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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chemical properties and soil quality of strawberry, watermelon, and 

tomato-grown soils in the intensive plastic film houses. Soil testing data (43,288), uploaded on Korean soil 

information system (http://soil.rda.go.kr) from 2010 to 2019, were analyzed. The study showed that the 

average values   of pH and organic matter (OM) have been maintained under the optimum ranges, whereas 

electrical conductivity (EC), available phosphate (Avail. P2O5) and exchangeable (Exch.) cations (K, Ca, and 

Mg) were increased by 1.2 times in strawberry, and 1.3 times in watermelon and tomato. In addition, the soil 

chemical quality was the lowest in tomato and followed by watermelon and strawberry. Especially, a chemical 

quality of tomato-grown soils revealed the most rapid decrease until 2019. In order to improve soil 

environment for strawberry, watermelon, and tomato cultivation under the plastic film houses, a comprehensive 

soil management technique such as application of rice straw, chelating agent and microbal material, deep 

tillage, cultivation of hyperaccumulator for salts should be used to reduce the accumulated nutrients, and 

considering the results of the soil testing, adequate amount of fertilizer, compost, and soil amendment should 

be supplied to ensure stable crop productivity.

Keywords: Soil testing, Nutrient, Soil chemical quality, Greenhouse crops

Degree of contribution of soil chemical indicators to strawberry, watermelon, and tomato-grown plastic film 

houses from 2010 to 2019.

Crop Year
Soil chemical Indicator

pH EC SOM Avail. P2O5 Exch. K
--------------------------------------------- % ---------------------------------------------

Strawberry

2010 91a† 88a 86a 63a 79a
2013 90ab 88a 87a 60b 78b 
2016 91a 83c 86a 60b 80a 
2019 91a 85b 86a 58c 80a

Watermelon

2010 86b 80b 82b 68ab 77c 
2013 87ab 83a 80c 67bc 75d
2016 88a 75c 83a 66c 78bc 
2019 88a 76c 83a 69a 80a 

Tomato

2010 89a 75a 90a 60a 79a 
2013 89a 75a 87b 57b 76b 
2016 89a 70b 89a 52c 73c 
2019 87b 66c 90a 53c 74c

†
DMRT p < 0.05

Ⓒ  The Korean Society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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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딸기는 풍미가 좋고 비타민과 무기 영양분이 풍부하여 세계적으로 호평받고 있는 과실 중의 하나이고 (RDA, 

2018a), 수박은 더위를 가시게 하는 과일로 여름철에 생식으로 많이 이용되며 (RDA, 2018b), 토마토는 건강식품으로 

재배지가 확산되면서 국내의 대표적인 과채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RDA, 2019b). 이러한 딸기, 수박, 토마토의 

2019년 시설재배면적은 각각 9,325 ha, 5,706 ha, 6,421 ha (KOSIS, 2020)로 경작이 많이 되고 있다. 강우가 차단된 

시설조건 때문에 잔류하는 비료성분들이 염류가 되어 토양내에 누적되고, 단위면적당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 

비료를 과다하게 투입하여 연중 재배하게 되면서 시설토양 환경은 염류 등이 과거보다 더 많이 집적되고 있다 (RDA, 

2019a). 딸기, 수박, 토마토 재배에 대한 연구는 양분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시설 딸기 재

배지에서 양분함량 실태조사 (Cho et al., 2018; Choi et al., 2010a, 2010b; Kong et al., 2018)와 화학성 변동에 중요한 

인자를 선발하였으며 (Yoon et al., 2015), 이들 재배지의 미생물의 영향 (Lee et al., 2011)을 조사한 바 있다. 시설수

박재배지에서 볏짚과 같은 유기물 자원을 적정하게 이용하거나 (Ahn et al., 2010; Kang et al., 2011), 집적된 염류를 

DTPA 처리로 시설수박 생육을 증진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졌고 (Lee et al., 2019), 염류 제거 기술로 농가 사용을 유도

해야 한다고 발표된 바 있다 (Seong, 2019). 시설토마토 재배지에서도 양분함량을 조사하여 과다하게 집적되었다고 

보고하였고 (Yuk et al., 1993), 녹비작물을 재배하여 연작장애 토양의 개량 효과를 평가하였으며 (Kang et al., 2011), 

이들 재배지에서 웃거름을 줄임으로써 토양환경이 개선되고 (Lim et al., 2015), 미량원소 함량을 조사 (Chung et al., 

2006)하여 평가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그리고, 국가 농경지의 비옥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 토

