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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urface runoff and erosion are responsible for extensive losses of top soil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this study, a laboratory experiment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different
polyacrylamides (PAM) on the protection
of soil from erosion and turbidity in loamy sand soil. To
accomplish this, 10 and 40 kg ha-1 of PAM were applied to the soil surface. The effects of rainfall on 10
and 20% slopes were then evaluated in the
laboratory using a rainfall simulator. After air drying, the
-1
surface was
subjected to rain at 30 mm hr . The silt+clay of the runoff from samples treated with 10 kg
-1
PAM ha reduced by 43% and 13% when the 10% and 20% slopes were evaluated, respectively, when
compared with the tap water without PAM treatment as control. The mean contents of silt+clay were
reduced -1as the amount of PAMs applied increased at both slopes. Specifically, samples treated with 40 kg
PAM ha showed reductions in the silt+clay of the runoff to 88% and 85% when the 10% and 20% slopes
were evaluated,
respectively, when compared to control. Furthermore, the mean turbidity of runoff in the 40
-1
kg PAM ha treatment was reduced to 94.7% and 84.8% when the samples were subjected to 10% and
20% slopes, respectively,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PAM
treatment will improve water poll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on sloped land via a reduction in soil
ero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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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gregates)의 안정성에 의존한다.
특히 토양의 입단형성은 토양의 통기성, 배수성, 침식성과
깊은 관련이 있어 토양 유실방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3)
알려져 있는데 , 강원도의 고랭지 밭은 점착력이 약한 화강
암 풍화토가 많고 대부분 사질 계열의 경사지 토양에서 영농
활동이 이루어져 강우 시 토양유실과 더불어 질소, 인 등 비
4)
점오염물질의 유출이 심각하다 . 또한 토양유실로부터 발생
한 탁수는 다양한 오염원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수
5)
준의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 특히 우리나라 고랭지 밭
면적의 63%인 강원도 채소재배 지역의 경우 토양유실로 인
한 지력손실이 심각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작물생산성이 감
6,7)
소하고 있어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서 론
경사지에서 강우에 의한 토양유실은 작물의 생산성과 함
께 수계의 부영양화 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적절한 관리가
요구된다1,2). 토양유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토성, 경사도, 강우강도, 식생피복 등이 있으며 강우에 대한
토양의 침식 저항성은 토양이 지닌 내수성 입단(water-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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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고전적인 토양유실 저감 방법으로는 완충식생대,
등고선 경작, 식생 배수로 설치, 작물 잔류물에 의한 피복, 멀
칭, 녹비작물 재배, 계단식 논, 식생사면 조성, 다년생 작물재
배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이외에도 미국 등의 일부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분자 응집제인 polyacrylamide(PAM)을 이용
8-10)
. PAM은
한 토양유실방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분자량이 1,000 이상인 수용성 고분자물질로써 강력한 흡착
관능기를 가지는 화합물이며 이를 통해 토양 입자간의 결합
8,11,12)
.
력을 증가시켜 유출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M은 양이온성, 중성, 음이온성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중
음이온성 PAM이 토양 표면의 seal 형성을 막고 토양유실을
13,14)
. 일반적으로 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속에 포함된 칼슘 이온은 토양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확산이
중층(diffuse double layer)을 감소시키고, 토양입자들과
PAM 분자(음이온)의 응집을 가능하게 한다15-18). 일례로
19)
McElhiney and Osterli 는 세립질 토양을 대상으로한 실
험에서 PAM 처리에 의해 토양의 침투율이 10-40% 증가되
어 유실이 감소하였고 토양입단을 더욱 안정화 시킴을 보고
하였다.
이외에도 PAM을 포함한 토양 개량제 처리는 토양의 물
리성을 개선하여 침전물의 유출과 탁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14,20-24)
. 또한 PAM은 투입 시 잔재물이 없어 영
알려져 있다
25)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국내에
26)
서는 윤 등 이 PAM 처리를 통해 토양유실을 67%까지 감
27)
소할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권 등 은 인공강우 실험
을 통해 PAM 처리시 유사량이 38-97%까지 감소함으로 보
고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PAM의 이용은 토양유실을 저감시켜
인과 질소 같은 양분의 손실을 방지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가
28)
지고 있지만 , PAM의 국내 이용에 관한 연구는 현재까지
도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랭지 지역과 같은
경사지에서의 토양유실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
하여 현재 국내외에서 시판되고 있는 PAM 7종을 수집하여
실내 인공강우 실험을 통한 토양유실 방지 및 탁수발생 저감
효과를 알아보았으며, 최종적으로는 PAM의 현장 적용가능
성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내 시험포 조성 및 인공강우장치
PAM 처리에 따른 경사지의 토양유실 저감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한 인공강우실험은 강원대학교 농업과학생명대학 부
속농장의 실내 인공강우 실험실에서 실시하였다. 시험포의
조성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 m인 상자에 인근 고랭지
밭 토양(사양토, pH 5.2 및 EC 0.05 dS/m)을 충진하였다.
장치하단에는 채수통을 설치하여 유거수를 수집하였다. 인공
강우의 살포는 지상 1.5 m 상공에서 일정한 양의 강우를 분
사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치를 이용하였으며 강우조건은 수
-1
돗물을 이용하여 30 mm hr 로 설정한 뒤 시험을 실시하였다.
PAM의 제품별 특성 및 살포
본 실험에서는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PAM 7종을 각각
A사(PAM 1), B사(PAM 2, PAM 3 및 PAM 4) 및 C사
(PAM 5, PAM 6 및 PAM 7)로부터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으며 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PAM은 모두 흰색 분
말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에 용해되지만 강한 점성을 지
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7종의 PAM에 대하여 처리 농도 별 토양유실량의 저감
-1
-1
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PAM을 10 kg ha 과 40 kg ha
수준으로 처리하였으며, 경사도에 따른 효율을 평가하기 위
하여 실제 고랭지 밭의 경사도를 모사한 10%와 20%로 조성
하였다. PAM의 특성 상 점성이 강하여 충분히 용해되도록
교반기로 24시간 이상 용해시켰으며, 이 후 시험구 각각의
토양에 유효수분을 고려하여 균일하게 살포하였다. PAM 살
포 일주일 후 토양표면이 완전하게 건조된 것을 확인하고 인
공강우 실험을 실시하였다.
탁도분석 및 토양유실량
인공강우가 종료된 후 유거수를 채취하여 탁도(2100P
®
Turbidimeter, HACH , USA)를 측정하였다. 한편 채취한
유거수는 체거름을 통해 물을 제거한 뒤 모래(sand)와 미사
(silt)+점토(clay)로 분리하였다. 분리한 토양은 건조기를 이
용하여 70℃에서 2일간 건조시킨 후 각각의 무게를 측정하

