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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우리나라 농업유역에서는 토양침식,유출,침투 등의 다양한 경로로

양물질이 배출되고 있으며,일부 농업유역은 과다시비로 인한 양

물질 과잉 상이 심화되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농업유역 최근 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설재배지 바이오매스 생산,과실수

생산 종자보존 등에 활용되는 조림지에서 비 액비시용에 따

라 토양 내 양물질 지하침투 환경 향을 분석하기 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토양수,토양 지하수 등의 수질에의 향을 분석

하 다.시설재배지와 조림지에서 농에 따른 양물질 지하침투 환

경 향평가를 하여 SALTMED RZWQM 모형의 용성을 평가

하 다.시설재배지에서는 SALTMED 모형을 이용하여 개에

따른 토양 내 수분 거동 특성을 악하고,질소 염분의 변화를 분

석하 으며, 천층지하수로의 향을 악하 다. 조림지에서는

RZWQM 모형을 이용하여 강우에 따른 산림에서의 토양수분 변화를

모의하고, 농도액비 시용에 따른 양물질 거동을 모의하여,액비시

비에 따른 향을 평가하 다.

시설재배지에서 모니터링 결과,토양 토양수에서 반 으로

양물질의 농도가 높았다.특히,토양수 모니터링 결과,NO3-N EC

가 토층에서 높았으며,일부 하부토층에서는 상부토층보다 농도가

높은 경우도 있었다.시설재배지에서 SALTMED모형 모의 결과,토

양수분,질소가 150cm 토층에서 질소 EC가 과다 추정 되었으나,

모델 검보정 결과가 토층 내 패턴을 반 하고 있었다.시설재배지에서

모니터링 분석결과 기반 과거 토지이용,천층지하수 ,기비와 추비,

개간격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모델링 기반 양물질 환경

을 평가 한 결과,일정한 주기로 개 시비하는 것이 양물질 지

하침투량 집 량을 감소시키고 생산량을 유지시켰다.논에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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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지로 환 시 심토의 논토양에서 배수 불량으로 인한 양물질

집 가능성이 컸으며,천층지하수 가 높은 지역에서과다 개시 지

하수로의 직 인 향이 클 것으로 단되었다.

조림지에서의 토양 모니터링 결과, 반 으로 표층에서는 무처리

구와 비교하여 농도액비처리구에서 양물질 농도가 높았으나,통

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조림지 토양수 모니터링 결과,

NO3-N 농도는 3개 모니터링 지역에서 농도액비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특히,부숙이 덜된 액비를 수목의 생육이 정지된 시 에

과다 시비할 경우 일부 양물질이 천층지하수로 침투될 가능성도 배

제할 수 없었다.조림지에서 RZWQM 모형 모의 결과,토양수분은

체 인 모의치가 실측치를 잘 반 하 다.질소의 경우,모의치가 실

측치의 최솟값과 최댓값사이에 존재하면서 경향성을 잘 반 하 다.

조림지에서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부숙이 잘된 농도 액비

와 부숙이 덜된 고농도 액비 시용과 장기 모의,강수사상,시비시기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여,모델링 기반 양물질 환경평가를 하

다. 농도액비를 시비할 경우에는 부숙여부를 단하여야 하며,강

수 발생일과 ·후에 시비할 경우 양물질 지하침투량을 증가시켰으

며,선행토양수분함량이 높은 여름철 시비는 농도액비의 유출을 증

가시키므로,강수가 많은 시기에는 농도액비 시비를 피하는 것이 좋

을 것으로 단된다.본 연구 결과는 향후 농업유역의 수질보 책

수립에 있어 시설재배지와 조림지의 황과 리 가이드라인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시설재배지, 양물질,조림지,천층지하수,토양,

환경평가,RZWQM,SALTMED,4R

학 번 : 2009-3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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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1.1연구 배경 필요성

우리나라 농업유역의 논,밭,과수,조림지 시설재배지 등에서 다

양한 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토양침식,유출,침투 등의 경로로

양물질이 배출되고 있다.특히,일부 농업유역은 화학비료의 과다시비

뿐 아니라 축산으로부터 배출되는 퇴비를 무분별하게 시비하고 있어,

양물질의 과잉 상이 심화되고 있다 (김필주 등,2008).우리나라는

OECD 주변 선진국과 비교하여 질소와 인 비료사용량 농업양분

균형지표 수치가 높으며, 양물질의 지표유출 지하침투유출 가능

성도 크다 (김창길 등,2006).농업유역에서의 유출 는 용탈

(leaching)에 의한 양물질,토사 등 오염원의 배출량 감소는 수질

리정책의 요한 요소로써 (OECD,2008),지속 인 수질 리를 해

서는 용 가능한 수질항목 상지역에 따른 리 기 을 만들어

야 한다.

농업유역의 양물질 과잉 비 오염원 배출량 증가에 따른 양

물질 리 연구는 부분 산림을 제외한 논과 밭을 상으로 지표유

출 토양유실 등에 을 맞춰 진행되고 있다.하지만,최근 고부

가가치 작물 수요 증가로 시설재배지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특용수

경제림 조성,유휴토지 조림사업,우수종자 리 사업 등이 지속되

면서 농 방법이 다양화 되고 농업유역 내 조림지 조성, 리 활

용이 증 되고 있다 (산림청,2012).따라서 논과 밭 뿐 아니라 시설재

배지 조림지에서의 양물질 리는 필요하다.

시설재배지의 경우 강수가 차단되고 지하수를 이용하여 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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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환경을 조 하여 일 년에 두 번 이상 농을 한다. 한, 개시

비 (fertigation)형태로 양물질을 시비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과다 시비 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과다 시비된 양물질은 토양

내에 집 되며,집 된 양물질은 개시 수분이동과 함께 하부토층

으로 이동,심토에 집 되거나 용탈될 수 있다 (Thompsonetal.,

2007;Shietal.,2009;Minetal.,2012).

천연림과 달리 목 에 의해 조성된 조림지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양물질을 제공하고 리하며,시비를 통해 수목의 생산성 품질을

증 시키고 있다.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면 지되었기 때문

에 가축분뇨 처리 책의 필요성이 증 되어,조림지에 축산 분뇨 액비

처리가 자연순환농업 일환으로 두되었다. 농도액비 SCB액비

(SlurryCompostingBiofiltration)는 속효성 유기질 액상비료로 이용

가능하다.냄새가 고 비료성분의 농도가 낮아 조림지 등의 산림에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밤나무,잣나무,은행나무 등 산림수종

재배 산림녹화 등 산림시업림,화훼재배,과수재배,골 장 등 여러

분야에서 농도액비 이용 확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농도액비는

히 살포하면 토양의 물리화학성이 개선되고 수목에 필요한 양

물질을 제공함으로써,수목 과실 생산량 증 에도 정 인 향을

다 (농 진흥청,2010a;농 진흥청,2010b;Hongetal.,2013).하지

만,시비시기,시비량 등에 의해 수분 양성분 수지의 불균형을

래하여 토양에 과잉 양분을 축 하거나 강우시 지하로 침투하여

지하수 수질 오염을 야기할 수 있다.따라서 토양 내에서의 액비 시비

에 따른 환경 향 평가를 해 모니터링 분석을 수행하여 용시

발생 가능한 문제 책 방안 도출이 필요하다 (Kanwaretal.,

1999;Bakhshetal.,2001;Bakhshetal.,2005;홍은미 등,2010).

시설재배지나 조림지는 기존 논 밭과는 상이한 기작으로 양물

질이 거동하기 때문에 지속 인 모니터링 환경 향평가는 농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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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체에 한 리를 해서도 요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시설재배지에서 비에 의한 환경평가 연구는 토양 표층 내

염의 집 과 생산량과의 계 등 생산량에 을 맞춘 연구가 부

분이다. 양물질 시비는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도 요하지만 양물

질이 토양 농업환경 반에 미치는 향이 크기 때문에 농업유역

수자원 환경 리측면에서도 요하다 (OECD,2008).

액비 비에 의한 양물질 거동은 토층 내 토양수분함량,침투

수분의 이동과 련이 있으며,지형 특성에도 향을 받는다.지하

침투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강수나 개수로부터 공 된 질소 등의

양물질이 모두 용탈되기도 하지만,수분의 거동이 힘든 지역은 이동하

지 못하고 집 되게 된다.따라서 지역 환경 특성, 농 특성 토

양수분 특성은 액비시비에 의한 양물질 거동 지하침투의 요한

요인이다.특히,시설재배지와 같이 강우가 차단된 지역은 양물질의

거동이 시기에는 큰 향을 받지 않지만,조림지와 같은 곳은 시기에

도 큰 향을 받게 된다.강우가 많은 시기에는 오히려 양물질 용탈

을 야기하며 지하수 수질에도 악 향을 미칠 수 있다.이처럼,최근

농업유역에서 다양한 토지이용과 농이 증가하면서,생산성 측면 뿐

아니라 토양 수질 환경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농방법,시기,기후,시비방법과 양물질이 토양환경,토양

내 거동 지하침투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각각의 환경을 고

려한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하지만,특정 기후 토양조건

을 가지고 있는 모니터링 결과만으로 다른 토양,기후 특성 시비조

건 등을 용할 수 없다.따라서 모니터링 기반 기상,토양,작물

환경요인을 고려한 모델링 시스템 구축은 기존 모니터링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으므로,모니터링과 더불어 농업유역의 각각의 토지이용에

따른 모델링 시스템 구축도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Fang,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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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연구 목

본 연구에서는 시설재배지 조림지에서의 양물질 침투에 따른

거동 지하침투의 기작을 분석하고 환경평가를 하여,시설재배지

와 조림지에서 모니터링 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나리오를 구

성,토양 천층지하수에서의 양물질 환경 향평가를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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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연구 내용 범

본 연구의 내용 범 는 Fig.1.1과 같다.

1)본 연구에서는 기존 개 논에서 환된 시설재배지와 우리나라

유역의 64%를 구성하는 산림 조림지를 연구 상지역으로 하 다.

시설재배지에서는 오이 토마토를 재배하 으며,조림지에서는 백

합나무,밤나무 포 러나무를 재배하 다.시설재배지는 연 2회 연

작으로 연 작물 재배 시비가 이루어졌으며,조림지에서는 수목을

식재 후 장기 재배를 하 다.

2) 양물질 지하침투에 따른 환경 향분석을 하여 연구 상지역

에서 포장단 로 토양,토양수,토양수분, 개량 (시설재배지),강수

량 (조림지)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다. 역단 로는 천층지하수

수질 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 으며,지속 인 모니터링

모니터링 결과 기반 토양,토양수 천층지하수에서의 양물질 환경

평가를 하 다.

3)시나리오에 따른 향평가를 하여 기상요소 농방법을 고

려한 장 모니터링 결과 기반 모델링 분석을 실시하 다.시설재배지

에서는 작물- 개방법-토양을 고려한 토양 내 질소와 염분의 환경

향평가를 하여 SALTMED모형의 용성을 평가하 으며,조림지

에서 토양수분 기반 수목과 토양환경을 고려한 농도액비 시비에 따

른 환경 향평가를 하여 RZWQM (RootZoneWaterQuality

Model)모형의 용성을 평가하 다.

4)구축된 모델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4R(rightsource,rightrate,

righttime,rightplace)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구성,시나리오 기반

시설재배지 조림지에서 농에 따른 토양 내 양물질 환경 향평

가 지하침투 가능성을 모의,비교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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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1Studyout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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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논문 구성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하 다.

제 1장에서는 연구배경,목 그리고 논문의 구성을 요약하 다.

제 2장에서는 시설재배지 조림지의 토양 환경 양물질 지하

침투 향 평가에 한 기존 연구 결과를 설명하 다.제 3장에서는

토양 내에서 양물질 순환 기작 시설재배지와 조림지에서의 모델

링 요소,그리고 SALTMED와 RZWQM 모형에 한 이론 배경을

설명하 다.제 4장에서는 시설재배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황

농방법을 설명하 다.시설재배지에서 농에 따른 토양 토양수

환경 향,시험포장 주변 천층지하수 수질환경을 분석하 다.시설재

배지에서의 SALTMED모형의 용을 한 검보정을 실시하고,모델

링 결과를 평가하 다.제 5장에서는 조림지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황 조림지의 특성, 농도액비 시비 황을 설명하 다.조림지에

서 농도액비 시비에 따른 토양 토양수 환경 향,시험지 주변 천

층지하수 수질환경을 분석하 다. 조림지에서 토양수분 기반

RZWQM 모형의 용성을 한 검보정을 수행하고,모델링 결과를

평가하 다.제 6장에서는 시설재배지 조림지에서의 양물질 거

동에 의한 토양환경 향평가를 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용하여

양물질 용탈 환경 향을 평가하 다.제 7장에서는 체 인 연

구 내용과 결과를 종합 으로 정리하고,연구 활용방안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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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연구사

2.1시설재배지 양물질 평가

2.1.1시설재배지 물 리

이남호 등 (1998a,1998b)과 농림부 (1999)는 경기도,충청남도,강

원도 지역 총 432농가를 상으로 시설재배지 치를 조사한 결과

논에 59.7%,밭에 39.8%,임야에 0.5% 치하고 있어 기존 논토양

에 시설재배지를 설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시설재배지로 환된

논은 부분 수지와 같은 용수원 수리시설이 갖춰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재배지 82.8%가 지하수를 용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수지에서의 용수공 은 시기 ,양 으로 제한을 받는 반면,

지하수는 용수로 사용하기 편리하기 때문이다.

농업과학기술원 (2007)에 따르면,논토양 에 밭 토양을 성토하여

시설재배지 환경 조성시,수리 도도가 낮은 하부토층과 상 으로

수리 도도가 높은 상부토층의 이층구조가 형성되게 된다.과다 개

시 상부토층과 하부토층의 경계층에서 수분의 집 상 과습이나

양분 집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하지만,우리나라 시설재배지

에서의 농을 한 농업용수 이용 리방안은 아직 확립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남호 등,1998a;이남호 등 1998b).

시설재배지에서 개방법은 분수호스, 개,이랑 개,일반호

스 스 링클러 등이 있다.농림부 (1999)에서 용인시를 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분수호스 다음으로 개방식에 의한 개를

희망하 으며,FAO (1992),농 진흥청과 한국토양비료학회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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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화 등 (2013)에 의하면 개가 가장 개효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개에 한 시설재배지에서의 물 리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

행되었다.이남호 등 (1998a),남상운과 김 식 (2007)은 호스에

하여 통계 균등계수를 통한 성능평가를 하 다.남원호 등 (2012)

은 국내 상용 호스에 하여 압력-유량 계와 괴압력측정 실험

을 통하여 호스의 성능을 평가하고 유량 산정모형을 구성하

다.최순군 (2012) 최순군 등 (2012)은 개 인 토양조건을

고려한 근군역 토양수분분포 균일성을 분석하고,수치해석을 이용하

여 개 토양수분 재분배를 분석하 다.

농업과학기술원 (1999,2007)에서는 밭작물에 하여 물 요구량 시

험 등을 통하여 물 리 지침서를 제시하 으나, 개방법을 고려한

시설재배지에서의 활용에 있어서는 미흡한 실정이다.실측자료 기반

수원지역 주요 시설재배작물의 물 요구량은 Table2.1과 같다 (한경화

등,2013).

Crop

Planting

date

Cultivation

period

Waterrequirement

Avg.1) Max.2) Total

(month/day) (days) (mm/day) (mm)

Lettuce 4/30 63 2.8 5.6 175

Cabbage 4/30 63 3.2 6.4 202

Tomato 5/10 92 3.3 6.6 306

Cucumber 5/1 81 2.3 4.6 188

1)Avg.:average

2)Max.:maximum

Table2.1Waterrequirementofcropsinprotected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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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시설재배지 토양 환경

가.시설재배지 토양 특성

시설재배지는 생육기간 비료 잔존량이 많음에도 농민들은 과다

시비가 생산량을 증 시킨다고 단하여 토양 내 집 된 양물질 농

도가 높다.고창덕 (1996)은 강원도 횡성군 지역의 시설하우스 토양과

노지 밭 토양의 토양화학성을 분석한 결과,시설재배지가 노지재배지

토양에 비하여 양물질농도가 일반 으로 높게 나타났다.홍순달 등

(1998)은 시설재배지 토양의 염류집 방지를 한 정 시비량을 산

정하기 하여 동군,보은군,청원군 청주시 시설재배지로부터

토양을 채취하고 질소,인산,칼륨 등에 하여 조사한 결과,무기태

질소함량은 시설재배지 토양의 비옥도와 기 도도에 가장 크게

향을 미치는 인자 다.강성수와 홍순달 (2004)은 방울토마토를 상

으로 다양한 토양에서의 시비방법을 개발하고자 시설재배지 토양의

물리·화학 특성을 분석하 다.그 결과 토양 내 질산성질소 함량이

46에서 344mg/kg으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EC(ElectronicConductivity)와 질산성질소 함량은 유의미한 상

계를 나타내었다.이슬비 등 (2008)의 연구에서는 섬진강 하구 시설재

배단지의 토양의 EC 농도는 4.3 dS/m로 U.S.Soil Salinity

LaboratoryStaff(1954)의 기 인 4.0dS/m 2000년 우리나라 시

설재배지 평균 EC2.9dS/m (농업기술과학원,2006)보다 높아,상당

량의 염류가 집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 진흥청 흙토람 (http://soil.rda.go.kr)에서는 작물별,토지이용별

토양 유형,토성,배수정도 토양분석결과와 재배하고자하는 작물의

토양 정범 를 제공하고 있다.Table2.2는 흙토람에서 제시한 시설

재배 주요작물의 정 토양 범 이다. 부분 작물이 유효인산 (P2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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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50-500mg/kg,EC는 0–2.0dS/m가 시설재배 작물 재배를 한

정범 임에도 불구하고,농 진흥청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시설재배

지 513개 지 의 토양 특성 분석 결과 평균 EC는 2.94dS/m,유효인

산은 1,092mg/kg으로써 부분 과하는 것으로 모니터링 되었다.

Crop
pH OM P2O5 K Ca Mg EC

(1:5) (g/kg) (mg/kg) (cmol+/kg) (dS/m)

Cucumber
6.0-

6.5

20-

30

350-

450

0.6-

0.7

5.0-

6.0

1.5-

2.0
≤2.0

Tomato
6.0-

6.5

20-

30

350-

450

0.7-

0.8

5.0-

6.0

1.5-

2.0
≤2.0

Eggplant
6.0-

6.5

20-

30

400-

500

0.7-

0.8

5.0-

6.0

1.5-

2.0
≤2.0

Pepper
6.0-

6.5

25-

35

350-

450

0.65-

0.75

5.0-

6.0

1.5-

2.0
≤2.0

Strawberry
6.0-

6.5

20-

30

350-

450

0.6-

0.7

5.0-

6.0

1.5-

2.0
≤2.0

Table 2.2 The optimalrange ofsoilforcrop cultivation in

protectedcultivation

나.시설재배지 시비 리

논 에 조성된 시설재배지는 토양의 이층구조 형성으로 인해 경계

층의 수분 양물질의 집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농업과학기술

원,2007). 한,우리나라 시설재배지는 배수가 잘 되는 하천 주변으

로 발달되어 있어 연 비로 다비상태로 재배하는 시설재배지의 경

우 계 이나 기상조건에 상 없이 집 된 양물질의 용탈에 한 잠

재 험성을 지니고 있다 (강보구 등,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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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지의 시비 황을 보면 양분의 작물 흡수 비율은 30-70%

정도에 불과하며, 부분 휘산되거나 개수에 의해 하부토층으로 손

실되므로 특별한 시비 리가 요구된다 (Manselletal.,1986;강보구

등,2001).시설재배지 토양 조건에서 질산성질소 기 시비는 질소시

비량을 결정함에 있어 효율 인 지표라고 알려져 있다 (송요성 등,

1996).우리나라 시설재배지에서는 연 다작에도 불구하고 1년 1작을

한 재 표 시비량을 시비하거나 토양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정

시비량을 과하는 무분별한 시비로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뿐만 아니

라,근군역에서의 질산성질소의 집 이 우려 된다 (윤순강 등,2001).

시설재배지에서 시설 작물별 정시비량 산정 연구는 들깨,토마토,

오이 등의 작물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정규석 등,2010;최문태 등,

2010;강성수 등,2011).정규석 등 (2010)은 시설재배지 참외를 상

으로 개 비재배시 질소 시비기 을 설정하 다.토양검정 질

소시비량 (N:P2O5:K2O=249:408:315kg/ha)의 0,0.5,1,1.5배에 해당

하는 질소를 8회에 걸쳐 비 하 으며,검정 시비량 비 0.5배구에

서 생산량 상품과율이 가장 높았다.최문태 등 (2010)은 충남 딸기

시설재배지에서 농가 시비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시비수 에 비해

토양 EC값은 1.8배,유효인산 함량은 3.0배,치환성 칼륨 함량은 2.6

배 높았다.딸기 시설재배지는 퇴비 종류,시용량,재배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시비 리 토양 양분 리를 해서는 토양검정에 의

한 최 시비가 요할 것으로 단되었다.강성수 등 (2011)은 토양

질산성질소 함량에 따른 시설재배지의 잎들깨 질소 웃거름 시비 기

을 설정하 다 (토양 질산성질소 하한기 :10mg/kg,상한기 :토심

15cm토양 질산성질소의 이용률 70% 용,30-40mg/kg).시설재배

지에서 작물별 시비량 결정시,토양의 양분상태를 주기 으로 분석하

여 시비해야하며,시용 후에도 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토양에 집 된

경우 이를 고려하여 정 시비량을 산정해야 한다 (정규석 등,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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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시설재배지 양물질 지하침투 모니터링

농업유역 시설재배지가 집된 지역에서의 지하수 모니터링 수

질분석에 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하호성 등 (1997)은

시설재배지가 발달되어 있는 경남지역 시설재배지 지하수 수질 분석

결과,경남지역 시설재배지의 90%가 EC2.0dS/m이상의 염류직 지

로 조사되었다.경상남도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경작 유형별 표층지하

수의 무기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시설재배지에서의 EC는 논과 밭

지하수 농도보다 평균 으로 낮았으나,암모니아성 질소는 논보다 높

고 밭과 비슷하 으며,질산성질소는 논과 밭의 농도보다 평균 으로

거의 1.5배 이상 농도가 높았다 (이 한 등,2002).고지연 등 (2005)은

시설재배지의 입지조건과 재배방법에 따른 천층지하수와 심층지하수

질산성질소 함량에의 향을 수질측정을 통하여 분석하 다.분석결

과 토함량 지하수 깊이는 천층지하수의 질산성질소 함량에 무의

미한 상 계를 나타냈으나,천층지하수의 질산성질소 함량은 심층

지하수의 질산성질소 함량과 정의 상 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한 등 (2005)은 시설재배지가 집약되어 있는 경남지역 64개소를

심으로 토양 양분함량과 지하수 수질 상 계를 구명,농업환경 오

염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모니터링 지역 지하수 수질 20%

가 농업용수 수질기 을 과하 으며,시설재배지 비재배지 토양

양분 과다비율은 유효인산은 95.7% 까지 높았으며,EC는 43.5%로 양

분 과잉상태가 심각하 다.경상남도 시설재배 지역에서는 경작 년수

가 경과됨에 따라 천층지하수 질산성질소 함량은 정의 상 계를 나

타냈다.낙동강 유역 시설재배지에서 농업용 지하수의 수질환경 분석

결과,질산성질소는 농업용수 수질기 인 20 mg/l을 상회하는

30.40-88.74mg/l이었다.

우리나라 일부 시설재배지는 과량의 염류가 집 되어 있으며,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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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원인은 부분 화학비료 가축분뇨 과다 사용,오염된 개용수

의 지속 인 사용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슬비 등,2008).특히,

토양 내 수분 이동이 쉬운 사양토나 양토 에 조성된 시설재배지에서

퇴비 질소질 비료의 과다시비는 지하수 질산성질소 오염을 야기하

여,이에 한 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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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림지 양물질 평가

2.2.1조림지 토양수분 특성

가.토양수분 모니터링

토양수분 모니터링은 유출,토양 유실 증발산 등을 측하는데

필수 이다.과거에는 토양을 직 샘 링 하여 측정하거나 텐시오미

터 (tensiometer)를 이용하여 토양수분 퍼텐셜을 측정,토양수분을 모

니터링 하 다.하지만 실시간으로 토양수분 변화를 살펴보는데 어려

움이 있어 최근에는 TDR (Time Domain Reflection), FDR

(FrequencyDomainReflection)등이 토양수분 모니터링에 이용되고

있다 (허승오 등,2007;홍은미,2009).특히,산림이 국토 면 의 64%

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뭄,홍수 등의 수문학 특성 뿐

아니라 산림에서의 양물질 유출,침투 등의 거동기작을 악하기

해서는 토양수분 모니터링이 요하다 (최경문 등,2008).

최근 산림지에서의 토양수분 모니터링 연구는 다음과 같다.오경

등 (2006)은 설마천 유역에 TDR을 이용하여 2003년 11월,2004년 5-6

월 토양수분 거동을 모니터링 한 결과 에서 여름에는 감쇄 상,가

을에서 겨울에는 토양수분 충 상이 모니터링 되었다.진성원과 김

상 (2008)은 릉수목원에서 TDR을 이용하여 토양수분을 2시간 간

격으로 모니터링 하고 물 평균체류시간을 추정하 다.토양수분 모니

터링 기반 물 체류시간은 불투수 지하면에 가까워질수록 상승하 으

며,강우 집 시기에는 짧았다.최경문 등 (2008)은 릉수목원 10

cm표층에서 2007년 5,9월 토양수분 모니터링 결과와 강우와의 상

분석 결과 철 (5월)에 가을 (9월)과 비교하여 토양수분 변화형태가

복잡하 다.홍은미 등 (2011)은 서울 학교 태화산 학술림 침엽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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잣나무조림지에서 FDR을 이용하여 토층별로 토양수분을 모니터링

하 다.월별 토층별 토양수분 감쇄특성 분석 결과,생육기에는 규칙

으로 토양수분이 감소하 으나,겨울철에는 불규칙 인 특성을 보

여 강설량,지온 등의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홍은미 등

(2012)이 토층별 시기별 토양수분과 강수량의 상 계를 분석한 결

과,겨울철 설은 철 토양수분 충 에 향을 미쳤다.하지만,생육

기 집 강우는 오히려 빠르게 침투되어 토양수분 충 량과 비교하여

지하로 침투되는 양이 많았다.동일한 강수량도 강우강도와 선행토양

수분함량,생육단계 등에 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산림 증발산량 토양수분 소비량

산림에서의 증발산량 추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Ladekarl

(1998)은 덴마크 참나무림 (oakstand)에서 토양수분 모니터링 결과

물수지법을 이용하여 증발산량을 산정한 결과 연 증발산량은 강수

량의 약 50% 이었다.Wilsonetal.(2001)은 남미지역에서 물수지법,

수액흐름 (sapflow) 에디공분산법 (eddycovariance)을 이용하여

증발산량을 산정한 결과,토양수분 물수지방정식은 정확하나 변동이

심하고 강수 후나 극한 가뭄상태에서 오차가 컸다.

김재수 (1987)는 충북 학교 부속연습림 월악산에서 물수지법에 의

한 증발산량 산정 결과 590.3mm(48.6%,연강수량 1,215.4mm)이었

다.성시홍 (1997)은 서울 학교 농업생명과학 학 부속 남부 연습림

에서 물수지법 Penman,Makkink,Thronthwaite법을 이용하여 증

발산량을 산정한 결과 2.0–4.7mm/day이었다.임상 (2000)은 산림

증발산량 산정 결과 1998년에는 524.9mm (37.0%,연강수량 1,418

mm),1999년에는 544.9mm (39.3%,연강수량 1,385mm)이었다.

한,일평균 증발산량은 2.0mm/day(1998년),2.2mm/day(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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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강수발생이 없는 시기에 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산림

지역에서는 토양수분을 이용한 증발산량을 수목의 소비량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홍은미,2009).홍은미 (2009)는 서울 학교 태화산 학술림에

서 토층별 토양수분 모니터링 기반,생육기간의 토양수분 소비량을 산

정한 결과,최소 1.72mm/day(4월)에서 최 3.04mm/day(8월)소

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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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농업유역에서의 액비시용 연구

가.논과 밭에서의 액비시용 연구

국내에서 액비시용 연구는 논과 밭을 심으로 연구되고 있다.벼

생산성,시용 정량 시용시기에 한 연구는 임동규 등 (2002),조

숙 등 (2005)에 의해 이루어졌다.곽한강 등 (2003)은 밭작물 시

설재배지에 액비 용시 토양의 화학 생물학 변화를 모니터링한

결과,시설재배지의 경우 토양환경 유지를 해 토양검정결과를 기반

으로 시용량을 산정할 것을 강조하 다.황선웅 등 (2004)은 마늘,고

추와 배추의 생산성 연구를 하 으며,이상무와 병태 (2004)는 사일

리지용 옥수수에 액비시비 석회,화학비료 시비에 따른 토양침투수

질산염 변화를 모니터링 하 다.돈분액비만 시비할 경우 50cm

토양의 토양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농도가 떨어졌지만,100cm 토

층에서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노희명 등 (2008)은 배추재

배시 SCB액비 시비에 따른 질소의 용탈 유거를 살펴본 결과,

량의 액비시비는 배추의 건 량을 증가시켰으나 과다시비는 토양의

염도를 증가시키고 건 량은 감소시켰다.논과 밭에서 생산성을 유지

하면서 수계로의 양물질 유출을 최소화하기 해서는 지역 특성

작물을 고려한 한 시비량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단되었다.

나.조림지에서의 액비시용 연구

폐 지,바이오순환림,간척지,과실수림 등 조림지에서 수목의 액

비시용연구가 진행되었다.조도 (2009)은 SCB액비가 페 지에 생

육하는 수목의 기 생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한 결과,액비처리에

의해 수목의 생장이 증가되었다.유세걸 (2011)은 축산분뇨 액비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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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생육 폐 지 토양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폐 지에서 상수

리나무,양버즘나무,튤립나무 모두 SCB액비 처리에 의한 생장량은

증 된 반면,화학비료 시비시는 생장량이 감소되었다.김호용 등

(2011)은 SCB액비 처리량에 따른 백합나무 상 생장량,바이오매스

생장량 엽특성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액비 시비시 백합나무 바이

오매스 생장량이 증가하 다.

박정 등 (2008)은 간척지에서 SCB액비 시비시 포 러의 생장특

성에 해 분석한 결과,액비시비는 간척지에서 수목의 생육에 정

이었다.Hongetal.(2013)은 김포 간척지 포 러림에서 농도액비

시비에 따른 제염효과를 분석하 다. 한 배수시설을 구축하고

농도액비를 시비할 경우,간척지에 양물질을 제공하고 염류화를

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박진면 등 (2009b,2012)에 따르면,SCB액비는 질소함량에 비해

인산함량이 낮아 인산에 의한 향은 을 것으로 단되나,장기시비

시의 향을 악하기 하여,배 과수원에서 SCB액비를 5년간 시비

하 을 때 잎의 무기성분 함량,과실 특성 토양 특성을 분석하

다.SCB액비 처리와 화학처리의 유의미한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당

도는 액비처리구가 높아,SCB액비는 화학비료 신 체가 가능할

것으로 단되었다.

이처럼 국내에서 액비 처리에 있어서 부분 논에서 벼의 재배나

농작물 생산에 이용할 때 수질에 미치는 향에 하여 연구가 이루

어 졌다. 한,조림지에서의 연구는 부분 액비 시비에 의한 토양

향평가 수목 생육 향을 상으로 이루어졌다.작물생육모형과

양수지분석 그리고 토양수분과 지하수 수질을 통합한 연구는 미비

하 으며,조림지에서 액비시비에 의한 토양과 수질을 고려한 환경

향평가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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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조림지 양물질 지하침투 모니터링

Callesenetal.(1999)는 덴마크 산림 (Danishforests)에서 토양수

의 질산성질소 농도를 0-100cm에서 25cm 간격으로 모니터링 하

다.75-100cm결과에 하여 질산성질소 용탈 여부를 악하기 하

여 분석한 결과,질산성질소 농도는 0-141mg/l이었으며,평균 1.51

mg/l이었다.Leeand Jose(2004)는 7년생 미루나무 (Populus

deltoidsMarsh.)와 소나무 조림지 (PinustaedaL.)에서 질소비료시

비 변화에 따른 질산성질소의 용탈여부를 모니터링 하 다. 개

시스템으로 0,56,112,224kgN/ha/yr질소비료 시비를 하 으며

2001년 6월부터 2002년 5월까지 매달 토양수 샘 링을 30과 120cm

토층에서 하 다.연 평균 질산성질소 농도는 미루나무 120cm 토층

에서는 0.5,7.4,14.1,그리고 37.7mg/l이었으며,소나무림에서는 1.0,

10.2,30.3,그리고 50.7mg/l이었다.질소의 용탈에 있어 종별 차이는

유의미하 으나,질소시비량이 56kgN/ha를 과할 때는 수목생육에

는 정 효과 없이 용탈량이 증가하 다.Strahmetal.(2005)는 생

산량이 많은 미송림 (Pseudotsugamenziesii(Mirb.)Franco)에서 유

기물층에 의한 토양수 질소 농도와 1.0m이하로의 용탈에 하여 모

니터링 한 결과,유기물층에 의한 질소 용탈량은 0.1-1.5%로 낮았다.

이처럼,국외에서는 조림지에서 시비에 의한 질산성질소의 토양수 내

농도 변화 용탈 특성연구 낙엽부식층,유기물층에 의한 질산성

질소의 용탈 가능성에 하여 모니터링 연구가 진행되었다.하지만 국

내에서는 국외 연구와 비교하여 조림지에서의 질소 거동 양물질

지하침투에 한 모니터링 연구는 미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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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시설재배지 양물질 지하침투 감 방안 연구

2.3.1 양물질 부하 모니터링

국외에서 농업유역 오염원 리를 해 다양한 제도가 수행되고 있

다.미국 농무성 (USDA,UnitedStatesDepartmentofAgriculture)

과 환경청 (EPA,EnvironmentalProtectionAgency)에서는 RCWP

(RuralClean WaterProgram)를 AgriculturalNon-pointSource

Programs,NationalEstuaryProgram을 기본으로 농지 뿐 아니라 산

림에서도 양물질을 모니터링 하며 수행하고 있다 (EPA,2003).비

오염을 확산오염 (diffusewaterpollution)으로 정의하고 있는 국

에서는 WFD(WaterFrameworkDirective)에서 모니터링을 수행,농

업유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농업 수질환경 향을 평가하고 있다

(EPAVictoria,2004).

비 오염원을 포함한 양물질 농도는 강우나 지형 특성에 따라

강우 기에 높고 후반기에는 낮아지기도 하며,일부 논의 경우는 강우

사상에 향을 받아 강우패턴에 따라 달라진다.따라서 토지이용

양물질 배출 시기,배출량의 특성 악이 어렵기 때문에 양물질

거동의 효율 리를 해서는 토지이용 특성을 고려하여,모니터링

기반 실측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한강물환경연구소,2009).

