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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ompost Application on Soil Properties and Leaf and

Bud Characteristics of Pear Trees in Orchard Fa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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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c pear (Pyrus pyriforia) fruits have remarkably increased in Korea since 
year 2000 due to increase consumer’s demand for the fruit, and the farmers are 
keep trying to change their cultivation system that is replaced from conventional 
farming to organic-base farming for the fruit. However, there is little information 
for the soil properties, tree nutrition, and tree growth at organic orchards in Korea. 
Therefore, this study was established to investigate for the chemical properties of 
soils and leaf and bud characteristics of a conventional and organic pear trees in 
experimental orchards for two years. Commercial (Sanwool, YoungHwa Co., Korea) 
compost was applied to the orchard soils with conventional farming systems for 
two years for pear trees (10 to 15 year old trees) in KyungSan, Korea. The com-
post application increased pH, organic matter content, cation exchange capacity 
(CEC), and ,microbial biomass in the soil. The compost treatment also increased 
specific leaf weight and foliar P2O5 concentration as well as leaf and floral bud 
si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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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언

과수는 뿌리의 발육이 수체 생육에 큰 향을 주기 때문에 재식 후 해가 경과할수록 토

양조건의 향을 많이 받게 되어 토양의 조건을 고려한 과학 인 시비의 확립이 요구된다

(Neilsen et al., 2002). 과수의 시비는 다른 작물보다 반응이 늦게 나타나서 시비량이 과다 

는 부족하여도 당년에 그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를 않는다(Stiles and Reid, 1991). 과

수는 수령별 표  시비량을 권장하고 있으나 다수확과 좋은 과실의 생산에 치 하여 표  

시비량을 넘는 다비 재배를 하고 있다. 한 과수원은 신개간지나 경사지 토양이 많은데 

6~8월의 집 강우에 따른 양분  토양유실을 생각하여 시비하는 농가도 볼 수 있다. 특히 

질소질 비료는 부분 속효성으로 량을 기비로 사용하면 생육 기에 염류장해가 일어나

고, 토양에서 용탈되는 양이 많아지게 되므로 비료성분의 유실을 증 시켜 지표수의 부

양화와 지하수의 오염 등 많은 부작용을 래하게 된다(Stiles and Reid, 1991). 그러므로 지

효성 비료인 유기질 비료는 작물의 생육에 한 양분공 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처될 

수 있다. 그러나 유기질 비료의 토양 내 시용에 있어서, 유기태 성분이 얼마만큼의 양의 무

기태 성분으로 변했는지 와, 토양 미생물상, 그리고 배의 수체 생장에 련한 문헌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Choi, 2009). 따라서 토양과 엽 내 양진단의 지표인 무기성분 분석은 행

재배구의 자료에 의해서 의존되고 있다(Faust, 1989). 

재,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기 한 방법으로 환경 친화 인 유기질 비료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고 소비자 한 유기농 과일을 찾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Rosen and 

Allan, 2007). 유기질 비료는 다량원소  미량원소를 함유하며 토양산도의 교정효과가 뛰

어나므로, 비교  지속 인 양분공 이 가능해 지속농업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Rosen 

and Allan, 2007). 

따라서 본 실험은 미생물이 포함되어있는 환경 친화 인 유기질비료(compost)를 2년 동

안 시용함으로서 ‘신고’ 배의 생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하여 토양 내 특성

과 수체 양 상태에 하여 조사하 다.

Ⅱ. 재료  방법

1. 실험재료  처리

실험재료는 경기도 안성시에 치한 화산업(주)에서 제조한 산울(Sanwool) 유기질 비

료를 이용하 다. 실험은 경상북도 경산지역에서 2001년과 2002년 동안 유기질 비료를 시

용하여 재배된 포장과, 같은 지역에서 행재배법으로 리되는 포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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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년 된 각각의 ‘신고’ 배나무를 이용하 다. ‘Sanwool’ 유기질 비료의 주요 표시성분은 

인산 8.5%이상, 가리 6.5% 이상, 유기물 21% 이상이었으며, 미생물함량은 MRS배지에서 조

사되어진 것과 같이 3.1×107 cfu ․ fmL-1을 포함하고 있었다.

