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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is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effect of potassium fertigation on the growth 
and yield of fourteen years-old ‘Campbell Early’grapevine 
(Vitis labrusca L.) on a sandy loam soil. 
METHODS AND RESULTS: Potassium application (125 
kg/ha/yr) was top-dressed as 30% of annual potassium 
application in all treatments and the remainders were 
drip-irrigated with 0 (0% of total K, K0 level of the 
remainder), 25 (17.5% of total K, K1/4 level of the 
remainder), 50 (35% of total K, K1/2 level), and 100mg/L 
(70% of total K, K1 level) in the intervals of 2 times a week 
for 12 weeks and the effect of K drip fertigation was 
compared to control treatment in which the K remainder 
was applied with surface application as additional fertilizer. 
The growth of stem diameter, leaf number and shoot length 
were highest in K1/2 (50 mg/L K), but K of mineral contents 
was lowest in K0. Yield of grapevine was no difference in 
2008, but significantly higher K1/2 than other treatments in 
2009. However, fruit quality (color degree, brix, acid 
contents) was no difference among the treatment.
CONCLUSION(s): From th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K1/2 levels of fertigation based on soil testing could be 
more efficient to get optimum yield and save potassium 

fertilizer than control (surface application) treatments when 
grapevine was drip-irrigated at open fiel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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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포도재배는 29,200 ha에 475,594 M/T을 생산하던 

‘00년을 기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09년 기준 17,996 ha에서 

332,978 M/T으로 재배면적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포도 재배면적의 감소는 단지 재배농가의 고령화와 노동력 부

족뿐만 아니라, 한․칠레와의 FTA 체결 등과 같이 외국 농산

물의 수입 개방 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외국산 포도가 연중 국

내에 수입으로 포도가격 및 농가소득도 높게 유지되지 못하

여 농가의 소득 감소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이에 외국산 포

도와의 경쟁력 제고와 노령화에 따른 작업능률 하락에 대처

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포도재배관리 기술개발이 절실

히 필요하다. 특히 관비와 같이 관수와 시비를 동시에 작물이 

필요로 하는 부위와 시기에 할 수 있는 관비기술은 선진국에

서는 많은 연구와 현장 적용 재배기술로 발달되어 있지만 국

내 과수재배 산업에서는 포도(Kang et al., 2010)와 사과

(Park et al., 2004)에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으나 아직 연구

가 부족한 실정이다. 
포도나무의 건전한 생육과 과실생산에는 많은 양분들이 관

여하지만 칼륨은 작물의 생장과 발육, 과실생산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원소이다. 과수에서 칼륨의 역할은 pH 
조정(Boulton, 1980), 삼투조절(Raschke, 1979), 광합성 및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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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z pH
(1:5)

OM
(g/kg)

Av.P2O5

(mg/kg)
K Ca Mg

(cmol/kg)

Before Exp.y 7.6 15.3 364 0.63 8.2 2.1

Control 7.7 ax 14.9 ab 260 ab 0.33 d 7.0 b 2.0 a 

K 0 7.6 a 15.5 a 299 a 0.38 cd 8.0 a 2.2 a

K 1/4 7.6 a 14.3 ab 254 ab 0.47 bc 7.2 ab 2.1 a 

K 1/2 7.5 ab 13.4 b 207 b 0.55 b 6.7 b 2.0 a 

K 1 7.5 ab 16.3 a 304 a 0.80 a 6.9 b 2.0 a 
zTreatment: C(Surface application), K fertigation K0(0), K1/4(25), K1/2(50), K1(100 mg/L)
yBefore exp. soil: 10 Feb., 2009
xDMRT at p＝0.05
*Date: 23 June, 2009

Table 1. Soil chemical properties affected by K fertigation 

흡 등과 관련된 효소활동, 세포막 이동 등에 관여한다. 칼륨

이 결핍된 나무의 과실은 정상보다 작으며 과실 표면이 윤기

가 없으며 산도가 감소하여 맛없는 과실이 된다. 또한 칼륨이 

수체내에서 결핍되면 영양생장이 불량해져 수량이 감소를 초

래하고 기부엽의 황백화가 촉진된다(Mullins et al., 1992).
수체내에서 칼륨은 선택적으로 흡수되며 빠르게 이동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관비에 이용되는 칼륨에는 KCl, K2SO4, 
KNO3, KH2PO4, K2CO3 등이 이용되고 있으나 물에 쉽게 

