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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니아 전정방법

발간사
최근 FTA 등 개방화 물결과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농업·농촌의
대체 작목으로 일부지역에서 아로니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아로니아는 장미과에 속하고, 폴리페놀 화합물, 플라보노이드,
안토시아닌 등의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여 항산화, 항염증, 면역
조절 활성, 항당뇨, 항암작용, 시력 개선 등의 효과가 있어 의약품
및 기능성 식품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나, 특유의 떫은맛과 신맛
으로 인해 생과로 유통되기가 어려워 대부분 의료 및 가공품 소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2007년에 도입되어, 고기능성 과실로 소비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충북 단양군, 강원 횡성군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신소득
작목으로 선정하여 재배를 권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철
추위와 가뭄에 의한 피해가 거의 없고, 토양환경 적응력이 뛰어나
영농관리가 쉬운 작목으로 인식되어 2014년도 10,500여 농가에서
530ha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로니아 재배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과 연구자료 그리고
전문 연구자가 부족하여, 아로니아를 재배하는 농업인은 영농정보를
얻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아로니아 생장 특성과 전정 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로니아 재배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6년 6월
충청북도농업기술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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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로니아란
●

아로니아(Aronia)는 장미과 식물로 일반명은 초크베리(Chokeberry, Choke : 질식시키
다, Berry : 소과)로 타닌 성분이 많아 맛은 떫으나, 당도는 15°Bx 정도로 높은 편이다.
과실에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안토시아닌 및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기능성 물질
이 많아 와인, 잼 및 주스 등 가공용과 약용 그리고 식용색소로 사용되고, 관상용으로도
재배된다.

●

아로니아는 과실색에 따라 3종류로 나뉜다. 검은색은 블랙 초크베리(Black chokeberry,

Aronia melanocarpa), 붉은색은 레드 초크베리(Red chokeberry, Aronia arbutifolia), 보
라색은 퍼플 초크베리(Purple chokeberry, Aronia prunifolia)로 구분된다.

- 블랙 초크베리는 수고(樹高, 나무의 높이)가 1m를 넘는 것이 드물다고 하는 지역도 있
		 으나, 국내에서는 2m를 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수폭(樹幅, 나무의 폭)은 3m 정도
		 이며, 뿌리에서 싹이 나오기 쉽다. 엽폭(葉幅, 잎의 폭)은 6cm 이하로 작은 편이며, 엽
		 병 (葉柄, 잎자루)이 있고, 표면은 녹색이고 뒷면은 연녹색이며 솜털이 없고, 가장자리
		 는 톱니꼴로 되어있다.

- 레드 초크베리는 수고가 2~4m 정도 크고 수폭은 3m 까지 넓힐 수 있다. 엽폭은 5~8cm
		 이며 뒷면은 솜털이 많다. 과실의 폭은 4~10mm이다.

- 퍼플 초크베리는 블랙 초크베리와 레드 초크베리를 교배하여 육성된 종(種)으로, 수고
		 는 3m 까지 크고 수폭은 3m 까지 넓힐 수 있다. 잎에는 솜털이 조금 있으며, 과실은 짙은
		 보라색이고 과실의 폭은 7~10mm이다.

블랙 초크베리
(Black chokeberry)

레드 초크베리
(Red chokeberry)
그림 1. 아로니아 종류별 과실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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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 초크베리
(Purple chokeberry)

●

아로니아 원산지는 북아메리카 동부 애팔래치아산맥 인근이고, 꽃은 4월 말에 피며, 과
실은 9월경에 수확할 수 있다. 내한성이 강하여 -40℃에서도 피해를 받지 않고, 토양 환
경 적응성이 강하다. 18세기 경 유럽에 전래되었고, 2008년 폴란드에서 전 세계 생산량
의 90%에 달하는 4만ton을 생산하였다.

2. 가지의 명칭과 성질
●

관부(冠部, 뿌리목, Crown) : 뿌리와 줄기가 만나는 지점으로 상부는 주축지와 연결된다.

●

주축지(主軸枝, 원곁가지, Cane) : 관목인 아로니아의 골격을 이루는 가지로 2년생 이
상의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신초 생장이 많은 도장지(徒長枝, 웃자란 가지, succulent
shoot)는 예비주축지로 활용하여야 한다. 사과, 배 등 교목성 과수는 주간(원줄기), 주지
(원가지), 부주지(버금가지), 측지(곁가지)로 가지의 특성에 따라 쉽게 구별할 수 있으나,
관목은 가지의 특성을 구별하기 어렵다.

