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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velop the silkworm rearing technique in unused mulberry leaves after harvesting mul-
berry fruit. The growth of Gwasang No. 2 and Suhyang was very good compared to control cultivar Chungil in leaves
size and new branch growth, but new branch and leaves of Daeshim was similar or small to control cultivar Chungil.
The number of leaves of Gwasang No. 2 and Suhyang was lower than Chungil, but weight of leaves per tree was
heavyer than Chungil. Mulberry leaf yield was Gwasang No. 2 521 kg/10a, Suhyang 189 kg/10a, Daeshim 73 kg/10a,
Chungil 1,095 kg/10a. Content of mineral element of all three mulberry cultivars leaf for mulberry fruit production was
higher than Chungil in N, P, K, Ca etc. Feeding quantity of silkworm of Gwasang No. 2 and Suhyang was much more
than Chungil. Feeding quantity was highest at Suhyang in 96 kg/box. Growth duration of silkworm larvae was not dif-
ferent in all four mulberry culivars but weight of silkworms (5th instar 3rd day) was heavy at Gwasang No. 2 (2.07 g/
head) and Suhyang (2.11 g/head) compared to control cultivar Chungil (1.92 g/head). Mortality of silkworms was 14.6%
(Gwasang No. 2), 13.3% (Suhyang), 13.9% (Daesim), 12.6% (Chungil) and than higher at elder instar stage. The pro-
duction amount of silkworm (5th instar 3rd day) was 35.4 kg/box (Gwasang No. 2), 36.6 kg/box (Suhyang), 35.0 kg/
box (Daeshim), 33.6 kg/ box (Chungil). Amount of possible rearing silkworms was estimated 3.4box/10 a (Gwasang
No. 2), 1.3box/10a (Suhyang), 0.5box/10a (Daeshim), 8.7box/10a (Chung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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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오디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뽕나무 재배는 2003년부터

시작되어 재배면적, 생산량 및 생산액은 지속적으로 증가

하였고, 이에 따라 오디를 이용한 가공 산물의 생산 및

판매가 크게 늘어나 오디는 양잠산업의 주요 소득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반면에 누에를 생산하는 양잠사업은

1970년대 후반부터 중국산 누에고치의 저가 판매와 일본

의 생사 수입규제가 강화되면서 산업이 급격히 위축되었

다가, 최근 누에 및 오디가 건강식품으로서의 그 기능성

이 밝혀지면서 오디 생산용 뽕나무 재배와 누에 사육이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Sung et al. 2013a, 2013b, 2014).

뽕나무의 열매인 오디를 생산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시도되어 오디 생산용으로 적합한 품종선

발(Kim et al. 2005, Machii et al. 1999) 및 육성(Su et al.

2001)이 이루어졌고, 중간만들기 수형 등 재배법이 연구

되었다(Sung et al. 2005a). 또한, 국내에서도 수향, 대자

뽕, 심흥, 대성뽕 등 다양한 오디 생산용 뽕나무 품종이

육성되었다(Park 2001, Sung et al. 2005b, 2007, 2013a,

2013b, 2014). 

누에 사육은 신규 뽕밭 조성, 잠실 신축 등 초기투자 비

용이 과다하여 농가에 경제적 부담이 크므로 기존에 조

성된 뽕밭 및 하우스 시설을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으

나, 최근에 오디를 목적으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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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 수확 후 버려지는 뽕잎을 활용하여 부가 소득을 창

출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또한

오디 수확 후 버려지는 뽕잎을 활용하여 누에를 사육하

고자 하는 농가의 기술 수요 요구가 증대되었지만, 아직

까지 그에 대한 안정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기술체계 확

립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디 생산

용 뽕나무 품종별 뽕잎 생산량과 누에 발육특성을 분석

하고, 적정 누에 사육량 및 생산량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오디 생산용 뽕나무를 대상으

로 오디 수확 후 버려지는 뽕잎을 활용하여 누에를 사육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전라북도 잠사곤충시험장내에 식

재되어 있는 과상 2호, 수향, 대심 각 6년생 품종을 대상

으로 누에 사육용이자 오디 생산용 품종인 청일을 대조

구로 하여 품종별 생육특성 및 뽕잎 생산량과 누에 발육

특성 등을 조사하고, 누에 사육 가능량 및 생산량을 분석

하였다. 

