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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특성 기반 토양수분 함량 예측을 위한  PTF 적용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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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dentifying soil water content as a major factor for evaluating irrigation and water resource is a primary module 
to develop a prediction model. A variety of PTFs (Pedo-Transfer Functions) are applied in the models to estimate soil 
water content, the analysis techniques, however, which compare the estimated from models and the measured by instruments, 
are not reached at the level to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TFs in Korea. Many soil physicians such as Eom, 
Peterson, Rawls, Saxton, Bruand, Baties, Tomasella & Hodnett (T&H), and Minasny, have developed analytic models using 
PTFs. Soil data for the analysis used soil water contents on 347 soil series (10 kPa), 358 soil series (33 kPa), 356 soil 
series (1,500 kPa) established by NAAS (National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 A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n 
soil water content at 10, 33 and 1,500 kPa was the highest as 0.5932 in EM (Eom model), 0.6744 in REM (Rawls model) 
and 0.6108 in REM, respectively. In conclusion,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the use of EM or REM is suitable for estimating 
soil water content in Korea although SM (Saxton model) has been widely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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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물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주요 토양특성은 토성(soil 

texture), 공극(soil pore), 보수특성(soil retention charac-

teristics), 유기물 함량, 토양온도, 용적밀도 등이 있으며, 

그중 토양수분 보유특성은 토양 내에서의 에너지 상태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요

인이 된다. 이 토양수분 보유특성은 토양수분 퍼텐셜(soil 

water potential)에 따른 토양수분함량(soil water content)

으로 표시되는데, 토양수분 퍼텐셜은 삼투퍼텐셜(osmotic 

potential), 압력퍼텐셜(pressure potential), 매트릭퍼텐

셜(matric potential), 중력퍼텐셜(gravitational potential)

로 구성되어 있으며 논에서의 담수상태와 같이 압력퍼텐셜

이 작용하는 경우에는 매트릭퍼텐셜은 작용하지 않고, 반

대로 불포화상태의 매트릭퍼텐셜이 작용할 때는 압력퍼텐

셜은 작용하지 않는다. 토양용액에 의해 발생되는 삼투퍼

텐셜과 물의 위치에 따른 중력퍼텐셜은 매트릭퍼텐셜에 비

해 그 크기가 매우 작아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토양의 

수리전도도(hydraulic conductivity) 측정 시에는 중력퍼

텐셜은 중요한 측정요인이 된다. 이처럼 측정된 토양수분 

퍼텐셜은 토양의 가뭄상태나 포화상태 등 토양수분상태를 

나타낼 수 있으며, 작물생육을 위한 관개기준을 표시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또한, 토양수분의 에너지 상태를 나

타낼 수 있기 때문에 토양용액의 이동이나 토양으로 침투 

또는 배수하는 물의 이동을 해석하는데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토양수분함량은 일정한 토양 부피나 무게 내에 

토양이 보유하고 있는 물의 양을 나타내는데, 중량수분함

량(gravimetric water content)과 용적수분함량(volu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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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oil texture distribution of target soil used for soil water 
content estimation.

water content)으로 대별된다. 중량수분함량은 일정한 무

게에 포함되어 있는 토양수분의 함량을 나타내고, 용적수

분함량은 일정한 부피 내에 들어 있는 토양수분 함량을 의

미한다. 중량수분함량에 용적밀도(bulk density)를 곱해

주면 용적수분함량이 되며 이렇게 확인된 수분함량은 토양 

내 물 보유량이나 작물의 관개량을 계산하는데 기본 자료

가 된다. 또한 토양수분함량은 앞에서 언급한 토양수분퍼

텐셜과는 불가분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 관계를 잘 보여 

주는 것이 토양수분 특성곡선(soil water characteristics 

curve)이며, 이것은 토양수분 퍼텐셜에 따른 토양수분함량

을 나타내고 있어, 토양종류별로 토양수분 퍼텐셜을 파악

하면 수분함량을 알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게 되어 있

다.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양통(soil series)별 

토양조사자료에는 10 kPa, 33 kPa(포장용수량, FC), 1,500 

kPa(영구위조점, WP)에서의 토양수분함량자료들을 대부

분의 토양통에 대해 제공하고 있으며, 자료가 없는 토양통

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토양조사 자

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만 환경여건이 따르지 

않을 때는 기존에 조사된 물리적 분석․조사 자료를 바탕으

로 하는 토양수분장력에 따른 토양수분함량을 예측하는 방

법도 있다. 외국에서는 수문모형이나 관개에 활용하기 위

해 알려지지 않은 토양의 토양수분 퍼텐셜에 따른 토양수

분 함량을 예측하기 위해 PTF (Pedo-Transfer Function)

