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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예⋅특용작물 기술정보”는 작목별로 월별 실천기술을 

핵심내용 중심으로 요약 작성하였으며, 농촌진흥청 국립

원예특작과학원 홈페이지(http://www.nihhs.go.kr/)→기관소개 

→간행물 코너에서 한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괄호속의 영농활용에 마우스를 대었을 때 손모양이 

나오는 것을 클릭하면 관련된 세부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연구 성과도 함께 소개하오니 농업기술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상담소에서는 농업인의 교육 및 

현장기술 지도, 상담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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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원예·특용작물 기술정보(제8호)

  < 채 소 >
 ❍ 딸기는 저온기 세력약화를 예방하고, 친환경 병해충 방제에 힘씀.

❍ 고추․피망․착색단고추는 건묘 육성과 탄저병, 진딧물류 등 병해충 방제에 힘씀.

❍ 토마토는 건전한 모를 기르고, 친환경 병해충 방제를 함.

  ❍ 참외는 발효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온도, 수분, 광환경 관리 등에 힘씀.

❍ 수박은 생력형 덩굴유인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을 투입 함.

❍ 오이는 육묘․재배과정에서 온도ž습도ž비배관리와 병해충 방제에 힘씀.

  ❍ 가지는 영양 장해 증상에 대해 알아봄.

  ❍ 배추․무․녹색꽃양배추는 육묘 및 신종 병해충에 대하여 알아봄.

  ❍ 마늘․양파는 웃거름주기와 병해충 방제에 힘씀.

❍ 어린잎ž쌈채소는 수경재배와 병해충 방제에 대하여 알아봄.

 < 과 수 >
 ❍ 사과는 정지전정을 통한 밀식재배 및 일반재배 수형구성 요령을 알아봄.

 ❍ 배나무 정지전정 시 유의사항과 결과지 정리 및 월동병해충 방제에 유의함.

❍ 포도나무의 정지전정시 단초전정, 장초전정, 하향유인전정, 간벌방법을 익힘.

❍ 복숭아나무 전정시기, 요령, 수형구성법, 주의할 점 및 기계유유제를 살포함.

❍ 단감나무 정지전정 시 주지, 부주지, 측지, 결과모지 전정과 성목원 수고낮추기 요령을 익힘.

❍ 감귤나무 정지전정 시기 및 방법, 과경지 관리 및 병해충 전염원을 제거함.

 < 화 훼 >
❍ 국화는 스프레이국화의 모본관리, 삽수채취 및 저장, 삽목 및 육묘방법을 익힘.

❍ 장미는 번식방법, 토양재배 및 암면재배 요령을 알아봄.

❍ 공기정화식물의 원리, 오염물질 및 음이온발생 효과, 실내공간별 알맞은 식물을 소개함.

 < 특용작물 >
❍ 인삼의 생리·환경적 특성과 오미자의 번식방법, 구기자, 작약, 마의 성분별

효능 및 생리생태, 재배환경 등에 대하여 알아봄.

❍ 느타리버섯의 재료준비, 폐면 수분조절 및 야외발효요령, 배지입상,

살균과 후발효 등에 대하여 알아봄.

< 가격정보 및 연구성과 >
❍ 주요 작물 가격동향(1.20일 기준) 및 2012년 연구 성과는 “배 꼬마배나무이 

월동성충 산란 알의 부화시기 및 방제효과”등 5건을 수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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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채  소

1. 딸 기 

 온도관리

 ❍ 야간 온도가 5℃ 이상 유지하도록 가온 또는 보온 함. 

<딸기 촉성재배 시 생육 단계별 온도관리 기준>

구  분
개화기 과실비대기 수확기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촉성재배 23~25 5~8 20~23 5~7 20~23 > 5

반촉성재배 25~28 5~8 23~25 > 5 20~23 > 5

 액아 제거 및 잎 관리

 ¡ 초장은 15~25㎝, 잎 개장 폭 40㎝ 전후 관리, 액아는 철저히 제거

 ❍ 잎 수 확보는 광합성 양을 많게 하여 작물의 생육을 촉진.

❍ 보온 개시 이후부터 이른 봄에 신엽이 커질 때까지는 이병 잎, 

황화된 잎 등을 제외하고 잎을 따지 않도록 함.

  - 잎이 지나치게 무성하면 과실에 햇빛이 부족하여 착색이 불량하

게 되므로 과실에 햇빛이 들도록 적당히 잎을 따줌.

 저온기 세력약화(주 피로) 대책

 ❍ 세력 저하를 막으려면 착과 부담 덜어주고 꾸준한 영양공급

 ❍ 꽃따기(적화) 및 열매솎기(적과) 작업

  - 적과보다는 적화, 적뢰, 적화경(꽃줄기) 제거가 효과적임

  - 화방당 적화 수준 : 정화방은 7화, 2화방은 5화, 3화방 이후 3화

   * 고설식 수경재배 : 대왕, 매향 4∼5, 싼타, 옥매, 설향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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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향은 전조처리보다 꽃솎음에 의한 세력 조절이 더 효과적.

 ❍ 전조 처리 : 연속조명(야간 3시간/일)이나 간헐조명(10분/시간).

 친환경 농자재 이용 딸기 주요 병해 방제(영농활용 : 2008,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잿빛곰팡이병은 최초 개화시에 살포하고, 7일 이내에 연속 살포.

 ❍ 최초 개화 후 14일이 지나면 약제 방제 효과가 떨어짐.

 ❍ 흰가루병의 최적약제 살포 시기는 피복 후 초기방제가 중요함.

  - 착과기 이후에는 약제살포 지양, 발병 시 유황훈증 처리

 딸기에서 천적 이용 해충 종합방제(영농활용 : 2012, 국립농업과학원)

 ❍ 점박이응애, 진딧물, 총채벌레에 대한 천적 이용 매뉴얼 활용

 ❍ 담배거세미나방 등 나방 방제는 미생물 농약 사용을 추천.

 ❍ 점박이응애는 칠레이리응애를 10하(1차), 11중(2차), 1하(3차), 2월 

상순(4차)에 1통/660㎡(3마리/㎡) 투입.

 ❍ 목화진딧물은 12월초 콜레마니진디벌 1통/660㎡(0.75마리/㎡) 방사

 ❍ 총채벌레는 12월초 애꽃노린재 1통/660㎡(0.75마리/㎡) 방사

 ❍ 담배거세미나방은 미생물 농약(팔콘, 런너, 토박이, 솔빛채)을 살포.

 ❍ 천적 효과가 없어 피해가 염려되면 천적에 영향이 적은 약제 살포. 

  - 점박이응애약 : 아롱이, 영일플루페녹수론, 카스케이드 중 택 1

  - 진딧물약 : 세티스

2. 고추(피망, 착색단고추)

 반촉성 꽈리고추 육묘 관리 및 정식

❍ 원예․특용작물 기술정보 제7호(2014.1.1.) 4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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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지 고추 육묘관리

❍ 반촉성재배 : 온상 설치(1월), 파종(1월중ž하순), 정식(4월 상ž중순)

❍ 일반재배 : 파종(2상~2하), 정식(5월 상ž중순)

 ❍ 육묘기간 : 반촉성재배 80~90일, 노지 일반재배 70~80일

❍ 파종량 : 10a당 1dl(약 6,000립)

❍ 30～32℃ 물에 하루 담갔다가 싹 틔운 후(28～30℃에서 1～2일간) 파종.

❍ 잘록병, 탄저병, 바이러스, 가루이류, 총채벌레 등 집중 방제

 고추 제1절위 3분지 모 기르기(영농활용 : 2008,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제1절위 3분지 모 기르는 요령

  - 2월 상순에 파종하여 본 잎 3매 발생 되었을 때(3상) 수용성 인산 

1000배액 살포, 인산 살포 1주일 후 황산마그네슘 800배액 1차 살포

  - 황산마그네슘 살포 후에는 육묘용 하우스내 심야에 온도가 5~8℃로 

떨어지면, 서서히 가온하여 온도를 올려 주고, 3일 정도 반복처리

(2℃ 이하 저온피해 발생)

  - 1차 황산마그네슘 살포 후 1주일 뒤 똑같은 방법으로 2차 황산

마그네슘 살포 및 야간 저온처리를 함.  

  - 이렇게 인산, 마그네슘 및 저온처리를 하면 3분지 모 발생

  - 발생된 3분지 모를 5월 상순에 재식거리 100×40㎝로 노지 정식

 ❍ 제1절위 3분지 모 재배 증수 효과(조생종인 왕대박 2분지 대비)

  - 수달래, 건초왕 3분지는 35%, 천하통일 3분지는 41% 증수

  - 왕대박 2분지 대비 천하통일 3분지에서 소득 51% 증가

 시설고추 무경운 유기재배 효과(영농활용 : 2010,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경운을 하지 않고 기존 이랑에 유기질 비료를 두둑 표면에 뿌려

주고 정식하여 양분관리와 병해충방제 등을 하면서 고추 재배

 ❍ 작업단계 단축(23단계→19단계), 노동력 절감, 경영비 14%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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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시판 품종의 역병저항성 평가(영농활용 : 201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2종의 역병 균주에 저항성인 품종은 ‘금고추’ 등 14품종 선발

  - 금고추, 무한질주, 파워스피드, PR 815 건, PR 국가대표, PR 대촌, 

PR 만장일치, PR 사대천왕, PR 신나라, PR 어울림, PR 역발산, PR 

장원급제, PR 희망찬, PR-청탑.

  - 접목재배시에는 ‘탄탄대목’을 이용하면 효과적임.

 인공광 이용 접목활착 시 고추 접목묘의 적정 광질조건(영농활용 : 201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적색과 청색 혼합 LED나 형광등, 광량이 높을수록 광합성과 생육 촉진

 ❍ 광량 조건 100∼200μmol m-2 s-1(식물체 상단부 조사)

 ❍ 광량이 높으면 생육 및 활착은 양호하나 현실적으로 환경관리의 

어려움이 있어 50μmol m-2 s-1 내외로 광량을 조절해도 효과가 있음.

 풋고추 시설재배 시 역병·풋마름병 저항성 대목을 이용한 접목

재배기술(영농활용 : 2009,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역병, 풋마름병에 복합저항성인 대목(원광3호)을 이용하면, 역병은 

시판하는 대목과 유사하고 풋마름병은 시판대목보다 강한 저항성을 

보였음.

 ❍ 접수의 품종특성과 수량은 실생, 시판 대목 품종과 차이 없었음. 

 고추 접목 적정부위 및 높이와 대목과 접수의 절단각도(영농활용 : 2006, 경상북도농업기술원)

 ❍ 고추 접목부위는 대목의 본엽 1매 편엽합접이 접목활착률과 수량이 

높고, 접목높이가 5cm 이상인 경우 역병이 발병하지 않았음.

 ❍ 대목 본엽이 4~6매 전개시 대목은 자엽과 제1본엽 사이, 접수는 

자엽과 제1본엽 사이(전개엽수 4~6매)나 지제부와 자엽 사이(전개

엽수 4매)가 양호하였음(온도 25~30℃, 상대습도 80% 이상).

 ❍ 접목각도가 30°일 때 활착률이 가장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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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망에 발생한 잠두위조바이러스(BBWV2)의 병징 특성 및 진단

기술 개발(영농활용 : 2013, 국립농업과학원)

 ❍ 피망 과실에 피해를 주는 잠두위조바이러스2(BBWV2) 발생 확인.

 ❍ 복숭아혹진딧물, 목화진딧물에 의해 비영속적으로 전염되며, 착색

단고추에 감염된 잎에는 병징 미약하나, 과실에는 괴저 반문이나 

괴저 줄무늬 증상이 나타남.

 착색단고추의 사탕무황화바이러스(BWYV) 예방(영농활용 : 2013, 국립농업과학원)

 ❍ 착색단고추에서 사탕무황화바이러스(BWYV) 발생리 국내 처음 확인

되었으며, 진딧물에 의하여 영속적으로 전염됨.

<BWYV type Ⅰ(잎맥 투명)> <type II(잎맥 대,황화,위축)> <잎맥 퇴록 및 쭈그러짐> <과일의 모자이크>

<BWYV에 감염된 착색단고추 잎의 전형적인 병징 특성(2 types)>

 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 현장진단 PMMoV-RIGS 이용(영농활용 : 201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PMMoV)는 고추와 착색단고추 과실에 심한 

괴저증상 발생, 즙액(접촉) 및 종자전염.

 ❍ 농업현장에서 즉시 진단이 가능한 RIGS 키트 이용으로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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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충제 저항성 목화진딧물 발생 시 방제약제(영농활용 : 2013,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고추 진딧물 방제는 대부분의 농가에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의 

살충제를 사용하는데, 목화진딧물(여름형)은 높은 저항성을 보임.

 ❍ 살충제에 저항성을 보이는 목화진딧물 발생 시 사용약제

제형 일반명(상표명)

유제
알파사이퍼메트린(바이엘알파스린, 영일알파스린, 명쾌탄, 파워셀, 화스탁), 클로르피리포스+알
파사이퍼메트린(강타자, 진굴탄), 비펜트린(타스타, 스머프), 베타사이플루트린(최고봉), 에스펜
발러레이트(적시타), 에스펜발러레이트․페니트로티온(신파마치온), 람다사이할로트린(주렁, 첨병) 

수화제
비펜트린ž이미다클로프리드(천하무적), 람다사이할로스린(주렁), 람다사이
할로트린ž이미다클로프리드(모히칸), 다이아지논ž에토펜프록스(뚝심), 카보
설판ž이미다클로프리드(새강자)

입상수용제람다사이할로트린ž티아메톡삼(스토네트)
분산성액제비펜트린ž이미다클로프리드(기분존)

 고추 유묘 탄저병 원인 병원균과 특성(영농활용 : 2009,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고추 유묘의 신초가 말라죽고, 잎에 수침상의 점무늬증상 원인은 

고추탄저병균인 Collectotrichum acutatum이니 초기방제가 중요함.

 ❍ 고추열매뿐만 아니라 유묘와 잎에도 강한 병원성을 나타내었음.

 반촉성재배, 천적 이용 해충방제 모델(영농활용 : 2012, 국립농업과학원)

 ❍ 진딧물 : 진디벌 뱅커플랜트 2∼3포트/660㎡, 콜레마니진디벌 4.6마리/㎡ 방사

 ❍ 총채벌레 : 미끌애꽃노린재 3.0마리/㎡ 방사

 ❍ 가루이와 잎응애 : 지중해이리응애 76.0마리/㎡, 칠레이리응애 6.1마리/㎡

 ❍ 담배나방 : 쌀좀알벌 151.5마리/㎡, BT제 6회 살포

 칠레이리응애에 대한 저독성 약제 및 안전방사 시기(영농활용 : 2010, 국립농업과학원)

 ❍ 칠레이리응애가 접종된 상태에서 기타 해충에 대하여 약제 방제

할 때는 보정 살충률이 30% 이하인 약제를 사용하여 방제

  - 체스(진딧물류), 주움, 붐(응애류), 세티스, 애니충, 런너, 프레오, 

앨버드, 팔콘, 토박이(나방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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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이리응애에 대한 저독성 약제 선발 및 안전방사 시기(영농활용 : 2010, 국립농업과학원)

 ❍ 천적 이용 착색단고추를 재배할 때, 이미 사막이리응애가 접종된 

상태에서 기타 해충에 대하여 약제 방제를 할 때는 보정 살충률이 

30% 이하인 약제를 사용하여 방제

  - 모스피란, 체스(진딧물류), 모스피란, 라이몬(총채벌레류) 

  - 주움, 붐, 가네마이트, 카스케이드, 영일플루페녹수론, 아롱이(응애류)

  - 암메이트, 파밤탄, 매치, 세티스, 애니충, 라이몬, 런너(나방류) 등

 ❍ 약제처리후 사막이리응애 안정방사 시기(영농활용 참조)

 지중해이리응애에 대한 착색단고추 등록약제의 독성 및 안전

방사시기 설정(영농활용 : 2009, 국립농업과학원)

 ❍ 지중해이리응애에 보정 살충률 30% 이하인 약제(영농활용 참조)

 ❍ 약제처리 후 지중해이리응애의 안전방사시기(영농활용 참조)

 착색단고추 싸리수염진딧물 피해 증상(영농활용 : 2009,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열매는 백색~황색 반점, 어린잎은 뒤틀리며, 생육부진, 성숙된 잎은 

작은 구멍과 반점 산재, 접종 7일후부터 열매 피해증상 보임

열매 황색반점 피해 잎 뒤틀림, 황변 싸리수염진딧물

열매 황색반점 피해 잎 천공, 황변 신엽에서 뒤틀림
<싸리수염진딧물에 의한 착색단고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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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bamovirus에 대한 고추 
저항성 간이 검정.
바이러스 접종 후 25℃ 조
건에서 4일 처리 후 나타
난 국부병반 반응

 시설재배 피망에서 꽃노랑총채벌레 요방제수준(영농활용 : 2008, 국립농업과학원)

 ❍ 피망 수확시의 피해과율 5% 수준에서 요방제수준 : 수확 2주전에 

끈끈이트랩에서 4.8마리/트랩/1주일, 꽃에서 7.2마리/8꽃 수준

 시설고추 흰가루병 저농약방제법(영농활용 : 2008,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발병 전 인산가리 0.5%액, 발병직후부터 농약과 인산가리 10일 간격 교호 살포

 엑스텐(EXTN-1)과 BTH 동시처리에 의한 고추 생육 촉진 및 

병해 방제(영농활용 : 2009, 국립농업과학원)

 ❍ 엑스텐은 Bacillus vallismortis EXTN-1 균을 함유한 미생물제, 

작물의 면역기능을 활성화 시켜 다양한 식물병을 억제시킴.

 ❍ 엑스텐수화제 1000배액＋BTH 0.1mL에 고추종자 2~3시간 침지 파종

 ❍ 이식하기 전 엑스텐과 BTH를 충분히 관주 처리 후 포장에 이식.

 고추 접목묘에서 토바모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접수 

고사 원인 구명(영농활용 : 201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고추에는 고추약한모틀바이러스(PMMoV) 등 토바

모바이러스(Tobamovirus)는 3종 발생.

 ❍ 종자, 토양전염이 되며, 접촉전염으로 확산됨.

 ❍ 토바모바이러스의 병원성을 달리하는 감수성 

대목에 감염되었을 때, 접수 부위가 고사.

TMV 감염 고추 PMMoV 감염 고추 TMGMV 감염 고추
<고추에 발생하는 토바모바이러스 3종의 일반적 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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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접목묘에서 tobamovirus pathotype p1.2에 저항성 접수 ‘롱그린 맛’ 품종의 선단부위 
괴사와 감수성 접수 ‘마니따’ 품종의 모틀 증상(좌). 저항성 품종인 접수의 줄기 조직 괴사
(우). P1.2는 고추 접목묘 시스템에서 감수성을 나타내는 탄탄대목의 자엽에 접종하였음.

3. 토마토

 토마토 세균점무늬병(가칭) 발생 및 진단(영농활용 : 2010, 국립농업과학원)

 ❍ 세균병, 원인세균은 Xanthomonas perforans로 동정됨.(2009).

 ❍ 토마토 세균점무늬병 증상

  - 초기에는 잎에 작은 수침상의 점 발현, 병반이 확장되면서 주위가 

노랗게 탈색, 뒷면은 수침상, 병반이 서로 결합하여 짙은 갈색의 

불규칙한 병반 형성, 병반 결합에 따라 어린잎은 노랗게 변하며, 

잎이 쉽게 탈락되고, 심하면 유묘가 죽게 됨.

 ❍ 병든 토마토 유묘의 이동 금지, 전국적인 병 확산을 억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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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온실 내 해충 개체군 발생 예찰

 ❍ 온실가루이, 아메리카잎굴파리는 유충시기 잎 뒷면이나 엽육을 식해

하므로 잎 온도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 사용(영농활용 : 2013, 고려대학교).

 ❍ 시설토마토에서 담배가루이 공간 분포 특성과 표본조사법 개발

(영농활용 : 2013,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약충 발생밀도 조사는 구역(150㎡) 나누고, 구역당 3주, 주당 중

하위 잎 기부로부터 4번째 엽의 뒷면을 조사

  - 황색끈끈이트랩 이용 성충 예찰은 9구역, 구획당 1지점씩 트랩을 

토마토 상부 10㎝ 높이에 수직 설치나 지상 70㎝에 수평 설치

 ❍ 온실가루이는 토마토에서 황색끈끈이트랩을 지상 약 1.5m 높이에 

9.1m 간격 이상으로 15일간 설치, 유인된 성충 밀도를 이용하여 

효율적인 발생 밀도 예측(영농활용 : 200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녹색라벨스티커 이용 토마토녹응애 예찰(영농활용 : 2013, 충청남도농업기술원)

- 녹색라벨지의 한쪽을 손으로 쥐고 다른 한쪽을 식물체의 줄
기나 잎에 묻힘.

  ž 녹색라벨지의 끈적한 부분 묻히기(강한 힘 주지 않음)
- 라벨지를 OH필름 거친 부분에 손으로 눌러 준 부분 붙임.
- 실내로 옮겨와 30배 이상의 현미경으로 붙힌 부위가 아래로 

가도록 뒤집어 관찰.
- 현미경은 투과현미경을 이용, 측광을 줌.  

 

b

c d e

a 암컷 성충, b 잎 위의 약성충, c 과실 피해, d 잎 피해, e 줄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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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울토마토 왕담배나방 피해>

 친환경유기농자재 등 활용 담배가루이 종합관리(영농활용 : 2012,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피리프록시펜 판상줄제를 정식초기부터 처리, 재배초기 농약관리, 

재배 중․후기 친환경유기농자재 살포로 담배가루이 종합관리

  - 담배가루이 친환경 방제 자재(2종) 효과 우수 : 뉴바이오다킬, 응애뚝 

  - 피리프록시펜 판상줄제 이용하면 담배가루이 밀도 억제 효과 우수

 방울토마토에서 왕담배나방의 생물적 방제(영농활용 : 2013,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 무농약 방울토마토 과실을 가해하는  

나방류는 대부분이 왕담배나방.

