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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designed to assess the nutrients characteristics and redox potential changes as affected by 

water management condition in rice paddy weighing lysimeter. Rice was grown from June to October 2015, 

and the water management was consisted of two methods: continuously flooding (CF) and alternate wetting 

and drying (AWD). Under the CF condition, the redox potential (Eh) of 5 cm topsoil began to decrease rapidly 

and maintained around -260 to -200 mV. The AWD showed the oxidation condition. The changes of soil pH 

in CF and AWD ranged from 6.0 to 7.0 and 5.7 to 7.1, respectively. Soil pH in the AWD condition indicated 

up and down patterns by irrigation. In changes in nutrient contents of the soil solutions, nitrate nitrogen 

(NO3-N) was initially 12.2 to 26.6 mg L
-1

 at the highest concentration, and the concentration of ammonia 

nitrogen (NH4-N) and phosphate (PO4

3-
) appeared to be lower than 1 mg L

-1
 during rice cultivation. The grain 

yield of ric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F than in the AWD. Nitrogen and magnesium content in both rice 

grain and straw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water management conditions. Phosphorous, 

potassium, and calcium content in the rice grain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CF and AWD 

conditions. However, the nutrient contents in rice straw were higher in the CF, compared with that in the 

AWD. Although the iron content in rice straw was higher in the CF than in the AWD, the manganese content 

showed an opposite tendency. Interestingly, soil maximum temperature at the daytime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AWD than in the CF, whereas the soil minimum temperature at the night time was 0.5-0.9℃ 

lower in the AWD, compared with that of the CF.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ecrease in rice 

yield in AWD condition can be linked to the inhibition of phosphate absorption into rice plants under 

oxidized-soil condition and/or high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day and night in the soil.

Keywords: Redox potential (Eh), Nutrient, Paddy, Rice, Water management, Weighing lysimeter

Changes in the redox potential (Eh) of (A) 5, (B) 10, and (C) 15 cm soil depth under water 

management conditions of the continuously flooding (CF) and alternate wetting and drying (AW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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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벼는 옥수수, 밀과 더불어 세계 3대 식량작물 중의 하나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

의 가장 중요한 주곡작물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생산량과 소비량이 가장 많은 식량작물이다 (FAOSTAT, 2017). 

벼는 오랜기간의 진화과정을 거치는 동안 생리수 및 환경수로써 물 요구도가 매우 높은 작물로 적응해 왔고, 재배 기

간중 총 관개수의 약 40%를 사용할 정도로 많은 양의 물을 요구한다 (Bouman et al., 2007). 또한 전세계적으로 인위

적인 관개에 의한 벼 재배면적은 총면적대비 50% 이상이며, 관개재배를 통한 생산량은 벼 총생산량의 76%를 차지하

고 있다 (Maclean et al., 2002). 벼 재배 기간동안에는 관개용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이로 인해 용해된 질소와 인 

등의 비료성분은 유거수 또는 지하침출수와 함께 수평 또는 수직이동을 하여 하천생태계의 부영양화를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오염시킴으로써 인간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Nakasone et al., 2004; Van 

Chinh et al., 2008; Jung et al., 2016).

작물재배시 작물별 표준비료사용처방 기준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비시용이 생산량을 크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인식이 일부 농업생산자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고생산성을 기대한 과도한 비료시용으로 

인하여 농업생태계에서의 비점오염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Brus et al., 2008; Sun et al., 2013). 이러한 사회

적 요구와 건전한 농업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관개수와 양분 관리 기술의 개선을 통한 작물의 양수분 이용효율을 증

대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NRC, 1993). 벼 재배에서 널리 사용되는 물 절약 기술은 간단관개 방법으로 벼 재배기간 중 

간단관개 처리는 물 절약뿐만 아니라, 토양 중 질소와 인 등 양분의 특성을 변화시키고 양분의 수평적 및 수직적 유출

을 감소시킨다 (Pirmoradian et al., 2004; Tan et al., 2013). 