양화학성 (Kong et al., 2015)과 비료의 사용실태 (Kim et al., 2020)를 조사하고 있다. 이 중에서 토양 화학성 조사는 

1987년부터 농토배양 10개년 사업 (RDA, 1989)을 실시하였고, 2000년부터 2015년까지 4차에 걸쳐 농촌진흥청,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한 주요작물 재배지 토양검정 사업이 진행되면서 전국 농경지를 대상으로 

추진되었으며 (Kong et al., 2015), 현재도 진행중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토양검정사업을 통해 전국에서 조사되어 흙토람 (http://soil.rda. 

go.kr)에 업로드 된 토양검정 빅데이터 결과를 활용하여 시설재배 면적이 많은 딸기, 수박, 토마토 재배지를 중심으로 

토양 화학성 변동 현황과 토양의 질을 분석하여 평가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토양검정 자료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지자체의 도 농업기술원과 시․ 군 농업기술센터와 공동으로 

2000년부터 매년 토양검정 사업을 실시하여 왔고, 그 토양화학성 분석 결과를 흙토람에 DB로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

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흙토람 (제주도의 화산회토양은 제외함)에 구축된 토양검정자료 중에 딸기, 수박, 토마토

가 경작되는 시설재배지를 대상으로 각각 16,084, 14,711, 12,493점을 본 연구에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Table 1). 

시설조건에서 딸기, 수박, 토마토재배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고, FAO (2000)에서 

딸기는 염류에 약한 작물, 수박과 토마토는 염류에 강한 작물로 구분하므로, 이러한 특성에 따른 토양화학성 함량과 

화학성 질의 변동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토양 화학성 분석 토양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의 토양 화학 분석법 (NAAS, 2010)에 따라 채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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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soils testing data analyzed from plastic film houses from 2010 to 2019.

Year
Crop

Sum
Strawberry Watermelon Tomato

2010 4,737 2,747 2,151 9,643

2013 4,161 4,097 3,381 11,652

2016 4,219 4,034 4,223 12,510

2019 2,967 3,833 2,738 9,566

Total 16,084 14,711 12,493 43,288

Table 2. Rating of soil quality indicators for plastic film house soils.

Soil property

Soil quality indicator rating (Score)

Very low

(25)

Low

(50)

Medium

(75)

High

(90)

Very high

(100)

pH (1:5H2O)
< 4.8 4.8 - 5.2 5.2 - 5.6 5.7 - 5.9

6.0 - 7.0
> 7.8 7.7 - 7.8 7.6 - 7.7 7.1 - 7.5

EC (dS m
-1

) > 6.5 4.6 - 6.5 2.6 - 4.5 1.4 - 2.5 < 1.4

OM (g kg
-1

) < 9 9 - 14 15 - 19 20 - 24 > 24

Avail.P2O5 (mg kg
-1

)
< 75 75 - 125 126 - 165 166 - 199

200 - 450
>800 651 - 800 541 - 650 451 - 540

Exch. K (cmolc kg
-1

)
<0.17 0.17 - 0.29 0.30 - 0.42 0.43 - 0.49

0.50 - 1.00
>2.96 2.34 - 2.96 1.76 - 2.34 1.01 - 1.75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검정실은 2003년부터 토양표준물질을 사용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하면서, 

검정 항목별로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 (RDA, 2012)에 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토양 질 분석 시설작물인 딸기, 수박, 토마토 재배지의 토양화학성 질을 정량화하고자 Yoon et al. (2004)이 제

안한 밭토양 질 평가방법을 따랐다 (Table 2). 이것은 토양화학성 특성을 주성분 분석을 이용하여 세부지표 항목으로

서 pH, EC, OM, Avail. P2O5, Exch. K을 선정하였고, 각 세부지표의 점수를 합산하여 세부지표 항목의 수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식 (Eq. 1)은 아래와 같다. 

