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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시용과 정 방법이 수체생육, 과실 품질  포도원 토양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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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tion of compost to vineyards reduced nitrogen absorption into vine 

roots, increased soil nitrogen content, soil pH, soil organic matter, and fine roots density. 

Long pruning reduced the growth of ‘Campbell Early' of Wakeman's training system. 

Maintaining proper vine shape was very difficult because long pruning decreased the vine 
growth. In conclusion, the application of compost to ‘Campbell Early', ‘Kyoho', ‘Sheridan' 

vineyard decreased vine growth, increased soil organic matter, soil pH and favored the 

rhizosphere condition and the growth of fine roots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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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tilizer
Pruning
method

Leaf area
(cm

2
)

Leaf biomass
(g)

Shoot length 
(cm)

Internode length
(cm)

Compost Long  99.8 c
z

2.18 c 104.3 c 4.05 d

Short 212.9 b 5.26 b 191.1 a 5.51 b

Urea Long 102.3 c 2.34 c  80.1 d 4.36 c

Short 275.5 a 7.14 a 170.8 b 7.92 a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1. Effect of compost application and pruning method on leaf and shoot growth of 

‘Campbell Early’ grapes.

Fertilizer
Cluster weight

(g)
Soluble solids

(Bx)
Titratable acidity

(%)

Hunter value

L* a* b*

Compost 170.43 bz 13.18 a 0.65 b 95.42 b 6.12 a 4.79 b

Urea 186.37 aa 12.36 b 0.86 a 100.12 a 5.81 a 6.00 a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2. Effect of fertilizer on cluster weight, soluble solids, titratable acidity and hunter 

value of ‘sheridan' at harvest.

서    언

유기물은 인류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이용하

여 왔으나 화학비료에 려 사용량이 감소해 왔

다. 화학비료의 과용은 토양의 이화학 인 성질

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토양 생태계를 괴한

다는 인식에 따라 화학비료의 시용량을 이고 

유기물을 극 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

는 가운데 1980년 부터 환경친화형 유기농업

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면서 선진농업국에

서 유기물의 시용이 토양환경개선과 고품질의 

과실생산에 미치는 효과에 한 많은 연구보고

가 발표되고 있다(Grubiner, 1992; Tester, 

1990; Sommerfeldt 등, 1988). 우리 나라에서

는 일부 유기농업 운동가를 심으로 유기물 시

용 효과에 한 많은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으

나, 과학 인 연구결과는 미흡하고 특히 포도생

산과 유기물 시용을 연계한 연구보고서는 다.

포도재배에 있어서 질소질 화학비료의 과용

은 신 의 도장을 진시키고, 과실의 품질을 

하락시키며 특히 포도원의 근권환경을 악화시

켜 왔다.

본 실험은 우리 나라 주요 포도 품종인 ‘캠벨

얼리’, ‘거 ’  ‘쉐리단’ 포도원에 한 퇴비의 

시용  정방법을 달리 하 을 때 수체의 생

육, 과실특성  근권환경에 어떠한 향을 미

치는 지 기 자료를 얻고자 실시되었다.

재료  방법

본 실험은 1995년부터 1998년에 걸쳐 서울

학교 부속과수원과 경기도 안성군 공도읍 마

정리 소재 덕수농원  원 연구소에서 수행되

었다. ‘거 ’ 품종은 3.6m×3.6m로 재식된 12

년생을 시험수로 하 고, ‘캠벨얼리’는 웨이크만

식 수형으로 2.5m×3.5m로 재식된 16년생 포

도나무를 공시하 다. ‘쉐리단’은 4m×5m로 재

식된 4년생 유목을 시험수로 하 다. ‘거 ’ 포

도원에서는 질소질 원으로 퇴비와 요소 처리

를 하여주었고, ‘캠벨얼리’ 포도원에서는 퇴비와 

장․단 정 처리, 요소와 장․단 정 처리

를 하여 주었다. 질소 함량 1.26%인 퇴비는 

10a당 2,000kg을 1995년과 1996년 3월에 2회 

산포하 는데 이는 포도나무 주당 30kg에 해당

된다. 요소는 10a당 28kg을 산포했으며, 용과

린과 염화칼리는 각각 10a당 30kg의 양을 

수로 공 하 다. ‘캠벨얼리’에서의 퇴비 처

리구와 요소 처리구에 각각 장 정은 결과모

지를 60～100cm 되도록 단 정하고, 단

정은 10cm 정도로 단 정하 다.