1. 품종별 생육 특성 및 뽕잎 생산량

생육특성 조사는 생육최성기(6월 10일경)에 가지 수, 가

지 길이, 가지 굵기와 새순 생육 및 엽장, 엽폭 등을 조

사하였고, 품종별 특성을 비교하였다. 뽕잎 생산량은 주

당 뽕잎수와 뽕잎무게를 3반복으로 조사하였고, 주당 뽕

잎무게와 10a당 주수를 이용하여 10a당 수량으로 환산하였다.

또한, 품종별 뽕잎 성분이 누에 사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 의뢰하여 질소, 인

산, 칼리 등 무기성분 함량을 분석하였다.

2. 품종별 누에 섭식량 및 발육특성

품종별로 누에 사육 가능성 및 적정 사육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잠사곤충시험장 잠실에서 14일간 누에씨 알깨기

작업을 하고, 오디 수확기인 6월 1일 소잠을 시작하여 5

령 3일까지 각 품종별로 누에(한생잠)를 사육하면서 섭식

량 및 발육특성을 조사하였다. 

누에 섭식량은 누에 사육용 사각용기(40 × 60 × 15 cm)

에 각 200마리씩을 매일 뽕나무 품종별로 뽕잎을 공급하

면서 공급하기 전과 후의 무게를 달고 사육기간 동안의

총 섭식량과 공급량을 계산하였으며, 품종별로 누에 발육

특성은 누에 유충의 발육기간과 5령 3일 유충의 무게를

조사하였다.

3. 품종별 누에 생산량 및 누에 사육 가능량 분석

누에(한생잠)를 사육하면서 누에 령기별로 사망하는 개

체수를 비교하여 감잠비율을 조사하고, 그에 따른 누에

생산량을 산출하였으며, 앞에서 조사한 품종별 뽕잎 생산

량과 누에 섭식량을 이용하여 누에 한 상자를 키우는데

필요한 뽕나무 수와 10a당 누에 사육 가능량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품종별 생육 특성 및 뽕잎 생산량

오디 뽕나무 품종별 생육특성 조사결과 누에 사육 품종

인 청일과 비교하여 과상 2호와 수향이 가지 수와 새순

수는 적지만, 가지 길이와 가지 굵기, 새순 길이, 새순 굵

기, 엽장, 엽폭, 엽병이 커서 생육이 우수하였다. 대심은

새순 수는 많지만, 가지 수가 적고, 새순 길이가 짧았으

며, 엽장과 엽폭은 청일과 비슷하였다(표 1). 

이는 수향의 잎 모양은 타원형으로, 오디 수확시기에 조

사한 수향의 잎의 기부 부분부터 잎의 정단부까지 측정

한 잎의 길이는 26.7 cm, 잎의 가장 넓은 부위의 길이를

측정한 옆폭은 19.8 cm로 청일보다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

는 보고와 유사하였다(Sung et al. 2014).

또한, 수향의 오디는 검은색이고, 오디 한 개의 무게인

단과중은 2.5 g으로 청일 2.0 g에 비하여 무거운 중과형이

며, 당도는 16.5

o

Brix로 청일 오디 14.9

o

Brix보다 높은 고

당도이며, 숙기는 5월 28일부터 첫 수확이 시작되어 6월

18일 수확이 완료되어 청일보다 초숙기 기준 7일정도 빨

리 수확되는 조숙계로(Sung et al. 2014) 오디 생산은 물

Table 1. Growing comparison of mulberry for mulberry fruit production

Cultivar

Branch New branch Leaf

No./

tree

Length

(cm)

Thickness

(mm)

No./

branch

Length

(cm)

Thickness

(mm)

Length

(cm)

Width

(cm)

Stalk

(cm)

Gwasang No. 2 12.0 122.3 12.9 9.9 65.7 8.4 19.3 14.7 3.9

Suhyang 14.3 137.3 14.5 11.4 68.6 8.1 20.9 16.4 4.6

Daeshim 11.3 108.6 13.9 16.0 29.7 6.9 13.9 10.7 4.4

Chungil 16.0 108.6 8.8 16.7 40.5 4.1 13.9 9.8 3.7

*Period of investigation : June. 1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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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수확 후 누에 사육에도 유망한 품종으로 사료된다. 수

향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 과상 2호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된다.

