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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year old pear (Pyrus pyrifolia  L.) trees of a new commercial cultivar ‘Manpungbae’, 
recently developed in South Korea, were planted in 2001 (planting year 1) and trained to four 
trellis systems: Y-trellis, Y-II-trellis, pergola, and vase-pergola. To evaluate training systems in 
the local area (southern Korea), tree growth responses were compared for each trellis system 
from planting years 3 to 8. For trees trained to Y-trellis and pergola systems, a high proportion 
of land covered by tree canopy was maintained over the study duration, with 70–80% coverage 
in year 8. Eight-year cumulative yield per tree was increased in the vase-pergola system with 
a low planting density and an additional scaffold. Compared with other systems, cummulative 
yield use efficiency was greatest in Y-II-trellis and pergola systems in years 5 and 8. Compared 
with Y-II-trellis and vase-pergola systems, the 8-year cumulative yield per hectare was two fold 
greater for trees trained to the Y-trellis (103 tons) and pergola systems (101 tons). Use of the 
pergola system improved average fruit weight and fruit soluble solid contents, as well as net 
income in year 8. Given that we observed reduced fruit productivity and increased labor hours 
(pruning and orchard work), we consider the Y-trellis and pergola systems to be less valuable 
trellis systems than the others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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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수형은 재식체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수형과 재식체계는 생산성, 품질 및 관리의 효율성을 결정하므로 과수재배에서 가

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내용 중의 하나이다(Jung and Choi, 2010; Lee et al., 2015; Robinson et al., 1991; Wagenmakers 

and Wertheim, 1991). 국내 주요 과수작목 중의 하나인 배(Pyrus pyrifolia L.)나무는 1990년대 중반까지는 과실생산성이 매우 

중요시되어 Y자형 밀식(열간 6.0m×주간 2.0m 이하) 수형이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배 재배면적의 약 26%을 차지하고 있다

(MAFRA, 2011). 하지만 Y자형은 주간 사이에 Y자형의 지주가 설치되어 전정, 적과, 봉지씌우기 등의 작업 시에 열간 이동이 

불가능하여 작업능률이 떨어지고 과중이 균일하지 못하다는 평가 때문에 재배면적이 더 이상 증가되지 못하고 있다. 1990년

대 중반 이후에는 소비자들은 품질을 과실선택의 최우선 고려사항으로 두고 있어서 과실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형개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 60cm 높이에서 주지 2개를 주간 쪽으로 평행 유인하고 측지는 열간 쪽으로 사립형

으로 키우면서 착과시키는 Y-II형이 고안되었는데 주지에서 측지의 발생이 균일하지 않아 수량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일본의 배나무 수형 변천은 자연형(natural form)에서 관동식평덕(Kanto pergola)과 관서식평덕(Kansai pergola)형, 늑골

(herringbone)형과 배상(vase)형으로 이어져왔고, 1970년대에 절충식평덕(compromised pergola)형으로 발전하여 현재에 이

르고 있다(Kishimoto and Seike, 1972). 국내 배 수형은 주로 일본에서 도입되어 지역과 품종에 따라 다소 변형된 형태로 만들

어지고 관리되고 있다. 절충식평덕형은 평덕배상(vase-pergola)형으로 변형되어 국내 최대의 배 재배 주산지인 나주, 울산, 천

안, 안성, 평택 등의 지역에서 대부분 적용되고 있는 수형이다. 하지만 평덕배상형은 3-4본 주지(원가지)로 주지의 구성에 노력

이 많이 들고 덧원가지 및 측지 배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나무 당 2개의 주지를 열간 또는 주간 

쪽으로 구성하고 각각의 주지에 측지를 형성시켜 착과시키는 평덕(pergola)형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제안하여 시험 수행 

중에 있다. 평덕형은 평덕배상형보다 수형 구성이 쉽고 수형 구성이 완료된 뒤에는 전정이나 유지관리가 편하여 작업효율이 높

은 편이다.