우리나라 시설재배지에서의 양물질 부하 연구는 시설재배지 불투

수면 배출기작을 심으로 연구되었다.시설재배지 증가로 불투수면

형성에 의하여 강우가 일시에 하천으로 유입되어 박종윤 등 (2008)에

따르면 불투수면의 증가에 따라 TN,TP부하량이 증가하 으며,김

학 (2009)은 시설재배지 면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수질 향을 분

석한 결과 유사량은 30-32% 증가하 으며,총질소는 2-8%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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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고 총인의 경우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시설재배지에서 불투수면을 기 으로 양물질 부하를 정

량화하는 연구와 비교하여,시설재배지 내부에서의 오염원 지하침투

배출 기작을 모의하고 정량화를 한 장기 인 모니터링은 미진하

다.따라서 농업 유역 오염원 리를 해서는 기 자료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 이고 종합 인 모니터링 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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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양물질 오염부하 감 기법

Culveretal.(2002)은 버지니아 유역에서 지하수 질소 용탈 향을

분석하 다.미국 농무성의 최 리방안은 양물질 사용량 농경

지 발생량을 이는 방안,농경지 밖으로 나가는 양물질 부하량을

이는 방안,농경지 밖과 하천으로 흘러가는 동안 류하여 감하거

나 혹은 하천으로부터 추가 인 오염 발생량을 이는 방안 등으로

구분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염부하 정량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 비 오염 부하 정량화 감 연구는 유출수 리와 불

투수층이 많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비 오염,논과 밭에서의 토사유실

양물질에 하여 주로 수행되어 왔다. 부분 논에서의 배출부하

정량화 기법이 연구되었으며,시설재배지 조림지에서의 모니터링

시비량,시비방법 등을 고려한 양물질 오염부하 평가에 한 연

구는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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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림지 액비시비에 따른 환경 리 방안 연구

2.4.1국내

가축분뇨 리 이용에 한 법률 (법제처,www.moleg.go.kr)을

조림지에서도 액비를 시비할 수 있도록 최근 개정함으로써 이에 한

환경 향평가는 요함에도,국내 조림지에서 액비시용에 따른 환경

리방안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액비 살포 가능 지역 지,농

경지,잔디,특수산림지 조항에서 2012년 이 까지는 산림은 시비가

지되었으나,법 개정을 통하여 특수산림지 (산림청 산림과학원 소속

의 채종원 시험림,법인체 는 공공기 이 상시 리하고 있으며,

화학비료와 물을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곳)에는 액비시비를 가능하게

하 다.

가축분뇨의 리 이용에 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 13조 액비 살

포기 에 따르면,액비시비방법을 법 으로 제시하고 있다.액비는 액

비화시설에서 충분히 부숙시켜,흙을 갈거나 로터리작업을 하여 액비

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토양이 얼거나 비가 오는 경

우는 살포해서는 안 된다.가축분뇨를 계속하여 쓰는 땅은 액비 사용

량 감 액비를 계속 쓴 데에 한 사용량 조 을 하여 염류가

토양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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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국외

국외에서 가축분뇨액비 시비를 한 양물질 감,토지 환원 시용

기 련 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가.미국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비료시비 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다.콜로라

도 (Colorado)에서 농업지역에 비료성분을 시비를 할 경우 the

AgriculturalChemicalsandGroundwaterProtectionAct(Senate

Bill90-126)을 수해야 한다. 한,미국은 토지환원기 으로 농업,

산림,토지개량,잔디나 공공지역에의 용기 으로 구분하고 있다.

미국 환경청에서 제시한 기 을 최소한으로 지켜야하며,필요한 경우

이보다 강화된 기 으로 용한다.산림에 한 용 기 은 Table

2.3과 같으며,산림은 지형 인 향으로 근이나 용 방법에 제약

이 크지만 식생의 생육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균농도, 속농도,토성,경사도 등에 한 규제가 있으며,월별

허용농도 연간 용 부하량 등을 규제하고 있다 (EPA Vitrotia,

2004).



-26-

Characteristics Forestlandapplication

ApplicationRates

·Varies:normalrangeindryweightof10

to 220 t/ha/yr depending on soil,tree

species,sewagesludgequality,etc.

·Typicalrate:18t/ha/yr1)

ApplicationFrequency
·Applied annually or at 3 to 5 year

intervals

UsefulLifeof

ApplicationSite

·Limitedbyaccumulatedmetalloadingsin

totalsewagesludgeapplied

ApplicationConstraints

·Canbedifficultiflimitedaccessrodsand

uneventerrain

·Involve specially designed application

equipment

SludgeNutrients

BeneficiallyRecycled

·Reduces or eliminates commercial

fertilizeruse.

PotentialBenefitsto

ExistingSoilCondition
·Dependsonexistingsoilcharacteristics.

ExistingProjectsUsing

thisPractice

·A moderate number of full-scale and

demonstrationprojects.

Availabilityof

TechnicalLiterature

Pertainingtothis

Practice

·Moderate.

1)Estimates ofusefulsite life from EPA's TechnicalSupport

DocumentforLandApplicationofSewageSludge

Table2.3Forestlandapplication(EPAVitroti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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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EU (EuropeanUnion)

농업유역으로부터의 질산염에 의해 야기되는 수질오염부하를 감소

시키고 잠재 오염원을 막기 해서 EC(EuropeanCommunity)환경

청에서 TheNitrateDirective를 1991년 승인하 다.특히,지표수나

지하수가 50mg/l를 과하거나 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질소 취약

지역 (NitratedVulnerableZones)으로 지정하 다.

가축분뇨 토지 환원 시용기 에 한 유럽 내 지침이 작성되어 있

으나 국가마다 지침에 차이가 있다.하지만,기본 용 방안은 미국의

지침과 유사하며,유럽 내 국가별 토지환원 최 허용량은 Table2.4

와 같다 (EC,2001).유럽에서는 가축분뇨를 은 산림 면 에 많은

양을 처리할 수 있으며 산림 생육 향상에도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되어 산림 용에 한 기 가 높다 (EC,2001).하지만,산림에

용시 토양 미생물군에 변화나 강우 유출 양물질 유출로 인한

환경문제 등의 우려가 있어 이에 한 용 책을 필요로 한다.

Nations
Applicationrate

(tDM/ha)

Austria 2.5∼ 10/2years

Belgium (Flanders)
4/2years(arablelands),

2/years(pastureland)

Belgium (Wallon)
12/years(arableland)

6/3years(pastureland)

Denmark 10/year
Germany 5/year

Ireland 2/year
Luxembourg 3/year

Netherlands
2-4/yearonarableland

1-2/yearongrassland

Portugal 6/year

Table2.4ApplicationrateinEU(E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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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호주

호주는 농도기 과 처리기 을 조합하여 토지환원 지침에 활용하고

있으며, 속과 병원균에 한 규제가 강화되어있다.호주 산림에

한 이용 리기 은 Table2.5와 같다.특히, 상 지역에 한

기 과 더불어 용 상 지역의 물리 특성을 고려하고 있으며,토

양 특성,포화투수계수,지하수 ,염도,pH,경사도에 근거하여 상

지를 등 화하고 있다 (EPAVitrotia,2004).

Category

Managementcontrols

-publicaccesswithholdingperiods

andrelatedcontrols-

Forestry

andsite

rehabilitation

(e.g.landfills)

·Asperlandscapingwithrestrictedaccess

·Landfillrehabilitation:be in accordance with

anapprovedlandfillrehabilitation

·Biosolid:notto beused forlandfillcapping

orroutinecoveringofwastes

Table2.5ManagementguidelinesofforestryareainAustralia

(EPAVitrotia,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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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이론 배경

3.1토층 내 양물질 순환체계 향 기작

농업 유역에서는 토양 내 양물질을 작물이 소비하여 생장하고 일

부 양물질은 다시 토양으로 돌려주며 자원순환이 이루어진다.하지

만 생산량 증 를 목 으로 화학비료 등이 농업유역에 시비되면서,상

당한 양물질이 토양에 축 되거나 유출되었다.이로 인해 지표수

질산성질소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래되고 있다.

한 시비는 농업지역의 토양환경을 개선하고 생산량을 증 시킬

수 있으나,과다한 시비는 오히려 악 향을 미칠 수 있다.따라서 농

업유역에서 작물 생육에 의한 환경평가를 하고 환경 향을 최소화하

기 해서는 농업유역 내에서의 양물질 양물질 이동의 기작이

되는 수분의 기작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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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시설재배지 조림지 토양 내 질소 순환

농업 생태계에서의 질소순환은 Fig.3.1과 같이 이루어진다.작물은

토양에 유입된 양물질을 흡수하여 생장하며,필요로 하는 양분 이상

으로 과잉 투입되면 흡수되지 못한 양물질이 유거,용탈,휘산된다.

특히,비료로 투입되는 주요 양물질은 질소와 인으로써,질소와 인

은 토양 내에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만큼만 공 해주면 정 효

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과잉시비는 환경에 악 향을 미친다.토양

의 질소 화합물에는 작물이 이용할 수 없는 유기태질소가 92-93% 이

상이 되고,무기태질소는 어 작물 재배시 부분 인 인 시비에

의존하고 있다.작물이 흡수하는 질소 성분의 형태는 암모니아태질소

(NH4-N)와 질산성질소 (NO3-N)의 무기태질소이다.화학비료는 주로

무기태질소 형태이지만,동식물 유체나 가축분뇨 등은 유기태질소로

구성되어 있어 미생물 작용에 의해 무기태질소로 변화한다 (김계훈

등,2006;진 오 등,2006).

Fig.3.1Nitrogenflow inagricultural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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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는 농도액비 등의 시비에 따른 토양 내 질소 변환 과정이

다.토양 유기물의 유기 질소는 토양 미생물 분해에 의해 암모늄화되

어 무기태질소가 된다.비료시비나 암모늄화작용에 의해 생긴 암모늄

태질소 미생물 활동으로 생성된 질산성질소는 작물에 의해 소비된

다.질산화를 야기하는 표 인 토양 미생물인 질산화균은 고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지온이 낮은 시기에는 암모늄 집 이 발생

한다.그리고 질산성질소는 음이온 형태로 토양에 거의 흡착되지 않으

며 작물 생육에 의해 흡수되지 않을 경우 용탈되어 지하수 오염을 야

기한다. 한,일부 질산성질소는 아질산으로 환원되어 질소가스나 아

산화질소로 방출되며,논과 같이 담수상태로 산소가 부족하거나 다량

의 유기물을 가지고 있는 토양에서 발생한다 (김계훈 등,2006;진

오 등,2006).

Fig.3.2Nitrogenflow inforest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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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토양에서의 염의 거동

토양에 염류가 정 수 이상으로 집 되면 작물 생육이 하되며,

수량과 품질이 낮아져 염류장해가 발생한다.염류장해는 첫째,토양

염류의 삼투압 증가에 따른 작물의 수분 흡수 하 작물생육의 불

량에 의해 야기된다.토양수의 염농도가 작물 뿌리의 염농도보다 높으

면 작물은 수분이나 양물질을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뿌리의 수분

과 양분이 토양으로 배출된다.둘째,토양 용액 과잉으로 존재하는

염류가 직 으로 작물 뿌리의 생장과 기능을 해하며,셋째는 특정

염의 농도가 높아지면 다른 염의 흡수를 억제하는 길항 계에 의해

작물생리장해가 발생한다.채소류의 생육에 합한 토양의 염류농도

는 1.25-2.50dS/m의 범 이며 6.25dS/m이상이 되면 염류장해가 발

생한다.(이병일 등,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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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양물질 거동에 향을 주는 환경요소

농업유역에서 농을 할 때 토지이용에 따라 양물질 거동에 향

을 주는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농을 하여야 한다. 양물질 용탈은

토성,토양 리, 개,그리고 기후 요소에 향을 받는데,특히 개

방법에 따라 한 리방안을 용해 주는 것이 요하다.

가.시설재배지

양물질의 토양 내 거동 지하침투에 향을 주는 인자는 토성,

지하수 ,강수량, 개량,시비횟수 등이다.특히,과다시비나 개는

토양이나 기후조건에 계없이 양물질 거동에 요한 인자이다.특

히 시설재배지는 강수가 차단되고 시설 내 환경을 제어하기 때문에

시비 개에 향을 더 많이 받는다.

Fig.3.3Waterandnutrientflow inprotected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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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부가가치 작물에 한 수요의 증가로 시설재배지의 요성

이 증 되고 있다.우리나라 시설재배지는 기존 논으로 활용하던 곳을

토지이용 환하여 조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환시 기존 논토양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성토를 하게 된다.이러한 인 토에서

작물 재배는 작물 생육에 장애를 야기할 수 있으며,비배 리가 바

면서 토양환경에 향을 수 있다.특히,시설재배지의 경운층 이하

토층은 성토된 토양에 의한 압 등으로 용 도가 높게 된다.따라

서 기존 토양과 인 토 경계층에서 물 빠짐 상이나 선택류가 생성

되어 수분이 이동하지 않고 고여 있다가 한쪽으로 흘러가는 상이

발생할 수 있어,이에 한 리도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한경화

등,2012).

나.조림지

조림지에서의 양물질 거동은 강우발생에 따른 유출에 따라 3가지

로 구분할 수 있다.강우발생 후 지표유출,침투 후 간 유출 그리고

침투 후 지하수 유입이다. 한,우리나라의 산림 토양은 경작토양과

달리 경운층이 없고 낙엽층이 존재하며,모래가 많고 통기성이 좋으며

배수가 양호한 반면,보수력이 떨어져 과 가을엔 건조하다.우리나

라 산림토양은 보통 비옥도가 낮고,pH가 낮아 질산화작용이 억제되

는 특징이 있다.특히,산림토양에서는 질소부족 상이 발생하기 쉬우

며,질소 양물질은 주로 유기물 분해로 공 된다. 한,산림토양은

인의 부족도 자주 발생한다 (이경 ,2006).조림지에서의 농도액비

시비에 따른 양물질 거동에 향을 미치는 주로 향 요인에는 액

비 처리량 시기,하천으로부터 거리,지형,지질,지하수 ,강수량,

강우강도 증발산량,토양 종류 토양수분량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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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SALTMED

3.2.1모형의 개요

농은 토양과 물 그리고 작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따

라서 비료 시비와 토양에서의 물의 흐름, 양물질의 흐름을 악하기

해서는 포장실험과 이를 모의 조작할 수 있는 모형의 운 이 필수

이다.본 연구에서는 시설재배지에서의 농에 따른 토양 내 질소

염의 집 ,흐름,용탈 작물 생산성을 모의하여 그에 따른 환경

향을 분석하기 하여 SALTMED모형을 용하 다.SALTMED

모형은 증발산량,작물의 수분 흡수, 개시스템에 따른 수분과 양

물질의 이동,작물 생산량과 수분이용과의 계를 기반으로 구성된 모

형이다.주로 염의 농도가 높은 지역에서 작물 생육과 염과 토양 내

양물질 집 ,천층지하수로의 거동 등을 모의하기 해 개발된 모형

으로써,입력자료 구축이 용이하며,작물 개방법에 따른 모의가

가능하다 (Silvaetal.,2013).모형의 인자별 구성은 Ragabetal.

(2005)을 참고하여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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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모형의 구성

가.증발산량

증발산량 (evapotranspiration)은 FAOPenman-Monteith공식으로

식 (3.1)과 같이 산정한다 (Allenetal.,1998).

 ∆

∆


 

(3.1)

여기서,는 기 증발산량 (mm/day),∆는 평균기온에 한 포

화수증기압의 구배(kPa/℃),은 순일사량 (MJ/m2/day),는 토양

열 유속 도 (MJ/m2/day),는 온도와 고도에 따른 습도계수 (kPa/

℃)는 2m높이에서의 일평균기온 (℃),는 2m높이에서의 풍속

(m/s),는 포화증기압 (kPa),는 실제증기압 (kPa)이다.

작물증발산량 (cropevapotranspiration)은 기 증발산량과 작물계

수를 이용하여 식 (3.2)와 같이 산정한다.

  (3.2)

여기서,는 작물 증산 계수 (basalcroporcroptranspiration

coefficient),는 토양 증발 계수이며,이 값은 작물의 종류나 생육단

계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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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작물 모의

1)작물의 수분 흡수량

작물의 토양 실제 수분 소비량 (actualwateruptake)은 Cardon

andLetey(1992)에 의해 제안된 식 (3.3)에 의해 산정한다.







 

    


max  



 (3.3)

여기서,




for≤




×


 for   ≤ 

  for 

 는 작물의 수분 흡수량 (1/day),max 는 일의 최 잠재

뿌리 수분 흡수량,는 수직 깊이이다. 는 총 뿌리 부피에 한

각각의 깊이와 시간이 의존하는 비율,은 최 뿌리 깊이,는 매트

릭 압력 수두,는 삼투압수두,는 max가 50% 감소했을때의 삼

투수두의 시간 의존값,는   , 는 max가 50%

감소했을 때 매트릭 압력수두이다.최 수분 흡수량 (max,

maximum wateruptake)은 식 (3.4)와 같이 산정한다.

max×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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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뿌리 깊이 비

뿌리 깊이 (rootingdepth)는 수식 (3.5)와 같이 작물계수를 고려하

여 산정된다.뿌리의 최 깊이 (rootdepthmax)는 실제 측정값 는

문헌 값을 참고하여 용한다.

Rootdepth()=rootdepthmax ×max


(3.5)

뿌리 깊이와 비교하여 생장에 따른 뿌리 비 분포에 한 정보가

기 때문에 식 (3.6)과 같이 산정한다.

Rootwidth()=
rootwidth

×rootdepth() (3.6)
rootdepth

여기서,[rootwidth/rootdepth]비율은 작물과 토양 유형에 의존한

다.실험에 의해 얻거나 는 문헌 값을 참고하여 용한다.

3)작물 생산량

상 작물 생산량 (,relativecropyield)은 수분 흡수와 바이오

매스 (biomass)생산 사이의 계가 크기 때문에,상 작물 생산량은

식 (3.7)과 같이 산정한다.

max


(3.7)

여기서,,는 뿌리를 포함하는 각각의 셀 (cell)에서 수평 수직

좌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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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생산량 (,actualyield)은 식 (3.8)에 의해 산정된다.

×max (3.8)

여기서,max는 최 의 스트 스가 없는 조건하에서 얻을 수 있는

작물의 최 생산량이다.

다.토양수분의 흐름

1)토양에서의 양물질의 흐름

토양에서의 수분 흐름은 Richard’sequation에 의해 산정되며,이 식

은 Darcy의 법칙과 질량보존의 법칙 (masscontinuity)에 기반하고

있다.Darcy의 법칙은 식 (3.9)와 같다.

  


(3.9)

여기서,는 유량,는 수리 도도,는 수직좌표,는 수두,

는 력수두,는 압력수두이며,수두는 식 (3.10)과 같이 정리한다.

 (3.10)

근군역을 고려한 정상상태 Richard’sequation은 식 (3.11)과 같다.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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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는 함수량,는 시간,는 깊이,는 수리 도도,는

압력수두,는 손실량이다.토양 내에서 용질의 흐름은 수분의 이동

과 계가 있으며, 한,확산작용 (diffusion)과 유체역학 확산

(hydrodynamicdispersion)도 요한 인자이다.유체역학 확산을 무

시할 경우에는 류에 의한 용질의 흐름은 Hillel(1977)에 의해 제안

된 식 (3.12)와 같이 산정한다.

   
   (3.12)

여기서,는 용질의 럭스 도,는 수분의 럭스 도,는 물

의 흐름에서의 용질의 농도,는 흐름의 평균 속도이다.용질의 확산

속도 ()는 Fick의 법칙에 의해 식 (3.13)과 같이 산정된다.

   


 (3.13)

여기서,는 물에서의 확산계수이다.는 토양에서의 용질 확산

으로 토양의 일부분만 액상 상태이거나 그 흐름 방향이 복잡할 경우

에 감소하며,식 (3.14)-(3.15)와 같이 산정한다.

  (3.14)

  
 (3.15)

여기서,는 비틀림 (tortuosity)로 가 감소할 경우 작아진다. 류

럭스는 일반 으로 수리분산을 유발하며,그 향은 다양한 기공 흐

름 속도의 미세한 불균일성에 의존된다.따라서 두 개의 혼합 용액 사

이의 경계는 확산에 의해 평균에 가까워지며,이런 경우 확산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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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16)에 의해 산정한다 (Bresler,1975).

  (3.16)

여기서,는 경험 상수이다.확산에 의해,용해물질의 분산과

류를 고려한 통합 식은 (3.17)에 의해 산정된다.




 (3.17)

연속방정식을 만족하려면,토양 내에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non-interacting)용질의 1차원 흐름은 식 (3.18)과 같이 산정한다.




 








 (3.18)

여기서,는 확산과 분산이 결합된 계수,는 식물 뿌리로 인한

흡착과 흡수로 인한 손실량이다.

개인 경우,토양수 흐름은 2차원 흐름으로 나타나며 모형 내

에서 2가지 하나를 선택하여 모의할 수 있다.평면 흐름은 직교 좌

표 (cartesiancoordinate)와 로 나타내며, 노즐 거리가 일정

하고 충분히 가까워서 개 후 단시간 내에 습윤 (wettingfront)에

도달할 때를 나타낸다.원통 흐름 (cylindricalflow)의 경우 와 인

원통좌표계로 표 된다.원통 흐름은 단일 노즐 이거나 노즐 사

이의 거리가 멀어 습윤 에 빠르게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한다.

안정 이고 등방성이며 균일한 다공물질에 해서 토양 내 2차원 흐

름은 식 (3.19)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Bresler,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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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2차원 염 흐름 방정식 (saltflow equation)은 식 (3.20)과 같다.






















 (3.20)

토양 수분 함량 (),염 농도 (),총 염분 (×)를 통하여 산정된

상 농도는 식 (3.21)과 같이 산정한다.

 (3.21)

2)토양 수리 특성

수분과 용질 이동 방정식을 계산하기 해서는 토양수분-수분 퍼텐

셜과 토양수분퍼텐셜-수리 도도 계를 알아야 하며, Van

Genuchten(1980)에 의해 식 (3.22)-(3.23)과 같이 제안되었다.

  
  (3.22)

 
   (3.23)

여기서,과 는 잔여와 포화 수분 함량,와 은 포화와 상

수리 도도,와 은 형상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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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용탈요구량

염 농도가 허용 한계를 과할 때 생산량 손실을 방지하려면,근군

역 아래 과잉 염은 용탈해야 한다. 개할 때 염분수 을 고려해야 하

며,용탈요구량 (leachingrequirement)은 식 (3.24)와 같이 산정한다.







(3.24)

여기서,는 배수량으로서 근군역을 통과하는 물의 깊이,는

개와 강우에 의한 깊이,는 수확량 감소가 발생하기 의 배수량 염

농도,는 개수의 염 농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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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RZWQM

3.3.1모형의 개요

USDARZWQM은 농업 리시스템에서 잠재 지하수 오염원을 고

려한 화학 ,수문학 반응을 측하는 물리 베이스 시뮬 이션 모

형이다 (Maetal.,2001).RZWQM은 6개 하부모델로 구성되어 있다.

물리 로세스 (Physicalprocesses)는 수문학 과정,침투,침투

동안의 화학 거동,강우와 개 동안 침투에 따른 화학 거동,

공극과 토층을 통한 화학 흐름,토양 열 흐름,지하수 변동,배수,

피복작물 유무에 따른 토양 증발량,작물 증산,강우와 개 동안의

토양수와 양물질 재분배를 포함하며,융설도 고려 가능하다.

작물 생육 로세스 (Plantgrowthprocesses)는 식물 (옥수수,콩,

)생장 기후나 리 방법 등의 환경 변화를 측한다.이산화

탄소의 동화,탄소 할당,호흡,작물 살충,뿌리 성장,질소 흡수를 시

뮬 이션 한다.

토양 화학 로세스 (Soilchemicalprocesses)는 화학물질 거동,

살충제 로세스를 모의하며 토양 무기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다.토양

의 화학 상태는 이온교환에 있어 토양의 pH와 주요 이온의 용액 농

도 흡수된 양이온을 고려하여 모의된다.

양물질 로세스 (Nutrientprocesses)는 토층 내 탄질비 (C/N

ratio)에 향을 받는다.토양 부식,작물 잔유물,기타 유기물 질산

염 그리고 암모니아 농도 기 값이 주어졌을 때, 무기화

(mineralization),질화 (nitrification),부동화 (immobilization),탈질

(denitrification) 질소의 휘발 (volatilization)등을 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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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로세스 (Managementprocesses)는 근군역의 상태에 향을

주는 토양 리로 구성된다.최 리방안 (BMP,BestManagement

Practice),비료·살충제와 거름 시비,작물 재배,고랑 개·스 링클러·

물방울 개 시스템 구성 시비 리,경작 행과 표면 거칠기,토

양의 부피 도, 공극의 향 등을 포함한다.(Ahujaetal.,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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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모형의 구성

RZWQM 모형의 구성은 Ahujaetal.(2000)을 기반으로 기술하

다.RZWQM 모형의 물의 흐름과 화학 이동은 두 개의 트로 나뉜

다.(1)강수나 개기간 동안 토층으로의 침투 (2)침투에 따른 물과

화학물질의 재분배이다. 수정 Green-Ampt 모델 (Modified

Green-Amptequation)은 침투를 산정하는데 이용되며,침투량을

과하는 강수량은 유출되었다.강수나 개 사이의 물의 재분배는

Richard’s방정식을 사용하 다.지표하배수는 Hooghoudt’s정상-상

태 방정식 (steady-stateequation)을 이용하여 산정한다.잠재증발산

량은 Penman-Monteith공식을 이용하여 산정하며,실제증발산량은

잠재증발산량 기공의 항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RZWQM의 과정은 두 개의 시간 규모가 있다.시비, 개수,경운의

효과가 먼 계산되어지며,일 잠재 증발산량은 그 뒤에 산정되고,증

발량과 증산량 럭스는 토양 지표면과 작물 뿌리를 고려하여 용된

다.토양 수분 재분배,화학물질 이동,침투량과 유출량,살충제 용탈,

열 운송,실제증발량과 증산량,식물 질소 흡수량,경운된 토양의 재압

,융설동 이동은 시간 단 로 모의된다.

작물과 토층 내 잔유물 그리고 살충제 감소량은 일별로 모의된다.

탄소와 질소는 질소 구성성분 내에서 변화하며,토양 화학 시스템은

토양 pH와 염분을 결정하는 평형 방정식을 풀면서 정의된다.

가.토양 물리 로세스

토양 물리 로세스는 수문학 순환과 열 수송으로 구성되어있

다.수문학 순환에는 강우 는 개에 의한 침투,토양 내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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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배,식물체의 물 흡수 증발량을 모의한다.

1)수분의 토층 내에서의 침투

수정 Green-Ampt식은 균일한 토층 는 1cm씩 나 어진 토층 사

이의 침투율을 계산하는데 사용되며,식 (3.25)와 같다.




(3.25)

여기서,는 특정 시간 침투율 (cm/hr),는 습윤 평균 포화수

리 도도 (cm/hr),는 습윤 에서의 모세 유효 흡입수두 (cm/hr),

는 토양 지표면 깊이 (cm),은 강설의 습윤 깊이 (cm)이다.

2) 공극수에서 과우량에 한 침투

공극 (macrospore)은 0.5mm이상 지름을 가지는 공극으로 정의

할 수 있으며,토양 단면에 침투하지 않은 과되는 강우량은 공극

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공극 최 침투율은 실험에 의해 산정된 값

는 단 면 당 포화수리 도도를 측하여 사용한다. 한,최댓값

을 과하는 강수는 유출로 간주한다.측면 침투를 고려하기 하여

수정 Green-Ampt식을 사용한다.

3)침투시 양물질의 거동

양물질의 흡착/탈착 과정과 양물질 거동을 산정하기 해 순차

부분 거동 양물질 혼합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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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침투 후 물과 화학물질의 재분배

강우 는 개에 따른 침투 후 수분 화학물질 재분배 산정을

한 토양수 거동은 식 (3.11)Richard‘s방정식에 의해 산정된다.

5)작물 뿌리의 수분 흡수

식 (3.11)의 소실항   은 뿌리 수분 흡수로부터 발생한다.

RZWQM 모형에서의 소실항 뿌리 흡수 부분,즉   은 식 (3.26)

으로부터 산정한다.

   ∆∙∆

∙∙
(3.25)

여기서,은 유효 뿌리 수분 흡수량 (cm),는 뿌리 항,

∙는 력과 에 의한 손실률,는 작물 뿌리로부터의

거리 (cm),∆는 1cm,∆는 토양층 간격 (increment,cm)이다.

6)잠재증발산량과 증산량

증발산량은 토양으로부터의 증발량과 캐노피 (Canopy)로부터의 증

산량의 합이며 (식 (3.26)),작물 농업 토지 물수지 분석에 핵심 요

소이다.특히,RZWQM과 같은 통합모형의 경우 토양표면 잔류물에서

부터 작물 성숙기의 캐노피까지 조건에 한 증발산량 변화과정을 고

려해야 한다.

 (3.26)  

여기서,,은 잔유물과 나지가 차지하는 비율로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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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발산량 변화과정은 Penman-Monteith 식의 확장형인

ShuttleworthandWallace(S-W)모형을 사용한다.모델에 용하는

1차원 토양 필드는 토양 표면과 캐노피로 나 수 있다.캐노피 의

총 잠열 럭스 ()는 캐노피로부터의 잠열 ()과 나지 ()와

토양을 덮은 잔유물 ()의 합으로 표 할 수 있다.수증기압

()을 알면,S-W 수식에 의해 와 는 식 (3.27)-(3.28)과 같

이 산정한다.

∆

 

∆


(3.27)

 ∆



∆


(3.28)

여기서,식 (3.28)은 토양 내 증발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포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등온성 건조 토양층으로 가정하여 산정한다.

나.토양 화학 로세스

토양수의 화학물질의 구성요소들은 뿌리 성장과 질소 흡수,미생물

형질 환,화학물질 흡수 탈착 그리고 용질이동에 향을 미친다.

1)토양 화학 방정식

평형 방정식은 질량 하 균형 방정식으로 결합된 비선형 방정

식을 동시에 풀기 하여 뉴턴의 방법 (Newton’smethod)을 이용하

여 산정한다.토양 화학 로세스 구성 모델은 토양 pH값의 범

에 향을 받아 모델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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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온 교환

흡착-탈착 반응은 토양-물 시스템에서 요하다. 토 토양에서 흡

수된 이온은 용탈이 불가능하고,용해상태에서 발생하는 반응은 직

으로 고려하지 않는다.모델에 포함되어 있는 토양시스템에서 요

한 양이온은 Ca2+,Mg2+,Na+,Al3+,NH4
+가 있다.하지만 RZWQM 모

형 모의에 음이온은 고려되지 않았다.

다. 양물질 로세스

RZWQM 토양에서 탄소-질소 모의는 순환의 경로를 모의하면서 이

루어진다.그 경로로는 작물 잔유물의 부동화, 양물질과 유기물로

이루어진 폐기물,토양 부엽토 비율,탄질비,탈질화,암모늄의 질화작

용,이산화탄소·메탄가스의 생산과 소비,미생물의 바이오매스 성장과

소멸이 있다.

1)질산화작용

토양 의 질소화합물이 세균,방사상균,사상균 등에 의하여 아미

노산으로 분해된 후 암모니아로 생성되는데,암모니아가 다시 질산으

로 산화된다. 재의 암모늄이온 농도를 기반으로 하여 0차 는 1차

반응 방정식을 이용하여 식 (3.29)와 같이 산정된다.

  



 


(3.29)

여기서,
 는 질산화작용의 0차 반응방정식 계수,

 는 1차 질

산화작용 반응방정식 계수 (1/day)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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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속도계수  
 와  

 는 식 (3.30)과 같이 정의된다.


 

  








 


 (3.30)

여기서,는  
 와  

 정의를 한 질산화작용 비율 계수,

는 수소이온농도, 는 질산화작용을 한 수소이온농도지수,

는 자가 양미생물 개수,는 질산화작용을 한 겉보기 활

성 에 지 (kcal/mol)이다.

2)탈질작용

질산성질소가 유기물이 많고 환원상태인 조건에서 미생물 활동에

의해 산소를 빼앗겨 일산화질소 (NO)나 질소가스 (N2)가 되어 기

으로 휘산되는 것을 의미하며,식 (3.31)과 같이 산정한다.

  
 (3.31)

여기서,는 질산성질소 농도에서 탈질작용 부산물 산정을 한

비율 계수 (1/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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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리 로세스

RZWQM 에서는 Table3,1과 같은 리방법에 의한 모의가 가능하

다.작물,시비 기 가축분뇨 액비에 한 용이 가능하며, 개방

법 기간도 용할 수 있다.

Management

practice
Timingoptions Applicationoptions

Cropplanting

Multipleyear

Multi-species

rotations

5harvestingoperation

Externalcropmodels

canbefired

Fertilizer

applications

Plantgrowthcycle

Specifieddate

Preplantwithsplit

Preplantsplitwith

plantdemandtrigger

Surfacebroadcast

Incorporated

InjectedNH3-N

Irrigationfertigated

Nitrificationinhibitor

additives

Manure

applications

Plantgrowthcycle

Specifieddate

Surfacebroadcast

Incorporated

Injectedfulmination

Irrigationchemigated

15differenttypesof

manureavailable

Irrigation

applications

Fixedinterval

Specifieddates

Rootzonedepletion

Fixedamount

Varyingamounts

Refillrootzone

Table3.1ManagementPracticesTimingandOptions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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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시설재배지 양물질 환경 향

모니터링 SALTMED의 용

4.1서론

최근 우리나라 토지이용변화를 살펴보면 논과 밭 면 은 지속 으

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반면 시설재배지 면 은 유지되고 있으며

규모면에서는 증가하고 있다.연 고부가가치 작물에 한 수요가

증함에 따라 시설재배지에서 작물 재배의 필요성은 증가할 것으로

단된다 (농림부,1999).

시설재배지는 강우가 차단되고 연 작물을 재배하기 때문에 많은

개용수와 시비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개용수를 안정 으로 공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하수를 이용하여 개하고 있다. 한, 개

나 시비에 한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며, 비재배의 경우 토양 양분상

태를 고려하지 않고 양물질을 공 하고 있는 실정이다.농민의 개인

인 농방식이 추가되어 과다 개 시비 되고 있어 최근에는 이

로 인한 염류 과다집 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한 등,2005). 한,

농업유역 수질환경 리측면에서 작물에 흡수되지 않고 토양 내 집

된 양물질은 비 오염원으로 작용하며,과다 개시 집 되어 있는

양물질이 수분 이동과 함께 지하로 용탈되어 비 오염원의 잠재성

을 가지게 된다 (김진호 등,2008).특히,우리나라 시설재배지 지역

지하수 수질은 논 지역과 비교하여 EC,NO3-N,TN 등 양염류의

농도가 높은 것으로 모니터링 되어 (김진호 등,2008;이슬비 등,

2008),시설재배지 지역의 염류의 용탈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과거에

비해 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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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 어렵기 때문에 오염문제는 장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

하고,우리나라 시설재배지는 과다시비로 인한 염류집 뿐 아니라 과

다 개,그리고 오염된 지하수의 순환 이용으로 인한 양물질의 지

하침투가 계속되고 있다.

