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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than 5 million tons of food waste (FW) has been annually produced in Korea. Approximately 40% of 

FW is recycled through composting proces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of using 

food waste compost (FWC) as a nutrient source and a soil amendment for Chinese cabbage cultivation. This 

study was carried out 1) to test effect of FWC application rates (0, 20, 40, and 60 Mg ha
-1

) on crop yield and 

soil property for two years and 2) to present a regression equation for predicting the yield from soil EC value 

under FWC application condition. The result showed that 40 Mg ha
-1

 or more decreased yield; however, pH, 

EC, total nitrogen, organic matter, available P2O5 and exchangeable sodium percentage (ESP) were increased 

with application rates of FWC. As a result of confirming the correlation between soil characteristics and yield, 

EC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other factors. Therefore, the regression equation between yield and 

EC was determined as the equation (y = log (x) × 5.2 + 122.3), and the soil EC value could be used as an 

indicator to predict the yield of Chinese cabbage under FWC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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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 of Chinese cabbage according to application level of food waste compost during 2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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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haracteristics of food waste compost (FWC).

C N P2O5 K2O CaO MgO Na2O

-------------------------------------------- % --------------------------------------------

FWC 40.2 4.9 2.4 1.5 5.4 1.9 1.6

FWC: food waste compost.

Table 2.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il used.

pH EC OM Av.P2O5

Ex. Inor. N

K Ca Mg NO3-N NH4-N

1:5 H2O ds m
-1

g kg
-1

mg kg
-1

------ cmolc kg
-1

 ------ ------ mg kg
-1

 ------

5.9 0.1 7.0 95 0.1 2.9 0.5 12.0 18.9

Introduction

우리나라의 국가 소득이 증대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연간 발생량은 500만

톤 이상으로 알려져 있다 (Ministry of Environmental, 2017).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방법에는 매립, 소각, 해양 투기, 

자원화 등이 있으나 음식물쓰레기는 원료의 특성상 수분함량이 80%이상으로 높아 소각처리가 어려우며 매립은 부

지확보뿐만 아니라 토양 및 지하수 오염과 같은 2차오염문제를 야기한다 (Phae et al., 2002). 또한 해양투기는 2013년

부터 전면 금지되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자원

화 방법으로, 자원화 방법에는 호기성 퇴비화, 혐기성 퇴비화, 건식 사료화, 습식 사료화 등으로 구분되며, 그 중 음식

물쓰레기 처리에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은 호기성 퇴비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Kwon et al., 2009; 

Ayilara et al., 2020). 이러한 퇴비를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토양의 전용적밀도, 보수력 등과 같은 토양의 물리성이 개

선된다고 알려져 있다 (Lee et al., 2009).

퇴비화 과정을 통해 제조된 음식물쓰레기 퇴비는 N, P2O5 및 K2O의 평균 함량이 각각 4, 2 및 1%수준으로 양분의 

함량이 높아 작물 생육 및 생산량 증대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며 (Lee et al., 2016), 벼 및 고추 재배에 사용한 결

과 일반 퇴비를 사용한 처리구와 동일한 작물의 생산성을 보였으며 (Lee et al., 2019), 토양의 전용적밀도는 향상된다

고 보고하였다 (Kwon et al., 2009). 반면에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염분이고, 이러한 염분이 음식물

쓰레기의 퇴비화 과정에서 부숙을 지연시킴으로 퇴비의 미부숙을 유발하며 (Juteau, 2006), 사용했을 경우 토양의 EC

를 증가시켜 토양 염류집적의 원인이 된다는 선행연구도 있다 (Lee et al., 2019). 또한 염분으로 인해 토양의 삼투 포

텐셜을 높여 작물의 수분흡수를 저해하며 작물의 생산성을 감소시키며, 토양입단을 교란하여 근권 생육 저해, 배수불

량 및 환원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Hayward and Wadleigh, 1949; Shannon, 1997). 선행연구의 

결과가 다양한 이유는 다양한 조건에서 단기간 수행한 실험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 판단되며 음식물쓰레기 퇴비를 

사용하여 동일 작물을 연용하여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작물 및 토양에 대한 평가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음식물쓰레기 퇴비를 연용하여 배추를 재배하였을 때 배추의 생육 및 토양 특성변화를 조사하고 이

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퇴비 사용이 작물과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포장시험 본 시험에 사용된 퇴비는 업체에서 생산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퇴비 (Table 1)을 사용하였으며, 포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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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Yield of Chinese cabbage according to application level of food waste compost during 2 years.

험은 국립농업과학원 원내포장에서 실시하였으며 공시토양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본 시험의 처리구는 퇴비 사용 수준별로 0, 10, 20, 40 및 60 Mg ha
-1
로 총 5수준으로 구성하였다. 퇴비는 배추 정식 

4주전에 사용하였으며, 무기질 비료는 N-P2O5-K2O = 320-78-198 kg ha
-1
을 요소, 용성인비, 염화가리을 사용하여 기

비로 110-78-110 kg ha
-1

, 추비로 210-0-88 kg ha
-1
를 2회 분시하였다. 처리구의 배치법은 완전임의배치법으로 3반복

하여 진행하였으며, 동일한 처리방법으로 2년간 연용시험을 수행하였다.