라이시미터는 투입된 질소와 인 등의 토양 중 물질의 이동 및 분포를 평가하는데 활용되어 왔다 (Shan et al., 2005; 

Zotarelli et al., 2007; Jia et al., 2014). 특히 자연적인 토양구조 그대로 교란되지 않은 라이시미터는 토양을 통한 물과 

용질의 이동 및 상태변화를 정밀하게 직접 측정할 수 있어, 토양 내의 중금속 및 농약 등의 동태파악 및 양분과의 상호

관계해석 등 다방면의 연구들에 활용되고 있으며 (Meissner and Seyfarth, 2004; Meißner et al., 2010), 외부의 라이

시미터 시설은 자연조건 상태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토양시스템에서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예측하

는데 활용될 수 있다 (Matteson et al., 2014). 

논토양 라이시미터를 활용한 벼 연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관개 및 시비방법에 따른 질소와 인의 유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Peng et al., 2014; Wang et al., 2018), Cho et al. (2002)는 우리나라 전북의 벼 재배지에서 양분 

유출 특성을 보고하였다. 또한, Husson (2013)은 작물생육이 토양 내의 양분공급력에 크게 의존하며, 이는 토양 pH, 

산화환원전위 (Eh) 등 토양조건과 토양 중 양분함량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

라에서 최초로 구축된 비교란 논토양 라이시미터를 활용하여 물관리 방법인 상시담수와 간단관개 간의 벼 근권부에

서의 토양 pH, 산화환원전위 등 토양조건의 변화를 비교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른 양분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층위별 양분해리 특성 및 작물로의 양분흡수량을 평가하고자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중량식 라이시미터 및 연구토양 특성 본 연구는 전라북도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한 국립농업과학원 토양수분

이동실험동의 논토양 비교란 중량식 라이시미터 시설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 활용된 비교란 라이시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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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ice paddy weighable-lysimeter vertical view. It has suction probes every five layers (10, 30, 55, 85, and 125 cm 

depths) for sampling soil solution (Seo et al., 2016).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in paddy weighing lysimeters.

Soil

series

(Texture)

Horizon
Soil depth

(cm)

pH

(1:5)

OM

(g kg
-1

)

Av.

P2O5

(mg kg
-1

)

Ex. cations

(cmolc kg
-1

)

Av.

SiO2

(mg kg
-1

)

Bulk

density

(Mg m
-3

)K Ca Mg

Gangseo

(Loam)

Ap 0 - 20 5.4 19 328 0.19 3.1 0.8 62 1.20

BAg 20 - 40 6.1 10 164 0.13 4.9 1.1 74 1.47

Bw1 40 - 67 6.8 4 8 0.10 5.4 0.9 102 1.41

Bw2 67 - 89 7.0 4 10 0.07 5.0 0.7 102 1.41

C1 89 - 114 7.0 3 6 0.07 3.1 0.4 74 1.28

C2 114 - 150 7.0 ND 4 0.06 2.3 0.4 65 1.25

Av. P2O5, available P2O5; Av. SiO2, available SiO2; Ex. cations, exchangeable cations; ND, not detected

(Weighing lysimeter, UGT, Germany)의 주요 특징은 Seo et al. (2016)와 Lee et al. (2017)의 라이시미터와 동일하

며, 스테인레스강 재질의 표면적 1 m
2
, 깊이 1.5 m인 원통형에 층위별 (10, 30, 55, 85, 125 cm)로 토양용액 채취 

(Suction probe system, UGT, Germany) 및 지온, 수분함량 측정 (UMP-1, UGT, Germany)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Fig. 1). 라이시미터 토양은 2013년 전라북도 완주군 인근의 논토양에서 자연상태의 토양구조 그대로 채취해 

물과 양분의 이동을 직접 측정할 수 있다. 연구토양은 표토의 토성이 양토이고, 토양 채취 시의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은 Table 1과 같다.

