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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파라거스(Asparagus officinalis L.)는 피로회복과 숙취해소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스파라긴산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기능성 채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재배면적의 61.1%인 51.6 ha가 강원도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소비량과 재배면적이 매년 늘어나는 신작목이다(Kang et al., 2017). 이러한 새로운 소득작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서는 도입초기 품종 선발, 작부체계, 시비체계, 병해충 관리 등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스파라거스는 

정식 후 3년이 경과해야 경제성 있는 수확이 이루어지는 특성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스파라거

스는 다비성 작물로 토양의 염류가 높아도 생육이 잘되는 내염성작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재배농가에서는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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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aragus is being increasingly consumed and cultivated every year in Korea. However, since the 

harvest is only possible three years after planting, studies on this crop are limited. Asparagus is 

known to be highly resistant to soil salinity.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yield 

of asparagus based on the amount of potassium nitrogen (NK) fertilizer applied and obtain basic 

data on soil management during asparagus cultivation. The yield of asparagus were 1.39 kg /m2 and 

1.27 kg/m2 respectively, when treated with treatment of NK fertilizer 10.4 kg/10 a, 20.8 kg/10 a. The 

concentrations of electrical conductivity (EC), nitrogen, and potassium were found to increase with 

increasing NK fertilizer application. Analysis of soil solution in test tubes treated with 2.0 times NK 

fertilizer showed that nitrates increased to 1,180 mg/L and potassium to 4,057 mg/L respectively. 

Therefore, 20.8 kg/10 a of fertilizer used by farmers is thought to be the maximum amount not to fall 

in yield. Asparagus farmers should pay attention to periodic soil analysis and salt damage, and also 

conduct annua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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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물의 시용과 함께 무분별한 시비로 토양 내 전기전도도(EC)의 상승 등 토양 화학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동안 아스파라거스 시비와 관련한 연구로 가식재배 시 적정 퇴비량 구명(Seo et al., 2014), 관비재배 효과(Seo et 

al., 2015), 재배지역 내 지하수 오염(Phupaibul et al., 2004) 등의 연구가 있었으나 시비량에 대한 생육반응을 조사한 

연구결과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양 내 양분함유량과 시비량에 따른 아스파라거스의 수량 등을 분석하여 아스파라거스 재

배 시 적정시비량에 관한 기본자료를 습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한 강원도농업기술원의 단동형 비닐하우스에서 2018년도에 수행되었다. 시험품

종은 웰컴(Sakata seed co.)이었고, 6년생 시험포장을 이용하였다. 2017년 수확 종료 후, 지상부를 동년 12월 중순에 

제거하였다. 그리고 2018년도 2월 10일에 아스파라거스 포장 전체에 우분퇴비 2,000 kg/10 a을 살포하였다. 시비처

리는 시판 NK (13-0-13)비료를 이용하여 전체시비량의 1/2을 기비로 주었으며, 수확을 시작하면서 나머지 1/2을 15

일 간격으로 3회에 나누어 4월 1일, 4월 16일, 5월 3일에 각각 시비하였으며, 시비량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Application of potassium nitrogen fertilizer during the experiment

Treatment Total fertilization (kg/10 a)
Fertilization (kg/10 a)

10 Feb. 1 April 16 April 3 May

0 S - - - - -

0.5 S 10.4   5.2 1.7 1.7 1.7

1.0 S 20.8 10.4 3.5 3.5 3.5

2.0 S 41.6 20.8 6.9 6.9 6.9

토양용액은 토양용액채취기(DIK-8392, USEM Instruments Inc., Korea)를 사용하여 수확기였던, 2018년도 5월 6

일부터 5월 10일까지 5일간 시료를 채취한 것을 이용하였다(Fig. 1). 토양용액 채취를 위하여 다공질 세라믹스관을 아

스파라거스 근권부위에 20 cm의 깊이로 매설한 후 24시간 경과 후 처리별로 토양용액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토양용

(A) (B)

Fig. 1. (A) Soil solution extractor, (B) Soil sampling in asparagus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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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Ion chromatography (CH/930, Metrohm)를 이용하여 양이온과 음이온을 각각 분석하였다. 토양시료는 5월 6일

에 채취하였다. 토양의 표면을 걷어 내고, 근권부인 10－20 cm를 중심으로 3지점에서 채취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채취한 토양은 풍건 후 2 mm 체에 통과된 것을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토양의 pH와 EC는 각각 pH meter (Model 