토양화학성질지수 
선정한세부지표의수

세부지표  유기물유효인산치환성칼륨 별점수의합
 (Eq. 1)

화학성별 측정값에 따라 토양의 기능을 최대 100점 그리고 최소 0점으로 점수화하여 토양 질의 상대지수를 백분율

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계 분석 모든 데이터는 SAS 프로그램 (v. 9.2)으로 통계분석을 하였다. 시설토양에 딸기, 수박, 토마토 재배지

에 따른 토양 화학성의 변동과 질 지수를 검정하고자 ANOVA 분석을 실시하고, 이들을 비교하고자 DMR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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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soil chemical properties for three vegetable crops in the plastic film house from 2010 to 2019.

Crop Year pH EC SOM Avail. P2O5

Exch. cation

K Ca Mg

(1:5H2O) dS m
-1

g kg
-1

mg kg
-1

---------------- cmolc kg
-1 

----------------

Strawberry

2010 6.4b
†

1.98b 27c 639c 0.99b 7.2c 2.4d

2013 6.4b 2.02b 28b 640c 0.97b 8.3b 2.6bc

2016 6.5a 2.48a 28b 691b 1.15a 8.3b 2.8a

2019 6.5a 2.39a 29a 714a 1.16a 8.8a 2.7b

Optimum range 6.0 - 6.5 ≤1.20 20 - 30 350 - 450 0.70 - 0.80 5.0 - 8.0 1.5 - 2.0

Watermelon

2010 6.2d 2.88b 24cd 510c 0.88d 7.3d 3.0d

2013 6.2c 2.54c 24d 529c 0.93c 7.8c 3.1c

2016 6.3b 3.40a 25b 595ab 0.98b 8.6b 3.2b

2019 6.4a 3.39a 25bc 575b 1.11a 8.8a 3.3a

Optimum range 6.0 - 6.5 ≤2.00 20 - 30 350 - 450 0.70 - 0.80 7.0 - 8.0 1.5 - 2.0

Tomato

2010 6.6ab 3.54c 32a 730d 1.26c 9.3d 3.6b

2013 6.5b 3.43c 29c 770c 1.37b 9.9c 3.7b

2016 6.5ab 4.02b 31b 879a 1.54a 10.5b 3.7b

2019 6.6a 4.69a 30b 814b 1.58a 11.4a 3.9a

Optimum range 6.0 - 6.5 ≤2.00 20 - 30 350 - 450 0.70 - 0.80 7.0 - 8.0 1.5 - 2.0
†

DMRT p < 0.05

Results and Discussion

시설 딸기·수박·토마토 재배지의 토양화학적 특성 염류에 약한 딸기 (FAO, 2000) 재배지의 토양 전기전도

도는 2010년에 1.98 dS m
-1
였고, 2019년에 2.39 dS m

-1
로 1.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염류에 강한 수박과 토마토의 경

우에는 2010년에 각각 2.88 dS m
-1-1-1
, 3.54 dS m

-1
에서 2019년에 3.46 dS m

-1
, 4.69 dS m

-1
로 각각 1.4배, 1.8배 가량 증

가하였다. 그리고, 2019년에 딸기, 수박, 토마토 재배지의 전기전도도의 평균값은 작물 생육의 적정한 범위 (NAS, 

2019) 보다 1.7 - 2.3배 정도 높은 값을 나타냈다 (Table 3). 이로부터 염류에 강한 토마토와 수박 재배지의 전기전도도

는 연도별 증가폭이 딸기보다 크므로, 토양 염류를 저감하기 위해 담수제염 (Oh et al, 2010), 심토반전 (Jun et al., 

2002), 거친 유기물 투입 (Ahn et al., 2010), 미생물 (Lee et al., 1996) 및 킬레이트제 (Kim et al., 2013; Lee et al., 

2019) 투입과 같은 토양관리 방안을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염류가 집적되지 않도록 토양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

라 비료사용량을 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토양 pH의 평균값은 딸기와 수박 재배지에서 2010년에 각각 6.4, 6.2 이었고, 2019년에는 6.5, 6.4로 증가하는 추세

에 있었다. 토마토 재배지의 경우에, 토양 pH의 평균값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간의 등락이 있었지만 6.5 - 6.6 

