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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jube is a deciduous broad-leaved tree belonging to the buckthorn family(Rhamnaceae) and is widely 

cultivated in Southeast Asia and Southeast Europe, including Korea and China and mainly consumed 

medicinal herbs or dried jujube. In recent years, consumption of fresh fruits has increased, and organic 

orchard has also increa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oil chemical changes and growth 

characteristics of jujube when replacing the total amount of nitrogen fertilizer with organic matter in rain 

shelter house. In March 2017, after soil testing, bark, animal compost, rice bran, oil cake and chemical 

fertilizers (NPK) were treated based on nitrogen content. After treatment of organic materials, by March 2020, 

the pH increased and organic matter, phosphoric acid and cation content in soil increased. After harvest of 

jujube, the yield of compost treatment was the highest and the NPK treatment was the lowest. The length, 

hardness and weight of fruit were greater in the NPK treatment, but the diameter and sugar content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rganic material treatments except rice bran. Therefore, when the cultivation 

of the jujube, nitrogen fertilizer was totally replaced with organic material, there was the effect of improving 

soil chemistry, such as an increase in the organic content of the jujube orchard and an increase in the yield of 

jujube but no clear effect on fruit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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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 of jujube by organic materials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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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소비자의 안전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2017년 세계 유기 농경지 면적은 1999년 대비 6배 증가한 6,980

만ha 정도이며 우리나라 유기농산물 인증 면적은 2018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11.3% 증가한 24,666 ha, 유기

농산물 시장규모는 3,761억원 정도이다 (KREI, 2019).

유기농업은 화학비료, 농약 등 합성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유기물, 미생물, 광물 등 천연 자원을 사용하기 때문

에 농가들은 양분 관리, 병해충 및 잡초 방제 등에 기술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20년 3월을 기준하여 유기농업자재

1,745종이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이 870종이다. 주로 유기질 비료와 부산물 비료로 농경지에 

투입되었을 때 토양 내 유기물이 증가되어 용적밀도 감소, 대공극률 증가 등 토양의 물리성을 좋게 한다 (Soane, 1990; 

Dexter, 2004).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유기자재 시용에 의한 작물 생산성은 관행농법 대비 75% 정도로 보고되어 있으

며 재배기간에 따라 최대 95% 수준까지 회복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eufert et al., 2012).

농경지 양분관리를 위해 다양한 유기자재가 사용되고 있으며 토양 내 물리성 (Lee et al., 2014) 및 화학성 개량 

(Diacono and Montemurro, 2010; Park and Seo, 2012) 그리고 미생물 활성 (Kang et al., 2019) 증진과 같은 시용 효

과 구명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현재 과원을 비롯한 농경지에 투입되는 대표적인 유기자재로는 우분, 돈분, 계분 등의 가축분퇴비, 깻묵, 아주까리

박 등의 유박류, 나무껍데기, 쌀겨 등의 부산물이 있으며 이러한 유기자재는 유기물 및 질소 함량이 비교적 많고 기타 

무기성분도 풍부해서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공급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Lee et al. (2019)는 사과 재배에서 안정

적인 과실 생산을 위한 양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화학비료 대신 유기자재나 피복작물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 하였다. 유기자재는 주로 토양 내 미생물에 의해 무기화되고 무기화된 양분들은 화학비료에서 공급되는 성분들과 

동일하게 식물에 흡수되어 작물 생육에 이용된다. 

대추는 한국임업진흥원이 발표한 단기 고소득 임산물 중 하나로 2019년 전국 대추 재배면적은 2015년 대비 28% 

가량 증가한 5,585 ha정도이다 (AGRIX, 2020). 예로부터 주로 한방 약재 또는 건대추로 소비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높은 당도와 아삭한 식감으로 신선한 과일 형태로의 생대추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대추과원에서는 양분 공급, 토양 물리성 개선과 부식의 함량 증가를 위해 가축분퇴비나 유기질 비료 등의 유기자재

를 화학비료와 병행하여 시용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친환경 유기재배 시 지속적으로 유기

자재만을 사용하였을 경우 토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시험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추 시설 재배 시 질소 밑거름 시비량을 유기자재로 전량 대체할 경우 토양 화학성 변동과 

