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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aluating soil erosion becomes critical because of climate changes, sporadic and localized raining events over 

years in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mount of soil erosion and to calculate C factor 

under different crop management system. Six lysimeters were installed with 13% slope at Muan, Jeon-Nam, 

Korea. Four crops, onion, sesame, garlic, and sweet potatoes were grown consecutively. Treatments were with 

and without mulching for onion, and with and without mulching and control (no crop) for the others. All crops 

grew better under mulching than non-mulching treatments. The amount of eroded soil under mulching treat-

ment reduced 2,280, 8,076, 2,337, 2,262.9 kg ha-1 for onion, sesame, garlic, and sweet potatoes, respectively 

compared to under non-mulching treatment. Losses in soil and nutrient are the main reasons of economic 

disadvantage. Economic loss due to soil loss was 45,610 won ha-1 for onion, 161,520 won ha-1 for sesame, and 

46,740 won ha-1 for garlic if estimated soil value was 20,000 won ton-1. Nitrogen (N), phosphorus (P), and 

potassium (K) from runoff water was less observed under mulching treatments compared to non-mulching 

treatments. Overall, the contribution of economic loss for onion without mulching was 30% from soil loss 

and 70% from nutrient, while its loss with mulching was 42% from soil loss and 58% from nutrient. The 

contribution of economic loss for sesame without mulching was 90% from soil loss and 10% from nutrient, 

while its loss with mulching was 94% from soil loss and 6% from nutrient. For sesame current C factor 

without mulching was 0.34, while calculated C factor for sesame under mulching was 0.25.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amount of soil erosion and nutrient loss can be decreased under different crop management 

system. Especially, covering crops, such as mulching is important to reduce the amount of soil erosion if more 

frequent unexpected climate change events hap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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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of economical loss due to soil loss and nutrient loss under mulching and non-mulching

treatment during onion, sesame, and garlic cultivation.

Crop

Total economical loss (Won) Contribution of economical loss (%)

Mulching
Mulching

No Yes

No Yes Soil loss Nutrient loss Soil loss Nutrient loss

Onion 256,360 78,810 30 70 42 58

Sesame 281,300 98,710 90 10 94   6

Garlic 232,240 61,160 27 74 25 75

Ⓒ  The Korean Society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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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토양침식은 토양의 이동 (Lupia-Palmieri, 2004)에 따른 유효토심 감소, 양분유출, 작물생산량 감소 등 다양한 요인

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환경오염과 식량안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Stocking, 2003).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다양한 농업환경 변화 (OECD, 2001)가 토양침식과 더불어 발생하고 있다. 토양침식량은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USLE) 모델,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 Soil & Water Assessment Tool (SWAT) 모델, GIS- 

USLE 모델 등 다양한 모델식에 의해 추정되고 있고 또한 실험을 통한 실제 측정량으로 토양유실량을 산정하고 있다. 

FAO & ITPS 보고 (FAO & ITPS, 2015)에 의하면 모델식에 의한 토양침식량의 범위는 2 ton ha-1 yr-1부터 4 ton ha-1 

yr-1이고 실측에 의한 토양침식량의 범위는 8 ton ha-1 yr-1부터 50 ton ha-1 yr-1으로 토양침식측정량은 모델식에 의한 

추정보다 훨씬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베트남 중부지역의 보강 상류쪽의 GIS SWAT 모델을 활용한 연평균 토양침식

예측량은 2007년 92.33 ton ha-1, 2010년 85.41 ton ha-1, 2005년 76.79 ton ha-1였고 10년 평균 (2000년부터 2010년) 

토양 침식량은 62.50 ton ha-1였고 25% 이상의 경사도인 경우 토양침식량은 2007년 153.48 ton ha-1로 예측되었다 

(Phuong et al., 2017). 토양침식에 의한 전 세계 작물생산량 감소량은 0.4%에 이른다고 추정하였고 이로 인한 양분유

실까지 고려하면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따라 모델식에서 예측한 토양유실량과 작물재배지에서 실측

한 토양침식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검증작업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토양침식에 관한 우려와 관심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국토의 약 65%가 산악지형

으로 구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사도 2% 이상의 경사지가 75%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의 토양 유실량은 

연간 50백만톤 정도이며, 이중 농경지 토양 유실은 56%를 차지한다. 단위 면적 당 연간 토양 유실량은 밭에서 41.0 

MT ha-1, 과수원 11.1 MT ha-1, 임야 3.5 MT ha-1로 밭의 토양침식 위험성이 가장 높다 (Jung et al., 2004). Heo et al. 

(2008)은 GIS-USLE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전라남도 지역의 고당지역에서 2년간 (1999년과 2000년) 1,285개의 

개별포장에서 평가를 하였고 평균경사도는 14%였다. 이 연구기간동안 24시간동안 내린 최대 강우량은 154.6 mm였

고 평균 토양침식량은 5 ton ha-1였고 경사도가 토양침식에 가장 크게 관여하는 인자라 하였다.

