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용 뽕나무 재배 요약

본 자료는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 성규병연구관의
“오디 생산용 뽕나무 재배” 자료를 발췌·요약한 것입니다

농촌진흥청
지도정책과
강소농지원단

□ 오디의 기능성
○ 고의서 기록
- 간장과 신장을 보익
- 음혈(陰血)을 길러줌
* 하수오(何首烏)와 같은효능
오

디 : 양혈거풍(養血去風)

하수오 : 양혈검정(養血劍精)
- 강장(强壯), 진통약으로, 번민으로 잠이 안올 때, 귀울림,
눈이 잘 안보이는 증세, 변비, 요통과 무릎이 약한 증세,
筋骨不利 등에 응용

○ 현대의학
- 저혈압, 불면증, 당뇨, 알콜중독증 등
- 몸에 좋은 고밀도 콜레스테롤 상승 및 중성지질 저하
- 간독성 저하
- 항암물질(레즈베라트롤) 고함유
- 항노화 억제색소(C3G) 고함유
※ 항노화 색소 (C3G : cyanidin-3-glucoside)의 기능성
- 노화억제 : 거억손실 방지 및 동작조정
- 망막장애 치료 및 시력개선(로돕신 재합성 촉진)
- 망막 모세혈관 강화
- 요도염 예방 및 치료 : 대장균의 요도부착 억제
- 항산화 작용 : 토코페롤(Vit. E) 대비 최고 7배 강함
- 콜레스테롤 저하
- 항균작용

□ 오디 생산용 뽕나무 품종
○ 오디 생산용 뽕나무 품종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뽕나무 유전자원 보존포에서 오디
생산에 유망한 품종을 선발, 육성하고 있으며
- 오디 생산용 품종은 대성, 대자, 대붕, 수홍, 심홍, 상베리, 상촌이고
- 누에 사육용 품종중 오디용으로 재배되고 있는 청일뽕, 수성뽕, 수원
뽕이 있고 묘목생산업자들이 공급하는 익수뽕, 과상2호 등이 있다
- 품종 선택은 오디의 품질, 크기, 병해충 저항성, 수량성, 오디색, 심은
후 결실년도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 오디전용 품종
품종명

대성
(‘04)

대자
(‘06)

특 성

재배 유의사항

○휘카스를 4배체로 만든 품종 ○균핵병 방제 철저
○비교적 크고 수량성이 높음
○나무를 적게 키우고, 수확한 다음
○심은 후 2년차부터 수확 가능
가지를 잘라 잔가지 확보
○당도는 비교적 낮지만 (11-13°Brix), ○퇴비시용등 당도향상 재배
C3G, 루틴 등 고함유 기능성품종 ○낮추만들기로 키우고 손수확
○오디 균핵병에 비교적 약함
○심는거리
○ 청일뽕보다 약간 늦은 중생종 3-4 x 2-3m
○국상20호를 4배체로 만든 품종 ○크게 키워야 수량성이 높음
○오디 결실성이 좋으며, 크기는 ○낙과되기 쉬우므로, 수확기에 비닐
대과형으로 매우 부드러움
등을 깔아 낙과 수집 이용
○검붉은 색 고당도(15-17 °Brix) ○중간만들기로
심는 것이 유리
○미숙과도 낙과되기 쉬움
○심는거리
:
4
x
3-4m
○청일뽕과 비슷한 시기 수확

○대도상을 4배체로 만든 품종
○비교적 단단하여 생과 유통 가능
대 붕 ○약간 크고, 다수성 품종
(‘07) ○오디의 품질은 약간 낮음
(13-14 °Brix)
○청일뽕과 비슷한 수확시기

○특별한 주의점은 없음
○퇴비시용 등 당도향상 재배
○낮추만들기, 중간만들기 다 가능
○심는거리
낮추만들기 : 3-4 x 2-3m
중간만들기 : 4 x 3-4m

품종명
수홍
(‘08)

심흥
(‘09)

상베리
(‘10)

