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구
자
료
제
9
7
2
호

고부가 신소득 품목 왕대추나무 재배관리 매뉴얼

비매품/무료

(우)0245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57
57 Hoegi-Ro, Dongdaemun-Gu, Seoul 02455, Korea
Tel. 031-290-1182 Fax. 031-290-1050
E-mail : rich26@korea.kr
http://www.nifos.go.kr

93520

9 791160 196375
ISBN 979-11-6019-637-5

발 간 등 록 번 호
11-1400377-001382-01

연구자료 제972호

고부가 신소득 품목
왕대추나무 재배관리 매뉴얼

목

차
고부가 신소득 품목 왕대추나무 재배관리 매뉴얼

1. 일반 현황 ·················································································1
가. 국내 재배현황 ·························································································5
나. 성분 및 기능성 ·······················································································9

2. 왕대추나무 ·············································································11
가. 일반특성 ································································································13
나. 생육 및 재배 특성 ···············································································14
다. 신품종 현황 ··························································································21
라. 주요 재배품종 특성 ··············································································23

3. 증식 방법 ···············································································29
가. 대목 증식 ······························································································31
나. 접수채취 ································································································33
다. 접목시기 및 방법 ·················································································34
라. 접목 후 관리 ························································································37
마. 분주법 ···································································································37

4. 재배관리 ·················································································39
가. 재식 방법 ····························································································41
나. 수형관리 ································································································43
다. 시비 및 관수 ························································································54
라. 결실 증진 ····························································································58
마. 생리 장해 ······························································································60
바. 재배시설 ································································································62

5. 병해충관리 ·············································································65
가. 병해 ·····································································································67
나. 충해 ·······································································································74

6.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재배 ···············································83
가. 젤라틴-키틴분해 미생물(Gelatinase and Chitinase producing
Microorganism)이란? ·······································································85
나. 고온성 미생물인 Bacillus velezensis CE100 특성 ························86
다. 젤라틴-키틴분해 미생물의 대용량 배양 원리 ··································87
라. 고온성 미생물을 이용한 대추의 생리장해 발생 저감 효과 ···············87
마. 고온성 미생물을 이용한 주요 병해충 피해 저감 효과 ······················88
바. 해충 방제 효과 ·····················································································90
사. 고온성 미생물에 의한 잎의 활력도 개선 ············································92
아. 고온성 미생물에 의한 과실 품질 및 생산량 향상 ·····························92

7. 수확 및 저장 ·········································································93
가. 수확 ·····································································································95
나. 저장 ·······································································································96

8. 재배력 ····················································································99
가. 왕대추나무 재배 사례 ········································································99

9. 참고문헌 ···············································································106
10. 재배정보 관련 홈페이지 주소 ···········································109
11. [부록] 대추나무 병해충 등록 약제 ···································111

고부가 신소득 품목 왕대추나무 재배관리 매뉴얼

1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1

일반 현황

대추나무(Zizyphus

jujuba

Mill.)는

갈매나무과에

속하는

온대

낙엽활엽

교목으로 열대, 아열대 및 온대지방에 약 40여 종이 분포하고 있음. 대표적인
종은 생태형이 다른 중국계 대추와 인도계대추가 있음. 중국계 대추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등 아시아지역과, 유럽, 미국 중남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는
온대낙엽과수이며, 인도계 대추는 인도, 파키스탄, 중국 남부 등 열대 및 아열대
지방에서 재배되는 열대상록과수임.
대추의 원산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중국에서 기원전 4,000여년전 혹은, 기원전
10세기부터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가장 오래 재배되어온 과수로 알려져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명종 18년(1188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배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한서지리지’의 기록에 의하면 “낙랑에 대추와 밤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였고, ‘삼국지위지동이전’에서는 부여조에서 5과가 생산된다는
기록이 남아있어 매우 오래전부터 재배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대추 최대 생산국가는 중국이며, 재배면적은 2백만ha 이상, 연간 생산량은
8백만톤 이상인 것으로 각각 추정하고 있음. 중국에서는 대추 생산량의 90%가
신강위그루자치구(新疆维吾尔自治区;

province

of

Xinjian),

하북성(河北省;

province of Hebei), 산동성(山东省; province of Shandong), 산서성(山西省;
province of Shanxi), 섬서성(陕西省; province of Shaanxi)과 하남성(河南省;
province of Henan) 등 6개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음. 또한, 대추나무는 중국의
주요 재배유실수로, 2백만 이상의 농가가 재배하는 주요 소득원임.
우리나라의 대추 생산면적은 2019년 기준 2,744ha이며, 총 생산량과 생산액은
각각 9,436톤, 806.6억원임. 국내의 대추 재배면적, 생산량은 중국에 비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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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만 국내 임산물(수실류) 중 생산액이 복분자, 감, 밤 다음으로 많은 주요
임가소득 품목임. 일반적으로 대추는 제수용, 국탕용, 약재용 등 대부분 건대추로
사용되고 있으며, 분말이나 엑기스, 칩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가공되기도 함.
지역별 생산량과 생산액은 경북지역 6,704톤, 426.7억원, 충북지역 1,508톤,
253.6억원으로 경북(경산, 청도, 군위 등)과 충북지역(보은 등)이 국내 전체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음. 충북지역의 경우 건대추에 비해 가격이 높은
생대추를 주로 판매하기 때문에 생산량은 적으나 생산액이 높게 나타남.
국내 대추의 생산 및 유통 형태는 주로 건대추(건조대추)와 생대추(신선대추)임.
생대추는 건대추에 비해 판매 가격이 높으나, 저장 및 유통 기간이 길지 않아
제한적으로 생산‧판매되고 있음.
특히,

보은지역에서는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재배한

복조대추를

주요

재배종으로 하여 생대추를 생산하고 있음. 최근에는 소득액이 높은 생대추 생산에
유망한 과실이 큰 대추나무 ‘황실’, ‘천황’, ‘천상’ 품종이 등록되었으며, 과중은 약
30∼35g으로 알려져 있음.
일반적으로 왕대추(사과대추)라고 불리는 ‘황실’, ‘천황’ 대추는 복조대추 보다
과실이 큰 특성이 있어 재배자의 선호도가 높고 재배지역이 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재배면적도 증가하는 추세임. ‘황실’은 2014년에 육성된 대과종 품종으로 생대추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복조의 평균 과중(약 17g) 보다 약 1.5배 정도 과중이
높고 식감이 부드러워 소비자와 생산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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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가장 오래된 대추나무(충북 보은, 수령 300년 이상 추정)

가. 국내 재배현황
최근

5년간 국내 대추 생산량은 평균 10,192톤, 생산액은 795억 원이며

임가수는 6,846호임. 특히 ‵20년 임가수는 8,760호로 ‵19년 대비 2,173호의
임가가 증가함(표 1).

표 1. 연도별 대추 생산현황(국가통계포털, 2016∼2020)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생산량(톤)

10,784

11,451

10,734

9,435

8,555

생산액(억)

784

808

814

806

761

임가수(명)

6,101

6,118

6,664

6,587

8,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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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임산물생산조사(한국임업진흥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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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조계통
국내에서는 주로 복조계통의 대추나무가 재배되고 있음. 특히, 경산, 밀양, 청도,
군위 등에서는 주로 건대추 생산을 목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보은에서는 생대추
생산을 위해 대추나무를 재배하고 있음. 국내의 대추나무 품종 및 재배종은 아래와
같음.
가) 무등 : 1980년 등록(오후 개화성)
나) 금성 : 1980년 등록
다) 월출 : 1987년 등록
라) 복조 : 경상도에서 오래전부터 재배한 일반적인 재배종
마) 보은대추 : 보은지역에서 재배하는 재배종
이 중 무등, 금성, 월출은 국내에 자생하는 대추나무를 선발하여 개발한
품종이며, 복조와 보은대추는 예전부터 재배되어온 대추나무 재배종을 말함.
또한, 재배종은 아니지만, 묏대추나무(산조)가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열매는 약용 또는 접목을 위한 대목용 종자로 사용됨.

그림 3. 보은대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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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대추계통
대추 과실이 복조 보다 약 2∼3배 이상 크고 주로 생대추용 대추 생산을 위한
품종(황실, 천황, 광암 등)이 개발되었으며, 일부 중국에서 도입되어 재배되고
있음. 일반적으로 왕대추 또는 사과대추라 불림.
현재 재배되고 있는 왕대추나무는 초기에 대추 주산지(경산, 보은 등)에서
생산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충청권(부여, 청양, 천안, 청주 등)을 중심으로 황실과
천황 품종이 주로 생산되고 있으며, 전라권(영광, 완주 등)과 경기권(연천, 포천
등), 강원권(홍천, 화천, 춘천, 강릉 등) 등 전국적으로 재배지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황실과 천황은 주로 중부지역 특히 부여와 청양에서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품종으로 수확량과 당도가 높아 소비자와 생산자의 선호도가 높은 편임. 대능은
경산지역(**농원)에서 개발한 재배종으로 최근 영광에서 재배면적이 증가하고 있음.

그림 4. 왕대추나무 ‘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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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추 성분 및 기능성
대추는 대표적인 전통 건강식품 중 하나로 한방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재이며,
생과, 떡, 차, 죽 등으로 먹기도 하고 관혼상제 등의 제례음식으로 사용됨.
대추는 고려 시대부터 식용으로 이용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향약대사전,
동의보감, 방약합편, 본초학, 향약집성방 등 고전 문헌과 민간요법에서는 자양강장
효과와 이뇨제, 견이통 완하제, 만성기관지염 등의 약리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음.
또한, 대추는 기능성 성분을 많이 함유한 식품소재로써 주요 성분 중 가장 많은
것은 당질로, 생과는 과중의 24~31%, 건과는 58~65% 정도의 단당류와 다당류가
들어있으며, 감미가 강한 가용성 당류가 약 10~42% 함유되어 있음. 또한, 과당,
포도당, 올리고당, 아미노산, 사과산, 비타민 A·B·C 등과 인삼의 기능성 물질인
사포닌도 과실, 잎, 줄기, 뿌리 등에 골고루 함유되어 있음.
대추 추출물을 활용한 연구는 장내 미생물 생육 및 항산화 활성, 대추와
발효대추의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 및 인지능력 향상과 모발 성장 촉진, 간 보호
작용 등과 비알콜성 지방간 치료 효과, 암세포 증식 억제 등 생리활성과 관련하여
수행되었음.
대추는 미국식품의약국(FDA)에 의해 안전식품으로 인정되었으며,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경우 별도의 독성검사나 안전성 검사가 필요하지 않은 GRAS(Generally
Recognized As Safe)에 등재된 안전한 물질로 분류되어 있음.
또한, 대추는 이용형태에 따라 성분의 변화가 많기 때문에 생대추와 건조대추의
일반성분으로 구분하고 있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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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생대추와 건대추의 일반성분
가식부(과실) 100g 당 함량

생대추(‘14)

건대추(‘14)

생대추(‘96)

건대추(‘96)

kcal

99

259

94

289

수분(g)

70.2

20.9

73.6

17.2

단백질(g)

1.45

3.73

2.2

5.0

지질(g)

0.10

0.25

0.1

2.0

회분(g)

0.69

2.55

1.3

2.1

탄수화물(g)

27.56

72.57

22.8

73.7

총 당류(g)