최근 들어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의 지역별 편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가뭄,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토

양침식, 양분용탈, 비점오염 증가, 농작물 생산량 감소 등 사회 ‧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다. 토양은 금전적으로 환

산이 불가능한 유한의 자원이므로 토양침식 저감을 통한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유지에 대한 관심이 점 점 

더 커지고 있다 (Chang and Yun, 1994).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변화와 연계하여 생기는 계절별, 연도별, 지역별 강수

량의 편차가 약 19%에 달하는 등 농경지 토양침식의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심지역에 대한 영농 및 정책적 실

행이 필요하다. 현재 토양 침식량 예측은 미국농무성 (USDA)에서 1930년부터 축적된 농업환경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발한 범용토양침식공식 (USLE)을 널리 사용하고 있지만 (Wischmeier, 1960; Wischmeier and Smith, 1978), 우리

나라의 경우 강우와 토양특성, 토지이용, 지형특성 등 상이한 지역특이성을 가지고 있어 적용 시 큰 오차가 발생된다. 

더욱이 최근 들어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그 오차 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반도 강우변동과 토지이

용에 따른 식생피복 인자를 고려한 중 ‧ 장기적 토양침식 위험성과 환경영향 평가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양침식은 수자원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하

천수, 댐용수, 지하수 등 농업용수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 이를 정화하기 위한 비용발생, 레저산업 활동 제한, 

생태계 교란 등 막대한 경제적 비용 지출로 이어져 이를 저감하기 위한 기술적 접근과 관리방안, 정책제안 등을 필요

로 한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토양 침식 저감을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일정한 면적과 경사도를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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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시미터를 활용하여 양분 및 토사유출량 등을 조사하였다 (Lee et al., 2006; Cho et al., 2010). 우리나라의 토양침

식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강우침식인자 및 토양침식인자 등의 지표 데이터는 매우 제한적 (Kim et al., 2012)이거나 

기후변화 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Park et al. (2011)은 기상청 산하 전국 60개 지점의 30년 자

료 (1981 - 2010년) 중 60분 단위 강우량 자료를 활용하여 강우침식인자를 전국단위로 산정하여 토양침식현황 보고

하였다. 하지만 범용토양유실공식에서 요구하는 강우자료인 경우 최근 기후변화 등을 고려할 경우 지역별 강우강도 

및 패턴이 다양해지고 있어, 이 때문에 발생하는 USLE 산정치의 불완전성으로 인해 각 나라별로 미국 Modified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MUSLE)과 웹기반 Water Erosion Prediction Project (WEPP), 독일 USLE기반 

Algemeine boden abtrags gleichung (ABAG), 한국형 침식평가 모델 (K-USLE) 등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발전시키

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토양침식 저감을 위해서는 피복과 나지 유무 등도 매우 중요한 인자로서 평가되어야 한다. 

Doetterl et al. (2016)은 토양침식으로 인한 토양유기물 함량 감소와 그로 인한 탄소순환의 문제점들에 대하여 보고하

였다. Van Oost et al. (2007)은 경운과 물에 의한 토양침식으로 인해 0.12 Pg C yr-1의 손실량을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남부지역인 경우 국지성 호우 등에 의한 강우강도 변화와 동계작물 양파 (Allium cepa L.), 마늘 (Allium sativum L.) 

및 하계작물 참깨 (Sesamum indicum L.), 고구마 (Ipomoea batatas L.) 재배 등 작부체계 변화에 따른 토양침식 연구 

등이 수행되어야 하며 몬순기후대에 위치한 우리나라 강우강도와 패턴, 다양한 식생피복에 따른 다수 지역에서의 지

역별 정량적 토양침식 위험성의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라이시미터를 활용하여 남부지역의 밭작

물 식생피복인자 및 토양침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침식량과 양분유출량을 평가하고자 한다.

Materials and Methods

시험포 설치 본 실험은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목포대학교 실습포장에 경사 13%인 6개의 라이시미터 (1.2 m × 

2.4 m × 0.6 m)를 활용하여 자연강우에 의한 토양유실량을 측정하였고 재배작물로는 동계작물 (양파, 마늘)과 하계작

물 (참깨, 고구마)를 연구년도 별로 재배하였다 (Table 1). 실험처리로 양파는 무멀칭과 멀칭 처리를 하였고, 마늘, 참

깨, 고구마는 무멀칭, 멀칭, 무작물의 3처리로 하여 작물생육 및 유거수에 의한 토양유실량을 측정하였다.

Table 1. Summary of crop rotations with several treatments using lysimeter.

