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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usefullness of cocopeat as a soil medium in blueberry culti-

vation. Two-year-old northern highbush blueberry ‘Duke’ and southern highbush blueberry ‘Spring High’ were 

planted in soil medium mixed with peatmoss (soil:peatmoss (v/v), 1:1) or cocopeat (soil:cocopeat (v/v), 1:1) 

in open fields in 2019. Soil pH measured in 2020 and 2021 ranged from 4.2 to 5.0 in peatmoss and 5.2 to 5.8 

in cocopeat medium, indicating peatmoss has more suitable pH for blueberry growth. Two years soil analyses 

indicated that peatmoss medium tended to contain a higher available P2O5 content and lower exchangeable 

cations compared with those of cocopeat. In 2021, peatmoss medium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shoots per bush, by 16% for ‘Duke’ and 92% for ‘Spring High’ compared with the cocopeat. Bushes from 

peatmoss medium produced yield 1.9- to 2.7-fold higher for two years in ‘Duke’ and 1.4- to 1.8-fold higher in 

‘Spring High’ compared with respective yields from cocopeat. Fruit characteristics for two years were not 

consistently affected by different soil media, except that the acidity was slightly higher in peatmoss. The 

results suggested that since the better bush growth from peatmoss medium resulted mainly from lower soil 

pH, the use of cocopeat as a soil medium should be followed by pH adju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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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 and fruit characteristics of two blueberry cultivars as affected by different soil media.

Year Cultivar Soil medium
Yield

(kg/bush)

Fruit characteristic

Berry weight

(g)

Soluble solids

(°Brix)

Titratable acidity

(%)

Firmness

(N)

2020

Duke

Peatmoss 0.97 2.2 10.5 0.35 4.9

Cocopeat 0.36 2.4 9.8 0.33 3.4

** ns * ns ns

Spring 

high

Peatmoss 0.46 2.3 10.2 0.34 3.6

Cocopeat 0.34 2.3 10.0 0.34 3.1

* ns ns ns ns

2021

Duke

Peatmoss 4.0 2.2 11.1 0.58 3.1

Cocopeat 2.1 2.4 10.1 0.38 3.1

* ns ns * ns

Spring 

high

Peatmoss 5.2 3.3 11.2 0.48 3.8

Cocopeat 2.9 3.2 11.0 0.36 2.7

** ns ns ns *

NS,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or 0.01, respectively.

Ⓒ  The Korean Society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332 ∙ Korean Journal of Soil Science and Fertilizer Vol. 54, No. 3, 2021

Introduction

블루베리 소비 증가와 더불어 국내 블루베리 재배면적은 2010년 534 ha에서 2018년 3,700 ha로 꾸준히 증가해 왔다 

(KBA, 2019). 그러나 블루베리는 다른 과수에 비해 토양 적응성이 낮아 적정 토양 pH와 충분한 유기물 함량이 유지

되어야 건전한 수체생육을 할 수 있다 (Brown and Draper, 1980; Starast et al., 2002; Ancu et al., 2010). 토양 조건에 

따른 블루베리의 적응성은 품종마다 서로 다른데 레빗아이 계통의 품종 (Viccinium virgatum)들이 훨씬 적응성이 강

하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하이부쉬 품종 (V. corymbosum)들은 낮은 편이다 (Retamales and Hancock, 

2012). 하이부쉬 블루베리 재배에 적합한 토양 pH는 4 - 5이고 (Hall et al., 1964; Eck and Childers, 1989), 유기물은 

3%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Haynes and Swift, 1985; RDA, 2020), 국내 대부분의 작물 재배토양은 토양 pH 조건과 유

기물 함량이 블루베리를 재배하는데 적합하지 못한 실정이다 (Jung et al., 2001).

토양 pH가 높을 경우, 생육 전에 미리 유황분을 뿌려 pH를 낮출 수 있지만 (Spiers, 1982), 블루베리 과원의 pH를 

적정하게 맞추고 동시에 유기물을 공급하는 방법으로 피트모스를 상토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Xie and Wu, 

2009). 국내 대부분의 블루베리 재배농가들은 묘목 재식 전에 피트모스를 토양에 혼합하여 토양환경 조건을 맞추고 

있지만, 피트모스 가격이 비싼 편이어서 일부 농가에서는 대체 재료로 비교적 값이 싸고 부피가 작아 다루기가 편한 

코코피트를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피트모스와 코코피트의 화학적 특성은 생산국이나 제조사에 따라 차이가 나

지만 일반적으로 피트모스는 코코피트보다 pH 및 전기전도도 (electrical conductivity, EC)가 낮다 (Kim et al., 2010; 