 ❍ 무농약재배 포장에서 왕담배나방 유충이 

과실에 구멍 뚫고 침입, 일반 토마토는 

과실이 커서 유충이 과실 속에서 대부분 가해

 ❍ 반촉성 혹은 억제재배로 무농약 방울토마토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왕담배나방 성페로몬 트랩을 2개/330㎡ 설치 예찰, 성충이 1마리라도 

유인되면 15일 후(알의 부화일 감안)에 유충 및 피해 과실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 한 후 곤충병원성 선충을 살포함.

 ❍ 왕담배나방 유충 5마리나 피해과실수 5개 이하일 때 곤충병원성 선충 

60,606마리/㎡(2천만마리/1팩/330㎡)를 7∼14일 간격 2∼3회 방사.

 ❍ 곤충병원성 선충은 하루 중 해질녘에 살포하면 방제효과가 높음.

  - 스폰지형과 분말형 2가지, 물에 희석하여 살포, 노즐 내 필터는 

제거, 노즐 간격은 느슨하게 하여 살포하는 것이 효과적,

  - 6중∼10하순까지 계속 발생하면 유충 밀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동일

한 농도로 7일 간격 2회 이상 추가살포. 

  - 억제재배 작형(9상순 이후 정식) 초기에 문제가 되면 5월에 살포한 

곤충병원성 선충 농도, 살포횟수, 살포간격과 동일하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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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 광 이용, 폐쇄형 육묘시스템에서의 고추 및 토마토 접목묘 생산

(영농활용 : 201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폐쇄형 육묘시스템에서 접목활착 종료 후 육묘

  - 접수와 대목 육묘기간 4주일, 주야간 온도 25/18℃, 광14h/암10h 

  - 접목활착 종료 후 접목묘 육묘기간 : 토마토 1주일, 고추 2∼3주일

  - 양액종류 및 공급농도 : 육묘용 한방양액(코씰), EC 1.4 dS m-1

  - 관수 및 양액공급 : 저면관수, 주 2회 관수, 1회 양액 공급

 ❍ 인공광 이용, 폐쇄형 육묘시스템에서의 접목 활착

  - 활착기간 6일, 온도 조건 27℃ 항온, 광주기: 광12h/암12h

  - 상대습도 조절 : 고추 85% 이상, 토마토 75% 이상

<관행의 활착환경 관리> <폐쇄형 육묘시스템 내 활착환경 관리>

접수파종 접수파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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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 외

 재배 작형별 작업시기

작  형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성출하기

촉성재배 10하~11하 12상~1상 3상~5하 3중~5중

반촉성재배 1상~2상 1하~3상 5상~6중 5중~6중

억제재배 8하~9하 9하~10하 1하~3중 2하~3상

 참외 탑과채 품질 기준(탑과채 참외재배 매뉴얼 10~18쪽 참조)

생산시기
과실 품질

안전성
크기 당도 과형비(과고/과경) 과피색

연중생산 270~330g 13°Bx 이상 1.1~1.3 칼라차트 
4 이상

농약잔류허
용기준이하

 당도 향상 기술

 ❍ 참외 과실의 당도 향상을 위해서는 품종 선택이 중요

  - ‘금싸리기은천참외’ 이후 육성된 ‘오복꿀참외’는 과경이 짧고, 

골이 깊으면서 고당도 품종으로 품질 상향 평준화를 이룸.

  - 수확시기 및 과실의 당 축적을 고려하여 품종 선택

 ❍ 재배목적에 알맞은 대목 품종 선택 : 덩굴쪼김병 저항성, 내한성 

및 내서성 향상, 흡비력 향상 및 수확량 증대에 우수한 대촉

  - 신토좌 : 흡비력 강하고 수분흡수가 많아져 당도가 낮아지는 경향

  - 홍토좌 : 흡비력 약함, 고당도 참외 생산이 가능하나 정식 초기 

잘록병 발생, 고온기 위조증상 등 발생 우려

 ❍ 저온기에 토양수분이 급변하면 발효과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

  - 점적호스를 이용하여 전 생육기간에 소량 다회 관수가 효과적

  - 과실비대후기~수확기는 소량관수 해야 과실 당도 향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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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 환경 관리

  - 하우스 외피복재는 광 투과성이 좋고, 다년간 사용할 수 있는 폴리

올레핀(Polyolefin, PO필름)계를 사용하는 것이 좋음.

  - 겨울철 햇빛 받는 시간이 180시간/월 되어야 정상 생육 가능

  - 광합성은 일출 후 급격히 증가하다가 13시경 최대가 되고, 보온

부직포를 덮은 후에는 급격히 감소.

  - 광합성이 가장 활발한 온도 25~30℃, 야간에는 저온피해를 받지 

않을 정도로 온도를 낮추어 보온

<참외 생육기별 온도관리>

구  분 시  기 주간온도(℃)
최저온도(℃)

야간기온 지온

정식기 정식 10일전~정식 밀폐 밀폐 밀폐

활착기 정식에서 15일간 28~33 16 26

덩굴신장기 정식 후 15~30일 23~28 12 23

과실비대기 정식 후 31~50일 25~30 15 20

과실착색기 정식 후 51~수확 23~26 12 17

  - 대기 중 CO2 농도 350ppm, CO2 공급은 600~800ppm 범위 

  - CO2 발생기 및 탄산솔, 녹비작물 재투입 등을 이용하여 공급

  - 비 오는 날은 맑은 날에 비해 증산이 1/20로 감소, 공중습도 높은 

날도 기공폐쇄로 증산이 억제됨(발효과 발생 증가).

  - 증산작용을 촉진시키려면 기온은 높게, 습도는 낮게 관리

 ❍ 질소질 시비량 조절 : 생육기 중 필요할 때마다 소량씩 관주

  - 광합성으로 생성된 당 성분은 과실에 당분으로 축적, 질소 과다 

시 단백질, 엽록소 등 식물체 구조물 구성, 에너지 생성에 소모.

  - 과실 내부에 소량의 단백질이라도 축적되면 품질은 극히 불량해짐.

  - 질소질 과다 시용은 덩굴만 키우고, 상품성 저하, 당 축적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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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맞은 과일 크기 만들기(탑과채 참외재배 매뉴얼 19~22쪽 참조)

 ❍ 참외는 수분을 선호하는 작물로 1기작 재배 물 필요량 200톤/10a

 ❍ 과실 비대 초ž중기에 꾸준히 많은 물을 공급하고, 착색기에는 수분

공급에 신중을 기해야 함(점적관수).

 ❍ 밑거름보다는 웃거름 위주, 액비형태로 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초세에 맞추어 착과수 조절(참외 품종보다는 대목 품종에 결정)

 ❍ 생육시기에 따라서 목표 과실수를 결정하는 기존 개념에서 전 

생육기 중 초세에 따른 착과수 조절로 전환됨.

 ❍ 첫 착과시기인 2월 중순 전에는 저온으로 초세가 약하므로 포기당 

2~3개, 3월에는 3~4개, 4월에는 4~5개 정도를 목표로 함.

 ❍ 일반적으로 아들덩굴 6~10마디에서 나오는 손자덩굴에 착과하되, 

착과절위와 착과수를 고려해야 함.

 ❍ 초세가 강하면 착과가 안 되거나 기형과 발생, 착과량 많으면 적과

 알맞은 과형 만들기(탑과채 참외재배 매뉴얼 23~25쪽 참조)

 ❍ 아들덩굴에서 발생하는 암꽃과 기형화는 조기에 제거

 ❍ 기형화가 아닌 손자덩굴 암꽃에 착과해야 매끈한 과형의 참외 생산 

 ❍ 저온기에는 착과제(지베렐린, 도마도톤, 품메트, 그로스) 처리

  - 저온기는 고농도로, 고온기는 저농도로 처리하되 중복살포 금지

  - 풀메트를 사용하면 과실 수확소요일수가 늘어나고, 과장이 길어짐

 ❍ 고온기가 되면 벌 수분이나 자연수분으로 착과

 ❍ 저온기나 일교차가 심한 날은 측면환기를 최소화하고 천정 환기

 알맞은 과색 만들기(탑과채 참외재배 매뉴얼 26~28쪽 참조)

 ❍ 일반적으로 수확적기는 과실 골의 색깔이 흰색이 될 때임.

 ❍ 바이러스 매개 해충 방제에 주의.

 ❍ 주야간 적온관리, 품종별 성숙일수에 맞춰 제대로 착색된 과실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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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온기에 착과시킨 참외는 질소 과다 등으로 과실 골에 녹색 줄

무늬 발생이 많음(발효과 가능성 많고, 품질이 극히 저하됨)

 ❍ 과실 비대기 및 착색기에 약제 살포 주의(과실 표면에 얼룩 발생)

  - 너무 진한 농도, 혼용이 금지된 농약, 구리성분 함유 약제 지양

 병해충 방제

 ❍ 참외 병해충 발생 시기

시  기 발생 병해충 비  고

11월

상

육묘기
(과습방지)

담배가루이 월동 정식 전 토양소독
중 포장 내 뿌리혹선충 육묘온실 소독

하
잘록병(참외 발아) 선충밀도 검정 후 살선충제 처리
노균병(참외 떡잎)

12월

상

정식기
(과습방지)

검은별무늬병
건조하게 육묘

덩굴마름병(접목묘)

중
세균병(접목묘) 건조하게 육묘, 초기 방제
아메리카잎굴파리(접목묘) 참외 떡잎에 발생

하 흰가루병, 진딧물(접목묘) 육묘장 소독 불량 시 발생

1월
상 덩굴마름병 초기 줄기에 발생, 잎, 과실에도 발생
중 뿌리혹 형성 (선충 많은 토양)
하 덩굴쪼김병 정식 전 토양처리

2월
상

덩굴신장기
뿌리혹 형성 선충밀도 높은 토양

중 검은별무늬병(줄기, 순→과실) 필수 방제, 무방제 시 수량 저하
하

3월
상

착과기
담배가루이

다습환경, 장마기 발생, 초기방제 필수
세균병
역병 토양관주, 장마기 발생

비대기 잘록병 본포: 토양관주(정식 전 토양소독)
중

1차 
수확기

노균병 2회 이상 살포
하 탄저병 잦은 강우 시 발생

4월
상 흔기루병 2회 이상 살포
중

2차 
수확기

목화진딧물 필수 방제
하

5월

상 선충 피해 고사 선충밀도 높은 포장

중 연장재배 
시작

노균병 심함 발병 초 억제 필수
점박이응애 필수 방제
총채벌레류 과실 골에 갈색점 형성
온실가루이 참외에 별 피해 없음

하 작은각시들명나방

6월 담배가루이, 흰가루병, 노균병, 목화진딧물, 점박이응애, 총채벌레류, 온실
가루이, 나방류, 뿌리혹선충 피해 계속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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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해충별 증상, 발생조건, 방제법(탑과채 참외재배 매뉴얼 29~55쪽 참조)

 ❍ 최근 문제되는 병해충으로는 담배가루이, 흰가루병, 노균병, 검은

별무늬병, 덩굴마름병, 목화진딧물, 점박이응애, 뿌리혹선충 등

 ❍ 고랑 관수를 자재하고, 건조하게 재배(온ž습도 조절, 환기)

 ❍ 병 발생 초기 정확한 동정, 자주 발생하는 병해충 발생형태 숙지

 ❍ 병해충 발생시기보다 먼저 약제를 살포하여 예방

 ❍ 성주지역 방제시기는 덩굴마름병 2중, 노균병 3하, 흰가루병 4중, 세균성병은 5상순임.

 ❍ 반드시 참외 병해충 방제에 등록된 약제를 적량 사용

 ❍ 유묘기나 환기가 불량하고 다습할 때 약해 발생 주의

 ❍ 비가 와서 다습하고 환기가 불량할 때는 여러 약제 혼용 자제

 생리장해 원인과 대책(탑과채 참외재배 매뉴얼 56~63쪽 참조)

 ❍ 이상 발효과, 열과, 변형과,배꼽과, 녹색줄무늬과, 깨알증상 등

5. 수 박

 수박 생육 특성 

 ❍ 적온 : 생육 25~30℃(최저 10℃), 발근 20~25℃, 개화ž수정 20℃

  - 개화~성숙 적산온도는 800~1,000℃

 ❍ 토양 : 적정 산도 pH 5.5~6.0, 토심이 깊은 사질양토

  - 심토파쇄기로 심토층에 형성된 경반층을 파괴(1회/3~4년)

 ❍ 이어짓기를 싫어하는 성질이 강하여 돌려짓기가 필요함.

 육묘 관리

 ❍ 반촉성재배에서 35일 육묘하면 45일 육묘보다 뿌리활착 빠르고, 소득 증가, 

32공 플러그 육묘가 결주 적고, 증수(영농활용 : 2005, 전라북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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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온, 일조 부족 시 냉해, 모 생장 불량 및 활착 지연, 환기 부족

으로 웃자라기 쉬우며, 병해충은 예방 위주로 방제.

 정식 및 재식거리

 ❍ 재식거리 : 35~45㎝×250~300㎝

 ❍ 중부지역 1기작 시설수박 중형과 재배를 위한 2줄기 재식거리는 

250×35㎝가 알맞음(영농활용 : 2013,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2기작 수박 재식거리에 따른 과중 분포(영농활용 : 2012,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5kg 미만은 45㎝에서 29.3%로 높고, 6kg 이상은 55㎝에서 62.2%

로 높으며, 착과위치는 3번과에서 6.5kg으로 큼

 ❍ 시설수박 무경운 2기작은 1기작 수확 10일 이전 정식(영농활용 : 2004,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정식 전ž후 관리

 ❍ 정식 전후 보온관리 철저

 ❍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및 심경로터리작업

 ❍ 숯 시용하면 pH 높이고, 유기물 함량 증진, 인산 흡수 조장, 염기치환 용량 

제고, 과번무 방지, 착과율 향상, 상품률 증대(영농활용, 2004,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1회 100㎏/10a, 연속시용은 품질 향상되나 생육 억제되니 소량 시용.

 ❍ 바이오세라믹 90kg/10a 처리 시 수량, 당도 향상(영농활용 : 2012,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중부지방 평야지 시설수박 조기 무가온 터널재배는 1하 파종 후 

접목, 3상 정식, 이중 하우스 내 4월 30일까지 터널 설치․보온, 3

줄기 유인재배(영농활용 : 2004,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시설수박 봄 조기재배 시 토양 물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심토파쇄 

후에 표면로터리로 경운하면 EC농도, 가비중, 경도 낮아지고, 토

양공극률 향상되어 물리성 개선됨(영농활용 : 2012,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정식 전 이랑다지기를 2회 실시하면 관행대비 저온피해율 4.1% 

감소, 착과율 3.8% 향상(영농활용 : 2013, 전라북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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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수박 재배 시 혼합유박이나 혼합유기질비료의 적정시용량은 

토양검정 후 질소시비량의 30~50%를 밑거름 사용, 나머지 시비량은 

화학비료를 이용하여 2~3회 관비(영농활용 : 2011,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줄기 유인 및 적심

 ❍ 시설수박 봄 조기재배 시 기존의 3아들덩굴 방법에서 2아들덩굴

+1손자덩굴(아들덩굴의 10~11마디에 유인) 방법으로 개선하면 측

지 제거 노동력 17% 절약(영농활용 : 2013,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당도를 높이는데 착과절위 이후 측엽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수박 시설재배에서 착과 후 10~15일에 착과절 뒤 15절에서 절단

하면 품질 향상, 흰가루병 발생이 적어지고, 관행대비 적심소요 

노동력 41.5~53.5% 절감효과.(영농활용 : 2008,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착과절 20마디 이후 적심하면, 상품과율 높고, 소득 4% 높았음(영

농활용 : 2008,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꽃가루는 18~24마디 수꽃을 오전에 채취, 저온 암상태로 실리카

를 이용하여 저장(영농활용, 2008,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시설수박 재배시 착과 후 20일 오전 10시 전후 착과마디 20마디 

위를 적심하면 상품수량과 소득 증대(영농활용 : 2010, 충북농업기술원).

 덩굴유인방법 : 2줄기 유인, 3줄기 유인

 ❍ 3줄기 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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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식거리 : 250~300㎝×42㎝(40~45㎝)

  - 착과절위(20~24마디)까지는 곁가지 제거(어미줄기, 아들줄기)

  - 착과절위 이후는 곁가지를 제거하지 않음.

 ❍ 2줄기 유인

  - 재식거리 : 250~300㎝×35㎝

  - 곁가지는 어미줄기만 착과절위까지 제거

  - 곁가지 제거노력 77% 경감

  - 관행기술보다 18% 증수

 착과 전후 관리

 ❍ 착과 마디 위치 : 3번째 암꽃(어미줄기 20~24마디, 적심재배 시는 

아들줄기 15~16마디)

 ❍ 저온기 수박재배 시 야간에 착과부위를 전열선으로 가열하여 온도를 

높여주면 과중 및 당도 증가(영농활용 : 2013,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전열선은 초기 구입비용 저렴, 설치 및 사용 후 보관이 간편함.

  - 야간에 착과부위를 18℃ 정도로 유지해주면 착과율과 과중이 

높아짐(영농활용 : 2012,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착과 15일전에 칼슘ž붕소 혼합제나 제1인산칼리를 엽면시비

  - 칼슘ž붕소 혼합제 1,000배액(20g/물 20L)

  - 제1인산칼리 : 세력 정상(20g/물 20L), 약간 강(30g), 아주 강(40g) 

 ❍ 착과 1주일 전 고토 2.2kg/10a을 토양관주

 ❍ 착과율 70% 시점부터 질산태질소＋칼리 7일 간격으로 3회 토양관주

 ❍ 고토비료 1,000배액(20g/물 20L)을 활착 직후와 착과 10일전부터 

10일 간격으로 엽면시비

 ❍ 착과 25일후 고토＋제1인산칼리 500배액(각 40g/물 20L)을 엽면시비

 ❍ 착과 후 25일경부터 0.3%칼슘과 구연산을 5일 간격으로 3회 엽면

시비하면 당도와 과중 증가(영농활용 : 2011, 전라북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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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확 전 2회(15일전, 7일전) 칼슘제 엽면시비

 ❍ 중부지방 시설수박 무가온 억제재배 시는 착과 후에 터널을 설치

하고, 축열물주머니로 보온함(영농활용 : 2003,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시설재배 시 바닷물 30배 처리하면 당도, 환원당, 라이코펜함량 

증가로 품질 우수, 증수(영농활용 : 2013,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탑 과채 수박 품질 기준

생산시기
과실 품질

안전성
크기 당도 과형비(과고/과경) 과피색

4~5월 5.0~7.0㎏
12°Bx 이상 1.0~1.3 품종 고유의 

색깔이 선명한 것
농약잔류허용
기준 이하6~8월 7.5~9.5㎏

 당도 향상 기술(탑과채 수박재배 매뉴얼 10~12쪽 참조)

 ❍ 건전한 잎을 충분히 확보, 광합성 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잎과 

잎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유인

 ❍ 엽록소 구성성분인 마그네슘(Mg, 고토 MgO)을 충분히 공급

 ❍ 마그네슘은 수박의 당분 합성을 조절하는 효소 등의 보조인자

이므로 마그네슘 시비는 당도 증진을 위하여 필수적임.

고토 공급
Ÿ 수정 7일전
Ÿ 웃거름과 웃거름 사이

Ÿ 질소 ; 세포분열, 비대촉진
Ÿ 칼리 : 생리활성, 이동저장
Ÿ 고토 : 세포분열, 엽고방지

뿌리발달
(깊이갈이)

착과 착과
후 1주

착과
후 2주

웃거름
질소(아미노산)/칼리

<비대 및 당도향상을 위한 마그네슘(고토) 공급시기>

 ❍ 칼륨(K, 칼리 K2O)은 설탕(슈크로스)이 이동할 수 있도록 삼투압 

조절 및 이동속도를 빠르게 조절하는 역할, 착과 후 성숙기에 들어갈 

무렵 관주하면 질소질 흡수를 억제 효과로 당도 향상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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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박의 당 중에는 과당(프록도스)이 가장 단맛을 냄.

  - 박이나 안동오이 대목 : 포도당(글루코스)와 과당이 많음.

  - 호박 대목 : 설탕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함.

 ❍ 수박재배 토양에 질소성분이 너무 많으면 당도 향상이 어려우므로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시비 추천량만 줌.

  - 질소는 설탕을 만드는 효소 활성과 수박 향기를 감소 

 ❍ 유기물이나 비대와 관련된 웃거름은 착과 20일 이내 마쳐야 함.

  - 웃거름을 많이 주어 과실 많이 키우면 과실이 무르고 당도 저하

 생산 시기별 알맞은 크기 만들기(탑과채 수박재배 매뉴얼 13~16쪽 참조)

 ❍ 과실 비대 생리

  - 암꽃은 씨방이 크고, 꽃자루가 긴 것이 착과율 높고 과실 생육 양호 

  - 과실의 양적생장기(개화 전 씨방발육기~개화 후 15~20일)는 과실 

크기가 비대하는 시기이므로 관수량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

  - 과실 성숙기(개화 후 15~20일~수확기)는 품질이 결정되는 시기이므로 

광합성 작용을 잘 할 수 있도록 함.

  - 최종 과실의 크기 결정은 세포수와 세포 크기에 의하여 결정됨

  - 수박의 세포 비대는 300배~350,000배, 과실 길이는 수정 5일경, 둘레는 

12일경 결정, 이 때 비효가 나타날 수 있도록 웃거름 주기

  - 과실이 비대하기 위해서는 60매/1과 정도의 건전한 잎 수 확보

  - 어린잎이 완전 전개된 잎을 가리지 않도록 유인.

