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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lueberry eco-friendly farming requires the soil condition of pH 4.2 ~ 5.2 and high in organic matters for 
stable growth. Most of soil types of blueberry-growing land in Korea, however, belongs to alkaline soils with 
low organic matter content. As a result, the eco-friendly blueberry growers use peat moss and sulfur powder 
heavily to improve the soil condition, but the guideline on the effective use of organic materials was not 
established yet. Therefore, this stur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increasing soil acidity and 
organic matters by using organic materials. Among 5 organic materials, the pH of soil was lowest in 
degradable sulfur + bentonite (pH 4.1) and followed by Peat moss+Chaff+Pine Needlesmixtures(pH 4.5), 
OrganicAcid +vinegar (pH 4.7), Sulfur powder (pH 4.8), Temperature response Elutioner (pH 5.2). The soil 
organic matter content were increased in the following order: Peat moss+Chaff+Pine Needlesmixtures (8.4%) 
> degradable sulfur + bentonite (7.8%) > Organic Acid + vinegar (7.2%) > Sulfur powder ≒ Temperature 
response Elutioner (6.3%). Although different in the degree, all organic materials treated was recognized a 
good material for improving soil pH and organic matter content. The plant height and stem diameter of 
blueberry were no clear difference among 5 organic materials. Another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amending soils with organic matter by soil mulching with pine needles for soil surface management in 
blueberry organic cultivation. The effect of increasing the soil pH by pine needle mulching in blueberry 
eco-friendly farming was recognized in four test fields. Pine needle mulching for soil surface management in 
blueberry appeared several advantages, such as improving of soil pH and organic matter content. Therefore, 
pineneedle mulching in blueberry organic farming is considered as the most efficient means of mulching 
cultivation for amending soil pH, weed suppression and moisture conservation among mulch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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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s  of pineneedle mulching on soil properties of  blueberry field.(2012~13)

Sampling area
Pine Needles mulching or 

non-mulching 
pH (1:5,w/w) OM (%)  moisture (%)

Muju
Pine Needles mulching 4.52cd  4.15c 60.2b

non-mulching 4.96bc  3.87c 47.6de

Oukcheon
Pine Needles mulching 1 5.14bc  4.79c 64.6a

Pine Needles mulching 2 3.77d 10.01a 57.2b

non-mulching 6.42a  3.71c 45.5e

Seongnam
non-mulching 1 5.62abc  8.05b 49.8d

non-mulching 2 6.34a  3.87c 33.6f

Hwasong
non-mulching 1 4.98bc  7.50b 59.0b

non-mulching 2 5.75ab  5.35c 53.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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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 Materials used for correction effect of soil pH in blueberry.

 Materials Active ingredient Treatment  
Sulfur powder 99.9% sulfur 70g/0.5m3 
Degradable sulfur granules + bentonite Degradable sulfur granule 90% (99.9%sulfur) + bentonite 10% 70g/0.5m3 
Organic Acid + vinegar Organic Acid (pH4.5) 30% + vinegar (pH3) 70% 135ml/0.5m3 

Peat moss + Chaff + Pine Needles
Peat moss (40ms ; pH 4.5) 40% + Chaff (pH 5) 30% 
+ Pine Needles (pH 4) 30% 

 400g/0.5m3 

Control Release Fertilizer (CRF) CRF : N 11+P 9+K 26+유황 40% (pH 5.0) 40g/0.5m3

Introduction

블루베리는 항산화 작용에 의한 노화예방 (Su와 Chien, 

2007) 및 시력증진 (Schmidt et al, 2004) 등 기능성 부각으

로 수요증가에 따른 농가 소득작목으로 각광받으면서 재배 

면적이 해마다 급증해 2011년 1,082 ㏊에서 2012년에는 전

체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1,700 ha에 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친환경인증면적은 전체의 15% 정도이다 (한국

블루베리협회, 2012). 블루베리는 산성을 좋아하는 과수로 

하이부쉬 블루베리는 토양 pH가 4.0~5.0, 래빗아이는 이보

다 범위가 넓어 4.2~5.2에서 잘 자라는데, 적정 산도보다 

토양산도가 높을 경우 생육이 부진하다 (Eck et al 1990). 

