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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il security has been awarded in national wide because of food security. In order to evaluate soil security, 

soil quality needs to be assessed utilizing various soil propertie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 protocol for soil quality assessment in paddy field and to evaluate correlation between soil quality 

and rice production in paddy field.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 was used to select minimum data set 

(MDS) and soil pH, cation exchange capacity (CEC), soil organic matter (SOM), and available phosphorus 

(Av. P2O5) was chosen as MDS. Based on database of soil properties, optimized soil quality model was 

determined. Average soil quality index in paddy field at the period of 1999 - 2015 was 0.35 - 0.50 and soil pH 

and SOM were high in soil quality index while CEC and Av. P2O5 were low. Correlation analysis showed a 

high correlation between soil quality index and rice production indicating that developed soil quality 

assessment tool in this study is suitable for predicting crop productivity. Overall, soil security can be obtained 

by conserving soil quality and soil properties in agricultural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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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최근 토양 안보 (soil security)의 개념이 식량 안보 (food security)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있다 

(Bennett et al., 2019). 토양 안보란 토양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훼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토양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도록 토양을 보존하는 것이다 (Haefele et al., 2014). 이와 같이 토양의 기능을 보전하고 토양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토양의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토양의 오염도 및 훼손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토양 안보를 평가하고 관리하는 방법으로 토양질 (soil quality) 평가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Drobnik et al., 

2018). 토양질 평가 방법은 토양의 다양한 특성을 이용하여 토양의 원래 기능인 작물생산, 수자원 함양, 탄소 저장, 홍

수 조절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평가하는 방법이다 (Barrios et al., 2006; Bastida et al., 2008). 특히 농경지 토양의 

경우 토양질과 작물 생산성의 상관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토양의 특성과 작물 생산성의 상관 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토양 특성 항목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

한 토양 특성을 모두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며 특히 과거의 토양 특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Idowu et al., 2008).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소 단위군 선정 기법을 이용하여 

평가하고자 하는 토양 기능을 평가할 수 있다. 선행 연구의 경우 작물의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토양 특성 중 

최소 단위군인 토양 pH, 전기전도도 (EC), 유기물함량, 치환성 양이온 등과 같은 토양의 화학적 특성을 선별하여 작

물의 생산성을 평가한 결과 높은 상관 관계를 도출하였다 (Vasu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국내 농경지 중 논토양의 토양질과 미곡 생산량의 상관 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논토양의 토양 특성을 

활용한 토양질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개발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미곡 생산량과의 상관 관계를 평가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기초 자료 및 통계 자료 토양질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토양 자료는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수행한 “농업변동조

사사업”의 토양 분석 자료를 이용하였다. 국내 농경지를 대상으로 약 35,000 시료의 토양 분석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이 중 논토양에 대한 토양질 평가를 위해서는 1999년부터 2015년까지 4년 주기로 조사 사업이 이루어진 논토양의 분

석 자료를 이용하였다.

바이오매스 생산량인 미곡 생산량은 농림통계연보를 이용하여 1999 - 2015년 중 논토양의 조사가 이루어진 4년 주

기의 생산량을 이용하였다. 각 도별 미곡 생산량을 기준으로 연도별 전국 평균 미곡 생산량을 산출하였으며 토양질 모

델을 통해 산출된 논토양의 연도별 토양질 평가 결과와 미곡 생산량의 상관 관계를 도출하였다.

토양질 평가를 위한 최소 단위군 선정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 중 토양질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 단

위군 (minimum data set, MDS)을 선별하기 위해 통계 분석 방법인 주요인 분석법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을 사용하였다. Bünemann et al. (2018)이 제시한 토양의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 중 농업변동조사사업에서 

측정한 토양의 화학적 분석 항목만을 이용하여 최소단위군을 선정하였다 (Bünemann et al., 2018). 최소 단위군 선정

을 위한 기준은 eigen value > 1, cumulative % > 70, 그리고 eigen vector > 0.5인 항목을 최소 단위군으로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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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질 평가 모델 개발 각 토양 인자별 토양질 평가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Glover et al. (2000)의 선행연구를 

참조하였다 (Glover et al., 2000). 토양 인자에 따라 more is better, optimum, less is better로 구분하였으며 각 인자에 

대한 매개변수값은 실측값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실측값에 따른 최적의 모델값을 산출하기 위해 curve expert 프로

그램 (version 2.7.3, Hyams development)을 사용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농경지 토양의 화학적 특성 및 미곡 생산량 국내 농경지 토양 중 논토양의 연도별 토양 특성은 Table 1에 정

리하였다. 각 토양 인자별 연도에 따른 평균값의 범위는 각각 다음과 같다; 토양 pH (5.72 - 5.93), EC (0.29 - 0.45 dS 

m-1), SOM (22.15 - 28.21 mg kg-1), CEC (4.01 - 10.13 cmol kg-1), 그리고 유효인산 (129.91 - 139.53 mg kg-1). 국내 

