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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ariety of organic materials has been currently used for the nutrient management in agricultural land. 

However, there is little study to understand the impact of organic materials for crop production with soil 

bio-chemical properties. The aim of this research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rganic materials using 

pepper crop (Capsicum annuum). Using oil-cake and amino acid fertilizer as organic materials, both soil 

characteristics such as bio-chemical properties and microbial community and pepper yield were tested for 

three years. The pepper was cultivated with four different treatments; Control (No fertilizer), NPK (inorganic 

fertilizer), OCF (Oil-cake), and (OCF+AAF) (Oil-cake with amino acid fertilizer). The result of soil properties 

showed that available phosphate content and microbial biomass were the highest in NPK and organic matter 

content was higher in OCF and OCF+AAF than NPK. Biochemical properties including activities of β

-glucosidase, acid phosphatase, alkaline phosphatase and arylsulfatase were not different among all treated 

samples. For pepper yield, OCF and OCF+AAF showed 10 - 40% less than NPK. Therefore, this study 

concludes that organic materials affect microbial biomass linked with organic matter contents and alter the 

soil microbial community.

Keywords: Amino acid fertilizer, Oil-cake, Organic material, Pepper, Yield

Three years yield data of red pepper on dry weight basis as influenced by different organic 

amendments; Control ‒ no fertilizer, OCF ‒ oil-cake fertilizer, OCF+AAF ‒ oil-cake with amino acid 

fertilizer, NPK ‒ mineral ferti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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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소비자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유기농업의 재배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Lernoud and Willer, 2017). 국내의 경우 유기농업 재배면적이 2001년 450 ha에서 2013년 21,210 ha로 지속적인 성

장을 하고 있으며, 시장규모 또한 2011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20년에는 국내 농산물 총 거래액의 약 20%

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im et al., 2012). 유기농업은 무기질비료, 합성농약, 제초제 등 합성화학물질을 사

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작물의 생산성은 양분관리와 병해충 방제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유기농업으로 재배한 

작물의 생산성은 관행재배와 비교하였을 때 약 80%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나 (Seufert et al., 2012; 

Kim et al., 2018b), 양분과 에너지 투입량은 낮고 (Kim et al., 2018c), 합성농약의 투입량 또한 크게 저감되어 토양의 

비옥도와 생물다양성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외의 경우 유기농업과 토양의 물리 및 화학성, 생

물학적인 특성 그리고 생산성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비교 연구가 종합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유기농업은 농경지의 

토양 비옥도와 생물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에너지 투입량을 감소시킨다 (Mader et al., 2002). 따라서, 유기농업은 안

정적인 수량을 확보하면서 농업환경을 보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농업자재는 농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 사용 및 개발되며, 병해충 및 양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약 

1,333종이 등록되어 있다. 이 중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의 목적으로 등록된 유기농업자재는 약 900종이며, 가축분퇴

비, 유박, 그리고 혈분, 동물부산물, 아미노산 추출액과 같은 동물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유기농업자재는 

대부분 유기물 형태로 토양에 유입이 되기 때문에 무기질 비료를 양분으로 투입하는 관행농업의 토양과는 물리, 화학, 

생물학적 특성에서 큰 차이점을 가지게 된다 (Gomiero et al., 2011; Kim et al., 2018a). 무기질비료 및 퇴비를 장기 시

용 할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무기질비료는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을 감소시키고, 퇴비는 유기물 함량을 증가시킨

다 (Liu et al., 2013; Lee et al., 2013). 또한 무기질비료와 퇴비의 장기 시용은 토양 내 인산의 불균형과 인산집적을 초

래하여 토양 비옥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Lee et al., 2004; Park et al., 2004). 그러나, 무기질비

료와 유기농업자재를 함께 장기 시용 할 경우 토양 내 유기탄소의 함량을 증가시키며 (Li et al., 2018), 토양의 물리성

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Mitran et al., 2017), 미생물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Ferreras et al., 2006). 

또한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의 증가는 용적밀도 감소 및 내수성 입단을 증가시켜 토양의 물리적인 특성을 크게 향상시키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ee et al., 2009). 토양 내 미생물상은 여러 인자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농경지 토양의 미생물

상은 유기농업자재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Goyal et al., 1999). 장기시비관리 농경지에서 무기질

비료와 유기농업자재인 퇴비의 혼합 시용은 무기질비료만 시비한 경우와 비교하여 토양의 화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미생물 생체량 및 토양효소 활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 2013).