●

묵은 가지(Branch) : 주축지에서 발생한 2년 이상된 가지로 주로 결과모지로 활용한다.

●

신초(新梢, 새가지, Shoot) : 봄에 자라 잎을 착생시키는 가지로 주로 잎겨드랑이에 꽃눈
을 형성시켜 다음 해 봄에 꽃을 피워 과실을 맺는 가지로 활용된다.

신초
묵은가지

주축지

관부

그림 2. 관목의 가지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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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육특성
●

아로니아(Aronia)는 굵은 뿌리가 잘 형성하고, 토양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아 토양산
도, 습도 등에 대한 제약이 적은 편이다. 실생으로 재배된 아로니아는 원뿌리에서 갈라
져 나온 뿌리인 지근(枝根)은 깊이 1m 까지 분포하고, 세근은 이보다 깊이 뻗어 양분 및
수분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크다. 삽목묘로 재배된 아로니아는 보통 25cm 깊이까지
뿌리가 뻗으며 수분이 부족하거나 척박한 토양에서는 뿌리가 40cm 정도까지 뻗는다.

●

아로니아는 생장이 빠르고 도장지 발생도 잘 되어 주축지 확보가 용이하여 5년 정도 되
면 수관이 형성된다.

●

화아(花芽)는 4월 말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5월 초에 활짝 피고, 산방화서(散房花序 :
끝이 거의 평평하도록 꽃자루가 길어진 꽃의 형태)로 화아당 10~25개의 꽃이 피고, 발육
과 영양상태가 좋으면 50화 까지도 피며, 상단부의 화아당 꽃수가 많은 경향을 갖고 있
다. 꽃잎은 보통 5장의 홑꽃이나 겹꽃이 피는 경우도 있고, 꽃받침은 5개, 수술은 16개,
암술은 5개이다. 아로니아는 자가수정이 가능하며, 바람 또는 매개곤충으로 수정(受精)
이 된다. 더욱이 아로니아는 아포믹시스(Apomixis)로 꽃가루가 난핵과 결합하는 수정
이 없어도 씨가 맺히기 때문에 착과율이 높다. 수정 후 생식생장은 영양생장으로 전환
되어 7월 말까지 지속된다. 8월 상순경 신초의 생장이 멈추면 잎자루가 붙은 자리에 꽃
눈 분화가 시작된다. 하지만 토양내 질소함량이 높아 신초의 생장이 멈추지 않으면 꽃눈
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다음해 착과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화 아

엽 아
그림 3. 화아와 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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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방화서 형태

홑 꽃

겹 꽃

그림 5. 꽃의 형태

중가지 개화

도장지 개화

단가지 개화

그림 6. 가지 길이에 따른 개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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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지

중가지

도장지

그림 7. 가지 길이별 착과 특성
●

과실은 하위씨방이 발달하며, 꽃받침과 꽃잎 및 수술의 아래쪽이 융합되어 통 모양으로
된 부분인 화통(花筒)이 확대되어 육질로 발달한 위과(僞果, 헛열매)로 과중은 0.6~1.0g
정도이다. 과실 표피는 다소 두꺼운 편이며, 수분함량은 약 80%이다. 정아 및 측아에서
생성된 열매자리에서 신초가 발생된다.

정아 착과

측아 착과

그림 8. 정아 및 측아의 착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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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나무 생리
●

정부우세성 : 정부우세성이란 직립한 1년생 가지선단의 신초(頂端新梢)가 가장 세력이 좋게
자라고, 아래쪽에서 발생한 신초(側生新梢) 일수록 생장량이 낮아지며, 아래쪽에서 발생된 신
초 일수록 원줄기와 발생 각도가 넓어지는 현상이다. 유목기에 적심(摘心, 신초의 선단부를 손
으로 따버리는 것)은 아래쪽의 신초의 생장을 좋아지게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림 9. 양수분과 생장호르몬의 이동량

상향지(A)

측지(B)