또한 유기물함량이 40 g kg-1이상, 모래가 80% 이상인 양

질사토에서 잘 자란다 (Korcak, 1989). 그러나 국내 작물 재

배토양은 유기물 함량과 토양 pH 조건이 블루베리를 재배

하는데 부적합 할 뿐 아니라 (Lee et al., 2010), 토성 역시 

양토, 사양토, 그리고 미사질양토가 전체토양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Kim at al, 2003). 이

와 같은 불리한 토양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블루베리를 심

기 전에 토양의 상태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양

의 pH 수치와 유기물 함량으로, 친환경 블루베리 재배농가

들은 블루베리 토양산도 교정을 위해 일반적으로 유황가루

를 뿌리고, 피트모스를 이용하여 pH를 조절하고 있다. 미국

에서는 래빗아이는 5.3 이상, 하이부시는 5.0 이상일 경우, 

cottonseed meal, 우드칩을 토양표면에 살포하거나 수용성 

황 (90%)이나 묽게한 산 (酸) 또는 구연산 용액을 점적관수

로 시용하는 방법을 추천하고 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2001). 그러나 유황가루 이용은 비용이 저렴하나 토양산도 

조정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산도유지 기간이 짧은 점을 

개선하기 위한 산도 조정 기술이 필요하다 (Kwon et al., 

2010). 그러므로 토양 산도의 조절은 성공적인 블루베리 재

배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묘목의 성장 및 품

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친환경 블루베리 재배시 

pH를 손쉽게 교정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환경친화적인 자재

를 선발하기 위하여 경기도 화성, 성남 및 충남 예산지역의 

노지 및 분 재배 포장에서 기존 유황외 5종의 유기농자재를 

공시하여 비교시험을 실시하였다. 한편 블루베리 친환경재

배시 멀칭을 하지 않고 나지로 방치할 경우 강우에 의한 토

양 침식으로 인해 천근성인 블루베리의 뿌리가 노출되거나 

잡초 번무에 의한 양· 수분의 경합, 토양건조로 생육이 불량

해 지는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표면을 유기물로 

멀칭하는 재배농가가 늘고 있으나 볏짚, 왕겨는 잡초종자 

혼입우려와 화재 위험성이 있고, 톱밥은 분해되면서 질소성

분을 흡착하는 성질이 있으며, 파쇄목과 피트모스는 수입에 

의존하고 비교적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어 최근에는 솔잎을 

멀칭하는 농가가 늘어 나고 있으나 (Ahn et al., 2012), 그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사례가 없어 정확한 시험이 필요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블루베리 솔잎멀칭에 

의한 pH 교정 효과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식재 골사이를 친

환경 부직포 피복과 동시, 주변 야산에서 쉽게 채취할 수 있

는 소나무 낙엽인 솔잎을 이용하여 멀칭재배를 한 무주, 옥

천, 논산, 예산지역 5둔데 친환경 재배포장과 멀칭하지 않

은 무주, 옥천, 논산, 성남, 화성지역 친환경재배 농가포장

과의 pH 및 유기물함량을 노지 및 하우스포장에서 비교분

석하여 솔잎멀칭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공시 시료   pH 교정 효과시험은 경기도 화성시 전곡면 

소재 호트팜 농장의 친환경 블루베리 노지재배 포장에서 북

부형 하이부시 블루베리 품종인 Duke (V. corymbosum L.) 

3년생을 공시하여 수행하였다. 공시약제로 유황은 유황분

말 99.9%를, 과립유황은 이분해성 유황 90%와 벤토나이트 

10%를 합제로 조제하고, 유기산+목초액은 현미식초 (Ch3cooh 

30%)와 pH3인 참나무 목초액 (70%)을 합제로 조제하였으

며, 유황 40% 함유 온도반응형 용출비료는 미국에서 새로 

개발된 수입제품을 공시하였고, 피트모스+왕겨+솔잎은 피

트모스 (입자크기 20~40 mm, pH 3.6~4.4)+ 왕겨 30%+ 분

해된 솔잎 30%를 퇴비화하여 공시하였다. 처리약량은 시험

지토양의 평균 pH 5.8을 4.8로 낮출 경우를 가정하여 유황

과 분해성 과립유황은 1995 Whitworth 등 국내외 선 연구 

결과에 의거 10a당 140 kg, 유기산+목초액은 270 kl/10a,피

트모스+왕겨+솔잎 혼합제는 800 kg/10a, 온도반응형 용출

비료는 수입라벨상 사용량인 80 kg/10a을 기준하여 폿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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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soil pH by organic materials (Field test). 