용해되는 염화칼륨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Neilson 등

(1998)은 사과 관비 재배시 칼륨을 결측한 상태에서 칼륨농

도를 다양하게 조성하여 처리하였을 때 엽내 칼륨함량이 1% 
까지는 과실의 착색과 크기, 주석산 함량이 증가하였고 과실

의 Ca와 고두병, 조직괴사는 칼륨시비로 발생하지 않았고 하

였다. 
포도 재배중 포도송이는 성숙기 동안 칼륨흡수에 있어서 

중요한 저장소 역할을 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와인 생산이 중

요한 재배지에서는 포도송이로의 지나친 칼륨흡수는 유리 주

석산의 함량을 낮춰 포도즙액내의 pH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

하여 와인의 질을 저하 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Kodur et al., 
2010). 이는 포도 재배 중 고농도의 칼륨이 주석산의 과잉 손

실을 야기하여 와인의 pH 조절을 어렵게 하고 그로 인해 와

인용 포도를 생산하는 곳에서는 생산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

이 되고 있다. 따라서 와인산업에서 재배관리를 통해 포도송

이내의 낮은 농도의 칼륨함량은 비용절감 적인 측면에서 도

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과수의 엽내 칼륨의 수준은 착과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 

착과량이 적거나 유목기일 때는 수체내 함량이 높지만 성목

이 되거나 착과량이 증가하면 칼륨함량이 낮아진다. 한편 칼

륨의 이동과 흡수는 토양내의 수분에 많은 영향을 받아 적절

한 관개는 수분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칼륨의 흡수를 좋게 한

다. 반면, 지나친 칼륨시비는 토양내 칼슘과 마그네슘의 함량

이 낮을 때 이들 원소의 흡수를 억제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Peterson and Steven, 1994).
Callen과 Westcott(1996)은 염에 민감한 산과 양앵두를 

이용한 시험에서 엽내 칼륨함량이 1.5∼2.0%였을 때 최대수

량에 도달하였으며 염이 없는 칼륨비료 시비는 칼륨의 적정 

범위내에서 과실수량이 증가하였고 과실의 크기와 품질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첨가되는 칼륨의 양에 따라 칼슘과 마그네

슘의 흡수가 억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칼륨관비는 모래가 많은 사토에서 재배되는 과수의 칼륨

결핍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표층시비에 비해 관

비는 근권부위에 주기적으로 일정하게 시비를 할 수 있기에 

칼륨의 이동성이 커진다(Neilsen et al., 1999). 칼륨은 질소

와 붕소에 비해 이동성이 다소 약한 원소이지만 관비를 활용

하게 되면 근권부위로 칼륨과 같이 이동성이 다소 약한 원소

들의 이동을 촉진시킬 수 있다(Neilsen et al., 2004; Uriu et 
al., 1980). 

일반적으로 포도 재배시 칼륨비료는 전체 시비량의 50%
를 기비로 시용 후 추비 50%에 대해서는 8:2의 비율로 분시

를 하도록 “작물별 시비처방 기준”에서는 권장하고 있다(RDA, 
2006). 그러나 이는 관행적인 표층시비에 준하는 내용으로서 

관비를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시비기준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많은 농가에서 포도원마다 관수시설에 따른 점적

관이 설치되어 있고 잡초방제를 위해 비닐멀칭을 하고 있어 

추비시용에 있어서 어려움과 노동력이 소요되는 일들이 많아

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노지 포도원에서 토양검정 시비량을 

이용한 칼륨관비가 수체와 과실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고 적절한 관비농도 수준을 찾아 많은 농가들의 점적관수 시