를 작성해 활용하며, PTF 작성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인자

들은 토양의 입경분포(particle size distribution, PSD)나 

유기물 함량 등이 주로 이용된다(Campbell, 1974; Gregson 

et al., 1987; Tietje and Tapkenhinrichs, 1993; van 

Genuchtenm, 1980; Verecken et al., 1989; Warrick, 

2002).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토양의 입경분포나 유기물 함량

을 이용하는 기존의 PTF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토양에서는 

어떤 모형이 토양통 자료에 나타나 있는 토양수분 장력별 

토양수분 함량을 가장 잘 예측하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대상토양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국립농업과학원(NAAS)에서 토양

조사를 통해 이미 구축하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

며, 구축된 391개의 토양통 자료 중 토양수분 장력(10 kPa, 

FC, WP)에 따른 토양수분함량 자료가 존재하는 347개통

(10kPa), 358개통(FC), 356개통(WP)의 토양이 대상이었

다. 층위별로는 1,214(10 kPa), 1,455(FC), 1,448 (WP)개

의 지점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Fig. 1). 1,455개 지점에서

의 토양입경분포의 범위는 모래함량이 0-98.5%, 미사함

량이 0.3-81.4%, 점토함량이 0-82.6%를 차지하고 있었

고, 유기물 함량은 0-54.8%의 범위를 차지하고 있다. 토성

별로는 식토 37개, 식양토 85개, 양토 291개, 양질사토 44

개, 사토 64개, 사질식양토 29개, 미사토 1개, 미사질식토 

72개, 미사질식양토 219개, 미사질양토 370개, 사양토가 

243개를 차지하고 있다.

2. 대상모형

토양수분 장력에 따른 토양수분 함량을 예측하기 위한 

다양한 PTF 중 본 연구에서는 NAAS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양통별 토양물리특성 자료들이 모래, 미사, 점토, 유기물 

함량 외에는 결측 자료들이 많아 이들 자료들을 활용할 수 

있는 모형 위주로 선택하였으며 그 모형은 다음과 같이 8개

(Batjes, 1996; Bruand et al., 1994; Eom et al., 1995; 

Minasny et al., 1999; Petersen et al., 1968; Rawls et 

al., 1982; Saxton et al., 1986; Tomasella and Hodnett, 

1998)를 선택하였다. 여기서 , , 는 

10kPa, FC, WP에서의 토양수분 함량이고 S는 모래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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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는 미사함량(%), C는 점토함량(%), OM은 유기물 

함량(%)을 나타낸다.

① Eom et al. Model (EM)

   ln       
  ∙   

   ln   
              

여기서,  H는 토양수분 장력(bar), 

   

  
이다.

② Petersen et al. Model (PEM)

     
 

     
 

③ Rawls et al. Model (REM)

    

               

    

            

    

④ Saxton et al. Model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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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Bruand et al. Model (BEM)

   
 

   
   

⑥ Batjes Model (BM)

          

          

          

⑦ Tomasella and Hodnett Model (THM)

      

      

      

⑧ Minasny et al. Model (MM)

    exp   
    exp   
    exp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선택된 PTF중에서 ②, ⑤는 

에 대한 예측 값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에 대

한 계산은 제외했다.

3. 통계분석

PTF 작성을 위해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가 사용되었고,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으로 가정되는 다중

선형회귀모형을 결정하기 위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회귀모형의 독립변수들이 종속변수의 변동을 설명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실시하고 회귀계

수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한 부분 t-검정을 실시했다. 통

계분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SAS를 활용했다.

토양수분 장력에 따른 토양수분 함량을 예측하기 위해 

작성된 PTF를 검증하기 위해서 통계적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RMSE (Root Mean Square 

Error)와 MAE (Mean Absolute Error)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Cornelis eat al., 2001; Cressewell et al., 2006, 

2000; Giksman et al., 2003; Hodnett and Tomasella, 

2002). RMSE는 실제 값과 모형으로 유추한 값의 차이에 

대한 평균 제곱 합으로써 모형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방법

으로 RMSE가 작으면 변동성이 작아 정밀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용한 자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정확히 

모형들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다.