처리는 10년~15년 동안 행재배를 통하여 배나무를 재배해온 5곳의 과수원에 2년 동안 

유기질 비료를 해동 후 300평당 7포(20㎏/포)를 과수원 토양에 시비하 으며 제1차 시비는 

5월 15일에 300평당 8포를 과수원 토양에 시비하 다. 그리고 제2차 시비는 6월 15일에 

300평당 10포를 과수원 토양에 시비하 다. 과수원별로 2002년 7월 12일에 엽과 뿌리를 채

취하여 각각의 특성을 조사하 으며, 2002년 9월 7일에 토양과 을 채취하여 각각의 특성

을 조사하 다.

2. 조사방법

1) 토양 화학성 조사

토양 화학성 조사는 농 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 토양 분석법(RDA, 1988)에 하여, pH

와 EC는 풍건토양 5g을 취하여 50ml 비이커에 증류수 25ml(토양 : 증류수 = 1 : 5)을 가하여 

유리 으로 어주면서 1시간 방치 후 Desktop pH/mV/Temp meter(Istek, Inc. model 720P)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유기물(OM) 함량은 Turin법으로 조사하 는데 토양시료 0.1g을 250ml 삼각 라스크에 

취한 후 10ml의 0.4N의 크롬산칼리 황산혼합용액을 삼각 라스크에 가하 다. 이와 동시

에 빈 라스크에 크롬산칼리 황산 수용액 10ml를 가하고, 이후로 동일한 차로 blank 

test를 실시하 고, 소형 깔때기를 덮고 미리 200℃로 달궈놓은 열 에서 가열하여 라

스크 바닥에 기포가 발생하기 시작하여 정확히 5분간 끓인 후 꺼내서 흐르는 물에서 냉각

시키고 깔때기에 묻은 크롬산칼리 황산 혼합용액을 소량의 물로 씻어내었다. 라스크에 

증류수 150ml, 85% H3PO4 5ml, 그리고 5방울의 지시약을 가하 다. 이를 0.2N 황산 제 1철 

암모늄 용액으로 정하여 토양의 유기탄소함량으로 하 다.

유효태 인산은 SnCl2에 의한 몰리 덴(Mo) 청법을 이용하여 720nm에서 비색정량 하

고,  질소(Total-N)는 습식 산화 과정인 Kjeldahl법을 이용하 다. 염기치환용량(Cation ex-

change capacity : CEC)은 풍건토양 5g과 침출액 1N-NH4OAc(pH 7.0) 50ml를 100ml 라스

크에 취하여 30분간 진탕한 뒤 No.2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한 뒤에 1ml를 취하여 증류수 

24ml와 함께 잘 썩은 용액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CEC를 측정하기 한 과정에서 나온 

여액을 가지고 치환성 양이온인 칼슘(Ca++), 마그네슘(Mg++) 그리고 칼륨(K+)을 ICP(Induc-

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IRIS Argon plasma spectrometer; Thermo 

Jarrell Ash, USA)로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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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 미생물성 조사

토양 생물량(Biomass) 측정은 클로로포름 훈증 배양법(Fumigation-Incubation method; FI

법)을 이용하여 토양미생물 체를 표하는 정량  지표로서나 토양의 가 태 양분량의 

지표로서 조사되었다(토양미생물실험법, 2002). 공시된 배 과원에서 채취한 토양 20g을 

폐가 가능한 200ml 용기의 유리병에 담고 조구와 함께 desiccator에 담는다. Boiling stone

과 함께 ethanol-free chloroform 50ml를 beaker에 넣고 훈증하는 동안 토양 건조를 막기 해 

젖은 타월을 깔아 놓았다. Vacuum desiccator는 chloroform이 격렬하게 끓을 때까지 진공을 

걸어주고 토양 속으로 chloroform의 분포를 진시키기 해 간 간에 desiccator안으로 

공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었고, 다시 진공을 걸어주는 것을 3번 반복하 다. 그리고 

Desiccator를 25℃로 유지되는 항온기(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넣어두었다. 24시간이 지