24.34

59.09

-

-

총 식이섬유(g)

3.0

9.5

0.7

2.7

칼슘(mg)

-

-

28

18

인(mg)

-

-

45

116

철(mg)

-

-

1.2

1.8

나트륨(mg)

-

-

1

8

칼륨(mg)

-

-

357

952

-

-

2

1

레티놀(μg)

-

-

0

0

베타카로틴(μg)

-

-

13

5

비타민B1 티아민(mg)

-

-

0.04

0.13

비타민B2 리보플라빈(mg)

-

-

0.05

0.06

비타민B3 나이아신(mg)

-

-

0.6

1.1

비타민C 아스코르빅산(mg)

-

-

62

8

총(mg)

1135

1681

-

-

필수(mg)

243

515

-

-

비필수(mg)

901

1166

-

-

총(g)

0.09

0.23

-

-

총필수(g)

0.01

0.06

-

-

총포화(g)

0.03

0.07

-

-

총단일불포화(g)

0.05

0.09

-

-

총다중불포화(g)

0.01

0.06

-

-

콜레스테롤(mg)

0

0

-

-

식염상당량(g)

0

0

-

-

출처

농진청(‘14)

농진청(‘14)

농진청(‘96)

식약처(‘96)

미네랄

Rerinol
Equivalaent(μg)
비타민 A

아미노산

지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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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대추나무

2. 왕대추나무

2

왕대추나무

가. 일반특성
과실이 커서 왕대추라 하며 사과대추로도 불림. 주로 건대추로 이용하는 복조와
다르게 생과용 대추 생산이 주목적이나 건대추 등으로도 이용함. 복조보다 과실이
크며, 당도는 다소 낮지만 과피가 얇고, 과육이 부드러운 것이 특징임(표 3).

표 3. 일반대추와 왕대추 특성 비교
구분

일반대추

왕대추

과중

10~20g

35~50g

당도

30~32°brix

25~28°brix

식감

과육이 단단함

과육이 부드러움

재배종, 품종

복조, 보은대추

천황, 황실 등

결실특성

낙과 적음

낙과 심함

새순 관리

6월~7월

매우 강한 전정(수세강함)
8~9월 지속 관리

경제적 수확은 기존 복조대추의 경우 식재 후 3~4년차 부터 가능함. 왕대추
나무의 경우 식재 당년에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2년차 부터 수확하며, 품종과
재배관리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음.
대추나무는 일반적으로 재배관리(시설, 토양, 시비, 수형, 방제 등) 방법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지만 시설(비가림, 하우스 등)유무, 재배환경적
요인 등에 의해 생산량의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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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육 및 재배 특성
1) 형태적 특성
갈매나무과 낙엽성 교목으로, 가지에 가시가 있고, 잎은 어긋나 자라고, 잎의
모양은 달걀꼴임. 꽃은 작고 옅은 노란색으로 잎줄기에 모여 달림. 열매는 구형,
타원형으로 9~10월에 익고 과피색은 암적갈색, 과육은 흰색, 평균 과중은 약
30g임.

그림 5. 왕대추나무(‘황실’ 품종) 잎과 과실

2) 생육 단계
가) 휴면기(월동기)
낙엽 후부터 다음 해 발아가 시작되기 전까지로 생육이 거의 정지되어 있는
시기를 말하며, 이 기간 동안에 밑거름을 주고 정지전정을 실시함.
밑거름 시비는 낙엽 직후 또는 3월 이전에 완료해야 하며, 정지전정은 바람이
잘 통하며 햇빛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함. 또한, 병해충 전염원 제거를
위해 재배지와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며, 병든 잎과 줄기, 열매 등을 철저히
없에야 함.
눈이 발아하기 직전 탄저병, 노린재류, 진딧물, 나무좀 등의 방제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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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발아기(싹트는 시기)
눈은 4월 중순 부터 일 최고 온도가 20℃ 이상 되는 시기에 발아가 시작되나
재배지역의 기후환경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며, 비가림시설 재배시 더욱
빨라질 수 있음.
눈 부위에서 새가지로 발달될 눈은 중심부에 위치하며, 그 주변에 잎줄기(과실이
열리고 떨어지는 줄기)가 될 눈이 3~7개 분포함.
이 시기에는 탄저병, 세균성병, 노린재류, 진딧물, 박쥐나방, 응애 등의 방제를
실시함.

그림 6. 눈 발아
다) 신초 생장기
5월 초순 이후 잎이 나옴과 동시에 가지의 생장이 시작되며, 이 시기에는
새순자르기 및 잎줄기(결과지) 제거 작업을 재배 품종에 적합하게 실시함. 또한,
6월에는 새가지 및 결과지가 급속하게 생장하여 7월경 생장속도가 느려지다가 8월
이후에는 생장이 저하됨.
탄저병, 노린재류, 진딧물, 대추나무잎혹파리, 나방류, 응애 등의 방제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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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대추나무 새순자르기

라) 개화기
5월 하순부터 개화가 시작되어 6월 하순에 만개하며, 7월 하순까지 약 2달동안
개화가 지속됨. 대추나무는 개화량이 매우 많은 과수로 나무 당 전체 개화량의 5%
정도만 착화되면 안정적인 수확량을 기대할 수 있으나, 개화기간이 장마기간과
겹치므로 강우량, 강우일수, 일조량 등이 착과량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또한,
잿빛곰팡이병, 역병, 진딧물, 나방류, 미국선녀벌레 등 방제를 실시함.

마) 과실 비대 및 착색기
과실비대기는 7월 하순부터 9월 중순으로 7월 하순부터 8월 초순은 개화 후
열매 맺기가 끝나는 시기임. 열매가 맺힌 후 과실 비대생장 등 품질 향상을 위해
인산, 칼륨, 마그네슘, 붕소 등의 시비를 실시함.
생리적 낙과와 열과(열매 찢어짐) 방지를 위해 수분 부족 시 주기적으로 물주기를
실시하며, 장마시 배수를 철저히 하여 과습에 의한 피해를 방지해야함. 열과
예방을 위해 웃거름을 과용하거나 너무 늦은 시기까지 주지 않아야 함. 또한,
탄저병, 녹병, 역병, 노린재류, 심식나방, 응애 등의 방제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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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중순>

<6월 하순>

<7월 상순>

<7월 하순>

그림 8. 시기별 개화

그림 9. 결실 및 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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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시간별 대추나무 꽃 발달

❚ 18

2. 왕대추나무

3) 온도
가) 생육 최적 기온은 평균 25∼30℃이나 온도에 대한 적응범위가 넓음.
나) 연평균기온이 8℃ 이상이며, 1월의 평균기온이 –10℃ 이상, 연 최저기온이
–28℃ 이상인 곳이 적합함.
다) 10℃에서 뿌리 활동을 시작하며, 최적 지온은 20~25℃임.
라) 기후적응성이 강하여 추위와 더위에 잘 견딤.
마) 6~7월의 개화시기에 고온건조한 재배환경 조건에서 결실이 양호함.
노지재배의 경우 국내에서는 장마시기와 겹치기 때문에 결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안정적인 대추 생산을 위해 재배지의 환경에 따라
비가림 시설이 요구됨.

표 4. 대추나무 주산지 기상조건
주요 재배지

중국

경산

보은

부여

연평균온도℃

5.5-22

14.6

11.2

12.4

개화기평균온도(℃)

≥22-24

23.9

22.2

23.3

최저온도(℃)

≥-38.2

-14.9

-19.7

-17.5

강우일수(일)

≥120

105

122

108

연평균 강우량(mm)

20-2,000

2319.7

2,253.7

2,198.8

연평균 일조시간(h)

≥1100

1070.4

1305.3

1326.6

4) 토양
가) 대추나무 재배지 토성은 양토 및 사양토가 적합하며, 물빠짐이 좋은 곳이
재배적지임.
- 사양토 : 1/3 ~2/3이 모래인 것(점토 함량 12.5~25%)
- 양토 : 모래가 조금 느껴지는 것(점토 함량 25~37.5%)
나) 적정 토양 산도(pH)는 5.5∼6.5 범위로 중성토양이 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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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조조건
가) 일조량 부족시 꽃눈 분화와 결실이 불량하고, 웃자람이 심하게 발생하므로
수관 내‧외에 빛이 잘들 수 있도록 해야함.
나) 개화기간 중 흐린 날씨(장마 등)는 일조량이 부족하여 개화 및 결실이 불량
해질 수 있음.

6) 토양수분
가) 대추나무는 뿌리가 지표면에 분포하는 천근성 수종으로 결실기에 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결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관수가
요구됨.
나) 물빠짐이 불량한 점질토나 지하수위가 높은 토양의 경우에는 배수관리
(유공관 설치)를 철저히 해야함.

그림 11. 보은대추 집약재배지

❚ 20

2. 왕대추나무

다. 신품종 현황
가) 천황 : 수세가 강하고 생장습성은 반원형임. 개화기는 6월 초순으며,
숙기는 9월 20일경임. 과실모양은 장원형이고, 핵은 도방추형으로
인이 없는 것이 특징임.
나) 황실 : 잎모양은 타원형임. 과실모양은 장원형으로, 과실 무게는 50~70g
(대과)으로, 당도 30~32% 임.
다) 광암 : 잎 모양은 난원형으로 왜저, 둔거치임. 과실 모양은 길이가 폭에
비하여 약간 김. 과실 무게와 당도는 각각 44.9g, 25.7% 임.
라) 상보 : 잎 모양은 난상피침형으로, 엽병 길이는 6.8mm임. 과실 모양은
도난원형이며, 당도는 20.2% 임.
마) 천상 : 잎 모양은 난원형임. 꽃 크기는 평균 8.2mm임. 과실 모양은
원주형으로, 과실 무게는 27.0g 임.