대추 생육 특성 등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시험재료 및 처리 수준 시험에 사용된 대추나무 [Zizyphus jujuba var. inermis (Bunge) Rehder)]는 우리나라

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종인 ‘복조’ 품종 (9년생)으로, 시험 장소는 충청북도 보은군에 위치한 충청북도농업기술

원 대추연구소 소재 비가림하우스에서 수행하였다. 시험 처리 전 처리구별 토양 특성은 Table 2와 같으며 토양통은 

연곡통으로 조사되었다. 대추나무는 이랑간격 4 m, 주간거리 2 m로 식재되었으며 처리별 9주씩 시험하였다. 2017년 

3월 바크, 쌀겨, 가축분퇴비, 혼합유박과 화학비료 (NPK)의 5처리구를 두었으며 혼합 유박과 가축분 퇴비는 시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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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trients content of organic materials applied in this study.

Treatment
†

T-N P2O5 K2O

---------------------------------------------------------- % ----------------------------------------------------------

Bark 0.2 0.2 0.9

Compost 1.4 1.4 2.8

Oil cake 4.3 1.7 1.0

Rice bran 1.8 2.5 1.7

Table 2. 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il used in this study.

  

Treatment
†

pH

(1:5)

OM

(g kg
-1

)

EC

(dS m
-1

)

Av.P2O5

(mg kg
-1

)　

Ex. Cations (Cmol
+
 kg

-1
)

 Soil Series
K Ca Mg

B 4.4 25 2.93 322 1.44 2.6 1.4

Yeongog 

(YcB)

C 4.7 23 2.05 330 1.35 3.1 1.5

OC 5.1 25 0.98 337 1.39 3.1 1.7

RB 5.0 26 1.16 318 1.39 3.7 2.1

CF 5.0 26 1.16 318 1.39 3.7 2.1
†

B : bark, C : compost, OC : oil cake, RB : rice bran, CF : chemical fertilizer (NPK).

Table 3. N-P-K component of organic materials and chemical fertilizer applied in this study.

Treatment
†

2017 2018 2019

N P K N P K N P K

-------------------------------------------------------- kg 10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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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8.8 8.8 39.6 7.1 7.1 32.0 5.6 5.6 25.0 

C 9.3 9.3 18.7 6.5 6.5 13.0 6.0 6.0 12.0 

OC 8.8 3.5 2.0 7.8 3.1 1.8 8.3 3.3 1.9 

RB 7.6 10.6 7.2 8.1 11.3 7.7 8.6 11.9 8.1 

CF 8.8 8.9 3.6 6.3 8.1 1.8 8.3 8.6 1.8 
†

B : bark, C : compost, OC : oil cake, RB : rice bran, CF : chemical fertilizer (NPK).

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구입하였다. 혼합유박의 주성분 및 배합비율은 채종유박 5%, 아주까리유박 86%, 미강 9%

로 총질소 함량은 4.3%이며 처리된 유기자재 중 가장 높았다. 가축분 퇴비는 우분 50%, 이탄 20%, 버섯 폐배지 27%, 

제오라이트 3%로 총질소 함량은 1.4%였다. 쌀겨와 바크의 총질소 함량은 각 각 1.8%, 0.2%로 분석되었다 (Table 1). 

모든 처리구는 토양 검정 후 질소성분량 기준으로 매년 기비 처리하였으며 NPK 처리구의 경우 질소원은 요소, 인산

은 용성인비, 칼륨은 황산칼륨을 시용하였다. 3년간 처리구별 투입된 10a당 NPK의 함량은 Table 3과 같다. 

생육 및 과실 특성 조사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과학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 (RDA, 2012)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개화수 및 착과수는 주당 10개의 잎줄기를 선정하여 개화수는 6월 말과 7월 말에, 착과수는 8월 말에 묵은가지와 새가

지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착과수는 과실이 완두콩 정도 크기 이상이 된 것을 조사하였다. 8월 중순경 지제부로부터 두

번째 주지에서 묵은가지와 새가지로 나누어 중간 부위 10개의 잎줄기 길이를 조사하였으며 그 잎줄기 중간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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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의 길이와 너비를 측정하였다. 10월 초순 과실 수확 후 무작위로 처리구별 30개의 과실 특성을 조사하였다. 과실의 