Materials
pH OM  moisture 

(1:5) (%) (%)
(Before experiment) 6.2a 5.9d 51.2b

Sulfur powder 4.8bc 6.3d 54.5ab

Degradable sulfur + bentonite G 4.1d 7.8b 54.0ab

Organic Acid + vinegar 4.7bc 7.2c 58.6a

Peat moss + Chaff + Pine Needles 4.5c 8.4a 60.4a

Temperature response Elutioner 5.2b 6.3d 52.2b

Control 5.9a 6.1d 51.0b

Table 3. Changes in soil pH by organic materials (Pots test).

Materials
pH OM moisture 

(1:5) (%) (%)
(Before experiment) 5.8a 12.5d 60.3b

Sulfur powder 4.5b 13.7d 62.6ab

Degradable sulfur + bentonite G 4.0b 16.4b 60.8b

Organic Acid + vinegar 4.7b 16.6b 63.3ab

Peat moss + Chaff + Pine Needles 4.0b 19.4a 65.9a

Temperature response Elutioner 5.0ab 15.1c 61.2b

Control 5.8a 13.0d 59.3b

(50×50×50 cm) 면적으로 환산 시용하였다. 관행 재배법에 

준하되 각각의 처리는 난괴법 3반복으로 수행하였다. 공시

약제별 처리내용은 Table 1과 같다.

 

생육상황 조사   유기자재 처리 후 블루베리의 생육상

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초경 및 신초장을 조사하였다. 신

초장은 신초줄기의 생장부에서 선단 끝까지의 길이를, 신초

경은 생장부 상단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근권 토양 분석   토양시료 채취방법은 블루베리가 식

재된 표토 10 cm를 제외한 근권토양을 5군데서 골고루 채취 

혼합시료로 하여 토양 pH와 유기물 함량 등을 분석 하였다. 

토양 분석방법은 농촌진흥청 토양화학분석법에 준하여 pH

는 초자전극법, 유기물함량은 Tyurin법으로 토양비료 공인

분석기관인 (주)판코리아연구소에서 분석하였다. 

솔잎멀칭 효과조사   블루베리 친환경재배시 솔잎멀칭

에 의한 잡초억제 및 보습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1189소재 농가포장 (품종 : 듀크, 스

파르탄 혼재)을 선정 블루베리 솔잎멀칭포장 및 무멀칭 포

장을 비교하였다. 50 cm × 50 cm 크기로 발취하여 다년생 

및 1년생잡초의 총건물중을 7.5, 8.31 2회에 걸쳐 방제가를 

조사하였다 *(1-멀칭구의 잡초총건물중/무멀칭구의 총 건

물중))× 100. 한편 블루베리 솔잎멀칭에 의한 pH 등 근권토

양 환경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노지 친환경재배로 15 cm 

이상 두께로 솔잎멀칭을 한 옥천소재 베리굳베리 농원 (양

토) 및 황씨농원 (양토) 2 농가포장과 무주 갈마농원 (사양

토) 1농가포장을 선정조사 하였으며, 무멀칭 친환경 재배포

장은 무주 (사양토) 1, 옥천 (양토)1, 화성 (사양토)1, 성남 

(식양토) 2 군데 농가포장을 선정조사 하였다. 블루베리 하

우스재배시 솔잎멀칭에 의한 토양 pH 및 유기물 함량 변화

를 조사하기 위하여 논산 반딧불농원 (양토)과 예산 산막골

농원 (사양토) 2 농가포장을 선정하여 솔잎멀칭토양과 무멀

칭 토양을 선정 동시에 비교분석 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유기자재 시용에 의한 블루베리토양 pH 조절효과  

 유기자재 시용에 의한 블루베리 재배토양 pH를 조절효과

를 보기 위하여 노지재배조건하에서 시험한 결과는 Table 2

와 같으며, 폿트재배 조건하에서 시험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노지재배포장의 시험전 토양 pH는 6.2 이었으나 4개

월후 교정효과는 이분해성 과립유황 4.1, 피트모스+왕겨+

솔잎 4.5, 유기산+목초액 4.7, 유황 분말 4.8, 온도감응형 

유황혼합비료 5.2로 처리구 공히 교정효과가 뚜렷하였다. 

1/1250a 폿트시험 에서도 시험전 토양 pH가 5.7 이었으나 

교정효과는 이분해성 과립유황 4.0, 유황 분말 4.4, 피트모

스+왕겨+솔잎 퇴비 및 유기산+목초액이 각각 4.7, 온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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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effect of organic materials 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blueberry.