‘쉐리단’ 포도원의 경우는 97년과 98년에 걸

쳐 퇴비 처리구와 요소 처리구의 과실 특성을 

비교 조사하 다.

‘캠벨얼리’는 잎과 기의 생장량을 조사하

고, ‘쉐리단’에서는 과실의 당도, 산도와 착색 

정도를 조사하 다. 거  포도원에서는 토양 

이화학성과 근분포를 조사하 는데, 토양 pH

는 20℃ 실온에서 토양과 증류수를 1:5로 하여 

측정했고 질소는 달분석법, 유기물 함량은 

Tyurin법으로 분석하 다. 근분포는 주간에서 

1m 밖의 동심원상에서 10cm 두께로 10L의 

흙을 채취하여 수세한 후 직경 4mm 이하의 

뿌리 건물 을 조사하 다.

결과  고찰

수체의 생육에 미치는 향

Table 1은 퇴비 시용과 결과모지 정 방법

이 ‘캠벨얼리’의 수체 생육에 미치는 향을 알

아본 결과이다. 퇴비시용과 장 정 처리는 요

소 시용과 단 정 처리에 비하여 생장량을 감

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간길이에 있

어서도 퇴비처리구가 유의하게 짧았다. 이는 노

지재배로 인해 자연강우시 토양  용탈  수체

로의 속한 흡수로 인해 요소비료의 손실이 많

았는데 반해, 퇴비시용구는 강우에 따른 질소손

실량이 어 생육후기까지 꾸 히 질소질을 수

체로 공 한 결과로 추정된다.

퇴비처리구에 있어서 엽면 , 엽 , 신 장 

 간장은 장 정구가 생장량이 단 정

구보다 었으며. 요소처리구에서도 동일한 경

향을 나타내었다. Mika(1986), Faust(1989), 

Galletta와 Himelrick(1990) 등은 포도 수형

과 품종과의 계에서 ‘캠벨얼리’는 단 정이 

합하다고 하 는 바 Table 1의 성 은 ‘캠벨

얼리’는 장 정처리가 오히려 생육을 해하

기 때문에 합치 않은 정방법이라고 사료된

다.

과실특성에 미치는 향

퇴비처리가 ‘쉐리단’ 포도의 과실의 특성에 미

치는 향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처리간 과

방 , 당도, 산도, 착색 정도를 조사한 결과 과

방 에서는 퇴비 처리구와 요소 처리구간에 유

의차는 없었으나 퇴비처리구에서 었으며, 당

도는 요소처리구보다 퇴비처리구가 조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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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Compost Urea

-Soil depth-

10 cm 30 cm 50 cm 10 cm 30 cm 50 cm

-Soil pH-

'96. 3 6.30 a
z

5.77 b 5.23 b 6.91 a 6.20 a 4.66 a

'97. 3 6.81 a 6.51 a 5.51 a 6.83 a 5.62 a 4.90 a

-Soil total nitrogen content (%)-

'96. 3 0.213 a 0.158 a 0.079 a 0.167 a 0.083 a 0.044 a

'97. 3 0.227 a 0.143 a 0.081 a 0.109 b 0.043 b 0.028 a

-Soil organic matter content (%)-

'96. 3 3.313 a 2.333 a 1.093 a 3.010 a 1.620 a 0.643 a

'97. 3 2.990 a 2.023 a 1.230 a 1.727 b 0.873 b 0.673 a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3. Effect of compost application on soil pH, total nitrogen and organic matter 

content (%) according to soil depth in ‘Kyoho' vineyard.

