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니 아 토양관리
Aronia Soil Management

발간사
농업· 농촌은 시장개방의 확대, 농업소득의 정체, 고령시대의 진입으로 그 어
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폴리페놀 화합물,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등의 항산화물질과
C3G, 카테킨, 루틴, 탄닌, 베타카로틴 등 다양한 기능성 성분으로 시력보호와
혈액순환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 각광받고 있습니다. 하지
만, 특유의 떫은 맛과 신맛으로 인해 생과로 유통하기 어렵고, 의약품 및 기능
성 식품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2007년 국내에 도입 되어 2013년에는 336ha에서 2014년에는
1,100ha 그리고 2016년에는 8천여 재배농가에서 2,305ha 정도를 재배하고 있
습니다. 이렇듯 재배면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외 재배관련 정보
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모쪼록 ‘ 아로니아 토양관리’ 매뉴얼이 재배현장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2017년 11월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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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아로니아란

1. 아로니아의 특성
아로니아(Aronia)는 장미과 식물로 일반명은 초크베리(Chokeberry)로 Choke(질식시키
다)와 Berry(소과)의 의미가 결합된 단어이다. 탄닌 성분이 많아 맛은 떫으나, 당도는 15°
Bx 정도로 높은 편이다. 과실에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안토시아닌 및 플라보노이드 등)
과 같은 기능성 물질이 많아 와인, 잼 및 주스 등 가공용과 약용 그리고 식용색소로 사용되
고, 관상용으로도 재배된다.
아로니아는 검정색, 붉은색, 보라색 등 과실색에 따라 3종류로 나뉘어진다. 검은색은 블랙
초크베리 (Black chokeberry, Aronia melanocarpa ), 붉은색 은 레드 초크베리 (Red
chokeberry, Aronia arbut ifolia ), 보라색은 퍼플 초크베리(Purple chokeberry, Aronia
prunifolia )로 구분된다.

가. 블랙 초크베리
블랙 초크베리는 수고(樹高, 나무의 높이)가 1m를 넘는 것이 드물다고 하는 지역도 있으
나, 국내에서는 2m를 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수폭(樹幅, 나무의 폭)은 3m 정도이며,
지제부에서 신초형성이 잘 된다. 엽폭(葉幅, 잎의 폭)은 6cm 이하로 작은 편이며, 엽병(葉
柄, 잎자루)이 있고,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연녹색이며 솜털이 없고, 가장자리는 톱니꼴
로 되어있다.

나. 레드 초크베리
레드 초크베리는 수고가 2~4m 정도로 크고 수폭은 3m까지 넓힐 수 있다. 엽폭은 5~8cm
정도이며 뒷면은 솜털이 많다. 과실의 폭은 4~10mm 정도이다.

다. 퍼플 초크베리
퍼플 초크베리는 블랙 초크베리와 레드 초크베리를 교배하여 육성된 종(種)으로, 수고는
3m까지 크고 수폭은 3m까지 넓힐 수 있다. 잎에는 솜털이 조금 있으며, 과실은 짙은 보라~
검정색이고 과실의 폭은 7~10mm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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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초크베리

레드 초크베리

(Black chokeberry)

(Red chokeberry)

퍼플 초크베리
(Purple chokeberry)

그림 1. 과피색에 의한 아로니아의 분류

북아메리카의 동부 애팔래치아산맥 인근이 아로니아의 원산지이다. 꽃은 4월 말에 피며,
과실은 9월경에 수확할 수 있다. 내한성이 강하여 - 40℃에서도 피해를 받지 않고, 토양환
경 적응성이 강하다. 18세기 경 유럽에 전래되었고, 2008년 폴란드에서 전 세계 생산량의
90%에 달하는 4만톤을 생산하였다.

2. 가지의 명칭과 성질
가. 관부(冠部, 뿌리목, Crown) : 뿌리와 줄기가 만나는 지점으로 상부는 주축지와 연결
된다.

나. 주축지 (主軸枝, 원곁가지, Cane) : 관목인 아로니아의 골격을 이루는 가지로 2년생
이 상의 가지로 이 루어 져 있 다. 신초 생 장이 많은 도장지(徒長枝, 웃자란 가지,
succulent shoot )는 예비주축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사과, 배 등 교목성 과수는 주간
(원줄기), 주지(원가지), 부주지(버금가지), 측지(곁가지)로 가지의 특성에 따라 쉽게
구별할 수 있으나, 관목은 가지의 특성을 구별하기 어렵다.

다. 묵은 가지 (Branch) : 주축지에서 발생한 2년 이상된 가지로 주로 결과모지로 활용
한다.

라. 신초(新梢, 새가지, S hoot ) : 봄에 자라 잎을 착생시키는 가지로 주로 잎겨드랑이에
꽃눈을 형성시켜 다음 해 봄에 꽃을 피워 과실을 맺는 가지로 활용된다.

아로니아 토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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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초
묵은가지
주축지
관부

그림 2. 아로니아의 가지 명칭

3. 생육특성
가. 뿌리 특성
아로니아는 블루베리에 비해 굵은 뿌리가 잘 형성되고, 토양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 토
양산도, 습도 등에 대한 제약이 적은 편이다. 실생으로 재배된 아로니아는 원뿌리에서 갈라
져 나온 뿌리인 지근(枝根)은 깊이 1m까지 분포하고, 세근은 이보다 깊이 뻗어 양분 및 수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삽목묘로 재배된 아로니아는 보통 25cm 깊이까지 뿌리가
뻗으며 수분이 부족하거나 척박한 토양에서는 뿌리가 40cm 정도까지 뻗는다.
뿌리털은 뿌리의 표피 세포가 길게 자란 것으로서, 뿌리가 토양에서 물이나 무기 염류를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을 넓혀 준다. 이처럼 뿌리털은 뿌리의 표면적을 넓힘으로써 뿌리의 흡
수 능력을 증가시키고, 뿌리끝의 골무 약간 뒷쪽에 위치하며 근모(根毛)라고도 한다. 뿌리
털은 수명이 짧아 계속 새로운 것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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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털

피질
물관

신장부위

체관
내부카스파리 대
표피

세포분열 부위

세포분열 부위
생장점
근관
근분비 점질물

그림 3. 뿌리의 형태와 명칭

그림 4. 아로니아 뿌리 털

아로니아 토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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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지 생장 특성
아로니아는 생장이 빠르고 도장지 발생도 잘 되어 주축지 확보가 용이하여 5년 정도면 수
관이 형성된다.

다. 화아 특성
화아(花芽)는 4월 말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5월 초에 활짝 피고, 산방화서(散房花序 :
끝이 거의 평평하도록 꽃자루가 길어진 꽃의 상태)로 화아당 10~25개의 꽃이 피고, 발육과
영양상태가 좋으면 50화까지도 피며, 상단부의 화아당 꽃수가 많은 경향을 갖고 있다. 꽃잎
은 보통 5장의 홑꽃이나 겹꽃이 피는 경우도 있고, 꽃받침은 5개, 수술은 16개, 암술은 5개
이다. 아로니아는 자가수정이 가능하며, 바람 또는 매개곤충으로 수정(受精)이 된다. 더욱
이 아로니아는 아포믹시스(Apomixis)로 꽃가루가 난핵과 결합하는 수정이 없어도 씨가 맺
히기 때문에 착과율이 높다. 수정 후 생식생장은 영양생장으로 전환되어 7월 말까지 지속된
다. 8월 상순경 신초의 생장이 멈추면 잎자루가 붙은 자리에 꽃눈 분화가 시작된다. 하지만
토양내 질소함량이 높아 신초의 생장이 멈추지 않으면 꽃눈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
해 착과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아포믹시스란
수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배(胚)가 만들어져 종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무수정종자 형성이라
고도 한다.

화아

엽 아
그림 5. 화아와 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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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산방화서의 형태

그림 7. 꽃의 형태
홑꽃

겹꽃

중가지 개화

도장지 개화

단가지 개화
그림 8. 가지 길이에 따른 개화 특성

아로니아 토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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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과실특성
과실은 하위씨방이 발달하며, 꽃받침과 꽃잎 및 수술의 아래쪽이 융합되어 통 모양으로 된
부분인 화통(花筒)이 확대되어 육질로 발달한 위과(僞果, 헛열매)로 과중은 0.6~1.0g 정도
이다. 과실 표피는 다소 두꺼운 편이며, 수분함량은 약 80% 정도이다. 정아 및 측아에서 생
성된 열매자리에서 신초가 발생된다.

정아 착과

액아 착과

그림 9. 정아 및 액아의 착과 형태

사과

그림 10. 과종별 뿌리분포 양상

12

충청북도농업기술원

Ⅱ

토양의 일반특성

아로니아는 환경적응 능력이 뛰어나 과습, 건조, 산성 또는 알칼리성 토양 등 토양환경이
열악하여도 생육스트레스를 크게 받지 않는다. 하지만, 나무의 세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면
서 수확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식 전에 토양의 물리· 화학적 환경을 개선해 주
는 것이 필요하다.
토성은 사질양토가 좋고, 유기물이 3% 이상이 되도록 잘 부식된 퇴비를 1톤/ 10a 정도를 투
입하며, 수직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토양을 깊이갈이를 해 주는 것이 좋다.
토양은 고상· 액상· 기상의 세 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고상은 무기물과 유기물로 구
성되고, 액상은 토양수분이며, 기상은 토양 내 공기이다. 토양 3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토양
에 따라 다르고, 기상에 따라 액상과 기상의 상대적 비율이 달라진다.
농경지에서는 작토층이 경운되거나 작물이 재배됨에 따라 토성의 비율이 달라지고, 부식
이 많은 토양이나 토양 입자가 서로 엉겨붙어 입단이 형성되면 토양은 틈새가 많이 생겨 기
상과 액상의 비율이 커진다. 하지만, 점토와 함께 모래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토양은 고상
의 비율이 높다.
밭토양에 있어서 식물의 생육에 알맞은 미사질토양인 표토에서의 용적조성은 대략 고상
50%, 기상 20~30%, 액상 20~30% 정도이다.
토양 3상의 비율은 식물 뿌리의 신장· 수분과 산소의 공급 등 식물의 생육과 중요한 관계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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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토양 3상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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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의 일반특성
성

가. 토성의 정의
토양의 무기질 입자의 입경조성(기계적 조성)에 의한 토양의 분류를 토성(t ext ure, soil
class)이라고 한다. 즉, 모래· 미사· 점토 등의 함유비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토양의 기계적 조성 분석으로 모래(조사 + 세사)· 미사 및 점토의 백분율을 산출하여 삼
각도표법을 이용하여 토성을 결정할 수 있다.
삼각형의 각 정점을 모래· 미사 및 점토의 100%로 하고, 각 변위의 모래· 미사 및 점토의
함량을 취하여 대변과 평행하게 그은 직선교점으로부터 토성을 결정한다.

그림 12. 토성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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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토양입자 크기에 따른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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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토성에 따른 수분 이동 분포

점토의 함량이 20%, 미사의 함량이 60%, 모래의 함량이 20%인 토양은 미사질식양토이
다.
야외에서 토성을 판단할 경우에는 손으로 토양을 만져 보아 그 촉감으로 결정하거나, 때로
는 렌즈(lens)를 사용하여 검정하기도 한다.
토성결정에는 기술과 경험을 필요로 하지만, 손가락의 촉감으로 대략적인 토성을 파악할
수 있다. 흙을 물로 축인 후 손가락으로 잘 비벼 판단한다. 모래 입자는 까슬까슬하고, 미사
는 건조했을 때 밀가루나 활석가루를 비비는 감촉과 젖었을 때에는 가소성이 조금 있다. 점
토는 건조하면 매끈거리는 감촉이 있고, 젖었을 때에는 가소성과 점착성이 크다.

아로니아 토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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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양토
식양토

사토

사토

식양토
물부족

습해

그림 15. 토성에 따른 수분 이동 분포

2 . 5 cm 이 하

아니오
덩 어 리 형성

예
띠 형성

예

2.5~
5 . 0 cm

아니오

사토

양질사토

매 우거 침

사질양토

거 칠지도 부드
럽 지도 않음

양토

매 우 부드러 움

미 사질양토

매우 거침

사질식양토

거 칠지도 부드
럽 지도 않음

식양토

매 우 부드러 움

미 사질식양토

매우 거침

사질식토

거 칠지도 부드
럽 지도 않음

식토

매 우 부드러 움

미 사질식토

5 . 0 cm 이 상

※ 덩 어 리 형성 : 탁구공만큼의 흙을 떼 어 손바닥에 올려 놓
고 물 몇 방울을 더 해 토양입 자를 부서
가며 움켜쥔다.

사토(S)

미사질양토(SiL)

식토(C)

그림 16. 주요 토성별 입자식별 정도 및 띠(리본)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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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뿌리 털

모래

점토

공기

뿌 리

그림 17. 토양과 뿌리의 구성 모식도

나. 토성과 식물생육
점토 함량이 많은 식토는 보수력과 보비력이 크지만 통기성(air permeabilit y)이 불량하
다. 반면 모래함량이 많은 사토는 보수력과 보비력이 매우 작지만 통기성이 좋다. 점토와 사
토처럼 양 극단적인 토성에서는 식물생장과 유용미생물의 활동이 억제된다.
보통 토양의 생산력은 사토에서 양토까지는 점토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지만, 점토함
량이 증가하여 중점식토로 되면 토양의 생산력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토양의 생산력은 입자의 조직뿐만 아니라 토양의 구조, 부식의 함량 및 성질, 점토의 성
질, 토양의 동적 성질 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비록 입자조성이 고른 토양이라 하더라
도 생산력의 차이는 생길 수 있다.
토양입자가 지나치게 크지도 않고, 너무 미세하지도 않으며, 모래와 점토가 적당한 비율
로 혼합되어 있고, 유기물이 섞여 있는 양질토양이 식물의 생육에 알맞다.

다. 입단의 생성과 발달
작물의 생육을 좋게 하려면, 입단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토양관리가 필요하다. 토
양입단에 미치는 요인은 양이온, 유기물, 토양생물, 식물뿌리, 토양개량제 등이 있다.

1) 양이온

아로니아 토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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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가 물이나 그 밖의 극성액 중에 분산된 후 건조되면 강한 입단이 형성된다. 토양입단
은 용액 중의 양이온과 점토입자 표면의 음전하 사이에 물분자가 연쇄를 만들어 결합하면
수분이 증발하여 연쇄의 길이가 짧아지고, 양이온은 점토입자를 서로 접근시켜 연쇄형을
이루어 입단을 형성하게 된다.
양이온의 입단화도는 수화도에 의해 결정된다. 수화도가 큰 이온은 입단화작용이 약하고,
수화도가 작은 이온은 입단화작용이 강하다. 따라서, 수화도가 큰 나트륨(Na)이온 등은 입
단화가 약하며, 수화도가 작은 칼슘(Ca)이온은 입단화가 강하다.
석회시용은 토양산도를 교정하는 것 외에 토양입단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도 일부 있다. 하
지만, 석회시용이 토양구조에 끼치는 영향 보다는 유기물의 분해와 미생물의 번식으로 다
당류의 생성 또는 폴리우로니드(polyuronide)의 생성으로 인한 입단형성이 크다.

2) 유기물질의 작용
유기물은 무기화작용을 받아 부식되면 점토의 입단화를 진전시킨다. 유기물을 무기화 시
키는 곰팡이의 균사나 세균의 폴리우로니드 또는 미숙부식 등이 접착제 작용을 하여 토양입
자를 입단화시킨다. 완숙부식이 토양구조에 끼치는 영향 보다 미숙퇴비가 입단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다량의 퇴· 구비를 계속 시용하면 토양구조가 좋아진다. 부식교질에
있어서는 Ca- 포화교질 보다는 H- 포화교질의 입단화가 더 크다.

3) 토양생물의 작용
균류의 균사에 의한 직접적인 결합작용과 미생물이 분비하는 폴리우로니드 등의 접착작용
으로 토양생물이 토양의 입단화에 영향을 미친다. 퇴· 구비의 시용은 미생물의 생육이 증
진됨으로써 입단화가 촉진된다. 균류의 균사는 세균보다 토양 입단화를 촉진시킨다. 또한,
토양생물 중 지렁이가 배설한 토괴(土塊, 흙덩이)는 점성이 크며 자체가 입단으로 되어있
다.

4) 식물뿌리의 작용
식물뿌리에 의한 입단생성은 식물이 수분을 흡수하여 뿌리 주위의 토양수분이 줄어들고
토양이 수축되거나, 근모의 결합작용 또는 죽은 뿌리에 미생물이 정착하여 입단이 형성된
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초지의 토양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다. 식물뿌리가 토양구조에 끼치
는 영향은 식물에 따라 다르지만, 잔뿌리가 많은 것이 토양입단에 영향력이 크다. 클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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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ver)나 알팔파(alfalfa)와 같은 콩과식물은 입단화를 매우 촉진시키나, 옥수수· 목화
· 사탕무 등은 입단을 깨트린다.

5) 토양개량제의 사용
적극적인 입단생성제로서 쇄상화합고분자물질이 있다. 1951년 미국 Monsant 화학약품회
사는 토양개량제(soil condit ioner)로 폴리비닐(polyvinyl)형과 폴리아크릴(polyacryl)형
을 만들어냈고, 이들은 토양의 입단화· 통기성· 배수· 보수성· 표층피각형성방지 및 경운
의 용이성에 효과가 있다. 이 토양개량제는 고분자가 입자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아
니라 소립단(0.1mm)을 접착시킴으로써 입단을 생성시킨다.

* 입단의 파괴 원인
-

토양내 수분이 부족하거나 과다할 때 경운
토양의 건조와 습윤의 반복
동결과 융해의 반복
입자의 결합제인 유기물의 분해
강우와 기온의 변동

아로니아 토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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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니아의 어린 묘목은 가뭄에 잘 견디지 못하나 어느 정도 자라면 여름철 가뭄에도 피해
가 거의 없다. 그래서 재식 후 2년 정도는 파쇄목, 톱밥 또는 나뭇잎 등을 피복재료로 하여
토양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토양수분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관수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관수시설이 없으면 일주일에 1~2회 정도 고랑에 관수하여 토양
수분을 60~70%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면 된다.

1. 수분과 작물생육
가. 작물생육과 수분의 역할
물은 식물체의 구성성분으로서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물양분의 용해 및 흡수에
필요하다. 더욱이, 엽면 증산으로 수체온도의 지나친 상승을 막고, 여름철 고온일 때에는
동화작용의 감퇴를 막는다. 토양수분이 식물생육의 매체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 내
일정량의 물이 함유되어 있어야 한다.
토양수(soil wat er)는 여러 가지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작용을 촉진하고 영양분의 용
매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작물의 원활한 생육을 위해서는 토양 내 수분의 저장과 이동 특성
을 이 해해야한다. 토양수는 증산(t r a ns pi r a t i on), 투수(per cola t i on), 증발
(evaporat ion), 유거(run- off) 등에 의하여 토양 밖으로 나온다.
수분이 부족하면 작물은 기공을 닫고, 광합성· 단백질합성 및 각종 대사작용이 급격히 저
하되며, 노화호르몬인 아브시스산(abscissic acid)이 급격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효소활
력의 변화와 세포내 세부구조의 변화 등이 일어나고, 위조현상이 발생한다.
수분부족현상이 장시간 계속되면 광합성 억제로 생육저하, 식물체 및 세포의 왜화, 낙엽
과 낙화현상 등이 일어나고, 과실의 비대가 불량해져서 수량과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결
과까지 이어진다.
반면에 토양수분이 과다하면 뿌리가 호흡하는데 필요한 토양 내 산소가 부족하여 정상적
인 생육이 진행되지 않아 각종 생리적 장해, 병발생 등이 유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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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토양수분의 차이와 작물의 생육
과습토양

과건토양

토양수분의 급격한
변화를 받는 토양

생리 및 화학적
변화

토양 산소 부족
뿌리 활력 저 하
토양 미 생물 활동 저 하
지 온상승 저 하

수분흡수 감 소
토양 염 류의 농도증가
흡수량 저 하
염 류의 비 효율적 인 흡

부위 별 기 능균형 파

작물생산의 영향

생육부진
병 해다발
품질 저 하
( 저 장성 약 화· 발효

생육부진
과 실 비 대 불량
품질 불량

열과
병 해 충 저 항성 감 소

작물생육

2. 토양수의 분류와 흡착력
토양의 공극은 수분과 공기로 채워져 있고, 기상환경에 따라 비율이 달라진다. 공극 중에
들어 있는 물은 토양과 물의 결합력, 흡착력 또는 장력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압력단위인 파
스칼(pascal ; Pa)로 표시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토양이 물로 완전히 포화되어 있는 상태는 0kPa(kilopascal)이고, 물이 포화 이상으로 되
어 토양 표면 위에 5cm 두께의 물이 형성되어 있을 때 토양 표면은 0.5kPa양(+)의 압력을
받는다. 토양내 수분이 감소되어 불포화상태가 되면 토양과 수분의 관계는 음(- ) 의 압력값
으로 된다.
예를 들어 중력수가 배수된 후의 포장용수량(field capacit y)은 토양과 수분의 결합력이
- 33 ~ - 10kPa 이 되고, 토양수분이 더 증발산되어 초기 위 조점 을 지나 영 구위 조점
(permanent wilt ing point )에 다다르면 - 1,500kPa이 된다. 그리고 토양시료가 풍건되어
거의 수분이 없는 상태로 되면 - 106 ~ - 105kPa 이 된다. 토양 수분이 포화상태부터 불포화상
태의 압력은 0kPa부터 - 106kPa로 매우 넓은 범위로 분포한다. 이를 단순화시키기 위해 대수
(logarit hm)로 하여 pF 값으로 표시하기도 한다.
불포화상태일 때 수분은 토양의 흡인력에 의하여 흡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토양과 물의
결합관계를 압력으로 표시할 때는 음(- )의 부호를 붙이지만, 토양흡착력 또는 장력의 개념
으로 직접 표시할 때에는 그 용어 자체에 음의 압력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음의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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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빼고 표시한다. 예로 영구위조점에서 토양과 물의 결합력은 - 1.5MPa 이지만 토양의 물
흡인력은 1.5MPa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토양에 의한 물의 흡착력을 나타내는 압력의 단위는 물의 밀도로 1Mgm- 3로 규정할 경우 다
음과 같이 표현된다.
1kPa(kilopascal) = 1Jkg- 1
= 10³ Jm- 3 = 10³ Nm- 2
= 10³ pascal(Pa) = 10hPa
= 10 mbar = 10- 2 bar
pF = log. 흡인력(hPa)
또한 토양수분장력을 수주의 높이로 나타낼 경우 그 값이 너무 높으므로 이 수주 높이의
상용대수(logarit hm)를 취하여 pF(pot ent ial force)치로 나타내는데,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건조한 토양에서는 수분장력이 높아져서 pF치가 높아지게 된다.

