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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mportance of soil quality has been emphasized to improve crop productivity and quality. Many factors 

not only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but also managements affect soil quality. The use of a 

cropping system could influence soil and crop qualities. In this study, two cropping systems-continuous and 

rotation with napa cabbage (Brassica campestris var. Pekinensis) and soybean (Glycine max L.) were 

compared on soil characteristics and potato (Solanum tuberosum L.) productivities. Chemical, physical, and 

biological properties were analyzed considering soil characteristics while potato yield and tuber nutrition 

were investigated to evaluate potato productivity and quality. Total yield was higher in the rotation despite 

lower input. There was no significance with soil chemical properties and porosity. Soil hardness data were 

higher value in rotation to the 25 cm depth but the tendency was reversed to the 45 cm depth. Soil 

microorganism activities showed a higher value on rotation during potato cultivation. Phosphate was higher in 

rotation while magnesium and potassium were higher in continuous inside potato tu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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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 of cropping systems on potato nutrient contents (T-test, ns: no significance, * p-value < 

0.05, ** p-value < 0.01, *** p-value < 0.001, average ±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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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ropping systems of potato cultivation.

Year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Continuous Potato Potato Potato Potato Potato Potato 

Rotation Cabbage Potato Soybean Cabbage Soybean Potato 

Introduction

농업에서 토양 질 (soil quality) 평가는 생산성과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농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토양관리의 필요성을 인지하면서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토양 질은 여러 측면에서 고려해야 

하며 한가지 요인만으로 평가할 수 없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개념이 정립되어 왔다 (Ok et al., 2005). 토양의 질 지표

는 물리∙화학∙생물학적 지표로 분류되어 토양의 건전성은 토양이 가진 여러 특성에 의해 결정된다. 토양의 질은 단순히 

작물의 생산량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작물의 품질에도 영향을 미친다 (Hornick, 1992). 특히 여러 작물의 조합을 활

용한 작부체계를 잘 이용하면 토양 질을 증가시켜 작물 생산성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서 유기농업뿐만 아니라 

관행농업에서도 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그 중에서도 콩과 작물은 공기 중 질소고정능력과 뿌리가 깊게 뻗어 

토양 물리성 개선에 효과가 있어 작부체계에 추천되는 작물이다. 옥수수, 참깨, 토마토 등 여러 작물에서 이어짓기 (연

작)가 장기적으로 토양 질과 관련된 물리, 화학, 생물학적 지표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콩과 작물을 이용한 

돌려짓기 (윤작) 작부체계는 토양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

다 (Karlen et al., 2006; Kim et al., 1998; Kim et al., 2012a; Jung et al., 2015). 감자 또한 토양 관리나 투입하는 유기물, 

작부체계 등에 따라 감자의 수량 뿐 아니라 괴경 내 무기이온함량 등 괴경의 품질이 영향을 받는다 (Porter et al., 1999; 

Tein et al., 2014). 감자재배에서 돌려짓기는 감자의 품질과 토양 질에 영향을 주고 (Keller, 1989), 감자의 생산성과 상

품성을 악화시키는 Streptomyces spp.와 Rhizoctonia spp.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병들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Peters et 

al., 2003; Kim et al., 2012b). 또한 감자를 콩과 작물과 돌려짓기 했을 때 수량이 증수하였다는 보고도 있었다 (Kim et 

al., 2012a). 그러나 감자를 주작물로 하여 작부체계가 토양환경 및 감자 괴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

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자를 이어짓기 했을 때와 콩, 배추와 돌려짓기 했을 때의 토양 물리, 화학, 생

물학적 지표들과 감자의 생산성과 무기성분함량을 비교함으로써 감자 재배에 있어 작부체계가 토양과 감자의 질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시험 포장 및 재배 처리 본 연구의 시험포장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6년간 동일 시험포

장에서 수행되었다. 시험포장의 토양은 사양토이고 대관령에서 작물의 재배는 5월 - 10월 사이에만 이루어지기 때문

에 1년에 한번씩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이어짓기 포장의 경우 6년 동안 감자만 재배하였고, 돌려짓기 포장의 경우 콩, 

감자, 배추를 돌려지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Table 1에 표시하였다. 시험구는 6 × 4 m
2
크기로 배치는 3반복으로 랜덤으

로 배치하였다. 감자는 수미품종을 재배하였으며 흑색비닐로 멀칭을 하였고 재식간격은 75 × 25 cm로 시험기간 내내 

퇴비는 투입하지 않고 비료는 봄철 포장 조성 전에 수행한 토양분석자료를 토대로 흙토람 사이트 (soil.rda.go.kr)에서 

검정시비량을 산출하여 투입하였다. 본 시험을 수행할 때의 감자 주요생육시기 및 각 시험을 위한 샘플 채취와 분석시

기에 대한 자료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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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ampling time and major developmental period of potato on 2020.

