론 I을 적용한 새로운 방법과 기존방법 중 종합점수제를 비교하여 적용 가

능성을 검토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작목 및 조사지점 선택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흙토람의 비료사용처방 정보를 활용하여 작물을 선정하였다. 

비료사용처방 발급 건수를 고려하여 토양적성등급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작물 중 목본류, 시설재배만 하는 작물, 토

양 재배를 하지 않는 작물, 재배 필지는 많지만 특정 토양특성만 존재하는 경우, 재배지점 수가 적은 경우는 제외하고, 

재배 필지가 많은 작물을 우선순위로 선정하였다. 조사지 선택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지리정보시스템 (GIS)을 

이용하여 재배 필지 분포도와 토양도를 중첩하여 토양특성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100지점 이상을 선정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무화과를 대상으로 조사지역은 전남 영암군, 신안군의 113지점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수량 및 토양조사 수량은 조사지 관할 시 ‧ 군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농가의 필지별 단위면적당 생산량 

(생물)을 농가 청취 조사로 진행하였다. 작물 생육특성에 따라서 재배년식별 수량차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수량조

사 후 재배년식별로 수량을 보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흙토람의 비료사용처방에서 구분하고 있는 재배년식을 참고하

여 1 - 2년은 2년, 3 - 4년은 4년, 5 - 6년은 6년, 7 - 9년은 8년, 10년 이상은 10년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단계

인 6년생의 평균 수량을 기준으로 수량이 적은 재배년식은 더하기, 많은 재배년식은 빼기로 수량 차이를 보정해주었

다. 토양조사는 사전에 농촌진흥청의 토양도 속성정보를 참고하여 조사지의 토양특성에 대한 검토 후 현장점검을 나

가서 토양의 변화 여부 등 표준화된 토양분류체계에 따라 조사하였다 (FAO, 2006; USDA-NRCS, 2012; USDA, 

2014; RDA, 2018). 토양정보의 변화로 토양특성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한 경우에는 조사 지점을 추가하여 고루 분포

되도록 하였다.

토양요인 및 방법 결정 토양요인은 기존 방법들에서 사용한 요인 중 지형을 제외하고 심토의 토성, 배수등급, 

유효토심, 자갈함량, 경사 5가지 요인을 결정하였다. 지형을 제외한 이유는 경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중

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배제하였다. 통계프로그램 (SAS)을 이용하여 편상관계수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산출하여 토양특성 (심토토성, 유효토심, 자갈함량, 경사, 배수등급)별 기여도를 확인하였으며, 기존 

설정방법 중 주관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중간 과정을 생략하더라도 적지구분을 계

산할 수 있으며, 적지 판정기준표를 제시하지 않고도 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인 다변량통계법 중 수량화이론 I을 적용

하여 적지를 구분하였다. 또한 새로운 방법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존 방법 중 종합점수제와 비교하였다.

토양적성등급 설정 및 적용 작물 재배 필지별로 농가에서 청취한 수량에 대하여 다변량분석법 중 수량화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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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을 적용하여 토양특성별 평균 수량이 많은 순부터 1, 2, 3… 등급으로 구분한 후 수량 예측 값을 산출하였다. 전국 재

배지를 조사할 수 없으므로 조사지역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에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우리나라의 토양

상 1,361개에 대한 심토토성, 유효토심, 자갈함량, 경사, 배수등급 자료를 이용하여 각 토양 세부요인에 대한 수량 예

측값을 산출한 후 수량이 높은 순부터 4등분 (25%)하여 최적지,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종

합점수제는 기존방법대로 등급별 일정한 배점을 적용한 후 점수 합계에 의해 적지구분을 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토성, 배수등급, 유효토심, 자갈함량, 경사에 대하여 시료지점수, 평균수량,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Tables 1 - 5). 

Table 1은 심토의 토성에 대한 성적을 분석한 결과이다. 심토의 토성속은 사질, 사양질, 식양질, 미사사양질, 미사식양

질, 식질로 구분하는데 무화과를 재배하는 토양이 사질 토양이 없으므로 토성은 점토함량으로 구분하였다. 사질, 사

양질, 미사사양질은 점토함량이 18% 미만인 토양으로 구분하였으며, 식양질, 미사식양질은 점토함량이 18% 이상, 

35% 미만인 토양, 그리고 식질은 점토함량이 35% 이상인 토양으로 구분하였다. 점토함량이 18% 미만인 토양에서 

수량이 14,231 kg 10a-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미사)식양질 13,933 kg 10a-1, 식질 13,394 kg 10a-1로 점토함량이 

적을수록 수량이 높은 경향이었다.

Table 1. Yields of fig according to soil texture.