시설재배 농업이 국 으로 확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시설재

배지 표층에서의 양물질 농도와 생산량에 한 연구는 국내에서 지

속되었으나,심토층을 고려한 양물질 집 유출특성에 한 연구

는 미흡하다.따라서 시설재배지에서의 양물질 집 지하침투 기

작을 모니터링 기반으로 모의,비교,평가할 필요가 있다.하지만 모니

터링의 경우 제한된 작물과 토양 조건,정해진 개 방법에 해서만

용이 가능하며,작물 순환이 빠르고 재배시마다 토양을 성토하여 토

양조건이 바 는 인 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시설재배지에서는 다양한

방법에 한 분석이 불가능하다.따라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재 상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모델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모델링은 최 리방안 결정이나 지속가능한 농업 시스템 구축 등을

한 략을 세우기 해 활용 가능하며,질소로부터 물의 오염을 막

기 한 비료 정량 산정,지하수로의 양물질 부하 추정 등에도 활

용 가능하다.

본 4장에서는 시설재배지에서의 농에 따른 양물질 집 지

하침투 기작을 규명하기 하여,1)시설재배지 시험포장을 선정하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2)시설재배지 주변 천층지하수 시설

재배지 내부에서 토양,토양수,토양수분 등 수문/수질 기작을 모니터

링,평가,분석하 다.3) 한,시설재배지에서 토층 농을 고려한

질소 염의 거동을 모의하기 하여 SALTMED모형을 선정,4)모

니터링 자료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모델링 기 자료를 구축하고

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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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상지역 선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4.2.1 상지역 선정

본 연구에서는 시설재배지에서 농에 따른 토양 환경 양물질

지하침투 향을 분석하기 하여 Fig.4.1과 같이 상지역을 선정하

다.연구 상지역의 시설재배지는 기존의 논을 환하여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시설재배지 심토는 논토양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따라

서 시설재배지 심토에서의 토양환경과 비교하기 하여 논 지역에서

도 모니터링을 하 다.시설재배지 시험포장은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 (E37°06́04̋,N 127°08́08̋)에 치하고 있으며, 행재배지

시험포장은 시설재배지 시험포장 근처 동일한 용남지구 용수구역 경

기도 평택시 서탄면 진목리 치하고 있다.본 연구지역은 형 인

농 지역으로서 미곡 주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시설채소

재배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본 연구지역의 토양통은 석천통 (Se,

coarse loamy,mixed,nonacid,mesic family ofFluvaquentic

Endoaquepts)으로써 (흙토람:http://soil.rda.go.kr),사양질계 회색토

로 배수는 약간 불량하고 투수성은 보통이며 유거는 느린 토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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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Locationofthemonitoringsites:protected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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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설재배지 (PC,ProtectedCultivationfield)시험포장은 2010년 12

월부터 조성되어 운 되고 있으며, 행재배지 (PD,Paddyfield)시

험포장에서는 2011-2012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 하 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과정 모니터링 방법은 다음과 같다.시설재

배지 행재배지 모니터링 지역 면 은 3,000m2으로써,주요 모

니터링 항목은 수문 (기상자료,토양수분, 개),토양 수질 (토양

수 천층지하수)이다.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황은 Fig.4.2와 같

으며,모니터링 항목 주기는 Table4.1과 같다.

(a)fieldmonitoring(PC)

(b)PC (c)PD

Fig.4.2Locationmapofexperimentalsiteand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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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onitoringperiod Locations Equipments

SoilWater Biweekly

from Dec.2010

toDec.2012

Twolocations

insideofprotectedcultivation

(Soildepth:

30,60,60,150cm)

soilwatersamplers

(1900L,ENVCO,

Auckland,New

Zealand)

Shallow Groundwater
4points(PC)

4points(PD)
-

SoilSamples
Before,duringand

aftercultivation

20cm intervals

from surfaceto100cm

(0,20,40,60,80cm)

usingAuger

SoilMoistureContent every15minutes

2locationsinsideof

protectedcultivation

(Soildepth:

10,30,60,90cm)

EnviroSMARTFDR

Shallow GroundwaterLevel every1hour
everyshallow groundwater

well

pressuretype

levelmeter

Irrigation Every10minutes - Flow meter

Meteorologicaldata

(Humidity,windspeed,solar

radiation,Temperature)

Every15minutes insideprotectedcultivation

AutomaticWeather

Station

(WatchDog

weatherstation)

Table4.1Monitoringitems,equipmentsandinstalled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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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문자료 구축

1)기상자료

본 연구에서는 기상자료를 측정하기 하여 시설재배지 내부에 자

동기상 측소 (AWS,AutomaticWeatherStation)를 설치하고,습도,

기온,일사량을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15분 간격으로 모

니터링 하 다.구축된 기상자료는 시설재배지 내부 증발산량 산정

모델링 기 자료로 활용하 다.

Fig.4.3은 시설재배지 일사량,기온,상 습도 모니터링 결과로써,

시설재배지 내부는 휴경기간 (12월)을 제외하고는 평균 15℃ 이상 유

지하 으며,외부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시설재배지 내부 기온도 높

았다.일사량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평균 62.8W/m2으로써,외부 일

사량과 비교하여 평균 일사투과율은 약 46% 다.

Fig.4.3Monthlyaveragetemporalvariationofmeteorologicaldata

inprotectedcultivationfrom2010to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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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4는 시설재배지 내부에서 시간 별 기상특성으로써,오 10

시부터 일사량 평균기온은 증가하 으나,상 습도는 감소하여 오

후 1시에 상 습도는 가장 낮았다.평균기온은 오후 1시에 가장 높았

고,일사량은 낮 12시에 가장 높았다.외부 기상조건에 향을 받지만,

시설재배지 내부에서는 기상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해 환경조

을 하 다.

Fig.4.4Hourlyaveragetemporalvariationofmeteorologicaldata

inprotectedcultivationfrom2010to2012

2)천층지하수

천층지하수 를 악하기 하여 시설재배지 주변 지역 비교를

하여 논 지역에 압력식 수 자동기록기 (MiniDiver)를 설치하고 지

하수 를 측정하 다.시설재배지 지하수 표고는 SGWC지 에서는

EL.14.9m,SGW#1지 에서는 EL.15.5m,SGW#2,SGW#3지 에

서는 EL.14.2m 이었다. 행재배지 지하수 표고는 SGWC지 에서

는 EL.16.7m,SGW#1지 에서는 EL.17.7m,SGW#2,SGW#3지

에서는 EL.14.1,14.9m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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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5는 천층지하수 시설재배지 논 지역 지하수 모니터링

결과로써,두 지역 모두 지표로부터의 천층지하수 깊이는 유사하 다.

우기 강우에 따라 지하수 가 높아지고,건기에는 천층지하수 가 낮

아졌다.특히,SGWC지 은 시설재배지 뒤 지 논 담수 바로

에서 모니터링 한 결과로 강우기에는 지표에서부터 천층지하수 깊이

가 1m이하로 지하수 가 높아졌다.시설재배지 농이 SGWC와 같

이 높은 지하수 를 가진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강우기나 계 특

성에 따라 양물질 거동에 의한 향이 있을 것으로 단된다.

(a)PC

(b)PD

Fig.4.5Temporalvariationofdepthtoshallowgroundwatertable

from surfaceinprotectedcultivationandpaddy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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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토양수분

토양수분은 FDR을 이용하여 모니터링 하 다.특히,FDR은 TDR

은 읽을 수 없는 염이 높은 지역에서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 이 있

다 (허승오 등,2007).시설재배지는 염 농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는 지

역이기 때문에 안정 인 모니터링을 하여 FDR을 이용하여 10,30,

60,90cm 토층에서 15분 간격으로 모니터링 하 다. 개에 따른 토

양 내 수분 변화,거동 특성분석에 활용하 으며,토양수분 소비량을

산정하여 생육에 토양수분을 얼마나 이용하 는지 분석하 고,모형

의 검·보정 자료로 활용하 다.토양수분 분석에 있어 10cm 지 에

서의 모니터링 결과는 0-20cm 토양수분 함량,30cm 토양수분 모니

터링 결과는 20-40cm 토양수분 함량,60cm 토양수분 모니터링 결

과는 40-70cm 토양수분 함량,가정,90cm 토양수분 모니터링 결과

는 70cm 이하 토층에서의 토양수분으로 가정하 다.

4) 개량

시설재배지에서의 개량, 개 횟수 시간을 악하기 하여 시

설재배지 내에 유량계 데이터 로거를 설치하여,10분 단 로 유량

의 변화를 측정하 다.농민은 매일매일 개, 비 시간,비종 등을

기록하 는데,데이터로거의 용량 한계로 결측된 부분에 해서는 농

민의 농일지를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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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양

토양은 작물 정식 는 정식 바로 직후,재배기간 간,수확 후

에 20cm 간격으로 표층에서부터 1m 까지 샘 링 하 으며,시설재

배지는 1년에 2번 토양 일부를 성토하거나,정지작업을 하기 때문에

농 기에는 토성분석을 하 다.Table4.2는 시설재배지 모니터링

지역 토양 물리 특성으로,0-60cm 성토된 인 토양은 사양토

(sandyloam)로 구성되어있으며,60cm 이하 토층은 양토 (loam),사

양토 미사질 식양토 (sandyclayloam)로 구성되어 있어,논토양과

물리 으로 유사한 토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Site
Soildepth Sand Silt Clay

Soiltexture
(cm) (%)

PC

0-10 61.6 22.4 16.0 Sandyloam

10-20 53.4 32.4 14.2 Sandyloam

20-30 62.6 20.5 16.9 Sandyloam

30-60 54.5 31.8 13.7 Sandyloam

60-90 45.8 43.4 10.8 Loam

90-120 63.8 28.2 8.0 Sandyloam

120-150 53.5 32.1 14.4 SandyClayLoam

PD

0-30 39.4 43.6 17.0 Loam

30-60 38.8 44.9 16.3 Loam

60-90 52.9 26.7 20.4 Sandyclayloam

90-120 55.6 31.8 12.6 Sandyloam

Table4.2Soilphysicalcharacteristicsin theexperimentalfields:

protectedcultivation(PC)andpaddyfield(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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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질자료

1)토양수

토양수는 토양수 샘 러를 토층별 (30,60,90,150cm)로 2개소 설

치하여,시설재배지 내부에서 2주에 한번씩,한 번에 약 1리터씩 샘

링 하 다. 한 시설재배지 내부 토양수 모니터링 결과 값과의 비교

를 하여 시설재배지 외부 (PC-O,protectedcultivation-outside)

시설재배지로 환되기 토지이용 되었던 논 지역 동일한 토층에서

도 토양수 샘 망을 구축하고 샘 링을 하 다.

2)천층지하수

본 연구지역 시설재배지는 부분 논 에 조성되어있어 개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에도 수지를 용수원으로 사용하는 비율은

0.5%에 불과하며,시설재배지의 83%가 지하수를 용수원으로 사용하

고 있다 (농림부,1999).시설재배지에서 용수원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는 천층지하수는 아니지만,천층지하수는 시설재배지 농에 1차 으

로 향을 받으며,심층지하수 충 시키거나 하천으로 유출될 때 양

물질이 같이 거동할 수 있다.특히,농업유역의 지하수오염의 주요 원

인 하나인 질산성질소 (NO3-N)는 농업유역 시설재배지 주변이

농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다.본 연구지역의 심토는

토양통의 특성에서 보면,배수가 불량하고 유거가 느리기 때문에,용

탈 속도는 느리다.하지만,천층지하수 가 높을 경우 충분히 향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층지하수의 수

질 모니터링을 통하여 시설재배지에서의 양물질 지하침투 향 가

능성을 살펴보기 하여 시설재배지 주변 4개 지 에서 2주일에 한번

2리터씩 샘 링을 하고 수질분석을 하 다 (Fig.4.2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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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방법

Table4.3은 오이 토마토 농 정보로써,시설재배지에서는 2011

년에는 1– 6월 (180일),8– 10월 (91일)오이 (PC-C,protected

cultivation-cucumber)를 재배하 으며,2012년에는 1– 6월 (170일),

7– 12월 (120일)토마토 (PC-T,protectedcultivation-tomato)를 재

배하 다.연 정식 개를 통해 충분한 수분을 공 하고 기비를

하 으며,정식 후에는 개 (dripirrigation, 기 간격 20cm)

로 개하 다.질소,인 미량원소,아미노산,질산칼륨,마그네슘,

칼륨,칼슘 등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물질은 비 (fertigation)형

태로 공 하 다.시설재배지에서 오이 토마토는 농민 행농법에

의해 농되었기 때문에,농민의 단에 의해 수 는 시비되었으

며,농민의 농일지를 기반으로 농방법을 정리하 다. 비의 평균

농도 최솟값,최댓값은 Table4.4와 같다.2년 동안의 농 특성을

살펴보면,2011년 2번째 오이재배시에는 오이 수확량이 어 10월 17

번의 비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2일 바로 오이수확을 단하

다. 한,2012년 오이에서 토마토로 작물을 바꾸면서 7종류 이상의

비료를 정식 에 기비하 다.

2-3일에 한 번씩,한번 개시 하루에 평균 2시간 개를 하 으며,

유량계를 설치하여 측정한 평균 1회 1시간 개량은 5.44m3이었다.

농민의 농일지를 보아도 한번 개시 수는 평균 1시간에 6톤씩

개하여 유사한 결과를 얻었으며, 기 emitter당 보통 3–6L/hr

를 개하 다.기온이 높아지는 5,6월에는 농민이 토양 상태를 보고

육안으로 단하여 포면이 건조해지면 20-30분씩 개를 하여 표면에

수분을 공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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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pplanting

periods
Fallow period Plantingdate

Final

harvestingdate

Monthlytotalirrigation

times

2011

(PC-C)1)

1st
Dec.2–

23,2010
Dec.24,2010 Jun.20

Jan.(10)3),Feb.(11),

Mar.(16),Apr.(16),

May(17),Jun.(11)

2nd
Jun.21–

Aug.2
Aug.3 Nov.2

Aug.(13),

Sep.(18),Oct.(17)

2012

(PC-T)2)

1st
Nov.3,2011-

Jan.9,2012
Jan.10 Jun.29

Jan.(6),Feb.(8),Mar.(12),

Apr.(12),May(16),Jun.(9)

2nd
Jun.30-

Jul.5
Jul.6 Nov.24

Jul.(7),Aug.(18),Sep.(18),

Oct.(14),Nov.(1)
1)PC-C:protectedcultivation– cucumber

2)PC-T:protectedcultivation– tomato

3)():times

Table4.3Datesofplanting,harvestingandirrigationtimesofcucumber

Items
pH EC TN TP NO3-N NH4-N PO4-P

- (dS/m) (mg/L)

avg. 7.83 1.05 85.2 12.4 51.5 3.32 2.30

min.-max. 6.47-8.52 0.08-1.74 17.0-190.2 0.5-42.3 0.5-188.8 0.45-47.11 0.17-4.47

Table4.4Chemicalpropertiesofthefertigationusedinthe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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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모니터링 황 분석항목

본 연구에서는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샘 링한 시료를

서울 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NICEM, National

InstrumentationCenterforEnvironmentalManagement)에 의뢰·분

석하 으며,분석항목 분석방법은 Table4.5와 같다.토양수 지

하수에서는 pH,EC 양물질로써 TN,NO3-N,TP를 분석하 으

며,그 외에 속 양이온을 분석하 다. 한,토양은 토성

TN,TP,NO3-N,P2O5등을 분석하 다.

Items Water1) Soil2)

pH

Electrometricglass

electrodemethod

(TOAHM-20s)

-

EC ECmeter ECmeter

TN
Ionchromatography

method

2M-KClextraction

method

NO3-N
Reduction-Distillation

Kjeldahlmethod
MicroKjeldahlmethod

P2O5 - OlsenPmethod

TP
Absorptionphotometry

method
OlsenPmethod

Cation,

Heavymetals

Coupledplasma

ShimadzuICPS-7500

Coupledplasma

ShimadzuICPS-7500

1)SoilwatersampleswereanalyzedinNICEM bythemethodssuggestedin

환경부 (2011).

2)SoilsampleswereanalyzedinNICEM bythemethodssuggestedinthe

SSSA (1996).

Table4.5Methodsofwaterandsoilchemical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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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시설재배지 양물질 환경 향 모니터링

4.3.1시설재배지 토양 특성

Fig.4.6-4.8은 시설재배지에서의 작물별 토양 화학 특성 (TN,

NO3-N,TP,P2O5,EC)의 평균 최솟값,최댓값으로써,2012년 (토

마토,PC-T)토양 입자 양물질 농도가 2011년 (오이,PC-C)보다

높았으며,2011-2012년 농기간동안 행재배지 (논,PD)와 비교해

서는 평균 2배 이상 높았다.심토는 근군역과 비교하여 양물질 농도

는 낮았으나,논의 상부토층의 양물질 농도보다도 높은 수치로 일부

양물질이 집 되어 있었다.Table4.6은 우리나라 시설재배지 지역

에서의 EC,P2O5 NO3-N샘 링 결과를 본 연구지역 표층 (0-20

cm)에서의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한 것이다.우리나라 시설재배지는

부분 양물질의 집 이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본 연구결과

도 선행연구와 유사하게 표층에서의 양물질의 집 이 심각하 다.

0-20cm 토층에서의 EC평균은 작물재배 정 EC인 2dS/m 보다

높았으며,토마토 표 농교본 (김 용 등,2001b)에서는 “확실히 과

잉되어있는,웃거름이 필요 없는 과잉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러 번

걸쳐 다량의 물을 주어야 하는 염농도”라고 정의되어 있는 수치이다.

P2O5는 작물 생육 정 농도보다는 높았으나,우리나라 시설재배지에

서 샘 링된 농도와 비교해서는 집 정도가 과소하 다.작물이 생육

을 해 소비하는 표 인 양물질인 NO3-N은 토양 입자에 고정되

는 힘이 약하고 수분에 따라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리가 필요한

양물질이다 (이경자,2008).NO3-N의 과잉시비를 최소화 하고 작물

생육에 충분한 NO3-N을 공 하기 하여 토양의 NO3-N농도를 기

반으로 시비량을 산정하기도 한다.임태 등 (2007)은 오이의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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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량 산정시 토양의 NO3-N 농도 하한기 을 70mg/kg로 정하고,

260mg/kg일 경우는 무비재배도 가능할 것으로 단했다. 한,강성

수와 홍순달 (2004)은 토마토 무비재배 NO3-N 상한기 을 280

mg/kg로 보고하 다.본 연구결과인 Fig.4.7의 NO3-N평균 농도를

보면,무비재배도 가능할 정도로 양물질의 평균 농도가 높았다.

Fig.4.6SoilTNconcentrationofprotectedcultivationandpaddy

fields:boxmeanstheaveragenutrientconcentrationandlinein

boxmeansnutrientconcentrationbetweenminimum andmaximum

value(fulllineisvalueinPC-C,widedottedlineisvalueinPC-T,

narrow dottedlineisvaluein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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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7SoilNO3-NconcentrationandECofprotectedcultivation

andpaddy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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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8SoilTPandP2O5concentrationofprotectedcultivationand

paddy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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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Soil

depth
EC P2O5 NO3-N

Remarks

(cm) (dS/m) (mg/kg)

Lim etal.

(2007)1)
0-20 2.6 2,420 183.6

Averagevalues

oftheresearch

resultsin

Chungbuk,

Korea(n=8)

Kangand

Hong

(2004)2)
0-20 2.8 810 182.5

12points

Averagevalueof

theresearch

results

RDA3) 0-20 2.94 1,092 115
513points

inKorea

RDA

(2006)
0-20 <2

400-

500
-

Theoptimal

rangeof

greenhousesoil

forcrop

cultivation

Inthis

study
0-20

3.5 729.2 173.8 Cucumber

6.2 712.8 380.2 Tomato

1)임태 등 (2007)

2)강성수와 홍순달 (2004)

3)농업과학기술원 (2006)

Table4.6AveragesoilEC,P2O5 andNO3-N concentrationsof

protectedcultivationfrom earlierstudiesandinthisstudy

Fig.4.9-4.13은 토양의 양물질 EC 토층별 (0-20,20-40,

40-60,60-80,80cm 이하)월 평균 시계열 변화이다.오이와 토마토

의 2년 재배 기간 동안,60cm 이하 심토와 비교하여 근군역 (0-40

cm)토층에서의 모든 양물질의 증가 상이 뚜렷하 다.토층 내

양물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기비와 지속 인 비로 인해 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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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이 집 된 것으로 악된다.

Fig.4.9-4.10의 TN과 NO3-N시계열 변화를 보면,NO3-N은 2011

년 2번째 오이의 수확 후에도 100mg/kg이상 토층에 집 되었다.이

는 4.2.2.의 라.에서 기술하 듯이,기비 비를 주기 으로 시비하

으나 2011년 2번째 농기간에 농민이 상하는 수확량을 얻지 못

하고 조기에 농을 단했기 때문에 시비한 양물질이 소비되지 않

고 축 된 것으로 단된다. 한,2012년 1월 농 시작시 작물을 오

이에서 토마토로 환하면서 토양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과다 기비를

한 것으로 단된다.2012년 농을 함에 따라 NO3-N농도가 감소하

음에도 집 여부는 심각하 으며,수용성 양물질이기 때문에 수

분 이동시 지하로 침투된 양도 많을 것으로 단된다.Fig.4.11-4.12

의 TP와 P2O5의 시계열 변화를 보면,질소와 유사하게 2011년 11월

토층에 집 되었으며,최 인의 집 농도는 Table4.6의 농 진흥청

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평균 농도까지 증가하 다.하지만,표층과 비

교하여 60cm 이하 토층에서의 변화는 미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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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0cm

(b)lowerthan40cm

Fig.4.9Time-serieschangesofsoilmonthlyaverageTN

concentrationinprotectedcultivationfieldfor2years;

CCP#1:firstcucumbercroppingperiod,CCP#2:secondcucumber

croppingperiod,TCP#1:firsttomatocroppingperiod,TCP#2:

secondtomatocropping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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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0cm

(b)lowerthan40cm

Fig.4.10Time-serieschangesofsoilmonthlyaverageNO3-N

concentrationinprotectedcultivationfieldfor2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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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0cm

(b)lowerthan40cm

Fig.4.11Time-serieschangesofsoilmonthlyaverageTP

concentrationinprotectedcultivationfieldfor2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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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0cm

(b)lowerthan40cm

Fig.4.12Time-serieschangesofsoilmonthlyaverageP2O5

concentrationinprotectedcultivationfieldfor2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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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40cm

(b)lowerthan40cm

Fig.4.13Time-serieschangesofsoilmonthlyaverageECin

protectedcultivationfieldfor2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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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시설재배지 토양수분 특성 분석

4.3.1의 토양 특성분석 결과 질소의 토양 내 집 은 농 진흥청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시설재배지 0-20cm 평균 농도보다 높았으며,토양

EC는 작물 재배기 이상이었다.질소와 일부 염농도를 좌우하는

양물질은 개시 토양수분의 이동과 함께 하부 토층으로 이동하여 심

토에 집 되거나 지하 침투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물질 거동

의 요한 기작인 토양수분을 토층별로 모니터링 하고 토양수분 특성

을 분석하 다.Table4.7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토층별 토양수분의

기술 통계 (평균,편차,최솟값 최댓값)특성이다.

Samples

PC-C PC-T

10 30 60 90 10 30 60 90

(cm)

FCP
1)

avg. 32.2 36.8 12.8 22.3 23.2 25.9 22.1 9.9
med. 30.6 36.0 12.4 22.2 22.9 26.7 21.5 9.6

std. 4.2 3.3 1.8 1.2 3.6 2.9 3.2 1.4
min. 27.1 32.1 10.9 20.8 9.4 17.6 16.8 8.5

max. 39.9 42.9 30.7 34.3 33.6 33.5 31.4 24.4

CV 0.1 0.1 0.1 0.1 0.2 0.1 0.1 0.1

SCP
2)

avg. 27.2 35.4 17.0 31.0 17.2 20.9 17.5 11.1

med. 27.1 35.3 17.0 31.6 17.5 20.6 16.6 10.6
std. 0.6 0.6 1.0 2.8 2.9 2.2 1.7 1.2

min. 25.5 34.0 14.8 26.5 9.4 16.5 15.7 9.5

max. 28.6 36.6 22.0 36.6 28.3 26.8 21.3 13.3
CV 0.0 0.0 0.1 0.1 0.2 0.1 0.1 0.1

1)FCP:firstcroppingperiod

2)SCP:secondcroppingperiod

3)avg.:average,med.:median,std.:standard deviation,min.;minumum,

max.maximum,CV:coefficientofvariation

Table4.7Descriptivestatisticsforsoilmoisturecontentin2011

and20112consideringsoil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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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cm 토층에서의 토양수분 평균 함량 편차가 컸으며,토층

별로는 작물 재배 시기별로 토양수분 특성에 차이가 있었다.이는,

2011년과 2012년 에는 표층에 성토를 하 고,여름 휴경기간에 정지

작업을 하여 표층의 토양수분 물리 특성이 바 었기 때문으로 단

된다.

Fig.4.14-4.15는 개일,질소 비일,P,K 기타 양물질 비

일과 2011년 오이 2012년 토마토 재배에 따른 토층별 토양수분 변

화를 도식화한 것이다.토양수분 모니터링 결과 0-10cm 토층에서는

개 후 토양수분 증가 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오이는 최소 4

mm/day에서 최 52mm/day까지 평균 24mm/day 개를 한다 (김

용 등,2001a).토마토 재배시 보통 최소 3mm/day에서 44mm/day

까지 물을 주며,평균 18mm/day 개를 한다 (김 용 등,2001b).10

cm토층의 향범 를 4.2.2에서와 같이 0-20cm라고 가정하고 개

후 표층 (0-20cm)토층에서의 토양수분 증가량을 산정해본 결과,오

이는 19mm/day이었으며,토마토는 25mm/day이었다.일반 인

개에 의해서는 60,90cm토층에서의 토양수분 증가에는 큰 향을

주지 않았다.하지만,Fig.4.14(b)에서와 같이 개에 의한 상부토층

의 토양수분 증가가 모니터링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0cm 토층

에서 토양수분의 격한 증가와 감소 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시설재배지는 기존의 논토양 에 인 토양을 설하여

조성되었기 때문에 토층의 경계가 뚜렷하게 된다.침투가 상 으로

빠른 조성된 토양에서 침투속도가 느린 논토양 경계로 넘어오면서 선

택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토양수분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 편 되어

토양수분 함량이 격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단된다.두 번째는 천층

지하수의 향이다.실제 본 연구지역 바로 뒤에서 천층지하수 수

모니터링 (Fig.4.5(a)SGWC참조)결과 여름철 1m까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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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천층지하수 가 높아지면서 시설재배지 심토 토양수분까지

향을 받은 것으로 단된다.천층지하수 가 높을 때 심토에 양물질

이 많이 집 되어 있거나, 개를 많이 하여 양물질이 용탈될 경우

지하수 수질에 향을 수 있다.

(a)firstcroppingperiod(PC-C)

(b)secondcroppingperiod(PC-C)

Fig.4.14.Temporalchangesofsoilmoisturecontentandirrigation

(fertigation)timesincucumbercroppingperiods(2011)ofprotected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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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irstcroppingperiod(PC-T)

(b)secondcroppingperiod(PC-T)

Fig.4.15.Temporalchangesofsoilmoisturecontentandirrigation

(fertigation)timesintomatocroppingperiods(2012)ofprotected

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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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시설재배지 양물질 지하침투 모니터링

가.토양수

토양 토양수분 모니터링 결과로부터,시설재배지는 양물질,특

히 질소가 토층 내에 과다 집 되어 있으며 용탈의 잠재 기작인 토

양수분도 충분히 공 되고 있어,과다시비 개는 곧 양물질의

지하침투로 인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 다.따라서 토층별

(30,60,90,150cm)토양수를 2주에 한 번씩 샘 링하 다.Fig.

4.16-4.21은 시설재배지 (PC-C,PC-T) 시설재배지 외부 (PC-O),

행재배지 (PD)에서의 토양수의 2011-2012년 질소,인,EC의 토심별

평균, 앙값,최댓값 최솟값이며,Table4.8은 미량원소의 평균

편차로써,2012년 시설재배지에서 토마토 (PC-T)재배기간 동안 평

균 편차가 가장 컸다.

작물이 직 소비하는 형태지만,수분 이동에 의한 거동이 빨라 지

하수 오염의 기 이 되는 NO3-N는 (Fig.4.16),오이재배시는 평균

100.9-172.3mg/l,토마토재배시는 평균 273.1–379.0mg/l로,NH4-N

(Fig.4.17)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았으며,TN(Fig.4.18)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특히,작물이 소비에 활용하지 않는 150cm 토층에

서도 2011년 (평균:172.3mg/l,최댓값:368.0mg/l),2012년 (평균:

273.1mg/l,최댓값:743.9mg/l)로 고농도의 NO3-N이 검출되었다.기

존 토지이용인 논과 비교해서는 평균 100배 이상 차이가 났으며,시설

재배지 외부 나지에서의 농도와 비교해본 결과도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이는 시설재배지 내부에서 과다시비 연작으로 인해 토양 내

과량의 양물질이 집 되고 용탈된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지속

인 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설재배지 내 토양 뿐 아니라 농업유역의

주요 오염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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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토양 입자에 흡착하여 존재하는 인의 경우 (Fig.4.19-4.20),

행재배시 토양수에서는 평균 0mg/l에 가까웠던 반면,시설재배지에

서는 30cm토층 토양수에서 오이재배시 2.34mg/l,토마토재배시 7.5

mg/l로 행재배지보다 높았다.시설재배지 일부 토층에서 일시 으

로 TP,PO4-P농도가 높은 이유는,시설재배지는 토사유출이 없어 인

의 주 배출 기작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인의 과다 시비는 심토의 인

의 집 뿐 아니라 일부 인의 용탈을 야기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하지만,인의 경우 토양수 흐름에 의한 용탈이 거의 없기 때문에,하

부토층으로 내려가면서 평균 농도는 감소하 다 (2011년 P2O5평균농

도 1.35(30cm)– 0.76(150cm),2012년 P2O5평균농도 5.29(30

cm)– 2.39(150cm)).

EC(Fig.4.21)는 오이재배의 경우 0-30cm 토층에서는 2.4dS/m

의 높은 농도를 보 으나,하부 토층에서는 평균 1.0dS/m 이하 다.

류 식 등 (1994)에 의하면,토양에 투입된 비료성분은 작물이 이용하

지 않고 남은 것은 토층에 축 되나 일부는 연작을 하면서 수용성 이

온들은 토양수분과 함께 하부 토층으로 용탈될 가능성이 크다.토마토

를 재배한 2012년 EC는 150cm에서도 평균 3.1dS/m로 높았는데 이

는 과다 기비 시비와 연작으로 인한 피해로 보인다. 한,시설재배지

밖 나지 (0.22-0.55dS/m) 행재배지 (0.51-0.76dS/m)와 비교하

여 시설재배지 내부 (2011년:2.02-2.81 dS/m,2012년:3.09-4.91

dS/m)토양수 EC농도가 높은 수치로 이에 한 리 지속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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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6SoilwaterNO3-Nconcentrationsinprotectedcultivation

andpaddyfields



-86-

Fig.4.17SoilwaterNH4-Nconcentrationsinprotectedcultivation

andpaddy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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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8SoilwaterTNconcentrationsinprotectedcultivationand

paddy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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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19SoilwaterPO4-Pconcentrationsinprotectedcultivation

andpaddy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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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0SoilwaterTPconcentrationsinprotectedcultivationand

paddy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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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1SoilwaterECinprotectedcultivationandpaddy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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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Soillayer

(cm)

Ca　(mg/l) Mg(mg/l) Na(mg/l) K(mg/l) Zn(mg/l)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2011 2012

PC

30
166.6 573.1 61.3 209.9 65.3 159.8 113.6 206.3 0.00 0.07

±39.9 ±483.9 ±16.9 ±253.0 ±18.6 ±172.7 ±44.7 ±160.3 ±0.0 ±0.04

60
150.2 347.5 62.5 149.2 65.5 108.7 144.9 151.8 0.10 0.05

±43.2 ±181.0 ±15.3 ±101.7 ±19.4 ±68.4 ±45.1 ±77.7 ±0.0 ±0.04

90
176.6 323.4 76.5 135.8 85.1 113.4 119.2 151.8 0.1 0.05

±71.8 ±157.2 ±25.4 ±80.0 ±31.3 ±47.4 ±42.4 ±73.0 ±0.1 ±0.04

150
263.8 261.8 84.7 89.2 115.3 101.9 57.6 52.4 0.1 0.05

±93.9 ±156.6 ±29.5 ±59.0 ±35.1 ±55.3 ±59.2 ±45.2 ±0.2 ±0.04

PC-O

30
35.51 14.83 12.4 3.87 10.65 2.64 23.2 6.0 0.04 0.04

±45.53 ±5.20 ±20.24 ±1.24 ±18.71 ±0.90 ±42.82 ±1.17 ±0.02 ±0.00

60
17.92 9.81 4.58 2.48 2.82 1.55 5.21 3.61 0.05 0.03

±6.98 ±2.38 ±2.06 ±0.58 ±1.11 ±0.49 ±1.27 ±0.71 ±0.03 ±0.03

90
28.15 12.6 9.13 3.72 6.06 2.81 13.35 4.96 0.03 0.02

±37.30 ±0.88 ±14.39 ±0.28 ±8.56 ±0.11 ±31.07 ±0.82 ±0.02 ±0.01

150
14.66 13.83 4.01 3.55 2.62 2.28 4.91 6.27 0.02 0.04

±4.97 ±3.95 ±1.36 ±1.05 ±0.88 ±1.10 ±1.33 ±2.42 ±0.01 ±0.04

PD

30
46.08 34.67 11.17 8.36 11.13 8.08 4.81 3.39 0.03 0.04

±13.09 ±10.68 ±2.08 ±2.95 ±2.90 ±3.04 ±1.21 ±1.32 ±0.03 ±0.04

60
38.23 27.35 11.09 10.65 10.9 7.81 3.32 3.46 0.05 0.05

±14.18 ±9.26 ±2.05 ±2.30 ±3.38 ±1.69 ±0.58 ±1.17 ±0.08 ±0.04

90
18.06 17.78 9.89 9.2 6.57 6.25 2.7 2.79 0.05 0.04

±1.87 ±3.29 ±1.15 ±1.90 ±0.94 ±1.13 ±0.61 ±0.47 ±0.05 ±0.06

150
15.83 15.85 10.39 9.96 6.81 6.27 1.95 2.06 0.05 0.05

±2.34 ±3.40 ±1.74 ±1.16 ±1.17 ±0.76 ±1.08 ±0.41 ±0.04 ±0.07

Table4.8Micronutrientconcentrationofsoilwaterwitheachmonitoringsitefrom 2011to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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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2-4.23은 시설재배지에서 2011년 오이재배에 따른 토양수

양물질의 토층별 (RZ,rootzone;BRZ,belowrootzone)월평균 시

계열 변화이다.