Developmental time Before seeding Seeding Flowering Harvest After Harvest

Date 20.04.21. 20.05.08. 20.07.09. 20.08.20. 20.09.20.

Chemical properties √

Physical properties √

Microorganism activity √ √ √ √ √

Yield √

Plant mineral contents √

토양 화학성 분석 시험포장의 토양 화학성은 매년 4월 땅이 녹은 후 포스트 홀 핸드 오거 (auger)를 사용하여 

0 - 15 cm 깊이의 표토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토양시료의 채취는 동일 시험구에서 5지점의 토양을 시료봉투에 넣

어 고르게 섞은 후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않는 장소에서 48시간 이상 건조시킨 후 2 mm 체로 쳐서 분석시료로 사용하

였다. 토양화학성 분석 항목은 pH, 유기물, 유효인산 (P2O5), 치환성 양이온 (K
+
, Ca

2+
, Mg

2+
), 전기전도도 (EC, 

Electric Conductivity) 였으며, 분석 방법은 농업과학기술원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2002)에 준하여 다음의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pH와 전기전도도는 초자전극법, 유기물함량은 Vario Max (Hanau, Germany) 원소분석기로 

탄소함량을 측정한 후 환산하였고, 유효인산함량은 Lancaster 방법에 따라 UV 720 nm (UV/VIS Spectrometer, 

Lamda 25, Perkinelmer Co., Norwalk, CT, USA)에서 측정하였으며, 치환성 양이온함량은 토양샘플을 1 M의 

NH4OAc 추출액으로 침출하여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광도계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Optima 

2100DV, PerkinElmer Co.)로 분석하였다.

토양 물리성 분석 토양 물리성은 토양 공극률과 경도를 조사하였는데, 공극률은 작물 수확 후 한달 정도 지난 

뒤 100 cm
3
 코어 (core)를 이용하여 시험 토양의 표토 (5 - 10 cm)와 심토 (20 - 25 cm)의 토양을 시험구 별로 채취하여 

105°C에서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구하였으며, 이 때 입자밀도는 경작지 표토의 평균인 2.65 Mg/m
3
를 적

용하였다. 토양 경도는 관입식 경도계인 Penetrologger (Eijkelkamp Agrisearch Equipment, Giesbeek, Netherlands)

를 이용하여 원추부를 토양 중에 관입하여 깊이에 대한 관입저항을 측정하는 Penetropgraph 법을 사용하여 깊이에 따

른 토양경도를 구하였다.

토양 미생물활성 분석 시험 토양의 미생물활성은 Triphenyltetrazolium Chloride를 기질로 사용하는 탈수소효

소활성법 (DHA, Dehydrogenase Activity Analysi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작부체계의 시험토양은 겨울이 지나

고 감자 파종 전부터 파종 후 재배시기, 그리고 수확 후 토양을 채취하여 분석하였고, 처리 간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채

취한 토양시료는 만 24시간 동안 그늘에서 말린 후 2 mm 체로 쳐서 준비하였다. 시험관에 토양시료 6 g과 CaCO3 

0.06 g을 혼합한 후 1 ml의 3% TTC (2,3,5-Triphenyltetrazolium)용액과 2.5 ml의 증류수를 가한 후 시료와 용액을 

Vortex를 이용하여 잘 섞어준 후 37°C에서 24시간 배양을 통해 반응을 시켰다. 배양이 완료된 시료는 메탄올로 추출

하여 Watman No.2 여과지에 여과시켜 100 ml까지 채운 후 485 nm (UV/VIS Spectrometer, Lambda 25, Perkinelmer 

Co., Norwalk, CT, USA)에서 측정하여 24시간 동안 토양 내 미생물의 탈수소효소에 의해 환원된 TPF (1,3,5-trip-

henylformazan)의 값으로 환산하여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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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PK fertilizers depending on soil testing of two potato cropping systems for 5-years.