특성
재배 유의사항
○붉은색 오디 결실
○익었을 때 오디는 비교적 단단함
○오디의 크기는 중형정도,
○익었을 때의 검붉은 색으로 검은색
향이 좋고 당도가 높아 품질이 오디와 차이가 있음
우수(15-16 °Brix)
○수형은 중간만들기, 낮추만들기
○수량성은 높은 편이며, 심은 후 다 가능
2-3년차부터 수확가능
○심는 거리
○씨앗이 많이 함유되어 있음
중간만들기 : 4x3-4m
○만생종(청일뽕 1주일 정도 늦음) 낮추만들기 : 3.5 x 2-2.5m
○중형 정도의 검은색 오디 결실
○당도는 청일뽕보다 약간 낮음 ○특별한 유의 사항은 없음
(13-14°Brix)
○수형은 중간만들기가 좋음
○수량성은 높은 편이며, 심은 후 ○심는 거리
2-3년차부터 수확가능
중간만들기 : 4x3-4m
○중생종(청일뽕과 비슷한 숙기)
○균핵병에 약간 강한 편
○ 대형의 검은색 오디 결실
○균핵병 방제 철저
○ 당도는 청일뽕 보다 낮음
○퇴비시용 등으로 당도향상 재배
(10-12°Brix)
중간만들기 가능
○ 수량성은 높은편이며, 심은 후 ○낮추만들기,
○심는거리
2~3년차 부터 수확 가능
낮추만들기 : 3-4 x 2-3m
○ 오디 균핵병에 비교적 약함
○ 청일뽕과 비슷한 숙기(중생종) 중간만들기 : 4×3-4m

○ 중과형의 검은색 오디 결실 ○균핵병 방제 철저
○ 당도는 청일뽕 보다 높음
중간만들기 가능
상 촌 ○ 수량성은 높은편이며, 심은 후 ○낮추만들기,
○심는거리
(‘11) 3년차 부터 수확 가능
낮추만들기 : 3-4 x 2-3m
○ 오디 균핵병 저항성 보통
○ 청일뽕보다 빠른 숙기(조생종) 중간만들기 : 4×3-4m

○ 오디 생산용으로 이용 가능한 품종
품종명

특

성

○뽕잎생산용으로 많이 보급된 품종
(엽질이 좋고 병해충에 강한 품종)

○오디는 비교적 작다

청일뽕
(농진청)

재배 유의사항
○청일뽕으로 보급되는 품종중
숫꽃만 피는 유사품종이 보급되
고 있으니 주의요망
○나무가 크게 자랄수록 수확량이

○향이 좋고 고당도 (15~16°Brix)

늘어나므로 넓게 심어 크게 키우

○익은 오디는 잘 떨어지므로 흔들

는 것이 유리

어 수확가능

○예를 들면 6 x 6m 간격으로 사

○수량성은 보통

이에 조기 결실성 품종을 심어

○심은 후 3년차부터 수확 가능

수확 후 커감에 따라 간벌

○수확시기 : 중생종

○중간만들기 이상으로 크게 키움
○비닐 등을 깔고 흔들어 수확

○오디 결실성이 좋다
○오디 크기는 청일뽕보다 약간 큼
○숫꽃이 먼져 피고 난 다음에
암꽃이 많이 핌

수원뽕

○수량성은 청일뽕과 비슷한 수준

(농진청)

○품질은 청일뽕보다 떨어짐
(당도 : 13~14°Brix)
○일부 지역에서 대축면으로 알려짐

○특별한 유의점은 없음
○당도향상을 위해 퇴비위주 재배
○수형은 중간만들기로 하는 것이
유리함
○비닐 등을 깔고 흔들어 수확
○심는 거리 : 4 x 3~4m

○수확시기 : 조생종
(청일뽕보다 7~10일 정도 빠름

○YK-209로 알려진 품종
○잎에 GABA, 루틴이 고함유된 기 ○늦게까지 자란 가지는 끝마름이
능성 품종임
심하므로 질소질 비료 제한 시비

수성뽕

○오디가 비교적 크고 다수성 품종

(농진청)