설을 활용한 포도원에서 이용가능 한 칼륨관비 기술을 개발하

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재료 및 처리

본 시험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탑동 노지 포도원에서 11년생 ‘캠벨얼리’ (Vitis labrusca L.) 
포도 품종을 이용하여 2008년 3월부터 2009년 9월까지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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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Treatmentz Shoot length Number of leaf Stem diameter Leaf area

(cm) (Number/stem) (mm) (cm2/Leaf)

2008 Control 165 by 14.9 b 8.1 b 378 a 

K0 149 c 15.0 ab 7.9 b 363 a 

K1/4 162 b 15.7 a 8.4 ab 383 a 

K1/2 174 a 15.9 a 8.8 a 379 a 

K1 165 b 15.3 ab 8.3 b 367 a 

2009 Control 138 b 13.4 bc 7.3 a 313 b

K0 134 b 13.1 c 7.3 a 322 ab

K1/4 156 a 14.3 ab 7.3 a 309 b

K1/2 157 a 14.6 a 7.2 a 299 b

K1 145 ab 13.6 abc 7.4 a 354 a
zTreatment: C(Surface application), K fertigation K0(0), K1/4(25), K1/2(50), K1(100 mg/L)
yDMRT at p＝0.05
*Date: 10 June, 2008-2009

Table 2. The growth response of ‘Campbell Early’ grapevine affected by K fertigation

간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에 이용된 포도나무에 대한 전정 

및 수세관리 방법은 일반 관행농가의 노지재배 관리법에 준하

여 단초전정 및 신초에 대한 적심을 하고 재배관리를 수행 하

였다. 
노지 포도 캠벨얼리 관비재배를 위한 적정 칼륨 관비 수준

을 찾기 위해 토양검정 칼륨 시비량을 기준으로 칼륨 시비량

의 30%를 기비로 시용 후 추비 70%에 대해 처리 수준별로 

칼륨관비를 달리 처리하였다. 먼저 시험에 이용되는 토양에 

대해 토양검정을 통한 칼륨시비량을 산출하여 전체 칼륨시비

량 125 kg/ha의 30%(37.5 kg/ha)는 기비로 시용을 하고 

나머지 추비 70%(87.5 kg/ha) 시비량에 대해서는 칼륨관비 

농도 0(K0, 0 kg/ha), 25(K1/4, 21.9 kg/ha), 50(K1/2, 
43.8 kg/ha), 100(K1, 87.5 kg/ha) mg/L로 2008년과 2009
년에 4월 22일부터 7월 30일까지 12주 동안 주 2회(2.1 mm/
회) 총 24회 관비를 하였고 관비시 들어간 물량은 549 MT/ha
를 시험기간 동안 사용하였다. 

개화기 이후 1주일간은 관비를 멈춰 화진의 발생을 줄였

으며 대조구는 농가 표층시비구를 관행구로 하여 5처리 3반

복 난괴법 시험을 2년간 수행하였다. 인산시비량(85 kg/ha)
에 대해서는 전량 기비로 표층시비 하였으며 질소시비량(195 
kg/ha)에 대해서도 농촌진흥청 작물별 시비처방기준(RDA, 
2006)에 의하여 기추비로 나눠 표층시비 하였고 시험기간 동

안 -40 kPa 이내에서 토양수분장력계를 이용하여 토양수분을 

관리하며 시험을 수행하였다(Table 1).

토양 및 식물체 분석

시험전 토양분석을 위해 2월 10일에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칼륨시비량을 산출하였으며 재배기간 중 6월 7일에 재배토양

을 채취하여 처리간의 토양이화학성을 조사하였다. 토양분석

은 농촌진흥청 분석방법(RDA, 1988)에 따라 pH는 토양과 

증류수의 비율을 1:5로 하여 그 현탁액을 초자전극법(720, 

ORION, USA)으로 측정하였고, 유기물은 Tyurin법, 유효인

산은 Lancaster법으로 추출 후 분광광도계(CINTRA6, GBC, 
Australia)로 분석하였다. 토양내 질산태질소와 암모니아태

질소는 2 M KCl로 추출후 켈달분석법에 의해 질소분석기

(K-314, Büchi, Swizerland)로 분석하였다. 치환성 양이온 

분석을 위하여 토양을 1 N-NH4OAc(pH 7)로 추출한 후 유

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ICP-AES, GBC Intergra XM2, 
Australia)로 정량하였다. 포도나무 잎에 대한 식물체 분석을 

