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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mers who participate in the public benefit direct payment system must comply with the guide of standard 

fertilizer use. Despite of an extension (more than 100 ha) of Silkworm thorn (Cudrania tricuspidata) produc-

tion in Jeollanam-do province, the information on the standard fertilization is abs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standard fertilization guide for silkworm thorn, and to do this, we firstly investigated farmer’s 

fertilizer use, soil chemical properties and plant (leaves and fruit) nutrient contents from Silkworm thorn farm 

fields (n = 34) in 2021. The average fertilizer use was N-P2O5-K2O = 267-89-102 kg ha-1, and the nitrogen 

content of Silkworm thorn fruit occupied 7.5% of nitrogen fertilizer applie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mineral nutrients of leaves and fruits were not dependent upon the amount of fertilization. By contrast, soil pH, 

EC, NO3-N, exchangeable K, organic matter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m. In particular, fruit nitrogen 

content greatly depended on soil organic matter. In conclusion, mineral uptake of silkworm thorn was greater 

affected by soil chemical parameters rather than the amount of fertilization, and thus, it is suggested to develop 

soil diagnosis-based fertilizer recommendation of silkworm th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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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0.0296x + 0.9333

R² = 0.34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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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ionship between soil organic matter and nitrogen content of the Silkworm Thorn (Cudrania 

tricuspidata) fruit (n =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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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꾸지뽕나무의 열매는 약리적 효과가 있고, 잎과 줄기는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아시아 지역에서 약재로 이

용하고 있다 (Jung et al., 2013; Byun et al., 2016). 꾸지뽕나무는 전남, 경북, 경남 지역에서 100 ha 이상 재배하는 등 

국내 전 지역에서 두루 재배하고 있으나 (MAFRA, 2021), 농가에서는 표준 양분관리 지침이 없어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으로 공익직불제 참여 농가는 공익직불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하여 토양검사 결과에 

따라 정하는 비료량을 사용하고, 농경지 토양 화학성분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Kim et al., 2020; Choi et 

al., 2022; MAFRA, 2022). 공익직불제 토양 화학성분 이행점검 항목은 pH, 유기물, 유효인산, 교환성 칼륨이며, 우리

나라 과수 재배지의 평균 유기물 함량, 유효인산, 교환성 양이온 함량은 과수토양 적정범위를 초과한 상태이다 (Kim 

et al., 2019; Kim et al., 2021). 토양 양분의 부족, 과다는 과수의 수량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Li et al., 

2015), 꾸지뽕나무 재배지의 토양 양분함량을 고려하여 적정 비료량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수의 양분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토양 화학성분이 수량성과 관련되고, 식물체의 양분흡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

석할 필요가 있다. 식물체 양분 결핍의 원인이 되는 토양 화학성을 판단하여 비료추천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Srivastava and Singh, 2009). 감귤류에 대해 토양 화학성과 잎이 무기성분, 과의 품질 관계를 비교한 사례가 있으며 

(Li et al., 2015), 포도의 잎 인 함량과 토양 인 함량 관계를 통해 인산비료 추천기준을 설정한 사례가 있다 (Obreza et 

al., 2008). 국내에서는 과수토양 화학성과 작물 양분흡수 관계를 비교한 사례는 거의 없으나, 국외 연구사례와 마찬가

지로 토양 화학성은 과수의 양분흡수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꾸지뽕나무의 비료사용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구축을 위하여 호남지역의 꾸지뽕나무 재배지를 

대상으로 농가의 비료사용량과 과 수확량을 조사하고, 토양화학성과 식물체 성분함량을 분석하여 토양 화학성이 꾸

지뽕나무의 양분흡수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꾸지뽕 재배 농가 조사 및 시료 채취 꾸지뽕나무의 비료사용량과 과실 수확량 조사 및 시료채취를 위해 재배

면적이 가장 큰 전남 신안에서 30농가, 전남 화순에서 3농가, 전북 전주에서 1농가를 포함하여 총 34농가를 선정하였

다. 조사 대상농가는 꾸지뽕나무를 재배한 지 7 - 10년에 해당하였으며, 평균 재배면적은 2,700 m2이었다. 비료사용

량은 농가에서 사용한 비료의 NPK 함량을 적용하여 ha 면적 기준으로 NPK 성분량을 환산하였다. 과실 수확량은 

2021년에 농가에서 출하한 물량을 10a로 환산하였다. 과실을 수확하는 시기인 2021년 9월에 꾸지뽕나무 과와 잎을 

채취하였고, 토양은 지표면으로부터 15 cm 깊이까지의 표토를 수관 1 m 주변에서 5군데를 지정하여 시료를 채취하

였다.

