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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trient imbalance in soils is one of the causes of lowering crop productivity, which can be reduced by 

supplying insufficient nutrients or increasing their availability. Chelating agents can be used to control the 

availability and balance of soil nutrients by complexing with metal cation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elating agent and micronutrient application on plant growth, lettuces were cultivated in a slightly alkaline, 

Ca-enriched saline soil and an acidic, weakly saline soil. The soils were treated with DTPA (diethylene triamine 

pentaacetic acid) as a chelating agent and Fe, Mn, Zn, and Cu as micronutrients. In the case of the alkaline 

saline soil, the Fe and Mn uptake and dry matter yield of lettuce tended to increase more in the DTPA treatment 

than the micronutrients treatment and especially were the largest (P < 0.05) in the mixed treatment of DTPA 

and micronutrients. In the case of the acidic saline soil, the DTPA treatment increased the Ca and Mg uptake 

and growth of lettuce, and the micronutrient treatment increased the Fe and Mn uptake of lettuce without 

changing the growth of lettuce. Those results suggested that as changes in nutrients availability with soil 

salinity and pH depend on chemical species, DTPA treatment enhances plant growth by increasing plant 

uptake of less available micronutrients such as Fe and Mn in an alkaline saline soil and of less available 

macronutrients such as Ca and Mg in an acidic saline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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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 matter yield of lettuce leaves grown in (a) a slightly alkaline, Ca-enriched saline soil and (b) an 

acidic, slightly saline soil treated with DTPA and micronutrients (Mic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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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적절한 양분공급과 균형은 정상적 작물 생육을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이다. 필수영양소가 작물의 최소 요구량에 충

족될 만큼 공급되면 정상적인 작물생육을 기대할 수 있으나, 재배하는 토양환경에 따라 양분의 유효도가 달라질 수 있

고 다른 양분의 존재 양에 따라 양분 흡수가 감소할 수도 있다 (Hall et al., 1964). 대표적으로 각 영양원소마다 유효도

가 높은 적정 토양산도 (pH) 범위가 있고 (Jiang et al., 2017), 화학성이 비슷한 양분들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특정 양분

의 존재 양이 높아질 경우 길항작용에 의해 다른 양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 (Lee et al., 2011).

시설재배는 재배환경을 조절하면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많은 농가에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 조건과 차단

된 조건으로 인해 염류가 토양에 집적되는 현상은 시설재배지의 주요 문제점으로 여겨지고 있고, 2017년 보고서에 따

르면 작물생산을 위한 적정 염류농도 범위를 초과한 시설재배지는 57.7%에 해당하였다 (NIAS, 2017). 지금까지 국

내 농가와 많은 연구자들은 염류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적된 총 염류의 양에 대해 주로 관심을 가져왔다. 집적된 염

류를 제거 또는 제어하기 위해 토양침수, 관개방법 개선 등의 방법이 현장에 적용되기도 하고, 농도를 희석하기 위해 

객토를 하기도 한다 (Kim et al., 2010; Park et al., 2012). 또한 토양개량제가 이용되기도 하는데, Wee et al. (2010)은 

제오라이트를 이용하여 염류농도를 줄이고자 하였고, 킬레이트제를 처리하여 토양의 양분이용률 및 염류농도에 변

화를 주고자 하였다 (Kim et al., 2012). 시설재배 염류집적지는 영양염류가 많기 때문에 작물의 양분흡수 균형에 대

한 관심은 많지 않았다. 시설재배지의 경우 비료 특정 성분이 용탈되지 않고 집적되기 때문에 높은 농도로 존재할 수 

있고, 이 경우 길항작용 관계에 있는 다른 양분의 작물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Lee et al., 2019). 선행 연구에서는 칼슘 

(Ca) 농도가 높고 칼륨 (K)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염류토양에서 K의 작물 흡수가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Lee et al., 2019). 또한 킬레이트제로 DTPA (diethylenetriamine pentaacetic acid)를 처리할 경우 Ca에 비해 K의 작

물 흡수 증가율이 더 커지면서 작물의 생육도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킬레이트제가 염류토양의 양분불균형 문

제를 해결하는 데 이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Lee et al., 2019).