720 A, Orion)와 EC meter (Model 145 A, Orio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토양의 유기물은 습식산화분해법인 

Tyurin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치환성 양이온은 1N NH4OAc용액(pH 7)으로 침출하여 ICP 

(INTEGRA, GBC)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량조사는 2018년 3월 31일부터 5월 14일까지 45일간 총 24회 수확하

였다. 시험구별로 수확 후 상품과 비상품으로 구분하여 상품을 대상으로 각각의 무게를 조사하여 수량성을 산출하였

고, 당도는 5월 8일 생산된 것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아스파라거스 재배 중 NK비료의 사용량이 토양 화학성과 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수행한 토양용액 

분석결과는 Fig. 2와 같다. 아스파라거스 재배에 적합한 토양의 pH는 5.5－6.4이고, 산성토양은 피하는 것이 좋다

(Kang et al., 2017)는 보고가 있으며, 본 시험이 수행된 토양의 pH가 적정범위를 벗어나 약간 높았으나 연구의 결과

를 보면 시비량이 많아짐에 따라 pH가 7.4에서 6.4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재배 적정범위에 근접하는 경향을 보였

다. 질소성분의 함량은 암모니아태 질소(NH4-N)와 질산태 질소(NO3-N) 모두 시비량이 많아짐에 따라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동안 토양용액을 채취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통하여 시비량을 결정짓기 위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Lim et al. (2001)은 시설 오이 재배지의 토양용액의 질산태 질소 함량은 질소시비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질

소를 800 kg/ha-1 시비하였을 때 토양용액의 질산태 질소는 900 mg/L-1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질산태 

질소 함량은 NK비료 41.6 kg/10 a 투입 시 1.180 mg/L-1 으로 분석되었는데, Lim et al. (2001)이 보고한 토양 내 질산

태 질소 함량과의 차이는 시비량과 함께 채취시기 등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Lee et al., 2012) 보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치환성 양이온 함량의 차이는 NK비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치환성 칼륨의 함량은 정의 상관관계로 증

가하였으나 칼슘과 마그네슘은 처리 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암모니아태 질소, 질산태 질소, 치환성 칼륨의 증가

로 전기전도도(EC) 역시 시비량의 증가에 따라 6.5 dS/m에서 21.1 dS/m로 높아져 유효한 양분의 양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유효인산의 함량은 시비량에 증가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비량에 따른 아스파라거스 각각의 순의 무게와 당도는 시비 처리 간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수확량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순의 수확개수는 무시용에서 48.6개/m2 이었고, 0.5배와 1배량

은 각각 52.7, 45.2개이었으나 2배량에서는 33.1개로 적었다. 또한 수확량은 0.5배량에서 1.39 kg/m2로 가장 많았고 

1.0배량, 0배량 순이었으며 2배량 시험구는 0.89 kg/m2로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아스파라거스의 수량증

대에 적정한 NK비료의 사용량은 0.5배량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스파라거스의 생장특성 중 전년도

에 생산된 동화산물이 근권으로 이동하여 익년도 순의 생산에 사용된다(Kitazawa et al., 2014)는 보고를 고려할 때 무

시용구에서 1.21 kg/m2의 수량성을 얻었던 것은 금년도 시비량의 효과 뿐만 아니라, 뿌리 내 저장되었던 동화산물의 

수준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당년의 수량 조사뿐만 아니라 차년도의 수량을 조사하여 시비처리에 따

른 동화산물의 근권 이동 후 저장되어 나타날 영향도 조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0배량 처리에서 수확 된 순의 수와 

수량이 유의하게 줄어든 것은 NK 비료의 과다시용으로 인한 염류과잉에 의한 장해로 사료되며, 기준 시비량 이상의 

비료를 시용하는 것은 생리장해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토양 염류 과다집적에 따른 재배환경 악화로 지속적인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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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Chemical properties of the soil solution in soils subjected to various potassium nitrogen treatments.
*0 S: non-fertilizer; 0.5 S: 10.4 kg/10 a; 1.0 S: 20.8 kg/10 a; 2.0 S: 41.6 kg/10 a.