○오디의 품질은 보통
(당도 : 13~14°Brix)
○생육이 왕성하여 늦게까지 자람
○청일뽕보다 3~4일 정도 빠름

○수형은 낮추만들기,
중간만들기 둘다 가능
○비닐 등을 깔고 흔들어 수확
○심는 거리 : 4 x 3~4m

품종명

특성

재배 유의사항

○ 지역에 따라 울트라뽕, 한울2호 등 ○ 오디 균핵병에 약하므로 방제철저
의 이름으로도 불림
○ 청일뽕보다 오디가 크고 검은색 ○ 가지 마름병에 약하므로 방제철저
익 수 오디 결실
(민간) ○ 당도는 비교적 낮은편이나, 완숙시 ○ 당도가 약간 낮으므로, 퇴비위주재배
높음(10-14 °Brix)
○ 수형은 낮추만들기가 유리
○ 2년차부터 결실되며, 수량성이 ○ 심는거리 : 3-4 x 2-3m
높은 편임
○ 늦서리 지역에 심지 말 것

○ 외국 도입품종(무자대십으로 판단)
○ 심은 후 2년부터 생산 가능한 ○ 추위에 약하므로 추운 곳 심지 말 것
대과형 다수성 품종
○ 병해충에 약하므로 병해충방제철저
○오디 씨가 거의 없으며 고당도 (좀벌레, 가지마름병 등)
(15-16 °Brix)
○조생종으로 일찍 싹이 터, 늦서리 ○ 생리적인 장해가 많으므로 수세
강하게 키울 것
과상2호 피해 우려
(민간) ○가지무름병, 오리나무 좀벌레 피해 ○ 오디 수확직후 눈 2-3개 남기고
극심
가지를 잘라주는 전정 실시
-특히 심은 후 3년차에는 병발생이 (낮추만들기가 유리)
매우 심함
○ 오디는 좋지만 단점이 많으므로 심을
○ 생리적인 장애가 많이 발생
때 병해충 방제 및 기상문제에 대비
○ 내동성이 약함(부안, 고창 등
해변가에 적응)
○ 하우스 재배시 조기수확 및 병피해
경감가능

□ 오디용 뽕나무 심기
○ 뽕밭적지 선정
- 표

고 : 경영상 재배한계는 중북부 지방 500, 남부지방은 600m 정도

- 경사도 : 경사도 15~25% 정도까지는 등고선식 또는 간이계단식으로
이용가능 하나 기계화를 위해서는 평지가 적당하다
- 천수답 : 배수가 잘 되도록 주위에 배수로를 파주고 두둑식으로 조성

○ 뽕밭 만들기 전 토양개량
- 토양 물리성 개량
· 뽕밭 토양은 양토 또는 사양토가 좋다
· 자하수위가 높은 밭은 배수로를 잘 만든다.
· 구덩이를 깊게 파고 심는 것이 나무의 생육을 위해 중요하다.
- 토양 화학성 개량
<토양산도>
· 토양의 pH가 6.5이하로 산성인 경우, 뽕나무를 심기전에 토양검정을
통해 적정량의 농용석회를 주어 토양을 개량한다.
· 보통의 밭에서는 10a당 200~300kg의 농용석회가 필요하다.
<유기물 함량>
· 뽕밭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3% 이하인 경우 뽕나무 생육이 불량하므로
완숙퇴비를 10a당 2톤 이상 준다.
· 볏짚 또는 보리짚과 같이 썩지않은 유기물을 직접 뽕밭에 주었을 때는
일시적인 질소이탈 현상을 막기 위하여 유기물 1톤당 요소 20kg을
같이 뿌려준다.
<유효인산 함량>
· 개간지 토양은 일반적으로 인산함량이 부족하기 쉬우므로 용성인비를
10a당 100~150kg을 주어 생산성을 높인다.

○ 심는 시기
- 가을(11월 중순이후)심기
· 일손이 비교적 한가할 때 심을 수 있음
· 심은 뒤 흙과 뿌리가 잘 다져져서 이듬해 뿌리발육에 도움
- 봄(3월 하순경)심기
· 겨울동안에 동해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꼭 봄에 식재

○ 심는 방법
- 아래 그림과 같이 구덩이의 깊이와 너비를 45cm로 파서 퇴비와 비료
를 넣고
- 묘목의 청수부(접목부위)가 지표면에서 10cm 밑에 위치하도록 흙을
채운다.
- 가을에 심을 경우는 그루주위를 잘 밟아 준 다음 흙으로 북을 주어 월
동중 동해를 받지않게 한다