오디 수확 후인 6월 10일경 품종별 뽕잎 생산량은 청

일에 비하여 주당 뽕잎 수는 적었지만, 과상 2호와 수향

은 뽕잎이 커서 청일 품종보다 주당 뽕잎무게는 훨씬 많

았다. 대심은 뽕잎 수도 적고, 뽕잎 무게도 가장 적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표 2). 

식재주수로 환산한 10a당 뽕잎 무게는 청일에서 1,095 kg/

10a로 가장 많았고, 과상 2호 521 kg/10a, 수향 189 kg/10a,

대심 73 kg/10a으로 청일보다는 훨씬 적었는데, 이는 품종

별 생육 차이도 있지만, 오디수확을 위해서 오디뽕나무

식재거리가 넓을 수밖에 없고, 누에 사육목적인 청일의

경우는 뽕잎 활용만을 위해 밀식재배하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일의 뽕잎 수량성은 3,433 kg/10a까지도 가능한 것으

로 보고되어 있고, 뽕나무의 식재거리는 수확량, 뽕밭 관

리작업의 능률 및 수확노력의 능률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Kim 1990, Kim et al. 2007) 수령이 오래될수록

나무가 생장하면서 식재거리가 넓어져 실제로 뽕잎 수량

은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을 것이다(Sung et al. 2013a,

2015). 그러나, 오디 생산용인 과상 2호와 수향은 처음부

터 식재거리를 넓혀서 식재하므로 청일 품종보다는 뽕잎

수량이 적지만 일정한 뽕잎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뽕잎 생육과 뽕잎 생산량으로 볼 때 누에사육용

품종인 청일과 비슷하거나 우수한 과상 2호와 수향 품종

이 오디 수확 후에 버려지는 뽕잎을 활용하여 누에를 사

육하기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오디 생산용 뽕나무 품종별 뽕잎 무기성분 조사 결과

누에사육용 품종인 청일보다 오디 생산용 3품종 모두 질

소함량과 인, 칼륨, 칼슘 등의 성분함량이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표 3). 따라서 누에 사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며, 누에 사육용 뽕나무 품종에 비해 오

히려 고품질의 누에를 생산할 가능성도 충분한 것으로 사

료된다.

2. 품종별 누에 섭식량 및 발육특성

오디용 뽕나무 품종별로 누에(한생잠)를 사육하여 본 결

과 섭식량은 과상 2호와 수향에서 상자당 각 94 kg, 96 kg

으로 대심과 청일보다는 약간 많았고, 섭식비율은 수향이

Table 2. Yields comparison of mulberry leaf for mulberry fruit production

Cultivar No. of leaves/tree
Weight of leaves

(g/tree)
No. of trees/10a

Weight of leaves

(kg/10a)

Gwasang No. 2 1,040 1,959 266 521

Suhyang 1,180 2,274 83 189

Daeshim  676  876 83 73

Chungil 1,721 1,314 833 1,095

※Planting distance: Gwasang No. 2 2.5 m × 1.5 m, Suhyang, Daeshim 4 m × 3 m, Chungil 3.0 m × 0.4 m.

