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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추형 탐침봉을 이용한 밭작물 유효근권심 현장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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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lant root penetration through soil profile is restricted by compacted layer such as plow pan under conventional 

tillage. For detecting the compact layer, we made a graduated T-shape probe and measured compared between the depths 

with rapid change in feeling hardness of hand penetration using T-shape probe and with a rapid increase of penetrometer 

cone index. On upland crops, including red pepper, corn, soybean and cucumber, plow pan depth ranged from 10 cm 

to 25 cm depth. The effective rooting depth (ER) ha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plow pan depth (PP) except soils 

with the shallow ground water and/or poorly drained soil. The regression equation was ER = 0.9*PP (R
2
 = 0.54

**
, N 

= 14) with the applicative PP range of 10-25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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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작물근권은 관수 및 시비 등 영농관리의 대상일 뿐 아니

라 높은 생물·물리·화학적 활성으로 물, 양분, 탄소의 저장 

및 순환의 중심에 있으므로 진단을 통해 효율적 영농과 건

전한 토양환경관리를 유도한 필요가 있다. 작물뿌리가 작

용하는 깊이는 유효근권심으로 표현되는데 이는 뿌리가 수

분을 흡수하는 권역으로 정의되며 토양단면에서 뿌리가 

70-80% 분포하는 깊이로 측정하고 있다(Kim et al., 

2007; Smit, 2000). 이러한 토양단면을 통한 유효근권심

의 진단은 토양의 교란과 함께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최근 뿌리의 분포를 토양특성인자로 간접적

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예로 

용적밀도 및 관입식 경도가 있다. 이는 둘 다 토양 치밀도를 

알려주는 측도로 뿌리신장이 저해되는 높은 치밀도 부위를 

측정하여 유효근권심을 추정하는 방법이다(Bécel et al., 

2012; Thompson et al., 1987). 특히 밭작물 재배지의 경

우 집약된 영농으로 경운이 잦게 이루어져 치밀성이 토양

표면에 비해 급격히 높아지는 쟁기바닥층이 나타나는 곳이 

많으며 그 깊이는 갈이깊이, 토성, 농기계특성, 농작업시 

토양수분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Etana et al., 1999; 

Hamza and Anderson, 2005; Han et al., 2009; Raper, 

2005; Raper and Mac Kirby, 2006). 그러나 용적밀도와 

관입식경도의 측정은 현장에서 치밀도의 절대값을 제공하

나 측정과정이 복잡하고 고가의 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단

점이 있어 농업인이 손쉽게 사용하기는 데 제약이 따른다. 

한편 유효근권심의 진단 없이는 작물생육기간 동안 물과 

비료의 공급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부드러운 경운층 아래 쟁기바닥층과 같이 치밀한 층위가 

나타나는 깊이는 가는 봉을 땅에 사봉할 때 손에서 느껴지

는 저항의 변화로도 감지할 수 있다. 특히 치밀한 층위에서

도 휘어지지 않을 만큼 강도가 큰 스테인레스 스틸 재질을 

이용하면 다양한 토양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토양 특성에 맞는 원추형 탐침봉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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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e probe protype (b) Testing example

(c) Determination of effective rooting depth and plow pan depth

Fig. 1. The cone probe prototype (a), testing example (b), and determination of effective rooting depth and plow pan depth (c).

작하고 유효근권심을 현장에서 간편하게 진단하는 방법을 

설정하고자 수행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원추형 탐침봉의 재질은 스테인레스 

스틸이며 규격은 Fig. 1과 같다. 길이는 600 mm로 중간에 

나사형으로 300 mm씩 분리가 가능하게 제작하였다. 아래 

끝 원추의 길이는 2 cm이며 원추의 각도는 25°-30°이다. 

특히 10 mm 간격으로 눈금을 그려 관입깊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탐침봉의 관입깊이는 Fig. 1의 b와 같이 한 

손으로 부드럽게 쥐고 힘을 살짝 가해 서서히 토양표면에

서 관입시키면서 저항이 커지는 지점이 나타나면 멈추어 

그 때 토양표면과 가장 일치하는 눈금을 읽어 측정하였다. 

이는 Fig. 1의 c에서 관입저항이 커지기 시작하는 깊이에 

상당하였다. 포장의 변이 및 실험오차를 고려하여 3반복이

상 측정하였다. 남녀를 포함한 실험자간 원추형 탐침봉 측

정 쟁기바닥층 출현깊이 비교를 10반복으로 수행하였으며 



Yong-Seon Zhang / In-situ estimation of effective rooting depth for upland crops using hand penetration of cone probe

CNU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42(3), 2015. 9 185

Table 1. Soil textural family and cultivated crops of sites studied.