농촌진흥청에서 ‘풍수’와 ‘만삼길’을 교배하여 1997년에 육성한 ‘만풍배’는 추석이 빠를 때(9월 중하순) 만생종인 ‘신고’를 대

체할 수 있는 중생종으로 2002년 3월부터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다(Cho et al., 2003). ‘만풍배’는 육질이 부드럽고 과즙이 풍

부하면서 당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800g 전후의 대과로 추석출하용으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품종이다. 하지만 

배나무는 다른 과종과는 달리 품종에 따라 생장 및 결실특성의 차이가 크므로 신품종의 경우 국내환경에 맞는 맞춤형 수형 개

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만풍배’의 특성을 살리면서 생산성과 관리 편이성이 뛰어난 수형을 선발하고자 본 시험을 수행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과원환경

본 시험은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재배포장(35°N, 127°E)에서 실생에 접목된 1년생 ‘만풍배’ 배(Pyrus 
pyrifolia L.) 묘목을 구입하여 시험에 이용하였다. 재식 당시 1년생 묘목의 수고는 평균 225.8cm이었고 주간 직경은 16.1mm

이었다. 2001년 3월에 열간을 남북방향으로 재식하여 2003-2008년까지 시험을 수행하였다. ‘만풍배’에 공시한 수형으로는 국

내에서 이미 보급되어 있거나 보급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Y, Y-II, 평덕형, 평덕배상형의 4가지 수형을 만풍배 품종에 적

용하였다(Fig. 1). 묘목을 재식한 후 수형구성을 위하여 재식 1년차에 Y-II형과 Y자형은 지상 60cm에서 절단하였고 평덕형과 

평덕배상형은 110cm 높이에서 각각 절단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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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은 암거배수가 설치된 평야지 점질토양이었으며, 명거배수가 잘 되도록 정지작업을 실시하여 다소 경사를 두었다. 과원

의 표토관리는 유목기인 5년차까지는 재식열의 수관하부에 폭 60cm의 부직포로 멀칭하여 관리하였고 5년차 이후에는 자연

초생으로 피복하여 년간 4-5회 예초하였다. 토양의 수분관리는 점적관수를 이용하여 충분한 관수를 실시하였다. 그 밖의 적과 

및 봉지씌우기, 시비와 토양관리, 병해충 방제 등은 농촌진흥청 배 표준재배 관리지침에 준하여 관리하였다(RDA, 2011).

재식 및 수형 구성

Y자형 수형의 재식거리는 열간 6.5m, 주간 3.0m 간격으로 1열에 16주를 남북방향으로 재식하였다(Fig. 2). 재식 직후에 지

면으로부터 60cm 높이에서 절단하여 열간 쪽으로 유인하기에 알맞은 원가지 후보지 2개를 선정하여 2년간 양성하였으며, 3

년차 봄에 원가지의 내각이 약 60°C가 되도록 열간 쪽으로 지주대를 덧대어 유인하였다. Y자형의 지주시설은 농촌진흥청 표

Fig. 1. Photographs of the different trellis systems used to train ‘Manpungbae’ pear trees. A, Y-shaped at 60 cm; B, Y-II-shaped at 
40 cm; C, pergola at 110 cm; and D, vase-pergola at 110 cm height.

System Tree spacing (m) Tree density (ha-1) No. of main scaffolds Direction of main scaffold Cutting height (cm)
Y-trellis 6.5 × 3.0 510 2 Within row 60
Y-II-trellis 6.5 × 6.0 260 2 Within tree 60
Pergola 6.5 × 3.0 510 2 Within row 110
Vase-pergola 6.5 × 6.5 240 3 - 110

Table 1. Planting density and growth conditions of one-year old ‘Manpungbae’ pear trees trained to four trellis systems in 2001 (year 1).

A B

C D

60 cm

40 cm

110 cm 110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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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계도에 의거하였으며 지주는 직경 ø30mm 백관파이프를 사용하여 3.0m 간격에 2.5m 높이가 되도록 하였다. 원가지 선단

부는 측지 발생 및 수체의 왕성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하여 강하게 절단하고 다른 측지보다 높게 유지되도록 유인을 실시하였

다. 3-5년차에는 원가지의 생육 연장과 결과지인 측지를 양성하기 위하여 원가지 기부의 등에 발생된 도장성 신초는 제거하면

서 측면에 발생된 신초를 측지로 양성하면서 키웠다. 또한 측지로 양성하고자 하는 가지는 겨울 전정 시 전년도에 자란 가지 길

이의 1/4-1/3을 절단 제거하여 단과지의 형성을 도모하였다.