생육특성조사 및 시료 분석 배추는 70일간 재배 후 수확하였으며, 생육특성 조사를 위해 엽폭 및 엽장, 생체중

을 조사하였다. 토양 시료는 풍건 조건에서 건조하고 2 mm체에 걸러 시료를 조제하였다. 토양 분석은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2000)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토양 pH 및 EC는 풍건 조건에서 건조한 시료와 증류수를 1:5 (w/v)

비율로 30분 교반하여 pH meter (Orion star A121) 및 EC meter (Orion star A121)로 각각 측정하였다. 토양의 전탄

소 (TC) 및 전질소 (TN) 분석은 전처리한 시료 10g을 원소분석기 (Vario Max, Elementar)를 통해 정량하였다. 

NH4-N 및 NO3-N 함량은 2M KCl을 이용해 전처리한 시료를 질소자동분석기 (Bran-Luebbe, AutoAnalyzer)로 정량

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데이터는 SPSS statistics 26을 활용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였고, 각 처리간에 평균비교는 유

의수준 5%로 Duncan 분석하였다. 또한 음식물쓰레기 퇴비 사용에 따른 작물수량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유의수준 

5%로 회귀분석을 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배추의 생육특성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사용수준에 따른 배추의 생산량 및 생육특성은 Fig. 1 및 Table 3과 같다. 

재배 첫 해에는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량도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2차년에는 40 Mg 

ha
-1
이상부터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퇴비를 과량 사용할 경우 퇴비에 포함된 질산태 질

소와 같은 염류가 토양에 집적되고 이를 통해 작물의 뿌리 생육 장해 (Hwang et al., 2002; Kim et al., 2020), 토양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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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rowth characteristics of Chinese cabbage according to application level of food waste compost during 2 

years.

Treatment
Fresh weight Width Height SPAD

kg plant
-1

------------- cm -------------

1st year

0 2.1bc 18.4b 32.0a 42.1a

10 2.8b 19.7a 34.8a 43.5a

20 2.4b 19.1ab 34.7a 41.5a

40 2.7b 19.8a 35.4a 42.1a

60 4.1a 21.1a 34.2a 41.7a

2nd year

0 2.5ab 16.6ab 31.7a 43.5a

10 3.1a 18.2a 33.1a 45.0a

20 2.7ab 18.2a 30.2a 40.9a

40 3.1a 18.4a 31.2a 40.1a

60 2.9a 18.1a 31.2a 41.7a

Probability (p-value)

Year (A) 0.273 <0.001 <0.001 0.967

Treatment (B) <0.001 <0.001 0.003 0.002

A × B <0.001 0.004 0.005 0.147

NPK: Inorganic fertilizer, FWC: food waste compost.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tukey’s test with p < 0.05 within the same year.

교란, 배수불량 및 환원장애 (Hayward and Wadleigh, 1949; Shannon, 1997)를 초래하여 작물의 생육을 저해시킨다

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재배 첫 해에는 시험포장의 비옥도가 낮았으며 이로 인해 양분의 유효도가 낮아 사용량이 증

가할수록 생산량 또한 증가하였다고 판단된다. 

수확 후 배추의 생육특성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차년에는 생체중이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며, 60 

Mg ha
-1
처리구에서 4.1 kg plant

-1
로 가장 높았다. 반면 2차년에는 40 Mg ha

-1
처리구 (3.1 kg plant

-1
) 이후 60 Mg ha

-1

처리구에서 생체중이 2.9 kg plant
-1
로 줄어드는 경향이었다. 엽장과 엽폭에서도 유사한 경향이었으며, SPAD는 처리

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Park et al. (2001)의 선행연구에서 보인 결과와 같이 토양에 퇴비를 과다하게 사용하

였을 경우 염류나 양분이 과다하게 공급 및 축적이 되어 작물의 생장 초기에 생육 상황에 영향을 주지만 생육 후반기

에 갈수록 그 차이가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최종 생육에는 그 차이가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Park et al., 

2001; Kim et al., 2018), Lee et al. (2016)에 따르면 토양의 ESP가 1.9%일 때 벼와 고추의 최종 수확기 생산량이 줄어

들었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 또한 2차년도에 ESP 수치가 1.9%이상인 40 Mg ha
-1

 처리구부터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이로써 퇴비를 과다사용으로 인해 토양의 염분함량이 높아지게 되면 작물 생육이 초기뿐만 아니라 수확기에

도 작물의 생육 저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음식물쓰레기 퇴비 사용 후 토양 특성 변화 음식물쓰레기 퇴비를 2년간 연용 후 토양의 특성 변화는 Table 4

와 같다. 음식물쓰레기 퇴비 사용 연도에 따른 토양특성변화는 없었으나,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사용량 증가에 따라서 

토양의 pH, EC, TN, 유효인산, OM 및 ESP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Yu et al. (2001)에 따르면 음식

물쓰레기 퇴비의 pH가 타 퇴비에 비해 높고, 토양에 유기물이 공급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퇴비를 토양에 사용시 pH



100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Vol. 54, No. 1, 2021

Table 4. Variation of soil chemical properties during 2 years on different application level of food waste compost after 

harvesting.