연구작물 및 처리내용 본 연구의 대상작물은 벼이고, 품종은 보람찬이다. 재식거리는 30 × 15 cm이며, 하나의 

라이시미터 구당 총 19주를 이앙 재배하였다. 2015년 6월 11일 정식하여, 10월 13일 수확하였으며, 물관리 방법은 상

시담수와 간단관개 2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최대 담수심은 3 cm이었고, 간단관개의 관개 시점은 토심 10 c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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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ertilizer recommendation for rice cultivation in 2015.  (Unit : kg 10a
-1

)

Soil series

(Texture)

Nitrogen Phosphorus Potassium

Compost Silicon
Basal Tillering

Panicle

initiation
Basal Basal

Panicle

initiation

Gangseo

(Loam)
5.1 2.0 3.1 3.0 3.5 1.5 1,600 300

토양수분장력 -10 kPa에서 관개를 실시하였다. 단, 활착기 및 출수기에는 모두 상시담수를 실시하였다. 벼 재배 전 표

토의 토양화학성을 바탕으로 농촌진흥청의 작물별 비료사용처방기준 (NAAS, 2010)에 따라 토양검정에 의한 비료, 

볏짚퇴비 및 규산질비료 추천량을 시용하였다 (Table 2). 본 실험은 국립농업과학원 토양수분이동실험동 내에 설치

된 라이시미터에서 2반복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토양, 토양용액 및 식물체 분석 방법 라이시미터 층위별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은 2013년 토양단면 채취 시에 

분석하였다. 용적밀도는 코어법 (Blake and Hartge, 1986)을 이용하였으며, 토성의 분류기준은 USDA-NRCS의 기

준 (Schoeneberger et al., 2012)을 따랐다. 토양화학성은 항목별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 

(RDA, 2012)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토양 pH와 EC는 토양과 증류수를 1:5의 비율로 진탕한 후 각각 pH, EC 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유기물은 Tyurin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으로 분석하였다. 치환성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의 양이온은 1 M NH4OAC (pH7.0)로 침출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ICP-OES, GBC, Australia)로 분석

하였고, 유효규산은 1M NaOAc (pH 4.0)로 침출하여 비색계 (U-3900H, Hitachi, Japan)를 사용하였다. 층위별 토양

의 산화환원전위 (Eh)는 백금전극법으로 담수토양에 산화환원전위전극을 꽂은 상태에서 측정하였으며, 토양 pH는 

전극을 토양에 꽂은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토양용액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MOE, 2017)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질산태질소, 암모늄태질소는 이온 자동분석기 (QuAAtro, Seal analytical, USA)로 측정하였으며, 인산염인은 염화

제일주석환원법으로 비색 정량하였으며, 칼륨, 칼슘, 마그네슘 등 양이온과 철, 망간은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로 측정하였다. 식물체는 건조 후 농촌진흥청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1988)에 따라 분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토양의 산화환원전위 (Eh) 및 pH 변화 벼 재배기간 물관리 방법에 따른 토양의 산화환원전위 (Eh) 평균 변화

는 Fig. 2와 같다. 논토양은 벼 재배기간 동안 상시담수 (CF)의 환원조건이 지속되기 때문에 토양 내 산소가 부족할 뿐

만 아니라, 표토층 아래에서는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유기물이 분해됨에 따라 급격히 산소 고갈이 야기되고, 이로 인

하여 표토하층부 토양은 극심한 혐기상태가 조장된다 (Kim et al., 2006). 상시담수조건에서 담수층과 가장 가까이 면

하고 있는 표토 5 cm의 산화환원전위는 이앙 후 2주차부터 급속히 낮아지기 시작하여 생육진전에 따라 -260 ~ -200 

mV 정도까지 낮아진 후 일정하게 유지되었던 반면, 간단관개 (AWD)에서는 이앙 후 3주차까지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이앙 후 4주차부터는 간단관개처리에 의해 급격히 산화환원전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간단관개처리에 따라 이앙 후 8주차 (최고분얼기)와 14주차 (수확기)의 산화환원전위가 각각 508과 164 mV까지 증

가하는 산화상태를 나타냈다 (Fig. 2A). 토양의 산화환원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토양특성은 배수성과 통기성이

다. 간단관개 기간에 표토 10 cm에서 토양의 수분함량 변화는 상시담수에선 37 - 41%를 유지하였고, 간단관개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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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the redox potential (Eh) of (A) 5, (B) 10, and (C) 15 cm soil depth under water management 

conditions of the continuously flooding (CF) and alternate wetting and drying (AWD).