2011년 질소 (Fig.4.22)모니터링 결과를 보면,NH4-N의 농도는 낮

았으나,토양수 내 NO3-N농도는 시기에 따라 Table4.4의 비 농도

의 최댓값 188.8mg/l를 과하 다.NO3-N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

면,첫 번째 농시기 (CCP#1)에 작물을 재배하면서 감소하 으나,휴

경기간 (FP)에는 토층에서 증가하 으며,기비로 인한 것으로

단된다.근군역 (RZ,30and60cm)보다 심토 (BRZ,90and150cm)

에서 토양수 농도가 높았다.심토에서 토양수 질소 농도가 높은 이유

는 개 후 토양수분 충 으로 인한 표층의 양물질 용탈 때문으로

단된다.이는 심토의 토양수분 함량이 근군역보다 낮아 상 으로

농도가 높을 수도 있으나, 양물질의 용탈로 인한 심토 토양수에의

양물질 집 량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농기간 (CCP#2)에는 첫 번째 농기간과 마찬가지로 오

이가 생육하면서 질소 농도는 표층에서 감소하 다.이때 심토도 함께

감소하 는데 심토에서는 토양수분 함량이 증가하면서 농도가 낮아졌

을 수 있으나,일부는 용탈되었을 수 있다.11월의 질소농도 증가는

2011년 2번째 오이재배 기간에는 농을 하 으나 오이 수확량이 잘

나오지 못하여 11월 2일 농을 단시켰는데, 단시키기 까지도

비를 지속하 다.시비된 양물질이 토양 내 축 되었으나 작물이

소비하지 못하고 농이 끝나서 농도가 증가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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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2Nitrogentemporalchangesofsoilwaterduringcucumber

croppinginplasticcultivation;CCP#1:firstcucumbercropping

period,FP:fallow period,CCP#2:secondcucumbercropping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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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수의 Fig.4.23EC시계열 변화를 보면,토양 입자에서의 EC와

달리 근군역보다 심토에서 더 높았으며,작물이 소비하지 않는 150

cm토층에서는 5월에서 7월로 가면서 감소하 으나,7-8월 휴경

기간에 격하게 증가하 다.5-7월 염 농도 감소는 이 시기 심토의

토양수분이 자주 포화되었는데,토양수분이 격하게 증가하고 력

수로 배제되면서 염 농도가 낮아진 것으로 단되고,이 과정에서 일

부 양물질은 용탈되었을 것으로 단된다.심토에서의 휴경기간 EC

증가는 첫 번째 농시기 마지막에 시비한 양물질이 작물 소비에

사용되지 않고,정지작업시 토양수분을 공 하면서,근군역 토양수의

양물질 토층에 흡착되어 있던 양물질이심토로 용탈된 것으로

단된다.

주로 토양 입자에 흡착되어 있어 수분이동에 의한 거동이 은 인

의 경우에는 질소나 EC와 달리,표층에서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Fig.

4.23), 농을 진행하면서 반 으로 농도가 감소하 다.휴경기에 기

비로 인해 약간 증가하기는 하 으나,증가폭은 었으며 11월 농이

끝날 때는 심토에서는 거의 Fig.4.19-4.20의 행재배지 시설재배

지 외부 나지 농도까지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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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3ECandphosphoroustemporalchangesofsoilwater

duringcucumbercroppinginplastic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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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4-4.25는 2012년 토마토재배에 따른 토양수 양물질의 토

층별 월 평균 시계열 변화이다.2011년도와 비교하여 반 으로 양

물질 농도가 높았으며,특히 2012년 농을 시작하는 시기 근군역

토양수에서의 양물질 농도가 높았다.이는 오이에서 토마토로 작물

을 바꾸면서,토양 내 양물질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기비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토마토는 질소와 칼리의 소비가 많은

작물로써,표 시비량도 오이보다 크다.이에 토마토재배시 오이재배

시보다 많은 기비시비를 하 다.하지만,토마토의 경우 기비보다 웃

거름으로 작물의 생육을 보며 묽게 타서 비로 주는 것이 효과 이

라고 알려져 있어,과다한 기비 시비는 오히려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

고 양물질이 하부토층으로 침투하는 기작이 될 수도 있다 (김 용

등,2001b).

1,2월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질소 (Fig.4.24)와 EC(Fig.4.25)가

30% 이상 감소하 다.이는 작물 생육 기단계에 양물질을 많이

소비하 을 수도 있으나,수분이동에 의한 거동이 빠른 질소와 같은

양물질은 심토 지하로 침투하 을 수 있다.Fig.4.15에서 보면,

1월 10일 정식 후 11일 근군역에 수분을 충분히 공 하기 하여 일

반 개량의 10배 이상 수를 하 으며 그 이후에도 매일 수를 하

다.포장용수량 이상의 수분이 표층 토양에 개되면서 토양수분

일부가 하부토층으로 침투되고 수분의 이동과 함께 근군역의 양물

질은 하부로 용탈된 것으로 단된다.하지만 2012년에는 첫 번째

농과 두 번째 농 사이의 휴경기가 짧았고,추가 인 기비작업은 하

지 않아 2011년과 달리 두 농기간 사이에 추가 인 양물질 농도

증가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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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4Nitrogentemporalchangesofsoilwaterduringtomato

croppinginplasticcultivation;TCP#1:firsttomatocroppingperiod,

TCP#2:secondtomatocropping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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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5ECandphosphoroustemporalchangesofsoilwater

duringtomatocroppinginplastic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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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재배지에서 농에 따른 토양수 모니터링 결과,논 나지와

비교하여 평균 편차가 컸으며,심토에서도 양물질 농도가 높았

다.작물은 필요한 양물질을 토양수분을 소비함으로써 확보하는데,

시설재배지에서의 행시비법은 필요량 이상의 기비가 시비되고,

개와 비가 비 규칙성을 가지고 이루어지면서 토양수의 양분 농도의

변화가 컸다. 비는 일시 으로 토양수 양분 농도를 높이며,과다

수는 일시 으로 양분 농도를 낮추는 등 토양수 내 양분농도의 변동

성을 증가시키며,이로 인해 작물의 생육측면에서 뿌리 생육에 스트

스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양물질의 집 지하침투의 원인이 되

는 것으로 단된다.특히,본 연구지역은 논을 환하여 시설재배지

를 조성한 지역으로 인 토와 기존 토양의 구분이 뚜렷하다.표층과

심토의 토성에 따라 양물질 이동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상부토층은

양물질의 거동이 빠른 반면,하부토층은 양물질의 거동이 느려 토

양수의 양물질 농도가 높았을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시설재배지

에서는 토성, 개량, 개시기,기비 여부에 따라 토양환경에 미치는

향이 상이하므로,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 내에서 농시

개 시비를 기반으로 한 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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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천층지하수

Fig.4.26-4.27은 모니터링 기간 동안 시설재배지역 동일용수구

역내 논 우 지역의 천층지하수 통계 특성 (평균,최댓값,최솟값

앙값)이다.pH는 논 지역 (평균 7.3-8.2) 시설재배지 지역 (평

균 7.6-8.1)로써,유사하 으며 두 지역 모두 부분 농업용수 수질기

에 만족하 다.논 우 지역 천층지하수 TP농도 (평균 0.04-0.19

mg/l)는 시설재배지 (평균 0.02-0.03mg/l)와 비교하여 높았다.하지

만,EC,NO3-N,TN 주요 미량원소는 Fig.4.5에서와 같이 지표로

부터의 천층지하수 깊이는 비슷하게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재배지

지역에서 높았다.EC는 논 지역 (평균 0.16-0.49dS/m)과 비교하여

시설재배지 지역은 평균 0.38-0.55dS/m 이었다.특히,질소 농도가

논 주변지역과 비교하여 시설재배지 지역에서 높았는데,TN은 논 지

역 (평균 0.34-1.04 mg/l)과 비교하여 시설재배지 지역은 평균

0.41-3.71mg/l이었다. 한.NO3-N은 논 지역 (평균 0.03-0.85mg/l)

과 비교하여 시설재배지 지역에서 평균 0.32-3.27mg/l로 높았으며,

특히,최 17.64mg/l로서,지하수 농업용수 수질기 (20mg/l)에는

만족은 하 으나,높은 수치 다.Ca(논 지역 평균:8.4-26.1mg/l,시

설재배지 지역 평균:24.9-34.5mg/l),Na(논 지역 평균:8.7-62.9

mg/l,시설재배지 지역 평균:21.3-52.2mg/l),K (논 지역 평균:

1.7-3.0mg/l,시설재배지 지역 평균:2.0-15.8mg/l)로써 주요 미량원

소 농도도 시설재배지 지역의 지하수에서의 농도가 논 지역보다 높았

다.본 연구에서는 시설재배지 지역에서 지하수 수질의 지표인 질산성

질소와 개시 작물 생육의 요한 인자 하나인 EC농도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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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6Shallow groundwaterpH,ECandnitrogenconcentrationsinprotectedcultivationandpaddy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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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7Shallow groundwaterTPandmineralconcentrationsofprotectedcultivationandpaddy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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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8은 시설재배지 천층지하수 수질의 NO3-N 시계열 변화이

다.시설재배지와 근 한 SGWC지 에서 천층지하수 수질을 살펴보

면,강수량이 많고 지하수 가 높았던 여름철에 NO3-N의 농도는10

mg/l이상으로 증가하 다.특히,Fig.4.14의 90cm 토양수분 함량이

증가한 2011년 7-8월 천층지하수 NO3-N농도가 높았는데,천층지하수

가 높아지면서 시설재배지 심토 토양수에 집 되어 있는 양물질

에 향을 받았을 수 있다.기비량이 많아 기 토양수 질소 농도가

높았던 2012년 천층지하수의 수질은 반에는 낮았으나 차 증가하

는 추세 다.

Fig.4.28NO3-Ntemporalchangesofshallow groundwaterfrom

2011to2012inprotected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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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9는 시설재배지 천층지하수 수질의 EC 시계열 변화이다.

EC는 시설재배지 주변 모니터링 지 에서 반 으로 시계열에 따른

변화가 거의 없었고 비슷한 패턴으로 변화하 다.하지만,SGWC지

은 3개의 모니터링 지 과 달리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지속 으로 증가하 다.이는 Fig.4.5의 천층지하수 가 낮아지면서

상 으로 농도가 높아졌을 수도 있으나,2011년 10월 이후 농이

끝나면서,집 된 심토의 양물질 2012년 기비 개로 지하 침

투된 일부 양물질이 천층지하수로 유입되었을 것으로 단된다.

Fig.4.29ECtemporalchangesofshallow groundwaterfrom 2011

to2012inprotected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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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시설재배지에서의 SALTMED 모형 모의

4.4.1입력자료 구축

본 연구에서는 시설재배지에서 농에 따른 질소 염의 분포,거

동 용탈가능성을 평가하기 하여 SALTMED모형을 모의하 다.

SALTMED모형에서 구축된 입력자료 구축 방법은 Table4.9와

같으며,입력 자료는 기상,토양,물 리,작물로 구분된다.

Minimum datarequired Frequency Method

Meterologicaldata
dailymeteorologydata

daily

field

monitoring

usingAWS

min.andmax.airtemperature

dailyrainfall

solarradiation

relativehumidity

SoilCharacteristics
thicknessofeachsoilhorizon

Ksat,
initialsoilmoistureandsalinity

-

field

measurement,

sampling

Watermanagementdata
the date and amount of

irrigationwaterapplied

thesalinityandnitratelevelof

eachappliedirrigation

each

irrigation

flow meter

farmer’sdiary

Plantcharacteristics
growthstage

cropcoefficient,Kc,Kcb

rootdepth,cropheigh

theratioofrootzonewidthto

rootdepth

-

field

monitoring

farmer’sdiary

thefarming 

Manual 

Table4.9Majordatarequiredandoverview ofthedatacollected

forcalibrationandvalidationtorunSALTMED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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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자료로는 강수량,기온,일조시간,일사량,상 습도,풍속이 필

요하다.시설재배지는 강수가 차단되었으며 풍속은 거의 없으므로 0

으로 가정하 다.시설재배지 내부 기상특성은 Fig.4.3에서 보듯 계

별 차이는 있으나 외부와 비교하여 기상특성을 제어하며 일정하게

유지하기 하여 환경조 한다.따라서 월별 기상 특성은 거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일부 결측치는 해당 월 평균값을 사용하여 기상자료를

구축하 다.

토양자료로는 토층의 깊이,포화수리 도도 (saturatedhydraulic

conductivity), 조 (wiltingpoint),포장용수량 (fieldcapacity)등

의 토양 수리 특성과 토성 (soiltexture),토양 공극 크기 그리고 기

토양수분함량 (initialsoilwatercontent),토양수 염농도 (initialoil

watersalinity),질소농도 (initialsoilwaternitrogenconcentration)

가 필요하다. 기 토양수분 토양 내 양물질 농도는 모니터링 결

과를 활용하 다. 조 ,포장용수량 등 수리학 특징은 근군역은

토양수분 모니터링 결과와 USDA의 Rosetta(A computerprogram

for estimating soil hydraulic parameters with hierarchical

pedotransferfunctions)모형 모의 결과를,심토는 토양수분 모니터링

결과,Rosetta모형 모의 결과 정 토양도 자료를 이용하여 기

값,최소 최댓값을 지정하고 범 안에서 검·보정하 다.공극의

크기,bubblingpressure등 BrooksandCoreyparameter는 입력 자

료를 기반으로 모형에서 토성별로 제시하는 값을 기본 값으로 하여

보정하 다 (Table4.10).

Rosetta는 토양매개변수추정모형으로써 vanGenuchten공식 계산

에 이용되는 불포화수리 도도,수리 도도,잔여수분함량 (residual

watercontent)등을 모의한다.Rosetta모형 모의를 한 최소 입력

자료로 토성이 필요하며,sand,silt,clay비율,가비 (bulkdensity),

포장용수량을 구축시 정확한 모의가 가능하다 (Schaapeta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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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cm)

Parameters
surface-10 10-60 60-90 <90

 (%) 0.33 0.33 0.22 0.3

 (%) 0.001 0.05 0.001 0.01

Ksat(mm/day) 1,000 1,200 204 250

fieldcapacity 0.23 0.301 0.20 0.11

wiltingpoint 0.20 0.25 0.04 0.08

rootwidthfactor 0.7 0.5 0.3 0.1

bubblingpressure

(cm)
10 11 28 11

Table4.10Calibratedparametersforthehydrologicalcomponent

ofSALTMEDmodel

물 리 자료로는 개 비 일자,시간, 비의 질소,EC농도,

시비량 시비농도가 필요하며, 개방법 ( 개), 개효율,천층

지하수 깊이 등이 필요하다.물 리 자료는 농민의 농일지와 유량

계 모니터링 자료를 이용하여 구축,보정하 다. 비시 액비 샘 링을

하여 수질분석을 하 으나 시비된 비를 모두 샘 링 하여 분석하지

못하 기 때문에, 비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농민의 농일지에서 시

비한 비료종류를 분석,동일한 비종류는 동일한 농도로 가정하 다.

작물자료로는 작물의 생육 단계,기간,뿌리깊이,작물계수,작물높

이,뿌리 분포 범 등이 필요하다.작물 입력 자료는 장모니터링,농

민의 농일지 농 진흥청 토마토 표 농교본을 이용하여 구축

하여 검·보정하 다. 한 SALTMED모형은 개발 당시 토마토 작물

을 상으로 모의되어 토마토 작물특성에 한 기본 입력 자료가 구축

되어있어,구축이 어려운 작물 자료는 모형 기본 값을 이용하 다

(Table4.11).

 



-108-

Parameter Value

Growthstagelengths(days)

cropstage initial develop mid late total

value 10 90 40 35 175

Cropfactors

Kc Kcb Fc h(m) LAI

initial.stage 0.7 0.15 0.2 0.1 0.5

mid.stage 0.95 0.95 0.4 1.5 4.0

end.stage 0.85 0.85 0.95 2.0 3.5

Leafnitrogencontent

leaf-N

fraction

leaf

biomass

fraction

Nmax

(gN

/gdry

weight)

Nmin

(gN

/gdry

weight)

0.2 0.3 0.2 0.001

Table4.11MaincropparameterfortomatoofSALTMED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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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모형의 보정 검정 결과

SALTMED 모형의 용성을 단하기 하여 토양수분,질소

EC를 보정을 통하여 4.4.1의 입력 자료를 구성하 다. 한,보정으로

정립된 입력 자료를 활용하여 모형을 검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보정을 한 최 화기법은 단순시행착오법을

사용하 고,목 함수로서 상 평균 오차 (RMAE,RelativeMean

AbsoluteError),평균제곱근오차 (RMSE,RootMeanSquareError)

을 이용하 다.값이 작을수록 측 값과 모의값 차이의 오차가 음

을 의미하며,식 (4.1)-(4.2)과 같이 산정한다 (최진용,1996;김학 ,

2009;최순군,2012).

RMAE 





  



  
(4.1)

RMSE 






  



 
 (4.2)

여기서,는 모의값,는 실측값,은 자료 수,
은 모의값의 평

균이다.

모형의 보정을 해서 시설재배지 토마토 작물을 상으로 첫 번째

토마토 농기간인 2012년 1-6월 수문,수질 자료를 이용하 으며,토

양수분,질소,EC순서로 보정을 진행하 다.모형의 검정은 두 번째

토마토 농기간인 2012년 7-12월 수문,수질 자료를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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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양수분

본 모형은 개지 을 기 으로 수평방향 수직방향 (토심)으로

모의가 가능하다.2011년 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당시 FDR을

기로부터 30cm 떨어진 지 에서 설치하 으며,토양수분 장비를

설치한 후 동일한 치에서 토양수분을 모니터링 하 다.하지만,시설

재배지 특성상 6개월에 한 번씩 정식을 하고 기를 교체하며,농민

이 농을 하면서 기의 치를 조 하는 경우가 생겨 실제로는

치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모의결과를 수평

방향 ( 기로부터 2cm,10cm,30cm,50cm) 수직방향 (FDR

설치 깊이 10,30,60,90cm) 치별로 구분하여 실측값과 비교하 다.

Fig.4.30-4.31은 모형의 보정기간동안의 토양수분 모의값과 실측값

의 산포도로써,토심별, 기와의 간격별 RMSE는 1.9-4.0 %,

RMAE는 0.1-0.3% 이었다. 기로부터 50cm 떨어진 지 (Fig.

4.31(b))에서의 토양수분 함량은 10cm토층에서는 과소 추청 되었으

며 RMSE,RMAE값도 높았다.하지만,RMAE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는데,값이 작을수록 측 값과 모의값의 오차가 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최순군,2012), 반 으로 모의값이 실측값의 경향을 반 하

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인 토양과 기존 논토양의 경계지 인 60

cm 토층에서 토양수분함량이 과다 추청 되었다.

수식을 기반으로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는 모형의 경우 논리구조

가 토성의 함량을 기반으로 모의하기에는 정 성이 요구되는 시설재

배지에서는 정 도를 반 하기 어려운 것으로 단되었다.토양수분

의 거동은 상부토층에 향을 받으나,상부토층이 인 토양일 경우 하

부토층과 조화를 이 안정화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안정화가 되기

까지는 선택류에 의한 토양수분 흐름이 크기 때문에,토양수분 함량이

이론 모델링 결과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단되었고,이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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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모의값과 실측값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단된다.이는 농

진흥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서명철 등,2010).

하지만,실측값 기반 모델링 결과 토양수분 변화 패턴은 모델링을 통

해 유사하게 모의되었다.

(a)2cm

(b)10cm

Fig.4.30Scatterplotsofdailysoilmoisturecontentatthe

protectedcultivationforthecalibrationperiod:(a)2cmapartfrom

irrigationsource,(b)10cm apartfrom irrigation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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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cm

(b)50cm

Fig.4.31Scatterplotsofdailysoilmoisturecontentatthe

protectedcultivationforthecalibrationperiod:(a)30cm apart

from irrigationsource,(b)50cm apartfrom irrigation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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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32-4.33은 모형의 검정기간동안의 토양수분 모의값과 실측값

의 산포도로써,토심별, 기와의 간격별 RMSE는 2.1-12.8%,

RMAE는 0.11-1.15% 이다. 체 토층에서 모의값을 실측값과 비교하

여 토양수분이 과다 추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이는 Table4.7토양수분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

이,첫 번째 농기간과 비교하여 토층에서 두 번째 농기간에 토

양수분 함량이 낮았다.첫 번째 농과 두 번째 농 사이에 성토는

하지 않았으나,정지작업을 하고 정식을 하면서 표층의 수리학 특성

에 변화가 생겨 이로 인해 하부토층이 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단

된다.하지만,토양수분의 변화 패턴을 모형 검정 결과 반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설재배지 모델링에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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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cm

(b)10cm

Fig.4.32Scatterplotsofdailysoilmoisturecontentatthe

protectedcultivationforthevalidationperiod:(a)2cm apartfrom

irrigationsource,(b)10cm apartfrom irrigation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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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cm

(b)50cm

Fig.4.33Scatterplotsofdailysoilmoisturecontentatthe

protectedcultivationforthevalidationperiod:(a)30cmapartfrom

irrigationsource,(b)50cm apartfrom irrigation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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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질소

본 모형은 <4.4.2가.토양수분>에서 언 하 듯이, 개지 기

수평방향 수직방향 (토심)으로 모의가 가능하다.질소 모델링 결과

는 4.3.3의 토양수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검·보정 하 다.토

양수 샘 러는 기로부터 약 30cm떨어진 지 에 설치하 다.토

양수 샘 링은 2주에 한 번씩 하 기 때문에,모의값의 2주 동안의 평

균값을 실측값과 비교하 으며,포텐셜의 차이를 이용하여 토양수가

토양수 샘 러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로부터 0-30cm 사

이 평균,0-50cm 사이 평균 질소 농도도 함께 비교하 다.모니터링

실측 결과를 수평방향 ( 기로부터 2cm,30cm,0-30cm,0-50

cm) 수직방향 (FDR설치 깊이 10,30,60,90cm) 치별로 구분

하여 비교하 다.

Fig.4.34-4.35는 모형의 보정기간동안의 질소의 모의값과 실측값의

산포도이며,표식의 가로 오차막 는 실측값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범

이다.보정결과,60cm이하 토층에서 모의값이 실측값보다 높게 모

의되어 양물질 집 상이 모의되었다.RMAE는 주로 0.7-1.3사이

으며,R2는 0.2-0.9사이 다.

Fig.4.36-4.37은 모형의 검정기간동안의 질소의 모의값과 실측값의

산포도이다.보정결과,150cm 토층에서의 모의값이 실측값보다 과다

추정되었으나,모의값이 실측값의 경향성을 반 하 다.RMAE는

0.3-3.4사이 으며,R2는 0.3-0.9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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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cm

(b)30cm

Fig.4.34Scatterplotsofdailynitrogencontentattheprotected

cultivationforthecalibrationperiod:(a)2cm apartfrom irrigation

source,(b)30cm apartfrom irrigation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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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cm

(b)0-50cm

Fig.4.35Scatterplotsofdailynitrogencontentattheprotected

cultivationforthecalibrationperiod:(a)0-30cm apartfrom

irrigationsource,(b)0-50cm apartfrom irrigation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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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cm

(b)30cm

Fig.4.36Scatterplotsofdailynitrogencontentattheprotected

cultivationforthevalidationperiod:(a)2cm apartfrom irrigation

source,(b)30cm apartfrom irrigation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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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cm

(b)0-50cm

Fig.4.37Scatterplotsofdailynitrogencontentattheprotected

cultivationforthevalidationperiod:(a)0-30cm apartfrom

irrigationsource,(b)0-50cm apartfrom irrigation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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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EC

EC의 모델링 결과는 4.3.3의 토양수 수질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

여 검·보정 하 다.모니터링 실측 결과를 모의값 수평방향 ( 기로

부터 2cm,30cm,0-30cm,0-50cm) 수직방향 (FDR설치 깊이

10,30,60,90cm) 치별로 구분하여 비교하 다.

Fig.4.38-4.39는 모형의 보정기간동안의 EC의 모의값과 실측값의

산포도이며,표식의 가로 오차막 는 실측값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범

이다.보정결과 30,60cm토층에서는 모의값이 과소 추정되는 경향

이 있었으나 15cm 토층을 제외하고는 모의값과 실측값의 경향성이

비슷하 다.150cm 토층에서는 모의값의 염의 집 상이 실측값보

다 높았다.RMAE는 주로 0.5-1.1사이 으며,R2는 0.3-0.9사이 다.

Fig.4.40-4.41는 모형의 검정기간동안의 EC의 모의값과 실측값의 산

포도이다.보정결과 검정결과와 유사하게 30,60cm토층에서는 모의값

이 과소 추정되는 경향이 있었으나 150cm토층을 제외하고는 모의값

과 실측값의 경향성이 비슷하 다.RMAE는 주로 0.3-2.1사이 으며,

R2는 0.2-0.6사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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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cm

(c)30cm

Fig.4.38ScatterplotsofdailyECattheprotectedcultivationfor

thecalibrationperiod:(a)2cmapartfromirrigationsource,(b)30

cm apartfrom irrigation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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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cm

(b)0-50cm

Fig.4.39ScatterplotsofdailyECattheprotectedcultivationfor

thecalibrationperiod:(a)0-30cmapartfromirrigationsource,(b)

0-50cm apartfrom irrigation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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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cm

(b)30cm

Fig.4.40ScatterplotsofdailyECattheprotectedcultivationfor

thecalibrationperiod:(a)2cmapartfromirrigationsource,(b)30

cm apartfrom irrigation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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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30cm

(b)0-50cm

Fig.4.41ScatterplotsofdailyECattheprotectedcultivationfor

thecalibrationperiod:(a)0-30cmapartfromirrigationsource,(b)

0-50cm apartfrom irrigation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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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고찰

Table4.12는 SALTMED모델링 결과 산정된 작물의 질소 흡수량,

용탈,시비량 증발산량, 개량이다.일반 으로 작물 생육의 질소

이용률은 략 33% 수 이며,나머지 67%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손

실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인복 등,2007).모델링 결과에서도 기비

시비를 많이 했던 첫 번째 농 시기에는 작물 생육의 질소 이용률은

약 26.5% 이었으며,작물의 재배기간이 상 으로 짧고 양물질

비량도 었던 두 번째 시기에는 54.5% 이었다

　

FCP1) SCP2)

amount
fraction

(%)
amount

fraction

(%)

Waterbalance(mm)

Irrigation 817.1 　 678.4 　

Evapotranspiration 499.3 61.1 349.6 42.8

leaching,

recharging,etc
317.8 38.9 328.8 40.2

Nitrogenflow (kgN/ha)

fertilizer 377.1 　 144.5

plantuptake 100.0 26.5 78.7 54.5

leaching 52.2 13.8 17.7 12.2

1)FCP:firstcroppingperiod

2)SCP:secondcroppingperiod

Table4.12SimulatedwaterbalanceandNitrogenflow inprotected

cultivation(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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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연구소 (2005)의 연구를 살펴보면,휴경기간 토지 이용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토마토 재배를 해 질소는 최소 82에서 최 418kg

N/ha를 시비하 고 이에 따른 작물 흡수량은 85kgN/ha(투입량

382kgN/ha)부터 138kgN/ha(투입량 359kgN/ha)이었다.투입량

이 82kgN/ha일 때도 휴경기간에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시비를 게

했음에도 작물 흡수량은 135kgN/ha이었다.본 연구에서도 2012년

시설재배지 토마토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모델링을 한 결과,토마

토의 질소 흡수량은 100.0kgN/ha(FCP),78.7kgN/ha(SCP)로써,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결과 값을 얻었다.따라서 재 구축된 모

델링을 기반으로 시설재배지 내에서 농에 따른 토양 지하침투

향을 모의 가능할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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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소 결

시설재배지는 연 시비를 하며 작물을 재배하는 집약 농업으로

재 행 농방법이 지속될 경우 토양 수질 오염이 심각할 수 있

다.본 연구에서는 시설재배지 토양은 기존 토지이용용도 던 논토양

과 달리,토양의 근군역 내 인의 집 토양수는 심토에서 질소가

집 되어 있어 양물질 집 형 토양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한,

양물질 다수는 수분이동에 따라 거동하기 때문에 과다 개시

양물질이 용탈될 가능성이 컸으며,특히,심토에 작물의 생육에 활

용되지 못하고 수분 이동에 따라 지하수로 용탈될 수 있는 잠재 오

염원인 NO3-N과 같은 양물질들이 근군역에 상응하는 농도만큼 검

출되었다.

기 과량의 기비 후 개는 다량의 양물질 손실을 지하침투

를 야기하 다. 정량의 수와 비,기비는 시설재배지에서 물 이

용효율을 증 시키고 질소 이용효율도 증 시킬 수 있지만,과다기비,

과다 개 비는 오히려 이용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 시설재배지

에서 오염원의 거동 기작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설재배지에서 농에 따른 질소 염의 분포,거동 용

탈가능성을 평가하기 하여 SALTMED모형을 모의,모델링 시스템

을 구축하 다.토양수분 보정결과 시설재배지 토양수분 모의값을

경향성을 반 하 으나,검정결과는 일부 과다 추정되었다.하지만 이

는 모델링의 문제이기 보다는 시설재배지의 휴경기간에 정식으로 인

한 표층의 토양의 수리학 특성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단된

다.질소와 EC의 검·보정 결과도 150cm 토층에서 과다 추정되었으

나,모형 검·보정 결과가 토양수분 질소,EC의 토층 내 패턴을 잘

반 하고 있어 시설재배지 모델링에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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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농도액비 시비에 따른 조림지

환경 향 모니터링 RZWQM의 용

5.1서론

최근 산림청 (2012)에서는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특용수 경제

림 조성 유휴토지 조림 사업을 추진하여 확 할 계획에 있다.특

히,바이오순환림은 2020년까지 총 110,116ha조성 계획에 있으며,채

종원 리를 한 우수종자 리 사업 등이 지속되고 있다.조림지는

지력회복 생산성 확보를 하여 꾸 한 시비를 필요로 한다. 한,

2012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지됨에 따라 가축분뇨

의 자원화 육상처리에 한 책이 실한 실정이다 (농 진흥청,

2007).따라서 화학비료 감소정책 자원순환농업의 일환으로써,조

림지에 시비하는 화학비료를 가축분뇨로 체하는 것이 안으로

두되고 있다.

가축분뇨를 시비하는 경우 냄새 고농도의 문제 등이 야기되어,

최근에는 가축분뇨를 액비화하여 시용하는 것이 확 되고 있다.특히

농도액비는 냄새가 거의 없고 농도도 낮아 화학비료를 신하여 자

원순환농업의 일원으로 조림지역에 용이 가능하고,건조시기에는

수분공 의 효과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농도액비는 수

목의 토양수분 흡수시 함께 흡수되어 작물 생육에 활용되지만,비록

농도가 낮지만 액체라는 성분 때문에 강우에 의해 유출되거나 토양수

분의 이동에 따라 지하침투 될 수 있어,시용량이나 시용 시기,시용

상에 따라 환경 작물 생육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

조림지에서의 액비시비는 수목 생장 증 ,밤나무 과실생산증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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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효과가 나타났고,포 러에 해서는 고농도 액비처리의 효과도

증명되었으며 (농 진흥청,2010b;여진기 등,2010),간척지 포 러림

에서는 농도액비 시비에 따라 토양개선효과 수목생장증 효과

가 나타났다 (Hongetal.,2013).

하지만,논과 밭에 액비 용연구와 비교하여 조림지에서의 액비 시

용에 따른 토양환경 양물질 거동에 한 연구는 미비하 다.논

과 밭에서의 액비 시용과 토양환경변화에 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화학비료를 사용한 조구보다 액비 시용 처리구에서 토양 pH나 무

기태 질소,교환성 칼륨,EC농도,유기물 함량이 약간 증가 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김 선 등,2003;김문철 등,2006;이종태 등,2006;

이상복 등,2007;박진면 등,2009a;박진면 등,2009b),토양 특성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철,2006).유실수,조림지 리

가 가능한 산림지역에의 액비 시용은 액비 용 상지를 확 하는

효과가 있으나 한편으로는 밭토양 논에서의 연구 사례와 유사하게

토양환경에 향을 미칠 수도 있다.

본 5장에서는 조림지에서 모니터링 기반 농도액비 시비에 따른

양물질 환경 향을 평가하고 분석하기 하여,1)바이오순환림,밤

나무재배지 유휴지를 연구 상지역을 선정하여,2)포장 내 수문

수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주기 으로 모니터링을 하 으

며,3)조림지의 천층지하수 토양,토양수 수질 특성 토양수분

수문 특성을 분석하 다. 한,4) 농도액비 시비에 따른 양물질

지하침투 모의를 하여 모니터링으로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하

여 토양 내 양물질 특성 지하침투 향,그리고 리방안을 제시

하기 하여,RZWQM 모형을 선정,5)모니터링 자료 기타 자료를

활용하여 모형의 입력 자료를 구축,6)모형의 검·보정을 통해 모델링

기반을 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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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상지역 선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5.2.1 상지역 선정

본 연구에서는 조림지에서 다음과 같이 모니터링 상지역을 선정

하 다.시험포장은 경기도 화성시 칠보산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동

에 치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밤나무재배지는

2009년 – 2011년 3년간)모니터링 시스템을 운 하 다.각 시험림별

측량자료 구축 결과 개략토양특성 (흙토람,http://soil.rda.go.kr)은

Table5.1과 같다.

Sites
Area

(㎡)

Altitude

(EL.m)

Slope

(degree°)
SoilSeries

BioPL1) 758
74.14)

(69.7-77.0)5)
13.5

(0.5-32.2)

Osan

(Coarseloamy,mesic

familyofTypic

Dystrudepts)

CnutPL2) 3,383
46.7

(36.9-57.6)

11.8

(3.2-16.9)

mab

(Verygooddrainage,

lithosol,hillland,acidic

rock,moderatelycoarse

textureorsiltyloam)

UnlandPL3) 1,767 52.0 -

apa

(Somepoordrainage,

graysoilandalluvial

soil)
1)BioPL:BioCirculationPlantation

2)CnutPL:ChestnutPlantation

3)UnlandPL:UnusedLandPlantation

4)average

5)():minimum – maximum

Table5.1Surveyingresultsandsoilseriescharacteristicsineach

experimental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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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바이오순환림 (BioPL)

경기도 화성시에 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어천시험림 내의 바이오순

환림은 목질계 바이오매스 수종으로써 우리나라 기후풍토에 합하고

생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백합나무 (Liriodendrontulipifera)로

조성되어 있다 (곽기섭 등,2009).본 시험림의 면 은 약 758m2,평

균고도는 46.7m,평균경사는 13.5degree이며,배수가 매우 양호한

암쇄토,산성암의 사양토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다.돌 바 가 많고 자

갈이 많으나,수종생장이 가능한 토양인 형 인 우리나라 임지 토양

특성을 지니고 있다.

나.밤나무재배지 (CnutPL)

밤나무 (Castaneacrenata)재배지는 경기도 화성시에 치한 국립산

림과학원 칠보산 내에 치하고 있다.바이오순환림보다 하류 쪽에

치하고 있으며,과실수 특성상 지속 인 시비가 이루어져온 지역이다.

밤나무는 일반 밭작물과는 시비 리방법이 상이하지만 최근 무분별한

화학비료 시비로 토양생태계의 불균형이 야기하고 있어 새로운 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본 시험림의 면 은 약 3,383m2,평균고도는

74.1m,평균경사는 11.8degree이며,배수가 양호한 암쇄토,구릉,산

성암,사양질 내지 식양질로 구성되어 있다.

