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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ogen (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in agriculture. However, excessive fertilization may cause 

serious global environmental issues including increasing greenhouse gases (GHGs) in agricultural environ-

ments. Combination of organic and inorganic fertilizations may enhance nutrient holding capacity and pro-

ductivity, mitigation potential N losses during cultivation. However, these effects remain unclear. We inves-

tigated GHGs emissions, their intensity (GHGI), soil characteristics, and productivity in a maize filed under 

different N fertilization regimes with equivalent N rate including NPK (urea), Compost (compost), NPK+ 

Compost (urea and compost) except control (no fertilizer). Inorganic fertilizations significantly stimulated 

N2O emission as compared to the control. Compost and NPK+Compost treatments effectively mitigated N2O 

emissions by ca. 50% as compared to NPK treatment (0.8 g m-2). CO2 and CH4 emissions were not mainly 

influenced or negligible by N fertilizations during cultivation. Overall soil qualities were improved by compost 

and NPK+Compost applications including extractable NH4

+-N and CEC. The GHGI, a sustainable indicator, 

was lowest in NPK+Compost treatment, suggesting the promising N management practice. Conclusively, 

combined amendments of inorganic and organic fertilizers could be a better way to reduce potential N losses 

and increase productivity and soil quality in maize cultivated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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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GHGI, a sustainable indicator, was lowest in NPK+Compost treatment, suggesting the promising N management practice.

∙ Combined amendments of inorganic and organic fertilizers could be a better way to reduce potential N losses and increase 

productivity and soil quality in maize cultivated soils.

Total maize productivity and greenhouse gas intensity under different N fertilization regimes.

Introduction

산업혁명 이후 세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식량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Prasad, 2013). 하지만 1990년대, 

화학공정을 통해 제조된 무기질 비료가 개발됨에 따라 작물 생산량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해졌다. 무기질 비료

는 근대의 집약적 농업과 더불어 요구가 점점 높아지며 소비량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FAO, 2019). 특히, 

그 중에서도 식물의 필수 원소로서 작물의 생산성 증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질소비료가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

으며 (Novoa and Loomis, 1981; Mengel et al., 2006), 전 세계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IFA, 

2011). 이러한 질소 비료는 질소 순환 과정 중 암모니아 및 아산화질소 등의 형태로 대기 중에 배출되며 이는 주요한 

질소 손실 경로로써 (Harrison and Webb, 2001), 비료와 에너지를 낭비하고, 토양 및 기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산화질소는 농업 활동을 통해 전체배출량의 약 60% (~6 Tg N2O-N)가 배출되며 (Reay et al., 2012), 1800년 

이전 대기 중 농도가 270 ppb에서 최근 330 ppb로 20% 증가하였다 (Tian et al., 2019). 또한,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

소보다 약 298 - 310배 높은 지구 온난화 지수를 가지며, 대기 잔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지구온난화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온실가스다 (Bordoloi et al., 2018). 따라서 농경지에서 질소 비료 시용에 따른 작물 생육을 증진시키면서, 기후

변화 등과 같은 환경 부하를 완화시키기 위한 합리적인 시비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다양한 토양 관리 방안 중 간편한 무기질 비료와 유기 비료의 혼합 사용이 주목받고 있다 (Amujoyegbe et al., 2007; 

Yang et al., 2020; Liu et al., 2021). 유기 비료는 무기질 비료에 비해 성분 함량은 다소 부족하지만, 다량의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어 토양의 물리 ‧ 화학 ‧ 생물학적 특성을 개선하고, 양분이 서서히 분해되어 작물에 지속적인 비효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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낼 수 있다 (Ros et al., 2006; Diacono and Montemurro, 2011). 또한, 유기물의 투입은 토양에서 양이온치환용량 

(CEC)을 증가시켜, 작물 재배기간 중 질소 손실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다 (Liu et al., 2021). Lee et al. (2020)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상추 재배지에서 무기질 질소비료 대비 퇴비의 시용은 느린 무기화 속도로 인해 온실가스인 아산

화질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으나, 수량 증수효과는 다소 낮은 것으로 평가된 바 있다. 따라서 유기비료

와 무기질 비료를 혼용할 경우, 무기질 비료의 높은 양분 함량과 유기질 비료의 양분 보유력 증진 효과가 상호 보완적

으로 작용하여 아산화질소 배출과 같은 질소의 손실을 줄이고, 작물의 생산성 증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