표 2. 단위수주의 높이와 pF와의 관계
단위 수주의 높이(cm)
10
100
346
1,000

pF
1.00
2.00
2.53
3.00
4.00
4.18

기압(bar)
- 0.01
- 0.10
- 0.33
- 1.00
- 10.00
- 15.00

참고사항

포장용수량

위 조점 ( 위 조계

3. 관수량 결정
작물의 생육에 적합한 토양수분함량은 재배시기나 작형, 생육단계, 기온, 일사량, 대기습
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고온일수록 증산량 및 증발량이 많아서 관수를 하면 작물의 스
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크다.
관수횟수와 1회당 관수량의 효과적인 조절은 토양수분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것 외에도
비료성분의 효과적인 공급 그리고 지온조절 등과도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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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토양수분의 측정
토양수분의 측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될 수 있으며, 방법에 따라 그 측정기기 또한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토양의 용수량(또는 함수량)은 토성에 따라 크게 다르다.
표 4와 같이 사양토에서는 용수량이 36.7%이고 유효수분은 60~80%에 해당되는 22.0 ~
29.4%에 해당된다. 식양토에서는 용수량이 60.2%, 유효수분 비율도 36.1~ 48.2%로서 사
양토에 비해 높다.

표 3. 토성에 따른 용수량·pF치 및 위조계수
토 성

용적비중

세사토
사양토
양 토
식양토
식 토

1.74
1.62
1.48
1.40
1.08

용수량(%)
28.8
36.7
52.3
60.2
71.2

용수량의
60~80%

수분당량(%)
pF=2.7

위조계수
(%)

5.0
10.0
20.0
25.0
32.0

2.7
5.4

1) 텐시오미터를 이용한 수분측정
토양수분 측정의 보편적인 방법 중 텐시오미터(t ensiomet er)를 이용하는 방법은 토성의
영향을 받지 않고 토양수분 상태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쓰인다.
텐시오미터는 토양수분장력을 측정하는 기기로써 그 수치는 기압이나 수주높이 등으로 나
타낸다.
텐시오미터는 투수성이 좋고 1기압 사이에서는 공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유공초벌구이컵
(속은 비어 있음)을 선단에 부착시킨 수관의 상단에 장력계가 달려 있다. 물이 가득 채워진
텐시오미터의 유공컵 부위를 지하 10~20cm의 근군 분포부위에 묻어 측정하고, 컵은 토양입
자와 밀착시킨 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
토양수분 함량이 낮아지면 토양입자간의 수분장력이 증가하여 텐시오미터의 물이 컵을 통
해 스며나오나 기기 안으로 공기가 유입되지 않아 텐시오미터 내에 장력이 증가된다. 그리
고 수분포화상태에서는 장력이 없어지게 된다.

아로니아 토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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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습체를 이용한 수분측정
흡습성이 있는 물체를 지중에 매몰하면 토양수분을 흡수하거나 또는 건조가 지나치면 역
으로 수분을 배출하므로 흡습체와 토양 사이에 수분함량의 평형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흡습체에 전류를 통하여 전극간의 전기저항 정도로 토양수분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흡습체로 사용되는 물체 중 석고블록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데, 석고블록은 pF
2.7~4.2 사이에서 정확한 측정이 가능하므로 건조된 토양이나 밭작물의 토양수분을 측정
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나. 관수량의 결정
관수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록 수분측정기를 가지고 있더라도 대상토양의 포장용수량
을 반드시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 표 4와 같이 포장용수량은 토성에 따라 매우 다르고 포장
용수량 이상의 관수는 중력수로 상당 부분 아래 토층으로 유실되기 쉬울 뿐만 아니라, 배수
가 불량한 토양은 침수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토성 등에 적당량의 관수량을 결정하기 위해
서는 포장용수량을 반드시 알아야한다.
포장용수량의 측정은 포화상태 이상으로 충분히 관수한 토양 표면을 플라스틱필름 등으로
덮어 토양 표면에서의 증발을 막으면서 24시간 방치한 후 토양표본을 취해 수분을 측정한
다. 이때 포장용수량의 산출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토양의 단위용적당 함수량과 단위중량
당 함수량이다. 단위용적당 함수량이 보편적으로 많이 쓰인다. 그리고 토양건조는 105℃에
서 24시간 건조한다.
※ 함수량(용적비)=

건조에 의한 감량( g )
건토의 중량( g )

※ 함수량(중량비)=

건조에 의한 감량( g )
건토의 중량( g )

X

토양비중 X 100(%)

X

100(%)

작물의 수분흡수는 토양의 모든 부분에서 고르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뿌리털[根毛]이
있는 특정 부위에서 가장 왕성하게 흡수되므로 뿌리털 부위의 유효수분이 빠르게 감소되
며, 다른 부위에서의 수분이동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다.
1회 관수량은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한 유효수분에서 정상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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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소모된 총수량을 산출하여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포장용수량에서 관수 직전의 토양수
분함량을 뺀 수분량을 함수량으로 한다.
※R=

fc - w
100

XD

R : 근군부위를 포장용수량의 상태로 보충할 1회 관수량, fc : 포장용수량(용적비),
w: 관수 전 토양의 함수량(용적비), D: 근권의 깊이(mm)
예를 들어 30cm의 토층에 포장용수량(용적비)이 24%, 관수 직전 토양의 함수량(용적비)
이 21%라고 한다면 1회 관수량(R)은 (24.0~21.0)/ 100 X 300mm=9.0mm로 계산된다. 그러
나 관수량의 일부는 지하로 또는 지표에서 유실되므로 실제 관수량은 계산된 수치보다 더
높아야 하는데, 이러한 감량을 고려한 관수효율이 90%라면 9.0mm X (100/ 90)=10.0mm를
관수해야 한다.

다. 관수방법
관수장치의 선정은 작물의 특성, 재배방법, 수질과 수량, 가격, 사용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가장 알맞은 방법을 선정해야 한다.

표 4. 관수방법의 종류
관수방법
고랑관수
지표관 수
점적관수
지 중관 수

종

류

일 반 호 스 또 는 파이 프 활 용
다 공 튜 브 관 수 · 다 공 파이 프 관 수 · 노 즐 이 용 관
수
지 표점 적 관 수· 지 중점 적 관 수

아로니아 토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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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몇 가지 관수방법의 특징 비교
관수방법

관수장치

다 세공 튜브
세공 분수
다 세 공 파이 프 세 공 분 수
살수관 수
노즐
유 공 파이
점적관수
프
유 공 파이
프

특징

사용위치
지상

지표

○
○
○
○

○
○
○
○
○
○

지중
○
○

시설비

수압

수량

내구성

저
중
극고
극저
저렴
고가

저
중
고
중
저
저

적음
적음
많음
중
적음
적음

작음
큼
큼
큼
작음
중간

1) 고랑관수(유수관수) : 고랑에 물을 흐르게 하거나 또는 일정량을 급수하여 고이
게 한 후 서서히 작물의 뿌리까지 스며들게 하여 수분을 공급한다.

표 6. 토성별 물의 침투속도(단위 : m/h)
토 성

식 토

식양토

양 토

침 투속도

8

15

30

사양토
55

사 토
80

고랑관수는 줄기나 잎에 물이 닿지도 않고 흙이 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토양 표면이 굳
어지는 일도 없어서 유리하다. 관수장치가 거의 필요없고 경비가 적게 든다. 그러나 물의 소
모가 많을 수도 있고 밭의 기울기가 심하면 고르게 관수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며, 배수가 불
량한 토양에서는 관수시 포장내 출입이나 작업이 비능률적이고 불편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2) 지표관수
가) 다공튜브관수 : 폴리에틸렌(polyet hylene)으로 된 호스 또는 튜브가 관수전용 튜
브로 많이 시판되거나 사용되고 있다. 대체로 너비 5~6cm, 두께 0.1mm의 튜브가 많이 사용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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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관수용 플라스틱 다세공튜브(분수호스)의 몇 가지 종류
고유번호

형 태

지름(mm)

접는 너비(cm)

살수거리(m)

용 도

A
B
C
D

32
38
45
32

5
6
7
5

60
90
120
40

고설용
고설용
저설용
수막용

지표식 다공튜브의 특징은 값싸고 설치하기가 대단히 쉬워서 일시적으로 또는 장기사용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균일한 관수를 위해서는 튜브의 길이가 30~35m 이하이어야 적합
하나 튜브의 제작방법이나 주어지는 압력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는다.

나) 다공 파이프관수 : 원리나 이용 방법은 다공튜브관수와 동일하며 경질의 플라스
틱파이프를 이용하므로 내구성이 매우 강하고, 동시에 대면적을 효과적으로 관수 할 수 있
어서 대면적을 생력관리하는데 가장 적합한 관수방법이다. 높은 압력 하에서 견딜 수도 있
고 낮은 압력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다) 노즐이용관수 : 높은 압력이 주어진 굵은 파이프 등에 노즐을 부착하여 물을 살수
하는 급수장치로서 고정식과 회전식이 있다. 노즐의 종류에 따라 살수각도나 살수반경 등
을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다.
회전식은 스프링클러로서 포장에서는 흔히 사용되나, 상당히 높은 수압이 요구된다. 노즐
의 위치가 적절하게 분포되지 않으면 관수되는 물의 분포도 또한 균일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시간당 관수량이 많아서 빠른 시간내 관수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침투속도가 느린 토양
에서는 지표에서 물이 흐르기 쉬운 단점이 있어서 토양의 종류에 따른 조절이 필요하다. 살
수된 물이 잎과 줄기에 직접 닿게 되어 병발생이 조장될 수 있는 단점이 있고 튀어 오른 흙
물이 작물에 닿아 품질을 손상시킬 우려도 있다.

아로니아 토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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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팩트 스프링 쿨러 수상식

미 니 스프링 쿨러 ( 제

미 니 스프링 쿨러 ( 압력 보상형 수하

그림 18. 스프링클러 종류

3) 점적관수(drip irrigat ion, t rickle irrigat ion) : 마이크로플라스틱튜브 끝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거나 또는 천천히 흘러나오도록 하는 관수하는 방법으로, 원하는 부
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소량의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토양이 굳어지지 않고 표
토의 유실도 거의 없으며 소량의 물로도 넓은 면적을 효과적으로 균일하게 관수할 수 있다.
또한, 관비로 비료성분을 혼입하여 시비를 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관리작업이 번거로
울 수도 있고 관수에 오랜시간이 필요하다.
수압이 높아지거나 관리작업 등에 따라 튜브의 끝이 쉽게 이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튜브의
끝에 납으로 된 추를 달거나 또는 토양에 꼽아 넣을 수 있는 핀을 달아 관수부위에 고정시켜
놓는다. 소요되는 수압은 1.5~2.0kg/ cm²로 낮은 편인데 튜브의 길이에 반비례하여 관수량
은 줄어들므로 각각의 튜브 길이를 같게 해야 균일한 관수효과를 얻을 수 있다.

4) 지중관수 : 지하에 설치된 급수관에서 물이 스며 나와서 근군에 물이 공급되는 장치
로서 지표관수에 비하여 과습환경이 주어지지 않아 병해도 적고 수량도 증수되는 장점은 있
으나, 시설비가 많이 들고 유지관리가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라. 토양수의 분류
토양수는 토양입자의 표면에 강하게 결합되어 식물에 잘 흡수되지 못하는 물과 토양입자
의 표면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결합력이 약하여 식물이 잘 이용하는 물, 토양입자 사이의 공
극에 비교적 약하게 흡착되어 있는 물 그리고 토양입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하는 물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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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토양입자에 끌리는 힘에 따라 토양수를 결합수(결정수, combined wat er)· 흡습수
(hygroscopic wat er)· 모세관수(capillary wat er)· 중력수(gravit at ional wat er) 등으
로 나눈다.

표 8. 토양수의 흡착력과 토양수의 구분
토양수분
흡인력
(hPa)
1

수분 흡인력
포텐셜 (hPa)의
(MPa)
log
- 0.0001

0
10
100
330

- 0.001 1
- 0.01 2
- 0.033

2.52

토양수의 구분
- 최 대 용수
량

토양
함수량
(%)

작물의 생육 기준

중
력
수

-

50

500
1,000
10,000
15,000
4.18
31,000

-

0.05
0.1
1.0
1.5

(

(

모
- 포장용수
관
수 - 생장저 해 수
량
유 분
2 . 7 - 수분당량
효
- 초기 위 조점
3
무효수 수
- 영 구위 조점
4
- 위 조점
비 유효수
- 흡 수 계 수 흡습수

100

- 3.1

-

25
15

0

화합수

※ 이효수분(易效水分) : 쉽게 식물체가 이용할 수 있는 수분

1) 결합수(결정수)
결합수는 토양 내 화합물의 한 성분으로 되어 있어 결정수(wat er of cryst allizat ion)라
고도 하는데, 토양을 100~110℃로 가열해도 분리되지 않으며, 1,000MPa(pF7) 이상인 수분
으로 식물에는 흡수되지 않지만, 화합물의 성질에 영향을 끼친다.

2) 흡습수
건조한 토양을 상대습도가 높은 공기 중에 두면 분자간 인력에 의해 토양입자의 표면에 흡
착되는 물을 흡습수라고 한다. 흡습수는 3.1MPa(pF4.5) 이상의 힘으로 흡착되어 있어 식물
아로니아 토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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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용하지 못한다. 흡습수는 100~110℃에서 8~10시간 가열하면 쉽게 제거된다.
토양입자에 흡착되는 흡습량은 토양의 표면적에 비례하고, 이것으로 토양의 표면적을 구
할 수 있다.

흡습수

수증기

토립 중의
화합수

그림 19. 토양입자에 흡착된 흡습수

3) 모세관수
토양입자에 물이 흡착되어 그 물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다시 물의 양이 많아지면 토양입자
사이의 작은 공극인 모세관에도 물이 채워지는데 이를 모세관수라고 한다. 모세관력과 물
의 표면장력에 의해 흡수· 유지된다.
모세관 내의 물은 물 분자의 응집력 보다 관벽의 물에 대한 부착력이 크기 때문에 물은 관
벽을 타고 상승하며, 모세관 내의 수면은 표면장력으로 오목하게 된다.
토양입자의 표면 가까이에 있는 모세관수를 내부모세관수 또는 팽윤수(imbibit ion)라고
한다. 내부모세관수는 주로 교질 미셀(micelle)의 삼투압으로 유지되며, 식물에는 거의 이
용되지 않는다. 표면장력이나 중력에 견뎌 유지되어 있는 내부모세관수 바깥쪽의 물을 외
부모세관수라고 한다.
모세관수에 의한 물의 상승은 일반적으로 모세관의 반지름에 반비례한다.
모세관수의 흡착력은 0.033~3.1MPa(pF 2.52~4.5)이고, 식물이 사용하는 주요 수분이다.
대체로 밭작물에 잘 이용되어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는 물은 0.1MPa(pF3.0)까지다.
미세한 입자로 된 식토에서는 모세관 공극이 작아서 물이 높이 올라가며, 거친 입자로 된
사토에서는 공극이 커서 물이 낮게 올라간다. 모세관이 작으면 물의 상승속도가 느리다.
토양의 모세관수량은 온도· 염류함량· 토성· 구조 등에 따라 다르다. 온도가 높을 때에는
물의 표면장력이 감소되고 무기염류가 가해지면 커지는데, 이에 의하여 모세관수량이 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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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입자가 미세한 토양일수록 모세관수량이 많아지고, 또한 입단구조에서도 많아진다.

4) 중력 수(유리수)
물이 많게 되면 모세관을 채우고 남은 물은 큰 공극으로 옮겨져서 중력에 의하여 흘러내리
는 물을 중력수 또는 유리수라고 한다. 이 물은 입자 사이를 자유로이 이동하는 물로서 흡착
력으로는 0.033MPa 이하이다.
하층에까지 큰 공극이 있을 경우에는 물이 아래쪽으로 흘러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에는 식
물양분도 같이 흘러 내려가 지하수를 이룬다.

마. 토양수의 특정항수
한 토양 내에서 토양수의 토양입자에 의한 흡착력은 연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지만, 토양수
의 운동성과 토양의 물리성에 영향을 주는 수분량이 있다.

1) 흡습계수(흡습량)
풍건토양을 수증기로 포화된 공기 중에 방치하면 일정량의 물분자를 흡착하고 그 이상 흡
착하지 않는다. 흡습계수(hygroscopic coefficient ) 또는 흡습도(hygroscopicit y)는 풍건
하여 포화상태로 흡착된 수분량으로 토양을 100~110℃ 로 가열하여 건조시킨 후 중량백분율
로 환산한다.
거친 모래분이 많은 토양일수록 흡습도와 표면적이 적어지고, 점토나 부식이 많은 토성일
수록 모두 커진다. 토양입자의 표면적과 흡습도는 점토나 부식의 양과 질에 영향을 많이 받
는다.

아로니아 토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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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몇 가지 토양의 흡습도와 표면적
구

분

사
토
양 질 사토
사질 양 토
양
토
부식 질 사토
이 탄 토
점
토

흡습도
1.06
1.40
2.09
3.00
4.20
18.42
23.81

토양 1g의 표면적(㎡)
4.24
5.60
8.36
12.00
16.180
73.68
95.24

2) 위조점 및 위조계수
양수분이 감소되면 식물은 세포의 팽압을 유지할 수 없어 시들기 시작하지만, 식물을 습
도가 높은 대기 중에 두면 다시 회복된다. 토양수분이 점차 감소됨에 따라 식물이 시들기 시
작하는 수분량을 일시위조점 또는 초기위조점(t emporary wilt ing point )이라고 하고, 이
때의 흡착력은 약 1.0MPa이다.
초기위조점 이상으로 수분이 감소되면, 식물을 포화습도의 공기 중에 둔다 하더라도 시든
식물은 회복되지 않는데, 이때의 수분량을 영구위조점(permanent wilt ing point )이라고
하고, 이 때의 흡착력은 약 1.5MPa이다. 수분량은 토성에 따라 달라 사토에서는 2~3% 또는
그 이하이고, 식질토에서는 20% 이상이다. 유기물을 80% 이상 함유하고 있는 이탄토에서
는 때때로 100% 부근에서도 시들게 된다.
토양유효수분은 넓은 뜻으로는 포장용수량에서 위조점(wilt ing point )의 수분량을 뺀 수
분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토양수분이 위조점에 가까워지면 수분공급이 불충분하기 때
문에 식물의 생육이 순조롭지 못하게 된다. 위조점은 식물뿌리의 흡수력의 세기에 따라서
도 다르며, 식물의 종류에 따라 흡착력도 다소 다르다.
위조점은 거의 1.5MPa에 상당하므로 식물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토양에 15기압에 대등한
원심력을 준 다음 토양 중에 남는 수분량을 측정함으로써 위조점을 알 수 있다.

3) 수분당량
물로 포화시킨 토양에 중력의 1,000배(1,000G)에 상당하는 원심력을 작용시킬 때 토양 중
에 남아 있는 수분을 수분당량(moist ure equivalent )이라고 한다. 수분당량은 큰 공극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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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세관수의 대부분이 제거된 상태로, 토양내 모세관수가 이동하지 않는다. 흡착력은
0.05~0.1MPa 이다.
수분당량에서의 함수량은 토양에 따라 달라, 조사토는 3~4% 이고, 중점토는 46% 정도이
다.

4) 포장용수량
농경지에 관개 또는 강우로 많은 물이 주어지면 과잉수의 대부분은 큰 공극을 통하여 아래
로 이동되고, 이 후 물의 표면장력에 의한 모세관작용으로 물의 이동이 계속되다가 이 작용
에 의한 이동이 거의 정지되었을 때 이 표층토의 수분당량을 포장용수량(field moist ure
capacit y)이라고 한다. 즉, 토양이 중력으로 빠져나가지 않은 최대의 수분함량을 말한다.
포장용수량은 0.033MPa(pF 2.52)의 힘으로 토양에 유지된 물이며, 포장용수량에서 위조
계수를 뺀 나머지 수분을 유효수분이라고 할 수 있다. 토성과 유효수분과의 관계는 표 10과
같다.

