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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론



   우리나라에서 밤은 로부터 혼상제에 빠져서는 안 되는 요한 과

실로 양가가 풍부하여 식량 용자원  기호식품으로 리 이용되어 

왔다. 밤은 독특한 향과 단맛이 있어 생으로 는 삶아서 먹거나 구워 먹

으며 각종 요리에 첨가하기도 하고 감로자, 마롱 라세 등의 가공원료  

제과원료로도 많이 사용되는 등 실제 그 이용범 가 아주 넓다.

   밤나무는 참나무科(Fagaceae) 밤나무屬(Castanea)의 낙엽활엽성 교목으

로 원산지는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등 3개 륙에 걸쳐 있으며 북반구 

온 지역에 리 분포․자생하고 있다. 밤나무의 종류는 약간의 이견은 있

으나 10여종으로 이  재배  측면에서 볼 때 식용으로 과실생산을 한 

밤나무는 일본밤나무, 국밤나무, 유럽밤나무, 미국밤나무 등이 있다. 이

들 밤나무는 종에 따라 과실의 형태  특성은 물론 이화학 인 물성에 있

어서도 많은 차이가 있으며, 주요 밤 생산국가들은 자국의 밤 소비형태  

용도에 따라 선발육종  종간 교잡육종을 통해 많은 품종을 육성하여 재

배하고 있다.

(Section) 종      류 원 산 지

 Castanea

 일본밤(C. crenata)

 국밤(C. mollissima)

 유럽밤(C. sativa)

 미국밤(C. dentata)

 모 밤(C. seguinii)

 한국, 일본

 국

 남부유럽에서 소아시아

 미국 동북부

 국 화북․화동지방

 Balanocastanon  칭카핀(C. pumila)  미국 동남부

 Hypocastanon  헨리밤(C. henryi)  국 강, 복건, 사천성



종  명 재배지역 주요 특성 용   도

일본

밤나무

일본,

한국

수고 10~15m

가지는 가늘고 털이 거의 없으며, 잎은 

폭이 좁고 피침형에 가까움.

4개종  밤이 가장 큼(10~40g). 

내피가 잘 벗겨지지 않으며 맛은 보통임.

밤나무 기마름병에 비교  강하며, 

밤나무혹벌에 내성이 있음.

생밤, 밤,

  가공용, 요리용

목재

국

밤나무

국,

북한

수고 10~15m

동아와 가지는 굵고 털이 생하며, 잎은 

폭이 넓고 타원형에 가까움.

밤 크기는 ~大粒(6~20g)

내피가 잘 벗겨지며 맛이 좋음.

밤나무 기마름병에 강한 편이며, 

밤나무혹벌에 한 내성은 보통임.

군밤, 요리용

목재

유럽

밤나무

이태리,

터키, 

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수고 20m 내외

동아와 가지는 굵고 털이 거의 없으며, 

잎은 크고 거치가 잘 발달됨.

밤 크기는 ~大粒(8~20g)

내피가 잘 벗겨지며 맛이 좋음.

밤나무 기마름병, 잉크병, 밤나무혹벌에 

매우 약함.

군밤, 요리용

 (퓌 , 마롱 라세)

목재

미국

밤나무
미국

수고 30m 내외로 가장 크게 자람.

동아와 가지는 굵고 털이 거의 없으며, 

잎은 크고 거치가 잘 발달됨.

4개종  밤이 가장 작음(5g 내외).

내피가 잘 벗겨지며 맛과 향이 가장 

뛰어남.

밤나무 기마름병과 밤나무혹벌에 매우 

약함.

군밤

목재, 타닌채취



1. 헨리밤,  2. 평양율,  3. 함종율,  4. 은기,  5. 축 ,  6. 미국밤,

7. Carpinese(유럽밤),  8. Marrone(유럽밤×일본밤), 

9. Gioviasca(유럽밤),  10. Duanza( 국밤),  11. Nanking( 국밤)

 가. 일본밤나무(Castanea crenata S. et Z.)

   일본밤나무는 일본과 우리나라에 분포하며, 2,000년 이상의 재배․이용 

역사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토종밤나무는 일본밤나무와 같

은 종(種)으로 취 되고 있으나 형태 인 특성에 있어 일본밤나무와 국

밤나무간의 자연잡종으로 간주될 정도로 간형질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



문에 일본밤나무의 변종으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밤나무의 야생종은 시바구리(柴栗)로 불리며 북해도 부에서 구주

(九州) 남부까지 온 림과 난 림 지 의 야산에 자생하고 있다. 표고에 따

른 분포는 구주  서부지역에서는 1,500~2,000m 이하, 혼슈(本州) 부는 

1,300~1,700m 이하, 혼슈 동북부는 1,000~1,400m 이하, 북해도 남부에서는 

450m 이하 지역에 분포한다.

   일본과 한국에서 리 재배되고 있는 일본밤나무의 재배품종은 부분 

야생종에서 선발․육성된 것으로, 야생종보다는 내한성이 조  떨어지지만 

북해도 남부까지는 재배가 가능하다. 일본밤나무는 밤나무 수종 에서 과

실이 가장 크고 외 이 아름다우나 맛은 비교  떨어지는 편이다. 한 일

본밤 계통의 품종들은 국밤나무나 유럽밤나무와는 달리 내피가 두껍고 

과육과의 부착도가 높아 내피박피가 곤란하여 군밤용으로는 합하지 않

다. 용도는 주로 식용으로 생밤, 밤, 과자용, 요리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일본밤나무는 실생으로 2~5년생이면 결실이 되는 등 다른 밤나무 보다 결

실 연령에 빨리 도달하며, 밤나무 재배에 치명 인 병해충인 밤나무 기마

름병(胴枯病)과 밤나무혹벌에도 비교  강한 편이다.

   우리나라 토종밤나무는 함경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역

에 자생하며 표고 上으로 북부지역은 600m 이하, 부는 800m, 남부에서

는 1,500m 이하의 지역에 분포한다. 토종밤나무는 이 에 조선밤 는 조

선재래종이라 불렸으며 학자들에 따라 약간의 이견은 있으나 형태학  특

성에 근거하여 한국밤나무(C. crenata var. dulcis/C. kusakuri)와 약밤나무(C. 

bungeana) 계통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간형질들이 많이 나타나

기 때문에 구분이 모호할 때가 많다.

   한국밤나무는 한강 이남의 부지방에 리 분포한다. 과거에는 산지에 

따라 양주율, 용인율, 청도율, 양율 등으로 불리었으며 경기도 양주, 가



평, 용인, 포천, 안양 등지는 오랜 옛

부터 밤의 산지로 유명하고 이외에도 

경기 주, 시흥, 당진, 옥천, 제천, 양, 

경산, 함양, 양 등지에서도 많이 생산

되었다. 한국밤나무는 일본 도입품종의 

밤과 비교하여 외 상으로 밤알의 크기

와 색택은 떨어지지만 단맛이 많은 편

이며, 밤알도 상당히 크고 장력도 강

하다.

   약밤나무는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강원도 지방에 리 자생한다. 그 기원

은 약 2,000년  국 사신들에 의해 들

여온 국밤이 동강 하류에 심어졌고 

이것이 인근의 한국밤과의 자연교잡에 의해 생겨난 잡종으로 여겨진다. 일

부에서는 우리나라 해안에 좌 된 국의 난 선에서 나온 국밤으로부

터 유래되었다고도 하며 평안도와 함경도 지방에서 리 심겨졌는데, 특히 

평양 근처에서 많이 심어 평양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成川栗, 江東栗, 祥

原栗, 咸從栗 등은 생산지역에 따라 불리는 명칭으로 밤의 특성이 약간씩 

다르지만 한국산 국밤의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약밤나무는 형태  특성에 있어 한국밤과 국밤(화북지방의 천진율 계

통)의 간형질을 많이 나타내는데 밤알의 과정부와 어깨부에 솜털이 생

하며 좌면이 국밤을 닮아 좁고 작은 것이 특징이다. 밤알의 크기는 한국

밤보다 작지만 속껍질이 더 잘 벗겨지고 단맛이 많아 군밤용으로 합하

며 내한성이 강하다.

   우리나라의 토종밤나무 자원은 주로 인가 주변이나 경작지 인근의 야



산에 많이 분포하 으나 1958년에 처음 발견된 이래 국 으로 퍼져 나

간 밤나무혹벌의 피해로 많이 사라졌으며, 이에 따라 1960년  후반부터는 

밤나무혹벌에 내성을 지닌 일본밤나무 계통의 도입품종과 국내 선발품종 

 일본밤과 한국밤과의 교잡으로 만들어진 개량품종의 량보 으로 토

종밤나무의 원형은 강원도와 경기  경북 북부지역 등의 일부 천연 자생

지나 마을 인근에 잔존하고 있는 노거수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나. 국밤나무(C. mollissima Blume)

   국밤나무는 국 본토가 원산지로 분포지역이 매우 넓어 남부 아열

의 해남도에서 온 북부의 길림성까지 다양한 기후 가 포함된다. 수직

분포로는 산동성의 임술, 강소성의 술양 등 해발고 50m 미만 지역으로부

터 운남성 서지역의 2,800m에 달한다. 국밤나무는 수고가 15m까지 자

라고 가지 분지(分枝)가 용이하여 우산형의 넓은 수형을 지닌다. 과실은 품

종에 따라 크기가 다양한데 일본밤나무보다 작으며, 내피가 잘 벗겨지고 

향이 있다.

   국의 밤나무 재배 면 은 국 으로 1,333천 ㏊ 이상으로 추정되는

데 이는 국 체 경제림 식재면 의 1/16에 달하는 면 이다. 밤나무 식

재는 1979년을 시작으로 밤나무 재배면 이 매년 10%씩 증가하여 왔다. 

생산량도 이에 비례해서 1990년 에 약 115천 톤이었으나 2005년 재 

825천 톤을 생산하여  세계 생산량 1,162천 톤의 70% 이상에 달한다.

   국에는 지역 으로 다양한 기후환경에 응된 300여개의 재래품종들

이 있으며, 재 상업 으로 재배되는 품종 수는 50개 내외이다. 주요 재

배산지에 따라 북방지구(북경, 하북성), 산동지구, 남방지구(강소성, 강성, 

호북성, 안휘성 등) 3개 품종군으로 구분하며, 다양한 기후만큼이나 밤의 

형태, 크기  품질에 격한 차이가 있다.

   북방지구의 밤나무는 여름에 기온이 높고 겨울에는 기온이 낮으며 주



야간 온도차가 크고 강우량이 비교  은 기후에 응되어 건조에 강하

고 내한성이 있다. 과거에는 주로 종자로 번식한 실생묘로 재배하여 왔으

나 1970년  이후 우량개체의 품종화가 이루어지면서 연홍(燕紅), 연창(燕

昌), 연규(燕奎), 연산단지(燕山短枝), 연산조풍(燕山早豊), 조풍(早豊), 추분

율(秋分栗) 등 10여개 품종들이 개발되어 재 보  에 있다. 과실의 평

균입 은 8～10g 내외로 소립종이나 외 이 아름답고 단맛이 풍부하며 내

피가 잘 벗겨져 군밤용으로 합하다. 특히 하북지방에서 생산되는 밤은 

열매가 작지만 가장 단맛이 풍부하고 품질이 우수하여 국제시장에서 ‘천진

감율(天津甘栗)’ 이라는 상품명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단

밤’ 는 ‘맛밤’ 으로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다.

  

연산 율
 

산동 율
 

섬서 율
 

남방 율

   남방지구에서는 야생 밤나무가 량으로 재배되고 있으나 오랫동안 

목번식을 통해 비교  고유한 품종을 형성하 다. 부분 품종의 과실은 



16g 이상으로 크지만 껍질이 두껍고 당분함량이 비교  낮아 주로 요리용

으로 이용된다. 주요 재배품종은 구가종(九家種), 찰(焦札), 청모연자(靑毛

軟刺), 단찰(短札), 엽리장(葉里藏), 율(大板栗) 등이 있다.

   산동지구의 밤나무는 실생 번식으로 재배되어 왔으나 1960년  이후 

산동성 과수연구소에서 우량개체를 선발한 후 검정을 통해 품종화가 이루

어졌다. 우량품종으로는 풍(金豊), 석풍(石豊), 해풍(海豊), 홍율(紅栗), 송

가조(宋家早) 등이 있다. 산동지구의 밤 품종은 과실의 크기, 풍미에 있어 

북방지구와 남방지구 밤나무의 간 치에 있으며, 군밤용으로 합하다.

‘태산감율(泰山甘栗)’ 는 ‘산동감율(山東甘栗)’ 이란 상품명으로 수출되고 

있다.

 다. 유럽밤나무(C. sativa Miller)

   유럽밤나무의 원산지는 터키와 러시아 남부 흑해연안의 소아시아로 알

려져 있으며 고  로마제국이 팽창하면서 지 해 연안에서 유럽 역  

아 리카 북부지역에까지 리 퍼지게 되었다. 재 주요 재배국가는 이태

리, 터키, 랑스, 포르투갈 등이다.

   유럽밤나무는 곧게 자라고 수고는 20m까지 자라며 과실 표면의 택이 

우수하고 종선(縱線)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좌면이 좁다. 과실의 크기는 일

본밤과 국밤의 간 크기로 다양하며 내피가 잘 벗겨지고 감미가 강하

다. 과실은 군밤으로 많이 소비되며 요리, 통조림 등 다양하게 이용되는데, 

고 과자로 유명한 마롱 라세도 밤을 원료로 제조된다.

   유럽밤나무는 밤나무혹벌과 동양에서 유입된 밤나무 기마름병에 한 

항성이 약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됨에 따라 밤나무 기마름병에 한 

항성  과실형질 개량을 하여 유럽밤과 일본밤과의 종간교잡을 통한 

내병성 품종개발을 실시해오고 있다. 재 재배되고 있는 주요 재배품종들

은 이들 종간교잡을 통해 개발된 품종들이 많다.



  

Bebim

 
Lamela

 
Judia

 라. 미국밤나무(C. dentata (Marshall) Borkhausen)

   미국밤나무는 미국 동북부 애팔래치아산맥 일 에 천연분포하는데 메

인주와 온타리오주에서 서쪽으로 미시간주, 남쪽으로는 조지아주, 미시시

피주까지 분포하며, 수직 으로는 1,200m까지 분포한다.

   미국밤나무는 밤나무 수종 에서 가장 크게 자라며 수간이 통직하고 

수고가 30m에 이른다. 미국 동부지역의 주요한 용재수종의 하나로 20세기 

까지만 해도 동부 산림지 에 200만 에이커 이상의 면 을 차지할 정도

로 리 분포하 으며, 미국에서 생산되는 용재수 에서 으뜸갈 정도로 

많이 생산되어 이용되었다.

   그러나 1904년 아시아에서 유입된 미국밤나무에 치명 인 밤나무 기

마름병(Chestnut blight disease)이 뉴욕의 롱크스에 있는 뉴욕동물원에

서 처음 발견된 후, 속히 되어 1950년 까지 캐나다 남쪽으로부터 



멕시코만에 이르는 미국 동부지역의 미국밤나무 숲을 거의 토화시켜 

재는 좋은 밤나무림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희귀한 존재가 되었다. 과

실은 5g 내외로 밤나무 수종  가장 작지만 감미가 가장 우수하고 내피

가 잘 벗겨져 군밤용으로 이용된다.

미국밤나무 천연분포

(TACF, Sara Fitzsimmon 제공)

 

미국밤나무 생장

(Dr. Sandra Anagnostakis 제공)

 



 가. 목재

   밤나무의 재질은 환공재로 심재는 갈색, 변재는 갈색을 띤 회색으로 심

재와 변재의 구분이 명료하고 나이테가 뚜렷하며 변재폭이 좁다. 재질이 

강인하고 나무갗은 거칠며 기건비 은 0.51이다. 수축률은 방사방향 5.1%, 

선방향 10.8% 내외로 보통이며 압축강도 390㎏/㎠, 휨강도 850㎏/㎠, 

단강도 80㎏/㎠로 보통이다. 내구성이 크고 결이 곧아 잘 쪼개지는 성질이 

있으며 삭, 가공, 착, 도장, 건조성은 보통이다. 타닌(tannin) 함량이 

단히 많고 물과 습기에 잘 견디므로 건축재, 가구재, 기구재, 차량재, 조각

재, 철도침목, 갱목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에 들어와서 PC콘크리트 침목이 개발되어 체되기 에는 밤나무 

목재가 철도 침목으로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밤나무 목재가 비교  무

겁고 단단하며 비틀림이 고 강인하며 탄성이 큰 데다 타닌을 많이 함

유해 잘 썩지 않아 보존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수종은 2~3년이 되면 썩

기 시작하는데 밤나무는 3배 이상인 7~9년 동안 방부처리를 하지 않아도 

썩지 않아 보존성이 높은 장 으로 옛날부터 의 목책재로 이용하기도 

하 으며 고추재배 시 지주 로도 리 사용되고 있다. 한 밤나무의 도

에는 진충제가 발달하여 액체의 유통이 안 되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포

도주통, 맥주통으로 이용하고 있다.

 나. 과실

   우리나라에서 밤은 로부터 혼상제에 빠져서는 안 되는 요한 과

일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가도 풍부하여 식량 용자원  기호

식품으로 리 재배되어온 표 인 구황식품이다. 밤은 식용으로 사용하

는 종자(과실)가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는 견과류로서, 다육다즙인 다



른 여러 과실과는 형태 으로나 성분 으로도 크게 다르다. 밤에는 유지

(油脂)함량이 고 분(澱粉)의 함량이 많아 삶거나 구웠을 때 소화가 더 

잘되는데, 특히 가열하면 밤 특유의 감미와 풍미가 생긴다.

   밤은 독특한 맛과 단맛이 있어 날로 는 삶아서 먹거나 구워 먹으며, 

요리에 첨가하기도 하고 찹 ․ 추․잣 등과 함께 섞어 약밥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한 밤은 감로자, 마롱 라세, 밤양갱, 밤 단 등의 가공원

료  빵이나 과자 등의 제과원료로도 많이 사용되어 실제 그 이용범 가 

아주 넓다.

율추숙수 오과차 잡과병

석탄병 두텁떡 밤단자

   밤을 말린 것을 황율이라 하는데 로부터 식용  약용으로 리 애

용하여 왔다. 제조방법은 내피가 잘 벗겨지는 토종밤(산밤)을 햇볕에 5~6

일 정도 말리면 밤톨이 쭈 쭈 해지고 겉껍질과 속알맹이가 분리되어 속

껍질을 쉽게 벗길 수가 있는데 속껍질을 벗긴 꼬들꼬들해진 밤 알갱이(과

육)를 황율이라 하며 노란 빛깔을 띤다. 1950년 만 해도 황율의 수요가 



많았으나 개량품종인 속껍질이 잘 벗겨지지 않은 굵은 밤이 많이 보 되

면서 차 사라지게 되었다. 토종밤으로 만든 황율은 개량품종에 비해 크

기는 훨씬 작으나 빛깔이 더 노랗고 단맛이 많아 애용되고 있는데 홍천황

율, 횡성황율이 유명하다.

구  분

단

백

질

(g)

지

질

(g)

탄수화물 무기질(mg) 비타민

kcal당질

(g)

섬

유

소

(g)

칼

슘
인

나

트

륨

철 칼륨

A

B1

(㎎)

B2

(㎎)

나이

아신

(㎎)

C

(㎎)
A

(R.E.)

베타

카로

틴

(㎍)

생  밤 3.2 0.6 35.8 1.3 28 68 2 1.6 573 8 45 0.25 0.08 1.0 12 162

건조밤 6.7 4.1 76.1 2.5 52 162 (7) 3.3 (1281) - - 0.32 0.38 1.2 - 367

군  밤 3.2 0.4 36.0 1.2 16 75 2 1.6 576 8 46 0.22 0.07 1.1 10 161

삶은밤 2.5 0.1 20.1 1.0 13 34 1.6 1.5 198 7 42 0.11 0.05 0.6 0 92

넥  타 0.7 0.2 12.3 0 3 4 - 0.6 - 0 (0) 0.02 0.02 0.8 0 54

통조림 2.4 0.5 54.5 0.2 8 16 (1) 0.8 (129) 0 (0) 0.04 0.03 8.0 8 232

   밤은 비교  모든 양소가 골고루 균형 있게 들어 있는 천연의 양

식품이다. 밤 100g 에는 탄수화물 35.8g, 단백질 3.2g 외에도 기타 지방, 

칼슘, 비타민(A, B, C) 등도 풍부하여 인체발육  성장에 좋다. 밤에는 다

른 견과류에는 없는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어 피부미용, 피로회복  

감기 방 등에 효험이 있는데 생밤을 술안주로 이용할 경우 비타민C가 알

콜의 산화를 도와주는 것으로 밝 졌다. 밤에 들어있는 당분은 소화가 잘 

되는 양질의 당분으로서 장기능을 강화하는 효소가 있으며, 배탈이 나거

나 설사가 심할 때 군밤을 잘 씹어 먹으면 낫는다고 한다. 최근에는 성인

병 방, 기침 방, 신장 보호 등에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소

화가 잘되어 가공식품 원료나 병후 회복식 는 어린이 이유식 등으로 



리 이용되고 있다. 밤이 노란색을 띠게 되는 것은 베타카로틴이라는 색소 

때문인데 이것이 체내에 흡수되면 비타민A로 바 므로 양소로 가치가 

높다.

   밤은 약용으로도 사용되어 왔는데 꽃이 필 때 수꽃을 따서 그늘에 말

린 것을 율화(栗花), 밤껍질을 벗겨 말린 것을 건율(乾栗)이라고 하는데 한

방에서 율화는 목구멍에 생긴 연주창(連珠瘡) 치료에, 건율은 건 (建胃)․

보신(補腎)․익기(益氣)에 쓰인다. 이밖에 민간에서는 밤을 검게 태워 참기

름에 이겨 발라 탈모를 치료하고, 밤알을 달여 먹어 만성 구토와 당뇨병 

치료에 사용하며, 코피가 멎지 않을 때 불에 구운 가루를 죽에 타서 먹었

다고 한다.

   한 옛날에는 과실의 속껍질인 보늬를 가루로 만들어 꿀과 섞어 얼굴

에 바르면 윤이 나고 주름살이 펴진다고 하 으며, 불에 데었을 때 밤송이

나 기의 진액을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가을철에 성숙한 과실을 따

서 외피만 벗기고 내피와 과육을 깨끗하게 씻어 삶거나 구워서 말려 분말

로 만든 후 따뜻한 물에 타서 차로 복용하기도 한다. 

 다. 기타

   밤나무의 수피에는 타닌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피  가공산업에 

필요한 타닌의 요한 공 원이다.

   한 밤나무는 여름 주요한 원자원으로 6월 에 피기 시작하는 밤

꽃은 록색 잎에 연한 노랑색 가발을 쓴 것처럼 온통 나무를 뒤덮고 있

는데 많은 꿀을 생산한다. 밤나무꿀은 짙은 갈색으로 특이한 향과 쓴맛이 

있어 별로 환 을 받지는 못하나 칼륨과 철분이 풍부하여 기침이나 천식

에 좋아 약용으로 리 이용되어 왔다.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밤꿀은 다

른 꿀과는 달리 노화방지 효과는 물론 염 억제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

타나 약용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제2장  밤나무의 생리 ․생태적 특성



 가. 수형(樹型)

   밤나무는 교목(喬木)성 낙엽 활엽수로 수고 25m, 흉고직경 3m까지 자

라는데, 산야(山野)에 자생하고 있는 밤나무는 개 실생으로 자란 것이어

서 수간이 곧고 원추형으로 자라지만 과실생산을 목 으로 하는 밤나무는 

품종유지를 하여 목묘로 식재되었기 때문에 품종 고유의 가지의 생장

습성 등 유 인 특성에 따라 수형이 달라진다.

   밤나무 품종고유의 수형구분은 과수와 유사하게 수고와 수 폭의 비율, 

가지 발생각도  신장 습성 등으로 정하며 직립형(直立型), 반직립형(半

直立型), 개장형(開張型)으로 구분한다. 직립형은 나무 모양이 로 곧게 

서면서 자라기 때문에 수 이 원추형에 가까우며, 개장형은 가지가 으로 

퍼지면서 자라기 때문에 수 이 넓고 둥근 형태를 나타낸다. 밤나무 품종 

 직립형 품종으로는 출운, 창방감율 등이 있고 개장형으로는 단택, 유마, 

은기, 축  등이 있으며, 반직립형은 이평, 보 등을 들 수 있다.

직립형

      

반직립형

      

개장형



   직립형의 경우 주간(主幹)의 세력이 강하고 분지각도가 좁은 가지의 발

생이 많으며 수 상부의 세력이 왕성하여 정지 정을 하지 않을 경우 원

추형의 수형을 이룬다. 반면에 개장형은 가지의 분지각도가 넓어 편원형의 

수형을 이루며, 정지 정을 통해 수형조 이 용이하다. 한 방임 상태의 

고립목은 성목이 되었을 때 원형의 수형을 나타내지만 식되었을 때에는 

교목성으로 생장하여 수 의 상단부만 형성되고 가지는 자연고사 한다.

 나. 가지(枝)

   가지는 잎의 유무, 과실착생 상태 등에 따라 새가지〔신 (新梢)〕, 휴

면지(休眠枝), 결과지(結果枝), 결과모지(結果母枝) 등으로 구분한다. 새가지

는 당년생 가지로 잎이 붙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정상 으로 발달한 동아

에서 발생한 가지가 주류를 이루나 강 정을 한 나무의 경우 휴면아(잠아)

에서 발생한 직립성의 세력이 강한 도장지(맹아지)도 포함한다. 휴면지는 

당년생 가지로 잎이 떨어져 휴면기에 어든 가지를 말한다. 당년에 자란 

새가지  암꽃(자화)이 개화․수정되어 밤송이가 달려있는 가지를 결과지

라 하며, 결과지를 발생시키는 2년생의 년도 가지를 결과모지라 한다.

   가지의 생장은 품종, 수령, 생육상태, 입지에 따라 자라는 정도가 다르

나 보통 30㎝에서 1m 이상까지 생장하기도 한다. 가지의 발생 도는 품종

에 따라 다른데 가지 발생 도가 낮은 품종으로는 이평, 정월 등이 있으며 

단택, 한, 화조생, 석추, 이취 등은 생하는 편이다.

   가지특성  휴면지 색깔의 경우 일본밤 계통의 품종인 단택, 유마, 은

기, 축  등은 개 갈색 내지 황갈색을 띠며 가지의 굵기가 가늘다. 반

면에 국밤 계통의 품종인 이평, 병고57호, 창방감율 등은 가지표면에 성

모가 생하여 회백색을 띠며 가지가 굵고 마디가 짧은 편이며 가지 발생

도가 낮은 편이다. 한 국밤나무는 가지의 목질 표면에는 4개의 골리

가 있어서 목질부의 원주(圓周)형태는 4각형을 이루는 경우가 많다.



은기

 

이평

 

평양율

 

Nanking

 다. 동아(冬芽)

   휴면지의 동아 끝부분 형태, 동아색, 모용의 치  도 등은 품종에 

따라 다르다. 동아 끝부분 형태는 휴면지의 정단부로부터 10㎝ 이내의 동

아를 상으로 찰하며 두형(銳頭形), 둔두형(鈍頭形), 원두형(圓頭形)으

로 구분하며, 동아의 색은 회백색, 회갈색, 황갈색, 갈색, 흑 색으로 구

분한다.

두형

      

둔두형

      

원두형



품 종

동 아 휴 면 지

형 태 털 형 태 털

길이/폭 모양 색 유무 종류 치 도 색 피목형태 유무 종류 도

은 0.90 두형 갈 유 성모 상 황갈 편원+원형 무

단택 1.00 두형 흑 유 단모 상 소 갈 편원+원형 무

보 1.20 두형 흑 유 성모 상 회갈 편원+원형 유 단모

한 0.91 두형 흑 유 단모 상 갈 편원+원형 무

화조생 0.91 둔두형 흑 유 성모 갈 원형 무

미풍 1.01 둔두형 흑 유 단모 상 황갈 편원+원형 무

박미1호 0.85 둔두형 갈 유 성모 체 회백 편원+원형 유 성모

박미2호 0.83 두형 흑 유 성모 체 소 황갈 편원+원형 유 단모 소

병고57호 1.00 둔두형 회갈 유 성모 체 회백 편원+원형 유 성모

산 1.20 두형 흑 유 성모 상 갈 편원+원형 유 성모 소

석추 1.20 두형 흑 유 단모 상 소 황갈 편원+원형 무

안근 1.20 두형 황갈 유 성모 상 황갈 편원+원형 무

옥 1.20 두형 흑 유 단모 상 갈 편원+원형 무

유마 1.00 두형 흑 유 단모 상 갈 편원+원형 무

은기 1.10 둔두형 흑 유 단모 상 갈 편원+원형 무

이취 1.20 두형 갈 유 단모 갈 편원+원형 무

이평 1.00 둔두형 흑 유 성모 체 회백 편원+원형 유 성모

창방감율 0.84 둔두형 흑 유 단모 상 회백 편원+원형 유 성모

축 1.20 두형 흑 유 단모 상 갈 편원+원형 무

평기 1.10 두형 갈 유 성모 체 황갈 편원+원형 유 성모 소

 라. 잎(葉)

   밤나무 잎의 형태는 피침형 는 장타원형으로 끝은 좁아지며 엽면 양

측에는 침상의 거치(鋸齒)가 있다. 밤나무 잎의 착생순서(葉序)는 1/2 는 

1/2에 2/5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류되며 가지가 교호로 발생한다.

   잎의 특성은 품종, 는 같은 품종일지라도 가지의 유형  치에 따

라 달라지는데 개의 경우 품종 고유의 특성을 많이 반 하며, 조사 시 



완 히 발육된 결과지의 앙부 성엽을 이용하도록 한다. 국밤나무 계통

의 잎은 타원형으로 큰데 비해 일본밤나무는 개 피침형으로 끝부분이 

가늘고 뾰족하여 한 에 구별이 된다.

   잎의 두께도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은 잎이 두꺼우나 상피는 

잎이 얇으며, 평기와 유럽밤 등은 어린잎의 끝부분이 색을 띤다. 개엽과 

낙엽시기도 품종에 따라 다소 빠르거나 늦어질 수도 있다.

미철형 치아형

   
둔

 
심장

없음(은기) 간(평기) 짙음(유럽밤나무)

평활함(미국밤나무) 약함(옥 ) 심함(은기)



품 종
개엽

시기

유엽

착색

엽

형태

엽거치

형태
엽맥수

성엽*

길이
성엽폭* 성엽길

이/폭
엽병색

엽병*

길이

은 4.27 무 둔 치아형 24.8 19.3 4.6 4.20 황색 2.2 

단택 4.28 음 심장 미철형 20.4 13.8 3.6 3.83 녹색 2.6 

보 4.28 간 둔 치아형 16.9 20.3 6.5 3.12 녹색 2.3 

한 4.27 음 심장 미철형 19.7 17.3 5.0 3.46 녹색 2.2 

화조생 4.23 음 둔 치아형 25.1 23.4 5.0 4.68 황색 2.6 

미풍 4.29 음 심장 미철형 21.5 16.9 4.8 3.52 녹색 2.0 

박미1호 4.29 음 둔 치아형 17.6 19.1 6.4 2.98 황색 2.7 

박미2호 4.27 간 둔 치아형 22.4 21.7 6.3 3.44 황색 3.0 

병고57호 5.01 간 심장 치아형 15.3 21.0 7.3 2.88 녹색 1.8 

산 4.25 음 심장 치아형 24.4 25.7 5.8 4.43 황색 2.2 

석추 4.27 음 둔 치아형 20.4 16.4 4.5 3.64 황색 2.7 

안근 4.25 음 둔 치아형 21.5 18.4 4.0 4.60 황색 3.0 

옥 4.26 간 둔 미철형 21.7 22.2 5.8 3.83 황색 2.4 

유마 4.30 음 둔 치아형 23.5 19.2 4.5 4.27 황색 2.4 

은기 4.25 무 심장 치아형 23.5 17.5 4.4 3.98 황색 2.7 

이취 4.27 무 심장 치아형 19.9 13.9 4.2 3.31 황색 2.3 

이평 4.29 간 둔 치아형 19.8 26.5 7.7 3.44 황색 2.9 

창방감율 4.30 음 심장 치아형 18.7 15.3 5.8 2.64 황색 1.9 

축 4.23 음 둔 미철형 20.4 17.7 4.1 4.32 황색 2.7 

평기 4.26 간 심장 치아형 23.7 22.0 5.6 3.93 황색 2.5 

 *  단  : ㎝,     **  엽특성 조사는 결과지 上의 성엽을 상으로 하 음

 마. 꽃(花)

   밤나무의 꽃은 자웅동주(雌雄同株)의 이화(異花)로서 수상(穗狀)화서에 

별개로 착생된다. 암꽃과 수꽃은 엽액(葉腋)에 착생되는 자화수(암꽃이삭) 

 웅화수(수꽃이삭)에 각각 달리는데 6월 상순경에 개화한다. 웅화수는 하

나의 결과지에 6~15개 내외로 달리는데 하나의 웅화수에는 90~150개의 수

꽃이 달리며 웅화수의 길이는 품종에 따라 다르나 8~25㎝이다. 

   수꽃은 개화되면서 약(葯)이 출 하며 성숙하면 노란색의 화분(꽃가루)



이 비산되는데 성을 가지고 있다. 화분의 크기는 길이가 14~18㎛이며, 

폭은 7.5~9.5㎛이다.

   암꽃은 개 결과모지 정단부의 1~3번째 에서 자라난 새가지(결과지)

의 엽액에 착생된 자화수에 달린다. 자화수는 일종의 웅화수로서 순수한 

웅화수보다 늦게 출 하며 기부에 암꽃이 달려 있다. 자화수는 순수한 웅

화수보다 길이도 짧고, 자화수 上의 수꽃은 순수한 웅화수의 수꽃보다 늦

게 개화한다. 하나의 결과지당 자화수의 수는 품종  수세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개 1~3개이다.

   암꽃은 개 3개의 자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칭카핀류는 자방이 1개) 

장차 하나의 밤과실로 발달할 각각의 자방 내에는 6~9개의 배주가 들어있

고 7~9개의 화주가 발달하는데 화주의 길이는 4~6㎜ 정도이다

약(옥 , 200배)

개화 모습

암꽃 수꽃   웅화수 자화수 화분(옥 , 1000배)



 바. 밤송이(毬果)  과실

   밤송이는 암꽃이 수정된 후 총포(總苞)가 생장하여 비 된 것으로 구과

라고도 하며 내부의 밤과실을 보호한다. 밤송이가 성숙하면 벌어져 과실이 

떨어지게 되는데 밤송이가 벌어지는 양상은 부분 상하, 좌우 2열로 갈라

지나 북미산 칭카핀류는 1열로 벌어진다.

   밤송이의 형태  특성은 수종  품종에 따라 차이가 많다. 즉, 밤송이 

가시의 길이, 가시 도, 가시발생 방향, 가시의 강연(剛軟), 가시 색 등에 

차이가 많으며 밤송이껍질(밤송이살, 毬肉)의 두께, 착생방법, 이탈(離脫)의 

난이(難易)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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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과실 각 부 의 명칭은 <그림 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피(외과피, 

내과피)와 종자로 되어있지만, 통상 우리들이 식용으로 하는 부분은 종자



에서 종피(속칭 속껍질)를 제거한 부분인 과육(果肉)이다. 밤과실은 하나의 

밤송이 내에 1～3개가 들어 있는 것이 보통인데 3개  간의 것을 과

(中果), 양측에 있는 것을 측과(側果)라 한다. 간혹 하나의 밤송이 내에 함

과수가 4개 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과실이 작고 형태가 변형이 되어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 수확 직후 밤과실의 과정부, 측면부  좌면부 등에 외

피가 자연 으로 터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열과(裂果)라 하며, 외 상 

과실의 상품성을 떨어뜨림은 물론 외피의 터진 부분으로 부패미생물이 침

투하기 쉬우므로 장  유통과정에서 부패과가 발생하기 쉽다.

   밤의 좌면은 밤과실이 밤송이에 부착되어 생장에 필요한 양분과 수분

을 나무로부터 공 받는 통로역할을 하는 것으로 수종  품종에 따라 크

기가 각기 다르다. 일본밤나무는 측과의 바깥쪽 면을 찰했을 때 좌면이 

보일 정도로 크나 국밤, 유럽밤  미국밤은 좌면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배과

다배과

단배과

   밤과실은 배유(胚乳)가 없고 배(胚)와 분이 주성분인 다육질의 자엽으

로 되어 있다. 배는 보통 1개이지만 2～3개인 것도 있으며 내피로 격리되

어 있는데, 이것을 다배과(多胚果) 는 자과(雙子果)라 부르기도 하며 

과실의 상품가치를 떨어뜨린다.



 가. 밤나무의 생장

   밤나무의 생장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부지방의 경우 

4월 순경에 가지의 이 터서 자라기 시작하며, 개엽시기는 품종에 따라 

다른데 조생종이 ․만생종보다 반드시 빠르다고는 할 수 없다.

   한 나무 내에서도 개엽시기에 차이가 있는데 수  내 하부의 뿌리에 

가깝고 비교  충실한 가지가 가장 빠르며 같은 결과모지 上에서도 정부

우세 상에 의해 상단부가 약간 빠르다. 한 나무 내에서 개엽시기의 차이

는 불과 2~3일에 불과하며 이후에 모든 가지가 일제히 개엽하는 것이 건

목의 상태이다. 수세가 쇠약하거나 동해를 받았을 경우 한 나무 내에도 

개엽시기에 차이가 크며, 동해피해를 받은 가지는 늦게 싹이 튼다.

   이 튼 후 새가지는 약 2개월간 속히 자라게 되며 이때부터 각 부

의 수분함유량도 높아진다. 그러나 이때 토양이 건조하거나 양료가 부족

하게 되면 생육이 불량해진다. 일반 으로 밤나무의 새가지 생장은 결과모

지의 상태(굵기와 길이)에 크게 좌우되는데 결과모지가 굵고 길이가 길수

록 세력이 강한 새가지가 많이 발생한다. 한 세력이 강한 새가지 일수록 

기의 생장이 왕성하며 마디가 길다.

   <그림 2-9>는 수세가 간정도인 은기의 월별 생육상태를 나타낸 것이

다. 뿌리생장이 시작되는 시기는 일반 과수와 마찬가지로 새가지의 생장보

다도 상당히 이른 3월 상순경으로 4월 하순까지 격히 신장하다가 그 이

후에는 쇠퇴하기 시작하며 9월 이후 결실기에 어들면서 다시 왕성해지

다가 낙엽기를 후로 쇠퇴한다.

   지상부의 새가지 생장은 4월 하순에서 5월 순까지 격히 이루어

지다가 갑자기 쇠퇴하는데 이는 밤나무의 화수(꽃이삭) 생장에 따르는 양

분의 소비에 따른 것으로 여겨진다. 개화 기에 일시 으로 새가지의 생장



은 축되나 6월 하순에 새가지의 생장이 다시 왕성해졌다가 그 이후에

는 쇠퇴하여 6월 하순~7월 상순에 새가지의 길이생장은 거의 정지하는 반

면에 밤송이의 생장은 왕성해진다.

   새가지의 생장은 수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한 나무 내에서도 도

장지와 같이 세력이 강한 일부 새가지는 계속 자라 8~9월경에 끝나지만, 

비 생장은 낙엽직 까지 계속된다. 새가지의 길이는 나무의 양상태는 

물론 수령이나 품종에 따라 다르며 짧게는 5㎝ 내외에서 길게는 1ｍ 이상

까지 자라는 경우도 있다.

(%
)

(%
)

   축 , 유마, 석추 등의 풍산성 품종은 결과모지의 세력이 강할수록 굵

은 결과지를 많이 발생시킨다. 그러나 세력이 무 강하면 결과모지의 길

이에 비해 결과지의 발생이 고 착과가 게 된다. 특히 은기는 이러한 

경향이 강하여 결과지가 어지고 조기낙과가 많아진다. 따라서 새가지의 

생장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약하면 결실량이 어지게 되므로 품종과 수령



에 따른 정한 가지의 생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건 한 수세 유지에 노

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균근(Mycorrhizae)

   밤나무는 심근성이면서 세근이 많이 발달하기 때문에 배수가 잘되는 

토양의 경우 하층토까지 깊이 침투해서 토양 내 양료와 수분을 폭넓게 이

용한다. 밤나무 뿌리에는 균근이 공생하여 양료의 흡수를 도와 다.

   기생하는 균근은 외생균근(外生菌根)으로 균사가 어린뿌리를 둘러싸서 

균근과 밤나무 뿌리사이에 양분 교환작용이 일어나 뿌리의 양분흡수 면

이 증 되므로 생육이 진된다. 균근이 발달하기 해서는 유기질이 풍부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표 2-3>. 그러므로 밤나무 재배 시 유기질이 풍

부한 토양을 이용하던 가 유기물을 시비하는 것이 요하다.

             항 목

 처 리

간장

(㎝)

체 량

(ｇ)

뿌리 량

(ｇ)

뿌리/ 체

량비(%)

세근/ 체

량비(%)

 보통토양   무균근

            균근 종

45.6

46.4

21.3

32.8

18.0

22.8

84.5

69.5

20.8

28.2

 유기질토양 무균근

            균근 종

48.4

54.2

31.1

45.2

21.1

29.8

67.8

66.0 

19.7

21.7



 가. 꽃 (花芽) 분화

   일반 으로 낙엽과수의 꽃  분화기는 년도의 여름이지만, 밤나무의 

경우 수꽃의 분화는 주로 년도의 7월 순~8월 상순에 이루어지며 암꽃

의 분화는 늦어서 다음해 의 4월 하순이다. 꽃 은 동일한 결과모지에

서도 정단부로 갈수록 발육이 왕성하다.

   암꽃의 분화가 에 일어나는 것은 밤나무만의 특성으로 정지 정  

비배 리와 련해서 매우 요하다. 를 들면 풍작으로 인해 수세가 약

해진 경우, 수확 직후(만생종은 수확 )에 추비를 하는 것은 수세회복 뿐

만 아니라 잎의 동화기능을 높여 장양분을 증가시켜 주므로 이듬해 암

꽃 형성에 유리하다. 낙엽 후부터 이른  3월까지 무시비의 경우 암꽃의 

착생은 비슷하나 암꽃의 질  향상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낙과하기 

쉽다.

   한 화수 上에서 수꽃과 암꽃의 형태  차이가 분명해지는 6월 상순

에 이듬해 꽃 의 발육을 양호하게 하기 해서는 생된 가지를 솎아 주

는 등 수 의 울폐도를 개선해서 일조상태( 량)를 개선해 주는 것도 요

하다.

