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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수확 후 밤 품질관리 및 가공을 위한 특성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중부지역에서 재배

되고 있는 밤나무 주요 품종을 대상으로 지역 및 수령에 따른 품질을 비교 분석하였다. 지역 및 품종별 과실 입중

을 조사한 결과, 지역별로는 부여가 가장 크고, 품종별로는 ‘병고57호’가 타 품종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및

품종별로 과실당도와 과육경도를 조사한 결과, 품종 및 지역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당도의 경우,

지역별로는 공주가 높고, 품종별로는 ‘축파’가 20.5%로 타 품종보다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육경도에 있어서

는 지역별로는 청양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으며, 품종별로는 단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단택’, ‘옥광’, ‘축파’ 세 품종을 대상으로 수령에 따른 입중, 당도, 경도를 조사한 결과, 세 품종 모두 입중을 제외

한 당도 및 경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인정되었으나 수령과의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region and age on nut quality of major chestnut

cultivars (Castanea spp.) cultivated in the central region of Korea to provide basic data for nut quality control

and processing of postharvest. In the survey of by regions and ages, Buyeo and ‘Hyogo57’ showed the highest

value by regions and cultivars, respectively. Also,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regions

and cultivars in the value of soluble solid content and kernel hardness. In the soluble solid content, Gongju

showed the highest value among regions, and ‘Tsukuba’ among cultivars was the highest, 20.5%. Cheongyang

showed the highest value of kernel hardness among regions, and ‘Tanzawa’ among cultivars showed the lowest

value of kernel hardness, 8.75 kg/cm2. In ‘Tanzawa’, ‘Okkwang’ and ‘Tsukuba’, soluble solid content and kernel

hardnes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but no correlation with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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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밤은 산림분야의 대표적인 단기소득 품목이며 정책적

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임산물 중의 하나로

우리나라 임산물의 생산 및 수출 부문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밤은 예로부터 관혼상제에 빠져서

는 안 되는 중요한 과실로 영양가도 풍부하여 식량 대용

자원 및 기호식품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 웰빙

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의 제수용,

군밤, 찐밤 외에도 가공식품, 황율 등으로 소비 형태가 다

양화되고 있다(권용희 등, 2009).

우리나라의 밤나무 재배는 1958년부터 발생한 밤나무

혹벌 피해로 재래의 토종밤나무는 강원, 경기북부 지역 등

일부 지역에 노거수 형태로 소수만 남아있을 뿐, 현재 재

배되고 있는 밤나무는 1960년대 중반 일본에서 도입된 대

립성이면서 밤나무혹벌에 견디는 내충성 품종 및 국내에

서 육성된 품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현재 전국의 밤

나무 재배면적은 약 50,000 ha로 생산량은 76,000톤에 달

하고 있으며, 주산지는 중부지역의 공주, 부여, 청양, 충주

남부지역은 광양, 하동, 진주 등지이다(산림청, 2010). 재

배품종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동일지역에서도 생

산량 및 과실품질에 대한 재배자의 선호도 차이로 인해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고 있다(산림청, 2009).

최근 WTO/DDA, FTA 체제하에 임산물의 무역자유화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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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확대되면서 국내외 시장에서 국내산 밤의 경쟁력 확보

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위

한 신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일 뿐만 아

니라 수확 후 품질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도 대단

히 중요하다. 밤의 수확 후 관리를 위해서는 주요 재배품

종에 대한 기초적인 과실품질에 대한 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과수의 과실품질은 재배방식, 품종, 기후, 수

확기 등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Westwood, 1993), 집약적

으로 재배하는 사과, 배, 복숭아, 단감 등 주요 과수에 대

해서는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밤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유럽밤

(Castanea sativar)의 경우 가공적성을 구명하기 위해 품종

별로 과육 내 전분, 지질, 단백질 등 주요 영양성분 및 무

기성분을 조사한 결과 환경적인 요인보다는 유전적인 요

인에 크게 좌우된다고 알려져 있다(De La Montaña

Míguelez, et al., 2004; Míguez Bernárdez, et al., 2004;

Pereira-Lorenzo et al., 2006).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재배품

종을 대상으로 개화, 결실 및 과실특성에 대해 보고된 바

있으나(김만조 등, 2003), 지역 및 수령에 따른 과실품질

에 자료는 조사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산 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

리나라 밤 주요 재배품종을 대상으로 지역별, 수령별 밤

품질 특성을 구명하여 수확 후 밤 품질관리 및 밤 가공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목 선정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역은 우리나라 중부지역의 밤 주