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옥수수 (Zea mays L.)는 밀, 벼와 더불어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이며, 사료 및 바이오에너지 생산 등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Heo et al., 2017). 특히 국내에서는 2018년 기준으로 약 15천 ha (KOSIS, 2019) 면적에서 재

배되고 있으며, 농가 소득작물로도 수익성이 비교적 높은 작물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옥수수는 비료 흡수능력이 

좋고, 비료 시용에 따른 수량 증수 효과가 큰 편이어서 (Kang et al., 1985) 다른 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다시비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고 지속적인 비료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옥수수 재배지를 중심으로 유무기질 

혼용처리에 따른 아산화질소 배출량 저감 및 수량 증진 효과 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바가 있으나 (Yang et al., 2020), 

전체 온실가스를 포함한 평가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옥수수 재배기간 중 유무기질 비료 혼용처리가 온실가스의 배출량 특히 아산화질소 배출량 

저감 및 옥수수의 생산성 증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작기 중 1) 온실가스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및 메탄) 배출량 

평가, 2) 옥수수의 생육 및 생산성 평가, 3) 토양 화학성 변화를 조사하여, 질소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작물의 생산성과 

토양질을 높이는 합리적인 시비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토양시료 채취 및 재배 관리 본 연구는 전라남도 순천시 석현동에 위치한 순천대학교 시험 연구 포장에서 수행

되었으며, 공시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공시작물로는 옥수수 (Zea mays L.)를 선발하였으며, 2020년 

6월 2일부터 2020년 8월 20일까지 총 80일간 재배하였다. 재배기간 중 토양 피복은 비닐 멀칭하였으며, 재식거리는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soils before the experiment.

Parameters Soil used

pH (H2O, 1:5) 7.82 ± 0.04

EC (dS m-1) 0.39 ± 0.01

Total C (g kg-1) 7.47 ± 0.51

Total N (g kg-1) 0.57 ± 0.05

C/N ratio 13.2 ± 0.69

Available P2O5 (mg kg-1) 47.1 ± 0.80

Exch. cations (cmolc kg-1)

K+ 0.18 ± 0.15

Ca2+ 3.80 ± 0.11

Mg2+ 0.24 ± 0.01

Soil texture Silt lo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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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30 cm로, 한 시험구 당 8주씩 정식하였다. 물 관리는 옥수수 정식 후 1주일간 2 - 3일 간격으로 땅이 충분히 젖을 

만큼 공급하여 주었으며, 이후에는 충분한 강우가 내려 대부분의 기간 동안 자연 강우에 의존하였다 (Fig. 1).

Fig. 1. Changes in air temperature and precipitation during cultivation period.

시험 처리구 시험구는 완전 임의배치로 3반복 처리하였으며, 처리구는 비료 처리를 하지 않은 Control (무처리), 

무기질 비료만 100% 처리한 NPK (무기질단용), 퇴비를 100% 처리한 Compost (유기질단용), 무기질 비료와 유기비

료를 1:1 비율로 처리한 NPK+Compost (유무기질 혼용)로 각각 설정하였다. 모든 처리구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

학원 작물별 비료사용처방 (NIAST, 1999)에 준하여 N-P2O5-K2O (158-30-63 kg ha-1)를 토양에 투입하였다. 각 비료

의 질소 함량을 고려하여 동일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시용량을 설정하였으며, 기비와 추비로 각각 79 kg N ha-1씩 분

시하였다. 단, 퇴비처리구의 경우 전량 기비로 시용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가축분 퇴비는 시판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

하였으며, 화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단, 처리구 중 NPK 처리구 대비 인산과 칼리가 부족한 경우, 무기질 비료로 

보충하여 동일한 시비량이 되도록 맞춰 주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nure compost used.

Parameters Soil used

pH (1:10)   7.53 ± 0.02

Total C (g kg-1) 268.0 ± 3.2

Total N (g kg-1) 19.7 ± 1.4

C/N ratio 13.7 ± 1.2

2 M KCl NH4

+ (mg kg-1)  1,089 ± 83

Total P (g kg-1)   2.75 ± 0.04

Total K (g kg-1)   4.3 ± 0.7

Total S (g kg-1)   5.3 ± 0.1

Moisture content (%, wt wt-1)   13.9 ± 0.26

온실가스 (N2O, CO2, CH4) 배출량 조사 옥수수 재배기간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Static closed chamber 

method (Lee et al., 2020)을 이용하여 포집하였다. 주 2회 온실가스 배출량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30분간 원통형 플라스틱 챔버를 이용하여 각 처리구의 옥수수 주와 주 사이의 토양에 5 cm 깊이로 설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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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집하였다. 이때 3 way stopper를 부착한 60 mL 주사기를 이용하여 가스 시료를 채취하였다. 동시에 챔버 내 온도를 

온도계로 측정하였다. 포집한 가스 시료는 가스크로마토그래피 (GC-2014,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Choi et al., 2020; Lee et al., 2020, 2021a).