토양 이화학성 및 식물체 성분 분석 토양 분석을 위해 채취한 토양은 습토와 건토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습토

는 질산태질소 분석에 이용했으며, 건토는 2 mm 체로 거른 다음 pH, EC, 유기물, 총질소, 유효인산, 교환성 양이온 분

석에 이용하였다. 토양화학성 분석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분석법을 따랐다 (NAAS, 2000). 토양 pH와 EC는 

토양과 증류수를 1:5의 비율로 하여 진탕한 후 pH, EC meter로 측정하였다. 유기물은 Tyurin법으로 분석하고, 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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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C, N analyzer (Vario MAX CNS, elementar, Germany)로 분석했다. 유효인산은 Lancaster법으로 비색계 (UV- 

Spectrometer, Hitachi, Japan)로 분석했으며, 질산태질소는 2 M KCl로 침출하여 질소 자동분석기 (Auto analyzer 3, 

BRAN+LUEBBE, Germany)로 분석하고 수분함량을 보정했다. 교환성 양이온은 1 M NH4OAC (pH 7.0)으로 추출

하여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 (Integra XL ICP, GBC, Australia)로 분석했다.

꾸지뽕과 잎은 80°C에서 건조하여 분쇄한 후 분석했다. 건조 시료 0.5 g을 황산으로 습식 분해한 후 증류수로 희석

하여 여과한 다음 질소 자동분석기로 총질소를 분석하고, 비색계로 인을 분석했으며, ICP로 K, Ca, Mg, Fe, Cu, Mn, 

Zn을 분석하였다 (Lee et al., 2017).

통계분석 농가의 비료사용량, 과 수확량, 과와 잎의 영양성분, 토양 화학성은 Pearson correlation으로 상관관계

를 구하였다. 통계 프로그램은 SAS 7.13 (SAS Institute Inc., USA)을 이용했다.

Results and Discussion

꾸지뽕나무 재배지 농가 비료사용량 꾸지뽕나무 재배지의 평균 토양 화학성은 과수토양의 적정범위와 비교

했을 때 적정범위 안에 속했으나, 유효인산과 교환성 칼륨은 17.6%에서 적정범위를 초과하였다 (Table 1). 농가의 비

료사용량과 토양 화학성의 상관관계를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2). 비료사용량

은 대체로 인근 농가와 동일한 양을 주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부분 농가에서 유기질 비료를 지표면에 주고 토양과 혼

합하지 않았다. 또한 꾸지뽕나무 재배지는 경사지에 위치하여 용탈에 따른 비료성분 손실로 비료사용량과 토양 화학

성의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The average chemical properties and distirubtion of the soils cultivated with Silkworm Thorn (Cudrania tri-

cuspidata) (n = 34).

pH

(1:5)

EC

(dS/m)

SOM

(g kg-1)

NO3-N

(mg kg-1)

T-N

(g kg-1)

Avail. P2O5

(mg kg-1)

Exch. cations (cmolc

 kg-1)

K Ca Mg

Average + SD†

(range)

6.9 ± 0.8

(5.6 - 8.2)

0.3 ± 0.1

(0.2 - 0.5)

17 ± 7.7

(7 - 44)

2.2 ± 2.5

(0.3 - 9.1)

1.2 ± 0.3

(0.8 - 1.9)

387 ± 196.2

(64 - 811)

0.56 ± 0.24

(0.21 - 1.46)

6.4 ± 1.8

(3.5 - 10.9)

1.9 ± 0.4

(1.0 - 2.6)

Optimum range‡ 6.0 - 7.0 <2.0 20 - 30 - - 300 - 550 0.50 - 0.80 5.0 - 6.0 1.5 - 2.0

Distribution 

of soil 

samples (%)

Sub optimal 20.6 100.0 76.5 - - 26.5 38.2 23.5 20.6

Optimal 38.2 - 14.7 - - 55.9 44.1 11.8 38.2

Super optimal 41.2 -   8.8 - - 17.6 17.6 64.7 41.2

†Standard deviation; ‡Optimum range of chemical properties in the orchard soils (NIAS, 2019).