Table 3. Mineral element of mulberry leaf for mulberry fruit production

Cultivar N (%) P (%) K (%) Ca (%) Mg (%)

Gwasang No. 2 3.1 0.2 2.4 3.2 0.4

Suhyang 3.2 0.3 3.1 3.7 0.5

Daeshim 3.4 0.3 2.8 3.9 0.6

Chungil 2.9 0.1 2.0 2.0 0.4

Table 4. Amount of feeding and growth characteristics silkworm in mulberry for mulberry fruit production

Cultivar

Amount of supply (A) Amount of feeding (B) Feeding 

rate

(B/A)

Duration growth of 

silkworms

(days)

Weight of 5th instar 

3rd day

(g/head)(g/head) (kg/box) (g/head) (kg/box)

Gwasang No. 2 7.7 154 4.7 a 94 a 61.3 a 21.1 ± 0.13 2.07 a

Suhyang 7.3 146 4.8 a 96 a 66.2 a 21.1 ± 0.04 2.11 a

Daeshim 7.0 140 4.3 b 86 b 62.5 a 21.3 ± 0.16 2.03 a

Chungil 6.3 126 4.0 b 80 b 63.0 a 21.4 ± 0.13 1.92 b

※DMRT 5%, Rearing periods of silkworms : Jun. 1. ~ Jun.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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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로 약간 많았으나 품종간 차이는 없었다. 유충발육

기간 역시 21일 정도로 차이가 없었지만, 5령 3일 유충무

게는 청일 1.9 g/마리에 비해 과상 2호 2.07 g/마리, 수향

2.11 g/마리, 대심 2.03 g/마리로 3가지 품종 모두 약간 많

게 나타났다(표 4). 

이는 유충 발육기간은 누에 277개 품종의 평균치인 21

일 4시간으로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지만(Kang et al.

1999), 섭식량 및 유충의 무게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오디

생산용 뽕나무 품종에서 무기성분 함량이 많은 것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좀 더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적으로 5령 3일 유충무게는 3 ~ 4 g

정도인데 반해(Buangun 2005) 본 실험에서는 무게가 1g

정도 가벼운 것으로 나타나 실험을 위해 소량을 사육하면

서 먹이 공급량이나 사육환경이 부적절하였기 때문으로 생

각되나, 추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품종별 누에 생산량 및 누에 사육 가능량 분석

품종별 누에 사육기간 동안 생산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감잠비율을 조사한 결과 4품종 모두 3령부터 5령까지 영

기가 길어질수록 유충사망률이 높았고, 품종별로는 과상

2호가 14.6%, 수향 13.3%, 대심 13.9%, 청일 12.6%의 유

충 사망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감잠비율을 고려한 5령 3

일 무게를 가지고 환산한 누에 한 상자당 생산이 가능한

5령 3일 유충의 생산량은 과상 2호 35.4 kg, 수향 36.6 kg,

대심 35.0 kg, 청일 33.6 kg으로 나타났다(표 5). 

따라서 누에 사육용인 청일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뽕잎량만 확보된다면 누에 사육이 충분

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조사된 섭식량과 뽕잎생산량을 가지고 누에 한

상자(20,000두)당 섭식량으로 환산하여 뽕잎 생산량에 따

른 누에 사육 가능량을 분석하여 본 결과 누에 한 상자

를 키우기 위해서는 과상 2호가 48주, 수향 42.2주, 대심

98.2주, 청일 60.9주였고, 결국 10a당 사육 가능한 량은 청

일 13.7상자보다는 적지만, 과상 2호가 5.5상자, 수향은

2.0상자, 대심은 0.8상자를 사육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러나 실제 누에를 키우기 위해서는 섭식량보다는

많은 량이 필요하며, 최소한 실험에서 공급한 뽕잎량 정

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누에 한 상자를 키

우기 위해서는 과상 2호가 78.6주, 수향은 64.2주, 대심은

159.8주, 청일 95.9주가 필요하며, 10a당 사육 가능한 량

은 과상 2호 3.4상자, 수향 1.3상자, 대심 0.5상자, 청일

8.7상자일 것으로 추정된다(표 6). 그러나, 청일의 경우 일

반적으로 10a당 3 ~ 5상자를 사육할 수 있다는 보고로 볼

때(Buangun 2005) 뽕잎 수량이 과다하게 계산되었기 때

문이며, 이는 조사포장의 식재거리가 2.5 × 1.5 m로 표준

식재거리인 3.5 m × 2 m에 비하여 밀식되었기 때문에 실

제로 식재거리를 감안하면 비슷한 사육량이 될 것으로 판

단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오디 생산용 뽕나무에서 대심은 뽕잎

생산량이 적어 누에 사육용으로는 부적합하고, 과상 2호

와 수향은 뽕잎량이 충분하고, 뽕잎 무기성분 함량도 높

으며, 누에 사육에도 적합한 품종으로 판단된다. 또한, 뽕

잎 생산량으로 볼 때 누에 생산용인 청일보다는 적은 양

이지만, 오디 수확을 하면서 충분히 누에 사육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품질의 누에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