재배기간 중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아래 Eq. 1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Rolston, 1986).

N2O, CO2, CH4 배출량 (mg m-2 hr-1) = × × ∆∆×  (Eq. 1)

 : 해당 가스 밀도 (mg m-3)   : 챔버 부피 (m3)

  : 챔버 표면적 (m2) ∆ : 시료 채취 전과 후의 농도차 (µL L-1)

∆ : 시료 채취 시간 (hr)   : 273 + 측정시간 중 평균온도 (°C)

옥수수 재배기간 중 배출되는 총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아래 Eq. 2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Singh et al., 1999).

Total N2O, CO2, CH4 flux = ∑




×


 (Eq. 2)


 : 번째 시료 채취기간 내 일 가스 배출량



 : 번째 기간 내 시료 채취 간격 일수

 : 시료 채취 간격

총 옥수수 재배기간 중 배출된 전체 온실가스 (아산화질소, 이산화탄소, 메탄) 배출량에 아래 지구온난화지수를 곱

하여 CO2 당량으로 환산하였다 (Eq. 3) (Watson et al., 1996).

Total GWP (kg CO2 eq. ha-1) = (310 × N2O) + (1 × CO2) + (21 × CH4) (Eq. 3)

토양 화학성, 옥수수 생육 및 생산성 조사 공시 및 수확 후 토양시료의 분석을 위해 그늘에서 건조한 토양을 

2 mm 체에 통과시킨 후 화학성 분석에 사용하였다. 토양과 증류수를 1:5 비율로 침출하여 pH meter (Orion stat A212, 

Thermo Scientific, Indonesia)로 토양 산도를 측정하였고, 같은 용액을 이용하여 전기전도도 (electrical conductivity) 

(Orion star A212, Thermo Scientific, Indonesia)를 측정하였다. 토양 내 총 탄소와 질소함량은 원소분석기 (EA2400II, 

PERKIN ELMER,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유효인산 분석 시 Lancaster법을 이용하여 추출 및 분석하였다. 치

환성 양이온은 1 N 암모늄아세테이트 (NH4OAc) 용액으로 추출하여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optical 

emission spectrophotometer, Perkin Elmer Model OPTIMA 4300DV, USA)를 이용하여 정량 분석하였다. 양이온치

환용량은 Brown 간이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토양 내 암모니아태 질소는 습토 5 g을 2 M KCl 용액으로 30분간 

진탕 후 여과 (ADVANTEC, No.2)한 침출액을 Indophenol-blue 비색법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Lee et al., 2021b).

옥수수 생육을 조사하기 위해 재배기간 중 생육 조사를 정식 40일 후 실시하였으며, 옥수수의 엽수, 초장, 경태를 측

정하였다. 옥수수의 생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옥수수 이삭을 수확한 후 건조기 (dry oven)에 넣고 70°C, 72시간 건조 

후 건물중 (dry weight)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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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본 연구에서는 SAS package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하여, 일원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처리간 유의차가 확인될 경우 사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때 Tukey’s test를 이용하여 5% 

(p ≤ 0.05) 확률의 유의수준에서 처리간 효과를 분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온실가스 (N2O, CO2, CH4) 배출량 옥수수 재배기간 동안 질소비료 처리에 따른 시기별 N2O 배출과 총배출

량을 조사한 결과, 시기별 N2O 배출은 시비 직후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2). 특히, 기비 처리 후 약 1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전반적으로 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추비 직후 (이앙 후 28일)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 이후 배출량은 크게 감소하여 수확기까지 매우 낮은 배출량을 유지하였다. 일반적으로, 토양에서 N2O는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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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eenhouse gas emissions (A, C, E) and total fluxes (B, D, F) under different N fertilization regimes in maize 

cultivated soils during cultivation.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n = 3). NS means not significant. 