<수박의 시비계획>

착 과 10일 20 30    40 50(수확)

웃거름 기관(비대) 수분 공급 단수(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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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과 직후 비료주기 및 온도관리

  - 수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2~3일 간격으로 충분히 관수

  - 세포분열 및 세포 신장에 관련된 비료는 질소질, 착과직전부터 

질소와 칼리를 공급해 주는 것이 수박을 비대 시키는데 중요.

  - 웃거름 주기(2~4회) : 착과 직후에 요소(유안)와 염화칼리를 혼용

하여 주고, 수박이 주먹크기 정도 되었을 때 2차로 웃거름

  - 착과기에 18.3℃ 이상에서 잎에 있던 양분이 과실로 이동

  - 온도가 10℃ 이하로 떨어지면 과실이 작고, 공동과가 발생됨.

전분 ※ 온도관리 : 22시까지 보온 철저

광합성 당분 합성 전류 과 실

저온장해

전류장해 꼭지함몰 박수박 공동과

<전류 장해에 의한 공동과 발생>

 ❍ 동화산물의 이동

  - 엽록소에서 당분이 만들어지면 50%는 대사작용에서 소모되고, 나머지 

양분들은 설탕으로 변환하여 세포와 세포를 통하여 반세포를 거쳐 

체관에 도달하여 과실로 이동함.

  - 대부분 설탕 형태로 이동, 당분은 세포막을 투과하여 액포 내에 

축적되거나 세포간극을 통하여 액포 내에 축적함.

  - 수확기가 되면서 액포막이 터져 당분이 세포 공극 내에 분포

 알맞은 과형 만들기

 ❍ 과형이 호박처럼 펑퍼짐하거나(과형비 1.0 미만) 오이처럼 지나치게 

길면(과형비 1.3이상) 수박의 상품성이 저하됨.

 ❍ 석회, 밑거름, 완숙퇴비 등을 균형시비하고, 깊이갈이하여 높은 이랑을 

만들어 뿌리 발달을 도모(수분을 좋아하나 과습에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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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실한 암꽃이 나오도록 개화 7~10일 전부터 알맞은 토양수분, 온도 유지 

 ❍ 저온하 착과와 낮은 절위(1번, 2번 암꽃) 착과를 피함.

 ❍ 수분 시 암술머리에 꽃가루가 골고루 묻도록 하며, 과실초기(수정 

후 5~12일경)에 비효가 나타날 수 있도록 웃거름을 주어 발육 촉진

 품종 고유 과피색 발현 기술

 ❍ 과실 지름이 10~15㎝ 정도 자랐을 때 바로 세워주고, 과실 밑에

는 짚이나 수박 받침대를 설치

 ❍ 수확 1주일 전 과실을 옆으로 눕혀서 햇빛 닿지 않는 부분 착색

  - 과실이 커지면 땅에 닿는 부분이 편평해지거나 착색되지 않을 염려

가 있으므로 비대중기 이후에 옆으로 돌려주어 과형을 바로잡고, 

수확 1주일 전쯤에 과실을 돌려주어 고르게 착색되게 함.

 병해충 방제(탑과채 수박재배 매뉴얼 19~36쪽 참조)

 ❍ 병해의 병징, 발생환경, 관리방법

 ❍ 해충의 형태, 생태적 특징, 피해증상, 관리방법

 수박에 대한 멜론괴저반점바이러스 진단키트(MNSV-W-RIGS) 이용

(영농활용 : 201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수박과 멜론의 잎과 과일에 괴저반점 발생, 멜론괴저반점바이러

스(MNSV)는 종자전염, 토양전염(영농활용 : 2006, 원예연구소)

MNSV-W에 감염된 수박의 과실에 발생한 
괴저증상

MNSV-M에 감염된 멜론의 잎과 
줄기 괴저 및 위조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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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현장에서 간편하게 2분내 진단 가능한 진단키트(RIGS) 개발

 ❍ 진단키트 희석한도 : MNSV-W-RIGS 잎 32배, 과실 64배. MNSV-M-RIGS 32배.

 ❍ 농업인이나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농업기술원으로 요청

 ❍ 진단 요령(영농활용 참조)

 수박 흰가루병 방제

 ❍ 흰가루병은 광선투과가 나쁠 때, 질소비료를 과용하여 잎과 덩굴이 

웃자랐을 때, 일교차가 큰 경우에 많이 발생함.

 ❍ 경제적 피해허용수준은 병반면적률로 수박 7.0%, 멜론 13.3%, 경제적 

방제수준은 수박 5.6%, 멜론 10.6% 임.(영농활용 : 2011,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난황유를 이용한 친환경 방제 체계(영농활용 : 2012,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발병 전 난황유 0.3%액, 발병 후 0.5%액을 7일 간격 경엽 살포

 박과류에서 작은뿌리파리 유충과 성충에 의한 시들음병(Fusarium 

oxysporum)의 전반과 피해(영농활용 : 2009,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수박모종의 작은뿌리파리 피해률은 12~82%, 병해도 동시 발생

 ❍ 작은뿌리파리는 뿌리를 직접 가해, 시들음병 등 토양병도 전반함

 주요 생리장해 방제기술(탑과채 수박재배 매뉴얼 37~53쪽 참조)

 ❍ 순멎이 현상, 급성시듦증, 잎마름병(엽고증), 칼슘(석회) 결핍증, 

마그네슘(고토) 결핍증, 피수박(육질악변과), 공동과, 황대과, 열과

 시듦 증상 발생 및 대책

 ❍ 저온기 수박재배 시 환경관리와 대목 선택(영농활용 : 201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충분한 토양관리, 천·측창 환기, 적정온도(기온, 지온) 유지

  - 발생상습지는 호박계통, 지온 확보가 쉬운 곳은 참박계통 대목 사용

 ❍ 다조메(밧사미드)로 토양소독할 때는 정식 3개월 전 처리(영농활용 
: 2005, 원예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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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이

 박과작물 및 대목에 대한 검은별무늬병 저항성 정도(영농활용 : 201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흑종 호박에 접목한 오이 모의 대목 줄기 부위가 쪼개지고, 말라죽

는 것은 검은별무늬병(Cladosporium cucumerinum)의 유묘기 병징임.

 ❍ RS동장군 등 6종은 저항성 강한 대목, 호박품종은 대부분 감수성

 ❍ 저항성 대목ž품종 선택, 감수성 대목 재배 시 중점방제

 오이, 호박 시듦 원인 구명 및 시듦병 진단(영농활용 : 2008, 경기도농업기술원)

 ❍ 오이, 호박 시듦 증상의 주요 원인 병원균은 Fusarium solani이며, 

Fusarium 저항성 대목에서도 피해 발생(2007 국내 최초 보고)

 ❍ 병원균의 생육 최적온도는 30℃, 35℃ 이상에서는 생육 불가 

 ❍ 고온기에 다발생, 토양소독, 하절기에는 작기 조정과 석회 시용

<시듦병이 발병한 오이나 호박의 특성>
구 분 사진 자료 특    성

지상부

(잎, 줄기)

⚪지상부 잎이 황화되고, 점차 시들기 시작하며, 병이 

진전되면 지상부가 완전히 말라 죽음.

⚪오이나 호박의 지상부 줄기를 잡아당기면 지상부위

가 쉽게 뽑혀 올라와 덩굴쪼김병과의 차이를 보임. 

지하부

(뿌리)

⚪초기에는 지제부 부위부터 마름증상을 보이며, 점차 뿌리 

전체로 확대됨

⚪후기에는 뿌리 전체가 완전히 물러 없어짐.

⚪접목한 대목에서도 병원균이 퍼져 흰색의 균사가 관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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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가 지

 작형

작형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촉성재배 6상~6하 8하~9상 10상~익년 6하

반촉성재배 10상~10하 1상~1하 4상~6하

 시설가지 재배 시 뿌리혹선충 요방제밀도(영농활용 : 2010, 경상북도농업기술원)

 ❍ 정식 전에 뿌리혹선충 유충 10마리/토양 100㎤ 이상은 반드시 선충방제

 가지의 영양 장해 증상 판별

 ❍ 질소 결핍 증상은 주로 아래 잎에서 발생, 건전 잎에 비해 작고, 
황화, 심하면 낙엽. 과잉 증상은 엽육에 황화 반점이 잎 전체로 

진행되어 심하게 뒤쪽으로 말림(영농활용 : 2006,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인산 결핍 증상은 주로 아래 잎에서 발생, 자주색 반점, 엽육이 부분 갈

변, 선단부는 정상주보다 왜소, 과잉 증상은 수침상 적갈색, 심하면 괴사.

 ❍ 칼륨 결핍증상은 아래 잎부터 발생, 잎에 반점형태의 황화현상, 심하면 

아래 잎 전체 괴사, 과잉증상은 잎 가장자리가 파도 모양의 굴곡이 지거나 

잎 표면이 울퉁불퉁해짐, 잎 가장자리가 갈색을 띠거나 잎 끝이 뾰족해

지면서 약간 뒷면으로 젖혀지는 증상(영농활용 : 2009,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칼슘 결핍증상은 새로 나온 잎에서 발생, 초기에는 옅은 반점형태

의 황화현상, 심하면 식물체 위쪽 잎 괴사, 칼슘 과잉증상은 줄기 

윗부분 총생, 정상 잎에 비해 길쭉하면서 비정상이거나 발육이 덜

된 기형 잎 발생, 열매의 칼슘 결핍증상은 길이 생장은 하지 않

고, 과경이 비대하여 뭉툭해짐(영농활용 : 2009, 전라북도농업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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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그네슘 결핍증상은 잎맥을 따라 옅은 황화현상 발생, 심하면 

잎 전체가 황화 되어 낙엽, 과잉증상은 잎 가장자리가 심하게 변색

되거나 잎이 찢어진 것처럼 갈라짐, 열매의 결핍증상은 길이 생장이 

안 되어 작거나 과경이 비대하여 뭉툭해지고, 과잉증상은 열매 

끝부분이 뭉툭하거나 울퉁불퉁해짐(영농활용 : 2008, 전라북도농업기술원).

질소(N) 결핍 잎 증상
(상; 결핍잎, 하; 정상잎)

질소(N) 과잉 잎 증상
(상; 과잉잎, 하; 정상잎)

인
산
결
핍
잎
정
상
잎
인
산 
과
잉 
잎

인산 결핍주의 
상단부 

정상주의 
상단부

칼륨(K) 결핍증상(잎) 칼륨(K) 과잉증상(잎)
K 농도 정상

(열매)
K 농도 결핍

(열매)
K 농도 과잉

(열매)

칼슘(Ca) 결핍증상(잎) 칼슘(Ca) 과잉증상(잎)
정상

(열매)
칼슘(Ca) 결핍

(열매)
칼슘(Ca) 과잉

(열매)

마그네슘(Mg) 결핍(잎) 마그네슘(Mg) 과잉(잎)
정상 

(열매)
마그네슘 결핍

(열매)
마그네슘 과잉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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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배 추

 봄배추 육묘

 ❍ 추대가 늦은 만추대성 품종 선택, 낮은 온도가 되지 않도록 관리

 ❍ 정식 1주일 전부터 요소 0.1%액 2~3일 간격으로 뿌려 생육 촉진

 ❍ 가장자리 모가 약간 시들어 보일 때 충분한 양의 물을 주도록 함.

 ❍ 모 기를 때 낮 온도가 25℃ 이상 되지 않도록 환경 관리

 ❍ 육묘상의 온도를 최저 13℃ 이상으로 관리하여 추대 예방

 얼갈이배추 작은뾰족민달팽이 경제적 피해 허용수준(영농활용 : 2009, 경기도농업기술원)

 ❍ 봄 재배 시 2마리/16주(1㎡), 가을재배 시 1마리/16주(1㎡)임.

9. 무

 무 검은뿌리썩음병(가칭)발생 및 진단(영농활용 : 2011, 국립농업과학원)

 ❍ 2009년 서귀포 인근 포장에서 새로운 세균병 발견(발병률 38%)

 ❍ 원인세균이 Acidovorax konjaci로 동정 됨(2010).

 ❍ 본 세균에 의한 무검은뿌리썩음병은 기주 미기록병, 종자전염 혹

은 토양전염병으로 무 재배포장에 유입 시 큰 피해 예상.

 ❍ 무 검은뿌리썩음병 증상   

  - 무 표면은 갈색~검은 무늬, 내부는 갈변, 시간경과에 따라 확대

감염포장 검은뿌리썩음병 표면 병징 검은뿌리썩음병 내부 병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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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녹색꽃양배추(브로콜리)

 작형

작형 파종기 수확기 비  고

봄 재배
1~3월 4~6월 난지, 가온육묘, 터널
3~4월 6~7월 고랭지, 가온육묘, 터널

겨울재배 9~12월 2~4월 난지

 기능성

 ❍ 양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채소에 방사능 피폭으로 인한 손상을 

회복시키는 효능 확인(2013.10. 미 국립과학협회보 PNAS)

  - 생쥐를 대상으로 치명적 수준의 감마선 조사 후 디인돌리메탄

(diindolylmethane·DIM)을 2주간 주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30일간 

생존. 적혈구 세포와 백혈구, 혈소판 등의 감소도 적었으며

  - DIM 투여 시간은 24시간 이내든지, 이후든지 별 차이가 없었음.

  - DIM을 주사하지 않은 생쥐 그룹은 모두 죽었음.

  ※ DIM은 양배추, 꽃양배추, 브로콜리 등 십자화과 채소에 함유된 화학물질. 

 브로콜리와 방울다다기양배추의 검은썩음병(영농활용 : 2009,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육묘 중 브로콜리 잎에 작고 많은 점무늬가 잎 전체로 번져 후기

에는 누렇게 변하여 무름증상으로 고사, 방울다다기양배추에는 

작은 다각형 병반으로 시작하여 후기에는 병반 커지면서 잎 고사 

 ❍ 병원균은 세균성인 Xanthomonas campestris(생육적온 24~30℃)

<브로콜리와 방울다다기양배추에 나타난 세균병의 피해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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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제 대책

  - 병든 잔재물은 매몰하거나 소각. 건전종자 사용, 온탕침지(55℃, 5분)

  - 해충을 방제하여 잎에 상처를 막아 균 침입을 경감시킴.

  - 브로콜리 여름철 육묘과정(본엽 4매 시)에 구리제(보르도혼합액입

상수화제 500배액)＋기계유유제 500배액 혼용 살포하면 약효 10% 

증가 시킬 수 있음(영농활용 : 2009,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약제 살포 후 관수는 가급적 1일 후부터 실시

11. 마늘․양파

 월동기 관리

 ❍ 겨울에도 토양이 건조하면 양분 흡수 저해 및 동해가 우려됨.

 ❍ 분수호스, 스프링클러 등을 이용하여 이랑 위로 주는 것이 좋음.

  - 따뜻한 날 일찍 주고, 오후에는 햇볕에 지온이 올라가게 함.

 ❍ 고랑에 물이 고이지 않게 배수로 정비하여 습해 예방.

 ❍ 서릿발 피해를 입은 마늘, 양파는 땅에 잘 눌러주고 흙덮기.

 난지형마늘 웃거름주기

 ❍ 웃거름 주는 시기 : 1차(2중), 2차(3중) 제주지역은 3회 분시

 ❍ 주는 양 : 요소 34㎏/10a, 황산가리 17㎏을 2회 분시

 ❍ 조기재배 및 난지형 비닐덮기 재배 시는 전량 밑거름 시비 

 ❍ 남도마늘 대주아 생산을 위하여 관행 추비시기를 3회(11중, 12하, 

3상)로 변경했을 때 주아 생산량과 대주아 발생률 증가 및 마늘 

감모량 경감 가능(영농활용 : 2008,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 대주아 재배 시 웃거름은 2월에 질소, 3월에 질소와 황산가리를 

주었을 때 구중 및 대구율 높았음(영농활용 : 200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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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파 웃거름주기

 ❍ 웃거름량을 2회(2중 50%, 3중 50%)로 나누어 줌.

  - 웃거름량 : 질소 16㎏(요소 34.7㎏)/10a, 칼리 9.6㎏(황산가리 19.2㎏) 

 ❍ 논 양파 재배에서 웃거름을 3회 분시하면(관행 2회) 상품수량 증가, 

저장 손실량 감소(영농활용 : 2013,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시기와 분시비율 : 2상(25%), 2하(25%), 3하(50%) 

 ❍ 양파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혼합발효 유기질비료를 질소표준

시비량 기준으로 1/3은 밑거름, 2/3는 유기액비로 2월과 3월에 10

일 간격으로 6회 분시(영농활용 : 2007,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볏짚환원 논토양 양파재배 시 N:P2O5:K2O=12:4:8㎏/10a로 조정해도 수량 

차이 없고, 노지 간이저장 시 부패율도 감소(영농활용 : 2007, 경상남도농업기술원). 

 마늘 병해충 방제

 ❍ 병 : 탄저병, 잎마름병, 노균병, 흑색썩음균핵병, 잎집썩음병, 녹병, 무름병 등

 ❍ 해충 : 고자리파리, 작은뿌리파리, 뿌리응애, 총채벌레, 선충 등

 양파 병해충 방제

 ❍ 병 : 노균병, 검은무늬병, 흑색썩음균핵병, 잎마름병, 역병, 춘부병, 

잿빛곰팡이병, 세균성썩음병 등

 ❍ 노균병>흑색썩음균핵병은 방제 필요, 잘록병, 잎마름병, 분홍색뿌리썩

음병, 고자리파리 등은 필요시 방제(영농활용 : 2010, 국립식량과학원)

 ❍ 해충 : 고자리파리, 파 총채벌레, 뿌리응애, 선충, 파밤나방 등

 노균병 방제

 ❍ 밭 재배 양파 연작재배지에서 생육초기에 발생된 노균병 피해 원인

은 병원균이 오염된 토양과 밀접한 관계(영농활용: 2010, 국립식량과학원). 

   - 양파 생육초기(정식기~3월) 비닐 고정용 흙 인접부위 집중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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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균병 이병주율 : 흙 복토 56.7%>흙 없음 21.1%, 오염된 흙 복토 66%>

복토 흙 유실 40.3%, 양파 두둑 골 인접부 흙 37~40.6%>가운데 22.5%

 ❍ 양파 연작지 노균병 상습발생지에서 양파 생육초기 발생 노균병 

피해주 3하~4상 이전에 뽑아서 제거(영농활용 : 2010, 국립식량과학원).

12. 어린잎 ․ 쌈채소

 우레탄스펀지 이용 엽채류 수경재배 육묘 수분관리 방법(영농활용 
: 2013,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수분을 함유한 우레탄스펀지를 플러그 트레이에 충진하고, 물에 포화

시켜 플러그 트레이 수위를 80%로 유지(우레탄스펀지 높이의 80% 

지점에 파종)한 상추와 청경채 발아율 약 97%와 96%로 육묘효율 향상

 시설상추 시들음병 경제적 피해허용수준 설정(영농활용 : 2010, 경기도농업기술원)

 ❍ 봄 재배 : 병원균 밀도 103.0, 발병주율 18.4%, 토양 내 병원균 밀도는 4.2×103.

 ❍ 가을 재배 : 병원균 밀도 101.9, 발병주율 24.3%, 토양 내 병원균 밀도 3.4×103.

 양상추 세균점무늬병 발생 및 진단(영농활용 : 2011, 국립농업과학원)

 ❍ 원인세균 Xanthomonas hortorum pv. vitians, 종자전염

 ❍ 양상추 세균성 점무늬병은 미주와 유럽에 큰 피해를 주고 있음.

 ❍ 초기에는 잎 가장자리나 잎 위에 작은 수침상 점, 병반 확장되면서 

주위가 노랗게 탈색, 병 부위 갈변, 병반 결합에 따라 잎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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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추 파이토플라즈마병 피해 증상(영농활용 : 2008,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상추 줄기 곁순에서 비정상적으로 많은 식물체를 형성하여 총생

 ❍ 파이토플라즈마 병원체 매개충인 모무늬매미충 등 감염 피해.

 ❍ 상추 육묘기 온실에 망을 설치하거나 매미충 방제를 하여야 함.

 ❍ 재배포장에 파이토플라즈마 이병주는 발견 즉시 소각, 폐기.

<상추 비정상적 측지 다발생 피해>

 시설상추 해충의 생물적 방제 방법 모델(영농활용 : 2012, 국립원예특작과학원)

 ❍ 상추 반촉성 시설재배 포장에서 발생하는 해충에 대한 천적 이용

  - 싸리수염진딧물 방제 : 꼬마남생이무당벌레 0.2마리/㎡

  - 꽃노랑총채벌레 방제 : 총채가시응애 15.2마리/㎡, 미끌애꽃노린재 

0.8마리, 지중해이리응애 18.9마리

  - 점박이응애 방제 : 총채가시응애 15.2마리/㎡, 칠레이리응애 12마리, 지중해이리응애 35마리

  - 검은은무늬밤나방 방제 : 곤충병원성 선충 3만 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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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각 2~4회 방사 또는 살포로 상추 발생 해충 방제가 가능함

 상추 침선충(Paratylenchus sp.) 피해(영농활용 : 2011, 국립농업과학원)

 ❍ 침선충(Paratlenchus sp.)에 감염이 된 상추는 생육 저조, 시듦.

 ❍ 침선충 분석 의뢰 : 농업기술원, 국립농업과학원 선충연구실(031-290-0472).