Table 2. Correlation between soil chemical properties and fertilizer application rates of the Silkworm Thorn (Cudrania 

tricuspidata) orchard land (n = 34).

pH EC SOM NO3-N T-N Avail. P2O5 Ex. K Ex. Ca Ex. Mg

N fert. 0.041 0.292 -0.290 0.159 -0.070 0.102 0.170 0.062 -0.249

P fert. 0.352 -0.008 -0.370* -0.169 -0.312 0.056 -0.067 -0.108 -0.253

K fert. -0.107 0.371 -0.088 0.293 0.074 0.103 0.255 0.146 -0.20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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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사용량을 조사한 34농가 중 27농가에서 유박 비료로 양분을 공급했으며, 평균 유박 사용량은 3,930 kg ha-1이

었다. 유기질비료 사용량을 포함한 꾸지뽕나무 재배지의 평균 비료사용량은 질소-인산-칼리 = 267-89-102 kg ha-1으

로서 (Table 3), 꾸지뽕나무 유사작물인 뽕나무의 비료 표준사용량인 질소-인산-칼리 = 250-110-150 kg ha-1와 비교

했을 때 질소와 인산 비료량은 유사하였다 (NIAS, 2019).

Table 3. The fruit yield and nutrient uptake of the Silkworm Thorn (Cudrania tricuspidata) (n = 34).

Fruit yields

(Mg 10a-1)

Amount of fertilizer application (kg ha-1) Nutrient uptake of fruit (kg ha-1)

N P2O5 K2O N P2O5 K2O

Maximum 1.95 514 172 214 45 28 89

Minimum 0.30   53   30   33   6   3 14

Average + SD 0.83 267 ± 122 89 ± 41 102 ± 53 20 ± 10 11 ± 6 41 ± 16

Planting density: 660 trees per ha.

뽕나무는 매년 지상부를 제거하여 지상부 생체량을 키우기 위한 양분이 소모되지만, 꾸지뽕나무는 가지치기 외에

는 뽕나무와 같이 지상부를 제거하지 않고 과실 수확에 의해 양분이 제거된다. 조사지역의 과실 양분흡수량은 평균 20 

kg ha-1로 농가 평균 질소비료 사용량의 약 7.5%에 해당되었다. 다른 과수의 질소흡수량과 비교해보면, 사과는 100 kg 

ha-1, 포도는 170 kg ha-1로 꾸지뽕나무의 과실 양분흡수량보다 5 - 8.5배 많았다 (Srivastava et al., 2021). 사과 성목은 

토양 유기물 함량이 15 g kg-1 이하일 때 질소 시비량 200 kg ha-1을 추천하는데 (NIAS, 2019), 사과 과실 흡수량은 질

소 시비량의 50%에 해당되는 것과 비교할 때 꾸지뽕나무의 과실 흡수량 대비 질소비료 사용량은 많은 편이었다.

나무는 비료를 주면 일부는 생체량을 키우는데 이용하고 나머지는 저장하는 특성이 있는데, 경작자는 질소 이용

효율이 낮다고 판단하여 과실수의 필요 양분량보다 과다하게 비료를 주는 경향이 있다 (Carranca et al., 2018). 과실

수의 적정 비료공급량은 과실의 수확으로 인해 제거되는 양분의 양과 잎, 뿌리 등 식물체 생장량을 반영해야 하나 

(Menino et al., 2007), 토양 비옥도가 낮지 않은 경우는 과실의 양분흡수량에 비료 이용효율을 적용하여 비료량을 구

한다 (Carranca et al., 2018).

과실 이외에 잎, 가지 등의 양분이용을 감안해야 농가 비료사용량 대비 꾸지뽕나무의 비료사용량이 얼마나 많은지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실 이외의 양분흡수량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뽕나무의 과실 흡수량 (Table 2)에 

문헌을 통해 확인한 과실수의 질소비료 회수율 25 - 55%을 적용하여 적정 비료량을 추정하면 (Carranca, 2012), 질소

비료의 이용효율 25%를 적용할 경우 적정 비료량은 평균 80 kg ha-1에서 최대 180 kg ha-1이 되고, 질소비료 이용효율

을 55%로 가정하면 적정 비료량은 평균 36 kg ha-1에서 최대 82 kg ha-1이 된다. 꾸지뽕나무 재배농가의 평균 비료사

용량인 267 kg ha-1과 추측한 최소 적정 질소 비료량인 36 kg ha-1, 최대 질소 비료량 180 kg ha-1을 비교할 때 농가에서 

비료를 약 1.5 - 7.4배 과다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꾸지뽕나무 식물체 양분함량과 토양 화학성과의 관계 꾸지뽕나무 과 수확기에 채취한 잎과 과실의 무기성

분 함량은 Table 4에 제시하였다. 칼슘, 철, 망간의 평균 함량은 과실보다 잎에서 각각 8.6배, 3.1배, 8.6배 많았으며, 

Choi et al. (2015)이 꾸지뽕나무 부위별 무기성분을 분석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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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average nutrient content of leaf and fruit of the Silkworm Thorn (Cudrania tricuspidata) (n = 34).