MAE (Mean Absolute Error)는 실측값과 예측 값 차이

의 절대 값의 합을 관측 자료의 개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오차의 절대 값에 대한 크기를 나타내는데 값이 작으면 실

측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작은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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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for the physical properties of Korean soils used for making PTF estimating soil water content..

Properties Mean Min. Max.
Std.
Dev.

CV
(%)

Skew. Kurt.

Sand (%) 34.9 0.0 98.5 24.9 71.4 0.66 -0.49

Silt (%) 43.2 0.3 81.4 17.5 40.4 -0.41 -0.55

Clay (%) 21.9 0.0 82.6 12.4 56.5 0.80 1.41

Organic matter (%) 2.1 0.0 54.8 3.3 159.8 6.13 59.1

Soil water content at 10 kPa (%) 37.6 1.4 116.6 13.9 36.9 0.82 3.06

Soil water content at 33 kPa (%) 29.8 0.4 87.7 12.1 40.6 0.76 2.46

Soil water content at 1,500 kPa (%) 13.6 0.9 58.6 7.6 55.8 1.62 4.74

* Min. : Minimum, Max. : Maximum, Std. Dev. : Standard Deviation.
  CV : Coefficient of Variation, Ske. : Skewness, Kurt. : Kurtosis.

RMSE = 









  


여기서, n은 자료의 개수를 의미하며, Mestimate와 Mmeasure

는 예측 값과 측정값을 나타낸다.

 






 

RMSE의 경우처럼, n은 자료의 개수를 의미하며, Mestimate

와 Mmeasure는 예측 값과 측정값을 나타낸다.

III. 결과 및 고찰

1. 대상토양 입자분포 특성

우리나라 390개의 토양통 중 국립농업과학원(NAAS)에

서 제공하는 토양수분 장력에 따른 토양수분함량 자료가 

존재하는 347개 토양통(10 kPa), 358개 토양통(FC), 356

개 토양통(WP)에서의 층위별 자료 1,214 (10 kPa), 1,454(FC), 

1,448(WP)개에 대한 토양특성을 살펴보았다(Table 1). 토

양조사자료로 제공되고 있는 자료들의 모래, 미사, 점토 및 

유기물 함량과 10 kPa, FC, WP에서의 토양수분 함량에 

대한 평균 및 최대․최소값 및 표준편차와 변이계수를 살펴

보면 모래함량은 평균이 34.9%이고 0-98.5%까지 넓게 분

포하고 있으며, 미사함량은 평균이 43.2%이고 0.3-81.4%

까지 분포하고 있다. 점토는 평균이 21.9%이고 0-82.6%까

지 분포하고 있다. 평균 함량으로 보면 우리나라 토양의 

토양 입경분포는 미사가 43.2%로 가장 많고, 점토가 21.9%

로 가장 적다. 유기물 함량은 평균이 2.1%이고, 0-54.8%

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변이계수가 159.8%로 분석 대상 토

양특성 중 가장 높다. 전체층위에 대한 토양 유기물 함량 

자료 중에서 10%를 넘기는 토양층위는 44개 이었는데, 산

림토양에서 7개 층위과 화산회토양에서 37개 층위였다. 평

균 유기물 함량 2.1%는 일반적으로 토양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2-3% 범위에 있었지만 화산회토양을 제외하면 1.6%

를 나타내 평균 유기물 함량에 대해 화산회토양이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토양수분 장력에 따른 토양수분 함량은 

10 kPa에서는 평균이 37.6%이고 1.4-116.6%까지 분포하

고 있고, 33 kPa에서는 평균이 29.8%이고 0.4- 87.7%까

지 분포하고 있다. 1,500 kPa에서는 평균이 13.6%이고, 

0.9-58.6%까지 분포하고 있었는데, 토양수분 함량이 높은 

토양들은 주로 유기물 함량이 많은 산림토양과 화산회토양

이었으며, 토양수분함량의 변이가 토양입자들의 변이보다

도 작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유기물을 제외한 토양 입자

특성으로만 보았을 때는 모래 함량의 변이가 가장 심한데, 

이것은 모래에 비해 미사나 점토의 분포가 고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유기물 함량의 경우에는 대상토양이 유기

물 함량이 적은(3%이하 층위 1,230개) 토양이 대부분임에

도 불구하고 변이계수가 가장 커서 다른 어떤 특성보다도 

분산정도가 심함을 알 수 있다. 분포의 좌우 대칭성을 나타

내는 왜도(Skewness)는 대칭이면 0, 오른쪽으로 치우치면 

음수, 왼쪽으로 치우치면 양수를 나타내는데, 다른 특성들

에 비해 WP에서의 토양 수분함량과 유기물 함량이 왼쪽으

로 상당히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고, 분포모양이 최빈값 

부근에서 얼마나 뾰족한가를 나타내는 첨도(kurtosis)는 정

규분포를 나타내는 3을 기준으로 작으면 뭉툭하고, 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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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 of soil water contents measured with pressure chamber and estimated by PTF for   of Korean soils (GS : General 

Soil, VAS : Volcanic Ash Soil).