29 - 43%를 나타냈다. 간단관개에 의해 토양이 건조되게 되면, 토양수분이 증발 또는 지하배수되어 사라지고, 그 빈

공간에 산소가 채워지게 됨으로써 산화상태를 조장 또는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층위별 산화환원전위의 변화는 표토 10 cm의 상시담수조건에서는 표토 5 cm에서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으

며, 간단관개처리에 의한 산화환원전위는 상시담수조건보다 다소 높게 유지되었지만, -140 ~ -36 mV값으로 약한 환

원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B). 그렇지만, 표토 15 cm에서는 물관리 방법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Fig. 

2C). Flessa and Fischer (1992)은 표토층에서 토양미생물의 활발한 유기물분해로 인하여 산소 소모가 급격히 증가함

으로써 산화환원전위가 낮게 유지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으며, Rupp et al. (2007)은 토양층위별 산화환원전위

의 변화에서 표토 20 cm 깊이에서는 음 (–)의 값을 나타냈지만, 토양이 50 그리고 120 cm로 점진적으로 깊어짐에 따

라 산화환원전위는 오히려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전에 보고된 연구결과와 비슷한 경향으로, 표토 5 - 

10 cm 깊이까지는 간단관개가 상시담수보다 산화환원전위를 높게 유지했던 반면, 표토 15 cm 깊이는 물관리조건에 

관계없이 모든 처리에서 일정한 환원상태를 나타냈으며, 생육진전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벼 재배기간 동안 평균 토양 pH 변화에 있어, 상시담수는 6.0 - 7.0 범위를 나타냈고, 간단관개는 5.7 - 7.1 범위를 유

지하였다. 상시담수가 간단관개에 비해 pH가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벼의 전생육기간동안의 pH 변화 경향은 거의 비

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논토양에서 관개수 공급에 의한 담수조건은 토양의 환원상태를 조장함으로써, 건

조토양에 비해 토양 pH가 상승하는 현상을 보인다 (Lindsay, 1979; Kim et al., 2006). 본 연구결과에서도 토양이 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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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the pH of 5 cm soil depth under water management conditions of the continuously flooding (CF) 

and alternate wetting and drying (AWD).

됨에 따라 pH는 증가하였고, 간단관개로 토양이 건조되면 pH가 다시 낮아짐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간단관개에 

의한 pH 변화는 토양이 건조되어가는 진행단계에 따라 서서히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층위별 토양용액 중의 양분함량 변화 벼 재배기간 동안 토양 층위별 토양용액 중의 양분의 함량 변화는 

Table 3과 같다. 표토 10 - 30 cm 깊이에서 질산태질소 (NO3-N)의 농도는 이앙 초기에 12.16 - 26.58 mg L
-1
로 가장 높

았으며, 생육후기로 갈수록 토양용액 중에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암모니아태질소 (NH4-N)의 농도는 벼 재배기간 동

안 1 mg L
-1
이하로 나타났으며, 질산태질소와 암모니아태질소의 농도는 물관리 방법별로 처리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토양용액 중 인산 (PO4

3-
)의 농도도 1 mg L

-1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Buresh et al., (2008)은 질소 (N)가 산화조

건에선 주로 질산태로 존재한 반면, 환원조건에서는 암모니아태로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Oh et al. (1964)과 Lee et al. (1984)은 우리나라 논토양에 존재하는 인산형태를 조사하여 보고하였다. 이들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인산의 대부분이 철 (Fe)과 결합된 인산-철 복합체로 토양 내에 다량 존재하고 있으며, 담수에 의한 환

원상태에서 철의 해리가 가속화됨에 따라 인산의 해리 또한 증가하여 토양 중 수용성 인산함량이 증대된다고 보고하

였다 (Oh et al., 1964; Lee et al., 1984). 표토층에서의 암모니아태질소와 인산함량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벼 생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벼의 생육진전에 따라 양분요구도가 점진적으로 증가되고, 이에 따라 토

양 내 가용태인 수용성 양분들의 흡수 이용이 증대됨으로써, 암모니아태질소 및 인산함량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Table 3). 