표 10. 토성과 유효수분과의 관계 (단위 : %)
구

분

용
수
량
위 조 계 수
유
효
수

토
세사토
28.8
2.7
26.1

사양토
36.7
5.4
31.3

성
양토
52.3
10.8
41.5

식양토
60.2
13.5
46.7

식토
71.2
17.3
53.9

5) 용수량
용수량은 토양이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물의 양으로, 최대용수량(maximum wat er holding
capacit y)은 토양내 모든 공극이 물로 완전히 포화되어 있는 상태로, 토양의 토성· 구조·
흡수물질의 함량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최 소용수량(mi ni mum wa t er holdi ng
capacit y)은 수면으로부터의 거리가 멀고 수면과 연결되는 모세관작용의 영향을 받지 않
은 때에 보유된 수분의 양으로, 포장용수량과 거의 같다.
용수량(wat er holding capacit y)은 다음과 같이 측정한다. 즉, 지름 5cm, 높이 5cm의 유
리원통 2개를 겹쳐 놓고 두 원통 사이를 거죽으로부터 종이로 붙인 다음 밑에 거름종이를
대고 헝겊으로 덮어서 끈으로 튼튼하게 묶는다. 이 통에 세토를 채우고 유리접시에 물을 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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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 여기에 원통을 담가 0.5cm의 높이로(수면) 유지· 흡수시켜 물이 토양 표면에 올라
올 때까지의 시간을 기록하고, 그 후 24시간 방치해 두었다가 원통의 접합부를 끊어 둘로
나눈 다음 양쪽의 중앙부에서 5~10g 정도의 세토를 칭량관에 취하여 칭량하고 다시 110℃로
건조시켜 함량을 구한다. 다음 시행 전과 시행 후의 무게차를 구하여 증발산량을 건조토양
100g에 대한 양으로 환산하여 용수량으로 한다.
※ 용수량(중량 %) =

w
b

× 100

W: 수분량, b : 건토량
※ 최대용수량(용량 %) = 중량 %(용수량) × 용적밀도

바. 최적수분량과 토양수분의 증발억제
식물에 이용되는 물은 0.01~1MPa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모세관수와 중력수의 일부
로서 유효수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식물의 생육에 대해서는 최적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작물이 정상적으로 생육하기 위해서는 유효수분 중에서도 0.01~0.1MPa의 물이어야 하며,
0.1MPa(1기압)만 넘어도 작물의 생육은 순조롭지 못하게 된다. 식물의 생육에 대한 최적수
분함량은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 식물의 종류 및 생육시기· 기후조건 등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수분적량은 용수량의 60~80% 라고 하였다.
토양수분이 증발산으로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피복을 해야한다. 피복재료로 톱밥
· 볏짚· 낙엽· 산야초· 청 예 등이 사용되고, 비닐멀칭(vinyl mulching)과 페이퍼멀칭
(paper mulching)이 많이 이용된다.
또한, 지표면을 얇게 호미질하거나 얕게 갈아서 하층과의 모세관 작용의 연결을 끊어 주는
동시에 흙으로 피복하면 수분증발을 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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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여름철 과수의 증발산량
과종

측정시기
월.일(년)

증발산량
(mm/일)

측정조건

측정방법

발표자

8( 1973) 2.8~4.7( 평균 3.94)
( 1976)
7 ( 1 9 7 4 ) 1 . 7 ~ 5 . 3 ( 평 균3 . 5 5 )
( 1976)
8 ( 1 9 7 4 ) 2 . 5 ~ 5 . 3 ( 평 균4 . 0 3 )
감귤 ( 1 9 7 6 )
7
3 . 9 5 ~ 7 . 1 3 ( 평 균5 . 3 5 )
유목
加等 등 ( 1 9 6 8 )
8
유목
chamber 법
7
3 . 9 5 ~ 5 . 5 6 ( 평 균4 . 7 6 )
성목
加等 등 ( 1 9 6 8 )
8
2 . 5 7 ~ 4 . 9 3 ( 평 균3 . 9 9 )
성목
加等 등 ( 1 9 6 8 )
3 . 1 ~ 5 . 2 ( 평 균4 . 2 ) pF 2 . 7 이 상
토양 수분감 소법
1 . 5 ~ 2 . 8 ( 평 균2 . 1 ) pF 2 . 7 이 상
토양 수분감 소법
사과
0 . 3 ~ 1 . 3 ( 평 균0 . 7 9 )
pF 4 . 2 이 상
竹中 등 ( 1 9 6 6 )
7
4.0
토양 습 윤
라이 시메타
8
5.6
토양 습 윤
라이 시메타
8
4.56
토양 수분감 소법
7
2.67
라이 시메타
포도 8
2.93
라이 시메타
7
2.01
무관 수
토양 수분감 소법
8
3.90
무관 수
토양 수분감 소법
7
2.91
관수
토양 수분감 소법
감
8
4.65
관수
토양 수분감 소법
8
3.72
토양 수분감 소법
4.4~5.9( 평균 5.17)
복숭아 7 ~ 8 ( 1 9 6 2 )
분감 소법
水之江 등( 1 9 6 5 )

열 수지 법 町田등
열 수지 법 町田 등
열 수지 법 町田 등
chamber 법
加等 등 ( 1 9 6 8 )
chamber 법
chamber 법
竹中 등 ( 1 9 6 6 )
竹中 등 ( 1 9 6 6 )
토양 수분감 소법
馬寫 등 ( 1 9 6 3 )
馬寫 등 ( 1 9 6 3 )
鎌田 등( 1 9 6 5 )
田中 등( 1 9 6 6 )
田中 등( 1 9 6 6 )
田中 등( 1 9 6 6 )
田中 등( 1 9 6 6 )
田中 등( 1 9 6 6 )
田中 등( 1 9 6 6 )
鎌田 등( 1 9 6 5 )
토양 습 윤 토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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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분의 종류
자연계에는 109종(인공원소 17종)의 원소가 있고, 이 중 60여 종의 원소가 식물체에서 발
견되었다. 지각에는 산소와 규소가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알루미늄, 철, 칼슘, 나트
륨, 칼륨, 마그네슘을 포함한 8종의 원소가 98%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수소는 지각에
0.87%로 극히 소량으로 분포하고, 탄소는 생체의 주요 구성성분이나 분포비율이 대단히 적
다.
반면 생물체를 구성하는 성분을 보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륨, 칼슘, 인 등의 원소가
전체의 98% 이상을 차지하여 지각의 원소분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식물체
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CO2)와 물(H2O)에서 얻어지는 산소(O), 탄소(C), 수소(H)가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표 12. 지각과 생물체의 원소분포 비교
지각(지표면. 대기, 물 포함)
원

소

산
소 ( O)
규
소( Si )
알루미 늄( Al )
철 ( F e)
칼
슘 ( Ca)
나 트 륨 ( N a)
칼
륨( K )
마 그 네 슘 ( M g)
수
소 ( H)
염
소 ( Cl )
인 ( P)
망
간( Mn)
탄
소 ( C)
유
황( S)
질
소( N)
아
연 ( Z n)
구
리 (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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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
49.5
25.3
7.5
5.08
3.39
2.63
2.40
1.93
0.87
0.19
0.12
0.09
0.08
0.06
0.03
0.017
0.010

원소

동물(인

식물(옥수수)

중 량(건물%) 중 량(건물%)

산
소 ( O)
14.62
탄
소 ( C)
55.99
수
소 ( H)
7.46
질
소( N)
9.33
칼
륨( K )
1.09
칼
슘 ( Ca)
4.67
인 ( P)
3.11
마 그 네 슘 ( M g)
0.16
유
황( S)
0.78
알루미 늄( Al )
—
염
소 ( Cl )
0.47
철 ( F e)
0.012
몰 리 브 덴 ( M o)
—
망
간( Mn)
—
아
연 ( Z n)
0.01
붕
소( B)
0.02
구
리 ( Cu)
—
규
소( Si )
0.005
나 트 륨 ( N a)
0.47
계
99.2%

44.43
43.57
6.24
1.46
0.92
0.23
0.20
0.18
0.17
0.11
0.14
0.08
0.05
0.04
0.02
0.01
1.17
—
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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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식물체를 구성하는 주요 유기물과 구성원소
성

분

셀 룰 로 오 스
S( P )
헤 미 셀룰로오스
펙
틴
전
분
리
그
닌
유
지
방

구 성 원 소

성

C, H, O

단

C,
C,
C,
C,
C,

핵
아
엽
카
안

H,
H,
H,
H,
H,

O
O
O
O
O

분
백

미

노
록
로

토

시

구 성 원 소
질

C, H, O, N ,

산
산
체
틴
안

C,
C,
C,
C,
C,

H, O, N , P
H, O, N ( S )
H, O, N , M g
H( O)
H, O

※ 식물체의 구성성분은 유기물(유기화합물)과 무기물(무기화합물)로 나눌 수 있으며, 건물의 95% 이상이 유기물이다. 그리고
유기물을 구성하는 주요 원소는 C, H, O이고 여기에 N, P, S , Mg 등이 결합되어 있다. 유기물은 탄소(C) 원자를 중심으로 수소, 산
소, 질소 등으로 이루어진다.
무기물은 생명을 지니지 않은 물질을 이르는 것으로 물, 흙, 공기, 광물 등이 있다. 유기물을 태우면 무기물만 남는다.

식물체의 구성성분을 물질수준으로 접근하면 유기화합물과 무기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다.
무기화합물은 수분과 무기염류로 식물체 대부분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어린식물
이나 과실과 같은 다즙식물은 90% 이상이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물 중 수분을 제외한
부분은 건물(乾物, dry mat t er)이다. 건물 중 95% 정도는 유기화합물 그리고 무기화합물
은 5% 정도로 구성된다.

2. 필수원소
가. 필수원소
식물체에서 발견되는 원소는 60여 종이나, 모두 생육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일부 원소
는 없어도 식물의 생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나, 일부 원소는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
다. 식물의 생육에 반드시 필요한 성분을 필수 원소(essent ial element )라고 한다. 그러나
식물의 종류에 따라 필요로 하는 원소가 다를 수 있고, 원소별 요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원소의 필수성은 다음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부족하거나 없으면 자신의 생활사를 완성할 수 없다.
둘째, 식물체의 필수적인 성분(엽록소 등)의 구성성분이다.
셋째, 기능과 효과 면에서 다른 원소로 대체할 수 없다.
넷째, 단순히 상호작용의 효과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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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필수원소의 종류
현재 식물의 필수원소로 인정되는 것은 16종으로, 필수원소는 식물체 내의 농도를 기준으
로 하여 1,000ppm 이상의 다량원소(macroelement s, maj or element s)와 100ppm 이하의
미량원소(microelement s, t race element s)로 구분한다. 다량원소는 C, O, H, N, P, K,
Ca, Mg, S 로 9종으로, 그 중 다량 필수원소는 N, P, K이고, 소량 필수원소는 Ca, Mg, S 이
다. 미량원소는 Fe, Mn, Cu, Zn, B, Mo, Cl의 7종으로 생육에 반드시 요구되는 원소들인데
요구량은 많지 않다. 식물체를 구성하는 필수원소 가운데 C, H, O가 96% 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 원소가 4%를 차지한다. 이 중 다량원소가 3.5%, 미량원소가 0.5%를 차지한다. 식
물의 필수원소 가운데 C, H, O는 대기로부터 호흡되는 탄산가스(CO2)와 토양으로부터 흡수
되는 물(H2O)에서 얻게 되며, 나머지는 주로 토양으로부터 흡수된다. 모든 원소는 흡수할
수 있는 형태로 존재해야만 식물이 흡수 이용할 수 있다.

표 14. 식물의 필수원소별 흡수이용형태와 체내 적정농도
구

분

다량원소

미량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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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소

탄
소
산
소
수
소
질
소
칼
륨
칼
슘
마그네 슘
인
유
황
철
염
소
망
간
구
리
아
연
붕
소
몰리 브덴

충청북도농업기술원

기 호
C
O
H
N
K
Ca
Mg
P
S
Fe
Cl
Mn
Cu
Zn
B
Mo

흡 수 형 태
CO 2
O2 , H 2 O
H2 O
N O3 - , N H 4 +
K+
Ca 2 +
M g2 +
H 2 P O 4 - , HP O 4 2 S O4 2 F e3 + , F e2 +
Cl M n 2+
Cu + , Cu 2 +
Z n 2+
H 3 B O3
M oO 4 3 -

원자량

농도(ppm)

12.01 450,000
16.00 450,000
1.01 60,000
14.01 15,000
39.10 10,000
40.8
5,000
24.32
2,000
30.98
2,000
32.7
1,000
55.85
100
35.46
100
54.94
50
63.54
6
65.38
20
10.82
20
95.9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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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은 16가지의 필수원소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소를 흡수하여 이용하고 있다. 그 가운데
특정 원소는 식물의 생육을 크게 촉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벼, 옥수수와 같은 벼과의 식
물은 규소(S i)를 흡수하여 잎의 기계적 지지나 내병충성 강화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대부
분의 염생식물은 나트륨(Na)을 염의 형태로 흡수하여 세포 안의 삼투포텐셜을 유지시키면
서 염류농도 장해현상을 방지해 준다. 코발트(Co)는 두과작물의 근류발달과 질소고정에 필
요하며, 알루미늄(Al)은 산성토양에서 해작용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구리, 인, 망간 등의 독
작용을 방지하여 생육을 촉진시키기도 한다.

다. 필수원소의 기능
식물의 필수원소 가운데 비광물성인 C, O, H는 대기 또는 토양 중에 있는 CO2, H2O, O2의
형태로 흡수되어 각종 물질대사에 이용되고, 식물체의 구성성분이 되기도 한다. 광물성의
원소들은 각각의 흡수형태로 토양에서 흡수되어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1) 질소(Nitrogen : N)
질소는 생명체에서 단백질, 알칼로이드 등의 구성 원소로서 필수적인 성분이다.

가) 흡수 및 체내분포
질소는 질산이온(NO3- )이나 암모늄이온(NH4 + )의 두 가지 형태로 흡수된다. 밭과 과수원에
서는 토양 중 산소가 많아 주로 NO3- 이온의 형태로 많이 흡수된다. 토양 내 산소가 부족하여
환원상태에 있으면 NH4 + 의 형태로 주로 존재하고 논벼나 철쭉류 식물에서 많이 흡수된다.
암모늄태로 흡수되는 경우 NH4 + 는 수용액에서 해리되어 암모니아(NH3)가 발생하여 독성을
나타내므로 흡수 후에 즉시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
NH3 + H+ = NH4 +
질소는 뿌리 보다는 잎에 많이 분포하고, 잎의 경우 건물량의 1~5%를 차지한다. 식물체에
공급되는 질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노엽의 단백질이 분해되어 나온 질소가 생장중인 어린잎
으로 이동되어 이용되는 등 체내의 질소는 기관 상호간에 재분배가 잘 이루어진다.

나) 주요 생리작용
식물은 무기질소를 흡수 후 동화되어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 엽록소 등과 같은 유기화합
물을 생성한다. 흡수된 질소의 80~85%가 단백질의 합성에 이용된다. 또한 효소, 비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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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몬 등의 성분으로 체내의 물질대사에 관여한다. 그리고 질소는 광합성으로 형성된 탄
수화물을 단백질이나 원형질로 변화시켜, 셀룰로오스나 리그닌과 같은 무질소화합물의 축
적을 억제시킨다. 따라서 원형질이 증대하고 함수량이 증가하여 세포의 생장이 촉진되어
세포의 크기는 증대하지만, 세포벽이 얇아지고 잎은 다육성이 되며 유연해진다.

다) 과잉 및 결핍증상
질소가 체내에 지나치게 많으면 가용성 탄수화물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수분과 단백질의
함량이 증가하여 세포의 신장이 촉진되고 세포벽이 얇아지면서 유연해진다. 이러한 식물의
가지는 도장하고 화아분화가 억제되는 등 불균형 생장이 이루어진다.
질소가 결핍되면 전반적으로 생육의 속도가 떨어지고 아래의 노엽부터 시들고 엽록체 단
백질이 분해되어 황백화현상(chlorosis)이 나타난다. 엽맥과 줄기에는 안토시아닌이 다량
으로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 줄기는 가늘고 딱딱해지며 담록색으로 변하며 측지가 적어진
다. 그리고 과실은 작고 성숙이 지연된다.

표 15. 아로니아 수령별 시비량
수 령(년)

2

3

4

N 시비량
(g/주)

10

21

39

5

6

65

100

질소를 나무가 필요한 양보다 많이 주면 수확량이 일부 증가할 수 있지만, 안토시아닌 함
량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2) 인(Phosphorus : P)
인은 피틴· 인지질(燐脂質)· 인단백질· 핵산(核酸) 등의 중요한 유기화합물로서 체내에
함유되어 있고 식물에는 0.2〜0.8% 함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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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흡수 및 체내분포
두 가지 형태의 이온, H2PO4 - 와 HPO4 - 2의 형태로 흡수된다. 토양 중 두 이온의 분포비율은
pH에 의하여 조절되는데 중성에서는 H2PO4 - , 염기성에서는 수소이온 개수가 상대적으로 적
어 HPO4 - 2의 농도가 높다. 식물은 주로 H2PO4 - 를 많이 흡수한다.
인은 체내에서 쉽게 이동하고 재분배가 용이하여 새로운 조직에 많이 축적되고 늙은 조직
이나 기관에서는 결핍되기 쉽다. 영양생장 중에는 줄기나 잎에 많이 분포하지만 생식생장
에 들어가면 종자나 과실로 이동하여 50% 이상의 인이 생식기관에 집중분포되는 경우도 있
다. 유기질의 인화합물은 쉽게 분해되어 무기인산염으로 된다. 영양생장 중의 식물체 내에
는 무기질의 인이 많이 분포한다.

나) 주요 생리작용
인은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흡수된 인은 쉽게 이동하여 여러 가지 유기화합물을 형성한다.
주요 유기인화합물을 보면 핵산, 인지질, 효소단백질, ATP 및 각종 중간대사산물이 있으
며, 종자에는 저장양분으로 피틴(phyt in)이 있다. 인산은 대개 당과 알코올의 OH기와 에스
테르화되어 결합되거나 다른 인산기에 결합되어 무수결합을 이룬다.
핵산은 유전에 관여하고,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으로 물질의 투과성에 관여하고 있다.
한편 무기질의 인산염은 광합성과 호흡작용에서 탄수화물의 합성과 분해과정에서 당류와
결합하여 여러 가지 생화학적인 반응을 촉진하며 ATP를 합성하여 에너지를 저장하고 방출
하는 데 관여한다.

다) 과잉 및 결핍증상
인이 과잉으로 흡수되면 생육이 억제되는데 이는 Zn, Fe, Cu 등의 물질과 단단히 결합하
여 전류가 억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인이 결핍되면 핵산 합성이 억제되고 이에 따라 단백질 합성 또한 감소된다. 그리고 분열
조직에서는 세포분열이 저해되어 생육이 억제된다. 잎은 암녹색 또는 녹자색으로 변하며
안토시아닌이 발현되기도 한다. 줄기는 가늘고 딱딱해지며 과실은 작고 성숙이 늦어진다.
그리고 인이 부족하면 성숙한 조직에서 유조직으로 재분배되기도 한다.

아로니아 토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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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H3PO4

Myo- inositol

Phytic acid

인산의 결합형식
Phyt ic acid(피트산)을 말하며, myo- inosit ol에 6개의 인산이 에스테르 결합하여 생성된
다. 물에 잘 녹지 않으며 인산의 중요한 저장물질이 된다.
그림 20. 인산의 결합형식

3) 칼륨(Potassium : K)
칼륨은 알칼리 금속에 속하는 1족 화학원소로 식물체 내 이동이 잘 된다.

가) 흡수 및 체내분포
K 이온의 형태로 흡수되는데, 질소나 인산처럼 흡수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체내 이동도
용이하며 재분배가 쉽게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식물은 무기원소 가운데 칼륨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다. 광합성이 활발한 잎이나 세포분열이 왕성한 생장점 부위에 다량으로 분포
되어 있고 줄기의 목질부나 종자에는 농도가 낮다.
+

나) 주요 생리작용
대부분 무기염이나 단순한 유기산염으로 존재하며, 이온화되어 있거나 이온화되기 쉬운
상태로 존재한다. 칼륨은 다른 원소와는 달리 생리적으로 중요한 유기화합물의 구성성분이
아닌 독립적인 이온으로 활동한다. 수분의 흡수조절, 동화물질의 전류촉진, 효소의 활성화
등의 생리적 기능을 한다. 식물은 칼륨을 능동적으로 흡수하여 체내의 삼투포텐셜을 낮춰
수분의 흡수를 촉진한다. 공변세포는 칼륨의 농도에 따라 수분의 흡수로 공변세포의 팽압
을 변화시켜 기공의 개폐를 조절한다. 또한 원형질의 물리적인 체제, 수화성, 완충작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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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한다. 특히 광합성과 동화물질의 전류에 대하여 칼륨이 큰 영향
을 미친다.

다) 과잉 및 결핍증상
토양 중에 칼륨이 과다하면 다른 양분의 흡수를 저해한다. 특히 Ca, Mg, B와 같은 양이온
의 흡수가 저해된다. 그러나 칼륨은 이동이 잘 되기 때문에 토양이나 식물에서 부족하기 쉽
다.
칼륨이 결핍되면 세포의 pH가 증가하여 효소계에 이상을 초래하며 체내의 여러 가지 물질
대사의 진행이 억제되어 생육이 저해된다. 잎에서는 오래된 잎부터 황백화현상이 나타나는
데 뿌리와 줄기는 가늘어지고 특히 줄기의 유관속은 목질화가 억제되어 내도복성이 매우 약
해진다. 과실과 종자도 작아지고 성숙도 늦어진다. 칼륨의 결핍증상은 생육의 초기에 나타
나는 일은 드물고 대개 생육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나타난다.
※ 폴란드 아로니아 추천 시비량(kg/ 10a) : N(10), P(8~10), K(10~15)

표 16. 후지/M.26 잎의 영양 기준농도
원 소

표준치

N(g/kg)
P(g/kg)
K(g/kg)
Ca(g/kg)
Mg(g/kg)
B(mg/kg)

25.4
1.62
14.8
10.0
2.57
36.2

기준농도
정상

부족

과다
> 31.8
> 2.88
> 20.7
> 16.5
> 4.32
> 56.4

< 19.0
< 0.36
< 7.48
< 3.59
< 0.82
< 16.0

표 17. 왜성사과에 대한 수령별 표준시비 성분량(g/주)
대목

성분

M.9

잘소
인산
칼리

M.26

1
20
10
15

2

3

4

수 령
5
6

7

8

9

10

성목 10a당
시비량

50 100 150 180 220 250 250 250 250 질소 :
2 5 5 0 7 5 9 0 1 1 0 1 2 5 1 2 5 1 2 5 1 2 5 1 2 ~ 1 5 ( k g)
40 80 120 150 180 200 200 200 200 인산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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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칼슘(Calcium : Ca)
칼슘은 2족에 속하는 알칼리 토금속 원소로 지각에 5번째로 풍부하여 토양 산도 교정물질
로 많이 사용된다.