Treatment
pH EC TN Av.P2O5 OM ESP

1:5 dS m
-1

% mg kg
-1

g kg
-1

%

1st year

0 6.68 1.4 0.09 232 15.7 0.5

10 6.61 1.6 0.09 219 16.6 0.6

20 6.70 2.7 0.08 217 16.2 0.8

40 6.76 2.8 0.13 260 23.4 1.3

60 6.77 3.9 0.13 263 22.0 1.4

2nd year

0 5.89 2.2 0.14 240 16.5 0.6

10 5.62 2.3 0.14 338 18.0 1.3

20 6.17 3.4 0.12 338 20.4 1.6

40 6.17 4.6 0.13 386 23.7 2.2

60 6.13 5.4 0.19 410 25.2 3.0

Probability (p-value)

Year (A) 0.002 0.002 0.006 0.002 0.277 0.003

Treatment (B) <0.001 <0.001 <0.001 <0.001 <0.001 <0.001

A × B 0.029 0.001 0.017 <0.001 0.045 <0.001

NPK: Inorganic fertilizer, FWC: food waste compost. EC: electronic conductivity, OM: organic matter, ESP: exchangeable 

sodium percentage, TN: total nitrogen,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tukey’s test with p < 0.05 within the same year.

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EC는 퇴비의 염류 함량으로 인해 토양 EC가 증가하며 (Yoo et al., 2018; Kim et al., 

2019; Lee et al., 2019)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Hwang et al., 2002). 토양의 유기물

함량은 무기질비료에 비해 퇴비사용이 유기물 공급효과가 뚜렷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퇴비 또한 마찬가

지로 공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Kwon et al., 2009). 본 시험에서 유효인산 함량 증가는 연용에 의한 축적으

로 판단되며, 장기간 퇴비를 과다하게 사용할 경우 인의 축적으로 인한 작물 생육저하 및 환경오염에 대한 유발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Yoo et al., 2018). 또한 Yoo et al. (2018)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사용이 토양의 

K, Mg, Na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본 시험의 ESP수치의 증가 또한 음식물쓰레기퇴비에 포함되어있는 Na로 인

해 토양의 Na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물쓰레기 퇴비와 배추 생산량과 토양 특성과의 상관관계 음식물쓰레기퇴비 사용시 배추의 생산량과 

토양특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확인하였다 (Table 5). pH 및 OM을 제외한 토양 특성 (pH, EC, TN, P2O5, ESP)은 생

산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EC가 다른 항목과의 정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퇴비 

사용 후 토양 EC의 결과값을 통해 배추의 생산량을 예측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토양 EC와 생산량 사

이의 회귀식을 산정하였다 (Fig. 2). 아래 보는 바와 같이 y = log (x) × 5.2 + 122.3이라는 회귀식이 도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음식물쓰레기 퇴비 사용 후 토양의 EC값으로 배추의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는 2

년간의 실험으로 도출한 결과로 추후 장기간 및 다양한 조건에 따른 실험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정확한 회귀식 산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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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yield and Soil property, significant at 0.05 significance level.

Yield pH EC TN P2O5
OM ESP

Yield 1

pH -0.567 1

EC 0.749
***

-0.128 1

TN 0.648
***

-0.527 0.690
***

1

P2O5 0.820
***

-0.482 0.809
***

0.711
***

1

OM 0.549 0.016 0.837
***

0.668
***

0.662
*** 1

ESP 0.756
***

-0.224 0.923
***

0.692
***

0.934
*** 0.770

***
1

EC: electronic conductivity, OM: organic matter, ESP: exchangeable sodium percentage, TN: total nitrogen, 
***

: correlation 

is significant at the level 0.001.

Fig. 2. Regression equation of yield and EC in Chinese cabbage cultivation by using FWC.

Conclusion

본 실험은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연용 사용에 따른 배추의 생육 및 토양 특성의 변화를 확인하고 음식물쓰레기 퇴비

의 안전사용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음식물쓰레기 사용 1차년에는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배추의 생산량 또한 증가

하였으나 연용시 40Mg ha
-1 

처리구에서 부터 생산량이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토양특성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퇴비의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pH, EC, TN, OM, 유효인산, ESP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특히 토양 EC의 경우 

배추의 생산량과 상관관계가 가장 높았다. 이를 통해 배추의 생산량과 토양 EC간의 y = log (x) × 5.2 + 122.3이라는 

회귀식이 도출되었으며, 본 식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 퇴비 사용 후 토양의 EC로 작물의 생산량 예측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되나 향후 장기간 연용시험을 통해 많은 데이터를 축적하여 회귀식의 정확도를 높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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