비료의 3요소 중의 하나인 질소는 작물생장 및 발육에 가장 민감하게 적용되는 생육제한인자인 동시에, 지하유출

로 인한 지하수의 수질저하와 더불어 비점오염원으로 여겨질 수 있는 양분이기도 하다 (Rivett et al., 2008; Long and 

Sun, 2012). 이러한 사회적 이슈로 인하여,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음용수와 지하수의 질산태질소 수질기준을 10 mg L
-1

로 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농업용 지하수의 질산태질소 기준을 20 mg L
-1
로 정하고 있다 (Monteny, 2001; MOE, 

2019). 토양 125 cm 깊이에서의 질산태질소의 함량이 0.10 - 4.83 mg L
-1
로 기준 이하를 나타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벼 재배시 질산태질소의 지하유출은 환경 및 사회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의 산화환원전위에 영향이 적은 양이온인 칼륨 (K), 칼슘 (Ca) 그리고 마그네슘 (Mg) 농도는 물관리 방법별로 

처리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Table 3). 토양에서 토양용액 중으로 해리되는 칼륨의 농도는 Soil-K ⇌ K
+
, log 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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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nutrient contents of the solutions extracted from different soil depths under water management 

conditions of the continuously flooding (CF) and alternate wetting and drying (AWD).

Soil depth

(cm)
Treatment WAT

Nutrient content (mg L
-1

)

NO3-N NH4-N PO4

3-
K Ca Mg Fe Mn

10

CF

1 20.74a 0.16a - 4.61a 71.73ab 13.99cde   0.01c  0.23f
3 0.15b 0.42a ND 3.75a 29.70bc  6.90def   8.32bc  5.34d
5 0.65b ND 0.46a 0.86a 52.91abc 14.69bcd 20.95abc  9.77c
7 0.89b 0.10a 0.08a 0.91a 74.08ab 20.68abc 30.16ab 13.18bc
9 0.38b 0.11a 0.18a 0.32a 86.80a 25.86ab 38.09a 15.21ab

11 0.18b ND ND 0.32a 92.69a 27.24a 38.02a 16.58a
14 0.12b ND ND 0.08a 81.31a 23.23abc 24.49abc 13.30b

AWD

1 22.19a 0.24a - 12.65a 84.24a 18.61abc   0.01c  0.51ef
3 0.24b 0.25a 0.29a 2.34a 14.25c  3.28ef   0.40c  2.12def
5 0.83b ND 0.09a 3.08a  9.75c  2.13f   0.64c  0.98ef
7 1.27b 0.12a ND 32.30a 33.77bc  6.77def   0.03c  0.62ef
9 1.13b 0.10a 0.11a 5.45a 18.34c  4.06def   0.09c  1.08def

11 0.22b ND 0.34a 2.60a 23.62c  5.39def   6.86bc  3.93de
14 ND ND 0.17a 2.29a 19.86c  4.14def   0.05c  2.80def

30

CF

1 26.58a 0.11b - 0.77a 59.31bcd 12.45bcd ND ND
3 0.23b 0.05b 0.80a 1.78a 54.68cd 10.90cd   0.06c  0.25e
5 ND ND 0.67ab 1.80a 58.65bcd 12.08bcd   0.16c  1.34e
7 0.45b 0.14b 0.41bc 1.58a 67.66abcd 13.51bcd   0.20c  2.78de
9 0.11b 0.41a 0.28c 1.23a 80.28abc 16.31abc   0.94abc  5.43bcd