뽕나무 식재 후의 모양

○ 오디용 뽕나무 식재 거리와 10a당 주수
이 랑 사 이 나 무 사 이 10a당 식재수
(cm)

(cm)

(그루)

낮추만들기

250~300

200~250

133~200

중간만들기

300~400

250~300

83~133

○ 낮추 만들기 적합품종
- 적
- 가

합 : 대성뽕, 과상2호, 익수뽕 등
능 : 수원뽕, 목상, 수성뽕

- 부적합 : 청일뽕, 대자뽕

○ 중간 만들기 적합품종
- 적

합 : 청일뽕 대자뽕, 수성뽕(YK209)

- 가 능 : 수원뽕, 목상, 수성뽕
- 부적합 : 대성뽕, 과상2호, 익수뽕

○ 낮추만들기 순서

심은 직후

생육중

낙엽진 후

심은 후 1년째

봄 발아전

오디수확 직후

낙엽진 후

심은 후 2년째

봄 발아전

오디수확 직후

심은 후 3년째

낙엽진 후

○ 3년에 중간만들기 순서

심은 후

생육중

낙엽진 후

심은 후 1년차

눈트기 전

생육중

낙엽진 후

심은 후 2년차

눈트기 전

생육중

심은 후 3년차

낙엽진 후

○ 2년에 중간만들기 순서

심은후

생육중(6하-7상)

잘라준 후 생육

낙엽진 후

(= 표시부위에서 잘라준다)
심은 후 1년차

눈트기 전

생 육 중

낙엽진 후

심은 후 2년차

눈트기 전

오디수확 직후

새가지를잘라준다

심은 후 3년차 이후

낙엽진 후

□ 오디용 뽕밭 비료주기
○ 시비 요령
- 퇴비위주로 재배하는 것이 오디품질 향상에 좋다.
- 석회와 퇴비 주는 시기 및 시비량
․ 시

기 : 낙엽진 후(11월)부터 수액이동 전(3월 중하순)까지

․ 시비량 : 석회 300kg, 퇴비 2,000kg/10a당

○ 봄비료
- 3월 하순까지 시비를 끝냄
- 과수원에서와 같이 뿌리 근처에 골을 파고 유기물과 화학비료를 한꺼
번에 주고 흙으로 덮어준다
- 해가 지날수록 시비하는 골을 그루터기서 바깥쪽으로 확대
- 봄비료는 일년 주는 량의 40%를 준다

○ 여름비료
- 오디수확 후 바로 가지정리하고 여름비료 시비
- 자라는 기간이 봄보다 길어 일년 주는 량의 60%를 준다
- 퇴비를 많이 줄 경우 요소는 적게 주고 인산 칼리는 그대로

○ 뽕밭 시비량(10a당)
시비량
수령

성분량(kg)

봄비 료(kg)

여름비료(kg)

질소

인산

칼리

요소

용인

염가

요소

용인

염가

해

6.3

2.8

3.8

5.6

5.6

2.4

8.4

8.4

3.6

2 년 째

15.0

6.5

9.0

13.2 13.2

6.0

20.0 20.0

9.0

3년이후

18.0

7.8

10.8

15.6 15.6

7.2

23.4 23.4 11.8

첫

<병·해충 방제>
□ 뽕나무이
○ 피해 상태
- 애벌레가 잎뒷면에 살면서 즙액을 빨아먹어 잎이 오그라듦
- 5월 하순경에 흰 분비물이 뽕잎과 오디를 덮음
- 몸에 분비물이 닿으면 가려움증을 나타내는 등 2차 피해 발생

○ 형태 및 생활사
- 어른벌레는 몸길이가 4mm정도이고, 머리는 삼각형, 몸은 황색 또는
황갈색이며, 날개는 투명하고 검은 반점이 많으며, 배는 방추형이다.
- 알은 타원형으로 긴 지름이 0.3mm이고 알을 낳은 직후에는 백색이나
부화 직전에는 담황색이 된다.
- 애벌레는 담황색으로 몸길이가 3mm이며 배끝에서 실모양의 흰 납물질
을 분비한다.
- 1년에 1회 발생하고 어른벌레로 잡초 속에서 겨울을 난다.
- 암컷은 5월 초순부터 가지의 어린 잎에 잎당 10~50개씩 총 200~300
개의 알을 낳고 산란 후 2주일이면 알이 부화한다
- 산간지나 밀식 등으로 통풍이 잘 안되고 음습한 뽕밭에 많이 발생한다