Y-II형의 재식거리는 열간 6.5m, 주간 6.0m 간격으로 1열에 8주를 남북방향으로 재식하였고, 재식 직후에 지면으로부터 

60cm 높이에서 절단하여 주간 쪽으로 유인하기에 알맞은 원가지 후보지 2개를 선정하여 1년간 양성하였다(Fig. 2). 2년차 봄

에 원가지의 내각이 약 90°C로 주간 쪽으로 지주대를 덧대어 유인하였는데 원가지 선단부의 생육이 왕성하게 유지될 수 있도

록 높게 유인하였다. Y-II형은 Y자형의 지주시설을 이용하여 수형을 구성하였다. 3-5년차에는 Y자형과 같이 원가지의 생육 

연장과 결과지인 측지를 양성하기 위하여 원가지 기부의 등에 발생된 도장성 신초는 제거하면서 원가지의 측면에서 발생된 신

초를 측지로 양성하기 위하여 균일하게 발생되어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였다. 측지로 양성하고자 남겨 둔 가지는 

겨울 전정 시 전년도에 자란 가지의 1/4-1/3을 절단 제거하여 단과지의 형성을 도모함과 함께 열간 쪽으로 유인하여 결과지로 

양성하였다.

평덕형의 재식거리는 열간 6.5m, 주간 3.0m 간격으로 1열에 16주씩 32주를 남북방향으로 재식하였다(Fig. 2). 재식 직후에 

지면으로부터 110cm 높이에서 절단하여 원가지 후보지 2개를 선정하여 2년간 양성한 뒤, 3년차 봄에 원가지를 열간 쪽으로 배

치되도록 지주대를 덧대어 원가지의 내각이 약 45°C가 되도록 유인하여 수형을 구성하였다. 평덕형은 기본적으로 평덕배상형

과 거의 유사하나 원가지의 숫자가 평덕형은 2개이지만 평덕배상형은 3개라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뿐이며, 평덕형이 평

덕배상형보다 수형구성 및 측지양성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평덕배상형은 열간 6.5m, 주간 6.5m 간격으로 1열에 8주씩 16주를 

재식하였고 재식 직후에 지면으로부터 110cm 높이에서 절단하여 원가지 후보지 3개를 선정하여 2년간 양성하였다(Fig. 2). 3

년차 봄에 원가지 3개의 각도가 약 120°C 간격으로 배치되도록 지주대를 덧대었으며, 원가지의 내각이 약 45°C가 되도록 유인

하여 수형을 구성하였다. 평덕형과 평덕배상형의 덕 시설은 지상에서 약 210cm 높이에 8번 강선이 60-80cm 간격에 격자로 

설치되도록 1.0ha당 구석지주 8개, 갓지주 88개, 중주 240개가 소요되었다.

수체생장 및 과실품질 조사

생육조사는 낙엽기 이후인 11월 중순에 수형별로 5주(5반복)를 선정하여 TCSA(trunk cross sectional area, 간주)와 수관점

유율 등을 재식 3년차부터 8년차까지 조사하였다. TCSA는 접목부위에서 5cm 높이의 둘레를 줄자로 매년 측정하였다. 수관

Fig. 2. General structural design of tree trellis systems for Y and Y-II-shaped trellis types (left), and pergola- and vase-pergola-
shaped trellis types (right) used to train ‘Manpungbae’ pear trees. This figure was reproduced from the study by Choi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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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율은 각각의 수형별 가로와 세로의 수관면적을 측정하여 이를 재식거리(열간×주간)로 나누어 백분율로 환산하였다. 재

식 8년차에는 전정량, 적과, 봉지씌우기, 그리고 수확 등의 작업소요 노력시간을 매 작업 시기별로 조사하였다.