킬레이트제는 토양 내 금속의 유효도 또는 이동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킬레이트제는 2가 이상의 금

속이온과 배위결합을 하는 물질이고 (Lindsay, 1979), 금속 양이온과 안정한 형태의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작물의 양

이온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Wu et al., 2004). 킬레이트제를 고농도로 처리할 경우 식물의 미량원소 흡수를 저해

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으나 (Wallace et al., 1974), 적정농도로 처리할 경우 미량원소의 식물 유효도를 증가시킬 

수도 있다 (Weinstein et al., 1954; Noh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다량원소가 집적되어 있는 염류토양에 미량원소

를 공급하거나 DPTA를 처리할 경우 작물의 양분흡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고, DTPA와 미량원소를 혼합처리하

여 그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또한 다량원소 또는 미량원소의 유효도는 pH에 따라 다르기 때문

에 양분 흡수에 대한 DTPA 효과를 토양 산도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량원소와 킬레이트제 

처리가 작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해 염류농도와 산도가 다른 토양에서 상추재배 실험을 하였다. 킬레

이트제로는 염류집적 토양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는 DTPA를 이용하였다 (Kim et al., 2012; Lee et al., 2019).

Materials and Methods

포트재배 실험 본 연구를 위해 전북농업기술원 시험포장에서 채취한 토양 (A)를 이용하여 1차 포트재배실험을 

진행한 후, 시설재배지 농가에서 채취한 토양 (B)를 이용하여 2차 포트재배실험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토양A는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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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영양 염류가 과량 공급된 이력이 있어 염농도가 높은 상태였다. 토양A의 경우 1:5 비율의 물로 침출한 염농도 (EC1:5)

는 1.4 dS m-1이고, 여기에 5배하여 유추한 포화침출액 기준 염농도 (ECe)는 7.0 dS m-1으로 염류토양 기준인 4 dS m-1

보다 크게 높았다 (Table 1). 토양 pH는 7.4로 약칼리성이고, 수용성 양이온 중에서 Ca과 K의 농도는 각각 4.8 cmolc 

kg-1, 5.1 cmolc kg-1으로 다른 양이온에 비해 크게 높았다. 토양 B의 경우 EC1:5는 0.9 dS m-1이고 5를 곱하여 유추한 

ECe는 4.4 dS m-1으로 염류토양 기준 경계에 해당하였다. 토양B의 pH는 5.8로 약산성이었고, 토양A에 비해 수용성 

Ca, K 함량은 낮았다.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soils used for the experiments.

Parameter Soil A Soil B

pH1:5 7.4 5.8

EC1:5 (dS m-1) 1.4 0.9

Organic matter (g kg-1) 41.4 37.8

Total N (g kg-1) 2.2 2.0

Water extractable Ca (cmolc kg-1) 4.8 3.7

Water extractable Mg (cmolc kg-1) 0.2 1.7

Water extractable K (cmolc kg-1) 5.1 0.9

Water extractable Na (cmolc kg-1) 1.5 1.8

Field capacity (%, w/w) 20.1 23.3

1차 포트재배에 앞서 DTPA 처리량에 따른 토양화학성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DTPA를 증류수에 녹여 

2.27 g L-1 농도의 수용액을 준비하였다. DTPA를 0, 2.5, 5, 10, 20, 50 kg 10a-1 기준으로 처리하기 위해 DTPA 수용액

을 토양 5 g에 각각 0, 0.11, 0.23, 0.45, 0.91, 2.27 mg로 되도록 처리한 후 물의 부피가 50 mL이 되도록 증류수를 첨가

하였다. 처리한 토양은 실온에서 24시간 진탕한 후 진탕액 일부를 가지고 pH를 측정하였고, 나머지 용액은 원심분리 

후 여과하여 염농도 (EC1:5)와 수용성 양이온 농도를 측정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포트실험에 적용할 DTPA 처리량을 

선정하였고 (결과 및 고찰 참조), 본 연구에서는 5 kg 10a-1로 하였다. 2차 포트재배 실험전에도 DTPA 처리량에 따른 

토양화학성 변화를 구하였고, 1차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토양 진탕액에 대해 pH와 EC1:5를 측정하였다.