 나. 개화․수분․결실

  (1) 개화

   밤나무의 꽃은 자웅이화로서 감이나 포도처럼 그해 새로 자란 가지에 

결실한다. 수꽃은 년에 자란 가지  충실한 결과모지 정단부의 에서 

나온 새가지의 엽액에 착생된 웅화수에 달리며 암꽃은 자화수 기부에 착

생한다. 자화수는 가지 발육과정에 있어 웅화수 다음에 출 하며 웅화수보

다 짧고 자화수 上의 수꽃의 개화는 상당히 늦어진다.



   결과모지의 길이는 수세나 품종에 따라 다른데, 어릴 때 수세가 양호한 

나무에서는 60~100㎝ 내외로 길며, 노령목이나 수세가 약한 나무는 단히 

짧아 7~8㎝ 정도 밖에 자라지 않는 것도 있다. 결과모지는 태양 선을 잘 

받는 수  외부에 많이 발생하고 수 내부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동계 정에서 결과모지의 길이가 60㎝ 이상으로 긴 경우 길이의 

1/3 이하를 잘라도 암꽃을 착생하지 않는 에서 발생한 새가지에 암꽃이 

착생하기도 한다. 이것은 단 정에 의해 정아 부분이 제거될 경우 단

부  바로 에 있는 이 정부우세 상을 나타내어 암꽃을 분화시킨 것

이며 웅화수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좌 : 强,  앙 : 中,  우 : 弱)             (하 : 웅화수, 상 : 자화수)

   밤나무의 개화기간은 길어서 개 6월 상순부터 약 20일간에 걸쳐 꽃

이 피는데 모 율은 특이하게 6월 상순에 시작하여 9월 순 생장이 멈출 



때까지 결과지의 기부에서 정단부에 걸쳐 순차 으로 개화한다.

   개화기는 품종에 따라 다르며 동일 품종에서도 수세에 따라 다르나 일

반 으로는 암꽃이 수꽃보다 5~7일 정도 일  개화하며, 하나의 총포에 포

함된 암꽃  과는 측과보다 4~5일 빨리 개화한다. 주요 재배품종의 개

화시기는 제4장의 품종선택 시 고려사항에 언 되어 있다.

   암꽃이 착생하는 자화수의 경우 먼  수꽃이 피고 암꽃은 4~5일 늦게 

개화를 시작한다. 암꽃의 암술 는 먼  꽃의 앙부에서 나타나며 계속해

서 양측에서 같이 만들어진다. 이때부터 수정능력이 생기며, 15일 이상

이 되면 선단부가 검어지면서 수정능력을 거의 상실하게 된다.

   수꽃의 개화기간은 5~7일 후인 경우가 많으며, 동일한 결과지에 있어

서도 정단부의 웅화수가 개화할 때에는 기부의 웅화수 약 1/3은 이미 탈

락해 버린다. 자화수는 웅화수보다 길이가 짧아서 5월 하순 이후에 그 형

태  특징이 분명해진다.

개화시작 만개시작 만개종료 개화종료



  (2) 수분(受粉)․결실

   밤나무는 일반 과수와 마찬가지로 타가수정을 하므로 다른 품종을 섞

어 심어야 안정 인 결실이 가능하며, 단일 품종만을 심을 경우 자가수분

으로 인해 결실률이 크게 떨어진다. 밤나무의 수분은 부분 바람에 의해 

이루어지며 벌 등 곤충에 의해 수분되는 비율은 낮은 편이다. 은기와 입원

조생을 혼식한 밤나무 재배지에서 웅화수를 부 제거한 입원조생의 결과

지에 망을 워 곤충이 침입해 오는 것을 막은 경우 30~40%의 결실을 보

았으며, 완  방임상태에서는 52~71%의 결실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

를 볼 때 밤나무의 수분은 곤충에 의한 충매에 의해서도 일부 이루어지지

만 부분 바람에 의한 풍매에 의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밤나무의 화분은 다른 수종의 화분에 비해 작은 편이어서 바람에 의해 

잘 비산되는데 150m 이상까지 비산이 가능하나 유효 수분거리는 10~20m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분수의 거리와 결실률와의 계에 한 일

본 이바라키  원 시험장의 연구에 의하면 4m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는 

재배지에서 수분수에서 2~3열째(9~13.5m) 까지는 결실비율이 높지만 그 

이상 떨어지면 수분수의 향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와 같이 수분결실을 

좋게 하려면 당한 혼식이 필요한데 나무의 수 이 서로 맞닿기 시작하

는 7~8년 이하의 유령목일 때에는 수 사이로 바람에 의해 화분이 멀리까

지 비산되어 유효 화분비산거리가 멀지만 장령목 이후부터는 인 한 나무

와의 수 이 맞닿는 계로 화분 비산거리가 짧으므로 실제 재배 시 10m 

이내에 다른 품종을 혼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혼식 시 품종조합에 따라

서도 수정률에 차이가 있다.

   밤나무는 암꽃의 수정능력 보유기간 즉, 암꽃에서 암술 가 돌출하여 4

㎜ 정도 자란 시 부터 암술 의 끝부분이 갈색으로 변할 때까지의 기간

이 2주 정도로 길고, 나무 체로 볼 때 수꽃의 개화기간도 보통 10~15일 



정도로 길어서 품종 간에 개화기가 서로 완 히 어 나지는 않으므로 어

떤 품종을 조합시켜도 결실비율이 극단 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없다. 

   밤나무는 하나의 밤송이에 3개의 과실을 결실하는 것이 수량면에서는 

가장 이상 이나 과(中果)는 과실이 작고 각이 져서 상품성이 떨어지므

로 품질면에서는 2개 정도가 당하다. 밤송이 내에 과와 측과(側果)의 

개화기는 다르며 측과의 수분 기가 과보다 약 5~7일 정도 늦어진다. 따

라서 실제 재배 시 수분수의 수꽃 개화기는 주품종의 암꽃 수분 기보다 

빠른 것보다는 오히려 늦은 편이 유리하다.

  (3) 자가불화합성(自家不和合性)

   일반 으로 수목은 부분이 타가결실성(他家結實性)이다. 특히 일반 과

수재배에서는 양번식된 목묘를 식재하므로 동일한 품종은 모두 유

형질이 같아 수분결실에 민하여 자가수분으로는 결실률이 떨어지므로 

반드시 수분수를 혼식하여야 한다.

   밤나무는 자가불화합성이 강하여 자가수분 시 결실률이 타가수분에 비

해 하게 낮으며, 밤송이 내 함과수도 다. 과거에는 밤나무 재배 시 

주로 실생묘로 증식하여 재배하여 왔기 때문에 수분수를 혼식하지 않아도 

수분결실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재의 상업 인 밤나무 재배에서는 우량

품종의 우수한 유 형질을 이어받은 목묘를 식재하여 재배하므로 일정

한 비율로 수분수를 혼식하여 수확의 안 을 도모해야 한다.

   8월 상순경부터 수정되지 않은 밤송이의 생리  낙과가 시작되는데 단

일품종에서는 부분이 수정이 되지 않고 낙과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불

임인 경우는 과육의 비 생장이 되지 않아 소  ‘쭉정이’로 되며 개의 

경우 밤송이가 낙과되나 일부 품종에서는 낙과되지 않고 가지에 붙어 있

기도 한다.



 다. 밤송이(毬果)  과육의 발달

   밤송이의 발달은 밤의 결실시기에 따라 차이가 많다. 즉 조생종이 ․

만생종에 비해 밤송이의 발육이 빠른데 6월 상 순 암꽃의 만개 직후부터 

속히 발육하며 과육의 비 도 7월 하순부터 시작된다.

   <그림 2-13>는 숙기별 품종 간 밤송이의 발육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개 수확 최성기 약 4주 부터 격하게 생장한다. 조생종인 단택은 7월 

하순부터 격히 밤송이가 자라기 시작하나 생종인 축 와 은기는 8월 

순, 만생종인 안근은 9월 이후에 밤송이의 격한 발육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g)

   과육의 발육 개시기는 품종에 따라 다르고 조생종일수록 빨라 남부지

역은 단택이 7월 하순, 축 가 8월 상순, 은기가 8월 상 순이다. 따라서 

배의 비  개시기부터 과육이 격히 발육을 시작하기까지의 기간은 조생

종일수록 짧고 만생종은 길다. 그러나 과육의 비 기간은 품종에 따라 차

이가 어 부분 30~35일 정도이다.



 라. 낙과

   밤나무의 낙과원인은 생리  낙과, 병충해에 의한 낙과, 태풍 등에 의

한 기계  낙과로 별된다. 

   생리  낙과는 나무의 생리  조건이 맞지 않기 때문에 과실발육이 도

에 정지하여 낙과되는 것이다. 불수정과의 경우 웅화수의 낙화기에도 낙

과되나 이때에 낙과되지 않더라도 계속 비 생장한 뒤 낙과된다. 한 척

박지에서 자라거나 병해충 피해목은 수세가 쇠약하여 결실에 필요한 양료

의 결핍으로 낙과 상이 많은데 반해 수세가 강하면 결과모지의 발생도 

많아지고 낙과도 어진다. 일반 으로 낙과의 부분은 생리  원인에 의

한 것이 많다<표 2-4>.

   태풍의 피해로 낙과가 되는 비율은 품종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밤송이

가 비 하여 무거워지면서 태풍의 피해를 받아 가지가 부러지거나 밤송이

가 자연낙과하게 된다. 따라서 나무의 수형  결실성을 고려하여 정지

정에 의해 결실량을 조 함으로써 낙과에 의한 피해를 일 수 있다.

              품 종

  항 목
은기 조생 입원조생 팔삭 구

 자 화 수

 낙 과 수

 낙 과 율(%)

  - 생리낙과

  - 충해에 의한 낙과

 1,080

  798

  72.6

  96.7

   3.3

  319

  194

   60.8

   20.3

   79.7

   632

   300

    47.5

    84.3

    15.7

  397

   88

   21.2

   71.6

   28.4

  614

  219

   35.7

   66.2

   33.8

  288

   79

  27.4

  68.4

  31.6

  (1) 생리  낙과

   밤나무의 생리  낙과가 일어나는 시기는 6월 하순~7월 순에 일어나

는 조기낙과와 7월 하순에 시작해 8월 하순에 끝나는 후기낙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조기낙과와 후기낙과는 그 원인이 각기 다르다.

   조기낙과는 개화기(어린 밤송이 포함)부터 과실 발육기 이 까지의 낙

과로 품종 간에 차이가 심하나 후기낙과는 과실 발육기간 의 낙과로 품

종 간 차이가 조기낙과처럼 명확하지 않고 모든 품종에서 볼 수 있는 공

통 인 상이다.

   (가) 조기낙과

   조기낙과는 통상 6월 하순부터 속히 시작되어 7월 하순에 끝나지만, 

품종에 따른 차이가 크다. 은기는 특히 심해서 암꽃의 40% 이상이 조기낙

과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 풍산성 품종인 축 의 경우도 조기낙과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

(%
)

   조기낙과는 나무의 양상태나 암꽃의 발육상태와 크게 련이 되며 

수분의 유무와는 계없이 일어난다. 세력이 약한 결과모지  결과지에 

착과한 것에서 많으며, 결과지의 강약에 따라서도 낙과율에 차이가 심하다

<표 2-5>. 그리고 결과지가 가늘고 짧을수록 조기낙과가 많다<그림 2-15>. 



그 밖에 조기낙과는 발육이 늦은 암꽃일수록 많아진다.

               항 목

 가지구분
조사년도 가지의 강약 낙과율(%)

결과모지

(25)

1957
강 33.7

약 48.8

1959
강 16.5

약 31.0

결과지

(30)

1957
강 43.5

약 80.7

1958
강 8.8

약 28.4

   일조량은 수목생리에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부족 시 수세가 차 쇠

약해져 조기낙과 상을 래한다. 일조량이 은 곳에서는 암꽃이 만들어

져도 밤송이가 작을 때 낙과하는 조기낙과 비율이 높다<그림 2-15>. 특히 

어린 나무일 때 은기는 암꽃의 착생이 을 뿐 아니라 연도에 따른 변동

도 커서 결실이 불안정하다. 이것은 가지의 양조건 뿐만 아니라 6월 하



순~7월 상순의 일조량 부족도 크게 향을 미친다. 그러나 수령이 7~8년을 

경과하면 조기낙과가 어진다. 결론 으로 밤나무의 조기낙과는 개화기까

지의 결과모지, 결과지 는 암꽃의 양상태와 개화 시의 기상조건의 

향을 크게 받으며, 조건이 나쁜 경우에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조기낙과를 방지하기 해서는 한 비배 리로 수세를 건 하게 유

지하고 동시에 개화기까지 양을 충분하게 공 해 주어야 한다. 특히 다

수확으로 수세가 약해진 경우에는 년도부터 추비를 하여 양을 충분히 

공 해주는 것이 요하다.

   한 식재거리를 정화하고 수 이 맞닿을 경우 정지 정  간벌을 

통해 수 에 충분한 선을 도달할 수 있게 해 으로써 낙과를 일 수 

있다. 특히 정지 정은 가지 도를 히 조 하여 수체 내 양분을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므로 조기낙과를 이고 결실성을 증 시키는데 

효과 이다.

구  분
강한 가지 약한 가지

조사화수 낙과율(%) 조사화수 낙과율(%)

추비구

춘비구

무비료구

173

275

133

12.0

16.5

24.5

76

125

57

15.4

31.0

25.5

   (나) 후기낙과

   후기낙과의 원인은 수정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부분이지

만, 여름철 한발로 인한 수분 부족, 여름  가을철의 양료 부족, 식이나 

기상조건의 불량에 의한 일조량 부족, 가지의 도장생육 등에 기인하는 경

우도 많다. 밤나무는 수정이 되지 않은 밤송이라 할지라도 부 낙과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발육하기도 한다. 이평처럼 품종에 따라서는 

수확 시까지 붙어있는 것도 있다. 후기낙과는 부분 8월 하순에 거의 끝

난다.

   후기낙과를 방지하기 해서는 밤나무 과원 조성 시 계획 으로 결실

률이 높은 수분수를 혼식하고 수세의 쇠약을 방지하기 하여 철 한 비

배 리를 실시한다. 그리고 충실한 결과모지를 육성해서 암꽃이 많이 달리

도록 하는 것도 요하다. 재는 과수 용 복합비료가 생산되어 미량요소

인 붕소 결핍에 의한 후기낙과 피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되나 붕소 결핍이 

우려되는 재배지에서는 붕사 시용이 필요하다.

  (2) 병충해에 의한 낙과

   병충해에 의한 후기낙과 원인으로는 밤나무혹나방 피해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밤송이진딧물과 과실탄 병 등이 있으며, 박쥐나방과 밤나무

기마름병 피해를 받은 가지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복숭아명나방에 의한 

피해는 생육 후반기의 조생종 과실에 많고 만생종에는 은 경향이 있다.

 마. 결과수령과 경제수령

   밤나무는 묘목을 식재하고 나서 2~3년째부터 결실한다. 성과기는 식재 

후 7~8년경에 도달하지만, 그 기간은 같은 품종이라도 재배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재 주요 품종의 재배 시 기에는 다수확을 거두지만 그 기간은 오

래 계속되지 않으며, 성과기에 들어선 후 3~4년이 지나면 수확량이 감소하

는 경우가 많고, 20년생도 못되어 고사하는 나무도 지 않다. 그러나 밤

나무 에는 수령이 100년 이상된 나무도 존하고 있으며, 20년생 이상인 

축 에서 ㏊당 4톤 이상의 수확량을 매년 유지시키고 있는 재배사례도 있

어, 밤나무의 짧은 수명을 품종에 따른 특성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밤나



무가 경제수령이 짧은 원인 의 하나는 풍산성 품종을 도입하고서도 무

육 리가 과수가 아닌 산림수종의 시업과 동일하게 재배지를 조방 으로 

리함으로써 수세가 쇠약해지고 2차 으로 병해충의 피해가 증가하여 노

령화가 진되고 있다는 에 있다.



제3장  밤나무 육종 및 품종특성



 가. 신품종 육성의 당면과제

   최근의 세계 인 밤나무 재배, 생산  유통동향을 살펴보면 단  면

당 생산성 증 를 한 품종개량과 재배기술의 개선, 국내외 시장에서의 

유통 가능한 밤 가공제품의 개발확 를 통한 시장개척, 자국의 유용한 밤

나무 유 자원의 개발과 보호는 물론 외국의 우량 유 자원 도입에 치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WTO 체제하에서 세계화에 따른 시장 개방의 확

로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며, 과실 소비의 패턴

이 차 다양화되고 고 화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에 부응할 수 있는 품

종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육종수요에 응하기 해서 다

양한 유 자원의 확보, 지속 인 종간 는 품종 간 인공교배  검정 등

을 통해 육종집단의 확 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통

인 육종방법 이외에도 생물공학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세 단축과 육종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재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품종으로는 일본에서 도입된 

은기, 축 , 단택, 이평, 석추, 병고57호, 자  등이 체 재배면 의 약 

70% 정도를 유하고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육성한 품종으로는 옥

, 보, 은, 박미2호 등이 있는데 이  보 품종은 2000년  들어와 

재배면 이 크게 확 되고 있어 품종 구성에 변화가 상되고 있다. 품종 

에서 옥 과 이평은 과실의 외   품질이 우수하여 랜드화되어 

매되고 있으며, 다른 품종보다 20% 이상의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밤나무 재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해서는 



재배자  소비자로부터의 다양한 육종수요에 부응하는 고부가가치 품종

이 개발되어야 한다.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재까지 많은 우수한 품종이 

개발․도입되어 재배되고 있으나 품종 고유의 특성으로 볼 때 재배자와 

소비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품종은 드물다. 즉, 재배 인 측면

에서는 립성이고 수확 시 알밤으로 낙과되어 채취노동력을 감할 수 

있으며, 한 조기에 결실되고 격년결실이 으며 각종 병해충에 내성을 

지니는 등 재배안정성이 높은 품종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이용 인 측면

에서는 생밤, 군밤, 밤, 가공밤 등 소비유형에 합한 품종이 요구된다. 

생식용 밤은 과육의 당도가 높고 향이 우수하며, 한 과육이 단단하여 식

미가 우수하고 장성이 높아야 한다. 군밤용은 립 이상의 크기를 가지

며 내피가 잘 벗겨지고 향이 우수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상기한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품종개발은 이론 으로는 

가능하나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수반하므로 각기 용도에 합한 품종

을 육성하는데 력하여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토종밤나무가 가지고 있는 

고감미성, 우수한 식미, 내한성, 장성 등 우수한 형질의 도입을 통하여 

육종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밤나무 육종 황  신품종 육성내역

   밤나무는 우리나라의 표 인 유실수종으로 과실생산은 물론 용재수

종으로서도 우수한 장 을 가지고 있다. 밤나무 육종연구는 일본, 국, 

랑스, 스페인 등 세계 각국에서 수행되어 왔는데, 과실생산을 목 으로 과

실형질 개량  병해충 항성 제고에 을 두어 왔다. 미국밤나무의 경

우 과실이 작아 식용가치는 떨어지지만 밤나무 수종  용재생산에 가장 

합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밤나무 기마름병에 극히 약하여 20세

기 에 유입된 밤나무 기마름병의 피해로 자생지에서는 미국밤나무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희귀하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미국밤나무의 복원을 



해 1980년  후반부터 과실보다는 용재생산을 한 밤나무 기마름병 

내병성 육종에 주안 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밤나무 재배는 과실생산이 

주 목 이며, 따라서 육종연구도 다수확  과실형질 개량에 주안 을 두

어 왔다. 

   우리나라 밤나무 재배는 1950년  까지만 해도 품종 개념이 없이 평양

밤, 가평밤, 양주밤 등 밤이 생산된 주산지의 지방명(地方名)으로 불리어지

면서 과실형질이 우수한 나무의 종자로부터 실생묘를 양성하여 재배하여 

왔다. 그러나 1958년 충북 제천에서 밤나무에 치명 인 피해를 주는 밤나

무혹벌이 발생되어 국으로 확산되고 이로 인해 토종밤나무의 부분이 

고사 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1961년부터 내충성 품종육성을 한 밤나무 

육종연구가 본격 으로 시작되었다.

   선발육종은 1961년부터 통 으로 밤 주산지로 알려져 있는 경기도 

주 등 19개 지역의 토종밤나무  밤나무혹벌에 내충성이 강하고, 과실

이 크며 결실량이 많은 립다수성(大粒多收性)인 개체를 후보목으로 선발

한 후 특성검정을 통해 내충성과 내한성이 강하고, 수확량이 많으며, 과실

특성이 우량한 개체를 재 선발하 다. 이러한 검정과정을 거쳐 1967년까지 

옥  등 13품종을 개발하 으나 일부 품종은 내한성이 비교  약하고 과

실형질이 불량하여 재배가치가 상실되었지만 이  옥  품종은 과실의 외

  품질이 우수하여 리 재배되고 있다.

   도입육종은 1965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우리나라와 생육환경이 유사한 

일본에서 재배 는 보존되고 있는 품종을 도입, 밤나무혹벌에 한 내충

성과 과실특성  응성을 검정하여 우량품종을 선발 보 하 다. 이미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남 양소재 서울  연습림에 보존되고 있는 일부 

품종을 수집하 으나 본격 인 도입은 1966년에 조생종(단택, 삼조생, 출

운, 이취 등 18품종), 생종(축 , 유마, 이평 등 16품종), 만생종(안근, 만



 등 9품종) 등 43품종을 일본과수시험장  효고  임업시험장 등지로부

터 도입하 고, 1972년에는 석추, 신명, 천 조생 등 8품종을 도입하 으

며, 이후에도 품종도입을 계속하 다. 도입품종의 응성 검정 결과 단택, 

이취, 유마, 축 , 이평, 은기, 석추 등이 우량품종으로 선정되어 리 보

되었고 재 이들 도입품종이 우리나라 밤나무 재배면 의 7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 이외에 국, 이태리, 랑스 등 5개국에서 다수의 품종을 

도입하 으나 부분의 품종이 과실이 작고 밤나무혹벌과 밤나무 기마름

병에 한 항성이 약하거나 내한성이 약하여 보 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품종은 과실품질이 우수하여 다양한 육종재료를 확보하는 차

원에서 품종보존원을 조성하여 보존하고 있다.

   품종에 한 수요자의 선호도는 시  여건변화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육종목표도 변화하게 된다. 선발육종  도입육종 결과 육성된 

품종들은 밤나무혹벌에 내충성이고 립다수성인 품종들로서 당시 재배자

로부터 선호도가 높아 농산 의 소득증 에 크게 기여하여 소기의 육종목

표를 달성하 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옥 과 이평 등 일부 품종을 제외하

고는 소비자들로부터 밤은 크지만 맛이 없다는 지 과 함께 재배자로부터

는 다수확성이면서 크고 맛있는 품종을 육성 보 하여 달라는 요구가 증

되었다. 한 일본에서는 한국으로부터 반제품인 가공용 원료밤 30,000

여 톤을 수입하는 외에 국으로부터도 군밤용으로 30,000여 톤을 수입하

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와 재배자의 욕구를 충족시키

고, 수출확   사회  생산여건 등을 고려해서 이에 합한 품종을 육성

하기 해 1967년부터는 맛(味)개량, 군밤용 등에 육종목표를 설정하고 교

잡육종을 실시하여 은, 평기, 보, 박미2호, 한, 미풍 등 다양한 품종

을 육성하 다<표 3-1>. 



   최근에는 소비형태의 다양화와 고 화 추세에 부응하여 고품질 다수확, 

고감미성, 조생성(早生性), 가공용이성 등 기능성 품종 육성에 주력하고 있

으며, 이들 신품종의 숙기  과실형질은 <표 3-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육종 목표 육성년도 육성 품종

 혹벌 내충성, 립성 1965, 1967  옥 , 산 , 순성 등 13품종

 고감미성, 혹벌 내충성 1988  은, 평기, 주옥, 은산, 이

 군밤용, 혹벌 내충성 1998  보, 박미1호, 박미2호

 립가공용, 혹벌 내충성 2004  한

 생밤용, 혹벌 내충성 2006  미풍

품 종 숙 기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피

박피율

(%)기 후기

은 9월 19일 20.1 13.3 17.4 9.0 4.8 2.4 43.1

보 9월 25일 20.5 13.3 18.5 10.1 5.1 0.2 86.4

한 9월 22일 29.1 11.5 16.2 7.4 1.3 0.8 58.9

미풍 9월 30일 27.3 13.0 17.3 9.3 0.5 3.7 76.3

박미2호 9월 15일 18.6 13.5 17.5 9.5 24.2 1.5 88.3

옥 9월 22일 17.7 11.5 17.6 8.4 7.1 0.4 68.5

평기 9월 25일 19.2 14.4 18.6 10.5 7.7 2.5 92.2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 국립산림과학원 품종보존원(경기 화성)에서 2001~2006년 6년간 조사된 자료임



 다. 신품종 육성 추진 략

   밤나무는 일반 과수와 마찬가지로 생리 으로 자가불화합성이 있어 유

자의 조성이 매우 높은 잡종상태(heterozygous)를 유지하고 있다. 한 

개화결실까지 여러 해 동안의 미결실기를 거치고 세 (life cycle)가 긴 식

물학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1년생 작물에 비해 육종 시 시간  공간

으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육종과정에서 유용한 유 자를 집 시

켜 나가는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수개체의 획득 가능빈도가 매

우 낮다. 그러나 육종연 이 짧아 잠재 인 개량의 여지가 많고 한 과실 

 목재생산을 해 재배되는 밤나무屬 4개 수종(Castanea crenata, C. 

mollissima, C. sativa, C. dentata)간 종간교잡도 용이하여 교잡을 통한 잡종

강세 상을 이용할 수 있는 이 이 있다. 한 육종집단에서 우수한 유

자형이 생기면 양번식을 통해 쉽게 증식이 가능한 육종과정상의 장 도 

있다.

   재 밤나무는 다른 과수와 마찬가지로 주로 교잡육종에 의한 유용형

질의 결합으로 신품종을 육성하게 되는데 작물과는 달리 교잡차 묘의 검

정 시 세 (life cycle)가 길고 넓은 토지와 집약재배 수 의 정지 정과 시

비 등의 리가 요구된다. <그림 3-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량개체의 선

발과 평가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어 육종효율이 상당히 떨어진다. 

특히 WTO 체제하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육종을 통한 부가가치가 높은 품

종의 개발  재배과정에서의 생력화가 어느 때보다 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히 응하기 해서는 후 보다 효율 인 육종연구가 요구되

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시장변화에 하여 신속하고 탄력 인 육종 략의 응에 

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교잡종 1년생묘에서 수를 채취하여 수령이 

많은 목에 목을 하는 갱신고  방법으로 조기에 개화결실을 유도하여 



검정기간을 단축하는 조기검정기법을 개발하여 품종육성에 소요되는 육종

기간을 단축(20년→12년)시켜 육종효율을 증 시키고 있다.

   최근 사과나무 등 일부 과수에서 많은 진척을 보이고 있는 유용 유

자 개발이나 유 자 이  등 생명공학기술이 밤나무 육종에도 효과 으로 

용될 수 있다면 기존의 육종방법의 한계를 극복하여 이상 인 품종개발

을 성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육종에 

있어서 생명공학기술의 용은 아직 보단계에 머무르고 있어 육종효율

을 향상시키기 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1) 육종목표의 수립

   육종목표의 수립을 해서는 육종수요 측면에서 재배 인 측면과 소비

인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반 하여야 한다. 재배 인 측면에서는 과실의 



크기, 다수확성, 병해충 항성, 환경 응성, 수확작업의 생력화 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소비 인 측면에서는 과실품질 즉, 맛, 크기, 외 , 향기, 

내피박피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 밤나무를 포함한 과수육종

에 있어 과거에는 다수확성, 병해충 항성, 환경 응성 등 재배 인 측면

이 상 으로 많이 고려되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과실의 맛, 외  등 소비 

이용 인 측면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며, 육종가들도 이러한 소비자

의 에서 육종 략의 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WTO 체제하에서 농산물

의 자유로운 유통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철의 과일을 물론 다양한 종류의 

과일을 사계  내내 매 진열 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경쟁력을 

갖기 해서 육종가들은 과실의 맛과 풍미의 개량에 역량을 집 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밤나무 육종도 밤 소비유형  용도에 따른 세분화된 육종목표

의 설정으로 다양한 육종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표 3-3>은 국

내산 밤의 소비유형을 나타낸 것으로 제수용과 술안주 등 생밤의 소비가 

반을 차지할 정도로 높으며, 한 장  유통과정에서 부패되는 밤의 

비율도 17.6%로 매우 높아 장성이 우수한 품종의 개발이 실하다.

용 도 제수용 술안주 분말 탕 군밤 부패

비율(%) 31.0 17.6 17.6 11.8 4.4 17.6

자료 : 산림청(1999), 주요 임산물의 산지유통체계  표 규격화에 한 연구

   (가) 생밤용

   생밤용으로서 제수용 밤은 최고 품질이어야 하며 수요가 1년 내내 있

으므로 장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국과 일본은 통 으로 동일한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지만 에 와서 통 유교의식으로 제수용으로 밤을 



소비하는 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특

이한 소비유형으로 체 밤 소비유형  비 이 가장 크다. 따라서 육종을 

통해 제수용 밤으로 합한 품종이 지녀야 할 특성으로는 과실이 크고 외

이 뛰어남은 물론 다배과( 밤)와 열과가 고 밤송이 당 함과수가 2개 

내외로 둥근형태의 측과(側果) 비율이 높은 것이 좋다. 한 술안주 등 생

밤으로도 소비하므로 당도가 높고 식미가 좋으며 과육이 단단하여 장성

이 좋아야 한다.

   (나) 가공용

   주로 깐밤의 형태로 당(糖)조림 등 가공제품은 물론 제과용 등으로 다

양하게 이용되므로 내피박피 시 수율을 고려하여 과(大果, 20g 이상) 이

상의 큰 밤이 유리하다. 한 과육 내 내피침투가 고 다배과의 비율이 

어야 하며, 박피 시 깎여 나가는 손실을 이기 하여 각이 진 앙과

가 고 과실의 형태가 둥 고 구형에 가까운 것이 유리하다.

   (다) 군밤용

   군밤용 밤 품종은 구웠을 때 내피가 잘 벗겨져야 하며, 당도가 높고 향

(香)이 좋으며 장성이 우수해야 한다. 밤의 크기는 16~18g 정도의 립

종(中粒種)이 당한데 무 크면 밤을 구울 때 겉껍질은 타는 반면에 과

육 내부가 잘 익지 않을 수도 있다. 체로 내피가 얇을수록 잘 벗겨지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 토종밤나무  약밤나무와 국밤나무 계통은 내

피가 잘 벗겨지므로 육종 시 모수품종으로 활용할 수 있다.

  (2) 교배 양친수 선정

   신품종 육성을 해서는 품종특성자료를 활용하여 세부육종목표에 부

합하는 유용한 형질을 지닌 양친수의 선정이 단히 요하다. 양친수 선

정 시 고려하여야 할 주요 과실형질로서는 과실품질과 직 인 련이 



있는 입 , 당도, 경도, 열과율, 다배율, 내피박피성 등이 있으며, 수확작업

이 용이하도록 성숙 시 알밤형태로 떨어지는 낙과특성도 요하다.

   재배안정성 측면에서 각종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활용하여야 한다. 즉, 

밤나무의 주요 병해인 밤나무 기마름병에 내성을 지니며, 한 밤나무혹

벌에 항성이 강한 특성을 지녀야 한다. 한편, 밤나무는 밤나무屬 내 다

른 종간에 교배가 가능하고 재 많은 종간품종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유

으로 유연 계가 먼 계통의 품종간의 교배로 잡종강세 상을 기 할 

수 있다.

구 분
개체/

품종

입 

(g)

당 도

(%)

경 도

(㎏/㎠)

다배율

(%)

열과율

(%)

내피박피율

(%)

토종밤

우량개체*

과천3

상남9

리7

홍천8

횡성2

평 균

12.6

12.5

13.8

13.7

12.8

13.1

14.9

17.7

15.3

18.0

14.4

16.1

8.9

10.5

9.7

11.5

9.7

10.1

0.9

9.1

2.6

2.1

0.0

1.3

3.1

5.9

3.6

2.6

74.4

80.0

97.9

87.5

67.4

81.4

재 배

품 종

단 택

옥 

은 기

이 평

축 

평 균

20.3

17.7

23.1

20.9

17.7

19.9

11.4

11.5

11.7

12.3

12.8

11.9

 8.0

 8.4

 9.3

 8.7

 9.3

8.7

3.8

 0.4

4.3

 0.6

 1.0

 5.1

7.1

 4.1

6.4

 0.8

42.1

67.6

49.3

80.7

15.3

51.0

 
*
  2001~2004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선발한 립성인 우수 개체

   재 리 재배되고 있는 단택, 축 , 은기, 석추 등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들은 과실이 크고 외 이 뛰어나며 품종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

나 밤나무혹벌에 체로 항성이 강한 반면, 단맛이 떨어지고 과육경도가 

낮으며 내피박피가 곤란하고 내한성이 약한 단 을 지니고 있다<표 3-4>. 



반면에 재래의 토종밤나무는 과실이 작고 밤나무혹벌에 한 항성은 낮

으나 단맛이 많고 과육이 단단하여 식미가 좋고 장성이 우수하다. 특히 

약밤나무 계통은 국밤 천진율 계통의 특성을 이어받아 속껍질이 얇고 

잘 벗겨지며 단맛이 강해 군밤용으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 따라서 재

배자와 소비자의 다양한 육종수요에 응한 육종 략이 필요하며 이를 

해서는 토종밤나무 에서 형질이 우수한 우량개체를 교배양친수로 활용

하여 형질결합을 통한 품종육성 방안이 바람직하다<그림 3-2>.

기존 재배품종 토종밤 우량개체 신품종 육성

립성 립성 립성

밤나무혹벌 항성 밤나무혹벌 감수성 밤나무혹벌 항성

기마름병 항성 × 기마름병 항성 ⇒ 기마름병 항성

내한성 약 내한성 강 내한성 강

감미성 고감미성 고감미성

과육경도 낮음 과육경도 높음 과육경도 높음

내피박피율 낮음 내피박피율 높음 내피박피율 높음

  (3) 교잡종 우량개체 선발  품종화

   밤나무는 결과지당 암꽃수가 1~2개로 고 밤송이 당 과실이 1~3개로 

인공교배 시 하나의 교배 투에서 얻어지는 과실이 2~5개 내외로 기 때

문에 인공교배 효율이 낮아 많은 양의 교배종자를 얻기가 어렵다. 따라서 

가능한 소수의 엄선된 양친수를 선정하고 조합 당 20개 이상의 교배 를 

설치하여 60개 이상의 교배종자를 얻도록 한다.

   우량개체 선발을 한 과실형질  특성평가를 해서는 최소 3년간 

반복조사가 필요하며, 매년 개체 당 최소 50개 이상의 밤송이가 필요하다. 

기존의 실생묘 식재를 통한 검정 시 조사에 필요한 밤송이를 확보하기 

해서는 7~8년이 경과되어야 하므로 장기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수령이 많



은 성목을 목으로 활용하여 1년생 교잡종 실생묘에서 채취한 수로 갱

신고  할 경우 목의 향을 받아 조기결실의 유도가 가능하다. 한 

목의 뿌리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실생묘에 비해 수 의 확장이 빨라 

1차 우량개체 선발  지역 응성 검정 등 품종육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6~8년 정도 단축 가능하다.

   우량개체 선발은 과실형질을 포함한 여러 가지 특성자료를 활용하여 

세부 육종목표에 부합하는 개체를 선발하는데 개의 경우 여러 형질을 

동시에 개량하는 것이 목 이므로 기 선 설정선발(independent culling)을 

한 후 지수선발(index selection)을 실시한다. 이 때 기 선 설정선발은 개

량 상 형질별로 선발기 을 설정한 후 선발하도록 하며, 지수선발은 개량

하고자 하는 형질을 우선순 별로 구분한 후 형질별로 지수를 달리하여 

선발을 실시한다.

    형 질

육종목표

입

(g)

당도(%)
*

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피

박피율

(%)

비  고
기 후기

일반기

(생밤, 밤)
20g> 12%> 17%> 9㎏> 5%< 5%< 60%>  립다수성

제수용 22g> 12%> 17%> 9㎏> 5%< 2%< 60%>
∙ 앙과 비율이 고

  외 이 아름다울 것

군밤용 16g> 13%> 18%> 9㎏> 5%< 5%< 85%>
∙향과 식미 뛰어날 것

∙토종밤 자원 활용

가공용 22g> - - - 10%< 5%< 60%> ∙ 앙과 비율 을 것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라. 과실  목재 겸용 우량밤나무 자원 육성

   WTO/DDA 농업 상을 통해 농산물 시장개방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

로 망되며 이에 따라 경쟁력을 상실한 많은 분야의 농업이 도태될 것으

로 추정된다. 따라서 경쟁력을 상실한 많은 면 이 한계농지로 락할 것

으로 망되고 있어(2010년 약 50만㏊) 한계농지의 효율 인 이용에 한 

종합 인 책이 시 한 실정이다.

   밤나무는 표 인 유실수종으로서 과실생산은 물론 용재수종으로서도 

우수한 장 을 가지고 있으며, 한 원자원으로도 가치가 높다. 밤나무

는 입지에 한 응력이 넓고 생장이 빠르며 재 과실생산을 하여 식

재되고 있는 목묘의 생장특성과는 달리 실생묘 조림 시 곧게 자라는 특

성을 지니고 있다. 밤나무 목재는 가볍고 단단하며, 잘 갈라지지 않고 타

닌 함량이 많아 내구성이 강하여 가구재, 기구재, 침목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간벌재는 표고버섯 생산을 한 골목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육종개량을 통해 실생묘 조림에 의한 과실과 목재생산을 겸할 수 

있은 우량한 밤나무 자원의 육성은 향후 크게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 한

계농지의 임업  활용도를 높이기 한 유망한 체작목으로서 밤나무가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밤나무는 매년 과실을 

수확할 수 있으므로 2005년부터 산림청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테마

형 산림ㆍ산  클러스터'의 산  휴양자원으로도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어 농산 의 소득증 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2005년부터 과실  목재생산을 겸할 수 있은 

우량한 밤나무 자원의 육성 개발을 해 유 검정림을 조성 에 있으며, 

재까지 조사된 밤나무 품종 DB자료를 토 로 우수한 품종을 선발하여 

실생묘 조림을 한 우량종자 생산을 해 밤나무 채종원을 조성할 계획

이다.



   주요 재배품종의 특성은 국립산림과학원 밤나무 품종보존원에 보존되

어 있는 품종들을 상으로 ‘밤나무 특성조사요령지침서(밤나무 Test 

Guideline)’에 하여 2001~2006년까지 6년간 조사된 DB자료를 활용하

다. 공시목 리는 집약재배 수 에서 솎음 정과 단 정을 통해 수고 

수형으로 리하 으며, 하 와 시비작업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 다.

 가. 조생종(Early Ripening Cultivars)

 ◦육성 경

   일본 도입품종으로 일본 원 시험장에서 을종(乙宗)을 모수, 정조생(大

正早生)을 화분수로 인공교배하여 1959년에 최종 선발하여 명명하 음.

 ◦주요 특성

   - 생육  형태학  특성

    ․수형은 개장형으로 수세가 비교  강한 편임. 가지발생이 많은 편이

어서 정지 정을 통한 수형조 이 용이하여 수고 재배에 합함.

    ․일부 추운지역을 제외한 부분의 부 지방에 재배가 가능하며 밤

나무 기마름병에는 강한 편이나 밤나무혹벌에 한 내충성은 약함.

    ․동아는 흑 색으로 끝모양은 약간 뾰족한 두형이고 동아의 윗부

분에 털(單毛)이 있음.

    ․휴면지는 갈색을 띠고 가지표면에 털이 없음.

    ․잎은 진한 녹색을 띠어 나무 체가 검푸르게 보이며, 엽거치는 미철

형이고 엽말림은 약한 편임.



   - 개화  결실특성

    ․암꽃이 수꽃보다 2~4일 정도 일  만개하며 결과지 당 웅화수 양은 

은 편임.

    ․결과모지의 발달이 양호하고 결과모지로부터 결과지의 발생  생

장도 충실하여 결실성이 좋음.

    ․밤송이 가시는 많이 갈라지고 억센 편이며 송이 당 함과수는 2.2개임.

    ․ 수고 재배를 통한 집약재배 시 수  평면  1㎡당 수확량은 0.51㎏

으로 수량성이 높은 편임.

암꽃 개화시기 수꽃 개화시기 결과지당 

웅화수 양

(개)

결과모지당

결과지 수

(개)

결과모지당

총 착구수

(개)

결과지당

착구수

(개)

수  

평면 당

수확량

(㎏/㎡)

만개

시작

만개

종료

만개

시작

만개

종료

6/12 6/17 6/16 6/19 8.45 2.83 4.05 1.43 0.51

   - 성숙기  과실특성

    ․8월 하순~9월 상순에 성숙하며 과실의 형태는 둥근삼각형이고 과정

부(果 部)가 뾰족한 편이며 털은 과정부에만 있음.

    ․과실은 황갈색을 띠며 평균입 은 20g 내외로 립종에 속하며 외

피가 두꺼움.

    ․과실은 단맛이 고 과육은 무른 편이며 열과(裂果, 터진밤)가 다소 

많으나 조생종으로서는 품질이 양호하여 생식용  가공용으로 

합함. 장성은 보통이며 군밤 시 내피박피성은 보통임.

성  숙

최성기
낙과특성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  피

박피율

(%)
기 후기

9/4 밤알+송이 20.3 11.4 15.9 8.0 5.1 3.8 59.9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재배 시 유의할 

   - 표 인 조생종으로 풍산성이어서 집약재배에 합하고 어린 나무에

서도 결실이 잘됨. 성목기 이후에 과다결실 시 수세가 약화되어 병해

충에 한 피해가 증가하고 해거리(격년결실)가 발생하므로 강한 정

지 정과 철 한 비배 리를 통해 건 한 수세유지에 주력하여야 함.

   - 성목기에 결실과다로 엽량(葉量)이 부족하면 과실이 작아지고 과피에 

주름이 생기는 등 품질이 나빠지므로 밤송이가 많이 달린 해에는 7월  

에 엽면시비를 1~2회 하여 새가지의 2차 생장을 유도하도록 함.