Soil texture Sandy, Coarse loamy, Coarse silty Fine loamy, Fine silty Clayey

No. of investigation points 9 82 22

Average yield (kg 10a-1) 14,231 13,933 13,394

Standard deviation 1,092 1,779 2,180

Table 2는 배수등급의 결과이다. 배수등급은 (매우)양호, 약간양호, 약간불량, (매우)불량으로 구분하였으며, 불량 

14,283 kg 10a-1, (매우)양호 13,975 kg 10a-1, 약간양호 13,817 kg 10a-1, 약간불량 13,488 kg 10a-1의 순이었다. 배수

등급 불량에서 수량이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배수등급이 불량인 토양에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개수

도 3개로 적고 토양특성상으로는 불량이지만 현장조사 시 외부의 흙을 약 20 cm 정도 적토하여 재배를 하는 토양이였

다. 분류학상으로는 적토 50 cm의 기준에 못 미쳐 배수등급은 불량으로 표시되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특이사항으

로 분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통계분석 시 3개 이상은 되어야 분석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

표성을 갖기 위해 토양 세부요인을 고르게 포함시키기 위해서 불량을 배제하지 않고 분석하였다.

Table 2. Yields of fig according to drainage class.

Drainage class Excessively well, Well Moderately well Somewhat poorly Poorly†

No. of investigation points 47 48 15 3

Average yield (kg 10a-1) 13,975 13,817 13,488 14,283

Standard deviation 1,587 2,066 1,779 1,570

†Only in case of accumulated soils.



Applicability of Soil Suitability Class Assessed with the Quantification Theory I ∙ 125

Table 3은 유효토심의 결과이다. 유효토심은 25 cm 미만, 25 - 50 cm, 50 - 100 cm, 100 cm 이상으로 구분하는데 여

기서는 50 cm 미만, 50 - 100 cm, 100 cm 이상의 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수량의 평균값은 100 cm 이상에서 

14,220 kg 10a-1이었으며, 50 cm 미만 13,761 kg 10a-1, 50 - 100 cm 13,455 kg 10a-1의 순이었다.

Table 3. Yields of fig according to available soil depth.

Available soil depth (cm) <50 cm 50 - 100 cm >100 cm

No. of investigation points 19 43 51

Average yield (kg 10a-1) 13,761 13,455 14,220

Standard deviation 1,517 2,053 1,672

Table 4는 심토의 자갈함량 결과이다. 심토의 자갈함량은 15% 미만, 15 - 35%, 35%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수

량의 평균은 15% 미만 13,879 kg 10a-1, 35% 이상 13,810 kg 10a-1, 15 - 35% 13,773 kg 10a-1의 순이었다.

Table 4. Yields of fig according to gravel contents.

Gravel contents (%) 0 - 15% 15 - 35% >35%

No. of investigation points 80 21 12

Average yield (kg 10a-1) 13,879 13,773 13,810

Standard deviation 1,921 1,613 1,613

Table 5는 경사의 결과이다. 경사는 0 - 2% (A), 2 - 7% (B), 7 - 15% (C), 15 - 30% (D), 30 - 60% (E), 60% 이상 (F)

으로 구분하며, 영암과 신안 지역 모두 E, F 경사에서는 무화과를 재배하지 않았다. 여기서는 토양 조건만 고려하였으

므로 D, E, F 경사는 하나의 그룹으로 처리하였다. 수량의 평균값은 0 - 2% 14,348 kg 10a-1, 2 - 7% 13,885 kg 10a-1, 

7 - 15% 13,781 kg 10a-1, 15% 이상 13,650 kg 10a-1의 순이었다. 경사별 수량은 경사지에서 평탄지형으로 갈수록 수

량이 높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Table 5. Yields of fig according to soil slopeness.

Soil slope A (0 - 2%) B (2 - 7%) C (7 - 15%) D - F (>15%)

No. of investigation points 8 46 49 10

Average yield (kg 10a-1) 14,348 13,885 13,781 13,650

Standard deviation 1,257 1,864 1,953 1,388

토양특성들의 편상관계수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를 구하였다. 편상관계수는 각 특성별 기여도를 나타내

며 값이 클수록 기여도가 높다고 설명된다. Table 6에서 보는 것처럼 유효토심 (0.16)과 배수등급 (0.15)의 기여도가 

크게 나타났으며 심토토성 (0.10), 자갈함량 (0.06), 경사 (0.05)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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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according to quantification theory I.

Soil factor Partial correlation coefficient

Soil texture 0.10

Drainage class 0.15

Available soil depth 0.16

Gravel contents (%) 0.06

Soil slope 0.05

조사지역의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에 적용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밝혀진 우리나라의 토양상 1,361개에 대한 심토토

성, 유효토심, 자갈함량, 경사, 배수등급 자료를 이용하여 각 토양 세부요인에 대한 수량 예측값을 산출하였다. 수량 

예측치의 범위는 12,335 - 15,334 kg 10a-1로 나타났으며, 이 범위를 등간격으로 4등분하여 가장 높은 수량을 보이는 

토양상으로부터 최적지 (14,584 kg 10a-1 이상), 적지 (13,834 - 14,584 kg 10a-1), 가능지 (13,834 - 13,084 kg 10a-1), 

저위생산지 (13,084 kg 10a-1 미만)로 구분하였다. 우리나라 전체 토양상은 현재까지 1,361개로 분류되어 있다. 토양

상을 기준으로 전국에 적용한 결과 최적지는 69개 (5%), 적지는 514개 (37%), 가능지 702개 (51%), 저위생산지 76개 

(6%)로 분류되었다(Table 7).