Different letters for each ba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according to Tukey’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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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탈질과정과 질산화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ai et al., 1997), 다양한 환경요인 중 기후, 

토양온도, 수분함량, 무기태 질소함량 등과 밀접한 관계가 존재한다 (Kim et al., 2010, 2014, 2018; Butterbach-Bahl 

et al., 2013; Lee et al., 2020). NPK 처리구의 경우 전체 처리구에 비해 옥수수 재배 초기에 N2O 일 배출량이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무기질 질소 비료의 빠른 무기화로 인해 토양 내 무기태 질소 공급이 증가되어, 가장 높은 N2O 배

출량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혼용처리구와 퇴비 단독 처리구에서는 비교적 안정된 유기태 질소 형태인 퇴비의 투입

으로 인해 토양 내 유기물 분해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어 NPK 처리구와 비교하여 N2O 배출량이 크게 저감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토양에 무기질 비료와 유기물을 함께 시용하면 토양에 더 많은 질소를 흡착시킬 수 

있어 질소 손실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Ren et al., 2014). 따라서 옥수수 재배기간 동안 총 N2O의 배출량이 

NPK+퇴비 처리구에서 가장 낮았던 것은 아마도 퇴비 투입으로 인해 토양 내 무기태 질소 보유량을 증진시켜 N2O로 

손실되는 것을 유의하게 저감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총 N2O배출량의 경우 무처리에 비해 시비처리 후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NPK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배출

을 보였다. 흥미롭게도 무처리를 제외한 모든 처리구에서 동량의 질소가 투입되었음에도 유기퇴비 단용과 유무기질 

혼용 처리구에서 N2O 배출량이 360 - 394 mg m-2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NPK 처리구 (768 mg m-2)와 

비교하여 혼용처리의 경우 약 49% 가량 배출량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유기퇴비 단용 처

리와 비교하더라도 통계적 유의차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옥수수 재배지에서 유무기질 비료의 혼용 처리

는 작기 중 N2O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비 방안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옥수수 재배기간 동안 질소비료 처리에 따른 CO2의 배출을 평가한 결과, 시기별로 모든 처리구에서 비슷한 경향으

로 배출되었으며, 총배출량을 평가한 결과 또한 처리 간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동일 재배기간 중 질

소비료 처리에 따른 CH4의 배출을 평가한 결과, 시기별로 비슷한 경향으로 배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배출량

을 평가한 결과 무처리에 비해 시비처리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총 온실가스 배출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

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비처리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질소비료 처리에 따른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구온난화지수 (global war-

ming potential, GWP)로 나타냈다 (Fig. 3). 지구온난화지수란 온실가스 CO2 한분자와 비교해 각각의 온실가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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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global warming potential (GWP) under different N fertilization regimes in maize field during cultivation. 

Different letters for each ba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according to Tukey’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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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영향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의 GWP 지수 

(CO2 = 1, CH4 = 21, N2O = 310)를 곱한 뒤 이를 합하여 나타낸다 (Watson et al., 1996). 그 결과, 무처리에 비해 시비

처리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값을 보였으며, 특히 NPK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다. 하지만 NPK+퇴비 처리구에서는 NPK 

처리구에 비해 약 15% 낮은 값을 보였다. 이는 유기퇴비와 무기질 비료의 혼용 처리가 NPK보다 N2O의 배출량을 크

게 줄여 총 온실가스 배출량 또한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메타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무기질 질소 비료 

단독시용에 비해, 유무기질 비료 혼용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28 - 35%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Liu et 

al., 2021).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에 비해 다소 낮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 효율을 보였는데, 이는 퇴비 혼합비율 및 퇴비 

내 유기물 함량, 토양 특성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옥수수 생육 및 생산성 시비처리에 따른 옥수수의 재배기간 중 엽수, 초장, 경태 등 전반적인 생육을 평가한 

결과, 무처리와 비교하여 시비처리는 옥수수의 전반적인 생육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4). 특히, NPK+

Fig. 4. Growth characteristics of maize including number of leaves (A), stem diameter (B), and plant height (C) under 

different N fertilization regimes at 40 days after transplanting. Vertical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s (n = 3). 

Different letters for each ba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according to Tukey’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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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처리구에서는 실제 무기질 비료 투입량이 NPK 처리구에 비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세 항목 모두 가장 좋은 

생육을 보였다. 이는 첫째, 유기질 비료 혼용을 통해 더 장기간 질소가 작물로 공급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 점 (Liu et 

al., 2021), 유기물의 공급으로 인해 토양 내 유기물 함량 증진으로 인한 미생물 활성과 다양성 증진으로 인한 양분순

환 개선 (Watts et al., 2010) 및 토양 구조 개선 및 수분 보유력 등이 개선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Naveed et 

al., 2014).