날카로움을 의미하는데, 10 kPa에서의 토양수분 함량은 거

의 정규분포를 이루는 반면에 유기물 함량은 뾰족한 형태

를 나타내는 값을 보였으며, 입도분포는 뭉툭한 형태를 나

타내고 있었다.

2. 기존 PTF들의 적용성 검정

NAAS에서 제공하는 토양입도분포 자료를  예측

을 위한 PTF들에 적용해본 결과는 다음의 Fig. 5에 나타나 

있다. 를 예측하는 6개의 모형 중에서 Eom 등(1995)

이 개발한 EM이 측정값에 가장 근접한 경향을 보이고 있

다. 각각의 PTF들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다음의 Table 

5에 나타나 있다. 기울기가 1에 가까운 것은 MM과 SM이지

만 결정계수(R
2
)가 가장 높은 PTF는 우리나라 토양을 대상

으로 만들어진 EM이다. PTF별 절편은 측정값의 최소 토양

수분 함량 값을 나타내는데 NAAS에서 제공하고 있는 

의 최소값은 1.4%로서 MM의 결과가 가장 가깝고, 

다음이 REM, SM 순이다. BM이 가장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으며, THM의 경우에는 음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p값은 

모두 0.001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

여주고 있다. 각각의 PTF들에 의한 예측 최대값은 REM, 

SM은 약 64%, THM은 71%, MM은 44%를 나타내고 있는

데, 이러한 PTF들은 수식 구조상 최대값이 이들 값을 넘지 

못해 최대값 근처에서 수직으로 편향된 그림을 보여주고 

있으며 주로 붉은색 동그라미로 표시되는 화산회토양

(VAS)이 많이 위치하고 있다(Fig. 2).

EM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개의 모형 중에서 REM, SM, 

MM의 경우에는 일부 결과가 예측 값보다 측정값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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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값을 가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대부분 화산회 

토양과 같이 생성이 다른 토양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EM의 

경우에도 자료가 밀집되지 않은 수분함량 값이 큰 구간은 

화산회토양이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서(Fig. 2) 분석

대상 토양에서 화산회 유래 토양을 분리해볼 필요성을 제

기해주고 있다.

 예측을 위한 PTF들에 NAAS의 토양통 입도분포

자료들을 적용한 결과는 Fig. 6에 나타나 있다. Gardner(1970)

의 모형과 scale변화과정을 적용한 EM의 경우 의 경

우와 같이 예측 자료와 측정자료 비교를 위한 1:1선에 가장 

부합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PEM과 SM, BEM, THM, 

MM의 경우 최대값에 대한 경향은 앞서의 에서와 유

사하다. 유기물 함량을 고려하는 REM과 BM만이 유기물 

함량이 많고 토양수분 함량이 높은 경우를 예측 하는 값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이것 역시 경우에서처럼 화산

회토양(Fig. 3, 붉은색 동그라미)과 같이 토양생성요인이 

다른 토양에 대해 분리해서 분석해볼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Table 3은 을 예측하는 PTF들의 예측 및 실측 값

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Eom 등(1995)이 만든 

EM의 경우 R
2
가 0.6352로 두번째로 높고 p값도 0.001보다 

작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나머지 7개 

PTF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 중 결정계수가 가장 큰 값을 보여주고 있는 PTF는 

REM이며, 1:1선 적합도가 높은 반면 결정계수가 REM에 

비해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는 PEM, SM, BEM, THM, MM

의 경우 REM에 비해 결정계수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화산

회토양과 같이 유기물 함량이 일반토양 보다 높고 토양생

성 원인이 다른 토양의 영향일 것으로 판단된다.