Fertilizer
Soil depth (cm)

0～10 10～20 20～30

Compost 3.590 a
y

4.208 a 3.800 a

Urea 0.098 b 1.405 b 2.148 a
z
1－4 mm root diameter 

y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4. Dry weight (g/10L soil) of fine rootz according to soil depth in ‘Kyoho' vineyard.

나타났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산도와 착색도에

서는 퇴비처리구가 동일한 수확시기에 낮은 산

도와 높은 착색도를 보여 요소처리구보다 빠른 

성숙도를 보여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Rey-

nolds(1989)가 퇴비를 시용한 포도원에서는 수

체로의 질소질 흡수가 어들어 결실  생장량

은 감소되지만 수체내의 탄수화물의 비율을 높

여 과립으로 분배되는 당함량이 증가한다는 보

고와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Table 2에서 요소

보다는 퇴비의 시용이 송이 량을 약간 감소시

켰으나 과실품질요소인 당도, 산도, 착색정도가 

향상되었다는 성 은 Reynolds(1989)와 동일

한 결과를 보 다.

토양의 변화와 근분포에 미치는 향

질소질 원의 종류에 따라 ‘거 ’ 재배 토양

의 pH, 토양 질소, 토양 유기물 함량을 조사

한 바 퇴비처리구는 깊이별로 토양 pH를 높여 

주었고 질소와 유기물 함량의 경우 일정한 수

으로 유지 가능하 으나 요소시용구는 토양 

pH, 질소, 유기물함량 모두 낮아져 토양의 물

리화학  성질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퇴비시용구는 토양 pH와 유기물

이 정수 으로 유지되나 요소시용구는 토양 

pH와 유기물 함량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 다

(Table 3).

질소질 원으로서 퇴비처리는 지표로부터 

20cm 깊이에 분포하는 세근의 건물 이 높았

던 반면, 30cm 깊이에서는 처리간에 유의차가 

나지 않았으나 요소처리구보다는 상당히 많은 

세근이 분포하 다(Table 4).

Head(1967), Larson(1975), Kramer와 

Kozlowski(1979), Randolph와 Wiest(1981), 

Taylor와 Ferree(1981) 등은 토양  질소와 지

상부 정방법에 따라 지하부 세근의 발생이 조

되고 표토의 퇴비시용은 근권에서 세근의 발

생량을 높인다고 하 는 바 Table 4의 성 은 

이들이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 다. 깊이별로 세

근의 분포가 차이가 나고 특히 표토부근에서 많

은 차이가 나는 것은 토양표면에 살포한 퇴비에 

의해 토양이 습을 유지할 수 있고 공기순환이 

양호한 환경조건이 형성되어 세근의 발생이 많

아졌고, 한 지표면 퇴비살포로 질소질이 지표

면 부근에 존재하 기 때문에 질소 양의 흡수

를 해 세근이 표토층으로 많이 발생되었고 퇴

비층이 토양을 피복하는 결과를 가져와 흑색비

닐멀칭을 해주었을 경우와 동일하게 표토의 뿌

리발생을 진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지 까지의 결과로 볼 때 퇴비를 포도원에 시

용할 경우 포도 품종에 맞는 정을 해주어 수체

생육을 해하지 않으면 요소처리보다 수체의 

생육은 감소시키나 과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포도원 토양의 근권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

시키므로 앞으로 환경친화  포도재배의 한가지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록

화학비료의 시용은 토양의 산성화를 가 시

키고 포도의 품질을 하시키고 있다. 본 실험

의 결과 퇴비의 시용은 포도 뿌리로 흡수되는 

질소량을 낮추어 주며 토양질소 함량, 토양 pH, 

토양 유기물함량, 세근의 발생량을 높여 주었

다. 장 정은 포도나무 생육을 감소시켰으며, 

특히 웨이크만식 수형의 ‘Campbell Early'에서 

장 정은 단 정보다 생육감소가 심해 자

체 수형유지가 곤란하 다. 본 실험결과 ‘캠벨

얼리’, ‘거 ’, ‘쉐리단’ 포도원의 퇴비시용은 수

체생육을 감소시켰으나 토양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근군분포의 표면화와 세근의 발달을 증

가시켰다.

추가 주요어：과방 , 세근, 토양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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