옥수수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 무처리에 비해 시비처리 했을 때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NPK+퇴비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였다 (Fig. 5A). 특히, NPK 처리구와 비교하였을 때도 유의한 차이가 없을 정도이

며, 혼용 처리를 통해 무기질 비료에 버금가는 수량을 충분하게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무

기질 비료와 유기퇴비의 혼용 처리는 옥수수 생산성 증진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질소비료 시비 방법에 따른 옥수수의 단위 수량 당 총 온실가스 잠재능을 평가하기 위해 옥수수 단위수량당 온실가

스배출지수 (GWP per yield)라는 지표를 사용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Choi et al., 2020; 

Lee et al., 2020, 2021b). 옥수수 단위 수량당 온실가스 배출지수의 경우 NPK+퇴비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이는 무처리에 비해 38%, 동량 질소 처리한 NPK 처리구에 비해 11% 가량 낮은 값이었다 (Fig. 5B). 따라서 유무기질 

비료의 혼용 처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면서 최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배 작물에 따라서 추천 시비량과 표준 재배방식이 다를 수 있고, 작물 자체의 질소 흡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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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효율 등의 생리적인 차이로 인해 혼용처리 효과의 차이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최근 Liu et 

al. (2021)의 메타 분석 연구에 따르면 혼용 효과의 경우 비료시용량, 혼합비율, 유기질원의 종류 등에 의해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따라서 추후 유무기질 비료 혼용 방식에 따른 세부 효과에 대한 검증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토양 화학성 옥수수 수확 후 토양의 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퇴비를 함께 처리한 모든 처리구에서 전반적인 화학

성이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3). 퇴비와 같은 유기물 시용을 통해 토양 내 총 탄소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며, 이로 인해 관련 인자들 특히 총 질소 함량, 암모니아태 질소, 양이온 치환용량 등이 유기물 무시용구에 비해 개선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적으로 퇴비시용은 유기물을 공급해주고, 토양 내 양이온 치환용량을 향상시켜 토양 완충

능력과 양분 보유능력 및 수분 보유능력 등을 개선시킨다 (Roba, 2018). 따라서 유무기질 비료 혼용 처리는 토양 전반

적인 화학성 특히 양이온 치환용량을 개선시켜 질소 손실을 억제하고, 토양질 개선을 통해 농경지에서 온실가스 배출

량을 저감하고, 작물 수량을 증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비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able 3. Chemical properties of soils after the harvesting.

Parameters Control NPK Compost NPK+Compost

pH (H2O, 1:5) 8.03 a† 7.85 a 7.87 a 7.94 a

EC (dS m-1) 0.59 a 0.54 a 0.54 a 0.53 a

Total C (g kg-1) 7.34 a 6.35 a 9.23 c 8.01 b

Total N (g kg-1) 0.58 b 0.50 b 0.79 a 0.66 a

C/N ratio 12.7 a 13.4 a 12.2 a 12.2 a

NH4

+-N (mg kg-1) 1.66 b 1.72 b   1.85 ab 1.94 a

Available P2O5 (mg kg-1) 52.0 b 46.5 b 75.5 a 59.2 b

Exch. cations (cmolc kg-1)

Ca2+ 4.36 b 4.36 b 4.43 b 4.68 a

Mg2+ 0.79 a   0.63 ab 0.78 a 0.57 b

K+ 0.11 a 0.33 a 0.25 a 0.17 a

Cation exchangeable capacity (cmolc kg-1) 9.72 b 9.93 b 10.1 a 10.3 a

†Different letters for each row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 ≤ 0.05 according to Tukey’s test.

Conclusions

옥수수 재배 토양에서 NPK+퇴비 혼용 처리는 무기질 비료 NPK 단독 처리에 비해 N2O의 배출량 또한 약 50% 정도 

감소시켜 전체적인 온실가스의 배출을 저감하는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질소비료 처리에 따른 CO2의 배출량에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CH4의 경우 무처리에 비해 시비처리 했을 때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시비처리 간에는 

유의한 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옥수수의 생육을 조사한 결과 NPK+퇴비 처리구에서 옥수수의 엽수, 초장, 경태 등의 

생육이 개선되었고, 생산성 또한 가장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단위 수량 당 온실가스 배출 잠재능을 평가한 결과 NPK+

퇴비 처리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높은 생산성을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시비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토양의 화학성을 조사한 결과 퇴비를 함께 사용한 처리구에서 암모니아태 질소 및 양이온 치환용량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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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인 토양 화학성이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퇴비와 같은 유기비료와 무기질 비료의 혼용 처리는 

질소 손실을 줄이고, 생산성과 토양 질을 개선시키는 합리적인 시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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