논토양의 적정범위 (토양 pH: 6.0 - 6.5, EC: <2.0 dS m-1, SOM: 25.0 - 30.0 mg kg-1, CEC: 10.0 - 15.0 cmol kg-1, 유효

인산: 80.0 - 120.0 mg kg-1)와 비교하였을 경우 토양 pH와 CEC의 경우 적정 범위보다 낮았으며 유효인산의 경우 적

정 범위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도에 따른 토양 특성별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유기물 함량의 

경우 연도에 따라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선행연구와 비교하였을 경우 본 연구에서 평가한 논토양의 토양 

특성값 모두 국내 논토양의 토양 특성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im et al., 2017; Hong et al., 2021).

Table 1. Soil chemical properties in paddy field (1999 - 2015).

1999 2003 2007 2011 2015

pH

Max 8.90 8.40 8.20 8.40 8.40

Mean 5.72 5.78 5.80 5.93 5.86

Min 4.20 4.10 4.20 4.10 4.30

EC

(dS m-1)

Max N.A† N.A 6.93 7.69 9.47

Mean N.A N.A 0.29 0.52 0.45

Min N.A N.A 0.06 0.06 0.01

SOM

(mg kg-1)

Max 75.00 154.85 179.60 178.80 220.31

Mean 22.15 23.67 25.00 27.19 28.21

Min 0.49 1.00 1.20 3.31 2.48

CEC

(cmol kg-1)

Max N.A 29.44 42.10 35.94 37.30

Mean N.A 8.32 9.52 10.13 4.01

Min N.A 2.95 2.60 3.37 1.20

Av. P2O5

(mg kg-1)

Max 1,218.00 1,123.00 1,450.00 1,338.00 1,577.10

Mean 136.58 139.53 131.30 129.91 138.20

Min 1.00 1.00 1.00 2.11 3.63

†N.A denotes not available (no data was measured).

각 연도별 미곡 생산량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전국 미곡 생산량은 1999년에 비해 2015년에 약 8.7%정도 증가하

였으며 시도별로는 전북 지역의 미곡 생산량이 575 kg 10a-1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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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ice production in each province from 1999 - 2015 (unit: kg 10a-1).

　 1999 2003 2007 2011 2015

Total 495 441 466 496 542

Seoul 428 451 439 442 513

Busan 483 366 472 474 529

Daegu 439 362 445 487 525

Incheon 490 484 456 414 500

Kwangju 451 423 448 467 509

Daejeon 502 430 465 494 512

Wulsan 471 372 435 472 502

Gyeonggi 502 449 464 442 513

Kangwon 469 429 448 476 538

Chungbuk 518 443 460 492 541

Chungnam 555 479 501 527 566

Chunbuk 530 453 483 524 575

Chunnam 472 442 428 477 511

Kyungbuk 477 412 475 516 563

Kyungnam 447 402 460 493 527

Jeju 418 388 382 415 465

최소 단위군 선정 작물의 생산량을 평가하기 위한 토양 분석 항목 중 토양 화학성의 최소 단위군은 토양 pH, 유

기물 함량, 유효 인산, 그리고 양이온치환용량 (CEC)으로 선별되었다 (Table 3). 최소 단위군 선정 기준인 eigen value 

> 1, cumulative % > 70, 그리고 eigen vector > 0.5을 적용하였을 경우 요인 3 (factor 3)까지의 eigen value값이 1.23, 

cumulative %가 84%로 분석되었으며 주요인 3에 포함된 항목 중 eigen vector 값이 0.5 이상인 항목은 요인 1 (유기

물 함량), 요인 2 (토양 pH), 그리고 요인 3 (유효인산, 양이온치환용량)으로 각각 선별되었다.

Table 3. Result of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for selecting minimum data set.

Index Factor 1 Factor 2 Factor 3

Eigenvalue (%) 3.62 1.87 1.23

Proportion (%) 0.452 0.234 0.154

Cumulative (%) 0.452 0.686 0.840

pH -0.343 0.828 -0.003

SOM 0.947 0.131 0.094

Av. P2O5 -0.505 -0.291 0.536

CEC -0.802 0.076 0.538

작물의 생산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 단위군 선정은 토양의 물리, 화학적 특성을 주로 이용한다. Vasu et al. (2016)

의 연구에 의하면 총 15개의 토양 화학성 특성 중 pH, EC, 유기물 함량, CEC가 작물의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주요 

토양 특성 인자임을 보고하였으며 Bünemann et al. (2018)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최소 단위군 수는 약 6 - 8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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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지만 가급적 연도별 편차가 크지 않는 변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Vasu et al., 2016; 