표 5. 품종별 특성(산림품종관리센터, 2021)
품종명

잎 모양

생장습성

과실 모양

과중

당도

핵 모양

천황

난원형

반원형

장원형

50~60

15.0

타원형

황실

타원형

장원형

장원형

50~70

30~32

-

광암

난원형

원추형

원주형

43.5

25.7

도방추형

상보

난상피침형

원주형

도난원형

-

20.2

도방추형

천상

난원형

원형

원주형

높음

방추형

25~30
(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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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대추>

<황실>

<천황>

<대능>

그림 12. 품종별 과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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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왕대추나무

라. 주요 재배품종 특성
1) 황실(수령 3∼7년)
가) 주요 재배지역 : 부여, 청주, 천안 등
나) 재배시설 형태
(1) 비닐하우스(원예용 하우스), 연동형하우스, 비가림하우스
(2) 하우스 규격 : 2.5∼3.8m(높이)×5.0∼8.6m(넓이)×40∼90m(길이)
다) 생육특성
(1) 식재간격 : 1.0×1.5m∼2.0×3.6m
(2) 본당 생육면적 : 3.73㎡(3.40∼4.04㎡)
(3) 본당 수관면적 : 3.13㎡(2.06∼4.21㎡)
(4) 평균 수고 : 231.8cm(224.4~247.2cm)
라) 결실특성
(1) 주지당 결과모지수 : 1.3개(1.0~1.9개)
(2) 결과모지당 평균 결과지수 : 8.3개(5.5~9.8개)
(3) 결과지당 평균 착과수 : 2.4개(2.1~2.9개)
(4) 본당 평균 착과수 : 273.4개(215.2~339.2개)
마) 과실특성
(1) 평균 과중 : 25.93g(23.7~28.3g)
(2) 평균 경도 : 28.08N(27.3~29.2N)
(3) 평균 당도 : 19.48%(17.1~21.2%)
바) 본당 수확량 : 7.1kg/본(6.0~9.0kg/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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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생육 특성
구 분

수령

전체 평균

3

4

5

6

7

수고(m)

229.0

224.4

231.1

233.7

247.2

231.8

근원경(cm)

3.8

3.7

5.1

6.1

7.0

5.5

지하고(cm)

46.6

65.1

79.3

71.6

71.6

67.3

주지수(개)

19.6

13.9

11.4

12.0

11.7

13.3

주지간간격(cm)

7.4

8.3

8.2

7.9

8.5

8.1

표 7. 결실 특성
수령
구 분

전체 평균

3

4

5

6

7

주지당 결과모지수(개)

1.1

1.1

1.5

1.9

1.0

1.3

결과모지당 결과지수(개)

5.5

8.8

9.8

9.0

9.5

8.3

결과지당 착과수(개)

2.5

2.2

2.4

2.5

2.9

2.4

착과수(개/본)

285.6

241.6

279.2

279.6

339.2

273.4

표 8. 과실 특성
구 분

수령

전체 평균

3

4

5

6

7

과중(g)

27.3

25.0

25.2

26.8

28.3

25.9

경도(N)

27.3

27.3

27.6

28.4

29.2

28.1

당도(%Brix)

17.1

19.3

19.4

20.0

19.9

19.5

표 9. 수확량
구 분
수확량(kg/본)

❚ 24

수령
3

4

5

6

7

6.7

6.0

7.2

6.8

9.0

전체 평균
7.1

2. 왕대추나무

2) 천황(수령 4∼8년)
가) 주요 재배지역 : 부여, 청양, 철원, 연천 등
나) 재배시설 형태
(1) 비닐하우스(원예용 하우스), 연동형하우스, 비가림하우스
(2) 하우스 규격 : 2.5∼3.8m(높이)×5.0∼8.6m(넓이)×40∼90m(길이)
다) 생육특성
(1) 식재간격 : 1.2×1.6m ~ 2.0×3.0m
(2) 본당 평균 생육면적 : 3.27㎡(2.68~4.15㎡)
(3) 본당 평균 수관면적 : 3.39㎡(2.92~3.87㎡)
(4) 평균 수고 : 236.1cm(217.4~253.8cm)
라) 결실특성
(1) 주지당 결과모지수 : 1.42개(1.0~2.4개)
(2) 결과모지당 평균 결과지수 : 7.0개(5.2~8.8개)
(3) 결과지당 평균 착과수 : 3.15개(2.3~4.1개)
(4) 본당 평균 착과수 : 172.58개(157.9~188.6개)
마) 과실특성
(1) 평균 과중 : 29.13g(27.8~30.3g)
(2) 평균 경도 : 29.25N(29.1~30.5N)
(3) 평균 당도 : 20.05%(19.4~21.0%)
바) 본당 수확량 : 4.9kg/본(4.7~5.1kg/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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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생육 특성
구 분

재배수령

전체 평균

4

5

6

7

8

수고(m)

217.4

224.1

237.9

249.7

253.8

236.1

근원경(cm)

4.1

5.4

5.7

5.7

7.2

6.3

지하고(cm)

72.8

71.4

70.8

71.9

66.2

73.4

주지수(개)

9.9

10.6

10.2

9.3

8.7

9.0

주지간간격(cm)

7.9

9.1

10.1

11.3

14.3

10.9

표 11. 결실 특성
구 분

재배수령

전체 평균

4

5

6

7

8

주지당 결과모지수(개)

1.0

2.4

1.3

1.7

1.1

1.4

결과모지당 결과지수(개)

8.5

6.7

6.0

6.9

5.2

7.0

결과지당 착과수(개)

2.3

2.9

3.4

2.7

3.5

3.2

착과수(개/본)

178.4

175.2

176.8

157.9

158.6

172.6

4

5

6

7

8

과중(g)

28.2

29.2

27.8

30.0

30.3

29.1

경도(N)

29.2

30.5

29.8

29.1

28.5

29.3

당도(%Brix)

19.4

19.8

21.0

21.0

20.9

20.5

표 12. 과실 특성
구 분

재배수령

전체 평균

표 13. 수확량
재배수령
구 분
수확량(kg/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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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평균
4

5

6

7

8

5.0

5.1

5.0

4.7

4.9

4.9

2. 왕대추나무

3) 대능(수령 4∼6년)
가) 주요 재배지역 : 경산, 영광 등
나) 재배시설 형태
(1) 비닐하우스, 연동형하우스 : 기존 원예용 하우스를 기반으로 대추
재배관리
(2) 하우스 규격 : 2.5∼3.8m(높이)×5.0∼8.6m(가로)×40∼90m(길이)
(재배지 면적에 맞게 조절)
다) 생육특성
(1) 식재간격 : 2.5×2.8m ~ 3.0×4.0m
(2) 본당 평균 생육면적 : 8.62㎡(8.00~8.93㎡)
(3) 본당 평균 수관면적 : 4.60㎡(2.42~5.65㎡)
(4) 평균 수고 : 221.5cm(163.0~257.7cm)
라) 결실특성
(1) 주지당 결과모지수 : 2.37개(1.3~3.0개)
(2) 결과모지당 평균 결과지수 : 8.3개(6.9~10.5개)
(3) 결과지당 평균 착과수 : 2.03개(1.9~2.1개)
(4) 본당 평균 착과수 : 141.30개(82.8~177.9개)
마) 과실특성
(1) 평균 과중 : 34.67g(33.5~36.5g)
(2) 평균 경도 : 33.23N(33.2~33.9N)
(3) 평균 당도 : 20.00%(19.9~20.1%)
바) 본당 수확량 : 4.9kg/본(2.8~5.9kg/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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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생육 특성
구 분

수령

전체 평균

4

5

6

수고(m)

163.0

244.5

257.7

221.5

근원경(cm)

2.5

5.8

6.2

4.83

지하고(cm)

65.2

40.7

60.7

55.5

주지수(개)

3.6

5.0

5.2

4.6

주지간간격(cm)

12.0

9.8

12.9

11.5

표 15. 결실 특성
구 분

수령

전체 평균

4

5

6

주지당 결과모지수(개)

1.3

2.8

3.2

2.4

결과모지당 결과지수(개)

10.5

7.6

6.9

8.3

결과지당 착과수(개)

1.9

2.1

2.1

2.0

착과수(개/본)

82.8

163.2

177.9

141.3

표 16. 과실 특성
구 분

수령

전체 평균

4

5

6

과중(g)

33.5

36.5

34.0

34.7

경도(N)

33.9

33.6

32.2

33.2

당도(%Brix)

19.9

20.0

20.1

20.0

표 17. 수확량
구 분
수확량(kg/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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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4

5

6

2.8

5.9

5.9

전체 평균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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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식 방법

3. 증식방법

3

증식 방법

대추나무 번식법은 종자를 발아시켜 번식하는 실생법, 뿌리에서 나온 흡지(뿌리순)을
포기나누기하는 분주법, 실생대목 혹은 분주대목에 우량품종을 접목하는 접목법
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대추나무는 접목법을 이용하여 묘목을 증식함.

가. 대목 증식
1) 종자수집 : 인이 있는 복조나 산조의 종자를 준비함.
※ 대추의 핵을 반으로 잘랐을 때 인(씨에서 껍질을 벗긴 배와 배젖)이 있어야
파종이 가능함(그림 13).
※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복조와 보은대추, 왕대추나무(황실, 천황)은 핵 속에
인이 없어 접목을 위한 대목용 종자로 이용할 수 없음.

그림 13. 대추 종자(좌:인 有, 우:인 無)

2) 종자정선 : 과육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이 세척한 후 그늘진 곳에서 건조함.
3) 종자저장 : 대추 종자는 습기가 있는 모래와 1:1 비율로 섞어서 0℃의 저온
저장고에 저장하거나 노천매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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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자파종 : 3월에 핵의 끝부분을 잘라내고 파종상에 파종함.
※ 비닐하우스 이용시 안정적인 온도 유지로 고르게 발아 됨.
(파종간격 30∼40㎝×20㎝, 관리조건에 따라 조절 가능함)

<파종상 만들기>

<종자 발아>

<대추 대목>

그림 14. 대추 파종 및 생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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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접수채취
접수는 건강한(특히, 빗자루병 감염 확인) 나무에서 당년에 자란 신초(새가지)를
2∼3월경에 채취하여 보관함. 접수는 신초지의 곁가지를 제거하고 절단면에 발코트,
파라핀 등을 발라준 후 접수를 묶고 비닐로 밀봉한 후 저온저장고(1∼2℃)에 바로
세워서 저장함.

그림 15. 접수 채취 및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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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접목시기 및 방법
대추나무의 접목은 눈이 트는 시기에 실시하며, 접목 방법은 절접으로 1년생
가지를 접수로 사용함.
1) 접목시기 : 남부지방(3월 말) 중부지방(4월 초‧중순)
※ 접목시기가 늦어지면 접목 부위의 형성층이 완전히 유합되기 이전에 접수가
발아하여 신초가 고사하여 활착율이 낮아짐..

표 18. 경지접목 시기별 활착율(임산물표준재배지침, 2021)
접목시기(월. 일)

접목활착율(%)

신초묘율(%)

우량묘율*(%)

묘목생장량(㎝)

3월 5일

57.2

50.6

45.6

63.7

3월 20일

82.2

78.5

78.5

74.6

4월 5일

81.2

77.0

57.0

57.9

4월 20일

53.3

43.3

30.4

53.1

5월 5일

43.6

30.8

30.8

63.8

*우량묘율 : 묘목길이가 30㎝ 이상 되는 묘목비율

그림 16. 대추나무 접목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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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목방법 : 대목을 양성한 포지에서 바로 접목하는 거접(제자리접)을
이용하여 절접법(깎기접)으로 접목함.
※ 준비물 : 대목, 접수, 접칼, 접목테이프(비닐끈), 전정가위
※ 절접법 : 접수와 대목을 각각 깎아서 붙이는 접목법으로 접수와 대목의
굵기가 같지 않을 때 실시함. 쐐기접, 깎기접이라고도 하며,
접수의 접합 부위가 대목과 접수의 형성층 부위가 일치할 수
있도록 절개부위에 접수를 끼워 넣어 접목하는 법.
가) 대목을 준비함. 대목은 보통 전년도 봄(4월)에 종자를 파종하여 1년간
자란 것을 사용함.
나) 대목을 땅으로부터 약 5∼7cm 정도 남기고 잘라줌.
다) 대목의 잘라진 면에서 나무 껍질과 속부분을 포함(형성층이 들어날
정도)하여 위에서 아래로 2cm정도 갈라줌.
라) 접수를 준비함(접수는 2∼3월에 어미나무에서 병들지 않고 충실한 가지를
잘라 비닐로 포장하여 1∼2℃에서 냉장 보관). 접수는 눈이 1~2개 붙은
상태로 잘라줌. 먼저 접수의 한면을 45°로 잘라낸 후 반대 면의 껍질과
속이 포함되게 하여 위에서 아래로 2cm 벗겨줌.
마) 갈라진 대목의 줄기에 접수를 끼워줌. 접수를 끼울 때 한쪽 면은 반드시
대목과 접수의 형성층이 일치하게 해야함.
바) 대목과 접수가 고정되도록 접목테이프로 단단하게 묶어줌.
사) 접목이 끝나면 접수의 위쪽 절단면을 도포제(파라핀 또는 톱신페스트)로
발라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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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목 준비>