다.유휴지 (UnlandPL)

유휴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치하고 있으며,2008

년 사시,양황철,이태리포 러 등 1년생 포 러 나무를 식재하여

조성하 다.포 러는 증산능력 오염물질 흡수 능력이 우수한 수종

으로 가축분뇨 처리방안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본 시험림의 면

은 약 1,767m2,평균고도는 52.0m이며,경사가 없고 배수가 약간 불

량한,회색토 충 토의 미사질 내지 식질 토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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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08년부터 2012년까지 3개의 모니터링 지역에서 모니터링 시스템

을 구축하고 농도액비 시용에 따른 토양 수질환경을 모니터링

하 다.Fig.5.1은 조림지 양물질 거동 모니터링 요소로써,조림지

에서의 양물질 환경 향을 평가하고 지하침투를 모니터링하기 해

서는 각 시험림의 토층별 토양수,토양 양물질 거동 기작이 되는

토양수분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Fig.5.1기반 주요 모니터링 항목

은 수문 모니터링 요소로는 강수량 토양수분,수질 모니터링 요소

로는 토양,토양수 천층지하수이며 (Table5.2),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황은 Fig.5.2와 같다.

Fig.5.1Waterandnutrientflow inforest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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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Monitoringperiod Locations Equipmentinstalled

SoilWater
Weekly

duringgrowingperiod

(May.toSep.)

from 2008/2009to2011

LCLM1)application

(40,80cm

atthreelocations)
soilwatersamplers

(1900L,ENVCO,

Auckland,New Zealand)Ctrl2)

(40,80cm attwolocations)

Shallow Groundwater

(SGW)

Upstream (UP)

Downstream (DW)
-

SoilSample

4timesperyear

(before,duringandafter

LCLM applicationperiod)

20cm intervals

from surfaceto100cm soil

layer

(0,20,40,60,80cm)

Auger

SoilMoistureContent every1hours
0,20,40,60cm

(BioPLandCnutPLplot)
EnviroSMARTFDR

Shallow Groundwater

Level
every1hours everySGW wells pressuretypelevelmeter

Precipitation everyrainfallevents CnutPLplot
Tippingbuckettype

ARG100raingauge

1)LCLM:Low ConcentrationLiqiudManure

2)Ctrl:Control

Table5.2Monitoringitemsandinstalled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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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ioPL

(b) CnutPL

(c) UnlandPL

Fig.5.2Fieldexperiment;placementofexperimental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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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문자료 구축

1)기상자료

강수량 모니터링을 하여 밤나무재배지에 2010년 5월 강우계를 설

치하 다.2008년부터 2010년 4월까지 강수량은 모니터링 지 과 근

한 수원 자동기상 측소 (AWS,AutomaticWeatherStation)의 시

단 강수량을 활용하 으며,그 외의 기상자료 (습도,기온,일조시

간,풍속)는 수원 기상측후소의 자료를 활용하 다.Fig.5.3은 수원

기상측후소의 30년 평균 2008-2011년 기온,강수량 일조시간으

로써,최근 4년간 평균기온은 12.4℃로,평년 평균기온은 11.8℃보다

약간 높았으며,일조시간은 평년 최근 4년간 평균 5.9시간으로 비

슷하 다.강수량은 최근 4년간 연 평균 강수량이 1,582mm로 평년

1,304mm 보다 증가하 다.특히 6-7월 강수량이 증가하여,최근 4년

간 총 강수량의 81%가 6-8월에 집 되었다.

Fig.5.3Monthlytotalprecipitationandaverageofaverage,

minimum andmaximum temperatureandsunshinehourin

Suwonweatherstation(1982-2011and2008-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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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토양수분

강수에 의한 토양수분 충 ,이동 수목에 의한 토양수분 소비는

양물질 거동의 요한 역할을 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양수분

모의를 하여 바이오순환림 밤나무재배지에 2010년 5월 FDR을

설치하여 2010-2011년 20,40,60,80cm 토층에서 토양수분을 1시간

간격으로 모니터링 하 다.

나.토양

농도액비 시비 여부에 따른 토양 내 양물질 집 여부를 단하

기 하여 액비 시비 , 간,후에 표층에서부터 20cm 간격으로

100cm 까지 토양시료를 샘 링 하 다. 한,액비처리를 하지 않은

지역에서도 양물질 함량 비교를 하여 동일한 시기에 샘 링을 하

다.토성 분석 결과 (Table5.3),바이오순환림,밤나무배재지 모두

사양토 (sandyloam)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유휴지는 밤나무재배지

와 비교하여, 토 (claysoil)비 이 높은 식양토,양토 는 미사질

식양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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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
Soillayer Sand Silt Clay

Soiltype
cm %

BioPL

0-20 57.7 25.8 16.4

SandyLoam

20-40 52.1 29.3 18.6

40-60 56.1 25.0 18.9

60-80 57.6 23.6 18.9

80-100 56.4 26.8 16.8

CnutPL

0-20 64.1 19.9 16.0

SandyLoam

20-40 64.6 18.6 16.8

40-60 65.5 18.9 15.5

60-80 69.2 17.3 13.5

80-100 64.1 21.2 14.7

UnlandPL

0-20 51.6 27.8 20.5 SandyClayLoam

20-40 49.1 28.3 22.6
Loam

40-60 43.0 32.2 24.8

60-80 42.4 32.6 25.0
ClayLoam

80-100 41.6 25.0 33.4

1)BioPL:Biocirculationplantation

2)CnutPL:Chestnutplantation

3)UnlandPL:Unusedlandplantation

Table5.3Soiltextureclassificationinexperimentalfields:BioPL,

CnutPLandUnlandPL



- 139 -

다.수질자료 구축

1)토양수

본 연구에서는 농도액비 시용에 따른 토양수 수질과의 향을 평

가하고 천층지하수로의 이동 가능성을 단하기 하여 Fig.5.2과 같

이 농도액비 처리구 (LCLM,Low ConcentrationLiquidManure)에

토양수 샘 러를 40,80cm 지 에 설치하 다.2008,2009년에는 2반

복 실험을 하 으며,2010,2011년에는 3반복 실험을 하 다. 한, 농

도액비 처리구와의 비교를 하여 무처리구 (Ctrl,Control)40,80cm

토층에 토양수 샘 러를 2반복 구성하 다.토양수는 수목의 생육기간

인 5-9월 매주 농도액비 처리구와 무처리구에서 각각 샘 링 하 다.

2)천층지하수

토양수분은 토양 내에 충 되어 작물의 소비에 이용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천층지하수로 침루 (percolation)된다. 농도액비 시비에 따른

양물질의 토양 내 거동은 천층지하수 지하수 수질에 향을

수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림지 천층지하수 특성을 악하고,

농도액비 시용에 따른 지하수 수질 향을 살펴보기 하여 바이오

순환림 유휴지에는 시험림의 상류 하류지역에 천층지하수공을

설치하 다.밤나무재배지에서는 상류지 천층지하수공을 설치하는

데 한계가 있어 하류지역 2지 에 지하수공을 설치하 다.천층지하

수는 2008-2011년 모니터링 기간 동안 매주 2리터씩 샘 링 하 으

며,바이오순환림 지하수 샘 링 상류지역은 표고 EL94.0m,하류지

역은 표고 EL82.0m,밤나무재배지 지하수 샘 링 지 표고는 EL

44.7m,EL47.6m,유휴지의 지하수 샘 링 표고는 상류 EL47.6m,

하류 EL45.8m 이다.조림지의 천층지하수 표고는 4.2.2의 농업유역

시설재배지 논 우 지역과 비교하여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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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농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양물질을 농도액비

SCB(SlurryCompositing-Biofiltration,퇴비단여과)액비로 제공하

다.SCB액비는 냄새가 거의 없고 균질하며, 호스,분무살포

개수 혼입살포 등의 방법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농 진흥

청,2007).본 연구에서 시용한 농도액비의 화학 인 특성은 Table

5.4-5.6과 같으며,조림지별 농도액비 처리 기간 생육단계는

Table5.7와 같다.

바이오순환림에서는 생육기간동안 일주일에 한번 백합나무 한 개체

당 20L의 농도액비를 처리하 다.20L/week/tree산정 기 은 다

음과 같으며,모델링 입력 자료도 다음 가정을 이용하여 구축하 다

(농 진흥청,2010a).

·1ha당 백합나무 1,000본을 식재한다고 가정

·백합나무 재배에 당한 질소 기비량:200kg/ha(10년생 기 )

· 농도액비 질소함량 0.07% (Table5.4)가정

본 연구에 사용된 농도액비는 2008-2009년도에는 국립축산과학원

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2008년에는 가정보다 액비 농도가 낮았고,

2009년은 가정과 동일한 액비를 시비하 다.하지만,2010,2011년은 구

제역의 여 로 2010년에는 경남 고성의 액비제조시설,2011년에는 부여

친환경자원화센터로부터 제공받았다.따라서 2010년과 2011년에 시비

한 액비는 부숙이 덜 된 액비 으며,2011년은 액비의 농도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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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pH T-N T-P Na Mg K Ca

- (%) (mg/kg)

2008 8.27 0.04 65.6 381.0 2.64 1,872 69.1

2009 8.00
0.07

±0.01

66.8

±3.7

200.7

±7.4

4.51

±0.23

918

±24

45.7

±2.3

2010 8.33
0.07

±0.01

88.8

±1.7

558.7

±5.4

10.63

±0.28

3,205

±18

45.9

±0.6

2011 8.76
0.15

±0.01

929.0

±15.0

3,162.8

±41.5

42.96

±0.85

15,138

±352

567.2

±10.7

source:국립산림과학원,2012

Table5.4Chemicalcompositionoflowconcentrationliquidmanure

fertilizerinBio-Circulationplantation(BioPL)sites

밤나무재배지에서는 생육기간동안 일주일에 두 번 밤나무 한 개체

당 24L의 농도액비를 처리하 다.밤나무재배지에 시비한 액비의

화학 특성은 Table5.5와 같으며,2011년은 구제역의 여 로 액비

수 에 어려움이 있어 바이오순환림과 동일한 액비를 시비하 다.

Year
pH T-N T-P NO3-N NH4-N

- (%) (mg/kg)

2009-2010 8.8 0.07 91.6 6.9 80.3

2011 sameasintheBioPL

source:농 진흥청,2010a

Table5.5Chemicalcompositionoflow concentrationliquidmanure

fertilizerinChestnutPlantation(CnutPL)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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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지에서는 묘목의 잎이 완 히 자란 6월부터 생장이 정지하기

시작하는 9월까지 표토가 건조할 때 시비하 으며,2008년에는 본당 3

L씩 (84g),2009-2010년에는 본당 5L씩,2011년에는 액비 수 에

어려움이 있어 부분을 9월에 시비하 다.유휴지에서 시비한 농

도액비의 화학 특성은 Table5.6과 같다.

Year
pH T-N T-P NO3-N NH4-N

- (%) (mg/kg)

2008 7.95 0.08 110 21.9 56.5

2009 7.32 0.03 51 460.4 95.3

2011 7.95 0.08 110 56.5 211.9

2011 7.95 0.08 110 56.5 211.9

Table5.6Chemicalcompositionoflowconcentrationliquidmanure

fertilizerinUnusedLandPlantation(UnlandPL)sites

Sites Year Applicationtimes Applicationperiods

BioPL

2008 13 Jul.11– Sep.26
2009 22 Jun.4– Sep.18

2010 13 Jun.25– Sep.3

2011 15 Jun.17– Sep.14

CnutPL

2009 40 Apr.30– Sep.10

2010 25 May4– Aug.27

2011 22 Apr.28– Aug.30

UnlandPL

2008 35 Jun.28– Sep.26

2009 19 May27– Aug.25
2010 23 Jun.24– Sep.11

2011 19 Jul.3– Sep.30

Table5.7Applicationtimesandperiodsoflowconcentrationliquid

man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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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모니터링 황 분석항목

본 연구에서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토양수는 바이오순환림

유휴지에서 총 80회 (BioPL(n=390),UnlandPL(n=476)),밤나무재배지

에서 60회 (n=308)샘 링 하 으며,지하수는 바이오순환림,유휴지

에서는 80회 (n=156),밤나무재배지에서는 60회 (n=116)샘 링 하

다.토양은 바이오순환림,밤나무재배지에서 13회,밤나무재배지에서

10회 샘 링 하 다.

샘 링한 시료는 서울 학교 농업과학공동기기센터 (NICEM)에 의

뢰·분석하 다 (분석 항목 분석 방법은 Table4.5참고).토양수와

지하수는 pH,EC 양물질로써 TN,NO3-N,TP를 분석하 으며,

그 외에 속 양이온을 분석하 다.토양은 NO3-N,TN,TP등

양물질을 분석하 다.

한,지하수 오염여부를 결정하는 표 항목인 NO3-N가 농도액

비 시용에 의한 향인지를 단하기 하여 천층지하수 수질 모니터

링 결과 NO3-N농도가 높았던 시기에 하여 동 원소 분석을 하

다.질산성질소의 기원을 별하기 하여 서울 학교 농생명과학

공동기기원의 안정성 동 원소비 질량분석기 (IsoPrime-EA,

Micromass,UK)를 이용하여 질소 동 원소비 (N)를 분석하 다.

질소 동 원소비는 가축분뇨에서 유래될 수 있는 질산성질소의 오염

원을 별하는데 용 가능하다고 단되는 방법으로써 (고한종 등,

2005;홍은미 등,2010),산정방법은 식 (5.1)-(5.2)와 같다.

N  Rstandard

Rsam ple  Rstandard
 × (5.1)

R N N

N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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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으로 이용되는 오염원에 따른 지하수 질소동 원소 값의

범 는 주 오염원이 화학비료의 경우 -3∼ +5‰,화학비료와 분뇨가

혼합된 경우는 +5∼ +8‰,분뇨인 경우는 +8∼ +20‰이다 (최우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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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조림지 양물질 환경 향 모니터링

5.3.1조림지 토양 특성

Fig.5.4–5.6은 조림지에서의 농도액비 시비구 무처리구에서

의 모니터링 기간 체의 토양 TN,TP의 평균 최솟값,최댓값 범

이다.3개 조림지 모두 반 으로 표층에서 TN TP농도가 높

고,하부토층으로 가면서 농도가 감소하 다.

TN농도는 바이오순환림 (Fig.5.4)토양 무처리구에서는 평균 0.07

(60-80cm)-0.16% (0-20cm), 농도액비 처리구에서는 평균 0.08

(60-80cm)-0.23% (0-20cm)이었다.밤나무재배지 (Fig.5.5)토양

무처리구에서는 평균 0.04(60-80cm)-0.11% (0-20cm), 농도액비

처리구에서는 평균 0.05(60-80cm)-0.14% (0-20cm)이었다.유휴지

(Fig.5.6)토양 무처리구에서는 평균 0.05(20-40cm을 제외한 토

층)-0.06% (20-40cm), 농도액비 처리구에서는 평균 0.03(60-80

cm)-0.05% (0-20cm)이었다.TP농도는 바이오순환림 토양 무처리

구에서는 평균 114(60-80cm)-136mg/kg(0-20cm), 농도액비 처

리구에서는 평균 121(60-80cm)-171mg/kg(0-20cm)이었다.밤나

무재배지 토양 무처리구에서는 평균 87(60-80cm)-191mg/kg(0-20

cm), 농도액비 처리구에서는 평균 111(60-80cm)-232mg/kg

(0-20cm)이었다.유휴지 토양 무처리구에서는 평균 127(60-80

cm)-198mg/kg (20-40cm), 농도액비 처리구에서는 평균 167

(40-60cm)-183mg/kg(60-80cm)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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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4SoilchemicalpropertiesofBioPLfor4years;Different

lettersabovebarsindicatestatisticaldifferencebetweenLCLM and

Ctrlatthesignificancelevelof0.05,lineinboxisnutrient

concentrationbetweenmin.andm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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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5SoilchemicalpropertiesofCnutPLfor3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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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6SoilchemicalpropertiesofUnlandPLfor4years.Different

lettersabovebarsindicatestatisticaldifferencebetweenLCLM and

Ctrlforthegivendepthatthesignificancelevelof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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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순환림은 다른 조림지와 비교하여 토양 입자 내 질소함량이

높은 반면,밤나무재배지 (Fig.5.5)와 유휴지 (Fig.5.6)는 인의 함량이

높았다. 반 으로 표층에서는 무처리구와 비교하여 농도액비 처

리구에서 양물질의 평균 최댓값,편차가 더 컸으나,바이오순환

림 표층 (0-20cm)을 제외하고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

다. 한,천 일 등 (2012)의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

토양의 TN 평균은 0.12-0.25%로,본 연구 상지도 농도액비 처리

구와 무처리구 구분 없이 유사한 결과를 보 다.모니터링 기간 체

의 토양 내 평균 양물질 함량을 비교해본 결과,4년 동안 농도액

비를 시비함에 따라 질소와 인의 양물질 성분이 토양 내에 유입되

었으나,액비시비가 토양입자 내의 양물질 흡착에는 크게 향을 주

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하지만,시계열 변화에 따라 농도액비 시

비가 토양 내 양물질 농도 변화에 미치는 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토양샘 링 결과를 시계열로 분석해보았다.

Fig.5.7-5.8은 바이오순환림 농도액비 처리구와 무처리구에서의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토양 TN TP의 시계열 변화이다.토양의

TN농도는 2008년 6월 (Ctrl:0.11% (20cm),LCLM:0.18% (20cm))

과 비교하여 2011년 11월 (Ctrl:0.18% (20cm),LCLM:0.28% (20

cm))액비처리구뿐 아니라 무처리구에서도 농도가 증가하 다.특히,

표층 (0-20cm)에서는 수목 생육이 멈추고 겨울에서 으로 넘어가면

서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이는 철 낙엽 분해로 인한 질소

의 유입 때문이라고 보인다.하지만,액비 처리구의 경우 증가폭이 무

처리구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이것은 액비 시비에 의해 엽내

질소 농도가 증가하고,이로 인해 낙엽의 분해 시,질소의 유출이 증

가하는 상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질소 시비에 의해 낙엽 내 질소

함량의 증가가 직 으로 낙엽분해율의 증가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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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같은 양이 분해되더라도 질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어 토양

으로 유입되는 질소의 양은 증가할 수 있으며,척박한 토양에서는 토

양을 비옥하게 만들 수 있다 (Prescott,1995;Prescottetal.,1999;

Agrenetal.,2001;Knorretal.,2005).

2008-2011년 토양 내 TP는, 농도액비 처리구에서 무처리구보다

반 으로 높았다. 한,2008년 6월 (Ctrl:115.3mg/kg(20cm),

LCLM:143.3mg/kg(20cm))과 비교하여 2011년 11월 (Ctrl:169.1

mg/kg(20cm),LCLM:217.6mg/kg(20cm))액비처리구뿐 아니라

무처리구에서도 농도가 증가하 다.하지만,20cm 이하 토층에서는

무처리구와 액비처리구 모두 시계열변화에 따른 인의 변화의 변동성

이 었으며,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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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cm (b)20-40cm

(c)40-60cm (d)60-80cm

Fig.5.7TemporalchangesofsoilTNconcentrationin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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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cm (b)20-40cm

(c)40-60cm (d)60-80cm

Fig.5.8TemporalchangesofsoilTPconcentrationin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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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9-5.10은 밤나무재배지에서 농도액비 처리구와 무처리구

에서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토양 TN TP시계열 변화이다.토

양의 TN농도는 2009년 6월 (Ctrl:0.10% (20cm),LCLM:0.07% (20

cm))과 비교하여 2011년 11월 (Ctrl:0.12% (20cm),LCLM:0.19%

(20cm))액비처리구에서는 약간 증가하고,무처리구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하지만,토양 내 TN농도는 무처리구 액비처리구의

차이가 미비하 으며,Fig.5.7의 바이오순환림의 TN농도와 비교하

여도 낮은 수치 다.

2009-2011년 토양 내 TP는, 농도액비 처리구에서 무처리구보다

반 으로 높았다.2009년 6월 (Ctrl:131.1mg/kg(20cm),LCLM:

170.2mg/kg(20cm))과 비교하여 2011년 11월 (Ctrl:207.6mg/kg

(20cm),LCLM:240.9mg/kg(20cm))액비처리구뿐 아니라 무처리

구에서도 농도가 증가하 다.하지만,20cm 이하 토층에서는 무처리

구와 액비처리구 모두 시계열변화에 따른 인의 변화의 변동성이 었

으며,유의미한 차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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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cm (b)20-40cm

(c)40-60cm (d)60-80cm

Fig.5.9TemporalchangesofsoilTNconcentrationinCnu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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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cm (b)20-40cm

(c)40-60cm (d)60-80cm

Fig.5.10TemporalchangesofsoilTPconcentrationinCnu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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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1-5.12는 유휴지에서 농도액비 처리구와 무처리구에서의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토양 TN TP시계열 변화이다.유휴지 역

시,액비처리구와 무처리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TP는 표

층 (0-20cm)에서 농도액비 시비에 따라 농도가 높아졌다.토양의

TN농도는 2008년 6월 (Ctrl:0.04% (20cm),LCLM:0.05% (20cm))

과 비교하여 2011년 11월 (Ctrl:0.05% (20cm),LCLM:0.07% (20

cm))액비처리구에서는 약간 증가하고,무처리구에서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한,20089년 6월 (Ctrl:154.1mg/kg (20cm),LCLM:189.3

mg/kg(20cm))과 비교하여 2011년 11월 (Ctrl:204.5mg/kg(20

cm),LCLM:255.2mg/kg(20cm))액비처리구뿐 아니라 무처리구에

서도 농도가 증가하 다.하지만,20cm 이하 토층에서는 무처리구와

액비처리구 모두 시계열변화에 따른 인의 변화의 변동성이 었으며,

유의미한 차이도 없었다.

조림지에서 농도액비 시비에 따른 토양 모니터링 결과,표층에서

질소와 인의 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으나,액비처리구와 무처리

구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농도액비 시비가 토양 입자 내

양물질 흡착에는 큰 향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 한, 농도액비

시비와 무 하게 조림지 자체 토양의 작물 생육이 활발해짐에 따라

일부 집 되었다.액비는 고형물 형태가 아닌 액체 형태로써,토양수

분의 흐름에 따라 거동한다.따라서,토양 입자 내 흡착되어있는 양

물질 농도는 으나,작물에 의해 소비되지 않고 수분이동과 함께 지

하 침투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이에 한 모니터링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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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cm (b)20-40cm

(c)40-60cm (d)60-80cm

Fig.5.11TemporalchangesofsoilTNconcentrationinUnland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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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0cm (b)20-40cm

(c)40-60cm (d)60-80cm

Fig.5.12TemporalchangesofsoilTPconcentrationinUnland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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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조림지 토양수분 특성 분석

Fig.5.13-5.14는 바이오순환림 밤나무재배지에서 2010-2011년

토양수분 모니터링 결과의 월별 통계 특성이다.바이오순환림에서

는 0-40cm 토층에서는 토양수분 함량이 0-20cm 토층에서 평균

18.6% (10.3-23.6%),20-40cm 토층에서 평균 20.4% (11.6-25.3%)로

높은 반면,40-80cm토층에서는 토양수분 평균 함량은 40-60cm토

층에서 평균 8.0% (3.8-16.1%),60-80 cm 토층에서 평균 5.2%

(1.2-16.8%)로 낮지만,편차 변동계수는 60-80cm 토층 (편차:

5.8%,변동계수:0.8)로 0-40cm 토층 (0-20cm 토층 편차:2.0%,

20-40cm토층 편차:1.8%,변동계수:0.1)보다 높았다.밤나무재배지

에서는 토양수분 함량이 0-20cm 토층에서 평균 15.6% (6.8-21.4%),

20-40cm 토층에서 평균 20.0% (12.6-24.8%),40-60cm 토층에서 평

균 21.7% (11.9-21.7%),60-80cm토층에서 평균 23.8% (17.3-31.2%)

로 토층이 깊어질수록 평균 토양수분 함량이 높아졌다.편차 변동

계수는 바이오순환림과 달리 0-20cm 토층 (편차:2.6,변동계수:0.2)

에서 가장 높았으며,20cm이하 토층에서는 비슷하 다.이는 밤나무

재배지는 사토로 배수가 빠르기 때문에 표층에서 강수의 향을 크게

받기 때문으로 단된다.

바이오순홤림 토양수분 모니터링 결과는 유효토심이 얕은 산림토양

의 형 인 특성으로,바이오순환림의 정 토양토 특성을 살펴보면,

50-100cm토층이 C1층으로 자갈과 잔돌이 있으며,실제 토양 샘 링

시 단면 조사 결과,60cm 이하 토층에서는 토양구조를 형성하고 있

으나,풍화가 덜 진행된 잔돌이 함께 샘 링 되었었다.B층과 C층의

경계 토층에서는 평상시에는 최소 토양수분 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강우가 많이 발생시 토양수분이 포화상태로 증가하고 바이오순환림처

럼 심토의 토양 내 유거속도가 빠른 지역은 포화상태로 충 된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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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빠른 속도로 토양수분이 력수로 배제 된다.토양수분 필요량에

비해 선행토양수분이 상 으로 은 4-6,9-10월은 토양수분 충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선행토양수분함량 강우강도가 큰

7-8월의 경우 많은 양의 강수가 력수로 배제되기 때문에 (홍은미

등,2012),액비를 시용시에는 주의가 필요로 한다.

한,밤나무재배지 바이오순환림 모두 겨울철 토양수분 특성을

보면,강수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표층 (0-20cm)에서 토양수분함량

이 낮으나 변동성이 컸다.이는,겨울철 강설 발생시 낙엽층 에 이

쌓이고 얼어 표층은 상 으로 수분공 을 받지 못하여 토양수분 함

량이 감소하게 된다.이때 기온이 올라가면 토양이 융해되면서 토양수

분 함량이 증가하게 되며,기온의 변화 때문에 융해와 동결이 반복되

게 된다.따라서 겨울철 는 늦가을 액비를 시비할 경우 액비가 토양

내 침투되지 못하고 낙엽층에 남아 토층에 질소 양물질을 충 시키

고 다음해 에 수목의 생육에 필요한 양물질을 미리 장하는 충

효과가 있을 수도 잇다.하지만 필요이상으로 시비될 경우 기온이

올라갈 때 휘산되거나, 철 융해되면서 작물이 소비하지 못하고 유출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철 설의 융해는 토층 내 토양수분을

충 시키는 효과가 있어,겨울철 설량이 을 경우 철까지 토양

건조 상태가 유지되어 수목 생육에 수분부족 상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강설량이 을 경우 철 액비시용은 수분 공 효과도 있을

것으로 단된다 (홍은미 등,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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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and40cm (monthlysoilmoisturecontent)

(b)60and90cm (monthlysoilmoisturecontent)

(c)Dailysoilmoisturecontent

Fig.5.13Monthlydescriptivestatisticalcharacteristicsanddaily

variationsofsoilmoisturecontentsduring2010-2011: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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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and40cm (monthlysoilmoisturecontent)

(b)60and90cm (monthlysoilmoisturecontent)

(c)Dailysoilmoisturecontent

Fig.5.14Monthlydescriptivestatisticalcharacteristicsanddaily

variationsofsoilmoisturecontentsduring2010-2011:CnutPL



- 163 -

5.3.3조림지 양물질 지하침투 모니터링

가.토양수

Fig.5.15-5.17는 조림지에서의 모니터링 기간 동안 (2008-2011년)

농도액비 처리구와 무처리구에서의 NO3-N TP의 토심별 평균,

앙값,최댓값 최솟값이다.NO3-N의 경우 바이오순환림에서는

40cm토층에서는 농도액비 처리구에서는 평균 8.3mg/l(ND(Not

Detectableconcentration)-33.0mg/l),무처리구에서는 평균 2.7mg/l

(ND-21.1mg/l)이며,80cm 토층에서는 농도액비 처리구에서는

평균 12.7mg/l(ND-57.9mg/l),무처리구에서는 평균 2.8mg/l

(ND-10.3mg/l)이었다.밤나무재배지에서는 40cm 토층에서는 농

도액비 처리구에서는 평균 13.2mg/l(ND-83.2mg/l),무처리구에서

는 평균 3.0mg/l(ND-20.3mg/l)이며,80cm 토층에서는 농도액

비 처리구에서는 평균 14.3mg/l(ND-43.8mg/l),무처리구에서는 평

균 5.8mg/l(ND-28.6mg/l)이었다.유휴지에서는 40cm토층에서는

농도액비 처리구에서는 평균 13.6mg/l(ND-52.4mg/l),무처리구

에서는 평균 1.5mg/l(ND-24.9mg/l)이며,80cm 토층에서는 농

도액비 처리구에서는 평균 35.1mg/l(ND-195.3mg/l),무처리구에서

는 평균 0.5mg/l(ND-5.0mg/l)이다.NO3-N평균 농도 편차는

3개 모니터링 지역에서 농도액비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p<0.05),40cm토층과 비교하여 80cm토층의 토양수에서의 농도가

더 높았다.

TP의 경우 바이오순환림에서는 40cm 토층에서는 농도액비 처

리구에서는 평균 0.04mg/l(ND-0.39mg/l),무처리구에서는 평균

0.08mg/l(ND-0.52mg/l)이며,80cm 토층에서는 농도액비 처리

구에서는 평균 0.04mg/l(ND-0.31mg/l),무처리구에서는 평균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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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l(ND-0.17mg/l)이었다.밤나무재배지에서는 40cm토층에서는

농도액비 처리구에서는 평균 0.04mg/l(ND-0.14mg/l),무처리구

에서는 평균 0.02mg/l(ND-0.11mg/l)이며,80cm토층에서는 농

도액비 처리구에서는 평균 0.05mg/l(ND-0.79mg/l),무처리구에서

는 평균 0.02mg/l(ND-0.10mg/l)이었다.유휴지에서는 40cm토층

에서는 농도액비 처리구에서는 평균 0.14mg/l(ND-0.62mg/l),무

처리구에서는 평균 0.17mg/l(ND-1.52mg/l)이며,80cm 토층에서

는 농도액비 처리구에서는 평균 0.10mg/l(ND-0.56mg/l),무처리

구에서는 평균 0.07mg/l(ND-0.52mg/l)이다.바이오순환림 유휴

지 40cm 토층에서는 무처리구에서 농도액비 처리구보다 TP농도

가 높았으며,액비처리구와 무처리구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0.05).인은 흡착성이 강하여 토양입자에 흡착하여 존재하는 것이

일반 이다.5.3.1의 토양 모니터링 결과를 볼 수 있듯이,0-20cm 표

층 토양 입자에 흡착되어 있는 인의 농도는 농도액비 처리구에서

무처리구와 비교하여 상 으로 높지만,토양수에 용해되는 성질이

약하기 때문에 토양수 내에서는 거의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즉, 농도액비 시비에 의한 인의 토양 내 유입은 고농도가 아니면 토

양수 흐름에 따른 양물질 지하침투에는 NO3-N와 비교하여 큰 향

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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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5NO3-NandTPconcentrationsofsoilwaterofBioPLfor

4years;Differentlettersabovebarsindicatestatisticaldifference

betweenLCLM andCtrlforthegivendepthatthesignificance

levelof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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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6NO3-NandTPconcentrationsofsoilwaterofCnutPLfor

3years;Differentlettersabovebarsindicatestatisticaldifference

betweenLCLM andCtrlforthegivendepthatthesignificance

levelof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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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7NO3-NandTPconcentrationsofsoilwaterofUnlandPL

for4years;Differentlettersabovebarsindicatestatistical

differencebetweenLCLM andCtrlforthegivendepthatthe

significancelevelof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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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액비 시비에 따른 NO3-N TP농도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

보고,강수 농도액비 시비와의 계를 분석해보았다.Fig.

5.18-5.20은 토층별 (40,80cm),월별 NO3-N TP평균 농도와 강

수량, 농도액비 시비횟수를 도식화한 것이다.3개 모니터링 지역 모

두 농도의 부숙이 잘된 정상 인 액비시비가 이루어진 2008년에는

액비 시용구와 무처리구의 농도차이가 미비하 다.

2009년도 바이오순환림은 4,5월 액비처리구에서 NO3-N농도가 증

가하 으나,작물생육이 시작되면서 토양수 NO3-N농도는 액비시용

을 함에도 불구하고 감소하 다.2008년 겨울과 2009년 사이의

농도액비 처리구에서의 NO3-N농도 증가는 2009년 시비하여 소비되

지 않고 집 된 농도액비가 작물이 소비하기 용탈되었을 수도

있으나,수목 생장이 활발하여 그로 인한 부산물이 질소농도 증가에

향을 미쳤을 수 있다.무처리구에서도 NO3-N농도가 증가한 이유

도 미생물 활동과 낙엽 부식,뿌리 부식 등으로 토양에 질소가 집 되

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2010년은 2008,2009년과 비교하여 상 으로 고농도의 액비를 시

비함으로써 바이오순환림에서 액비시비를 시작한 후 토양수 농도가

증가하 으나,10월에는 액비처리구와 무처리구 NO3-N농도가 유사

하 다.하지만,8월에는 80cm 토층에서의 토양수 농도가 40cm 토

층보다 높아지면서 강수발생에 의해 작물에 소비되지 않고 일부는 용

탈된 것으로 단된다.시기에 따라 무처리구에서도 낙엽 부산물의

향 강수 내 질소의 향으로 NO3-N농도가 높았다.하지만 농

도액비 처리구에서 농도 편차가 더 컸다.

2011년은 액비 수 이 어려워 부숙이 덜 된 고농도 액비를 시비하

다.바이오순환림,밤나무재배지 모두 토양수 농도가 액비를 시비하

면서 차 으로 증가하 다.특히,유휴지의 경우 수목 생육이 활발

한 시기에는 액비시비횟수가 었던 반면,여름철 이후 수목이 생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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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할 시 인 9월 13회의 액비시비를 하여 상당량이 수목이 정지될

시기에 시비되었다.일부 농도액비는 수목의 생육에 이용되지 않고

부분 하부토층으로 용탈,집 된 것으로 모니터링 되었다.