가) 흡수 및 체내분포
토양 중에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칼슘의 흡수율은 다른 원소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흡수
는 Ca 2+ 이온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주로 수동적으로 흡수되는 것으로 보인다. 식물체 내에서
는 주로 잎에 분포되어 있으며, 체내 이동이 잘 안 된다.

나) 주요 생리작용
칼슘은 지방산, 유기 산, 펙 틴, 단백 질 등에 결합되 어 있 다. 세포의 액 포에 는 수산
(oxalat e)이 칼슘과 결합하여 수산석회라는 불용의 결정체를 만들어 수산의 해작용을 방지
해 준다. 예를 들면 탄수화물의 전류에 필요한 디아스타아제(diast ase)는 수산에 의해 활
력이 저하되는데, 칼슘은 수산이온을 불용의 수산석회로 침전시켜 탄수화물의 전류를 원활
하게 해준다. 세포벽의 중층에는 펙틴이 칼슘과 결합하여 세포벽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리고 칼슘이온은 원형질의 물리화학적 성질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원형질의 수화성이나 세포막의 투과성을 증대시킨다. 또한 칼슘은 효소단백질과도 결합하
여 ATPase, α- amylase, phospholipase D등의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그림 21. Oxa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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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잉 및 결핍증상
칼슘의 과잉증상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고, 주로 결핍증상이 잘 나타난다. 칼슘이 부족
하면 생장이 저해되고 거칠어지며 목질화가 촉진된다. 칼슘은 체내의 이동이 어렵기 때문
에 결핍증상은 줄기의 선단생장점, 과실, 저장조직 등에 잘 나타난다. 결핍증상의 특징은
분열조직이 생장감퇴, 생장점 부근의 어린잎이 황화하고 잎 주변이 고사하는 것이다. 특히
칼슘이 결핍된 조직은 세포벽이 용해되어 연해지고 흑갈색으로 변한다. 이때의 변색은 칼
슘과 킬레이트(chelat e)를 형성하지 못한 페놀화합물이 산화되어 색소를 형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다. 한편 칼슘이 결핍되면 마그네슘을 과다흡수하게 되고 탄수화물과 아미노
산의 전류를 억제하여 그에 따른 해작용이 나타난다.

5) 마그네슘(Magnesium : Mg)
마그네슘은 알칼리 토금속으로 반응성이 크고 2가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있어 마그네사
이트, 백운암, 활석 등의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한다.

가) 흡수 및 체내분포
마그네슘은 Mg2+ 이온상태로 흡수되는데 K+ , Ca 2+ , NH4 + , Mn2+ 등의 양이온과는 길항관계에
있어 서로 흡수를 억제한다. 주로 엽록소를 함유하는 기관에 많이 분포되고 저장기관이나
종자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마그네슘은 노엽에서 유엽으로 쉽게 이동한다.

길항작용 (antagonism) 이란...
하나의 물질의 작용이 다른 하나의 물질에 의해 저해 또는 억제되는 작용이다.

나) 주요 생리작용
마그네슘은 엽록소를 구성하는 유일한 광물성 원소이다. 인산대사와 관계하는 효소와 밀
접한 관련을 맺는다. 또한 질소대사에도 관여하여 단백질 합성에 영향을 미치며 리보솜의
구조유지와 관련이 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리보솜이 해리되고 t RNA의 전송이 억제된다.

다) 과잉 및 결핍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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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그네슘의 과잉증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으며 결핍되면 생장이 억제되고 잎은 황
백화(chlorosis)되거나 갈변괴사(necrosis)한다. 마그네슘은 체내 재이동이 잘 되어 결핍
시 황백화현상은 노엽에서 시작하여 점차 유엽으로 이행되는데 주로 엽맥 사이에서 일어난
다. 줄기와 뿌리도 생장이 억제되는데, 특히 줄기는 비대생장이 나빠진다. 과수나 열매채소
에서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과실이 작아지고 성숙이 늦으며 착색이 나쁘고 저장력도 크게 떨
어진다.

그림 22. 효소복합체와 ATP 사이 마그네슘(Mg)의 가교 역할

인산화 과정을 활성화시키는 대부분의 효소는 Mg2+ 을 하나의 보조인자로 필요로 하며 효
소분자와 ATP 사이에 하나의 가교를 형성하게 된다.

6) 황(Sulfur : S)
황은 자연상태에서 순수한 황이나 황산 분자에 들어 있는 수소원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
속원자로 치환하여 생성되는 황산염의 형태로 존재한다.

가) 흡수 및 체내분포
토양 중의 유황은 뿌리에서 S O4 2- 의 형태로 흡수되지만 대기 중에서는 S O2의 형태로 잎의
기공을 통하여 흡수된다. 유황은 식물체 내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한 기관에 집적된 황
은 다른 기관으로의 이행이 가능하다. 흡수된 황산이온(S O4 2- )은 환원되어 =S =O, - S - , S - S - , - S H, - N=C=S 등의 결합으로 여러 가지 함황유기화합물을 생성한다. 그리고 기공
을 통해 들어온 S O2도 저농도에서는 동화되어 각종의 함황화합물을 생성하여 생장을 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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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고농도에서는 생리장해를 일으킨다.

나) 주요 생리작용
필수아미노산 가운데 시스틴(cyst ine), 메티오닌(met hionine) 등은 황을 함유하여 함황
아미노산이다. 유황은 이러한 아미노산 외에도 티아민(t hiamine), 바이오틴(biot in)과 같
은 비타민과 호흡에 관여하는 coenzyme A, pyruvat e의 산화반응에 관여하는 리포산
(lipoic acid)의 구성성분이 된다.

다) 과잉 및 결핍증상
황의 과잉과 결핍증상은 잘 나타나지 않지만 황이 결핍되면 시스틴, 메티오닌 등 필수 아
미노산이 부족하여 단백질 생성이 억제되어 식물체가 황백화되면서 생장이 적어진다. 식물
체 내에 황이 부족하면 엽록소의 형성도 억제되며 콩과식물에서는 근류균에 의한 질소고정
능력이 떨어진다. 일부의 식물에서는 세포분열이 억제되고 결실율이 낮아진다.

3. 미량원소
가. 철(Iron : Fe)
철은 지각 중량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산화수가 2+ 와 3+ 가 있는데, 산화철(Ⅱ)(FeO)는
검은색, 산화철(Ⅲ)(Fe2O3)는 붉은 색을 띤다.

1) 흡수 및 체내분포
철은 Fe2+ , Fe3+ 의 이온형태로 흡수된다. 그러나 결합력이 강해 쉽게 불용성이 되어 흡수가
어려워진다. pH가 높으면 이온화량이 적어 흡수가 잘 안 되고 Ca 2+ , Mn2+ , Cu2+ , K+ , Zn2+ 등
과는 길항적 관계를 갖는다. 식물체 내에 철의 함량은 극히 적고 체내에서 이동하기 어려워
기관 상호간의 재분배는 거의 없다.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 식물을 철이 결핍된 양액으로
옮기면 그 후 생장한 어린 잎은 황백화되지만 이전에 자란 성숙 잎은 녹색을 그대로 유지한
다.

2) 주요 생리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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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은 착염(錯鹽)을 형성하고 원자가의 변화가 다음과 같이 쉽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여
러 가지 기능을 가진다.
Fe2+ =Fe3+ + e철의 기능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철단백질을 형성하여 전자전달과 함께 산화환원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다. 철단백질로는 cyt ochrome C, ferredoxin, phyt oferrit in
등이 있다. 그리고 철은 cat alase, peroxidase, cyt ochrome oxidase 등 산화효소의 구성
성분이다. 철은 엽록소의 구성성분은 아니지만 엽록소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철이
결핍되면 엽록체단백질이 크게 감소하여 엽록소의 형성이 억제된다. 따라서 철은 광합성에
관여 하는 효소는 물론 엽록소 형성에 관계하는 효소계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
다.

그림 23. Cytochrome C의 구조

산화환원기능을 갖는 헴단백질의 일종으로 헴의 중심에 2가의 철 원자를 가지고 있다. 다
른 cyt ochrome과 함께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계를 구성하여 전자전달에 관여한다.

3) 과잉 및 결핍증상
철의 과잉증상은 알려져 있지 않으며 결핍되면 엽록소의 형성이 억제되어 잎이 황백화된
다. 체내 이동이 잘 안되어 마그네슘과는 달리 어린잎이나 생장점 부근의 잎에서부터 결핍
증상이 나타난다. 어린잎의 황백화는 잎의 전면에 걸쳐 나타나나 식물에 따라서 엽맥은 녹
색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백화된 잎은 상당기간 식물체에 붙어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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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염소(Chlorine : Cl)
1) 흡수 및 체내분포
염소는 Cl- 의 이온형태로 흡수된다. 흡수속도는 빠르지만 흡수율은 토양용액의 염소농도
에 따라 결정된다. 식물체에 염소는 비교적 많이 분포하지만 체내에서의 역할은 미량원소
와 같은 성격을 지닌다.

2) 주요 생리작용
주로 Cl- 이온이나 무기염소화합물로 존재하며 유기화가 잘 되지 않는다. 유기물로는 안토
시아닌의 한 구성원소로 존재한다. 염소는 광합성 과정에서 물의 광분해로 방출된 전자를
제2광계의 엽록소에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리고 염소는 세포의 삼투압과 pH를 조절하
고 효소 아밀라아제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3) 과잉 및 결핍증상
염소가 식물체에서 과잉이나 결핍되어 장해를 나타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염소가 체내에
부족하면 어린잎이 황백화하고 식물체가 시들면서 점차 구릿빛으로 변한다. 그리고 뿌리는
짧고 굵어지며 선단이 곤봉형으로 변한다.

다. 붕소(Boron : B)
1) 흡수 및 체내분포
붕소는 이온화되지 않은 붕산(H3BO3)의 형태로 흡수된다. 주로 수동적 흡수로 이루어지고
체내에서는 이동이 어려운 편이다. 식물체 내에 함유되어 있는 붕소의 양은 극히 적다. 붕
소는 체내 이동과 재분배가 잘 안 되는 원소이다.

2) 주요 생리작용
흡수된 붕산은 - OH기를 가진 유기화합물과 에스테르결합을 이루어 체내에 존재하는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붕소는 세포벽의 성분과 결합하여 세포벽의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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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펙틴의 형성 자체에도 관여하며, 세포분열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붕소
는 동화산물의 전류를 촉진하고 옥신의 활성을 제어하며 두과식물에서는 근류균의 형성과
질소고정을 촉진한다.

3) 과잉 과 결핍증상
재배식물에서는 붕소결핍증이 많이 나타난다. 붕소가 결핍되면 동화물질의 전류가 억제되
고 옥신이 지나치게 생성된다. 이 결과로 형성층이 이상 비대하여 주변조직이 붕괴되고 표
피조직에 균열(龜裂)이 생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포벽의 셀룰로오스나 펙틴이 떨어져
나가고 액포에 탄닌이 축적되면서 조직이 흑갈색으로 변한다. 또한 생장점 부근의 어린잎
은 왜화되고 흑갈색으로 변하면서 죽는다. 사과는 수피에 적색의 반점이 생긴다. 과실의 경
우는 비대가 멈추고 기형이 되거나 과피의 갈변, 균열, 괴사, 코르크화 등의 증상이 나타난
다.

라. 망간(Manganese : Mn)
1) 흡수 및 체내분포
망간은 Mn2+ 의 이온형태로 흡수되는데 다른 2가의 양이온과 길항작용을 하며 특히 마그네
슘에 의해 흡수가 억제된다. 흡수된 망간은 주로 분열조직으로 이동하는데 체내 이동성은
좋지 않은 편이다. 망간은 생리작용이 활발한 부위에 많이 분포한다. 뿌리의 분열조직은 다
른 조직보다 망간함량이 많다.

2) 주요 생리작용
체내에서 무기질로 존재하거나 효소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분포한다. 특히 광합성 효소
계를 비롯하여 지방산, 핵산대사 및 호흡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의 활성제로서 식물체
내의 다양한 생리작용에 관여한다. 망간은 광합성에서 제2광계의 전자전달을 촉진하고 효
소복합체와 ATP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여 인산화를 돕고 IAA oxidase를 활성화시켜 IAA
를 산화시킨다.

3) 과잉과 결핍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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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이 부족하면 엽록체의 막구조가 파괴되어 잎의 황백화현상이 발생한다. 망간결핍 증
상은 Mg나 Fe결핍에 의해 나타나는 황백화와는 달리 어린잎에 먼저 나타나고, 잎에 작은
황색반점이 나타나기도 하며, 조기에 고사하여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마. 아연(Zink : Zn)
1) 흡수 및 체내분포
아연은 Zn2+ 의 형태로 흡수되며 2가의 양이온과는 서로 길항관계에 있는데, 특히 구리이
온(Cu2+ )과는 길항작용이 크다. 흡수된 아연은 이온형태로 이동하며 이동성은 좋지 않은 편
이다. 식물체의 각 기관에 널리 분포하는데, 지상부 보다는 뿌리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그
리고 엽록체 안에도 상당량의 아연이 분포한다.

2) 주요 생리작용
아연은 유리형으로 존재하거나 효소단백질과 결합한 상태로 존재한다. 특히 여러 가지 효
소의 활성제로서 다양한 대사작용을 조절한다. 아연으로 활성화된 carbonic anhydrase라
는 효소는 다음의 반응을 조절하여 엽록체의 pH를 조절하여 단백질의 변성을 막고 CO2가
ribulose- 1,5- diphosphat e에 결합되는 것을 조절한다.
H2O+ CO2 = H+ + HCO2그리고 IAA의 전구물질인 트립토판의 생합성에도 관여하여, 아연이 부족하면 트립토판이
t rypt amine을 거쳐 IAA가 되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으며 페록시다아제가 활성화되어 IAA의
산화가 촉진된다.

3) 과잉 및 결핍증상
주로 결핍증상이 나타나는데 결핍되면 마디 사이가 짧아지고 잎이 왜소해지며 황백화현상
도 나타난다. 절간신장이 억제되는 것은 IAA의 생합성이 저해되어 나타나는 현상이고, 아연
은 엽록소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잎의 황백화현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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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구리(Copper : Cu)
1) 흡수 및 체내분포
구리는 Cu+ , Cu2+ 의 두 가지 이온형태로 흡수될 수 있는데, 주로 Cu2+ 의 2가이온이 많이 흡
수된다. 구리는 아연과 심한 길항관계에 있으며, 체내에서의 이동은 잘 안되는 편이다. 구
리의 체내분포를 보면 아연과 마찬가지로 줄기와 잎보다는 뿌리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2) 주요 생리작용
구리는 엽록체의 전자전달체인 plast ocyanin의 구성원소이며 엽록소의 합성과 안정에 관
여한다. 그리고 페놀의 산화반응에 관계하는 polyphenol oxidase 등 여러 가지 효소의 보조
인자로서 각종 대사작용에 관계한다.

3) 과잉 및 결핍증상
구리가 과잉되거나 결핍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러나 구리가 결핍되면 줄기의 선단이 고
사하고 개화가 지연되며 종자가 생기지 않는다. 벼과의 식물은 잎이 황백화하고, 감귤에서
는 가지가 비틀리고, 사과는 선단의 잎이 괴사, 갈변하고 가지가 선단부터 말라 들어가는
등 종류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사. 몰리브덴(Molybdenum : Mo)
1) 흡수 및 체내분포
몰리브덴은 MoO4 2- 의 형태로 흡수된다. 흡수는 주로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며 S O4 2- 는 길항
적, 인산이온은 상조적으로 작용한다. 체내의 이동성은 중간정도이고 MoO4 2- , Mo- S - 아미
노산 복합체, 당복합체의 형태로 이동한다. 체내함량은 1ppm 이하로 잎의 기공이 많은 곳에
다량으로 집적된다.

2) 주요 생리작용
몰리 브덴은 질 산의 환원 과 공중질 소의 고정 을 돕는다. 즉, 몰리 브덴은 ni t r a t e
reduct ase의 구성원소로서 전자를 주고받으면서(Mo5+ =Mo6+ + e- ) NO3- 를 환원시키며
nit rogenase 효소복합체에 함유되어 질소고정에 관계한다. 그리 고 몰리 브덴은 I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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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ase 활성제로서 체내 IAA의 농도를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 준다.

3) 과잉 및 결핍증상
몰리브덴이 결핍되면 먼저 질산염이 축적되면서 단백질의 합성이 줄며 아스코르브산도 감
소한다. 몰리브덴의 결핍증은 토마토에서 가장 예민하게 나타나는데, 엽맥 사이가 황백화
되면서 퇴색하며 잎 끝이 위로 구부러지는 증상을 나타낸다. 몰리브덴 결핍 지표식물로 토
마토를 심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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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비료의 종류
구 분
1. 무기질 질소비료
2. 무기질 인산비료
3. 무기질 가리비료

비 료 의 종 류
황 산암 모 늄 ( 유 안 ) , 요 소 , 염 화암 모 늄 , 석 회 질 소 , 부 산염 화암 모
늄,
질 산암 모 늄 , 암 모 니 아 수 비 료 , 질 산석 회 , 질 황 안 , 질 안 석 회 , 칠
레 초석 ,
질 산희 토 비 료 , 피 복 요 소 , CD U비 료 , M U비 료
과 린 산석 회 ( 과 석 ) , 중 과 린 산석 회 ( 중 과 석 ) , 토 마 스 인 비 , 용 성 인
비 , 용과 린

4. 복합비료
보
통
비
료

5. 유기질비료
6. 석회질비료
7. 규산질비료
8. 고토비료
9. 미량요소비료
10. 규인비료
11. 규인가리비료
12. 기타비료
부산물비료

황 산가 리 , 입 상황 산가 리 , 염 화가 리 , 황 산가 리 고 토
제1 종복합비 료, 제2 종복합비 료, 제3 종복합비 료,
제 4 종 복 합 비 료 ( 엽 면 시 비 용 , 양 액 재 배 용 또 는 관 주 용 , 화초용 )
<완효 성 > 피 복 복 합 비 료 , CD U복 합 비 료 , 피 복 요 소 복 합 비 료 ,
I B D U복 합 비 료 , 포 름 요 소 복 합 비 료 , M U복 합 비 료
어 박 , 골 분 , 잠용 유 박 , 대 두 박 , 채 종 유 박 , 면 실 유 박 , 깻 묵 , 낙
화생 유 박 , 아 주 까리 유 박 , 기 타 식 물 성 유 박 , 미 강 유 박 , 혼 합 유 박 ,
아 미 노 산발 효 부 산비 료 ( 박 ) , 계 분 가 공 비 료 , 혼 합 유 기 질 비 료 , 증
제피 혁 분, 맥 주오니 , 유기 복합비 료
소 석 회 , 석 회 석 , 석 회 고 토 , 부 산소 석 회 , 부 산석 회 , 패 화석 , 생
석회
규산질 비 료 , 규회 석 비 료 1 호 , 규회 석 비 료 2 호 , 광재 규산질 비 료 ,
경 량 콘 크 리 트 규산질 비 료
황 산고 토 비 료 , 가 공 황 산고 토 비 료 , 고 토 붕 소 비 료 , 수 산화고 토 비
료
붕 산비 료 , 붕 사비 료 , 미 량 요 소 복 합 비 료 , 황 산아 연 비 료
규인 비 료
규인 가 리 비 료

1. 무기질 질소비료
홑원소 물질인 질소는 2원자 분자(N2)의 반응성이 낮은 기체다. 공기의 최다 성분으로 부
피의 78.1%, 중량의 75.5%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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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광석은 초석(KNO3)과 칠레초석(NaNO3)이다. 공기 중의 질소는 질소고정 능력이 있
는 뿌리혹박테리아에 의해 암모니아로 환원되어 식물로 이동된다. 또한 천둥에 의한 방전
으로 공기 중의 질소는 산화물이 되고 비와 함께 지상으로 떨어져 생물에게 흡수된다.
비료관리법을 근거로 한 보통비료의 공정규격 중 질소비료는 비료의 3요소 중에서 질소를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로써 질소가 작물에 미치는 생리적 작용은 비료의 화학적 형태에 따라
무기질질소(암모니아태, 질산태)와 유기질질소(요소태, 시아나마이드태, 단백태, 아미노
태, 요산태)로 구분되며, 유기질 질소를 함유하는 비료에는 미강유박, 채종유박, 아주까리
유박 등과 같은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인 퇴비, 부숙톱밥 등이 있고, 화학비료에는 요소,
석회질소 등이 있다. 유기질 비료는 미생물에 의하여 단백태 → 아미노태, 요소태 → 암모
니아태 → 질산태의 순으로 무기질로 분해 된 다음 식물에 흡수된다.
생력재배 및 질소질비료의 유실방지를 위해 완효성비료인 피복요소, CDU비료, IBDU비
료, 엠유(M.U)비료, 피복복합비료, CDU복합비료, 피복요소비료, IBDU복합비료, 포름요소
복합비료, 엠유(M.U)복합비료의 개발 보급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기능성물
질인 질산화억제제(DMPP)가 질황안과 제2종복합비료의 기타규격으로 설정되어 보급단계
에 있다.