 예측을 위한 PTF들에 NAAS의 토양통 입도분

포자료들을 적용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나 있다. EM의 

경우 국내의 측정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되어 예측 값과 측

정값이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PEM과 

BEM, THM, MM은 최대값에 대한 경향이 , 

의 경우와 동일한데 이 PTF들은 예측 수식의 독립변수로 

유기물 함량을 포함하지 않으며, 예측 값과 측정값의 차이

가 크게 나타나는 자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향은 앞서

의 경우와 같이 화산회 토양과 같이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양의 영향일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4는 을 예측하는 PTF들의 예측 값과 측

정값을 비교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EM은 결정계

수(R
2
)가 0.5365, p값이 0.001보다 작아 비교적 측정값을 

잘 모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REM이 R2가 0.6108로 

EM보다 더 높아 측정값에 대한 모의정도는 EM보다 더 나

은 것을 알 수 있다. 유기물 함량을 독립변수로 채택하지 

않은 PEM, SM, BEM, THM, MM은 유기물 함량을 독립변

수로 채택하고 있는 BM보다 R2의 값이 작게 나타나고 있

는데, 이것은 예측 값과의 차이가 크게 나는 자료들의 영향

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오차분석

, , 을 위한 8개의 PTF로부터 예

측된 자료와 측정 자료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결정계수가 

높지는 않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주고 있어 사용가

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PTF들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정밀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차분석을 적용해야 한다

(Cornelis et al., 2001; Cressewell et al., 2006, 2000; 

Giksman et al., 2003; Hodnett and Tomasella, 2002). 

Table 5는 8개의 PTF를 통해 예측한 토양수분 함량을 

NAAS에서 제공하고 있는 토양수분 장력에 따른 토양수분

함량 자료에 적용시켜 오차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10 

kPa, FC, WP에서의 토양수분함량 값을 각각의 모형에 적

용했을 때는 Eom 등(1995)이 작성한 EM이 RMSE와 MAE

가 외국에서 작성된 나머지 7개의 모형보다 작은 값을 나타

내(Table 5) 국내토양의 토양수분 장력에 따른 토양수분함

량 예측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지나, 이 RMSE와 MAE

는 기존 연구(Abbasi et al., 2011; Guber et al., 2006; 

Minasny et al., 1999; Tomasella et al., 2000)의 결과보

다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수자원 모형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SM은 PTF의 적용성 검

정 및 오추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EM이나 REM으로 대체하

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한편, 10 kPa을 제외한 FC와 

WP에서의 예측자료와 측정 자료를 비교해보면 EM보다는 

REM의 R
2
가 더 높아 수문분야 활용에는 더 적합해 보이는

데, 수문분야에 활용 가능하고 우리나라 토양에 적합한 

PTF를 찾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점은 66개 토

양만을 대상으로 작성한 EM이나 REM보다 RMSE와 MAE

를 향상시킨 PTF 작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PTF는 오차를 개선해야 하므로 가급적 더 많은 우리나라 

토양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또한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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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gression analysis by an application of established PTF for   estimation of Korean soils.

PTF Gradient Intercept R2 p-value

EM 1.2125 -0.4988 0.5365 0.001>

PEM 0.7015 2.9019 0.3314 0.001>

REM 0.6953 1.8583 0.6108 0.001>

SM 0.6605 4.5157 0.2723 0.001>

BEM 0.6709 3.3990 0.3254 0.001>

BM 0.8477 0.5538 0.4502 0.001>

THM 0.7334 1.7912 0.3791 0.001>

MM 0.6351 -1.2190 0.3140 0.001>

Table 5. Root mean square error & mean absolute error on an application of established PTFs to Korean soils.

Classification
PTF

    

MAE RMSE MAE RMSE MAE RMSE

EM 6.5 9.8 5.9 8.3 3.7 5.6

PEM - - 6.9 10.6 4.8 6.7

REM 7.4 10.5 5.9 9.1 4.7 6.3

SM 7.5 11.3 6.6 10.1 4.3 6.8

BEM - - 5.9 12.9 4.8 6.8

BM 13.1 16.3 11.4 13.9 4.5 6.0

THM 16.6 18.5 6.9 9.5 5.1 6.7

MM 9.1 13.7 6.9 10.7 10.7 11.8

라의 경우 거시적 기후로 토양생성이 달라지는 일부 토양

이 존재하는데 그 토양을 제외하고는 지형과 모재만 다루

어도 일반적으로 토양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Sonn et al., 

2007), 거시적 기후로 토양생성이 달라지는 화산회토양의 

경우를 분리해서 분석하는 것이 PTF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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