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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밭토양 인산 및 칼슘 증가, 비료사용처방서 활용 당부
- 서부지역 유효인산 및 교환성칼슘 과다비율 증가

-

q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허종민)은 제주지역 밭 토양의 양
분상태 변화 조사 결과, 서부지역에서 유효인산과 교환성칼슘 등에서 적
정범위 상한 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m「밭 토양 조사 사업」은 일반 농경지의 비옥도 유지와 건강한
토양관리를 위해 토양 양분(유효인산, 교환성칼륨 등)의 변화를 조
사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1년부터 4년 주기로 도 일원에서 140
개 지점을 선정해 조사하고 있다.
m 2021년 조사 결과, 토양 유효인산은 적정범위(300~550㎎/㎏)보다 낮은 부
족 비율이 55%, 적정범위 보다 높은 과다 비율 31.4%, 적정범위 13.6% 순
으로 인산고정능이 높은 화산회토 특성으로 인해 부족 비율이 높았다.
m 그러나 2001년과 비교해 보면, 유효인산 부족 비율은 2001년 63.3%에
서 감소했으나 과다 비율은 2001년 15.8%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 지역별로 보면 동부지역(구좌, 성산, 표선)의 평균 유효인산 함량
은 93㎎/㎏로 적정범위에 비해 낮았으나 서부지역(한경, 한림, 대
정)은 적정범위보다 높은 611㎎/㎏으로 과다비율이 2001년 34.8%
에서 2021년 58.3%로 약 1.7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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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교환성칼륨 및 칼슘은 과다비율이 각각 67.9%와 55.7%로 2001년
수치와 비교하면 교환성칼륨은 차이가 없었으나 교환성칼슘은 과
다비율이 증가했다. 특히 서부지역 과다비율이 2001년 45.7%에서
2021년 62.5%로 약 1.4배 늘어났다.
q 제주지역 밭 토양은 지역 차이는 있으나 유효인산과 칼슘의 과다비
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m 농업기술원에서는 비료 사용 전(작물 재배 전 또는 수확 후) 토양
분석을 통해 적정 비료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m 토양분석은 농업기술원에 의뢰하면 「비료 사용처방서」를 무표로
발급받을 수 있다.
q 고윤정 농업연구사는 “제주의 청정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농업환
경자원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수집․분석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
과 농업환경 보존을 위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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