전정 없음

유인 없음

50% 절단 전정

싹튼 후 유인

싹트기 전 유인

그림 10. 정부우세성에 의한 신초 생장 형상
●

C/N율 : C/N율이란 잎의 탄소동화작용에 의해 만들어진 탄수화물(C : Carbon)과 뿌리에서 흡
수된 질소(N : Nitrogen)의 수체내 저장 비율이 가지생장, 꽃눈형성 그리고 결실에 영향을 미치
는 것이다. C/N율은 전정강도와 양분관리 등으로 조절할 수 있다. 질소질 비료를 적게 주면
신초 생장이 저조해지는 등 생장장해가 발생하여 C/N율이 높아지고 꽃눈이 많아지는데 보통
지하부의 생육이 나쁘다. 질소질 비료를 많이 주면 신초 생장과 도장지 발생량이 많아져 C/N
율이 낮아지고, 이런 나무에서는 과실의 성숙이 늦어진다.

아로니아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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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지 생장
꽃눈 형성
결실

Ⅰ
적음
많음

Ⅱ

Ⅲ

Ⅳ

탄수화물(C)
질소(N)
탄수화물 부족 탄수화물 약간 부족 질소, 탄수화물 적당 질소 부족
가벼운 전정
질소 불필요

가벼운 전정
질소 감량

무전정
토양건조

강전정
차광

강전정
질소 다용, 다습

전정
질소 다용, 관수

많음
적음

그림 11.
C/N율에 따른
꽃눈 형성과 신초 생장

5. 전정방법과 시기
●

전정의 목적 : 묘목을 정식한 후 전정을 하지 않으면 품종 고유 특성대로 자라 가지가 얽
히고 설켜 가지를 관리하기도 어렵고, 통풍 및 수광율이 낮아 병해충 피해가 발생하기 쉬
운 환경을 만든다. 따라서 품종의 크기와 토양특성 등을 고려하여 재식거리를 산정하여
나무를 식재하고 수관(樹冠)을 형성시킨다.

●

전정방법 : 절단전정, 솎음전정
- 절단전정(切斷剪定)은 가지의 중간 부위를 잘라 가지 상단부를 제거하는 것이다. 상단

		 부의 제거량이 많으면 하단에 남은 적은 수의 눈에서 강한 신초가 발생하고, 상단부
		 의 제거량이 적으면 하단에 남은 많은 눈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신초가 발생하며 전
		 정시기에 따라 약한 신초에서 꽃눈분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약
적당
강

약
꽃눈형성이
좋음
이 부분의
눈의 발아가
어려움
절단전정 강도가
약하면 수세가
약한 가지만
신장하여 수세가
약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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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적당
꽃
눈
형
성
이
좋
음

선단의 2~3눈에서는
강한 가지가 자라고
그 아래의 눈에서는
약한 가지가 나옴

꽃
눈
형
성
이
안
됨
절단전정 강도가
강하면 수세가
강한 가지가 나옴

그림 12.
절단 전정 강도에 따른 신초 반응

- 솎음전정은 가지의 기부에서 제거하는 것으로, 골격을 단조롭게 하여 광투과율을 높히
		 고 수관 내부까지 가지와 잎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하지만 지
		 나친 솎음전정은 꽃눈이 형성될 수 있는 가지의 형성률을 낮추는 경향이 있어 수세가 안
		 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솎음전정 방법을 활용하여야 한다.
절단전정 후 다음해의 신초 생장

솎음전정 후 다음해의 신초 생장

그림 13. 절단전정과 솎음전정에 따른 가지 변화

●

전정시기 : 동계전정과 하계전정
- 동계전정은 낙엽이 진 후 나무가 휴면기에 있는 기간에 전정하는 것으로, 나무가 생리

		 활동이 적어 절단면의 치유가 늦지만, 뿌리 세력은 유지하면서 지상부의 가지량을 줄
		 여 봄철 수체의 생장을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 전정 대상 가지
		 1) 겨울철 동해를 받은 가지
		 2) 병해충의 피해를 받은 가지
		 3) 가지의 세력이 약해져 땅을 향한 가지(下向枝)
		 4) 수관 밖으로 많이 뻗어 농작업에 불편을 주는 가지
		 5) 수관 중심에서 햇빛이 수관 하부까지 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지