Year/Season Crop Mulching Control (no crop) Crop cultivation period

2017 winter Onion Yes No No 2017. 11. 7 - 2018. 5. 21

2018 summer Sesame Yes No Yes 2018. 6. 28 - 2018. 9. 12

2018 winter Garlic Yes No Yes 2018. 10. 18 - 2019. 6. 6

2019 summer Sweet potatoes Yes No Yes 2019. 6. 19 - 2019. 10. 4

토양이화학성 분석 토양침식과 양분유출 산정은 매 강우시 발생되는 유거수의 전체량 측정 및 유거수 시료 500 

mL를 채수하여 100°C에서 건조 후 토양유실량을, 유거수에 의한 양분유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유거수의 N-P-K분석

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재배작물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별 시비처방 기준에 따라 요소-용성인비-염화가

리 비료 (Table 2)를 소요량을 계산하여 시비하였으며 마늘과 양파는 다비작물로 표준질소시비량은 참깨 질소 시비

량의 9배에 달하였다. 시험재배 토양의 물리화학성 분석 결과 토성은 양토였으며 토양 화학성은 토양 pH 6.3, 유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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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g kg-1, 유효인산 141 g kg-1 (Table 3)이었다.

Table 2. Fertilizer recommendation rate for onion, sesame, garlic, and sweet potatoes.

Crop N (kg ha-1) P2O5 (kg ha-1) K2O (kg ha-1)

Onion 240 77 154

Sesame 29 31 32

Garlic 250 77 128

Sweet potatoes 5.5 6.3 15.6

Table 3.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used for the experiment in 2018.

Soil texture
pH

(1:5)

Organic matter

(g kg-1)

Avail. P2O5

(mg kg-1)

Exch. cation (cmolc kg-1)

K+ Ca2+ Mg2+

Loam 6.3 10 141 1.5 9.9 2.8

작물생육조사 작물 피복도 및 경장 측정은 작물파종 후 수확까지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피복도에 따

른 작물생육수준은 휴한기, 파종기 (작물피복도의 10%), 신장기 (작물 피복도의 50%), 성숙기 (작물 피복도의 75%), 

수확기로 분류하였다. 토양침식과 양분유출의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기 위하여 토양은 성토 시 순수 토양의 단가 기준

으로 1톤 당 20,000원 그리고 시중판매 비료 중 요소비료 (46-0-0) 20 kg 기준 20,000원, 용과린 (0-20-0) 20 kg 기준 

24,000원, 황산가리 (0-0-50) 10 kg 기준 20,000원으로 적용하였다. 강우침식인자 산정은 기상청 기상자료개방포털 

(https://data.kma.go.kr/)의 전국 58개 기상청 관측소 자료 중 목포관측소에서 측정된 강우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토양유실량 산정 농경지 토양의 연평균 단위 면적당 토양유실량은 토양유실예측공식 (universal soil loss 

equation (USLE) 공식을 사용하였다 (Wischmeier and Smith, 1978; Renard, 1997).

A = R ‧ K ‧ LS ‧ C ‧ P (Eq. 1)

A는 단위 면적당 연간 토양 유실량 (MT ha-1 year-1)으로 나타내며 이를 산정하기 위해 5개 인자를 필요로 한다. R

은 강우강도 (rainfall energy factor), K는 토양침식성인자 (soil erodibility factor), LS는 경사 및 경사장인자 (slope 

length and steepness factor), C는 작물피복 및 관리인자 (cover and management factor), P는 토양보전인자 (sup-

porting conservation practice factor)이다. 강우침식인자 산정은 Park et al. (2011)이 수행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강우

인자 산정시 15분 이내에 6.35 mm 이상의 강우가 발생한 경우 독립된 1회의 강우로 계산 (Jung et al., 1983)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15분 이내 6.35 mm 이상의 강우사상은 발생빈도와 해당 강우에 대한 강우운동에너지 값이 매우 적어 

강우인자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60분 단위 강우자료를 사용하였다. Park et al. (2011)의 연구에

서 산정한 강우침식인자와 같은 지점과 기간에 발생한 누적연간강우량 및 일일최대강우량 (기상자료개방포털)을 비

교함으로써 직접적이고 직관적인 강우침식인자의 산정을 고려하였다. 강우침식인자는 1년 동안 강우사상별로 강우

운동에너지의 총합으로 계산하고 아래의 식을 통하여 계산하였다 (Eqs. 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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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LE에서 강우인자의 산출은 다음의 과정에 따른다.