포트재배 실험으로는 일반 표준시비한 토양에 DTPA 또는 미량원소를 처리하였고, 각 처리구로 무처리 대조구 

(control), DTPA 처리구 (DTPA), 미량원소 처리구 (Micro), DPTA와 미량원소의 혼합 처리구 (DTPA + Micro)를 

3반복으로 두었다. 토양은 2 mm체로 걸러 사용하였고, 포트는 내경이 15cm, 높이가 15cm의 것을 사용하였으며, 재

배 작물은 상추 (Lactuca sativa var. crispa)로 하였다. 체로 거른 토양 1.9 kg (건토 기준)에 퇴비-N-P2O5-K2O를 2,000-

20-5.9-12.8 kg 10a-1로 처리하여 섞은 후 포트에 담았다. 상추를 포트에 정식 후 1차 재배시험에서는 4주, 2차 재배시

험에서는 10주간 재배하였고, 그 기간 동안 포트의 무게를 측정하면서 포장용수량에 맞추어 물을 공급하였다. 재배 

기간 동안에 DTPA와 미량원소는 물에 녹여 3회 (1차 재배시험) 또는 5회 (2차 재배시험) 나누어 관주하였다. DTPA는 

물 300 mL에 0.432 g의 DTPA를 녹인 후 100 mL (1차 재배시험) 또는 60 mL (2차 재배시험) 씩 나누어 사용하였다. 

미량원소로 철 (Fe)-망간 (Mn)-아연 (Zn)-구리 (Cu)를 1차 및 2차 재배에서 각각 0-20-2.0-0.5 g 10a-1와 228-82-8.1-2.1 

g 10a-1로 처리하였고, 이를 위해 FeCl3 ‧ 4H2O, MnCl2 ‧ 4H2O, ZnSO4 ‧ 7H2O, CuSO4 ‧ 5H2O를 물에 녹여 3회 (1차 재

배) 또는 5회 (2차 재배)로 나누어 관주하였다. 1차 재배에서 처리량은 Hoagland 용액으로 제조하여 관주하는 양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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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를 기준으로 양을 결정하였고, 1차 재배에서 작물 생육에 미치는 미량원소의 효과에 적었다고 판단하여 재배기간

이 더 긴 2차 재배에서는 4 L 기준으로 양을 결정하였다. 상추를 포트에 정식한 후 1차 재배시험에서는 4주, 2차 재배

시험에서는 10주간 재배하였고, 그 기간 동안 포트의 무게를 측정하면서 포장용수량에 맞추어 물을 공급하였다.

분석 및 계산 1차 재배시험에서는 4주 후에, 2차 재배시험에서는 4, 7, 10주 후에 상추 잎을 채취하였고, 채취한 

상추는 65ºC에서 항량으로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2차 재배시험에서 채취한 상추에 대해 무기양분을 분석

하였고, 이를 위해 상추 건조 시료를 곱게 갈아 질산-황산-과염소산의 혼합산으로 분해한 후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

광도계 (ICP-OES 730-ES, Varian,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상추 수확 후 토양은 풍건하여 2 mm 체로 걸러 분

석에 이용하였다. 토양 pH는 토양에 1:5 비율의 증류수를 넣어 진탕한 후 pH 측정기 (SevenCompact S220, Mettler 

Toledo, Switzerland)로 분석하였고, 토양 염농도 (EC1:5)는 토양에 1:5 비율의 증류수를 넣어 진탕한 후 거름종이로 

걸러진 용액을 전도도측정기 (455C, Istek, Korea)로 측정하였으며, 걸러진 용액 중 일부는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

도계를 이용하여 수용성 금속 분석에 이용하였다.