Shin et al., 2012). Kim et al. (2010)은 1년간 용기 실험에서 피트모스를 토양과 50% 비율로 혼합한 상토가 피트모스 

100% 상토보다 수분과 양분의 보유력이 높아 블루베리의 생육이 양호하고, 코코피트 상토는 pH가 높게 유지되므로 

미량원소 흡수가 나빠져 생육이 좋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노지에서도 블루베리가 코코피트보다 피트모스 상토에서 생육이 좋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

만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제시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코코피트와 코코피트를 혼합한 상토의 토양화학성 변화와 북부 

하이부쉬 품종과 남부하이부쉬 품종의 생육 차이를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코코피트를 활용할 때 개선해야 할 사

항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Materials and Methods

시험 처리 및 시험수 관리 본 시험은 경남 진주시 소재한 물 빠짐이 좋은 사양토 노지 과원에서 2019년 봄부터 

2021년 7월까지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재배하는 대표적인 북부하이부쉬 ‘듀크’ (Vaccinium corymbosum L., cv. 

Duke) 와 남부하이부쉬 ‘스프링하이’ (cv. Spring high) 품종 2년생 묘목을 2019년 3월에 두 종류의 상토에 재식하였

다. 피트모스 30 L와 펄라이트 2 L (v/v)를 혼합한 피트모스 상토와, 코코피트 30 L와 펄라이트 2 L (v/v)를 혼합한 코

코피트 상토를 나무별로 토양에 공급하였다. 각각의 상토는 깊이 25 cm, 폭 60 cm의 원형 구덩이에 토양과 1:1 비율 

(v/v)로 섞은 후 두 품종의 시험주를 재식하였다. 묘목 재식 전 시험에 사용한 피트모스와 코코피트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피트모스는 코코피트에 비해 pH가 낮고 질산태질소 함량은 높으나 유효인산과 치환성양이온 함량은 

낮았다. 시험주는 열간거리 2.5 m, 주간거리 1.5 m로 처리별 1열로 10주씩 배치하고 나무 양쪽은 점적호스를 설치

하였다. 이랑은 높이를 20 cm로 하여 톱밥을 2 cm 두께로 덮은 후 시험 종료 때까지 별도의 유기물은 공급하지 않고 

잡초 방지용 부직포로 토양 표면을 피복하여 관리하였다. 양분은 자동양액공급기를 통하여 양액으로 공급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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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블루베리 재배용 양액을 약간 변형시켜 3월 상순부터 6월 하순까지 NO3-N 4.6, NH4-N 3.4, PO4-P 3.3, K 3, 

Ca 4.6, Mg 2.2 mmol L-1를 EC 1.5로 조절하여 7일 간격으로 8 L씩 나무별로 공급하였다. 착과는 재식 이듬해부터 시

작되었으며, 과다 착과를 방지하기 위해 관행에 따라 결과지당 화총이 8개 이상 되지 않도록 꽃봉오리를 솎아주었다. 

전정은 동계에만 실시하였으며, 생육기에 일주일 동안 강우량이 20 mm 이하이면 매일 주당 8 L 정도의 관수를 실시

하였다.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peatmoss and cocopeat used in the experiment.

Medium
pH

(1:5)

EC

(dS m-1)

OM

(g kg-1)

Nitrogen (mg kg-1) Avail. P2O5

(mg kg-1)

Ex. cation (cmolc kg-1)

NH4-N NO3-N T-N K Ca Mg Na

Peatmoss 4.1 0.0 58.5 99.2 1.7 100.9   2.7   0.2   3.1 2.1 0.5 

Cocopeat 5.7 0.6 70.7   1.7 6.4     8.1 24.4 18.5 10.6 8.0 5.3 

분석 및 조사 상토 혼합 토양의 화학적 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20년 2월 18일과 2021년 6월 21일에 처리

별로 5개소에서 나무의 근관 (crown)으로부터 20 cm 거리에서 토양 표면으로부터 20 cm 깊이까지 토양시료를 채취

하였다. 상토 재료 및 토양은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 (RDA, 2002)에 따라 분석하였다. 상토 종류가 수체 생장에 미치