R(year) = ∑(E ‧ I30) (Eq. 2)

R(single event) = E ‧ I30 (Eq. 3)

E = ∑(e ‧ I ‧ t) (Eq. 4)

e = 0.119 + 0.0873log10I (Eq. 5)

여기서, R(year)은 각각의 단일강우 사상의 강우침식성인자값을 합한 연간 강우침식성인자값이고, R(single event)은 단일

강우에 대한 강우침식성인자값이다. I30은 단일 강우에서 뽑아낸 30분 최대 강우로서 30분 최대 강우에 곱하기 2를 하

여 대입한다 (mm hr-1), E는 단일강우에 대한 에너지의 총합이고, e는 단일 강우의 시간 단위별 운동에너지이며, I는 

단일 강우의 기간 단위별 강우를 에너지값을 구하기 위해 1시간 단위로 환산한 값이다 (mm hr-1). t는 개별 강우의 시

간 단위별 지속된 시간 (hr)이다.

USLE에서 토양유실율 (soil loss ratio)은 경운을 하고 나지상태로 지속된 조건을 필요로 하며 토양침식에 대해 특

정한 피복과 관리 영농하에서의 토양유실의 비로 평가한다. 본 연구를 통해 실측한 강우강도, 토양유실량, 작물피복

도 등은 경작지에서 재배한 작물과 나지상태에서의 토양유실량, 각 생육시기별 강우인자값 등을 고려하여 작물에 따

른 식생피복인자 (C)를 계산하였고 작물의 생육시기별로 나지상태의 토양유실량에 대해서 경작상태의 토양유실량

에 대한 비에 각 생육기별 강우인자의 비를 곱하여 얻어진 값이다 (Eqs. 6 - 8). USLE에서 제안한 토양유실율 (soil 

loss ratio)은 경작지에서 재배한 작물인자 (C)를 각 작물의 생육시기별로 조사하여 각 생육기별 강우인자를 포함하여 

식생피복인자를 비교 ‧ 분석하였다.

C = ΣCi ‧ Ri = C1R1 + C2R2 + C3R3 + C4R4 +C5R5 (Eq. 6)

Ci 
동일기간동안 나지구의 토양유실량

각생육시기별 작물재배구의 토양유실량
(Eq. 7)

Ri 
작물재배기간동안 강우인자값

각 생육시기별 강우인자값
(Eq. 8)

Results and Discussion

강우량 및 강우강도 전라남도 목포시의 강우량 및 강우강도는 2017년 강우량 518 mm 및 강우강도 1,439 MJ 

mm ha-1 hr-1, 2018년 강우량 1,639 mm, 강우강도 3,688 MJ mm ha-1 hr-1, 2019년 강우량 1,066 mm, 강우강도 3,356 

MJ mm ha-1 hr-1이었다. 기상청 산하 목포지점의 1981 - 2010년 (30년)의 강우침식인자 (R-factor), 연간누적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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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최대강우량는 3,049 MJ mm ha-1 y-1 h-1, 1,163.56 mm y-1, 122.01 mm d-1이었고 2011 - 2018 (8년)년간 강우침

식인자 (R-factor)는 2,462 ± 1,239 MJ mm ha-1 y-1 h-1이었다 (Park et al., 2011).

작물 생육 및 경장 변화 동계작물인 양파와 마늘은 이듬해 4월과 5월에 생육이 왕성하였으며 하계작물인 참

깨는 파종 후 7월 중순과 8월 중순에 걸쳐 한달 간 경장이 급격히 성장하였고 고구마인 경우 7월 한달 간 경장의 생육이 

왕성하였다. 피복 처리한 작물의 경장이 무피복처리에 비하여 높은 경향을 가진다 (Fig. 1). 이는 피복처리가 수분보유 

및 토양온도 상승을 통해 작물생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결과는 동계작물 수확 이후 하계작물 파종시기

를 결정할 때 후작작물의 정식 또는 파종할 시기 조절이 작물 경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Averaged onion, sesame, garlic, and sweet potatoes height (cm) under mulching and non-mulching treatments.

작물재배시 피복처리에 따른 토양침식량 변화 동계작물인 양파는 생육기온이 상승하는 4월과 5월에 급격

히 성장하며 피복도가 증가하였다. 양파인 경우 파종기로 구분되는 2017년 12월에는 피복도가 2%였으나 신장기인 4

월에는 25 - 35%로 피복도가 증가하였으며 성숙기인 5월에는 60%까지 피복도가 증가하였다 (Table 4). 양파재배기

간 중 특이할 만한 사항은 양파의 경장이 일정기간 생육이 진행한 후에 수확기에 접어들면 양파잎이 지면으로 쓰러져 

피복도를 높여주었다. 양파 재배시 강우에 따른 전체 토양유실량은 피복처리한 경우 ha 당 1.57톤, 무피복처리인 경우 

ha 당 3.717톤이 발생하여 피복처리한 경우가 무피복처리에 비하여 토양유실량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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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nion growth stage and rainfall intensity and the amount of soil loss under mulching and non-mulching in 

winter of 2017.