<② 대목 쪼개기>

<③ 접수 깎기>

<④ 접수 끼우기>

<⑤ 비닐 감기>

<⑥ 접목 완료>

그림 17. 접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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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접목 후 관리
접목 후 접수의 눈이 발아될 때 대목에서 나온 싹은 수시로 제거해 주어야 함.
접목 시 접수로 1년생 2차지나, 2년생 이상 된 묵은 가지를 접목하면 접목활착율이
떨어지고 잎줄기만 나오는 묘목이 많아짐. 이때는 잎줄기가 10㎝ 정도 자랐을 때
기부로부터 잎 3매를 남기고 절단해 주면 신초가 다시 발생함.
접목 후 활착되어 신초가 발생하여 자라게 되면 신초가 쓰러지지 않게 7월경
지주를 세워서 묶어준 다음에 접목부위의 감았던 비닐테이프를 풀었다가 다시
느슨하게 묶어줌.
접목상의 관수 및 배수를 철저히 해주고 대목에서 발생하는 신초는 수시로
반드시 제거해 주어야 함. 접목묘 주위의 풀관리도 철저히 해야하며, 제초작업 시
접목 부위에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마. 분주법
대추나무 뿌리에서 나온 흡지(뿌리순)를 끊어서 증식하는 방법임.
※ 분주묘의 어미나무가 빗자루병에 걸리지 않은 나무여야 함.
※ 빗자루병의 병원균인 마이코플라스마는 잠복기간이 길고 감염되어도 병징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으므로 주변에 빗자루병에 걸린 나무가 있는지를 확인
해야 함.
1) 7월경 흡지과 어미나무가 서로 연결된 뿌리의 중간부를 끊어줌으로써
흡지의 뿌리 발달을 좋게함.
2) 생육이 멈추는 시기(낙엽 후)에 분주묘 채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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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배관리

4. 재배관리

4

재배관리

가. 재식 방법
1) 재식 준비 (식재 6개월 전 준비)
가) 배수가 잘되지 않는 땅의 경우 두둑을 만들고 50~70 cm 밑에 재배환경에
적합한 유공관(지름 20cm 이상)을 설치함.
나) 유공관 밑, 주위를 자갈 등으로 채워 배수가 원활하게 만들고 충분히
발효된 퇴비와 흙을 섞어 덮어줌.
※ 유공관 : 작은 구멍들이 있는 관으로 플라스틱파이프 측면에 많은 구멍이
있으며, 구멍에 흙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직포 등으로 감싼 후 묘목을
식재할 위치 아래의 토양 속에 묻어 배수와 통기용으로 사용함.

2) 재식 시기
가) 가을보다는 봄(3월 중하순)에 식재함.
※ 일반대추보다 왕대추나무가 내한성이 약할 수 있어 가을에 식재할 경우
뿌리가 활착되기 이전에 고사할 가능성이 높음.

3) 재식 거리
가) 왕대추나무의 경우 재배자 간 매우 다양한 간격으로 식재하고 있음. 식재
간격이 좁을 경우 3∼4년차부터 작업공간의 확보가 어려워 재배관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함.
나) 원활하고 효율적인 재배관리를 위해 최소 3.5∼4.0m(열간)×2.0m(주간)의
식재간격을 확보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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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식 후 관리
가) 식재 직후 접목 부위에서 위쪽으로 눈을 2~3개만 남겨두고 절단함.
※ 묘목의 상태/굵기 등에 따라 조절하며, 절단 부위는 마디(눈)에서 1cm
위를 수평으로 자르고 도포제(톱신페스트) 처리함.
나) 2~3개의 눈에서 발생한 신초(새가지) 중 세력이 강한 1개의 신초만을
남기고 나머지 잎줄기와 신초를 제거함.
다) 주간과 주지로 관리할 1개의 신초를 식재 당년 약 1.5∼2.0m 높이까지
생장시킴.

그림 18. 재식 준비(유공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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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형관리
1) 식재 1년차
가) 묘목을 접목 부위에서 2∼3개의 눈을 남기고 잘라낸 후 발아하여 새순이
10∼20cm정도 자랐을 때 2~3개의 새순 중 가장 세력이 강한 가지
[주간(원줄기)으로 키울 가지]를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새순, 잎줄기)는
제거함.

그림 19. 식재초기
나) 남긴 새순이 1.5∼2.0m 정도 자랐을 때 끝을 잘라줌(적심).
※ 적심이란? 나무의 줄기, 가지(신초지 등)의 선단부의 생장점을 잘라내어
영양생장을 제한하고 생식생장을 촉진시킴.
※ 생장하는대로 두었다가 다음 해 수고 1.5~1.8m에서 잘라줌.
다) 나무의 주간, 주지로 키우기 위해 남긴 가지는 병충해 피해가 없도록
농약 등을 사용하여 건강하게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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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식재 초기 태풍 등 바람에 의해 가지가 부러지거나 구부러지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주대의 설치가 필요함.
마) 6~7월 나무가 생장하여 새줄기 기부에서 목질화가 진행될 때 가지의 맨
위 끝부분을 제거하여, 원줄기를 튼튼하게 함.
바) 낙엽 후 원줄기에서 발생한 주지 및 곁가지를 일부 전정함.

그림 20. 식재 당년 결실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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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식재 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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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재 2년차
가) 원줄기의 기부에서 위쪽으로 약 50∼80cm의 가지를 모두 제거함.
※ 식재 2년차의 수고와 주지수 각각 약 2.0m, 19.6개
나) 원줄기에서 발생한 주지를 절단하지 않고, 과실을 생산할 수 있음.
다) 또한, 원줄기에서 발생한 주지를 절단하는 경우, 남겨진 주지의 기부에서
3~4마디의 눈을 남기고 절단함.
(주지의 굵기 등 생육정도에 따라 자르는 위치 조절함)
라) 남겨둔 주지의 3~4마디의 눈에서 새순이 나와 20~30cm자랐을 때 주지의
끝 위치에서 발생한 새가지를 1~2개 남기고 나머지 가지와 잎줄기를 제
거함(5월∼7월).
※ 나무의 수고를 더 높일 경우, 정단부(나무 끝)에서 발생하는 새순을
키우며 원하는 높이에서 적심 처리함.
※ 왕대추나무의 경우, 2년생 이상의 가지에서 결실된 과실은 대부분
낙과하여, 새가지에서 과실을 생산해야 하므로 과실생산을 위한 새가지를
제외한 새순과 잎줄기는 모두 제거함.
마) (보은대추_생대추) 왕대추와 다르게 주지를 겹치지 않게 동서남북
방향으로 길게 배치하고, 새순은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만 30~40cm
간격을 두고 나머지 새순은 제거함.
※ 복조의 경우, 2년생 이상의 가지에서도 과실을 생산하여, 잎줄기는 남기고
새순만 제거함.
※ 식재 5년 이후 수고와 주지수 각각 약 약 3.0m,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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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식재 2년차

47 ❚

고부가 신소득 품목 왕대추나무 재배관리 매뉴얼

3) 식재 3~4년차
가) 재배관리가 용이한 위치에서 원줄기를 절단(약 2.0m)하며 2년차의 수형관리
방법과 유사함.
※ 식재 4년차의 수고와 주지수 각각 약 2.0m, 5~10개.
나) 주지의 모든 마디의 눈에서 발생한 새순을 남겨 키우면 통풍 불량,
일조량 부족 등으로 인해 결실과 과실 품질이 나빠질 수 있어 주지당
1∼2개의 새가지를 남기고 배치함.
다) 과실생산을 위해 남겨둔 새가지는 안정적인 결실을 위해 적심 후 가지를
20∼40°(가지의 세력에 따라 눕히는 각도 조절함)로 눕혀줌.
라) 일반적으로 새가지의 기부에서 3∼5개의 측지를 남기고 윗부분을 잘라
내나, 생육공간에 따라 더 많은 측지를 남길 수 있음.
※ 측지를 많이 남기는 경우, 새가지가 길어 과실무게로 인해 가지가 부러짐.
따라서, 새가지의 길이를 길게 하는 경우, 새가지를 고정하는 끈의 설치가
필요함(그림 23).

그림 23. 새가지를 길게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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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식재 3∼4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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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재 5년차 이상 : 수형 완성
가) 하우스를 이용하여 재배할 때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수고와 주지수는 각각
약 2.0m, 5~10개임. 노지재배의 경우, 재배관리 방법이 다를 수 있음.
나) 수형이 완성(5년 이상)되면 각 주지마다 매년 안정적인 과실생산을 위한
새순을 확보함.
※ 매년 신초를 키워 과실을 생산한 후 수확한 1년생 가지를 제거하고, 다음
해 또다시 신초를 키워 과실을 생산하는 과정을 반복함.

그림 25. 효율적인 재배관리를 위한 대추나무 수형(나무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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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식재 5년차(수형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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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주지의 새가지 관리(주지 당 1개 남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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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하우스 내 생육 및 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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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비 및 관수
토양의 양분 상태에 따라 적절한 시비처방이 필요하므로 토양상태를 확인하고
시비량을 조절해야함. 정상적인 생육과 결실을 위해 질소, 인산, 칼리와 칼슘,
마그네슘, 철분 등의 시비가 필수적임.
영양 생장을 제한하고 원활한 생식 생장을 위해 질소질 비료 과다사용을 제한함.

1) 시비량
가) 연간흡수량, 천연공급량의 정확한 측정이 어렵고 재배환경에 따라 차이가
커 매년 시비량의 결정이 어려움.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 의뢰를
통해 시비량 결정 필요함.
나) 식재 초기 원활한 묘목의 생장을 위해 충분한 밑거름 시용 및 생육기
추가적인 시비가 필요함.
다) 시비량 : 표 19 참조

표 19. 시비량(산림청, 2007)
시비량
(㎏/1,000㎡)

시비량 (g/본)
구 분
1년생

2년생

3년생

4년생

5년생

성 목

질 소

50

80

120

180

240

12

인 산

30

40

50

70

100

8

칼 리

40

60

100

140

200

10

2) 시비시기
가) 유기질 비료, 인산, 석회(2∼4년 주기) 등 전량 밑거름으로 사용하며,
퇴비별 성분량이 상이함으로 시비 전 성분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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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밑거름은 가급적 낙엽이 진 후 휴면기에 시용해야 함. 겨울동안 토양에
분해되어 이른 봄 발아와 동시에 나무가 이용할 수 있어 안정적인
생육과 결실에 도움을 줌.
다) 웃거름은 안정적인 결실에 효과적으로 질소질 비료의 시용을 최소한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6월~7월에 시비함.
라) 웃거름을 8∼9월 이후에 시용할 경우 비료 성분이 가지와 잎줄기의
생장을 가속시켜 결실 등 생식생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 엽면 시비를
이용함.