Materials
New Stem Size(mm) New Leaf Size(cm)

May September extension May September extension 
Sulfur powder 2.6d 5.8e 3.2cd 13.5f 51.8e 38.3c

Degradable sulfur granules + bentonite 3.1a 7.7a 4.5a 18.7c 74.1b 50.4b

Organic acid + vinegar 2.8c 6.1d 3.5bc 20.2b 57.2d 37.0c

Peat moss + Chaff + Pine Needles 3.0b 6.9b 3.9b 17.8d 66.7c 48.9b

Temperature response Elutioner (CRF) 2.5e 6.7c 4.9a 22.0a 76.5a 57.5a

Control 2.5e 5.2f 2.7d 13.8e 42.4f 28.6d

Table 5. The effect on weed suppression by soil mulching with pineneedles.

Mulching or non-mulching Weed variety D.W Control value (%)
Pine needles Mulching D. sanguinalis, Portulacaceae etc. 1.7/m2 98.1

Non-Mulching
D.sanguinalis, Portulacaceae Erigeronannuus, Cyperus alternifolius 
Chenopodiaceae, Artemisia princeps Shepherd`s purse, Commelina 
communis Persicaria longiseta, Ixeridium dentatum A. wilkesiana etc.

85.0/m2

응형 유황혼합비료 5.0으로 처리구 공히 교정효과가 인정되

었고 노지포장에서의 시험결과와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대

체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피트모스 단용구와 

피트머스 + 솔잎은 5.1로 비슷하고 피트와 톱밥은 5.4 피트

와 왕겨는 5.9로 나타났으며, 유황을 300평당 160kg 살포 

했을 때 모든 혼합물에서 토양PH가 4.2-4.5정도로 낮아 졌다

는 선 연구사례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Lee et al., 2010), 

블루베리가 잘 자랄 수 있고 좋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적절

한 토양의 산도는 pH 4.2~5.0 이므로 (원예특작과학원 2010) 

본 시험에서의 유기투입재 공히 블루베리 토양산도를 교정

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고 판단된다. 

유기물함량 변화   한편 유기자재 투입에 의한 유기물

함량 변화는 노지포장에서는 시험전 토양은 5.9 이었으나 

피트모스+왕겨+솔잎 퇴비가 8.4, 이분해성 과립유황+벤토

나이트가 7.8, 유기산+목초액 7.2, 온도반응형 유황비료 및 

유황분말은 각각 6.3으로 나타났다. 폿트시험에서는 용토의 

유기물함량이 높아 시험전 토양 및 무처리구의 유기물함량

이 각각 12.5~13.0으로 노지포장에 비해 2배이상 높았으며, 

대체로 노지포장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 외 노지포장 

및 폿트재배포장의 토양수분 분석결과 각 처리별로 51~66% 

범위로서 무처리구와 큰 차이가 없어 보습효과는 인정할 수 

없었으나 블루베리 생장 중에 필요한 토양수분 함량은 50~75%

로 각 처리구 모두 적정수분 범위에 속하였다. 

신초생육효과   유기자재 시용에 의한 블루베리 신초생

육효과는 Table 4와 같다. 유기자재별 신초장은 무처리구가 

28.6 cm인데 비해 온도반응용출 유황혼합비료가 57.5 cm로 

가장 뛰어났으며, 이분해성 과립유황+벤토나이트합제, 피

트모스+왕겨+솔잎 퇴비, 유황분말, 유기산+목초액 순이었

다. 신초경 성장량도 신초장 성장량과 비슷한 경향으로 온

도반응용출 유황혼합비료가 가장 우수하였고 이분해성 과

립유황+벤토나이트합제, 피트모스+왕겨+솔잎 퇴비, 유기

산+목초액, 유황분말 순이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 결과를 분석해 볼 때 온도반응 용출 유황합제는 요산태

질소가 20%정도 함유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솔잎멀칭에 의한 잡초억제 효과   블루베리 솔잎멀칭

에 의한 잡초억제 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블

루베리 품종에 상관없이 발생초종은 바랭이, 개망초, 쇠비

름, 참비름, 방동산이, 명아주, 쑥, 냉이, 닭의장풀, 개여뀌, 

씀바귀, 깨풀, 개여뀌 등이 발생 되었는 바, 바랭이가 가장 

우점이었고, 그 다음으로 개망초, 쇠비름, 명아주, 방동산

이가 많이 발생되었으며, 그 밖에 쑥, 닭의장풀, 냉이, 개여

뀌 등이 소량 발생 되었다. 솔잎 멀칭구는 1.7/m
2
이 발생되

어 무 멀칭구 85.0/m
2
 대비 방제가 98%의 우수한 잡초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솔잎멀칭이 근권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   솔잎 멀