범위에 있었고, 작물이 생육하기에 적정한 범위 (NAS, 2019) 근처에 분포하였다. 토양 pH 증가에 영향이 큰 성분인 

교환성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도 2010년보다 2019년에 각각 1.2, 1.1 - 1.2배 정도 상승하였고, 특히 2019년 평균치는 

적정범위 (NAS, 2019)보다 각각 1.1 - 1.4, 1.4 - 2.0배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토마토재배지에서 교환성 칼슘과 마그

네슘 함량이 수박재배지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Bennett (1993)에 따르면, 토마토의 생육에 필요한 식물체 내의 칼슘

과 마그네슘의 농도는 각각 3.0 %, 0.42 % 이상이고, 수박은 1.0 - 2.0 %, 0.3 - 0.6% 라고 제시하였고, 토마토의 필요

량이 수박보다 많기 때문에 석회와 고토가 포함된 비료를 과다하게 투입하여 나타난 현상이라고 추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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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ve distribution of EC, OM, and Avail. P2O5 concentration of plastic film house soils from 2010 to 2019. (a) 

strawberry, (b) watermelon, and (c) tomato.

유기물 함량은 딸기 재배지에서 2017년 27 g kg
-1
에서 2019년 29 g kg

-1
이었고, 수박에서 2010년 24 g kg

-1
에서 

2016년과 2019년에 25 g kg
-1
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토마토에서 2010년에 32 g kg

-1
에서 2019년 30 g kg

-1

으로 변화하였다. 이처럼 유기물 함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가축분퇴비의 투입량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농촌진흥청

의 농가경영소득조사 자료 (RDA, 2011, 2014, 2017, 2020)로부터 가축분퇴비의 투입량을 살펴보면, 토마토 재배지

는 3,133 - 3,550 kg 10a
-1

, 딸기 재배지에서 1,898 kg 10a
-1

, 수박 재배지에서 1,991 - 2,907 kg 10a
-1
로 토마토재배지

에서 가장 많았고, 시설수박 재배지에서 투입량이 토마토재배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인산은 딸기에서 2010년에 606 mg kg
-1
에서 2019년에 714 mg kg

-1
으로 증가하였고, 수박과 토마토 재배지에

서 2010년에 각각 598 mg kg
-1

, 730 mg kg
-1
에서 2016년에 595 mg kg

-1
, 879 mg kg

-1
로 상승하였으며, 2019년에 577 

mg kg
-1

, 814 mg kg
-1
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이들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천하는 작물별 적정범위 (350 - 450 mg 

kg
-1

)보다 1.3 - 1.8배 높은 수치이며, 토마토 > 딸기 > 수박의 순서로 유효인산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교환성칼륨 함

량은 유기물함량과 유사한 경향으로 변화하였고, 2019년에 토마토재배지에서 1.58 cmolc kg
-1
로 가장 높았고, 수박재

배지에서 1.12 cmolc kg
-1
으로 가장 낮았다. Kong et al. (2018)과 Choi et al. (2010b)에 따르면, 유기물 함량은 유효인

산과 교환성 칼륨과 상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것은 유기물, 인산, 칼륨 성분이 포함된 가축분퇴비가 시설토양으로 

많이 공급되었기 때문이라고 발표한 내용과 동일한 원인이라고 추정된다. 

시설 딸기, 수박, 토마토 재배지의 토양 화학성 분포율 토양의 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의 적정 및 과

부족율은 Fig. 1과 같다. 전기전도도는 딸기 재배지에서 적정기준(1.20 dS m
-1
이하)을 초과한 과다 비율은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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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ve frequency distribution of pH, Exch. Ca, and Exch. Mg concentraiton of soils cultivated starawberry, 

watermelon, and tomato under plastic film house.

31%, 2013년 51%, 2019년 56%로 증가하였고, 수박 재배지에서는 2010년 50%, 2019년 57%로 상승하였으며, 토마

토재배지에서는 2010년 57%, 2019년 68%로 염류가 집적된 토양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토양유기물 함량에 있어서, 딸기재배지 대상 적정기준 (20 - 30 g kg
-1

) 미만인 비율은 2010년 47%, 2013년 26%, 

2019년에 28%로 줄어들고 있었고, 과다 비율은 대조적으로 2010년 21%, 2013년 34%, 2019년 37%로 증가하고 있

었다. 수박 재배지에서 적정기준 미만인 비율은 2010년 57%, 2013년 63%, 2019년에 56%로 나타났고, 과다 비율은 

2010년 14%, 2013년 15%, 2019년 14%로 14 - 15%를 유지하였다. 토마토 재배지에서 적정기준 미만인 비율은 2010

년 36%, 2016년 21%, 2019년 21%였고, 과다 비율은 2010년 65%, 2016년 67%, 2019년 72%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

었다. 