현재 농경지 양분관리를 목적으로 다양한 유기농업자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유기농업자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유기농업자재의 사용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양분관리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유기농업자재 중 대표적인 식물성 및 동물

성 비료를 선발하여 토양의 화학, 생물학적 특성 변화 및 유기농작물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고추 재배시험 본 시험에 사용된 고추의 품종은 ‘독립선언’이며, 경상남도 진주시 산청군 포장에서 2015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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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 3년간 실시하였다. 시험 전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고추 재배시험의 시험구는 무처리 

(Control), 관행 (NPK), 식물성비료 (OCF), 그리고 식물성+동물성비료 (OCF+AAF)로 나누어 재배하였다. 관행구

는 고추 표준시비량 (N-P2O5-K2O:19-11.2-14.9 kg10a-1)을 시비하였으며, 질소와 칼륨은 3회 분시하였다. 식물성비

료인 유박과 동물성비료인 아미노산은 관행구 고추 표준시비량의 질소를 기준으로 시비하였다 (Table 2). 식물성비

료 처리구에는 유박 (19 kg N 10a-1)을 전량 기비로 시비하였고, 식물성+동물성비료 처리구에는 유박 (10.3 kg N 

10a-1)을 기비로 시용 후 아미노산 비료 (8.7 kg N 10a-1)를 3회 분시하였다. 고추 모종은 120 × 40 cm 간격으로 이식하

였으며, 이식 90일 후 15일 간격으로 총 4번에 걸쳐 7 cm 이상의 홍고추를 수확하였다. 마지막 고추 수확 후 토양 시료

를 채취하였으며, 채취한 토양 시료는 풍건 후 2 mm 체로 쳐서 화학적 특성 평가에 사용하였고, 건조시키지 않은 토양

은 -4℃에서 보관하며 생물학적 특성 평가에 사용하였다.

Table 1. The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il used in this study.

pH 

(1:5)

OM 

(g kg-1)

Av. P2O5

(mg kg-1)

Ex. Cation (cmolc kg-1)
Texture

K Ca Mg

6.63 23.79 675.7 0.45 5.8 1.7 Silt loam

Table 2. Application level of mineral fertilizer and organic amendments.

Treatment
Application level of fertilizer (kg 10a-1)

N P2O5 K2O Compost

Control - - - -

OCF 19.0 3.84 3.67 -

OCF+AAF 19.0 4.23 3.38 -

NPK 19.0 11.2 14.9 2000

Control – no fertilizer, OCF – oil-cake fertilizer, OCF+AAF – oil-cake with amino acid fertilizer, NPK – mineral fertilizer.

고추재배지 토양의 화학적 특성 평가 고추재배지 토양의 화학적 특성으로는 pH, 유기물, 유효인산, 치환성 

양이온 (K, Ca, Mg)을 분석하였다. 토양 화학성 분석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토양 및 식물체 분석법 (NIAST, 

1988)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pH는 토양과 증류수를 1:5 비율로 추출하여 초자전극법 (Orion 2 star, Thermo)으로 분

석하였으며, 유기물은 Tyurin 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유효인산은 Lancaster 법으로 추출 후 UV-Spectrophotometer 

(Carny 50, VARI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치환성 양이온은 1N Ammonium acetate (pH 7.0)로 추출 후 

ICP-OES (OPTIMA 5300DV, PerkinElmer)로 분석하였다.

고추재배지 토양의 생물학적 특성 평가 고추재배지 토양의 생물학적 특성으로 인지질 지방산 (Phospholipid 

fatty acid, PLFA) 과 토양효소 활성을 분석하였다. PLFA 분석은 Frostegard et al. (1991)의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하

였으며, 추출한 시료는 미생물 동정장치 (MIDI, Agilent)를 이용하여 정량 하였다. 미생물 활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토양효소 활성 평가를 3년간 실시하였다. 토양에 일정량의 기질 (substrate)과 Buffer를 첨가하고 항온 시킨 후 분석

하고자 하는 효소에 의해서 분리되는 p-nitrophenol을 4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토양효소는 β-glucosidase 

(Eivazi and Tabatabai, 1988), Acid phosphatase, Alkaline phosphatase (Frankenberger and Johanson, 1982), 

Arylsulfatase (Tabatabai and Bremmer, 1970)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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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유기농업자재 시용에 의한 고추 수량 본 연구에서 유기농업자재 처리에 의한 고추의 연차간 수량은 2년차에 

가장 높았고, 3년차에 다소 감소되었다. 일반적으로 유기농업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수량이 증가하지만, 노지고추의 

경우 외부 환경에 의한 병발생이 수량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Hansen and Keinath, 2013). 본 연구에서는 3년차 

청고병 발병 (data not shown)으로 인해 2년차에 비해 수량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Fig. 1의 연차간 수량에

서는 NPK의 수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Seufert et al. (2012)에 의하면 유기농업의 경우 관행재배 대비 5 - 34% 수량

감소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유기농업자재를 시용한 처리구간 비교하였을 때 

OCF에서는 1, 2, 3년차에서 각각 132, 367, 282 kg 10a-1였으며, OCF+AAF에서는 각각 151, 389, 295 kg 10a-1로 관

행재배 처리구에 비해 10 - 40%의 수량감소가 있었다.