3) 시비방법
가) 윤구시비, 방사구시비, 전원시비, 심층시비 등이 있음.
- 윤구시비 : 나무주위에 지표로부터 20~30cm 깊이의 원형 구덩이를 파고
비료를 뿌린 다음 묻어주는 방법
- 방사구시비 : 나무를 기준으로 방사상으로 도랑을 만들어 거름을 주는
토양 시비 방법
- 전원시비 : 거름이나 비료를 밭의 전면에 골고루 뿌려주는 토양시비방법
- 심층시비 : 거름을 흙속 층에 넣어주는 방법
나) 나무의 수령과 재배지의 경사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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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시비 모습

4) 토양시료 채취방법
가) 동일 토양(필지)내 3∼10지점의 토양을 Z모양으로 채취함.
나) 동일 포장이라도 비옥도가 다를 경우 특성 있는 부분을 나누어 별도의
시료로 채취.
다) 토양시료 채취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나, 삽을 사용할 때는 겉흙을 제거
하고 뿌리가 분포하는 부근까지 떠낸 흙 조각을 깨끗한 시료 봉투에 담음.

5) 비료 주요 성분의 기능
가) 질소(N)
광합성에 관여하는 엽록소의 구성원소로, 잎의 크기를 확대시키며, 과실비대
및 수량을 증가시킴.
결핍 시 나무 생장 불량해지고, 결실율이 하락하며, 과실 발육불량, 수량
및 품질 하락, 동해 및 병 저항성 약화됨.
질소가 과다할 경우, 식물체가 웃자라고 개화결실 불량, 생리적 낙과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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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산(P)
가지와 잎 생장을 충실하게 하며, 결실력 증대, 단맛을 증가시키며,
신맛을 적게 함.
인산이 결핍될 경우, 생육불량해지고, 어린 잎이 암록색을 띄거나,
어린잎의 기부에 자색이 나타남. 잎의 광택이 없어지고 줄기와 각도가
좁아지며 엽소현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잎이 떨어짐.
다) 칼륨(K)
탄수화물 대사, 호흡작용, 광합성작용, 엽록소 생성 등에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실의 비대 및 당도 증가에 기여함.
라) 칼슘(Ca)
토양중화제로서의 역할에 비중이 크며, 산성토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들을 간접적으로 방지하는 역할을 함.
마) 마그네슘(Mg)
엽록소의 구성 성분으로 전분과 당의 합성과정에 필수적임.
부족할 경우, 묵은 잎의 선단부터 퇴색되며, 황화현상이 발생하며, 과실이
성숙되지 못하고 묵은 잎은 낙엽됨.
바) 붕소(B)
개화·수정 혹은 세포분열할 때 요구량이 많음. 결핍증상으로는 잎이
작아지고 결실이 안되며, 생리적 낙과가 발생함. 알칼리성 토양 또는
칼슘(석회)비료 과용시, 토양이 건조할 경우 결핍 될 수 있음.

6) 관수
가) 일반적으로 대추는 건조에 강하고 과습에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에
배수가 취약한 점질토나 지하수위가 높은 재배지의 경우 배수관리
(배수로, 유공관 등)를 철저히 해야함.
나) 재배지 토양의 수분이 부족한 경우 주기적인 관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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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추나무 재배지의 경우 대부분 점적관수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스크링
클러 관수, 지중관수 방법도 적용할 수 있음.
- 점적관수 : 점적간격 10∼100cm, 호스길이 200∼400m, 유량 1.5∼2.5L/h,
호스 두께 1.1mm 로 목적에 맞게 적용.
※ 점적간격 : 포도, 사과(30cm), 배, 감(50cm), 가로수, 과수원(100cm) 등
- 스프링클러 : 살수거리 1∼8m, 관수량 40∼120L/h, 사용압력 2.0∼3.0bar
로 관수량, 살수거리를 고려해 부속자재 선택.
※ 살수거리 : 스프링클러미스트(1m), 스프링클러밸브형(3∼4m) 등

그림 30. 관수시설(좌: 스프링클러, 우: 점적관수)

라. 결실 증진
1) 대추나무는 자가결실성(단위결실)이 높은 특성이 있으나, 꿀벌 방화를 이용해
수분·수정을 시키는 경우, 자가 수분·수정보다 결실량이 증가함. 자가수정된
대추는 타가수정된 대추보다 과실이 작고, 조기에 낙과되는 경향이 있음.
※ 단위결실 : 수분‧수정없이 씨방이 발달하여 열매가 되는 현상
2) 비가림 하우스 내 화분매개곤충을 활용하는 경우 착과량이 무처리(5.5%)
대비 서양꿀벌(10.2%)과 서양뒤영벌(8.9%)이 높아, 결실이 안정적이지 않을
때 매개곤충의 적용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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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실생산을 위해 선정한 새순을 제외한 가지와 잎줄기는 모두 제거해야
하며,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개화·결실)에 유리하게 적심과 가지유인 등을
반드시 실시해야 함.
4) 개화기 일조량 부족, 고온 등으로 개화 및 결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환상박피를 실시함. 환상박피 시기는 1차 개화가 끝난 후(6월말~7월중)
전용기구 또는 칼, 톱으로 2~3mm 폭으로 껍질을 한 바퀴 벗겨낸 후
박피한 부위를 비닐테이프로 둘러 보호하며, 15일 정도 후에 비닐테이프를
제거함. 한해 전체 가지 수의 1/2~1/3정도 실시하며, 박피 후 상처가
아문 부위에 나방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약제 방제를 함. 전년도와 같은
부위는 피하고, 세력이 약한 나무는 실시하지 않음.
5) 개화 및 결실에 도움을 주는 복합비료를 시용함.

<꿀벌방화>

<환상박피>

그림 31. 결실 증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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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리장해
1) 생리적 낙과
일조량 및 강우 부족으로 인한 동화량의 감소와 과다결실로 영양이 부족할 때,
수정이 불량하여 종자 형성이 되지 않을 때, 과도한 시비로 가지의 영양생장이
활발할 때 발생함.
수분수를 혼식하거나, 배수를 철저히 하고 전정을 강하게 하는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하여 일조량을 개선함.

2) 열과
과실 비대기에 불규칙하고 잦은 강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기상 조건이나,
배수가 불량하거나 건조한 토지에 급작스런 관수 시 발생함. 또한, 일소 증세로
인해 과피의 탄력이 저하되고 착과 후 고온 건조하에서 과피세포의 분열정지로
후막화가 촉진될 때 발생할 수 있음. 수세를 안정시키고 토양이 과습하거나 건조하지
않게 배수 및 관수를 철저히하며 비가림시설로 일소 현상을 방지함.
※ 일소 증상 : 작물에 맺힌 물방울이 렌즈로 작용하여 햇빛에 의해 작물 타들어
가는 현상

3) 연부과
토양 내 칼슘부족 등 세포막의 구조가 약화되어 고온 및 건조한 환경에서
발효가 일어날 때 부패균에 취약한 상태가 되어 감염율이 증가함.
석회질 비료의 시비와 과실이 착색되는 초기에 부패병, 탄저병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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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해
동해는 어린 묘목이 영하 20℃ 이하의 온도에 노출되면 발생할 수 있으며,
냉해는 개엽기(4~5월)에 영하로 내려갈 경우 신초 끝이 고사하는 형태로 나타남.
유년기에 특별히 보온(월동작업)에 신경써주어야 하며 소법, 송풍법, 살수법
등으로 예방함.

5) 마그네슘 결핍
토양 상태가 불량할 때(산성토양 및 양분이 불균형한 상태) 광합성, 당의
대사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잎이 노랗게 변하며 과실 비대기에 흔하게 발생함.
토양분석으로 양분이 균형되게 관리하고 황산마그네슘(0.5~2%액)을 2~3회가량
엽면시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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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재배시설
대추나무 재배시설은 원예용하우스, 전용비가림하우스, 연동형하우스 등이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재배시설 없이 노지에서 재배함.

그림 32. 재배시설(위:연동형하우스, 아래:비가림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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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재배시설(원예용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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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병해충관리

5. 병해충관리

5

병해충관리

가. 병해
<병을 옮기는 전염원>
- 병든 식물체 : 재배식물에 병이 발생하면 반드시 제거하여 소각하거나 묻는
것이 중요함. 파종용 종자는 소독하며, 병에 감염되지 않은 모종을 사용
- 오염된 토양과 물 : 대부분 병들은 토양과 물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가 많음.
배수를 좋게 하여, 침수 피해를 없애거나 건강한 토양을 통해 병원균의
침입을 막을 수 있음.
- 매개곤충 : 벌레에 의한 피해는 1차 피해뿐 아니라 병을 옮기는 2차 피해도 줌.
- 작업도구 : 작업도구의 소독을 통해 미리 예방

1) 탄저병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가) 병징
- 대추재배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으로 과실과 잎에 적갈색의 작은
반점이 나타나며, 점차 중앙이 함몰됨.
- 피해가 심할 경우 과실 전체가 쭈그러들어 까맣게 변함.

나) 전염경로 및 발병조건
- 고온다습한 7~8월에 주로 빗물에 의해 전염되며, 곤충이나 조류에 의해
전염되기도 함.
- 성숙기인 9월 하순에 발생하기 시작하여 10월 경 수확이 늦어진 재배지
에서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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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방제방법
- 장마가 끝난 후 3~4회 정도 방제함.
- 이병과(병에 감염된 과실)에서 포자가 형성되어 2차 전염되므로 이병과는
즉시 제거함.
- 병 발생이 심한 과원에서는 봄철 발아 직전에 약제를 살포하고 장마
이후부터 9월까지 등록 약제를 살포함.

2) 잿빛곰팡이병 (Botrytis cinerea)
가) 병징
- 잎, 꽃 및 열매에 병징이 나타남.
- 잎은 신초에 주로 발생하며, 발병시 잎과 꽃이 말라 죽음.
- 감염시 변색이 일어난 후 점차 회백색의 곰팡이로 뒤덮임.

나) 전염경로 및 발병조건
- 습도가 높거나 흐리고 비오는 날이 지속되면 발생이 많아짐.

다) 방제방법
- 재배지 내 습도를 조절하기 위해 통풍과 배수를 양호하게 함.
- 발병된 잎과 과실을 바로 제거함.

3) 녹병 (Phakopsora zizyphiulgaris)
가) 병징
- 주로 잎에 발병하며, 심하면 엽병에도 발생함. 잎 표면에 갈색의 반점이
형성되고, 심할 경우 잎 전체가 낙엽됨.

나) 전염경로 및 발병조건
- 고온다습한 7~8월에 주로 발병하며 그해에 기상조건에 따라 발병정도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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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제방법
- 이병엽(병에 감염된 잎)을 제거 후 소각함.
- 밀식된 과원은 간벌을 실시하여 빛과 바람이 잘 통하게 함.
- 동계기에 등록된 약제를 살포하여 재배지의 병원균 밀도를 감소시키고,
장마 직후에도 등록 약제를 살포하여 예방함.

4) 잎마름병 (Ascochyta spp.)
가) 병징
- 발병 초기 잎의 표면에 갈색의 원형 병반이 나타나며, 점차 갈색의 부정형
병반으로 확대됨.
- 심할 경우 잎 전체가 마르며, 병반의 중앙에는 갈색의 소립자(병자각)이
밀생함.