난 후 chloroform과 젖은 타월을 제거한 뒤 chloroform의 잔기를 제거하기 해 3분씩 8번 

진공을 걸어주고 간 간마다 공기가 들어가도록 하 다. 훈증되지 않은 토양 1g을 종

하고 토양의 건조를 막기 해 증류수 2ml를 병에 있는 토양에 첨가하고, 2N NaOH 2ml를 

vial에 넣고 폐가 가능한 병에 담고 병을 폐시켰다. 그리고 25℃로 유지되는 항온기에

서 10일 동안 배양하 다. 배양 후 폐된 병에서 vial을 꺼낸 즉시 1N BaCl2 2ml를 넣어주

고, phenolphthalein 지시약 3방울을 vial에 떨어뜨려 넣은 후 200ml 삼각 라스크에 붓고 남

은 잔기는 증류수로 씻어내었다. 0.1N HCl로 색이 무색으로 변하게 될 때까지 정을 하

다. 정된 양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하여 미생물량(biomass)으로 나타내었다.

Biomass C =
( 정된 값-blank)×0.1×6

 = mg C/soil g
dry wt. soil (g) × 0.41(상수)

유기질 비료에 있는 미생물수의 측정은 MRS 배지에서 희석평 법(Dilution plate method)

을 이용하여 미생물의 총수를 측정하 다. 배지의 제조는 52.3g의 MRS 배지가루를 lℓ의 

멸균수에 넣고 완 히 섞은 후 녹 다. 실험용기와 만들어 놓은 배지를 121℃에서 15분간 

고압멸균 하 다. 그리고 제조 배지의 pH는 25℃에서 6.2±0.2로 맞추었다.

토양  미생물 함량은 compost와 행재배구의 시비가 각각 0.42±0.10와 0.30±0.12mg C 

/soil g을 나타내서, compost에 의해서 토양 미생물의 개체수를 40%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엽 특성 조사

엽은 무기양분의 이동이 은 2002년 7월 12일에 각각의 과수원에서 당년에 자란 도장성 

가지를 3등분하여 앙부분의 잎을 1주당 4~5매 정도로 하여 180매 정도의 엽을 채취하여 

마르지 않게 물기가 있는 종이에 쌓아서 실험실로 옮겨와 비이온성 세제를 이용하여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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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엽을 세척한 후 수분을 마른 천으로 제거하 다. 채취한 180개의 엽  90개의 엽은 일

반 인 특성을 조사하기 해 image 분석기계(IM Technology)를 이용하여 엽면 을 측정하

다. 엽면 을 측정한 이후 그 엽의 량을 측정되어진 순서 로 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달았다. 그리고 엽 specific 량은 10매의 엽을 차례로 놓고서 No. 10번의 cork borer를 이용

하여 엽을 통과하여 일정한 면 의 10개의 원 형 무게를 측정하 다. 채취한 180개의 엽 

 나머지 90개의 엽은 80℃의 열을 가하는 건조기에서 2일간 건조 후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쇄하 고, 마른 엽 가루  0.42mm체를 통과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 다.

식물체 분해는 습식 분해법으로 하 는데 시료 2g을 분해용 flask에 넣고 만들어 놓은 분

해액(H2O2 250ml + H2SO4 100ml HClO4 450ml = 800ml) 20ml를 첨가하여 시료가 분해액에 

고르게 묻도록 신 후 처음에는 서서히 가열하다가 차츰 온도를 올려 300℃에서 가열 분

해하 다. 분해된 맑은 액체를 Whatman 여과지 No. 6을 사용하여 여과하면서 2차 증류되

어진 증류수를 이용하여 100ml mess flask로 정용한 200배액을 이용하 다.  질소는 

Kjeldahl 장치를 이용한 증류법으로 추출된 액을 황산으로 정하 다. 식물체 인산은 습식 

분해되어진 용액을 5ml 취하여 ammonium meta vanadate 용액 5ml와 증류수 15ml를 가하여 

30℃에서 15분간 발색하 고, 발색 후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470nm에서 비

색정량 하 다. 그리고 무기이온인 K, Ca, Mg은 정용한 200배액을 다시 50배 희석하여 ICP

로 측정하 다.