Onion growth stage
Rainfall

(mm)

Rainfall intensity

(MJ mm ha-1 hr-1)

The amount of soil loss (kg ha-1)

Mulching

Yes No

Transplanting

20.7 21.6 134.9 173.4 

21.6 14.6 368.3 793.5 

56.3 99.0 579.5 1,209.4 

Elongation

44.4 73.9 203.5 337.4 

20.4 17.2 12.0 42.2 

66.3 136.5 102.1 211.1 

21.3 19.8 12.5 90.7 

17.2 8.0 126.7 836.9 

26.9 34.9 14.2 11.0 

Maturation 26.9 19.1 17.8 12.3 

Total 322 444.6 1,571.5 3,717.8

2018년 하계작물인 참깨는 양파 수확 이후 후작으로 종자 파종하였고 강우에 의한 토양유실은 참깨 생육시기 중 파

종기와 수확기에만 발생하였다. 참깨의 피복도는 파종기에 2%였으나 수확기인 8월에는 95%였으며 이 기간 중 강우

강도는 최소 15.5부터 최대 1,007.0 MJ mm ha-1 hr-1로 변동폭이 굉장히 컸다 (Table 5).

Table 5. Sesame growth stage and rainfall intensity and the amount of soil loss under mulching, non-mulching, and 

control (no crop) in summer of 2018.

Sesame growth stage
Rainfall

(mm)

Rainfall intensity

(MJ mm ha-1 hr-1)

The amount of soil loss (kg ha-1)

Mulching
Control

Yes No

Sowing

24 54.1 1,505.5 4,458.8 2,103.8

112 764.7 338.0 2,398.3 1,745.9

17 15.5 65.8 792.3 589.0

Maturation

153 1,007.0 1,872.3 2,298.5 8,582.6

30 70.8 416.6 1,207.6 2,469.6

18 26.8 143.4 218.7 795.8

41 339.4 163.8 341.1 1,229.3

Harvesting 80 600.8 126.7 992.9 2,257.0

Total 475 2,879.1 4,632.1 12,708 19,773.0

2차년도 동계작물인 마늘의 경우 하계작물인 참깨 수확 이후 후작으로 마늘을 종자 파종하였고 강우강도에 의한 

토양유실은 파종기, 성숙기, 수확기에 발생하였다. 마늘 재배기간 중 강우강도는 최소 4.5부터 최대 264.7 MJ mm 

ha-1 hr-1였다 (Table 6). 마늘 재배 기간 발생한 토양유실량은 무피복 0.947 ton ha-1, 피복인 경우 0.757 ton ha-1, 나지

인 경우 3.094 ton ha-1이었고 마늘피복재배시 토양침식량이 가장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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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arlic growth stage and rainfall intensity and the amount of soil loss under mulching, non-mulching, and 

control (no crop) in winter of 2019.

Garlic growth stage
Rainfall

(mm)

Rainfall intensity

(MJ mm ha-1 hr-1)

The amount of soil loss (kg ha-1)

Mulching
Control

Yes No

Sowing 133.2 255.3 688.6 770.5 2,819.4

Elongation

27.1 7.8 4.9 7.2 36.6

17.9 4.5 17.4 15.9 53.1

16.8 10.5 23.5 28.7 14.1

32.9 42.2 12.1 48.9 75.0

Maturation 36.7 70.1 1.5 15.9 30.6

Harvesting

63.8 163.9 1.2 9.9 37.7

52.6 105.6 1.4 7.2 5.1

68.8 264.7 7.1 43.2 23.0

Total 449.8 924.6 757.7 947.4 3,094.6

3차년도 하계작물인 고구마는 동계작물인 마늘 수확 이후 후작으로 재배하였고 토양유실은 고구마 생육시기 중 신

장기, 성숙기, 수확기에 발생하였다. 고구마 재배기간 중 강우강도는 14.2부터 최대 516.7 MJ mm ha-1 hr-1이었다 

(Table 7). 고구마 재배기간 중 토양유실량은 피복처리 0.371 ton ha-1, 무피복처리 2.633 ton ha-1, 나지 (무작물) 2.725 

ton ha-1이었고 고구마재배시 피복처리가 무피복과 나지인 경우에 비해 토양침식량이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고구마 

전체 생육기간중 가장 큰 강우강도는 신장기 강우강도 516 MJ mm ha-1 hr-1였으며 이때 나지 및 무피복에 의한 토양유

실량은 1.558 ton 및 2.319 ton으로 토양유실의 95%에 해당하는 토양유실이 신장기때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강

우에 의한 토양유실량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고구마 파종시기 관리 및 피복처리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Gyssels et 

al. (2005)은 식생피복이 토양에 처리돼 있을 경우 빗방울의 충격을 완화해주며 또한 식물의 뿌리가 빗방울의 투수속

도를 증가시켜 유실을 경감해 주는 등 토양침식 저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작물재배지 토양침식량 측

정치는 7.5 ton ha-1 y-1 (Wilkinson and McElroy, 2007), 전 세계 전체인 경우 2.8 ton ha-1 y-1 (Borrelli et al., 2017)이