나) 전염경로 및 발병조건
- 잎과 엽병의 병반에서 병자각으로 월동함.
- 여름철 장마기에 시작하여 가을까지 계속됨.
- 배수가 불량, 질소질 비료를 과다 시용하는 과원에 발생함.

다) 방제방법
- 배수를 양호하게 하고, 질소질 비료를 과다 사용하지 않음.
- 강우에 의해 잎에 흙이 튀지 않도록 관리함.

5) 역병 (Phytophthora spp.)
가) 병징
- 과실과 엽병에 발생함. 주로 꼭지 부분부터 발생함.
- 과실의 경우 적갈색의 반점이 나타나 전체가 적갈색으로 변하고, 대부분
조기 낙과되며 심하면 잎줄기 전체가 고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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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염경로 및 발병조건
- 병원균이 주로 토양에서 생존하기 때문에, 관수 및 강우 시 튀어오르는
흙과 물방울에 의해 감염됨.
- 장마기인 7~8월에 주로 발생함.

다) 방제방법
- 배수가 잘 되도록 관리하며, 강우에 의해 흙이 튀지 않도록 토양을 관리함.
- 지면과 가까운 가지와 과실에 발병하므로, 가지의 배치를 높게 함.

6) 줄기썩음병 (Botryosphaeria dothidea)
가) 병징
- 줄기와 과실에서 발생함. 줄기를 썩게하며, 심할 경우 병반의 상단부가
고사함. 과실에는 상처부위나 꼭지부분으로 침입하여 단시일에 부패하면서
낙과됨.

나) 전염경로 및 발병조건
- 주로 상처난 부위를 통하여 침입함.
- 겨울철 동해 피해를 받아 동사된 조직 속으로 병원균이 침투하기도 함.

다) 방제방법
- 유목의 경우 겨울철 동해로 인한 상처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복을 한 후
3월쯤 피복물을 제거한 후 약제를 살포함.
- 성목의 경우 상처에 의한 병원균 침입을 막기 위해 수확 후 적용약제를
살포함.
- 병에 감염된 가지는 곧바로 제거 후 소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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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빗자루병 (Mycoplasma)
가) 병징
- 나무 전체에 발생하며, 가지는 심하게 분지가 되고 잎이 매우 작아지며
밀생하여 빗자루, 새집 모양으로 됨.
- 발병 첫해에는 나무의 일부분에서만 병징이 관찰되지만, 이듬해부터 나무
전체로 이행되어 고사할 수 있음.

나) 전염경로 및 발병조건
- 주로 접목전염과 마름무늬매미충(모무늬매미충) 등에 의해 전염됨.
- 건전목보다 이병주에서 발생 밀도가 높음.

다) 방제방법
- 접목과 매개충에 의해 감염되기 때문에 개원 시 빗자루병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식재함.
- 감염된 나무는 수관주입법을 통해 병징을 억제시킬 수 있음.
- 수관주입은 수액이동이 활발한 4~5월에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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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탄저병

그림 35. 녹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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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잿빛곰팡이병

그림 37. 대추나무빗자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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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해
1) 마름무늬매미충 (Hishimonus sellatus Uhler)
가) 형태
- 성충은 약 4mm이며 머리와 앞가슴은 황록색임.
- 앞날개를 접으면 뚜렷한 갈색의 마름무늬를 보임.

나) 피해증상
- 성충과 약충이 잎을 흡즙하며, 흰색 반점이 발생함.
- 빗자루병을 매개함.

다) 발생생태
- 7월 하순, 9월 중순으로 연 2회 발생함.
- 알 상태로 초본류에서 월동함.
- 4월 하순 부화하며, 3주 이내에 4~5회 탈피 후 성충이 됨.
- 성충기간은 40~50일이며, 평균 16개의 알을 산란함.

라) 방제방법
- 월동간 주 서식처인 잡초를 제거함.

2) 대추애기잎말이나방 (Ancylis sativa Liu)
가) 형태
- 성충의 길이는 12~14mm, 날개의 중앙을 따라 갈색무늬가 있고, 날개를
접었을 때 날개 끝이 뾰족한 뿔처럼 보임.
- 유충은 황갈색이며, 머리는 흑색임.

나) 피해증상
- 유충이 여러 개의 잎을 묶은 후 속에서 식해함.
- 잎의 표피는 가해하지 않고 엽육만 가해함.
- 과실의 껍질도 갉아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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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생생태
- 연 3회 발생하며 번데기로 월동함.
- 성충은 4~8월에 발생하며, 유충은 개엽이 시작되는 봄부터 발생함.

라) 방제방법
- 유충은 잎 속에서 활동하여 약제 살포시 방제효과가 낮음.
- 성충 발생 초기 등록된 약제를 살포함.
- 봄철 기계유유제를 줄기에 살포하여 밀도를 낮출 수 있음.

3) 응애류
가) 형태
- 대추나무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응애류는 점박이응애와 사과응애가 있음.
- 응애류는 그 크기가 0.3~0.5mm 정도로 육안 관찰 어려움.

나) 피해증상
- 약충과 성충이 잎을 흡즙하며, 가해 부위에 흰색 반점이 생김.

다) 발생생태
- 연 8~10회 가량 발생할 수 있음.
- 월동 장소는 나무껍질, 풀, 낙엽 등이며, 4~5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함.
- 온도가 높을수록 발생 속도가 빨라지나, 27℃에 가장 활발하게 발생함.

라) 방제방법
- 전년도에 피해가 발생한 과원에서는 개엽 전 기계유유제 살포함.
- 응애류 발생 시 급격히 증식하므로, 발견 즉시 방제함.
- 저항성 획득 속도가 빠르므로, 예방적으로 방제를 하지 않고 동일 성분이
라도 약제를 교차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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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추나무잎혹파리 (Dasineura sp.)
가) 형태
- 유충은 흰색으로 몸길이 2~3mm, 성충은 더듬이가 짧으며, 다리가 김.
나) 피해증상
- 잎의 가장자리가 말려들어가며, 갈색이나 붉은색을 띔.
다) 발생생태
- 연 4~5회 정도 발생하며, 발생 초기 방제해야 함.
- 월동 장소는 토양으로 5월에 성충이 새순에 산란하며, 부화한 유충이
잎을 가해함.
라) 방제방법
- 수시로 나무를 관찰하고, 피해 잎 발견 즉시 제거한 후, 등록 약제를
사용하여 방제를 실시함.
- 제거한 부위는 소각함.
- 약제 방제 시 토양과 함께 살포하면 예방 효과가 있음.

5) 애무늬고리장님노린재 (Apolygus spinolae)
가) 형태
- 약충은 몸 전체가 녹색을 띄며, 성충의 크기는 4~6mm 정도로 날개가
있고, 등쪽 날개에 검은 무늬가 있음.

나) 피해증상
- 잎의 경우 피해 받은 잎은 위축되거나 기형화되고, 과실은 표면에 상처
생겨서 상품 가치가 떨어짐.

다) 발생생태
- 나무의 눈의 인편 사이에 알을 낳고, 알 상태로 월동하며, 4월 중순부터
부화하여 피해를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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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제방법
- 피해를 입은 잎과 과실은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개엽 직전 및 직후 10일
간격으로 등록된 약제를 살포함.

6) 복숭아심식나방 (Carposina sasakii)
가) 형태
- 유충의 크기는 12~15mm로 분홍색을 띄며, 성충의 크기는 7~8mm로
회백색 날개가 있음.

나) 피해증상
- 피해 입은 과실은 조기에 착색되고, 낙과되기 쉬움.

다) 발생생태
- 성충이 과실이나 꽃받침에 알을 낳고, 유충이 과실 속으로 파고 들어가
피해를 입힘.
- 연 1~3회 정도 발생함.
- 땅 속에서 월동하고, 5월부터 피해를 줌.

라) 방제방법
- 피해 과실은 제거함.
- 등록 약제를 사용하여 방제하며, 특히 7월 말~8월 초에는 집중적으로
방제가 이루어져야 함.

7) 박쥐나방 (Endoclyta excrescens)
가) 형태
- 성충은 몸길이 34~45mm, 날개 편 길이는 80~90mm이며, 유충은
유백색으로 몸길이 80mm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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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피해증상
- 유충이 나무를 고리 모양으로 식해하고, 줄기 중심부로 들어가기도 함.

다) 발생생태
- 1~2년에 1회 발생하며, 알로 월동하거나 피해목 내부에서 유충으로 월동함.
- 성충은 8~10월에 우화하고, 수명은 6~12일이며, 5,000여개의 알을 지면에
낳음.
- 5월에 알에서 부화한 어린 유충은 초본을 먼저 가해하고 성장하여
6~7월에 나무로 이동함.

라) 방제방법
- 유충 부화 시기인 5월경 지면에 약제를 살포함.
- 주사기를 이용하여 구멍에 약제를 주입하거나, 철사를 이용하여 찔러 죽임.
- 나무주변 풀관리를 철저히 함.

8) 미국선녀벌레 (Metcalfa pruinosa)
가) 형태
- 성충은 몸길이 5mm, 날개 편 길이는 10mm이며, 연한 황록색 혹은
초록색을 띄고, 때때로 표면에 흰 가루가 산재함.
- 유충은 몸길이 8mm이고, 백색 솜 같은 물질로 덮여 있음.

나) 피해증상
- 성충과 유충이 잎과 가지를 흡즙하며, 유충이 백색 솜 같은 분비물 등을
나무에 남겨, 그을음병을 유발함.
- 식물체에 큰 피해를 입히지는 않으나, 과실의 상품 가치를 떨어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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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발생생태
- 연 1회 발생하고, 죽은 가지에서 알로 월동하고 5월에 부화한 유충은
새가지나 잎으로 이동하여 가해함.
- 성충은 7~8월에 우화하고, 9월에 죽은 가지나 수피에 산란함.

라) 방제방법
- 유충상태인 5월 초에 등록된 약제를 살포함.

9) 총채벌레 (Thysanoptera)
가) 형태
- 성충 및 유충의 크기가 1mm 정도이며 몸의 색이 황색으로 선명하고
쐐기모양인 것이 특징임.

나) 피해증상
- 개화기에 꽃에 피해를 주어 결실을 불량하게 만듦.

다) 발생생태
- 잎을 흡즙하고 피해를 입혀 찌그러지거나 오그라든 기형잎 형태가 됨.

라) 방제방법
- 개화 후 결실기로 넘어가는 6월~7월에 꽃에서 성충이 발견될 시 등록
약제를 사용하여 방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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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8. 미국선녀벌레

그림 39. 대추나무잎혹파리

그림 40. 나방류(좌:박쥐나방, 우:심식나방 유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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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미국흰불나방

그림 42. 진딧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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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재배

가. 젤라틴-키틴분해 미생물(Gelatinase and Chitinase producing
Microorganism)이란?
1) 젤라틴과 키틴을 분해하여 먹이로 사용하는 젤라틴-키틴분해 미생물을 배양
하면, 미생물이 배양되는 동안 생산되는 여러 가지 항생물질과 대사산물은
병해충을 죽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작물의 생육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줌.
2) 미생물을 배양하는 배지(영양분)에 젤라틴과 키틴을 첨가하여 제조하면
젤라틴-키틴분해 미생물을 농가에서 쉽게 대량 배양하여 작물 재배에
적용할 수 있음.