N

(%)

P

(%)

K

(%)

Ca

(%)

Mg

(%)

Fe

(mg kg-1)

Cu

(mg kg-1)

Mn

(mg kg-1)

Zn

(mg kg-1)

Leaf
1.7 ± 0.31

(1.3 - 2.7)

0.9 ± 0.41

(0.3 - 1.8)

2.0 ± 0.56

(0.9 - 3.2)

6.0 ± 0.93

(3.9 - 7.9)

0.6 ± 0.16

(0.3 - 0.9)

132.0 ± 30.80

(78.4 - 215.6)

10.8 ± 3.06

(5.3 - 15.4)

157.9 ± 102.85

(30.4 - 522.1)

28.5 ± 9.10

(11.1 - 58.5)

Fruit
1.5 ± 0.39

(0.9 - 2.6)

0.8 ± 0.16

(0.4 - 1.1)

3.1 ± 0.61

(1.8 - 4.7)

0.7 ± 0.29

(0.1 - 1.5)

0.3 ± 0.06

(0.1 - 0.3)

42.9 ± 9.66

(23.5 - 61.0)

8.8 ± 3.63

(1.2 - 14.6)

18.3 ± 7.02

(3.6 - 36.7)

8.4 ± 3.75

(1.3 - 16.6)

꾸지뽕나무 재배지의 비료사용량, 토양화학성과 잎, 과실의 무기성분 간에 상관관계를 구하였다 (Table 5). 질소비

료와 인산비료 사용량은 잎의 질소함량과 음의 상관을 보였고, 과의 양분함량과는 상관을 보이지 않았다. 사용한 질

소비료의 대부분은 꾸지뽕나무의 잎에 흡수되지 않았고, 과실로의 양분 전이율 또한 낮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Table 5. Correlation among fertilizer application rates, soil chemical properties and nutrient content of fruit and leaf of 

the Silkworm Thorn (Cudrania tricuspidata) (n = 34).

N fert. P fert. K fert. pH EC SOM NO3-N T-N Avail. P2O5 Ex. K Ex. Ca Ex. Mg 

Leaf

N -0.463* -0.511* -0.249 -0.391 0.098 0.448* 0.327 0.179 0.052 0.188 0.042 0.051 0.195

P 0.059 0.297 -0.110 0.299 -0.460* -0.424* -0.528** -0.290 -0.300 -0.320 -0.288 0.136 -0.225

K -0.309 -0.340 -0.262 0.018 0.037 0.147 0.134 0.229 0.174 0.194 -0.115 0.110 0.192

Ca 0.204 0.533* 0.013 0.034 -0.177 -0.261 -0.264 -0.246 -0.021 -0.257 -0.194 -0.238 -0.181

Mg -0.279 -0.235 -0.203 -0.236 -0.244 -0.113 -0.123 0.078 -0.276 -0.153 -0.211 0.370* -0.100

Fe 0.088 0.189 0.054 -0.167 -0.172 0.236 0.306 0.046 0.039 0.205 -0.407* 0.091 0.278

Cu 0.182 -0.492* 0.358 -0.210 0.152 -0.057 0.058 0.242 -0.126 -0.057 0.145 0.183 -0.101

Mn -0.099 -0.127 -0.078 -0.333 -0.151 0.121 0.201 0.119 0.187 0.462* -0.576** -0.124 0.614**

Zn -0.154 -0.109 -0.163 -0.438* -0.246 0.028 0.191 0.060 0.189 -0.085 -0.434* -0.214 0.018

Fruit

N -0.264 -0.122 -0.164 -0.312 0.346* 0.587** 0.451* 0.295 0.243 0.020 0.209 0.057 -0.066

P 0.022 0.328 -0.138 0.320 -0.185 -0.386* -0.404* -0.246 -0.136 -0.333 -0.083 0.162 -0.289

K 0.078 -0.244 0.194 -0.258 0.374* 0.140 0.500** 0.320 0.495* 0.229 0.200 0.016 0.125

Ca -0.033 -0.048 -0.080 0.147 0.125 -0.206 -0.005 0.176 0.110 -0.185 0.151 0.202 -0.250