○ 방제법
- 뽕밭의 잡초를 제거하고 전지·전정을 철저히 하여 통풍 잘 되게 한다.
- 흰색 납물질이 날리기 전에 피해가지 및 잎을 잘라 태운다.
- 이른 봄 겨울눈이 틀 무렵 DDVP유제, 디프수화제 등을 1,000배액으
로 희석하여 잎의 앞뒷면과 뽕나무 주변에 있는 잡초에도 충분히 살포

피해 잎

눈에 붙은 어른벌레

□ 오리나무 좀벌레
○ 피해상황
- 1차 피해는 줄기에 침입공을 내어 수액을 유출시키는 것이다
- 가장 큰 피해는 오리나무좀 유충이 먹고 자라는 암브로시아균에 의한
줄기고사 피해이다
- 암브로시아균은 오리나무좀과 공생관계로서 좀이 침입할 때 줄기에 감
염되어 증식을 한다.
- 이들에 의해 나무의 통도조직이 파괴되어 침입공 위쪽의 줄기가 고사

○ 형태 및 생활사
- 오리나무좀의 유충은 증식된 균을 먹고 자라 우화하여 성충이 된다.
- 암컷의 체장은 2.0~2.3mm이고 짧은 원통형이며 체색은 광택이 있는
흑갈색 내지는 흑색이다.

○ 방제법
- 밤나무가 많은 인근에서는 뽕나무 재배를 가급적 피한다.
- 성충이 출현하는 6월 하순부터 7월에 오디를 수확한 나무는 전정을 한
후 메프유제나 파프유제 500배액을 줄기가 흠뻑 젖도록 10일 간격으
로 2회 살포한다.
- 성목에서는 침입한 부위를 잘라내고 조직이 부패되지 않도록 도포제를
처리하여 오리나무좀이 다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 침입공에는 주사기를 이용하여 메프나 파프유제 500배액을 주입한다

피해 가지

피해 가지

□ 뽕나무 애바구미
○ 피해상황

- 뽕가지에서 겨울을 난 어른벌레는 4월 초·중순부터 겨울눈을 갉아 먹
어 봄철 싹을 못트게 하는 원인이 된다.
- 잎이 핀 뒤에는 잎자루나 새순의 밑부분을 갉아 먹는다.
- 특히 봄베기나 여름베기 뒤에 트는 눈을 파먹어 그루당 가지수가 적게
나오고 피해가 심할 때는 나무 전체가 말라 죽거나 새순은 기부에서
부러지는 수도 있다.
- 피해가 가장 심한 시기는 이른 봄철과 봄베기나 여름베기 한 직후다.

○ 형태 및 생활사
- 뽕나무 가지에서 월동한 어른벌레는 이른 봄철(4월 초순)부터 활동
- 어른벌레는 몸길이가 4mm 정도로 흑색이며 쌀바구미와 비슷하다.
- 1년 1회 발생, 어른벌레 상태로 뽕가지 목질부에서 월동하나 남부지방
에서는 유충으로 월동하기도 한다.
- 겨울눈 부근에 알을 낳고 부화된 애벌레는 목질부에 구멍을 뚫고 형성
층을 먹으며 약 40~50일이 지나면 번데기가 되고 그 후 약 10일이 지
나면 어른벌레가 된다.

○ 방제법
- 겨울동안 반정도 말라죽은 상태의 가지는 잘라 버린다.
- 4월 초·중순경 활동이 시작되면 즉시 방제한다.
- 방제는 지오릭스 유제(또는 분제)나 파프유제를 뿌려준다

어른 벌레

새순의 피해 증상

□ 오디 균핵병
- 곰팡이병으로 오디에만 전염한다.
- 병걸린 오디는 익어도 회백색을 띠고, 작고 딱딱하다.
- 한번 병에 걸린 밭에서는 매년 반복해서 병이 발생한다.
- 병에 걸리면 치료방법이 없으므로 예방위주로 방제 하여야 한다.