크기는 버니어 캘리퍼스 (CD-15CPX, Mitutoyo, Kawasaki, Japan)를 이용하여 종경과 횡경을 측정하였고, 과중은 

전자저울 (XT 4200C, Precisa, Dietikon, Switzerlan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과실 당도는 휴대용 디지털당도계 

(PAL-1, ATAGO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였으며 경도는 경도계 (KM-5, Fujiwara, Tokyo, Japan)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토양 및 식물체 분석 시험 전, 후 토양 pH, 유기물함량, Av. P2O5, NO3-N, NH4-N 그리고 치환성 양이온 등은 

농촌진흥청 토양화학분석법에 준하여, pH는 초자전극법, 유효인산은 Lancaster법, 유기물함량은 Tyurin법, NO3-N

와 NH4-N는 Kjeldahl법, 양이온은 원자흡광광도계 (AA240, Agilent Tech., Australi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식물

체의 총 질소는 Kjeldahl법으로, 인산은 Vanadate법으로, 치환성 양이온 K, Ca, Mg는 1 N ammonium acetate로 침출

하여 원자흡광광도계 (AA240)로 분석하였다 (NIAST, 2000). 

통계 분석 모든 데이터는 SPSS 프로그램 (SPSS Inc., Chicago, IL, USA)을 활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MRT)로 검정하였으며 유의성은 95% (p < 0.05) 수준에서 판단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2017년 3월 유기자재 처리 후 2020년 3월까지 3년간 기비 살포 전 3월 초의 토양 화학성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전

반적으로 토양 pH가 높아졌으며 유기물, 인산, 양이온 함량이 상승하였다 (Fig. 1). 특히 토양 양분이 가장 많이 증가

한 2019년 3월 기준으로 유기물 함량은 바크, 퇴비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쌀겨, 화학비료 처리 시에는 상승효과가 미미

하였다. 연도별 화학적 특성의 변동은 지온, 관수 등 그 해 기상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작물체

의 양분 흡수량의 차이로 대추 생육 및 수확량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해마다 동량의 유기자재 또는 화

학비료를 시비한 것이 아니라 처리구별 질소 기준으로 부족한 양분을 보충해주는 진단 시비를 하였기 때문에 해마다 

토양 내 양분이 집적되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유기농업자재 처리구들의 NO3-N, EC가 NPK 처리구보

다 낮은 것은 유기자재를 시용했을 때 토양 내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NPK 처리구보다 느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Kim et al. (2019)는 수박 재배 시험에서 NO3-N와 EC는 유기자재 처리구에서 NPK 처리구보다 낮다고 하여 본 실험

의 결과를 뒷받침하였다. pH는 모든 처리구에서 시험 전보다 상승하였으나, 화학비료 처리구에 비해 유기자재의 상

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양이온인 치환성 K과 Ca, Mg 등에 의해 토양 pH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유기질비료와 

완효성비료는 토양에 투입된 당해연도에 모두 유효화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에 걸쳐 유효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시험에서도 바크와 퇴비 처리구의 경우 해마다 토양 내 투입되는 NPK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3). 

대추는 묵은가지와 새가지에서 착과가 이루어지는데, 생과용 대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주로 강전정을 통해 새가

지 착과를 유도하고 있다 (Kim et al., 2017). 2019년 유기자재 처리별 묵은가지와 새가지의 개화수와 착과수를 조사

하였다 (Fig. 2). 6월 말 묵은가지의 개화수는 NPK 처리구가 54.4개로 가장 많았으며 유기자재 처리구와 차이가 있었

으나 8월 말 착과수는 차이가 없었다. 7월 말 새가지 개화수는 유기자재 처리구와 NPK 처리구가 비슷하였으며 8월 

말 착과수 조사에서는 퇴비, 바크 처리구가 높은 착과율을 보여 NPK 처리구보다 착과수가 더 많았다. 묵은가지 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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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bark, C : compost, OC : oil cake, RB : rice bran, CF : chemical fertilizer(NPK)

Fig. 1. Changes of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by organic materials treatment.