그림 43. 젤라틴 분해 미생물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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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키틴 분해 미생물 원리

나. 고온성 미생물인 Bacillus velezensis CE100 특성
1) 유충의 표피와 알질 껍질의 주요 구성성분인 콜라겐과 젤라틴 및 곰팡이
병원균의 세포벽이나 해충의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키틴을 분해할 수 있는
젤라틴분해효소(gelatinase) 및 키틴분해효소(chitinase)를 분비하여 다양한
종류의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음.
2) 또한, 항생물질을 생산하여 병원균으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거나, 대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여 질소원을 공급하고 작물의 생육을 촉진시키는 식물생장
호르몬(옥신, 지베렐린 등)을 분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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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젤라틴-키틴분해 미생물의 대용량 배양 원리

그림 45. 미생물 배양 원리

라. 고온성 미생물을 이용한 대추의 생리장해 발생 저감 효과
1) 고온성 미생물에 의한 칼슘(Ca) 흡수 촉진 :
식물 생장 호르몬인 옥신을 분비하여 세근 발달을 유도하고, 이는 토양에 함유된
칼슘을 포함한 미량원소 흡수를 촉진시켜 세포벽을 튼튼하게 하여 열과 및 연부과
발생을 저감시킴.

2) 고온성 미생물에 의한 건전한 수분작용 및 광합성 촉진 :
고온성 미생물은 친환경제제로 벌과 같은 유익곤충을 죽이지 않기 때문에
건전한 수분작용을 유도하고, 식물생장 호르몬인 옥신을 분비하여 세근 발달을
통한 뿌리 활력도를 개선시킴. 또한 고온성 미생물은 대기 중의 질소를 고정하고
양분 흡수를 촉진시켜 광합성 작용을 촉진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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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온성 미생물을 이용한 주요 병해충 피해 저감 효과
1) 곰팡이병 방제 효과 :
고온성 미생물이 분비하는 항생물질, 용균효소, 휘발성화합물 등은 대추 열매에서
발생하는 탄저병, 잿빛곰팡이병 및 역병 등과 같은 곰팡이 병원균의 균사 생장을
강하게 억제시킴. 특히 현미경 관찰결과, 고온성 미생물이 처리되지 않은 곰팡이
병원균에서는 정상적인 균사 구조가 관찰되었는데 고온성 미생물을 처리한
시험구에서는 균사 형태가 분해, 변형 및 용해 등 비정상적인 형태가 나타남.
가) 고온성 미생물이 분비한 항생물질(cyclic tetrapeptide)은 탄저병의 균사를
분해 및 변형시켜 기형으로 자라게 하여 생장을 저감시킴.
나) 항생물질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탄저병의 포자 발아는 억제되는 경향을
보였고, cyclic tetrapeptide의 농도가 500ppm 이상일 때 발아된 균사는
비정상적인 형태를 나타냄. 특히, cyclic tetrapeptide의 농도가 1000ppm
인 경우에는 포자가 전혀 발아되지 않음.
다) 고온성 미생물이 생산하는 휘발성 화합물은 균사의 형태를 다량의 풍선
모양 세포 및 세포질과 원형질이 응집되는 비정상적인 균사 형태로 변형
시킴. 강한 곰팡이병 억제 활성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함.
라) 곰팡이 병원균의 세포벽은 주로 키틴과 글루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포
모양을 유지하고 안정성을 제공하며 환경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 고온성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용균효소(키틴분해효소,
글루칸분해효소 등)는 병원성 진균의 세포벽을 분해하여 생장을 억제시킴.
마) 용균효소는 병원균의 세포벽을 구성하고 있는 다당류에 존재하는 glycosidic
결합을 분해함으로써 세포벽, 균사 정단부 및 발아관의 성장을 저하시키거나
형태를 변형시켜 균사를 구부러지게 하거나 팽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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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미생물 처리구에 따른 병해 저감율
(위:탄저병, 아래:잿빛곰팡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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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해충 방제 효과
해충 , 병원체, 독성 물질 및 수분 손실 등에 대한 물리적 장벽 역할을 하며
팽창과 탈수를 예방하는 데 중요함. 고온성 미생물이 분비하는 다량의 용균효소
(키틴분해효소, 단백질분해효소 등)는 해충의 표피를 손상시켜 물리적 충격과 수분
손실을 초래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표피가 연약한 유충 등은 용균효소로 인해
표피가 분해되어 면역 시스템이 저감되어 죽는 경우도 있음.

1) 대추나무혹파리
가) 고온성 미생물 처리구는 대추나무잎혹파리 유충에 대해 살충율이 60%
인 반면 무처리구(증류수)에서는 20% 임.
나) 고온성 미생물 처리구의 대추나무잎혹파리 유충 표피는 용균효소의
영향으로 상처와 구멍 발생함.

2) 나방류(매미나방 및 미국흰불나방 등)
가) 고온성 미생물 처리구는 나방류(매미나방 및 미국 흰불나방)유충에 대한
살충율이 43%로 높은 살충율을 보였고, 무처리구는 4.4%로 낮았음.
나) 고온성미생물 처리구의 나방류 유충 표피는 용균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상처와 갈라졌으며, 강모가 강하게 손실되고 강모 기저부는 파열 및
구멍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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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고온성 미생물 처리구의 해충 유충 저감 효과
(위:대추나무잎혹파리, 아래:나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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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고온성 미생물에 의한 잎의 활력도 개선
1) 무처리에서는 양분 부족으로 인해 잎의 생육이 불량함. 미생물처리구는
균형있는 영양분 공급으로 잎의 생육과 및 광합성이 촉진됨.
2) 고온성 미생물이 분비하는 옥신은 뿌리의 생장을 발달시켜 토양과 접촉하는
표면적을 증가시켜 영양분의 흡수를 증가시킴. 충분한 양분을 흡수한
대추나무의 잎은 크기가 크고 두꺼워서 여름철 고온에서도 시들지 않아,
광합성 작용이 활발하며, 미량원소(마그네슘)의 부족에 의한 잎의 황백화
증상을 예방할 수 있음. 무처리구에서는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황백화
현상으로 광합성 활력도가 감소하고 과실의 생산량도 저감되는 경향을
나타냄.

아. 고온성 미생물에 의한 과실 품질 및 생산량 향상
1) 과실크기 : 고온성 미생물을 처리한 대추의 크기는 평균 39.0mm로 관행
재배(32.3mm) 보다 큼.
2) 생산량 : 고온성 미생물을 처리한 나무에서 생산된 과실은 크기 및 중량이
관행재배보다 우수하며, 본당 생산량(1그루)이 19.7kg으로 무처리구
보다 14배 높음.

표 20. 미생물 처리구 생산량 증대 효과
과실의 특성
무게(g)

경도 (N)

종경 (mm)

횡경 (mm)

생산량
(kg/본)

무처리

12.9 ±1.7

24.9 ±4.3

29.7 ±1.1

22.4 ±0.9

1.4 ±0.4

관행

14.4 ±2.1

30.2 ±4.8

32.4 ±2.0

23.8 ±2.0

15.8 ±3.2

고온성미생물

16.3 ±2.7

32.8 ±4.7

39.0 ±2.4

29.2 ±1.1

19.7 ±3.9

처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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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확 및 저장

7. 수확 및 저장

7

수확 및 저장

가. 수확
1) 왕대추는 주로 생과용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착색율이 50% 이상 되었을 때,
여러 차례에 걸쳐 수확(3∼4주간)함.
2) 수확 시 과실의 껍질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장갑을 끼고 손으로 수확하며,
과실끼리 부딪힘이 없도록 수확함.
※ 과실을 딴 후 서로 심하게 부딪히는 경우 과육이 무르는 등 품질이 저하
될 수 있음.

그림 48. 대추 수확 및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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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저장
1) 대추 저장조건
가) 수확 후 수분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로 노출되는 표면적을 최소화함.
나) 저장시설의 최적 습도와 온도는 각각 60~80%, 0±0.5℃임.
※ 저장온도가 –2℃ 이하로 내려갈 경우 저온장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과실이
동결되어 해동 시 품질이 저하됨.

2) 저장기간 향상 방법
가) 저장 온도 및 습도
대추는 0~1℃에 저장하는 것이 저장기간 연장에 효과적이며 온도가 올라갈수록
위조현상 및 부패발생이 빠르게 나타나므로 주의해야 함.

그림 49. 저장온도별 부패율 및 무름과 발생율
나) 세척 처리
대추 수확 후 수돗물, 이산화염소수 및 미산성차아염소산수 등 다양한 세척수를
이용하여 세척 시 표면 미생물 수 감소 및 부패율 저감효과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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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훈증 처리
이산화염소 가스를 사용하여 훈증 처리 시 표면 미생물 증식억제 효과가 있어
저장 중 부패억제에 매우 효과적임.

그림 50. 이산화염소가스 훈증 처리에 따른 표면 미생물 증식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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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배력

가. 왕대추나무 재배 사례
1) 노지재배
구분

노지 재배

농가소재

재배자 : 000

재배면적

경북 경산
1,000평 (재식거리 4.5m×4.5m)

 정지전정(2월)
재배관리

 순지르기(5월 중순~하순, 6월 중순)
 적심 및 줄기유인(6월 상순부터 1주일간격 8회)

제초

 제초작업 4월 하순

관수

 3월 하순부터 일주일 간격 관수

기비

 기비(퇴비/우분 10톤) 및 로타리작업
 기비(NK비료 20kg 5포)

방제력
병
해
방
제

4월

5월

6월

7월

●

●

●

녹병
●
●

●

나방류

●

총재벌레

수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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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진딧물
응애

●
●

잿빛곰팡이병

충
해
방
제

9월

10월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탄저병

노린재

8월

●
●

 9월 하순 ~ 10월 상순까지 매일 수확 및 선별 포장

8. 재배력

2) 노지재배
구분
농가소재

경북 경산
600평 (재식거리 4m×4m)

재배관리

 정지전정 및 과원정비(2월 상순~ 3월 상순)
 묘목식재(3월 하순)
 신초관리(4월 중하순)
 새순지르기 3회 (5월 중순~6월 상순)
 유인작업(6월 중순 ~8월 상순)
 열과관리(7월 중순), 적과관리(7월 하순~8월 상순)
 월동 전 병해충 및 영양관리(11월)
 도장지 제거(11월 하순)

제초

 제초작업 5월 하순

관수

 관수 시기 6월 ~ 9월 상순

기비

 밑거름(계분50%+우드칩50%), 본당 20kg(2월 중순)
 밑거름 및 영양관리(10월 하순~11월)
※ 화학비료 미사용

탄저병

4월

5월

●

●

수확시기

9월

10월

●

●

●

●
●

● ●

●

●

● ●

●

● ● ● ● ● ●

●
●

●

응애

기타 농자재

8월

●

●

총채벌레
진딧물

7월

● ●

●

잿빛곰팡이병

나방류

6월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녹병

노린재

충
해
방
제

재배자 : 000

재배면적

방제력
병
해
방
제

노지 재배

● ●

 석회유황합제(3월 중순, 4월 상순, 11월 하순)
 보르도액(3월 중순)
 수확 시기 9월 하순~10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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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재배
구분
농가소재