Site Soil textural family Crop Site Soil textural family Crop

S1 Sandy Perilla S8 Coarse silty Perilla

S2 Sandy Peanut S9 Fine loamy Perilla

S3 Coarse loamy Red pepper S10 Fine loamy Sweet corn

S4 Coarse loamy Barley S11 Fine loamy Sweet corn

S5 Coarse loamy Cucumber
1)

S12 Fine silty Chinese cabbage

S6 Coarse loamy Cucumber S13 Clayey (fine) Sweet corn

S7 Coarse loamy Perilla S14 Clayey (fine) Soybean

1)
Cultivated under plastic film house.

통계분석은 R 프로그램(R foundation, 2011) 던컨 다중검

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점은 14지점으로 토성속이 사질에서 식질로 분포

하였으며 재배작물은 들깨, 콩, 옥수수, 오이 등이었다

(Table 1). 오이의 경우 비닐하우스재배였으며 나머지는 모

두 노지재배였다. 측정시점은 뿌리발달이 최고점에 다다른 

작물 영양생장기 이후로 하였다.

연구지점에서 원추형 탐침봉의 관입깊이와 관입경도계

(Penetrologger, Eijkelkamp, NL)를 활용하여 관입식 경

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토양단면을 약 50 cm 파서 Schoene-

berger 등(2002)의 방법에 따라 단면의 뿌리분포를 파악하

고 면적으로 뿌리가 70-80% 분포하는 깊이를 측정하였다

(Fig. 1 (c)). 뿌리가 분포하는 근권과 근권에서 5-10 cm 

아래 심토에서 2인치 또는 3인치 코아를 채취하여 농업과

학기술원(2000)의 방법에 따라 용적밀도, 토양수분함량 등

의 물리성과 pH, EC, 유기물함량, 치환성양이온함량 등의 

화학성을 측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연구지점에서 근권과 쟁기바닥층은 용적밀도에서 차이

를 나타냈는데 근권의 용적밀도는 1.06-1.39 Mg m
-3
, 쟁

기바닥층의 경우 이보다 0.1-0.3 Mg m
-3
높게 나타났다. 

수분함량의 경우 관입식 경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과건과 

과습을 피하였다. 근권 수분함량은 16.7-35.1%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노지재배의 경우 쟁기바닥층의 수분함량이 

근권에 비해 유사하거나 높았다. 반면 시설오이재배지인 

S5와 S6의 경우 근권이 쟁기바닥층에 비해 수분함량이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관수가 주로 근권을 위주로 이루어지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pH는 근권에서 5.0-7.0범위를 보

였다. 염농도의 경우, S5에서 다른 토양에 비해 높게 나타

났으나 오이재배를 위해 수분함량을 높게 유지하여 작물생

육상태는 양호하였다. 치환성 칼슘의 경우 근권에서 2.5-10.2 

cmol kg
-1
로 넓게 분포하였으며 근권이 근권하부 보다 높

게 나타나는 지점이 많았는데, 이는 시비에 의해 칼슘공급

이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지점에서 원추형 탐침봉으로 측정한 쟁기바닥

층 출현깊이과 유효근권심은 Table 3에 나타나 있으며 이 

중 조립질(S3)과 세립질(S11) 두 지점에 대해 측정자간 원

추형 탐침봉 측정 쟁기바닥층 출현깊이의 차이를 Table 4

에서 비교하였다. Duncan 다중검정 결과 측정자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 2는 토성속이 다른 3지점에서 관입식 경도와 원추

형 탐침봉으로 측정한 쟁기바닥층 출현깊이를 나타내고 있

다. 토심 약 15 cm까지는 1 MPa이하의 관입식 경도를 보이

다가 10 cm-20 cm 토심에서부터 관입식 경도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토심 20-25 cm에서 1.5-2.5 MPa의 관입식 경도 

피크를 나타내었다. 유효근권심은 S3에서 15±1 cm, S9에

서 13±1 cm, S13에서 13±1 cm로 나타났다. 즉 밭작물의 

뿌리는 관입식 경도 약 1 MPa이하에 주로 분포한다고 볼 

수 있었다. JSA(1986)는 밭작물 종류별로 산중식 경도로 

뿌리신장제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채소류는 다른 밭작물

에 비해 제한경도가 작은 값을 나타내는데, Han 등(2011)

의 연구에서 채소류 뿌리신장 제한경도인 산중식 경도 18 

mm가 관입식 경도계로 약 1 MPa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Silva 등(1994)은 2 MPa을 밭작물 뿌리신장저해 

경도 기준으로 삼았다. Etana 등(1999)의 연구에서도 

Håkansson(1990)의 방법을 이용한 쟁기바닥층의 다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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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oil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sites studied.