결실 모습 과실 형태



 ◦육성 경

   일본 도입품종으로 일본 원 시험장에서 은기(銀寄)를 모수로 하고 풍

다마조생(豊多摩早生)을 화분수로 인공교배하여 1959년에 최종 선발하

여 명명하 음.

 ◦주요 특성

   - 생육  형태학  특성

    ․수형은 개장형으로 수세는 보통이며 가지발생이 많은 편이어서 정

지 정을 통한 수형조 이 용이하므로 수고 재배에 합함.

    ․추 에 다소 약하므로 부 이남지역에 재배가 가능함. 밤나무 기

마름병에는 비교  약한 편이며 밤나무혹벌에 한 내성은 보통임.

    ․동아는 갈색으로 끝모양이 뾰족한 두형이고 동아의 윗부분에 

털(單毛)이 있음.

    ․휴면지는 갈색을 띠고 가지표면에 털이 없으며 신 지의 간길

이는 짧은 편임.

    ․잎은 작고 엽거치는 치아형이며 엽말림 정도는 보통임.

   - 개화  결실특성

    ․암꽃과 수꽃이 거의 동시에 만개하며 결과지당 웅화수 양은 은 

편임.

    ․결과모지의 발달이 양호하고 결과모지로부터 결과지의 발생  생

장도 충실하여 결실성이 좋음. 과다 결실되면 수세가 약해지고 과실

품질이 하되며 낙과 상이 많이 발생함.

    ․밤송이의 가시길이는 보통이나 가시가 간부 에서 많이 갈라져 



짧고 조 하게 보이며, 송이 당 함과수는 2.1개임.

    ․ 수고 재배를 통한 집약재배 시 수 면  1㎡당 수확량은 0.61㎏으

로 수량성이 매우 높음.

암꽃 개화시기 수꽃 개화시기 결과지당 

웅화수 양

(개)

결과모지당

결과지 수

(개)

결과모지당

총 착구수

(개)

결과지당

착구수

(개)

수  

평면 당

수확량

(㎏/㎡)

만개

시작

만개

종료

만개

시작

만개

종료

6/13 6/17 6/12 6/18 7.88 3.00 5.83 1.92 0.61

   - 성숙기  과실특성

    ․9월 상순에 성숙하는데 성숙 시 건조하여 토양수분이 을 경우 밤

송이채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알밤 수거에 불리함. 과실의 형태는 

삼각형에 가깝고 끝이 뾰족한 편이며 좌면이 크고 과정부에 털이 

있음.

    ․과실은 갈색을 띠며 택이 양호하고 평균입 은 18g 내외로 립

종에 속함.

    ․과실의 단맛과 식미는 보통이며 열과가 다소 많고 장성이 약해 

품질은 떨어지는 편이며, 군밤 시 내피박피성은 보통임.

     

성  숙

최성기
낙과특성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  피

박피율

(%)
기 후기

9/10 밤알+송이 18.2 12.1 15.0 8.3 7.3 3.9 58.2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재배 시 유의할 

   - 어린 나무에서도 결실이 잘되는 풍산성 품종으로 비옥지에서 집약재

배에 합함.

   - 유목기의 수세는 비교  강한 편이나 성목기 이후에는 결실과다로 수



세가 격히 떨어지고 해거리 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강한 정지

정과 철 한 비배 리로 수세유지에 주력하여야 함.

   - 강풍에 의해 낙과가 되기 쉬우므로 태풍의 향을 많이 받는 지역은 

피하도록 하고 바람받이가 아닌 곳에 심는 것이 좋음.

결실 모습 과실 형태

   



 나. 생종(Mid-ripening Cultivars)

 ◦육성 경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1968년에 주조율(廣州早栗)을 

모수로 하고 은기(銀寄)를 화분수로 인공교배하여 1988년에 최종 선발

하여 명명하 음.

 ◦주요 특성

   - 생육  형태학  특성

    ․수형은 개장형으로 수세가 강하여 수  확장이 빠름.

    ․추 에 강한 편이어서 해발고가 높은 산간지역을 제외한 부 지방

에 재배가 가능하며 밤나무 기마름병과 밤나무혹벌에 한 내성이 

강함.

    ․동아는 갈색으로 끝모양이 뾰족한 두형이고 동아의 윗부분에 

털(星毛)이 있음.

    ․휴면지는 황갈색을 띠고 가지표면에 털이 없음.

    ․잎은 좁고 긴 피침형으로 엽맥수가 24.8개로 많으며, 엽거치는 치아

형이고 엽말림은 약한 편임.

   - 개화  결실특성

    ․암꽃과 수꽃이 거의 동시에 만개하며, 웅화수의 길이가 20.8㎝로 매

우 김.

    ․유목기에는 양생장이 왕성하여 결과모지의 발달이 불량하므로 결

실이 조하나 식재 후 5~6년이 경과하여 수세가 안정화되기 시작

하면 결실성이 좋아지고 과실의 크기도 커지며 균일해짐.



    ․밤송이의 가시는 길고 유연하며, 송이 당 함과수는 2.1개임.

    ․ 수고 재배를 통한 집약재배 시 수  평면  1㎡당 수확량은 0.36㎏

으로 수량성이 낮은 편임.

암꽃 개화시기 수꽃 개화시기 결과지당 

웅화수 양

(개)

결과모지당

결과지 수

(개)

결과모지당

총 착구수

(개)

결과지당

착구수

(개)

수  

평면 당

수확량

(㎏/㎡)

만개

시작

만개

종료

만개

시작

만개

종료

6/17 6/21 6/18 6/21 7.32 2.26 3.09 1.34 0.36

   - 성숙기  과실특성

    ․성숙기는 9월 순으로 알밤으로 떨어지며 과실의 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삼각형임. 좌면은 크고 밝은 색을 띠며 경계가 뚜렷하고 어

깨부까지 털이 있음.

    ․과실은 진한 갈색을 띠고 택이 우수하여 과실외 이 뛰어나며, 평

균입 은 20g 내외로 립종에 속하며 크기가 균일함.

    ․과실은 단맛이 많고 과육은 비교  단단하여 생식용으로 식미가 우

수하며, 열과와 다배과가 은 편이어서 과실품질이 뛰어남. 장성

이 우수하며 군밤 시 내피박피성은 불량함.

     

성  숙

최성기
낙과특성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  피

박피율

(%)
기 후기

9/19 밤알 20.1 13.3 17.4 9.0 4.8 2.4 43.1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재배 시 유의할 

   - 수세가 강하여 토양에 한 응성이 넓은 편이며, 재 재배면 은 

많지 않으나 맛이 좋고 과실품질이 우수하여 향후 재배가 유망함.

   - 강풍에 의해 낙과가 되기 쉬우므로 태풍의 향을 많이 받는 지역은 



피하도록 하고 바람받이가 아닌 곳에 심는 것이 좋음.

결실 모습 과실 형태



 ◦육성 경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1976년 약밤나무 계통인 상면1호

(上面1號)를 모수로 하고 이평(利平)을 화분수로 인공교배하여 1998년에 

최종 선발하여 명명하 음.

 ◦주요 특성

   - 생육  형태학  특성

    ․수형은 반직립형으로 수세가 강하며, 추 에 강해 부지방 역에 

재배가 가능하고 밤나무 기마름병과 밤나무혹벌에 내성이 강함.

    ․동아는 흑 색으로 끝모양은 두형이며 윗부분에 털(星毛)이 생함.

    ․휴면지는 굵은 편이고 표면에 털(星毛)이 있어 회갈색을 띠며 어린 새

가지는 안토시아닌의 착색으로 청동색을 띠나 자라면서 차 없어짐.

    ․잎이 크고 넓으며 두꺼운데 안쪽으로 약간 말리는 특성이 있으며, 

엽거치는 치아형이고 잎 뒷면은 털이 생하여 회백색을 띰. 어린잎

의 끝부분에 청동색의 안토시아닌 착색이 있음.

   - 개화  결실특성

    ․암꽃이 수꽃보다 3~5일 정도 일  만개하며, 결과지당 웅화수 양이 

음.

    ․ 양생장이 왕성한 유목기에는 결과지에 암꽃이 모여 달리는 연속

착과 상으로 과실이 작고 불균일하며 빈 밤송이가 생기기도 하나 

식재 후 6-7년이 경과하여 수세가 안정되면 정상 으로 결실되며 과

실이 커지고 균일해 짐.

    ․밤송이의 가시는 길고 연하며 생하고 밤송이살이 두꺼워 과실에 



비해 밤송이가 큰 편임. 송이 당 함과수는 1.9개임.

    ․ 수고 재배를 통한 집약재배 시 수  평면  1㎡당 수확량은 0.41㎏

으로 수량성이 양호한 편임.

암꽃 개화시기 수꽃 개화시기 결과지당 

웅화수 양

(개)

결과모지당

결과지 수

(개)

결과모지당

총 착구수

(개)

결과지당

착구수

(개)

수  

평면 당

수확량

(㎏/㎡)

만개

시작

만개

종료

만개

시작

만개

종료

6/14 6/19 6/19 6/22 8.18 2.68 4.61 1.73 0.41

   - 성숙기  과실특성

    ․성숙기는 9월 하순으로 생종  다소 늦은 편이며 밤송이로부

터 밤알이 쉽게 분리되어 알밤으로 떨어짐. 과실의 형태는 편원형으

로 좌면이 작은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과정부에 털이 생함.

    ․과실은 황갈색을 띠고 택이 우수하여 과실의 외 이 매우 뛰어나

며, 평균입 은 20g 내외로 립종에 속함.

    ․과실은 단맛이 많고 과육이 단단하여 식미가 매우 우수하므로 생식

용으로 합하며, 열과는 다소 있으나 다배과가 거의 없어 과실품질

이 뛰어남. 장성이 우수하며 군밤 시 내피가 잘 벗겨지므로 군밤

용으로도 합함.

성  숙

최성기
낙과특성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  피

박피율

(%)
기 후기

9/25 밤알 20.5 13.3 18.5 10.1 5.1 0.2 86.4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재배 시 유의할 

   - 맛이 좋아 소비자로부터 환 을 받고 있는 주요 재배품종으로 재 

재배면 이 확 되고 있음. 수세가 강건하여 척박지에서도 잘 응함.



   - 어릴 때 수세가 극히 왕성하여 수형 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도한 

정지 정과 시비를 하여 수세가 조기에 안정되도록 유도하고, 성목

기에는 결과모지 발생이 조하므로 철 한 비배 리를 통해 수세를 

건 하게 유지하여야 함.

결실 모습 과실 형태



 ◦육성 경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1980년에 단택(丹澤)을 모수로 하

고 안근(岸根)을 화분수로 인공교배하여 2004년에 최종 선발하여 명명

하 음.

 ◦주요 특성

   - 생육  형태학  특성

    ․수형은 반직립형으로 수세는 강한 편이고 가지발생이 많은 편이어

서 정지 정을 통한 수형조 이 용이하여 수고 재배에 합함.

    ․추 에 강한 편이어서 해발고가 높은 일부 추운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 지방에 재배가 가능하며, 밤나무 기마름병과 밤나무혹벌에 

한 내성이 강한 편임.

    ․동아는 흑 색으로 두형이며 동아의 윗부분에 털(單毛)이 있음.

    ․휴면지는 갈색을 띠고 가지표면에 털이 없음.

    ․수  외부의 잎은 안쪽으로 약간 말리며, 엽거치는 미철형임.

   - 개화  결실특성

    ․암꽃이 수꽃보다 2~3일 정도 일  만개하며, 결과지당 웅화수 양은 

음.

    ․결과모지의 발달이 우수하고 결과모지로부터 결과지의 발생  생

장도 충실하여 결실성이 매우 우수함. 과다 결실되면 수세가 약해지

고 품질이 하됨.

    ․밤송이의 가시 도는 보통이나 간부 에서 많이 갈라져 조 하게 

보이며, 송이 당 함과수는 2.3개임.



    ․ 수고 재배를 통한 집약재배 시 수  평면  1㎡당 수확량은 0.81㎏

으로 수량성이 매우 높음.

암꽃 개화시기 수꽃 개화시기 결과지당 

웅화수 양

(개)

결과모지당

결과지 수

(개)

결과모지당

총 착구수

(개)

결과지당

착구수

(개)

수  

평면 당

수확량

(㎏/㎡)

만개

시작

만개

종료

만개

시작

만개

종료

6/13 6/17 6/15 6/18 7.85 2.60 3.83 1.49 0.81

   - 성숙기  과실특성

    ․9월 순에 성숙하며 과실의 형태는 둥근삼각형으로 밤알은 밤송이 

속에서 성숙하여 밤송이 채로 떨어지며 과정부에 털이 있음.

    ․과실은 진한 갈색을 띠고 택이 우수하며 외피와 내피가 두꺼운 

편임. 평균입 이 30g 내외로 립종에 속함.

    ․과실은 단맛이 다소 고 과육은 무른 편이나 열과와 다배과가 

어 생식용보다는 깐밤이나 가공용으로 합함. 장성과 군밤 시 내

피박피성은 보통임.

성  숙

최성기
낙과특성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  피

박피율

(%)
기 후기

9/22 송이 29.1 11.5 16.2 7.4 1.3 0.8 58.9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재배 시 유의할 

   - 비옥지에서 집약재배에 합한 풍산성 품종으로 어린 나무에서도 결

실이 잘되며 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에 비해 과실이 매우 크고 수확

량이 많음.

   - 가지발생이 많아 수고 수형조 이 용이하고 해거리 상이 어 집

약 인 리를 할 경우 매년 안정 인 수확을 기 할 수 있음.



   - 세력이 약한 가지에서도 암꽃이 잘 달리고 생리낙과가 은 편이어서 

정지 정  비배 리를 소홀히 할 경우 과다결실로 과실이 작아지고 

수세가 약화될 수 있으므로 철 한 정지 정과 충분한 비배 리가 반

드시 필요함.

   - 밤송이가 많이 달린 해에는 결과지의 착구부   가지생장이 부진하

여 엽량부족으로 과실품질에 지장을 래하므로 7월 에 엽면시비를 

1-2회 하도록 하여 새가지의 2차 생장을 유도하도록 함.

결실 모습 과실 형태



 ◦육성 경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1976년에 동농2호를 모수로 하고, 

약밤나무 계통인 상면1호를 화분수로 인공교배하여 1998년에 최종 선

발하여 명명하 음.

 ◦주요 특성

   - 생육  형태학  특성

    ․수형은 반직립형으로 수세가 강한 편이며, 추 에 강하여 부 지방

에 재배가 가능하고 밤나무 기마름병과 밤나무혹벌에 한 내성이 

강함.

    ․동아는 갈색으로 둔두형이고 동아 표면 체에 털(星毛)이 생하

여 회백색을 띰.

    ․휴면지는 털(星毛)이 생하여 회백색을 띠며, 새가지는 굵게 자라고 

어린가지에 청동색의 안토시아닌 착색이 있음.

    ․잎은 크고 넓어 타원형을 이루며 두껍고, 잎의 윗면은 진한 녹색을 

띠고 있으나 뒷면에는 털(星毛)이 생하여 회백색을 띰. 엽맥수는 

17.6개로 은 편이며 엽거치는 치아형이고 엽말림 상이 강함.

   - 개화  결실특성

    ․암꽃이 수꽃보다 2~3일 정도 일  만개하며, 웅화수는 로 곧추 서

는 경향이 있음.

    ․결과모지의 발달이 양호하고 결과모지로부터 결과지의 발생  생

장도 충실하여 결실성이 좋음. 과다 결실되면 수세가 약해지고 품질

이 하되며 낙과 상이 생기기 쉬움.



    ․밤송이의 가시는 억세고 많이 갈라지며, 송이 당 함과수는 2.2개임.

    ․ 수고 재배를 통한 집약재배 시 수  평면  1㎡당 수확량은 0.52㎏

으로 수량성이 높음

암꽃 개화시기 수꽃 개화시기 결과지당 

웅화수 양

(개)

결과모지당

결과지 수

(개)

결과모지당

총 착구수

(개)

결과지당

착구수

(개)

수  

평면 당

수확량

(㎏/㎡)

만개

시작

만개

종료

만개

시작

만개

종료

6/13 6/17 6/15 6/19 8.97 3.16 4.92 1.86 0.52

   - 성숙기  과실특성

    ․9월 순에 성숙하며 알밤으로 쉽게 분리되어 떨어지고 과실의 형

태는 편원형으로 좌면이 작고 어깨부 체에 털이 생함.

    ․과실은 흑갈색을 띠고 택이 매우 우수하여 과실외 이 뛰어나므

로 다른 품종과 쉽게 구분이 됨. 평균입 은 14g 내외로 ․소립종

에 속함.

    ․과실은 단맛이 많은 편이고 다배과는 으나 열과가 많은 편임. 

장성은 보통이며 군밤 시 내피박피가 잘 되어 군밤용으로 합함.

성  숙

최성기
낙과특성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  피

박피율

(%)
기 후기

9/19 밤알 14.8 12.8 17.3 8.4 20.9 2.5 81.5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재배 시 유의할 

   - 수세가 강건하여 척박지에서도 잘 응하며, 양생장이 왕성한 유목

기에는 결과지에 암꽃이 모여 달리는 연속착과 상이 나타나기도 하

나 식재 후 6~7년이 경과하여 수세가 안정화되면 연속착과 상이 사

라지고 과실이 균일해 짐.



   - 성목기에 과다결실 시 과실품질이 떨어지고 해거리 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철 한 정지 정과 비배 리를 통해 건 한 수세유지에 주

력하여야 함.

결실 모습 과실 형태



 ◦육성 경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1976년에 동농2호를 모수로 하고 

함종율을 화분수로 인공교배하여 1998년에 최종 선발하여 명명하 음.

 ◦주요 특성

   - 생육  형태학  특성

    ․수형은 반직립형으로 수세가 강건하며, 추 에 강하여 부 지방에 재

배가 가능하고 밤나무 기마름병과 밤나무혹벌에 한 내성이 강함.

    ․동아는 흑 색으로 두형이고 동아 표면 체에 털(星毛)이 있음.

    ․휴면지는 황갈색을 띠며 표면에 털(單毛)이 있고 새가지의 어린가지

에 청동색의 안토시아닌 착색이 있음.

    ․잎은 크고 넓어 타원형을 이루며 두껍고, 잎의 윗면은 진한 녹색을 

띠고 있으나 뒷면에는 털(星毛)이 생하여 회백색을 띰. 엽거치는 

치아형이고 엽말림 상은 약함.

   - 개화  결실특성

    ․수꽃이 암꽃보다 2~3일 정도 일  만개하며, 웅화수는 짧고 로 곧

추 서며 결과지당 웅화수 양은 은 편임.

    ․결과모지의 발달이 양호하고 결과모지 당 결과지 수  결과지당 

착구수도 많아 결실성이 매우 우수함. 과다 결실되면 수세가 약해지

고 품질이 하되며 낙과 상이 생기기 쉬움.

    ․밤송이의 가시는 길고 많이 갈라지며 밤송이살이 두꺼워 밤송이에 

비해 밤알은 작은 편임. 송이 당 함과수는 2.3개임.

    ․ 수고 재배를 통한 집약재배 시 수  평면  1㎡당 수확량은 0.51㎏



으로 수량성이 높은 편임.

암꽃 개화시기 수꽃 개화시기 결과지당 

웅화수 양

(개)

결과모지당

결과지 수

(개)

결과모지당

총 착구수

(개)

결과지당

착구수

(개)

수  

평면 당

수확량

(㎏/㎡)

만개

시작

만개

종료

만개

시작

만개

종료

6/13 6/18 6/12 6/16 8.92 2.55 5.05 1.98 0.51

   - 성숙기  과실특성

    ․9월 순에 성숙하며 밤알로 떨어지고 과실의 형태는 편원형으로 

과정부가 편평하며 털이 있음.

    ․과실은 갈색을 띠며 택이 우수하여 과실외 이 뛰어남. 평균입

은 19g 내외로 ․ 립종에 속함.

    ․과실은 단맛이 많고 과육도 단단한 편이어서 식미가 우수하여 생식

용으로 합함. 과정부에 열과가 많은 편이어서 장성은 다소 떨어

지며 군밤 시 내피박피가 잘되어 군밤용으로 합함.

성  숙

최성기
낙과특성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  피

박피율

(%)
기 후기

9/15 밤알 18.6 13.5 17.5 9.5 24.2 1.5 88.3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재배 시 유의할 

   - 수세가 강건하여 척박지에서도 잘 응하며, 풍산성이라 비옥지에서 

집약재배 시 안정 인 수확을 기 할 수 있음. 최근 남부지방에서 재

배면 이 확 되고 있음.

   - 유목기에도 결실이 양호하며 성목기에 결실과다로 엽량(葉量)이 부족

하면 낙과가 심하고 과실이 작아지며 품질이 나빠지므로 철 한 정지

정을 통한 수체 리가 필요함.



   - 밤송이가 많이 달린 해에는 결과지의 착구부   가지의 생장이 부

진하여 과실품질에 지장을 래하므로 7월 에 엽면시비를 1~2회 

하도록 하여 새가지의 2차 생장을 도모하도록 함.

결실 모습 과실 형태



 ◦육성 경

   일본 도입품종으로 니시카와 고이치(西川吾一)씨가 한국의 약밤나무 계

통에서 선발한 西川甘栗과 일본밤나무간의 자연잡종에서 1951년에 선

발하 음.

 ◦주요 특성

   - 생육  형태학  특성

    ․수형은 반직립형으로 수세는 강한 편이나 추 에는 다소 약하여 

부 이남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안 함.

    ․밤나무 기마름병에는 비교  강한 편이나 밤나무혹벌에 한 내충

성은 약함.

    ․동아는 회갈색으로 둔두형이고 동아 표면 체에 털(星毛)이 생함.

    ․휴면지는 털(星毛)이 생하여 회백색을 띠며 새가지는 굵게 자람.

    ․잎은 크고 넓으며 두꺼운데 안쪽으로 약간 말리는 특성이 있으며, 

잎의 윗면은 진한 녹색을 띠고 있으나 뒷면은 털이 생하여 회백

색을 띰. 엽맥수는 15.3개로 고 엽거치는 치아형이며 어린잎의 끝

부분에 청동색의 안토시아닌 착색이 있으나 자라면서 없어짐.

   - 개화  결실특성

    ․암꽃과 수꽃이 동시에 만개하며, 웅화수는 매우 길고 아래로 늘어지

며 결과지당 웅화수 양은 많은 편임.

    ․결과모지 당 결과지 수  결과지당 착구수가 어 결실성은 비교

 떨어지나 과실은 크고 균일한 편임.

    ․밤송이의 가시는 길고 생하며, 송이 당 함과수는 2.6개로 많음.



    ․ 수고 재배를 통한 집약재배 시 수  평면  1㎡당 수확량은 0.46㎏

으로 수량성은 양호한 편임.

암꽃 개화시기 수꽃 개화시기 결과지당 

웅화수 양

(개)

결과모지당

결과지 수

(개)

결과모지당

총 착구수

(개)

결과지당

착구수

(개)

수  

평면 당

수확량

(㎏/㎡)

만개

시작

만개

종료

만개

시작

만개

종료

6/14 6/18 6/14 6/18 10.45 2.28 2.96 1.29 0.46

   - 성숙기  과실특성

    ․9월 하순에 성숙하며 과실의 형태는 편원형으로 좌면이 크며 어

깨부 까지 털이 생함.

    ․과실은 갈색으로 택이 우수하여 외 이 뛰어나며 평균입 은 

22g 내외로 립종에 속함.

    ․과실은 단맛이 많은 편이고 식미가 우수하여 생식용으로 합하며, 

열과  다배과가 어 과실품질이 우수함. 장성은 양호한 편이며 

내피박피가 잘되어 군밤용으로도 합함.

     

성  숙

최성기
낙과특성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  피

박피율

(%)
기 후기

9/25 밤알 21.8 12.3 18.2 8.7 1.7 0.9 85.2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재배 시 유의할 

   - 수세가 강건하여 토양에 한 응성이 넓은 편이나 토심이 깊고 배

수가 잘되는 사질양토가 지임.

   - 다른 재배품종에 비해 결실성은 떨어지나 과실이 크고 균일하며 해거

리 상이 비교  어 안정 인 재배가 가능함. 내한성이 비교  약

한 편이므로 충청 이남지역에 재배하는 것이 안 함.



결실 모습 과실 형태



 ◦육성 경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경기도 주군 부면 상산곡리

의 토종밤나무에서 선발하 으며 1965년에 최종 선발하여 명명하 음.

 ◦주요 특성 

   - 생육  형태학  특성

    ․수형은 반직립형으로 수세가 강하여 수 의 확장이 빠르며, 가지발

생이 고 길게 자라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형조 에 어려움이 있음.

    ․추 에 강하므로 부지방 역에 재배가 가능하며 밤나무 기마름

병과 밤나무혹벌에 한 내성이 강함.

    ․동아는 흑 색으로 끝모양은 두형이고 동아의 윗부분에 털(單毛)

이 생함.

    ․휴면지는 갈색을 띠고 가지표면에 털이 없음.

    ․잎은 좁고 긴 피침형으로 안쪽으로 약간 말리는 특성이 있음. 엽거

치는 미철형이며 어린잎의 끝부분에 안토시아닌 착색이 있으나 자

라면서 없어짐.

   - 개화  결실특성

    ․암꽃이 수꽃보다 2~3일 일  만개하며, 웅화수는 로 곧추 서는 경

향이 있음.

    ․결과모지 당 결과지 수  결과지 당 착구수가 어 결실성은 다른 

품종에 비해 떨어지나 과실의 크기는 비교  균일함.

    ․밤송이살이 두꺼우며 가시가 유연하고 생하는데 어릴 때에는 가

시의 끝부분이 붉은 색을 띠어 다른 품종과 쉽게 구분이 됨. 송이 



당 함과수는 1.7개임.

    ․ 수고 재배를 통한 집약재배 시 수  평면  1㎡당 수확량은 0.33㎏

으로 수량성은 은 편임.

암꽃 개화시기 수꽃 개화시기 결과지당 

웅화수 양

(개)

결과모지당

결과지 수

(개)

결과모지당

총 착구수

(개)

결과지당

착구수

(개)

수  

평면 당

수확량

(㎏/㎡)

만개

시작

만개

종료

만개

시작

만개

종료

6/14 6/19 6/16 6/20 10.67 2.24 2.96 1.29 0.33

   - 성숙기  과실특성

    ․9월 순에 성숙하며 알밤으로 떨어지고 과실의 형태는 원형으로 

좌면이 아주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과정부에 털이 생함.

    ․과실은 밝은 갈색을 띠고 택이 우수하여 외 이 매우 뛰어나며, 

평균입 은 18g 내외로 립종에 속함.

    ․다배과는 거의 없지만 열과가 다소 많은 것이 흠이나 식미가 우수하

여 시장성이 좋음. 장성은 보통이며 군밤 시 내피박피성은 보통임.

     

성  숙

최성기
낙과특성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  피

박피율

(%)
기 후기

9/22 밤알 17.7 11.5 17.6 8.4 7.1 0.4 68.5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재배 시 유의할 

   - 주요 재배품종으로 수확량은 비교  으나 과실의 외   식미가 

뛰어나 랜드화되어 있는 품종 의 하나로 소비자로부터의 인지도

가 높음.

   - 양생장이 왕성한 유목기에는 결실량이 고 과실이 작으나 식재 후 

7~8년이 경과하여 수세가 안정화되는 성목기에 도달하게 되면 결실



성이 좋아지며 과실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안정 인 수확량을 보임.

   - 건조한 곳에 식재하면 열과 발생이 많아지므로 토심이 깊고 비옥하며 

수분이 당한 양토나 사질양토가 지임.

결실 모습 과실 형태



  

 ◦육성 경

   일본 도입품종으로 가나가와 (神奈川縣)의 민간육종가인 이노하라 조지

(猪原慥爾)씨가 실생묘에서 선발한 품종임. 

 ◦주요 특성

   - 생육  형태학  특성

    ․수형은 개장형으로 수세는 강한 편이며 토양에 한 응성이 넓음. 

가지발생 정도는 간이며 수고 재배에 합함.

    ․추 에 강하여 해발고가 높은 산간지역을 제외한 부 지방에 재배

가 가능하며 밤나무 기마름병과 밤나무혹벌에 한 내성이 강한 

편임.

    ․동아는 흑 색으로 끝모양은 두형이고 동아의 윗부분에 털(單毛)

이 있음.

    ․휴면지는 갈색을 띠고 가지표면에 털이 없음.

    ․잎의 형태는 피침형이며 엽맥수는 23.5개로 많고 안쪽으로 약간 말

리는 특성이 있음. 엽거치는 치아형이며 어린잎의 끝부분에 청동색

의 안토시아닌 착색이 있으나 자라면서 없어짐.

   - 개화  결실특성

    ․암꽃과 수꽃이 거의 동시에 만개하며, 웅화수는 아래로 늘어지는 경

향이 있음.

    ․결과모지의 발달이 양호하고 결과모지로부터 결과지의 발생  생

장도 충실하여 결실성이 좋음. 과다 결실되면 수세가 약해지고 품질

이 하되며 낙과 상이 생기기 쉬움.



    ․밤송이살은 비교  두꺼운 편이며 송이 당 함과수는 2.2개임.

    ․ 수고 재배를 통한 집약재배 시 수  평면  1㎡당 수확량은 0.48㎏

으로 수량성은 평균 이상에 속함.

암꽃 개화시기 수꽃 개화시기 결과지당 

웅화수 양

(개)

결과모지당

결과지 수

(개)

결과모지당

총 착구수

(개)

결과지당

착구수

(개)

수  

평면 당

수확량

(㎏/㎡)

만개

시작

만개

종료

만개

시작

만개

종료

6/15 6/19 6/15 6/19 9.70 2.83 4.03 1.43 0.48

   - 성숙기  과실특성

    ․9월 순에 성숙하는 표 인 생종으로 밤송이가 벌어지면서 알

밤이 쉽게 쏟아지며 강풍에 의한 낙과가 음. 과실의 형태는 편원

형으로 좌면이 크고 좌면의 경계선( 선)은 거의 일직선이며 과정부

에 털이 있음.

    ․과실은 갈색을 띠고 택이 우수하며 평균입 은 19g 내외로 ․

립종에 속함.

    ․과실은 단맛이 다소 고 과육이 무른 편이나 열과가 고 다배과

가 거의 없어 품질이 양호함. 장성은 보통이며 군밤 시 내피박피

성은 보통 수 임.

     

성  숙

최성기
낙과특성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  피

박피율

(%)
기 후기

9/21 밤알 19.1 11.9 16.9 8.2 3.5 0.2 54.6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재배 시 유의할 

   - 토양에 한 응성이 넓어 메마른 땅에서도 양호한 생육을 보이며, 

밤송이는 강풍에 강하여 낙과가 음.



   - 어린 나무에서도 암꽃이 잘 달리고 결실이 잘되나 성목기 이후에 

리를 소홀히 할 경우 해거리 상이 나타나고 과다결실 시 과실이 작

아지고 수세가 격히 떨어지므로 충분한 정지 정과 철 한 비배

리를 실시하여야 함.

결실 모습 과실 형태



 ◦육성 경

   일본 도입품종으로 쓰치타 겐키치(土田健吉)씨가 일본밤나무와 국밤

나무 간 자연교잡 실생묘에서 발견한 품종으로 1950년에 명명되었음.

 ◦주요 특성

   - 생육  형태학  특성

    ․수형은 개장형으로 수세가 강건하며, 추 에 강하여 부지방 역

에 재배가 가능함. 밤나무 기마름병에는 강한 편이나 밤나무혹벌에 

한 내충성은 보통이며 밤송이진딧물에는 강함.

    ․동아는 흑 색으로 둔두형이며 동아의 윗부분에 털(星毛)이 생함.

    ․휴면지는 굵고 표면에 털(星毛)이 생하여 회백색을 띠며, 어린 가

지는 안토시아닌 착색으로 청동색을 띠나 자라면서 차 없어짐.

    ․잎은 크고 넓으며 두꺼운데 안쪽으로 약간 말리는 특성이 있음. 엽

거치는 치아형이고 잎의 윗면은 진한 녹색을 띠고 있으나 뒷면은 

털이 생하여 회백색을 띰. 어린잎의 끝부분에 안토시아닌 착색이 

있으나 자라면서 없어짐.

   - 개화  결실특성

    ․암꽃과 수꽃이 거의 동시에 만개하며, 결과지 당 웅화수 양이 많음.

    ․ 양생장이 왕성한 유목기에는 결과지에 암꽃이 모여 달리는 연속

착과 상으로 과실이 작고 불균일하며 빈 밤송이가 생기기도 하나 

식재 후 6~7년이 경과하여 수세가 안정되면 정상 으로 결실됨.

    ․밤송이의 가시는 길고 생하며 밤송이살이 두꺼워 과실에 비해 밤

송이가 큰 편임. 송이 당 함과수는 1.9개임.



    ․ 수고 재배를 통한 집약재배 시 수  평면  1㎡당 수확량은 0.56㎏

으로 수량성이 높은 편임.

암꽃 개화시기 수꽃 개화시기 결과지당 

웅화수 양

(개)

결과모지당

결과지 수

(개)

결과모지당

총 착구수

(개)

결과지당

착구수

(개)

수  

평면 당

수확량

(㎏/㎡)

만개

시작

만개

종료

만개

시작

만개

종료

6/14 6/17 6/13 6/17 16.17 2.47 4.25 1.71 0.56

   - 성숙기  과실특성

    ․과실의 형태는 편원형이며 과실 체에 털이 있는데 특히 어깨부까

지 털이 생하고 좌면이 좁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과실은 붉은색을 띤 흑갈색으로 택이 우수하여 외 이 매우 아름

다우며, 평균입 은 21g 내외로 립종에 속함.

    ․과실은 단맛이 많고 과육도 비교  단단하여 식미가 우수하여 생식

용으로 합함. 다배과는 거의 없으나 열과가 다소 많아 장성이 

떨어지며 군밤 시 내피박피성이 우수하여 군밤용으로도 합함.

     

성  숙

최성기
낙과특성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  피

박피율

(%)
기 후기

9/22 밤알 20.9 12.3 18.8 8.7 6.4 0.6 77.4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재배 시 유의할 

   - 충주지역의 표 인 재배품종으로 옥 과 마찬가지로 랜드화되어 

있는 품종으로서 소비자로부터의 인지도가 높음.

   - 유목기에는 생육이 왕성하고 가지의 분지가 어 수형 리에 어려움

이 있으므로 과도한 정과 시비를 피하도록 하여 수세가 조기에 안

정되도록 함.



   - 성목이 되면 생육이 둔화되어 결과모지 발생이 조하므로 정 시 

비지(豫備枝) 확보에 주력하고 충분한 비배 리를 실시하여야 함.

   - 화분수가 부족하면 외톨밤송이와 쭉정이 밤송이의 비율이 높아져 수

확량이 떨어지므로 충분한 화분수 품종을 도입하여야 함.

결실 모습 과실 형태



 ◦육성 경

   일본에서 육성된 품종으로 국밤나무와 일본밤나무의 자연잡종에서 

선발되어 품종화 된 것으로 여겨지며 1980년  말부터 경남 일부지역

에서 재배되기 시작하 음.

 ◦주요 특성

   - 생육  형태학  특성

    ․수형은 직립형으로 수세가 강하며 추 에 강해 부 지방에 재배가 

가능함. 밤나무 기마름병에는 강한 편이나 밤나무혹벌에 한 내충

성은 약함.

    ․동아는 흑 색으로 둔두형이고 동아 표면에 털(單毛)이 생함.

    ․휴면지는 털(星毛)이 생하여 회백색을 띠며 새가지는 굵게 자람.

    ․잎은 타원형으로 넓고 두꺼우며 안쪽으로 말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

음. 잎의 윗면은 진한 녹색을 띠고 있으나 뒷면은 털이 생하여 회

백색을 띰. 엽맥수는 18.7개로 고 엽병이 짧으며 엽거치는 치아형

이고 어린잎의 끝부분에 청동색의 안토시아닌 착색이 있으나 자라

면서 없어짐.

   - 개화  결실특성

    ․암꽃이 수꽃보다 3~5일 정도 일  만개가 되며, 웅화수는 매우 길고 

결과지당 웅화수 양은 많은 편임.

    ․유목기에도 비교  결실이 양호하나 과실의 크기가 작고 불균일하

며 빈 밤송이가 생기기도 하지만 식재 후 6-7년이 경과하여 수세가 

안정되면 결실량이 증가하고 과실도 커지며 균일해 짐.



    ․밤송이의 가시는 억세며 생함. 송이 당 함과수는 2.6개임.

    ․ 수고 재배를 통한 집약재배 시 수  평면  1㎡당 수확량은 0.53㎏

으로 수량성이 높은 편임.

암꽃 개화시기 수꽃 개화시기 결과지당 

웅화수 양

(개)

결과모지당

결과지 수

(개)

결과모지당

총 착구수

(개)

결과지당

착구수

(개)

수  

평면 당

수확량

(㎏/㎡)

만개

시작

만개

종료

만개

시작

만개

종료

6/15 6/19 6/19 6/22 11.85 2.55 5.25 2.05 0.53

   - 성숙기  과실특성

    ․9월 순에 성숙하며 과실의 형태는 편원형으로 어깨부까지 털이 

생함. 측과는 과실의 바깥쪽 면과 안쪽면을 구분짓는 경계선이 뚜

렷하게 나타나 다른 품종과 쉽게 구분이 됨.

    ․과실은 갈색을 띠고 택이 양호하며 좌면과 한 부분은 황색을 

띰. 평균입 은 14g 내외로 ․소립종에 속함.

    ․과실은 단맛이 많고 과육이 단단하여 식미가 뛰어나며, 열과가 고 

다배과가 거의 없어 과실품질이 우수함. 장성이 우수하며 내피박

피가 잘 되어 군밤용으로 합함.

     

성  숙

최성기
낙과특성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  피

박피율

(%)
기 후기

9/20 밤알+송이 13.5 16.3 20.9 10.3 0.9 0.0 100.0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재배 시 유의할 

   - 경남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과실의 맛과 품질이 우수하여 

최근 재배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어릴 때 수세가 왕성하여 수형 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과도한 정



과 시비를 피하도록 하여 수세가 조기에 안정되도록 유도함. 성목기

에는 결과모지의 발생이 조하므로 충분한 비배 리를 통해 수세를 

건 하게 유지하여야 함.

   - 화분수 비율이 높을 경우 밤송이에 밤알이 3개씩 들어 상품성이 떨어

지는 앙과의 비율이 높아지고 과실이 작아지므로 함과수가 1~2개

로 어 립의 밤을 생산하기 해서는 화분수의 비율을 10% 이하

로 제한하여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함.

결실 모습 과실 형태



 ◦육성 경

   일본 내 재배면 이 가장 많은 주요 품종으로 일본 원 시험장에서 안

근(岸根)을 모수로 하고 방양옥(芳養玉)을 화분수로 인공교배하여 1959

년에 최종 선발하여 명명하 음.

 ◦주요 특성

   - 생육  형태학  특성

    ․수형은 반직립형이고 수세가 강하여 수 의 확 가 빠름. 유목기부

터 잘 결실하고 가지발생이 많은 편이어서 수형조 이 용이하여 

수고 재배에 합함.

    ․추 에 다소 약하여 부 이남 지역에 재배하는 것이 안 하며, 밤

나무 기마름병에 한 내성은 보통이나 밤나무혹벌에 한 내충성

은 약한 편임.

    ․동아는 흑 색으로 끝모양은 두형이고 동아의 윗부분에 털(單毛)

이 생함.

    ․휴면지는 갈색을 띠고 가지표면에 털이 없음.

    ․잎은 아래로 처져 달리는 경향이 있으며, 어린잎의 끝부분에 청동색

의 안토시아닌 착색이 있으나 자라면서 없어짐. 엽거치는 미철형이

고 엽말림은 약함.

   - 개화  결실특성

    ․암꽃이 수꽃보다 3~5일 정도 일  만개하는 경향이 있음.

    ․결과모지의 발달이 양호하고 결과모지로부터 결과지의 발생  생

장도 충실하여 결실성이 좋음. 과다 결실되면 수세가 약해지고 과실



품질이 하되며 낙과 상이 많이 발생함.

    ․밤송이 가시는 길고 유연하며 밤송이살이 얇아 밤송이에 비해 밤알

이 큰 편임. 송이 당 함과수는 2.4개임.

    ․ 수고 재배를 통한 집약재배 시 수  평면  1㎡당 수확량은 0.62㎏

으로 수량성이 높음.

암꽃 개화시기 수꽃 개화시기 결과지당 

웅화수 양

(개)

결과모지당

결과지 수

(개)

결과모지당

총 착구수

(개)

결과지당

착구수

(개)

수  

평면 당

수확량

(㎏/㎡)

만개

시작

만개

종료

만개

시작

만개

종료

6/10 6/15 6/14 6/19 9.88 2.73 4.97 1.71 0.62

   - 성숙기  과실특성

    ․9월 순에 성숙하는 표 인 생종으로 밤알은 밤송이 속에서 

성숙하여 밤송이 채로 떨어짐. 과실의 형태는 원형에 가까운 삼각형

으로 좌면이 크며 어깨부까지 털이 있으나 과정부에 생함.

    ․과실은 진한 갈색을 띠며 택이 우수하고 평균입 은 20g 내외로 

립종임.

    ․과실은 단맛이 많고 과육이 비교  단단하여 식미가 우수하므로 생

식용으로 합하며 열과와 다배과가 거의 없어 품질이 우수함. 장

성이 양호하며 군밤 시 내피박피성은 불량함.

     

성  숙

최성기
낙과특성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  피

박피율

(%)
기 후기

9/19 송이 17.7 12.8 18.9 9.3 0.8 1.0 25.2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재배 시 유의할 

   - 어린 나무에서도 결실이 잘되며 풍산성 품종이라 비옥지에서 집약재

배에 합한 품종임.



   - 유목기의 수세는 강한 편이나 성목기 이후에는 결실과다로 수세가 

격히 떨어지고 낙과가 심하며 해거리 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강한 

정지 정과 철 한 비배 리로 수세유지에 주력하여야 함.

   - 화분수 비율이 높을 경우 밤송이에 밤알이 3개씩 들어 상품성이 떨어

지는 앙과의 비율이 높아지고 과실이 작아지므로 함과수가 1~2개

로 어 립의 밤을 생산하기 해서는 화분수의 비율을 10% 이하

로 제한하여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함.

결실 모습 과실 형태



 ◦육성 경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이평(利平)을 모수, 은기(銀寄)를 

화분수로 인공교배하여 1988년에 최종 선발하여 명명하 음.