 시설재배 시 뿌리혹선충 저항성인 엽채류(영농활용 : 2013, 경상북도
농업기술원)

 ❍ 뿌리혹선충(Meloidogyne sp.)에 감염되면 뿌리에 많은 혹 형성, 양ž수분 

흡수 저해, 지상부 양분결핍 증상 발생, 수확량 감소

 ❍ 방제 : 저항성 품종 이용, 살선충제 처리, 객토, 윤작, 담수 등

 ❍ 2종 뿌리혹선충(M. arenaria, M. incognita) 피해가 발생되는 시설

재배지에는 저항성인 들깨, 브로콜리, 치커리, 케일로 피해 경감.

 유인트랩과 메트알데하이드 입제를 이용한 달팽이 유인 효과

(영농활용 : 2008, 작물과학원)
 ❍ 달팽이 유인트랩에 메트알데하이드입제를 넣어 사용하면 유인제 

표면 뿌림(54마리)보다 달팽이 유인량이 146%(133마리) 증대됨.

 ❍ 메트알데하이드 입제를 유인트랩에 넣어 사용하면 약효지속기간이 

길고 방제효과가 높음.

  - 약효지속기간(사용 후 16~31일) : 유인포획트랩(21마리)> 뚜껑 없

는 용기(5마리> 유인제 표면뿌림(2마리)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부추잎 끝마름증상 억제(영농활용 : 2012, 
경상북도농업기술원)

 ❍ B. subtilis, S. cerevisiae, A. niger, L. acidophilus, R. sphaeroides 
각각 108cfu/g 이상 미생물을 혼합하여 1,000배액으로 희석하여 

200L/10a를 부추재배 연작지에 수확 후 10일 간격으로 4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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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장방추형>

Ⅱ. 과  수

1. 사  과

 밀식재배의 기본 수형

 ❍ 밀식재배에 적합한 나무모양은 그 

지역의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고 있으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세장방추형(Slender Spindle)임.

 ❍ 세장방추형이란 기부의 폭이 1.0~1.8m이고, 

위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형태이며, 

나무키는 3.5m 내외이고, 심는 거리는 

3.2×1.2 또는 3.5×1.5m임.

 밀식재배에 적합한 묘목

 ❍ 묘목은 충분히 발달한 M.9 자근묘로 대목길이 40cm 정도이며, 접목부 

위쪽 10cm 부위의 직경이 13mm 정도이고, 접목부 40cm 위에서 

30~60cm 정도의 곁가지가 10개 이상 되며 분지각도가 넓고 세력이 

너무 강하지 않으며, 원줄기에 골고루 위치하는 것이 좋음.

 ❍ 곁가지수가 많은 묘목일수록 수확시기가 빠르고 수세가 안정됨.

<곁가지 발생 상태별 심기 2년차 생육>
곁가지수 착과수(개/주) 화총수(개/주) 평균 신초장(cm)

0         0 16 70.9

1         1 19 64.7

3         5 28 58.8

5        10 40 51.7

7        12 53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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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줄기 상단부 유인>

 밀식재배 심은 당년의 수형 구성

 ❍ 주간연장지 관리

  - 곁가지가 10개 이상 많이 발생되고 최상단 곁가지 위쪽의 주간 

연장지 길이가 60㎝ 정도면 세력이 적당함.

  - 1m 정도로 세력이 좋을 경우에는 주간연장지 상에 가지가 발생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발아 전에 주간 

연장지를 수평 또는 수평 이하로 유인하여 

가지를 골고루 발생시킴.

  - 유인된 부분의 굽은 부위에서 눈이 터 

10㎝ 정도 자라면 끝 부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주거나, 다시 반대 방향으로 유인

하여 곁가지 발생을 유도함. 

<주간 상단부 무측지부분 관리 방법별 생육상황>

처    리 신초발생수
(개/주)

신초길이
(cm)

총신초장
(cm)

신초정지율
(%)

주간 유인 6.2 12.0 74.4 35.3

주간 절단 3.0 20.1 60.3 14.3

무 처 리 1.6 8.5 13.6 19.2

 ❍ 측지관리

  - 길이가 50~60㎝ 이상인 세력이 강한 측지는 수평이나 수평이하로 

유인(誘引)하여 세력을 안정시키고, 길이가 짧고 세력이 약한 측지는 

유인을 하지 않거나 세력을 보아가면서 결정 함.

  - 주간 연장지의 세력에 비해 측지가 너무 약할 때는 최상단 측지 

위쪽 40~60㎝에서 절단하여 측지가 세력을 받도록 함.

  - 측지유인은 일반적으로 7~8월에 실시하며, 분지 각도가 좁은 측지는 길이가 

10㎝ 정도 자랐을 때 이쑤시개 등을 끼워 분지 각도를 넓혀주고, 세력이 

강한 곁가지는 수평 및 수평 아래로 유인하여 세력을 억제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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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상 60㎝ 이하에 발생되는 측지는 일찍 제거하고, 지나치게 굵은 

측지(주간 굵기의 2/3 이상 되는 측지)는 위치에 관계없이 제거함.

        

<유인 추에 의한 유인> 

 밀식재배 심은 2~4년차 수형 구성

 ❍ 이 시기는 가급적 빨리 수관을 형성시켜 주어진 공간을 채우고 

안정적인 생장이 유지되도록 함.

 ❍ 측지는 심은 1년차와 같은 방법으로 세력이 강한 새가지는 수평 

또는 수평 이하로 유인하여 세력을 억제시켜 주고, 세력이 약한 

가지는 유인각도를 적게 하여 생장을 도모함.

 ❍ 하단부의 측지가 너무 길게 자랐을 때는 꽃눈 달린 위치에서 자르거나 

끝이 꽃눈인 약한 가지로 대체하며, 측지에서 웃자란 가지는 일찍 제거해 줌.

 ❍ 측지 발생이 필요한 곳은 아상처리(芽傷處理)로 발생을 유도하고, 주간 

상단부에 발생하는 새가지는 일찍 유인추나 끈으로 유인하되 세력이 

강한 가지일수록 유인을 강하게 하여 주간 상단부의 웃자람을 방지함.

    

60.6
56.1

47.7
43.3

38.9

45도 60도 90도 120도 150도

   

<유인각도별 새가지 생육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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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연장지는 수세나 투하 노동력을 감안하여 그대로 키우거나, 

목표 나무 키를 정하여 주간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간연장지의 

선단부를 수평 또는 수평이하로 유인하거나, 약한 가지나 꽃눈이 

형성된 가지로 대체함.

 ❍ 주간연장지 유인 시는 기부에서 발생한 새가지에 꽃눈형성을 유도하

고 유인된 주간연장지의 세력이 강해졌을 때 대체지로 이용함.

 <후지/M.9 심은 2년차 주간관리 방법별 이듬해 생육상황>

처   리
주간 상단부

신초발생수(개/주) 신초길이(㎝) 착과수(개/주) 화아수(개/주)

유    인 9.2 23.3 2.0 7.5

무 처 리 6.8 34.6 0.6 4.4

 밀식재배 성과기 수형관리

 ❍ 수관의 모든 부분에 햇볕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주간에 20~30개의 측지를 적당한 상하간격과 방향으로 배치되도록 함.

 ❍ 늘어져 오래된 가지, 쇠퇴한 가지를 중심으로 갱신하여 생산성 

높은 젊은 결과지가 주간에 배치되도록 하며, 밀식장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어진 공간에 나무 키와 나무 폭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함.

 ❍ 기부에는 3~5개의 반영구성을 지닌 다소 강한 하단(下段)골격지를 

두되 나무의 균형은 세력이 유지되도록 완전히 솎아내지 말고 

필요시는 연차적으로 교체가 되도록 함.

 ❍ 나무 아래 부분에는 다소 강한 가지가 배치되고 위쪽으로 갈수록 

점점 약한 곁가지가 배치되어야 하며, 지나치게 굵은 측지(원줄기 

굵기의 2/3이상 되는 측지), 직립된 가지 및 복잡한 가지는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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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m

4.5~5m

     

<후지/M.9 밀식재배 성과기 과원>

 일반재배 수형 구성

 ❍ 일반 사과나무가 15년생 이상의 다 자란 나무는 많은 가지가 길게 

자라 나무의 안쪽 부분에 그늘이 짙게 되므로, 수관 내부까지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전체에 고른 결실이 이루어지게 하며, 

관리 노동력이 적게 들게 하기 위해 개심자연형으로 나무를 키움 

 ❍ 주지 배치는 상하 서로 겹쳐지지 않도록 즉 3~4본 주지의 형태로 

가급적 공간을 고르게 차지하게 하고, 주지와 주지가 발생하는 

부위에 지나치게 긴 곁가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주지에서 

발생한 결과지의 모습이 긴 타원형이 되게 키워 관리함.

                                                             

 * 제1주지 상 1m 정도, 

제2주지부터는 0.5~1m

높게 배치 

 * 제1, 2 주지는 열 방향

으로 배치, 작업 공간 

확보

 * 제3~4 주지는 열간 

방향, 작업기 운행에 

지장이 없는 높이

         나무모양 구성              주지와 측지 배치
 <교목성 나무의 수형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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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재배 전정방법

 ❍ 나무모양이 완성된 나무는 오래된 가지는 솎아내고 새로 돋아난 

가지는 보호하여 나무를 늘 젊게 유지하는 갱신전정 위주로 관리함.

 ❍ 주지는 2~3개까지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4개까지 둘 수도 있

으나, 주지 수는 나무 수령이 오래되면 결실부위가 확대되므로 줄이는 

것이 합리적임. 

<성목원의 연차적 수형 구성방법>
  

 ❍ 신초 끝은 절단하지 말고 새로 돋아나는 신초를 예비지로 해마다 

보호하고, 늙은 가지와 세력이 지나치게 왕성한 가지를 솎아내고 

대체하는 갱신전정을 하면 매년 꽃눈분화도 잘 되어 해거리가 

적어지게 됨.

 ❍ 꽃눈이 발달한 2년생 가지, 과대지가 형성된 3년생 가지의 형성이 

잘 이루어지면 가지의 등쪽에서 돋아나 세력이 지나치게 왕성한 

도장지나 과대지 중에서 꽃눈분화가 안되고 햇빛 투과에 방해 될만

한 가지를 솎는 정도로 가볍게 전정함.

 ❍ 2본 주지나 3본 주지는 부주지 위에 가늘고 짧은 가지가 많이 발달

하여야 수량을 올릴 수 있고, 다른 가지에 큰 그늘을 지우는 일이 적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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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늘고 짧은 가지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3~5년 된 가지를 

솎아내어 새가지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함.

 ❍ 신초 끝에서 발생한 정아가 꽃눈으로 발달하여 결실되면 주지 선단이 

과실의 무게에 의하여 계속 아래로 처지고, 이후 계속하여 과대지 

끝에서 결실되고, 또한 과대지의 정아와 함께 측아도 화아로 발달함.

 ❍ 이렇게 지속적으로 결실시키면 주지에서 지면 쪽으로 수양버들 

가지와 같이 드리워지면서 과실이 주렁주렁 달리게 됨.

 ❍ 이런 경우, 주지는 지상 2m 정도에 위치하여도 결과지는 모두 그

보다 낮은 부위에 있게 되므로 일반 사과나무도 사다리 없이 관리

할 수 있게 됨.

 ❍ 이와 같은 하수지를 많이 만드는 것이 일반 사과나무의 다수확 

및 작업관리가 용이한 나무가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주지수가 6개 이상 되고 키가 6m 이상 되는 것은 약 3~4년 계획으로 

주지를 3개로, 키를 3m 가까이로 낮추는 전정을 서서히 실시하면, 나무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수량의 갑작스런 감소 없이 나무의 키를 낮추고 

수세도 안정시킬 수 있으며, 작업도 편리하게 됨.

 ❍ 가지가 늘어진 상태로 오래 유지되면 꽃눈이 약해지고 과실도 작아

지므로 발생하는 새가지를 예비지로 하여 적당한 시기에 교체함.

    

<주지상에 꽃눈이 직접 착생하여 과대지가 되면서 아래로 드리워진 하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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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

나무의 생장특성 및 반응

 ❍ 꽃눈형성이 잘 되고 단과지군이 잘 유지되어 격년결과(해거리)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음.

 ❍ 도장지 발생이 많음.

  - 지나치게 많은 도장지는 수관 내 광환경이 나빠져 꽃눈형성과 과

실품질이 떨어짐. 

  - 원인으로는 토심이 깊어 뿌리가 수직으로 깊게 뻗을 경우, 토양 내 

질소성분과 수분이 과다할 경우, 밀식에 의한 강전정을 실시할 경우, 

나무모양 구성 시 주지 등이 급격하게 유인되어 구부러진 경우 등임.

  - 도장지 발생을 적게 하기 위한 전정방법으로는 나무의 주요 골격이 

되는 주지, 부주지를 곧게 키워 양분의 흐름을 좋게 하고 주지, 

부주지 선단 부 세력을 다소 강하게 유지시킴.

 ❍ 새가지가 직립성임.

  - 새가지는 직립하여 강하게 자라는 특성이 있는데, 가지가 직립되면 

생장이 강해지고 늦게까지 생장이 계속됨

  - 직립성이 강한 가지는 좋은 결과지로 양성하기 어려우므로 결과지로 

이용할 경우에는 여름철에 유인해줌

 ❍ 가지가 연속적으로 자라지 않음.

  - 묘목을 심고, 1m 전후의 높이에서 절단한 후 그 다음해부터 전정을 

실시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방임하면 가지가 연속적으로 자라지 않음. 

  - 수관 확대, 결과지의 확보 및 엽면적 확보를 위해 전정이 필요함.

 ❍ 품종에 따라 나무특성에 차이가 있음

  - 자라는 모양, 수세, 정부우세성, 단과지 형성 정도와 유지기간, 액화아 형성, 

가지의 발생량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품종 특성에 알맞은 전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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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솎음 및 절단전정>

 ❍ 전정의 강약과 나무 생육반응

  - 강전정은 가지의 생장이 왕성하고 꽃눈형성은 적어지며, 반대로 

약전정은 가지의 생장은 약해지고 꽃눈형성이 많아짐.

  - 유목이나 수세가 강한 나무는 약전정을 실시하고, 세력이 약한 

노목은 강전정을 실시하여 새가지의 자람을 좋게 해주어야 함

 ❍ 솎음전정과 생육반응

  - 솎음전정은 나무 전체로 보아 전정량이 많아도 

각각의 생장량은 많지 않아 꽃눈형성이 

좋아지고 도장지의 발생도 적음.

  - 솎음전정은 나무의 생육반응이 심하지 않고 

나무에 미치는 나쁜 영향도 적음.

 ❍ 절단전정과 생육반응

  - 절단전정은 솎음전정에 비하여 생장이 강해

지고, 꽃눈형성이 불량해짐. 

  - 절단전정에 대한 반응은 정부우세성이 약한 품종을 강하게 절단하면 

가지 끝부분에 연달아 2개의 새가지가 같은 세력으로 자라기도 하며, 

약하게 절단하면 가지 끝의 새가지 자람이 약해지기도 함.

정지전정 시 유의사항

 ❍ 햇빛을 잘 받는 나무가 되도록 함

  - 배나무는 낙엽과수 가운데 내음성이 중간정도에 속하지만, 생육기에 

수관내부로 햇빛이 잘 들지 않으면 과실비대가 나쁘고 당도도 떨어짐.

 ❍ 작업이 편리한 나무가 되게 함

  - 어린나무는 크게 문제가 없으나 골격이 완성된 다 자란 나무는 

주지, 부주지, 측지 간의 세력 차이가 분명하지 않거나, 부주지 

사이의 간격이 좁은 나무는 측지의 배치와 갱신이 어려워짐.

  - 또한 주지와 부주지가 구분이 안 되면 균형유지가 어렵고 생산성이 

높은 측지의 유지와 관리가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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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높이별 덕 재배형태>

 ❍ 주간의 높이는 토양조건, 수세 등에 따라 조절함.

  - 주간이 높으면 주지의 구부러짐이 급격해져 기부에서 도장지의 

발생이 많아지고 지상부의 생장은 약해지는 경향임.

  - 반대로 주간이 낮으면 지상부 

생장은 강해지나 토양 관리 작업 

등이 불편해짐.

  - 주간의 높이는 나무모양, 토양 

비옥도, 품종별 수세, 농기계 

작업 등을 고려하여 높이를 보통 

50~90㎝로 조절함

 ❍ 주지와 부주지는 곧고 반듯하게 키움

  - 특히 골격이 되는 주지, 부주지 기부와 선단부의 굵기 차이가 크거나 

구부러진 경우에 도장지가 많이 

발생됨.

  - 수형의 골격이 되는 주지, 부주지의 기부와 

선단부의 굵기 차이가 적고 곧게 키우며, 

유인할 때에도 가지 중간이 활처럼 

급격히 구부러지지 않도록 함.    <주지 유인형태와 도장지 발생>

 ❍ 주지와 부주지 연장지는 강한 세력을 유지시킴.

   - 주지 및 부주지의 선단부 세력이 약해지면 기부에 도장지의 발생이 

많아지므로 선단부에는 결실시키지 않고 새가지가 잘 자라도록 함.

  A : 선단에서 120~130㎝의 가지가 나오고 다음 가지가 

70~80㎝ 정도로 자라 적당한 생육상태
  B : 2~3마디 높은 곳을 절단하게 되어 새가지의 자람이 

약한 상태
  C : 너무 짧게 자르면 2~3개의 강한 가지가 나와 

기부가 굵어지므로 휘어지지 않아 유인이 
어려운 강한 상태

 <주지 선단부의 절단강약과 가지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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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지의 관리

 ❍ 측지의 양성

  - 측지의 발생위치, 방향, 굵기 등을 보고 가지의 취급을 달리함.

  - 측지로 양성하기 위한 가지는 주지 또는 부주지의 중간 부위 이하

에서 발생된 가지가 좋으며, 다음은 중간부위에서 발생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음.

○ : 좋은 위치에서 발생한 가지  

△ : 약간 좋은 위치에서 발생한 가지

× : 나쁜 위치에서 발생한 가지

<측지로 남길 가지의 선택 요령>

  - 측지로 양성하기 위한 예비지의 절단 정도는 품종, 토양, 기상, 

가지의 굵기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가지의 

굵기에 따라 직경이 10~12㎜ 정도의 긴 가지는 다소 약하게 자르고, 

직경이 8㎜ 이하의 약한 가지는 다소 강하게 절단해 줌.

    ①

    ②

<신고품종 측지양성을 위한 연차별 전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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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은 측지 교체 기술>

 ❍ 묵은 측지 교체

  - 묵은 측지를 교체할 때에는 측지

기부의 그루터기를 남기고 숨은 

눈에서 새가지가 발생하도록 함.

  - 주지 또는 부주지나 측지가 없는 

곳에는 복접이나 아상처리를 실시하여 새가지를 발생시킴

  - 10월상순경 측지 기부에 절단처리로 새가지를 발생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묵은 측지 굵기의 1/2~2/3 정도를 쐐기형(∠)로 절단 해

두면, 이듬해 새가지가 발생됨.

쐐기형(∠)     일자형(-)        관행
<신고품종 측지 기부 절단에 의한 새가지 발생>

  - 측지를 오래 사용하면 과실품질이 떨어지는데, 묵은 측지를 교체

하여 젊은 측지에 결실시키면 과실품질이 향상됨.

<신고품종 측지 나이별 과실특성>

측지 나이 과 중(g) 경도(㎏/5㎜ø) 당 도(°Bx) 산함량(%)

2년생 606 1.11 12.2 0.08

3년생 627 1.01 13 0.08

4년생 693 0.98 13.2 0.09

5년생 669 0.99 12.8 0.09

6년생 646 1.02 12.8 0.1

7년생 이상 599 1.07 12.6 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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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지의 배치 및 유인

  - 측지와 측지의 배치간격은 대개 30~40㎝ 정도가 알맞으며, 또한 

측지는 상하로 겹치지 않도록 배치함.

  - 신고, 황금 등과 같이 단과지 착생과 유지가 잘되는 품종들은 

1~6년생의 곁가지를 고르게 배치 

<측지의 배치와 교체방법>

  - 측지의 유인은 기부와 선단부가 굴곡이 없이 반듯하게 유인하고 

선단부는 높게 유지시켜야 도장지 발생이 적고 선단 가지의 생육도 

좋아짐.

  - 활처럼 유인되어 굴곡이 있는 곁가지는 도장지 발생이 많고, 선단부가 

낮아져 생육이 약화되어 과실품질도 떨어지며, 측지가 굵어져 

사용연한이 짧아짐.

(○)                                      (×)
<측지의 바른 유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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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지의 세부전정 요령>

 ❍ 측지의 세부전정

   - 도장지 절단은 그루터기가 

남지 않도록 말끔하게 

잘라냄.

   - 생육기에 햇볕이 방해

될만한 불필요한 가지

들이나 불충실한 단과

지는 제거함 

월동 병해충 방제

 ❍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점점 온도가 높아지면서 월동병해충이

발생하기 시작하며, 검은별무늬병, 가지마름병, 겹무늬병은 이병엽

이나 가지 등에서 전염되기 쉬움.

 ❍ 진딧물, 응애, 깍지벌레류, 배나무이 등의 해충은 잡초, 전정한 상처

부위, 거친 껍질 밑 등에서 알, 유충, 성충 형태로 월동하므로 이들 

월동 잠복처를 제거하여 밀도를 줄이는 작업이 중요함

  - 이러한 병해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나무의 거친 껍질을 긁어내고, 

이병된 엽이나 가지, 유인끈 등도 함께 없애 주도록 함.

<조피제거작업 후 꼬마배나무이 방제효과>

조사일
꼬마배나무이 성충수(25㎠조피하)

작업전 작업후

2009.2.10(포장Ⅰ) 8.4±3.9 0

2009.2.12.(포장Ⅱ) 7.2±4.7 0

 ❍ 겨울철 약제인 기계유유제 살포 시기는 2월 하순~3월 상순경이며,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할 경우에는 두 약제 간의 살포시기를 20일 

이상 간격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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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벨얼리품종 눈 위치 
및 희생아 전정>

3. 포 도

 단초전정

 ❍ 캠벨얼리는 착립성이 우수하여 결과지 아래쪽의 1~2눈을 남겨 놓는 

단초전정이 가능한 품종임.