Site
Bulk 

density

Water 

content

pH

(1:5, H2O)

EC

(1:5)

Organic 

matter 

content

Exchageable cations 

Ca K Mg Na

Mg m
-3

%, v/v dS m
-1

g kg
-1

------ cmol kg
-1

 ------

S1
Root zone 1.37 19.0 5.6 0.06 13 2.5 0.49 0.5 0.08 

Plow pan 1.57 23.5 5.4 0.04  6 2.0 0.09 0.4 0.05 

S2
Root zone 1.23 25.4 5.7 0.11 26 7.5 0.58 1.5 0.02 

Plow pan 1.56 21.6 6.5 0.05  4 3.5 0.51 1.3 0.00 

S3
Root zone 1.12 16.7 6.9 0.03 18 5.5 1.10 1.6 0.15 

Plow pan 1.39 26.7 6.3 0.02  3 2.2 0.38 0.9 0.12 

S4
Root zone 1.27 27.8 5.7 0.04 16 3.6 0.46 0.4 0.03 

Plow pan 1.52 29.5 5.5 0.03 14 3.7 0.46 0.4 0.02 

S5
Root zone 1.31 30.4 7.0 0.62 30 7.2 1.47 4.7 0.65 

Plow pan 1.44 17.4 7.1 0.30  8 4.6 0.87 2.8 0.38 

S6
Root zone 1.24 31.2 7.0 0.37 35 6.9 1.59 3.3 0.38 

Plow pan 1.47 28.0 7.3 0.17 15 7.0 2.06 3.7 0.54 

S7
Root zone 1.20 16.7 6.7 0.07 19 7.2 0.18 1.5 0.00 

Plow pan 1.53 17.5 6.1 0.03  4 1.9 0.21 0.9 0.00 

S8
Root zone 1.15 29.9 5.0 0.03 22 2.9 0.49 0.8 0.14 

Plow pan 1.32 42.8 5.6 0.04 14 5.7 0.49 1.1 0.31 

S9
Root zone 1.25 22.8 5.5 0.09 36 5.3 0.35 2.1 0.03 

Plow pan 1.43 20.6 5.3 0.05 26 2.8 0.39 2.0 0.02 

S10
Root zone 1.06 22.5 5.9 0.28 33 10.2 1.02 2.8 0.03 

Plow pan 1.27 24.9 4.7 0.13 12 3.3 0.30 1.4 0.04 

S11
Root zone 1.12 23.0 6.0 0.38 28 8.2 0.91 4.8 0.13 

Plow pan 1.61 27.6 6.2 0.23 22 8.6 0.54 4.1 0.14 

S12
Root zone 1.31 22.7 5.6 0.05 18 6.9 0.17 2.8 0.06 

Plow pan 1.53 30.3 5.0 0.03 11 1.5 0.89 0.5 0.00 

S13
Root zone 1.26 19.3 5.2 0.02 13 5.4 0.19 1.8 0.15 

Plow pan 1.54 32.8 5.1 0.02  7 7.5 0.18 3.1 0.18 

S14
Root zone 1.39 35.1 5.6 0.07 24 7.1 1.13 1.7 0.04 

Plow pan 1.45 44.0 5.7 0.04 10 7.6 0.52 2.2 0.04 

Table 3. Plow pan depth and effective rooting depth in study sites.

Site
Plow pan depth detected by CP

1)
Effective 

rooting depth
Site

Plow pan depth detected by CP Effective rooting 

depthMean SD
2)

CV
3)

Mean SD CV

cm cm % cm cm cm % cm

S1 13 2.0 16 12±1 S8 11 2.0 18 12±1

S2 15 2.5 17 15±1 S9 13 2.5 19 13±1

S3 15 1.5 10 15±1 S10 17 1.0 6 14±1

S4 15 3.5 23 13±1 S11 19 1.4 7 16±1

S5 22 4.2 19 20±2 S12 16 1.5 10 15±1

S6 23 0.6 3 17±1 S13 15 1.2 8 13±1

S7 13 2.1 16 12±1 S14 16 2.1 13 13±1
1)

Cone probe; 
2)

Standard deviation; 
3)

Coefficient of variation.