4) 의 특성 조사

은 1년생 가지에서 엽을 제거한 가지 끝 부분의 꽃 (Floral bud)과 가지 아래 부분의 

잎 (Leaf bud)의 양 인 형질을 측정하기 하여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종경과 횡

경을 측정하 다. 의 량은 자 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하 다. 인편(Bud scale)은 

핀셋을 이용하여 에서 벗겨가면서 수를 세었다.

Ⅲ. 결과  고찰

1. 유기질 비료 처리가 토양에 미치는 향

유기질 비료는 토양에 시용된 후 분해되어 식물 양소, 특히 질소의 공 원인 동시에, 유

기물함량, 양이온치환용량, 온도, 수분보유력  미생물활성 증가와 같은 토양의 물리 , 

화학  그리고 생물학  특성 개량에 정 인 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졌다(Merwin 

and Stiles, 1994; Stevenson, 199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미생물을 포함하고 있는 시  유기

질 비료를 시험토양에 2년 동안 단기시비 한 후 토양의 화학  특성 변화를 조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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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pH와 양이온치환용량(CEC)은 상승하고, 총 질소함량은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그러

나 유기물 함량이나 유효인산(P2O5), 칼륨(K), 칼슘(Ca), 마그네슘(Mg)의 함량과 기 도도

(EC)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이러한 결과는 일반비료의 시용과 달리 시

험에 사용된 유기질 비료(인산 8.5% 이상, 칼륨 6.5% 이상, 유기물이 21% 이상)는 질소재료

를 거의 함유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유기질 비료를 기비 후 2회에 걸쳐 시비함으로써 

수체의 요구량을 히 인 으로 공 하여 양분의 효율성이 증 되었기 때문이라고 

단되었다.

Table 1. Effect of　compost treatment on soil chemical in pear orchard

Factor Conventional Compost †Normal range

pH (1:5) 5.07±0.33 6.12±0.27 6.0 ~ 6.5

O.M. (g kg-1) 2.13±0.21 2.27±0.28 2.5 ~ 3.5

Total-N (mg kg-1) 210±37.8 160±40.8 150 ~ 200

P2O5 (mg kg-1) 618±173 604±225 300 ~ 500

K (cmol kg-1) 3.12±0.23 3.14±0.18 0.5 ~ 0.7

Ca (cmol kg-1) 12.06±1.27 11.95±0.53 5.0 ~ 6.0

Mg (cmol kg-1) 2.71±1.19 2.42±1.08 1.5 ~ 2.0

EC (ds m-1) 0.88±0.28 0.87±0.26 below 2 

CEC (cmol kg-1) 6.97±3.03 7.66±3.16

- Each value in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for pear orchard soil (n=3).
† : Agriculture cooperative society ‘Rescue soil and fertilization technology’ p. 48.

Fig. 1. Microorganism cultivation of ‘Sanwool’ compost in MRS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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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사용된 시  유기질 비료를 일반 배지에 배양하 을 때 미생물 수를 확인 할 수 

없었고, Lactobacilli와 효모를 배양하는 데 쓰이는 MRS 배지에 미생물 수를 확인하기 하

여 배양하 을 때 미생물이 증식이 찰되었으며, 이때의 미생물의 총수는 3.1×107 cfu/ml 

다(Fig. 1). 이는 특정 환경에서만 활성이 있는 기능성미생물인 것으로 단이 되며 이를 

분리, 동정하고 포장의 어떠한 환경에서 활성을 가지는 지에 한 연구가 앞으로 보강되어

야 한다고 단된다.

2. 유기질 비료 처리가 수체에 미치는 향

유기질 비료의 시비가 엽형질 변화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서 조사한 엽비 (leaf 

specific weight)은 유기질 비료 처리 구에서 약 20%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Table 2). 이는 

비슷한 면 을 가진 엽에서 compost 처리한 곳의 엽이 두꺼워지는 것으로 단이 되며, 

합성에 한 엽의 수용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Chen 

and Cheng, 2004). 