재식 3년차부터 8년차까지 9월 하순에 시험수에서 생산된 과실을 전량 수확하여 과중을 전수 조사하여 평균과중(Avg. FW, 

g)을 산출하였고 ha당 수량으로 환산하였다. 이후 주당 과실수량을 TCSA로 나누어서 수량이용효율을 구하였다. 재식 8년차

에는 과실크기의 상대적 비율을 수형 간에 비교하기 위해서 500g 이하, 501-600g, 601-700g, 701-800g, 801g 이상의 5가지 

과중별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재식 5년차와 8년차에는 흠이 없고 크기가 일정한 과실을 주당 10개씩을 1반복으로 3반복 무작

위로 선정하여, 평균과중, 과형[과실의 종경(L)과 횡경(D)을 측정하여 과형(L/D)을 구함], 경도, 당도 및 산 함량 등을 조사하였

다. 과실 경도는 중앙부위에서 과피를 약 1.0mm 두께로 얇게 제거한 후에 직경 5mm의 탐침이 부착되어 있는 물성분석기

(Compac-100,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로 과육경도를 측정하였다. 당도는 과즙을 착즙하여 디지털 당도계(SP-2000, 

Suntex Corp., Tokyo, Japan)로 가용성고형물 함량을 측정하였다(SSC, ◦Brix). 산 함량은 착즙한 과즙 10mL를 취하여 증류수 

90mL와 혼합하여 0.1N-NaOH 용액으로 pH 8.1이 될 때까지 적정한 양을 malic acid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재식 8년차에 ha당 순소득은 Suo et al.(2016)이 구한 방식을 참고하여 아래의 식에 의하여 추정하였다. 이후 Y자형의 순소

득율을 100%로 기준을 두어 나머지 수형들의 상대적인 순소득률을 구하였다.

순소득 = [총 과실생산액 – (비료값 + 농약값 + 봉지값 + 노동비)]

자료분석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SAS 9.1, SAS Institute Inc., Cary, USA)을 이용하여 던컨의 다중범위검정으로 평균간 비교하였

다(p ≤ 0.05). 

결과 및 고찰

재식년도가 경과할수록 모든 수형에서 수관점유율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Fig. 3). 재식 8년차에는 재식 밀도가 높았던 

Y자형과 평덕형에서 약 70-80%의 높은 점유율을 보였고 Y-II형과 평덕배상형은 40%이하의 수관점유율이 나타났다. Y-II

형으로 유인한 나무들은 ‘신고’ 배와 유사하게 5년차 이후에 수관점유율의 증가가 거의 없었는데(Choi et al., 2014), 이는 주지

가 수평으로 유인되어서 주간 부위 가까운 쪽은 측지가 발생되었고 선단부는 거의 발생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TCSA는 배나무의 생장과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특히 유목이었을 때 영양생장의 상태를 유추할 수 있는 지표로 알려져 

Fig. 3. Land area occupied by the canopies of ‘Manpungbae’ pear trees trained to four trellis systems from 2003 (year 3) to 2008 
(year 8). Different lower-case letters adjacent to each datum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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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수량이용효율을 구할 수 있다(Westwood and Roberts, 1970). 주당 누적 수량이용효율은 5년차와 8년차

에 Y-II형과 평덕형에서 가장 높아서 영양생장 대비 생식생장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Table 2). 8년차

에 ha당 누적수량은 Y자형과 평덕형이 각각 103톤과 101톤의 과실을 생산하여 Y-II형(54톤)과 평덕배상형(53톤)보다 2배 가

까이 높은 수량이 관찰되었다. 과형과 산도는 수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과실 당도는 5년차에 이

어 8년차에도 평덕형에서 가장 높았고(13.4°Brix), Y자형에서 8년차에 낮은 수준을 보였다(12.6°Brix). 수관 내 광환경이 불량

한 사과나무 수형에서 수량과 과실품질의 저하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다(Robinson et al., 1991; Jung and Choi, 2010; 

Wagenmakers and Wertheim, 1991). 재식 밀도가 높은 Y자형은 8년차에 수관점유율이 증가하여 수관 내 광 투과성이 다소 떨

어져서 평균과중을 포함한 과실당도의 감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하지만 수관점유율이 높았던 평

덕형에서는 이러한 과중이나 과실당도의 감소가 관찰되지 않았다. 배나무 수형과 광환경의 관련성은 주로 사과나무 수형 연구 

결과를 많이 참고하여 적용하고 있지만 배나무는 사과나무보다 20% 이상의 수광률을 필요로 하는 과수(Elkins et al., 2007)이

기 때문에 과실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배나무 수형별 광 투과성과 관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럽배의 경우 ha당 8,000주까지 재식하였을 때 4년차까지 잎과 과실 내에 탄수화물 함량은 적정 수준으로 유지되어 과실크