도가 경도로 약 2 MPa에 해당됨을 보였다. 

시설재배인 S5와 S6에서 근권 및 쟁기바닥층의 관입식 

경도 또한 노지재배와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었으나 관입식 

경도가 증가하는 깊이가 더 깊었다(Fig. 3). 이는 시설재배

는 노지재배와 달리 심경을 하여 갈이깊이가 더 깊기 때문

으로 생각된다. 또한 노지재배에 비해 쟁기바닥층 출현깊

이에서 경도 증가가 더 급격하게 나타났다. 이는 시설오이

의 경우 연 3작이 이루어져 경운횟수가 잦고 강우가 차단된 

조건에서 노지에 비해 점적관수로 수분이 적게 공급되어 

상대적으로 심토의 수분함량이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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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low pan depth detected by cone probe ( ) and penetration resistance profile as affected by different soil textural families. 

Horizontal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s of the means.

Fig. 3. Plow pan depth detected by cone probe ( ) and penetration resistance profile for cucumber cultivated sites under plastic 

film house. Horizontal bars indicate standard deviations of the means.

Table 4. Comparisons of plow pan depth detected by CP between different users at Sites 3 and 11.

User 1 User 2 User3 User 4

S3 15.1
a1)

14.8
a

14.8
a

15.5
a

S11 18.6
b

18.6
b

19.5
b

19.6
b

a)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using Duncan’s test. 

원추형 탐침봉으로 진단한 쟁기바닥층 출현깊이는 노지

재배에서 11-19 cm로 분포하였으며 평균 15 cm를 나타내

었으며, 토성속간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시설재배오이의 경우 평균 23 cm를 나타내어 노지재배보

다 깊었는데, 이는 심경 때문으로 보인다. 노지재배의 쟁기

바닥층 출현깊이는 Choi 등(2000)의 연구에서 보고한 농업

인들이 주로 선택하는 갈이깊이 15 cm와 유사한 값을 나타

내고 있다. Etana 등(1999)은 스웨덴 토양에서 갈이깊이를 

심경에서 24±29 cm, 천경에서 12-15 cm로 하여 갈이깊이

에서 치밀성이 큰 다짐층이 나타나는 것을 밝혀 본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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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relationship between plow pan depth and effective 

rooting depth of upland crops.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단, 근권주위에 토성급변층이 존재

하거나 얕은 지하수위 등으로 수분함량이 포화에 가까울 

정도로 높은 밭은 관입식 경도를 통한 쟁기바닥층 진단에

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입식 경도가 토성 및 수분함

량 등의 영향을 받아 그 값이 달라지기 때문이다(Kumar 

et al., 2012; Tekeste et al., 2006). 돌이나 자갈이 많은 

토양 또한 탐침봉을 사봉하기 어려워 쟁기바닥층 진단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유효근권심은 쟁기바닥층 출현깊이보다 얕게 나타났는

데, 노지재배에서 12-16 cm로 분포하였으며 평균 14 cm였

고 시설재배오이에서 평균 19 cm를 나타냈다. 유효근권심은 

쟁기바닥층 출현깊이와 정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Fig. 4). 회귀식은 Y절편을 0으로 하였을 때 [유효근권심] 

= 0.9 x [쟁기바닥층 출현깊이]로 결정계수 0.54였다. 이 

회귀식의 적용 범위는 쟁기바닥층 출현깊이 10-25 cm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현장에서 토양을 교란하지 

않고 원추형 탐침봉을 통해 쟁기바닥층의 출현깊이를 진단

하여 유효근권심을 추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현장에서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공간적 변이를 고려한 적당한 반

복수의 결정과 포장용수량 부근의 수분상태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IV. 결 론

작물 유효근권심은 원추형 탐침봉의 관입깊이(한손으로 

서서히 관입시켜 저항이 커질 때 멈춤)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져 이를 이용하여 유효근권심을 진단하였다. 그 식은 다

음과 같다.

[유효근권심] = 0.9 x [탐침봉 관입깊이]. 단, 탐침봉 관

입깊이가 10-25 cm일 때로 제한하며 지하수위가 얕거나 

배수불량토양, 자갈이 많은 토양은 제외한다.

현장에서 탐침봉으로 간편하게 진단한 유효근권심은 물

주기 및 비료시용 등을 필지특성에 맞게 관리하는데 활용

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필지에서도 농기계가 회전하는 

부분 등에서는 다짐이 커 유효근권심이 상대적으로 얕게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장진단을 통해 이를 고려한 토양관리

가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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