11 0.17b ND 0.19c 1.65a 93.67a 19.20a   1.08abc  8.63ab
14 ND ND ND 0.93a 93.09a 19.42a   0.31bc  7.99abc

AWD

1 12.16ab ND - 0.96a 57.30bcd 12.22bcd ND ND
3 0.44b 0.06b 0.81a 0.79a 53.11cd 10.68cd   0.02c  0.11e
5 ND ND 0.45abc 1.10a 48.48d 10.27d   0.04c  0.82e
7 0.45b 0.12b 0.11c 1.92a 58.64bcd 12.02bcd   0.10c  3.19de
9 0.11b 0.12b 0.06c 0.76a 63.87bcd 13.36bcd   0.63abc  5.13cd

11 0.32b ND 0.08c 0.61a 78.90abc 16.25abc   1.49a  9.72a
14 ND ND ND 0.78a 84.27ab 17.89ab   1.28ab 10.87a

55

CF

1 13.46a 1.36a - 1.42a 31.90a  5.24a ND ND
3 5.65a 0.06b 0.10ab 2.46a 54.23a  8.55a   0.04a  0.03c
5 0.14a 0.05b ND 2.44a 50.78a  8.27a   0.01a  0.04bc
7 0.45a 0.14b 0.07ab 2.46a 52.36a  8.29a   0.02a  0.17abc
9 0.10a 0.14b 0.09ab 2.21a 57.18a  9.39a   0.02a  0.47abc

11 0.25a ND 0.18a 2.77a 61.85a 10.35a   0.02a  0.90ab
14 ND ND ND 2.15a 61.92a 10.73a   0.01a  0.97a

AWD

1 14.12a ND - 2.17a 56.53a  9.44a ND ND
3 0.84a ND ND 1.88a 54.58a  8.90a   0.02a  0.01c
5 ND ND ND 2.93a 51.84a  8.65a   0.01a  0.04bc
7 0.46a 0.15b 0.09ab 3.00a 51.37a  8.38a   0.01a  0.20abc
9 0.28a 0.10b 0.08ab 2.34a 53.85a  9.01a   0.04a  0.34abc

11 1.30a ND 0.06b 2.20a 55.77a  9.33a   0.04a  0.46abc
14 0.12a ND ND 2.38a 54.33a  9.16a   0.04a  0.46abc

125

CF

1 3.33ab 0.09a - 0.35c 66.69a  8.19a ND ND
3 3.00ab ND ND 1.11bc 87.25a 10.22a   0.02a ND
5 0.10b 0.09a ND 1.96ab 83.02a 10.35a   0.01a ND
7 0.47b 0.18a ND 2.47a 80.51a  9.73a   0.03a  0.03bc
9 0.11b 0.15a ND 1.04bc 82.14a  9.87a   0.01a  0.01e

11 0.21b ND ND 0.77c 85.45a 10.15a   0.01a  0.01de
14 4.83a ND ND 0.78c 79.70a  9.77a   0.01a  0.02de

AWD

1 1.13ab 0.18a - 0.38c 89.06a 11.24a ND ND
3 1.64ab ND 0.06a 0.70c 92.02a 11.08a   0.02a ND
5 1.30ab ND ND 0.53c 85.63a 10.55a   0.01a ND
7 0.94ab 0.16a 0.06a 1.36bc 81.52a  9.85a   0.01a  0.01de
9 0.42b 0.14a ND 1.01bc 83.27a 10.22a   0.01a  0.02cd

11 0.15b 0.07a ND 1.09bc 85.95a 10.42a   0.01a  0.03ab
14 0.75b ND ND 0.34c 81.37a  9.92a   0.01a  0.05a

Means within a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WAT, weeks after transplanting.



574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Vol. 52, No. 4, 2019

Fig. 4. Comparison on the rice straw weight and grain yield under water management conditions of the continuously 

flooding (CF) and alternate wetting and drying (AWD) after harvesting rice plants. *p < 0.05. ns, not significan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t-test.