작물생산성 및 괴경 무기성분 분석 감자의 수량조사는 농촌진흥청 농사시험연구조사기준에 준하여 실시하

였다. 수확시기에 각 시험구에서 10개체씩 수량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조사데이터를 바탕으로 총수량은 10 a 기준으로 

산출하였다. 조사가 끝난 괴경은 물로 씻어 흙을 제거하고 물기를 충분히 건조시킨 후 각 처리의 식물체 10개체에 달

린 각각의 모든 괴경들을 약 1 cm 두께로 자른 후 70°C의 열풍 건조기에서 충분히 말린 후 분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

다. 식물체 무기성분은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2012)의 농업연구조사분석기준에 준하여 

total nitrogen, total carbon, 인산 (P2O5), 칼륨 (K
+
), 칼슘 (Ca

2+
), 마그네슘 (Mg

2+
)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분쇄한 시료 

1 g에 35% HNO3 10 ml를 첨가한 후 고주파분해기기 (AMDS Ethos 1, Milestonesrl Co., Italy)로 200°C 에서 120분

간 산분해하였다. 분해액은 여과지 (No. 6, Whatman, UK)로 여과한 후 각 성분 별 분석에 사용하였다. Total 

Nitrogen과 Carbon은 Vario Max (Hanau, Germany) 원소분석기로 측정하였고, 다른 무기이온성분들은 유도결합 플

라즈마 분광광도계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Optima 2100DV, PerkinElmer Co.)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본 시험에서 토양화학성과 공극률, 미생물활성은 각 처리 별 3반복, 토양 경도는 9반복, 괴경 무기성분

은 8반복, 총 수량은 10개체에서 조사한 데이터를 토대로 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통계분석은 Excel에서 제공하는 분

석도구 중 t-test를 이용하여 두 처리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감자 작부체계에 따른 토양 화학적 특징 및 화학비료 투입량 6년의 작부처리 이후 시험 포장의 토양 화학

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시험기간 내내 시비는 검정시비를 하여 두 시험구의 화학비료 투입량이 다르며, 돌려짓

기 시험구에 비해 이어짓기 시험구에서 더 많은 양의 비료가 투입되었다 (Fig 1). 시험 후 토양화학성 결과는 두 시험

구 모두 pH,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이 감소하였다. 토양 내 유기물과 유효인산함량은 두 시험구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작물재배 시 퇴비를 투입하여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을 증진시키는데 (Park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시험 기간 내내 퇴비를 투입하지 않아서 두 시험구에서 유효인산, 유기물, 치환성 양이온, EC의 

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두 처리 모두에서 칼슘의 감소폭이 컸는데, 밭 토양에서 치환성 칼슘의 적정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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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oil porosity based on two cropping systems for potato cultivation (T-test, NS: no significance, average ± 

standard deviation).

Table 3. Soil chemical properties of two cropping systems on potato cultivation.

Treatment Year
pH O.M. P2O5 K+ Ca2+ Mg2+ EC

(1:5) (g/kg) (mg/kg) cmol/kg (dS/m)

Continuous
2015 6.5 ± 0.12 25.8 ± 3.07 272.5 ± 32.92 0.3 ± 0.01 8.4 ± 0.33 1.2 ± 0.07 0.6 ± 0.29

2020 6.3 ± 0.01 19.1 ± 1.54 230.2 ± 53.72 0.2 ±0.02 7.3 ± 0.10 1.2 ± 0.03 0.1 ± 0.01

Rotation
2015 6.5 ± 0.15 27.3 ± 1.65 327.8 ± 33.56 0.3 ± 0.03 8.1 ± 0.55 1.1 ± 0.09 0.2 ± 0.02

2020 6.0 ± 0.08 19.9 ± 5.14 279.4 ± 33.31 0.1 ± 0.02 6.9 ± 1.01 1.0 ± 0.06 0.1 ± 0.02

5.0 - 6.0로 (Kim et al., 2019) 본 연구의 치환성 칼슘함량은 이후 작물생육에 지장이 없는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퇴비