 ❍ 결과지 세력에 따라 전정길이를 조절할 수 없으므로 세력이 강할 

경우에는 간벌로 주지길이를 확대하여 수세를 조절함.

 ❍ 단초전정은 2개의 눈만 남겨놓는 것이지만 적지 않은 농가에서 

첫 번째 눈 위치를 혼동하여 실제로는 세 눈 전정을 경우가 많음.

 ❍ 세눈 전정을 하면 결과부위가 한번에 7~10㎝ 정도 상승하여 신

초가 생장할 수 있는 공간이 감소되므로 열간이 좁은 과원에서는반

드시 한 눈 또는 두눈 전정을 해야함.

 ❍ 캠벨얼리 품종의 첫번째 눈 위치는 기저아가 좌우에 하나씩 있고, 

그 바로 위에 있으므로 첫번째 눈 위치를 확인한 후 적어도 두눈 

전정을 해야 하고, 보다 바람직한 전정은 결과지를 잘 등숙시켜  

한눈 전정으로 전환해야 결과부위의 상승이 억제됨.

 ❍ 결과지의 절간과 절간 사이는 조직이 치밀하지 

않아 눈에 근접하여 전정하면 건조 등에 의해 

눈이 말라죽을 수 있으므로 남기고자 하는 눈의 

앞 눈을 자르는 희생아 전정을 해야 건조로 눈이 

말라죽는 것이 방지됨.

 ❍ 절단면에서 수액이 과도하게 눈으로 흐르게 되면 

발아율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절단면을 남기는 

눈의 반대쪽으로 형성되도록 전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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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초전정

 ❍ 장초전정은 수세가 강한 거봉계 품종을 유핵재배하는 경우 주로 

이용하는 전정법으로 주지에 부주지를 형성시키고, 부주지에 측지를 

붙여 결과모지를 매년 전정하는 형태임.

 ❍ 겨울철 전정은 생육기 과번무를 고려해서 결과모지를 자르는 것이 

아니고, 이용가치가 전혀 없는 미숙지, 즉 월동기간에 건조된 

부분만 자르는 약전정만 함.

 ❍ 약전정을 하면 나무 당 눈 수가 많게 되어 뿌리로부터 흡수되는 

무기성분과 수분이 눈에 분배되는 양이 적어 신초세력이 약해져서 

꽃떨이현상을 방지할 수 있음. 

 ❍ 이와 반대로 관행적인 동계전정 위주의 강 전정을 하게 되면 남아

있는 눈에 분배되는 질소 위주의 무기성분량이 많아 신초가 개화기에 

왕성하게 생장함

 하향유인 전정

 ❍ 동계전정 시 남기는 결과모지는 눈이 크고 잘 등숙된 0.5∼1.5m 

이내의 짧은 결과모지 위주로 남기고, 절간장이 길고 왕성하게  

생장한 결과모지는 절단전정하지 않고 수세조절용으로 덕 아래로 

하향 유인시킨 후 수정이 확인되면 세력을 보아가면서 잘라 버림

 ❍ 주지 선단부의 주지연장지는 생육이 왕성하게 생장하기 쉬우므로 

심은 후 3∼4년부터 갱신하지 않으면 밀집되기 쉬움.

 ❍ 일반적으로 주지 선단부의 3∼4개 새가지는 강한 세력으로 생장

하는데 이것을 동계전정 때 잘라내면 다음해에 다시 강한 신초가 

뻗어 나오게 되므로 세력이 강한 선단부 가지는 덕 아래로 하향

유인시키고, 마디가 짧고 세력이 중간인 가지를 주지 연장지로 

대체하여 수관을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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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판단기 사용방법>

     

하향유인전정               개화기 착과 모습
 <거봉품종 동계전정시 하향유인 전정>

 ❍ 결과모지가 인접해서 3∼4개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에 위치한 것을 

제거하는데 질적으로 불량한 것이 있으면 위치에 관계없이 자름.

 ❍ 그러나 수세가 강한 경우에는 다소 혼잡하더라도 그대로 남겨서 

발아 후 신초 생장이 왕성하게 되지 않도록 수세 조절용으로 이용

하고 결실 후 제거함.

 간 벌

❍ 조기 증수를 목적으로 계획밀식 재배하여 수확량을 높이는 경영 방식

으로 재식 4∼5년차부터는 간벌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밀식된 재식주수를 경제성이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유지하여 밀식장해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간벌을 위해서는 먼저 수세 진단이

이루어져야 함.

   - 캠벨얼리의 경우 결과모지의 첫번째

마디와 두번째 마디 사이에 수세진단기를 이용하여 굵기를 측정하여 

8~10㎜인 것을 적정수세로 판단하고 이보다 굵으면 간벌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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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벌수 절단 위치>

<아상처리>

  - 거봉의 무핵재배에 있어서는 굵기가 11~13㎜인 것을 적정한 수세로 

판단하고 이보다 굵은 경우 간벌해야 함.

 ❍ 수평 유인된 주지가 간벌수를 전부 채울 수 있도록 전년도에 주지 

연장지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주지 연장지는 캠벨얼리의

경우 8~10㎜, 거봉의 경우 11~13㎜ 굵기의

도장하지 않은 우량한신초를 간벌수 방향으로

별도로 생장시킴.

  - 주지연장지의 길이가 간벌수를 채울 정도의 

길이로 생장하면 순지르기를 하고 부초는

제거해 줌.

 ❍ 동계전정 시 미리 주위에서 주지 연장지를

구성한 간벌수는 절단함. 주지연장지는 

동계전정 시 유인하면 부러질 수 있으므로

아상처리와 함께 임시로 둥글게 유인해 놓

고 수액이 흐르는 3월 중순경 간벌수 위

치에 수평으로 유인하여 수형을 구성함.

  - 아상처리는 월동 눈의 위쪽방향으로 1cm 

위쪽에 전정가위, 꼭지가위 등으로 살짝 홈을 파주어 발아 방해 물질인 

옥신의 이동통로를 끊어주는 것으로 전체 주지연장지의 중간 이후 

부분 기부 쪽은 모든 눈에 처리해 주어야 함. 

 ❍ 간벌에 의한 최종 주간거리는 품종, 토양, 수세 및 재배기술 등에 

의해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캠벨얼리 삽목묘의 경우 5~7m, 거봉 

삽목묘는 10~12m 정도가 적당하며, 이 정도에서도 수세가 안정되지 

않으면 주간거리를 재차 확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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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숭아

 전정요령

 ❍ 가지의 세력, 혼잡도를 고려한 솎음전정과 절단전정을 함.

  - 수세가 강한 경우에는 솎음전정 위주의 전정으로 수세를 안정시킴.

  - 수세가 약한 경우 절단전정으로 세력이 있는 가지를 발생시킴.

 ❍ 전정량의 조절

  - 적당한 전정량은 전체 꽃눈수의 60∼70%임.

  - 80% 이상 강전정을 하면 1눈당 분배되는 양수분이 과잉되어 도장지 발생을 

조장함.

 <전정정도가 낙과 및 과실품질에 미치는 영향>            
전정강도
(전정량)

봉지
씌운수

1㎡당
봉지수

낙과율
(%)

수량
(kg/㎡)

과중
(g)

당도
(°Bx)

산도
(pH)

약(37%)

중∼약(47%)

중(51%)

강(66%)

551

408

269

243

13.2

7.4

6.7

4.7

7

8

14

18

2.73

1.53

1.36

0.97

249

252

264

275

11.3

11.1

11.5

11.1

4.50

4.52

4.57

4.58

 ❍ 주지, 부주지 끝부분을 젊게 유지 함.

  - 주지나 부주지 끝부분은 양·수분을 끌어올리는 힘의 원천이므로 

항상 적당한 세력을 유지함.

 ❍ 활력이 있는 곁가지를 이용함.

  - 뒷면<측면<사면 순으로 곁가지가 활력이 좋으므로 좋은 위치에서 

발생된 가지를 활용함.

  - 등면에서 발생된 가지는 대체적으로 도장성을 가지고 있어 수세 

안정이나 품질면에서 적당하지 않으므로 일찍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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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과지를 결과지로 활용함.

  - 장과지는 영양생장형이 많기 때문에 품질 차이가 많고, 과육이 쉽게 

물러지며 변형과 발생이 많음.

  - 단과지와 중과지는 과실크기와 품질이 우수하고, 수량 및 수세 

유지 등의 측면에서 우수함.

  결과지 전정

 ❍ 예비지 전정

  - 복숭아는 결과부가 상승하기 쉬우며, 일단 상승하면 회복하기 어려

우므로 상승하기 전에 자주 갱신하여 결과부위의 상승을 막음.

  - 세력이 왕성한 가지는 아래쪽의 눈 2∼3개를 남기고 잘라 2∼3개의 

가지를 발생시킴,

  - 다음 해는 주지나 부주지에 가까운 1개의 가지를 2∼3 눈 위에서 잘라 

예비지로 하며 나머지 가지는 결과지로 이용하고 결실했던 가지는 제거함.

 ❍ 장초전정

  - 장과지의 경우 보통 끝을 1/3∼1/4 정도 절단하며 중과지의 경우 끝부분을 

약간 자르거나 그대로 두고 단과지의 경우 끝부분은 자르지 않음.

  - 착과량 및 엽면적 확보가 용이하여 과실품질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자칫 결과부위의 상승과 과다착과로 수세가 떨어질 수 있음.

  - 장과지를 지나치게 강전정하면 반대로 수량 및 품질이 저하되고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함.

<결과지 갱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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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장지의 활용 및 굵은 가지 제거

 ❍ 도장지는 수형이나 전정이 잘못된 나무에서 많이 발생하고 또 비료를 

과다하게 주어 영양이 과다해진 경우에 많이 발생하며, 굵은 가지를 

잘라낸 부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

 ❍ 도장지는 어릴 때 주지형성에 이용되며, 성목기에는 쇠약해진 결과

지를 갱신하는데 이용되므로 이를 적절히 유인 또는 전정하면 유용

한 결과지를 만들 수 있음.

 ❍ 굵은 곁가지나 경쟁되는 가지를 제거할 때는 분지된 아래쪽 조직을 

바짝 자르지 않고 아래쪽의 주름 잡힌 조직을 약간 남기고 절단한 

것이 전정상처부위의 고사정도, 동고병 감염률, 수지 증상 발생률 

등을 감소시킬 수 있음.

 전정시기

 ❍ 겨울철에 전정하면 가지마름을 촉진하고 이로 인한 동고병이나 

세균성수지병이 침입되어 나무자람세가 떨어지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겨울철 추운지방에서 전정 시 상처부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이들 

병균의 감염을 감소시키려면 전정시기를 이른 봄이나 발아 직전

까지 늦추는 것이 좋음.

 전정시 주의할 점

 ❍ 지나친 수형구성에 대한 집착은 수관 확대가 늦어지고 강전정을 

되풀이 하게되므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수형을 구성함.

 ❍ 가지 간의 주종 관계를 유지함.

  - 나무의 입체공간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가지 종류별로 긴 삼각형 

모양이 될 수 있도록 길이와 세력을 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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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숭아는 정부우세성이 변하기 쉬우므로 주지, 부주기, 결과지 끝

부분의 가지가 적당한 세력을 유지해야 균형이 흐트러지지 않음.

 ❍ 가급적 강전정을 하지 않도록 함.

  - 강전정을 실시하면 도장지 발생이 많아지고, 다시 이 도장지를 

전정하면 또 도장지 발생이 되풀이되는 악순환이 반복됨.

  - 결국, 나무의 세력이 약해지고 수명이 단축되며, 결실이 나빠지고, 

품질이 저하하게됨.

  - 가지 유인, 순비틀기, 결실량 조절 등으로 수세를 안정시킴.

 ❍ 끝부분 잎눈 확보에 주력함.

  - 중과지 또는 단과지의 끝을 자르면 가지 끝부분의 잎눈이 제거되어 

과실 발육에 필요한 영양분 공급에 지장이 생기므로 중과지 또는 

단과지 끝을 자르지 않는 것이 좋음.

 여러 가지 수형구성

 ❍ 배상형

  - 묘목 심은 후 주간 높이 45∼60cm에서 잘라 3∼4개의 주지를 내어 벌림.

  - 이듬해부터 2∼3년간 매년 끝을 잘라 각 원가지에서 2개의 가지를 

받아 12∼24개로 만듦.

  - 도장지 발생이 많고 여름철 신초관리에 노력이 많이 들며, 아래 가지가 

그늘져서 결과부위 상승을 가져와 경제적 수명과 수량이 떨어짐.

 ❍ 개심자연형

  - 주간의 길이를 60∼70cm로 하고 

주지 3개를 20cm 내외의 간격으로 

배치함.

  - 주지위에 부주지를 2개씩 붙이는데 

그 발생위치는 지상 1.5m 전후임.  
                                           <개심자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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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자 형>

 ❍ Y자 형

  - 심는거리는 2∼2.5m×6∼7m 간격이 

좋고, 생장 특성상 비교적 나무

모양을 쉽게 구성할 수 있어 밀식

재배에서 선호하는 형태임.

  - 개심자연형의 2본주지형과 같게 

키우면서 부주지를 두지 않고 0.6 ~1m 간격의 측지에 결과지를 붙임.

 ❍ 원줄기형

  - 조생종은 수확 후 새가지 생장이 왕성하여 수형을 유지하기가 곤란

하므로 중·만생종의 착색이 용이한 품종에 적합함

  - 중·장과지 발생이 적고, 단과지 착생이 비교적 용이한 백도, 유명 품종이 

나무모양 구성면에서 보다 유리하여 일찍 증수효과를 올릴 수 있음.

 겨울철 기계유유제 살포

 ❍ 작용원리는 약액이 해충의 몸 표면을 덮어 껍질막을 형성함으로써 

호흡작용을 막아 대사가스의 축적에 의하여 해충이 물리적으로 

질식사하는 것임.

  - 깍지벌레와 응애류, 진딧물 등 방제에 효과적이며 특히, 깍지벌레 

분비물을 먹고 자라는 갈색고약병에도 효과적임. 

 ❍ 살포시기는 개화전 50일 전후로 2월 중순경에 살포하며 희석배수는 

20~50배액으로 하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을 택하여 약액이 나무에 

충분히 흐르도록 살포해야 효과가 높음.

 ❍ 매년 살포할 경우 나무세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2~3년마다 

살포하는 것이 좋으며, 석회보르도액과는 15~20일 이상 살포간격을 

두어야 함.

  - 유목이거나 수세가 약한 나무, 동해가 예상될 때에는 살포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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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 감

주지(主枝) 전정

 ❍ 분지각도가 커지도록 유인함.

  - 주지는 나무의 균형과 세력, 작업효율과 직결되므로 주지의 분지

각도가 작으면 과실 무게나 태풍에 의해 가지가 찢어지기 쉽고, 

주지세력이 강해져 수고가 높아지게 됨.

  - 주지배치가 나쁘면 나무의 균형이 깨어져 나무가 태풍에 쉽게 넘어

지고 작업효율도 떨어지므로 분지각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유목기

부터 주지를 지면으로 줄을 매어 당기거나 주지와 주간 사이에  

버팀목을 설치하여 50°이상의 적당한 각도로 유인함.

  - 성목의 경우 주지의 좁은 분지각도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주지 하단부에 

예비지를 양성하여 갱신하거나 주간으로부터 새로운 주지를 받아

내는 편이 좋음. 

노끈에 의한 유인                 버팀목에 의한 유인
<주지의 분지각도를 크게 하는 유인 방법>

 ❍ 주지는 가능한 곧게 유인하여 양분 흐름이 원활해지도록 함.

  - 주지가 굴곡이 심하면 굽은 부위에서 도장지 발생이 많아져 주지 

선단의 생육이 나빠지고 수관 내부가 복잡해짐. 



- 60 -

<부목 설치 유인>

  - 주지를 곧게 키우고 적당한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게 되는 가지의 방향과 세력을 

감안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부목을 

대어 묶어 주는 것이 필요함.

  - 주지 선단가지 절단부에 남기는 눈은 가지 

세력이 약하고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있으면 

위쪽으로 향한 눈을 남기고 자르며, 세력이 

강하고 위로 곧게 신장하면 가지 아래쪽의 

눈을 남기고 자름.

부주지(副主枝) 전정

 ❍ 부주지는 겹치지 않도록 배치함.

  - 부주지는 주지만으로 메우기 어려운 빈 공간을 입체적으로 메워 

결실 면적을 확대시키는 골격지로서 서로 나란히 하거나 위 아래로 

가지가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임.

 ❍ 부주지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재배자에 따라서는 부주지를 두지 않고 전정하는데, 원하는 부위

에서 가지발생이 어렵고, 부주지 형성에 신경을 쓰다 보면 수관

내부가 복잡해지기 쉽기 때문임.

  - 부주지가 없더라도 측지나 결과모지를 충분히 두어 배치를 잘하면 

수량은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과실품질에 유리할 수 있음.

  - 특히, Y자수형 밀식재배에서는 주지에 부주지를 두지 않고 측지나 

결과모지를 바로 착생시키는 것이 좋음.

 ❍ 오랜된 부주지는 갱신함.

  - 부주지가 많을수록 쉽게 공간을 메울 수 있으나 너무 많으면 서로 겹치고 

주지의 세력이 약해질 뿐 아니라 통풍과 채광이 불량해지므로 솎아 

주거나 갱신함.



- 61 -

측지(側枝) 전정

 ❍ 측지 선정

  - 측지의 세력은 발생 위치와 각도를 잘 조절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며, 원하는 위치에 측지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나무 세력이 강해지면 분지 각도를 크게 넓히거나 측지 선단 위치와 

방향을 주지나 부주지보다 아래로 낮추어 주어야 세력이 안정됨.

  - 주지나 부주지에서 같은 방향으로 발생한 측지의 간격은 60~100㎝가 

적당하며, 측지 간격이 너무 좁으면 하부에 일조가 부족하기 쉽고, 

간격이 넓으면 수세 관리와 수량 확보 면에서 불리해짐. 

 ❍ 오래된 측지는 갱신함.

  - 측지의 배치가 좋고 나쁨에 따라 수량과 과실품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측지 방향이 위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세력이 강해져 주지 

및 부주지 세력이 약해지고 결실도 불량해짐.

  - 많이 처지게 되면 결과지 세력이 약해지고 채광이 나빠지기 쉬우며, 

수관이 복잡하게 되고 과실품질이 나빠지므로, 4~5년 된 오래된 

측지나 밀집된 측지는 잘라내고 미리 받아둔 예비지로 갱신함.

  - 측지의 직경이 5cm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고 측지 갱신을 주기적

으로 하면 과실에 양분공급이 원활히 되고 수관 환경이 좋아짐.

<측지 나이별 꽃봉오리수와 과실특성(부유 품종)>

측지 수령 꽃봉오리
(개/측지)

적뢰 후 
낙과율(%)

수확과수
(개/측지)

과 중
(g)

색 도
(Hunter a)

당 도
(°Bx)

4년 이하 15.3 37.5 105 230 19.6 15.1

5년 14.7 40.0 97 203 19.2 14.8

6년 30.8 30.6 15 207 15.1 14.2

7년 이상 32.0 42.9 59 169 13.8 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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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모지(結果母枝) 전정

 ❍ 2~4년생의 측지에 착생한 것을 남기는 것이 세력 관리에 좋지만, 빈 

공간이 있으면 주지와 부주지에 발생한 발육지도 결과모지로 남김

 ❍ 각도는 직립이거나 처진 것보다 수평에 가깝거나 선단이 약간 위로 

향한 것이 적합하며, 전정 때 남기는 결과모지의 길이는 20~30cm 

정도인 것이 좋음..

 ❍ 짧은 결과모지 위주로 남길 경우에는 수관 내부에 햇빛 투과가 

좋고 생육기에 신초의 지나친 생장이나 결과모지의 늘어짐이 적어 

수형 관리에 유리함.

  - 짧은 결과모지에서는 착과수가 상대적으로 적으므로 결과모지수를 

충분히 남겨야 함. 

 ❍ 수세가 강하여 좋은 결과모지수가 적을 때는 직립의 세력이 강한 

도장지라도 노끈으로 끌어당겨 수평으로 유인하여 결과모지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수고를 낮춘 나무에서는 주지 기부에서 발생하는 신초들이 대부분 

도장성으로 자라기 쉬우므로 6월경에 가지비틀기로 유인해 두었다가 

동계전정 때 그 중 결과모지로 남길 가지를 선택함. 

 ❍ 수평인 결과모지에서 자란 과실이 위로 향하거나 밑으로 처진가지의 

과실보다 큰 경향이며, 결과지가 신장했을 때 가지 간 생육에 방해를 

주지 않는 조건이라면 가능한 한 많이 두는 것이 유리함. 

 ❍ 결과모지 중에서 꽃눈분화가 잘 된 것은 너무 많은 결과지를 형성

시키므로 선단의 꽃눈 2개 정도를 가볍게 잘라내어 꽃봉오리 착생을 줄임.

  - 이렇게 하면 결과모지 아래쪽에 발육지를 많이 발생시켜 이듬해 

사용할 결과모지 확보가 용이해짐.

 ❍ 과실수는 해거리와 생리적 낙과, 열매솎기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만, 

전정 때 남기는 결과모지수에 의해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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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제거 점진적 낮추기 주지제거 일시 낮추기

<부유품종의 결과모지 길이별 수확과수 및 과실특성>

결과모지
길    이

수확 과수(개)
과 중

(g)
당 도
(°Bx)

수관 확대
(㎝/3년)주당 

과일수
결과모지당 
과일수

10㎝ 이하 31.3 0.6 227 16.0 31.8
11~20㎝ 61.7 0.9 228 15.9 49.2
21~30㎝ 41.3 1.7 228 15.9 67.9
31~40㎝ 16.8 1.6 223 15.9 85.1

41㎝ 이상 15.9 1.5 219 15.8 102

성목원의 수고 낮추기

 ❍ 수고를 낮출 때 남기는 주지는 곧으며, 분지각도가 넓어야 하며,   

한 번에 넓히지 않고 여러 번에 나눠서 함.