(a) Flowering (b) Fruit setting

†
B : bark, C : compost, OC : oil cake, RB : rice bran, CF : chemical fertilizer(NPK)

Fig. 2. Flowering (a) and fruit setting (b) numbers of jujube.

시기에 NPK의 토양 내 분해 속도가 유기자재의 분해 속도에 비해 빠르므로 개화수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추는 낙화 및 낙과가 많이 이루어지는 과실로 수확기 전 최종 착과수가 중요하며 특히 생대추로 판매할 경우 새가지 

착과수가 상품수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유기자재 처리가 대추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2019년 8월 묵은가지와 새가지로 나누어 잎줄기 길이

와 엽장, 엽폭을 조사하였다 (Table 4). 엽장과 엽폭은 묵은가지와 새가지 모두 NPK 처리구가 유기자재 처리구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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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Growth characteristics of jujube by organic materials treatment in 2019.

Treatment
†

Old branch New branch

Fruit stem 

length
Leaf length Leaf width

Fruit stem 

length
Leaf length Leaf width

--------------------------------------------------------  cm  --------------------------------------------------------

B 26.8bc
‡

7.1b 3.9bc 33.6a 7.5bc 4.0bc

C 24.8c 7.0b 3.8c 35.4a 7.8ab 4.2abc

OC 29.4b 7.1b 4.2b 34.4a 7.7bc 4.2abc

RB 25.0c 6.8b 3.9bc 32.7a 7.2c 3.9c

CF 34.4a 8.0a 4.5a 33.2a 8.2a 4.4a
†

B : bark, C : compost, OC : oil cake, RB : rice bran, CF : chemical fertilizer (NPK).
‡

Mean separatio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0.05.

Table 5. Leaf mineral content of jujube tree by organic materials treatment in 2019.

Treatment
†

T-N P2O5 K2O CaO MgO

-------------------------------------------------------  %  -------------------------------------------------------

B 2.10ab
‡

0.37a 3.31a 2.30b 0.50a

C 2.12a 0.35a 3.15a 2.17bc 0.41cd

OC 2.15a 0.36a 2.36b 2.49a 0.47ab

RB 1.96c 0.32b 2.32b 2.21bc 0.43bc

CF 2.02bc 0.38a 3.05a 2.06c 0.38d
†

B : bark, C : compost, OC : oil cake, RB : rice bran, CF : chemical fertilizer (NPK).
‡

Mean separatio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0.05.

Table 6. Marketable yields and index of marketable yield by organic materials treatment in 2019.

Treatment
†

Yields (kg tree
-1

) Index of marketable 

yields (%)< 26mm 26mm ≤ 28mm ≤ 30mm ≤ unmarketable

B 3.86a
‡

2.20ab 1.22b 0.68a 1.85ab 124

C 3.04a 2.52a 1.91a 1.17a 2.74a 135

OC 2.46a 2.16ab 1.69ab 0.99a 1.69b 114

RB 2.46a 1.88ab 1.27ab 1.00a 1.53b 111

CF 2.22a 1.47b 1.15b 1.09a 1.44b 100
†

B : bark, C : compost, OC : oil cake, RB : rice bran, CF : chemical fertilizer (NPK).
‡

Mean separatio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0.05.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기자재 처리구의 묵은가지 엽장은 6.8 - 7.1 cm로 처리구간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묵은가

지의 엽폭은 유기자재 처리구 내에서 혼합유박 처리구가 가축분 퇴비 처리구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가지의 엽

장은 유기자재 처리구 중 가축분 퇴비가 쌀겨보다 커 차이가 있었으며 새가지의 엽폭은 유기자재 처리구별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묵은가지의 잎줄기 길이는 NPK 처리구가 34.4 cm로 다른 유기자재 처리구보다 

길었으며 새가지의 잎줄기 길이는 유기자재와 NPK 처리구간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묵은가지의 개화수에 

미친 영향과 마찬가지로 NPK의 토양 중 분해속도가 유기자재에 비해 빠르므로 새가지와 비교하여 이른 시기에 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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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 bark, C : compost, OC : oil cake, RB : rice bran, CF : chemical fertilizer (NPK).

Fig. 3. Yield of jujube by organic materials treatment.

Table 7. Fruit quality characteristics after jujube harvest in 2019.