가. 황산암모늄(유안, Ammonium Sulphate)
황산암모늄은 암모니아와 황산으로 황산암모늄염을 합성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나
일론섬유의 원료인 카프로락탐 생산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안용액을 암모니아와 황산을 이
용하여 제조한다.
1) 화학명 : (NH4 )2S O4 (분자량 : 132.06)
2) 공정규격 : 암모니아태 질소 20% 이상, 이론치 : 21.20%
3) 주요특성
가) 백색 결정체이나 제조방법에 따라 착색(회색, 회갈색)이 된 것도 있으며 냄새가
없고 자극성이 있는 쓴맛을 가지며, 흡습성이 적어 보관하기에 편리하다.
나) 암모니아와 황산과의 중화에 의해 생산되므로 부성분으로 황산을 가지며 생리적
산성비료이므로 토양 염기류의 용탈을 촉진시키고 노후화 된 논에서는 H2S 로 환
원되어 높은 농도에서는 뿌리를 썩히고 추락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다) 알칼리성 비료나 물질과 배합하면 암모늄태질소가 암모니아가스로 되어 휘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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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들과의 배합은 피해야 한다. Ca +2 또는 Mg+2 등 알칼리성 물질이 들어가 pH
가 7이상이면서 토양의 온도가 높고 건조하면 암모니아태질소(NH4 + )가 암모니아
(NH3)로 전환되어 휘산된다.
(NH4 )2S O4 2(NH4 + ) + S O4 - 2
라) 암모니아태질소로서 작물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속효성으로 웃거름, 밑거름, 중
거름으로 쓸 수 있다.

나. 요소(Urea)

←
→

요소의 분자식은 CO(NH2)2으로, 동물의 대사작용 결과물로 생성되는 것으로 오줌 속에 포
함되어 있는 성분으로 유기물의 한 성분이다. 요소비료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질소 비료로 합성암모니아에 이산화탄소를 2:1의 비율로 혼합하여 120~400기압으로 가압
하여 105~200℃의 온도로 합성탑에서 반응시켜 요소를 제조한다.
1) 녹는점은 132.7℃(1 at m)이고, 비중은 1.335이다. 백색의 알맹이로 다소 흡습성이
고, 냄새가 없으며, 흙 속에서 잘 녹고 비교적 속효성이다.
2) 생리적, 화학적 중성비료로 토양을 산성화시키지 않고 유안 보다 지효성이다.
3) 암모니아태 질소나 질산태 질소로 변하여 작물에 흡수 이용된다.
4) 수용성으로 다른 비료와 혼합 할 때는 바로 사용하여야 하며, 과석, 중과석, 초안
등과 배합은 피해야 한다.
5) 요소는 토양 속에서 요소 가수분해효소인 우레아제(urease)가 각종 미생물에서 분
비되어 요소를 탄산암모늄을 거쳐 CO2와 암모니아로 분해하게 된다. 분해속도는 토
양온도에 좌우되며, 10℃ 이하에서는 늦고, 30℃에서는 2~3일에 대부분이 암모니아
가 된다. 점토에서 요소의 분해속도가 사토에서 보다 빠르다.

다. 질산암모늄(Ammonium Nitrate)
질산암모늄은 질산과 암모니아의 중화반응에 의하여 제조된다. 이 반응은 발열반응이며
처음 액체상태서 질산암모늄을 농축하여 입자로 만들게 된다.
1) 화학명 : NH4 NO3(분자량 : 80.04)
2) 공정규격 : 암모니아태질소 16% 이상, 질산태질소 16% 이상
3) 주요특성

56

충청북도농업기술원

Ⅴ 비료의 종류와 특성

가) 빛깔이 엷은 노란색을 띠고 있으며 모양과 크기는 좁쌀과 비슷하다.
나) 생리적 중성비료로서 시용한 것은 전부 작물에 흡수되므로 토양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다) 흡습성이 있고 물에 잘 녹으며, 30℃에서 물 100g에 대하여 241.8g 녹는다.
라) 유기물과 혼합하면 탈질작용을 일으키므로 깻묵류· 퇴비· 녹비 등과의 혼용이나 병
용은 피해야 된다.
마) 속효성이며 용탈되기 쉬우므로 소량으로 나누어주는 것이 좋다.
바) 논에서는 질산태질소가 환원되어 탈질되기 쉬우므로 밭에서보다 불리하다.
사) 비해를 일으킬 경우가 있으므로 덧거름으로 사용할 때에는 작물에서 5- 10㎝ 정
도 간격을 두고 주거나 또는 묽은 용액으로 주는 것이 안전하다.
아) 공기 중에서는 안정하나, 고온 또는 밀폐용기 그리고 가연성물질과 함께 있으면
폭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라. 칠레초석(Chile saltpeter, Sodium Nitrate)
천연질산나트륨 원석을 채광, 분쇄, 용해한 후 질산태질소 성분을 15% 이상으로 정제하
여 제조한다.
1) 화학명 : NaNO3
2) 공정규격 : 질산태질소 15% 이상
3) 완효성 질소 비료
속효성 질소비료는 비료효과의 지속성이 짧아 여러 차례 나누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노동
이 많이 든다. 비료의 효과의 지속성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비료가 완효성 질소비료이다.
현재 피복요소, CDUIBDU, MU 등 4종이 공정규격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복합비료의 원료로
많이 사용 및 생산되고 있으며 질소질 비료의 단비로는 소량으로 생산(수입) 공급되고 있
다.

2. 무기질 인산비료
인산은 3대 비료인 질소, 인, 가리 중 한 성분이다. 자연계의 인은 토양과 생물체내에 무기
혹은 유기 화합물의 형태로 존재하는데, 생물체내에서의 인은 각종 물질대사에 필요한 에
너지를 생성하며, 단백질 합성에 중요한 핵산과 인지질, DNA, RNA의 구성성분이 된다. 비
료의 3요소 중 인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로써 현행 비료공정 규격에는 인산전량, 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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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산, 가용성인산, 수용성인산으로 구분하여 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나 인산질비료를 형태로
따라 유기질인산(키친태, 레시틴태, 누크레인태) 및 무기질 인산으로 구분하여 일반적으로
규격으로 정해진 인산질비료의 효과는 수용성이 가장 빠르고 가용성, 구용성의 순이다. 따
라서 생육기간이 짧은 작물에는 수용성인산을 사용하고, 생육기간이 긴 작물은 가용성 또
는 구용성인산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가. 과인산석회(과석, Single Superphosphate)
1) 화학조성 : CaH4 (PO4 )2 CaHPO4 H3PO4 CaS O4 - 2H2O
2) 공정규격 : 가용성인산 16%, 수용성인산 13% 이상
3) 주요특성
가) 외관상 회백색 또는 담갈색을 띄며 부성분으로 석고가 60% 함유되어 있다.
나) 화학적반응은 산성이나 생리적 반응은 중성으로 연용하여도 토양을 산성화시
키지 않으며, 수용성인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속효성비료이다.
다) 유안이나 황산가리 및 유기질비료와 섞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석회질비료나 석
회 등이 함유된 알칼리성 비료와 섞이면 수용성인산의 일부가 석회와 결합하여
물에 녹지 않게 된다. 염화물과 섞으면 흡습성이 크므로 외양간 거름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라) 과수는 성목기준으로 수령과 지력에 따라 증감하되 밑거름으로 사용 가능하다.
마) 보통 화산회토, 개간지, 척박지에는 300평당 150~200㎏(8포~10포)을 시비한
다.

나. 용성인비(Fused Magnesium Phosphate)
1) 화학조성 : CaO· 8MgOP2O5 · nS iO2의 고용체 또는 여기에 B2O3, MnO를 포함
2) 공정규격 : 구용산인산 19%, 구용성고토12%, 알카리분 40% 이상
3) 주요특성
가) 알칼리성 비료로 18~20%의 시트르산 용해성인 인산을 함유하고 있다.
나) 구용성인산이 주성분으로 물에는 녹기 어렵고 토양중의 탄산, 근산에 의해 녹
아 작물에 서서히 이용되는 지효성비료이다.
다) 황산근을 가지지 않으므로 화산회토양· 신개간지 토양에 적합한 비료이며, 화
산회토와 같이 인산고정 작용이 강한 토양 중에서도 고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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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용성인비는 알칼리성 비료이므로 석회질소, 염화가리, 황산가리, 유박, 두엄,
초목회 등과 섞어서 사용하여도 무방하나 요소, 유안 등과는 혼합 직후 사용하여
야 하며, 인분뇨와는 사용치 않는 것이 좋다.
마) 용성인비만으로는 초기에 수용성 인산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과석 등 다른 수용
성 인산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 용과린(Fused Superphosphate)
1) 화학조성 : 과석과 용성인비를 혼합
2) 공정규격 : 구용성인산 17%, 구용성고토 2.5% 이상
3) 주요특성
가) 비료의 반응은 약산성이고, 흡습력이 적으며, 토양과 결합력이 낮아 인산의 비
효를 증진시킨다.
나) 속효성(수용성)과 완효성(구용성)의 인산 성분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 작물의
생육초기부터 후기까지 비효가 지속된다.
다) 부성분으로 석회, 고토, 규산, 유황 등이 함유되어 있어, 부성분의 공급효과도
기대된다.
라) 알칼리성 비료와 배합하면 수용성인산을 불용성으로 만들므로 피하여야 한다.
마) 화산회토, 척박토, 개간지, 노후화토양, 간척지에 주로 사용된다.

3. 무기질 가리비료
칼륨 화합물은 용해도가 매우 커서 질소와 인에 비해 토양용탈이 잘 된다. 식물은 칼륨의
필요량 보다 더 많은 양을 흡수하는 경향이 있어 토양내 칼륨이 결핍되기 쉽다.
칼륨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는 대부분 가리염으로 존재한다. 가리질 비료는 무기질와 유
기질로 구분되며 무기질가리는 주로 수용성으로 염화가리와 황산가리가 있으며, 유기질가
리는 퇴구비, 유박 종류와 녹비 등에 존재한다. 칼륨은 광합성이나 아미노산으로부터의 단
백질의 합성에 필요하며, 칼륨이 부족하면 생육이 떨어지고 잎의 색깔이 짙어진다. 심해지
면 잎에 갈색 반점이 생기고 잎 끝이 붉게 된다. 염화가리, 황산가리, 입상황산가리, 황산
가리고토 4종이 설정되어 있다.

가. 염화가리(Potassium chloride)
광로석(Carnallit e, KCl· MgCl2· 6H2O), 실비나이트(S ylvine, 암염과 염화가리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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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등의 광석을 분쇄, 가열, 용해한 후 NaCl로 분리· 정제한다.
1) 화학조성 : KCl
2) 공정규격 : 수용성가리 60%
3) 주요특성
가) 백색과 담홍색의 결정으로 냄새가 없고 짠맛이 난다.
나) 부성분으로 염소를 함유하고 있어 가리가 흡수된 후에 염소가 남아 토양을 산성
화시키는 생리적 산성비료이다.
다) 토양에 시용하면 토양의 습기를 증가시켜 작물의 한해를 방지하고 또 토양중의
불용해성 석회염과 작용하여 가용성 염화물로 되어 석회를 유실시키므로 석회를
보충해야 하며 이때 퇴비, 녹비와 같은 유기물을 병용 하면 석회의 유실을 경감
시킬 수 있다.
라) 염소로 인하여 토지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소량씩 시용하고 연용하지 않
는 것이 좋으며, 사토 보다는 점토에서 효과가 크다. 흡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
장에 주의가 필요하다.

나. 황산가리(Potassium Sulphate)
천연으로는 아카나이트로· 레오나이트· 피크로머라이트· 반도파이트· 카이나이트· 랭
베이나이트 등의 복염(複鹽)으로 산출된다. 염화칼륨 KCl에 진한 황산 H2S O4 를 가하여 가
열하면 얻는다. 공업적으로는 카이나이트 등에 염화칼륨을 가한 수용액에서 복분해하여 얻
는다. 물에서 재결정시켜 정제한다.
1) 화학조성 : K2S O4
2) 공정규격 : 수용성가리 48% 이상, 수용성가리 함유율 1%에 대하여 비소 0.005%
이하, 염소 5% 이하
3) 주요특성
가) 백색 분말로서 담황색 또는 엷은 회색의 결정체로 흡습성이 적다.
나) 생리적 산성비료이나 화학적으로 중성이므로 타 비료와 배합이 가능하다.
다) 토양에 시용 했을 때 토양의 습기를 많이 흡수하므로 작물의 한해를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라) 황산가리는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연용하면 토양유기물을 극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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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시키기 때문에 퇴비 등의 유기물과 병용하는 것이 좋다.

다. 황산가리고토(SUL-PO-MAG, 일명 K-MAG)
1) 화학조성 : K2S O4 · 2MgS O4
2) 공정규격 : 수용성가리 20%, 수용성고토 17% 이상, 수용성가리 함유율 1%에 대하
여 비소 0.005% 이하, 염소 5% 이하
3) 주요특성
가) 황산가리고토의 pH가 중성이므로 어느 비료나 배합사용 할 수 있다.
나) 가리질비료이나 부수적으로 수용성고토가 함유되어 있고 부성분으로 유황을
함유하고 있어 고토와 유황(약 22% 함유)의 급원이 된다.
다) 가리와 고토가 천연의 복염형태로 결합되어 있어 작물에 흡수이용이 용이하다.

4. 복합비료
비료의 3요소인 질소, 인산, 가리 성분 중 최소한 2성분 이상을 주성분으로 함유하고, 비
료의 종류에 따라 여러 가지 미량요소를 복합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다성분 비료의 총칭으로
현재 가장 많은 양이 사용되고 있는 비료이다. 비료공정규격에서는 제조방법, 주용도, 보
증성분 등에 따라 제1종 복합비료, 제2종복합비료, 제3종복합비료, 제4종복합비료 및 피복
복합비료 등 완효성복합비료로 구분하고 있다.
속효성비료와 완효성비료를 적당히 배합함으로 비료 용출 속도를 조절하고, 비료3요소가
함유되어 있어 시비에 소요되는 노력절감, 그리고 토양, 작물 및 기상조건 등에 적합하게
배합할 수 있는 등의 이점이 많다. 복합비료는 인산암모니아를 주원료로 하여 염화가리와
일부 요소를 섞어서 입자상태로 만든 것으로 비교적 중성비료이다. 흡습하는 힘이 약하여
취급상 편리하고 일시에 3요소를 공급할 수 있어 단비 시용시의 각 성분을 따로 주어야 하
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다.

가. 제1종복합비료(Category Ⅰcompound fert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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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모니아에 인산을 반응시켜 만들어진 인안(MAP, DAP)에 염화가리와, 질소비료(요소, 유
안)를 더하면 3요소 중 2가지 이상의 성분을 가진 제 1종복합비료가 제조된다.
1) 질소전량, 가용성인산, 수용성가리 중 2성분이상을 함유하고, 그 합계량이 20% 이
상으로 화학적 공정을 거처 제조된 비료이며, 수용성 또는 구용성고토, 구용성붕소,
수용성 또는 구용성망간을 보증한다.
2) DAP(Dieammonium phosphat e : 18- 46- 0), MAP(Monoammonium phosphat e)
Pot assium Nit rat e(13- 0- 46)가 생산되고 있으나 거의 2, 3종 복합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3) 보증성분 표시에 있어서 질소는 암모니아태질소, 질산태질소 또는 질소전량으로
구분한다.
4) 인안(18- 46- 0), 염화가리, 황산가리, 요소, 과석, 용성인비 원료를 분쇄 혼합 후
조립하는 형태인 단일 입자형 복합비료이다.

나. 제2종복합비료(Category Ⅱ compound fertilizer)
제1종복합비료와 단비(요소, 황산암모늄, 인산단비, 염화가리, 황산가리 등)를 배합하여 제조
한다.
1) 비료 3요소 및 제1종 복합비료 중 2종 이상을 배합하여 그 성분의 합계량이 20% 이
상이며, 여기에 다량원소인 고토, 미량원소인 붕소, 망간과 그 밖에 석회, 규산 등을
보증하는 경우도 있다.
2) 유안과 염화가리를 조립하여 기초복비(10- 25- 25)를 만든 후 기초복비와 요소 등
을 배합하는 2종입자형 복합비료이다.

다. 제3종복합비료(Category Ⅲ compound fertilizer)
1) 제2종복합비료의 원료에 유기물을 배합한 것으로써 비료 3요소 중에서 2성분 이상
을 12% 이상, 유기물 10% 이상을 보증한 비료이다.
2) 유기물은 수용성이 제외되며, 유기물의 주원료는 깻묵, 채종유박, 증제피혁분 등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제조하고 있다.
3) 배합비료는 원료로 사용한 비료의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으며, 배합해서 좋은 경우
와 나쁜 경우가 있다. 배합해서 좋은 경우로는 어비류(魚肥類)에 회류(灰類) 비료를
혼합하면 회 중의 탄산칼륨이 어비 중의 유분(油分)을 분해하여 비효를 증진시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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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종복합비료(Cartegory Ⅳ compound fertilizer)
제4종복합비료는 엽면시비용과 양약재배용으로 사용되는 비료이다.
엽면시비용 비료는 작물체내의 무기양분 조성의 불균형으로 인한 영양장애가 있을 때 단
기간에 필요한 양분을 흡수하게 하여 빠른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료로 사용된다.
양액재배용은 토양을 사용하지 않고 담액수경, 분무경 등과 같은 순수 수경재배와 피트모
스, 암면, 훈탄, 톱밥, 자갈, 모래 등 고형 배지를 이용하여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영양액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면서 시설재배 할 수 있도록 제조한 수용성비료로서 3요소 합계량 10%
이상을 보증해야 하는 것은 엽면시비용과 같고 미량요소는 망간, 붕소, 철 등 5종 이상을
반드시 보증 하여야 한다는 점이 다르며, 비료성분이 서로 결합하여 침전, 결정 또는 불용
화 될 우려가 있는 것은 구분포장(1호, 2호 또는 A액, B액)을 허용하나 사용할 때 는 전부 혼
합하여 시용 하여야만 효과가 나타난다.
관주용의 공정규격은 양액재배용과 같으며, 관주용은 관비재배에 사용되는 비료로서 관
비재배를 하면 시비량을 줄이는 동시에 비료의 흡수 효율도 높일 수 있다.
관비재배는 관수와 양분공급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법으로 양분이용율의 극대화, 관비량
을 적절하게 조절하여 양액이 근권에 머물게 함으로서 지하수의 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다.

마. 완효성복합비료(Controlled release compound fertilizer)
서서히(緩) 효과(效)를 보게 하는 성질을 내는 비료이다. 완효성 질소비료인 피복요소, 씨
디유, 아이비디유, 엠유비료에 인산, 가리 성분 중 1성분 이상을 배합한 피복요소복합비료,
씨디유복합비료, 아이비디유복합비료, 엠유복합비료와 비료 3요소 중 2성분 이상을 피복
한 피복복합비료, 포름요소 복합비료가 있다.
1) 농가당 경지규모 확대 및 농업 기계화에 있어 기비용으로 대형화가 가능하나 추비
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2) 비료 이용율이 높아 비료 유실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가 적다.

5. 유기질 비료
보통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비료를 유기질비료라고 하지만 비료공정규격에서 규정하는
유기질비료란 부산물비료의 퇴비 등과 같이 발효시키지 않고 본래의 형태 및 성질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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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상태 또는 증제한 것으로 원료의 규제와 질소, 인산, 가리 등 성분을 보증하는 비료이
다.
비료성분이 유기화합물의 형태로 함유되어 있는 비료 중 요소· 석회질소는 화학공업적으
로 합성 생산되므로 유기질비료에서 제외하였다.
공정규격으로는 식물질비료인 깻묵, 채종유박, 미강유박, 면실유박 등 13종과 동물질인
어박, 골분, 증제피혁분 등 4종, 유기복합비료 1종을 합하여 18종이 설정되어 있다.

가. 골분(Ground bone meal, born meal, Bone dusts)
제법에 따라 조골분(租骨粉)· 증제골분(蒸製骨紛)· 탈교골분(脫膠骨粉)· 침출골분(侵出
骨粉) 등으로 구분된다. 조골분은 보통 기압에서, 증제골분은 약 2기압, 탈교골분은 4기압
에서 생골을 증열(蒸熱)하여 지방과 단백질의 일부를 제거, 건조· 분쇄하고, 침출골분은
용제로 처리한 후 가열· 건조· 분쇄하여 제조 한 후 비료로 이용된다.
1) 공정규격 : 질소 전량 1% 이상, 인산전량 15% 이상, 단, 질소 및 인산전량의 합계량
20% 이상
2) 주요특성
가) 골분의 주성분은 Ca 3(PO4 )2로서 함량은 15- 20%이다.
나) 주로 짐승 등의 뼈에서 지방, 젤라틴을 제거한 뼈를 끓이거나 증제 한 후 건조
분쇄한 것과 소성로를 이용하여 소성시킨 골분도 있다.
다) 골분 중의 질소, 인산은 물에 녹지 않고 토양 중에서 서서히 분해된 후 작물이
흡수하므로 비료분의 유실이 적고 지효성이다.
라) 골분은 지효성 비료이고, 인산이 주성분이므로 질소 및 가리의 추가사용이 필
요하다.
마) 토양에 의한 인산의 흡수고정이 적어 영년생 작물에 적합하다.