기 감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다(Policarpo et al., 2006; Sansavini and Musacchi, 2002). 이는 대기온도나 이산화탄소 농

도와 함께 자연광의 30-40%이상만 수관 내에 흡수되어도 광합성율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유목의 밀식재배에서도 과실이 안

정적으로 생산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Han et al., 2011; Rom, 1996). 하지만 과실크기의 비율 분포를 보았을 때는 밀식재배인 

Y자형은 500g 이하의 소과가 가장 많이 생산되었고(15.7%) 701g 이상의 대과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었으며(59.9%; Table 3),  

‘신고’ 배의 수형시험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확인되었다(Choi et al., 2014). 추석용 선물로 대과가 상품가치가 높게 형성되는 현

재의 국내 유통구조를 생각해 보면 Y자형은 수령이 경과할수록 대과 생산에 다소 취약한 수형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맞는 저수

고 및 왜화 재배를 통한 수광률 개선이 필요하였다(Moon et al., 2011).

재식 6년차까지의 연차별 주당 누적 수량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6-8년차에 2배 이상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Fig. 4). 소식재배를 한 평덕배상형은 TCSA가 크고 주지가 3개이므로 많은 꽃눈형성으로 8년 동안 주당 225kg이 생산되어  

‘신고’ 배와 유사하게 수량증수 효과가 가장 높았다(Choi et al., 2014; Sosna and Czaplicka, 2008). 영양생장(TCSA)이 활발하

면 과실 생산성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데(Robinson et al., 1991), 주당 TCSA 증가에 따른 수량증가(r2 = 0.7862)와 ha당 

TCSA 증가에 따른 수량 증가(r2 = 0.8418)의 관련성이 확인되었다(Fig. 5). 반대로 주당 TCSA는 평덕형에서 낮은 경향을 보였

는데,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가 뉴질랜드의 수형재배 시험에서 이용된 동양배에서 보고된 바 있다(Klinac et al., 1995).

System
Cumulative yield 

use efficiency 
(kg fruit per TCSAz)

Cumulative fruit 
yield

(ton·ha-1)

Average FW
(gram per fruit)

Fruit shape index 
(L/D)

Firmness
(N)

SSC
(°Brix)

TA 
(% malic acid)

Year 5
Y-trellis 0.11 by 25.8 a 983 bc 0.89 a 14.2 a 12.7 ab 0.13 a
Y-II-trellis 0.15 a 14.0 b 946 c 0.87 a 13.6 b 13.1 a 0.13 a
Pergola 0.14 a 25.5 a 1,026 ab 0.88 a 12.9 b 13.2 a 0.14 a
Vase-pergola 0.12 b 9.7 b 1,036 a 0.87 a 14.5 a 12.3 b 0.13 a

Year 8
Y-trellis 0.29 b 102.6 a 924 b 0.85 a 12.8 a 12.6 b 0.16 a
Y-II-trellis 0.34 a 53.6 b 995 a 0.84 a 11.8 a 13.0 ab 0.16 a
Pergola 0.34 a 101.0 a 990 a 0.85 a 12.2 a 13.4 a 0.16 a
Vase-pergola 0.32 ab 53.2 b 955 ab 0.86 a 12.7 a 13.0 ab 0.15 a
zTCSA, FW, L/D, SSC, and TA indicated trunk cross-sectional area, fresh weight, length to diameter, soluble solid content, and titratable acid, respectively.
yMean values (n = 5) followed by the same lower-case letter in each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within each year,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2. Fruit productivity and fruit quality parameters of ‘Manpungbae’ pear trees trained to four trellis systems in 2005 (year 5) and 2008 (yea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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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에 Y자형이나 평덕배상형으로 유인한 배나무의 수관이 복잡해지면서 광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지 및 

전정 등의 노동비가 상승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재식거리에 따라 생장량을 조절하는 수형이 요구되고 있다. 농가에

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Y자형은 Y자 프레임으로 인하여 좌우측 이동이 힘들어서 전정, 봉지씌우기, 수확 등에 투입되는 노동

량과 시간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주지가 3개인 평덕배상형에서도 관리노력의 효율성이 떨어졌다(Fig. 6). 반면에 평덕

형은 과다한 영양생장이 억제되어 전정에 투입되는 노동량과 시간을 줄여서 단위면적당 생산비 절감을 기대할 수 있었으며

(Fig. 7), 이는 ‘신고’를 이용한 수형별 시험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Choi et al., 2014).