Table 1. Selected properties of PAM used in the experiment
Contents

PAM 1

PAM 2

PAM 3

PAM 4

PAM 5

PAM 6

PAM 7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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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ular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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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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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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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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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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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solu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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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l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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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cific gravity
pH (0.5% solution)

0.6-0.8

0.75

-

0.80

0.80

0.80

-

6-8

6-9

6-9

4-9

4-9

4-9

5.5-7.5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PAM의 효율성 비교평가

여 유실토사의 성분 함량과 토양유실량을 조사하였다.

결과 및 고찰
PAM 처리량과 경사도에 따른 유실량 발생
7종의 PAM 처리에 따른 각각의 경사도 별 토양유실량
-1
저감효율을 Fig. 1에 나타내었다. PAM을 10 kg ha 수준
으로 처리한 경우 PAM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10% 경사도의 시험구에서 평균 40%의 토양유실량 저감효과
를 나타냈으며, 20% 경사도의 시험구에서도 평균 21%의 저
-1
감효과를 나타냈다(Fig. 1a). 10 kg ha 수준으로 처리한
PAM은 종류에 따라 토양유실량 저감효율에서 차이가 나타
났으며 경사도 증가에 따라 PAM 4를 제외한 모든 PAM 처
리구에서 토양유실량 저감효율이 감소하였다. 10% 경사도의
시험구에서는 PAM 2가 60%의 저감효율을 보여 가장 효과
적 이었으며, 20% 경사도의 시험구에서는 PAM 4에서 72%
의 저감효율로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1
PAM을 40 kg ha 수준으로 처리한 경우의 토양유실량
저감효율은 10% 경사도의 시험구에서 평균 88%까지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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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20% 경사도의 시험구에서도 평균 85%의 저감효과를
나타내어 PAM 종류에 관계없이 처리량이 증가함에 따라 토
-1
양유실량 저감효과가 현저히 높아졌다(Fig. 1). 40 kg ha
수준의 PAM 처리에 따른 토양유실량 저감효율은 PAM 1
이 10% 경사도의 시험구에서 90%를 나타냈으며, 20% 경사
도의 시험구에서는 PAM 7이 93%의 토양유실 저감효과를
보여 PAM 처리가 토양유실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
25)
-1
할 수 있었다. 이는 국내의 윤 등 이 40 kg PAM ha 을
23% 경사도에 처리하여 토양유실량을 67%까지 저감시킨 것
26)
보다 현저히 높은 효율을 나타냈으며, 권 등 이 30% 경사도
에 PAM 처리 후 인공강우를 살포하여 토양유실량과 유거수
량을 최대 97%까지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
29)
이다. 한편 Zang and Miller 는 경사도가 19-36%인 토양
에 PAM을 처리한 결과 대조구에 비해 토양유실 방지효과가
30)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으며, Kiran 의 연
-1
-1
구에서는 PAM(20 kg ha )과 석고(gypsum)(5 Mg ha )를
혼합 처리한 경우 자연강우조건에서 대조구에 비해 토양의
수분 침투능력이 증가되고 강우의 유거수량을 감소시켜 토양
유실이 34-40% 저감되었다. 또한 인공강우조건에서 유거수