유효인산 함량은 딸기 재배지에서 적정기준 (350 - 450 mg kg
-1

) 미만인 비율은 2010년 39%에서 2016년 22%, 

2019년 24%로 감소한 반면, 과다 비율은 2010년 52%에서 2016년에 68%로 증가한 이후에 2019년까지 일정하게 유

지되었다. 수박 재배지에서 적정기준 미만인 비율은 2010년 57%에서 2016년 45%로 감소한 반면, 과다 비율은 2010

년 34%에서 2016년 45%로 크게 증가하였다. 토마토 재배지에서 적정기준 미만인 비율은 2010년 34%에서 2013년 

21%로 감소한 반면, 과다 비율은 2010년 56%에서 2016년 71%로 증가하였다. 딸기, 수박, 토마토 재배지에 공통적

으로 인산집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기질의 인산질 비료 사용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딸기, 토마토 재배지

의 인산질 비료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것은 무기질 인산 비료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딸기, 수박, 토마토 

재배지에서 1.7 - 2.3 kg 10a
-1

 정도 감소하였는데, 토양중의 유효인산의 과다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가축분

퇴비 투입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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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soil quality indicators of plastic film house soils cultivated strawberry, watermelon, and tomato from 

2010 to 2019.

토양 pH의 경우, 딸기 재배지에서 적정기준 (6.0 - 6.5) 미만인 비율은 2010년에 25%에서 2019년에 19%로 감소한 

반면, 적정기준을 초과한 비율은 2010년 42%에서 2019년 51% 크게 증가하였다. 수박재배지에서 적정기준을 초과

한 비율은 2010년 37%에서 2019년 42%로 증가하였고, 토마토 재배지는 2010년 52%에서 2019년 56%로 약간 상승

하였다. 교환성 칼슘 함량의 경우, 딸기와 수박 재배지에서 적정기준 (5.0 - 8.0) 미만인 비율은 2010년에 53 - 54%에

서 2019년에 32 - 33%로 감소한 반면, 과다 비율은 2010년 33 - 34%에서 2019년 53 - 54%로 증가하였다 (Fig. 2). 토

마토 재배지에서도 적정기준 (7.0 - 8.0) 미만인 비율은 2010년에 34%에서 2019년에 27%로 감소한 반면, 과다 비율

은 2010년 57%에서 2019년 71%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딸기, 수박, 토마토 재배지의 pH는 절반 이상이 과

다비율로 편중화되고, 교환성 양이온은 이들 이온간에 불균형 현상이 심해지는 경향을 나타내므로, 토양분석을 통해 

pH가 적정기준을 초과하는 농경지에 석회질 비료의 투입을 조절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교환성 마그네슘 함량의 경우, 딸기 재배지에서 적정기준 (1.5 - 2.0 cmolc kg
-1

)보다 과다한 비율은 2010년 38%에

서 2013년 45%로 증가 후 2019년에 46%를 유지하였다. 수박재배지에서 과다 비율은 2010년 53%에서 2019년 66%

로 크게 증가하였고, 토마토재배지도 2010년 65%에서 2019년 72%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특히 토마토 재

배지에서 과다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토양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토양 분석에 근거하여 교환성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토마토 재배지는 고토 비료를 투입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시설 딸기, 수박, 토마토 재배지의 토양 질 평가 Fig. 3는 연도별로 시설작물의 토양 질 지수 (%)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토양 질 지수를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작물별로 비교했을 때, 딸기 재배지에서 가장 높은 값이었고, 

그 다음은 수박 재배지였으며, 토마토 재배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연도별로 비교하였을 때, 딸기 재배지에서 