Bünemann et al., 2018). 본 연구에서 선택한 4개의 토양 특성 인자는 연도별 편차가 크지 않았으며 특히 토양의 화학

적 특성을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자로서 작물의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인자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토양질 평가 농업변동조사사업 (1999 - 2015)의 토양 특성을 바탕으로 최적의 토양질 평가 모델은 선행 연구를 

참조하였다 (Glover et al., 2000; Kim et al., 2017). 각각의 토양 인자를 정규 분포화된 지수값인 0.0 - 1.0으로 변환하

였으며 변환된 지수값을 이용하여 최적의 모델식을 도출하였다 (Kim et al., 2017). 각 토양 인자별 최적의 모델식과 

매개변수값은 Table 4에 정리하였다. 토양 특성에 따라 토양 pH, 유효 인산의 경우 optimum is better, 그리고 유기물 

함량과 CEC의 경우 more is better로 분류하여 평가하였다.

Table 4. Optimized model equation and parameter values for soil properties.

Soil properties Model equation Parameter values

pH 
Sinusoidal fit model

cos

a = 0.40

b = 0.50

c = 2.12

d = -6.29

Soil organic matter (mg kg-1)
Weibull model

  




a = 1.017

b = 0.937

c = 0.167

d = 1.552

CEC (cmol kg-1)
Weibull model

  




a = 1.01

b = 0.93

c = 0.04

d = 1.64

Av. P2O5 (mg kg-1)

Rational model

 






a = -0.077

b = 0.015

c = -0.015

d = 0.0002

모델식을 이용하여 연도별 토양질 평가를 한 결과는 Table 5에 정리하였다. 연도별 토양 특성에 따른 토양질 평가

의 평균값은 2015년에 0.50로 가장 높았으며 1999년 0.35로 가장 낮았다. 연도별 토양인자의 토양질 지수는 2015년

의 경우 토양 pH가 0.75로 가장 높았으며 CEC의 지수값이 0.20으로 가장 낮았다. 2015년 경우 논토양의 평균 CEC 

값이 4.01 cmol kg-1로 논토양의 CEC 적정 범위인 10 - 15 cmol kg-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 되었다. 또한 유

효인산의 토양질 지수값 역시 0.39로 다른 토양 인자에 비해 지수값이 낮았다. 2015년 유효인산의 논토양 평균 값이 

138.20 mg kg-1로 논토양 유효인산 적정 범위인 80 - 120 mg kg-1값을 초과하여 토양질 지수값이 낮게 계산되었다. 연

도별 전국 논토양의 토양 지수값을 분석한 결과 CEC와 유효인산의 토양질 지수값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인천 지역의 논토양에 대한 토양 특성을 보면 유효인산의 경우 2015 - 2019년 기준으로 부족 비율이 높게 유지되고 있

으며 치환성 양이온의 경우 약 96%가 과다로 책정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Heo, 2021). 인천의 경우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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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는 상반된 토양 특성이 나타났으며 토양 특성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클 수 있어 토양질 평가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5. Soil quality value of soil variables in 1999 - 2015.

Soil variables 1999 2003 2007 2011 2015

pH 0.64 0.66 0.68 0.67 0.75

SOM 0.48 0.50 0.51 0.55 0.66

CEC N.A 0.11 0.12 0.12 0.20

Av. P2O5 0.28 0.28 0.29 0.29 0.39

Average 0.35 0.39 0.40 0.41 0.50

†N.A denotes not available due to no measurement data in paddy field.

연도별 토양질 평균값과 전국 미곡 생산량의 상관 관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전국 미곡 생산량과 토양질 지수값

의 상관관계 평가 결과 R2 값이 0.86으로 토양질 지수값과 미곡 생산량의 상관 관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선행 

연구의 경우 주요인 분석을 통해 선별된 토양 인자와 작물의 생산성의 상관 관계가 매우 높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가중

치를 고려하여 토양질을 평가할 경우 더욱 높은 상관 관계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

에서는 토양 인자에 따른 가중치 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토양질 평가 지수를 활용한 작물의 생산성 평가 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Fig. 1.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soil quality index and rice production in paddy field.

Conclusions

본 연구에서는 논토양의 토양 인자를 활용하여 토양질 평가를 실시한 후 토양질 지수와 작물 생산성의 상관 관계를 

평가하였다. 다양한 토양 인자 중 작물의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최소 단위군 선정을 위해 주요인 분석을 이용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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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총 4개의 토양인자 (토양 pH, CEC, SOM, 유효인산)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토양 인자에 대해 최적의 모델을 산

출하였으며 토양질 평가 지수를 0 - 1로 평가하였다. 토양질 지수와 작물의 상관 관계를 평가한 결과 R2 값이 0.86으로 

높은 상관 관계를 얻었으며 향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토양질 지수 산출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작물의 생산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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