산지인 충남 공주, 부여, 청양지역과 충북 충주 등 4개 지

역이며, 재배관리가 양호한 밤나무 재배지를 대상으로

2010년 7~8월에 생육상태가 건전한 나무를 공시목으로 선

정하였다. 공시품종은 주요 재배품종인 조생종 ‘단택’과

중생종 ‘옥광’, ‘병고57호’, ‘대보’, ‘이평’, ‘축파’, 그리고

만생종인 ‘석추’ 등 7품종을 대상으로 하였다(Table 1). 공

시목의 수령은 5~25년생 까지 5년 괄약으로 구분하였으

며, 30년 이상은 별도의 수령단위로 하여 총 6개의 수령

계급으로 구분하였다. 각 품종에 대해 수령계급별로 공시

목을 8~15본씩 선정하였으며, 지역별 품종에 대한 공시목

내역은 Table 1과 같다. 공시목 선정 시 재배지역에 따라

품종 및 수령분포가 각기 달라 다양한 수령의 공시목 선

정에 제한이 있었다.

2. 과실품질 조사

밤 수확기인 2010년 9월초~10월초에 걸쳐 품종 및 수

령별로 공시목으로부터 건전과 20립씩을 채취하여 혼합

한 다음, 최종적으로 30개의 밤 과실을 임의로 추출하여

입중, 당도 및 경도를 조사하였다. 입중은 정밀 전자저울

(MW-600N)을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당도는 과육 중앙

부를 채취하여 즙을 낸 후 Refractometer(RA-510, Kyoto

Electronics MFG.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낙과 후

48시간 이내에 측정하였다. 과육경도는 건전한 측과의 외

피를 제거한 후 과실의 배면을 아래로 두고 상단부를 3

mm 내외의 두께로 수평으로 자른 후 Material Tester(Ez-

Test/CE, Shimadzu Co., Japan)로 측정하였다. 통계분석은

지역별, 품종별, 수령별로 과실품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해, SPSS 12.0K 프로그램(SPSS Inc., 2004)을

이용하여 다변량 분석을 통해 Turkey'test를 이용하여 검

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공시목의 선정 시 지역에 따라 재배하고 있는 품종 및

수령 분포가 각기 달라 수령계급별로 고르게 선정하기가

어려웠다.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육성한 ‘대보’ 품종의 경

우 1998년부터 품종보급이 이루어져 13년생 이상의 공시

목이 존재하지 않아 5년생과 10년생 등 두 수령만을 조사

하였으며, ‘이평’과 ‘병고57호’ 품종의 경우 지역에 따른

선호도의 차이로 지역별, 수령별 공시목 선정에 제한이 있

었다. 특히 ‘이평’ 품종의 경우 충주지역에서만 널리 재배

되고 있을 뿐 타 지역에서는 거의 재배를 하지 않고 있으

며, ‘병고57호’는 20년생 이하의 유령목과 중령목만 부여,

청양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었다.

충남의 밤 주산지인 공주, 부여, 청양에서 ‘단택’ 등 6개

품종을 대상으로 과실 입중을 조사한 결과, 품종에 관계

없이 지역간 비교에서 부여지역이 평균 24.5 g으로 가장

높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청양 22.4 g, 공

주 21.0 g 순으로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품종별로는 세

지역 모두 ‘병고57호’가 평균 27.9 g(±6.00)으로 가장 크

Table 1. Number of sample tree according to regions and
cultivars in this study.

 Cultivar Region

English Korean Gongju Buyeo Cheongyang Chungju Sum

Tanzawa 단택 87 15 59 - 161

Daebo 대보 15 29 30 - 74

Hyogo57 병고57 30 53 26 - 109

Ishizuchi 석추 9 25 26 - 60

Okkwang 옥광 49 42 75 - 166

Tsukuba 축파 55 65 76 - 196

Riheiguri 이평 - - - 72 72

Sum 245 229 292 72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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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옥광’이 17.8 g(±3.60)으로 가장 작으며, 지역에 상관

없이 품종 간에 밤 과실의 크기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Figure 1). 입중은 품종 고유의 특성 뿐만 아니라, 생

산자의 밤나무 재배지, 비배관리, 정지전정 등 관리집약도

와 기후적인 요소 등에 영향을 받는다(김만조, 2006; 농협

중앙회, 2011). 본 연구에서는 거의 모든 품종의 입중이 유

전적인 요인 외에도 기후, 재배관리 등 환경적 요인의 영

향을 함께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1). 