는 영향은 처리별로 4주씩을 선정하여 2021년 7월 6일에 조사하였다. 지면에서 5 cm 상단에서 모든 주축지 직경을 측

정하고, 주당 10개의 신초를 대상으로 평균 신초장을 구하였으며, 나무의 총 신초수를 조사하였다. 또한 주당 신초의 

중간 부위 잎 10개로부터 엽장과 엽록소 (SPAD 값)를 측정하였다. 2020년과 2021년 6월에 2 - 3회로 나누어 과실을 

수확하여 주당 총 수량을 구하고 수확 최성기에 나무별로 50개의 과실에 대하여 특성을 조사하였다. 평균 과중을 구

한 후 과실경도는 물성측정기 (COMPAC-100, Sun scientific, Japan)로 측정을 하였고, 과실을 착즙하여 굴절당도계 

(PR-100, Atago, Japan)로 가용성 고형물을 측정하였다. 과즙 5 mL를 채취하여 0.05 N NaOH를 이용하여 pH 8.3까

지 중화적정 후 소요된 NaOH 양을 계산하여 산함량을 구하였다.

피트모스와 코코피트 상토 간의 토양화학성 변화 및 품종별 수체 생육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험성적은 R 통계프로

그램 (i386 4.1.0)을 이용하여 T-test를 수행하였다.

Results

시험주를 재식한 후 2년째인 2020년 2월과 3년째인 2021년 6월에 채취한 상토의 화학성은 Table 2와 같다. pH는 

연차간 변이는 뚜렷하지 않았고, 2년간 피트모스 상토는 4.2 - 5.0, 코코피트는 5.2 - 5.8의 범위로 두 품종에서 피트모

스가 코코피트보다 0.6 - 1.2가 낮았다. 유기물 함량은 2년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2021년에는 피트모스가 코코

피트 상토보다 듀크와 스프링하이에서 각각 38%와 110% 높았다. 총 질소 함량는 피트모스 상토에서 높은 경향이었

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유효인산은 2021년 스프링하이 품종을 제외하고 피트모스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치

환성양이온 칼륨은 코코피트에서 오히려 높게 나타나 2년간 듀크에서 72 - 79%, 스프링하이에서는 29 - 161%가 높

았다. 치환성양이온 칼슘과 마그네슘 함량은 코코피트 상토에서 뚜렷하게 높은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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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 in chemical properties of different soil media after planting blueberries in 2019.

Sampling 

date
Cultivar Soil medium

pH

(1:5)

OM

(g kg-1)

EC

(dS m-1)

T-N

(%)

Avail. P2O5

(mg kg-1)

Ex. cation (cmolc kg-1)

K Ca Mg

Feb. 18, 

2020

Duke

Peatmoss 4.2 117 0.33 0.35 525 0.29 8.29 2.75

Cocopeat 5.4 124 0.25 0.30 328 0.50 14.88 3.78

* ns ns ns * ** ** *

Spring 

high

Peatmoss 4.9 63 0.23 0.22 407 0.28 6.69 1.87

Cocopeat 5.8 66 0.21 0.19 376 0.73 8.54 2.82

* ns ns ns * ** ** *

June 21, 

2021

Duke

Peatmoss 4.9 62 0.42 0.12 626 0.24 7.43 1.93

Cocopeat 5.2 45 0.55 0.14 567 0.43 8.66 2.58

* ns ns ns ** ** * *

Spring 

high

Peatmoss 5.0 61 0.33 0.19 607 0.24 6.06 1.32

Cocopeat 5.6 29 0.27 0.10 620 0.31 6.40 1.54

ns ns ns ns ns * ns *

NS,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or 0.01, respectively.

수체의 영양생장은 북부하이부쉬 듀크와 남부하이부쉬 스프링하이 두 품종 모두 코코피트보다 피트모스 혼합 상

토에 재배했을 때 양호하였다 (Table 3). 코코피트에 비해 피트모스에서 주축지 직경이 굵은 경향이었으나 유의적인 

수준은 아니었다. 엽장도 피트모스에서 큰 경향이었지만 유의성은 듀크에서만 나타났다. 평균 신초장, 엽록소에서도 

상토 종류에 따른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다. 수체 생장의 가장 큰 차이는 신초수에서 나타났는데, 코코피트보다 피

트모스에서 듀크와 스프링하이가 각각 16%, 92% 많았다.

Table 3. Bush growth of two blueberry cultivars on July 6, 2021 as affected by different soil media.

Cultivar Soil medium
Cane diameter

(mm)

Shoot length

(cm)
No. of shoots

Leaf length

(cm)

Chlorophyll

(SPAD value)

Duke

Peatmoss 18.3 19.0 540.3 6.2 50.0

Cocopeat 16.7 17.8 466.5 5.9 50.7

ns ns * * ns

Spring high

Peatmoss 18.8 27.7 719.5 5.9 54.3

Cocopeat 16.7 27.8 374.0 5.5 56.4

ns ns ** ns ns

NS,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or 0.01, respectively.