국내 배 품종은 ‘신고’가 전체 재배면적의 81.5%를 차지하고 있으며 배나무 수형도 평덕형이나 Y자형의 2가지로 매우 단순

System
Fruit weight distribution (%)

> 500 g 501–600 g 601–700 g 701–800 g < 801 g < 701 g
Y-trellis 15.7 az 10.0 a 14.4 a 20.1 a 39.8 a 59.9 b
Y-II-trellis 1.2 c 10.2 a 18.0 a 18.5 a 52.0 a 70.5 a
Pergola 9.0 b 11.5 a 11.6 a 19.1 a 48.9 a 67.9 a
Vase-pergola 5.8 b 12.4 a 11.6 a 21.2 a 49.1 a 70.3 a
zMean values (n = 5) followed by the same lower-case letter in each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Table 3. Fruit weight distribution of ‘Manpungbae’ pear trees trained to four trellis systems in 2008 (year 8).

Fig. 4. Cumulative fruit yield of ‘Manpungbae’ pear trees trained to four trellis systems from 2003 (year 3) to 2008 (year 8). 
Different lower-case letters adjacent to each datum for each phas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p ≤ 0.05).

Fig. 5. Relationship between trunk cross-sectional area (TCSA) and fruit yield per tree (A), or fruit yield per hectare (B) of 
‘Manpungbae’ pear trees trained to four trellis systems from 2003 (year 3) to 2008 (year 8).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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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MAFRA, 2011),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품종과 수형 구성이 필요하다. ‘신고’를 대체할 수 있는 추석용 

배인 ‘만풍배’는 수세가 비교적 강하고 단과지 확보가 어려워서 재배수형에 따라 수체 및 과실품질이 쉽게 영향을 받으므로 고

품질의 과실 생산을 위한 장기간의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Cho et al., 2003). ‘만풍배’의 수형에 따라 재식밀도를 달리한 8년간

의 시험에서 평덕형과 Y자형은 ha당 100 여톤의 누적 수량이 생산되어 ‘신고’ 배(Choi et al., 2014)와 동일하게 조기다수확을 

할 수 있었다. 또한 평덕형으로 유인하였을 경우에 ‘만풍배’ 고유의 특성을 살리면서 과원관리가 용이한 생력 다수확 수형으로 

평가되어 남부지방의 재배농가에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다양한 수형으로 재배된 ‘만풍배’는 10년차 이후의 성목

으로 진행되면서 근권 형성의 변화와 수체의 유인각도에 의해서 발생된 내생 호르몬 등이 수체의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에 영향

을 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추가 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록

최근 국내에 상업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만풍배’ 배(Pyrus pyrifolia L.)나무 1년생을 재식(2001년)하여 정식 8년차까지 4가

지 수형(Y자형, Y-II형, 평덕형, 평덕배상형)을 적용하여 남부지방에 적합한 수형을 제시하고자 본 시험을 수행하였다. Y자형

과 평덕형은 수관점유율이 높게 형성되었고 8년차에는 70-80%의 점유율을 보였다. 8년간 주당 누적수량은 소식이면서 주지

Fig. 6. Labor requirements for orchard-grown ‘Manpungbae’ pear trees trained to four trellis systems in 2008 (year 8).

Fig. 7. Estimated fruit production income from ‘Manpungbae’ pear trees trained to four trellis systems in 2008 (year 8). Different 
lower-case letters adjacent to each datum for each phas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s determined by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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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른 수형보다 1개 더 많은 평덕배상형에서 가장 높았다. 재식 5년차와 8년차의 누적 수량이용효율은 Y-II형과 평덕형에서 

높게 나타났다. 8년간 ha당 누적수량은 Y자형과 평덕형이 각각 103톤과 101톤으로 Y-II형과 평덕배상형보다 2배 가까이 높

았다. 재식 8년차에 평덕형은 평균과중과 과육당도를 증가시켰고 순소득도 가장 높았다. Y자형과 평덕배상형은 전정량 증가

에 의한 노동량 및 시간이 증가하여 생산성이 낮은 수형으로 평가되었다.

추가 주요어: 과실품질, 평덕형, Pyrus pyrifolia, Y자형,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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