었다. 유럽인 경우 작물재배지의 토양침식량은 7.5 ton ha-1 y-1 (Van Oost et al., 2009)로 보고하였다. 모델식을 활용

한 유럽지역 작물재배지에서 경운에 의한 토양침식량은 3.3 ton ha-1 y-1 (Van Oost et al., 2009), 모델식을 활용한 전 

세계 작물재배지에서 경운과 물에 의한 토양침식량은 7.5 ton ha-1 y-1 (Doetterl et al., 2016)로 보고하였다. Lee and 

Jeon (2009)는 금강유역 추풍천 지역의 IKONOS 위성영상으로부터 추출한 인삼밭 레이어를 이용하여 GIS기반 

RUSLE 모델의 토양침식량 저감효과를 평가하였으며 밭지역을 인삼밭으로 전환할 경우 토양침식량 저감은 전환하

지 않은 지역에 비해 31.3%의 토양침식량 저감 효과를 보고하였다. Den Biggelaar et al. (2003)은 작물재배지 전 세

계 평균 토양침식은 12 ton ha-1 y-1에서 15 ton ha-1 y-1로 보고하였고 실측치와 모델링을 활용한 서유럽의 토양침식량

은 3.6 ton ha-1 y-1 (Cerdan et al., 2010), Panagos et al. (2016) 모델식에 의한 서유럽 토양침식량은 2.2 ton ha-1 y-1로 

보고하였다. Prosdocimi et al. (2016)은 피복처리시 무피복처리와 비교하여 토양침식량과 토양유출량을 경감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과도 피복처리가 무피복처리에 비하여 토양유실량이 감소하였고 강우강도와 재배작물에 따라

서 토양침식량에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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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weet potatoes growth stage and rainfall intensity and the amount of soil loss under mulching, non-mulching, 

and control (no crop) in summer of 2019.

Garlic growth stage
Rainfall

(mm)

Rainfall intensity

(MJ mm ha hr-1)

The amount of soil loss (kg ha-1)

Mulching
Control

Yes No

Elongation 81.6 516.7 255.05 2,319.65 1,558.41 

Maturation

23.3 14.2 0.00 0.00 0.00 

70.7 238.9 38.26 145.81 218.17 

67.6 199.3 6.65 27.48 118.74 

68.8 331.8 7.46 27.19 155.73 

Harvesting

36.6 67.8 3.80 4.92 34.75 

19.6 20.2 4.88 7.48 131.30 

49 316.7 55.20 101.35 507.99 

Total 417.2 1,705.6 371.3 2,633.9 2,725.1

작물피복 및 관리인자 (C factor) 산정 참깨 재배 실험 자료를 활용하여 참깨 피복처리시 식생피복인자 값을 

계산할 결과 (Table 8) 파종기 Ci는 0.430148이고 수확기 0.177563이었다. Ri값인 경우 파종기 0.289778이고 수확기 

0.710222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참깨 비닐피복인 경우 식생피복인자 (C) 0.25였고 이러한 결과는 현재 토

양환경보전법 중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 2019-10호)에서 사용하는 참깨 무피복 식생피

복인자 0.34와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토대로 모델식을 활용한 토양유실량 산정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서는 참깨 피복에 따른 작물인자값을 추가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라남도 무안지역 참깨 재배 실태조사 결

과 양파 또는 마늘 수확 후 이모작재배가 78.7%, 참깨 단작재배가 21.3%였으며, 이모작 재배농가의 87%가 폭이 넓은 

(150 - 180 cm, 구멍수 9 - 14개) 비닐을 이용하고 있고 (Jang, 2021), 마늘 또는 양파재배 후 후작으로 참깨를 재배할 

경우 마늘 및 양파재배시에 사용한 비닐멀칭을 재활용하고 있어 토양침식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 판단된다.

Table 8. C factor coefficient during the sesame growth.

Sesame 

growth stage

Rainfall

(mm)

Rainfall intensity

(MJ mm ha-1 hr-1)

Soil loss (kg ha-1)
Ci Ri

C factor

(Ci*Ri)Mulching Control

Seeding 152.6 834.3 1,909.3 4,438.7 0.430148 0.289778 0.124648

Harvesting 320.6 2,044.8 2,722.8 15,334.3 0.177563 0.710222 0.126109

Total 0.250757

작물재배시 멀칭처리 유무에 따른 작물 생산량 비닐피복처리한 작물생산량은 무피복처리한 작물생산량에 

비교하여 비닐피복처리한 작물생산량이 높았으며 양파생산량은 ha 당 비닐피복 46톤, 무피복 40톤, 참깨생산량은 ha 

당 비닐피복 0.599톤, 무피복 0.423톤, 마늘생산량은 ha 당 비닐피복 14.8톤, 무피복 9.5톤, 고구마생산량은 ha 당 비

닐피복 34.05톤, 무피복 31.9톤이었다 (Table 9). 토양침식이 발생하더라도 작물생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토양유실