Table 4. Comparison on the macro-element content of rice straw and grain under water management conditions of 

the continuously flooding (CF) and alternate wetting and drying (AWD) after harvesting rice plants.

Rice organ Treatment
Nutrient content (g kg

-1
)

N P K Ca Mg

Rice straw CF 4.41 1.21 18.14 4.08 1.33

AWD 4.44 0.74 16.28 3.46 1.26

P-value 0.958
ns

0.012
*

0.026
*

0.013
*

0.301
ns

Grain CF 8.90 2.42 3.29 0.46 1.12

AWD 8.33 2.27 3.15 0.40 1.02

P-value 0.095
ns

0.352
ns

0.473
ns

0.200
ns

0.279
ns

*p < 0.05. ns, not significan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t-test. 

-3.00 식에 의해 39 mg L
-1

 정도인데 (Lindsay, 1979), 생육기간 동안 표토 10 cm 깊이에서 농도가 대부분 5 mg L
-1 

이

하로 분석되어 벼가 토양용액 중으로 해리되는 칼륨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필수 금속이온

인 철 (Fe)과 망간 (Mn)은 토양의 산화환원전위에 크게 영향하는 인자들이다. 철과 망간의 수용성함량은 토양의 환원

에 따라 표토에서 10 - 30 cm 깊이까지는 증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육후기로 갈수록 농도가 증가됨을 관찰할 수 있

었다 (Table 3). 

간단관개처리에 따라 산화상태를 나타낸 표토 10 cm 깊이에서는 간단관개보다 상시담수가 철과 망간의 농도를 유

의적으로 높게 유지할 수 있었던 반면, 표토 30 cm 깊이에서는 물관리방법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Table 3). 논

토양에서 표토하층부는 쉽게 산소가 고갈되고, 유기물분해에 의해 생성된 전자의 수용체로 질소와 더불어 철과 망간

이 이용됨으로써, 우선적으로 질산태질소가 소멸되지만 환원된 철과 망간의 농도는 증가하게 된다 (Sposito, 2008). 

그렇지만, 토층 55 - 125 cm 깊이에서는 토양용액 중에 철과 망간의 농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작토층 하부로 토심이 깊어질수록 다시 산화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벼 수량 및 양분흡수 특성 물관리 방법에 따른 볏짚의 생체량 및 벼 정조 수량은 Fig. 4와 같다. 볏짚의 생체량

은 상시담수와 간단관개 처리에서 각각 6,062와 5,205 kg ha
-1
로 상시담수조건에서 다소 높게 보였지만, 처리구 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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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ison on the iron (Fe) and manganese (Mn) content of rice straw (A) and grain (B) under water 

management conditions of the continuously flooding (CF) and alternate wetting and drying (AWD) after harvesting 

rice plants. *p < 0.05. ns, not significan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determined by t-test. 

Fig. 6. Changes in the temperature of 10 cm soil depth under water management conditions of the continuously 

flooding (CF) and alternate wetting and drying (AWD).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렇지만, 벼 정조는 상시담수에서 7,966 kg ha
-1
로 간단관개 6,089 kg ha

-1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수량을 나타났다 (Fig. 4). 

벼 식물체의 부위별 양분흡수량은 Table 4와 같다. 질소와 마그네슘의 흡수량은 볏짚 및 정조에서 상시담수와 간단

관개 조건 간에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인, 칼륨 및 칼슘의 흡수량은 정조에서는 물관리 처리 간에 차이가 없었

던 반면, 볏짚에서는 간단관개보다 상시담수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토양의 산화환원전위에 크게 영향을 미

치는 철과 망간의 흡수량은 두 원소 상호 간에 상이한 반응을 나타냈다. 볏짚의 철함량은 간단관개보다 상시담수에서 

약 1.47배가 높게 흡수되었던 반면, 망간함량은 오히려 상시담수보다 간단관개에서 약 1.13배가 높게 흡수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5A). 그렇지만, 정조의 철과 망간함량은 물관리 조건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Fig. 5B). 이상

의 결과에서 상시담수로 인한 토양환원이 토양용액 내 철의 해리도를 증진시킴으로써, 작물체 내로의 흡수량을 높였

지만, 상보적 이온인 망간의 흡수는 길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Alam, 1985; Tanaka and Navasero, 1966). 