 ◦주요 특성

   - 생육  형태학  특성

    ․수형은 개장형으로 수세가 아주 강하여 수 의 확장이 빠르며, 가지

가 길게 자라는 경향이 있으므로 수형조 에 어려움이 있음.

    ․추 에 강하여 해발고가 높은 산간지역을 제외하고는 부지방 

역에 재배가 가능하며 밤나무 기마름병과 밤나무혹벌에 한 내성

이 강함.

    ․동아는 갈색으로 두형이고 동아 체에 털(星毛)이 있음.

    ․휴면지는 황갈색을 띠고 가지표면에 털(星毛)이 있음. 새가지는 길게 

자라고 어린가지에 청동색의 안토시아닌 착색이 있음.

    ․잎은 크고 두꺼우며 안쪽으로 약간 말리는 특성이 있고, 잎의 윗면

은 진한 녹색을 띠며 엽맥수는 23.7개로 많음. 엽거치는 치아형이고 

어린잎의 끝부분에 청동색의 안토시아닌 착색이 있으나 자라면서 

없어짐.

   - 개화  결실특성

    ․암꽃이 수꽃보다 2~3일 정도 일  만개하는 경향이 있음.

    ․유목기에는 양생장이 왕성하여 결과모지의 발달이 불량하므로 결

실량이 고 불안정하나 식재 후 6~7년이 경과하여 수세가 안정화

되기 시작하면 결실성이 좋아지고 과실의 크기도 균일해 짐.



    ․밤송이의 가시길이는 보통이나 가시가 간부 에서 많이 갈라져 

조 하고 짧게 보이며, 송이 당 함과수는 2.0개임.

    ․ 수고 재배를 통한 집약재배 시 수  평면  1㎡당 수확량은 0.38㎏

으로 수량성은 약간 떨어지는 편임.

암꽃 개화시기 수꽃 개화시기 결과지당 

웅화수 양

(개)

결과모지당

결과지 수

(개)

결과모지당

총 착구수

(개)

결과지당

착구수

(개)

수  

평면 당

수확량

(㎏/㎡)

만개

시작

만개

종료

만개

시작

만개

종료

6/14 6/19 6/17 6/21 9.38 2.46 4.10 1.65 0.38

   - 성숙기  과실특성

    ․9월 하순에 성숙하며 과실의 형태는 편원형에 가깝고 좌면의 크

기는 보통이며 어깨부까지 털이 있음.

    ․과실은 흑갈색을 띠고 택이 우수하여 외 이 뛰어나 다른 품종과 

쉽게 구별이 됨. 평균입 은 19g 내외로 ․ 립종에 속함.

    ․과실은 단맛이 많고 과육이 단단하여 식미가 뛰어나 품질이 우수하

며 생식용으로 합함. 열과가 다소 있으나 다배과는 으며 장성

이 우수하고 군밤 시 내피박피가 잘되어 군밤용으로도 합함.

     

성  숙

최성기
낙과특성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  피

박피율

(%)
기 후기

9/25 밤알+송이 19.2 14.4 18.6 10.5 7.7 2.5 92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재배 시 유의할 

   - 성목기에 결실과다 시 이듬해 해거리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밤송이가 

많이 달린 해에는 7월 에 엽면시비를 1~2회 하도록 하여 새가지의 

2차 생장을 유도하는 등 비배 리에 유의하여야 함.



   - 밤송이는 강풍에 낙과되기 쉬우므로 태풍 상습피해 지역은 피하도록 

하며, 북서풍 바람맞이에는 식재하지 않도록 함.

결실 모습 과실 형태



 다. 만생종(Late Ripening Cultivars)

 ◦육성 경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육성한 품종으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의 토종밤

나무(천연기념물 제97호)를 목 증식하여 검정한 바 과실형질이 우수

하고 재배가치가 인정되어 2006년에 최종 선발하여 명명하 음.

 ◦주요 특성

   - 생육  형태학  특성

    ․수형은 반직립성이고 수세가 강한 편이어서 토양에 한 응성이 

넓으나 건조한 곳은 피하도록 함. 

    ․추 에 강하여 해발고가 높은 산간지역을 제외한 부 지방에서 재

배가 가능하며, 밤나무 기마름병과 밤나무혹벌에 한 내성이 있음.

    ․동아는 흑 색으로 끝모양은 둔두형이고 동아의 윗부분에 털(單毛)

이 있음.

    ․휴면지는 굵은 편이고 갈색을 띠며 가지표면에 털이 없음.

    ․잎은 크기가 작은 편이며 안쪽으로 약간 말리는 특성을 지니고 있

음. 엽병의 길이는 짧으며 엽거치는 미철형임.

   - 개화  결실특성

    ․암꽃이 수꽃보다 2~4일 정도 일  만개하는 경향이 있음.

    ․결과모지 당 발생하는 결과지 수와 결과지 당 착구수가 많지 않아 

결실성은 보통 수 임.

    ․밤송이의 가시는 짧고 억세며 생하고, 밤송이살이 얇아 밤송이에 



비해 과실이 큰 편임. 송이 당 함과수는 2.1개임.

    ․ 수고 재배를 통한 집약재배 시 수  평면  1㎡당 수확량은 0.40㎏

으로 수량성이 양호한 편임.

암꽃 개화시기 수꽃 개화시기 결과지당 

웅화수 양

(개)

결과모지당

결과지 수

(개)

결과모지당

총 착구수

(개)

결과지당

착구수

(개)

수  

평면 당

수확량

(㎏/㎡)

만개

시작

만개

종료

만개

시작

만개

종료

6/13 6/18 6/16 6/20 10.35 2.09 2.63 1.25 0.40

   - 성숙기  과실특성

    ․9월 말~10월 순에 성숙하며 과실형태는 편원형으로 좌면의 크기

는 보통이고 과정부에 털이 있음.

    ․과실은 진한 갈색을 띠고 택이 우수하여 과실외 이 뛰어남. 평균

입 은 27g 내외의 립종으로 외피와 내피가 두꺼운 편임.

    ․열과와 다배과가 어 과실품질이 뛰어나며, 과실은 단맛이 많고 과

육이 단단한 편이어서 식미가 뛰어나므로 생식용으로 합함. 장

성이 우수하며 립성이어서 가공용으로도 합하고 군밤 시 내피

박피성도 양호함.

     

성  숙

최성기
낙과특성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  피

박피율

(%)
기 후기

9/30 밤알 27.3 13.0 17.3 9.3 0.5 3.7 76.3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재배 시 유의할 

   - 토심이 깊고 비옥하며 수분이 당한 양토나 사질양토가 지임. 어

릴 때부터 암꽃이 잘 달리며 밤알이 크고 균일하나 다른 품종에 비해 

결실성은 비교  떨어지는 편임. 수확 당시 주두부가 부분 으로 밝



은색을 띠는 경우가 있으나 시간이 경과하면 갈색으로 바뀜. 

   - 식재 후 7~8년이 경과하여 수세가 안정화되는 성목기에 도달하게 되

면 결실성이 좋아지며 안정 인 수확량을 보임. 과다 결실되면 이듬

해 해거리 상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철 한 정지 정  비배 리를 

통해 수세를 건 하게 유지함.

결실 모습 과실 형태



 ◦육성 경

   일본 도입품종으로 일본 원 시험장에서 안근(岸根)을 모수로 하고 입

원조생(笠原早生)을 화분수로 인공교배하여 1968년에 최종 선발하여 명

명하 음.

 ◦주요 특성

   - 생육  형태학  특성

    ․수형은 반직립형으로 수세는 보통이고 가지발생이 많은 편이어서 

정지 정을 통한 수형조 이 용이하여 수고 재배에 합함.

    ․추 에 비교  약하므로 부 이남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안 함. 

밤나무 기마름병에 한 내성은 보통이나 밤나무혹벌에 한 내충

성은 아주 강하며 밤송이진딧물에는 약한 편임.

    ․동아는 흑 색으로 끝모양은 두형이고 동아의 윗부분에 털(單毛)

이 있음.

    ․휴면지는 황갈색을 띠고 가지표면에 털이 없음.

    ․잎은 안쪽으로 약간 말리는 특성이 있으며, 엽거치는 치아형이고 어

린잎의 끝부분에 청동색의 안토시아닌 착색이 있으나 자라면서 없

어짐.

   - 개화  결실특성

    ․암꽃이 수꽃보다 3~5일 정도 일  만개하는 경향이 있으며, 결과지 

당 웅화수 양은 은 편임.

    ․결과모지로부터 결과지의 발달이 양호하고 암꽃이 잘 달리는데 충

실한 결과지의 경우 3~5개의 암꽃이 달리며 생리 낙과도 은 편임. 



    ․밤송이의 가시는 길고 연하며 하나의 결과지에 여러 개의 밤송이가 

모여 달리는 특성이 있고 강풍에 아주 강해 낙과가 음. 송이 당 

함과수는 2.0개임.

    ․ 수고 재배를 통한 집약재배 시 수  평면  1㎡당 수확량은 0.53㎏

으로 수량성이 높음.

암꽃 개화시기 수꽃 개화시기 결과지당 

웅화수 양

(개)

결과모지당

결과지 수

(개)

결과모지당

총 착구수

(개)

결과지당

착구수

(개)

수  

평면 당

수확량

(㎏/㎡)

만개

시작

만개

종료

만개

시작

만개

종료

6/12 6/17 6/17 6/21 8.03 2.88 5.40 1.90 0.53

   - 성숙기  과실특성

    ․9월 하순에 성숙하는 표 인 만생종으로 과실의 형태는 편원형이

며 어깨부까지 털이 있음.

    ․과실은 황갈색을 띠고 택이 우수하여 외 이 뛰어나며 평균입

은 20g 내외로 립종에 속함.

    ․과실은 단맛이 많고 과육은 단단한 편이어서 식미가 우수하므로 생

식용으로 합함. 열과가 고 다배과가 거의 없어 품질이 우수하며 

장성은 양호하고 군밤 시 내피박피성은 불량함.

     

성  숙

최성기
낙과특성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  피

박피율

(%)
기 후기

9/27 밤알+송이 19.9 13.2 17.4 9.3 3.2 0.3 36.5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재배 시 유의할 

   - 충주지역의 표 인 재배품종으로 풍산성이며 토심이 깊고 수분이 

당한 비옥지에서 집약재배에 합한 품종임. 어린 나무에서도 결실



이 잘되며 성목기에 과다 결실되면 수세가 격히 떨어지고 과실이 

작아지므로 강한 정지 정과 철 한 비배 리가 필수 임.

   - 성목기에 밤송이가 많이 달린 해에는 결과지의 착구부   가지의 

생장이 부진하여 과실품질에 지장을 래하므로 7월 에 엽면시비를 

1~2회 하도록 하여 새가지의 2차 생장을 유도하도록 함.

   - 밤송이가 강풍에 아주 강하므로 풍충지에 합하며 겨울철 추 에 약

하므로 부이남 지역에서 재배하는 것이 안 함.

결실 모습 과실 형태



 ◦육성 경

   일본 내 재배면 이 많은 주요 품종으로 오사카 지방에서 1802년에 명

명되어 재배되어 왔으며 200여년의 재배역사를 가진 가장 오래된 품종 

의 하나임.

 ◦주요 특성

   - 생육  형태학  특성

    ․수형은 개장형으로 수세가 강하여 토양에 한 응성이 넓으며, 수

명이 길어 다른 품종에 비해 경제수령이 김.

    ․추 에 다소 약한 편이어서 부 이남지방에 재배하는 것이 안 하

며, 밤나무 기마름병에 내성이 있고 밤나무혹벌에 한 내충성이 

강한 편임.

    ․동아는 흑 색으로 끝모양은 둔두형이고 동아의 윗부분에 털(單毛)

이 있음.

    ․휴면지는 갈색을 띠고 가지표면에 털이 없음.

    ․잎 모양은 폭이 좁고 긴 피침형으로 수 외부의 잎은 안쪽으로 심

하게 말리는 특성이 있어 타 품종과 쉽게 구분이 됨. 엽맥수가 23.5

개로 많으며, 엽병길이도 2.6㎝로 길고 엽거치는 치아형임.

   - 개화  결실특성

    ․암꽃과 수꽃이 거의 동시에 만개하는 경향이 있음.

    ․결과모지는 굵고 길게 자라며 결과모지로부터 결과지의 발달  생

장도 충실하여 결실성이 좋음. 

    ․밤송이는 강풍에 아주 약해 쉽게 낙과되며 가시는 연하고 생함. 



송이 당 함과수는 2.3개임.

    ․ 수고 재배를 통한 집약재배 시 수  평면  1㎡당 수확량은 0.48㎏

으로 수량성이 비교  높은 편임.

암꽃 개화시기 수꽃 개화시기 결과지당 

웅화수 양

(개)

결과모지당

결과지 수

(개)

결과모지당

총 착구수

(개)

결과지당

착구수

(개)

수  

평면 당

수확량

(㎏/㎡)

만개

시작

만개

종료

만개

시작

만개

종료

6/12 6/17 6/12 6/17 8.82 2.98 4.19 1.40 0.48

   - 성숙기  과실특성

    ․9월 하순에 성숙하는 표 인 만생종으로 과실의 형태는 과정부가 

약간 뾰족한 편원형으로 과정부에 털이 있음. 좌면이 크며 측과의 

안쪽 면은 좌우로 굽어 있음.

    ․과실은 진한 갈색을 띠며 택이 우수하여 외 이 매우 뛰어남. 평

균입 은 23g 내외로 립종에 속함.

    ․과실의 단맛은 보통이나 과육이 단단한 편이고 열과와 다배과가 

은 편이어서 품질이 양호함. 장성은 보통이며 군밤 시 내피박피성

은 보통임.

     

성  숙

최성기
낙과특성

입

(g)

당도(%)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  피

박피율

(%)
기 후기

9/28 밤알+송이 23.1 11.7 17.0 9.3 4.1 4.3 51.1

 ※ 기당도 : 수확 직후 48시간 이내,  후기당도 : 온 장(2℃) 8주 후
 

 ◦재배 시 유의할 

   - 표 인 만생종으로 성목기 까지는 양생장이 우세하여 수확량이 

고 불안정하지만 성목이 되면서 결실이 잘되고 과실이 균일해 지면

서 매년 안정 인 수확량을 올릴 수 있음. 나무의 수명이 길어 수세



를 건 하게 유지하기가 쉬움.

   - 밤송이는 강풍에 아주 약해서 8월 이후 풍속 15m에도 상당한 낙과가 

되므로 태풍 상습피해 지역은 피하도록 하며, 해발고가 높은 곳이나 

북서풍 바람맞이에는 식재하지 않도록 함.

결실 모습 과실 형태



제4장  양묘 및 재배지 조성



   양묘라 함은 번식 는 증식이라고도 하며, 묘목을 기르는 방법으로 크

게 유성(有性) 번식과 무성(無性) 번식으로 구분된다.

   유성번식은 모수로부터 채취된 종자를 종하여 묘목을 기르는 방법이

고, 무성번식은 모수로부터 ․삽수(接․揷穗)를 채취한 후 목 는 삽

목 등을 통하여 묘목을 기르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첨단기술인 생물공학을 

이용하여 조직배양(組織培養)에 의한 번식방법이 있으며, 밤나무의 경우 휘

묻이의 일종으로 당년의 새가지를 휘어 흙으로 덮은 다음 뿌리를 내리게 

하는 자근묘(自根苗) 증식방법이 있는데 이 한 무성번식의 일종이다. 

   우리가 원하는 품종의 특성을 그 로 물려받도록 하고, 결실수령을 빠

르게 하기 해서는 무성번식에 의한 양묘로서만 가능하다. 밤나무는 개 

목으로 번식하며 목증식을 한 목 증식, 수채취  장, 목방

법과 목묘에서 발생되는 목불화합성에 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가. 목(臺木) 증식

   목을 해서는 뿌리가 있는 묘목이 필요한데 이를 목이라 한다. 

목은 부분 종에 의해 증식된 실생묘가 이용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서는 목묘 는 삽목묘가 목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밤나무의 목은 일반 으로 종 이듬해인 1년생 실생묘를 이용하는

데 연필굵기(직경 8㎜ 내외)의 것이 당하다. 한편 기존 식재지의 불량품

종 는 산지에 자생하는 실생묘를 상으로 품종갱신을 하고자 할 경우

에는 수령이 많은 큰 나무를 목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1) 종용 밤 비

   종용 밤은 동해에 강하고 수품종과 동일하거나 수품종과 목친

화성이 높은 품종으로부터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병해충 피해를 받지 

않은 완숙된 건 과를 이황화탄소 는 인화늄정제 등으로 훈증소독한 다

음 이듬해 종 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잘 장하여야 한다.

   장방법은 소량인 경우 밤과 모래(혹은 톱밥, 습도 25% 내외)를 1:1로 

혼합하여 2℃ 내외의 냉장고에 장하고, 장량이 많을 경우에는 습기가 

있는 모래와 혼합하여 배수가 잘되는 곳에 <그림 4-1>과 같이 노천매장 

한다. 노천매장 시에는 발아 억제를 

해 가  음지에 장하고, 철조망을 

구덩이 바닥에 깔고 천장부분에 덮어 

쥐와 같은 동물들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환기통을 설

치한 다음 50~70㎝ 두께로 흙을 덮어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종시기  방법

   밤은 지온이 10~12℃에서 발아하기 시작하므로 부지방의 경우 3월 

하순~4월 상순경에 종한다. 종상은 배수가 잘되는 곳을 택하고 가뭄에 

비하여 수가 용이한 곳을 택하여야 한다.

   종상 만들기는 우선 포지에 비료  퇴비 등 기비를 충분히 살포한 

뒤 경운과 정지를 한 후 상을 만들어야 한다. 일반 으로 밤 종상은 평

상(平床)으로 하고, <그림 4-2>와 같이 2열 1조로 종한다. 이때 열과 열 

사이는 20㎝로 하고, 종자와 종자사이는 10㎝로 하며, 제 와 목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해 조간(條間)거리를 60㎝ 간격으로 한다.



   종 시 과정(果 ) 즉 주두(柱頭)부 가 같은 방향이 되도록 하고, 과

실의 평평한 쪽이 으로 향하게 놓은 다음 과실 두께의 약 2배 정도 흙

을 덮어 다. 참고로 밤 종자의 발아 상태는 <그림 4-3>과 같이 어린뿌리

(幼根)가 먼  생장하고 난 후 어린 기가 생장하며, 종자의 자엽과 어린 

식물체 사이에는 배반이 있어 자엽으로부터 양료를 공 받고 있다. 노천매

장된 종자를 종직 에 꺼내보면 부분의 종자는 어린뿌리가 어느 정도 

생장하고, 시기가 늦었을 때는 어린 기가 생장하여 자엽과 어린 식물체 

사이에 배반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이때 배반이 끊어진 종자는 종 후 

활착  생장이 조하므로 종하지 말아야 한다.

  

   한편 종 후에는 토양건조  잡 발생 방지를 하여 짚을 덮어 

종상의 토양수분을 유지하는데, 제 작업을 손쉽게 하기 해서는 흑색비

닐로 종상을 멀칭한 후 종하는 것이 매우 효과 이다.



  (3) 종상 리

   종된 종자는 까치, 까마귀 등 

조류의 피해를 받기도 하므로 필요

시 방조망(防鳥網)을 설치하여야 한

다. 종자가 발아해서 새싹이 땅 로 

올라올 때 일명 밤으로 불리는 다

배과(多胚果)는 하나의 종자에서 

2~3개의 기가 발생하므로 이  

충실한 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는 솎아 다. 한 발아시기에 토양이 건조하면 수를 하고, 발생되는 잡

를 수시로 제거하여 어린 묘목이 건 하게 자라 목으로 사용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 으로 밤 종상에서의 병해충 피해는 은 편이나 강우량이 많

고, 공 습도가 높은 경우 간혹 흰가루병이나 탄 병 등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발생 시 기에 방제하도록 한다.

 나. 목(接木) 증식

  (1) 수채취  장

   수는 모수로부터 채취된 가지를 말하는 것으로 채수포(採穗圃)를 조

성하여 수를 채취하는 것이 일반 이나 채수포가 없는 경우에는 재배지

의 나무에서 년도에 생장한 가지를 채취하여야 한다.

   수는 원하는 품종에서 지난해에 자란 1년생 가지로 생장이 양호하고 

겨울 (동아)이 충실한 맹아지나 결과모지를 60~80㎝ 정도의 길이로 1월 

하순~2월 순경에 채취하는 것이 가장 좋다. 채취된 수는 량으로 

장할 경우 온 장고를 활용하며 소량의 경우 냉장고를 이용한다.



   수 장에 당한 온도는 2℃ 내외로 온 장고에 장할 경우 수

의  부분을 편평하게 하여 다발로 묶은 다음  부분에 젖은 이끼를 감

싼 후 비닐로 하여 세워서 장한다. 장온도가 높을 경우 장  

수 표면에 곰팡이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찰될 경

우 우스 론 등의 살균제를 살포한다.

  (2) 목

   밤나무의 어린 기를 잘라보면 안쪽 면에 울퉁불퉁한 형태의 목질부가 

있고 바깥쪽에 수피가 있으며, 목질부와 수피사이에 부름켜라고 불리 우는 

형성층(形成層)이 있다<그림 4-5>. 목은 <그림 4-6>과 같이 목과 수

의 형성층을 연결시킨 후 목부 에 유합조직(癒合組織)을 발달시켜 하나

의 식물체로 생장시키는 것이다.

   목 시 목과 수 간에 유 으로 가까울수록 목친화성이 높아

지며, 한 목사(接木士)의 숙련도에 따라 목활착율과 목부 의 유합

상태가 달라지므로 숙련된 목사로 하여  목하는 것이 활착률을 높이

고 목불화합성 피해를 일 수 있다.

   밤나무의 목 시기는 수액 이동이 왕성하여 수피가 잘 벗겨지는 4월 

하순경이 기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목에서 새잎

이 2매 정도 피었을 때나 살구나무 꽃이 필 때가 가장 좋은 시기이다.

                



   (가) 목방법

   목방법은 목시기, 목의 상태, 목부 의 높이  목과 수의 

조제방법에 따라 다양하다.

     1) 목시기에 따른 구분

   목시기에 따라서는 4월 순경 철에 목하는 것을 춘 (春接)이라 

하고, 8월~9월경인 가을철에 목하는 것을 추 (秋接)이라고 한다. 추 은 

낙엽활엽수에 이용되고 있으나 밤나무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

으로 춘 을 실시하고 있다.

     2) 목의 상태에 따른 구분

   비된 목의 종류에 따라 유경 목(幼莖接木)과 목 목(臺木接木)으

로 구분하고, 포지에서의 목 상태에 따라 거 (居接)  양 (揚椄)으로 

구분하며, 품종갱신의 목 으로 비교  큰 나무의 가지를 목으로 하여 

목하는 경우를 갱신고 이라 한다.

수조제 유경 목 활착상태

      가) 유경 목과 목 목

   유경 목이라 함은 종자로부터 발생된 어린 기(幼經)를 목으로 이용

하여 목하는 방법이다. 유경 목은 주로 온실 내에서 이루어지며 목클



립으로 목부를 고정한 후 활착될 때까지 90% 이상의 높은 습도를 유지

하여 목부가 잘 유합되도록 한다. 유경 목은 양묘기간을 단축하고 경비

를 감할 수 있는 장 이 있으나 밤나무 목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일반 으로 이용되지 않고 목 목을 실행하고 있다.

      나) 거 과 양

   지난해에 종 는 이식되어 포지에 

거치(据置)상태로 있는 묘목을 목으로 

하여 목하는 것을 거 이라고 하며, 당

년에 이식되었거나 굴취된 상태의 묘목을 

목으로 하여 목하는 것을 양 이라고 

한다. 밤나무의 경우는 양 보다는 거

이 활착률이 높고, 건 묘목 생산에 유리

하여 많이 이용되고 있다.

      다) 갱신고

   산지에 자생하거나 식재된 나무와 같이 키가 큰 나무의 가지를 목으

로 이용하여 목하는 것을 갱신고 이라 한다<그림 4-9>. 갱신고 은 기

존의 품종이 불량하여 다른 품종으로 바꾸고자 할 때 많이 이용되고 있다.

     3) 목부 의 높이에 따른 구분

   목부 의 높이에 따라 목의 30㎝ 높이에서 목하는 것을 고 (高

接)이라고 하고, 목의 5~6㎝ 내외의 높이에서 목하는 것을 (低接)

이라고 한다<그림 4-10>. 고 은 목 능률은 다소 떨어지지만 식재지에서 

어린 묘목에 발생될 수 있는 동해(凍害)피해를 방지하는데 효과 이다.



       

     4) 목  수의 조제방법에 따른 구분

   철 수액유동 이후에 실시하는 춘 으로는 법(切接法), 박 법(剝

接法), 법(袋接法), 요 법(凹接法) 등이 있고, 수액유동이 멈추기 직

에 실시하는 추 으로는 아 법(芽接法), 복 법(腹接法)등이 있다.

   밤나무의 목은 시기 으로 춘 을 일반 으로 실시하고, 목의 상태

(거 , 양 )와 목부 의 높이(고 , )에 계없이 부분   박

이 많이 이용되며, 큰 나무에는 요 이 이용되고 있다.

      가) 법(切接法)

   가장 흔히 이용되는 방법으로 수조제는 <그림 4-11>과 같이 수에 

동아가 2개 포함되도록 하여 5~6㎝ 길이로 자르고 아래쪽 동아가 붙어있

는 방향으로부터 30° 각도로 깎은 다음 반 쪽 면을 1.5~2.0㎝ 가량 목질

부가 약간 포함되도록 편평하게 깎아 다.

   목순서는 첫째, (5~6㎝) 는 고 (30㎝)에 따라 당한 높이에서 

목의 기를 자른다. 둘째, 단부  한쪽에서 껍질에 목질부가 약간 포

함되도록 하여 2㎝ 가량 으로 쪼갠다. 셋째 조제된 수의 깎은 부분이 

목의 안쪽으로 향하도록 끼워 넣어 목과 수의 형성층을 맞춘 다음 

형성층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목끈으로 묶어 고정시킨다.



목 조제 수 삽입 비닐 묶기 목 완성

      나) 박 법(剝接法)

   박 은 수보다 목이 굵을 경우에 합하며 품종갱신을 한 갱신

고  시 많이 이용된다. 박 은 목방법이 쉽고 활착률이 높으나 목 후 

완 히 유합되기 까지는 목부 가 약하여 잘 부러지므로 받침 를 설

치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다.

   박 법에서의 수조제는 법에서와 동일하나 목조제 시 수피만

을 분리시키는 것이 법과 다른 차이 이다. 목조제  수삽입 순

서는 첫째 기의 목질부 표면이 편평한 쪽을 택하여 수피로부터 목질부

까지 2㎝ 길이로 두 의 상처를 수 굵기만큼의 폭으로 낸다. 둘째 두 

의 사이에 있는 수피를 뒤로 제친다. 셋째 조제된 수의 깎은 부분이 



목의 목질부에 향하도록 하고 수와 목의 한쪽 수피가 일치하도록 

수를 끼워 넣은 다음 일치된 형성층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에서와 같이 목부 를 목끈으로 묶어 다.

목 새가지 생장(5월 ) 활착 후 상태(8월 순)

      다) 요 법(凹接法)

   요 은 나무의 기나 굵은 가지에 목하고자 할 때 편리한 방법으로 

<그림 4-14>와 같이 수는 동아를 심으로 에서부터 쪽으로 향해 

목질부가 약간 포함되도록 조제한다.

수조제

   

수피 벗기기

 

수삽입

   목방법은 첫째, 목하고자 하는 기나 가지의 수피를 종으로 두 

의 상처를 다. 둘째 두 종선(縱線)의 상하(上下) 1/3부 에서 횡으로 두 

을 그은 후 가운데 부분의 수피를 제거한다. 셋째, 상하에 있는 나머지 



수피를 상하 양방향으로 들어올린다. 넷째, 조제된 수의 부분이 목

의 으로 향하도록 끼워 넣은 다음 목의 수피를 착시켜 비닐끈으로 

묶어 고정시켜 다.

   요 은 코르크층이 형성된 수피가 두꺼운 나무를 목으로 이용할 경

우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때는 수피의 내피가 보일 정도로 코르크층을 

벗겨낸 후 실시하여야 한다.

   (나) 목 시 유의 사항

   목 시 가장 요한 것은 수와 목의 형성

층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목끈을 묶을 

때는 수와 목의 형성층을 일치시킨 목부

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면서 단단히 묶어주어야 한

다. 목부의 형성층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수

의 동아가 싹이 트지 않거나 새싹이 자라더라도 

정상 으로 생육하지 못하고 <그림 4-15>와 같이 

자라다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목활착률을 떨

어뜨리는 주요 요인이 된다.

   목은 화창한 날씨를 택하여 하도록 하며, 비가 내릴 경우 빗물이 

수의 깎은 부분이나 목부 에 닿아 활착률이 크게 떨어지므로 주의하여

야 한다. 목 후 수의 끝부분과 목끈을 묶은 부 에 톱신페스트 등을 

잘 발라주어 수로부터의 수분증발을 방지하고 목부 에 빗물이 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다) 목 후의 리

   목활착률은 우선 수와 목의 상태  목사의 숙련도에 따라 크

게 달라질 수 있으며, 목 후의 리에도 크게 좌우된다.



   목 후 목으로부터 발생하는 맹아는 수시

로 제거하고, 수로부터 생장한 새가지가 2개 이

상인 것은 건 한 가지 1~2개만 남기고 제거하여

야 한다. 수의 동아가 발아하여 새로운 가지가 

30㎝ 이상 자라면 목과 수의 굵기가 굵어지

나 목한 부 는 목끈으로 묶어져 있어 비닐

끈이 팽창하지 못해 수부 가 오목해지고 목

부 의 유합상태가 완 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비

바람에 쉽게 부러지는 피해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에서 자란 새가지가 30㎝ 정도 자라면 목

끈을 풀어서 느슨하게 다시 묶어 주거나 목끈 제거 시 노동력 감을 

하여 목매듭 윗부분의 1/2 정도를 면도칼로 잘라주기도 한다<그림 

4-16>. 한편 목묘의 지지역할을 해 받침 (지주)를 설치하기도 하며,  

지주 용으로 화망을 설치하기도 한다<그림 4-17>.

   목묘는 서로 다른 조직이 합되어 생장한 것이므로 묘목일 때는 

합부 의 조직이 약하여 월동  동해피해를 받기 쉬우므로 부 이북지

역에서는 낙엽 직후에 묘목을 캐어서 다발로 묶은 다음 움 장고나 비닐

하우스 내에 가식하여 이듬해 식재 시까지 장하는 것이 안 하다.

    



  (3) 목친화성(接木親和性)

   목친화성이란 수와 목의 서로 다른 조직이 합되고 유합조직이 

형성되어 하나의 식물체를 이루는 목묘가 정상 으로 양생장과 생식

생장(개화결실)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가) 목불화합성의 발생시기  피해증상

   목불화합성은 유목기에 나타나는 조발성(早發性) 목불화합성과 장

령기에 나타나는 지발성(遲發性) 목불화합성으로 구분되고, 피해증상은 

부(臺負), 승(臺勝), 융기(隆起), 이탈(離脫)로 구분된다. 부는 수부

보다 목의 생장이 조하여 목부  의 직경이 더 큰 상태를 말하

며, 승은 이와는 반 로 목의 생장이 더 왕성한 경우를 말한다. 융기

는 목부 가 좌우로 부풀어 오르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심해지면 이

탈 상이 나타난다.

   조발성 목불화합성은 목사의 숙련도와 목 후의 리상태에 따라 

나타나기 쉬우며, 지발성 목불화합성은 목과 수품종의 생리  특성

에 따라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 승 융기 이탈

   산  등 16개 품종에 한 목친화성에 한 연구결과를 보면 순성은 

목불화합성 증상이 찰되지 않았으나 옥 (68.9%), 삼조생(47.6%), 유마



(41.2%) 등에서 목불화합성 피해가 높게 나타난 반면, 단택(13.2%), 이평

(12.5%), 축 (7.9%) 등은 낮게 나타났다. 한편 품종별 목불화합성 피해 

증상을 보면 단택, 장 , 은기, 은령, 상림 등은 부 증상이 많았고, 산 , 

삼조생, 출운, 유마 등은 승 증상이 많았으며, 옥 은 융기증상이 나타났

다<그림 4-20>.

   (나) 목불화합성 피해방지

   목묘에서 발생하는 목불화합성 피해를 방지하기 해서는 유

으로 가까운 품종 간에 목을 실시하는 것이 이상 이다. 따라서 목 시 

수품종을 선정한 다음 수품종과 동일품종이거나 유 으로 유사한 

품종을 선정하여 종․증식하고 이를 목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밤나무는 우리나라 향토수종으로 입지환경에 한 응력이 높은 수종

이나 과거의 조방재배와는 달리 품질이 좋은 큰 과실의 량생산을 목

으로 집약재배를 하기 해서는 입지환경을 고려하여 지선정을 잘하여

야 품질  생산성 향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입지환경이라 함은 기

상조건인 기온, 강우량, 일조량, 바람 등이 있고, 토양조건인 지형, 방 , 

토질 등을 들 수가 있는데 이러한 조건이 밤나무 재배의 성공여부를 크게 

좌우한다.

 가. 기상조건

  (1) 기온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밤나무는 품종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

나 일반 으로 연평균 기온이 10~14℃의 지역이 재배 지로 알려져 있으

므로 해발고가 높은 고산지역을 제외하고는 국 인 재배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 재배되고 있는 품종의 상당부분이 일본 도입품종이라 내

한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내한성이 강한 몇몇 품종을 제외하고는 동해안에

서는 북  40°, 서해안에서는 북  39°, 부 내륙지방에서는 38°선 이남의 

산록이나 평탄지가 재배의 안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밤나무가 월동 에 받는 피해는 겨울철 낮은 온도에 의한 동상(凍傷)

피해가 부분이나 잎이 피는 시기가 특히 빠르거나 생장 정지기가 매우 

늦어 가지 내 수분유동이 왕성할 때 이른 서리 는 늦서리가 내리는 경

우 한상(寒霜) 피해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해발고가 높은 산간지역은 피

하는 등 국지 인 기상상태를 잘 고려하여 재배지를 선정하여야 재배경

상의 손실을 일 수 있다.



  (2) 강우량

   밤나무는 뿌리 발달이 심근성이어서 내건성(耐乾性)이 비교  강한 편

이나 토심이 낮은 곳에서는 뿌리가 얕게 발달하여 여름철에 강우량이 

을 경우 한발 피해로 수세가 약해지고, 과실의 발육이 장애를 받게 되며 

심하면 생리  낙과피해를 받을 수 있다. 한 여름철에 강우량이 비교  

많은 것이 좋으나 연평균 강우량이 1,000㎜ 이하의 건조지역과 3,000㎜ 이

상의 다우(多雨)지역은 재배 지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개화기인 6월 순

부터 하순경에 강우기간이 길면 결실이 불량하게 되고, 여름철 강우가 많

고 공 습도가 높아 고온다습하면 흰가루병의 발생이 많으며, 과실의 성숙

기에 강우가 많을 때에는 과실탄 병의 피해가 심할 수 있다.

   겨울철에 비가 온 뒤 온도가 격히 떨어지면 동상피해가 발생하기 쉽

다. 특히 습지로 배수가 불량한 임지에서는 동상피해를 받아 나무가 고

사하기도 하며, 나무 체가 고사되지는 않더라도 가지가 말라 죽는 등 수

세가 약화되면 2차 으로 밤나무 기마름병, 나무좀류 등 병해충의 피해를 

받기 쉽다. 따라서 배수로를 설치하여 동상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

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일조량

   일조량은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양분을 합성하기 해 탄소동화작용

을 하는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요건으로 나무가 정상 으로 자라고 

개화 결실하는데 있어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양수(陽樹)로서 햇빛 

요구도가 크고, 내음성(耐陰性)이 약한 밤나무는 <그림 4-21>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일조량이 15% 이하인 수  내부에서는 잎이 착생될 수 없고, 최

소한 20~30% 정도의 일조량이 확보되어야만 정상 인 개화와 결실이 가능

하다.



   일조시간은 1일 8시간 내외가 가장 

좋고 최소한 4시간, 최 한 10시간으로 

본다. 그러나 1일 4시간의 일조량은 나

무가 자라는 양생장은 할 수 있으나 

결실이 불량하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못

하다. 한 1일 10시간 이상의 일조량은 

밤나무의 동해, 밤나무 기마름병 등의 

피해가 염려되며 토양이 건조해지고 지

력이 하되어 생육상태가 불량해지므

로 최  일조시간은 1일 일조량 8시간 내외가 당하다.

   한편,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 이 울폐되어 일조량이 부족한 밤나무 

재배지에서는 가지와 수  내부의 가지가 자연고사되고, 수고생장이 계

속됨에 따라 수 이 나무의 상단부 즉 햇빛이 비치는 곳에만 형성되어 일

조량 부족에 의한 피해증상이 나타난다. 결국 이와 같은 밤나무는 수고가 

높아 정지 정과 수확 등 리작업이 곤란하게 되고, 결실면 이 수 의 

상층부에만 국한되는 등 축소되어 과실이 작아지고 생산량이 감소하여 생

산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정상 인 결실을 해서는 충분한 일조량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간벌 는 정지 정에 의한 수형조 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바람

   밤나무의 꽃가루받이(授粉)는 바람에 의해 이루어지며 개화시기에 부는 

미풍은 화분 비산이 잘되어 수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8월 하순부터 9월 

순경에는 태풍에 의해 수확 직 의 밤송이가 낙과되는 피해가 발생되므

로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태풍의 피해는 태풍의 진로에 따라 크게 향을 받으며 지역에 따라 

피해정도가 달라지나 체로 남서, 남, 남동향의 경사지 식재에서는 주풍



(主風)의 피해가 크다. 그러므로 태풍이 상습 으로 지나가는 지역에서는 

태풍피해를 방지하기 해 북동향의 완경사지에 식재하거나 태풍이 오기 

에 수확이 가능한 조생종을 식재하여 태풍피해를 최소화한다. 한, 밤

나무의 수형을 수고형으로 유도하여 태풍의 피해를 이도록 한다.

 나. 토양조건

  (1) 지형(地形)

   밤나무는 일반과수와는 달리 일반 으로 산지에 식재하고 있으며, 조방

재배에 의하여 리되고 있다. 산지는 부분 구릉과 계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일정한 경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정구역의 면 에서도 해발고와 방

에 차이가 있다. 한 지형의 상태에 따라서는 바람, 동상 등 기상재해와

도 한 계가 있으며, 해발고와 방 에 따라서 토심과 토양의 비옥도

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사지와 해발고가 높은 정상부 는 완경사지와 산록부 에 비하여 

토심이 얕고 비옥도가 낮아 수세가 쉽게 약해지거나 재배 리를 한 기

계화 는 생력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계화 는 집약재배를 

용이하게 하고 나무의 건 한 생육을 도모하며, 고품질의 과실을 량 생

산하기 해서는 해발고 500m 이상으로 척박한 경사지나 산정상부는 가

 피하면서 15도 미만의 완경사지로 토심이 깊은 비옥한 토양을 택하

여야 한다. 한 지형의 특성을 악하여 합한 품종을 선택하여야 생산

성 향상에 의한 높은 수익을 기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경사지에 식재하고자 할 때는 계단식 식

재를 하여야 하고, 산정부에 식재하고자 할 때는 충분한 임도시설을 갖추

어야 시비, 정지 정, 약제살포  수확 등 리작업의 생력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구  분 구분 기 지여부 비   고

매우 낮다 100m 이하 합  ∙바람에 노출되는 지역이 아니면 

체로 700m 까지 재배 가능

 ∙ 체로 500m 이상이면 제한인자

가 많다

낮     다 100~300m 합

보     통 300~500m 합

높     다 500~700m 양호

조  높다 700~900m 불량

아주 높다 900m 이상 불량

방  지여부 비         고

동  향 합  ∙서향  남서향은 건조하고 동해, 밤나무 기마

름병 등의 피해염려가 많음.

 ∙북향은 경사 30도 미만은 양호하나 30도 이상

은 일조량 부족으로 불량함.

   (일조시간이 1일 4시간 이상이면 생육에는 지

장은 없으나 밤 결실에는 불충분하므로 8시간 

내외가 좋음)

서  향 불량 는 양호

남  향 양호

북  향 양호

남동향 합

남서향 양호 는 불량

북동향 양호

북서향 양호

  (2) 방 (方位)

   사면의 방 는 일조량, 토심, 유기물의 분해와 한 계가 있고, 동

해  풍해 등과도 련이 있다. 남사면은 일조시간이 길어 비교  나무의 

생장은 좋으나 부분 토심이 얕고, 부식질의 분해가 빠르며, 여름철에 건

조가 심하여 수세가 약해지기 쉽다. 북사면은 일조량이 어 토양온도가 

낮고 토양 수분함량이 많으며 나무의 증산작용도 심하지 않다. 동사면과 

서사면은 그 간이나 동사면은 북사면에 가깝고 서사면은 남사면에 가까

우며 남서사면은 강한 석양을 받아 한발과 동해의 피해를 받기 쉬우나 가

리질 비료를 충분히 시비함으로써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복사열이 심한 서향사면은 동해를 받기 쉬우며, 이로 인해 밤나

무 기마름병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랭한 공기가 모이는 계곡부

에서는 한상피해가 우려되므로 내륙지방과 부 이북지방에서는 품종 선

택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토심이 깊고 부식질이 많으며 배수가 잘되

는 임지로서 서향  남서향이 아니라면 밤나무 재배 지라고 볼 수 있다.

  (3) 토양의 화학  성질

   밤나무는 양수로서 산성토양을 좋아하는 호산성 수종이다. 그러므로 

성 토양이나 염기성 토양 즉 기암이 석회암류 계통의 토양은 피하여 재배

하여야 한다. 한 염분을 싫어하므로 해변이나 해조풍에 의한 조해(潮害)

지역과 염기성 토양은 피해야 한다. 

   석회암 지 에서도 표토 용탈로 인하여 pH 4.5~5.5 정도의 강산성을 

나타내는 토양이 많으나 토심이 깊을수록 토양산도가 성에 가까우므로 

밤나무 생육이 불량할 뿐만 아니라 토양 의 CaO의 함량이 과다하여 수

확기에는 결실이 매우 부진하거나 불임성(不稔性)이 될 우려가 높다. 