 ❍ 수고 낮추기를 한 나무는 남은 주지에 결과모지로 쓸 가지뿐만 

아니라 세력이 약한 잔가지들도 많이 남겨 나무 전체에 결과지를 

포함한 신초가 많이 발생하도록 해야 도장지 발생을 줄일 수 있음.

 ❍ 남길 가지가 적당하지 않으면 자를 부분에 2~3년간 예비지를 양성한 

후, 예비지를 남기고 절단하는 것이 필요함.

  - 예비지를 만들 때에는 주변에 햇빛 투과가 잘 되도록 하여 가지를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예비지의 방향이 나쁠 경우 지지대로 유인함.

 ❍ 수고 낮추기를 한 해에 일시에 하게 되면 초기의 수량감소가 심하고 

도장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수세 불안정이 심하게 되므로 수년간 단

계적으로 낮추는 것이 유리함.

<수고 낮추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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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 귤

 정지전정 방법

 ❍ 유묘 시절에는 수형을 만들기 위한 골격 형성에 중심을 둔 전정을 하고,

골격이 형성된 이후에는 수관용적 확대를 위한 전정을 함.

 ❍ 간벌한 경우 2~3년은 약전정 해주고 관행 전정을 할 경우 예비지 설정은

하지 않고 세력지는 잎을 훑어주거나 아니면 기부로 절단해줌.

 ❍ 늘어진 가지는 절대로 절단하지 말고 감귤이 달리면 과정부가 지면

으로 향하게 하여 연약한 가지가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전정함.

 ❍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절단전정을 주로 하여 가지가 하늘을 향하게 

하는데 언뜻 보더라도 쑥쑥 자라는 느낌이 들도록 함.

 ❍ 경제수령이 되면 솎음전정을 하여 가지 끝이 늘어지게 하고, 가능한 

수관 상단부는 절단하지 말고, 순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연약한 

순을 많게 하여 가지 끝이 가늘어지게 함.

 

 <기후변화에 따른 새로운 전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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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전정 시기

 ❍ 과거에는 2월부터 전정을 시작하는데, 당시에는 겨울기온이 낮고,

어린 나무 또는 밀식재배 전이라 일조가 좋은 환경에서는 무방하였음.

 ❍ 점차 밀식이 되고, 과잉생산이 되면서 고품질 감귤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져 완숙과 수확 및 해거리현상 등으로 전정시기를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이상한파, 꽃샘추위, 봄 이상 저온으로 인하여 수세가 쇠약하여 해거리가 

예상되면 전정시기를 늦추고, 과잉생산이 우려되면 이른 전정을 함.

  - 최근에는 해거리현상이 불규칙 하므로 꽃을 관찰하면서 전정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간벌을 한 나무는 3년 정도 전정을 하지 말고, 가지가 최대한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하며, 이후 가지가 밀생하였을 경우에는 군데군

데 솎음전정을 하도록 함.

 여름 가을 순 또는 봄 순 세력지 훑기

 ❍ 봄 전정시 예비지 설정에 의해 봄 순은 세력지가 되고, 세력지에서

발생된 봄 순에서는 여름 순이 발생되는데 착과량이 적을 경우 가을

순이 발생될 수 있음.

여름·가을순 처리 전                여름·가을순 처리 후
<적엽을 위한 여름 가을순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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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가을순 처리방법

                 이듬해

<여름 가을 적엽처리에 의한 결과지 발생방법>

 ❍ 일반적으로는 1~2월에 세력지 훑기를 해야 하지만, 3월 이내에 순 훑기를 

하고, 이후에 꽃이 핀다하더라도 생리낙과가 끝난 후에 적과를 해주도록 함.

 ❍ 잎을 훑은 마다마디에서는 봄 순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중소과 발생을

위한 이상적인 예비지가 됨.

 ❍ 이듬해에는 꽃이 다량으로 피지만 부분적으로 1~2차 생리낙과가 

이루어지고, 낙과가 이루어진 가지에서는 결실량이 적을 경우에 

여름순이 발생될 수도 있음.

 ❍ 이와 같은 여름 순 또는 낙과된 과경지에서 이 다음해에는 꽃이 피기

때문에 해거리없이 매년 결실하고 다른 가지와 서로 스치지 않

아 풍상과가 의외로 적게 나옴.

 ❍ 강전정을 한 나무에서는 주지와 주지 사이에 빈 공간이 있어 바람이

지나는 길이 되기 때문에 풍상과 발생이 오히려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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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경지 절단하지 않기

 ❍ 과경지는 절단하는게 일반적이나 수확이 일찍 끝난 감귤원에서는 

일부 과경지에서 꽃이 피는 것을 관찰 할 수가 있고, 꽃이 피지

않은 과경지에서 봄 순이 대량으로 발생하여 이듬해 중소과가 달릴 

이상적인 결과지가 됨.

 ❍ 중소과를 많이 달기 위해서는 과경지에서 봄 순을 발생시키거나 아니

면 세력지 훑기를 하여 봄 순을 많이 발생시키면 착과량이 많더

라도 잎에 가려져 적게 보이고 일소 발생량이 적은 반면 당도도 높

고, 해거리가 경감되는 이상적인 전정방법임.

 ❍ 중소과의 대량 생산을 위해서는 과경지 이용이 필수적인데 과경

지가 너무 밀생되어 있을 경우에는 솎음전정으로 과경지를 줄임.

    과경지 무처리             과경지 착화       부분적으로 과경지에서 봄순 발생  
<중소과 생산을 위한 과경지를 결과지로 활용>

 병해충 전염원 제거

 ❍ 궤양병, 더뎅이병(창가병), 검은점무늬병 전염원 제거

  - 간벌을 하여 밀식되지 않도록 하고, 전정을 세밀하게 실시하여 수관내부

까지 햇빛이 골고루 비치도록 하여 죽은 가지가 거의 나오지 않게 함.

  - 이병잎, 가지 등은 모아서 땅에 묻음.

 ❍ 깍지벌레류(화살깍지벌레, 이세리아깍지벌레 등)

  - 전정시 통풍이 잘되도록 하고, 이병된 가지는 전정할 때 제거하고 

유기물시용, 토양개량 등 균형 시비로 건전한 생육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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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본포 관리>

Ⅲ. 화  훼

1. 국 화  스프레이국화 번식 및 육묘 방법

 모본 관리 요령

 ❍ 국화의 번식은 주로 삽목을 이용하고, 

건전한 번식을 위해서는  생장점 배양에 

의한 바이러스 등 병충해가 없는 무병묘를 

이용해야하며, 모주관리를 충실히 하여서 

건전한 삽수를 생산하여야 정식 후 우수한 

품질의 절화가 생산됨.

  - 포장에는 흰녹병, 진딧물, 응애, 총채벌레  

등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며, 토양소독도 실시하고, 삽수는 모본의 적심 

2회째가 가장 충실하고 균일한 삽수가 얻어짐을 감안하여 관리함.

< 모본포장의 적정 환경 >

 

구분 온도(℃) 일평균온도(℃) 습도(%) 광량(lux)

주  간 22~24
19~20

60~80 5~6만

야  간 17~18 85~90 -

 ❍ 주년생산을 위한 스프레이국화의 모주는 장일(전등조명)로 관리하면서 

삽수를 채취하고, 품종 및 계절, 환경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음.

  - 삽수 채취 시작부터 20주(5개월) 이후가 되면 노화현상이 일어나

므로 모주의 갱신은 연간 3회 정도로 하고, 적정량의 삽수를 확보

하기 위하여 절화생산면적의 8∼12% 정도의 모주 전용면적이 필요함.

 ❍ 모주포장은 항상 장일상태를 유지화고 특히 늦가을, 겨울, 초봄에는 저녁 

10:00∼02:00(4시간)사이에 최소 100룩스(Lux)의 전조처리(14.5시간 이상)를 

매일 해주지 않으면 삽수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  절화재배시 개화기가 

불균일해지고, 버들눈 발생률이 높아지며 꽃의 품질이 떨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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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주를 심고나서 8-10cm 정도 자라면 기부에서 2마디를 남기고 1차 

적심하고, 삽수채취는 자주해서 길이와 성숙정도가 균일하도록 관리함.

 ❍ 환경조건이 매우 양호할 때는 조기적심을 실시해도 되며, 적심기준은 엽수, 

모주높이의 기준을 정확히 하여야 지속적으로 삽수상태가 튼튼하고, 

균일하게 됨.

 ❍ 적합한 생육조건에서 삽수채취는 품종에 따라 다르나, 평균 1주

일에 1∼1.5회 이루어지며, 약 5cm 규격으로 삽수채취용 칼로 채취함.

 ❍ 삽수를 채취한 가지는 2~3개의 잎이 남아 있어야 하며, 이것이 

가능한 우량한 가지에서만 삽수를 선별하여 채취함. 

 ❍ 삽수의 무게는 1개당 1g 내외, 엽수는 3~5개 이상이어야 함.

 ❍ 삽수는 병이 없어야 하고 채취할 때 줄기의 중심부가 경화되지 

않고 녹색의 어린 순이어야 좋으며, 줄기가 경화되면 발근력이 

현저하게 낮아지므로 균일하고 건전한 삽수채취를 위해서 사전에 

일정기간의 실습이 필요함.

     

                      <삽수 채취>                        <삽수정리>

 삽수 및 삽목묘의 포장과 저장 요령

 ❍ 뿌리가 내리기 전 단계의 삽수를 단기간 저장하려면 3℃내외 약 

95%의 습도에 저장하고, 뿌리가 내린 삽목묘는 5∼7℃내외의 약 

90%습도에 저장하며, 장기간 저장하려면 음지에서 약간 건조시켜 

삽수채취시 무게의 70% 정도가 되면 비닐봉지에 넣어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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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수를 비닐팩에 넣어 보관>         <삽수 팩을 상자에 넣어 저온저장>

 ❍ 삽수는 통풍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비닐봉지에 보통 52개를 넣어  

포장하여 PVC 상자에 품종별로 채취시기를 구분하여 저온저장 함.

 ❍ 대부분의 품종들은 약 2~4주 정도 저장이 가능하며, 저온저장은 

삽수 및 묘의 확보와 휴면타파가 목적이고, 본포정식 후 남은 

삽목묘는 노화방지를 위하여 저온저장하기도 함. 

 삽목방법

 ❍ 삽목은 육묘상이나 삽목용 트레이를 이용하고, 삽수는 전개엽 2~3매, 

길이 5cm로 잘라서 발근제를 묻혀 3~4cm 간격으로 1.5cm 깊이가 

되게 꽂고 충분히 관수함.

 ❍ 삽목상의 지온은 20℃, 야온 16℃유지하고, 심야 4시간 조명하며, 

여름철 고온기에는 시들지 않도록 삽목 후 3일간 가림막을 쳐주고, 

2~3주가 되면 발근하게 됨. 

     

              <삽목 작업>                         <삽목상 관리>      

 ❍ 육묘용 상토는 보수성, 배수성, 응집력, 통기성이 요구되며, 모래, 

피트모스, 퍼라이트 등과 혼합된 전용상토를 활용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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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일블럭묘의 삽목 및 육묘관리 방법

 ❍ 일정 규모 이상의 계획된 작부체계의 주년생산을 위한 삽목 및 정식

작업의 자동화, 균일한 육묘관리 등의 공정별 분업화를 위해서는 

소일블럭(Soil Block)육묘 생산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소일블럭묘의 삽목은 60×40×18.5cm 규격의 육묘용 트레이에서 

4cm규격의 성형 블럭에 1본씩 삽수를 삽목함.

 ❍ 삽목 후 충분히 관수하고 육묘실로 옮겨서 뿌리가 블록 외부에 보일 때면 

비닐을 제거(여름7일∼겨울9일 소요)하여 온실 환경에 적응기간을 줌.

 ❍ 관리 중 필요시 관수하고 병충해 방제를 실시하고 삽목한지 약 2주 

정도가 경과되면 발근이 완성되므로 본포에 정식함.

< 삽목상 육묘환경 >

발근시기 관리온도
(℃)

일평균온도
(℃)

습도
(%)

광량
(Lux)

소요기간
(일)

뿌리내림기
주간 21~22

20~21
95~100

야간 7~10
(보온비닐멀칭

)야간 19~20

뿌리활착기
주간 21~22 80~60 2~3만

6~8
야간 19~20 90미만

  

    <소일블럭에 삽목>          <삽목 후 생육>       <보온비닐피복 및 방제>

  

    <뿌리 발생>            <비닐제거 후 순화>           <본포 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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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  미 재배방법별 묘목의 이용기술

 많이 이용되는 번식방법

 ❍ 주로 영양번식에 의해 재배되고 있으며, 번식방법은 크게 대목을 

이용하는 접목법과 대목을 이용하지 않고 장미의 영양체를 바로 

삽목 또는 조직배양하는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음.

 ❍ 품종 및 재배방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토양재배에서는 

접목묘를 사용하고, 암면 등의 고형 배지경 양액재배에서는 삽목

묘가 많이 이용되고 있음. 

<토양재배시 품종 및 번식방법별 절화의 수량과 품질 >
(영농활용: ‘94~‘95, 경북농업기술원) 

품 종 번식방법
절화수량 (본/주) 상등품수량

1년차 2년차 계 지수(%) 수량(본/주) 상품율(%)

마르데
보  아

삽목묘 14.6 35.2 49.8 100 18.3 36.7 

절접묘 14.1 42.2 56.3 113 30.3 54.0

아접묘 15.3 46.0 61.3 123 31.9 51.7

평  균 14.7 41.1 55.8 - 26.9 47.5

마델론

삽목묘 7.5 26.7 34.2 100 13.9 40.3

절접묘 12.1 30.7 42.8 125 26.9 61.3 

아접묘 13.8 31.3 45.1 132 23.0 50.6

평  균 11.1 29.6 40.7 - 23.9 50.8

리비아

삽목묘 8.0 26.5 34.5 100 8.8 25.4 

절접묘 13.3 32.9 46.2 134 20.1 43.5

아접묘 11.5 30.8 42.3 123 16.9 39.8

평  균 10.9 30.1 41.0 - 15.3 36.2

평  균

삽목묘 10.0 29.5 39.5 100 13.7 34.7 

절접묘 13.2 35.3 48.4 123 25.8 53.3

아접묘 13.5 36.0 49.6 126 23.9 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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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재배

 ❍ ‘찔레원예1호’를 실생대목으로 사용한 눈접묘, 절접묘 및 삽목묘를 

동계 휴면작형 (8주간)으로 토양재배한 결과

  - 삽목묘가 접목묘보다 초기생육, 생장지수, 지제부근경의 발육이 

불량하고 블라인드 발생률이 높고, 

  - 주당 절화수량은 삽목묘의 39.5본에 비해 절접묘가 24%, 눈접묘가 

25%나 증수되고, 절화품질도 눈접묘와 절접묘가 우수함.

 ❍ 절화장미의 토양재배에 접삽묘를 이용할 경우 대목으로는 '마네티'가 

'찔레원예1호'보다 좋았음. 

수

량

지

수

175

124,610

(본/10a)

134

95,880

(본/10a)

100  100

71,400

(본/10a)

묘종류 (대목) 삽목묘 접삽묘
(Manetti)

접삽묘
(찔레원예1호)

절화길이 (cm) 55.7 58.8 58.8

절화중량 (g) 20.6 23.5 23.6

  

<토양재배시“롯데로제”품종의 접삽묘이용 효과(200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암면 양액재배 

 ❍ 암면재배에서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삽목묘의 수량이 

접목묘와 같거나 그 이상인 경우가 많아 삽목묘가 주로 이용됨.

 ❍ 재배연수가  4년 이상 되면 대부분의 품종에서 접목묘가 삽목묘

보다 수량이 많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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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의 종류와 큐브의 크기별 장미 암면양액재배시 수량과 품질 비교>
  (田中, 林, 1989)   

품 종 번식방법
암면큐브

크기(cm)

절화수

(본/주)

절화길이

(cm)

절화중

(g/본)

규격 외 

절화수(본/주)

쏘 니 아

근접삽(대) 5 27 57.4 28.8 9.0

근접삽(중) 5 26 57.7 29.2 9.9

접  목 10 28 55.1 27.5 10.1

삽  목 5 28 58.5 29.2 8.7

칼 레 드

근접삽 5 16 57.8 29.0 6.0

접  목 10 21 50.9 24.3 8.6

삽  목 5 21 56.5 26.4 5.4

브라이달핑크
근접삽 5 17 55.7 29.5 7.5

삽  목 5 17 54.3 27.4 8.3

상남환타지
접  목 10 23 44.7 19.8 10.6

삽  목 5 19 44.8 21.2 18.1

 ※ 조사시기 : 1988. 8~1989. 3 

 ❍ 한편 ‘찔레원예1호’를 대목으로 사용한 접삽묘가 삽목묘나 다른 

대목에 비해 수량 및 품질이 우수함.

수 

량

지      

수

115
100

90,933

(본/10a)

  100

79,090

(본/10a)

71

55,990

(본/10a)

묘종류(대목) 삽목묘
접삽묘

(찔레원예1호)

접삽묘

(Pfander)
절화길이(cm) 75.0 73.8 66.9
절화경경(mm)   5.1   5.3  4.7

<암면양액재배시“멜로디”품종 접삽묘이용 효과('98. 원예특작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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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기정화식물 겨울철 실내 공기정화 식물 이용법

 겨울철 건조한 실내에 식물을 기르면 습도 조절

 ❍ 화분에 관수한 물은 식물의 뿌리가 흡수하고 토양에 흡착됨

  - 식물의 증산작용 : 뿌리로부터 흡수한 수분은 식물생육에 이용되고 

잎의 기공을 통해 배출됨.

  - 토양에 흡착된 물은 실내 공기로 증발되어 공중습도를 조절함.

 ❍ 겨울철 건조한 실내에 습도를 높여주는 우수한 식물의 종류

  - 관엽류 : 행운목, 마삭줄, 무늬털머위, 베고니아, 피토니아 등

  - 허브류 : 장미허브, 제라늄

  - 자생식물류 : 돈나무, 만병초, 다정큼나무 등

  - 난류 : 심비디움,   양치루 : 봉의꼬리

마삭줄(36.6%) 행운목(30.4%) 쉐플레라(24.9%)

장미허브(39.1%) 제라니움(32.2%) 돈나무(29.9%) 

<상대습도를 높여주는 식물>



- 76 -

 식물의 실내공기정화 원리

 ❍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중요 요인

  - 지상부(잎, 줄기)와 지하부(뿌리, 흙)에 공생하는 미생물들이 오염

물질을 흡수하여 영양원으로 활용함.

  - 잎의 호흡 및 광합성 작용에 의해 흡수된 오염물질은 대사작용에 

활용함.

  - 식물의 호흡과정과 화분 내의 수분이 증산되어 실내 습도조절 및 

인체에 적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 

  - 식물체가 배출하는 음이온, 향, 산소, 수분 등은 실내 환경을 좋게 함.

<식물의 공기정화 과정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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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오염물질 제거에 효과적인 식물

 ❍ 포름알데히드 : 건축자재, 가구의 방부제, 접착제 등에서 발생

  - 식물의 잎의 기공을 통해 흡입된 포름알데히드는 포름산으로 전환

되고, 포름산은 다시 이산화탄소로 되어 광합성 과정을 통해 당, 

유기산, 아미노산 등으로 변하여 인체에는 무독화 됨.

  - 흡수된 포름알데히드의(HCHO)의 탄소(C)는 이산화탄소(CO2)처럼 

대사산물로 이용되거나 근권부 미생물의 영양원으로 이용됨. 

  - 포름알데히드 제거능력이 우수한 식물

  ·양치식물류 : 고비, 부처손, 자생식물은 남천, 백량금, 마삭줄 등

  ·목본성 관엽식물류 : 구아바, 관음죽, 메시코소철, 디지고데카 등

  ·초본성 관엽식물류 : 접란, 디펜바키아, 틸란드시아, 안스리움

  ·허브류 : 라벤더, 제라니움, 로즈마리

  ·난류 : 나도풍란, 덴파레, 호접란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 

 ❍ 실온에서 액체로 휘발하기 쉬워 피부에 잘 흡수되며, 새집증후군의 

주요 원인물질임.

 ❍ 건축재료, 세탁용제, 가구류, 카펫접착제, 페인트 등에서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이 주로 방출되며, 이들의 제거에 효과적인 

식물들이 있음. 

  - 톨루엔 : 피톤니아, 만병초, 자금우, 이끼류 등

  - 벤젠 : 크라슐라(염좌), 수국, 심비디움 등

  - 벤젠 및 톨루엔 : 해미그라피스, 아이비 등

 ❍ 일산화탄소 : 가정에서 요리할 때 불완전 연소로 인해 발생함.  

  - 인체의 호흡기관에 들어가 두통, 구토, 호흡곤란 등을 일으킴.

  - 제거능력이 우수한 식물 : 스킨답서스, 안스리움, 돈나무, 클로로

피텀, 쉐플레라, 백량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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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식물의 음이온 발생에 효과적인 식물

 ❍ 식물의 음이온 발생과 효과  

  - 공기 중에는 음이온과 양이온의 비율이 1.2 : 1 정도이며, 도시지역

이나 오염지역 등은 1 : 1.2~1.5으로 양이온의 비율이 높음.