재배자 : 000

충남 청양

품종

천황

재배면적

1200평 (재식거리 4m×2m)

재배관리

제초

관수
(점적관수)

기비

방제력
충
해
방
제

시설 재배(하우스)

 정지전정(2월 상순)
 순지르기 (5월 중순, 6월 중순, 8월 중순)
 가지유인 및 수평작업(5월 중순 ~ 하순, 6월 하순)
 늘어진 가지 올림 작업(9월 상순, 중순)
 불량과실 솎아내기(9월 하순)
 부직포 걷기, 하우스 개폐(12월 상순)
 잡초제거 및 부직포 멀칭(4월 상순)
 하우스 주변 제초(4월 하순, 6월 상순, 7월 상순, 8월 하순, 9월 중순)
 3월 하순~ 4월
 5월 하순~ 6월
 6월 하순~ 9월
 10월 상순(관수

하순 (관수
중순 (관수
중순 (관수
3,000L X

3,000L X 2회,
5,000L X 2회,
6,000L X 2회,
2회), 중순(관수

 기비(20kg 유박 120포) (2월 중순)
 기비(20kg 퇴비 240포) (2월 하순)
 볏짚, 낙엽 등 시비(12월 중순)
4월

5월

6월

7월

8월
●

잎말이나방류

●

●

●

모무늬매미충

기타 농자재
수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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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0월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잎혹파리

점박이응애

주기적 살포)
주기적 살포)
주기적 살포)
6,000L X 2회)

●
●

●

●

 기계유제 살포(기계유제 5L/물 100L) 3월 상순
 자닯오일·자닮유황 만들기(3월 중순)
 10월 상순 ~ 11월 상순 수확

8. 재배력

4) 시설재배
구분

시설 재배(하우스)

농가소재

재배자 : 000

품종
재배면적

재배관리

충
해
방
제

황실
3,000평 (재식거리 4m×2m)
 정지전정(2월 중순)
 가지 파쇄(3월 하순)
 화분화(6월 상순부터 10일 간격)
 순지르기(7월 상순)

제초

 5월 상순 제초작업

관수

 3월 하순부터 일주일 간격 관수

기비

 기비(계분 200평 40kg 25포)
 기비(용과린 200평 25kg 2포, 붕산 1kg 1포, 마그네슘 1kg 1포, 유황
쌀파그리 2.5kg)
 감사비료 살표(11월 중순)

방제력
병
해
방
제

충남 부여

4월

5월

6월

7월
●

녹병

● ●

●

잿빛곰팡이병

●

●

● ●
● ●

모무늬매미충

●

점박이응애

● ●

수확시기

10월

●
●

잎말이나방류

기타 농자재

9월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상 중 하

탄저병

잎혹파리

8월

 토양살충제 관주 200평당 3kg 1포(3월 중순)
 뿌리발근제 관주(3월 하순)
 미량요소 살포(4월 하순)
 질산칼슘, 인산칼리, 마그네슘 살포(8월 하순)
 칼슘, 붕소, 미량요소 살포(9월 상순)
 수확기 전 칼슘, 마그네슘, 붕소 살포(9월 중순)
 9월 하순 ~ 10월 하순 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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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재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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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재배력

그림 51.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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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추나무 병해충 등록 약제

11. [부록] 대추나무 병해충 등록 약제

11

[부록] 대추나무 병해충 등록 약제

1) 병해
병해충

탄저병

작용기작1

품목명

나1

티오파네이트메틸 수화제

나1+카

카벤다짐.클로로탈로닐 액상수화제

다2+다3

보스칼리드.피라클로스트로빈 입상수화제

다3

아족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피라클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피라클로스트로빈 유제, 피라클로스트로빈 입상수화제

다3+마2

아족시스트로빈.플루디옥소닐 액상수화제

다3+사1

아족시스트로빈.헥사코나졸 액상수화제

다5

플루아지남 수화제, 플루아지남 액상수화제

다5+다3

플루아지남. 피라클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마3+다3

이프로디온. 트리플록시스트로빈 입상수화제

마3+사1

이프로디온. 프로클로라즈망가니즈 수화제

사1

테부코나졸 액상수화제, 테부코나졸 유제, 테부코나졸 입상수화제,
트리플루미졸 수화제, 프로클로라즈망가니즈 수화제,
플루트리아폴 액상수화제

사1+나1

디페노코나졸. 티오파네이트메틸 액상수화제

사1+다3

디페노코나졸.피리벤카브 액상수화제, 메트코나졸.
피라클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사1+사1

디페노코나졸. 테부코나졸 분산성액제

사1+카

디페노코나졸.디티아논 입상수화제

차1+카

아시벤졸라-에스-메틸.만코제브 수화제

카

폴펫 수화제, 프로피네브 수화제

카+다3

캡탄.트리플록시스트로빈 입상수화제, 프로피네브.
피라클로스트로빈 입상수화제

카+사1

캡탄.테부코나졸 액상수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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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작용기작1

품목명

다2

펜티오피라드 액상수화제, 플룩사피록사드 액상수화제

다2+다3

보스칼리드.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다3

만데스트로빈 액상수화제

다5

플루아지남 수화제, 플루아지남 액상수화제

마3

이프로디온 수화제

사1+다3

디페노코나졸.피리벤카브 액상수화제

사1+라1

플루퀸코나졸.피리메타닐 액상수화제

사3

펜피라자민 액상수화제

아4

폴리옥신비 수화제

미분류

메펜트리플루코나졸 액상수화제

다3

메펜트리플루코나졸.피라클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피라클로스트로빈 입상수화제

다3+사1

아족시스트로빈.디페노코나졸 액상수화제

사1

디페노코나졸 액상수화제,마이클로뷰타닐 수화제,
시메코나졸 수화제, 이미벤코나졸 입상수화제, 테부코나졸 수화제,
페나리몰 수화제, 페나리몰 유제, 플루트리아폴 액상수화제

사1+나1

디페노코나졸.티오파네이트메틸 액상수화제

사1+다3

메트코나졸.피라클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플루실라졸.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다4

사이아조파미드 액상수화제

다4+나5

사이아조파미드.플루오피콜라이드 액상수화제

아5

디메토모르프 수화제, 만디프로파미드 액상수화제

미분류

피카뷰트라족스 액상수화제

다5

플루아지남 액상수화제

사1

디페노코나졸 수화제, 시메코나졸 수화제, 트리플루미졸 수화제

사1+다3

테부코나졸.트리플록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사1+라1

플루퀸코나졸.피리메타닐 액상수화제

라5

옥시테트라사이클린칼슘알킬트리메틸암모늄 수화제

잿빛곰팡이병

녹병

역병

줄기썩음병

빗자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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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해
병해충

잎말이나방류

대추애기잎말이나
방

가루깍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작용기작1

품목명

13

클로르페나피르 유제

28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입상수화제

22a+15

인독사카브.테플루벤주론 수화제

15

노발루론 액상수화제, 루페뉴론 유제

18

메톡시페노자이드 액상수화제

28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수화제

1a

티오디카브 수화제

1b

페니트로티온 수화제

1b+3a

디클로르보스.람다사이할로트린 분산성액제

22a

인독사카브 분산성액제

22b

메타플루미존 유제, 메타플루미존 입상수화제

25a+15

사이에노피라펜.플루페녹수론 액상수화제

28

사이클라닐리프롤 액제, 클로란트라닐프롤 수화제,
플루벤디아마이드 액상수화제

28+15

플루벤디아마이드.플루페녹수론 액상수화제

28+22a

클로란트라닐리프롤.인독사카브 입상수화제

30

플룩사메타마이드 액상수화제

3a

비펜트린 유제

3a+15

람다사이할로트린.루페뉴론 유제

3a+18

비펜트린.메톡시페노자이드 액상수화제,
비펜트린.크로마페노자이드 액상수화제

3a+22a

에토펜프록스.인독사카브 수화제

4a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6+4c

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 액상수화제

19+16

아미트라즈.뷰프로페진 유제

4a+16

아세타미프리드.뷰프로페진 유제

4a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4c

설폭사플로르 액상수화제

6+4a

아바멕틴.아세타미프리드 입상수화제

9b

피리플루퀴나존 액상수화제

3a

비펜트린 액상수화제

3a

델타메트린 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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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 신소득 품목 왕대추나무 재배관리 매뉴얼

병해충

작용기작1

품목명

4a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4c

설폭사플로르 입상수화제

5

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

6+4c

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 액상수화제

6+28

아바멕틴.클로란트라닐리프롤 액상수화제

6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13

클로르페나피르 액상수화제

13

클로르페나피르 유제

30

플룩사메타마이드 액상수화제

30

플룩사메타마이드 유탁제

4a

디노테퓨란 입상수화제

15

노발루론 액상수화제

5

스피네토람 입상수화제

6

에마멕틴벤조에이트 유제

대추나무잎

28

사이안트라닐리프롤 분산성액제

혹파리

3a+28

비펜트린.클로란트라닐리프롤 액상수화제

4a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4a+6

아세타미프리드.에마멕틴벤조에이트 분산성액제

모무늬매미충

4a

이미다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목화진딧물

4a

이미다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3a

델타메트린 유제

4a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4a+5

아세타미프리드.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

28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수화제

3a

델타메트린 유제

23

스피로테트라맷 액상수화제

4a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4c

설폭사플로르 입상수화제

9b

피메트로진 입상수화제

1b

페니트로티온 수화제

애무늬고리

30

플룩사메타마이드 액상수화제

장님노린재

3a

에토펜프록스 수화제

3a+18

에토펜프록스.메톡시페노자이드 유현탁제

갈색날개매미충

꽃노랑총채벌레

미국선녀벌레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혹진딧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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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부록] 대추나무 병해충 등록 약제

병해충

작용기작1

품목명

애무늬고리

4a

아세타미프리드 수화제

장님노린재

9b

피리플루퀴나존 액상수화제

15

노발루론 액상수화제

22b

메타플루미존 유제

28

클로란트라닐리프롤 수화제

4a

티아클로프리드 액상수화제

5

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

12b

아조사이클로틴 수화제

6

밀베멕틴 유제, 아바멕틴 유제

6+10b

아바멕틴.에톡사졸 액상수화제

6+28

아바멕틴.클로란트라닐라리프리롤 액상수화제

6+4c

아바멕틴.설폭사플로르 액상수화제

13

클로르페나피르 액상수화제, 클로르페나피르 유제

13+25a

클로르페나피르.사이에노피라펜 액상수화제

20b

아세퀴노실 액상수화제

20d

비페나제이트 액상수화제

20d+23

비페나제이트.스피로메시펜 액상수화제

21a

펜피록시메이트 액상수화제

21a+10a

페나자퀸.헥시티아족스 액상수화제

23

스피로디클로펜 수화제, 스피로메시펜 수화제,
스피로메시펜 액상수화제

25a

사이에노피라펜 액상수화제, 사이플루메토펜 분산성액제,
사이플루메토펜 액상수화제

25a+15

사이에노피라펜.플루페녹수론 액상수화제

25b

피플루뷰마이드 액상수화제

미분류+10b

아사이노나피르.에톡사졸 액상수화제

매미나방

점박이응애

※ 주요 병해충의 등록된 농약 및 사용방법은 농약안전정보시스템
(https://ps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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