2010년 81, 2019년 80으로 감소하였다. 수박 재배지에서 2010년 79, 2013 - 2016년 78로 약간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가 2019년 다시 79로 약간 상승하였다. 토마토 재배지에서도 2010년에 수박과 유사하게 79였고, 2013년 77, 2016년 

75, 2019년 74까지 감소하였으며, 3개 작물 중에서 토마토가 토양화학성 질 지수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토양화학성 질의 세부지표들의 변동은 Table 4와 같다. 시설딸기 재배지의 토양화학성 질 

지수가 하락하는데 영향을 준 세부지표들은 유효인산이 가장 컸고, 다음은 전기전도도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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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Degree of contribution of soil indicators to strawberry, watermelon, and tomato-grown plastic film houses 

from 2010 to 2019.

Crop Year
Soil chemical Indicator

pH EC SOM Avail. P2O5 Exch. K

 ------------------------------------------------ % ---------------------------------------- --------

Strawberry

2010 91a
†

88a 86a 63a 79a

2013 90ab 88a 87a 60b 78b 

2016 91a 83c 86a 60b 80a 

2019 91a 85b 86a 58c 80a

Watermelon

2010 86b 80b 82b 68ab 77c 

2013 87ab 83a 80c 67bc 75d

2016 88a 75c 83a 66c 78bc 

2019 88a 76c 83a 69a 80a 

Tomato

2010 89a 75a 90a 60a 79a 

2013 89a 75a 87b 57b 76b 

2016 89a 70b 89a 52c 73c 

2019 87b 66c 90a 53c 74c

†
DMRT p < 0.05

보면, 유효인산의 질 지수는 2010년에 63에서 2019년에 58로, 전기전도도도 2010년에 88에서 2019년에 85로 감소

하였다. 이에 비해 pH, 유기물, 교환성 칼륨의 질 지수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시설수박 재배지의 토양화학성 질 지수

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였지만, 그 이후부터 2019년에는 다시 상승하였다. 토양화학성 질 지수가 2010년

부터 2016년까지 감소하는데 영향을 크게 준 세부지표들은 전기전도도와 유효인산이었고, 2019년에 다시 상승하는

데 기여한 세부지표들은 유효인산과 교환성 칼륨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수박재배지에서 토양화학성 질 지수가 등락

을 나타내는 이유는 농업인들이 수박만을 재배하는 것보다 돌려짓기로 수박재배 후에 벼를 재배 (Yoon et al., 2015)

하거나 다른 작물로 재배하는 작기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추정한다. 농촌진흥청의 농가경영소득조사 자료 

(RDA, 2020)로부터 계산할 결과, 수박 단작과 돌려짓기의 면적비율은 각각 70% (수박+벼 39%, 수박+타작물 31%), 

30%로 돌려짓기의 면적비율이 높은데서 알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시설토마토 재배지의 토양화학성 질 지수는 급속하

게 감소하였는데, 전기전도도 > 유효인산 > 교환성 칼륨 > pH의 순서로 영향을 주었고, 시설딸기와 수박보다 더 많은 

세부지표들이 질 지수에 영향을 주었다.

Conclusions

시설재배 면적이 많은 딸기, 수박, 토마토를 대상으로 토양의 화학적 특성과 토양질을 평가하고자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흙토람 시스템에 입력된 토양검정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H, 유기물 함량의 평균값은 딸기, 수박, 

토마토 재배지의 적정기준을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고, 전기전도도, 유효인산, 교환성양이온 (칼륨, 칼슘, 마그네슘) 

함량은 딸기재배지에서 1.1 - 1.2배, 수박과 토마토재배지에서 1.1 - 1.3배로 증가하였다. 2019년 시설딸기와 토마토 

재배지에서 토양 유기물은 50% 이상의 농경지가 적정 범위 이상이었으며, 교환성 칼슘 및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농경

지 비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그리고, 토양 질은 딸기 > 수박 > 토마토의 순서로 토마토재배지가 가장 낮았고,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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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가장 급격하게 떨어졌다. 시설토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적된 양분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볏짚투입, 흡비 및 

녹비작물 재배, 킬레이트제 및 미생물제 투입, 심토반전 및 심경 등의 토양관리의 종합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토양검

정 결과에 따라 적정량의 토양개량제가 공급되어야 시설 작물 수량의 안정적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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