Treatment
† Length

(mm)

Width

(mm)

Weight

(g/ea)

Hardness

(kg/∅5mm)

Soluble solids contents

(Brix%)

B 35.8b
‡

28.9a 13.8bcd 2.87bc 31.4a

C 34.6c 28.7a 13.3d 2.92b 31.9a

OC 35.8b 29.1a 14.1bc 2.77d 31.2a

RB 36.6ab 29.3a 14.4ab 2.88bc 29.6b

CF 37.3a 32.2a 14.9a 3.03a 31.6a
†

B : bark, C : compost, OC : oil cake, RB : rice bran, CF : chemical fertilizer (NPK).
‡

Mean separatio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0.05.

이 이루어지는 묵은가지의 경우 처리구간 잎줄기 길이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대추 착과량은 잎줄기 당 개화

수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잎줄기의 길이가 길수록 대추 수량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9년 8월 대추 잎의 무기성분 함량을 처리구별로 비교하였다 (Table 5). 총질소 함량은 혼합유박과 가축분퇴비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쌀겨 처리구가 가장 낮았다. 대추 생육 전 토양 검정 후 질소 성분량 기준으로 진단 시비

량을 처리하더라도 처리구별 질소비효율에 따라서 작물에 흡수된 질소량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칼륨은 

바크, 가축분 퇴비, NPK 처리와 혼합유박, 쌀겨 처리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바크와 가축분 퇴비의 칼륨 함량이 

높아 질소 기준 처리 시 투입된 양이 많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Table 3). 유효인산 함량은 쌀겨 처리구가 다른 처리

구와 비교하여 가장 낮았는데 쌀겨의 인산함량이 다른 유기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2.5% 정도로 토양 처리 시 

유효인산 함량이 가장 높아졌으나 지온 및 기온 그리고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다른 원소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불용성 

등 작물 내 인산 흡수에 미치는 다른 원인으로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알칼리성 및 산성 조건 하에서 인산

은 불용성 인삼염을 형성하기 때문에 작물이 쉽게 흡수할 수 없으며 토양 개량제 및 비료에 더 크게 의존한다고 알려

져 있는데 (Seufert et al., 2012) 쌀겨 처리구의 토양 pH가 5.5이하로 낮아 인산의 흡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질소와 인산 그리고 칼륨 외에 무기성분이 투입되지 않았던 NPK 처리구는 양이온인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이 유기자

재 처리구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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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대추 수확 후 총수량은 퇴비 처리구가 주당 11.2 kg으로 가장 많았으며 NPK 처리구는 주당 8.6 kg로 

가장 적었다 (Table 6). 퇴비 처리구의 새가지 착과수는 잎줄기당 5.9개, NPK 처리구는 잎줄기당 3.5개로 차이가 있

어 상품 수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과실의 횡경에 따른 상품수량을 살펴보았을 때 생대추로 상품 가치가 있는 

26 mm 이상 과실수량 역시 새가지 착과가 가장 많은 퇴비 처리구가 주당 5.5 kg으로 3.9 kg의 NPK 처리보다 많았다.

유기자재 처리에 따른 연도별 대추의 상품수량을 살펴보면 NPK 처리구를 제외한 유기자재 처리구의 경우 수량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3). 화학비료의 경우 토양 중 고정화가 처리 후 한 달 이내에 일어나는데 비

해 유기물질은 투입 후 서서히 분해되면서 작물에 흡수되므로 연도별 상품 수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Lee et 

al., 2012). 유기자재의 낮은 질소 성분량 때문에 토양 내 처리량이 많아 무기화율 속도가 낮은 것도 작물의 양분 흡수

량 및 수량 차이의 원인이 된 것으로 생각된다. 

과실 특성 조사 결과 NPK 처리구에서 종경, 경도, 과중이 더 컸으나 횡경과 당도는 쌀겨를 제외한 유기자재 처리구

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7). Choi et al. (2000) 역시 사과 재배 시험에서 화학비료의 시용을 줄이고 퇴비 시용

량을 증가시킬 경우 수량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과실의 품질에는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추 시설 재배 

시 밑거름을 전량 유기자재로 대체하였을 경우 대추과원의 유기물 함량 증가 등 토양 화학성 개선 및 대추의 상품수량 

증가 효과가 있으나 과실 품질에 있어서는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다. 