칭포장과 비멀칭 포장의 블루베리 재배지 근권토양을 채취 

토양 pH 및 유기물 함량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무주 및 옥천지역 노지재배포장에서의 솔잎멀칭포장

과 성남 및 화성지역 비멀칭포장과의 토양 pH를 비교분석

한 결과 각 지역 공히 pH 개선, 유기물증진, 토양보습 효과

가 인정 되었다. 무주지역의 솔잎멀칭포장의 pH가 4.52인

데 비해, 비멀칭포장은 4.96로서 지역내 차이가 크지는 않

았지만 성남 및 화성지역의 무멀칭포장과 비교할 경우 차이

가 컸다. 솔잎멀칭과 비멀칭포장과의 유기물 함량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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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effect on  soil pH by pineneedles mulching of blueberry Field (2012~13).

Sampling area Pine Needles mulching or non-mulching pH(1:5,w/w) OM(%)  moisture(%)

Muju
Pine Needles mulching 4.52cd  4.15c 60.2b

non-mulching 4.96bc  3.87c 47.6de

Oukcheon  
Pine Needles mulching 1 5.14bc  4.79c 64.6a

Pine Needles mulching 2 3.77d 10.01a 57.2b

non-mulching 6.42a  3.71c 45.5e

Seongnam
non-mulching 1 5.62abc  8.05b 49.8d

non-mulching 2 6.34a  3.87c 33.6f

Hwasong
non-mulching 1 4.98bc  7.50b 59.0b

non-mulching 2 5.75ab  5.35c 53.7c

Table 7. The effect on soil pH by pineneedles mulching of blueberry greenhouse (2013). 

Sampling 
area

Pine Needles 
mulching or 
non-mulching 

pH OM P2O5 K Ca Mg CEC moisture 

(1: 5, w/w) (%) mg/kg ----------------- cmol(+)/kg ----------------- (%)

Nonsan
Pine Needles 

mulching
3.62b 12.28a 650.96a 0.38c  3.58d 1.39c 30.88a 67.2a

non-mulching 5.34a  8.14b 581.4c 0.37d 12.06a 3.26a 23.42b 54.5c

Yesan 
Pine Needles 

mulching 
4.14b 12.47a 610.9b 0.46b  4.10b 1.36d 16.49c 56.6b

non-mulching 5.20a 10.37a 560.2d 0.48a  4.02c 2.64b 12.34d 48.1d

크지 않았지만 토양 수분함량은 차이가 뚜렸 하였으며, 모

든 멀칭구에서 잡초억제외 부수적 효과로서 보수성. 통기성 

등 토양보습 효과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옥천지역은 

솔잎멀칭포장의 pH가 1지역은 5.14, 2지역은 3.77로 동지역 

비멀칭 포장의 경우 6.42로서 큰 차이를 나타냈다. 유기물 

함량은 무멀칭포장이 3.71%인데 비해 멀칭포장은 4.79~10%

로서 차이가 컸으며 토양수분도 무멀칭 45.5%에 비해 멀칭

포장은 57~64.6를 나타내 차이가 컸다. 그러나 성남 및 화

성지역의 무멀칭포장은 pH 4.98~6.34로 높았고 토양수분

도 33.6~59.0%로서 적었으며, 유기물함량은 1군데를 제외

하고는 비교적 높았다. 

하우스재배시 솔잎멀칭효과   블루베리 하우스 친환경

재배시 솔잎멀칭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동일포장내 무멀

칭포장과 비교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토양표면 보습효

과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토양 pH 및 유기물 증진효

과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 내었다. 논산지역의 경우 무멀칭 

하우스포장의 pH가 5.34인데 비해 솔잎멀칭 하우스포장은 

3.62이고, 유기물함량은 무멀칭 8.24%에 비해12.28%이고, 

토양수분함량도 무멀칭 54.5에 비해 멀칭은 67.2%로서 차

이가 컸다. 예산지역의 경우 솔잎멀칭은 pH가 4.14로서 무

멀칭 5.20과 차이를 보였고, 유기물함량은 무멀칭 10.37%에 

비해 솔잎멀칭은 12.47% 이었으나 수분함량은 차이가 크지 

않았다. 그 밖에 유효인산함량 및 CEC 등 토양화학성도 상

당한 차이를 보여 블루베리 하우스재배시에도 솔잎멀칭효

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블루베리 친환경재배

시 식재 골 사이를 친환경 부직포로 피복하고 블루베리 나

무주변을 솔잎멀칭할 경우 토양 pH 교정, 잡초억제 및 보습

효과 등 여러 장점이 있어 블루베리 토양표면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멀칭재배 수단으로 판단된다. 