Table 2. Yield and quality of asparagus spears among various potassium nitrogen fertilizer treatments

Treatment1) No. of spears (/m2) Marketable yield (kg/m2) Weight (g/spear) Soluble solids (°Brix)

0 S 48.6 ± 2.0 1.21 ± 0.09 25.0 ± 1.4 5.2 ± 0.03

0.5 S 52.7 ± 1.8 1.39 ± 0.17 26.5 ± 3.8 5.0 ± 0.12

1.0 S 45.2 ± 7.6 1.27 ± 0.24 28.1 ± 1.8 5.1 ± 0.11

2.0 S 33.1 ± 5.5 0.89 ± 0.13 27.2 ± 2.9 5.0 ± 0.19

1)0 S: non-fertilizer: 0.5 S: 10.4 kg/10 a; 1.0 S: 20.8 kg/10 a; 2.0 S: 41.6 kg/10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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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재배 종료 후 토양 특성은 Table 3과 같다. 시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처리구의 pH는 7.7이었고 시비량이 증가

함에 따라 pH는 7.3－6.6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재배 중 토양용액 분석 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전기전도도

(EC)는 시비량이 많아짐에 따라 2.1 dS/m에서 4.5 dS/m로 높아져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이는 NK비료 투입에 

따른 질산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 치환성 칼륨 함량의 증가에 따른 결과로 생각된다. 일반적인 시설재배지의 적정 

EC농도가 2.0 dS/m이하인 것을 감안하면 다소 높은 편이나 유기물 투입 등을 통해 높은 EC농도에 따른 염류장해 피

해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각 처리구 간의 유기물, 치환성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 차이는 없었으나, 치환

성 칼륨의 함량은 시비량이 많아짐에 따라 2.0 cmol+/kg에서 4.4 cmol+/kg로 높아졌다. 

Table 3. Chemical properties of soils in asparagus cultivation fields among various potassium nitrogen fertilizer treatments

Treatment1)
pH

(1:5)

EC

(dS/m-1)

OM

(g/kg-1)

Av. P2O5

(mg/kg-1)

Ex. cation (cmol+/kg-1)

Ca K Mg

0 S 7.7 ± 0.0 2.1 ± 0.6 21.8 ± 2.8  1,193 ± 185   9.9 ± 1.0 2.0 ± 0.1 2.8 ± 0.6

0.5 S 7.3 ± 0.1 2.6 ± 0.5 23.1 ± 5.1  1,443 ± 213 11.2 ± 1.1 2.7 ± 0.5 3.1 ± 0.6

1.0 S 6.8 ± 0.5 4.2 ± 0.5 33.3 ± 3.6 1,866 ± 68 11.8 ± 0.7 3.6 ± 1.0 2.9 ± 0.7

2.0 S 6.6 ± 0.2 4.5 ± 0.9 25.7 ± 9.3   1,592 ± 388   9.5 ± 1.6 4.4 ± 0.7 1.9 ± 0.4

1)0 S: non-fertilizer: 0.5 S: 10.4 kg/10 a; 1.0 S: 20.8 kg/10 a; 2.0 S: 41.6 kg/10 a.

NK비료 시용수준에 따른 아스파라거스 수량은 0.5배량과 1.0배량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2.0배량에서는 수확량이 

유의하게 낮아졌고, 토양용액 및 토양분석결과 염류의 농도가 높아진 것을 본 시험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토양의 과다한 염류가 아스파라거스 생산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아스파라거스 재배농

업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기적인 토양분석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를 확인한 후 적정한 비료 사용량을 결정해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스파라거스 생산에서의 저장양분이 차년도 수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토양 염류집

적에 대한 연차간 시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 약

아스파라거스는 소비량과 재배면적이 매년 늘어나는 신작목이다. 그러나 정식 후 3년이 경과해야 경제성 있는 수확

이 가능한 특성 때문에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아스파라거스는 다비성 작물로 토양염류 농도에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K시비량에 따른 아스파라거스의 수량 등을 분석하여 아스파라거스 재배시 토양

관리에 관한 기본자료를 습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아스파라거스의 수량은 0.5배량과 1.0배량에서 각각 1.39 kg/m2

과 1.27 kg/m2 으로 많았으며, 0배량 1.21 kg/m2, 2배량은 0.89 kg/m2 수준이었다. 토양용액과 토양을 분석한 결과 NK

시비량 증가에 따라 EC, 질소, 칼륨의 농도가 높아졌다. 토양용액의 경우 관행 시비의 2배량 처리에서 질산태 질소가 

1,180 mg/L-1, 칼륨은 4,057 mg/L-1 까지 높아졌다. 따라서 농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비량인 20.8 kg/10 a 는 수

량이 낮아지지 않는 최대시비량 일 것으로 생각되었다. 따라서 아스파라거스 재배농가에서는 주기적인 토양분석으

로 염류집적에 유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금후 다양한 조건하에게 연차간 시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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