Fig. 1. Three years yield data of red pepper on dry weight basis as influenced by different organic amendments.

유기농업자재 시용에 의한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 변화 pH와 유기물 (O.M.) 함량은 연차간, 처리구간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3년차의 경우 NPK의 유기물 함량이 OCF와 OCF+AAF 처리구 보다 높은 값을 나타

냈다 (Table 3). Hao et al. (2008)에 의하면, 논토양에서 무기질비료와 유기농업자재를 혼합 시용 시 토양내 유기물함

량과 질소함량이 증가한다는 보고와는 상반되는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무기질비료와 혼합 시용하지 않고 유기농업

자재 단독 시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유박과 아미노산 비료와 같은 유기농업자재의 탄소는 대부분 

분해되고 미량의 유기물 형태로 토양에 남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Im et al., 2015). 유효인산의 경우 NPK에서 1, 2, 3

년차에 각각 1,222, 1,503, 1,130 mg kg-1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유기농업자재를 시용한 OCF, OCF+AAF 

에서는 모든 연차에서 NPK 보다 낮은 값을 나타냈다. 인산집적은 현재 일반 고추 유기농가 포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

로 인식되고 있으며, 유기농업자재로 가축분 퇴비를 시용한 농경지에서 인산 집적 현상이 보고되고 있다 (Lee et al., 

2004). OCF와 OCF+AAF의 경우 연차간 인산 집적 현상은 나타나지 않으나, 가축분 퇴비를 시용한 NPK 에서의 높

은 유효인산 함량은 연차간 인산 집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유기농경지의 인산 집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축분 퇴비를 대신할 수 있는 탄소 공급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을 요인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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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il as influenced by organic amendments for 3 years.

Treatment
pH

(1:5)

O.M.

(g kg-1)

Av. P2O5

(mg kg-1)

Ex. Cation (cmolc kg-1)

K Ca Mg

1st year Control 6.9 a 24.4 a   895 b 0.36 a 8.3 a 2.6 a

OCF 6.1 b 22.3 a   907 b 0.24 b 6.8 a 2.0 ab

OCF+AAF 6.3 b 23.4 a   902 b  0.32 ab 7.0 a 2.4 a

NPK 6.0 b 22.3 a 1222 a 0.38 a 3.1 b 1.1 b

2nd year Control 6.8 a 23.7 a   922 b 0.30 b 7.7 a 2.8 b

OCF 5.9 b 26.2 a   932 b 0.30 b 8.0 a 2.6 b

OCF+AAF 6.1 b 26.9 a   964 b 0.40 b 8.2 a 3.3 b

NPK 6.0 b 28.7 a 1503 a 1.70 a 8.1 a 5.6 a

3rd year Control 6.3 a 24.3 b   912 b 0.07 b 8.5 ab 2.2 ab

OCF 5.4 b 26.3 b   878 b 0.09 b 7.2 b 1.6 b

OCF+AAF 5.6 b 28.1 b   949 b 0.10 b 8.8 ab 2.3 ab

NPK  6.4 a 34.1 a 1130 a 0.48 a 9.1 a 2.6 a

Control – no fertilizer, OCF – oil-cake fertilizer, OCF+AAF – oil-cake with amino acid fertilizer, NPK – mineral fertilizer.

Means with the same matching letter(s), in the same column and year are not significantly (p > 0.05) different according to 

Tukey’s test.