   를 들면 제주도 일 에 가장 많이 분포된 무암지  토양도 잔 토

에서는 표토의 토양산도가 pH 5.0 내외이므로 밤나무가 재배될 것 같으나 

심토층으로 갈수록 pH는 성에 가까워지므로 역시 밤나무 재배 부 지이

다. 다만 토심이 깊은 붕 토 지 에서는 용탈로 인하여 심토층까지 강산

성을 나타내므로 밤나무 재배가 가능하다. 밤나무 재배 지로는 산성암류 

계통의 성숙토양인 붕 토와 포행토가 최 지라 하겠다. 

   토양의 화학  측면에서는 미량원소의 결핍이 없는 성숙토양이 좋으며, 

토양 내의 활성알루미늄 함량이 고 특수성분의 과다로 인한 독성이 없

는 토양이어야 한다.



  (4) 토양의 물리  성질

   토양의 물리  특성인 토성, 토심, 토양습도, 유기물  자갈함량, 임지

능력 수 등은 나무의 생장과 개화결실에 크게 향을 미친다.

   밤나무는 뿌리가 깊이 자라는 심근성이어서 토양에 한 응범 가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재배안정성을 높이기 해서는 식재지 토양의 

물리  특성을 악하는 것이 요하다. 밤나무 재배에 합한 토양의 물

리  특성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토  성
입자 크기(<2㎜)

지여부 비      고
토(%) 사토(%)

사  토 12.5 이하 87.5 불량  부분이 모래임

사양토 12.5~25.0 87.5~75.0 합  모래가 1/3~2/3정도

양  토 25.0~37.0 75.0~62.5 합  모래가 1/3정도

식양토 37.0~50.0 62.5~50.0 합  토 에 모래가 섞임

식  토 50 이상 50 이하 합  토가 부분

부식토 - - 합  토양  부식이 20% 이상

석력토 - - 양호  석력함량이 50% 이상

   토성은 뿌리의 호흡과 직 인 계가 있어 공극성(空隙性)이 양호하

고 토양의 보습력이 크며 토양의 양료함량이 높은 사양토, 양토, 식양토, 

식토, 부식토가 합하다. 토심은 나무뿌리가 생장하고 각종 양료를 흡수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가  깊은 곳이 지이다. 특히 밤나무는 심근성 

수종이므로 최소한 70㎝ 이상의 토심이 요구된다.

   토양습도는 토양단면의 형태  특징으로 단하여야 하나 심자는 유

효토심 표층토의 구조, 생성과정, 지형, 식생의 생육상태를 감안하여 정

하여야 하며, 강우와 한발 시기에 따라 토양수분이 크게 다르므로 이를 감

안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토양이 과습하면 뿌리의 호흡이 곤란하고 동상의 



피해가 발생하며, 심하면 낙과피해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므로 <표 4-5>와 

같이 윤 는 약간 습한 토양이 당하나 근본 으로는 강우 시에도 배

수가 양호한 토양이어야 한다.

구  분 구 분 기 지여부 비      고

천(얕다) 30㎝ 이하 불량  ∙밤나무 임지는 최소한 70㎝ 

이상은 되어야 함

   (밤나무는 심근성 수종임)

(보통) 30~60㎝ 불량

심(깊다) 60~90㎝ 양호

과심(아주 깊다) 90~120㎝ 합

습 도 구분 기 지 여부

과 건 입으로 불면 흙이 먼지가 날 정도 불량

건 조 수분에 한 감 이 없음 불량

약 건 수분에 한 감 이 있음 양호

 윤 수분에 한 감 이 뚜렷함 합

약 습 손바닥에 수분이 묻음 합

 습 흙을 꼭 쥐면 손가락 사이로 물이 비침 양호

과 습 흙을 꼭 쥐면 손가락 사이로 물이 떨어짐 불량

   토양 의 유기물은 나무가 생장하고 개화결실에 필요한 양료의 공

원이기 때문에 유기물 함량이 높은 토양이 합하다. 

   토양입자  2㎜ 이상 되는 것을 자갈이라고 하고 그 크기에 따라 세

분된다. 자갈(gravel)은 0.2~7.6㎝, 큰 자갈(cobble)은 7.6~25.0㎝, 돌은 25㎝ 

이상으로서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뜻하며 암석이라 함은 맨손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밤나무는 자갈이 10~30% 정도 함유되어 있

는 토양이 재배 지이다.



구  분
유기물

함량(%)
토색에 의한 구분 지 여부

풍 부 5% 이상   7.5Y 2/2~2/3,  10YR 2/2~2/3 합

있 음 2~5%   10YR 3/2~3/3,  7.5YR 3/4 합

약간 있음 0.8~2%   5YR 4/4~4/8,  7.5YR 4/6~6/6 양호

없 음 0.8% 이하
  5YR 5/8~6/8,  7.5YR 5/8~6/8

  10YR 7/6        10YR 5/8~6/3

양호 는 

불량

구  분 자갈함량(％) 지여부 비      고

있  음 5~10% 양호  ∙붕 토의 자갈함량이 70％ 까

지 밤나무 조성이 가능함.많  음 10~30% 합

매우 많음 30~50% 양호

   임지능력 수라 함은 임목생장에 크게 향을 주는 요인자인 토심, 

지형, 건습도, 경사, 퇴 양식, 침식, 견 도, 토성 등 8  인자를 수화해

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참고로 하여 밤나무 재배 지를 선택할 수도 있

다<표 4-8>.

   밤나무는 건조에는 비교  강한 편이나 어릴 때부터 생육이 왕성하여 

많은 수분을 요구하므로 토심이 얕고 보수력이 낮은 모래땅에서는 한발피

해로 인해 어린 나무는 생장장해를 받게 되고, 결실기에 달한 큰 나무에서

는 생리  낙과피해를 받을 수 있다. 반면 배수가 불량하여 습기가 많은 

토양에서는 뿌리의 발달이 곤란하여 심하면 뿌리가 썩어 나무가 고사하기 

때문에 재배가 곤란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된 밤나무는 수십년간 나무의 생장이 지속되고 

과실을 속 으로 생산하므로 뿌리에서의 양료경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진

다. 그러므로 당 에 부식질이 많고 토심이 깊으며 배수가 양호한 토양에 



식재하여야만 수세를 건 하게 유지할 수 있고, 품질이 좋은 과실을 정상

으로 수확을 할 수 있다.

지력
임지

수
수

수의

세분

세분류

범
지력구분 지여부

상

Ⅰ 75~55
Ⅰ의 상

Ⅰ의 하

74~65

64~55

최상

최상

합

합

Ⅱ 54~45
Ⅱ의 상

Ⅱ의 하

54~50

49~45

우량

우량

합

합

Ⅲ
44~35

Ⅲ의 상

Ⅲ의 하 

Ⅲ의 하

44~41

40~38

37~35

의 상

의 하

합

양호

양호

하
Ⅳ 34~25

Ⅳ의 상

Ⅳ의 하

34~30

29~25

하의 상

불량

양호

보통

Ⅴ 24~8 Ⅴ의 상 24~16 극히 불량 불량



   밤나무는 과수 에서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산지에 식재하여 

조방 으로 재배하여 왔다. 그러나 밤나무는 본래 토심이 깊고 비옥한 토

양을 좋아하며, 양수로서 내음성이 약하고 지형 는 기상조건에 따라 동

해, 한해, 밤나무 기마름병 등으로 고사가 많이 되는 수종이므로 사 에 

토양, 지형, 기상 등의 조건들을 조사․검토하여 지에 식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 합한 조건에 해서는 가능한 조성 시에 개량을 해  다음 식

재하는 것이 밤나무 재배의 기본이다.

   앞으로 집약 리에 의한 다수확 재배를 실 하기 해서도 재배지의 

환경개선이나 집단화를 도모하는 것이 요하다. 밤나무 재배지의 환경개

선과 집단화는 병해충 방제, 수확, 선과, 포장 등 작업의 능률화․공동화를 

용이하게 할뿐만 아니라, 방풍림 설치, 임도나 작업로 정비 등도 쉽게 해

다. 그리고 앞으로 재배지 조성에 있어서는 형기계의 도입을 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특히 작업로 시설 조성이 아주 요하다.

 가. 작업로 설치

  (1) 작업로 설치목

   밤나무 재배지에 환경친화 인 작업로를 설치하여 밤나무 재배 리(약

제살포, 시비, 자재운반, 수확 리 등)를 기계화함으로써 생산비 감, 소득

증 ,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도모하는데 있다.

  (2) 작업로의 종류  특징

   임목 수확작업에 있어서 작업로는 일시 인 도로로서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복구하여야 하나 밤나무 재배지의 작업로는 구  시설물로 연

 이용이 가능하여야 한다는 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작업로

는 내용년수에 따라 시설 후 반 구 으로 이용되는 기간작업로와 일시



으로 이용 후 폐기되는 임시작업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밤나무 재배지의 

작업로는 지속 으로 이용하여야 하므로 기간작업로에 해당된다.

   한, 기능에 따라서 <표 4-9>와 같이 인력, 기계․장비, 자재의 통행을 

주목 으로 주로 산록에서 산정방향으로 시설하는 간선작업로와 작업로 

상에서 여러 가지 작업이 직  이루어지도록 주로 등고선 방향으로 시설

하는 지선작업로로 구분할 수 있다.

구  분 기  능 노선 진행 방향

간선작업로 연결기능 주 산록 ↔ 산정

지선작업로 작업기능 주 등고선 방향

  (3) 작업로 시설요령

   (가) 시설기

   ① 작업로 노폭 : 소형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노폭은 2m 내외로 시

설하되 재배지의 형질이 최소로 변경되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작업로 간격 : 작업로 간의 거리(간격)는 최소 20m 이상 유지해야 

하나, 단 경사도에 따른 사거리를 감안하여 작업로 간격을 조정하도

록 한다.

   ③ 차량 피 소통시설 : 차량교행 는 차돌림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는 

차량 피소․차돌림 장소를 정규모로 설치한다.

   ④ ․성토사면 안정을 해 경사면 기울기는 아래 기 이하로 설계

하며, ․성토 높이가 1m 이상 는 집 호우 시 토사유실 등 피

해가 우려되는 지 은 산돌쌓기, 7 떼공, 편책 등의 공종을 반

하여 히 시공한다.



구    분 기울기 비  고

암 석 지 1 : 0.3
입지조건에 따라 ±0.2 범 내 용조정

토사지역 1 : 0.8

   (나) 작업로 배치방법

   재배지 내에 동일한 길이의 작업로 시설을 하더라도 작업로의 배치형태

에 따라 이용효율이 다르게 나타나며, 이용효율을 높이기 해서는 가  

작업도 상에서의 작업가능범 가 서로 복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하지

만 고 도로 시설되는 작업로의 특성상 어느 정도의 복은 피할 수 없다.

   여러가지 작업로 배치형태에 한 이용효율은 수지형(樹枝形) > 어골형

(魚骨形) > 단선형(單線形) > 방사형(放 形)의 순으로 높다.

   일반 으로 경사지에서 어골형으로 작업로를 배치할 경우 상․하의 

지선작업로를 연결하는 간선작업로의 종단물매가 지나치게 할 우려가 

있다. 한, 간선작업로의 종단물매를 정하게 유지하려면 작업로의 길이

가 길어짐과 동시에 지선작업로와 작업범 가 복되어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밤나무 재배지의 지형특성을 고려하여 완․ 경사

지는 지선작업로를 주로 하는 고 도 어골형, ․ 경사지는 간선작업

로를 주로 하는 도 수지형의 배치가 정할 것으로 단되며, 산지



경사가 60% 이상인 경사지에 해서는 가  작업로 시설을 하지 않는 

것이 유지 리를 하여 바람직하다.

   (다) 정 작업로 배치 기

   밤나무 작업로는 구 인 연  작업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

기 때문에 재배지의 지형상태, 차량  기계의 원활한 통행, 밤 재배지 피

해를 최소화하기 하여 다음과 같은 기 으로 작업로를 배치하여야 한다.

   ① 지형경사가 60% 이상인 밤나무 재배지는 작업로 배치를 제한한다.

   ② 가능한 작업로망의 배치효율을 높이기 하여 노선의 복성을 피

하여 배치한다.

   ③ 간선작업로는 지선작업로 간을 연결하며, 가능하면 재배지 내 앙

을 통과하도록 배치한다.

   ④ 간선작업로의 종단기울기는 16% 이내로 시설한다.

   ⑤ 지선작업로는 등고선 방향으로 종단기울기가 2~8%로 배치하며 양단

의 연결을 하여 필요한 경우 단구간 32%까지 허용한다.

   ⑥ 작업로 간격은 완경사지의 경우 10m 내외로 배치하고, 경사지는 

20m 내외로 배치한다.

 나. 재배지 조성

   재배지 조성법은 지형이나 토질 등에 따라서 일률 이지는 않지만, 여

기서는 평지, 경사지, 기타용지 등 3종류에 해 요 을 소개한다.

  (1) 평지 조성

   산림을 개간하여 조성할 때는 잡목을 벌채하고, 뿌리를 캐어낸 다음 심

경을 실시하고 유기물을 량으로 투입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때 형기계

(트랙터, 포크 인, 불도 ) 등을 이용하면 능률 이다. 를 들면 잡목림을 

벌채 후 포크 인으로 뿌리를 캐내고 정지작업을 한 후 구덩이를 고 묘



목을 식재한다. 묘목식재 에 지형, 면 , 경 계획 등을 고려하여 사 에 

필요한 길이의 작업로를 먼  신설한다.

1. 8 --

2. 8 15 --

3. 15 25 --

1. 8 --

2. 8 15 --

3. 15 25 --

  (2) 경사지 조성

   상지의 자연경사에 따라 조성방법이 달라진다. 약 8° 이하의 완경사

지에서는 개간을 하여 작업로를 만든 다음 경사면에 식재한다. 10° 미만의 

경사지는 등고선 방향으로 상개간을 실시하고, 15° 이상으로 경사가 심

한 경사지에서는 계단식으로 만들어 작업로와 식재지를 확보하면 좋다. 

그리고 배수를 한 집수구 설치  ․성토사면을 보호하기 한 시설

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어느 경우에나 작업로를 넓게 해주는 것이 작

업능률 개선으로 이어지며 수  내부의 일조상태도 양호하게 해 다.



  (3) 기타용지 조성

   재배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생산력이 낮은 과수원 용지나 농사를 포기

한 폐농지( 답) 등에 식재하는 경우는 본래 있던 나무의 뿌리를 모두 캐

내고 가능한 양질의 유기물을 량으로 투입하고 신식을 하도록 하며, 작

업로의 정비도 동시에 실시한다. 특히 논에 조성할 때는 논토양이 질토

양이어서 배수불량으로 나무가 고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물이 잘 빠지도

록 배수시설을 해주는 것이 필수 이며, 가능하다면 50㎝ 이상을 객토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배나무 등을 상으로 배수가 불량한 과수원에 나무의 주간

부 로부터 2.5m 떨어진 곳에 폭 15~30㎝, 깊이 100㎝로 도랑을 만든 후 

왕겨를 넣어주는 반명거를 설치하기도 한다. 반명거를 설치하면 지하수

가 낮아져 배수가 원활해져 나무의 생장을 진하고 고품질과의 생산비율

을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으므로 고려해 볼 만하다.

 다. 품종선택

  (1) 품종선택의 요성

   밤나무 재배의 첫 시작은 품종선택에서부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품질이 우수하고 경제성이 있는 품종선택은 곧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새로이 밤나무 과원을 조성할 때 매우 요한 결정 의 하나이다. 밤나무

는 심은 후 수익을 볼 수 있는 성과기까지 어도 7~8년을 기다려야 하고 

최소한 20년 이상 경제수령이 지속되는 년생 작물이다. 따라서 일반 과

수와 마찬가지로 경  측면에서 볼 때 잘못된 품종선택에서 오는 경제

 손실이 매우 크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에서 무분별하게 도입된 

품종이 높은 가격으로 매되고 있는데 이들 품종 에는 물론 우수한 것

도 있겠지만 부분 국내에서의 응성이 제 로 검토되지 않았으므로 품



종선택 시 신 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규조성 혹은 기존의 밤나무를 새로이 갱신하고자 할 경우 10년 

이후의 사회경제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재배경쟁력이 높은 품종을 선택

할 필요가 있다.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무한경쟁의 시장구조 하에서 높은 

소득을 올리기 해서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질의 밤을 생산하고 한 

마  략을 통해 합리 인 가격으로 매하여야 한다. 최근에 와서 수

입과실이 늘고 소비자들의 기호가 다양화되고 고 화함에 따라 고품질이

고 기능성을 지닌 밤의 생산이 밤 재배농가의 요한 심사가 되고 있다. 

   즉 소비자의 선호도  이용 가공 인 측면을 고려하여 품종을 선택하

여야 하는데, 맛이 좋고 군밤 시 내피가 잘 벗겨지며 독특한 외  등으로 

품종 랜드화가 가능한 부가가치가 높은 품종이 유리하다. 한 친환경 

재배, 고품질과(果)의 생산, 생력화가 가능한 품종을 선택함으로써 한국밤

의 외 수출경쟁력 확보는 물론 국밤의 국내 유입확 에 처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품종선택 시 고려사항

   (가) 재배면 을 감안하여 품종 수를 결정한다.

   재배규모에 따라 품종 수를 결정하는데, 소규모 면 에 많은 수의 품종

을 식재할 경우 수확  병해충 방제 등 작업이 매우 어려워 질 것이다. 

한 재배면 이 넓은 데도 불구하고 소수의 품종을 심으면 수확 시 작업

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노동력 분산차원에서라도 숙기가 서로 다른 몇 

가지 품종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수확 노력을 분산시킬 수 있게 

품종을 안배하는데, 수분수 품종을 제외하고 주품종을 2㏊ 이하의 소면

의 경우 2~4품종,  2-5㏊의 면 의 경우 3~5품종, 5㏊ 이상 재배면 이 크

면 4~6품종을 고려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



   (나) 재배안정성  경쟁력이 높은 품종을 선택한다.

   최근 일본에서 개발된 신품종의 경우 과실외 만 보거나, 지 종묘상

의 얘기만 듣고 신품종에 한 막연한 기 감으로 무분별하게 도입하여 

증식, 매하는 경우가 많다. 한 일부 민간에서 육성된 지역품종들도 재

배안정성 검정을 거치지 않은 채 보 되고 있어 실패할 확률이 매우 높으

며, 커다란 경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2008년부터는 밤나무에 

해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신품종보호제도가 시행되므로 

1980년  반 이후에 개발된 일본 도입품종의 경우 생산된 밤을 일본시

장으로 수출 시 로열티 부담 등 어려움이 상된다.

   따라서 국내에서 응성이 검토되어 품종 고유의 특성과 재배기술 등

이 악된 품종을 선택하도록 하고, 문보 기 이나 국가기  등 품종의 

내력과 묘목 생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서 구입하는 것이 안 하다.

   (다) 수확기를 감안하여 주품종  품종별 구성비율을 결정한다.

   품종구성 비율은 재배규모 는 지역별, 작목반별 출하 략에 따라 어

느 시기에 나오는 품종을 주품종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다

른 과수나 작물, 는 축산 등 복합 농 시 노동력이 겹치지 않도록 주력

품종을 선택하여야 한다. 체로 채취노동력의 분산 등을 고려하여 조생종 

10~15%, 생종 50~60%, 만생종 30% 내외의 비율로 하는 것이 무난하다.

   (라) 수분수 품종을 하게 선택한다.

   밤나무는 타가수정을 하므로 반드시 서로 다른 품종을 섞어 심어야 안

정 인 결실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화기와 수확기 등을 고려하여 주품종에 

합한 수분수 품종을 선택하고 구성비율은 품종의 특성  경 략을 

고려하여 5~20% 정도의 비율로 식재하는 것이 좋다. 를 들어 개화량이 

많고 결실성이 좋은 축 , 석추, 창방감율 등의 경우 수분수의 비율이 높

으면 밤송이 당 함과수가 3개인 경우가 많아 밤이 작아져 상품성이 떨어



지므로 수분수의 비율을 5% 내외로 게 식재하는 것이 함과수가 1~2개로 

어 과생산에 유리하다.

  (3) 주요 재배품종의 특성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주요 품종의 수확기  과실특성은 <표 

4-11>과 같다. 조생종으로는 단택이 가장 리 재배되고 있으며, 생종의 

경우 축 , 유마, 옥 , 이평 등이 표 인 품종이고, 2000년 에 들어와

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육성한 보와 박미2호의 재배면 이 크게 확

되고 있다. 만생종에서는 석추와 은기가 가장 재배면 이 넓다. 최근에 국

립산림과학원에서 신품종으로 육성한 한(2004년 육성)과 미풍(2006년 육

성)은 2009년부터 재배농가에 본격 으로 보 될 정이다.

품  종
수  확

최성기

낙과

양식

입  

(g)

당도

(%)

과육경도 

(㎏/㎠)

열과율 

(%)

다배율 

(%)

내피

박피율(%)

단택 9/4 밤알+송이 20.3 11.4 8.0 5.1 3.8 59.9 

박미2호 9/15 밤알 18.6 13.5 9.5 24.2 1.5 88.3

은 9/19 밤알 20.1 13.3 9.0 4.8 2.4 43.1

축 9/19 송이 17.7 12.8 9.3 0.8 1.0 25.2 

창방감율 9/20 밤알+송이 13.5 16.3 10.3 0.9 0.0 100.0

유마 9/21 밤알 19.1 11.9 8.2 3.5 0.2 54.6 

한 9/22 송이 29.1 11.5 7.4 1.3 0.8 58.9 

옥 9/22 밤알 17.7 11.5 8.4 7.1 0.4 68.5

이평 9/22 밤알 20.9 12.3 8.7 6.4 0.6 77.4 

병고57호 9/25 밤알 21.8 12.3 8.7 1.7 0.9 85.2

보 9/25 밤알 20.5 13.3 10.1 5.1 0.2 86.4 

평기 9/25 밤알+송이 19.2 14.4 10.5 7.7 2.5 92.2

석추 9/27 밤알+송이 19.9 13.2 9.3 3.2 0.3 36.5

은기 9/28 밤알+송이 23.1 11.7 9.3 4.1 4.3 51.1 

미풍 9/30 밤알 27.3 13.0 9.3 0.5 3.7 76.3 

※ 조사지역 : 국립산림과학원 밤나무 품종보존원(경기 화성 소재)



   주요 재배품종의 개화기는 <그림 4-24>와 같다. 동일품종에 있어 부

분의 품종이 암꽃만개기가 수꽃만개기보다 빠르나 병고57호, 유마, 은기 

등은 암꽃과 수꽃의 만개기가 거의 일치한다.

   수분수의 선택은 암꽃과 수꽃의 만개기를 참고로 하여 서로 일치되는 

품종을 선택하는데 보와 창방감율은 수꽃의 만개기가 늦어 다른 품종의 

수분수 역할을 기 하기가 어렵다.

   밤의 수확기간은 품종 간에 차이는 있으나 최 로 밤이 떨어지기 시작

하여 마지막으로 수확될 때까지 7~10일 정도 소요된다. 동일 품종 내에서

도 성목에 비해 어린나무일수록 수확기가 5~7일 정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

다. 나무 체의 밤송이  약 50% 정도가 갈색을 띠면서 벌어져 밤이 떨

어지는 시기를 수확 최성기라 한다. 부지방을 기 으로 8월말~9월 에 

수확되는 품종을 조생종, 9월 순에 수확되는 것을 생종, 9월말~10월



에 수확되는 것을 만생종으로 구분하는데, 주요 재배품종의 수확 최성기는 

<그림 4-25>와 같다.

 라. 품종배치

  (1) 품종배치의 필요성

   밤 주산지의 부분 재배지가 수확기가 서로 다른 다양한 품종들이 분

산되어 식재∙ 리되고 있으므로 과실수확 시 채취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한 수확기가 겹치고 과실형태가 비슷한 품종이 혼식되어 있을 경우 품

종별로 수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재 옥 이나 이평 등 일부 품종을 

제외하고는 수확된 밤이 품종 구분 없이 혼합되어 거래되고 있는데, 최근 

밤의 유통과정에서도 사과나 배 등 다른 과수처럼 품종별로 수확하고 



매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품종 랜드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밤나무를 일시에 갱

신하거나 새로이 조성할 경우 수확 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 계획 인 

품종배치가 필수 이다.

  (2) 품종배치 방법

   (가) 수확기를 고려한 품종배치

   수확기가 다른 품종들이 서로 수분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일품종을 

3~4열 단 로 식재하여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그림 4-26>. 4열씩 식재할 

경우 수 이 서로 겹치기 인 유목기에는 바람에 의해 수분이 용이하게 

이루어지나 성목이 되면 수 이 울폐되어 다른 품종과 인 하지 않은 안

쪽의 2열은 자가수분의 가능성이 높아 함과수가 1~2개로 어 율(大栗) 

생산에 유리한 측면도 있다.

    다른 방법은 재배지를 수확기에 따라 조생, 생, 만생구역으로 크

게 구분하고 수분수 역할을 할 수 있는 품종을 4열로 분산하여 배치하는 

것이다.



 

   (나) 단일품종 재배지에서의 수분수 배치

   상품가치가 높은 율 생산 등 특수한 목 으로 단일품종을 재배할 경

우 수분수 품종을 5~10%의 비율로 일렬 혹은 임의로 분산하여 배치한다. 

이때 밤나무의 수분은 개 곤충보다는 바람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주품종

은 수고 형태로 수고를 4~5m 내외로 유지하나 수분수의 수형을 주품종

보다 높게 리하여 바람에 의해 화분이 잘 퍼지도록 유도한다.

   수분수 비율이 낮은 단일품종 재배지나 새로운 품종을 수분수로 도입



하고자 할 경우 갱신고 에 의해 목하도록 하며, 목 후 3년 정도 경과

하면 수분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마. 식재(定植)

  (1) 묘목선정

   묘목의 충실도는 식재 후의 활착  그 후의 생육에 큰 향을 미치므

로 좋은 묘목을 선택하는 것이 요하다. 묘목선정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품종이나 계통이 정확하여야 한다.

   정확한 품종을 얻으려면 본인이 직  자가육묘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

하다. 구입 시에는 정확한 품종의 구별이 곤란하므로 믿을 수 있는 양묘기

이나 종묘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이 좋다.

   (나) 묘목이 튼튼하고 충실하여야 한다.

   지상부가 도장하지 않고 동아가 충실하며, 지하부는 잔뿌리가 많고 뿌

리에 상처가 은 묘목이 좋다.

   (다) 목부의 유합이 잘되어야 한다.

   목부의 유합이 불완 한 묘목을 식재하면 생육이 불량해지거나 목

부 가 부러질 수 있고 심하면 고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 병해충 피해나 동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밤나무 기마름병, 근두암종병, 선충 피해를 받지 않은 포지에서 생산

한 묘목이 좋으며, 특히 동해를 받은 묘목은 밤나무 기마름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마) 묘보다는 고 묘가 좋다. 

   동해와 수간병해를 방지하기 해서는 묘보다 고 묘를 선택하는 



것이 안 하다. 밤나무의 묘목규격은 주로 지상부의 생육상태를 기 으로 

하고 있지만 지하부의 상태도 유의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묘 령
간 장

(㎝ 이상)

근원경

(㎜ 이상)

근 장

(㎝ 이상)
비   고

목1-0

목1-1

묘

고 묘

유경 묘

 70

120

 50

 50

 45

 8.0

 8.0

(지상 30㎝)

 8.0

10.0

 6.0

 20

 25

 20

 25

 15

∙간장 : 합부로부터 길이

∙근원경 : 수의 직경

∙ 합부의 유합이 완 한 것

∙묘간부가 단되지 않은 것

※ 산림청 종묘사업실시요령(1998. 7. 22.)

  (2) 식재시기

   밤나무 묘목은 개 3월 순~4월 상순에 걸쳐 식재하는데 가능한 해

빙이 되는 로 일  묘목을 굴취하여 식재하는 것이 활착률도 높고 생장

에 유리하다. 겨울철 추 가 심하지 않은 남부지방에서는 낙엽 후 11월 하

순~12월 상순에 식재하는 것이 좋다. 가을에 식재한 밤나무는 3월 순부

터 뿌리가 생육하기 시작하므로 식재 후의 묘목생장이 에 심은 것보다 

왕성하다.

  (3) 식재거리

   정 식재거리는 지형, 토질, 품종, 리방법 등에 따라서 다르지만, 

5m×5m로 1㏊당 400본 식재가 표 이다. 일반 으로 기에 ㏊당 수량을 

높이기 해서는 간벌을 제로 하는 계획 인 식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식재본수가 많아질수록 기에 간벌을 하지 못하면 식피해를 받

기 쉬우며 리작업에도 지장을 래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식재방식으로는 정방형 는 장방형 식재 등이 있지만 평탄지에서는 

정방형과 장방형 식재가 경운, 제 , 수확 등의 작업에 편리하다. 장방형 

식재는 토지이용률은 낮지만 작업로나 경사면에서 이용할 수가 있다.

식재간격 2m 3m 4m 5m 6m 7m

2m 2500 1660 1250 1000  830  710

3m 1660 1110  830  660  550  470

4m 1250  830  620  500  410  350

5m 1000  660  500  400  330  280

6m  830  550  410  330  270  230

7m  710  470  350  280  230  200

주 : 재배단지 모양에 따라 식재본수는 약간 달라질 수 있음.

   밤나무는 양수이어서 식피해가 나타나기 쉬우므로 충분한 식재거리

가 필요하다. 그러나 식재간격을 넓게 하면 기 몇 년간은 밤을 많이 생

산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식재본수를 늘려 기수량을 증 시키고(

기 토지이용률 높임) 수 이 커짐에 따라 간벌을 실시하여 정한 생육공

간을 만들어 주어 단 면 당 수량을 지속 으로 유지하게 하는 방법이 

계획 식재배이다. 이 방법은 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당 1,000~3,000



본 정도가 식재되고 있다. 일본에서는 성목 시 본수(100~120본/㏊)의 2~4배 

는 8배를 식 재배를 하며, 간벌은 2(6, 10년차)~3회(4, 6, 10년차)실시

하여 최종 으로 남는 구수는 100~120본/㏊이 되도록 한다.

  (4) 식 (식재구덩이 기)  식재

   밤나무는 심근성이므로 식재구덩이는 클수록 좋고, 다량의 유기물을 집

어넣으면 생육에 좋다. 그러나 노동력 측면에서 한도가 있으므로 보통 깊

이 60~90㎝, 직경 80~100㎝ 정도 면 충분하다. 식재 치를 표시한 후 포

크 인과 같은 장비를 이용하면 능률 이다. 구덩이에는 잘 부식된 퇴비, 

유박 등 유기물비료를 거름으로 넣고 식재한다.

   식재하기에 재배에 부 당한 지형  강풍이 부는 장소는 피하도록 하

며, 작업로  배수구를 미리 정비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토양진단을 실시

하여 밤나무 재배기 에 합하도록 토양개량을 실시한다.

   식재 후에는 묘목을 1m 내외의 높이로 하여 충실한 이 있는 치에

서 잘라낸다. 묘목의 뿌리는 건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시 수한다. 



 + 

 ( )    

90 cm

90 cm

식재 높이는 기와 뿌리의 경계면보

다 5㎝ 정도 약간 깊게 심고 건조와 

잡 를 피하기 해 짚이나 제 매트

를 덮어주기도 한다.

   밤나무는 비교  큰 나무라 할지라

도 이식 후 활착이 잘 되며, 상당히 

수령이 경과한 나무도 이식할 수가 있

다. 특히 고사목의 보식용으로 양성해

둔 3~4년생 나무나 계획 식단지에서 

뽑아낸 나무들이 묘이식에 많이 사

용된다. 묘이식의 장 은 결실이 빨

라 일 부터 높은 수량을 얻을 수 있고, 한 1년생 묘목에 비해 동해로 

인한 고사가 다는  등이다. 그래서 계획 으로 포지에서 3년까지 기른 

후에 정식하는 경우도 있다.

   이식방법은 먼  구덩이를 서 비한 다음 지상부 가지의 1/3~1/2 

정도를 잘라낸 후 식재한다. 이때 잘라낸 부 에는 톱신페스트 등 보호제

를 발라 다. 묘이식의 경우는 굴취 후 곧바로 식재하도록 하여 뿌리의 

건조피해에 유의하고 식재 후 건조가 계속될 때에는 수를 해 다. 6~7년

생 이상인 나무의 이식은 굴취, 운반, 식 , 식재 등에 많은 노동력이 들어

가므로 면 에 용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4년생 내외의 묘를 이식

하는 것이 실용 이다.

  (5) 수분수 혼식

   밤나무는 자가불화합성이 강하여 다른 품종과 혼식하여야 결실률이 높

아져 수확량이 증가되므로 밤나무과원 조성 시 일정비율의 수분수(보조품

종)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수분수의 혼식은 개화기가 서로 일치하는 



2~3품종을 선정한다. 2품종만을 혼식하는 경우는 암꽃의 수분 기와 수꽃

의 개화기가 일치하는 품종들을 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수분수의 비율 

 품종배치는 제4장의 품종선택 시 품종배치요령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주품종 수분수 품종 주품종 수분수 품종

단택
 박미2호, 병고57호, 은기,
 이평, 축

옥
 단택, 박미2호, 병고57호,
 유마, 은기, 이평, 축

은
 단택, 보, 미풍, 석추, 
 옥 , 창방감율, 평기

유마
 단택, 한, 병고57호,
 옥 , 은기, 축 , 평기

보
 은, 단택, 한, 미풍
 석추, 축

은기
 박미2호, 병고57호, 이평,
 축

한
 박미2호, 병고57호, 은기,
 이평, 축

이평
 한, 박미2호, 병고57호,
 은기, 축

미풍
 한, 박미2호, 병고57호,
 은기, 이평, 축

창방감율
 단택, 박미2호, 병고57호, 
 옥 , 이평, 축 , 평기

박미2호
 한, 병고57호, 은기,
 이평, 축

축
 박미2호, 병고57호, 은기,
 이평

석추
 박미2호, 병고57호, 은기,
 이평, 축

평기
 단택, 미풍, 박미2호, 옥 ,
 병고57호, 이평, 축

 바. 식재 후 리

  (1) 묘목 리

   밤나무는 식재 후 3~4주가 지나면 활착이 되고 이 터서 생장을 시작

한다. 이와 동시에 목부 에서 맹아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가능한 조기에 

맹아를 제거해 다. 새가지가 어느 정도 신장하여 활착이 확실해지면 그 

에서 세력이 강한 가지를 15~20㎝ 간격으로 4~5개 정도 남겨두고 나머

지는 제거하며 필요 시 지주를 세워 다. 식재 1~3년차 수형조 에 해서

는 제5장 수형조  부분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2) 시비  토양 리

   식재목 주 를 짚이나 풀로 덮어주거나 비닐 는 제 시트로 멀칭처

리를 하여 건조를 막아 다. 유목기에는 나무사이에만 생재배를 하고 식

재목 주 는 베어낸 풀 등으로 덮어 다. 

   식재 후 당년의 새가지 생장은 이듬해의 생장을 크게 좌우하며, 묘목의 

조기활착에 큰 향을 미친다. 따라서 식재 당년에 묘목으로부터 자란 새

가지의 길이가 20㎝ 이상 되도록 생장 에 시비가 필요하다. 식재 시 

거름으로 주는 유기질비료는 당년에 흡수 이용되기 어려우므로 식재 후에 

유박비료 등을 표층시비 하거나 속효성인 화학비료의 경우에는 토양수분

이 많아 비료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장마 인 7월 에 식재목으로부

터 30~40㎝ 주 에 표층시비한다. 시비량은 나무의 생육상태나 토양조건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식재목이 풀에 피압되지 않도록 풀베기는 토양의 건 한 리를 염두

에 두어 가능한 하 기를 이용하도록 하며, 제 제의 사용은 가  지양

하는 것이 지력유지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개간지와 같이 벌채목의 그루

터기에서 발생한 맹아지, 칡, 나무딸기류 등과 같은 다년생 식물의 제거 

시에는 식물 체를 고사시키는 근사미와 같은 제 제를 사용하여야 하는

데, 이때는 재배지 면 에 한 살포는 피하고 부분 으로 뿌리도록 하

며, 가능한 제 제의 살포회수는 최소로 제한한다.

  (3) 병해충 방제  재해방지

   유목기에는 새로 돋아난 잎을 가해하는 어스렝이나방, 다색풍뎅이, 매

미나방 등과 같은 식엽성 해충과 나무좀류, 박쥐나방, 밤나무둥근깍지벌  

등과 같은 기를 가해하는 해충의 피해를 받기 쉽다. 특히 나무좀류  

오리나무좀은 5년생 이하의 어린나무에 큰 피해를 주는데 심할 경우 재배

지 체가 피해를 받을 수 있다. 오리나무좀은 건 한 나무는 가해하지 않



고 겨울철 동해피해나 여름철 가뭄피해 는 일소피해 등으로 스트 스를 

받아 수세가 약한 나무를 집  가해하므로 비배  토양 리 등을 철 히 

하여야 한다. 피해 방을 해 폐원상태로 방치된 밤나무 재배지의 정비

와 주변에 쌓아 놓은 정가지 는 나무좀 피해주를 기에 소각 는 

분쇄해야 한다. 실제 피해발생 시에는 번식처인 피해목, 고사목 등을 제거 

소각하는 것이 최선이다. 겨울철에 수성페인트와 물을 2:1로 혼합하여 지

상부 1m 높이까지 밤나무 기에 도포해주면 동해 방과 함께 나무좀 피

해를 일 수 있다.

   한 입지여건에 따라 밤나무 기마름병과 기상재해인 동해 등의 피해

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한 책을 사 에 세워두고 조기에 

방제하는 것이 요하다. 자세한 방제방법에 해서는 병해충 방제를 참고

하여 실시한다.



 가. 묘목식재에 의한 갱신

  (1) 일시 갱신

   기존의 밤나무를 일시에 베어내고 새로운 품종의 묘목을 식재하는 방

법으로 생산성이 히 떨어지고 고사목이 많은 노령화된 재배지에 합

하다. 품종배치가 용이하고 작업로 개설 등 재배단지를 정비할 수 있다는 

장 이 있으나, 갱신과정에서 나무가 어리므로 3~4년간 수확량에 공백이 

생긴다는 단 도 있다.

  (2) 부분 갱신(보식 갱신)

   식된 밤나무 과원에 용하기 좋은 방법으로 성목을 한 씩 는 

소규모 집단 으로 제거하고 새로운 품종의 묘목을 심어서 진 으로 갱

신해 나가는 방법이다. 묘목을 심은 뒤 나무가 자람에 따라 방해가 되는 

주 의 기존 품종의 수 을 서서히 축소시킨 후 궁극에 가서는 베어낸다. 

수확량의 공백 없이 품종갱신을 할 수 있는 이 이 있으나 주 의 나무를 

과감하게 잘라주지 않으면 그 사이에 심겨진 어린나무가 일조량 부족으로 

충실히 자랄 수 없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 갱신고 에 의한 갱신

   기존의 밤나무를 목으로 활용하여 목에 의해 새로운 품종으로 갱

신하는 방법으로서 묘목으로 일시에 갱신할 때 생기는 소득 공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5년생 이하 유목의 경우에는 주지의 직경이 작으므

로 일시에 고 갱신이 가능하나 10년생 이상 성목의 경우 주지가 굵어 곧

바로 목하기 어려우므로 고 하기 1년 에 주지를 잘라 맹아지를 유도

한 다음 이듬해 맹아지에 목을 하는 진갱신이 바람직하다.



목 조제

고 갱신 상목(5년생) 고 완료

박 에 의한 고 갱신 맹아지 이용 진갱신 수보호용 비닐 움



 다. 고 목 리

   갱신고  상목은 일시에 수 체를 제거하는 강 정과 동일하므로  

목 당년에는 시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고  후 수에서 자라난 어린 

새순을 까치 등 조류나 해충이 가해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새순

이 5㎝ 정도 자랄 때까지 목부 에 가 트인 비닐 지를 워주는 것

이 좋다.

   목 후 목부 에서 발생하는 맹아지는 주기 으로 제거하도록 하여 

수로부터 자란 새가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한다. 갱신고 목은 목의 

뿌리가 튼튼하여 목 후 수의 에서 여러 개의 새가지가 발생하여 

생하기 쉽다. 따라서 목한 부 에 생한 가지와 잎은 솎아내어 공기가 

잘 통하게 해 박쥐나방 등 해충이 서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새순이 20~30㎝ 정도 자라면 목부 가 잘록해져 부러지기 쉬우므로 

목테이 를 풀어서 다시 감아주도록 한다. 6월 이후 새순이 왕성히 자라

기 시작하면 목부 가 약해 새가지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어 바람이나 

빗물 등에 의해 쉽게 부러지므로 지지 를 설치하거나 가지고르기를 해 

주어야 한다. 지지  설치는 노력이 많이 들고 리하기가 어려우므로 6월

부터 8월 순까지 약 3주 간격으로 새가지의 끝을 잘라주는 심을 통

해 가지의 길이생장을 억제하고 곁가지 발생을 유도한다. 한 생한 가

지는 솎아주도록 하여 목부 가 유합되어 어느 정도 목질화될 때까지 

새가지의 무게를 경감시켜 주어야 한다. 8월 순 이후에는 목부 의 목

질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유합이 되었으므로 생된 가지만 솎아주고 계속 

자라도록 한다.

   이와 같이 주기 인 가지 단( 심)으로 인해 발생된 곁가지 수가 많고 

솎음 정을 통해 남은 가지는 충실하게 자라므로 이듬해 겨울철 정 시 

수형조 이 용이하여 고  2년차부터 수고 수형으로 유도하기 쉽다.



고  후 새순생장(6월8일) 2차 가지고르기 후(7월10일)

3차 가지고르기 후(7월23일) 4차 가지고르기 후(8월30일)

고 갱신 후 1년차 정 고 갱신 후 1년차 정 후



제5장  정지전정 및 수형조절



 가. 밤나무의 생리  특성

   밤나무는 양수(陽樹)로서 생장하고 개화결실을 하는데 많은 햇빛을 필

요로 한다. 일사량이 15% 이하면 햇빛 부족으로 잎이 생장할 수 없으며, 

정상 인 개화결실을 해서는 일사량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 일조량은 

하루 8시간 내외가 가장 좋으며, 4시간 이하의 경우 양생장은 할 수 있

으나 결실이 불량하게 되며, 10시간 이상의 경우 동해나 밤나무 기마름병 

등의 해가 염려되며 토양이 건조해져 지력이 하될 수 있다.

   한 밤나무는 년도 가지의 끝부분 동아에서 결과지(結果枝)가 생장

하는 정부우세성( 部優勢性)을 가지고 있다. 결과지는 개 정아로부터 5

번째 이내의 에서 생장한다. 정지 정 시 가지 단 후에도 가지 끝부분

의 이 정아의 역할을 하므로 단 정을 통해 나무의 모양을 변화시키

고 개화결실 조 이 가능하다.