○ 오디 균핵병 생활사
- 병든 오디는 땅에 떨어져 오디속에 있는 균핵이 흙 속에 들어간다.
- 겨울나고 이듬해 4월초·중순~5월상순 사이에 자낭반(버섯)이 형성된다.
- 자낭반으로 부터 자낭포자(병균)가 나와 암꽃으로 가서 발병한다.

○ 병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
― 병에 약한 품종을 심었을 때
· 과상2호, 대성뽕, 대자뽕 등은 약하고, 청일뽕, 수홍뽕, 수성뽕 등은 보통
― 통풍이 잘 안될 때
· 밀식하거나 가지가 무성하게 자랐을 때, 통풍이 잘 안될 때
― 뽕나무 눈이 트고 잎이 필 때, 습기가 많아 자낭반 형성이 잘 될 때
· 눈 틀 무렵 전후하여 비가 내리거나 습도가 높게 유지될 때
· 꽃이 필 때 저온이 유지되어 습도가 높을 때 (일교차가 심할 때)
· 그늘진 곳, 통풍이 안좋은 곳, 하천·호수 있어 습도가 높은 지역
― 전년도에 병이 발생했을 때

○ 피해를 줄이는 방법
― 병이 발생하기 쉬운 병발생 상습지역에는 약한 품종을 심지 않음
― 방제약제 살포
· 4월 중하순~5월 상순에 방제약제인 지오판수화제(톱신엠) 또는 지오판․리프
졸수화제(굿타임)를 10일 간격으로 3회 정도 살포
- 재배에 의한 피해 경감
·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지역에 뽕나무를 심는다
· 밀식하지 말고 전정을 잘 하여 바람이 잘 통하게 해준다.

※ 약제 살포시 주의점
― 오디가 맺은 이후에는 약제를 살포해도 효과가 없고 오디에 묻은
약제는 제거할 수 없으므로, 이때는 절대로 약을 뿌리지 않아야 한다.

○ 친환경 방제법
― 3월 중하순 까지 시비를 겸하여 퇴비와 석회를 뿌리고 경운하여 주면,
오디 균핵(병든 오디)이 땅속에 묻히고, 석회 자체에도 살균력이 있어 자낭
반의 형성을 억제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석회 살포량은 300평당 300kg(평당 1kg)이 적당하다

균핵병 피해증상

□ 가지 무름병
○ 병징
- 가을에 자른 가지에서 수액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오면서 곰팡이가
피게 되고 가지는 흑갈색으로 썩는 증상이 나타난다.
- 3~4월에도 가지가 흑갈색의 길고 둥근 병무늬 형태로 썩는데, 병에 걸
린 가지는 온도가 높아지면 껍질이 잘 벗겨진다.
- 어린 묘목은 가지와 뿌리를 썩게 하여 말라 죽게 된다.

가지 피해증상

새순 피해 증상

○ 전염경로
- 피해물이나 땅에 병원균이 들어 있다가 상처를 통하여 침입한다.

○ 발병하기 쉬운 조건
- 가을철 가지를 잘라준 후 비가 오거나 다습할 때
- 채소류 등의 작물이 본병에 걸렸던 땅에 뽕나무를 심을 경우
- 질소질 과용, 썩지않은 소·돼지똥이나 이병 뽕가지를 넣었을 때
- 좀벌레 등 해충 피해를 받거나, 가지에 상처가 많을 때
- 병에 약한 품종을 심었을 때

○ 방제법
- 비오는 날 가지를 자르지 말고 다비재배를 하지 않는다.
- 뽕나무좀 등 해충방제를 철저히 한다.
- 채소류의 사이짓기(間作)를 하지 않는다.
- 가지를 자른 뒤 약제(쿠퍼 수화제)를 뿌린다.

□ 뽕나무 줄기마름병(胴枯病)
○ 병징
- 가지의 중간과 밑부분 움푹한 곳에 암갈색의 병무늬가 생기고 점차 그
위에 꺼칠꺼칠한 혹(병의 포자)들이 나온다.
- 병걸린 가지는 병무늬가 여러개 생기거나 확대되면서 병무늬

위쪽의

가지는 말라 죽는데 특히 그루머리 부분에 발생이 많다.