토양 및 식물체 분석결과에 대해 SAS 프로그램 (SAS ver 9.1, SAS Institute, USA)을 이용하여 완전임의배치법에 

의한 처리 간 차이를 분석하였고, 처리 간 평균값 차이의 유의성 비교는 최소유의차 (LSD) 검정을 실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DTPA 처리량에 따른 토양 침출액의 화학성 변화 DTPA를 처리한 토양을 물로 침출하여 토양 화학성 변화

를 분석하였다 (Table 2). 먼저 DTPA는 산성물질이지만 토양이 지닌 완충능력 때문에 적은 양의 DTPA 처리로 토양 

pH는 거의 변동되지 않았고 (Lee et al., 2019), 그 결과 무처리구와 DTPA 처리구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도 없었다 (P > 

0.05). DTPA 처리량에 따른 pH 변화 경향을 보았을 때, DTPA를 5 kg 10a-1으로 증가시킴에 따라 토양A의 pH는 7.39

에서 7.49로 증가하였으나 토양B는 5.81에서 5.83으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처리량을 더 늘릴 경우 토양 pH는 

점차 낮아졌고, 특히 50 kg 10a-1로 DTPA를 처리량을 크게 증가시켰을 때 각각 7.38 (토양A)과 5.61 (토양B)로 유의

적으로 (P < 0.05) 낮아졌다. DTPA를 처리하여 온실에서 수박을 재배한 Lee et al. (2019)의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DTPA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pH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본 연구와 경향

이 유사하였다. Lee et al. (2019)의 연구에서는 작물의 양분 흡수가 토양 pH 변화의 원인이라고 제시하였고, 본 연구

에서는 작물의 영향없이 토양과 DTPA 사이의 반응만이 있었기에 DTPA와 토양의 반응만으로 pH 변화가 있었을 것

이라 판단된다.

토양 pH와 마찬가지로 토양 EC1:5와 수용성 양이온 함량은 DTPA 처리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P > 

0.05), 각각의 값은 점차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DTPA 처리량이 5 kg 10a-1인 지점에서 

변경되었고, 토양 B의 염농도는 처리량을 크게 증가시키더라도 EC1:5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2). 전체 

수용성 양이온 함량의 합은 DTPA 5 kg 10a-1처리에서 가장 높았고, 무처리구과 비교하여 수용성 Ca2+ 함량의 증가 폭 

(0.32 cmolc kg-1)이 다른 양이온에 비해 가장 컸다. 킬레이트제로서 DTPA는 교환성 양이온 중 Ca2+에 대한 안정화 상

수가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Mg2+이며, 1가 양이온인 K+와 Na+와는 매우 낮기 때문에 (Lindsay, 1979), DTPA에 따른 

Ca2+ 이온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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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soil chemical properties with DTPA application rates.

DTPA treatment

(kg 10a-1)

Soil A† Soil B†

pH1:5

EC1:5

(dS m-1)

Water extractable cations (cmolc kg-1)
pH1:5

EC1:5

(dS m-1)Ca2+ Mg2+ Na+ K+

0 7.39 ab‡ 1.39 a 4.80 a 0.162 a 1.54 ab 5.06 a 5.81 a 0.88 a

2.5 7.40 ab 1.39 a 5.06 a 0.162 a 1.55 ab 5.10 a 5.78 ab 0.89 a

5.0 7.49 a 1.40 a 5.12 a 0.162 a 1.59 a 5.22 a 5.83 a 0.89 a

10 7.47 ab 1.38 a 4.80 a 0.154 b 1.61 a 5.02 a 5.79 ab 0.88 a

20 7.42 ab 1.34 a 4.35 b 0.154 b 1.46 b 5.05 a 5.74 b 0.92 a

50 7.38 b 1.35 a 4.74 a 0.150 b 1.51 ab 5.06 a 5.61 c 0.92 a

†Soil A is a slightly alkaline, Ca-enriched saline soil, and soil B is an acidic, slightly saline soil.
‡Mean values (n = 3)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TPA 처리에 따른 토양 pH의 특이적인 변화는 토양 EC1:5와 수용성 양이온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pH, 

EC, 수용성 Ca 함량 변화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로는 탄산염 (carbonates)이 있다. 