- 하계전정은 여름철에 하는 전정으로 동계전정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신초와 도장
		 지를 제거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된다. 아로니아 신초는 지제부 근처와 열매자리에서
		 발생이 잘 된다. 특히, 지제부 근처에서 발생된 신초수가 많으면 통풍이 잘 안되고 습
		 도가 높아져 병해충 발생을 증가시킬 수 있어, 가지가 경화되기 전에 가지를 솎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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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제부 신초 다발생

지제부 신초 솎음

그림 14. 초여름 지제부 신초 관리
●

적과(摘果, 열매솎기) : 과실의 발육은 전년도 나무에 축적된 저장양분과 뿌리에서 흡수하는
양·수분 그리고 잎의 탄소동화작용으로 생산되는 탄수화물 등에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과
실의 크기는 수체 저장양분, 토양내 양·수분 그리고 엽면적과 더불어 과실당 엽면적에 영향
을 받는다. 적과는 과실당 엽면적을 증가시켜 과실의 크기, 착색, 당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
고, 숙기를 고르게 하며, 착과량을 적게하여 해거리를 방지하고, 수형과 수세를 유지하여 안
정적인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작업이다. 아로니아 과실은 대부분 가공용으로 사용되기 때
문에 크기가 중요하지 않으나, 과실의 당도 향상, 나무의 수세안정 그리고 과다한 착과를 지
양하기 위해 적화(꽃 솎기)·적과는 필요하다.

●

가지 유인 : 타 과종의 경우 가지 유인은 가지의 세력을 조절하여 화아분화를 유도하거나, 골
격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되나, 아로니아는 신초의 화아분화가 잘 되고, 주축
지를 4~5년 마다 교체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수형을 위한 유인은 필요 없다. 하지만, 과실의
착과량이 많으면 과중으로 인해 주축지가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주축지 도복의 예방을 위해 6
월 이전에 가지를 유인하여 주축지의 정부우세성을 유지하여 수세를 안정시키고, 농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수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림 15.
착과량에 따른 주축지 형태
과다 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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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착과

○ 전정 대상가지

1년차 신초 :

- 복잡한 가지 :
- 약 한 가 지:
○가 지 유 인:
○묘 목 가 지:

가. 묘목 식재

나. 1년차 동계전정 대상 가지

다. 1년차 동계전정 후

2년차 신초 :

라. 2년차 하계전정
대상 가지

마. 2년차
하계전정 후

바. 2년차 동계전정 		
대상가지

사. 2년차 동계
전정 후 및 가지
유인

그림 16. 아로니아 1~2년생 전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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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 신초 :

가. 하계전정 대상 가지

나. 하계전정 후

그림 17. 아로니아 3년생 이후 하계전정 방법

가. 동계전정 대상 가지

나. 동계전정 후

그림 18. 아로니아 3년생 이후 동계전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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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축지를 활용한 유인

말뚝을 이용한 유인

그림 19. 주축지 유인 방법

6. 전정의 영향
●

나무 생장 : 전정방법에 따라 나무의 생장과 신초의 신장이 다르게 된다. 유목기의 전정량을
적게 하면 주축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신초(新梢, 새가지) 발생을 촉진시키나 전정량을 많이
하면 신초 생장을 억제시킨다. 성목기에 전정량을 많이 하면 신초의 생장이 왕성해져 수형
(樹形, 나무 모양)이 복잡하게 되고, 전정량을 적게 하면 착과량이 많게 되어 과실 품질이 떨
어지고 수세(樹勢, 나무세력)가 약해질 수 있다.

●

결실(結實, 과실 맺음) : 성목기의 전정은 꽃눈수를 줄여 착과량이 적어지나 과실의 크
기는 커지는 경향이 있다. 유목기에 착과(着果)를 시키면 신초 생장이 줄어들어 나무의
성장이 늦어지기 때문에 보통 꽃눈을 제거하여 나무를 키울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 준다.

●

과실품질 : 대부분의 과수는 전정을 통해 과실의 크기를 크게 하고 당함량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전정을 지나치게 많이 하면 과실의 크기는 다소 커질 수 있지만, 숙기가 늦어지
며 착색이 나빠지는 등 과실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로니아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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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형 : 타 과종과 비교
●

사과 세장방추형 : 세장방추형은 왜성대목을 활용하여 수고를 2.5~3.0m 정도로 낮추고, 측
지를 이용하여 골격을 만들어 결과모지로 활용한다. 기부의 폭을 1.0~1.5m 로 하여 상
단부로 올라갈수록 폭이 좁아지고 가지 부착을 줄인다.