와 석회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의 변화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감자 작부체계에 따른 토양 물리성 특징 농업에서 토양의 물리성은 작물생육에 필요한 성분은 아니지만 작

물생육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토양 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10). 토양 공극

률과 경도는 토양의 다짐 정도를 나타내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공극률이 높고 경도가 낮을수록 토양 구조가 단단하지 

않아 작물의 뿌리생육과 미생물의 활동이 원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im et al., 2010). 작부체계에 따른 토양 

공극률은 표토가 약 47% 수준으로 약 38%의 심토보다 높았으며, 처리 간에는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으나 돌려짓

기 시험구가 이어짓기 시험구보다 표토와 심토 모두 공극률이 조금 높은 경향을 보였다 (Fig 2).

두 작부체계에서 토양 깊이에 따른 토양 경도는 깊이에 따라 감자의 괴경이 비대되는 약 25 cm 깊이까지는 감자를 

이어짓기 한 시험구의 토양경도가 더 낮았으나 그보다 더 깊은 깊이에서는 돌려짓기 한 시험구의 토양경도가 약 45 

cm 깊이까지 더 낮은 경향을 보였다 (Fig 3). 콩의 최대 신장 깊이는 60 cm로 감자보다 깊은 깊이까지 뿌리가 뻗으며 

(Zhang et al., 2017) 약 25 - 45 cm 깊이에서 돌려짓기 시험구의 경도가 낮은 것은 이러한 콩의 효과로 생각된다. 45 

cm 깊이 이후의 경도는 측정이 불균일하여 데이터로 제시하는 것이 어려워 토양 깊이에 따른 두 처리의 비교가 어려

웠으며 45 cm 깊이 이후의 두 작부에 따른 토양 물리성의 비교는 이후 다른 시험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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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icroorganism activities compared between two potato cropping systems on 2020 (T-test, NS: no significance, 

* p-value < 0.05, average ± standard deviation).

Fig. 3. Soil hardness of two potato cropping systems with soil depth (T-test, NS: no significance, average ± standard error).

감자 작부체계에 따른 감자 재배 토양 미생물활성 두 작부체계에 따른 감자 생육에 따른 미생물활성은 전

반적으로 돌려짓기 시험구가 이어짓기 시험구보다 높은 미생물활성을 보였다 (Fig 4). Bak et al. (2019)의 연구에서 

마사토에서 콩을 재배했을 때 감자를 재배했을 때보다 유의하게 높은 미생물활성 값을 나타낸다는 연구결과로 돌려

짓기 시험구의 높은 미생물활성은 전 작물인 콩의 영향으로 추측된다. 또한 Mariangela et al. (2009)등의 연구에서도 

콩을 돌려짓기 할 경우 미생물 대사 활성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와 비슷하게 콩과 유채를 재배 후 감자를 

재배 후 미생물활성을 측정한 연구에서도 감자를 이어짓기 했을 때 보다 높은 미생물활성과 다양성을 나타냈다 

(Larkin and Honeycutt, 2006). 그러나 전 작물인 콩이 토양 미생물활성을 높인 효과는 감자를 재배하면서 수확 후에

는 돌려짓기 시험구와 이어짓기 시험구의 토양미생물 활성값이 비슷해져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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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otato total yield based on two cropping systems (T-test, *** p-value < 0.001, average ± standard deviation).

Fig. 6. Influence of cropping systems on potato nutrient contents (T-test, ns: no significance, * p-value < 0.05, ** 

p-value < 0.01, *** p-value < 0.001, average ± standard deviation).

감자 작부체계에 따른 감자 생산성 및 괴경 무기성분 비교 작부체계에 따른 감자 생산성을 조사한 결과 돌

려짓기 시험구에서 이어짓기 시험구보다 약 1.4배 증수된 수량을 나타내었다 (Fig 5). 검정시비를 하였기 때문에 돌려

짓기 시험구는 이어짓기 시험구보다 오히려 적은 양의 화학비료가 투입되었다 (Fig 1). 토양 내 질소 및 퇴비 투입량 

등은 감자 수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어느정도 수준까지는 질소질 비료와 유기물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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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in et al., 2014; Ayyub et al., 2019) 그리고 콩과작물과의 돌려짓기 체제에서 감자수량이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12a). 본 연구에서는 토양검정을 통해 질소질비료의 투입량을 결정하여 이어짓기 처리구에서 돌려짓