줄기마름병 피해증상

가지의 증상

○ 전염경로
- 병원균은 가을부터 겨울동안 뽕나무 가지의 피목(皮目)이나 상처를 통
하여 침입한다.

○ 발생하기 쉬운 조건
- 눈이 많이 오는 지방에 눈이 오래 녹지 않고 쌓여 있을 때
- 뽕나무 가지에 상처가 많을 때
- 가을철 재발아에 의하여 뽕나무의 영양 소모가 많을 때

○ 방제법
- 속효성 질소의 과용을 피한다.
- 9월 중에 적용약제인 지오판 수화제를 1~2회 뿌린다.

□ 뽕나무 녹병
○ 병징
- 어린 싹과 잎표면, 잎맥이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오며 노란색의 작은 혹
이 생긴다.
- 새순에는 갈색이나 검은색의 병무늬가 생기다가 적황색의 혹이 있는
병무늬로 변하게 된다.
- 때로는 새순에도 피해를 주는데 겉으로 보면 축엽세균병으로 혼동하는
수가 많다.
- 이 병은 4월 말부터 9월까지 발생한다.

○ 전염경로
- 병에 걸린 가지와 겨울눈 부근에 침입하여 균사의 형태로 겨울을 나고
- 이듬해 5월부터 포자를 내어 전염된다.

○ 발생하기 쉬운 조건
- 장마철 저온(15~20°C) 다습할 때
- 일조가 부족하거나 밀식뽕밭일 때
- 전년도 병에 걸린 가지를 뽕밭에 그대로 방치했을 때

○ 방제법
- 병에 걸린 새순과 가지는 발견하는 즉시 잘라 태운다.
- 12월부터 이듬해 3월 사이에 병에걸린 부분을 잘라 태운다.
- 오디수확 후에 적용약제인 지오판 수화제를 1~2회 뿌린다.

□ 오디 수확 및 이용
○ 오디 수확과 저장
- 6월 초·중순부터 익기 시작하여 2~3주간에 대부분 익는다
- 이 시기는 기온이 높아 수확 후

보관할 냉동창고가 꼭 필요하다.

- 청일뽕같은 오디가 잘 떨어지는 것은 익는 시기에 맞춰 3~5회에 걸
쳐 나무아래에 그물망을 치고 흔들어 수확한다.
- 대성뽕같은 품종은 잘 떨어지지 않고 한나무에서도 익는 시기의 차이
가 커 손으로 따서 생과용으로 출하한다.
- 익기 전에 따면 저장성은 좋을 수 있지만 따기도 어렵고

맛이 떨어

지므로 완숙한 것을 따는 것이 유리하다.
- 오디는 땅에 떨어지면 당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흙이나 이물질이 묻을
뿐만 아니라 상하기 쉬우므로 버려야 한다.
- 오디 생산을 위한 재배에서 수확기간 동안의 노력이 가장

많이 집중

되는 시기이므로 그물망을 치고 흔들어 익은 오디를 수확하므로서 수
확노력을 절감한다.
- 수확한 후 바로 판매하거나 가공공장에 납품한다.
- 남은 오디는 –45°C 이하에서 급속냉동 후 –20°C 이하의 냉동고에 보
관하여 품질저하를 막는다.
- 오디는 수분 함량이 매우 높아 저온 저장으로는 보관이 어려워 반드
시 냉동 보관해야 한다.

○ 오디의 생산성
- 오디의 생산성은 품종, 나무의 나이, 관리방법 특히 나무의 모양과
전정기술에 따라 큰 차이가 있다.
- 대체적으로 보아 10a당 800~1,000kg 내외의 생산성을 예상할 수 있
으나 일본에서는 2,000kg/10a 까지도 생산한다고 한다.
- 대성뽕, 상베리, 과상2호, 익수뽕 등은 심은 후 2년차부터 수확이
가능하며
- 청일뽕, 수성뽕, 수원뽕 등은 3년차부터 결실되기 시작하며 다음 해
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