Fig. 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for the change of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as influenced by organic 

amendments for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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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1년차에는 NPK vs Control, OCF, OCF+AAF으로 구분되었으며, 2, 3년차 분석결과 NPK 

vs Control vs OCF, OCF+AAF 세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Fig. 2). 유기농업자재 처리는 2년차부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OCF와 OCF+AAF 사이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차 주성분 분석 결과 PC1은 유효인산

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였으며, PC2는 유기물과 가장 높은 상관계수 값을 보였다 (data not shown). 따라서 3

년차 결과와 같이 NPK vs OCF, OCF+AAF, Control, 두 그룹으로 구분된 것은 무기질비료를 시용함에 따른 유효인

산 함량이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2, 3년차에서 Control vs OCF, OCF+AAF과 같이 두 그룹으로 구분되어진 

것은 유기농업자재에 의한 유기물 함량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결과에 따르면 현재 유기농업자재로 사용되

고 있는 가축분 퇴비는 토양 유기물 공급효과는 뛰어나지만 유기농경지의 인산 집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기농경지 토양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양질의 유기자원 공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기농업자재 시용에 의한 토양 생물학적 특성 변화 토양 내 미생물 호흡과 효소활성은 미생물의 생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토양의 건전성을 대표하는 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Garcia-Ruiz et al., 2008). 유기

농업자재 처리에 따른 고추 수확 후 토양 미생물 생체량은 1년차에서는 NPK에서 642 µmol g-1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고, OCF에서는 629 µmol g-1으로 OCF+AAF의 572 µmol g-1보다 높은 값을 나타냈다. 3년간 미생물 생체량 

분석 결과에서 NPK, OCF, OCF+AAF가 Control 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냈는데 (Table 4), 이는 토양 내 유기물 함량 

차이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Jia et al., 2017). 미생물 활성을 나타내는 토양 효소 반응에서는 β-glucosidase의 경우 

모든 처리구에서 3년차에 가장 높은 값이 나타났고, alkaline phosphate의 경우 모든 처리구에서 1년차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토양 생물학적 특성을 요인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유기농업자재 처리는 토양의 미생물 군

집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1, 2년차 연구결과에서는 NPK vs Control, OCF, OCF+AAF

으로 구분되었으며, 3년차에서는 NPK vs Control vs OCF, OCF+AAF 세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3년간의 단기 시험

에서 유기농업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유박과 아미노산 비료는 토양 내 미생물 군집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토양 미생물 생체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경향으로 나타났다.

Fig. 2.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for the change of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as influenced by organic 

amendments for 3 years.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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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icrobial biomass and enzyme activities of soil as influenced by organic amendments for 3 years.

Treatment
PLFA

(µmol g-1)

Enzyme activities (mg p-nitrophenol kg-1 soil-1 h-1)

β-Glucosidase Acid phosphatase
Alkaline 

phosphatase
Arylsulfatase

1st year Control 434 b 179 a 149 b 219 a 51 b

OCF 629 a 187 a 231 a 305 a 98 a

OCF+AAF 572 a 194 a 192 ab 306 a 68 ab

NPK 642 a 188 a 176 ab 285 a 65 ab

2nd year Control 206 b 123 a 168 a   91 b 37 a

OCF 277 a 152 a 182 a   92 b 19 a

OCF+AAF 275 a 130 a 143 a 109 b 16 a

NPK 330 a 122 a 145 a 212 a 38 a

3rd year Control 136 a 200 b   96 a 112 a 42 b

OCF 150 a 246 b 111 a 121 a 68 a

OCF+AAF 147 a 247 b 107 a 144 a 81 a

NPK 165 a 392 a 121 a 111 a 72 a

Control – no fertilizer, OCF – oil-cake fertilizer, OCF+AAF – oil-cake with amino acid fertilizer, NPK – mineral fertilizer.

Means with the same matching letter(s), in the same column and year are not significantly (p > 0.05) different according to 

Tukey’s test.

Fig. 3.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for the shift in the soil microbial community as influenced by organic 

amendments for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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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본 연구는 고추 재배 시 유기농업자재가 토양의 이화학적 및 생물학적 특성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3년간의 유기농업자재 처리에 따른 고추의 수량은 NPK에서 가장 높았으며 OCF와 OCF+AAF 간의 차

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변화를 분석한 결과 무기질 비료 시용에 의해 NPK의 유효인산 함

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기농업자재 처리에 의해 유기물 함량이 증가하였다. 토양의 이화학적 특성을 대상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3년차 에서는 NPK와 OCF, OCF+AAF 그리고 Control 세 그룹으로 구분되었다. NPK는 

유효인산 함량에 의해 다른 두 그룹과 구분되었으며, OCF, OCF+AAF와 Control은 유기물함량 차이에 의해 구분되

었다. 1, 2, 3년차 미생물 생체량 분석결과 NPK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OCF, OCF+AAF와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생물학적 특성을 요인으로 주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3년차에서 NPK와 Control 그리고 

OCF, OCF+AAF 세 그룹으로 구분되어, 유기농업자재 처리가 토양의 미생물 군집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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