Mg 0.005 -0.221 0.069 -0.221 -0.112 -0.195 0.123 0.194 0.022 -0.135 0.018 0.257 -0.176

Fe -0.294 -0.099 -0.268 -0.162 0.186 0.385* 0.351* 0.291 0.194 0.054 0.128 0.194 -0.014

Cu -0.093 -0.497* 0.087 -0.206 0.207 0.158 0.184 0.354* 0.007 -0.192 0.293 0.401* -0.277

Mn -0.130 -0.201 -0.058 -0.334* 0.036 0.206 0.290 0.369* 0.204 0.225 -0.188 0.158 0.255

Zn -0.061 -0.286 0.088 -0.344* -0.059 0.235 0.044 0.239 -0.159 -0.207 0.202 0.298 -0.273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p < 0.05; **p < 0.001

토양화학성과 식물체 무기성분을 비교해보면, 토양 pH, 교환성 칼슘은 잎과 과실의 아연, 망간과 유의한 음의 상관

을 보였다. pH가 높은 알칼리 토양과 석회질 토양에서는 식물의 미량원소 유효도가 제한되고 (Deckers and Steinnes, 

2004; Gupta et al., 2008), Lee et al. (2010)은 단감 재배지 표토의 pH와 망간 함량이 유의한 부의 상관을 보였다고 하

였다. 꾸지뽕나무의 망간, 아연 함량 또한 토양 pH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과실의 질소와 칼륨 함량은 EC, 질산태질소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식물이 칼륨을 흡수할 때 질산태질소는 

동반 이온으로 같이 이동하며 (Pettersson, 1984), 질산태질소의 흡수는 칼륨 흡수를 증진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 

(Zhang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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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인 함량은 토양 유기물과 질산태질소 함량과 음의 상관을 보였고 유효인산은 상관관계가 없었다. 토양에서 대

부분의 인은 유기태로 존재하지만 미생물의 분해과정에서 부동화가 되고, 이동성이 낮아 식물이 이용하기 어려운 특

징이 있다 (Schachtman et al., 1998).

잎의 망간 함량은 교환성 칼륨, 칼륨염기비 ( )와 양의 상관을 보였으며, 칼륨, 칼슘, 마그네슘은 식

물의 망간 흡수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Ramani and Kannan, 1974; Monreal et al., 2016).

잎과 과실의 질소 함량은 토양 유기물과 양의 상관이 있었는데, 토양 유기물 함량이 직접적으로 작물의 질소 흡수

에 영향을 주었기보다는 토양에 공급된 유기물질이 무기화되면서 꾸지뽕나무가 질소 성분을 흡수했기 때문에 상관관

계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 유기물 함량이 많으면 질소 무기화를 통해 식물의 질소 흡수를 높여 작물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Booth et al., 2005; King et al., 2020).

국립농업과학원의 작물별 비료사용처방 기준 (NIAS, 2019)은 노지 밭작물의 경우 질소비료는 토양 유기물 함량에 

따라 비료량을 가감하여 추천한다. 꾸지뽕나무 재배지 중 토양 유기물 적정범위를 초과한 2개 농장에서만 과실의 질

소함량이 높게 나와 토양 유기물 함량이 높은 곳에 대한 추가적인 과실 질소함량 조사가 필요하지만, 토양 유기물 함

량이 증가할수록 대체로 과실의 질소 성분함량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Fig. 1). 따라서 꾸지뽕나무의 질소 비료량 추천

에 토양 유기물 함량과 과실 질소함량 관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y = 0.0296x + 0.9333

R² = 0.34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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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lationship between soil organic matter and nitrogen content of the Silkworm Thorn (Cudrania tricuspidata) 

fruit (n = 34).

Conclusions

꾸지뽕나무의 과실 흡수량은 다른 과수에 비해 적었으며, 농가의 평균 질소비료 사용량은 주요 수확부위인 과실의 

흡수량을 감안했을 때 과다하게 공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농가의 질소비료 사용량이 많을수록 오히려 잎의 질소 함량

이 감소했고, 과의 질소 함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아 투입된 질소비료의 과실로의 양분 전이율은 낮은 것

으로 볼 수 있었다. 토양 화학성 중 pH, EC, 질산태질소, 유기물 함량은 식물체 잎과 과실의 양분함량과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특히 토양 유기물 함량은 식물체의 질소흡수와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도출된 토양 유

기물 함량과 식물체 질소함량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꾸지뽕나무의 토양검정 비료사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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