위해 잎이 완전히 전엽된 7월경에 첫 번째 과실이 달린 잎에

서 위로 5번째의 옆을 채취한 다음 80℃에서 48시간 동안 열

풍 건조하였다. 0.5 g 건조시료에 10 mL의 HNO3- HClO4 

(85:15, v/v) 혼합액을 가하여 습식 분해한 후, 인 분석을 위

하여 Ammonium vanadate 법으로 발색 후 470 nm에서 

분광광도계(CINTRA6, GBC, Australia)로 측정하였고, 질

소는 켈달분석법에 의해 질소분석기(B-339, Büchi, Swizerland)
로 분석하였으며, K, Ca, Mg는 유도결합플라즈마발광광도계

(ICP-AES, GBC Intergra XM2, Australia)로 정량하였다.

생육 및 과실품질 조사

포도 신초의 생육량은 2008년과 2009년 6월 10일에 채취

하여 농촌진흥청 조사기준(RDA 2003)에 따라 조사하였으며, 
엽중 SPAD 지수는 수체생육이 안정된 2008년 8월 1일에 첫 

번째 과방에서 5번째의 엽을 처리별로 30매씩 3회씩 측정하

여 평균하였다.
과실의 착색도는 수확일(9월 5일)에 과실을 채취하여 캠벨

얼리 칼라차트(RDA, 2006)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과립중

은 과방 선단 부위에서 각각 10과립을 채취하여 중량을 측정

한 다음 개당 과립중으로 환산하였고, 과실의 당도조사를 위하

여 과실을 착즙하여 굴절당도계로 측정하였다(PR101, Atago, 
Japan). 산 함량 측정을 위하여 5 mL 과즙에 증류수 20 mL
을 넣고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떨어뜨린 후 0.1 N N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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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mentz T-N P K
(g/kg) Ca Mg

Control 13.2 ay 5.9 a 22.5 a 14.7 a 5.0 a

K0 12.4 a 5.2 a 12.9 c 14.7 a 4.4 a

K1/4 10.9 a 5.8 a 18.1 b 15.1 a 5.5 a

K1/2 10.2 a 5.3 a 20.0 ab 15.9 a 5.8 a

K1 11.6 a 5.5 a 20.1 ab 16.1 a 5.8 a
zTreatment: C(Surface application), K fertigation K0(0), K1/4(25), K1/2(50), K1(100 mg/L)
yDMRT at p＝0.05
*Date: 1 July 2009

Table 3. Mineral composition in leaf of ‘Campbell Early’ grapevine as affected by K fertigation 

를 이용하여 분홍색이 나타날 때까지 소요된 0.1 N NaOH
양을 tartaric acid 함량으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통계처리

통계 분석은 SAS Enterprise Guide 3.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던컨다중검정(P=0.05)으로 처리간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포도 신초의 생육에 미치는 칼륨관비의 영향을 조사한 결

과 관행구와 칼륨관비 무처리구(K0)에서 신초장이 유의하게 

적었으며 K1/4와 K1/2관비 처리구인 25와 50 mg/L 관비 

처리구가 신초길이, 엽수 및 신초경경이 유의하게 컸다(Table 
2). 그러나 100 mg/L의 관비농도로 공급한 K1은 처리구간

에서 관비농도는 높았으나 오히려 생육은 50 mg/L 처리구

인 K1/2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칼륨관비 처리에 따른 포도 캠벨얼리의 엽내 SPAD 지수

(2008년)에서는 표층시비한 관행구에 비해 K1/4 처리구인 25 
mg/L에서 엽내 SPAD 지수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처리간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Fig. 1). Mullins 

Fig. 1. SPAD value of ‘Campbell Early’ grapevine leaf 
affected by K fertigation (Date. 1 August, 2008).