Table 7. Number of soil symbols on fig suitability class.

Suitability class Very suitable Suitable Possible Not suitable Others Total

No. of soil symbols 69 514 702 76 17 1,378

Ratio (%)   5   37   51   6   1 100

종합점수제를 이용한 토양적성등급 기준표는 Table 8과 같다. 사질, 사양질, 미사사양질은 20점, 식양질, 미사식양

질은 15점, 식질은 10점, 배수등급 불량 20점, 매우양호 15점, 약간양호 10점, 약간불량 5점, 유효토심 100 cm 이상 20

점, 0 - 50 cm는 15점, 50 - 100 cm는 10점, 자갈함량 0 - 15%는 20점, 35% 이상은 15점, 15 - 35%는 10점, A (0 - 2%) 

경사는 20점, B (2 - 7%)는 15점, C (7 - 15%)는 10점, D,E,F (15% 이상) 5점으로 토양 요인별 차등 배점하였다. 토양 

요인별 합계가 90점 이상이면 최적지, 75점 이상 90점 미만은 적지, 60점 이상 75점 미만은 가능지, 60점 미만은 저위

생산지로 구분하였다. 토양상을 기준으로 전국에 적용했을 때 최적지는 57개 (4%), 적지는 387개 (28%), 가능지는 

783개 (58%), 저위생산지는 134개 (10%)로 분류되었다. 종합점수제와 수량화이론 I의 비교는 Table 9와 같으며 등

급별 비율은 유사하였다. 우리나라의 토양상을 기준으로 전국에 적용했을 때 최적지는 42개, 적지는 280개, 가능지는 

521개, 저위생산지는 33개로 총 876개 (64.4%)의 등급이 일치하였고 485개 (35.6%)는 한 등급이 낮거나 높게 분류

되었다. 종합점수제는 토양 요인별 배점을 구분한 후 합계를 구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만 수량화 이론 I은 수량 자료가 

있으면 주관적 개입없이 통계분석을 통해 한 번에 적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토양적성등급은 생산

량 범위의 절대적 등급이 아닌 토양 요인별 상대적인 등급으로 최적지, 적지가 아닌 가능지, 저위생산지에서도 재배

가 가능하다. 기존 방법과 비교 시 64% 이상 일치하고, 일치하지 않는 것도 한 등급 차이이므로 수량화이론 I방법의 

활용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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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oil suitability class of fig for comprehensive point methods.

Division
Score for soil factors

20 15 10 5

Soil texture
Sandy, Coarse loamy, 

Coarse silty

Fine loamy, 

Fine silty
Clayey -

Drainage class Poorly Well excessively Moderately well Somewhat poorly

Available soil depth (cm) >100 0 - 25, 25 - 50 50 - 100 -

Gravel contents (%) 0 - 15 >35 15 - 35 -

Soil slopeness A B C D - F

Suitability class Very suitable Suitable Possible Not suitable

Sum of the scores ≥90 75≤ - <90 60≤ - <75 <60

Table 9. Comparison for number of soil symbols to quantification theory I and comprehensive point methods.

Quantification 

theory I

Comprehensive 

point method

Very suitable Suitable Possible Not suitable

Very suitable 42   15 - -

Suitable 27 280   80 -

Possible - 219 521 43

Not suitable - - 101 33

Conclusions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방법으로 설정되어 있는 작물별 토양적성등급을 보완하여 일반화 및 객관화 할 수 있

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무화과를 대상으로 새로운 방법인 다변량분석법 중 수량화이론 I을 적용하여 바로 분석이 가

능한 방법과 기존방법 중 종합점수제법을 비교하여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의 토양상 1,361개에 대한 심

토토성, 유효토심, 자갈함량, 경사, 배수등급 자료를 이용하여 각 토양 세부요인에 대한 수량 예측값을 산출한 후 수량

이 높은 순부터 4등분 하여 최적지, 적지, 가능지, 저위생산지를 구분한 결과 두 설정 방법간에 최적지는 42개, 적지는 

280개, 가능지는 521개, 저위생산지는 33개로 총 876개 (64.4%)의 등급이 일치하였고 485개 (35.6%)는 한 등급이 낮

거나 높게 분류되었다. 종합점수제는 토양 요인별 배점을 구분한 후 합계를 구해야 되는 과정이 있지만 수량화 이론 I

은 수량 자료가 있으면 주관적 개입 없이 통계분석을 통해 한 번에 적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활용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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