간단관개는 벼 재배기간 중의 물 절약 기술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Carrijo et al. (2017)는 이전 연구들을 종합

적으로 비교한 결과에서 간단관개 처리가 상시담수에 비해 물 사용량을 평균 25.7% 줄일 수 있었지만, 벼 수량은 간

단관개 처리에서 평균 5.4%의 수량 감소를 야기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양분적인 측면에서, Seng et al. (1999)은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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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기간 동안의 담수로 철의 해리가 용이해짐에 따라 철과 결합한 인산의 해리 또한 증가하여 토양 중 수용성 인산함

량이 증대되지만, 토양이 다시 산화상태로 건조하게 되면 인산이 다시 고정되면서 인산의 흡수를 저해하여 벼 생육이 

저해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인산의 흡수량이 상시담수에서 간단관개보다 높았고, 벼 수량도 높게 나타났

다 (Fig. 4). 또한 Zhang et al. (2019)은 유수형성기의 낮은 토양온도는 벼 뿌리의 수분흡수를 저하시키고, 낮은 비료

이용효율과 벼 수량 감소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벼 생육단계별 토양온도의 모니터닝 결과에서 고온기인 유수형

성기의 최고온도가 간단관개에서 상시담수보다 0.3 - 0.7℃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온도는 오히려 0.5 - 0.9℃ 낮

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간단관개가 상시담수에 비해 토양의 온도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다는 것을 제시함과 더

불어, 지온 일교차가 벼 수량감소의 하나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6).

Conclusions

본 연구는 물관리 방법이 토양조건 변화 (Eh, pH) 및 양분해리 특성, 벼의 양분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비교란 중량식 라이시미터에서 2015년 6월부터 10월까지 벼를 재배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토 5 cm의 산화

환원전위는 상시담수조건에서 급속히 낮아지기 시작하여 -260 ~ -200 mV 정도에서 유지되었으며, 간단관개처리 

(AWD)에서는 산화상태를 나타냈다. 표토 10 cm의 산화환원전위는 상시담수조건보다 간단관개처리에서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지만, 환원상태는 유지되었다. 표토 15 cm에서는 물관리 방법별로 차이가 없었다. 토양 pH 변

화는 상시담수는 6.0 - 7.0 범위를 나타냈고, 간단관개는 5.7 - 7.1 범위를 유지하였다. 토양용액 중의 양분의 함량 변화

는 표토에서 질산태질소 (NO3-N)의 농도는 이앙초기에 가장 높았으며, 생육후기로 갈수록 토양용액 중에 거의 존재

하지 않았다. 암모니아태질소 (NH4-N)와 인산 (PO4

3-
)의 농도는 벼 재배기간 동안 1 mg L

-1 
이하로 낮게 나타났다. 철

과 망간의 수용성함량은 토양의 환원에 따라 생육후기로 갈수록 농도가 증가하였다. 벼 정조 수량은 간단관개보다 상

시담수조건에서 높게 나타났다. 벼 부위별 양분흡수량에서 질소와 마그네슘은 모든 부위 (볏짚 및 정조)에서 상시담

수와 간단관개 조건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인, 칼륨 및 칼슘의 흡수량은 정조에서는 물관리 처리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 

볏짚에서는 간단관개보다 상시담수에서 높게 나타났다. 철과 망간의 흡수량은 두 원소 상호 간에 상이한 반응을 나타

냈다. 볏짚의 철함량은 간단관개보다 상시담수에서 높았으나, 망간함량은 오히려 상시담수보다 간단관개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다. 그렇지만, 정조의 철과 망간함량은 물관리 조건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간단관개 처리

에 따른 작물체 내로의 인산흡수저해와 상시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지온 일교차가 벼 수량감소의 주요한 원인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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