질소는 수분의 이동에 민감하여,고농도의 부숙이 덜된 액비를 시비

하고,액비 시비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NO3-N은 농도액비 처리구

에서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다.반면,인은 토양입자내 흡착되어 있기

때문에,T-P는 액비처리구와 무처리구 사이의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산림에서 농도액비 시비시는 인의 리도 요하지만, 양

물질의 거동 지하침투 리 측면에서는 질소 리가 필요할 것으

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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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3-N(BioPL)

(a)TP(BioPL)

Fig.5.18MonthlyaverageNO3-NandTPconcentrationchangesofsoil

waterinBioPL;()meansLCLM applicationtimesper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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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3-N(CnutPL)

(a)TP(CnutPL)

Fig.5.19MonthlyaverageNO3-NandTPconcentrationchangesofsoil

waterinCnutPL;()meansLCLM applicationtimesper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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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3-N(UnlandPL)

(a)TP(UnlandPL)

Fig.5.20MonthlyaverageNO3-NandTPconcentrationchangesofsoil

waterinUnlandPL;()meansLCLM applicationtimesper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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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21-5.22는 농도액비 시비일로부터 경과일과 토층별 (40,80

cm)NO3-N농도와의 계로써, 농도액비를 시비한 직후 토양수 질

산성질소 농도가 가장 높았으나,액비 시비 후 일정기간 경과한 후 모

니터링 결과 NO3-N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농도액비를 시용

한 직후 샘 링한 경우 질산성질소의 농도가 액비시용 후 2주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샘 링한 경우보다 질산성 질소 농도가 2배 이상

높았다. 농도액비 시비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목 생육에 액비가

소비되었을 수 있지만,80cm 토층에서 모니터링된 토양수의 NO3-N

은 강우시 용탈되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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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oPL

(b)CnutPL

(e)UnlandPL

Fig.5.21ComparisonbetweenNO3-Nconcentrationofsoilwaterat

40cm anddaysafterLCLM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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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oPL

(b)CnutPL

(e)UnlandPL

Fig.5.22ComparisonbetweenNO3-Nconcentrationofsoilwaterat

80cm anddaysafterLCLM application



- 176 -

나.천층지하수

바이오순환림과 유휴지 상류 (UP)와 하류 (DW)그리고 밤나무재

배지 2개의 하류 지 (DW1,DW2)에서 천층지하수 수 수질 모

니터링을 하 다.Fig.5.23는 조림지에서의 지표로부터 천층지하수

심도로써,모니터링 지 에 따라 지표로부터의 천층지하수 깊이 변

동성에 차이가 있으나,상류는 바이오순환림은 0–1.5m,유휴지는 0

–2.0m 사이에 천층지하수가 치하 다.천층지하수 하류는 상류와

비교하여 심도가 깊었지만, 부분 5.0m 이상 지 에 치하고 있었

으며,강우시 천층지하수 수 변동도 확인할 수 있었다.이는, 농도

액비 시비시 바이오순환림과 같이 토양의 배수가 좋으며,천층지하수

가 높은 지 에서는 강우발생시 일부 양물질이 강우와 함께 용탈될

수도 있다.따라서,바이오순환림,밤나무재배지 유휴지에서 천층

지하수 수질분석을 하 다.Fig.5.24는 조림지에서 천층지하수의 주

요 양물질 수질 분석 결과이며,Table5.8의 천층지하수 수질 모니

터링 결과와 비교하기 한 환경부령『지하수의 수질 보 등에 한

규칙』지하수 수질기 이다.

Pollutants Heavymetals(mg./l)

pH

(-)

NO3-N

(mg/L)

Cd As CN Hg Pb Cr6+

(RW,AW)

5.8～8.5

(RW)1)

6.0～8.5

(AW)2)

≤20

(RW)

≤20

(AW)

≤0.01 ≤0.05 ND3) ND ≤0.1 ≤0.05

1)AW:AgriculturalWater

2)RW:ResidentialWater

3)ND:NotDetectableconcentration

Table5.8ComponentsofwaterqualityanalysisandKoreanwater

qualitystandards(환경부,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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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지에서의 pH는 지하수 하류지 최솟값 일부가 농업용수 수질

기 보다 낮았으나,평균은 6.8(바이오순환림 상류)–7.1(유휴지 하

류)범 로써,천층지하수 상류 하류지 에서 모두 농업용수 생

활용수 수질기 에 만족하 다.NO3-N 평균은 0.2(밤나무재배지

DW2)–3.1(바이오순환림 상류)mg/l이었으며 최댓값도 1.5(밤나무

재배지 DW2)– 6.5(바이오순환림 상류)mg/l범 로써 농업용수

생활용수 수질기 에 만족하 으나,천층지하수 상류지 과 비교하여

하류지 에서의 NO3-N 농도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의 편차가 컸

다.EC는 유휴지에서 가장 높았으나 2.0dS/m 이하 으며,평균 0.06

(밤나무재배지 DW#1)-0.17(바이오순환림 하류)로 Fig.4.26시설재

배지 논 우 지역 천층지하수 EC와 비교해서도 낮은 수치 다.

한,조림지에서의 천층지하수 상류 하류지 에서 EC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조림지 천층지하수에서의 TP는 평균 0.01(바이오순

환림 상류 하류)-0.13(밤나무재배지 DW2)mg/l으며,상류

하류지 에서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한,Fig.4.26시설재배지

논 우 지역 천층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하여도 낮았다.

Cd,As등 특정유해물질 모니터링 결과 조림지 천층지하수 상류

하류지 에서 부분 ND로 농업용수 생활용수 지하수 수질기 에

만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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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ioPL

(b)CnutPL

(c)UnlandPL

Fig.5.23Temporalvariationofdepthtoshallowgroundwatertable

from surfaceinforestplantation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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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24Shallow groundwaternutrientconcentrationsinforest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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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25는 바이오순환림 천층지하수에서 EC NO3-N모니터링

결과의 월평균 평균 시계열 변화이다.바이오순환림에서의 EC는 천층

지하수 상류 (UP)에서 하류 (DW)보다 낮고 변동성이 작았다.특히,

2009년부터는 0.07dS/m에서 변동성 없이 감소하 다.반면,지하수

상류에서는 하류와 비교하여 변동성이 컸다.4월에서 7월로 시계열이

변화하면서 반 으로 EC농도가 증가하 으며,9월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NO3-N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상류에서는 NO3-N변동성이 작

고 하류와 비교하여 농도가 낮았다.하류에서는 주로 에서 가을로

갈수록 농도가 증가하고,겨울에서 으로 가면서 농도가 감소하 다.

2008년 기와 비교하여 2008년 말에 가장 지하수 수질이 높았으며,

2009-2010년은 낮았으나 2011년 다시 증가하 다.2011년은 조림지에

는 부숙이 덜된 농도가 높은 액비를 시비한 해로써,토양수 모니터링

결과에서도 2011년 8월 이후 80cm 이상 토층에서 NO3-N농도가 높

았었다.강수에 의한 천층지하수 향이 민감한 하류지역에서 여름철

강수에 의해 천층지하수 가 높아지면서,수목 생육에 이용되지 않은

액비 성분 일부가 지하수로 침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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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

(b)NO3-N

Fig.5.25ECandNO3-Ntemporalchangesofshallowgroundwater

from 2008to2011in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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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26은 밤나무재배지 천층지하수 하류 두 지 의 EC

NO3-N모니터링 결과의 월평균 평균 시계열 변화이다.DW1은 농

도액비 시비지 과 근 해있으며,DW2는 DW1보다는 액비시비구와

떨어져있다.EC는 DW2지 에서 DW1지 보다 더 높았으나,변동성

이 거의 없었으며, 반 으로 동일 유역 안에 있는 바이오순환림

(Fig.5.25)보다는 평균농도가 낮았다.

NO3-N농도를 보면,액비시비지역과 근 한 DW1지 이 DW2지

보다 농도가 높고 변동성이 컸다. 한,모니터링 기와 비교하여

농도가 높지는 않았지만 바이오순환림과 유사하게 에서 여름,가을

로 가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겨울에서 이듬해 까지는 다시

감소하 다.밤나무재배지는 천층지하수 가 높지 않고,지하수 변

동성도 바이오순환림보다 작기 때문에 농도액비 시비에 향을 덜

받는 것으로 단된다.하지만, 농도액비 시비를 함에 따라 2009년

에서 2011년으로 시계열이 변화하면서 NO3-N농도가 증가하는 경향

이 있었고,밤나무재배지는 바이오순환림보다 토양 내 침투속도가 빠

른 지역이므로,이에 한 주의는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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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

(b)NO3-N

Fig.5.26ECandNO3-Ntemporalchangesofshallowgroundwater

from 2009to2011inCnu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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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27은 유휴지 천층지하수 상류와 하류지 에서의 EC

NO3-N모니터링 결과의 월평균 시계열 변화이다.EC는 지하수 상류

에서 하류보다 높았으나,변동성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NO3-N

은 지하수 하류에서 상류보다 평균농도가 높으나,지하수 수질에 만족

하는 범 이며,2010년 까지는 평균 농도가 1.0mg/l이하로 낮은 수

치 다.하지만,2011년 7월 이후 지하수 하류의 NO3-N농도가 격

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유휴지의 지하수 하류의 천층지하수

는 변동성이 크며,2011년 여름 이후 강수에 의해 지하수 가 증가하

다. 한,유휴지는 Fig.5.20토양수 모니터링 결과에서 볼 수 있듯

이,2011년 7월 이후 액비를 시비함으로써,수목의 생육에 이용되지

못한 상당량이 양물질이 80cm 토층의 토양수에서 검출되었다.따

라서 이는 잠재 인 지하침투 오염원으로 작용하 으며,2011년 여름

철 이후 천층지하수의 NO3-N농도 증가는 수목 생육에 이용되지 않

은 액비가 침투되어 천층지하수 수질에 향을 주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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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

(b)NO3-N

Fig.5.27ECandNO3-Ntemporalchangesofshallowgroundwater

from 2008to2011inUnland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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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농도액비 시비와 천층지하수 수질과의 연 성을

악하기 하여 2009-2010년 바이오순환림에서 천층지하수의

NO3-N농도가 상 으로 높았고,천층지하수 가 높았던 여름시기

를 상으로 질소 동 원소비 (N)를 분석하 다 (Fig.5.28).바이

오순환림의 지하수 상류지역의 경우 2009년 7월 3일 제외한 5개 모니

터링 시기 모두 일반 토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질소 동 원소비에 해

당하는 +0.1∼ +0.2‰ 값을 나타내었다.하지만 동 원소 분석 결과

지하수 하류의 경우 2008년에는 질소 동 원소비가 +8∼ +20‰ 사이

값으로써 액비의 향을 받은 것으로 단된다.2009년의 경우 2008

년에 비하여 동 원소비가 낮게 나타났으나,7월과 9월 결과는 +5∼

+8‰ 사이 값으로 화학비료와 분뇨가 혼합된 경우의 범 내에 포함

되었으며,8월의 결과는 농도액비 시용이 천층지하수 수질에 일부

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5.28TheN valueandNO3-Nconcentrationinshallow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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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층지하수 모니터링 결과,지하수 농업용수 수질기 에 모니터링

항목들이 만족하고,농도도 높지 않은 지역도 있었다.하지만 부숙이

잘된 액비를 시비한 2008,2009년과 비교하여 2011년에는 반 으로

시계열 흐름에 따라 수분이동에 의해 거동이 빠른 NO3-N가 증가하는

경향성도 보 다.천층지하수에 낮은 비율이긴 하나 강우시나 수목이

소비할 수 없는 시기에 농도액비를 시비시 천층지하수 수질에 향

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따라서 천층지하수에 향을 주는

토양 내 기작분석 모델링을 통한 장기 천층지하수로의 향 평가

가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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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조림지에서의 RZWQM 모형 모의

농업유역에서 양물질 환경 향 평가를 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수

이다.하지만 모니터링은 제한된 장소에서 제한된 조건,작물,시기

에 해서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기작을 용하고 장기측

면에서 측하기 해서는 모델링이 요하다.

토양 내 수분과 질소의 거동에 한 다양한 모형이 존재하며,

RZWQM은 토양수분 이동을 기반으로 토양과 물 그리고 작물의 상호

계를 악하여, 양물질이 토양환경에 미치는 향에 한 모의가

가능하다. 한,토양 환경 천층지하수로의 양물질 거동을 측

하고 리에 을 맞춘 모형으로써,본 연구에서 활용 가능할 것으

로 단된다.본 연구에서는 RZWQM을 이용하여 산림지역에서의

용 가능성을 악하고,시비에 따른 향평가를 한 모형 기본 자료

를 구축하 다.모델링에 필요한 변수를 장에서 모두 측정할 수 없

기 때문에 일부 변수는 기존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가정하 으며,모니

터링 결과 기반 모델의 검·보정을 하고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평가하

다 (Cameriaetal.,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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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모형의 입력자료 구축

RZWQM 모델링 기반을 구축하기 하여 모니터링 3개 상지역

토양수분을 이용한 검·보정이 가능한 바이오순환림 밤나무재배

지를 모델링 상지역으로 선정하 다.모델링을 해서는 시단 강

수량,일단 기상자료,토양 특성 기 토양수분함량,지온, 기

양물질 농도 등이 필요하며,모델링을 해 구축된 입력자료 구

축 방법은 Table5.9와 같다.

Datatype Minimum datarequired Method

Breakpoint

rainfall
rainfalltimes(hourly)andamounts

AWS&

SuwonWS

Daily

meteorology

Dailymeteorologydata

Suwon

MWA

min.andmax.airtemperature

windspeed(km/day)

solarradiation(MJ/m2/d)

relativehumidity(%)

Site

description

Soilhorizondelineationbydepth

field

monitoring,

Rosetta

model

(4.4.1)

Soilhorizonphysicalproperties:

bulkdensity andparticlesizefraction

foreachhorizon

Soil horizon hydraulic properties:

saturatedhydraulicconductivity

Soildrymassandageofresidueon

thesurface

Cropcharacteristics

Waterandfertilizationmanagement

Initialstate

initialsoilmoisturecontents monitoring

initialsoiltemperatures

referencing

resultsat

Tae-Hwamt.

initialsoilpHandCECvalues
soiltype

(RDA)

intialnutrientmodelinputs monitoring

Table5.9DatarequiredtorunRZW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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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문 입력자료

RZWQM에서 토양수분 유출량을 모의하기 하여 필요한 입력

자료는 기상자료 토양의 Ksat(saturatedhydraulicconductivity),

토성 토층깊이, 기 지온,가비 , 기 토양수분 함수량, 조 ,

포장용수량 등이다.기상자료는 강수량은 AWS를 설치하여 모의하

으며,기타 기상자료는 가장 가까운 수원측후소 값을 활용하 다

(5.2.2가.참고). 기 토양수분 함량은 5.3.2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

으며, 기 지온농도는 모니터링 결과가 없어 수원과 근 한 경기도

주시 태화산에서 측정한 지온값을 참고하여 구축하 다 (홍은미,

2009). 한,증발산량 산정을 해서,알베도 (albedo)값은 임상

(2000)을 참고하 다 (Table5.10).

Surface
Albedo

Average Low High

forest

coniferous
0.18 0.10 0.24

forest

deciduous
0.18 0.15 0.20

soils 0.18
0.05

(wetsoil)

0.31

(drysoil)

etca)
cropat

maturity(0.2)

freshresidue

(0.15)

*source:Burman& Pochop,1999,임상 (2000)

*():inputdatausingRZWQM model

a)Itwasassumedthatbyusingthevalueofthealbedofrom 임상 (2000)

Table5.10Typicalvaluesofalbedoinforestand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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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성은 Table5.3의 값을 입력하 으며,수문학 인자 기값 추정

에 활용되었다.토양수분 보정시,RZWQM 모델링 연구에서 민감도가

높아 많이 이용되는 Ksat,잔여토양수분함량 (,residualwater

content),가비 을 으로 보정하 다.보정을 통해 구축된 입력

자료의 인자값은 Table5.11와 같다.

산림 가비 은 농 진흥청 (1988) 진 오 등 (2006)의 연구결과

를 활용하여 보정하 다.우리나라 산림토양의 용 비 은 평균 으

로 표토는 1.17,심토는 1.31,C층은 1.33g/m3이며,문헌자료를 기반

으로 본 연구에서 보정된 가비 은 바이오순환림은 1.0-1.3g/m3,밤

나무재배지는 1.17-1.3g/m3이다.포화토양수분함량 (,saturation

watercontent)은 오산통 토양통 수문학 특성과 토양수분 모니터링

결과의 최 값 분포를 활용하여 보정하 다.보정된 포화토양수분함

량은 바이오순환림에서는 33.6-60.0%, 밤나무재배지에서는

35.2-50.0% 이다.

Sites
Depth(cm)

Parameters

surface 20 40 60 80 <80

cm

BioPL

 (%) 33.6 33.6 38.6 42.0 42.0 60.0

 (%) 3.0 3.0 5.82 0.1 0.1 0.1

Ksat (cm/h) 1.0 2.68 3.3 3.8 3.78 3.5

bulkdensity

(g/m3)
1.2 1.2 1.3 1.3 1.0 1.0

CnutPL

 (%) 40.0 35.2 35.2 37.5 40.0 50.0

 (%) 3.0 3.0 3.0 3.0 1.0 1.0

Ksat (cm/h) 1.0 6.4 2.8 2.8 2.2 2.0

bulkdensity

(g/m3)
1.17 1.17 1.2 1.3 1.3 1.2

Table5.11CalibratedparametersofRZWQM forthehydrological

component,forthebio-circulationforest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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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t보정은 장실험결과와 rosetta모형 모의결과를 활용하 다.

장실험을 1회만 하 으며,표토에서만 하 기 때문에 USDA의

rosetta모형를 활용하여 기값을 선정하고 보정하 다.보정된 Ksat

은 바이오순환림에서는 1.0-3.8cm/hr,밤나무재배지에서는 1.0-6.4

cm/hr이다.

잔여토양수분함량은 토양수분 모의 결과의 최소값 로제타 모의

결과를 활용하여 기값을 선정하고,보정하 다.보정된 잔여토양수

분함량은 바이오순환림에서는 0.1-5.82% 이며,밤나무재배지에서는

1.0-3.0% 이다.lateralKsat는 Maetal.(2007)에 의하면 민감한 인자

가 아니므로,default값을 사용하 다.그 외의 hydraulicproperties

(공극크기,bubblingpressure)등 BrooksandCorey(1964)인자는

입력자료를 기반으로 모형에서 산정해 주는 값을 이용하 다.

나.수질/토양/작물 입력자료

수질 토양 입력자료로 강수량 모니터링 지역의 토층별 기

양물질,pH,Ca등 미량원소 화학 특성 필요하다.강수 수질은 본

연구지역과 근 한 발안에서 모니터링한 Table5.12자료를 활용하

다 (장태일,2009).경기도 발안지역에서의 강수의 TN은 1.45mg/l,

TP는 0.02mg/l이었다.

(unit:mg/l)

TN NH4-N NO3-N TP

1.45 0.48 0.35 0.02

source:장태일,2009

Table5.12Rainfallwaterquality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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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액비 시비 날짜,시비량 농도는 5.2.2의 농방법을 참고하

여 구축하 다.기타 기 토양 화학 특성에 한 인자는 토양수 수

질 모니터링 결과 오산통 (http://soil.rda.go.kr)자료를 참고하여 구

축하 다.

토양 내 양물질 모의에 요한 인자는 C/N (Carbon/Nitrogen

ratio)이다. 양물질계에서의 C/N은 산림토양학 (진 오,2006),산림

생태학 (이경 등,2007) 수목생리학 (이경 ,2011)을 참고하여

산정하 으며,토양미생물 C/N은 default값을 이용하 다.산림토양

의 C/N비는 보통 15:1-30:1(경작토양 8:1-15:1)보다 높다.본 연구에

서는 최솟값 8,최댓값 20으로 보정하 다.활엽수림의 residueC/N은

보통 40-70이며,표토층은 12-13이다 (진 오,2006).본 연구에서는

최솟값 10,최댓값 70으로 보정하 다.

Items C/Nratio

slow residuepool 10.0

fastresiduepool 70.0

fastsoilhumuspool 8.0

intermediatesoilhumuspool 12.0

slow soilhumuspool 20.0

Table5.13CalibratedC/NratioforforestplantationinRZW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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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에 의한 양물질 순환에 한 인자는 질소와 미생물 기작에

한 문가가 아니면 default값을 활용할 것을 추천하 기에 default

값을 이용하 다.작물 생육 기간 본 연구 상지역의 수목 자료,

수목 생육 기간 총 수목이 흡수하는 최 작물소비량은 농 진흥

청 (2010a)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구축하 다 (Table5.14).본 연구에

서의 분석 시기는 잣나무림의 생육단계를 고려하여 구분하여,4월-10

월을 생육기간으로 11-3월을 비생육기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다.

수목의 총 생육기간은 바이오순환림 백합나무는 140일,밤나무는 150

일로 가정하 다.최 뿌리깊이는 백합나무는 1.5m,밤나무는 0.7

m,수고는 백합나무는 5m,밤나무는 3.6m,수목의 질소 흡수량은

250kg/ha,최 엽면 지수는 4로 보정하 다.

Plant

Length

of

growin

g

season

max

depth

ofroots

Plant

height

Total

seasonal

nitrogen

uptake

Max

leaf

area

index

(days) (cm) (cm) (kg/ha) -

Liriodendron

tulipifera

(BioPL)

140 150 500 250 4

Castanea

crenata

(CnutPL)

150 70 360 250 4

Table5.14TreeparameterfortheRZWQM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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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토양 잔여물 기 시스템

RZWQM 모형에서는 토양 잔여물 (residue) 기값을 모의하기

하여 1년 동안의 모든 입력자료를 구축하고,10회 반복한 후 나온

initializationwizard값을 모형 보정의 기값으로 쓸 것을 추천하고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itializationwizard를 이용하여 토층별

토양 잔여물 기값을 구축,이를 기반으로 모형을 보정하 다. 한,

액비의 부숙여부에 따라 미생물 활동이 달라지게 된다.부숙이 덜된

액비는 미생물 함량이 높고,미생물의 활동이 빠르므로 질소성분 증가

휘산 증가 등을 야기한다.본 연구에서는 바이오순환림을 상으로

토양 잔여물 기 시스템에서 액비의 부숙 여부를 생물학 인 활동

비율로 가정하여 입력하고 보정하 다.부숙이 잘 된 액비는 2008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정,2009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정하 으며,보

정이 덜 된 액비는 2011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정,2010년에 용하

여 검정하 다.보정으로 얻은 생물학 인 활동 비율은 부숙이 잘된

액비는 0.2,부숙이 보통인 액비는 0.5,부숙이 잘 안되고 부숙기간이

짧은 액비는 0.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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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모형의 보정 검정 결과

모형은 Fig.5.29의 과정에 의해 보정하여 5.4.1의 입력자료 인자

를 구성,토양수분 질소를 보정하 다. 한 보정으로 정립된 인자

를 활용하여 모형을 검정하고,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액비시비에 따른

토양환경특성을 분석하 다.RZWQM 모형의 보정 첫 번째 단계는

토양수분의 보정이다.토양수분 모의값을 실측값과 비교하고,물수지

방정식이 논리 인가에 하여 단하여 보정한다.토양수분의 보정

이 끝난 후 양물질 (nutrient)에 하여 보정을 한다.본 연구에서는

토양수 NO3-N농도의 모의값과 실측값을 비교하고,물질수지이 논리

인가를 단하여 양물질부분에 한 보정을 하 다.

Fig.5.29Flow charttheoverallcalibrationprocessofRZWQ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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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기조건과 매개변수를 조림지 특성에 맞도록 모형을 보정

하 다.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보정을 해 단순시행착오법을 사용하

으며,토양수분 검·보정의 목 함수로 결정계수 (R2)와 상 평균

오차 (RMAE,RelativeMeanAbsoluteError)그리고 모형의 효율

지수를 이용하 다 (4.4.2 참고).효율지수는 Nash and Sutcliffe

(1970)에 의해 제안되었으며 식 (5.3)-(5.5)과 같이 산정된다.

   (5.3)

 
  



  
 (5.4)

 
  



  
 (5.5)

여기서 는 실측치,는 실측치의 평균,는 모의치이다.는

실측치의 기분산,는 실측치와 모의치의 불일치를 나타낸다.

는 추정치와 실측치가 일치하면 1.0,그 값이 0과 1.0사이에 있으면

추정치를 사용하는 것이 실측치의 평균을 이용하는 것 보다 좋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으며,계산된 가 0보다 작으면 모형의 추정결과가

나쁘거나 실측 자료가 일 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Nash and

Sutcliffe,1970;김학 ,2009).

Fig.5.30은 질소의 보정 과정이다.토양수 수질 모니터링의 경우,

모니터링 기간은 길지만 토양수분 모니터링과 달리 일주일에 한번 모

니터링 하여 일부 결측되었다. 한,시기별 모니터링 반복수가 고,

샘 링이 결측된 시기가 불규칙 이기 때문에 R2로 분석하는 것은 의

미가 없다고 단하 다.본 연구에서는 RZWQM 모형의 질소 검·보

정시 많이 활용되는 RMSE와 MSD(MeanSquareDeviation)비교를

통하여 보정하 다 (Cameriaet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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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30Flow chartofnitrogencomponentcalibrationof

RZWQM (Cameriaetal.,2007)

본 연구에서 모형의 검·보정 기간은 다음과 같다.일반 으로 보정

기간은 검정기간보다 시계열 으로 과거의 자료를 쓰지만,본 연구에

서는 2011년 토양수분 모니터링 결과가 생육기간 체에 하여 수행

된 반면,2010년은 5월 19일부터 모니터링이 수행되어,보정의 정확성

을 하여 2011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보정하고 2010년 결과를 이용하

여 검정하 다. 한,토양 내 질소는 2011년 결과를 이용하여 보정한

후,2008년 결과는 액비의 부숙여부만 다르게 용하여 보정하 으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2009,2010년에 용하여 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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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바이오순환림

1)토양수분 검·보정

RZWQM 모형은 근군역을 포함한 토양에서의 수분의 이동과 흐름

을 기반으로 양물질 거동을 모의하기 때문에 토양수분에 한 보정

과 검정이 요하다.토양수분 모니터링은 2010-2011년 하 으며,

2010년은 5월부터 모니터링을 하여 모니터링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단하여,2011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정하고 2010년 데이터를 이용하

여 검정하 다.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형의 보정을 하 다

(Fig.5.31-5.33).모의된 토양수분함량은 실측치와 경향성이 비슷하

다.60,80cm는 산림 토양 특성상 력수 배제 속도가 빨라,모형에

서 침투속도가 모의치를 반 하지 못하 으나 경향성은 비슷하 다.

모형의 보정 결과,R2는 0.5-0.9,RMSE는 2.63-7.76,는 0.40-0.78

이었다.20,40cm토층에서 철 과소 모의되었으나 모의치가 실측치

를 잘 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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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31Calibrationresults;Scatterplotbetweenobservedand

simulatedsoilmoisturecontentat20and40cm ofdepthat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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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32Calibrationresults;Scatterplotbetweenobservedand

simulatedsoilmoisturecontentat60and80cm ofdepthat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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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cm (b)40cm

(c)60cm (d)80cm

Fig.5.33Calibrationresults;observedandsimulateddailysoilmoisturecontentofdepthat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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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 토양수분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모

형을 검정하 다 (Fig.5.34-5.36).모형의 검정 결과,R2는 0.2-0.7,

RMSE는 3.62-6.82이었다.검정 결과 겨울철 20,40cm 토층에서 모

의치가 실측치를 반 하지 못하 는데 이는 설 지온의 향으로

단된다.홍은미 등 (2012)에 의하면 산림에서 1-2월 은 기온이 0℃

이하로 내려가며 강설 (snowfall)이 발생하고 설 (snowcover)이 있

기 때문에 표층이 얼어 강설이나 강우시 토양수분이 침투되지 못하고

표면에 쌓이게 되어,토양의 토양수분은 감소한다.그리고 3월 기온이

하에서 상으로 상승되면서 토양이 얼고 녹음을 반복하며 충 되

는데,모형에서 강설에 한 입력자료를 보정하 음에도 실측치의

상을 반 하지는 못하 다.모형의 검·보정 결과,60,80cm 토층에서

토양수분 모의가 과다 추정되는 경향이 있으나,경향성을 충분히 따라

가는 것으로 단되어 향후 용 가능한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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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34Validationresults;Scatterplotbetweenobservedand

simulatedsoilmoisturecontentat20and40cm ofdepthatBioPL



- 205 -

Fig.5.35Validationresults;Scatterplotbetweenobservedand

simulatedsoilmoisturecontentat60and80cm ofdepthat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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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cm (b)40cm

(c)60cm (d)80cm

Fig.5.36Validationresults;observedandsimulateddailysoilmoisturecontentofdepthat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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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물질 검·보정

바이오순환림에서 토양수분 검·보정으로 구축된 RZWQM 수문 입

력자료를 기반으로 양물질 검·보정을 하 다. 양물질은 2011년 보

정을 하고 2010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검정하 으며,토양수분 모니터

링을 하지 않았던 2008년과 2009년에도 용하여,2008년을 상으로

보정하고,2009년을 상으로 검정하 다.2010-2011년은 부숙이 덜

된 액비시비를 상으로 양물질 검·보정을 하 으며,2008-2009년

은 부숙이 잘된 농도액비 시비를 상으로 검·보정을 하 다.

2011년 보정 결과는 Fig.5.37-5.38와 같다.Fig.5.37모의치와 실

측치의 산포도 그래 에서 보듯이 MSD(40cm:12.1)가 RMSE(40

cm:11.3)보다 컸으며,모의치가 실측치의 평균,최 ,최솟값 사이에

서 분포하 다.Fig.5.38은 2011년 토양수 수질 (3반복 모니터링:

Obs.#1,Obs.#2,Obs#3)과 모니터링 결과의 평균 (Obs.(avgat40

cm),Obs.(avgat80cm)),모의 결과 40/80cm 토층 토양수의

NO3-N 농도 (Sim.(40 cm),Sim.(80 cm)),모의 결과

20-40/60-80cm토층 토양수 NO3-N농도 평균 (Sim.(avg.between

20-40cm),Sim.(avg.between60-80cm)),그리고 20-40/60-80토

층에서의 토양수 NO3-N모의결과를 1주일 단 로 평균 (Sim.(avg.

duringtheweekbetween20-40cm),Sim.(avg.duringtheweek

between60-80cm))의 시계열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모델 모의 결

과, 농도액비 시비 강수에 의해 토양수의 NO3-N농도는 증가하

고 일부는 용탈되었으며,8월 이후 농도액비 시용은 토양수의

NO3-N증가를 야기하 다.2008년 보정 용 결과는 Fig.5.39-5.40

이다.40cm 토층에서 액비시용과 강수에 따라 8월 NO3-N농도가 3

mg/l까지 증가하고 모의치가 실측치보다 높았다.하지만,부숙이 덜된

액비를 시용한 2011년과와 비교하여 낮은 수치 으며,모의치와 실측

치 농도의 차이는 미비하여 모의치가 실측치를 만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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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graph(40cm)

(b)1:1graph(80cm)

Fig.5.37NO3-Ncalibrationresultsin2011;scatterplotbetween

observedandsimulatedofdepth40and80cm at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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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38Calibrationresultsin2011;dailyNO3-Nconcentration

betweenobservedandsimulatedofdepth40and80cm at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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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graph(40cm)

(b)1:1graph(80cm)

Fig.5.39NO3-Ncalibrationresultsin2008;scatterplotbetween

observedandsimulatedofdepth40and80cm at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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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40Calibrationresultsin2008;dailyNO3-Nconcentration

betweenobservedandsimulatedofdepth40and80cm at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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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하여 모형을 검정한 결과 (Fig.

5.41-5.42),MSD가 RMSE보다 큰 것으로 모의되 모의치가 실측치를

잘 반 하 다.Fig.5.41의 모의치와 실측치 산포도 분포 그래 에서

보듯이,모의치가 실측치의 평균,최 ,최솟값 사이에 분포하 다.

Fig.5.42의 2010년 토양수 수질 (3반복 모니터링:Obs.#1,Obs.#2,

Obs#3)과 모니터링 결과의 평균,모의 결과 40/80cm토층 토양수

의 NO3-N농도,모의 결과 20-40/60-80cm 토층 토양수 NO3-N

농도 평균,그리고 20-40/60-80토층에서의 토양수 NO3-N모의결과

를 1주일 단 로 평균의 시계열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시계열 변화

그래 에서 보듯이 농도액비 시용에 따른 질소농도변화 경향성을

잘 따라갔으며,범 도 비슷하 다.특히,모의 결과,액비 시비에 따

라 토양 내 NO3-N농도가 증가하 으며,강수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특히,산림 토양 특성상 액비시비 후 집 강우에 해서는

양물질이 빠른 속도로 용탈되는 것이 모형에서도 모의되었다.

액비부숙이 잘된 농도액비 시비에 하여 2009년 모니터링 결과

를 활용하여 검정한 결과 (Fig.5.43-5.44),40cm 토층에서 8월 이후

모니터링 결과와 비교하여 토양수 내 NO3-N 농도가 증가하 으나,

모니터링 결과와의 경향성을 잘 반 하 다.모델링 결과에서 8월 이

후 40cm토층에서의 NO3-N농도 증가 상은,수목 생육이 거의 정

지한 9월에도 액비시비가 이루어져 모델링에서는 추가 시비된 양물

질이 토층 내로 용탈되는 것으로 모의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산림은 질소가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특정 목 에 의해 재배

를 할 경우 질소비료를 시비하는것도 요하다.하지만,액비의 경우

강수의 향을 크게 받으며,강우시에는 작물 소비를 해 시비된 액

비가 소비되지 못하고 용탈되는 것을 확인하 다. 한,2011년과 같

이 생육이 끝난 후에도 액비시비가 계속 진행될 경우도 토양수 수질

에 향을 수 있음이 모델링에서 모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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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graph(40cm)

(b)1:1graph(80cm)

Fig.5.41NO3-NValidationresultsin2010;scatterplotbetween

observedandsimulatedofdepth40and80cm at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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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42Validationresultsin2010;dailyNO3-Nconcentration

betweenobservedandsimulatedofdepth40and80cm at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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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graph(40cm)

(b)1:1graph(80cm)

Fig.5.43NO3-NValidationresultsin2009;scatterplotbetween

observedandsimulatedofdepth40and80cm at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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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44Validationresultsin2009;dailyNO3-Nconcentration

betweenobservedandsimulatedofdepth40and80cm at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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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밤나무재배지

1)토양수분 검·보정

밤나무재배지에서는 2011년 4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모형의 보정을 하 으며 (Fig.5.45-5.46,Fig.5.49),2010년 5월부터

2011년 3월까지 토양수분 모니터링 결과를 이용하여 검정하 다 (Fig.

5.47-5.48,Fig.5.50).

2011년 밤나무재배지에서 RZWQM 모형의 토양수분 보정결과,R2

는 0.75-0.94,EI는 0.65-0.95로 모의치가 실측치를 잘 반 하 으며,

Fig.5.49의 시계열 변화에서도 모의치가 토양수분 실측 결과의 경향

성을 반 하며 유사한 패턴으로 변화하 다.2010년 토양수분 검정결

과 (Fig.5.50)R2는 0.52-0.81이었다.검정결과는 보정결과와 비교하

여 20cm 토층에서 토양수분의 변동성이 과소 추정되었으며,바이오

순환림에서와 같이 겨울철 모의치가 실측치를 반 하지 못하는 경향

이 있었으나,3월 이후 토양수분이 회복되면서 모의치가 실측치를 반

하여,경향성을 충분히 따라가 향후 조림지에서 토양수분 모의시

RZWQM 모형을 용 가능한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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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45Calibrationresults;Scatterplotbetweenobservedand

simulatedsoilmoisturecontentat20and40cm ofdepthat

Cnu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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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46Calibrationresults;Scatterplotbetweenobservedand

simulatedsoilmoisturecontentat60and80cm ofdepthat

Cnu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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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47Validationresults;Scatterplotbetweenobservedand

simulatedsoilmoisturecontentat20and40cm ofdepthat

Cnu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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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48Validationresults;Scatterplotbetweenobservedand

simulatedsoilmoisturecontentat60and80cm ofdepthat

Cnu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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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cm (b)40cm

(c)60cm (d)80cm

Fig.5.49Calibrationresults;observedandsimulateddailysoilmoisturecontentofdepthatCnu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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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cm (b)40cm

(c)60cm (d)80cm

Fig.5.50Validationresults;observedandsimulateddailysoilmoisturecontentofdepthat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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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물질 검·보정

양물질은 2011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정을 하고,2009,2010년

데이터로 검정을 하 다.Fig.5.51-5.52는 2011년 보정 결과이다.