등(1992)에 의하면 칼륨이 수체내에서 결핍되면 기부엽의 황

백화가 촉진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기비 30%만 시비후 추비

는 공급하지 않은 K0 처리구에서 엽내 SPAD 지수가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냈으나 처리간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칼륨 관비 처리에 따른 포도 캠벨얼리 품종의 엽내 무기물

함량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칼륨관비 처리

에 의한 수체 엽내 양분함량 조사에서는 K0 처리구의 칼륨함

량이 관행구 및 칼륨관비구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으며 다른 

무기성분간에는 처리간 유의성이 없었다. 
포도 캠벨얼리 품종의 과실 수량에 미치는 칼륨관비 처리

의 영향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표층시비구인 관행구 대비 

칼륨관비 농도를 50 mg/L 수준으로 처리한 K1/2 처리구가 

2008년도에는 통계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수량과 

송이수가 가장 높았으며 2009년도의 수량과 송이수에 있어서

는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하게 좋은 결과를 보였다. 반면 

추비를 칼륨관비 하지 않은 K0 처리구는 다른 관비 처리구에 

비해 과실 수량 및 송이수 등에서 낮은 수량을 나타냈다. 이
러한 결과는 칼륨이 수체내에서 결핍되면 영양생장이 불량해

져 수량이 감소한다는 보고(Mullins et al., 1992)와 일치하

는 결과로서 생육기간 동안 칼륨비료가 추비의 형태로 표층

시비 또는 관비로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에 관행구와 100 mg/L의 고농도로 

관비를 한 K1 처리구는 50 mg/L 관비처리구에 비해 수량저

하가 컸는데 그 원인으로 그 해에 화진현상이 심하게 발생이 

되어 수량이 다른 처구에 비해 적었다. 이에 본 시험의 결과

를 통하여 봤을 때 포도 캠벨얼리 관비재배의 적정 칼륨관비

는 관비 농도가 50 mg/L인 K1/2 수준이 수량을 얻는데 적

절하였으며 50 mg/L 농도의 칼륨관비는 관행적인 표층시비

와 고농도의 칼륨관비(100 mg/L) 보다 화진 발생도 낮출 수 

있어 적절한 관비농도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칼륨비료는 과실에 가장 많이 들어 있어 실비라고도 하는

데 고농도의 칼륨공급은 당함량을 높인다고 보고되고 있다

(Martin et al., 2004; Abd et al., 2011). 본 시험에서는 칼

륨관비 처리에 따른 관비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과실의 품질

향상은 뚜렷하게 볼 수 없었으나 모든 처리구에서 시험기간 

동안 15 Brix 이상의 당도를 나타내었다. 2009년의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는 25 mg/L 관비구인 K1/4 처리구와 50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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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Treatmentz Yield
(kg/10a)

Cluster Number
(cluster/10a)

Cluster Weight
(g/cluster)

2008 Control 2515 ay 7976 a 319 a

K0 1546 a 5099 a 302 a

K1/4 2736 a 7276 a 377 a

K1/2 3140 a 8220 a 396 a

K1 2516 a 7535 a 314 a

2009 Control 1850 b 6348 b 289 b

K0 2117 b 6089 b 347 a

K1/4 2514 ab 8037 ab 309 b

K1/2 3002 a 9499 a 327 ab

K1 1836 b 5587 b 327 ab
zTreatment: C(Surface application), K fertigation K0(0), K1/4(25), K1/2(50), K1(100 mg/L)
yDMRT at p＝0.05
*Planting: 137 plant(2.7×2.7m)/10a

Table 4. Yield and fruit quality of ‘Campbell Early’ grapevine affected by K fertigation 

Year Treatmentz Index of coloring 
degreex

Soluble solid 
contents(°Bx)

Titratable
acidity(%)

Berry wt.
(g/cluster)