 나. 정지 정 의의  목

   정지 정이란 가 와 톱 등을 이용하여 단, 솎음, 유인 등을 통해 원

하는 수형으로 유도하는 리작업으로서 넓은 의미에서는 정지와 정을 

총 하여 정이라고도 한다.

   밤나무 재배 리의 기본목표는 잎, 가지, 뿌리생장이라는 양생장과 

결실이라는 생식생장과의 계를 이상 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는 결실을 

히 시키면서도 과실의 비 생장과 꽃 분화에 필요한 양분을 공 해 

 수 있는 수체생장이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균형  생장을 

하여 시비, 정지 정, 과, 수 등의 리가 필수 인데 그 에서도 정지



정은 이러한 균형을 유지시키는 기본이 된다. 

   따라서 정지 정의 목 은 매년 안정 으로 고품질의 과실을 수확할 

수 있도록 가지를 잘라 내거나 솎아주어 양생장과 생식생장 간의 균형

을 유지시켜 주는 데 있다. 즉, 개화와 결실량 조 을 통해 나무를 건 하

게 유지하여 해거리(격년결실)를 방지하며, 품질이 우수한 과실 수확량의 

증 로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나무의 크기와 모양, 수  내 가

지 도, 결실부 의 분포 등을 조 하고 나무의 세력을 건강하게 유지함으

로써 경제수령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 한편, 재배 리 측면에서 

본다면 리작업에 합한 형태로 수형을 유도하거나 수  울폐도를 개선

함으로써 재배 리의 생력화와 재배안정성의 향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다. 정시기에 따른 구분

  (1) 동계 정

   낙엽 직후부터 이듬해 까지 휴면기간 동안에 실시하는 정으로 하

계 정과는 상 인 개념이다. 개 1~2월에 실시하며 겨울철에 심한 추

가 있어 동해피해가 상되거나 한랭한 지역에서는 3월 순까지도 무

방하다.

  (2) 하계 정

   새가지의 생장이 시작된 이후부터 낙엽기까지 생육기에 실시하는 정

을 말한다. 수세가 왕성한 3~5년생의 유령목의 경우 동계 정만으로는 나

무의 세력과 크기를 조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하계 정이 필요하며, 

정노력의 분산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어 동계 정의 보조

수단으로 활용된다.



 가. 정지 정 방법

  (1) 단 정

   정 시 가지의 일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말하며, 튼튼한 나무의 골격으

로 만들거나, 인 한 빈 공간을 새가지로 채우고자 할 때 실시한다. 한편, 

가지가 오래되어 세력이 약하고 생산력이 떨어진 굵은 가지를 잘라 세력

이 강한 새로운 가지를 발생시키기 해 하는 갱신 정도 단 정의 한 

방법으로 노령목의 갱신 시 합하다.

   새가지의 생장은 정의 강도에 비례하는데 자름의 정도가 심할수록 

새가지의 생장량은 증가하나 결실성

은 떨어진다. 따라서 정상 인 개화결

실을 해서는 년도에 자란 가지길

이  정단부로부터 1/3 이하만 자르

는 것이 좋다. 단, 년도에 자란 결

과지의 경우 밤송이가 달린 착구부  

 가지길이를 기 으로 1/3 이하만 

자르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솎음 정

   불필요한 가지를 발생한 기부에서 단하여 제거하는 것으로 수  내

부에  투과율을 높여 수 울폐로 인한 피해를 이는데 가장 효과 이

다. 솎음 정의 상은 수  내부의 가지  로 향하는 직립지(直立枝), 

안쪽으로 향하는 역행지( 行枝), 가지와 가지가 겹쳐지는 복지(重複枝), 

아래로 향하는 하향지(下向枝) 등이 된다.

   한편, 밤이 결실되는 수  상부와 외부 가지의 경우 결실량을 조 하고 



과실품질을 높이기 해 <그림 5-2>와 같이 솎음 정을 실시한다. 먼  세

력이 강한 윗부분의 가지를 솎아낸 후 결과모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지를 간격을 안배하여 2~4개 정도 남기고 솎아낸다.

솎음 정 솎음 정 후



 나. 단 정의 효과

   수 외부의 세력이 강하고 결과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지를 

상으로 단 정 효과를 조사한 결과 생장  개화결실에 있어 밤나무 

품종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5-3>.

새가지 생장량(㎝) 결과모지 당 결과지 수(개)

결과모지 당 암꽃 수(개) 결과모지 당 밤송이 수(개)

결과모지 당 수확량(g) 품종별 특 과+ 과 비율(%)



   단수 ( 단되는 길이 비율)이 높아질수록 새가지의 생장량은 증가하

나 결실량을 좌우하는 결과모지 당 결과지수와 밤송이 결실수량은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수 이 높아질수록 착과율이 증가하며, 

결실량은 감소하지만 특 과  과의 비율이 높아져 과실품질이 우수하

다. 수확량과 과실품질 두가지 모두를 고려했을 때 품종 간에 약간의 차

이는 있으나 정한 가지 단 비율은 30% 정도가 가장 합한 것으로 

단된다.

 다. 정지 정 시 고려사항

  (1) 수세

   수세는 정의 강도를 결정하는 가장 요한 요인으로 품종, 토양의 비

옥도, 결실량 등에 따라 좌우되며, 같은 나무에서도 수 을 구성하는 치

에 따라 가지의 세력이 달라진다.

   수세가 강한 나무를 강 정하게 되면 세력이 강한 가지가 많이 발생하

므로 수세안정을 해 약한 정을 실시하고, 반면에 수세가 약한 나무는 

강 정을 통해 양생장을 진시켜 세력이 강한 새가지의 발생을 유도하

도록 한다. 세력이 강한 직립성 가지는 안정된 수세 유지를 해 기부에서 

제거하며, 수  내부 혹은 하부의 세력이 약한 가지도 솎아 다.

  (2) 생장습성

   품종에 따라 가지의 발생각도, 신장 습성 등 생장습성이 다르므로 가지

의 생장형태에 따라 수형을 직립성, 개장성 등으로 구분한다. 직립성 품종

의 경우 앙가지의 세력이 강하고 분지각도가 좁은 가지의 발생이 많으

며 수  상부의 가지세력이 강하다. 따라서 수고를 낮추기 해서는 직립

성 가지 바로 의 세력이 당한 수평지까지 정을 하여 직립성 가지를 

제거하도록 한다<그림 5-2>.



   가지의 분지각도가 넓은 개장성 품종의 경우에는 수세안정이 용이하여 

바람직한 수형을 만들기가 쉬우므로 필요에 따라 단 정과 솎음 정을 

히 시행한다.

  (3) 결실특성

   밤나무의 수꽃은 년도 여름  가을에 걸쳐 분화하는 반면에 암꽃은 

당년도 이 트기 후에 분화하며, 결과모지의 정단부로부터 3~4개   

양상태가 양호한 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겨울철에 결과모지를 강하게 

잘라내면 암꽃이 피지 않아 결실이 되지 않으므로 년도에 자란 가지  

60㎝ 이상 긴 가지는 정단부로부터 1/3 이하만 자르도록 한다.

품  종
결과모지 당

결과지 수

결과모지 당

총 착구수

결과지 당

착구수

수  유면

㎡당 수확량(㎏)

은 2.26 3.09 1.34 0.36

단택 2.83 4.05 1.43 0.51

보 2.68 4.61 1.73 0.41

한 2.60 3.83 1.49 0.81

미풍 2.09 2.63 1.25 0.40

박미2호 2.55 5.05 1.98 0.51

병고57호 2.28 2.96 1.29 0.46

석추 2.88 5.40 1.90 0.53

옥 2.24 2.96 1.29 0.33

유마 2.83 4.03 1.43 0.48

은기 2.98 4.19 1.40 0.48

이평 2.47 4.25 1.71 0.56

창방감율 2.55 5.25 2.05 0.53

축 2.73 4.97 1.71 0.62

평기 2.46 4.10 1.65 0.38

※ 조사지역 : 국립산림과학원 밤나무 품종보존원(경기 화성)



   <표 5-1>은 주요 재배품종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을 

상으로 수고 수형으로 집약 리 시 결실효율을 나타낸 것으로서 품종 

간 결실특성에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결실과 과실품질은 결과모지의 세력과 한 계를 가지고 있으며, 

충실한 결과모지가 되기 해서는 기부직경이 8㎜ 이상, 가지 길이가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수  유면  ㎡당 수확량이 0.5㎏ 이상으로 결실량

이 많은 풍산성 품종은 솎음 정 주로 강하게 정을 하여 수 면  1

㎡당 남겨지는 충실한 결과모지의 수가 3~4개 정도가 되도록 하며, 일반품

종은 5~6개 정도가 되도록 한다.

  (4) 결실량

   결실량이 많으면 새가지의 생장이 억제되고 이듬해 결실량이 감소되어 

해거리 상이 발생하므로 양생장과 생식생장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정의 강도를 조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년도에 결실량이 어 결실량이 

많을 것으로 상되는 해에는 솎음 정을 통해 결과모지의 수를 이도록 

하며, 착과량이 많은 해에는 하계 정을 통해 결과지를 솎아내어 결실량을 

조 하는 것이 낙과를 미연에 방지하고 과실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듬해 해거리 상을 피할 수 있다.

  (5) 울폐도

   울폐도는 인 하고 있는 나무와의 간격과 수  내부 가지 도에 의해 

좌우되는데 밤나무는 원래 교목성이어서 연간 생장량이 많기 때문에 2~3

간 정하지 않으면 울폐도가 높아져 수  내부와 하부 가지가 고사한다. 

한 식재 후 7~8년 정도 경과하면 인 한 나무와 수 이 맞닿기 시작하

므로 정지 정을 통해 정 후 나무 간 간격이 0.7m 이상이 떨어지도록 

하고 수  내 가지 도가 히 유지되게 울폐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 수형조 의 필요성

   밤나무과원 경 측면에서 가장 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햇빛의 

이용  수  상태이다. 나무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빛의 비율을 수 률

이라 하는데 수 률은 재식거리와 정지 정 등에 의해 증가시킬 수 있으

며, 일반 으로 수확량은 수 률이 증가함에 따라 증 된다. 그러므로 수

형 리는 햇빛에 수 이 얼마나 노출되고 한 수  내  투과가 효과

으로 이루어져 합성 작용이 최 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요하다. 즉, 

수형 리의 목 은 수  내 빛의 분포가 균일하도록 하여 높은 수 률을 

유지하는데 있으며, 이것은 품질 좋은 과실의 결실량 증 로 이어진다. 

   밤나무는 양수이면서 정아우세 상을 지니고 있어 수 내부에 햇빛이 

잘 도달하여야 가지를 건 하게 생장시키고 병충해를 방지하며, 립과실

을 생산하여 품질 향상  생산량을 증 시킬 수 있다. 따라서 과실품질 

향상과 병해충 방제 등 리작업이 용이하기 해서는 일정한 높이의 수

고  정한 수 간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린 나무에서부터 정지 정

을 통한 계획 인 수형조 이 필요하다.

 나. 생장단계별 수형 리

  (1) 유목기

   (가) 기간  생장특성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식재 후부터 4~5년까지의 시기가 이에 해

당된다. 양생장이 우세한 시기로서 가지 등 수체의 생장은 왕성하게 이

루어지나 생식생장은 억제되어 꽃 형성이 지연되고 개화량이 어 결실

성이 조하다.



   (나) 정지 정  수형 리

   식재 후 3년 이내에 지상 1.5m 내외의 높이에서 주간을 제거하여 수고

를 억제하고 수 의 확장을 도모하며, 3~4개의 주지가 사방으로 배치되도

록 정지 정하여 개심자연형의 수형으로 유도한다. 수세가 왕성하여 가지

분지가 고 길게 자라므로 7월 에 세력이 강한 새가지의 끝을 자르는 

순지르기( 심)를 통해 지나친 길이생장을 억제하고 겨울철 정 시 수형

조 이 용이하도록 곁가지의 발생을 유도하도록 한다.

   왕성한 수세를 떨어뜨리기 해 강 정은 피하며, 수  내부의 소약지

는 비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합성을 한 엽면 의 확보  수

세의 조기안정에 요하므로 역행지, 복지, 하향지 외에는 가  제거

하지 않도록 한다.

식재 2년차 정 후 심 2주 후 새가지 발생

   품종 특성을 고려하여 정지 정의 강도  비배 리를 달리 하여야 하

는데, 유목기에 수세가 강한 보, 이평, 옥 , 평기, 창방감율 등의 품종은 

정을 약하게 하도록 하며, 과도한 시비를 한다.



  (2) 이기

   (가) 기간  생장특성

   품종에 따라서는 뚜렷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나 체로 식

재 후 4~7년까지의 시기가 이에 해당된다. 양생장과 생식생장 간에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히면서 수세가 안정화되어 정상 인 개화와 결실은 이루어

지나 보, 옥 , 평기처럼 품종에 따라서는 품종 고유의 과실형질 특성이 

완 히 발휘되지 않을 수도 있다.

   (나) 정지 정  수형 리

   나무의 골격을 잡아가는 단계로 수세  가지생장을 고려해서 단

정과 솎음 정을 히 실시하여 수고를 5m 내외로 유지한다.

   수세를 조기에 안정화시켜 결실이 잘 되게 유도해야 하므로 수세가 강

할 경우 정의 강도를 약하게 하며, 수 의 확장을 해 심부의 가지를 

제거한다. 수  내부의 소약지는 합성을 한 엽면  확보  수세의 조

기안정에 요하므로 가  제거하지 않도록 한다.

정지 정 (5년생) 정지 정 후(5년생)



  (3) 성목기

   (가) 기간  생장특성

   밤 수확 최성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품종  리 상태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체로 식재 후 8년 정도부터 15~20년까지의 시기가 이에 

해당된다. 유목기와는 달리 양생장은 축되고 생식생장이 왕성하여 개

화와 결실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며, 품종 고유의 과실형질 특성이 제 로 

발 된다. 

   (나) 정지 정  수형 리

   병해충 방제와 과실수확이 용이하도록 솎음 정  단 정을 통해 

수고를 4.5m 내외로 유지하는 수고 수형으로 유도한다. 수령이 증가함에 

따라 수 폭이 커지게 되므로 간벌 상목에 해 수 폭을 이는 축벌

(縮伐)을 통해 울폐도를 조 하고 한 시기에 간벌을 통해 제거한다. 정

지 정 후 인 한 나무의 수 과는 0.7m 이상 떨어지도록 유지한다.

   성목기에는 결실과다로 인한 수세약화로 결과모지의 발달이 미약하고 

해거리 상이 발생하는 등 생장과 결실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철

한 정지 정  비배 리가 요구된다. 성목기에 한 정지 정과 시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나무의 생장이 축되어 각종 병해충의 피해를 받

기 쉽고 노화가 속도로 진 되어 경제수령이 단축되는 등 생산성이 크

게 떨어질 수 있다.

   정지 정의 강도는 나무의 생장, 품종  리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하게 무육 리를 하는 밤나무과원에서도 품종특성을 잘 

악하여 정지 정을 하는 것이 요하다. 주요 재배품종에 한 정지 정 

방법은 3장의 품종특성에 기술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강한 정지 정이 요구되는 품종

   풍산성 품종인 축 , 한, 석추 등에 해당되며, 솎음 정 주의 강

정을 실시하여 정 후 수 면  1㎡당 남겨지는 충실한 결과모지(기부직

경 8㎜ 이상)의 수가 3~4개 정도가 되도록 한다.

  ☞ 보통의 정지 정이 요구되는 품종

   보, 이평, 은기, 옥 , 평기 등에 해당되며, 정 후 수 면  1㎡당 

남겨지는 충실한 결과모지(기부직경 8㎜ 이상)의 수가 5~6개 정도가 되도

록 한다.

정지 정 후 모습(11년생) 수고 수형 결실모습(21년생)



 다. 노령목 수형 리

  (1) 필요성

   1970년 에 집 으로 식재된 밤나무 재배지의 부분은 노령화와 함

께 식재 후 정지 정과 간벌을 거의 하지 않아 주 의 나무와 수 이 겹

쳐지는 울폐화 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나무 간의 경쟁으로 수고가 

높아지고 햇빛 부족과 통풍 불량 등으로 인해 수  내부와 가지들이 고

사됨에 따라 직립형태로 자라 용재수 조림지의 나무 형태를 보여 다. 따

라서 이러한 밤나무 재배지에서는 일조량이 부족하고 밤 과실의 결실이 

수 상부에만 국한되므로 결실면 이 축소

되어 수확량이 감소하고 과실 품질이 나빠

진다. 한 수고가 높기 때문에 정지 정, 

약제살포 등 리작업이 곤란하며, 나무가 

노령화되어 수세가 약하므로 병해충 피해가 

증가하여 생산성이 떨어지고 과실의 품질향

상을 기 할 수 없다. 결국 재배자는 재배의

욕을 상실하고 방치하게 되어 폐원화에 이

르게 되므로 본래의 재배목 을 달성할 수 

있고 경제수령을 연장할 수 있는 노령목 수

형 리가 요구된다.

  (2) 노령목 리방법

   나무가 노령화되어 생산성이 떨어지는 재배지에 하여 토지생산성을 

극 화시키고 단 면  당 수익을 최 로 향상시키기 해서는 나무의 생

육상태, 품종, 수확량, 경 목  등을 고려하여 갱신조림, 간벌, 수고형 

수형유도 등과 같은 한 재배 리가 요구된다.



   (가) 갱신조림(更新造林)

   갱신조림이란 재배되고 있는 노령의 밤나무를 벌채하고 새로운 묘목을 

식재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단 면  당 존본수가 매우 거나 존목의 

생장상태 는 품종이 매우 불량하여 앞으로 수익성을 기 할 수 없다고 

단되는 밤나무 재배지의 경우에 갱신조림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갱신조림을 하고자 할 경우 경 목 과 생산된 과실의 시장성  재배

지역의 입지환경을 고려하여 품종선택에 신 을 기하여야 한다. 품종선택 

 배치방법에 해서는 제4장의 내용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나) 간벌(間伐)

   1970년 에 식재된 남부지방의 밤나무 재배지는 정지 정을 거의 하지 

않고 수십년 간 속 으로 밤을 수확하여 왔다. 따라서 과 화 상이 가

속화되고, 나무의 세력이 쇠약해지며 재배지 내에서는 햇빛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조건이 불량해져 지표면에는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 일반 인 상이다.

  밤나무는 개 식재간격을 5m×5m로 

하여 ㏊당 400본을 식재하는 것이 일반

이다. 정상 인 재배지에서는 식재 후 

6~7년이 경과되면 수고와 수 폭이 5m

(좌우 2.5m)이상 생장하게 되어 주 의 

나무와 가지가 맞닿기 시작하므로 간벌

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에 간

벌하지 않은 노령화된 재배지의 경우 

울폐화로 인해 나무의 세력이 쇠약해지고 심하면 고사하는 등 피해 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우선 간벌을 실시하여 생육 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간벌 상목은 한 열( )에서 한나무씩 건  선정하여 각선 방향으로 

간벌하는 기계 인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다. 간벌 상목을 선정할 때 

불량한 품종  병해충 피해목 등 제거해야 할 나무를 우선 으로 선정하

여 가  우량 품종  건 한 나무가 잔존목으로 남겨지도록 한다. 이때 

잔존목으로부터 15~20m 이내의 거리에 수분수를 남겨질 수 있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한, 각선 방향으로 간벌하고자 할 때 간벌 상목이 수분수 품종이

거나 우량한 품종 는 건 목일 경우에는 부득이 (열)에 계없이 이들 

우량목을 잔존목으로 남겨두고 주 의 불량목  피해목을 간벌 상목으

로 선정할 수 있다.

   간벌 상목으로 선정된 나무는 먼  정지 정을 통해 수 폭을 이

는 축벌(縮伐)을 실시하고 축벌 2~3년 후 간벌을 실시하는 것이 일반 이

며, 나무의 생장상태를 보아가면서 축벌  간벌시기를 조 할 필요가 있

다. 1차 간벌을 실시한 이후에 잔존목의 수 발달이 계속되어 다시 수 이 

울폐되면 1차 간벌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2차 간벌 상목을 선정하여 축



벌과 간벌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 이 심하게 울폐된 노령의 밤나무 재배지 부분은 간벌을 

실시하더라도 <그림 5-10>과 같이 수

고와 지하고가 높아져 병해충 방제, 

정지 정 등 재배 리가 어렵고 결실

가능한 수 면 이 좁아지게 되므로 

충분한 수 면 을 확보하기 해서는 

간벌 후 잔존목에 해 수고형 수형 

유도를 한 정지 정이 요구된다.

  (3) 노령목 수형조

   (가) 수고형 유도(低樹高型 誘 )

   생산성이 조한 노령화된 밤나무 재배지를 상으로 갱신조림을 실시

할 경우 지존작업, 식   식재, 풀베기(유령목의 경우 2회) 등 기비용

이 많이 소요된다. 한 새로 식재된 나무가 결실기에 이르기까지 소요되

는 4~5년 동안에는 큰 소득을 기 할 수 없다. 한편 간벌을 실시할 경우 

존목  상당한 본수가 제거되므로 단 면  당 생산량이 격히 감소

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존목의 품종이 재배목 에 합하고 

나무의 생육상태가 양호하며 목불화합성이 없는 건 한 노령목의 경우

에는 가  간벌을 하지 않고 수고형 유도를 한 갱신 정 는 수

고 정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갱신 정(更新剪定)

   갱신 정이라 함은 주간(主幹) 는 주지(主枝)를 일정한 높이에서 단 

제거한 후 발생된 맹아지를 솎음 정과 단 정을 연차 으로 반복 실시

하여 수고형으로 수형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갱신 정은 수 이 심하게 울폐되고 식되어 과실 수확을 기 하기는 

곤란하지만 존본수가 많고 존하는 밤나무의 수세가 건 한 경우에 

합한 방법이다. 갱신 정 후 2년차 까지는 과실 수확을 기 할 수 없으나 

수세의 회복  유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3년차부터는 본격 으로 과실

생산이 가능하다.

   갱신 정 방법에는 지상 1.5m 내외에서 주간과 주지 1~4개만을 남기고 

나머지 주지를 일시에 단 제거하는 일시 갱신 정 방법과 한해에 1~2개

의 주지를 2~3년간 연차 으로 단하여 실시하는 계획 갱신 정으로 구

분할 수 있다.

1

  2

3 ( )

일시 갱신 정(1년차) 계획 갱신 정(32년생)

   일시 갱신 정 방법은 작업은 간편하지만 갱신 당년에 수확을  기

할 수 없으며, 수령이 20년생 이상의 노령목의 경우 일시에 부분의 가

지가 제거되므로 지상부와 지하부 수체의 호르몬 불균형 등으로 인해 나

무 체가 고사할 수도 있다. 



   계획 갱신 정은 연차 으로 주간을 제거하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되고 

작업이 번거롭지만 갱신 정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가 많지 않으며, 한 

일시 갱신 정 시 노령목에서 간혹 발생하는 고사 상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일시 갱신 정과 계획 갱신 정의 장단 을 고려하고 재배자의 

경 목 과 나무의 상태를 감안해서 합한 방법을 택하여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수고 정(低樹高剪定)

   노령목의 수고 정은 최종 으로 수고를 5m 내외로 유지하고 주  

나무와의 간격을 0.7m 이상 유지하기 해 <그림 5-12>과 같이 주지를 일

정한 높이에서 자르는 단 정을 실시하고 주지, 아주지, 측지를 상으

로 솎음 정을 실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수 내부의 가지 발달상태를 고

려하여 일시에 수고와 수 폭을 축소하는 당년 수고 정과 2~3년간 

차 으로 수고와 수 폭을 축소하여 완료하는 계획 수고 정으로 구분

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당년 수고 정은 주지, 아주지 등으로부터 발생된 가지가 건 하게 

살아 있어 수 내부의 가지발달이 양호한 밤나무에 합한 방법이다. 정 

시 수고를 이기 하여 주지와 아주지의 단 높이는 3~4m 내외로 하

며, 가지가 분지가 되는 바로 윗부분을 자르도록 한다.

   계획 수고 정은 식재 후 간벌 없이 식된 상태로 자라 수고가 높

고 수 내부의 주지, 아주지  측지로부터 발생된 가지가 거의 없거나 

부분 고사되어 있는 밤나무에 합한 방법이다. 이러한 밤나무는 수  상

부에만 결실 가능한 결과모지가 살아 있는 상태로 당년에 수고 정을 

완료할 경우 결과모지가 모두 제거되어 과실 수확을 기 할 수 없다. 이러

한 단 을 보완하기 해 계획 수고 정은 연차 으로 주지를 솎아내고 

수고와 수 폭을 축소시켜 수고 수형으로 유도해 나가는 방법이다.



수고 정 (33년생) 수고 정 후(1년차)

2년차 수고 정 2년차 수고 정 후

3년차 수고 정 3년차 수고 정 후

   (나) 수고형 유도효과  

   노령목 수고 수형유도 기술을 개발하기 하여 2001년 밤 주산지인 

충주, 공주, 부여, 진주, 산청 등 5개 지역에 시험지를 조성하고 일시 갱신



정  당년 수고 정을 실시한 뒤 조사된 생육상황, 본당 수확량  

과실 입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고  수 폭 변화

   경남 진주시 미천면에 치한 수령 34년생을 상으로 갱신 정과 

수고 정을 실시하고 4년차에 무처리( 행 인 정지 정)와 수고  수

폭 생장을 비교한 결과, 무처리로 재배한 나무는 수고가 8m 내외로 높게 

유지되고 있으나 갱신 정을 실시한 나무는 수고 3m 내외로 축소되었고 

수고 정을 실시한 나무는 수고 5m 내외, 수 폭 6m 내외로 축소․유

지되고 있어 수고 정 목 이 달성되었다고 단된다.

  

     2) 본당 수확량  과실 입

   수고 정 후 5년차에 수형조  효과를 조사한 결과 지역에 따라 다

소 차이는 있으나 평균 본당수확량은 <표 5-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

으로 재배한 무처리목은 12.5㎏인데 비하여 수고 정을 실시한 나무는 

20.2㎏으로 약 2배 정도 증 되었고, 과실 입 도 무처리목은 21.3g인데 비

하여 수고 정을 실시한 나무는 23.7g으로 1.1배 증 되었다. 특히 수령



이 38년생으로 가장 많은 진주 시험지의 경우 본당 수확량이 212% 증 되

었으며, 과실 입 에 있어서도 122% 증 되어 노령목을 상으로 한 수

고 정이 수확량 증   과실품질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 역
수령

(년생)
품 종

본당 수확량 과실 평균 량

수고
(㎏)

무처리
(㎏)

 비
(%)

수고
(g)

무처리
(g)

 비
(%)

충북 충주 23 이평 16.2  9.1 178 26.8 26.0 103

충남 공주 21 단택 35.6 28.8 124 21.8 21.1 103

충남 부여 31 유마 13.5  5.1 265 21.1 17.6 119

경남 진주 38 축 ,단택 14.6  6.9 212 25.2 20.6 122

 평 균 20.2 12.5 195 23.7 21.3 112

   연차별, 품종별로 생산된 과실을 밤 출하규격인 4개 등 (특 , , , 

소)으로 분류하여 과실품등을 조사한 결과, 품종에 계없이 조사년도에 

따라 과실품등 비율에 차이가 있었다. 수고 정목은 무처리목에 비해 밤

나무 재배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특 율  율의 비율이 높고 율과 소

율의 비율은 낮아서 과실품질에 있어 수형조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

타나 수고 수형조 이 재배생산성 향상에 직 으로 향을 미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정지 정에 의해서 수  내  투과가 좋아짐으로써 

합성 효율이 향상되어 과실 당 장  동화양분의 배분이 증 되어 어린 

과실(幼果)의 세포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반 으로 유과기(幼果期)에 

발육이 좋은 과실일수록 과로 수확된다. 그 뿐만 아니라 정지 정은 남

아 있는 가지의 생장을 진하여 엽과비(葉果比)를 증가시키므로 과실 당 

엽면 이 증 되어 과실비 가 보다 진되는데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입 에서와 마찬가지로 수고 수형조  시 단택, 유마, 축  등 풍산

성 품종은 특 율의 비율이 크게 높아지는 반면, 결실성이 보통인 이평 품

종에서는 무처리와 큰 차이가 없어 결과모지 당 결과지수도 많고 착과량



이 많은 풍산성 품종에서 정지 정을 통한 수형조  효과가 뚜렷함을 알 

수 있다.

품 종 연차
수고(%) 무처리(%)

특 소 특 소

단택

1년차 66.2 29.1 4.3 0.4 25.3 27.3 38.0 9.4

2년차 76.8 35.0 0.8 0.0 24.2 28.3 38.4 9.1

3년차 33.7 35.0 27.0 4.3 30.3 25.4 32.3 11.9

4년차 22.0 57.5 18.0 2.4 15.3 61.7 19.5 3.6

평균 49.7 36.1 12.6 1.7 23.8 35.7 32.1 8.5

유마

1년차 36.3 42.7 18.6 2.4 14.1 35.4 33.0 17.5

2년차 32.6 42.8 22.3 2.3 14.7 31.5 31.5 22.2

3년차 72.4 23.0 2.6 1.3 34.2 39.3 21.0 5.4

4년차 47.7 45.4 6.5 0.3 11.9 45.3 37.5 5.3

평균 47.3 38.5 12.5 1.6 18.8 37.9 30.8 12.6

이평

1년차 63.5 29.2 7.3 0.0 60.6 24.5 12.2 2.7

2년차 64,7 29.7 5.6 0.0 69.3 22.1 8.7 0.0

3년차 62.6 32.2 5.2 0.0 38.7 54.3 4.3 2.7

4년차 94.5 3.5 2.1 0.0 91.8 4.7 3.1 0.4

평균 71.4 23.7 5.1 0.0 65.1 26.4 7.1 1.5

축

1년차 53.6 41.0 5.5 0.0 20.1 40.8 34.4 4.7

2년차 42.2 43.6 14.1 0.0 20.1 40.8 34.4 4.7

3년차 44.2 28.1 25.1 2.6 2.9 18.9 68.3 9.9

4년차 76.1 15.6 8.2 0.0 24.2 42.7 23.0 10.1

평균 54.1 32.1 13.3 0.7 16.9 35.9 40.1 7.3

 ※ 과실횡경 기 (특  : 38㎜ 이상,   : 33-38㎜,   : 30-33㎜,  소 : 30㎜ 이하)

     3) 품종별 단 면  당 추정 수확량

   충남 공주 등 4개 지역의 단택 등 4품종을 상으로 수고 정을 실

시하고, 3년차에 조사된 본당 수확량을 기 로 ㏊당 평균 수확량을 추정한 

결과, ㏊당 존본수 200본인 경우 2.5톤/㏊, 300본인 경우 3.6톤/㏊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행재배에 비해 수고 정 시 1.2~1.3배 수확량이 증

된 결과이다.



품종 지역
수령

(년생)

본당 수확량
(㎏)

추정 수확량(톤/㏊)

수고 무처리

수고 무처리 200본/㏊ 300본/㏊ 200본/㏊ 300본/㏊

단택
공주 19 27.5 22.3 5.50 8.25 4.46 6.69

진주 36  9.2  7.3 1.84 2.76 1.46 2.19

이평 충주 21 12.1  9.3 2.44 3.36 1.86 2.79

유마 부여 29  6.4  3.7 1.28 1.92 0.74 1.11

축 진주 36  5.9  6.5 1.18 1.77 1.30 1.95

평  균 12.2 9.8 2.45 3.61 1.96 2.95

     4) 재해경감 효과

   태풍피해를 받지 않은 공주  부여 2지역에서 품종별로 생리낙과율을 

조사한 결과 공주지역의 수고처리 단택 품종은 18.7%로 무처리의 36.4%

보다 낮았으며, 부여지역 수고처리의 유마 품종도 28.9%로 무처리의 

42.9%에 비해 역시 낮았다. 수고처리 시 이러한 생리낙과율의 감소는 정

지 정을 통하여 결과모지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수체 내 장된 양분을 

히 이용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밤나무혹벌 피해가 심한 진주시험지에서 수형조  처리별 결과지에 

한 밤나무혹벌 피해를 조사한 결과 단택 품종에서는 수고처리와 무처리

간 혹벌피해율에 큰 차이가 없으나 축  품종에서는 수고 처리가 무처

리보다 피해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 처리구분 밤나무혹벌 피해율(%)

축
수고 16.3±26.4

무처리 39.0±41.8

단택
수고 45.2±36.2

무처리 37.9±43.7



   2003년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매미’에 의한 바람피해로 나무가 넘어

지는 풍도피해  가지가 부러지는 풍 피해를 조사한 결과 수고처리목

에서는 수고가 낮아 그 피해가 극히 경미하 으나 무처리목에서는 큰 피

해를 보 다.

   바람에 의한 낙과피해 역시 경남 산청시범지의 경우 유마품종에 있어 

수고처리목의 낙과율이 72.3%로 무처리목의 97.0%에 비해 낮았으며, 은

기품종도 수고처리가 36.7%로 무처리의 97.0%에 비해 훨씬 낮았다. 진주

시범지의 축 나 은기품종도 산청시범지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수

고 수형조 이 바람에 의한 낙과피해를 일 수 있었다.



제6장  토양관리 및 시비



 가. 우리나라 밤나무 재배지 토양특성

  (1) 입지환경

   (가) 해발고

   밤나무가 자랄 수 있는 해발고는 북부지방의 경우 600m, 부지방은 

800m, 남부지방은 1,500m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내한성이 약한 일본 도입

품종을 포함하는 개량품종의 지는 토종밤보다는 그 범 가 좁아 700m 

이하가 당하다.

구  분 구분 기 지 여부 비   고

매우 낮다 100m 이하  지  바람 노출지역이 아니면 체로 

700m까지 재배 가능

 체로 500m 이상이면 제한 

인자가 많음

낮     다 100~300m  지

보     통 300~500m  지

높     다 500~700m 보 통

조  높다 700~900m 부 지

아주 높다 900m 이상 부 지

   (나) 지형

   밤나무 재배를 할 정지나 재배를 하고 있는 지역이 산일 경우 산정, 

산복, 산록으로 구분하고 경사도에 따라 평탄지, 경사지 등으로 구분한다. 

밤 재배지를 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요한 인자이다.

   (다) 경사도

   경사도 측정기로 조사하며, 경사가 할수록 재배하기에 부 합하다. 



토양 리가 미흡할 경우 여름철 단기간의 호우에 의해 토양침식으로 재배

지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경사도는 재배지의 지 여부를 단할 

때 참고하는 인자가 된다.

   (라) 방

   밤 재배지와 방 는 수 량, 일조량과 계가 있으며, 국립산림과학원

에서 밤 재배지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방 는 수  조건이 양호한 남향

(20%)과 남서향(11%), 서향(21%)에 주로 분포되었다.

   (마) 토양형

   우리나라의 산림토양 종류는 재 22개 토양형으로 분류된 바 있고, 분

류된 토양형은 산림생산력과 깊은 계가 있다. 조사된 밤 재배지의 토양

형 가운데 가장 많이 분포하는 토양형은 갈색산림토양이다. 이 토양형은 

체 가운데 60% 이상이었으며, 특히 갈색산림토양에서도 토양수분이 비

교  고 일반 으로 임지 생산력이 낮은 건조산림토양형과 약건산림토

양형이 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밤나무의 생리  특성이 양수이며 주로 남

향과 남서향에 재배되는 것으로 볼 때 토지의 생산력은 낮으나 밤나무의 

특성상 재배가 가능한 곳으로 생각된다. 한 국토의 효율 인 이용을 

하여 생산력이 낮은 건조한 토양에 밤나무를 조림하여 단기 인 수확을 

기 할 수 있다.

  (2) 밤 재배지의 토양 화학성

   (가) 토양산도 변화

   밤 재배지의 토양산도는 1970년(pH 5.6)과 1980년(pH 5.4)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2000년(pH 4.7)에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부분 

밤 재배지의 토양은 이미 산성화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토양의 산성화는 토양 내에 있는 각종 미생물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면 에 쌓인 낙엽을 분해하는 1차 분해자인 곰팡

이류와 방선균 등 토양미생물의 활동이 억제되는 것으로 밝 졌다. 이미 

알려진 토양미생물의 정 활동범 가 산도 pH 5.3~5.5의 약산성으로 빠

른 낙엽 분해와 양료 순환을 해서는 상당히 진행된 토양 산성화 교정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나) 토양유기물과 질소의 변화

   1970년도 밤 재배지 표토의 평균 토양 유기물은 2.6%이었으며 질소

는 0.1% 다. 2000년도 표토의 평균 유기물은 4.5%로 1.7배, 질소는 

0.2%로 2배 가량 증가하 다. 유기물과 질소가 증가된 이유로는 식재 후 

시비가 지속 으로 실시되어 토양 내 유기물과 질소의 함량이 큰 변동 없

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런 증가된 토양유기물과 질소는 

술한 바와 같이 토양침식으로 인한 토사 유실로 토양양료의 용탈이 일

어날 수 있으므로 토양양료 분석을 통한 정확한 토양의 상태변화에 주의

하여야한다. 

   (다) 인산

   인산은 1970년의 15ppm에서 2000년 96ppm으로 6배 이상 증가하 다. 

인산도 유기물과 질소와 마찬가지로 주요 양분의 하나로 복합비료에 함유

된 성분이 부분이다. 지속 으로 질소와 칼륨과 함께 시비된 인산은 

부분 불용성으로서 토양 내 잔류되는 것이 많아 토양 내 인산의 함량은 

증가되고 있다. 특히 밤 재배지의 정 인산함량 범 가 70~200ppm으로 

알려져 있어 인산이 부족하지는 않으나 과도하게 계속 시비되어 불필요한 

시비에 따른 경제성과 잉여 인산의 유실에 따른 환경변화에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라) 칼륨  마그네슘

   칼륨은 1970년 0.2me/100g에서 2000년 0.4me/100g으로 2배 증가한 것

으로 분석되어 그동안 시비를 한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나 밤 재배

지의 정 칼륨의 함량은 평균 0.75me/100g으로 알려져 재 칼륨의 함양

은 약간 부족한 것으로 단된다. 마그네슘은 엽록소의 구성요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마그네슘의 부족은 수체를 연약하게 하여 병해충에 한 항

성이 약하게 된다. 한 마그네슘의 결핍은 조기 낙엽으로 이어지게 되며 

결실량도 어들 뿐만 아니라 밤의 품질도 하된다.

   육안으로 마그네슘 결핍증상은 잎의 색을 기 으로 진단하는데 잎의 

색이 황록색 는 심할 경우 갈색을 띠게 되는 경우도 있다. 조사 지역

의 토양 내 마그네슘 함량은 1970년 0.6me/100g에서 0.3me/100g으로 오

히려 감소되어 이에 한 밤나무 피해도 우려된다. 마그네슘과 같이 결실

에 계되는 요소는 반드시 토양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여 시비량을 조정하

는 것이 필요하다.

조사년도 층 토양산도 유기물(%) 질소(%) 유효인산(ppm)

1970
B1 5.6 2.63 0.14 15.16

B2 5.4 2.25 0.16 9.97

2000
A 4.7 4.47 0.19 96.46

B 4.8 2.79 0.12 15.32

조사년도 층
양이온 치환용량

(me/100g)

K Na Ca Mg

(me/100g)

1970
B1 7.58 0.16 0.13 1.67 0.59

B2 7.25 0.15 0.15 1.38 1.20

2000
A 16.78 0.38 0.20 0.50 0.28

B 15.86 0.32 0.20 0.54 0.20



  (3) 토양의 물리성

   (가) 토양삼상

   토양삼상은 일반 으로 토양의 물리성을 정하는 기 인 자료가 된

다. 즉 토양수분과 토양의 성질을 토양가비 과 함께 정할 수 있는 항목

으로 요하다. 우리나라의 산림토양 삼상비는 액상은 25~30% 범 에서 

이상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기상은 20~30%, 고상은 40~50%가 당하

다는 보고가 있다. 최근에 이루어진 토양조사 결과를 보면 토양수분과 가

장 계가 깊은 액상은 약 24% 정도로 보수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

며, 고상은 41%로 일반 산림토양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기상은 

34%로 일반 산림토양에 비하여 높았다. 이는 지속 인 화학비료와 제 제 

살포에 따른 지표식물의 감소로 토양 내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이 

낮아진 것으로 단되고, 한 토양 내 유기물 감소가 원인으로 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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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토양가비

   토양가비 은 토양 내 양분과 토양수분 장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는데, 일반 으로 산림토양의 토양가비 은 1.0g/
3
 내외이나 밤 

재배지는 이보다 약간 높은 1.1~1.2g/
3
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이유는 



지표 식물의 유체가 분해되어 토양으로 유입되어야 하나 식물유체 분해가 

지연 는 부숙된 유체가 강우 등으로 유실되어 토양 내로 유입되지 않은 

것이 가비 이 높아진 원인이며, 한 토양 내 토함량이 부족한 것도 원

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나. 토양개량

  (1) 표토 리 방법

   (가) 청경법

   재배지 내 경제 를 계속 실시하여 지표면을 항상 나지로 유지하는 

방법이다. 재배 리 측면에서 장 이 많고 생재배에서 나타나는 양분과 

수분의 경합은 없다. 그러나 지속해서 사용하면 토양의 유기물 소모가 많

아지고 표층토양의 유실이나 토양의 단립화가 진행되기 쉬우며, 경사지에

서는 토양침식을 받기 쉽다. 청경법은 유목기 는 소규모 재배지에서 채

택하는 경우가 많다.

   (나) 멀칭(부 )법

   식재목 주 에 제 시트, 야

자섬유, 골 지 등의 멀칭재료를 

피복하여 주거나, 식재목 사이의 

토양표면에 짚, 풀 등을 덮어주

는 방법이다. 토양구조를 개선하

고 경사지에서 토양의 유실이나 

침식을 방지해주며, 지온  습

도의 상승이나 하를 경감해주는 조 작용을 한다. 한 양분과 수분을 

공 해서 표층의 뿌리신장과 나무의 생육을 도와주는 효과가 크다.



   (다) 생법

   재배지 내에서 벼과와 콩과 식물 등의 목 류를 재배하면서 연  수회 

베어주는 방법으로 경사지에 합하다. 토양의 유실과 침식 방지, 유기물

의 보 , 지력의 유지증진 효과가 크다. 그 외에 토양 내 질소성분 증가, 

밤나무 기마름병 발생억제, 여름철 지온상승 방지 등의 장 이 있으나 수

간해충의 피해를 받기 쉬우며, 종과의 양분과 수분 경합으로 나무 생육

이 나빠질 수도 있다.