칼슘함량이 높은 알칼리성 토양에서 탄산염은 Ca과 결합하여 탄산칼슘 (CaCO3) 형태로 존재하고 (Guo et al., 2016), 

이 때 DTPA 처리 (5 kg 10a-1 이하)로 Ca이 침출될 경우 남겨진 염기성의 탄산 이온 (CO3

2-)은 중탄산 이온 (HCO3

-)으

로 전환되면서 용액의 pH를 증가시킬 수 있다 (CO3

2- + H2O ↔ HCO3

- + OH-). 이 과정 중 이온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침출액의 염농도도 증가하게 된다. DTPA 처리량을 더 증가시키면서 더 이상의 CaCO3 용해가 진행되지 못할 경우, 

즉 예를 들어 CaCO3이 소모되었을 경우 약산 DTPA의 추가 처리로 인해 용액의 pH는 낮아지면서 용액 중 중탄산 이

온은 더 반응을 거쳐 탄산 (H2CO3)으로 전환되고 (HCO3

- + H+ ↔ H2CO3 ↔ H2O + CO2), 이온 소모 및 이산화탄소 생

성 반응으로 EC 값도 낮아지게 된다. DTPA의 탄산염에 대한 영향은 염기성 토양에서 잘 반영되어 나타났지만, 산성

인 토양B에서는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DTPA를 5 kg 10a-1로 증가시킬 때 토양 pH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 

(+0.02)과 EC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 (+0.01), 그리고 DTPA를 더 증가시키더라도 EC가 계속 증가했다는 것

으로부터 탄산염의 반응이 거의 없다고 유추할 수 있다. 탄산 (H2CO3)의 pK1와 pK2는 각각 6.35와 10.33으로 알려져 

있고 (Lide, 2004), pK1보다 낮은 토양B의 pH (5.81)에서 탄산염 (CO3

2-)의 형태보다는 주로 HCO3

- 또는 H2CO3 (즉, 

CO2)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탄산염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DTPA의 처리에 따른 탄산염의 용해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게 되고, 이 보다는 약산인 DTPA 처리에 따른 pH 감소 및 EC 증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DTPA 처리에 따른 토양 침출액의 화학성 변화와 Lee et al. (2019)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DTPA 처리량 대비 토양 

양이온과의 착물 형성 효율이 5 kg 10a-1에서 가장 높다고 판단하여 작물 생육 실험을 위한 DTPA 처리량을 5 kg 10a-1

로 선정하였다. 참고로 DTPA를 0-14.4 kg 10a-1 범위에서 처리하여 수박을 재배한 Lee et al. (2019)의 연구에서도 

4.8 kg 10a-1 처리량에서 수박 생육이 가장 좋았고, 이 처리량은 본 연구에서 선택한 양과 비슷하였다.

상추재배 후 토양의 화학성 변화에 대한 DTPA 및 미량원소의 영향 상추재배 후 모든 처리구 간의 pH 차

이는 0.1이하였고, DTPA와 미량원소 처리에 의한 유의적인 변화는 없었다 (Tables 3, 4). 토양 염농도의 경우 토양A

는 1.57 - 1.74 dS m-1의 범위를 보였고, 대조구에 비해 DTPA와 미량원소 처리구에서 0.11 - 0.17 dS m-1 만큼 증가하

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P > 0.05). 반면에 DTPA와 미량원소를 혼합처리한 경우 따로 처리하였을 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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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져서 대조구와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토양B의 EC1:5도 모든 처리구에서 0.45 - 0.51 dS m-1의 범위를 보여 처리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Table 4). 수용성 양이온 (Ca2+, Mg2+, K+, Na+)도 EC1:5와 마찬가지로 처리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P > 0.05), 토양A의 경우 DTPA와 미량원소를 처리한 토양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3).

Table 3. Changes in chemical properties of an alkaline, saline soil at harvest as influenced by DTPA and micronutrients 

(Micro).