  - 실내 오염물질인 미세먼지나 화학물질 등이 양이온으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식물체로부터 음이온이 공급되면 전자를 얻고 안정화 

되어 땅으로 떨어져서 제거됨.

  - 음이온이 피부와 호흡을 통해 공급되면 신진대사가 촉진됨.

  - 음이온을 많이 발생하는 식물 : 팔손이, 스파티필럼, 심비디움, 자금우,

뱅갈고무나무, 칼라데아 등 잎이 크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식물임.

팔손이 스파티필럼 심비디움

뱅갈고무나무 칼라데아 자금우

  <음이온이 많이 발생되는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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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식물의 기능에 따른 배치

 ❍ 광 환경에 따른 배치 시 고려할 환경조건

  - 식물은 생육에 필요한 광합성작용을 위해 적당한 햇빛을 필요로 함. 

  - 실내 조도는 보통 1,000Lux(실외 : 2~10만Lux) 이하이고, 창가이더라도 

5,000Lux이하이며, 형광등이나 백열등도 식물 광합성에 이용함. 

  - 아파트의 광도 : 베란다 > 거실 > 부엌 > 화장실 순임.

  ·식물에 따라 호광성, 반음지성, 음지성으로 구분하나 실내식물로는 

음지성 식물이 잘 자람.

  - 꽃집에서 구입한 식물을 실내에 배치하려면 환경에 적응하도록 

베란다에서 3~4주, 창가에 1~2주를 둔 후에 실내 공간에 배치함 

 ❍ 주거 공간의 특성에 따른 식물의 배치 

  - 베란다 : 가장 광량이 많은 곳이지만 햇빛이 있는 여름철과 겨울철 

등에 온도변화가 가장 심하고 건조한 곳이지만 식물을 기르기에는 

가장 적합한 곳임. 

  - 거실 : 광량은 보통이나, 주거시간이 길어 식물을 많이 필요로 함.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능이 우수한 식물들을 활용

  - 주방 : 광이 부족하고, 화장실은 광이 거의 없고 통풍이 불량하여 

식물을 두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공간이므로 광순화가 잘된 식물을 

필요로 함. 

   ·일산화탄소 제거에 효과적인 식물 이용

  - 공부방 : 집중력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음이온을 많이 발생시키는  

식물들이 필요함. 

 실내 습도유지 및 공기정화를 위한 효과적인 화분 개수는 3.3㎡당 1개,  

20㎡ 크기의 거실이라면 식물의 초장 100㎝ 이상은 3.6개, 30~100㎝는 

7.2개, 30㎝의 작은 것은 10.8개 정도 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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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내 공간별 알맞은 식물

① 거실

남천 아레카야자 디펜바키아 만병초

② 베란다

팔손이 허브류 시클라멘 꽃베고니아

③ 주방

스킨답서스 산호수 백량금 클로로피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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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부방

개운죽 로즈마리 장미허브 피토니아

⑤ 침실

선인장 호접란 바위솔 셈퍼비움

⑥ 화장실

관음죽 안스리움 스파티필름 테이블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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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특용작물

1. 인  삼   재배상의 생리적인 특성과 환경적인 특성

 생리적인 특성

 ❍ 우량인삼의 안전다수확 재배를 위해서는 우선 인삼의 생리적 

특성을 잘 알고 그 특성에 부합되도록 예정지 및 본밭관리를 잘 

해주어야 함.

 ❍ 다년생 식물로서 본밭에 한번 심겨지면 3~5년간 동일 장소에 재배

되므로 재배할 곳이 불량하면 수확기까지 장기간 생육하게 되므로 

적지선정이 아주 중요함.

 ❍ 강한 광선에 약하고 반음지성 식물이므로 항상 차광정도 관리에 

노력해야 함.

  - 기온이 15℃이면 자연광의 30%(30,000Lux), 20℃이면 자연광의 

15%(15,000Lux), 30℃ 이상이면 자연광 5%(5,000이하)가 적당함.

 ❍ 식물체가 연약하므로 병에 걸리기 쉽고, 일단 병에 걸리면 치료가 

곤란하므로 튼튼한 생육 및 예방 위주의 약제살포가 필요함.

 ❍ 생장속도가 느린데다 6년간 재배해야 함. 

 ❍ 내비성이 약하므로 토양의 물리성이 좋고 토양수분이 적당해야

하므로 토양에 양분공급보다는 토양의 물리성 개선에 필요한 

유기물 시용과 관리를 잘해야 함.

 ❍ 고온을 싫어하고 서늘한 환경을 좋아하며, 돌풍을 싫어함.

  - 발아 및 출아적온은 10~15℃, 그 후 생육적온은 21~25℃임

  - 30℃ 이상 고온이 7일 이상 지속되면 고온장해를 받게 되므로 

여름철 서늘한 관리를 위해 해가림 설치, 피복, 고랑 및 두둑높임 

등으로 통풍을 좋게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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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5월에는 출아기부터 전엽기까지 줄기가 연약한 시기에 초속 

10m/s 이상의 강풍이나 돌풍이 있을 경우에는 어린줄기에 상처를 

입혀 줄기반점병균이 침입하여 피해가 크게 됨.

 ❍ 토양수분 과다에 약하므로 적정 토양수분 함량은 포장용 수량의 

60%정도(흙을 가볍게 쥐었다 놓으면 실금이 갈 정도)가 알맞음.

 ❍ 우리나라는 4~6월에 강우량이 적어 뿌리 신장기 및 비대기에 토양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고, 7~8월에는 강우량이 과다하여 토양 과습 

등으로 적변삼 및 근부병이 증가되고 일조량이 부족하여 근비대가 

억제되는 경향임.

2. 오미자   오미자의 번식방법

 종자번식

 ❍ 오미자 과실은 개화 후 125일경인 9월 중·하순이면 성숙이 완료

되며, 이때 과실을 수확하여 과실에서 종자를 분리시킴.

 ❍ 채종 후 상온에 저장하여 파종하면 발아되지 않으므로 휴면타파  

방법이 노천매장법과 저온저장법이 있으나 노천매장법이 실용적임.

 ❍ 노천매장은 습윤한 모래와 종자를 10:1의 비율로 혼합하여 적정 

수분이 유지되어 140일 이상 저장하면 성장이 완료되고, 파종적기는 

3월 중순~4월 상순이며, 발아적온은 20~25℃이고, 파종 후 출현기간은 

30일 이상 소요 됨.

 ❍ 실생묘 생산을 위한 종자파종은 폭 120㎝의 육묘상을 만들어 15×5㎝ 간격에 

복토는 1㎝ 깊이로 심음.

 ❍ 파종이 완료된 묘상은 짚으로 피복하여야만 토양수분이 유지되고, 

잡초발생이 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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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모율은 86%정도이고, 1년 동안 육묘해야 하고, 우량묘는 지제부의 

줄기 굵기가 3㎜정도가 적당함.

     

  <암 꽃>                             <수 꽃>

      

            <익기 전 열매>                        <익은 후 열매> 

 분주 및 분근법

 ❍ 많은 묘종을 생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으나 모주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장점이 있음. 

 ❍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에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굴취하고, 지상부를 

짧게 하여 심음. 

 접목방법

 ❍ 번식용 대목은 실생종자 번식요령에 따라 양성하며 접목에 적합한 

대목의 굵기는 접목 부위인 지상 3~4절의 직경 3mm 내외임.

 ❍ 대목의 양성은 토질과 환경조건이 좋으면 파종 후 1년이면 가능

하고, 그렇지 못하면 2년간 길러야 하므로 부정아 제거와 양성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력이 많이 들고 토지 이용율이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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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수는 전년에 건전하게 생장한 1년지가 좋으므로 당년에 개화된 

꽃을 제거하고 충실한 가지를 육성 또는 선발하여 활용하고, 

도장지를 접수로 이용할 수도 이음.

 ❍ 오미자는 3월 초순을 전후하여 눈의 신장이 시작되므로 접목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휴면기인 2월 하순경에 접수를 채취함.

 ❍ 채취한 접수의 굵기는 직경 3mm 이상인 가지가 알맞고, 접수당 

1개의 눈을 붙이되 접수길이는 5cm로 절단한 후 절단면은 도포

연고를 발라주고 조제된 접수는 수분을 함유한 모래(왕사)에 충진

하여 0~4℃의 저온에 저장하였다가 활용함. 

 ❍ 접목적기는 3월 하순 이후 5월 상순까지 가능하나 늦어질 경우 

접수의 활력이 떨어지므로 4월 초순, 따뜻한 날에 접목함.

 ❍ 접목방법은 대목을 지상 3cm(1~2절)내외 부위를 절단하고 중앙부를 

수직으로 1cm 정도를 절개한 후, 준비된 접수의 양면을 쐐기형으로 

깎은 후 고정시키는 짜개접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음.

 ❍ 접목 직후에는 기온이 낮고 공중 습도도 낮아 유합에 장해를 줄 

수 있으므로 접목 후 5~6일간 접목상에 터널을 설치하여 보온과 

보습을 유지해 주되 한낮에 기온이 급격한 상승에 대비해야 함.

 ❍ 접목 후 활착률을 높이기 위해 대목에서 점차 발생하는 측지는 

초기에 제거해주고, 접목에 활용했던 고정비닐은 활착이 완료되는 

6월 상순경에 제거해 주면 묘의 생육이 촉진됨.

 ❍ 접목의 성공여부는 접목 후 20일경에 알 수 있고, 접수의 생장은 

접목 1개월 후부터 시작하며, 6월~8월 사이에 급속히 생장하고,  

당년 가을이 되면 본포 정식이 가능한 3mm 이상의 굵기인 충실

한 묘로 성장되도록 잘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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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자 실생번식을 위한 파종시기와 피복효과>

 (영농활용 : 2013, 전북농업기술원)

◎ 현황 및 문제점 

 ► 오미자 안정적 묘목공급을 위한 삽목기술 보완이 필요함 

 ► 품종육성 모본 유지를 위한 실생번식용 파종방법 개선이 요구됨

◎ 개발기술 적용가능 지역 : 전국

◎ 현장 활용내용

 ► 오미자 파종전 처리과정

  - 가을에 수확한 종자를 항아리 등 밀폐된 용기에 1달간 후숙 시킨후 과피를 

제거함.

  - 과피를 제거한 종자는 모래와 섞어 노천매장하여 두었다가 이듬해 3월에 

묘판에 파종함.

  - 묘판에 파종 후 볏짚을 피복하고 수분, 잡초 등 관리하여 묘목 육성

 ► 오미자 실생 종자 파종 시기별 지상부 묘 생육상황

파종시기
(월․일)

입묘율
(%)

묘소질
(1-5)

경굵기
(㎜)

초장
(㎝)

근장
(㎝)

근경
(㎜)

1차근수
(개/주)

3. 1 95.3a 5a 4.2a 45a 28.3a 3.7a 5.7a

4. 1 85.7b 4b 3.4b 36b 25.1b 2.7b 5.1b

5. 1 75.4c 3c 3.1b 32b 20.1c 3.2a 3.4c

6. 1 60.0d 2d 2.7c 20c 15.4d 2.5b 3.6c
  

 ► 오미자 실생 종자 토양표면 피복별 지상부 묘 생육상황

토양표면
피 복 별

입묘율
(%)

묘소질
(1-5)

경굵기
(㎜)

초장
(㎝)

경굵기
(㎜)

근수
(개/주)

잡초
(g/㎡)

볏 짚 96.5a 5a 3.6a 41b 3.6b 4.1b 13.4b

흑색PE 84.8b 4a 3.9a 58a 3.9a 4.8a 4.0c

무피복 75.2c 3a 3.4a 29c 3.4c 2.7c 15.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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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기자   

 약용과 효능

 ❍ 한약용으로는 열매와 뿌리껍질을 이용하며, 민간에서는 잎도 이용

하고, 열매는 과병에서 분리되어 과실만 남게 되는데 과실 내에는 

종자가 20~30개 정도 들어 있음.

 ❍ 열매의 효능은 내상으로 몹시 피로하고 숨쉬기도 힘든 것을 보하며, 

힘줄과 뼈를 튼튼하게 하고, 정기를 보하며 얼굴빛을 젊어지게 

하고 흰머리를 검게 하며, 눈을 밝게 하고 정신을 안정시킴.

 ❍ 뿌리의 껍질 즉, 지골피(地骨皮)는 땀이 나는 골증(骨蒸)열을 낫게 

하고, 피부의 열을 잘 풀리게(解) 함.

 중요 성분별 효능

 ❍ 베타인(Betaine) : 열매에는 6~11mg/g, 구기잎 10~20mg/g, 지골피 

2~5mg/g을 함유하고, 간장과 위장의 기능촉진,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 근골 강화와 빈혈예방에 효과가 있음.

 ❍ 루틴(Rutin) : 황색 또는 담황색의 폴리페놀 화합물인 플라보노이드 

일종으로 구기엽에 소량 함유하고 있고, 혈당과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효과가 있어서 성인병 예방에 좋으며 루틴의 함량은 가을 

구기잎이 봄과 여름보다 루틴 함량이 높음.

 ❍ 구꼬아민 A(Kukoamine A) : 지골피에 함유되어 있고, 혈압을 강

하시키고, 체온 강하작용과 해열작용을 함한다.

 ❍ 베타시토스테롤(β-sitosterol) : 콜레스테롤의 흡수억제 효과가 뛰어나 

전립선 비대의 의학적 치료, 고지단백질 형성 억제 등의 효과가 

있어 콜레스테롤 및 고지방에 의한 성인병의 치료 및 예방.



- 88 -

 식물체의 생리 및 생태

 ❍ 가지과 다년생 낙엽관목성 식물이며, 키는 2m내외, 잎은 긴 가지

(長枝)에 어긋나기(互生)로 한마디에 대, 중, 소엽이 총생(叢生)함.

 ❍ 꽃은 복총상화서, 여러 꽃이 뭉쳐 피는 양성화(兩性花)이고, 자주

색 꽃이 6월에서 10월 중순까지 계속 피는 무한화서이고, 결실되

면 열매는 30~45일만에 성숙하고, 과피와 과육, 종자로 이루어짐.

 ❍ 과실 안에 종자는 황백색으로 20~30개가 들어있고, 수확하여 건

조시키면 과육이 점차 말라서 과피의 표면이 쭈굴쭈굴함.

     

      <개화기 봉오리, 꽃, 잎>                  <익은 열매>

 식물체의 재배환경

 ❍ 기상은 7~8월 평균기온이 20~25℃되고, 일조가 풍부해야 하고, 토양은 

배수가 양호하고 보수력이 좋은 사양토~식양토가 적당하며, 농경지의 

토양오염 우려가 없고, 관개수는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함.

 ❍ 구기자과원은 경사 7~15％의 선상지가 입지 조건이 가장 좋으며, 

경사 7~15％의 고간지·산록경사지, 경사 7％ 이하의 선상지, 

곡간지, 산록경사지 순이며, 경사 15％ 이상의 경사지와 구릉지에서

는 일조관계로 수량이 떨어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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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 약   

 약용과 효능

 ❍ 환자의 골격이 가늘고 근육이 물렁해져서 몸이 쇠약해지는(혈비; 

血痺)증상을 낫게 해주고, 혈맥을 잘 통하게 하며 속을 완화시키고 

나쁜 피를 흩어 내고(散惡血) 열로 생긴 종기를 낫게 함.

 ❍ 복통(腹痛)을 멈추고 어혈을 삭게 하며 고름을 없어지게 하고, 

여자의 모든 병과 산전산후의 여러 병에 쓰며 월경을 통하게 함.

 ❍ 결핵성 치질이 원인이 되어 피를 쏟는 것(장풍; 腸風), 등창[發背], 진 

물러서 헌데, 눈에 피가 끼고 군살이 살아나는[目赤努肉] 데 쓰며 

눈을 밝게 해줌.

 ❍ 경련을 갈아 앉힘(鎭痙), 흥분이나 아픔을 갈아 앉힘(鎭靜)작용을 

하며 순환기계통에도 작용해서 혈압강하작용을 함.

 ❍ 말초혈관(末梢血管)을 확대하고 평활근의 이완(弛緩)작용이 있어 

근육통에 효과가 있음.

 식물체의 생리 및 생태

 ❍ 작약은 미나리아재비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줄기 높이는 50~80cm

이고 뿌리는 길며 굵은데 계통에 따라 변이가 심함.

 ❍ 근생엽은 1~2회 우상(羽狀)으로 갈라지는 3출엽으로 밑 부분은 차츰 

잎자루로 됨.

 ❍ 꽃은 5~6월에 피고, 꽃이 아름다워 관상용 품종으로 아주 많이 

육성되어 보급되어 있고, 꽃의 크기뿐만 아니라 홑꽃과 겹꽃, 화색도 

적색, 분홍색, 백색 등 아주 다양하고, 원줄기 끝에 5~10cm정도의 

1개 큰꽃이 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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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상용 중 겹꽃은 꽃잎이 100개 내외로 많고, 암술 또는 수술이 

없거나 약간 있는 것도 있음.

     

 <의성신물질연구소에서 육성한 “거풍” 품종의 꽃과 뿌리 형태 >

      

     <약용에 주로 이용되는 품종>        <꽃이 진 후 삭과의 형태>

 식물체의 재배환경

 ❍ 재배지는 기후가 다소 서늘하고 토양수분이 적당하며, 배수가 잘

되고 보수력이 양호한 사양토~식양토로 비옥한 곳을 좋아하고, 

국내 자생하는 환경을 고려하면 다소 그늘진 곳을 좋아함.

 ❍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관개수원은 농업용수 이

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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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   

 약용과 효능

 ❍ 이용부위는 뿌리가 비대한 괴근이며, 괴근모양은 야구봉 모양처럼 

생겼으며, 원통형으로 길이는 약 30~50㎝, 지름은 5~8㎝임.

 ❍ 한방에서는 마와 참마를 산약이라고 부르며 자양, 익정, 보폐 등의 

효과가 있어 신체허약, 폐결핵, 정력부족, 야뇨증, 설사, 당뇨병, 

대하증, 식욕부진 등의 치료에 처방됨.

 ❍ 부체마와 단풍마는 천산룡(穿山龍)이라 하여 관절염, 요통, 타박상, 

해소(기침), 천식에 처방됨.

 ❍ 전분이 주성분으로 15~20%가 들어 있고, 단백질도 1~1.5%로 다소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C가 풍부함.

 ❍ 약용성분으로는 아밀로스(amylose), 콜린(cholin), 사포닌(saponin), 

뮤신(mucin), 아라기닌(araginine), 요노게닌(yonogenin), 크립토게닌

(kryptogenin), 디오스게닌(diosgenin) 등을 함유하고 있음.

 ❍ 야생마에 함유되어 있는 스테로이드(Ste-roid)는 먹는 피임약과 

호르몬의 생산 물질임.

 ❍ 관절염치료제인 코르티손(cortisone)은 야생마에서 뽑아낸 코르티

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가 주 원료임.

< 마의 품종별 주요 성분함량 >

종 류
단백질
(g)

지
방
(g)

Ca
(mg)

P
(mg)

Fe
(mg)

조사포닌
(mg)

V.A
(IU)

V.B1

(mg)
나이아신

(mg)
V.C
(mg)

단 마
장 마
야생마
가나산

1.7
2.3
5.1
2.5

0.2
0.2
0.7
0.1

14
18
27
16

28
34
53
29

0.2
0.3
0.2
0.9

  59
  60
  63
 274

-
-

100
839

0.12
0.10
0.10
0.13

0.2
0.4
0.4
0.4

6.0
6.0
9.0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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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체의 생리 및 생태

 ❍ 다년생 초본이고, 덩굴성 식물로 줄기의 길이는 2m 안팎이고 뿌

리가 비대하여 괴근을 형성하여 땅속으로 깊이 들어감.

  - 괴근은 약용과 식용으로 쓰이는데 긴 것과 끝이 둥근 것이 있으며 

토성에 따라 모양이 다소 차이가 있고 최근에는 둥근모양의 품종이 

개발 되었음.

 ❍ 잎은 대생(對生) 또는 윤생(輪生)하며, 삼각형 또는 세모진 난형이고, 

줄기의 엽액에 주아가 생김.

 ❍ 꽃은 6~7월에 피고, 수상화서가 1~3개씩 나오며 화경이 없는 흰 

꽃이 많이 달림.

 ❍ 열매는 10월에 성숙되며 둥근 날개가 달린 종자가 들어 있음.

           

             <잎의 모양>         <덩굴성 줄기 마디에 생기는 주아>

 

              <수꽃의 모양>                <암꽃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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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매(삭과)>                       <종 자>

부채마의 뿌리줄기 둥근마

단마

장마

                <마의 지하부 괴경의 여러 가지 모양> 

 식물체의 재배환경

 ❍ 산간지대를 제외한 전국지역에서 재배 가능하며 햇볕이 잘 드는 

양지가 좋고, 7~9월 평균기온이 25~30℃, 연평균 기온 13∼14℃, 

평균강우량 1,300mm정도이며, 최저 한계온도는 10℃임.

 ❍ 4월경 평균지온이 12∼13℃가 되면 발근이 시작되고 20℃전후인 

5월 말경 출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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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는 생육기간이 길수록, 장일보다는 단일에서 괴경의 비대가 잘 

되고 8, 9월의 주야간 기온차가 큰 지역을 좋아함.

 ❍ 남부해안이나 제주도 등 남부도서지방에서는 조기월동이 가능

하므로 종근이나 주아를 가을에도 심을 수 있음.

 ❍ 중부 이북 지방에서는 얼어 죽을 염려가 있으므로 종근이나 주아를 

갈무리하였다가 해동되면 심어야 함.

 ❍ 토양은 토심이 깊고 배수가 잘 되며 유기질이 많은 양토~사양토가 

좋고, 양토나 사양토에서는 분기마가 없고 괴근의 모양이 좋아 

상등품마로 각광을 받고 있음.