나.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기타 식물성
유박(oil meal)
면실(목화씨)· 깨· 낙화생· 해바라기씨 등 유지의 원료가 되는 많은 종자에서 유지를 추
출한 나머지를 말한다.
1) 공정규격 : 질소전량 4%, 인산전량 1%, 가리전량 1% 이상
2) 주요특성
가) 채종유박의 종자에는 38~45%의 기름이 있는데, 15~20%의 가용성 질소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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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가량의 단백질이 들어 있는 식용유로서 콩기름 다음으로 많이 소비하고 있
다. 유채씨에서 압착추출법으로 채유한 후 유박은 비료로 사용한다.
나) 면실유박은 목화씨깻묵 비료라고도 한다. 씨의 내과피(內果皮)가 적을수록 양
질의 깻묵이 생산된다.
다) 참깨의 종자에는 45~55%의 기름이 들어 있고 단백질이 36% 들어 있다. 종자
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은 비료로 쓴다. 들깨에는 40% 정도의 건성유가 들
어 있다. 잎에는 0.4% 정도의 휘발성 기름이 들어 있는데 그 주성분은 페닐라케
톤으로 특이한 냄새가 나고, 기름을 짜고 남은 깻묵을 비료로 한다.
라) 낙화생유박은 식용유를 생산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제유공장에서 산출되며 성
분은 원료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마) 아주까리는 피마자(피 마)라고도 한다. 종자에 34~58%의 기름이 들어 있는
데, 불건성유이고 점도가 매우 높으며 열에 대한 변화가 적고 응고점이 낮다.

다. 혼합유박(Mixed oil meal)
혼합유박이란 잠용유박, 채종유박, 면실유박, 깻묵, 낙화생유박, 아주까리유박, 미강유
박, 기타 식물성유박 중 2종 이상이 혼합된 것을 말한다.
1) 공정규격 : 질소전량, 인산전량 또는 가리전량의 2종 이상을 혼합하여 합계량을
7% 이상으로 질소, 인산, 가리 각각의 성분량을 보증
2) 주요특성
가) 품질유지를 위해 부숙된 원료나 부숙 시킨 것은 제외한다.
나) 토양 중에서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분해된 후에 작물에 흡수되기 때문에 지효
성이다.
다) 밑거름으로서 사용되나 과수 등 여러해살이 작물에는 웃거름으로도 사용된다.

라. 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박)
(Amino acid fermentation product fertilizer(granular))
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액)은 조미료 제조원료인 당밀, 원망을 미생물발효법으로 NaOH와
결합하여 구루타민산을 생성시키고 정제· 결정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액을 암모니아로 중
화시켜 생산된다. 이 액을 건조하여 제조하거나 제오라이트 등에 흡착시켜 성형화(입상화)
한 것을 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박이라 한다.
1) 공정규격 : 질소, 인산, 가리 전량 합계량 5% 이상, 염분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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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특성
가) 주원료는 조미료 생산 시 발생하는 아미노산발효부산물에 한하며, 다만, 물리
적 성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첨가제는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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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퇴비)의 구분
구

분

원 료

규 격

C/N율

유기질비료
•어 박 ( 어 분 ) , 골 분 , 대 두 박 , 채 종
박, 깻묵, 기 타 식 물성 유박, 혼
합유박 등 대 부분 원료를 그대 로
포장 제품화

•농 림 축 수 산업 부 산물 , 제 조 · 판 매
업 부 산물 , 토 양 미 생 물 제 제 등 원
료를 미 생물 등에 의하여 발효시
켜 제품화

•3 요 소 성 분 보 증 : 7 ~ 2 0 %
•유 기 물 함 량 은 보 통 6 0 ~ 8 0 % 정
도이 나 성 분보증으로 대 체

•대 부 분 성 분 보 증 은 않 음
•유 기 물 함 량 보 증 : 2 0 ~ 4 0 %
•제 한 규격 : 유 해 성 분 8 종 , 염 분
등

수분함량

•보 증 은 않 으 나 C/ N 율 낮 음
( 깻묵류 : 1 5 ~ 2 0 정 도)

원

•보 증 은 않 으 나 2 0 % 미 만

료

이물질

부산물비료

•인 위 적 인 부 숙 이 필 요 없 음
•이 물 질 혼 입 가 능 성 낮 음

•사 용 원 료 의 C/ N 율 이 높 음
•퇴 비 5 0 이 하 , 그 린 퇴 비 4 0 이
하
•퇴 비 5 0 % 이 하 , 그 린 퇴 비 4 5 %
이하

6. 석회질 비료
가. 소석회(Calcium Hydroxide, hydrated lime)
생석회(산화칼슘 CaO)에 물을 작용시키면 격렬하게 발열하며 생긴다. 소화반응 속도는 고
순도일수록 빠르고 마그네슘분이 많으면 늦다.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불활성 생석회는
수증기로 소화하면 좋다. 일반적으로 물의 양이 적을수록 소화가 빠르다.
1) 화학조성 : Ca(OH)2
2) 공정규격 : 알카리분 60% 이상,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통과, 입상의 경우
동일한 분말을 사용
3) 주요특성
가) 주로 백색이나 회백색을 나타내는 분말이다.
나) 저장을 잘못하면 공기 중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탄산석회(CaCO3)로 변하
고 용적이 늘어나 포장대가 터지는 경우가 있다. 물에 낮은 용해도를 갖는다.
다) 생리적, 화학적 알카리성 비료이고, 습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이 비교적 적으며
비료 효과가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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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암모니아 질소를 함유한 유안이나 이를 원료로 한 복합비료와 섞으면 암모니아
태 질소가 날아갈 가능성이 있으므로 배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마) 수용성인산을 함유하는 과석이나 중과석과 섞으면 인산이 녹지 않는 상태로 되
어 작물이 이용할 수 없으므로 섞지 않는 것이 좋다.

나. 석회고토(Dolomite)
석회고토는 백운석(白雲石)이라고도 한다. 탄산석회와 탄산마그네슘이 1:1로 복탄산염을
이룬다. 마그네슘의 일부는 철이나 망간으로 치환되는 경우가 많다. 마름모 방향으로 완전
한 쪼개짐이 있다.
1) 화학조성 : CaCO3 + MgCO3
2) 공정규격 : 알카리분 53%, 가용성고토 15% 이상, 분말도는 1.70㎜체에 98% 이상
600㎛체에 60% 이상 통과, 입상의 경우 동일한 분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주요특성
가) 백색· 회색이거나 또는 분홍색· 황색· 갈색 등을 띠며, 때로 녹색을 띤다.
나) 가용성고토가 함유되어 있어 고토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에 유리하다.
다) 소석회나 생석회 보다는 지효성이다.
라) 석회고토비료의 시용 효과는 토양의 산도와 완충력을 고려하여 알맞은 양을 주
도록 한다.

다. 생석회(Calcium oxide, burned lime, guichlime)
석회석(CaCO3) 또는 백운석을 70~150㎜ 정도의 덩어리로 조쇄한 것을 석탄 또는 코크스
등과 혼합하여 가마에 넣고 1,000~1,200℃ 정도로 가열하여 이산화탄소를 휘산시켜 제조한
다.
1) 화학조성 : CaO
2) 공정규격 : 알카리분 80% 이상
3) 주요특성
가) 공기 중에 방치하면 수분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수산화칼슘(소석회)과 탄산
칼슘으로 분해한다. 물을 가하면 발열하고 수산화칼슘이 된다.
나) 보통은 백색을 나타내며 토양진단에 의하여 pH를 조절하고 아울러 적정한 pH로
토양을 중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양을 주는 것이 좋다.
다) 수분을 흡수하여 부피가 늘어남으로 보관이나 사용할 때에 주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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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석회질비료 중 가장 강알칼리성으로 암모니아를 함유한 비료와 수용성인산과
의 혼합을 피해야 한다.
※ 그 밖의 석회질비료로는 패각을 포함한 패화석을 분쇄하여 만드는 패화석(알카리분
40% 이상)과 타 화학제품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산화석회 및 산화고토를 함유한 물질로 만
드는 부산석회(알카리분 45% 이상) 및 부산소석회(알카리분 60% 이상) 등이 있다. 이외에
도 석회물질을 함유하는 비료로 용성인비, 규산질비료, 규회석비료 및 재 등도 석회비료의
대용품으로 쓰일 수 있다.

7. 규산질비료
규산(S iO2)을 주성분으로 하는 비료로써 규산 외에 석회, 고토, 망간, 산화철의 성분을 함
유하고 있다.

가. 규산질비료(Siliceous)
1) 공정규격 : 가용성 규산 25%, 알카리분 40%, 구용성고토 2% 이상, 철, 아연, 붕
소, 망간, 구리를 보증할 경우 2종 이상 수용성으로 보증
2) 주요특성
가) 화학적, 생리적으로 알칼리성이다.
나) 습기를 거의 빨아들이지 않아 비교적 취급하기 편리하다.
다) 분상은 사상에 비해 분쇄· 선별 등 공정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사상은 오래 쌓
아둘 경우 석회물질의 용출과 집적에 의한 수경화로 굳어질 수 있으며 입자의 모
서리가 각이 져서 손으로 다루는데 주의가 필요하다. 입상은 분말을 입상화하여
손으로 시비하기가 편리하며 균형시비 할 수 있으나 재입상화에 따른 제조비용
상승으로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라) 규산성분에 의한 효과 이외 알카리분이 있어 토양산도 교정 및 미량요소를 공급
하는 효과가 있다.
마) 암모니아를 함유하는 비료와 배합하여 사용할 때 암모니아가 휘산되므로 바로
사용하여야 한다.
바) 토양시비시는 교질상의 규산이 되어 비료성분 유실방지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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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토비료
고토(MgO, 산화마그네슘)성분이 주체가 되는 비료로써 이 성분이 함유된 인산질비료인
용성인비(구용성고토 12%)와 석회질비료인 석회고토(가용성고토 15%)를 주고 사용된다.
고토는 식물의 엽록소의 구성요소이고 결핍하면 엽록소가 형성되지 않아 광합성 작용이 저
하된다. 수용성비료로 황산고토, 가공황산고토, 고토붕소 등이 있다.

가. 황산고토비료(Magnesium Sulfate)
마그네슘의 산화물· 수산화물· 탄산염 등을 황산과 반응시킨 후 용액을 증발 · 농축하여
결정을 석출시켜 제조한다. 무수염은 함수염을 적열(赤熱, 물체가 빨갛게 보이는 상태로 온
도는 700~900℃ 범위) 탈수하여 만드는데 결정을 석출시킬 때의 온도에 따라 함수염의 상
태가 달라진다. 공정규격은 7수화염을 기준으로 한다.
1) 화학조성 : MgS O4 · 7H2O
2) 공정규격 : 수용성고토 14% 이상(이론치 : 33.49(무수염), 16.35(7수염))
3) 주요특성
가) pH6.5- 8.0사이로 대개 중성 내지 약 알칼리성이나 S O4 - 2 때문에 생리적 산성
비료이다.
나) 백색결정체로 되어 있고, 공정규격에서는 완전 수용해 제품으로 규제하고 있으
므로 물에 완전히 녹아야 한다.
다) 속효성 고토비료이나 생리적으로는 산성비료이므로 산성토양인 경우에는 토양
을 중화시킨 후 시용하여야한다.
라) 인산비료와 같이 사용하면 인산의 흡수가 촉진되며 과용시비하면 가리성분의
흡수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마) 토양이 노후화하고 염기포화도가 낮을수록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마그네슘 결
핍이 생기기 쉽다.
바) 마그네슘은 식물의 필수원소로서 엽록소의 구성 성분이며 효소작용에도 관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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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량요소비료
식물의 생육에 필요 불가결하지만 다량요소에 비하여 아주 작은 양이 필요한 성분으로써
망간, 붕소, 철, 아연, 구리, 몰리브덴 등이 있으나 공정규격이 설정된 것 중 단비는 붕산비
료, 붕사비료, 황산아연비료가 있고 그 외 미량성분을 2종 이상 수용성으로 보증하는 미량
요소복합비료가 설정되어 있다.

가. 미량요소복합비료(Microelement compososite fertilizer)
미량요소복합비료는 식물생육에 미량으로 필요한 요소를 주성분으로 한 비료이다.
1) 공정규격 : 붕소, 구리, 철, 망간, 몰리브덴, 아연 6성분 중 2종 이상의 성분을 공정
규격에 정하여져 있는 규격 이상을 수용성으로 보증
2) 주요특성
가) 미량요소를 2종 이상 혼합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질소, 인산, 가리 등 다량요소
가 들어 있지 않아 복합비료와는 구분이 된다.
나) 미량요소 각각의 함량과 제조방법 등이 다른 많은 품목이 생산되므로 알맞은 품
목을 선택하여 토양시비 또는 엽면살포 할 수 있다.
다) 비료공정규격에서는 주성분이 아닌 보조제를 제품명으로 표기할 수 없도록 제
한 규정을 두고 있다.

10. 기타비료
기타비료에는 제올라이트, 벤토나이트, 액상석회, 수용성분상석회, 석회처리비료 5종이
설정되어 있다.

가. 제올라이트(Zeolite)
제올라이트는 알칼리 및 알칼리토금속의 규산알루미늄 수화물(水化物)인 광물의 총칭이
며, 비석(碑石)이라고도 한다. 벤토나이트는 몬모릴로나이트를 주로 한 점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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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명 : (Na, Ca)2(Al2S i 3O10)· 8H2O
2) 공정규격: CEC 80me/ 100g이상, 분말도는 850㎛체에 90% 이상 통과, 포장물은 수
분 최대함유량 12% 이하
3) 주요특성 : 점토광물로 토양생성과정에서 재합성된 2차광물로서 입경이 0.002㎝
이하인 소립자이며 활성포 면적이 매우 크고 비료성분의 흡착, 방출, 고정, 산도, 토
양반응 및 통기, 투수성 등 물리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

나. 벤토나이트(Bentonite)
벤토나이트는 주성분광물인 몬모릴로나이트의 광물학적 특성에 기초한다.
1) 화학명 : (AI, Mg)2S i 4 O10(OH)2· 4H2O
2) 공정규격 : CEC 80me/ 100g이상, 분말도는 850㎛체에 90% 이상 통과, 포장물은
수분최대함유량 12% 이하
3) 주요특성
가) 벤토나이트는 논의 누수방지를 위하여 지력증진법에 의한 토양개량자재로 이
용된다.
나) 영양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비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다. 액상석회(Liquid calcium oxide)
액상석회는 패화석(50%)을 세척· 건조· 분쇄하여 반응조에 35%염산(48%)을 투여 교반
하여 중화시키고, 정치 후 여과과정을 거쳐 계면활성제(2%)제를 투여하여 제조된다.
1) 공정규격 : 수용성 칼슘(석회) 17% 이상, 엽면시비용
2) 주요특성 : 액상석회의 제조는 패화석분말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생산업체가 공업용 질산칼슘 등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11. 부산물 비료(By-Product Fertilizer)
비료관리법에서는 “ 부산물비료라 함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제조업, 또는 판매업
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 인분뇨, 음식물류 폐기물, 토양미생물제제(미생물효
소) 및 토양활성제 등 비료성능이 있는 물질로써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로 정
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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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퇴비, 건계분 등과 같이 비료의 가치 또는 시비기준이 필요하면서도 함유 성분량
에 의존하지 않는 비료로써 주로 토양의 물리성 개량 효과를 나타내는 유기물함량과 부숙정
도를 알 수 있는 규격(유기물대 질소의 비)과 토양환경보전 및 고품질농산물 생산을 위해
유해 중금속을 공정규격에서 규제하고 있다.

가. 퇴비(Compost)
1) 퇴비의 정의
가) 일반적으로 “ 퇴비” 는 재래식 두엄 또는 초목회를 중심으로 짚, 풀, 낙엽, 톱밥,
가축분, 양질의 유기물질과 같은 신선 유기물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증식과 활동
에 좋은 조건을 만들어 퇴적하여 부숙시킨 것이다.
나)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어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그 최종산물이 환경
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하고, 토양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장하기에 충분한
부식상태의 물질로 변화시키는 공정 또는 고체폐기물의 유기성분을 인위적으로
만든 조건에서 연속적으로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요특성
가) 퇴비의 비료성분은 재료, 만드는 방법, 부숙 정도, 첨가물의 유무 등에 따라 다
르나, 일반적으로 산야초, 짚, 낙엽, 기타 동식물의 폐기물과 농, 축, 수산 및 임
업을 영위하면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을 원료로 하여 퇴적 부숙시킨 것으로 퇴비
의 생산이 공업화되면서 식물질, 동물질, 잡물질 등 여러 가지 원료가 사용되고
있다.
나) 주로 사용하는 원료는 농림부산물류, 수산부산물, 인· 축분뇨, 음식물류폐기
물, 식료품제조업· 유통업 또는 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동· 식물성 잔재물, 음료
품 및 담배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동식물성 잔재물 등 다양하다.
다) 발효시설 등의 생산시설을 갖추어 유기물질이 미생물에 의하여 생물학적으로
분해되어 안정화되는 부숙 과정을 거쳐 생산된 퇴비는 양분공급, 유기물을 미생
물의 점액물질에 의한 토양입단 형성으로 통기성, 투수성, 보수성 등의 개선과
유용미생물의 증식으로 병원성 미생물 증식 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
라) 남은 음식물을 포함한 염분함유 원료를 사용할 때는 염분(NaCl) 1.0% 이하로 규
제하고 있으며 비료포장대에는 원료명 및 투입비율을 명기하도록 공정규격에서
정하고 있다.

아로니아 토양관리

73

Ⅴ

비료의 종류와 특성

마) 퇴비화됨에 따라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와 같은 탄소화합물은 분해되어
이산화탄소(CO2)로 되어 공기 중으로 날아가므로 전탄소 함량은 떨어진다. 이에
반하여 질소는 미생물체의 성분이 되기 때문에 어느 한계까지 감소하다가 일정
하게 유지된다. 이 결과 탄질률은 낮게되고 화학성분은 감소되어 감에 따라 전체
함량은 감소된다.
바) 퇴비는 다량의 유기물과 소량의 각종 미량원소를 함유하고 있어 작물에 유용할
뿐만 아니라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및 미생물성을 개량하므로 유익하다. 질소는
대부분이 지효성이나 잘 부숙된 퇴비는 속효성이다. 인산은 작물에 매우 이용되
기 쉬우며, 가리의 대부분은 약산이나 물에 잘 녹아 속효성이다.
사) 유통되고 있는 부산물비료의 원료는 가축분뇨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외 음
식물과 유기성 산업폐기물 등이 이용되고 있다.

나. 재(Ash)
1) 공정규격 : 유해성분 8성분, 기타규격은 염산불용해물 30% 이하, 수분 30% 이하이
고 원료는 초· 목회에 한함
2) 주요특성
가) 초본류나 목본류가 연소된 후의 재를 말하며 탄화된 숯은 해당되지 않는다.
나) 너무 고열로 태우면 칼리(K)가 규소(S i)와 결합하여 불용성 규산가리가 되어
비효가 낮아진다.

다. 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액)
(Amino acid fermentation product fertilizer(liquid))
아미노산발효부산비료(액)은 조미료 제조원료인 당밀, 원당을 미생물발효법으로 NaOH와
결합 구루타민산을 생성시키고 정제· 결정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기는 모액을 암모니아로
중화시켜 생산되는 것을 말한다.
1) 공정규격 : 질소전량 4% 이상
2) 주요특성 : 원료는 조미료 생산 시 발생하는 아미노산발효부산물(액)을 중화처리
한 것에 한한다.

라. 건계분(Dryness chickens excrement)
1) 공정규격 : 유기물 20% 이상, 유해성분 8성분, 염산불용해물 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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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특성 : 닭똥을 단순 건조 또는 부숙시킨 것으로 약알칼리성을 나타낸다.

마. 가축분뇨발효비료(액)
(Livestock excretions fermentation fertilizer(liquid))
가축분뇨 및 청소수의 혼합물 또는 처리과정(혐기발효폐액 등)에서 발생되는 물질을 비료
로 활용할 목적으로 수집· 저장하고 일정기간을 부숙시켜 병원성 미생물 및 잡초종자를 사
멸, 이분해성물질 분해 등 위생적, 경종적으로 안정화된 액상물로서 액비가 비료로써 경지
에 환원되기 위해서는 균일성, 액상화, 저 집착력, 작물에 피해가 없어야 하므로 발효처리
가 잘 되어야 한다.
1) 공정규격 : 질소전량 0.3% 이상, 유해성분 8성분, 염분(NaCl) 0.3% 이하, 수분함
량 95% 이상, 냄새 악취강도 2수준 대기환경보전법 악취발생제한 규정에 준함
2) 주요특성
가) 저장기간 및 시설 : 충분한 발효 시까지 저장 및 폭기조· 교반장치 저장시설
200t 이상 설치
나) 살포시기 : 겨울철 및 장마기 제한
다) 살포시 : 민가에서 200m 이상 격리지역
라) 농경지 밖으로 유출금지
마) 액비는 화학비료와 같이 속효성 비효를 나타내므로 성분량을 기준하여 작물별
질소시비 추천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재배기간 중 거름기가 떨어질 경우에
웃거름은 화학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바) 액비살포 시에는 겨울철 및 장마기에는 제한하고 농경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
록 하여야 하며, 토지의 결빙여부· 경사도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하여 2차 환경오
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 경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은 양을 뿌려도 흘러내릴 수 있으므로 미리 포장을
갈아주어 토양에 잘 스며들도록 하고, 살포 후에 다시 갈고 로터리를 하여 악취
발생을 경감시킨다.
아)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전히 부숙
된 액비를 살포하여야 하며, 특히 주거지역과 근접된 곳(200m이내)에서는 액비
살포를 자제하여야 한다.

바. 부숙왕겨 또는 부숙톱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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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mentation rice hulls or fermentation sawdust)
1) 공정규격 : 유기물 30% 이상, 유해성분 8성분, 유기물대 질소의 비 70이하
2) 주요특성
가) 왕겨나 톱밥을 70% 이상 사용하여 부숙시킨 것을 말한다.
나) 부숙제는 일부 사용할 수 있으나 타 물질(석회, 제오라이트, 모래 등)은 혼입 할
수 없다.