수량은 2020년에 비해 수령이 4년생으로 높아진 2021년에 모든 처리구에서 4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2년간 두 품종 

모두 피트모스 상토에서 월등히 많았다 (Table 4). 코코피트보다 피트모스 상토에서 듀크는 2020년에 2.7배, 2021년

에는 1.9배 많았고, 스프링하이는 각각 1.4배, 1.8배였다. 2년 동안 과실 산도는 피트모스에서 높은 경향이었으나, 크

기, 당도, 경도 등의 특성은 상토 종류에 따라 일관되거나 유의적인 차이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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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Yield and fruit characteristics of two blueberry cultivars as affected by different soil media.

Year Cultivar Soil medium
Yield

(kg/bush)

Fruit characteristic

Berry weight

(g)

Soluble solids

(°Brix)

Titratable acidity

(%)

Firmness

(N)

2020

Duke

Peatmoss 0.97 2.2 10.5 0.35 4.9

Cocopeat 0.36 2.4   9.8 0.33 3.4

** ns * ns ns

Spring 

high

Peatmoss 0.46 2.3 10.2 0.34 3.6

Cocopeat 0.34 2.3 10.0 0.34 3.1

* ns ns ns ns

2021

Duke

Peatmoss 4.0 2.2 11.1 0.58 3.1

Cocopeat 2.1 2.4 10.1 0.38 3.1

* ns ns * ns

Spring 

high

Peatmoss 5.2 3.3 11.2 0.48 3.8

Cocopeat 2.9 3.2 11.0 0.36 2.7

** ns ns ns *

NS,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or 0.01, respectively.

Discussion

Table 1에서 피트모스는 코코피트에 비해 총 질소 함량이 현저히 높고 유효인산과 치환성양이온은 큰 차이로 낮았

지만, 토양에서 1 - 2년 경과 후에는 차이가 없거나 감소하였다 (Table 2). 이는 토양에서 이들 유기물이 분해되어 식물

체에 흡수되었거나 물에 의해 용탈된 점도 있겠지만, 양액을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토양에 양분이 잔류된 원인이 클 것

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하이부쉬 블루베리는 질산태질소보다 암모니아태질소를 잘 흡수하는데, pH 4 - 5 토양에서 암모니아

태질소가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Claussen and Lenz, 1999). 그러므로 이러한 pH에 근접한 피트모스 상토에서 

질소 흡수량이 많아 수체의 영양생장이 양호하였을 것 (Townsend, 1967)으로 생각된다. Table 2에 나타난 토양분석 

결과는 재식 2년 및 3년차이므로 뚜렷한 차이가 없지만 피트모스에 함유된 상당량의 질소 성분은 이미 식물체에 흡수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코코피트 상토는 치환성양이온 함량은 높았지만 pH 5.2 - 5.8 범위에 있어 암모니아태질

소 질소 흡수가 불리하여 영양생장이 약화되고 수체의 착과 능력 감소와 함께 수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

단된다. 만약 코코피트에 pH 조절을 위한 별도의 처리를 하였다면 수체 생장이 피트모스 상토와 비슷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또한 블루베리는 재배 토양의 적정 유기물함량은 3% 이상이 요구된다고 알려져 있다 (Haynes and Swift, 1985; 

Korcak, 1988; Westwood, 1993). 재식 2년차 때는 코코피트 상토에서 유기물 함량이 높았으나 3년차 때는 피트모스

에서 높은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장기적으로 피트모스가 유기물 함량 유지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블루베리

는 근모가 없어 수분 및 양분스트레스에 민감하므로 (Eck et al., 1990), 충분한 유기물을 공급하여 보수력과 보비력을 

높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Spiers, 1986; Starast et al., 2002; Grajkowski et al., 2007; Xie and Wu, 2009; Ancu et al., 

2010). 이런 측면에서 코코피트는 토양에 혼합되었을 때 유기물 함량이 빨리 감소하므로 블루베리 생육에 불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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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코코피트 상토에서 장기적으로 재배할 때는 피트모스보다 유기물 보충이 더 필요할 것

이다. 한편 작물의 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토양의 통기성 및 보수력 등에 대해서는 상토 종류별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Conclusions

본 연구결과는 코코피트보다 피트모스에서 블루베리 생육이 좋은 이유 중 토양의 pH가 큰 원인임을 확인시켜 주었

다. 코코피트의 경우 가격이 싸고 다루기가 편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단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안정생산에 불리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블루베리 상토로 피트모스가 유리하지만 코코피트를 사용할 경우 적정 pH 조절을 위한 조치가 따

라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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