지역별, 품종별로 과실당도를 조사한 결과, 지역 별 품

종에 관계없이 공주지역의 평균 당도는 20.1%로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품종 별 당도에 있어 ‘축파’

의 경우 부여와 청양 지역이 각각 20.2%, 20.9%로 공주지

역의 19.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옥광’의 경우에

는 오히려 공주지역이 21.6%로 부여와 청양지역의 17.7%

Figure 1. Nut weight of six major chestnut cultivars in three regions.
*means significant differences (P=0.01) between cultivars for that parameter using ANOVA analysis 

Figure 2. Soluble solid content of six major chestnut cultivars in three region.

Figure 3. Kernel hardness of six major chestnut cultivars in three region.
*means significant differences (P=0.01) between cultivars for that parameter using ANOV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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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7.6%에 비해 높아 동일한 지역에서도 품종에 따라 당

도차이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Figure 2). 과육

경도에 있어서는 ‘단택’을 제외한 모든 품종에서 청양이

평균 9.8/으로 타 지역보다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였다(Figure 3). 유럽밤(Castanea sativar)의 경우

과육 내 주요 영양성분(전분, 지질, 단백질)은 품종 및 토

질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De La Montaña Míguelez et

al., 2004), 무기성분은 환경적 요인보다는 품종 고유의 유

전적 요인이 많이 좌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ereira-

Lorenzo et al., 2006).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밤 품

종(Castanea crenata, Castanea crenata × mollissima)에서

도 재배지역의 기후나 입지환경이 밤 품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공주 및 청양지역에서 ‘단택’, ‘옥광’, ‘축파’ 품종을 대

상으로 수령별 입중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입중의

경우, 수령과 통계적으로 큰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Table 2. Nut weight, soluble solid content and kernel hardness by age in three regions.

Region Cultivar
Age

(year)
Nut weight

(g)
Soluble solid
content (%)

Kernel hardness
(kg/cm2)

Gongju

Tanzawa

5 23.6±5.70 18.1±3.01 9.5±1.66

10 16.9±3.59 20.7±2.72 8.2±1.00

15 25.7±4.83 19.7±3.50 9.3±2.11

20 19.8±3.81 21.5±4.22 8.0±1.83

25 25.7±4.74 20.0±2.53 9.4±1.77

≥30 25.5±3.60 22.7±2.57 10.2±1.07

Average 22.9±5.52 20.4±3.40 9.1±1.77

Daebo

5 − − −

10 21.4±3.18 19.2±3.07 9.5±1.10

Average 21.4±3.18 19.2±3.07 9.5±1.10

Hyogo57

5 22.5±3.50 17.9±3.71 8.8±1.48

10 − − −

15 28.2±4.26 18.7±2.87 8.9±1.70

20 − − −

25 − − −

≥30 − − −

Average 25.3±4.81 18.3±3.30 8.9±1.57

Ishizuchi

5 − − −

10 − − −

15 21.1±4.79 17.0±2.78 9.3±1.56

20 − − −

25 − − −

≥30 − − −

Average 21.1±4.79 17.0±2.78 9.3±1.56

Okkwang

5 20.0±2.97 22.1±3.24 9.0±1.39

10 17.4±3.75 20.1±3.16 9.7±1.53

15 15.8±2.38 20.8±2.21 9.9±1.42

20 13.6±1.77 21.6±2.21 9.8±1.25

25 − − −

≥30 17.4±2.19 23.6±3.69 9.4±1.58

Average 16.8±3.39 21.6±3.14 9.5±1.45

Tsukuba

5 22.1±4.73 18.4±2.01 8.4±1.00

10 20.9±4.57 20.5±2.16 8.0±1.12

15 14.4±1.74 19.2±1.87 9.1±1.07

20 23.6±3.62 21.7±3.69 9.7±1.84

25 23.7±3.78 18.2±2.91 9.3±1.14

≥30 − − −

Average 21.0±5.10 19.6±2.88 8.9±1.40

Average 21.0±5.43 20.1±3.38 9.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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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에서는 ‘옥광’ 품종의 경우 수령이 증가할수록 입중

이 작아지는 경향을 보임에 반해, ‘단택’과 ‘축파’는 수령

에 따른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아 수체의 생리상태 등

재배관리 방식에 크게 좌우됨을 알 수가 있다. 청양의 경

우 ‘축파’가 모든 수령의 평균 입중이 26.6 g으로 특대과

에 속하는 반면, ‘단택’은 19.2 g으로 대과, ‘옥광’은 16.9 g

으로 중과에 해당되어 품종간의 입중 차이가 뚜렷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Table 2).