MSD가 RMSE보다 크고,모의치가 실측치의 최솟값,최댓값 평균

값 사이에 분포하여 모의가 잘 된 것으로 단하 다.Fig.5.52은

2011년 토양수 수질 (3반복 모니터링:Obs.#1,Obs.#2,Obs#3)과 모니

터링 결과의 평균,모의 결과 40/80cm 토층 토양수의 NO3-N농

도,모의 결과 20-40/60-80cm 토층 토양수 NO3-N농도 평균,그

리고 20-40/60-80토층에서의 토양수 NO3-N모의결과를 1주일 단

로 평균의 시계열 변화를 비교한 것으로,80cm 토층에서 모의치가

실측치보다 과다 추정되었으나,모의치가 Obs#3의 실측치의 경향성을

따라가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Fig.5.53-5.54는 2009년 검정 결과이다.2009년은 액비시비 횟수는

많았으나,농도가 낮고 완숙이 된 액비를 시비하 다.따라서 생물학

활동 비율은 바이오순환림에서 보정된 값을 사용하 다.액비시용

횟수가 많아 Fig.5.54시계열 변화를 살펴보면,2009년 9월 이후

NO3-N 농도가 약간 증가하 으나,모의치가 실측치를 잘 반 하

다.Fig.5.55-5.56은 2010년 검정 결과로써,부숙이 덜 된 액비를 용

하여 검정하 다.모의치가 실측치의 최솟값,최댓값 평균값 사이

에 분포하 으며,Fig.5.56시계열변화에서도 볼 수 있듯이 40cm토

층에서는 7월 순 이후 일부 과다 추정되었으나,80cm 토층에서는

모의치가 실측치의 평균농도의 경향성을 따르는 것으로 모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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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graph(40cm)

(b)1:1graph(80cm)

Fig.5.51NO3-Ncalibrationresultsin2011;scatterplotbetween

observedandsimulatedofdepth40and80cm atCnu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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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52Calibrationresultsin2011;dailyNO3-Nconcentration

betweenobservedandsimulatedofdepth40and80cmatCnu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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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graph(40cm)

(b)1:1graph(80cm)

Fig.5.53NO3-Nvalidationresultsin2009;scatterplotbetween

observedandsimulatedofdepth40and80cm atCnu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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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54Validationresultsin2009;dailyNO3-Nconcentration

betweenobservedandsimulatedofdepth40and80cmatCnu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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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graph(40cm)

(b)1:1graph(80cm)

Fig.5.55NO3-Nvalidationresultsin2010;scatterplotbetween

observedandsimulatedofdepth40and80cm atCnu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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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56Validationresultsin2010;dailyNO3-Nconcentration

betweenobservedandsimulatedofdepth40and80cmatCnu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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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모델링 기반 물수지,물질수지 고찰

본 연구에서는 RZWQM 모형이 합리 으로 모의되었는지를 단

하기 하여 물수지 물질수지 분석을 하 다.물수지 물질수지

구성 요소는 Fig.5.57과 같다.바이오순환림 밤나무재배지에서의

2011년 4월부터 10월 보정기간 2010년 3월부터 2011년 2월 검정기

간의 물수지 결과 물질수지 결과는 Table5.15-5.16과 같다.

바이오순환림에서는 증발산량 비율은 34.8-52.8%,지표유출량은

18.7-46.8%,기 유출량은 18.5-36.6% 이었으며,밤나무재배지에서의

증발산량 비율은 31.2-42.3%,지표유출량은 10.2-41.5%,기 유출량

은 27.2-48.4% 이었다.물수지 분석 결과를 산림청에서 조사된 우리나

라 산림의 물수지 비율 (차단손실량 (25%),증산량 (20%),지표유출

량 (20%),기 유출량 (35%))과 비교한 결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

따라서 모델링 결과가 우리나라 산림 물수지 특성도 잘 모의하 다고

단하여,향후 활용 가능할 것으로 단하 다.

물질수지 결과는 해외 산림 연구사례와 비교하 다.강수에 의한 유

입은 7-13kgN/ha,낙엽,뿌리 등에 의한 기타 유입은 바이오순환림

에서는 13-43kgN/ha,밤나무재배지에서는 9-65kgN/ha이었다.

체 으로 해외 활엽수림 수목 낙엽으로 인한 유입은 1년에 30

kgN/ha,강우는 5-10kgN/ha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hang,

2006),본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한 수치를 보 다.모델링에 의한 유

출에 의한 질소 배출량은 1-8kgN/ha로 우리나라 산림의 원단 지

표배출량 8kgN/ha/yr와 비교하여 다소 과소 모의되었다.모델링에

의한 용탈에 의한 질소 손실량은 토양의 침투능력이 더 좋은 밤나무

재배지 (156-191kgN/ha)에서 바이오순환림 (0-98kgN/ha)에서보

다 많았으며,액비 부숙 여부에 따른 용탈량을 비교해보면,액비의 부

숙이 잘된 2008년과 비교하여 액비 부숙이 덜되고 농도가 높은 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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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시비한 2011년 질소의 용탈량이 많았다.산림에서 농도액비 시비

에 의한 질소의 유출량은 많지 않았으나,부숙이 덜된 고농도액비 시

비의 경우 지하침투량 휘발,탈질소로 인한 손실량이 많았다.

(a)Waterbalanceinforestplantation

(b)Nutrientflow inforestplantation

Fig.5.57Waterbalanceandnutrientflow inforestpla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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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2009 2010 2011

mm (%)

INPUT　

PR 1357.0 1,567.0 786.7 1,297

OUTPUT

BioPL

ET
657.8

(48.5)

545.5

(34.8)

415.1

(52.8)

484.0

(37.3)

RO
473.1

(34.9)

733.6

(46.8)

147.2

(18.7)

306.6

(23.6)

DP
231.4

(17.1)

289.8

(18.5)

167.7

(21.3)

474.7

(36.6)

SM
-5.3

(-0.4)

-1.9

(-0.1)

56.7

(7.2)

31.7

(2.4)

CnutPL

ET -
488.9

(31.2)

332.5

(42.3)

425.9

(32.8)

RO -
650.9

(41.5)

80.4

(10.2)

245.2

(18.9)

DP -
427.0

(27.2)

373.8

(47.5)

627.5

(48.4)

∆SM -
0.2

(0.0)

0.0

(0.0)

-1.6

(-0.1)

Table 5.15 Water balance in the experimentalfield for the

simulation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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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Items
2008 2009 2010 2011

kgN/ha

BioPL

Input

PR 11 13 7 11

LCLM 104 285 204 450

ETC

(residue,root)
13 35 40 43

Output

VD 1 7 2 31

RO 4 8 1 3

LH 0 81 61 98

PU 116 222 201 192

InitialsoilN 2,713 2,816 2,816 2,893

FinalsoilN 2,720 2,832 2,801 3,073

Final-InitialsoilN

(Output-Input)

7.1

(7.1)

15.9

(15.9)

-14.8

(-14.8)

179.9

(179.9)

CnutPL

Input

PR -　 13 7 11

LCLM - 368 252 828

ETC

(residue,root)
-　 9 60 65

Output

VD - 173 13 296

RO - 6 1 2

LH -　 185 191 156

PU - 84 110 175

InitialsoilN -　 2622 2432 2535

FinalsoilN 　 2564 2435 2809

Final-InitialsoilN

(Output-Input)
-

-59

(-59)

3

(4)

274

(-276)

Table5.16Nitrogenflowintheexperimentalfieldforthesimulation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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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소 결

바이오순환림,특용수림,경제림,유휴토지 등 조림지는 각각의 목

에 의해 조성되고 리되어지며,지력회복 생산성 확보 등을

해 시비를 필요로 한다.해양배출이 지되고 화학비료 감소정책 등에

의해 최근에는 조림지에 시비하는 화학비료를 농도액비로 체하는

방안이 두되고 있다.

조림지에서 농도액비 시비에 따른 토양 모니터링 결과,액비처리

구와 무처리구에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토양수 모니터링 결과,

부숙이 잘된 농도액비 시용시 토양수에도 농도액비 처리구와 무

처리구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으나,부숙이 덜된 상 으로 고

농도인 액비 시용시 농도액비 처리구에서 무처리구보다 양물질

농도가 높았다.특히,토양수분 함량이 높거나,강우시 그리고 수목의

생육이 정지된 시 에서의 액비 시용은 액비의 손실 비율을 증가시켰

다.천층지하수 모니터링 결과,지하수 농업용수 수질기 에 모니터링

항목들이 만족하고,농도도 낮았다.하지만 부숙이 잘된 액비를 시비

한 2008,2009년과 비교하여 2011년에는 반 으로 시계열 흐름에

따라 수분이동에 의한 거동이 빠른 NO3-N농도가 증가하는 경향성도

보 다.천층지하수에 낮은 비율이긴 하나 강우시나 수목이 소비할 수

없는 시기에 농도액비를 시비시 천층지하수 수질에 향을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농도액비 시용에 따른 토양수 지하수 환경 평가에는 강수,강

우강도,침투 등 수문 상 수목의 생육 등을 고려한 종합 인 평가

가 필요하지만,본 연구는 특정 지역에서 하나의 시비조건에 해서만

모니터링 하 기 때문에 수문 식생을 종합 인 결론에 한계가 있

는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모델링 기반 농도액비 시용에 따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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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식생을 고려한 통합 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었다.조

림지에서 농도액비 시용에 따른 질소 거동과 지하침투 가능성을 평

가하기 하여 RZWQM 모형을 모의,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하 다.

토양수분 검·보정 결과,겨울철 표층에서의 토양수분 특성을 제외하

고는 잘 모의하 으며,질소의 토양 내 거동도 모의치가 실측치의 경

향을 잘 반 하 다.따라서,본 연구에서 분석한 모니터링 결과

기구축된 모델링을 기반으로 조림지에서 농도액비 시용에 따른 토

양 환경 양물질 지하침투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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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시나리오에 따른 양물질 지하침투

환경 향평가

6.1서론

농업유역에서 농에 따른 양물질 거동 유출 리는 지표수 뿐

아니라 지하수 수질 리에도 요하다.특히,질소와 같이 수분이동에

따른 거동이 빠른 양물질은 토양수와 지하수 수질 보호를 해 농

업유역에서 각각의 농 환경에 따른 잠재 지하침투 가능성을 평가

하고 리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 결과로부터 시설재배지에서 과다시비에 의한 토양 내

양물질 집 천층지하수로의 양물질 지하침투 가능성이 있을 것

으로 단되었다.조림지에서도 부숙이 잘된 농도액비 시비는 토양

환경 지하침투의 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모니터링 되었으나,균

질성이 떨어지는 액비를 시비하거나,수목의 생육이 정지한 후 시비한

경우 농업유역 토양환경에 향을 것으로 단되었다.하지만 모니

터링 결과는 시비에 따른 토양 내 양물질 거동 환경 향평가에

한계가 있어 4장 5장에서 모델링 시스템을 구축하 다.

본 6장에서는 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IPNI(InternationalPlant

NutritionInstitute)에서 제시한 4R(rightsource,righttime,right

place,rightrate)를 고려한 농에 따른 양물질 환경평가를 한 시

나리오를 구성하 다. 한,구축된 모델링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설재

배지는 생산량을 하시키지 않는 범 내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토양

환경 향평가를 하 으며,조림지에서는 농도액비 시용에 따른 환

경 향평가 양물질 지하침투 가능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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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시나리오 설계

최근 시비에 따른 환경 향을 평가하고 리하기 하여 IPNI에서

제시한 4R(1)Rightplace,(2)Righttime,(3)Rightrate,(4)Right

source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설계하 다.Rightplace는 양물질을

하게 시비하는 것을 의미하며,Righttime은 기비,추비 계

요소를 고려한 한 시비에 따른 향 평가이다.Rightrate는

한 비율을 시비하는 것을 의미하며,Rightsource는 작물에 한 비

료의 선택을 문제이다 (IFA,2009).본 연구에서는 4R를 고려하여 시

설재배지 조림지에서 비/액비 시비에 따른 양물질 거동 지

하침투 향평가가 가능한 시나리오를 구성하 다.

Fig.6.1NutrientStewardship:performanceindicators

(source:http://www.ipni.net/article/IPNI-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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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시설재배지

시설재배지에서 농에 따른 양물질 거동 환경평가를 해 4R

rightsource를 제외한 3가지 요소 rightplace(과거 토지이용,천

층지하수 ),time(기비, 비,시비 간격),rate(시비량)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 다 (Fig.6.2,Table6.1).시설재배지에서의 시나

리오 용 작물은 토마토이며,시나리오 비교를 한 행 농은 4장

2012년 첫 번째 농시기에 용된 농민의 행 농방법을 이용하여

모델링하 다.

Fig.6.2Modelingscenarioconsidering4Rinprotected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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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R Considerations

Rightplace

Previouslanduse

conventional

uplandfield

paddyfield

Shallow groundwaterlevel

1.5m

2.0m

3.0m

Righttime
Basalfertilization

100%

50%

Irrigationinterval(1day,2days,3days)

Rightrate Conventional,increasing,decreasing

Rightsource Notconsidered

Table6.1Modelingscenarioconsidering4Rinprotectedcultivation

시나리오 #1.기존 개 논을 환하여 조성된 시설재배지는 30-50

cm정도 성토를 하여 조성한다 (농림부,1999;장용선 등,2010).성토

를 하더라도 토층 내 심토는 논토양의 성질을 지니게 되어,심토의 성

질에 따라 양물질의 집 지하침투 특성이 다르게 작용할 것으

로 단된다.따라서 시나리오를 1)4장에서 모니터링한 지역과 유사

한 논에서 시설재배지로 환한지 10년 이상 된 지역,2) 형 인 밭

토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지역,3)심토가 논에서 환된지 얼마 안

된 논토양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 3개의 지역 (Table6.2)으로 구성

하여 모델링 기반 환경 향평가를 하 다.0-30cm는 시설재배를

한 성토층,30-100cm토층은 각각 시나리오에 맞는 토층,100cm이

하 심토는 동일한 토양통으로 가정하여 모의하 다.작물,시비

개는 4.2.2에서의 행 농방법과 동일하게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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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s
Soillayer(cm)

Remarks
0-30 30-100 100-150

Conventional

Plasticcultivation

fields
pileduplandsoil

(soiltype:surface-10

cm soil)

stabilizedsoilafter

transitionfrom paddy

field

(60-90cm)

subsoil

(Table4-11)

·Conventional

farmingpractice

·Modelingperiod:

PGH-TFCP

·initialNO3-N:0

·basalfertilization:

54.0kgN/ha

Uplandfields

(sandyloam)

uplandsoil

(10-60cm)

Paddyfield(loam)

pileduplandsoil

from 0to50cm

(soiltype:surface-10

cm soil)

paddyfieldsoil

(Loam soil)

Table6.2SoilcharacteristicsofScenario#1consideringsoiltypeonprotected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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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천층지하수 모니터링 결과 (Fig.4.5)를 보면,여름

철 강우시 지역에 따라 지표로부터 천층지하수까지 깊이가 1.0m 이

하로 높아졌다.이처럼 우기 천층지하수가 높은 지역에서는 90cm이

하 토층에 집 된 고농도의 양물질이 천층지하수 수질에 향을 끼

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따라서 지하수 가 깊은 경우 지하

수 가 1.5m (SGW 1.5,Shallow groundwater1.5),2.0m (SGW

2.0),3.0m(SGW 3.0)4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구성, 농

에 따른 양물질 환경 향평가를 하 다.

시나리오 #3.시설재배지에서 기비와 추비에 따른 향평가를 하

다.2012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첫 번째 토마토 농 에 많은 양

의 기비를 시비하 다.하지만, 개를 하면서 1,2월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고 NO3-N과 같은 수용성 양물질이 지하로 침투하는 것으로 모

니터링 되었다.시설재배지는 기비와 추비로 나눠서 시비를 하지만,

최근 이인복 등 (2007)의 연구에 따르면,시설재배지에서 기비를 많이

주는 것보다 분리해서 시비하는 경우,질소 흡수율도 높고 용탈되는

양도 은 것으로 측되고 있다.4장에서 모의된 시설재배지 행시

비법을 기 으로 기비 100% (B200:기비 200kgN/ha,B300:기비

300kgN/ha),기비 50% (BF150:기비 100kgN/ha, 비 150kg

N/ha;BF300:기비 100kgN/ha, 비 300kgN/ha),기비 0% (F200:

비 200kgN/ha;F300: 비 300kgN/ha;F400: 비 400kg

N/ha)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기비와 추비의 향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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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4.김 용 등 (2011b)에 따르면,시설재배지에서 토마토

개 주기는 최 3-7일을 추천하고 있으며,흙토람에서 제공하는 물

리지침서 (htttp://soil.rda.go.kr)에서도 생육단계별로 차이는 있으

나,토마토는 4-10일 간격으로 1회 13.2–21.3mm 시비를 처방하고

있다.하지만,실제 농가에서 농민의 행농법에 의한 개방법 모니

터링 결과,농민은 주로 육안으로 확인하여 표면이 건조하다고 단되

는 시기에 개를 하고 있었다.따라서 개간격에 따른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생산량, 양물질 지하침투량,작물의 질소흡수량과의 계

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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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조림지

조림지에서는 시설재배지와는 다르게 강수 등의 기상환경에 향을

받기 때문에,기상 요소 시비시기에 하여 고려해야 한다. 한,

조림지에서는 농도액비 활용시 단기간이 아닌 최소 4년에서 10년

이상 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시비에 의한 향 평가 역시

요할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조림지에서의 시나리오는 Table6.3와

같이 구성하 다.

조림지는 산림,유휴지,간척지,과실수림 등 다양한 토양 지형조

건을 가지는 곳에 조성된다.본 연구에서는 모니터링 상지역 산

림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순환림 (BioPL) 밭토양 특성을 가

지고 있으며,과실수 등 수목재배를 한 지형특성을 가지고 있는 밤

나무재배지 (CnutPL)를 상지역으로 시나리오를 구성하 다.

4R Considerations Remarks

Rightplace notconsidered

Righttime

irrigationtimes

(seasonsandrainydays)
seasonality,

rainfall,application

timesandperiod
Longterm impact

(applyingfor4/10year)

Rightrate

highconcentrationliquid

manure,low concentration

liquidmanure

-

Rightsource BioPL,CnutPL
justincase

applyingLCLM

Table6.3Modelingscenarioconsidering4Rinforestplantation



-245-

시나리오 #1. 농도액비 장기 시비에 따른 환경 향평가를 하여

BioPL CnutPL에서 Table6.4를 용하여 시나리오 #1을 구성하

다. 농도액비 시비 시기는 5장에서 농도액비 모니터링 기간인 4년

10년이다.5장에서 구축된 RZWQM 모델을 기반으로 1)2008년 4

월부터 2012월 3월까지 4년 2)2002년 4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0

년 동안 농도액비를 시비하 다고 가정하고 모의하 다.시나리오

모의를 한 기상자료는 수원 기상측후소의 2002-2012년 10년 과거

자료를 이용하 으며,액비시비는 기존에 액비를 시비하 던 동일한

날짜에 시비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한,액비의 부숙 여부 농도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

다.BioPL에서는 LCLM-L(7),LCLM-H(25),Ctrl3종류의 시비방법

을 용하 다.LCLM-L(7)은 TN 농도가 0.07%이고,부숙이 잘된

액비이며,LCLM-H(25)는 TN농도가 0.25%이며 부숙이 덜된 액비

이고,Ctrl은 무처리구를 의미한다.CnutPL에서는 LCLM-L (7),

LCLM-L(12),LCLM-H (25),Ctrl4종류의 시비방법을 용하 으

며,LCLM-L(12)는 TN농도가 0.12%인 액비이다.

4년 동안 액비를 시비한 경우는 LCLM-L(7)액비를 4년 동안 시비

한 경우,LCLM –H(25)액비를 4년 동안 시비한 경우,모니터링 방

법과 동일하게 시비한 경우 (CF,ConventionalFertilization),4년 동

안 시비하지 않은 경우 크게 4가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 다.10년 동

안 액비를 시비한 경우는 LCLM-L(L),LCLM-H (H)액비를 각각

10년 동안 시비한 경우, 행재배와 동일하게 시비한 경우

(LL/LLHH/LLHH/CF),10년 동안 액비를 시비하지 않은 경우로 구성

하 다. 한,4년 액비시비 후 1년 액비시비를 하지 않는 간헐 액

비시비방법 (InterF,IntermittentlyFertilization)을 용하여 InterF

(CF),InterF(LCLM-H)와 같이 시나리오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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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LCLM applicationcharacteristics

LCLM

LCLM-L(7)
appliedin2008,TNconcentration

is0.07%

LCLM-L(12)
appliedin2009inCnutPL,TN

concentrationis0.12%

LCLM-H(25)
appliedin2011,

TNconcentrationis0.25%

Ctrl Control,Noapplication

Periods

4-year Apr.2008– Mar.2012

10-year Apr.2002– Mar.2012

Scenarios

4-year

LCLM-Hfor4years

LCLM-Lfor4years

ConventionalFertilization(CF)

Ctrl

10-year

LCLM-Hfor10years

LCLM-Lfor10years

Ctrl(LLHH/LLHH/LL)

InterF:Fallow period(2007,2011)

Table6.4Scenario#1forsimulatinglongterm impactonforest

plantationconsideringLCLM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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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2.5장에서 토양수 모니터링 결과, 농도액비 시비는

강우사상에 향을 받는 것으로 모니터링 되었다.따라서 2011년 4월

부터 2011년 10월까지 일 강수량이 큰 순서 로 바이오순환림은 15일

(2011년 바이오순환림 액비시비횟수),밤나무재배지는 23일 (2011년

밤나무재배지 액비시비횟수)을 선정하여,강수일,강수 1일 ,강수 2

일 ,그리고 강수 1일후,강수 2일 후 액비 시비를 할 경우에 환경

향평가를 모의하 다.강수 날 액비 시비를 할 경우,강수와 함께

지하침투 가능성이 크며,강수 후에 바로 액비를 시비할 경우,토양

내 선행토양수분함량이 높아 액비 거동이 빠를 것으로 단된다.

한,액비 농도 부숙여부에 따라 강수에 향정도를 함께 분석하기

하여,LCLM-H를 시비하는 경우 LCLM-L를 시비하는 경우 2가

지 액비 종류에 의해 시나리오를 용하여 모의하 다 (Table6.5).

Items LCLM applicationcharacteristics

Precipitation

Day,beforeandafterprecipitation

LCLM concentration

BioPL

LCLM-H,LCLM-L

CnutPL

LCLM-L(7),LCLM-H

(36)

AmountofLCLM application

BioPL

20l/times/tree

15times

CnutPL

24l/times/tree

23times

Table6.5Scenario#2forconsidering rainfalleventon forest

plantationconsideringLCLM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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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3.박진면 등 (2012)에 의하면,액비는 가을이나 겨울

에 량 시비하는 경우보다 철에도 시비를 할 경우 이용효율이 높

으며,겨울철 시비는 손실량을 증 시킬 수 있다.따라서 농도액비

시비시기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 다.바이오순환림 밤나

무재배지에서 2010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일 년에 총 6회 시비

하는 경우에 하여,LCLM-L,LCLM-H액비로 나눠 시나리오를 구

성하 다.4-9월 한 달에 한번, 철 량 시비 (4-5월 일주일에 한번,

강우시 제외), 철 70%,가을철 30% 시비 (4-5월,9-10월) 가을철

량 시비 (9-10월)4가지로 시나리오를 구성하 다.시비일은 강수발

생일 강수 발생 /후 2일은 제외하고 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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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시나리오의 모델 용

6.3.1시설재배지

가.시설재배지 조성 이 토지이용 천층지하수 고려

Fig.6.3-6.6는 시설재배지의 심토층 토성 (시나리오 #1) 천층지

하수 (시나리오 #2)를 고려한 모의 결과이다.천층지하수 를 고려

하지 않고 모의한 결과 (Fig.6.3), 행 시설재배지에서의 질소 용탈

량은 31.9kgN/ha,심토가 밭 토양일 때 질소 용탈량은 35.9kg

N/ha,심토가 논 토양일 때 질소 용탈량은 27.0kgN/ha이었다. 개

량이 많아지면 용탈되는 질소양이 많아졌으며, 행 시설과 밭 토양에

서 모의한 결과,동일한 시비 개에 하여 비슷한 질소의 용탈

패턴을 보 다.안정화된 논의 질소 용탈량은 밭 토양보다는 질소 용

탈양은 었다.

심토가 논토양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시설재배지에서의 양물질 용

탈 속도가 느리고 용탈량이 타 토지이용보다 었다. 행 시설재배지

밭 토양에서 질소가 용탈되는 시기에도 용탈이 되지 않다가 개

수량이 많아지면 용탈이 되었다. 양물질이 집 되었다가 한 번에 빠

져나가는 상 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논 에 밭작

물 재배를 한 인 토를 성토할 경우 토양이 안정화되지 이 까지는

계속되는 압 기존 토양과 성토 사이의 특성차이 때문에 수분의

지하침투에 향이 생기며,특정 방향으로 선택류가 생성되었기 때문

에 일반 토양과 다른 양상으로 용탈되는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논

을 시설재배지로 환 시 기 양물질 배수 리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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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3DailyNleachingofprotectedcultivationsystems

consideringsoiltype(scenario#1)

천층지하수 를 고려한 모의 결과 (Fig.6.4-6.6),1.5m 지 에 천

층지하수 가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모의를 해본 결과,지하수 가 높

게 형성된 경우 지하수 를 고려하지 않는 토양보다 지하침투 용탈량

이 많았다. 행 시설재배지에서의 질소 용탈량은 61.2kgN/ha,심토

가 밭 토양일 때 질소 용탈량은 41.7kgN/ha,심토가 논 토양일 때

질소 용탈량은 38.8kgN/ha이었다.천층지하수 가 2.0,3.0m로 깊

어질수록 천층지하수로의 용탈량은 감소하 다.이경자 (2008)에 따르

면,우리나라 시설재배지 토양에서 심토가 경반층이 형성되고 토양수

분의 수직 거동이 느려서 하부토층에 집 상이 나타났다.천층지하

수 가 깊어지면서 심토에 집 량이 증가하고 천층지하수로의 이동속

도가 느리기 때문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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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천층지하수 2.0m,3.0m에서 각각 용탈량의 차이는

1.5m와 비교하여 크지 않았다.일부 양물질은 1.5m이하 지하수

이상의 토층에 양물질이 집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논토양

(Fig.6.6)의 경우 양물질 지하침투량이 가장 었는데,동일한 양을

시비하 으나,심토가 논토양인 경우는 생산량과 작물 흡수량이 상

으로 행지역 밭토양으로 가정된 지역보다 작았기 때문에,토양

내에 집 된 양물질 농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게 용탈량은

많지 않았으나,심토에 집 된 양물질 농도가 높은 경우는 향후 잠

재 인 양물질 지하침투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 배수와 함께 토양 내 양물질 집 리에 지속 인 모니터

링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Fig.6.4Simulationresultsofdailynitrogenleachingconsidering

shallow groundwaterlevel(scenario#2)inprotectedcultivation

stabilizedsoilaftertransitionfrom paddy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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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5Simulationresultsofdailynitrogenleachingconsidering

shallow groundwaterlevel(scenario#2)inprotectedcultivation

havinguplandsoilat30-100cm

Fig.6.6Simulationresultsofdailynitrogenleachingconsidering

shallow groundwaterlevel(scenario#2)inprotectedcultivation

havingpaddyfieldat50-100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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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비 시비량 변화에 따른 향 평가

기비 시비량 변화에 의한 시설재배지 토양 환경 향평가 결과는

Table6.6,Fig.6.7과 같다.본 연구에서는 시설재배지 작물 생산량에

한 모니터링 결과가 없어,이인복 등 (2007)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토마토 재배시 생산량을 감소시키지 않는 범 내에서 기 토양 질

소 농도 (50mg/kg)를 선정하고,모의하 다. 재 토양상태에서 행

재배방식으로 시비하고 비농도를 조 하여 시나리오를 용하 다.

질소 지하침투량은 F200( 비 질소량 약 200kg/ha)일 때는 21.5

kg/ha이었으나,동일한 질소를 체 기비로 시비한 경우 (B200)질소

용탈량은 67.6kg/ha로 F200보다 높았다.F300( 비 질소량 약 300

kg/ha)일 때는 용탈량이 27.4kg/ha,F400( 비 질소량 약 400

kg/ha)일 때는 용탈량 39.3kg/ha로,시비량을 증가시키면, 양물질

용탈량도 증가하 다. 한,시비량은 B200보다 높았지만,용탈량은

어 기비량이 많은 경우, 비로 동일한 양을 시비하는 경우보다 질

소의 용탈량이 증가하 다.작물의 생육 기비된 양물질이 개시

마다 작물소비에 이용되지 못하고 용탈되기 때문으로 단된다.하지

만,생산량 작물 흡수량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동일한 양을

시비하는 경우,기비를 많이 주는 것보다 개시 비형태로 나눠서

시비하는 경우 작물의 질소흡수량은 감소하지만,생산량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환경에의 향은 감소시켰다.따라서 시설재배지에서

는 한 번에 기비로 많은 양의 양물질을 시비하는 것 보다 집 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 내에서 필요시마다 비형태로 시비하는 것이

토양환경에 정 일 것으로 단되었다.기비는 뿌리 활력 등의 기

작물 생산에 필요한 형태로 최소한으로 시비하고,수분이동성이 큰

양물질은 비로 시비하는 것이 정 일 것으로 단되며,추가 으

로 필요한 경우는 엽면시비도 좋은 방법 하나이다.



-254-

Treatment

Basal

fertilization
Fertigation

Total

fertilization

N

leaching

Leaching

fraction

kg/ha %

F200 213.3 213.3 21.5 10.1

F300 286.5 286.5 27.4 9.6

F400 431.5 431.5 39.3 9.1

B200 200 200 67.6 33.8

B300 300 300 99.8 33.3

BF150 100 140.1 250.1 46.8 19.7

BF300 100 286.5 386.5 58.6 15.2

Table6.6Fertilizerapplicationamountandtotalirrigationamount

ofscenarios#3

Fig.6.7TotalfertilizationandNleachingofscenarios#3in

protectedcul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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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개 간격 조 에 의한 향 평가

시설재배지는 비형태로 시비하는데, 개주기가 일정하지 않고

개 농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토양 내 토양수의 농도가 격하게

변화하여 작물이 스트 스를 받게 되며, 양물질의 손실률을 증가시

킨다 (이경자,2008).따라서 토양용액의 양분농도가 격히 변동되지

않도록 하기 해서는 시비 간격을 짧게 하고 소량의 비료양분을 시

비해야 한다.따라서 1-3일 간격 시비에 따른 생산량 양물질 용

탈 향을 평가하 다.

Fig.6.8은 개간격 개량 조 에 따른 질소 투입량과 작물의

소비량,용탈률을 도식화한 것이며,Table6.7은 개간격, 개량,

개주기별 작물의 질소 소비,질소 용탈,생산량을 비교한 것이다.동일

한 양을 시비하더라도 시비 간격에 따라 환경 향 생산량이 달랐

다.하루에 2리터의 은 양을 개할 때는 1일 간격으로 하루에 한

시간씩 시비하는 것 보다 2일 간격으로 2시간씩 시비하는 경우 생산

량 환경 측면에서 정 이었다.시간당 4리터 는 6리터를 시

비하는 경우,작물생육기간동안 동일한 질소량을 시비하 을 때,생산

량은 6리터/1일/1시간씩 비할 때 291t/ha로 가장 높았다.6리터씩

시비하는 경우 질소 용탈량은 4리터씩 시비하는 경우보다 많았으나

큰 차이는 없었으나,6리터씩 2일,3일 간격으로 비할 때는 생산량

은 감소하고 용탈량은 증가하 다.필요수량이 을 경우는 2일에 한

번씩 시비하는 것이 좋으며,필요수량이 많을 경우는 소량씩 매일 시

비하는게 생산량 환경 측면에서 정 이다.

재 농민의 행농법 (Conventionalcultivation)처럼 시비 간격에

한 기 없이 개하는 경우와 비교한 결과,1시간에 4리터씩 개

하는 경우와 개량 생산량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작물 흡수량은

었으며 질소 총 시비량 (377.0kg/ha) 용탈량 (52.2kg/ha)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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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으며,집 량도 많았다.규칙성 있는 개 시비가 토양 내 스트

스를 감소시키고 생산량 환경 측면에서 정 일 것으로 단

된다.

Fig.6.8Comparisonofplantuptake,nitrogenapplicationand

leachingfractionsimulatedbySALTMEDmodelbasedon

scenari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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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

Irrigation

amount

/day/hr

Irrigation

interval

Irrigation

hour
ET F

Plant

Uptake

(kgN/ha)

Leaching Irrigation
Crop

yield

(L) (day) (hr) (mm) (KgN/ha) (mm) (t/ha)

2-1-1 2 1 1 428 187.4 86.0 10.4 429 166

2-2-2 2 2 2 425 188.3 92.2 8.7 429 177

4-1-1 4 1 1 437 239.0 117.9 22.1 859 247

4-2-2 4 2 2 443 233.9 104.4 21.7 859 214

4-3-3 4 3 3 426 229.9 94.0 7.4 859 188

6-1-1 6 1 1 442 247.7 133.7 25.7 1,288 291

6-2-1 6 2 1 431 95.1 96.5 3.4 644 196

6-2-2 6 2 2 437 241.3 111.4 24.4 1,288 227

6-3-3 6 3 3 434 233.1 97.0 22.7 1,288 200

Conv. - 499 377.0 100.0 52.2 817 211

Conv.:conventionalcultivation,ET:evapotranspiration

Table6.7TomatocroptotalyieldandnitrogencharacteristicssimulatedbySALTMED modelbasedon

scenario#4



-258-

6.3.2조림지

가.조림지에서의 농도액비 장기 시비에 의한 향 평가

Table6.8은 바이오순환림에서 농도액비를 4년 동안 시비한 결과

의 연평균 값이며,Fig.6.9는 농도액비 시비에 따른 질소의 작물흡

수 용탈 특징이다.Ctrl은 액비를 시비하지 않고 모의한 결과이며,

LCLM-L(7)은 TN 농도가 0.07%인 농도액비를 4년 동안 시비한

결과이며,CF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실제 시비한 액비를 용한

결과이고,LCLM-H(25)는 2011년 부숙이 덜된 고농도액비를 4년 내

내 용한 결과이다.PUfraction(Plantuptakefraction)은 작물 흡수

율로 농도액비 시비시 질소흡수량과 무처리구의 질소흡수량에 한

농도액비 시비량과의 비율이며 식 (6.1)과 같이 산정한다.

PUfraction=
PU(LCLM)-PU(Ctrl)

(6.1)
AmountofLCLM application

LH fraction(leachingfraction)은 용탈률로써, 농도액비 시비시

질소 용탈량과 무처리구에서의 질소 용탈량과의 차이에 한 농도

액비 시비량과의 비율이며 식 (6.1)과 같이 산정한다.