Treatments pH1:5

EC1:5

(dS m-1)

Water extractable cation (cmolc kg-1)

Ca Mg K Na

Control 7.58 a† 1.57 a 4.65 a 0.23 a 7.76 a 0.86 a

DTPA 7.59 a 1.68 a 5.49 a 0.29 a 8.07 a 0.88 a

Micro 7.52 a 1.74 a 5.33 a 0.28 a 8.11 a 0.90 a

DTPA + Micro 7.57 a 1.58 a 5.11 a 0.25 a 7.93 a 0.84 a

†Mean values (n = 3)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Changes in chemical properties of an acidic, slightly saline soil at harvest as influenced by DTPA and micro-

nutrients (Micro).

Treatments　 pH1:5

EC1:5

(dS m-1)

Water extractable cation (cmolc kg-1) Water extractable micronutrient (mg kg-1)

Ca Mg K Na Fe Mn Zn Cu

Control 6.56 a† 0.51 a 1.05 a 0.56 a 0.12 a 0.74 a   8.8 a 0.07 a 0.05 a 0.02 a

DTPA 6.56 a 0.51 a 1.08 a 0.51 a 0.10 a 0.68 a   8.6 a 0.05 a 0.06 a 0.02 a

Micro 6.62 a 0.45 a 0.90 a 0.50 a 0.14 a 0.74 a 10.8 a 0.09 a 0.06 a 0.02 a

DTPA + Micro 6.51 a 0.47 a 1.02 a 0.52 a 0.09 a 0.68 a 10.1 a 0.08 a 0.07 a 0.02 a

†Mean values (n = 3)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이와 같은 변화 경향은 DTPA와 미량원소가 토양 내 이온 성분들의 형태를 일부 변환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먼

저 토양A의 EC와 수용성 양이온 함량 변화 (Table 3)는 DTPA 처리에 따른 수용성 양이온 함량 변화 (Table 2)와 일

치하는 것으로, 킬레이트제에 의해 토양 양이온 (Ca2+, K+, Mg2+)이 유효도가 높은 수용성 형태로 전환되어 토양 EC

와 수용성 양이온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Kim et al., 2012). 또한 미량원소를 처리할 경우 수용성 양이온 (Ca2+, 

Mg2+, K+, Na+)의 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토양에 흡착되어 있는 교환성양이온이 유입된 양이온에 의해 탈착되면서 

증가한 결과이다. 토양B에서는 이와 같은 DTPA와 미량원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작물생육 증가에 따

른 양분흡수 증가가 크게 나타나서 토양 염농도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Lee et al., 2019).

상추 생육에 대한 DTPA와 미량원소 처리 효과 상추 건물중은 DTPA와 미량원소를 각각 처리한 것보다는 

혼합처리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P < 0.05) 증가하였다 (Fig. 1). 먼저, 염농도가 높은 토양A에서 재배한 상추의 생육

은 부진하였고 그 결과 4주 후의 상추 수확량이 대조구에서 0.79 g plant-1으로 크게 낮았다. 대조구와 비교하여 DTPA 

처리구의 상추 건물중은 0.87 g plant-1로 10% 증가하였고, 미량원소를 처리하였을 때 0.86 g plant-1로 4% 증가하였

지만, 그 증가량은 유의적이지 않았다 (P > 0.05). 그러나 DTPA와 미량원소 혼합처리구 (1.22 g plant-1)에서 상추 건

중량은 유의적으로 (P < 0.05) 54% 증가하였다 (Fig. 1). 이는 염류가 고농도로 집적된 염기성 염류토양에서 DTP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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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원소가 더해졌을 경우 상승효과에 의해 작물 생육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염농도가 토양A에 

비해 낮은 토양B의 상추 생육은 토양A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상추 건물중은 대조구 (17.6 g plant-1)에 비해 미량원

소 단독 처리 (17.8 g plant-1)의 효과는 거의 없었고, DTPA 단독 (18.4 g plant-1) 또는 DTPA + 미량원소 혼합처리 

(18.7 g plant-1)에 의해 작물 생육이 각각 4.5%, 6.3% 증가하였다. 토양A와 마찬가지로 토양B에서도 DTPA와 미량

원소의 혼합처리로 작물 생육이 더욱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Fig. 1. Dry matter yield of lettuce leaves grown in (a) a slightly alkaline, Ca-enriched saline soil and (b) an acidic, slightly 

saline soil treated with DTPA and micronutrients (Micro).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reatments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ertical bars are the standard deviations of means (n = 3).