Fig. 1. Reduction ratio of soil loss at 10 kg PAM ha-1 (a) and 40 kg PAM ha-1 (b)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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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85%, 토양유실량은 94%까지 저감시킨 것으로 보고하
였으며 이는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Sepaskhah and
31)
Bazrafshan-Jahromi 는 5-7.5% 경사도에서 토양유실을
-1
방지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PAM 처리량이 4 kg ha 이었다
고 보고하였는데 국내에서 경작지에 PAM을 적용할 경우 고
랭지 경작지와 같이 경사도가 큰 지역에서 가장 효율적인 처
리량 구명과 같은 적절한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토양유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입단 안정성은
점토의 함유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점토함유량이
증가할수록 토양 구조의 안정성을 증가시키고 강우의 토양
32)
침투를 증가시킨다 . 이러한 점토질 토양의 입단은 강우에
33)
의한 wetting rate 및 충돌에너지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
토양표면 seal formation은 강우의 토양 내 침투율을 저하
34)
시키고 결과적으로 유거수와 토양침식을 증가시킨다 . 토양
내 나트륨이 집적되면 토양의 생산성 및 침투율, 유거수, 침
35)
식 등에 대한 토양 질 저하를 가져오지만 , Ca 첨가는 입단
36)
형성의 증가와 용액의 점성을 줄여 침투율을 증가시킨다 .
Ca를 함유하고 있는 PAM 또는 석고 등의 토양개량제는 빗
물에서 전해질을 방출하기 때문에 seal formation, 유거수,
침식 등을 막는데 이용되고 있다24,30). 특히 인산석고 (phosphogypsum)는 일반 석고보다 강우상태에서 높은 용해율
과 높은 전해질농도 때문에 점토의 분산 및 seal formation
감소에 효과가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다37).

PAM 처리량과 경사도에 따른 유실된 토양의 입자 분포
Table 2는 PAM을 10 kg ha-1 수준으로 처리한 뒤 경사
도 별 유실된 토양입자를 모래와 미사+점토로 분류하여 나타
낸 것으로 10% 경사도의 시험구에 PAM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에서 유실된 토양입자가 대부분 미사와 점토로 구성되
어 있었으나 모래함량은 전체 유실된 토양입자의 6%(6.21 g)
로 나타났다. PAM 처리구에서는 유실된 토양입자 중 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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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평균 6.64 g으로 대조구보다 조금 높았으나 미사와
점토함량은 평균 56.55 g으로 대조구와 비교하여 약 43% 저
감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20% 경사도의 시험구에서는 10% 경사도의 시험구
에서와 다른 경향이 나타났다. 10% 경사도의 시험구에서는
대조구의 토양입자 중 모래 유실량이 6% 이었던 것과 비교
하여 20% 경사도의 시험구에서는 총 토양유실량에는 큰 차
이가 없었지만 모래함량이 28%로 증가하였다. PAM 처리에
의하여 10% 경사도의 시험구에서는 미사+점토 함량을 현저
히 줄였고, 20% 경사도의 시험구에서는 모래의 유실량도 함
께 줄었다. 이러한 경향은 낮은 경사도에서 입자의 무게가 가
벼운 미사 및 점토는 유실이 촉진된 반면 높은 경사도에서는
시험에 사용된 고랭지 토양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입단 안정
도가 낮기 때문에 유거수에 의한 저항성을 떨어뜨려 토양유
실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PAM을 토양에 처리하면 입단형성을 촉진하
여 토양유실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1,12,19,33)
, 토양 내 수분의 침투율을 증가시켜 유거수와 침식
이 감소되고 이러한 효과는 강우의 운동에너지 증가에 따라
38,39)
. 본 연구에서 경사도가 10%에서 20%로 증가
높아진다
하면서 PAM 처리구에서의 모래 유실량과 총 토양유실량은
각각 평균 2.7배, 1.3배 증가하였는데 강우 강도는 일정하지
만 경사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거수의 유속이 빨라지면서 침
식력 또한 증가하여 유거수가 토양 속으로 침투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토양유실량이 증가되었다고 판단된다.
-1
Table 3은 40 kg ha 수준으로 PAM을 처리한 후 인공
강우에 의해 유실된 토양입자를 분류한 것으로 경사도에 따
-1
른 토양입자 별 유실 특성은 10 kg ha 수준의 PAM 처리
에서와 같이 모래의 유실량에 비하여 미사 및 점토의 유실량
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M 처리량의 증가는 토양유실량 감소와 밀접한 관계가
-1
있었으며 모래, 미사+점토의 함량 등 10 kg ha 처리구