LHfraction=
LH(LCLM)-LH(Ctrl)

(6.2)
AmountofLCLM application

연 평균 작물 흡수량은 무처리구 (Ctrl)에서는 54kgN/ha이었으

며,LCLM-L(7)에서는 185kgN/ha/yr,CF에서는 225kgN/ha/yr,

LCLM-H(25)에서는 235kgN/ha/yr이었다.Table5.14모델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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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한 작물 필요 질소 흡수량 200kgN/ha/yr와 비교하여,CF

LCLM-H(25)는 작물의 흡수량이 높았다. 농도액비의 시비는 수목

의 질소흡수량을 증 시키는 것으로 모의되었다.특히,LCLM-L(7)

을 시비할 경우 질소의 용탈량은 4kgN/ha/yr로 일부 지하침투는 피

할 수 없었으나,유출량과 비교하여도 상 으로 은 수치 다.무

처리구와 비교하여 작물흡수율 (PUfraction)은 1.29로 1보다 컸으며,

용탈률 (LHfraction)은 0.03으로 수치가 낮아 LCLM-L(7)과 같이 농

도가 낮고 부숙이 잘된 농도액비를 하게 시비할 경우 장기간

시비에도 지하침투에는 큰 향이 없을 것으로 단되었다.

하지만,CF LCLM-H(25)의 경우 농도액비 총 시비량과 비교

하여 작물흡수율은 0.65,0.42로 감소한 반면,질소 용탈률은 0.33,0.57

로 증가되어 비율도 증가하 으며,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물질 이상

의 고농도액비 시비는 작물흡수량도 증 시켰으나,지하침투 되는 질

소 농도도 증가하 다.

Fig.6.9Fractionofleachingandplantuptakecomparedwith

untreatedplotfor4years(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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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Water

balance

NitrogenFlow

Ctrl
LCLM-L

(7)
CF

LCLM-H

(25)

mm/yr kgN/ha/yr

I

PR 1540 13 13 13 13

LCLM 189 - 102 262 435

ETC

(residue,root)
- 34 57 48 52

O

VD 0 0 3 9

RO 539 5 5 6 6

LH 459 0 4 87 246

PU 719 54 185 224 235

Output-Input 0.0 12 55 -3 -4

PR:precipitation

LCLM:low concentrationliquidmanure

VD:volatilization& denitrification

RO:surfacerunoff

LH:leaching

PU:plantuptake

Table6.8Waterbalanceandnitrogenflow ofscenario#1inthe

BioPLfor4-yearsimulationconsideringLCLM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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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10는 농도액비 시비에 따른 질소의 작물흡수 용탈 특징

이며,Table6.9는 밤나무재배지에서 농도액비를 3년 동안 시비한

결과의 연평균 값이다.연 평균 작물 흡수량은 무처리구 (Ctrl)에서는

31kgN/ha이었으며,LCLM-L(7)에서는 76kgN/ha/yr,LCLM-L

(12)에서는 92kgN/ha/yr,CF에서는 121kgN/ha/yr,LCLM-L(36)

에서는 169kgN/ha/yr이었다.연 평균 질소 용탈량은 무처리구

(Ctrl)에서는 46kg N/ha이었으며,LCLM-L (7)에서는 148kg

N/ha/yr,LCLM-L(12)에서는 233kgN/ha/yr,CF에서는 320kg

N/ha/yr,LCLM-L(36)에서는 508kgN/ha/yr이었다.작물흡수율

(PU fraction)은 LCLM-L(7)에서는 0.17,LCLM-L(12),CF에서는

0.18,LCLM-L(36)에서는 0.14로 바이오순환림보다 낮았으며,용탈률

(LHfraction)은 LCLM-L(7)에서는 0.39,LCLM-L(12)에서는 0.56,

CF에서는 0.57,LCLM-L(36)에서는 0.46이었다.

Fig.6.10Fractionofleachingandplantuptakecomparedwith

untreatedplotfor3years(Cnut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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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나무재배지는 바이오순환림과 비교하여 동일한 농도의 농도액

비를 시비하 어도,연 액비시비횟수 액비시비량이 많아 용탈되는

질소양이 많았다.특히,밤나무재배지는 토양 특성이 사질토에 Ksat

값도 바이오순환림보다 크기 때문에,작물이 흡수가능한 질소량 이상

의 잦은 시비는 오히려 환경에 악 향을 미칠 수 있다.

Items

Water

balance

NitrogenFlow

Ctrl
LCLM-L

(7)

LCLM-L

(12)
CF

LCLM-H

(36)

mm kgN/ha

I

PR 1601 13 13 13 13 13

LCLM 439 0 258 336 483 1,008

etc.

(residue,root)
- 4 7 13 50 13

O

VD - 0 53 99 104 292

RO 486 4 5 4 5 7

LH 1080 46 148 233 320 508

PU 470 31 76 92 121 169

Output-Input -4 64 4 66 4 -59

Table6.9Waterbalanceandnitrogenflow ofscenario#1inthe

CnutPLfor3-yearsimulationconsideringLCLM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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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순환림에서 10년 동안 시비할 경우 향에 해서 모의해보

았다.2002년 3월부터 2012년 2월까지 10년 동안 기상자료를 활용하

여 모의하 으며,액비 시비 날짜는 기존 액비를 시비하 던 동일한

날짜에 시비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기존 모니터링시 액비시비를 매

주 목요일 시비 는 매주 화요일/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시비 등 요

일 기 으로 시비하 기 때문에 시나리오 #1모델링에서는 기상조건

은 고려하지 않고 랜덤하게 시비하 다.토양은 모델링에서 검·보정을

통해 정립한 토양 상태를 용하 으며,기타 입력 자료도 동일하게

입력하 다.

Table6.10은 바이오순환림에서 농도액비를 10년 동안 시비한 결

과의 연평균 값이며,Fig.6.11는 농도액비 시비에 따른 질소의 작물

흡수 용탈 특징이다.InterF는 4년의 액비시비 후 1년 동안 액비시

비를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연 평균 작물 흡수량은 무처리구 (Ctrl)에서는 56.7kgN/ha이었으

며,LCLM-L(7)에서는 194.2kgN/ha/yr,CF에서는 235kgN/ha/yr,

LCLM-H(25)에서는 243.7kgN/ha/yr이었다.휴경기를 고려한 경

우 InterF(CF)는 205.1kgN/ha/yr,InterF(LCLM-H)는 230.0kg

N/ha/yr이었다.Table5.14모델링에서 가정한 작물 필요 질소 흡수

량 200kgN/ha/yr와 비교하여,장기 수목 재배시 농도액비 시비

는 수목의 질소흡수량을 증 시켰으며,간헐 으로 액비를 시비한 경

우도 수목의 질소 흡수량이 200kgN/ha/yr보다 높았다.

하지만,환경 측면에서는 고농도액비를 시비한 경우와 농도액

비를 시비한 경우 환경 향에 큰 차이를 보 다.LCLM-L(25)을 10

년 동안 시비한 경우,작물흡수율은 0.42로 가장 낮은 반면,연평균 질

소 용탈량은 213kgN/ha,용탈률은 0.52로 액비시비량의 50% 이상이

용탈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LCLM-L(7)을 시비할 경우 질소의 용

탈량은 4.3kgN/ha/yr로 일부 지하침투는 피할 수 없었으나,유출량



-264-

(5.1kgN/ha/yr) 무처리구에서의 질소 용탈량 (0.9kgN/ha/yr)과

비교하여도 은 수치 다. 한,무처리구와 비교하여 작물흡수율은

133로 1보다 컸으며,용탈률은 0.03으로 수치가 낮았다.

액비는 수분공 과 양분공 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잦은 시비는 작물이 이용하지 못하고

용탈을 야기할 수 있으며,상 으로 농도가 높고 부숙이 덜된 액비

시비는 장기 으로 침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하지만,

LCLM-L(7)과 같이 농도가 낮고 부숙이 잘된 농도액비를 하게

시비할 경우 10년 동안의 장기간 시비에도 수목의 질소 흡수량은 증

시키고 양물질 지하침투에는 큰 향이 없을 것으로 단되었다.

Fig.6.11Fractionofleachingandplantuptakecomparedwith

untreatedplotfor10years(Bio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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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WaterBalance NitrogenFlow

CF InterF CF
LCLM-L

(7)

LCLM-H

(25)

InterF

(CF)a)
InterF

(LCLM-H)b)
Ctrl

mm kgN/ha

Input

PR 1437.0 1437.0 11.8 11.8 11.8 11.8 11.8 11.8

LCLM 191.6 161.2 252.0 103.6 444.0 174.0 366.0 -

ETC

(residue,root)
- - 84.2 49.2 59.8 55.3 55.3 18.3

Output

VD - - 1.1 5.6 8.9 0.8 8.6 0.0

RO
524.6

(3.2)
520.9 5.6 5.1 6.2 5.1 5.6 4.3

LH
312.2

(1.9)
291.7 78.5 4.3 230.7 54.8 213.1 0.9

PU(T)
792.1

(4.9)
789.1 235.1 194.2 243.7 205.1 230.0 56.7

Output-Input 0.3 3.5 -27.5 44.7 -25.9 24.7 24.3 31.8
a)2002-2006(L),2007F,2008-2010(L+H)2011F

b)2002-2006,2008-2010L,2007/2011F

Table6.10Waterbalanceandnitrogenflow intheexperimentalfieldforthesimulation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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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강수와 농도액비 시비와의 계

산림에서 강수에 의해 토양수분 거동 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특

히, 농도액비는 <6.3.2–가>에서 살펴보았듯이, 한 농도로 시

비할 경우 장기간 시비에도 환경에의 향은 최소화 하고 작물 흡수

량은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하지만,5장 모니터링 결과

에서도 보았듯이 강우기 액비 시비는 오히려 작물이 흡수하지 못하고

유출되거나 용탈되어 손실을 야기할 수 있다.따라서 강수와 농도액

비 시비와의 계를 살펴보았다.동일한 시비량을 강수일 (PD,

precipitationday),강수 1일 (BP-1,1dayagoprecipitation),강수

2일 (BP-2,2daysagoprecipitation),강수 1일후 (AP-1,1day

afterprecipitation),강수 2일후 (AP-2,2daysafterprecipitation)에

시비하여 농도액비 시비에 따른 향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11-6.12과 같다.

Table6.11은 바이오순환림에서 2011년 4월부터 10월 강수발생

량이 가장 많았던 15번의 강수사상을 기 으로 강우 1,2일 /후/강수

일에 하여 LCLM-H LCLM-L액비를 각각 동일 한 양을 시비하

을 경우 환경 향평가 결과이다.LCLM-H(25)액비는 2011년에 실

제로 시비한 액비와 동일한 것으로써,Table5.16의 2011년 결과와 비

교한 결과,강수 /후/강수일에만 액비를 시비한 경우 용탈량이 98

kgN/ha에서 182.3-209.0kgN/ha로 두 배 이상 증가하 다. 한,

LCLM-L(7)액비 시비와 비교하여 총 농도액비 시비량은 3배 많

았으나,용탈량은 7배 이상 높아 부숙이 덜된 고농도액비 시비는 강수

에 농도액비와 비교하여 민감하 다.작물 흡수량은 강수발생 1일

강수일에 시비하는 경우 가장 높았으며,질소 용탈량은 강수 1

일 에 시비한 경우에 209.0kgN/ha로 가장 높았다.LCLM-L(7)

액비 시비의 경우,Fig.6.8의 LCLM-L(7)을 4년 동안 시비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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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값과 비교한 결과,용탈량은 25.0-26.2kgN/ha로 6배 이상 높은

반면,작물 흡수량은 133.9-139.0kgN/ha로 감소하 다.

Table6.12은 밤나무재배지에서 23번의 강수사상을 기 으로 강우

1,2일 /후/강수일에 하여 LCLM-H LCLM-L액비를 각각 동

일 한 양을 시비하 을 경우 환경 향평가 결과이다.LCLM-H (36)

액비는 2011년에 실제로 시비한 액비와 동일한 것으로써,Table5.16

의 2011년 결과와 비교한 결과,강수 /후/강수일에만 액비를 시비한

경우 용탈량이 156kgN/ha에서 334.6-341.8kgN/ha로 두 배 이상

증가하 다.바이오순환림과의 차이 은,LCLM-L(7)액비 시비의 경

우도 용탈량이 높았다.이는,물빠짐 속도가 빠른 밤나무재배지가 강

수에 한 민감도가 더 크기 때문으로 단된다.작물 흡수량도 강수

/후에 액비 시비시 기존 흡수량 (모니터링 기반 176kgN/ha)과 비

교하여 감소하여,강수에 의한 질소 손실이 큰 것으로 모의되었다.

RZWQM 모델 기반 시나리오 #2모의 결과,강수 당일보다 강수

날 액비 시비를 할 경우,강수와 함께 지하침투 가능성이 크며,강수

후에 바로 액비를 시비할 경우,토양 내 선행토양수분함량이 높아 액

비 거동이 빠를 것으로 단되었다.밤나무처럼 사질토는 강수에 향

이 크기 때문에,많은 양의 액비를 강우시 시비하면 양물질의 용탈

량이 많아진다.따라서 강수 최소 2일 후에는 액비를 시비하지 않아

야 하며,액비는 한번 시비되면 으로 퍼져나가지 않는 성질이 있으

므로 강수시기를 피할 경우 유출에 의한 손실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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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water

balance

NitrogenFlow

BP-2 BP-1 PD AP-1 AP-2

mm kgN/ha

LCLM

-H

I

PR 1,297 10.8 10.8 10.8 10.8 10.8
LCLM 195 450.0 450.0 450.0 450.0 450.0

ETC - 7.2 7.2 7.1 7.2 7.2

O

VD - 60.6 38.6 48.8 44.3 50.8
RO 387.7 3.3 3.5 3.5 3.3 3.2

LH 655.2 182.3 209.0 188.8 197.4 187.4

PU(ET) 451.5 228.0 234.4 233.6 228.4 228.2

Output-Input 2.4 6.8 17.5 6.2 5.4 1.6

LCLM

-L

I

PR 10.8 10.8 10.8 10.8 10.8
LCLM 150.0 150.0 150.0 150.0 150.0

ETC 5.7 5.2 4.6 5.2 5.2

O

VD 2.6 2.6 2.8 2.6 2.2
RO 3.3 3.3 3.4 3.2 3.1

LH 26.2 25.0 25.1 26.9 25.9

PU(ET) 136.7 134.9 139.0 134.0 133.9

Output-Input 2.2 (0.3) 5.0 0.7 (0.9)

Table6.11Waterbalanceandnitrogenflow intheBioPLexperimentalfieldforLCLM-HandLCLM-L

applicationfrom Apr.toOct.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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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water

balance

NitrogenFlow

BP-2 BP-1 PD AP-1 AP-2

mm kgN/ha

LCLM

-H

I

PR 1297 10.8 10.8 10.8 10.8 10.8
LCLM 372.6 828.0 828.0 828.0 828.0 828.0

ETC - 25.6 25.4 25.2 25.1 24.9

O

VD - 561.9 563.7 569.1 566.0 567.1
RO 300.6 2.3 2.4 14.3 12.5 2.3

LH 1037 341.8 339.2 334.6 337.8 335.8

PU(ET) 380.8 157.8 157.5 146.7 146.0 152.7

Output-Input 48.8 199.5 198.7 200.6 198.5 194.2

LCLM

-L

I

PR 10.8 10.8 10.8 10.8 10.8
LCLM 211.6 211.6 211.6 211.6 211.6

ETC 15.5 15.4 9.8 15.2 15.1

O

VD 70.7 70.8 73.7 73.1 70.5
RO 2.3 2.4 5.6 4.9 2.2

LH 341.6 338.9 334.3 337.6 335.5

PU(ET) 96.5 98.8 97.2 93.9 100.2

Output-Input 273.2 273.0 278.6 272.0 271.0

Table6.12Waterbalanceandnitrogenflow intheCnutPLexperimentalfieldforLCLM-HandLCLM-L

applicationfrom Apr.toOct.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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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계 별 농도액비 시비시기에 따른 향 평가

Table6.13은 바이오순환림에서 시나리오 #3에 따른 질소수지이며,

Table6.14는 밤나무재배지에서의 모의 결과이다.동일한 양의 동일한

농도를 가진 액비를 연 6회 다른 계 에 시비하여 모의한 결과 상이

한 결과를 얻었다.

바이오순환림에서의 모의결과를 살펴보면,LCLM-L LCLM-H

액비 시비시 모두 4-9월 한 달에 한번 시비한 경우 질소의 용탈량이

각각 23.4kgN/ha,165.2kgN/ha로 4가지 시나리오 방법 가장 컸

다.생육기간동안 한 달에 한번 시비하는 경우는 7-8월 강수일을 피해

서 시비를 하 음에도 불구하고,여름철에는 잦은 강우로 토양수분 함

량이 높고 용탈의 기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작물에 의해 소비되지

않고 손실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가을인 9월,10월에만 시비하면,용

탈되는 었으나,휘산 탈질화로 인한 손실량이 증가하 다.특히,

LCLM-H시비시 50% 이상이 휘산 는 탈질화로 손실되었는데,부

숙이 덜 된 액비를 한 번에 수목이 소비할 수 없는 시기에 시비할 경

우,표면에 집 되어 있다가 소비되기도 하지만 탈질화가 잘 될 수 있

는 환경이 조성되어 탈질화 양이 증가한 것으로 단된다.4-5월에만

시비하는 방법과 4-5월에 70%,9-10월에 30% 시비하는 경우가 용탈

휘산에 의한 손실이 가장 었다.특히 4-5월에 70%,9-10월에

30% 시비하는 경우 농도 고농도에서 용탈량은 각각 9.7kg

N/ha,120.0kgN/ha로 가장 었으며,반면,작물 흡수량은 144.3kg

N/ha,200.6kgN/ha로 높았다.가을철 30%의 농도액비 시비는 유

출을 최소화 하면서 강수량이 기 때문에 표층의 공극 내에 분포하

여 있다가 이듬해 작물 생육 기단계에서 작물의 소비에 이용되기

때문으로 단된다.

밤나무재배지에서의 모의 결과를 살펴보면,LCLM-L액비를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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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바이오순환림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 반면,고농도액비의 시비시

는 4-5월에 량 시비하는 경우 작물 흡수량이 가장 높았다.하지만,

4-5월에 70%,9-10월에 30% 시비하는 경우 작물 흡수량은 었으나,

용탈양도 낮아 환경에의 향은 상 으로 은 것으로 모의되었다.

하지만 부숙이 덜 된 액비를 다량 시비하는 것은 우기에는 용탈로 인

한 손실을 야기하며,비 강우기 비 생육기간에는 휘산 는 탈질로 인

한 손실을 야기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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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CaseI CaseII CaseIII CaseIV

kgN/ha/yr

LCLM

-L1)

I

PR 9.3 9.3 9.3 9.3

LCLM 150.0 150.0 150.0 150.0
ETC 3.9 3.8 3.7 3.5

O

VD 5.3 26.0 7.3 44.4

RO 2.1 2.1 2.1 2.1
LH 23.4 17.7 9.7 1.7

PU(ET) 116.5 97.2 144.3 77.2
Output-Input -15.9 -20.2 0.4 -37.6

LCLM

-H2)

I

PR 9.3 9.3 9.3 9.3

LCLM 450.0 450.0 450.0 450.0
ETC 4.0 3.8 4.5 4.0

O

VD 87.1 100.3 98.4 272.4
RO 2.2 2.2 2.2 2.0

LH 165.2 153.0 120.0 27.9
PU(ET) 207.6 208.1 200.6 161.3

Output-Input -1.2 0.4 -42.7 0.3
1)50l/times(25kgN/ha/times)

2)50l/times(75kgN/ha/times)

3)CaseI:1times/month,CaseII:1times/week(from secondweekApr.toMay),CaseIII:2times/month(Apr,

May),1times/month(Sep.Oct.),CaseIV:3times/month(Sep.Oct.)

Table6.13Waterbalanceandnitrogenflow intheexperimentalfieldBioPLfor6timesperyear



-273-

Items
CaseI CaseII CaseIII CaseIV

kgN/ha/yr

LCLM

-L1)

I

PR 9.3 9.3 9.3 9.3

LCLM 276.0 276.0 276.0 276.0
ETC 9.0 4.0 4.0 3.3

O

VD 61.0 84.9 67.1 187.4

RO 1.5 1.5 1.5 1.4
LH 178.6 148.1 149.7 101.7

PU(ET) 69.5 63.0 72.0 76.4
Output-Input 16.2 8.1 0.9 78.3

LCLM

-H2)

I

PR 9.3 9.3 9.3 9.3

LCLM 1440.0 1440.0 1440.0 1440.0
ETC 25.5 5.2 4.7 4.5

O

VD 741.5 644.9 990.4 1257.9
RO 1.6 1.6 1.5 1.4

LH 586.2 592.8 388.0 114.9
PU(ET) 156.7 158.3 133.8 81.8

Output-Input 11.2 -57.1 -7.4 2.2
1)240l/times(25kgN/ha/times)

2)240l/times(75kgN/ha/times)

3)CaseI:1times/month,CaseII:1times/week(from secondweekApr.toMay),CaseIII:2times/month(Apr,

May),1times/month(Sep.Oct.),CaseIV:3times/month(Sep.Oct.)

Table6.14Waterbalanceandnitrogenflow intheexperimentalfieldCnutPLfor6timesper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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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소결

시설재배지 조림지에서 액비를 시비할 경우 양물질,특히 지하

수 수질오염의 기작이 되며,수분이동에 의한 거동이 빠른 NO3-N의

용탈을 최소화 하도록 시비하는 것이 요하다.시설재배지와 조림지

는 같은 농업유역에 조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양물질 거동 기작은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각자 농에 맞는 리방안이 필요하다.

시설재배지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토양환경 양물질 지하침투

모델링 결과,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비 개하는 것이,불규칙

인 시비/ 개보다 생산량 뿐 아니라 양물질의 지하침투량 집

량을 감소시켰다.하지만, 무 잦은 개는 양물질 거동의 기작을

제공하기 때문에,하루에 2리터의 은 양을 개할 때는 1일 간격으

로 하루에 한 시간씩 시비하는 것 보다 2일 간격으로 2시간씩 시비하

는 경우 생산량 환경 측면에서 정 이었다.하지만,필요수량

이 많아 하루에 6리터 이상을 비해야 하는 경우는 소량씩 매일 시

비하는 것이 양물질 지하침투량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 개주기가

3일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는 작물의 토양수 농도 변화에 한 스트

스가 발생할 수 있으며,한 번에 시비해야하는 비량이 많아지기 때

문에 손실량도 증가하게 된다.따라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시비하는 것

보다 집 량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범 내에서 필요시마다 조 씩

비형태로 시비하는 방법이 토양환경에 정 일 것으로 단된다.

논에서 시설재배지로 환 시 심토의 논토양에서 배수 불량으로 인

한 양물질 집 가능성이 컸다. 한,집 되어있는 양물질이 밭

토양 는 시설재배지로 환된지 오래된 토양과 비교하여 자주 용탈

되지는 않았지만 과다 개로 수분이 지속 으로 공 될 경우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양물질이 한꺼번에 용탈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따라

서 논을 시설로 환할 경우 배수에 한 추가 인 시설을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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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물질의 심토에서의 집 여부를 체크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천층

지하수 가 높은 지역과 특히,심토가 물 빠짐이 좋은 사질토의 경우

과다 개시 지하수로의 직 인 향이 클 것으로 단된다.

조림지에서 시나리오에 따른 토양환경 양물질 지하침투 모델

링 결과,우선,액비의 부숙여부를 단하여야 하며, 농도액비 기

농도 TN0.07%를 과하는 경우에는 재 토양상태를 고려해서 시비

량을 재산정하여 시비하여야 한다.장기간 농도액비 시비시 매년 시

비되는 양과 액비의 특성을 체크하며,토양 상태에 따라 시용량을 감

소시키거나,간헐 으로 액비시비를 단하는 것이 토양환경의 물질수

지 안정화 지하침투 감에 향을 다. 농도액비는 연속

으로 시비를 하면 안되며 최소 5일 이상,배수가 불안정한 지역은 최

소 10일 이상 시간 간격을 두고 시비하여야 한다.강수 발생 상 3일

부터 3일 후까지는 시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천층지하수 가 높은 지역,2m 이내 경사가 가 른 지역 (15%

이상인 지역,농지법에서 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의 범 )은 액비시비

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경사가 없으나 지하수 가 높은 지역은 강우

기를 피해서 시비하며,한 번에 량 시비하지 말고 여러 번 나눠서 시

비한다. 한,천층지하수 가 높은 지역 토성이 사질토로 입자가

굵어 침투속도가 빠른 지역은 침투속도를 고려하여 1회 액비시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좋다.시설재배지 조림지에서 리방안을 고려하

여 하게 시비할 경우 생산성은 유지하면서 양물질 지하침투

환경 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조림지의 경우 골 장,가로수,공

원 수목 리 등에도 활용 가능할 것이며,시설재배지의 경우도 규모

시설단지에서 환경 향을 최소화하는 범 내에서 작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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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요약 결론

본 연구에서는 농업유역 최근 면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

설재배지 우리나라 면 의 64%를 차지하며,바이오매스 생산,과

실수 생산 종자보존 등에 활용되는 조림지에서 비 액비시용

에 따라 토양 내 양물질 지하침투 환경 향을 분석하기 하여 모

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문 상을 모니터링 하고 이를 기반으로

토양수,토양 지하수 등의 수질에의 향을 조사·분석 하 다.지하침

투 환경 향 평가를 하여 SALTMED RZWQM 모형의 용성

을 평가하 다.시설재배지에서는 SALTMED모형을 이용하여

개에 따른 토양 내 수분 거동 특성을 악하고,질소 염분의 변

화를 분석하 으며,천층지하수로의 향을 악하 다.산림지에서

는 RZWQM 모형을 이용하여 강우에 따른 산림에서의 토양수분 변화

를 모의하고, 농도액비 시용에 따른 양물질 거동을 모의하여,액

비시비에 따른 향을 평가하 다.

1.시설재배지 토양 모니터링 결과,표토 (0-20cm)에서의 EC평균은

작물재배 정 EC인 2dS/m 보다 높았으며,NO3-N은 평균 농도를

보면,무비재배도 가능할 정도로 양물질의 평균 농도가 높았다.심

토는 근군역과 비교하여 양물질 농도는 낮았으나,논의 상부토층

양물질 농도보다 높은 수치로 일부 양물질이 집 되어 있었다.

2.조림지에서의 토양 모니터링 결과, 반 으로 표층에서는 무처리

구와 비교하여 농도액비처리구에서 평균 TN,TP 최댓값,편

차가 더 컸으나,바이오순환림 표층 (0-20cm)을 제외하고는 통계

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277-

3.시설재배지 토양수 모니터링 결과,NO3-N EC가 토층에서

높았으며,하부토층에서 상부토층보다 농도가 높은 경우도 있었다.

연작,과다시비 개로 토양 내 과량의 양물질이 집 되고 용

출된 것으로 단된다.따라서,지속 인 리를 하지 않을 경우 시

설재배지 내 토양 뿐 아니라 농업유역의 주요 오염원으로 작용할

것으로 단된다.

4.조림지 토양수 모니터링 결과,NO3-N농도는 3개 모니터링 지역에

서 농도액비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p<0.05),TP농도는

액비처리구와 무처리구 사이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p>0.05).

조림지에서 농도액비 시비시 인의 리도 요하지만, 양물질

의 거동 지하침투 리 측면에서는 시설재배지에서의 양물질

지하침투 리와 유사하게 질소 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5.시설재배지 천층지하수 모니터링 결과,NO3-N 농도는 지하수 농

업용수 수질기 에는 만족은 하 으나,논 지역과 비교하여 높은

수치 다.특히,시설재배지와 근 한 지하수 샘 링지 에서 강수

량이 많고 지하수 가 1m이하 던 여름철 NO3-N농도가 증가하

다.이러한 경우 시설재배지 심토 토양수에 집 되어 있는 양

물질에 향을 받아 일부 용탈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6.조림지 천층지하수 모니터링 결과,pH,NO3-N 특정 유해물질

모두 농업용수 수질기 에 만족하 으나,시설재배지 천층지하수

와 유사하게 조림지에서는 부숙이 덜된 액비를 시비하 을 때,강

수에 의한 천층지하수 향이 민감한 하류지역에 여름철 강수에 의

해 천층지하수 가 높아지면서,수목 생육에 이용되지 않은 액비

성분 일부가 지하수로 침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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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시설재배지에서 SALTMED모델의 토양수분,질소,EC의 검보정

결과도 150cm 토층에서 질소 EC가 과다 추정 되었으나,모델

검·보정 결과가 토층 내 패턴을 잘 반 하고 있어 시설재배지 모델

링에 용 가능할 것으로 단되었다. 한,모니터링 기간 동안의

SALTMED모델링 결과 기비 시비를 많이 했던 2012년 첫 번

째 농 시기에는 작물 생육의 질소 이용률은 약 26.5% 이었으며,

2012년 두 번째 시기에는 54.5% 이었다.

8.조림지에서 RZWQM 모델의 토양수분 검·보정 결과,바이오순환림

에서 60,80cm에서 토양수분의 력수 배재 속도를 모의치가 따라

가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체 인 경향성을 충분히 따라가는

것으로 단되었다.질소의 경우,모니터링 결과의 편차가 커서 검·

보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모의치가 실측치의 최솟값과 최댓값사

이에 존재하면서 경향성을 잘 반 하 다.검·보정 기간 동안 물수

지 분석 결과 산림청에서 조사된 우리나라 산림의 물수지 비율과

비교한 결과 유사한 결과를 보 으며,물질수지 결과,부숙이 덜된

고농도액비 시비의 경우 지하침투량 휘발,탈질소로 인한 손실

량이 많았다.

9.시설재배지와 조림지에서의 모니터링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시설재

배지에서는 과거 토지이용,천층지하수 ,기비와 추비, 개간격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구성하 으며,조림지에서는 부숙이 잘된 농

도 액비와 부숙이 덜된 고농도 액비 시용과 장기 모의,강수사상,

시비시기를 고려하여 시나리오를 구성하 다.

10.시설재배지의 경우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개하는 것이,불규칙

인 시비/ 개보다 생산량 뿐 아니라 양물질의 지하침투량

집 량을 감소시켰다. 한,논에서 시설재배지로 환 시 심토의



-279-

논토양에서 배수 불량으로 인한 양물질 집 가능성이 컸다.

한,집 되어있는 양물질이 밭토양 는 시설재배지로 환된지

오래된 토양과 비교하여 자주 용탈되지는 않았지만 과다 개로

수분이 지속 으로 공 될 경우 한 번에 더 많은 양의 양물질이

한꺼번에 용탈되는 것으로 모의되었다.천층지하수 가 높은 지역

과 특히,심토가 물빠짐이 좋은 사질토의 경우 과다 개시 지하수

로의 직 인 향이 클 것으로 단되었다.

11.조림지에서는 액비의 부숙여부를 단하여야 하며,장기간 농도

액비 시비시 매년 시비되는 양과 액비의 특성을 체크하며,토양 상

태에 따라 시용량을 감소시키거나,간헐 으로 액비시비를 단하

는 것이 토양환경의 물질수지 안정화 지하침투 감에 향을

다. 한,강수 발생일과 ·후에 시비할 경우 양물질 지하침

투량을 증가시켰으며,선행토양수분함량이 높은 여름철 시비는

농도액비의 유출을 증가시키므로,강수가 많은 시기에는 농도액

비 시비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단된다.

12.본 연구 결과는 시설재배지 양물질 배출특성을 제시하여 재

농업유역 오염원 배출량 산정의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한,

국내 농업유역 비 오염총량 추정 기술에 활용될 수 있으며,오염

배출 리 매뉴얼 작성 시설재배지에서의 환경 향을 최소화하

기 한 시비 리에 활용될 수 있다. 한,조림지에서 농도액비

시비에 한 모니터링을 통해 농도액비 처리에 따른 조림지 토

양 지하수 수질 향 평가를 한 기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환경 향을 최소화하기 한 조림지에서의 정 액비 시비 가이

드라인 제시 액비 처리 기 작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궁

극 으로는 향후 농업유역 수질보 책 수립에 있어 시설재배지

와 조림지의 황과 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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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heagriculturalwatershedinKorea,nutrientsaredischarged

atvariousroutessuchassoilerosion,runoffandinfiltration.In

some agriculturalarea,due to excessive fertilization,nutrient

excessphenomenonisbecomingincreasinglyserious.Inthisstudy,

monitoringsystemsinprotectedcultivationandforestplantation

wereconstructedtoinvestigatenutrientassessmentofsoiland

shallow groundwater.In protectedcultivation field,tomatoand

cucumberwerecultivatedtwiceayearbyusingadripirrigation

system and nutrients were applied by fertigation.In fo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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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ations,low concentrationliquidmanure(LCLM)wasapplied

from 2008to2011inthreeforestplantationfield;bio-circulation

plantationforest,chestnutplantationforest,andunusedland.The

applicabilityofSALTMEDmodelinprotectedcultivationfieldand

RZWQM model in forest plantation were evaluated for

environmentalnutrientassesment

Themonitoringresultsinprotectedcultivation,theconcentration

ofnutrientsofsoilandsoilwaterwereoverallhighercompared

withpaddyfield.Inparticular,NO3-NconcentrationandECofsoil

waterishighintotalsoillayer,andsomenutrientconcentrationin

sub-soillayerishigherthanthoseinuppersoillayer.From the

resultofSALTMED modelsimulation,thoughEC andnitrogen

may have been over-estimated of150 cm soillayer,model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were reflectthe pattern of

nutrientsandsoilmoisturechangesinthesoillayer.Scenarios

considering past land use,shallow groundwater level,basal

fertilizationandirrigationintervalswereconstructedandnutrient

assessment were investigated under model-based. Regularly

fertilization and irrigation wasmaintained crop production and

reducetheamountofnutrientleachingandaccumulationPossibility

ofnutrientaccumulationduetopoordrainageofsubsoilwhen

switchingfrom paddyfieldtoprotectedcultivationwasgreat.In

addition,inareahavinghighshallow groundwaterlevel,adirect

impactofexcessiveirrigationandfertilizationwerehigher.

Themonitoringresultsinforestplantation,theconcentrationof

nutrientsofsoilinLCLM applicationplotwerehighercompared

withincontrolplot,however,therewasnostatistically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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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fference.From theresultofsoilwater,NO3-N concentrationin

soilwaterwashighinLCLM plotinthreeforestplantationfields.

Inparticular,whenthegrowthoftreesisstopped,iflesscompost

liquidfertilizerwereover-fertilization,itisimpossibletoruleout

the possibility that the nutrients are leached into shallow

groundwater.From the resultofRZWQM modelsimulation,

simulatedsoilmoisturecontentwaswellreflectingtheobserved

one.Inthecaseofnitrogeninsoilwater,simulatedvalueexists

betweenminimumandmaximumvalueandwaswellreflectingthe

trendofnitrogen variationofobservednitrogeninsoilwater.

ScenariosconsideringLCLM concentration,degreeofdecomposing,

precipitation,application timesand long term application were

constructed and nutrientassessmentwere investigated under

model-based.when LCLM was applied,it is necessary to

determinethedegreeofcomposing.WhenLCLM appliedinday,

beforeandafterprecipitation,nutrientleachingandrunoffwere

increasing.LCLM application should avoid atthe time that

precipitationoccursalot.From theresultsofthisstudy,nutrient

statusandguidelineforenvironmentalmanagementwillbeableto

provideforestablishing the agriculturalwaterconservation in

agriculturalwatershed.

Keywords: Forestplantation,Nutrientassessment,

Protectedcultivation,Shallow groundwater,

Soil,RZWQM,SALTMED,4R

StudentNumber: 2009-30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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