사. 토양미생물제제 및 토양활성제제비료(Soil microorhanism(s))
미생물자제는 토양에 시용하는 경우 특정함유 미생물의 기능 또는 미생물이 생성하는 효
소에 의해서 작물재배의 도움이 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생물자재이다. 함유성분량을 기준으
로 하는 완성품인 일반비료와는 달리 소비되는 순간까지 생명력이 유지되어 살아 있는 기능
을 발휘하여야 하는 진행성제품으로 농업 상 유리하여야 한다.
1) 공정규격 : 보증미생물의 속명, 종명, 균수(cfu/ g, ㎖)
2) 주요특성
가)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연구기관에서 재배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2번 이상의 시험결과에 따라 등록미생물의 속명· 종명을
등록증 및 포장대에 표기하고, 보관조건, 유통기간,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을 포
장대에 기재한다.
나) 미생물자재는 생물을 주체로 하는 자재이므로 생물의 특성을 손상하지 않는 것
이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다) 미생물 자재의 용도는 주요한 것에 한하여 구체적으로 표현하여야하고, 표시된
함유미생물이 가지는 기능에 기인되어야 한다.
라) 함유미생물이 가지는 기능이 목적하는 자재의 효과(용도)와 연계되어야 한다.
마) 미생물자재 자체에 목적하는 기능을 가지는 미생물이 상당량 존재하며, 기능이
충분히 발휘 될 수 있는 상태로 보존되어 있는 것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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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니아의 적절한 토양산도는 약산성인 pH6.0~6.5이나, 이 보다 낮은 pH5.3의 산성토양과 산도
가 높은 알칼리성토양인 pH7.8에서도 큰 피해 없이 생장한다. 산성토양은 보통 석회를 사용하여 산
도를 높여주나, 석회 이외에 칼륨, 마그네슘, 철, 구리 등 양이온 성분이 들어 있는 소재를 사용 가
능하다. 산도가 pH6.5 보다 높으면 유황 또는 생리적 산성비료인 황산가리 등을 사용하여 산도를
교정할 수 있다.

1. 수소이온농도란
수소이온지수는 수용액의 산성,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소이온(H+)의 농도나 수
산화물이온(OH- )의 농도는 10- 1~10- 14mol/ L로 수치가 매우 낮아 로그(log)의 역수를 취해 표현한 것
이다.
수용액의 수소이온 활동도는 물의 해리상수(dissociat ion const ant , Kw = 1.011 × 10- 14(25 °C,
1at m)와 다른 이온과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내어진다.
해리상수 때문에 중성의 수용액은 약 pH7(25 °C, 1at m)의 값을 가진다. pH가 7보다 낮으면 산성,
7보다 높으면 염기성이라고 한다.
수용액이 아니거나 표준온도압력(S TP)조건이 아닌 경우 중성용액의 pH는 7이 아닐 수도 있다. 이
때는 용매를 포함한 주변조건에 따른 해리상수 값을 적용하여 pH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물질은 pH0 에서 14의 값을 가지지만, pH<0, pH>14의 값을 가지는 물질도 있다
산 성 : 〔H+ 〕 〉 〔OH- 〕
중 성 :〔H+ 〕 = 〔OH- 〕으로, 10- 7몰/ L
알칼리성 : 〔H+ 〕 〈 〔OH- 〕
수소이온지수(pH)=- log〔H+ 〕
∴중성일 때 pH=- log10- 7=7
[H+]이 10- 7몰/ L 보다 커지면 pH는 7보다 작게되고, 반대로 [H+]이 10- 7몰/ L 보다 작아지면 pH는
7보다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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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주변에 있는 물질의 pH는 상수도 6.8~8.5, 우유 6.3~6.6, 해수 7.9~8.4, 레몬 3.0~4.0, 식
초 3.1~3.5, 인간의 혈액 7.3~7.5, 사람의 위액 1.0~3.0, 청주· 맥주 4.0~5.0이다.

그림 24. 토양의 pH와 각종 식물 영양성분의 유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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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H+]
[mol/L]

[OH+]
[mol/L]

0

100

10-14

1

10-1

10-13

2

10-2

10-12

3

10-3

10-11

4

10-4

10-10

5

10-5

10-9

6

10

10

7

10-7

10-7

8

10-8

10-6

9

10-9

10-5

10

10-10

10-4

11

10-11

10-3

12

10-12

10-2

13

10-13

10-1

14

10-14

100

-6

① pH 2의 수용액을 10배로 묽히면
pH는 3이 된다

산
성

② pH 1 증감하면 수소이온 농도는
10배 또는 1/10배가 된다

중

③ pH 6의 수용액을 10배로 묽히면
pH는 7이 되지 않는다. 거의 7에
아주 가깝게 근접하지만 정확하게
7은 되지 않는다.

-8

성

④ pH 6.99…나 pH 7.01…은
정확하게 말하면 중성은 아니다.

그림 25. 수소이온농도 특성

2. 수소이온과 전자 의존반응
가. 토양화학반응 특성
토양용액으로 해리되는 반응은 대부분 H+ 이 관여를 한다. 밭 토양의 양이온은 산화물로 존
재를 하고 있지만, 담수 등의 요인으로 산소의 공급이 차단되면 e- 가 토양화학반응에 크게
관여하게 된다. 토양화학물질의 환원이 진행되어서 산화된 부분과 환원된 부분이 혼재한
상태가 되면 양분별로 해리도가 달라져 양분공급력이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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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양양분의 해리도 변화
1) 수소이온(H+)
토양화학반응은 수소이온이 일부 반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관계되어 있다. H는 1차광물
에서 규산이 해리될 때는 관여하지 않지만 2차광물에서 해리될 때는 관여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양분이 수소이온의 영향을 받는다.
수소이온은 양이온의 해리를 잘하게 한다. 그래서 pH가 낮아지면 양이온의 해리도가 증가
한다. 반대로 음이온은 pH가 높아져야 해리도가 증가한다.
한 원소의 해리되는 정도는 수소이온뿐만 아니라 이 원소와 침전을 이루는 원소의 해리에
따라 달라진다.

2) 전자(e-)
환원은 토양화학물질의 해리도를 바꾸게 한다. 원소의 산화수가 1개인 원소는 해리도가 큰
변동이 없지만 산화수가 2개 이상인 원소는 환원이 되면 해리도가 급격히 증가한다. 산화수
가 1개인 원소에는 K, Na, Ca, Mg 등이고 산화수가 2개 이상인 원소는 N, Fe, Mn, Cu 등이
있다.
토양이 환원되면 N는 탈질되고 Mn과 Fe의 해리도는 급격히 증가한다. 토양 용액 중의 농
도비 변화는 K+ 가 많은 상태에서 Fe2+ 가 많은 상태로 된다.

3. 토양 양분간의 길항
작물에 흡수되는 양분은 토양용액으로 녹아 나온 양분이기 때문에 길항을 알기 위하여 토
양양분이 용해되는 화학반응을 알아야 한다. 단지 어떤 원소는 어떤 원소를 길항한다는 것
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화학반응에서 한 원소가 다른 원소의 용해도에 영향을 주게 되면 길
항작용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양분의 길항작용은 “ 지금 토양의 상태에서 A라는 화학반
응이 일어나므로 B라는 양분이 C라는 양분의 용해도에 영향을 주게 되어 길항이 생기고 있
다” 라는 정도로 파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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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소
1) 토양질소의 95% 이상이 유기질 질소이다. 미생물에 의한 분해로 질소가 공급되고
있지만 미숙유기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질소기아현상이 발생한다.
2) 토양에 있는 유기질 질소의 분해속도는 수분과 온도가 영향을 주는데 토양이 담수
되거나 온도가 상승하면 유기질질소의 분해가 빠르다.
3) NH4+는 토양의 점토광물에 고정에 가까울 정도로 잘 흡착한다. 따라서 토양의 점
토함량이 높은 토양이나 토양에 점토함량이 많은 토양을 객토하는 경우 질소관리를
잘 해야 한다.
4) 암모니아태 질소는 칼륨과 수화도가 같아 행동이 거의 비슷하여 NH4 + 는 K+ 와 길항
작용이 강하다. 질소가 과다하면 상대적으로 K량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황산가리
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질산태질소는 환원이 되면 아질산을 거쳐 질소가스로 바뀐다. 토양이 침수되거나
미숙유기물 분해로 환원되면 질소결핍이 발생할 수 있다.
6) 암모니아태 질소와 침전을 이루는 화합물이 있다. 이 화합물에는(NH4 , K)MgPO4 와
(NH4 , K)AlS iO4 등이 있다. 질소는 (NH4 , K)MgPO4 때문에 마그네슘, 인산과 길항이
있고, (NH4 , K)AlS iO4 때문에 Al과 S i가 많으면 질소가 더 필요하다.
7) 질소에 의한 생육반응은 빠르다. 토양의 무기질 질소는 작물의 1주일 후 상태와 관
련이 있으므로 1주일 만에 질소에 의한 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
8) 식물체에 흡수된 질소가 아미노산으로 동화될 때 미량원소가 필요하다. 아미노산
합성에는 미량원소 Mn과 관계가 있고, 체내에서 NO3의 환원에 Mo가 관련되어 있
다.
9) 질소는 식물체 내에서 이동성이 좋다. 그래서 오래된 잎에서 결핍증이 발생한다.
질소 변환에 의하여 아질산은 중간엽에서 이상증상이 생기기도 한다.

나. 인산
1) 인산이 있어야 생명체가 있다. 그래서 인산은 환경오염에 크게 영향을 주는 원소이
다.
2) 토양양분과 같이 침전반응을 한다. 이때의 화합물은 Mg3(PO4 )2, (NH4 , K)MgPO4 ,
AlPO4 · 2H2O, Fe3(PO4 )2· 8H2O 등이 떠오른다. 인산은 Mg3(PO4 )2로 침전되므로 마
그네슘과 길항작용을 나타내고 (NH4 , K)MgPO4 로도 침전되기 때문에 질소와 K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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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항을 나타낸다. 그래서 인산 과잉증은 N, K, Mg의 결핍증과 비슷한 증상으로 나
타난다. 인산은 토양내 AlPO4 · 2H2O로 변한다. 인산은 Al에 의하여 고정되므로 새
땅에서는 인산부족이 생기기 쉽고 pH가 낮으면 Al 또는 Fe 등의 다가 양이온의 이온
화도가 높아져 인산 부족현상은 더욱 심해진다.
3) 인산은 온도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크며, 온도가 떨어지면 식물의 인산 흡수가 감
소한다.

다. 칼륨
토양에 흡착되어 10- 2.5M 정도로 해리한다. 토양의 점토함량이 많을수록 K의 해리 정도가
적다. 토양상태가 환원이 되면 K의 흡수가 저해된다. 토양이 환원되면 Fe2+ 의 해리가 급격
히 증가하여 K보다 존재비율이 높게 되므로 Fe2+ 와 길항을 나타낸다. 온도가 낮아지면 인산
다음으로 흡수가 저해된다. 토양의 K농도가 높으면 삼투압에 약한 작물은 고사한다.

라. 칼슘
칼슘(Ca)은 토양에서 10- 3.0M 해리하는 정도로 흡착하고 있다. Ca는 점토에 강하게 흡착하
여 양이온과 길항관계를 나타낸다. 토양에 Mg 시비가 많으면 Ca 흡수가 불량해지고 심하면
생육이 저지된다. Ca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면 용해도가 매우 낮아진다. 토양의 CO2농도
범위에서 CaCO3로 침전되어 있으며 물에 의하여 Ca(HCO3)2 상태로 되면서 일부 녹는다. 토
양의 pH가 낮아지면 많이 녹아 나오지만 pH가 4.5이하로 되면 Al 때문에 침전되어 오히려
나빠진다. 토양의 환원상태에서 Ca(HCO3)2로 녹지만 Fe2+ 에 의하여 길항을 나타낸다. 토양
이 환원으로 진전된 후 다시 산화될 때 CaCO3로 되어 칼슘의 공급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
우가 있다.
칼슘은 세포와 세포사이에 있다. Ca 부족하게 되면 세포들이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틀어
진다. 칼슘은 공기 중의 CO2를 세포 안으로 잡는 역할을 한다. 칼슘 흡수가 적으면 광합성이
적고 잎이 연하고 작아진다. 칼슘은 열매로 많이 이동하고, 칼슘이 부족하면 열매 아래에
있는 잎의 칼슘이 열매로 이동한다.

마. 마그네슘
마그네슘(Mg)은 토양에서 10- 2.5M 해리하는 정도로 흡착하고 있다. Mg는 양이온과 길항관
계를 나타낸다.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잘하면서 Ca보다는 훨씬 잘 녹지만 pH가 높아지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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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녹는다. 토양조건에서 Mg2+ 나 MgHCO3+ 로 공급이 된다.
마그네슘은 세포내에서 CO2의 이동에 관여한다. pH7 부근에서 Mg2+ 와 MgHCO3+ 로 결합한
형태가 변하기 때문이다. Mg가 부족하면 CO2 공급이 되지 않으므로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엽맥 사이가 황화현상을 나타낸다.

바. 미량원소
대체로 양이온은 pH가 낮으면 잘 녹고, 음이온은 pH가 높으면 잘 녹는다. 양이온은 K+ ,
Ca 2+ , Mg2+ , Na + , Fe2+ , Fe3+ ,Cu+ , Cu2+ , Mn2+ , Zn2+ , NH4 + , Al3+ , H+ 등을 들 수 있고 음이온은
BO33- , PO4 4- , MoO4 2- , S O4 2- , NO3- , MnO4 - , S 2- , Cl- , S eO4 2- , CO32- , O2- , S iO4 4- 등을 들 수
있다. pH에 따른 대표적인 증상은 pH가 높으면 Fe결핍과 B과잉 등이 생기고, pH가 낮으면
Al과잉과 이에 따른 Ca, K의 흡수저해 등 많은 생육장애 발생한다.
토양이 환원되면 양분 길항이 있다. 산화 환원상태 변화에 따라 용해도 차이가 큰 원소는
Fe, Mn 등이 있는데 토양이 환원되어 이상증상이 보이는 작물은 Mn 흡수량이 많고 고사한
작물은 Fe 흡수량이 많다. 이는 환원이 되면 Fe가 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여 K, Ca와 같은
다량 양이온과 길항을 나타낸 것이다.
환원상태의 황은 양이온과 침전되기 때문에 토양이 아주 환원되면 양이온 공급이 저해된
다.
토양용액으로 녹아 나오는 미량원소의 양이 식물에 공급된다. 미량원소와 옥시아니온
(Oxyanion)은 유기물과 킬레이트 결합되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 그래서 미량원소와 킬레
이트 결합을 하고 있는 퇴비를 주어야 작물은 잘 자란다. 미숙퇴비는 미량원소와 킬레이트
결합을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부숙퇴비를 권장하는 것이다.

4. 유기물에 의한 토양반응
유기물은 여러 위치에서 한 원소와 결합을 하는 킬레이트(chealt e) 결합을 한다. 킬레이
트 결합은 양이온과 리간드가 결합을 하는데 수소가 같이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양분에 대
한 킬레이트 결합력을 EDTA(Et hylene diamine t et raacet ic acid)를 기준으로 보면 2가
이상의 양분과 결합하는 순서는 Fe3+ 〉Ni〉Cu〉Pb〉Al〉Zn〉Cd〉Co〉Fe2+ 〉Mn〉Mg〉Ca의 순이다.
토양의 해리된 양이온은 토양과의 흡탈착과 토양유기물에 의한 킬레이트결합간의 평형을
유지되고 있다. 킬레이트 결합을 한 양이온은 물의 전자쌍에 의하여 공격을 받아 쉽게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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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작물의 대한 유효성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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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미생물에는 사상균· 방사상균· 세균· 조류 등이 있으며 이들은 토양유기물의 분해
자로서 무기성분의 산화· 환원에도 관여한다. 사상균· 방사상균· 세균을 3대 미생물이라
고 한다.

1. 사상균
사상균(絲狀菌)은 곰팡이, 버섯, 효모과 같은 호기성 종속영양미생물의 총칭으로 균사체
를 형성하며, 포자를 형성하여 번식하고 균사가 실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진균 또는 곰팡이
라고 한다. 균사의 평균지름은 5㎛ 정도이다. 사상균은 호기성이며, 산성· 중성· 알칼리성
의 어떠한 반응에서도 잘 생육하지만, 세균과 방사상균은 산성에서 잘 생육하지 못해, 세균
또는 방사상균과 구별된다. 산성에 대한 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산성토양 중에서 일어나
는 화학변화는 이 균류의 작용이 대부분이다. 사상균은 에너지원을 얻고 자체의 조직을 만
들기 위하여 유기물을 분해한다. 또한, 세균 보다 많은 질소와 탄수화물을 섭취· 분해하고,
적은 이산화탄소(CO2)와 암모니아를 분해부산물로 만들기 때문에 부식생성이 세균보다 우
수하다.

사상균

방사상균
그림 26. 토양 미생물의 대표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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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근
사상균은 대부분의 식물뿌리에 감염하여 공생함으로써 특수한 형태의 뿌리가 형성되는
데, 이것을 균근(mycorrhizae)이라고 한다. 균근의 포자가 발아하면 균사는 주근이나 긴
뿌리에는 침입하지 않고 주로 세근의 내외 양쪽에서 자라게 된다. 뿌리의 외부에 있는 사상
균의 균사는 물과 양분의 흡수에 대하여 식물뿌리의 연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균근은 크게 외 생 균근( Ect ot r ophi c mycor r hi za e ), 내생 균근( Endot r ophi c
mycorrhizae), 내외생균근(Ect oendot rophic mycorrhizae) 등으로 구별할 수 있다.
외생균근은 균사가 식물뿌리의 표피세포 사이에 있고, 펙틴이나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뿌
리의 바깥쪽에서 균사가 연속적으로 자라게 되면 외투(mant le) 모양으로 되어 뿌리를 완전
히 둘러싸게 된다. 이 균은 송이버섯이나 방귀버섯(puffball)과 같은 자실체를 형성하는 담
자균류가 대부분이며, 외생균근은 많은 수목의 성장을 좋게 한다.
즉, 균의 착생으로 뿌리의 표면적이 커지며, 수분이나 양분의 흡수를 돕고, 좋지 않은 환
경조건에서 초기생육을 좋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내생균근은 외생균근보다 훨씬 많으며, 균사가 뿌리에 침입하여 세포 내부와 세포 사이에
분지하는데, 뿌리의 한 가운데에는 침입하지 않는다.
숙주 식물은 사상균에 필요한 물질을 제공한다. 그리고 사상균은 식물에게 뿌리의 유효표
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물과 양분의 흡수를 도우고, 내열성과 내건성을 증대시키며, 외생
균근은 병원균의 감염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2. 방사상균
방사상균(Act inomyces , 방선균)의 세포의 크기는 세균과 거의 비슷하고, 곰팡이의 균사
처럼 실모양으로 연결되어 발육하며, 그 끝에 포자를 형성한다. 분지상의 균사는 그 지름이
0.5~2.0㎛이다. 한때 세균과 사상균의 중간에 속하는 것이라고 여겨졌으나, 현재는 세균의
방선균으로 분류된다. 산성을 좋아하지 않고 활동력은 활성석회의 양에 따라 다르며, 알맞
는 pH는 6.0~7.5이고 pH5.0이하에서는 그 생육이 크게 떨어진다. 에너지원과 영양원을 얻
기 위하여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분해· 이용하며, 특히 분해되기 어려운 리그닌(lignin)·
케라틴(kerat in) 등의 부식성분을 분해한다. 토양의 특유한 냄새는 Act inomyces odorifer
등은 흙냄새를 내는 균에 의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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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균
세균(bact eria)은 토양에 가장 많이 서식하는 종으로 핵막이 없는 단세포성 생물이다. 크기
는 0.5~2.0× 0.5~3㎛ 이고, 세포분열에 의하여 증식하기 때문에 분열균(S chizomycet es
fission fungi)이라고도한다.
그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원에 따라 암모니아· 아질산· 황· 아산화철 등과 같은 무기물을
산화하여 에너지원으로 하는 자급영양세균(무기영양세균, aut ot rophic bact eria)과 유기
물을 산화하여 에너지를 얻는 타급영양세균(유기영양세균, het erot rophic bact eria)으로
대 별한다. 세균은 또한 통기 성 이 좋은 상태 에 서 잘 생 육하는 호기 성 세균(a er obi c
bact eria)과 그렇지 않은 혐기성세균(anaerobic bact eria)으로 나눌 수 있다.