토양의 염농도와 산도에 관계없이 DTPA는 작물 생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는데, 이는 DTPA가 토양 내 금속 양

이온과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양이온의 유효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결과 식물의 생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이다 (Brown et al., 1960; Ayed, 1970; O'Connor et al., 1971; Chaney et al., 1972; Gonzalez and Alvarez, 2013). 킬

레이트제는 토양 내 유효도가 낮은 형태의 금속 양이온과 착물을 형성하여 유효도를 증가시킬 수 있고 (Rengel, 

1999), 상황에 따라 토양 내 자유이온으로 존재하는 활성이 높은 양이온과 착물을 형성하여 오히려 유효도를 낮추기

도 한다 (Lee et al., 2019). 유효도 증가의 경우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에서 불용성 중금속을 침출시키기 위해 킬레이

트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때 불용화된 중금속과 킬레이트제가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토양 내 이동성이 증가하게 

된다 (Rengel, 1999). 또한 토양에서 용해도 및 식물 유효도가 낮은 철의 경우 킬레이트제와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유

효도가 증가하게 되고 식물의 생육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

유효도를 낮추는 경우는 토양 내 이온의 활성이 높은 염류토양에서 나타날 수 있다. 토양 내 2가 양이온이 집적되어 

활성이 높을 경우 킬레이트제가 2가 양이온과 착물을 형성함으로써 활성을 낮출 수 있다 (Lee et al., 2019). 그 결과 식

물의 염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다른 이온의 상대적 유효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식물의 생육을 증가시킬 수 있다 

(Lee et al., 2019). 선행 연구에서는 Ca 함량이 높고 K 함량이 낮은 염류토양에서 DTPA는 Ca의 식물 흡수를 낮춤으

로써 K 흡수를 도와준다고 보고하였다 (Lee et al., 2019). 본 연구에서 이용한 토양A는 앞의 선행 연구와 다른 성질의 

토양으로, K과 Ca의 농도가 높은 염기성 염류토양이고 여기에 작물의 생육량이 매우 낮은 것이 더해져서 작물의 K와 

Ca 함량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5). 그러나 미량원소로서 Fe의 경우 DTPA 처리, 특히 DTPA와 미량원소의 

혼합처리로 뚜렷하게 증가하였고 (P < 0.05), Mn의 경우 미량원소 단독 처리보다는 DTPA와 미량원소의 혼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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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유의적으로 (P < 0.05) 높았다. K와 Ca의 농도가 높은 것에 비해 미량원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길

항작용에 의해 미량원소의 작물 흡수가 어렵게 되고 (Lee et al., 2011), 알칼리성 조건에서 미량원소의 유효도가 더욱 

낮아질 수 있다 (Watmough et al., 2007). 이와 같은 조건의 토양A에서 미량원소를 시비하고 여기에 DTPA를 혼합 시

용할 경우 (DTPA + 미량원소 혼합처리), 부족한 양분의 공급 효과와 미량원소의 유효도 증가 효과가 같이 반영되어 

작물의 부족한 미량원소 흡수 및 생육을 더욱 증대시키는 상승작용이 있었다.

Table 5. Mineral contents of lettuce leaves grown in a slightly alkaline, saline soil treated with DTPA and micronutrients 

(Micro).