     1) 토양 침식 방지에 유용한 종식물

<호 >

종시기 : 9월말, 3월말~4월

 종 량 : 2~3 /100

발 아 율 : 85%,  피복률 : 95%

재배조건 : 모든 지역에서 재배 가능

특기사항 : 응력 우수, 다른 잡 의 침입이 

거의 없음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종시기 : 3월말~4월

 종 량 : 2~3 /100

발 아 율 : 78%,  피복률 : 90%

재배조건 : 모든 지역에서 재배 가능

특기사항 : 응력 우수, 특히 건조에 한

내성이 강함

<톨페스큐>

종시기 : 3월말~4월

 종 량 : 2~3 /100

발 아 율 : 83%,  피복률 : 80%

재배조건 : 모든 지역에서 재배 가능

특기사항 : 응력 우수하며 다년생으로

다음해에도 활력유지



     2) 녹비효과가 있는 종식물

<헤어리베치>

종시기 : 9월말

 종 량 : 0.6 /100

발아율, 활착률 : 조사 

재배조건 : 완경사지

특기사항 : 질소 고정 효과

<자운 >

종시기 : 9월말

 종 량 : 2~3 /100

재배조건 : 완경사지나 평지

특기사항 : 응력이 매우 낮음, 수분조건이

좋은 지역에서 재배 가능

     3) 부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식물

<고사리>

종시기 : 3월말

이 식 량 : 근주 300개/100

활 착 률 : 56%,  피복률 : 30% 

재배조건 :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

특기사항 : 이식에 따른 스트 스가 심함, 

이식 후 2년차부터 높은 번식력

<인진쑥>

종시기 : 3월말

이 식 량 : 근주 300개/100

활 착 률 : 90%,  피복률 : 80% 

재배조건 :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

특기사항 : 이식 후 높은 피복률  활력 유지, 

번식력 우수



     4) 경재배지의 토사유출량 변화

   토사유출량은 식생의 피복률과 한 련을 보여 피복률이 높을수록 

토사유출 억제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복률이 높았던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톨페스큐, 호 의 토사유출량은 1.0t/ 이하로 나타나 지속

으로 제 제를 처리한 조구에 비해 히 낮은 토사유출량을 기록하

다<그림 6-3>. 

(t/
ha
)

   토사유출량은 식생피복률  건물생산량과 부의 상 계가 있었는데, 

식생의 피복률과 건물생산량이 낮아질수록 토사유출량이 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 으로 경재배 시 토사유출을 효과 으로 방지하

기 해서는 높은 피복률과 건물생산량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단된다. 

     5) 경재배지의 토양 특성 변화

   종재배지의 토양특성 변화를 조사한 결과, 토양의 물리성은 지속 으



로 제 제를 처리한 조구에서 가장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복도가 

낮을수록 모래의 함량이 높고 미사나 토의 함량이 낮으며, 토양가비 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가벼운 입자인 미사와 토가 빗물의 침식작

용에 의해 쉽게 유출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이와는 반 로 상 으로 식생의 피복도가 높은 톨페스큐, 이탈리안라

이그라스 처리구는 다른 처리구에 비해 미사나 토의 함량이 높았으며, 

토양가비 도 산림토양에 근 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톨페스큐와 이탈리

안라이그라스 처리구의 토양가비 이 산림토양에 근 한 수치를 보이는 

것은 높은 식생피복도에 의한 토사유출방지와 식물뿌리에 의한 토양으로

의 유기물 유입, 그리고 식생의 회복에 따른 다양한 미생물의 활동 증가 

등이 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편, 토양의 화학성은 조구와 고사리처리구에서 유기물, 질소, 유

효인산을 비롯한 치환성양이온 함량이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처리구가 식생의 피복도가 낮기 때문에 토사유출과 함께 많은 양의 

유기물, 질소, 유효인산, 치환성양이온 등이 빗물과 함께 용탈되었기 때

문으로 단된다. 한 비교  식생의 피복도가 낮았던 무처리구, 호 , 뚝

새풀처리구도 조구보다는 심하진 않지만 낮은 양분함량을 보 다. 반면

에 톨페스큐와 이탈리안라이그라스는 비교  높은 유기물 함량과 양분 함

량을 보 는데, 이는 높은 발아율과 생장속도가 토사유출을 효과 으로 방

지하고 토양 내 양분의 보 이 양호하 기 때문으로 단된다. 특히 인산

의 경우 조구와 호 처리구에서 50배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토사

유출과 함께 많은 양의 양분이 유출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속

인 제 제 처리는 토사유출과 함께 많은 양의 양료가 유출되어 토양의 비

옥도를 히 떨어뜨림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밤나무 재배지에서의 경재배는 토양의 물리화학성을 건 하



게 유지하는데 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단된다.

처리
입도분석(%) 삼상(%) 가비

(g/ )모래 미사 토 토성 액상 고상 기상

조구

(제 처리)
56.84 22.22 20.94 SCL 23.26 52.41 24.33 1.41

자운 43.51 38.74 17.75 L 27.25 48.99 23.76 1.22

뚝새풀 42.16 31.20 26.63 L 26.44 49.23 24.33 1.25

호 35.98 45.97 18.05 L 24.12 49.48 26.40 1.14

고사리 52.43 30.81 16.77 SL 23.15 50.14 26.71 1.31

인진쑥 54.13 23.42 22.46 SCL 25.78 47.68 26.54 1.19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48.88 36.61 14.51 L 28.55 45.44 26.01 0.98

톨페스큐 31.07 43.13 25.79 L 27.34 44.28 28.38 1.03

처리 pH
유기물

(%)

질소

(%)

유효인산

(mg/ )

CEC K+ Na+ Ca2+ Mg2+

(me/100g)

조구

(제 제처리)
4.61 1.98 0.11 98.7 10.89 0.42 0.05 0.44 0.31

무처리구

(잡 )
5.37 2.24 0.12 153.1 12.54 0.45 0.05 1.05 1.10

뚝새풀 4.95 2.04 0.18 194.3 12.65 0.69 0.05 0.94 0.60

호 5.14 2.25 0.16 133.0 11.49 0.44 0.05 0.94 0.85

고사리 4.83 1.11 0.09 78.2 11.40 0.43 0.05 0.58 0.58

인진쑥 5.35 2.32 0.14 339.5 13.16 0.58 0.05 1.79 0.79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5.08 3.49 0.20 401.2 14.71 0.52 0.04 1.27 0.89

톨페스큐 4.76 2.62 0.17 613.2 15.92 0.50 0.05 1.52 0.89

경재배 2년차 성



  (2) 토양의 물리성 개선

   뿌리가 생장하는 데는 토양의 경도가 22~23 / 이하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 25 / 이상이면 토양의 화학성이 어느 정도 좋더라도 뿌리가 

생장할 수 없다. 따라서 토층이 단단한 곳은 우선은 심경을 해주어 토양을 

부드럽게 해 다. 심경하면 토양 내 공극이 많아져 토양구조가 좋아진다. 

물론 이 경우 배수가 가능하도록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노동력을 

들여 심경을 잘하기 해서는 장기간 양호한 토양구조가 유지되도록 유기

물을 투입하는 것이다. 한번 심경하여 유기물을 투입하면 어지간하면 20년 

이상 심경할 필요가 없다.

   밤나무 재배지를 개원하는 경우에 뿌리가 신장할 수 있는 깊이와 하층

토의 배수상태 등을 미리 조사해 둘 필요가 있다. 지표  30~40 에서 토

양경도가 24~25 / 이상이라면 아무리 토양의 화학성이 좋아도 체로 

성공을 상하지 못한다. 개원하는 경우 50~60 이상의 경토가 확보되도

록 심경하는 것이 요하다.

   토양의 화학성은 개 다소 나빠도 시비나 고토석회 등의 토양개량제

의 표면시비를 통해 양호한 조건으로 개선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토양의 

물리성 개선, 즉 경토의 확보와 지표  배수의 개선에는 아직은 심경 

는 폭기식 기계 이용 이외의 다른 좋은 방법은 없다.



  (3) 산성토양의 개량

   토양 내 미생물이 활발히 활동하여 낙엽 등 유기물을 쉽게 분해할 수 

있는 정한 토양산도(pH 5.0~5.5)가 유지되도록 입상소석회(석회+마그네

슘 혼합비료)를 살포하여 재배지 토양을 개량한다.

   토양의 토성과 유기물 함량에 따라 산성토양을 화시키는데 소요되는 

석회량은 다음의 식에 의해 산출한다.

석회소요량 = C×(A-B)×D/10

   C : pH를 1단  상승시키는 데 필요한 석회량(CaCO3 /10a, 토심 10 )

   A : 개량하려고 하는 pH 수

   B : 개량  pH 수

   D : 개량하려고 하는 토양의 깊이

   를 들어 토양을 분석한 결과 pH가 4.3, 토성이 양토(L), 유기물함량이 

5% 미만인 토양을 토심 10 까지 pH 5.5로 교정할 때 석회소요량은 다음

과 같다.

169×(5.5 - 4.3)×10/10 = 202.8 /10a = 2,028 /



 가. 시비 시 고려사항

  (1) 밤나무 시비는 지력부족의 보조수단

   밤나무의 시비기 은 지방에 따라 아주 다르므로 각 지역에서 정해져 

있는 기 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밤나무의 특성으로 볼 

때 비료는 지력의 부족분을 보충해 주는 보조수단으로 생각해야 한다. 수

세의 유지는 비료 사용을 늘린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 으로는 

생재배나 유기물 투입 등에 의한 토양개량과 정지 정 등 수체의 정한 

리를 실시하고 나서 그 부족분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2) 과 식 무 정 재배지에서 시비효과 

   어느 정도 유효토층(뿌리가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이 깊고, 비옥한 지역

에서 재배한다고 해도 과 식에 의해서 수  내부나 하부 가지가 고사하

는 상태에서는 엽량이 부족하여 뿌리의 신장은 하게 억제되며 수량이 

감소하고 수세가 약해진다. 이때 시비량을 늘리는 경우 수년간은 새가지의 

신장이 양호해져 그 효과를 올릴 수가 있다. 그러나 지상부 리가 하

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매년 고사부분이 늘어나게 되고 수년 후에는 시비

량을 증량시킨 만큼 수세를 유지하는 것은 어려워지게 된다.

  (3) 수체 리가 양호한 재배지에서 시비효과

   정지 정, 축 간벌이 하게 이루어지면 일조조건이 좋아지기 때문에 

수  내 하부지의 고사가 발생하기 어렵다. 이런 재배지는 수 이 치 해

지고 엽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확량이 상당히 많아져도 그만큼 시비량을 

늘리지 않아도 된다. 즉, 밤 수확량과 수세는 엽량에 크게 지배를 받기 때

문이다.



   수고재배 시 시비량은 기존의 경목 재배방법과는 크게 다르다. 성

숙목 단계의 수고 시비량은 경목과 비교해서 상당히 은 량이라 할 

수 있다. 수고 재배에서는 나무의 크기에 비해서 엽량이 많고 재 이 

어 뿌리에 많은 양분이 축 되기 때문이다. 성숙목 단계에서 당 6톤의 

수확량을 올려도 그만큼 시비량을 늘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밤나무의 시

비는 과수처럼 요하므로 다음에 기술한 것처럼 결과지의 정확한 진단에 

입각해서 정한 시비량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다. 

  (4) 연간 시비량의 결정방법

   시비량의 결정은 나무가 1년간 흡수하는 비료성분의 흡수량으로 산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명확하지 못한 이 많으며 여러 가지 조

건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결정하기가 아주 어렵다. 실제 재배에서는 토양조

건(지력)이나 정지 정의 차이, 나무의 크기나 품종차이, 그 외에 기상조건

의 차이 등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흡수량을 악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연간 시비량을 결정할 때는 년도 결과지(미착과목은 발육지)의 길이, 

즉 수령별 결과지의 평균길이와 결실최성기에 도달한 성숙목의 결과지 길

이를 지표로 해서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것은 결과지의 길이와 수세

의 강약 간에는 한 계가 있으며, 외 상으로도 용이하게 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수세의 강약, 즉 결과지의 길이는 비료 이외에도 토양조건이나 

수체 리의 상태 등에 따라 크게 향을 받으므로 밤나무의 양상태가 

종합 으로 표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료(시비) 이외 측면(다른 재배

리 작업)을 고려하면서 시비량을 결정한다. 어디까지나 시비는 지력의 부

족분을 보충해주는 보조수단이기 때문이다.



 나. 시비시기  방법

  (1) 시비시기

   (가) 거름(춘비, 기비)

   이른  토양 해빙 직후에 시비하는 춘비는 당년의 새가지 생장과 밤

송이의 비 에 필요한 양분의 태반을 공 하는 것으로 연간 시비량의 기

본이 된다. 질소는 연간 50%를 시용한다. 단 질소, 인산, 가리 3요소를 포

함한 화학비료를 시비할 때는 질소 성분을 기본으로 시비량을 산출한다. 

   (나) 여름거름(하비)

   6월 하순~7월 상순에 실시하는 것으로 과실의 비 를 진하고, 수세를 

유지하기 해 시비하므로 착과량과 결과지의 신장을 감안해서 가감한다. 

생육이 양호한 나무는 6월 하순~7월 상순에 시비한다. 그러나 도장지가 발

생한 나무에는 시비하지 않는다. 이와 반 로 밤나무혹벌의 피해를 받거나 

는 새가지의 생장이 약한 나무는 5월 하순에 추가하여 2회 시비하는 것

도 좋다.

   (다) 가을거름(추비)

   과실수확 후에 실시하는 추비는 결실과다로 인해서 쇠약해진 수체를 

조기에 회복시키기 해 시용한다. 즉 잎의 합성 능력을 높여 장양분

을 충분히 뿌리에 축 시키기 해 시비하는 것이다. 장양분이 뿌리에 

충분히 축 되면 뿌리의 활성 하나 부패가 어 다음 해에도 다수의 건

한 새가지가 발생하므로 암꽃의 착생이 늘어나게 된다.

   추비의 비효는 수세를 회복시키는 질소비료의 작용에 의한 것이므로 

질소가 부족하여 수세가 약해져 있는 재배지에서 효과가 높게 나온다. 추

비는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잎이 합성작용을 하는 때에 시비하는 것이 

요하다. 10월 순경에 수확하는 만생종에서는 수확 직후의 기온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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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 시비한다.

  (2) 시비방법

   (가) 측공시비

   나무를 심으로 뿌리주변에 4방향 는 8방향으로 측공을 뚫고 시비

하는 방법으로 매년 장소를 변경하여 실시한다. 매우 능률 이며 비료의 

손실이 고 비료 피해가 없으며 나무의 생장도 양호하다. 경사지의 경우 

비료의 용탈유실을 없게 하기 하여 밤나무를 심으로 경사방향 에 

측공시비를 한다.

   (나) 환상시비

   나무를 심으로 원형 는 

반원형으로 시비하는 방법으로 

경사지에서는 반원형으로 경

사상방에 시비하며, 평탄지에서

는 원형 는 환상으로 시비하

는 방법이다. 퇴비와 같은 유기

질비료를 시용할 때 많이 사용

되는 방법으로 10~20 정도 

깊이로 길게 고 묻어주는 것

이 좋고 매년 시비 치를 변경

하도록 한다.

  (3) 비료종류  시비량

   토양진단 결과에 의한 시비처방과 나무의 생육상태(수세)를 보아가면서 

시비량을 가감한다. 그리고 화학비료에만 으로 의존하지 말고 질소성

분 함량을 추정할 수 있는 축산분뇨와 같은 유기질 비료를 사용한다. 유기



질 비료는 하(추)비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주로 기비(춘비)로 사용한다. 하

(추)비는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10년생 밤나무 재배지에 있어 발효된 가축분뇨(건조분)의 경우 10a당 

시용량은 돈분은 0.5톤, 우분은 2.1톤, 계분은 0.3톤이 당하다.

수 령

(년생)

기  비 하  비 추비

퇴 비

( )

요 소

(g)

용과린

(g)

염화가리

(g)

붕 사

(g)

요 소

(g)

염화가리

(g)

요 소

(g)

 2~3  4   280   640 200  -   -   -   -

     4  4   550   690 330  15   -   -   -

 5~6  6   430   690 220  20 290 220 150

 7~9  6   580 1,330 330  25 380 330 200

10~14 10   870 2,020 450  50 570 450 300

15~19 10 1,160 3,350 670  50 770 670 390

20~25 10 1,450 4,040 890 100 960 890 490



제7장  재해 방제



 가. 동해( )

   동해는 겨울철 온에 의한 피해로서 월동 의 기상조건이 가장 크게 

여하는데, 피해 상태  정도가 품종, 식재지 방 , 토양습도 등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해는 일반 으로 식재 후 1~4년생의 유목에 피해가 크며 수령이 증

가함에 따라 어진다. 토양조건으로는 척박한 사질토양에서 토양양료가 

부족하거나 배수가 불량하여 토양습도가 높은 곳, 그리고 서향  남서향 

식재지에서 많이 발생한다. 동해는 한겨울 보다는 겨울 는 이른  

이 틀 무렵의 수액이동 기에 밤낮 온도변화가 심할 때 많이 발생한다. 

즉, 밤에는 온으로 수피가 동결되고 낮에는 직사 선으로 인하여 온도가 

상승하므로 수피조직이 동결과 융해의 반복으로 동해를 입게 된다.

   유령목에 있어 동해가 수간에 발생했을 때에는 나무가 고사에 이를 정

도로 치명 이다. 그 이유는 피해부 에 2차 으로 밤나무 기마름병, 역

병, 오리나무좀벌  등의 수간 병해충이 침입 가해하여 그 피해를 한층 크

게 하기 때문이다. 밤나무 유령목의 고사원인  1차 요인이 동해인 것으

로 밝 져 있기 때문에 유목기의 동해피해 정도는 향후 밤나무 재배의 성

공여부를 좌우하는 요한 사항이므로 동해 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발생시기, 부   피해증상

   (가) 발생시기

   동해는 가지나 수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온도 이하의 온상태에 놓

을 때 발생하며, 이러한 한계온도는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동해 발생시기



에 해서는 겨울철 온도변화가 심하고 일교차가 클 경우에 많이 발생한

다. 즉, 혹한기 보다는 내한성이 충분히 높아지지 않은 겨울에 혹한이 

일  닥칠 경우나 이른  갑작스런 혹한이 올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가을에서 겨울  겨울에서 으로 이행되는 시기에 온도변화가 서서히 

진행되면 동해발생이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 발생부

   지제부( , 토양의 표면과 한 부 )로부터 30 이내 높이에서 서

향, 남향  남서향에서 많이 발생하고 북향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다. 

동해피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1m 이상의 높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동해는 목부 , 수부 , 목부  순으로 피해발생이 높고 지제부

에서 지상 30 높이 내외에서 부분 발생하므로 묘인 경우는 수

가 피해를 받게 된다. 따라서 동해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식재할 경우 

묘보다는 고 묘를 식재하는 것이 동해방지에 효과 이다. 그러나 목

도 동해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므로 내한성이 강한 계통을 목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한 목불화합성이 발생한 나무는 목부 에서도 동

해가 발생할 수 있다.

   (다) 피해증상

   동해는 피해양상에 따라 크게 동해, 상열( ), 한해( , 한풍해)로 

구분된다. 동해는 지표면과 수간이 해 있는 지제부에서 지상 30 내외

높이에서 발생하는 증상으로 크게 동고형 동해  수동해 2종류로 나

어진다.

   동고형 동해는 수간 형성층의 일부분이 고사하는 것으로 2차 으로 병

해충이 침입 가해하지 않으면 나무 체가 고사하는 경우는 드물다. 기에 

동고형 피해 여부를 정하기는 곤란하지만 4월 하순~5월 상순경이면 외



상 확실히 구분할 수 있다. 이 시기에 피해부 의 수피는 약간 택을 

잃어 건조해 보이고 발육이 해되므로 나무가 생장함에 따라 피해부 가 

움푹 들어가고 갈변하며 더욱 진행되면 수피 체가 거칠어진다. 수동해

는 일정부 의 형성층 부분이 고사하는 것으로 피해정도가 가벼운 것은 

회복이 가능하나 심할 경우 나무 체가 고사하는 비율이 높다.

   동고형 동해와 수동해의 차이 은 수동해가 지제부 수간의 형성층 

부가 피해를 받는데 비해서 동고형 동해는 지제부 수간의 일정방향만 

피해를 받으며, 수간의 북쪽 면은 건 한 경우가 많다는 이다. 수동해

는 지상부 체가 피해를 받는 것은 아니고 지제부 둘 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지상부 체가 수침상으로 변한다. 따라서 동고형 피해보다도 피해

강도가 크다.

   상열은 수간의 지제부가 상하로 터져 좌우로 갈라지는 피해증상이다. 

상열은 겨울철 밤낮의 기온차가 심할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 서향 는 남

서향의 식재지와 배수가 불량한 습지에서 많이 발생한다.

   한해(한풍해)는 지제부에 발생하는 동해 는 상열과는 달리 가지의 선

단부에서부터 말라 들어오는 증상이다. 학자에 따라서는 가지나 식물의 조

직세포가 동결 괴 되는 것이 동해이고, 찬바람(한풍) 때문에 뿌리로부터의 

수분공 이 장애를 받아  탈수되어 피해가 나타나는 건조해 와는 구

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송풍기를 이용한 실험결과에 의하면 찬

바람을 받은 나무가 피해가 크며, 1년생 가지의 고사비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밤나무과원 조성 시 겨울철 바람이 많이 부는 풍충지는 가  

피하는 것이 좋다.

  (2) 동해 식별방법

   재배지에서 밤나무의 동해피해 여부는 개엽기( 이 트는 시기)부터 알 

수 있다. 피해목에서는 이 늦게 트며 그 비율도 떨어지고 일정하지 못하



다. 이러한 경향은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 피해가 가벼운 것은 건 목과 비

교해서 차이가 은데 비해 심한 경우는 개엽이 하게 지연되며 개엽 

후 생육이 계속되다가 고사하기도 한다. 동해가 원인이 되어 고사하는 나

무는 5월 하순부터 6월 장마철에 피해부 주변이 부풀어 오르고 여름철에 

들어서면 건조하여 갈라지는 할렬 부 가 커진다. 이때 캘러스가 형성되어 

동해피해 부 가 유합되기도 하지만 피해부 에는 밤나무 기마름병  

수간 병해충의 침입 가해로 피해부 가 확 되거나 심하면 고사하는 경우

도 있다.

   겨울철 동해 정법 는 실내실험에 의한 정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지를 동결시켰다가 해동시킨 후에 수피, 형성층, 목질부, 동아 등

의 갈변정도로 동해피해 정도를 정하거나, 1년생 가지에 발생하는   

가지의 갈변정도를 육안으로 찰하여 정하는 방법이 있다. 한 온처

리한 가지를 물에 담근 후 10~15 로 유지시켰다가 트는 의 비율로 

정하는 방법과 각 조직세포의 원형질 분리능력 유무나 기 도도를 측정

하여 동해피해 여부를 정하기도 한다.

   식재지에서 수간의 지제부에 발생하는 동해피해 여부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서향, 남향 는 남서향의 목부  근처를 칼로 얇게 벗겨내어 

수피의 변색정도에 따라 비교  간단하게 정할 수 있다.

  (3) 내한성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토종밤나무는 내한성이 강하지만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들은 체로 내한성이 약한 편이다. 일본에서 도입된 품종의 

내한성 정도는 -10~-5 의 생육지역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밤나무는 

-20~-10 의 생육지역을 갖고 있는 국계 약밤나무와 유사한 으로 보아

도 내한성 정도의 차이가 매우 격함을 알 수 있다.



  (4) 동해가 발생하기 쉬운 조건

   동해는 지형, 토양, 품종, 재배 리 외에도 그 해의 기상조건에 의해서

도 크게 좌우된다. 기상조건은 인 으로 조 할 수 없으므로 지형이나 

품종 등과 같이 동해피해를 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동해는 발생부 가 지제부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신장생장이 좋

은 도장한 나무, 북향보다는 남향  서향의 경사지, 오목한 지형 등

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지하수 가 높은 습한 지역이

나 척박지에 식재된 나무는 배수가 잘 되는 비옥지의 나무와 비교해서 피

해가 많다고 하 다. 따라서 동해 방지를 해서는 이러한 지형요인 등을 

고려하여 식재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피해구분
경사지 기복의 정도 단지 체가

 하 부 상 부 깊지 않는 요지 평 지

   고 사

   피해 경미

   건 

 4.2

10.8

85.0

0.0

0.5

99.5

 7.0

 7.7

85.3

0.0

0.0

100

70.0

12.5

17.5

  (5) 동해 방지 책

   (가) 내한성 품종의 이용

   동해발생의 험성이 높은 장소에는 내한성이 강한 품종을 식재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반드시 내한성이 강하다고 해서 동해를 게 받는 것은 

아니다. 를 들면 내한성이 약하지 않더라도 에 수액유동이 빨리 시

작되는 품종의 경우 동해피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다.



품 종
동결피해(%)

순 
동 아 목부 유조직 동아+목부 유조직

평양율 17.7 7.0 24.7 1 

이 평 14.8 16.6 31.4 2 

단 택 23.0 12.5 35.5 3 

국조생 25.7 17.3 43.0 4 

산 28.6 15.5 44.0 5 

옥 25.5 20.2 45.7 6 

순 성 28.3 19.6 47.9 7 

화조생 29.7 18.8 48.5 8 

이 취 28.9 19.9 48.9 9 

안 근 27.8 21.6 49.4 10 

축 30.0 20.5 50.5 11 

천 조생 32.5 20.9 53.4 12 

 32.7 21.9 54.6 13 

다 압 30.9 26.0 56.9 14 

을 종 35.4 21.5 56.9 15 

석 추 30.2 26.9 57.1 16 

견 청 35.8 21.3 57.1 17 

신 명 31.0 27.2 58.2 18 

상 림 39.8 21.5 61.3 19 

유 마 46.3 22.3 68.6 20 

은 기 44.9 24.4 69.4 21 

   (나) 고

   일반 으로 목 치가 높아질수록 고사율이 낮아져 그 효과가 뚜렷하

다. 재 생산되고 있는 고 묘는 약 30 높이에서 목이 되고 있지만 

동해발생이 은 50 이상의 높이에서 목을 실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

직하다. 실생 목은 동해발생이 아주 지만 실생 목으로부터 수를 채

취하여 지제부에 목을 하면 동해발생이 많아진다. 이런 으로 보아도 

목부 는 타 조직보다 약하여 동해발생이 많다.



   (다) 시비

   유목기에 밤나무를 과다 생장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

에 일반 으로 유목기의 시비는 가  억제하는 것이 동해방지를 해서

는 안 하다. 동해피해를 방지하기 해서는 질소시비를 억제하고 인산이

나 가리를 시비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토양의 비옥도, 수세, 품종특성 등

을 감안하여 시비량을 조 할 필요가 있다.

   (라) 수간보호

   수간보호 방법으로는 짚 싸주기, 백도제( 는 수성페인트) 도포, 성토 

등이 있다. 짚 싸주기는 조직이 충분히 경화( )되지 않게 하며, 한 싸

 짚과 수피사이에 강우로 인한 수분동결이 장시간 계속되면 피해를 주

는 경우가 있다. 반 로 짚을 건조상태로 유지시켜주면 비교  효과가 높

다는 결과도 있다. 백도제 는 흰색 수성페인트를 지상에서 1m 부 까지 

바르기도 하는데 이는 수간을 물리 으로 보호하고 온도의 변을 방지하

여 동해피해를 억제할 수 있다. 성토는 효과가 높으며 특히 묘에서 효

과가 있다고 생각된다.

   (마) 주지의 분지 치

   주지의 분지높이  분지각도와 동해발생과의 계를 보면, 주지의 분

지높이가 높아질수록 동해발생  고사율이 낮았다고 한다. 그리고 분지각

도는 수간에 해 직각에 가까울수록 발생이 었다고 하 다. 동해가 발

생하기 쉬운 부 는 목부와 주지의 분지부  아래쪽이다. 그리고 5월경

에 지제부를 인 으로 환상박피시키면 그해 겨울에 박피부 바로 상부에 

동해가 발생한다. 타부 에 비해서 이 부 들이 왜 쉽게 동해를 받는 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목부 바로 에서 주지가 발생되는 형태는 동

해방지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나쁘다.



   (바) 동해와 수간 병충해

   동해를 받지 않은 나무도 수간이 어떤 장애를 받게 되면 2차 으로 나

무좀류, 하늘소류, 밤나무 기마름병, 역병 등이 발생해서 심각한 피해를 

주게 된다. 동해를 받은 수간부 는 잘라내고 수간 병해충이 침입하지 못

하게 살충 살균제가 혼합된 백도제( 는 수성페인트), 톱신페스트 등을 도

포해 주는 것이 요하다. 특히 유목기에는 피해부 의 유합과 회복이 빠

르므로 장애가 발생하고 나서 가능한 빨리 조치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나. 풍해

   밤나무 재배에서 가장 두렵고 큰 피해를 주는 것이 8월 이후에 내습하

는 태풍이다. 태풍으로 인해 성숙 의 밤송이가 낙과하여 당년의 수량 감

소뿐만 아니라 나무의 수간이나 가지를 부러뜨려 다음해 결실에도 나쁜 

향을 미친다. 

   1904~1999년까지 우리나라의 태풍발생 빈도를 보면 8, 9월이 62.8%를 

차지하며 특히 8월이 가장 빈도가 높다. 일반 으로 태풍의 진로를 보면 8

월에는 군산, 청주, 강릉을 경유하는 각선 진로인 반면에 9월 에는 남

해안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의 향으로 정

상경로보다 이상경로를 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태풍도 형화되

는 추세에 있다.

   태풍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가  밤나무 재배를 피하도록 하

며, 태풍경로에 치하는 지역에서는 지형 으로 피해가 은 장소를 선정

하도록 하고 낙과하기 쉬운 은기, 이취, 안근 등의 품종은 피하고 유마나 

석추와 같이 낙과가 게 되는 품종을 선택해야 한다.

   태풍 책으로서는 지형, 품종선정 이외에 방풍림의 이용이 있다. 방풍

림으로는 뿌리가 깊어 도복 항성이 있는 수종들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다른 하나는 밤나무의 수고를 조 하는 방법이다. 수고가 높으면 풍해를 



받기 쉬우므로 수고를 낮추어 수고로 유도하는 것도 단히 요하다. 

 다. 건조해( )

   토양수분이 부족한 척박지에서 밤나무를 재배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는 

성목기에 도달하기 에 부분의 밤나무가 고사하는 경우도 많다. 밤나무 

생육에 양호한 토양 수분함량은 20~40%이며, 지상부 생장이 정지하는 시

기의 수분함량은 10%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산간의 서향 는 남

향의 경사지 는 토심이 얕은 장소에서는 당연히 건조피해를 받게 되므

로 식재에 유의하여야 하며 수조치가 필요하다.

   생재배를 하는 곳에서는 장마철에 베어주어 본류와의 수분경합을 

막아 과 동시에 베어낸 풀은 나무주 에 깔아주어 건조로부터 보호해주

어야 한다. 한 새로 식재한 경우 보습력이 있는 재료로 멀칭을 해주는 

것도 건조의 피해를 막기 한 조치 의 하나가 된다.



 가. 병해

  (1) 밤나무 기마름병(Cryphonectria parasitica (Murril) Barr)

   (가) 특징

   밤나무 기마름병은  세계 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병해로 느릅나무 

시들음병, 잣나무 털녹병과 함께 세계 3  수목병으로 분류되고 있는 무서

운 병해이다. 우리나라에서 밤나무 기마름병은 1925년에 최 로 보고되었

으며, 이 병원곰팡이는 밤나무의 각종 상처(곤충, 짐승, 기계  상처, 목

부 , 일소, 동해 등)를 통해 감염되고, 빗방울, 바람, 곤충, 새 등에 의해서 

된다. 밤나무 기마름병의 발생은 입지조건, 기후, 생육상황, 경 리

와 한 련이 있다. 토심이 깊고 비옥하며 배수가 좋은 환경과 리가 

잘 된 곳에서는 밤나무 생장이 좋고 항력이 강해 밤나무 기마름병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발병하기 쉬운 온도는 25~30 이다.

   (나) 피해증상

   처음에는 피해부 가 황록색으로 변화한다. 피해부 는 기에 표면이 

약간 들어가지만 심하면 수피가 부풀어 오르고 길이방향으로 찢어지거나 

균열이 생긴다. 병의 증상이 격히 나타나는 여름철에 가지나 잎이 빨리 

말라서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멀리서도 쉽게 찰이 가능하다.

   (다) 방제법

   배수가 불량한 장소는 밤나무 식재를 피하고 수세를 건 하게 유지하

도록 하며, 나무 기의 상처부  는 피해부 는 칼로 도려내고 도포제를 

발라 다. 한 질소질 비료를 게 사용하고, 동해 는 피소 피해를 막

기 하여 백색 수성페인트를 지상부 1m 높이까지 수간을 도포해 다. 박



쥐나방 등 수간에 구멍을 내는 해충을 방제하고, 내병성 품종인 단택, 

보, 이취, 삼조생, 만  등을 식재한다.

        

  (2) 역병(Phytophthora spp.)

   (가) 특징

   병원균이 발생하기 쉬운 온도는 18~27 이며, 장마철이나 강우 시 많이 

발생한다. 염경로는 땅 속에 잠복해있던 병원균이 강우 시 흙탕물과 함

께 튀어 올라 수간에 붙어 발병한다. 식, 배수불량, 통풍이 잘 되지 않은 

곳에서 5~6년생 이후의 큰나무에 발생하며 발생부 는 지표면과 가까운 

기에 많이 발생한다.

   (나) 피해증상

   6월 순경 지표면에서 1m 이내 부 의 수피가 터지면서 악취가 나는 

유백색 수액이 흘러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흑갈색으로 변한다. 발병부

의 껍질은 흑색으로 변색되고 물 물 해진다. 한편, 역병은 가지 끝부분

에도 발생하는데 가지가 갈색으로 하게 변하고 시들어가면서 1~2년 내 

말라죽는다.



   (다) 방제법

   밤나무 재배단지가 식되어 있거나 배수가 되지 

않은 곳에서 병 발생이 심하므로, 간벌, 정지 정 등 

재배 리를 철 히 하여 병 발생을 조장하는 재배조

건을 개선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한 

병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지제부에서 1~1.5m까지

의 수간에 벤 이트, 톱신페스트 등을 살포하거나 

도포하고 피해목은 제거하여 태우도록 한다.

  (3) 종실탄 병(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Penz.)

   (가) 특징

   병원균은 이나 가지의 조직 내에서 균사상태로 월동하고 다음해  

다량의 포자를 형성하여 밤송이와 과실 등에 피해를 다. 병원균이 빗물

에 의해 되므로 강수량이 많은 해에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

   (나) 피해증상

   피해부 는 과실, 밤송이, 잎, 잎자루 등이며, 처음에는 밤송이 가시가 

갈색으로 변하고 차 밤송이 껍질이 흑갈색이 되어 체가 갈색으로 변

한다. 피해 밤송이는 건 한 것보다 작고 부분 조기낙과하며, 수확기에 

병징이 나타나지 않은 과실은 장 에 발병하여 부패된다. 유령목보다는 

경목, 수 이 과 식되어 울폐된 상태에서 발생이 많으며, 숙기별로는 

조생종과 생종에서 많이 발생한다.

   (다) 방제법

   한 시비를 하여 수세를 좋게 하는 것이 요하며, 식된 밤나무에

서 많이 발생하므로 통풍과 선이 잘 들어가도록 정지 정을 철 히 하

고, 말라 죽은 가지를 제거하도록 한다. 한 밤나무혹벌이 발생된 지역에



서도 많이 발생하므로 해충 방제에 유의하며, 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서는 6월~8월 사이에 리만수화제, 만코지수화제 등을 2주 간격으로 3~4

회 살포한다. 한 장 일 때 감염된 과실이 있으면 계속 병원균이 

되어 다른 과실을 부패시키므로 장하기 에 선별을 철 히 하고 

장기간 에도 주기 으로 종실탄 병에 감염된 과실을 제거하도록 한다.

밤송이 병징 밤송이  과실 피해 과실내부 피해

 나. 충해 

  (1) 복숭아명나방(Dichocrocis punctiferalis Guenee)

   (가) 분포  형태

   밤나무, 복숭아, 매실 등 과수의 종실은 물론 잣나무, 소나무 등의 침엽

을 식해하며, 우리나라, 일본, 국, 만, 인도, 호주, 자바 등지에 분포한

다. 성충의 앞날개 길이가 11~14 이며 황갈색 바탕에 검은 반 이 20여개 

산재해 있다. 알은 유백색의 납작한 타원형으로 직경이 0.6 정도이다. 유

충의 몸길이는 20 정도이며 머리는 흑갈색에 몸은 주황색 바탕에 갈색

이 산재해 있다.

   (나) 생활사

   복숭아명나방은 일반 으로 연 2회 발생하나 지역이나 연도에 따라 연 



3회 발생하기도 하며, 나무껍질이나 지피물에 

고치를 짓고 번데기상태로 월동한다. 발생시기

는 1화기 성충은 6월 에 나타나 복숭아, 살구, 

매실 등의 과수를 가해하며, 2화기부터 밤나무

를 가해한다. 2화기 성충은 7월 하순~8월 순

에 나타나 주로 야간에 밤송이에 1~3개씩 산란

하며, 부화에는 약 7일 정도가 소요된다. 유충의 가해기간은 약 20일 정도

이며 밤송이를 먹다가 좀더 자라면 과육을 먹어 들어간다.

   (다) 피해증상

   기 알에서 부화된 어린 유충이 밤송이 가시를 잘라먹기 때문에 가시

색이 부분 으로 게 변하고 유충이 밤송이와 과실을 먹어 들어가면

서 백색의 벌 똥을 밤송이에 붙여 놓아 피해유무를 쉽게 단할 수 있다. 

최  피해 시기는 제2세 인 8월이고, 수확기별로는 조생, 생, 만생종 순

으로 피해가 심하다.

밤송이 가시 가해 미숙과 가해 성숙과 가해

   (라) 방제법

   발생조건은 품종, 지역, 연도별로 차이가 있어 지역별로 발생시기의 

찰이 필요하다. 방제시기는 2화기 성충발생 최성기인 50% 유인시기부터 

난기간이 7일 정도임을 감안하면 <표 7-3>과 같이 10일 간격으로 2회 방



제시기를 잡는 것이 당할 것이다. 약제는 할로스린유제와 유제 

1,000배액,   디 수화제 800배액을 살포해 다. 최근에는 친환경 

재배의 일환으로 성페로몬 트랩이나 포충등을 설치하여 찰  방제겸용

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지   역 1회 방제시기 2회 방제시기

충남  공주

남  순천

경남  산청

경남  진주

8월  5일

8월 23일

8월 18일

8월 13일

8월 15일

9월  2일

8월 28일

8월 23일

  (2) 밤바구미류(Curculio spp.)

   (가) 분포  형태

   밤 과실을 가해하며, 우리나라, 국,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성충의 몸길이는 6~10 이

며, 5~8 의 긴 주둥이를 가지고 있다. 몸은 

진한 갈색  카키색 바탕에 회황색의 인모

가 생되어 있다. 알의 장경은 1.5 의 타원

형이며 유백색을 띤다. 유충의 크기는 12

정도이고 체색은 유백색이나 머리는 갈색

이다.

   (나) 생활사

   연 1회 발생하며 땅속 15 이내에 흙집을 짓고 유충상태로 월동한다. 

성충은 땅속에서 8월 하순~10월 하순에 탈출하는데 최성기는 9월 순~



순이며, 성충의 수명은 약 30일이다. 산란 시기는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

는 있으나 8월 하순~10월 하순이며 최성기는 9월 하순~10월 상순이고, 

성충이 긴 주둥이를 이용하여 밤송이와 밤 껍질을 뚫은 후 산란 을 삽입

하여 밤의 겉껍질과 속껍질사이에 알을 2~8개 산란한다. 유충은 30~40일 

정도 과육을 가해하다가 충분히 자란 후 밤 표면에 구멍(직경 3 )을 만들

고 외부로 탈출한다.

밤바구미류는 밤바구미(Curculio sikkimensis), 동백밤바구미(C. camelliae), 

동정되지 않은 1종(C. robustus)으로 분류되며, 이들의 발생시기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출  비율은 밤바구미 66.4%, 동백밤바구미 20.6%, 

C. robustus 이 13.0%이다. 그리고 <표 7-4>에서 보는 것과 같이 종류에 

따라 우화시기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밤바구미 종류 최 우화시기 우화종료일 우화최성기 방제 기

 밤바구미

 동백밤구미

 C. robustus

8월 28일

8월 20일

8월 26일

10월 23일

 9월  6일

 9월 10일

9월 순

8월 하순

8월31-9월1일

9월  5일경

8월 26일경

8월 30일경

   (다) 피해증상

   9월 하순 이후에 수확하는 만생종에 

피해가 많고, 밤송이 가시의 도가 높을수

록 피해가 다. 부화한 유충은 과육을 불규

칙하게 먹으며, 벌 똥을 과실 밖으로 배

출하지 않아 밤을 쪼개 보거나 유충이 탈출

하기 까지는 피해유무를 식별하기가 불가

능하다.



   (라) 방제법

   밤 수확기  기간에 걸쳐 성충으로 우화하므로 방제하기가 쉽지 않다. 

약제방제는 9월 상순부터 10일 간격으로 유제 1,000배액 는 나크와 

디 수화제 800배액을 1~2회 살포한다. 밤송이가 벌어져 낙과한 과실을 

1~2일내 수확하여 즉시 온 장하면 피해를 일 수 있다. 

  (3) 밤나무혹벌(Dryocosmus kuriphilus Yasumatsu)

   (가) 분포  형태

   밤나무의 새순을 가해하며, 우리나라, 국, 일본에 분포한다. 성충의 

체색은 흑갈색으로 더듬이는 검은색이지만 기부는 황갈색이며 날개는 투

명하다. 유충은 유백색으로 몸길이는 2.5 이다.

   (나) 생활사

   연 1회 발생하며 겨울 (동아) 속에서 유충상태로 월동한다. 월동유충은 

동아 내에서 충방( )을 형성하나 싹트기 까지는 육안으로 피해를 식

별할 수 없다. 3월 하순~5월 상순에 유충은 속히 자라 충 (벌 혹)이 

커지면 가지의 생장이 억제되며, 6월 상순~7월 상순에 성충으로 변한다. 