공주 및 청양지역에서 ‘단택’, ‘옥광’, ‘축파’ 품종을 대

상으로 수령별 과실당도를 조사한 결과, 공주에서는 ‘옥

광’이 수령에 관계없이 21% 내외의 높은 당도를 보이는

반면 ‘단택’과 ‘축파’는 수령이 증가할수록 당도가 높아지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양의 경우에는 입중과 마찬가

지로 품종 간에 당도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축파’가

수령 평균 당도가 21.0%로 가장 높고 ‘단택’이 19.0%, ‘옥

광’이 17.6%로 가장 낮게 나타나 동일한 품종이라 할지라

Table 2. Continued.

Region Cultivar
Age

(year)
Nut weight

(g)
Soluble solid
 content(%)

Kernel hardness
(kg/cm2)

Buyeo

Tanzawa

5 26.5±3.21 20.1±3.19 8.3±1.15

10 − − −

15 − − −

20 − − −

25 − − −

≥30 − − −

Average 26.5±3.21 20.1±3.19 8.3±1.15

Daebo

5 23.5±4.01 19.5±2.71 9.8±1.23

10 22.3±3.67 16.5±4.03 10.1±1.40

Average 22.9±3.85 18.0±3.71 10.0±1.31

Hyogo57

5 30.4±4.04 17.9±2.91 9.5±2.05

10 32.2±3.41 15.0±2.89 9.2±2.22

15 31.6±3.91 17.4±3.37 9.0±1.82

20 26.6±4.13 19.4±4.26 9.5±1.73

25 − − −

≥30 − − −

Average 30.4±4.32 17.3±3.64 9.3±1.95

Ishizuchi

5 22.3±4.52 17.7±1.75 10.2±1.55

10 25.5±4.30 16.1±3.82 9.3±1.07

15 − − −

20 − − −

25 − − −

≥30 − − −

Average 23.8±4.65 16.9±3.00 9.7±1.39

Okkwang

5 19.5±3.72 18.1±2.53 9.7±1.34

10 20.4±3.12 18.5±3.30 9.7±1.64

15 22.0±2.97 16.1±2.64 9.9±1.85

20 − − −

25 20.1±2.80 18.1±2.37 9.8±1.24

≥30 − − −

Average 20.5±3.25 17.7±2.84 9.7±1.51

Tsukuba

5 22.4±3.47 19.8±2.37 9.2±1.60

10 25.4±3.52 20.7±3.22 9.6±1.79

15 24.7±3.58 19.2±2.78 8.9±1.75

20 23.2±2.96 18.8±2.68 7.7±1.50

25 − − −

≥30 23.4±3.26 22.6±2.31 9.8±1.47

Average 23.8±3.47 20.2±2.96 9.0±1.76

Average 24.5±5.09 18.4±3.43 9.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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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역의 기후나 입지환경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가 있

었다. 일반적으로 과수의 경우 과실품질은 재배방식, 품종,

기후, 토양 등 수확 전 여러 요인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

는데(Westwood, 1993), ‘부유’ 단감의 경우 과실크기는 40

년생 이후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당도는 수령에 따

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된 바 있어(최성태 등, 2009) 수종은

다르지만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Table 2).

공주 및 청양지역에서 ‘단택’, ‘옥광’, ‘축파’ 품종을 대

Table 2. Continued.

Region Cultivar
Age

(year)
Nut weight

(g)
Soluble solid
 content(%)

Kernel hardness
(kg/cm2)