Treatments K (g kg-1) Ca (g kg-1) Mg (g kg-1) Fe (mg kg-1) Mn (mg kg-1) Cu (mg kg-1) Zn (mg kg-1)

Control 8.5 a† 2.5 a 0.62 a 25.0 bc 5.8 ab 0.55 ab 7.4 a

DTPA 8.3 a 2.8 a 0.69 a 38.5 ab 5.7 ab 0.70 a 6.0 a

Micro 8.4 a 2.9 a 0.71 a 23.5 c 5.6 b 0.30 b 5.8 a

DTPA + Micro 8.3 a 2.9 a 0.73 a 44.9 a 6.4 a 0.54 ab 5.5 a

†Mean values (n = 3)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토양B의 경우 Ca, K 함량이 토양A에 비해 크게 낮은 산성 토양으로, 토양A와 비교하여 양분함량 및 작물생육에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DTPA 처리로 2가 양이온인 식물체의 Ca, Mg 함량이 증가하였고 식물 생육도 증가하였다 

(Table 6). 또한 미량원소로 Fe, Mn, Zn, Cu를 처리하였을 때 식물체의 Fe, Mn 함량이 각각 25%, 15%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인 영향은 없었고 (P > 0.05), 이것이 식물 생육의 증가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토양B의 이온 분포

가 토양A와 다를 뿐만 아니라 산도 (pH)도 달라서 DTPA와 미량원소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토양A에 

비해 토양B의 수용성 Ca 농도가 낮은 상황이고, 특히 산성 조건으로 인해 Ca 및 Mg의 식물 유효도가 낮은 환경이다 

(Qaswar et al., 2020). 이와 같은 상황에서 DTPA는 착물을 형성하여 금속의 낮은 유효도를 높일 수 있고 (Doostikhah 

et al., 2020), 그 결과 Ca 및 Mg의 식물 흡수가 증가하고 식물 생육도 증가하였다. 반면에 Ca, Mg와 다르게 Fe, Mn은 

산성 토양에서 유효도가 증가하는 원소이다 (Watmough et al., 2007). 따라서 산성인 토양B에서 작물은 Fe, Mn을 부

족하지 않게 흡수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DTPA 처리가 이들 양분의 유효도 및 작물 흡수에 적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 결과 대조구과 비교하여 미량원소 단독 처리에 의한 작물 생육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또한 DTPA 단

독 처리구와 비교하여 DTPA + 미량원소 혼합 처리구에서 미량원소 처리에 의한 작물생육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Table 6. Mineral contents of lettuce leaves grown in an acidic, weakly saline soil treated with DTPA and micronutrients 

(Micro).

Treatments K (g kg-1) Ca (g kg-1) Mg (g kg-1) Fe (mg kg-1) Mn (mg kg-1) Cu (mg kg-1) Zn (mg kg-1)

Control 74.4 a† 11.7 a 4.1 a   9.1 a 7.9 a 9.9 a 0.6 a

DTPA 72.5 a 12.5 a 4.5 a   9.7 a 7.6 a 9.3 a 0.6 a

Micro 74.9 a 11.7 a 4.1 a 12.7 a 9.1 a 8.9 a 0.6 a

DTPA + Micro 71.4 a 12.5 a 4.3 a 12.0 a 8.7 a 9.2 a 0.6 a

†Mean values (n = 3) followed by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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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상추의 양분흡수 및 생육증가에 대한 DTPA와 미량원소의 영향은 토양의 염류 분포 및 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

다. Ca 농도가 높은 염기성 염류토양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족한 미량원소를 공급하고 DTPA 처리로 미량원소 유효도

를 높임으로써 작물생육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Ca 농도가 낮은 산성 토양의 경우 미량원소의 유효도가 높아 미량원소 

처리 효과는 없었고 DTPA 처리로 Ca 유효도 증가와 함께 작물생육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토양의 염류 분포와 산도를 고려하여 DTPA와 부족한 양분을 조합하여 시비함으로써 작물의 양분 흡수 균형을 향

상시키고 생육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제시해 주었다. 본 연구는 토양 염농도와 산도가 다른 두 토양에서 작물의 생육 

및 양분 함량에 미치는 DTPA의 영향에 대한 하나의 사례연구이고, 앞으로 양분 불균형, 염농도, 산도의 다양한 토양 

조건에서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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