Conclusions

블루베리는 산성을 좋아하는 과수로 토양 pH가 4.2~5.2 

범위, 유기물함량 4%이상인 양질사토에서 잘 자라며, 적정 

산도보다 토양산도가 높을 경우 생육이 부진하다. 그러나 

국내 블루베리 재배토양은 유기물 함량과 토양 pH 조건이 

블루베리를 재배하는데 부적합한 토양이 많으므로 이를 개

선하기 위하여 식재 1년~6개월전 유황분말을 뿌려 주고 식

재시 피트모스를 50 : 50으로 흙과 섞어 심도록 권장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블루베리교본, 2009). 식재후 토양표면 

관리방법으로 재배농가들은 바크, 톱밥, 짚 등 유기물을 주

로 멀칭 하였으나, 근래 솔잎을 멀칭하고 있는 농가가 늘어 

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영농활용자료가 적어 자재선

택에 애로를 느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솔잎멀칭이 

블루베리 근권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유기자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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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교정 효과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자재를 선발 하여 블

루베리 친환경재배시 적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

배시험포장의 시험전 토양 pH는 6.2 이었으나 4개월후 교

정효과는 이분해성 과립유황 4.1, 피트모스+왕겨+솔잎 4.5, 

유기산+목초액 4.7, 유황 분말 4.8, 온도반응용출형 유황혼

합비료 5.2 순이었고, 폿트시험 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 

처리구 공히 산도교정 효과가 인정 되었다. 또한 유기물 함

량은 노지포장에서는 시험전 토양은 5.9% 이었으나 피트모

스+왕겨+솔잎이 8.4%로 가장 높았고 이분해성 과립유황 7.8%, 

유기산+목초액 7.2% 순 이었다. 폿트시험에서는 유기자재

별 경향치는 포장시험 결과와 비슷하였으나 용토의 유기물 

함량이 높아 무처리구의 유기물함량이 각각 12.5~13.0으로 

노지포장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증진효과를 비교하기 어려

웠는데 그 이유는 용기식재시 피트모스를 과다 투입한 포장

에서 시험한 결과라고 추정된다. 산도교정 효과에 대한 선 

연구결과를 보면 유황을 이용하여 벼 육묘용 상토의 산도 

조정 (kim et al., 1990) 및 피트모스 단용구가 pH 4.3, 피트

+펄라이트 pH 4.7 이었다는 블루베리 삽목용토 혼합성분 

분석결과 (kim et al., 2011), 그리고 알칼리성 토양 산도 교

정을 위해 완충곡선법을 이용한 황 시용량 결정 (Lee et al., 

2000) 등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유황,유기산, 피트모스의 

교정효과는 이미 알려진 효과와 비슷한 경향치를 보였으나 

그밖에 유기자재에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어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그 외 노지 및 폿트시험포장의 토양수분 분석결

과 각 처리별로 51~66% 범위로서 각 시험구 모두 적정수분 

범위에 속하였다. 유기자재 시용에 의한 블루베리 신초생육

효과는 온도반응용출 유황혼합비료가 가장 높았으며, 이분

해성 과립유황합제, 피트모스+왕겨+솔잎, 유황분말, 유기산

+목초액 순이었다. 한편 솔잎멀칭이 pH, 유기물 함량 등 근

권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무주 및 옥천지역 솔잎멀칭포

장과 성남 및 화성지역 비멀칭 포장과의 토양 pH 등을 노지

포장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각 지역 모두 pH 개선, 토양보습 

효과 차이가 인정 되었으나, 솔잎멀칭과 비멀칭포장과의 유

기물 함량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모든 솔잎멀칭구에서 잡

초억제효과가 98%로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블루베리 하우

스재배시 동일포장내 무멀칭구와 솔잎멀칭구를 비교한 결

과 토양 pH 및 유기물 증진효과는 현저한 차이를 나타 내 

솔잎멀칭효과를 인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블루베리 친환경

재배시 이분해성 과립유황합제, 피트모스+왕겨+솔잎, 유황

분말, 유기산+목초액이 산도교정을 위한 유기자재로서 활

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식재 골 사이를 친환경 부

직포로 피복하고 블루베리 나무주변을 솔잎멀칭할 경우 토

양 pH 교정, 잡초억제 및 보습효과 등 여러 장점이 있어 블

루베리 토양표면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멀칭재배 수단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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