기 처리구의 1.6배 수준의 질소가 투입되었으나 검정시비 수준으로 질소비료투입 수준에 따른 증수가 도드라지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된다. 돌려짓기와 이어짓기 처리구의 감자 수량을 6년간 비교한 문헌에서도 돌려짓기로 인한 증수효

과가 3가지 작물을 조합하여 재배했을 때 4년차 이후부터 나타났으며 유의차가 크지 않아 (Carter and Sanderson, 

2001) 작부체계에 의한 감자의 증수효과에 대한 해석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감자 돌려짓기 처리구에서의 증수

는 그 요인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는 없으나 돌려짓기로 인한 토양 질의 향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두 처리에서 수확한 감자의 식물체분석을 수행한 결과 이어짓기 시험구는 돌려짓기 시험구보다 총 질소, 칼륨, 마

그네슘의 함량이 높았다 (Fig 6A, 6D, 6E). 본 연구에서 질소와 칼륨이 이어짓기 시헙구에서 더 높은 것은 검정시비를 

하여 질소와 칼륨비료의 시비량이 이어짓기 시험구에서 더 높았던 것이 영향을 주었으리라고 생각된다. 감자 재배 시 

퇴비를 투입하지 않고 화학비료 투입량을 달리 한 Tein et al. (2014)등의 연구에서도 괴경 내 질소 함량은 투입 질소시

비량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선행연구 (Kim et al., 2012a)와는 다르게 이어짓기 시험구에서 괴경 내 마그네슘의 

함량이 돌려짓기 시험구보다 높게 나왔다. 감자 괴경 내 마그네슘의 함량에 대한 연구는 국내 20개 품종의 마그네슘 

함량이 1,020 - 1,770 ppm의 범위이며 (Lee et al., 2012a), 질소질비료의 투입량과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Cieslik 

and Sikora, 1998) 돌려짓기 처리구에서 이어짓기 처리구보다 높은 마그네슘 함량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관찰하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돌려짓기 시험구에서는 이어짓기 시험구보다 총 탄소와 인산함량이 높았는데 (Fig 

6B, 6C), 특히 인산함량은 두 시험구에서 비슷한 양의 인산질 비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돌려짓기 시험구에서 유의하

게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식물체 내 인은 전적으로 토양으로부터 공급받기 때문에 돌려짓기 시험구에서의 높은 인산함

량은 토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그 요인으로는 먼저 돌려짓기 시험구에서 더 높은 토양 내 인산함량이다 

(Table 3). 또 다른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콩을 도입한 돌려짓기가 괴경 내 인산함량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

이다. 식물체의 인산 흡수는 인산가용화 미생물이 많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Lee et al., 2012b), Lee et al. 

(2020a, 2020b)등의 연구에서 콩과 작물인 헤어리베치를 인산이 축적된 유기농경지에 재배한 결과 토양 내 수용성인

산의 함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었다.

Conclusion

콩, 배추와 돌려짓기를 한 것과 감자를 이어짓기 했을 때를 비교하여 작부체계에 따른 토양 특성 및 감자의 생산성

에 대해 분석한 결과 검정시비로 화학비료 투입량은 돌려짓기 시험구에서 더 적었지만 토양 내 양분상태는 돌려짓기 

시험구와 이어짓기 시험구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토양 물리성은 공극률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경도의 경우 감

자의 괴경이 성장한다고 생각되는 약 25 cm 깊이까지는 이어짓기 시험구가 더 낮았으나 그보다 깊은 깊이부터 약 45 

cm 깊이까지는 돌려짓기 시험구가 더 낮았다. 토양미생물 활성은 감자 생육기 중에는 돌려짓기 시험구가 더 높은 활

성을 보였으나 수확 후에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작부체계에 따른 감자 생산성은 돌려짓기 시험구에서 유의하게 높

은 수량을 보였으며, 돌려짓기 시험구에서는 인산이, 이어짓기 시험구에서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괴경 내에서 유의하

게 높은 함량을 보였다. 그러므로 감자 재배 시 작부체계는 농경지의 이화학성 및 괴경의 무기성분에 영향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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