표 20. 작용에 따른 세균류의 분류
질 산화성 균
자급영 양세균
( 무기 영 양)

세균류

아 질 산균

호기 성

황세균
철세균
단독유리 질 소고정 세균
공 생유리 질 소고정 세균

타급영 양세균
( 유기영 양)

질 산균

암모니 아화성 균
섬 유소분해 균

호기 성 세균
( A z ot obact er )
혐 기성세균
( Cl os t r i di um)
근류균
호기 성 세균
혐 기성세균

또한, 타급영양세균은 비타민(vit amin)또는 아미노산(amino acid)의 요구성에 따라 다시
세분하기도 한다. 세균은 보통 중성 부근에서 잘 활동하고 번식하지만, 황세균 등은 강한
산성에서도 잘 견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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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에너지 획득수단과 영양 요구성에 따른 세균의 분류
획득수단

유기물의존재필요성

호· 혐기성

황 화물 불 필
유기 물의 존재를
필 요로 하지 않 음
광 화학 반 응 에 ( phot ol i t hot r op 혐 기 적 황 화물
따름
필요
( phot ot r op

화학 적 암 반 응
에 따름
( chemot r op
hy )

유기 물의 존재를
혐기적
필 요로함
( phot oor gan ot r o

질소원과 피산화물

N ₂를 전 질 소원 으로 함 남 조
화합 태 질 소를 필 요로 함녹 조
황 화물 의 농 도 가 높 녹색황세
음
균
-

호 기 적 ( 산화
유기 물의 존재를
제 로 O2 필
필 요로 하지 않 음
( phot ol i t hot r op
혐 기 적 ( 산화
제 로 N O2 사
호기 적 ( 발효
성기질이 없
는 편이 좋

미생물명

무황홍색세균

피 산화물 · N H 4 + 사 N i t r os omon as
N i t r obact er
용
피 산화물 · N O 2 - 사 Hy dr ogen
bact er i a
용
S 나 S 2 O3 - ² 사 용

T hi obaci l l us
den i t r i f can s

N ₂ 를 전 질 소 원 으 로 A z ot obact er
대 부분의 호기 성 산화세
함
균

유기 물의 존재를
혐기적
N O3 - 사 용
필 요로함
발효성기질불필요 S O 4 - ² 사 용
( phot oor gan ot r o 발효성기질 필요
N O 2 를 전 질 소원 으로
함
화합 태 질 소를 필 요로

탈질균
황 산환 원 균
Cl os t r i di um·
P as t eur i an um
대 부분의 발효성 세
균

표 22. 세균의 최적 pH
구 분
최 적 pH

질 산균
6.8~7.3

아질산균

질산
환원균

황세균

단서질소
고정균

근류근

6.7~7.9

7.0~8.2

2.0~4.0

7.0~8.0

6.5~7.5

이상 설명한 미생물에 의한 분해물질과 미생물의 종류를 종합해 보면 표 2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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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토양미생물의 분해물질과 미생물의 종류
구 분

사상균

방 사상균

세균

셀룰로오스 분해

A s per gi l l us
F us ar i um
T r i choder ma

N ocar di a
S t r ept omy ces
M i cr omon os por a

A cr omobact er
B aci l l us
Cel l ul omon as

리그닌 분해

Copr i n us
A gar i cus
P or i a

-

-

펙틴 분해

F us ar i um
V er t i ci l l i um

S t r ep t o my c es

B aci l l us
Er wi n a
Cl os t r i di um

키틴 분해

F us ar i um
A s per gi l l us
M ucor

S t r ept omy ces
M i cr omon os por a
N ocar di a

A cr omobact er
B aci l l us
P s eudomon as

암모니아

A s per gi l l us

S t r ept omy ces

M y cobact er i um
B aci l l us
N i t r os omon as

질산 산화

-

-

Nit r obact er

질산 환원

-

-

A chr omobact er
P s eudomon as
T hi obaci l l us

무기황 산화

A s per gi l l us
P en i ci l l i um

-

T hi obaci l l us
B eggi at oa
gr een bact er i a

무기황 환원

-

-

B aci l l us
Cl os t r i di um
D es ul f ov i br i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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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류
토양 중에 서식하는 조류(algae)는 지름이 3~50㎛인 단세포로 되어 있고, 엽록소를 지니
고 있어 일광의 에너지와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합성하는 것과 광합성을 하지 않
고 타급영양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있다.
조류는 식물과 동물의 중간적 성질을 지니고 있는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토양 중에
서는 세균과 공존하고, 세균에게 유기물을 공급한다. 토양 내에서 유기물의 생성, 질소의
고정, 양분의 동화, 산소의 공급, 질소균과의 공생 등의 역할을 한다. 갈색식물문의 한 강인
규조류는 오래된 정원에 나기 쉽고, 남조류나 녹조류는 풀밭이나 논에 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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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의 풍화생성물은 유기물과 섞여 식물의 생육에 적합한 토양의 구실을 한다. 토양 중의
유기물은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의 유체로 되어 있지만, 동물과 미생물의 량은 매우 적어
자연조건 하에서 토양 부식의 주요한 재료는 식물체이다.
식물체는 지상부나 지하부를 막론하고 그 양이나 생성물의 성질 또는 토양 부식의 성질로
매우 중요하다. 토양 중의 미생물은 유체의 양 보다 토양 중의 유기물을 분해하고 부식을 형
성하는 것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토양유기물로는 분해되지 않은 건초· 볏짚· 나뭇잎 등과 원래의 형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분해된 부식이 있다. 이들은 토양의 성질을 개량하고 식물의 생육을 돕는 데 매우 유
효하지만, 그 유효도는 작물의 종류, 유기물의 분해정도 및 분해생성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
다.

1.식물체의 조성
식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질 중 토양생성의 모재로서 중요한 것은 셀룰로스, 헤미셀
룰로스, 리그닌, 펙틴, 단백질 등의 세포막물질이다. 이들은 간단한 무기물질로 만들어지
며, 식물이 필요로 하는 주요 양분과 식물체를 구성하는 유기물과의 관계가 있다.
탄수화물 중 녹말· 당류 등은 쉽게 분해되지만, 셀룰로스· 리그닌 등은 분해되기 어렵다.
헤미셀룰로스는 셀룰로스보다 분해되기 쉬우며, 셀룰로스의 분해생성물은 글루코스이고,
헤미셀룰로스는 헥소산, 펜토산, 메틸펜토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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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식물체의 조성

리그닌은 성숙한 풀의 줄기나 나무의 목질부 등 식물의 늙은 조직 중에 함유되어 있으며,
식물체를 탈지· 탈수지한 후에 산으로 침전되는 물질로써 식물체의 유기화합물 중 생물적
분해에 대하여 저항성이 비교적 강하다. 식물 유체가 토양 중에서 생물적 분해를 받으면 리
그닌은 헤미셀룰로스와의 결합이 풀리고, 자동산화를 받아 메톡실기(CH3O- )를 잃고 카르복
실기(- COOH)를 얻어 산성물질로 변화된다.
리그닌은 토양유기모재의 근본이 되고 있다. 탄수화물과 다르게 매우 적은 량의 질소를 함
유하고 있다. 콩과식물에는 약 3.0%, 화본과식물에는 1.5~2.0%, 볏짚대에는 0.5% 정도 질
소가 함유되어 있다. 리그닌은 셀룰로스에 비하여 탄소의 양은 많지만 산소의 양은 적다.
유지는 고급지방산과 글리세린의 에스테르인 글리세라이드로서 완전히 분해되면 CO2와
H2O로 되지만, 비교적 분해되기 어렵다.

표 24. 리그닌과 셀룰로스의 분석치의 비교(단위:%)
구 분
리 그닌
셀룰로스

C

H

O

61~64

5~6

30

44.5

6.2

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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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은 쉽게 분해되어 토양 중 질소 공급원이 되고, 리그닌과 결합하여 토양부식의 기본
을 이룬다. 단백질이 분해되면 프로테오스(prot eose)· 펩톤(pept one) 및 그 유도체· 펩티
드(pept ide)· 아미노산(amino acid) 등이 생성된다.
납질(waxes)은 고급지방산과 고급알콜의 에스테르(est er)이고, 또한 수지(resin)는 피
마르산(pimaric acid)이나 아비에트산(abiet ic acid)과 같은 수지산으로 되어 있으며, 이
두 물질은 모두 생물적 분해를 받기 어렵다. 유기물의 분해와 토양 중 부식생성의 과정을 보
면 그림 28 과 같다.
생물유체

비 교적 분해 되 기 쉬 운 물질

탄 수 화물
CO 2 · H 2 O
N H3 등
무 기 화작

단백질
미 생물에

분해 되 기 어 려 운 물질

리 그닌 · 탄닌 · 수지 · 납 질 등

의한 분해

대 사생산

분해 및 재합성 생산

분 해 생 산물

( 퀴 노이 드성 물

( 아 미 노 산· 펩 티 드

( 방 향족물질 · 폴리 페놀· 퀴 논

축합
부 식 물 질 ( 중 축 합 생 산물 )

그림 28. 유기물의 분해와 토양 중 부식의 생성(KONONOVA)

섬유소와 같은 탄수화물의 분해에 의해 폴리페놀 또는 퀴논과 같은 방향족물질이 생성되
므로 탄수화물도 간접적이나마 부식질의 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식은 토양 중에서 그 토양의 여러 가지 이화학적조건에 적응하는 안정한 부식질로 변하
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에는 토양수분상태· 통기상태· 온도· 산화환원상태· 염기류의 다
소· 점토광물의 종류 등이 연관된다.
성숙한 식물조직과 토양유기물의 조성은 셀룰로스와 헤미셀룰로스는 대부분이 분해되어
토양 중에 남아 있는 부분이 매우 적으며, 리그닌과 단백질의 양은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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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식물과 토양유기물의 조성(단위 : %)
구 분

식물체(건물)

토양유기물(부식)

셀룰로오스

20~50

2~10

헤 미 셀룰로오스

10~20

0~2

리 그닌

10~30

35~50

1~8

1~8

1~15

28~35

지 방 류· 왁스류 및 탄닌
단백질

그러므로, 토양 중에 존재하는 부식은 주로 리그닌과 단백질의 결합물질이라고 할 수 있
다.

2. 부식
가. 부식의 정의
앞에서 이미 기술한 것을 종합해 보면 부식(humus)이란 “ 토양에 가해진 유기물이 여러 가
지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작용을 받아 원조직이 변질되거나 새롭게 합성된 갈색 또는 암갈색
의 일정한 형태가 없는 교질상의 복잡한 물질이며, 분해에 대해 어느 정도 저항성을 지니고
있는 물질의 혼합물이다” 라고 할 수 있다.
넓은 뜻에서는 토양 중 전유기물을 부식이라고 한다.

나. 부식의 조성과 성질
리그닌과 단백질이 부식의 구성물질로서 가장 중요하다. 부식성분은 휴민, 풀브산, 히마
토멜란산(hymat omelanic acid), 부식산(humic acid) 등으로 되어 있으며, 부식산이 주요
부분을 이룬다.
1) 부식산은 황갈색~흑갈색의 중~고분자의 산성물질로서 무정형이며, 그 조성은 탄소
50~60%, 수소 3~5%, 질소 1.5~6%, 황 1% 내외, 회분 1% 내외, 산소 30~35%이다.
부식산은 양이온치환용량이 200~600cmolc/ ㎏으로 매우 높으며, 1가의 양이온과 결
합한 염은 수용성이지만, Ca 2+ · Mg+2· Fe+3· Al+3 등과 같은 다가이온과 결합한 염은
물에 용해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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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온 치환용량(Cation Exchangable Capacity)이란...
양이온 치환용량(Cat ion Exchanga Capacit y ; CEC)은 염기교환용량(Base Exchange
Capacit y ; BEC)이라고도 한다. 양이온치환용량이란 일정량의 토양 또는 교질물에 부착되
어 있는 치환성양이온의 총량을 하전(+)량으로 표시한 것으로서, 보통 토양이나 교질물
1kg이 갖고 있는 치 환성양이 온의 총량을 하전(+ )량으로 하여 cmol c (charge에 대한
cent imoles)로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cmolc/ kg 또는 coml(+)/ kg으로 표시하는데, 과거
의 표현단위인 1 me/ 100g은 1cmolc/ kg이 된다. 즉, 교질물 1kg이 보유하고 있는 음전하의
수와 같다.

2) 풀브산(fulvic acid)은 저분자의 부식산과 비슷한 물질 및 비부식물질인 단당류·
아미노산· 타닌· 폴리우로니드· 페놀글루코사이드· 유기인산염 등과 같은 여러 가
지 유기화합물이 혼합된 혼합물이며, 무기질토양 A층 부식층의 부식 중 약 50% 정
도를 차지한다.
3) 풀브산은 부식산에 비하여 탄소의 함량은 적지만 산소의 함량은 많은 편이며, Ca +2
· Mg+2· Al+3· Fe+3 등과 결합하여 물에 잘 용해되는 염을 만든다. 양은 부식산과 비
슷하고, 토양생성과정과 식물의 생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표 26. 풀브산 부식산의 화학적 조성 (podzol토양)
원소조성(%)
구 분

C

H

O+S

N

원자단(cmolc/㎏)
페놀성 알콜성
COOH =CO -O· CH3 총산도
OH OH

부 식 산 A O층 5 8 . 1 5 . 1 7 3 4 . 6 2 . 1 4 2 9 0

300

280

300

50

570

부식 산 B 2 층 5 6 . 7 4 . 9 4 3 5 . 9 2 . 4 7 2 9 0

-

370

-

40

660

풀 브 산 A O층 4 9 . 9 4 . 6 7 4 4 . 1 7 . 1 2 2 8 0

460

610

310

30

890

풀 브 산B

280

720

-

2층 46.9 3.48 47.2 2.31 360

20 1,080

4) 휴민(humin)은 불용성의 부식으로 전체 부식의 20~30%를 차지하고, 무기성분과
매우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며, 분해되지 않은 식물조직과 탄화된 물질 및 보통방법
으로는 추출되지 않는 부식산 등이 주요 구성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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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양유기물의 부식화에 미치는 영향
유기물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정도는 탄질률· 기후· 공기· 반응· 지형· 재료의 성
질· 시간 등에 따라 다르지만, 탄질률(C/ N rat io)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가. 토양유기물의 탄질률
유기물 중의 탄소와 질소의 함량비를 탄질률이라고 한다. 유기물의 분해는 특히 탄소와 질
소의 함량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토양 미생물은 토양 중의 신선한 유기물을 분해하여 탄소는 에너지원으로 섭취하고 질소
는 영양원으로 섭취하여 세포구성에 이용한다. 토양유기물의 질소함량은 4.0~6.0%로서 평
균 5.0%이며, 또한 표토 중의 유기물 탄소함량은 52%이므로 그 비율은 C:N = 52 : 5.0 =
10.4 : 1.0 이다.
그리고, 하층토에 있어서는 유기물의 탄소함량이 36~44%로서 평균 40%인데, 만약 토양
유기물의 질소함량을 5.0%라고 하면 그 비율은 C:N=40:5=8:1이 된다.
또한 신선한 유기물의 탄질률은 식물체별 차이가 심하며 침엽수의 낙엽은 111:1이고, 활엽
수의 낙엽은 약 45:1이다.
그리고, 유기물을 분해하는 사상균의 탄소동화율은 20~50%이고, 방사상균은 15~30%,
세균은 13~30%이다. 토양에 가해진 유기물의 탄질률이 높은 경우에는 유기화합물의 합성
과 에너지원으로서의 탄소의 양은 충분하지만, 단백질합성에 필요한 질소는 결핍되기 때문
에 미생물의 증식도 적어 유기물의 분해가 늦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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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식물체와 미생물의 탄소 및 질소함량과 탄질률(단위:%)
구 분

식물체

미생물

기타

탄 소
밀

46.1

밀짚

55.7

볏짚

42.2

쌀보릿짚

50.0

귀리

50.7

귀릿짚

37.0

완두

46.5

감자

44.0

알팔파

40.0

사상균

50.0

방사상균

50.0

세균

50.0

인공구비

56.0

인공부식

58.0

부식산

58.0

질 소

탄질률
20:1

예)
볏짚의 탄소함량이 42.2%, 질소함량이 0.63%, 사상균에 의한 탄소동화율이 35% 일
때 볏짚 100g이 분해될 경우 질소 0.847g이 부족하다.
○ 탄소동화량=42.2g× 35%=14.77g
○ 질소동화량=14.77g× 0.1=1.477g (질소동화량은 탄소동화량의 1/ 10 필요)
볏짚 분해를 위해 필요한 질소 필요량은 1.477g이나, 질소함량이 0.63g으로 질소
0.847g(1.477g - 0.63g)이 추가되어야 정상적인 분해가 된다. 질소 부족분을 보충시키
지 않으면 볏짚은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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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의 분해에 대하여 부족한 질소양을 나타내는 데 이를 질소인자(nit rogen fact or)
라고 하고, 이것은 토양 중의 질소가 고정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유기물질의 100단위에 대
해 가해지는 무기질소의 단위수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므로, 볏짚에 대한 질소인자는 0.847이 된다. 이것은 만약 100kg의 볏짚을 토양에 사
용하여 섞어 줄 경우 토양에 0.847kg의 무기질소를 가해줌으로써 토양환경에서의 질소고
정을 막을 수 있고, 또한 작물과 미생물의 질소에 대한 경합을 막을 수 있다.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에 황산암모늄 또는 요소· 석회질소· 인분요· 가금분 등과 같은 질
소질비료를 가하면 분해작용이 급격하게 진행되고 과잉 질소는 미생물의 증식에 이용되며,
일부는 리그닌과 결합하여 부식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게 된다. 한편, 미생물의 증가로 탄소
의 소비량은 많아지며, 호흡작용에 의하여 이산화탄소로 되고 탄소와 질소의 비는 차차 좁
아져서 이 값이 17:1에 가까워지면 미생물에 필요한 탄소에 대한 질소가 비교적 풍부하게 된
다. 이렇게 되면 질소는 암모니아로 변화되며, 분해작용이 일단 평형을 이루면 토양의 탄질
률은 약 10:1로 된다.
탄질률이 높은 유기물이 토양에 가해지면 토양 중 NH4 - N이나 NO3- N은 미생물세포의 단
백질합성에 이용되기 때문에 식물은 유효성질소가 부족하여 질소기아 상태에 놓인다. 일반
적으로 건물 중 질소의 함량이 1.7% 이하인 재료를 속히 분해시키려면 질소질비료를 보충
해 주어야 한다. 인공퇴비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재료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질
소 1% 이하의 재료를 그대로 토양에 사용하면 토양 중 가용성질소의 결핍은 4~8주간 계속
되고, 2.0~2.5%의 재료를 사용하면 수일간 질소는 결핍되지만 암모니아가 생성되면,
2.5%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면 분해 당시부터 암모니아가 생성된다.
탄질률이 30 이상일 때에는 토양 중 질소의 고정이 유기물의 무기화보다 휠씬 커지고,
15~30일 때에는 고정과 무기화가 거의 같아지며, 15이하일 때에는 무기화가 고정보다 커진
다고 한다.
그러나, 질소함량이 풍부한 재료라 하더라도 그 질소가 미생물이 이용하기 어려운 형태의
것이면 재료의 분해가 어렵게 된다. 단백질의 분해나 그의 암모니아화작용은 당류, 전분,
펜토산, 헤미셀룰로스, 셀룰로스 등 미생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탄수화물의 양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보통 어린 식물조직이 늙은 식물조직보다 분해되기 쉽다는 것은 어린 식물이 당류, 아미노
산등의 분해되기 쉬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데 비해 늙은 식물은 리그닌, 수지, 납질 등의
분해되기 어려운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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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녹비로서의 밀의 생육일수에 따른 질소의 양 및 탄질률과 NO3-N의 생성량
밀의 생육일수(일)

NO3-N 생성량
(kg/ha)

질소 함량(%)

탄질률

8 5 ( 성 숙)

1.01

45

7.8

60

1.57

29

23.7

50

2.07

22

40.1

40

2.69

17

78.6

30

3.23

14

119.4

20

4.22

11

183.0

탄질률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탄질률이 높은 경우에는 분해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활동이 매우 왕성하고, 질소의
요구량도 많아지는데, 암모니아는 거의 생성되지 않으므로 질산화작용에 의한 질산축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때 고등식물은 일시적으로 질소기아상태에 빠지게 된다. 볏짚, 보릿짚 등과 같은 탄질률
이 높은 유기물을 시용한다는 것은 미생물 상호간은 물론, 미생물과 고등식물간에 질소에
대한 경합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반드시 실제에 있어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토양 중 질소는 이와 같은 경우에 복잡한 여러 가지 형태로 유지되어 배수에 의한
손실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자연은 이와 같이 하여 질소의 손실을 억제 또는 보존하는 큰 힘
을 지니고 있다.
둘째, 부식의 유지에 있다. 즉, 분해과정에서 질소는 미생물 또는 리그닌, 점토 등에 의해
유지되고, 한편 탄소는 질소와 거의 같은 양에까지 감소되므로 질소는 최후에 존재할 수 있
는 유기질탄소의 양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시용한 유기물에 질소가 많을수록 유기질탄
소의 축적량도 많아지게 된다. 또한, 유기질탄소와 토양유기물 사이에도 거의 일정한 비율
(1：1.724)이 존재하므로 질소는 토양유기물의 양도 좌우하는 셈이다.
토양부식 중 평균탄소함량은 58%로서 100/ 58=1.724인 계수를 탄소분석치에 곱하여 부
식함량으로 한다. 최근 분석한 바에 의하면 표토 중 탄소함량은 50~54%로서 평균52%이
다. 부식 중 질소함량은 5%이므로 부식과 질소와의 관계는 100/ 5=20이고, 질소와 탄소와
의 관계는 58/ 5=11.6이다. 따라서, 질소의 양으로부터 유기질탄소의 양을 측정할 수 있고,
또한 부식량까지 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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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부식화에 미치는 그 밖의 영 향
토양 중 유기물의 양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토양생성에 관여하는 인자와 마찬가지로 식물
의 종류, 지형, 토양모재의 성질, 기후, 시간 등이 있지만, 이 들 중에서 특히 기후가 유기물
분해에 큰 영향을 끼친다. 유기물의 분해소모는 주로 호기성세균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공
기의 공급이 좋은 곳에서는 분해가 왕성하여 부식의 집적량이 적지만, 공기의 공급이 불충
분한 곳에서는 환원분해가 일어나서 부식의 양이 많아진다. 또한, 습기가 많은 토양에서도
공기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환원분해가 일어난다. 호기성세균이 가장 잘 활동할 수 있는
알맞은 수분량은 토양용수량의 50~80%일 때이고, 사상균은 50~90%, 방사상균은 50%일
때 가장 잘 활동한다.
기온이 낮고 습한 냉대나 한대지방에서는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하지 못하여 유기물이 다
량 축적되지만 부식화작용이 매우 늦어진다. 이와 반대로 기온이 높고 습한 열대지방에서
는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하여 유기물의 축적량이 적을 뿐만 아니라 부식량도 적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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