Cheong-yang

Tanzawa

5 16.9±3.44 17.2±2.05 7.9±1.32

10 16.8±3.91 18.7±2.32 8.6±1.40

15 19.7±2.33 19.9±2.33 8.5±1.32

20 22.7±4.77 20.5±2.14 9.0±1.45

25 20.1±4.33 18.8±1.96 8.6±1.40

≥30 − − −

Average 19.2±4.39 19.0±2.43 8.5±1.41

Daebo

5 20.1±3.16 18.3±2.14 9.9±1.40

10 23.3±6.40 17.1±2.71 10.4±1.40

Average 21.7±5.26 17.7±2.49 10.1±1.39

Hyogo57

5 20.5±3.39 17.2±3.15 9.7±2.02

10 32.3±4.99 17.0±3.08 10.1±1.94

15 − − −

20 − − −

25 − − −

≥30 − − −

Average 26.4±7.27 17.1±3.09 9.9±1.97

Ishizuchi

5 24.7±3.09 16.3±1.90 10.1±1.27

10 25.5±4.75 18.4±2.24 10.5±1.13

15 − − −

20 − − −

25 − − −

≥30 − − −

Average 25.1±3.99 17.3±2.32 10.3±1.21

Okkwang

5 16.0±3.07 15.3±2.37 9.5±1.31

10 17.0±2.81 17.2±2.01 9.8±1.45

15 14.9±2.70 17.5±2.79 9.2±1.11

20 17.8±2.36 20.8±3.34 10.0±1.15

25 16.2±2.16 17.0±3.17 10.0±1.37

≥30 18.2±3.57 17.7±3.19 10.3±1.31

Average 16.9±3.11 17.6±3.23 9.9±1.32

Tsukuba

5 29.3±4.39 21.0±2.89 11.1±1.70

10 23.2±4.67 20.5±2.50 9.2±1.32

15 24.1±6.89 21.5±2.59 11.2±1.54

20 27.3±5.19 21.6±1.92 10.8±1.69

25 29.2±5.11 20.9±3.22 10.6±1.32

≥30 26.6±4.17 20.9±2.67 10.1±1.83

Average 26.6±5.40 21.0±2.70 10.4±1.72

Average 22.4±6.29 18.9±3.13 9.8±1.69

Table 3. Nut quality of riheiguri cultivar by age in Chungju.

Age
Nut weight

(g)
Soluble solid content

(%)
Kernel hardness

(kg/cm2)

5 22.4±3.15a* 18.5±2.87ab 9.1±1.42a

10 27.3±5.10c 17.3±2.90a 9.7±1.21a

15 20.9±3.96a 20.9±1.80c 9.7±1.43a

25 24.2±4.62ab 19.8±2.78ab 9.0±1.74a

30 21.1±3.74a 17.9±4.37a 9.2±1.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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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수령별 과육경도를 조사한 결과, 공주의 경우

‘옥광’이 수령 평균 과육경도가 9.5 kg/cm2로 가장 높고 ‘단

택’ 9.1 kg/cm2, ‘축파’가 8.9 kg/cm2순으로 나타났으나, 오

차 범위 내에서 차이를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인정되

지 않았다. 반면에 청양의 경우에는 ‘축파’ 10.4 kg/cm2,

‘옥광’ 9.9 kg/cm2, ‘단택’ 8.5 kg/cm2 순으로 품종 간에 차

이를 확인할 수가 있었으며, 동일한 품종 내에서 수령 간

에는 차이가 적었다. 입중 및 당도와 마찬가지로 과육경

도에 있어서도 청양이 공주보다 과실품질에 있어 품종간

의 차이를 뚜렷이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충주에서

만 주로 재배되고 있는 ‘이평’의 경우 과육경도는 수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입중과 당도의

경우 수령의 증가에 따른 값의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수령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Table 3).

결론적으로 밤의 과실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입중, 당도,

과육경도는 지역, 품종, 수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밤의 부가가치 향상 및 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과

수나 채소류 등의 원예산물과 마찬가지로 밤의 품질 유지

관리 등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서는 수확 전에 밤의 구성성분이나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품종 및 지역에 따른 특성자료가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원료밤의 품질관리 및 가공공정

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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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alysis of variance results for the effect of regions, cultivars and ages, and their interactions in three regions (P=0.001). 

Nut weight Soluble solid content Kernel hardness

d.f. MS F P MS F P MS F P

Region 2 452.15 28.44 0.000 128.26 16.33 0.000 48.11 21.08 0.000

Cultivar 5 2102.1 132.23 0.000 129.01 16.43 0.000 33.02 14.47 0.000

Age 5 117.63 7.40 0.000 133.58 17.01 0.000 9.26 4.06 0.001

Region ×Cultivar 9 357.03 22.46 0.000 75.31 9.59 0.000 17.25 7.56 0.000

Region ×Age 10 97.32 6.12 0.000 47.21 6.01 0.000 10.84 4.75 0.000

Cultivar × Age 15 218.39 13.74 0.000 27.72 3.53 0.000 7.09 3.12 0.001

Region ×Cultivar × Age 13 188.19 11.84 0.000 26.45 3.37 0.000 9.57 4.19 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