량 (Tsl)은 2.2 ton ha-1 yr-1이었고 (Montgomery, 2007), 유럽의 경우 0.3에서 1.4 ton ha-1 yr-1 (Verheijen et al., 2009)

를 제안하였다. USDA인 경우 Tsl의 범위를 4.5에서 11.2 ton ha-1 yr-1, 유럽환경청인 경우 유효토심이 낮은 모래토양



The Effect of Mulching and Non-Mulching on Soil Erosion, Nutrient Loss, and C factor Using Lysimeter under Double Cropping System ∙ 631

은 1.0 ton ha-1 yr-1, 유효토심이 깊고 잘 발달되어 있을 경우 5.0 ton ha yr-1, Bui et al. (2011)은 호주의 경우 최대작물

생산량을 기준으로 75% 수준의 작물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Tsl를 0.85 ton ha-1 yr-로 보고하였다. 실험결과를 토대

로 피복처리의 유무가 토양유실량과 작물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9. Averaged yield of onion, sesame, garlic, and sweet potatoes under mulching and non-mulching treatments.

Mulching treatment
Onion

(kg ha-1)

Sesame

(kg ha-1)

Garlic

(kg ha-1)

Sweet potatoes

(kg ha-1)

Yes 46,205 599 14,797 34,050

No 40,032 423   9,467 31,913

피복유무에 따른 토양유실량 및 경제적 손실 피복과 무피복시 토양침식량의 차이는 양파, 참깨, 마늘, 고구

마 재배 기준 각각 2,280, 8,076, 2,337, 2,262.9 kg ha-1로 이를 기준으로 성토 시 드는 전체비용 1톤 당 2만원을 적용

할 경우 무피복 시 토양침식량에 의한 경제적 손실은 피복에 비하여 ha 당 45,610원, 161,520원, 46,740원, 45,240원

이 발생하였다 (Table 10).

Table 10. The amount of soil loss and economical effect based on mulching and non-mulching during onion, sesame, 

and garlic growth using lysimeter experiment.

Crop

The amount of soil loss due to rainfal runoff (kg ha-1) Economic benefit 

with mulching

(unit: won)

Mulching
Mulching effect No - Yes

No Yes 

Onion   3,950.3 1,669.7 2,280.6   45,610

Sesame 12,708 4,632 8,076 161,520

Garlic   3,094 757 2,337   46,740

Sweet potatoes   2,633.9 371 2,262.9   45,240

Soil price was calculated using 20,000 won per ton.

피복처리에 따른 양분유실량 양파재배 시 유거수에 의한 질소 양분유실량은 피복처리인 경우보다 무피복처

리인 경우 양분유실량이 증가하였다 (Table 11). 양파재배시 질소양분유실량은 피복처리시 ha 당 16.7 kg, 무피복처

리시 ha 당 50.6 kg으로 무피복처리가 피복처리 비하여 3배 이상의 질소양분유실이 발생하였다. 참깨재배시 질소양

분유실량은 피복처리시 ha 당 2.0 kg, 무피복처리시 ha 당 6.1 kg으로 무피복처리가 피복처리 비하여 3배 이상의 양분 

유실이 발생하였다. 마늘재배시 유거수에 의한 질소 양분유실량은 피복처리 ha 당 2.3 kg, 무피복처리 ha 당 16.9 kg

로 무피복처리가 피복처리 비하여 7배 이상의 질소양분 유실이 발생하였다.

양파재배시 유거수에 의한 칼륨유실량은 피복처리인 경우보다 무피복처리인 경우 양분유실량이 증가하였다. 양파

재배시 칼륨양분유실량은 피복처리시 ha 당 2.3 kg, 무피복처리시 ha 당 16.9 kg으로 무피복처리가 피복처리 비하여 

7배 이상의 질소양분 유실이 발생하였다. 참깨재배시 칼륨양분유실량은 피복처리시 ha 당 0.5 kg, 무피복처리시 ha 

당 3.5 kg으로 무피복처리가 피복처리 비하여 7배의 칼륨양분 유실이 발생하였다. 마늘재배시 유거수에 의한 칼륨 양

분 유실량은 피복처리 ha 당 1.0 kg, 무피복처리 ha 당 14 kg로 무피복처리가 피복처리 비하여 13배 이상의 칼륨양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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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이 발생하였다. 인산 양분유실은 피복과 무피복에서 질소나 칼륨에 비하여 현저히 적게 발생되었는데 이는 시험

토양의 유효인산이 낮아서인 것으로 판단된다. Jung et al. (2009)에 의하면 인산의 유실은 유실된 총량의 약 60% - 

67%가 유실된 토양 입자에 흡착되어 유실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피복과 무피복시 유거수에 의한 양분유실의 차이를 경제적 손실로 환산하면 양파, 참깨, 마늘은 질소 기준 74,000원, 

9,000원, 76,000원, 인산은 300 - 600원 사이였으며, 칼륨인 경우 58,000원, 12,100원, 48,400원이었다 (Table 11).