Conclusions

본 연구는 대추 시설 재배 시 질소 밑거름 시비량을 유기자재로 전량 대체할 경우 토양 화학성 변동과 대추 생육 특

성 및 과실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토양 검정에 따른 질소성분량 기준으로 유기자재를 기비 처

리하였을 때 토양 pH가 전반적으로 높아졌으며 유기물, 인산, 양이온 함량이 처리 전보다 상승하였다. 반면 NO3-N, 

EC는 NPK 처리구보다 낮았는데 이는 유기자재가 토양 내 분해되는 속도가 더 느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묵은

가지 개화수는 NPK 처리구가 가장 많았으나 착과수는 유기자재 처리구와 차이가 없었으며 새가지 개화수는 유기자

재 처리구와 NPK 처리구가 비슷하였고 착과 조사에서는 퇴비 처리구가 5.9개로 가장 많았으며 NPK 처리구는 3.5개

로 차이를 보였다. 대추 수확 후 총수량은 역시 퇴비 처리구가 가장 많았으며 NPK 처리구에서 가장 적었다. 과실 특성 

조사 결과 NPK 처리구에서 종경, 경도, 과중이 더 컸으나 횡경과 당도는 쌀겨를 제외한 유기자재 처리구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추 시설 재배 시 밑거름 전량을 유기자재로 처리하였을 때 토양의 pH가 

상승하고 유기물 등의 함량이 증가하며 화학비료 처리구 대비 수량 증수의 효과가 있음을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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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Table 1s. Soil chemical characteristics by organic materials treatment.

Treatment
† pH 

(1:5)　

OM

(g/kg)

EC

(dS/m)

Av.P2O5

(mg/kg)　

Exchangeable Cations 

(Cmol
+
/kg) 

NH4-N

(mg/kg)

NO3-N

(mg/kg)
K Ca Mg

B

Before 4.4 25 2.93 322 1.44 2.6 1.4 34.41 188.85

2018 5.2a
‡

32b 0.81b 446b 2.05ab 3.0a 1.7b 5.12a 28.99b

2019 6.2a 33a 0.36d 525b 2.12a 5.0a 2.2c 7.26a 15.07c

2020 6.6a 27a 0.23c 449b 1.78a 6.3a 2.6b 4.41b 14.34c

C

Before 4.7 23 2.05 330 1.35 3.1 1.5 8.38 119.88

2018 5.1a 34ab 0.81b 472a 2.20a 2.7b 1.6b 3.40b 39.13b

2019 5.1b 29b 1.15b 434c 2.18a 3.2b 1.6d 7.59a 32.52b

2020 5.6ab 23a 0.55c 493ab 2.36a 4.1b 2.1c 6.31ab 14.21c

OC

Before 5.1 25 0.98 337 1.39 3.1 1.7 4.16 47.39

2018 5.7a 29c 0.65b 446b 1.44c 4.1a 2.6a 1.68b 28.57b

2019 5.6a 34a 0.76c 443c 1.26b 5.3a 2.4b 6.64ab 31.00b

2020 6.3a 27a 0.26c 400b 1.30b 6.1a 2.8b 7.88a 15.24c

RB

Before 5.0 26 1.16 318 1.39 3.7 2.1 7.50 52.50

2018 5.6a 28c 0.60b 463a 1.89b 3.8a 2.8a 3.40b 23.82b

2019 5.6a 30b 0.79c 622a 2.23a 4.9a 3.3a 4.95b 41.27b

2020 5.4ab 27a 1.08b 597a 1.72a 5.1b 3.7a 3.66b 34.49b

CF

Before 4.8 30 2.90 302 2.19 4.0 2.0 13.33 134.17

2018 4.9ab 35a 2.57a 469a 2.47a 3.2a 1.9b 5.13a 138.46a

2019 4.8b 34a 2.89a 325c 2.23a 4.1a 2.1c 6.64ab 142.10a

2020 5.1b 30a 3.44a 406b 2.20a 6.3a 2.8b 6.93ab 196.04a
†

B : bark, C : compost, OC : oil cake, RB : rice bran, CF : chemical fertilizer (NPK).
‡

Mean separation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