충 에서 성충 탈출시기는 6월 하순~7월 순으로 성충의 수명은 4일 내

외이고,  하나에 3~5개씩 총 200개 내외의 알을 산란한다. 부화시기는 

산란 후 30일 내외인 8월 상순~하순이다.

   (다) 피해증상

   밤나무 에 기생하여 4월 하순~5월 상순경에 직경 10~15 의 빨간색 

충 을 형성하며, 충  발생부 에 작은 잎이 총생하고 상부의 새가지 생

장이 억제되어 정상 인 개화 결실이 되지 않는다. 성충 탈출(7월 하순) 이

후 충 은 말라죽고 피해가 심할 경우 나무가 고사하기도 한다.



 

   (라) 방제법

   실 으로 밤나무혹벌은 밤바구미와 마찬가지로 성충의 우화시기가 

길기 때문에 약제방제로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그러므로 내충성 품종의 

식재  시비, 정지 정 등 재배 리방법의 개선을 통한 입업  방제가 효

율 이라 하겠다.

   내충성 품종은 밤나무혹벌의 산란율과 부화율이 낮고 부화유충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충 발생 빈도가 낮고 충 의 크기가 작아 실질

인 피해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따라서 내충성이 강한 품종 주

로 갱신 는 신식하는 것이 좋다. 내충성이 강한 품종으로는 보, 은기, 

옥 , 석추, 은, 유마, 박미 1, 2호 등이 있다.

   밤나무혹벌 피해는 수세가 약한 나무  노령목에서 심하며, 결과지보

다는 소약지에서 피해율이 월등히 높다. 이는 밤나무가 정부우세성으로 인

해 밤송이가 달리는 결과지는 년도에 생장한 가지의 정단부 에서만 

발생되므로 밤나무혹벌의 산란기인 년도 6~7월 이후에 새가지의 2차 생

장이 이루어지면 밤나무혹벌이 정단부의 에 산란을 할 수가 없어 혹벌 

피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배 리 측면에서 간벌과 정지

정을 실시하고 6월 에 추비를 주는 등 한 비배 리를 통하여 결과

모지의 생장을 진하면 밤나무혹벌 피해를 방할 수 있다.



   한편, 생물학  방제방법인 천 을 활용하는 것으로 밤나무혹벌은 천

이 다양하여 밤나무혹벌에 아주 약한 토종밤나무도 피해로부터 회복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천 의 보호와 방제활용 검토가 요하다. 우리나라의 밤

나무혹벌 천 기생  11종  이용 가능한 천 은 국긴꼬리좀벌(Torymus 

sinensis)로 기생율이 30~60%이므로 국긴꼬리좀벌에 의한 기생 의 방사

가 최 의 방제법으로 생각된다.

  (4) 오리나무좀(Xylosandrus germanus Blandford)

   (가) 분포  형태

   나무좀류의 일종으로 밤나무, 오리나무, 사과나무, 벚나무, 자두나무, 소

나무, 편백, 낙엽송, 참나무류 등 가해 기주식물이 150여종이 넘으며, 우리

나라, 만주, 일본, 만, 북미, 유럽 등지에 분포한다.

   암컷의 몸길이는 2.0~2.3 이고 짧은 원통형이며 체색은 택이 있는 

흑갈색 내지 흑색이다. 각과 다리는 황갈색이고 몸 표면에 드문드문 털

이 나 있다. 수컷의 몸길이는 1.2 내외이고 약간 납작한 장타원형이며 

체색은 택이 있는 황갈색이다.



   (나) 생활사

   연 2회 발생하고 제1세 는 6 8월에 성충으로 우화하며, 제2세 는 9

10월에 나타난다. 피해목의 기 속에서 알 유충 번데기 성충

으로 되는데 약 1 2개월이 걸린다. 부분 암컷이며 수컷은 작고 숫자도 

많지 않으며 잘 날지 못하므로, 암컷이 새로운 나무로 옮기기  같은 형

제인 수컷과 교미한 후 암컷만 이동한다. 

   나무로 침입하는 시기는 월동성충은 4 5월, 제1세  성충은 7 8월이

며 무리를 지어 모여든다. 어린 나무의 경우 에 집  침입을 받고, 여

름철에는 성목에 주로 침입하는데 비가 많아 습도가 높은 경우에 피해가 

많은 경향이다. 알을 갱도 내에 무더기로 낳으며, 월동은 제2세  성충이 

피해목의 갱도( ) 속에서 무리지어 월동한다. 

   (다) 피해증상

   건 한 나무보다는 수세가 약한 나무를 주로 가해한다. 성충으로 월동

하 다가 4~5월에 출 하여 큰 나무의 기나 어린나무의 주간부에 직경 

1 2 의 구멍을 뚫고 침입한다. 이때 외부로 백색의 벌 똥을 배출하므로 

발견이 용이하다. 성충의 침입을 받은 나무는 하단부의 가지나 주지의 잎

이 시들기 시작하고 나무의 수세가 격히 쇠약해지며 심하면 고사한다. 

나무 하단부의 가지가 시들면 일단 오리나무좀 피해를 의심해 야하며, 

주간부에 하얀색의 가루가 유출되거나 주간부의 표피를 벗겨 1~2 의 구

멍이 발견되면 오리나무좀에 의한 피해로 명할 수 있다.

   오리나무좀은 목질부에 침입하여 성충과 유충이 목질부를 식해할 뿐만 

아니라 갱도에 유충의 먹이가 되는 공생균(암 로시아균)을 자라게 하므로 

이 균에 의해서 목질부가 부패되어 수세가 더욱 쇠약해져 고사를 진하

게 된다.



피해목 식흔(벌 똥) 기 내 갱도 피해 기 횡단면

   (라) 방제법

   2차 가해성 해충으로서, 건 한 나무는 가해하지 않고 수세가 약한 나

무를 집  가해하므로 비배, 토양 리  수분 리 등을 철 히 하여 수세

를 건 하게 유지하는 것이 피해방지에 요하다. 특히 겨울철 동해피해나 

여름철 가뭄피해 는 일소피해 등으로 기가 스트 스를 받은 나무를 

집  가해한다. 폐원상태로 방치된 밤나무 재배지의 정비와, 주변에 쌓아 

놓은 정가지 는 산지의 나무좀 피해목을 기에 소각 는 분쇄해야 

한다. 실제 피해발생 시에는 번식처인 피해목, 고사목 등을 제거 소각하는 

것이 최선이다. 

   월동해충이 침입하는 4월 순부터 찰을 철 히 하여 피해가 경미한 

나무는 살충제(메 유제, 유제, DDVP 등)를 피해부 에 주입하거나 

3~5일 간격으로 2~3회 살포한다. 피해가 심하여 회복이 불가능한 나무는 

조기에 제거하여 소각하는 것이 좋다. 방제를 소홀히 할 경우 과원 체 

나무의 40~50% 정도를 죽게 할 수도 있다.

   겨울철 농한기에 수성 백색페인트와 물을 2:1로 혼합하여 지상 1m 높

이까지 밤나무 기에 도포해주면 동해 방과 함께 오리나무좀 피해를 

일 수 있다.



  (5) 밤송이진딧물(Moritziella castaneivora Miyazaki)

   (가) 분포  형태

   밤나무의 밤송이를 가해하며 우리나라,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성충의 

몸길이는 0.9~1.3 이고 장란형( )이며 등에 유두상 돌기( )

가 있다. 체색은 황갈색이나 성장하면서 자갈색으로 변하며 표면에 흰가루가 

덮여 있다. 알의 직경은 약 0.3 이고 등황색이며 약충의 몸길이는 0.3~ 

0.5 이고 황색 내지 등황색이다.

   (나) 생활사

   밤나무 껍질이나 밤송이 껍질 등에서 알 상태로 월동한다. 에 부화하

여 기나 가지로 이동하여 수피에서 수액을 빨아 먹으며 성충이 되어 세

를 반복한다. 제3세  어린 유충은 6월 순경 꽃으로 이동하고 밤송이

가 생기면 가시 사이로 이동하여 흡즙 가해한다. 성충은 밤송이 가시사이

에 50~100개의 알을 낳으며, 수명은 30일 정도이다. 난기간은 7~10일 약충

기간은 10~14일이다. 7월 하순부터 도가 증가하여 8월 하순에 가장 많아

지며, 가을에 암컷 성충이 출 하여 밤송이 안쪽과 자모 사이로 이동하여 

흡즙 가해한다.

   (다) 피해증상

  유충이 밤송이에 기생하여 수액을 빨아 먹

으므로 7월에 어린 밤송이가 피해를 받게 되

면 갈색으로 변하여 떨어진다. 8월 이후 과육

성숙기에 피해를 받게 되면 밤송이가 일  

벌어져 미숙과실이 외부에 노출되어 정상

으로 성숙되지 못하고 착색과 택도 불량해

져 밤의 품질이 떨어지게 된다.



   (라) 방제법

   통풍이 잘 되지 않는 곳에 많이 발생하므로 식이 되지 않도록 주의

하고 방치된 밤송이 껍질을 땅에 묻거나 태운다. 피해가 심한 곳에서는 

2~3월에 기계유제를 기와 가지에 살포하고 7~8월에는 유제를 2~3회 

수 에 살포한다.

  (6) 박쥐나방(Endoclyta excrescens Butler)

   (가) 분포  형태

   밤나무, 버드나무, 포 러류, 아까시나무 등 활엽수는 물론 삼나무, 편

백 등 침엽수도 가해하는 등 기주범 가 넓으며, 우리나라, 일본 등지에 

분포한다.

   성충의 몸길이는 34~45 이고 날개를 편 길이가 80 정도의 암갈색 

나방으로서 각은 짧고 입은 퇴화되었다. 앞날개에 시수( )가 있으며 

몸과 날개는 갈색이고 몸은 가늘며 앞날개의 실( ) 아래와 끝에 황백

색의 반문( )이 있고 아래쪽에는 2/3부근에 담갈색의 사 ( )가 있

다. 뒷날개는 암갈색이고 그 뒷면은 회갈색이다. 유충은 머리와 앞가슴 피

부 ( )이 갈색이고 몸은 유백색이며 마디마다 갈색의 작은 반문(

)이 산재해 있다. 유충은 자랄수록 앞가슴 피부 이 흑갈색이 된다.

   (나) 생활사

   가해 상수종과 지역에 따라 1년 1세  는 2년 1세  발생한다. 지

표면에서 알로 월동하여 5월 하순에 부화한다. 난기간은 약 9개월이며 

어린 유충은 처음에는 연한 본류의 기속을 식해하다가 체장이 10 정

도 성장하는 6월 하순~7월 하순에 수목의 기나 가지로 이동한다. 최성기

는 7월 하순이고 이 시기의 유충의 체장은 20~25 이다. 유충은 지표 아

래와 지상 1.7m 사이에서 기 속으로 침입하여 가해하는데 지상 1m 부



에 피해가 많다.

   가해방식은 하늘소와 같이 바로 목질부 속으로 침입하는 경우 수피의 

표면을 환상으로 식해한 후 목질부 속으로 침입하거나, 가는 나무에서는 

가지 속을 아래로 먹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 밤나무에서는 후

자의 경우가 많다.

   갱도의 길이는 10~20㎝이고 8월 하순~10월 상순에 성충으로 우화하며, 

최성기는 9월 하순이고 성충의 수명은 1주일이다. 한마리의 산란수는 

3,000~8,000개이며 때로는 1만개 이상 되기도 한다.

   (다) 피해증상

   어린 유충은 잡 의 기를 식해하지만 성

장한 후에는 나무로 이동하여 기에 구멍을 

뚫고 식해한다. 벌 똥과 나무 부스러기를 밖

으로 배출해 침입공 입구를 막아 혹같이 만들

어 놓기 때문에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밤나무

에서는 지표 1m 이하의 역지나 수간이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근원부에 잡 나 낙엽

같은 지피물이 쌓여 있는 경우 피해를 받기 쉬

우며 피해 발견도 늦게 된다.

   피해가 심한 경우 수세가 쇠약해져 밤의 품

질과 수확량이 떨어지며 오리나무좀, 밤나무

기마름병 등 2차 인 병해충 피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에는 인피부

를 고리모양으로 식해하지만 나 에는 기 속을 먹어 들어가며 , 아

래로 갱도를 뚫으면서 식해하므로 피해가 크며, 피해부 는 바람에 쉽게 

부러진다.



   (라) 방제법

   지제부의 피해를 방지하기 하여 5~6월에 밤나무 근원부 주 의 잡

를 깨끗이 제거하여 피해의 조기발견에 노력하여야 한다. 침입공이 깊지 

않을 때는 철사 같은 것으로 유충을 찔러 죽이고, 침입공이 깊을 때는 메

유제, 유제 등 원액 는 10배액을 주사기로 주입하고 입구를 흙으

로 막는다. 피해가 심한 지역에서는 나무로 이동 시기인 7월 에 지제부 

부 에 메 나 유제 100배액을 10일 간격으로 2~3회 살포 는 도포

한다.



제8장  수확 ․선별 ․출하 및 저장



 가. 수확시기

   성숙기에 들어선 밤송이가 처음에 녹색에서 황색, 갈색으로 바 면서 

벌어져 밤송이 내 과실이 자연 낙하하는 시기가 완숙기이다. 시기별로 볼 

때 9월 상순 이 에 수확되는 품종을 조생종, 9월 상순~9월 하순에 수확

되는 것을 생종, 9월 하순 이후에 수확되는 만생종으로 구분한다.

   성숙방법은 품종고유의 특성이 있는데 밤송이로부터 과실이 이탈하

여 자연 낙하하는 품종( 보, 옥 , 유마, 이평 등), 과실이 밤송이 내에 

들어 있는 상태로 낙하하는 품종(출운, 축 , 풍은 등), 상기 과 의 

간정도인 품종(단택, 한, 석추, 은기, 이취 등)으로 나 어진다. 이러한 

품종 특성을 악하여 밤의 수확방법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나. 수확방법

   밤의 수확기간은 일반 으로 조생종이 성숙하는 8월 하순부터 만생종

이 성숙하는 10월 순까지 40~50일간이다. 밤의 수확방법에는 사용수단에 

따라 인력에 의한 수확, 기계에 의한 수확, 수확망(네트)에 의한 수확 등으

로 나 어지는데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밤 수확작업은 인력에 의존하고 있

는 실정이다. 

   통상 밤 수확작업에는 연간 총 소요노동력의 40~60%가 들어가 총 생산

비용  인건비 비 이 아주 높은 편이다. 따라서 수확비용  인건비 비

을 낮추기 해서 기계에 의한 밤 수집기 개발노력이 우리나라를 비롯

한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개발된 제품들을 지에 

용한 결과 효율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리 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수확망(네트)에 의한 수확방법에 해서는 유럽을 비롯한 여

러 나라에서 개발 에 있다. 밤나무 재배에서 밤 수확작업이 차지하는 비

이 매우 크므로 수확작업의 기계화  능률화를 해서는 개발된 수집

기나 수확망에 한 개선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밤송이의 성숙도에 따른 수확방법에는 자연낙과 수확, 완숙구과 수확, 

미숙구과 수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낙과 수확법

   밤송이가 벌어져 과실이 밤송이로부터 분리되어 지표면에 낙하하는 경

우 자연낙과한 과실만을 수확하는 방법이다. 수집된 과실은 품질이 우수하

고 외 도 좋으며 미숙과가 섞일 염려도 없다는 이 이 있다. 그러나 수확

종료 때까지 많은 시간과 노동력이 소요된다.

   노동력 부족 때문에 과실이 떨어진 채로 수일씩 방치해 두면 수분손실

로 인한 량감소, 과육변질, 부패 등 과실품질이 떨어지며, 한 설치류 

등 야생동물의 피해를 받기 쉽다. 그밖에 강우로 인해 과실이 오염되면 

택을 잃고 장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서는 수시로 과실을 수집한 다음 곧바로 온창고에 넣었다가 조기에 

출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완숙구과 수확법

   성숙한 밤송이를 낙하직 에 나무 장 로 가볍게 쳐서 수집하는 방

법이다. 밤송이가 성숙한 상태는 밤송이의 가시가 황색으로 변하고 벌어져 

과실의 좌면은 백색이지만 과피색은 과실특유의 갈색을 띠고 있을 때를 

말한다. 이 방법으로 수집한 과실은 야생동물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다.

   착생된 밤송이의 20% 정도가 벌어진 시기에 성숙된 밤송이를 떨어뜨려 

과실과 밤이 들어있는 밤송이를 분리수집하고 밤이 이탈되지 않은 밤송이



는 밤송이 탈피기를 사용하여 과실을 탈립한다. 이때 동반수집 된 미숙구과

의 과실은 충실하지 못하고 품질이 떨어지므로 별도로 건조하지 않게 음지

에 거  등을 덮어주어 후숙시킨 후 밤송이와 과실을 분리(탈립)시키는 것

이 좋다. 만생종 품종은 이 후숙기간 에 훈증처리를 실시하면 좋다.

  (3) 미숙구과 수확법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밤송이를 모두 낙하시키고 이 밤송이들을 한 장

소에 모아 며칠동안 거  등으로 덮어주어 밤송이의 열개와 과실의 착색

을 인 으로 진시켜 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조생종의 조기출하나 

수확   태풍 등에 의해 낙하한 밤송이의 처리를 해 사용하나 과실의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통상 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다. 수확 시 유의사항

  (1) 수확기 온도와 과실감량  부패

   수확기간 에는 태풍, 강우 등 여러 가지 기상변화가 심한 시기이다. 

따라서 수확작업도 기상변화에 맞추어 실시하는 것이 요하다. 특히 조생

종 밤이 수확되는 시기는 고온이므로 과실이 지표면에 떨어진 후 수분손

실로 인한 과실감량이 일어나며 품종별로 다르게 발생한다<표 8-1>. 그러

므로 과실이 낙하된 상태로 재배지에 오래 방치하지 말고 기에 수확하

도록 하며 한 과실취  시 수분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책이 강

구되어야 한다.

   한 고온 시에 과실을 수확하는 경우 수확시간의 차이는 과실감량이

나 건 과 비율에 많은 향을 다<표 8-2>. 기온이 높지 않은 오  에 

수집한 밤이 감량이 고 건 과도 많으므로 가능한 오  시간 에 밤을 

수집하도록 하고 기온이 높은 오후는 피하는 것이 좋다.



품  종
수확

일시

수확시 량

(g/ )

과실수

(립/ )

감소율(%)

1일차 5일차 10일차 15일차

출  운

이  평

삼조생

유  마

이  취

단  택

옥  

견  청

주  옥

9.07

9.23

9.02

9.23

9.11

9.06

9.12

9.07

9.16

669.8

649.0

668.3

644.2

817.7

704.0

642.8

643.8

695.8

30.8

31.5

46.3

36.8

40.7

44.5

38.8

38.0

40.7

2.2

2.4

1.9

1.4

-

1.9

1.5

2.1

3.5

5.2

4.9

4.7

3.9

23.1

4.2

1.9

4.9

3.2

7.2

7.8

7.2

7.2

24.3

6.5

7.8

6.9

5.5

9.5

10.5

8.8

9.9

26.2

8.1

10.1

9.3

7.8

 실온은 음지의 기온도

수 확

시 간

과실감량(%) 5일 후 
건 과 
비율(%)

비      고
2일후 5일후

오  9시

오후 1시

오후 5시

 2.3

 3.1

11.0

 5.9

 7.5

14.0

65.8

35.3

37.6

고온 시에 수확한 과실은 의외로 과실온도

를 낮추기가 어려우므로 상자나 컨테이

에 넣어 가능한 통풍이 잘되며 온도가 낮

은 장소를 선택하여 보 할 필요가 있음.
  

  (2) 과실의 오염방지

   밤을 수확할 때 풀, 흙, 가시 등의 혼입으로 과실이 오염되어 밤의 품

질을 하시킨다. 날씨가 맑은 날에 수확하는 것이 이상 이나 부득이 비

가 내리는 날에 밤을 수집하게 되면 반드시 수선(물 세척)을 실시한 다음 

그늘에서 건조(풍건)시켜 장하거나 출하하도록 한다.



  (3) 품종별 수확

   밤은 품종에 따라 모양, 색택  품질에 차이가 크다. 재 소비시장에

서도 보, 이평, 옥  등의 품종은 과실의 외 이 뛰어나고 품질이 우수

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생산자들이 밤을 품

종별로 출하한다면, 소비자의 선호도도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망되므로 품종 랜드화가 가능하다. 재까지는 여러 품종들이 혼식되

어 재배되고 있으므로 품종별로 수확과 출하가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최근에 새로이 조성되는 재배지는 품종별로 열식이 권장되고 있으므로 품

종별 수확과 출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확한 밤은 유통  장 에 과육을 가해하는 복숭아명나방과 밤바

구미에 의해 피해과가 많이 발생한다. 복숭아명나방의 경우 밤 표면에 유

충의 식해흔 을 확인할 수 있어 육안선별로 제거가 가능하나 밤바구미류

는 유충이 밤 외부로 탈출하지 않는 한 피해유무를 알 수가 없으므로 반

드시 과실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밤바구미류는 성충을 상으로 한 

약제방제는 효과가 떨어지므로 알에서 부화된 직후인 수확 직후에 훈증에 

의한 과실소독이 효과 이다.

   과실소독 방법에는 과거에는 물속에 침지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하여 

왔으나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최근에는 약제에 의한 훈증이 

리 사용된다.

 가. 훈증

   훈증방법은 약제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이황화탄소의 경우 25 에서 

폐된 용  1 당 80 를 투입하여 18~24시간 동안 훈증을 실시한다. 메

틸 로마이드는 20 이상에서 폐된 용  1 당 50g을 투입하여 2시간 



동안 훈증한다. 단, 3시간 이상 훈증 시 약해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를 

요한다. 인화늄정제는 20 이상에서 폐된 용  1 당 인화늄정제(3g) 

1~2개를 투입하여 24시간 동안 훈증을 실시한다.

   훈증 시 사용하는 약제는 독성이 강하므로 반드시 독극물 취  자격증

이 있는 사람이 취 하여야 한다. 훈증 후 약제가스를 완 히 제거한 뒤 

과실은 그늘에서 과실표면의 습기를 제거한 후 장한다.

간이 훈증 훈증 후 약제가스 배출

 나. 침지

   수확한 밤을 흐르는 물에 24~48시간 동안 물속에 침지한 후 음지에서 

건조한 후 장한다. 과거에 많이 사용하 으며, 2일 이상 침지할 경우 밤

에서 냄새가 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가. 선별

   수확한 밤은 부패과, 충해과, 미숙과, 기형과, 열과 등을 선별하여 제거

한 후 남은 건 과를 상으로 원형선과기를 이용하여 크기별로 선별한다.



구 분 특 소

직경( ) 38 이상 33 ~ 37 27 ~ 32 26 이하

1개 량(g) 25 이상 16 ~ 25 13 ~ 16 13 이하

임산물 표 출하규격(산림청, 2002)

 나. 출하

   선별이 끝난 밤은 출하규격에 맞춰 용기에 넣어 포장한 다음 출하하게 

된다. 최근 시장경향을 보면 과일수록 가격이 높으며 한 출하시기에 

따른 가격차이도 크다. 그러므로 생산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상황을 신

속 정확하게 악하여 출하하도록 해야 하며, 상품성이 높은 과실생산  

품종구성에 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1) 포장규격

   소량 소비자에게는 1 PE 지(속포장), 2, 4, 10, 20 골 지박스 포장

으로 그리고 수집이나 가공업자 등과 같은 량소비자에게는 40 PP자루 

형태로 포장한다.

거래단 종류
외치수( )

길이(L) 비(W) 높이(H)

2 골 지상자 220 145 115

4 골 지상자
220 130 275

250 200 160

8 골 지상자(1 ×8개) 366 220 170

20 골 지상자 550 366 190

40 P.P 1,000±10% 575 -

속포장 : 1



  (2) 기타 유의사항

   포장박스에 품종명을 명시하여 출하할 때는 다른 품종의 밤이 섞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밤은 과실감량이 크므로 량을 엄수해서 

보내야 하며 감량을 고려하여 일반 으로 3~4%의 추가분이 필요하다.

   밤은 수확기간이 어느 일정기간에 한정되므로 일시에 밤이 량으로 

출하되면 생산과 소비의 불균형을 가져와 밤 가격의 하락을 래한다. 따

라서 장을 하면 시장상황을 단하여 유리한 가격으로 시장에 출하할 

수 있다. 한 밤은 다른 과실에 비해서 장성이 좋고 과실취 도 용이하

며, 장기간 보존을 해도 밤의 품질이나 모양이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장

을 통해 소비기간을 연 으로 늘일 수 있다.

   밤은 수확 당시에 미생물에 의해 오염이 되거나 는 상처부 를 통해 

병원균이 침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수확 당시의 상태로 장하게 

되면 장 에 부패과나 병충해과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장 에 미숙

과, 병충해과, 상해과 등의 불량과실을 제거한 후 건 과실만을 장해야 

한다. 그리고 장 인 과실에서도 충해과가 발생하므로 장고에 입고하

기 에 반드시 훈증처리를 하여야 한다.

 가. 장성을 좌우하는 요인

  (1) 수확 시 기상상태

   밤의 장성은 수확 시 일기에 의해 좌우된다. <표 8-5>와 같이 강우 

직후에 수확한 밤과 맑은 날이 지속된 후 수확한 밤을 30일 정도 장했

을 때를 비교해 보면 부패과와 발아과 비율이 자가 후자보다 8% 정도 

많았다.



구  분
조사량

(개)

이상과실 비율(%) 과실

표면

매가능

비율(%)

수확 시

함수량(%)부패과 발아과 계

강우 시 채취

맑은날 채취

500

500

8.2

1.8

2.0

0.4

10.2

 2.2

불량

양호

77.1

92.8

59.7

60.8

  (2) 과실의 수분함량

   수확 후 바로 장한 것과 건조시킨 다음 장한 과실을 비교해 보면 

자는 발아과실이 많은 반면에 후자는 부패과실이 많아지고 과실표면도 

색이 변해 외 이 나빠진다. 그러므로 수확 후 과실이 건조하지 않도록 가

 빨리 장하는 것이 좋다. 수확 시 약간 건조한 상태로 수집된 밤은 

하루 정도 수침을 하여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게 한 후 장하기도 한다.

  (3) 수확 시 과실취

   조생종과 생종의 일부 품종 등 9월 순 이 에 수확되는 경우 외기

온도가 높아 과실을 수확 후 쌓아두면 호흡작용에 의한 발열이 일어나 부

패과실이 많아지고 외 이 불량해진다. 밤을 수확 후 일정시간 방치했다가 

장한 것과 수확 직후 바로 장한 것의 호흡량과 증산량을 비교해보면 

후자가 작다. 따라서 외기온도가 높을 경우에는 수확 즉시 곧바로 수거한 

후 온창고로 옮겨 과실의 품질 하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구   분 부패과(%) 발아과(%) 계(%) 과실표면

발열된 밤

보  통 밤

68.4

 5.0

16.0

 3.8

84.4

 8.8

불량

양호  



  (4) 장조건

   장온도는 밤 과실의 장성에 크게 향을 미친다. 장온도가 높으

면 미생물의 활동이 왕성해져서 부패가 빨라져 부패과실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발아과실도 많아진다. 밤 과실의 발아온도는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빠른 품종은 10 가 되면 발아한다. 그러나 이 온도조건에서도 습도가 부

족하면 발아가 되지 않는다.

   2 온 장 조건에서 장기간별로 부패과의 발생비율을 조사한 결

과 온 장 2개월까지는 화조생 등 소수의 품종을 제외하고는 부패과

( )나 발아과( )가 거의 찰되지 않았으나 3개월 이후부터는 부

패과의 비율이 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8-2>. 따라서 

장기간  손실을 이기 해서는 장  과실선별  훈증을 철 히 

하고 장성이 낮은 품종은 장 3개월 이 에 조기에 출하하도록 하며, 

장성이 우수한 품종을 상으로 장기간 장하도록 한다.



  (5) 품종

   밤 과실은 품종에 따라 장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온 장 8개월 동안 부패과의 비율이 5% 이하로 장성이 매우 우수한 

품종으로는 창방감율(0.8%), 은기(2.0%), 평기(2.8%), 미풍(3.6%)으로 조사되

었으며, 부패과의 비율이 30% 이상으로 장성이 떨어지는 품종은 박미2

호(34.4%), 옥 (52.4%), 축 (33.6%) 등으로 나타나 장성이 품종 고유의 

유 인 요인에 의해 크게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품 종

2개월 4개월 6개월 8개월

부패과
율(%)

발아과
율(%)

부패과
율(%)

발아과
율(%)

부패과
율(%)

발아과
율(%)

부패과
율(%)

발아과
율(%)

단택 0.0 0.0 5.2 0.0 6.0 0.0 8.8 0.8

이취 0.0 0.0 0.4 0.0 0.4 0.4 4.4 6.8

출운 0.0 0.0 2.0 0.0 4.4 0.0 7.6 0.0

은 0.0 0.0 4.8 0.0 5.6 0.0 16.4 0.0

보 0.4 0.0 4.0 0.0 4.4 0.0 5.6 0.0

한 1.2 0.0 5.2 0.0 14.4 0.0 23.2 0.8

박미1호 0.8 0.0 7.2 0.0 15.6 0.0 19.2 0.0

박미2호 0.4 0.0 2.4 0.0 26.4 0.0 34.4 0.0

병고57호 0.0 0.8 1.6 12.8 5.2 16.0 6.4 16.8

옥 0.0 0.0 0.4 0.0 28.4 0.0 52.4 0.4

유마 0.8 0.0 6.8 0.0 9.6 0.0 12.4 1.2

이평 0.0 0.0 4.0 0.0 10.0 0.0 12.4 0.0

창방감율 0.0 0.0 0.4 0.0 0.8 0.0 0.8 0.0

축 0.4 0.0 15.6 0.0 25.6 0.0 33.6 0.0

평기 0.0 0.0 1.2 0.0 2.8 0.0 2.8 0.0

미풍 0.8 0.0 1.6 0.0 2.0 0.0 3.6 0.0

석추 1.2 0.0 4.0 1.6 12.0 1.6 17.2 1.6

은기 0.0 0.0 0.0 0.0 1.2 0.0 2.0 0.0

장조건 : 온도 2±1 , 폴리에틸 (PE) 비닐 장



   밤 장 에 발생하는 부패는 주로 종실탄 병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열과( )가 많은 품종일수록 부패과의 비율이 높아 열과가 과

실의 부패에 직 인 향을 래하는 원인으로 여겨진다. 이는 밤 과피

의 갈라진 틈으로 종실탄 균 등 과실의 부패를 조장하는 미생물의 침투

가 용이한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열과가 비교  많은 이평, 

박미2호 등의 품종은 수확 후 장기간의 장은 지양하고 가능한 장 3개

월 이내 조기에 출하하는 것이 좋다.

   장 에 발생하는 발아과는 소수의 품종에서 찰되었는데 병고57호

의 경우 온 장 3개월째부터 찰되기 시작하여 6개월째에는 16.0%가 

발아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 장에는 부 합한 품종으로 단된다.

 나. 장방법

  (1) 실온(상온) 장

   (가) 노천매장

   종자용 밤을 보존하는데 합한 방법으로 규모 장에는 부 합하다. 

장방법은 직사 선이 닿지 않는 배수가 양호한 장소에 구덩이를 크게 

고 밤과 젖은 모래를 교 로 넣어 채운 나무상자( 는 과실 재용 라

스틱 상자)를 치시킨다. 상자주변은 동물(쥐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상자외부를 굴취해낸 흙으로 채우고 복토하여 건조가 되지 

않게 한다. 노천매장은 수확 후 2개월까지는 품질이 떨어지지 않게 장할 

수 있으나 과실의 외 이 떨어지므로 시장 매에는 부 합하다.

   (나) 수침 장 

   실온에서 가공원료용 밤을 단기간 장하는데 이용되는 방법이다. 장 

 물을 갈아주지 않으면 물속의 용존산소가 부족해져 밤의 부패가 일어

난다. 이 게 장한 밤은 냄새가 나므로 생식용으로는 당하지 않다. 



  (2) 온(냉장, 냉동) 장

   (가) 비닐 지 장 

   가정에서 소량의 밤을 장할 때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폴리

에틸 (두께 : 0.03~0.06 ) 비닐 지에 밤을 넣어 한 후 2~4 의 냉장

고에 장한다. 이때 지에는 바늘, 송곳 등으로 구멍을 뚫어 다. 냉장 

 온도가 5 이상이 되면 부패과실이 발생할 수가 있다. 본격 인 냉장

에 앞서 비냉각을 해두면 좋으며, 장 가능기간은 2개월 정도이다. 0~

1 정도로 유지되는 김치냉장고의 경우 6개월 이상 장이 가능하다.

   (나) 수침 온 장 

   가공원료용 밤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수침은 상온의 방

법과 동일하게 실시한다. 냉장고(빙결이 일어나지 않는 온, 0±1 )에서 

장기 장 후에도 품질 하가 어 가공 성이 뛰어나다. 장할 때 유의사

항으로는 완숙과실을 이용하고, 장용기는 장량에 합한 것을 선택하

며, 과실이 물에 충분히 잠긴 상태로 두며 월 1~2회 물을 갈아 다.

   (다) 동결 장 

   일반 냉장 장에서는 3개월 이상이 되면 과피가 흑변하거나 과육이 갈

변되며 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 의 하나

는 밤을 속 냉각시켜 동결상태(-25~-40 )로 보 했다가 해동시켜 사용하

는 방법으로 해동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육의 변화나 장기간  밤의 변

질 등이 다는 장 이 있다. 일본 효고  앙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한 

방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먼  수집된 과실을 0 에서 냉장 장한다. 이때 과육의 분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당화가 일어나는데 보통 4~6주일이면 서당함량이 3~4배 증가

하여 10~12%로 된다. 감미가 최고로 증가된 시 에서 -25 냉장고로 옮



겨 냉동 장한다. 사용 시에는 압력솥과 같은 용기를 이용해서 가압 가열

처리(120 , 10분)하면 맛있는 삶은 밤이 된다.

   (라) CA(Controlled-Atmosphere Storage) 장

   CA 장이란 이산화탄소 농도와 온을 결합시켜 장고 내 기  

가스성분 비율(질소, 산소, 이산화탄소)을 인 으로 조 하여 밤을 장

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러나 이 방법을 실용화하기 해서는 용시설이 

필요하며 막 한 운 자 이 소요되므로 국내에서는 일반 으로 실용화되

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충남 부여의 B 농조합이 CA

장방법으로 품질을 장기간 유지시키면서 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운  에 있다.

   CA 장용 온설비는 국내외 기술을 이용하 으며 필수장비로는 장

밤의 호흡에 따른 에틸 가스 발생을 제거해 주는 장치, 이산화탄소 제거

장치, 질소발생기, 컴퓨터 자동조 장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 인 장과정은 밤 수집 훈증처리(이황화탄소 : 13~15시간)

세척(오존수 이용) 비 장(20일간 : -2 ) 본 장(출하 시까지 : -1.5 )

출하 등의 과정을 거치며, 냉각방식은 간 냉각방식을 채택하 다. 

장  가스농도는 질소 78%, 산소 5~7%, 이산화탄소 3%가 유지되도록 컴

퓨터에 의해 자동제어 된다.



구교상외 14인. 2001. 밤나무 재배 리 기술. 임업연구원. 124p.

국립산림과학원. 2006. 임목육종 50년사. 28p.

김만조, 김선창, 이 욱. 2006. 한국의 밤나무 품종. 국립산림과학원. 43p.

김만조, 이욱, 김선창, 황명수, 권용희, 이문호. 2006. 밤 재배품종의 수확 

후 과실 품질  온 장  밤 과실 당도  경도 변화. 한국

임학회지 95(6) : 672-679.

김만조, 황명수, 김선창, 이 욱. 2007. 한국의 밤나무 재배품종에 한 밤

나무혹벌 내충성 검정. 한국임학회지 96(3) : 295-299.

김만조. 2004. 토종밤나무 자원을 이용한 밤나무 신품종 육성. 국립산림과

학원 수요열린세미나 자료집. pp 91-97.

김만조. 2005. 갱신고 기술을 이용한 밤나무 조기검정기법 개발. 산림과

학정보 172 : 8-9.

김만조. 2005. 미국밤나무 내병성 육종  밤나무림 복구방안에 한 연

구. 국비단기개인훈련보고서. 38p.

김만조. 2005. 산림수종 육종 황  품종육성. 한국종자연구회지 2(1) : 19-36.

김선창 등. 2005. 밤나무 노령임분 갱신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농림

기술개발사업 최종연구보고서. 52p.

김선창, 김만조, 황명수, 이문호. 2003. 밤나무 품종육성 배경과 성과. 산림

과학논문집 66 : 145-158.

김선창, 안창 , 권 진, 박치선. 1982. 밤나무의 시비량 조   낙과방지

에 한 연구. 임육연보. 18 : 92-101.

김선창, 안창 . 1983. 밤나무 목묘 16품종의 한해피해, 수확량, 목불

화합성연구. 임육연보. 19 : 108-112. 



김종국. 1999. 밤나무혹벌의 기생천  Torymus sinensis에 한 생태학  

연구. 한국응용곤충학회지 38(2) : 85-91.

농 진흥청. 2001. 식품성분표. 79-80.

박승걸, 안창 , 김선창. 1978. 붕사시용에 의한 밤 낙과방지에 한 연구. 

임육연보. 14 : 40-49.

산림청. 1999. 주요 임산물의 산지유통체계  표 규격화에 한 연구. 11p.

안창 , 김기철, 김선창, 박치선. 1989. 밤나무 人工交配에 의한 受粉樹 品

種 選拔. 임육연보. 25 : 166-170.

안창 , 김선창, 박치선. 1984. 정, 시비, 간벌에 의한 밤나무혹벌 방제에 

한 연구. 임육연보. 2 : 126-131.

안창 , 황명수. 1993. 밤나무 주요품종의 수확기, 과실형질에 한 연구. 

임육연보. 29 : 89-95.

이 욱, 김만조. 2004.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한 밤나무 화분의 외부형태학

 고찰. 한국임학회지 93(1) : 10-15.

이용수, 강귀동, 김학록, 홍천유. 1977. 밤나무 주요 15개품종의 재배  특

성조사 연구. 한국원 학회지 18(1) : 17-21.

최 식. 1998. 복숭아명나방 성충의 활동리듬과 밤나무림에서의 발생생태. 

서울 학교 학원 박사학 논문. 101p. 

Bounous, G., J.H. Craddock, C. Peano and P. Salarin. 1992. Phenology 

of blooming and fruiting habits in Euro-Japanese hybrid 

chestnut, In: Chestnut Tree Breeding, Propagation and 

Physiology. Proc. International Chestnut Conference. Morgantown, 

USA. pp. 117-128.

Callahan, A.M. 2003. Breeding for fruit quality. Acta Horticurturae 622 

: 295-302.



Famiani, F., P. Proietti, A. Palliotti, F. Ferranti and E. Antognozzi. 2000. 

Effects of leaf to fruit ratios on fruit growth in chestnut. 

Scientia Horticulturae 85 : 145-152.

Jaynes, R.A. 1963. Biparental determination of nut characters in 

Castanea. J. Heredity 54 : 84-88.

Nakamura, M. 1992. Elongation of styles and optimum pollination time 

in Japanese chestnut(Castanea crenata Sieb. et Zucc.). J. Japan. 

Soc. Hort. Sci. 61(2) : 265-271. 

Nakamura, M. 2001. Pollen tube growth and fertilization in Japanese 

chestnut(Castanea crenata Sieb. et Zucc.). J. Japanese Soc. for 

Horticultural Sci, 70(5) : 561-566.

Nomura, K., Y. Ogasawara, H. Uemukai and M. Yoshida. 1995. Change 

of sugar content in chestnut during low temperature storage. 

Acta Horticulturae 398 : 265-276.

Proietti, P., A. Palliotti, F. Famiani, E. Antognozzi, F. Ferranti, R. 

Andreutti and G. Frenguelli. 2000. Influence of leaf position, 

fruit and light availability an photosynthesis of two chestnut 

genotypes. Scientia Horticulturae 85 : 63-73.

Tanaka, K. 1992. Chestnut breeding for superior cultivars with facility 

of peeling by biochemical and genetic evaluation. Japanese 

Fruits(Oct.) : 78-79.

中原照雄. 1964. くり主要品種間の交配結實性と柴栗の授粉樹としての價値. 

兵庫縣林試報告. 9 : 43～56.

井上弘明, 伊東秀夫, 長瀨辛夫, 新良貴宗彦. 1984. くりの擔果能力に關する

硏究(Ⅱ). 收量構成の解釋. 日本大學農獸醫學  學術硏究報告 41 : 

15～23.



井岡 寬, 塚本 實. 1954. 栗花粉の飛散狀況調査. 果試硏報 28 : 144～145.

埼玉縣 農林部. 1967. くり栽培の手引き. 果樹栽培指針.

志村 勳, 安野正純. 1971. くりの含果數に及ぼす授粉時期の影響. 育種學雜

誌 20 : 133～134.

査永成. 2000. 板栗豐産栽培 新技術. 浙江科學技術出版社, 杭州. 4p.

梶浦 實, 金戶摘夫, 佐藤敬雄, 松永晴夫, 安野正純. 1969. くりの新品種"石

追"について. 園藝硏報. 8 : 1～6.

橫山 綠, 前田千秋. 1957. 兵庫縣山崎地方におけるくりの開花時期と自殖の

結實率について. 林學講演集.

猪崎政敏. 1978. クリ栽培の理論と實際. 博友社. 38p.

王恒明等. 2000. 板栗優良品種及其豐産優質栽培技術. 中國林業出版社, 北京. 6p.

竹田 功. 1996. クリ- 栽培から加工賣り方まで. 農山 村文化協 .

荒木 齊, 藤原俊一, 藤原辰行, 山一夫. 1988. くりの更新せん定に關する

硏究. 第 1報. 低收高木園における更新せん定技術の體系化. 兵庫

縣中央農業技術センター硏究報告 36 : 35～46.

荒木 齊, 藤原俊一. 1993. クリの低收高整枝․せん定と樹冠間隔が園地の生

産構造並びに收量と果實重に及ぼす影響. 近畿中國農業硏究 86 : 

13-24.

荒木 齊. 1981. クリの結實に關する生理生態的硏究. 兵庫縣農業總合セン

ター特別硏究報告. 42p.

荒木 齊. 1997. クリ栽培の實際. 農山 村文化協 .

靑木秋廣. 坂本秀之. 1963. くりの授粉試驗. 栃木農試硏報. 7 : 63～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