2008 Control  9.4 aby 15.3 b 0.59 a 6.3 a 

K0  9.8 a 16.0 a 0.57 a 6.1 a 

K1/4  9.2 b 15.2 b 0.56 a 6.2 a 

K1/2  9.3 b 15.2 b 0.56 a 6.1 a 

K1  9.1 b 15.2 b 0.59 a 6.4 a 

2009 Control  9.8 a 15.8 ab 0.52 a 6.1 a

K0  9.3 b 16.0 ab 0.51 a 6.3 a

K1/4  9.9 a 16.5 a 0.52 a 7.0 a

K1/2 10.0 a 15.6 ab 0.51 a 6.7 a

K1  9.7 ab 15.2 b 0.54 a 6.5 a
zTreatment: C(Surface application), K fertigation K0(0), K1/4(25), K1/2(50), K1(100 mg/L)
yDMRT at p＝0.05
x0(poor)∼10(excellent), ‘Campbell Early’ Color Chart(RDA, 2006)

Table 5. Fruit quality of ‘Campbell Early’ grapevine affected by K fertigation 

관비구인 K1/2 처리구가 착색도, 당도 및 과립중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어 수량 및 품질 등을 통해 봤을 때 적절한 관

비수준 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5).
반면 100 mg/L으로 관비한 K1 처리구는 대조구에 비해 

착색도 및 당도가 다소 낮아져 고농도의 칼륨관비가 항상 과

실 품질을 향상시키지는 않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에는 와인용 포도생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유럽과 같은 와인 재배단지에서는 고농도의 칼륨이 주석산의 

과잉 손실을 야기하여 와인의 pH를 높이게 되고 그 결과 와

인 품질이 저하되어(Kodur et al., 2010) 와인 생산비용을 증

가시킨다고 하는데 본 실험에서도 100 mg/L의 관비는 과실

의 착색도와 당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여 와인용 포도를 

재배할 때에는 특히 고농도의 칼륨관비가 이뤄지지 않도록 

재배관리에 주의가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노지 포도 캠벨얼리 품종의 토양검정 시비량을 기준으로 한 

적정 칼륨관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수체의 생육과 수량 등

에 미치는 영향 및 비료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기존의 점적관수 시설을 활용한 적정 칼륨관비 수준은 기

비 30% 시비 후 추비 시용량의 50% 수준에서 칼륨 50 mg/L
으로 관비를 한다면 수체의 생육과 수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노지 캠벨얼리(Vitislabrusca L.) 포도원에서 관비재배시 

토양검정시비량을 이용한 칼륨관비가 수체의 생육과 수량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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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영향을 알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사

양토 노지 포도원에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처리를 위해 

먼저 토양검정을 통한 칼륨시비량(125 kg/ha)을 산출 후 칼

륨시비량의 30%(37.5 kg/ha)는 기비로 모든 처리구에 시용 

후 나머지 추비 시용량에 대해 표층 시비구는 농가 관행 표층

시비하였으며 관비구는 기존과원의 점적시설을 이용하여 처리

수준별로 생육기간 중에 나눠서 추비하였으며, K0(K 0 mg/L, 
0 kg/ha), K1/4(K 25 mg/L, 21.9 kg/ha), K 1/2(K 50 
mg/L, 43.8 kg/ha, K 1(K 100 mg/L, 87.5 kg/ha)등 관

행구를 포함한 5처리를 난괴법 3반복으로 배치하여 시험처리

구별로 관비하였다. 칼륨 이외의 인산과 질소에 대해서는 관

행적인 방법으로 시비하였다. 토양검정 칼륨시비량을 기준으로 

칼륨관비 처리결과 기비 30% 시비 후 추비 시용량에 대해 1/2 
수준에서 관비한 50 mg/L 칼륨 관비 처리구가 관행구 대비 

신초경경, 신초장과 같은 신초 생육이 좋았으며 칼륨관비처리

에 따른 엽내 무기성분에 있어서는 K0 처리구가 칼리 함량이 

유의하게 낮았다. 수량에 있어서는 2008년에는 처리간 차이

가 없었으나 2009년에는 표층시비에 비해 칼륨 50 mg/L 관
비구인 K1/2 처리구가 유의하게 수량이 좋았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봤을때 포도 캠벨얼리 관비재배를 위

해 칼륨 관비시 토양검정시비량을 기준으로 칼륨의 기비 30% 
시비 후 추비시용량의 1/2수준에서 50 mg/L의 관비 농도로 

관비를 한다면 적절한 수체관리와 수량 및 칼륨비료 절감효과

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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