Table 11. Economical fertilizer loss analysis based on nutrient loss due to runoff water during onion, sesame, and garlic 

growth.

Crop

Nutrient loss (kg ha-1) Price loss due to nutrient loss (Unit: 1,000 won)

Mulching Mulching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o Yes

N† P K N P K

Onion 50.6 16.7 0.06 0.07 16.9 2.3 110 36 0.36 0.42 67 9

Sesame   6.1   2.0 0.02 0.03   3.5 0.5   13   4 0.14 0.17 14 1.9

Garlic 52.7 17.4 0.06 0.07 14.0 1.0 114 38 0.36 0.42 56 7.6

†N, P, K price per kg was 2,174 won, 6,000 won, 4,000 won, respectively.

토양침식 및 양분 유출에 의한 경제성 손실 기여도 분석 경제적 손실 요인을 토양침식과 양분유출의 기여

도 (%)로 평가할 경우 무피복 양파와 마늘은 토양침식에 의한 경제성 손실 기여도는 30%인 반면 양분유출로 인한 경

제적 손실 기여도는 70%였고 참깨인 경우 표준시비량을 적게 요구하여 양분유출보다는 토양침식에 의한 경제적 손

실도가 컸다 (Table 12).

Table 12. Contribution of economical loss due to soil loss and nutrient loss under mulching and non-mulching 

treatment during onion, sesame, and garlic growth.

Crop

Total economical loss (Won) Contribution of economical loss (%)

Mulching
Mulching

No Yes

No Yes Soil loss Nutrient loss Soil loss Nutrient loss

Onion 256,360 78,810 30 70 42 58

Sesame 281,300 98,710 90 10 94   6

Garlic 232,240 61,160 27 74 25 75

Conclusions

토양은 유한자원으로 토양침식 발생시 토양유실뿐만 아니라 양분유출도 함께 발생되어 자원손실을 유발한다. 자

연강우에 의한 토양침식과 양분유출량, 피복 유무에 따른 식생피복인자를 조사하기 위해 경사도가 13%인 라이시미

터를 사용하여 양파, 마늘, 참깨, 고구마를 재배하였다. 본 실험 결과 참깨 (비닐피복)의 식생인자 값 (C)이 0.25로 조

사되었고 현재 우리나라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중 ｢표토의 침식 현황 조사에 관한 고시｣ (환경부고시 제 2019-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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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토지이용 및 식생피복에 따른 식생인자 값 (C)에서 무피복 참깨 노지재배인 경우 0.34를 사용하고 있어 토양침식

량을 정밀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비닐피복 관리에 따라 식생인자 값을 추가로 적용하여 모델식과 측정에 의한 토양

침식량의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양파, 참깨, 마늘, 고구마 재배시 피복처리를 할 경우 무피복에 비해 토양 침식

량이 각각 2,280, 8,076, 2,337, 2,262.9 kg ha-1 감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토양의 가격 1톤 당 20,000원으로 환산하여 

경제적 손실 가치를 계산한 결과 ha 당 양파 피복 재배시 45,610원, 참깨 피복 재배시 161,520원, 마늘 피복 재배시 

46,740, 고구마 피복 재배시 45,240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양파, 참깨, 고구마 피복 재배시 유출수에 의한 양

분 유출은 무피복에 비하여 3배 가량 저감할 수 있어 피복 관리의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양파나 마늘은 참깨에 비

해 다비작물로 질소양분사용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유출수에 의한 양분 유출

에 의한 경제적 손실을 표준시비추천량과 비료가격 등을 고려하여 N-P-K기준으로 산정해 본 결과 ha당 양파 비닐피

복시 175,000원, 참깨 비닐피복시 182,000원, 마늘 비닐피복시 171,000원의 경제손실을 절감할 수 있었다. 강우에 의

한 토양침식과 양분유출에 의한 경제적 손실 기여도를 평가한 결과 무피복인 경우 양파와 마늘은 토양침식 30%, 양분

유출 70%였으며 참깨인 경우 표준시비량을 적게 요구하여 양분유출보다는 토양침식에 의한 경제적 손실도가 컸다. 

최근 들어 발생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토양침식량의 오차 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한반도 강우변동과 토

지이용에 따른 식생피복 인자를 고려한 중 ‧ 장기적 토양침식 위험성과 환경영향의 평가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이모작을 시행하는 남부지역인 경우 무작물 나지상태에서 강우발생시 토양침식에 의한 양분유출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저감하기 위한 영농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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