성이 있고, 오디 수확 후 버려지는 뽕잎을 활용하여 누에

를 사육함으로써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적 요

오디 생산용 뽕나무 품종별 뽕잎 생산량과 누에 발육특

Table 5. Mortality of silkworm larvae and production amount of silkworm (5th instar 3rd day) in mulberry for mulberry fruit production

Cultivar

Mortality of silkworm larvae (%) Weight of 5th instar 3rd 

day

(g/head)

Production amount of 

silkworm

(kg/box)3rd 4th 5th Total

Gwasang No. 2 3.1 6.2 5.3 14.6 2.07 35.4

Suhyang 1.0 4.1 8.2 13.3 2.11 36.6

Daeshim 0.8 4.6 8.5 13.9 2.03 35.0

Chungil 1.7 4.3 6.6 12.6 1.92 33.6

Table 6. Amount of possible rearing silkworms on amount of

feeding and supply

Cultivar

Amount of possible rearing silkworms

(No. of tree/box) (No. of box/10a)

Amount of 

feeding

Amount of 

supply

Amount of 

feeding

Amount of 

supply

Gwasang No. 2 48.0 78.6 5.5 3.4

Suhyang 42.2 64.2 2.0 1.3

Daeshim 98.2 159.8 0.8 0.5

Chungil 60.9 95.9 13.7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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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조사하고, 적정 누에 사육량 및 생산량을 분석한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오디 뽕나무 품종별 생육특성은 누에 사육 품종인 청

일과 비교하여 과상 2호와 수향에서 가지 및 새순과

잎의 생육이 우수하였고, 대심은 새순 수는 많지만,

가지 수가 적고, 새순길이가 짧았으며, 엽장과 엽폭

은 청일과 비슷하였다.

2. 오디 수확 후 품종별 뽕잎 생산량은 청일에 비하여 뽕

잎 수는 적었지만, 과상 2호와 수향은 뽕잎이 커서 청

일보다 뽕잎무게는 훨씬 많았다. 대심은 뽕잎수도 적

고, 뽕잎무게도 가장 적었으며, 식재주수로 환산한 10a

당 뽕잎무게는 청일에서 1,095 kg/10a로 가장 많았고, 과

상 2호 521 kg/10a, 수향 189 kg/10a, 대심 73 kg/10a이었다.

3. 오디 뽕나무 품종별 뽕잎 무기성분은 누에사육용 품

종인 청일보다 오디생산용 품종에서 질소함량과 인,

칼륨, 칼슘의 성분함량이 높았다.

4. 오디 뽕나무 품종별로 누에 섭식량은 과상 2호와 수

향에서 청일보다는 약간 많았고, 섭식비율은 수향이

66.2%로 약간 높았으며, 유충발육기간은 21일 정도

로 차이가 없었지만, 5령 3일 유충무게는 청일 1.9g/

마리에 비해 과상 2호 2.07 g/마리, 수향 2.11g/마리,

대심 2.03g/마리로 오디 생산용 뽕나무에서 무거웠다. 

5. 품종별 누에 사육기간 동안 감잠비율은 4품종 모두

3령부터 5령까지 영기가 클수록 유충사망률이 높았

고, 품종별로는 과상 2호가 14.6%, 수향 13.3%, 대

심 13.9%, 청일 12.6%였다. 감잠비율을 고려한 5령

3일 유충의 생산량은 누에 한 상자당 과상 2호 35.4 kg,

수향 36.6 kg, 대심 35.0 kg, 청일 33.6 kg이였다.

6. 뽕잎 생산량에 따른 누에 사육 가능량은 10a당 과상

2호 3.4상자, 수향 1.3상자, 대심 0.5상자, 청일 8.7상

자일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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