treatments

Slope 10%

Slope 20%

Sand (g)

Silt+clay (g)

Total (g)

Sand(g)

Silt+clay (g)

Total (g)

Control

6.21

99.45

105.70

28.03

74.02

102.05

PAM 1

4.48

50.21

54.69

21.82

93.32

115.14

PAM 2

6.67

34.97

41.64

28.28

48.01

76.29

PAM 3

10.58

51.86

62.44

15.05

63.36

78.41

PAM 4

5.90

72.67

78.57

5.04

23.55

28.59

PAM 5

5.64

68.91

74.55

19.86

70.76

90.62

PAM 6

4.86

76.33

81.19

15.16

63.62

78.78

PAM 7

8.35

40.85

49.20

22.31

71.74

94.05

Mean*
6.64
56.55
*, calculated from seven PAM treatments.

63.19

18.22

62.06

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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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s

Slope 10%

Slope 20%

Sand (g)

Silt+clay (g)

Total (g)

Sand(g)

Silt+clay (g)

Total (g)

Control

2.34

41.49

43.83

8.67

65.37

74.04

PAM 1

0.13

4.01

4.14

0.52

6.81

7.33

PAM 2

0.88

4.02

4.90

1.28

4.15

5.43

PAM 3

0.13

4.42

4.55

5.18

5.10

10.28

PAM 4

1.36

4.89

6.25

1.30

20.22

21.52

PAM 5

0.84

3.87

4.71

1.08

17.64

18.72

PAM 6

0.20

4.01

4.21

0.61

4.86

5.47

PAM 7

0.40

6.91

7.31

1.37

3.60

Mean*
0.56
4.59
*, calculated from seven PAM treatments.

5.16

1.62

8.92

-1

(Table 2)와 비교하여 40 kg ha 처리구에서 토양유실량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 경사도의
시험포에서는 20% 경사도의 시험포보다 높은 효율이 나타났
40)
-1
다. 한편 Aase 등 은 2.4%의 경사지에 PAM(2 kg ha )을
처리하여 유거수를 77%, 토양유실량을 75% 저감시켰는데
이는 경사도가 낮은 지역인 경우에 적은 양의 PAM 처리도
41-44)
.
효과적일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PAM 처리에 따른 유거수의 탁도 저감효과
Table 4는 40 kg ha-1 수준으로 PAM을 처리한 뒤 발생
한 유거수의 탁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10% 경사도의 시험포
에서 발생한 유거수의 탁도는 대조구의 경우 2310 NTU로
나타났으며, 20% 경사도의 시험포에서는 4000 NTU까지 높
아져 경사도가 증가함에 따라 탁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PAM 처리구의 탁도는 10% 경사도의 시험포 중 92
NTU와 91 NTU를 나타낸 PAM 1과 PAM 2에서, 그리고
20% 경사도의 시험포에서는 108 NTU와 111 NTU를 나타
낸 PAM 2와 PAM 7이 탁도 저감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AM 처리에 의한 유거수의 탁도는 10% 경
사지의 시험포에서 평균 123 NTU, 20% 경사지의 시험포에
서 평균 610 NTU로 각각 95%와 85%의 저감효과를 나타냈
다. 일반적으로 PAM은 토양의 seal formation과 유거수의
21,22,45)
, 본 연구결과
발생, 침식 등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며
에서도 이와 같이 경사지에서 PAM 처리가 미사와 점토 같
은 작은 입자들을 응집시켜 토양유실을 저감시키기 때문에
탁도가 저감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술한 결과를 토대로 각각의 경사도에 대한 7종의 PAM
처리 후의 탁도 저감효율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PAM 처리는 토양유실과 탁수의 발생을 현저
히 감소시켰는데 10% 경사도의 시험포에서는 PAM 처리에
따라 탁도가 PAM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와 비교하여