그림 20. 사과 세장방추형

●

배 'Y'자 수형 : 'Y'자 수형은 밀식재배를 하여 조기 수확량 확보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재식초기에는 일반재배에 비해 초기에는 5배 이상 증수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배나
무가 갖고 있는 유전적 생장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재식거리를 일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강전정 등에 의해 생장을 억제시키나, 생리적 반발이 생겨 도장지 발생이 많아지고 엽재
비 (葉材比, 목질부의 부피에 대한 잎의 비율)의 불균형 그리고 수관내 광투과율이 낮아
지는 등 밀식장해가 발생되어 생산성과 과실품질이 낮아질 수 있다. 따라서 성목기에는
밀식으로 인한 생리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간벌(間伐, 나무들이 적당한 간격을 유지
하도록 나무를 솎아냄)을 해주어야 한다.

그림 21. 배 'Y'자 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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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숭아 개심자연형 : 개심자연형은 착과용적이 크게 되어 수확량이 높고 수광조건과 과
실품질이 좋으며 경제수령이 길다. 하지만 수고가 높아 작업이 불편하고, 주지(主枝, 원
가지)를 45° 정도로 기울여 주기 때문에 정부우세성이 낮아져 수형 구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림 22. 복숭아 개심자연형

●

블루베리 수형 : 관목인 블루베리의 주축지는 5~6년이 되면 생산능력이 떨어지는 경향
이 있어 지제부에서 솎음전정을 하여 수형을 관리한다. 유목기에는 적화를 통해 과실을
수확하지 않고, 병든가지 또는 죽은 가지 등 만을 제거하는 전정을 한다. 성목기에는 주
축지와 열매가지를 솎아내는 전정을 한다.
서로 겹치는부분을 제거

수세가약한
가지를 제거하여
신초를 준비

꽃눈제거

근부의 약한가지를 솎아냄

1~2년차

3~4년차

그림 23. 블루베리 수령 4년 이하의 전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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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눈이 많은 결과지
꽃눈
잎눈

수관내에
위치한
가지 제거

전년 결과지의
수세가 약한
가지 제거
전정후

전정전

수세가 약한
인접한 가지를
솎아줌

그림 24. 블루베리 수령 5년 이상의 전정방법
●

아로니아 수형 : 폴란드 등 대규모 농장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수형을 정밀하게 관리하지
않고, 수관 외부에 있는 하향지(下向枝)를 제거하는 정도로 전정을 마치는 경우도 있다.
관목인 아로니아는 유목기에는 신초 발생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적화를 통해 과실을 수확하지
않고, 겨울철에는 병든가지 또는 죽은 가지 등 불필요한 가지만 제거한다. 성목기에는 여름
철에 복잡한 가지를 제거하는 솎음전정을 실시하고, 과실이 커짐에 따라 주축지가 휘어질 수
있으므로, 주축지를 유인해주면 주축지 세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동계에는 주축지
와 결과지(結果枝, 열매가지) 위주로 솎음전정을 한 후 주축지 유인을 통해 수형을 좋게 해준다.

그림 25. 아로니아 대규모 농장 전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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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아로니아 시기별 수형
유목기

성목기

8. 주의 사항
●

전정가위는 날카롭고,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가지를 예리하게 자르고, 절단
면에서 조직이 잘 재생되고, 병원균의 감
염을 예방할 수 있다.

●

전정가위 소독은 락스와 물을 1:1로 혼
합한 용액에 가위를 3초 정도 담갔다 꺼
내면 효과적이다.

●

그림 27. 전정가위 부위별 명칭

병든 가지 부위를 전정할 때에는 병반 아래쪽 3cm 정도 밑에서 자르고, 병반 부위를 잘랐을
경우에는 바로 전정가위를 소독한 후 사용해야 한다.

●

병든 가지는 태워서 처리하는데, 수분이 많을 경우에는 비닐봉지에 넣어 격리시켜 건조시킨
후 태우면 처리가 용이하다.

●

주축지 등 굵은 가지를 자를 경우 전정가위의 동날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밀면서 자
르면 쉽게 자를 수 있다.

●

수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구상 후 전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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