 ❍ 물빠짐이 나쁘면 괴경이 부패하기 쉽고, 찰흙이 많은 곳에서는 

괴경의 비대가 나쁘고 수확하는데 많은 힘이 들고, 자갈이 많은 

땅에서 재배하면 괴경의 모양새가 좋지 않아 품질이 떨어짐.

 ❍ 토양의 적정산도는 pH 4.5∼5.2범위이고, 산성토양을 좋아함.

 ❍ 토양 중금속함량이 농경지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

하고, 관수원은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함.

< 마 수집종의 지상부 주요특성 >

구 분 수집장소 내병성 주아
발생

개화
여부

결실
여부 줄기 형태 덩굴감는 

습성

둥근마
도입(가나)
도입(필리핀)

강
강

많음
없음

개화
없음

없음
없음

8각
4각

시계방향
시계반대방향

장 마
도입(나이지리아)

영 풍
강
중

없음
많음

개화
없음

결실
없음

원형(가시)
원형

시계반대방향
시계반대방향

단 마

예 천
영 풍
미 원

도입(일본)

중
중
약
중

많음
많음
많음
적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원형
원형
원형
원형

시계반대방향
시계반대방향
시계반대방향
시계반대방향

야생마
괴 산
태 안

약
약

많음
많음

개화
없음

없음
없음

원형
원형

시계반대방향
시계반대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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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느타리버섯   배지의 재조기술

 재료의 준비 

 ❍ 재배시 투입되는 폐면량은 3.3㎡(1평)당 60kg 정도가 알맞으며 시기에 

따라 여름에는 50kg, 겨울에는 60kg 정도가 적당함.

 ❍ 재배사가 198㎡(60평) 정도되면 폐면은 3,000-4,000kg이 필요하고, 

폐면은 단섬유가 많고 건조상태가 양호하고 깨끗하여야 함.

< 폐면 배지 제조 중 중요특성과 유의사항 >

작업 과정 특  성 유 의 사 항

재료선택    짧은 솜털 많은. 건조품   단섬유, 목화씨 등 불순물 없음

수분흡수    초기흡수 곤란, 후기과습   종균 심을 때 과습 방지

털기작업    기계화 작업 용이   덩어리 없이 고르게 퍼짐

살균 후 발효    가스발생 많음, 휘산곤란   가스 제거, 산소 공급, 공극률유지

균사생장    수직 생장 곤란   혼합 재식, 고르게 분산 유도

버섯발생    균상표면 건조   실내 및 균상표면 건조 방지

수확관리    수확 기간 장기 유지   균사층 및 하층부 약함

        폐면준비             수분조절과 야외발효           배지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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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균과 후발효           종균접종과 배양              버섯발생     
< 느타리버섯 폐면재배 과정 >

 폐면의 수분조절 요령 

 ❍ 폐면을 털면서 수분을 조절방법에는 폐면털이 기계와 경운기 

로터리를 이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모두 가능하지만 작은 

면적일 경우에는 폐면털이기로 정밀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폐면의 수분조절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 물을 주는 

방법은 기계에 샤워식 파이프를 부착하여 자동관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음.

 ❍ 관수한 물이 폐면 덩이의 속까지 고르게 먹도록 해야 하며, 부분적

으로 과습된 것이 없도록 해야 함.

 ❍ 폐면에는 지방질이 많고 표면에 얇은 왁스층이 있어서 수분흡수가 

잘 안되고 흡수 속도도 대단히 느리므로 수분조절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

 ❍ 폐면의 수분조절시 수분함량은 70% 정도가 적당하며, 수분 함량에 

대한 간이측정법으로는 한쪽 손에 물먹은 폐면을 쥐고 짤 때 물이 

2~3방울 떨어질 정도면 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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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외발효 요령 

 ❍ 발효방법

  - 폐면 재배는 야외발효를 시키지 않고 수분만 맞춘 후 즉시 입상

하는 경우와 야외에서 3-4일간 발효 후 입상하는 방법이 있음.

  - 폐면에 함유된 영양원이 발효미생물에 의하여 버섯에 적합한 

영양분으로 전환되는 1단계로서 야외발효를 실시함.

  - 이 때 발효상태가 불량하게 될 우려가 많으므로 발효를 시키지 

않고 즉시 입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하기도 함.

  - 야외 발효는 외부온도가 15℃ 이상 되고 강우에 의한 과습 피해가 

없는 시기에 실시하도록 함.

  - 야외발효 시에는 수분이 조절된 폐면을 깔판 위에 폭 180cm, 높이 

150cm 정도 되게 더미를 만들어 쌓도록 함.

 ❍ 뒤집기 작업

  - 뒤집기 작업의 목적은 뭉쳐져 있는 폐면 덩어리를 털고 풀어서 

사이사이에 수분흡수가 고르게 되고 공극이 유지되도록 하여 배지

전체의 균일한 발효를 유도하는데 있음. 

  - 첨가물은 대체적으로 넣지 않는 것이 좋으나 겨울철에는 발열촉진 

재료로서 이분(담배가루)을 2~5%정도 첨가하면 효과가 있음.

  - 폐면에 씨껍질이 많은 깍지솜일 경우 더욱 효과가 높고, 발열이 

진행되면 뒤집기 작업을 하여야 함. 

  - 1차 발효 후 뒤집기를 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배지를 쌓은 후에 

1~2일이 경과되면 발열이 이루어지게 됨.

  - 전체적인 뒤집기 작업은 3회 실시하되 발효 및 수분상태를 관찰

하면서 작업하고, 뒤집기 작업이 끝나면 입상을 하고 일반적으로 

퇴적기간은 10일 내외가 알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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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면더미 부위별 발효상태>

 배지의 입상, 살균과 후발효

 ❍ 배지 입상

  - 재배사에 폐면을 입상하기 전에 주위를 청결하게 하고 가온 보일러 

및 물 공급 장치를 점검함.

  - 야외에서 발효한 폐면배지의 수분이나 냄새 등을 점검하고 가스 

및 악취가 나거나, 과습 및 건조 등 수분함량이 부적합할 때에는 

이를 교정 한 후에 입상함. 

  - 균상에는 0.5 mm의 두꺼운 비닐을 넓게 깔고, 폐면배지를 두께 

20 cm 내외로 성글게 쌓음.

 ❍ 살균과 후 발효의 원리

  - 배지살균은 스팀보일러의 습열로 2~3시간 가온하게 되면 재배사

내 공기 온도는 60℃이상이 되나 배지내의 온도는 서서히 상승

하므로 5~8시간이 지나서야 60~65℃에 도달하며, 이때부터 12~24

시간을 유지하게 되면 살균이 완료됨.

  - 그 후에는 고온성 미생물이 자라서 후발효가 잘 이루어지도록  

배지온도를 50~58℃ 사이로 조절하고, 2~3일간 유지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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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도유지 방법

  - 살균과 후발효에서는 폐면 내부와 재배사 실내 공기온도가 중요

하며 초기에는 배지내의 온도를 중심으로 관리하여 목적온도에 

도달하면 재배사 실내 공기온도에 중점을 두어 관리함.

  - 배지살균 시간은 수분함량이 높으면 약간 짧게 하고, 수분함량이 

낮으면 약간 길게 유지함.

  - 후발효 실시온도(50~58℃)를 유지하면서 환기를 적은 양으로 계속적

으로 실시하여 재배사 내의 온도 변화가 없도록 함.

 ❍ 수분상태 조절

  - 폐면배지를 입상하면 수분상태가 정확한 함량인지 점검하고,   

수분상태에 따라 비닐의 피복 정도와 시간을 잘 조절하도록 함.

  - 폐면의 수분함량이 높으면 균상 표면에 피복한 비닐을 벗기고 가

온하되 온도 상승시간이 단축되도록 초기 가온에 중점을 둠.

  - 반대로 배지의 수분함량이 낮으면 비닐을 피복한 채로 서서히 가온

하여 수분증발을 최소화 하고, 피복된 비닐 안에서 유리수가 생

성되어 부족한 수분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함. 

 ❍ 환기(가스빼기)의 필요한 시기는 1) 재배사 내 가스 발산에 의해 

냄새가 날 때, 2) 폐면의 수분함량이 높을 때, 3) 재배상의 상ㆍ하단의 

온도 격차가 높을 때 등이며, 이럴 때는 외부 공기의 유입을 증가

시켜 재배사 안의 공기가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폐면의 수분함량이 낮으면 환기량을 이보다 감소시킴.

 ❍ 후발효(보통 50~58℃에서 2~3일간)가 잘된 배지는 첫째, 폐면에 

악취가 없고 부드러우며, 둘째는 수분이 적당하여 손으로 만지면 

부드러운 촉감이 있고, 셋째는 백색 또는 회색의 고온성미생물의 

균총이 번식된 부분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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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주요 작물 가격동향

 농산물 가격 분석

❍ 전주 대비 호박, 청양고추, 파프리카, 느타리버섯은 강세, 파, 무, 양파, 방울토마토, 배,

단감, 생삼, 6년근 직삼은 보합세를 보이며, 시금치, 상추, 깻잎, 오이는 약세를 형성함.

❍ 전월 대비 오이, 호박, 녹광·꽈리·청양고추, 피망, 파프리카, 사과, 느타리버섯, 백합은

가격이 상승하였고, 시금치, 상추, 깻잎, 장미는 가격이 하락함.

❍ 전년에 비해 호박, 토마토, 녹광고추, 사과, 느타리버섯은 강세이며, 작황호조와 

재배면적 증가로 배추의 경우 가격이 대폭 하락함.

 농산물 가격 동향(1월 20일 기준)

품목명 당일
(A)

6일전
(B)

전월
(C)

전년
(D) 평년

등락율
비고

A/B A/C A/D

배추(원/1kg) 470 480 440 1,205 - 98 107 39 전체
파(원/1kg) 1,230 1,230 1,320 2,130 1,586 100 93 58 대파
무(원/1kg) 430 430 437 520 - 100 98 83 　

양파(원/1kg) 800 800 822 1,433 933 100 97 56
시금치(원/4kg) 6,600 7,000 7,800 15,550 12,033 94 85 42

상추(원/4kg) 9,800 11,800 15,960 18,850 19,033 83 61 52 적
깻잎(원/2kg) 18,400 21,600 24,480 21,900 23,513 85 75 84

오이(원/15kg) 45,500 50,500 36,300 56,250 46,750 90 125 81 가시
호박(원/8kg) 32,800 25,800 24,760 27,850 29,603 127 132 118 조선애

토마토(원/10kg) 34,800 36,800 34,080 28,650 30,017 95 102 121
방울토마토(원/5kg) 20,800 20,600 20,760 18,950 18,277 101 100 110
녹광고추(원/10kg) 74,600 63,200 34,120 59,100 55,580 118 219 126

꽈리고추(원/4kg) 36,400 32,000 24,160 32,150 31,717 114 151 113
청양고추(원/10kg) 50,200 44,000 34,120 117,750 64,093 114 147 43

피망(원/10kg) 40,600 34,000 31,840 87,000 51,707 119 128 47
파프리카(원/5kg) 35,200 28,200 26,920 39,800 - 125 131 88

사과(원/15kg) 93,400 85,600 73,600 68,600 70,600 109 127 136 후지
배(원/15kg) 47,600 46,400 41,320 65,000 40,507 103 115 73 신고

단감(원/15kg) 45,400 45,000 43,000 40,600 41,733 101 106 112
느타리버섯(원/2kg) 15,000 12,600 11,640 11,850 13,917 119 129 127
새송이버섯(원/2kg) 9,200 8,800 8,400 8,725 - 105 110 105

생삼(수삼,10뿌리) 73,000 73,000 - 64,000 - 100 - 114

6년근 직삼(15편) 44,000 44,000 - 40,000 - 100 - 110

장미(원/속) 4,843 4,679 5,448 - - 104 89 - 비탈
백합(원/속) 5,049 4,929 3,831 - - 102 132 - 옐로윈

  * 자료: 농수산물유통공사 전국도매, 상품가격, 화훼는 양재동 도매가격, 전월 전년가격은 기준일 5일 이동평균적용,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

  * 인삼가격은 당일이 12/27(시세기준)이며, 전주는 12/17(시세기준)을 기준으로 함.(금산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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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2012 주요 연구 성과

배 꼬마배나무이 월동성충 산란 알의 부화시기 및 방제효과
(Control effect and emergence time of eggs to Pear sucker overwintered audults laid)

 연구 배경

 ❍ 꼬마배나무이는 배의 주요 해충으로 생육기 전방에 걸쳐 피해를 주고 있음

  - 월동성충의 방제적기는 2월 1일부터 최고온도 6℃ 이상인 일수를 

누적하여 16~21일수 사이가 방제적기임

  - 배 병해충에 대한 종합관리 대책 및 효과적인 방제방법 개발 요구

 주요 연구 성과

 ❍ 꼬마배나무이 월동 성충이 낳은 알의 부화 시기 구명

  - 배꽃 만개기 7~10일전 50% 이상, 3~5일전 80% 이상 부화

  - 만개기 전에 방화 곤충과 수정에 영향이 없거나, 만개기 직후에 방제가 필요

 ❍ 농약 및 친환경 자재의 꼬마배나무이 알에 대한 방제효과 구명

  - 기계유유제 10배 살포 후 98% 이상 부화하여 효과 없음.

  - 친환경 자재 13, 살충제 1종의 알에 대한 방제가가 극히 낮아(최고 25%) 

월동성충 이동모델에 의한 꼬마배나무이 월동성충에 대한 방제가 중요함.

포장조건에서 부화율 변화 친환경 자재 및 살충제 1종의

꼬마배나무이 방제 효과

꼬마배나무이 알, 월동성충

및 부화약충

 파급효과
 ❍ 배 꼬마배나무이 월동성충이 낳은 알의 발생모형 작성하여 방제적기 제공

  - 꼬마배나무이 방제효율 증진 : 2.5 → 0.5마리/과총

 ❍ 배 꼬마배나무이 월동성충 방제시 기계유유제와 살충제 혼용 지양

연구자 : 원예원 조영식, 061-330-1582, agridrea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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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기가 빠르고 비타민 C 함량이 많은 참다래 품종 육성
(Breeding of early matured and vitamin C high content kiwifruit varieties)

 연구 배경

 ❍ 참다래주재배품종인 ‘헤이워드’는만생종으로수확기에저온피해우려가큼

  - ‘헤이워드’의 숙기는 11월 상·중순인데 남부지방의 첫서리는 11월 상순에 내림

 ❍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능성 강화 품종의 육성 시급

  - 비타민 C 함량이 많은 적색과육 품종 등 기능성 함유 품종의 수요 증대

 주요 연구 성과

 ❍ 조숙, 대과성 황색과육 참다래 품종 ‘골드원’ 육성

  - 10월 중·하순 수확, 평균과중 128g(‘헤이워드’ 93g), 측화 발생 없음

 ❍ 비타민 C 함량이 높고 종자 주변이 붉은 색인 ‘레드비타’ 품종 육성

  - 비타민 C 함량(mg/100g) : ‘레드비타’ 299 > ‘골드러쉬’, ‘제스프리골드’ 77

 꽃봉오리 상태  착과상태 과육색
 <레드비타 품종의 특성>

 파급효과

 ❍ 서리 피해가 없고 기능성 성분 함량이 많은 국내 육성 품종의 보급  

- 국산 품종 보급률(%) : (’11) 11.8 → (’15) 15

 ❍ 비타민 C 함량이 많은 기능성 품종 ‘레드비타’ 보급으로 신수요 창출

 ❍ 측화가 없는 조생 품종 보급으로 서리피해 회피 및 꽃 솎기 노력 50% 절감

원예원 곽용범, 055-864-1507, kwack@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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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산고로쇠의 노화방지 화장품원료 실용화 추진
(Development of natural functional cosmetics material from Acer okamotoanum)

 연구 배경

 ❍ 주거 및 식생활 등 생활환경의 변화로 아토피유발 요인의 증가

❍ 2011년 기준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 101만 여명

 ❍ 화장품 수입의존도가 80%이며 국내산 원료 개발이 시급

 주요 연구 성과

 ❍ 우산고로쇠의 아토피성 피부개선효과 구명

- 우산고로쇠 추출물의 경표피 수분 손실량 감소

- 실험동물의 긁기 행동 횟수의 감소

 ❍ 우산고로쇠의 염증인자 개선 효과

- 우산고로쇠의 염증유발인자인 비만세포 감소

<우산고로쇠 8주 도포 개선효과와 우산고로쇠 화장품>

 파급효과

 ❍ 아토피성 피부염 개선 및 노화방지 효과 구명

  - 우산고로쇠의 노화방지 특허 기술이전 추진(기술이전료 1,250천원)

  - 울릉도 자생식물의 산업화 개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함

  - 고기능 추출물의 나노입자화를 통한 생체활용성 증진

연구자 : 원예원 김영옥, 043-871-5585, kyo912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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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핵과류 신품종 육성 및 보급
(Breeding and distributing new cultivars of Prunus and Vitis)

 연구 배경

 ❍ FTA에 따른 과수 생산액 감소 및 소비량 정체로 산업 활력 저하

  - 한·미, 한·중 FTA 생산액 감소(이행 10년차) : 5,500~6,000억원

 ❍ 기후변화 및 소비자 기호도 변화 대응 신품종 개발 필요

  - 불량환경에서도 품질 유지 가능한 안정생산형 품종

  - 1인 1색에서 1인 10색의 소비트렌드에 부합한 기능성 품종

 주요 연구 성과

 ❍ 신품종 등록(6품종)

  - 복숭아 ‘유미’, 자두 ‘퍼플퀸’, ‘하니레드’, 플럼코트 ‘하모니’, 

포도 ‘홍아름’, ‘나르샤’

 ❍ 신품종 개발(3품종)

  - 중생종 대과성 자두 ‘썸머 판타지아’, 조생종 대과성 플럼코트 ‘심포니’, 

포도 내병성 대목 ‘R04-10-02’’

      * 국내 육성 포도 품종 시범포 운영 : 92개 농가, 7품종, 32.1ha

<썸머 판타지아> <심포니> <RO4-10-02>
 파급효과

 ❍ 국내 육성 품종 재배면적 확대 및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

  - 복숭아 국산품종 재배면적 비율 확대: (‘10) 31% → (’15) 35
  - 플럼코트 재배를 통한 새로운 소비시장 창출: (‘10) 0ha → (’15) 100
  - 생식 및 가공용 포도품종개발: (‘10) 13품종 → (’15) 18

연구자: 원예원 남은영/노정호, 031-240-3683/3696, eynam/jeongho@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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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지어‘샤이스마일’
조생종, 분화용

글라디올러스‘포커스’
연녹색 화색, 내충성

칼라 ‘화이트모닝’
조생종, 바이러스저항성

나리 ‘골든하모니’
번식우수, 구근부패병강함

구근화훼류 품종 육성 및 보급
(Breeding and distribution of new flowering bulb varieties) 

 연구 배경

 ❍ 구근화훼류 나리, 프리지어 등 절화류 수출 증대

  - 나리 수출액 : (’01) 1,333 → (’08) 1,905 → (‘11) 3,308만$

 ❍ 절화용 구근은 대부분 수입하여 이용하고 있음

  - ’12년 구근 수입액 : 나리 6,143, 프리지아 90, 글라디올러스 246천$

 ❍ 수출 및 내수용 종묘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지속적인 품종육성 필요

 주요 연구성과

 ❍ 나리, 프리지아 등 국산 구근화훼류 품종 육성(’00~’12)
    - 나리 ‘핑크펄’, 프리지어 ‘샤이니골드’ 등 142 품종 육성

 ❍ 국산 품종 보급 확대로 점유율 향상

    - 프리지어 보급률 : (’08) 8.5 → (’12) 35.0%

    - 글라디올러스 보급률 : (’08) 8.0 →  (’12) 25.0%

    - 나리 보급률 : (’08) 0.1 → (’12) 3.0%

 ❍ ’12 육성 품종 : 프리지어 ‘샤이스마일’ 등 11품종

 파급효과

 ❍ 국내육성 품종의 보급으로 수입대체 및 종구 자급화율 확대

❍ 구근류 재배 농가 종묘비 경감

연구자 : 원예원 정향영/구대회, 031-290-6135/6197, hyang777/goodh08@korea.kr,   

      강윤임/최윤정, 031-290-6143/6147, yunimy/lilliu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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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청정묘삼 생산을 위한 공정육묘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plug plant technology for clean ginseng seedling)

 연구 배경

 ❍ 인삼 종묘 국제표준화(ISO) 기준에 맞는 묘삼 생산 기술표준화 확립

- 묘삼의 규격화 및 안전 생산을 위한 공정육묘 기술 개발

 ❍ 공정육묘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및 산업화 

- 공정육묘 기술 개발로 농가 단위 대량 공동육묘시설 확보

 주요 연구성과

 ❍ 인삼 공정육묘를 위한 종합기술 확립

- 상토의 화학성 안정화, 입모율 확보, 생육기기별 수분관리, 환경조절 방법

※ 상토 개발(특허출원 :10-2012-0098805), 입고병 및 생리장해 발생 예방

 ❍ 인삼 우량묘삼 생산을 위한 육묘기술 지침서 발간

※ 8개 항목 : 종자 후숙, 상토준비, 수분관리, 육묘시설, 병해충 관리, 묘삼채굴 등

<공정묘삼 생산 모습> <공정육묘의 균일성> <공정묘삼>

 파급효과

 ❍ 우량 묘삼(1등급) 생산비율 향상 : (‘12) 46~50% → 70%

 ❍ 하우스 시설을 이용한 공정묘삼 생산 시설비용 지원(농림수산식품부)

- 전국인삼조합 등 생산자 단체 대상 : 4년간 20개소 지원

※ 2013년 시범사업 5개소 지원 : 17ha(3.4/개소)

연구자 : 원예원 현동윤, 043-871-5543, hyund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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