4.97
14.2

Table 4. Turbidity in runoff at 40 kg PAM ha-1
treatments
Turbidity (NTU)
Slope 10%

Slope 20%

Control

2310

4000

PAM 1

92

306

PAM 2

91

108

PAM 3

121

177

PAM 4

176

1665

PAM 5

95

1755

PAM 6

110

145

PAM 7

177

111

Mean*
123
610
*, calculated from seven PAM treatments.

92-96%까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 경사도의 시험
포에서는 PAM 4와 PAM 5 처리에 따른 탁도 저감효율이
56%와 58%로 다른 종류의 PAM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나머지 5종의 PAM 처리구에서는 탁도를 92-97%까지 저감
시키는 효과가 나타났다.
PAM 처리는 유거수와 토양유실량을 감소시키고14,46), 강
우에 의한 토양유실 과정에서 토양 입자들끼리 응집력을 형
성시켜 토양의 안정성에 기여하기 때문에 탁수 발생을 저감
8)
9)
시킨다 . 그러나 Al-Abed 등 의 연구에서는 PAM 처리가
72%까지 탁도를 저감시켰으나 지속적으로 관수된 물에 대해
서는 47%까지 그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양에 처리된 PAM이 지속적인 강우로 인하여 일부
유실되면서 그 효과가 감소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지속적인 강우 시에는 PAM 처리 횟수의 증가와 같은 관리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탁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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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duction ratio of soil loss at 40 kg PAM ha-1 treat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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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rrelation between turbidity in runoff and silt+clay contents at 10% slope (A) and 20% slope (B). *** Significant
at the 0.001 probability level.

도 별로 PAM(40 kg ha-1) 처리에 따른 탁도와 미사+점토
함량과의 관계를 Fig. 3에 나타냈다. 각각의 경사도(10%,
-1
20%)에 대하여 PAM(40 kg ha ) 처리에 의한 탁도발생은
미사+점토 함량과 고도의 유의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1
Deery 등 의 연구에서는 벼 재배지에서 PAM(5 kg ha )
-1
과 석고(gypsum)(25 kg ha )의 혼합처리가 침출율의 증가
없이 탁도를 저감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탁수발생은 앞
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양입자 별 유실량 저감효과와 같은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탁수발생의 주 원인이 점토, 미사,
유기물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부유물질에 의한 것으로 본 연
구에서는 미립질의 점토와 미사의 발생을 현저히 줄였기 때
47)
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Sivapalan 은 논에서 탁수발생에 의

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PAM과 석고를 혼합처리
함으로서 탁도를 현저히 낮출 수 있었으며 PAM이용이 콩의
발아는 물론 생육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PAM 이용이 수질오염 방지 및 작물 재배
지에서의 이용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해준다.

요 약
본 연구는 경사지의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관리방안의 하
나로 실내 인공강우 장치를 이용하여 PAM에 의한 토양유실
저감 정도와 PAM의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인공 시험포
의 경사도를 10%와 20%로 설정하고 국내외에서 시판되고

토양유실 방지를 위한 PAM의 효율성 비교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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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있는 7종류의 PAM을 10 kg ha 과 40 kg ha 수준으로
처리한 뒤 PAM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와 비교 평가하였
-1
다. PAM(10 kg ha ) 처리는 10%와 20% 경사도의 시험구
에서 각각 평균 40%와 21%의 토양유실량 저감효과를 나타
-1
냈으며, PAM을 40 kg ha 처리한 경우 10%와 20% 경사
도의 시험구에서 각각 평균 88%와 85%의 토양유실량 저감
-1
효율을 나타냈다. PAM(10 kg ha ) 처리시 10%와 20% 경
사지에서 미사와 점토의 유실량은 각각 43% 및 13%로 저감
-1
되었고 PAM 처리량의 증가(40 kg ha )는 경사도 변화에
따라 미사와 점토의 유실을 각각 89 및 86% 저감하였다.
PAM 처리에 따른 토양유실량 저감효과는 결과적으로 탁수
발생도 상당히 감소하였는데 주 요인은 미사나 점토와 같은
미립광물과 관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PAM 처리는 경사지에서의 토양유실 및 탁도 저감에 우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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