Table 2. Effect of compost treatment on ‘Niitaka’ pear leaf characteristics

Treatment Leaf area
(cm2)

Leaf weight
(g)

†Leaf specific weight
(g/ø No.10)

Conventional 1.42±0.11 1.51±0.57 0.65±0.08

Compost 1.33±0.04 1.95±0.75 0.78±0.01

- Each value in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for pear leaves(n=90).
† : Ten leaf disks with cork borer(#10) and weight were measured.

작물의 양진단 방법으로 알려진 7월의 엽 내 무기성분 함량의 변화는 질소 함량과 

K, Ca의 함량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그러나 Mg의 함량은 처리구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한편 인산(P2O5)의 함량은 유기질 비료 처리구의 식물체 엽에서 높게 조사

되었다. 이는 유기질 비료 처리에 의해 토양의 유효인산 함량이 증가됨으로서 식물체가 흡

수할 수 있는 인산의 함량이 늘어났거나 유기질 비료에 포함되어 있는 미생물에 의해 식물 

근권에 미생물이 군집하여 유해 미생물이 증식하는 것을 방지하여 식물의 근부를 보호하

거나 토양속의 불용성 인산을 미생물이 유효태 인산으로 가용화하여 뿌리의 생장을 활발

하게 하여 식물체내의 사작용을 원활하게 해 으로서 엽의 인산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

된다(Faust, 1989).

유기질 비료의 시비가 수체내 의 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해 조사한 L/D, 무

게 그리고 인편을 비교해 볼 때 유기질 비료를 처리한 곳의 수체 내에 있는 꽃 과 엽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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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인편의 개수가 평균 으로 약 1개정도 많은 경향을 보 으며, 무게와 크기를 비교

하여 볼 때 체 으로 차이가 없었다(Table 4). 하지만 일반 인 과수에서 질소함량이 많

으면 C/N율이 떨어져서 화아분화가 불량하게 된다(Moing et al., 1994)는 보고와 엽의 수용

력이 증가하여 탄수화물이 유기질 비료 처리구에서 더 많이 생산될 것이라는 추정을 통하

여 형태 인 차이는 없지만 화아분화가 된 시기가 다를 수 있고 질 인 차이를 통하여 명

년의 개화에 향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Table 3. Effect of compost treatment on inorganic nutrients of ‘Niitaka’ pear leaves

Treatment Total-N (%) P2O5 (%) K (%) Ca (%) Mg (%)

Conventional 8.90±0.42 0.92±0.15 1.78±0.25 3.59±0.32 0.51±0.13

Compost 8.25±0.07 1.38±0.25 1.68±0.06 3.27±0.19 0.50±0.06

- Each value in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for fully expanded pear leaves(n=50).
- Plant part : Mid-part of current shoots
- Time : 12 July 2002

Table 4. Effect of compost treatment on bud character in ‘Niitaka’ pear leaves.

Bud Treatment Length
(mm)

Diameter
(mm) L/D Weight

(g)
Scale
(ea)

Floral
Conventional 5.51±0.70 7.63±1.22 1.47±0.17 0.09±0.03 15.23±3.45

Compost 6.17±0.72 8.36±1.31 1.43±0.19 0.11±0.04 16.73±3.18

Leaf
Conventional 5.49±0.79 7.67±0.77 1.42±0.29 0.08±0.02 11.24±0.74

Compost 6.23±0.58 7.95±0.78 1.45±0.15 0.09±0.03 12.23±0.86

- Each value in the mean ±standard deviation for pear bud(n=50).

Ⅳ. 요    약

본 실험은 미생물이 포함되어있는 환경 친화 인 상업용 유기질비료(compost)를 2년 동안 

시용함으로서, 토양 내 화학성과 ‘신고’ 배 수체생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를 알아보기 

하여 수행하 다. 시 된 유기질 비료 처리는 토양 내 미생물생체량과 토양 pH, 유기물함

량, 그리고 양이온 치환용량을 행재배 구에 비해서 증가시켰다. 유기질 비료 처리에 의해 

개선된 토양환경은 엽 내 무기성분 함량에는 크게 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엽 두께를 증가

키시고, 엽과 꽃  수를 증가시킴으로서, 배 수체생장에 크게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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