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을 위한 샤인머스켓
핵심 재배기술과 수확후 품질관리

한국포도수출연합㈜



샤인머스켓 포도의 특성

○ 일본 과수시험장 아키츠 지장에서 “아키츠 21호(스튜벤 ×마스

켓 오브알렉 산드리아) ×白南을 교배한 2배체 대립계 임.

○ 껍질째 먹는 녹황색 포도로 화진이 적고 저장성이 좋음

○ 당도가 18°Brix이상으로 높으며 산함량이 적음

○ 머스켓 향이 있는 고급 포도 임



샤인머스켓 포도 재배 목표

한알을 크게 , 한송이 700g 정도

고당도, 아삭한 식감, 머스켓 향 3가지가 어우러진 맛

○ 맛있는 포도 생산하려면 700g 정도 유지

○ 큰 송이 보다 1알 크기 13g~15g이 품질 우수

○ 한 알 크기를 20g 이하로 한다



일본 육성지(히로시마 아키츠)에서의 샤인머스켓 포도 특성



유목기 관리



유목기 관리

○ 새가지 중에서 가장 충실하게 자라는 새가지 하나를 선택

하여 수직으로 유인, 결속하여 생장시킨다.

○ 부초는 잎을 2장 남기고 순지르기하여 예비 가지로 키운다.

○ 새가지는 덩굴손이 파이프 등을 감기 전에 일찍 잘라내어

양분소비를 억제해 준다.



유목기 관리

○ 충실한 1년생 주지는 2m길이로 10 ~13눈을 남기고 잘라 수세

를 강하게 한다.

○ 꽃눈분화를 위해서는 주지 선단을 7월 말까지 잘라주어야 한다.

○ 부초가 발생하면 2장의 잎만 남기고 적심해 주어 양분의 낭비를

막고 가지를 충실히 해주면 발아 및 세력유지에 유리하다.



유목기 관리



유목기 관리
○ 남긴 주지는 발아촉진제 처리를 하여 발아를 균일하게 하고

발아 후에도 생육을 양호하게 하여 충분한 세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한눈에서 1~2개의 새가지가 발생하며, 이들 이외의 숨은 눈도

발아하므로 양분경합을 피하기 위해 일찍 눈솎기로 한눈에

하나의 새가지만 남긴다.

○ 눈솎기는 꽃송이 여부, 위치, 남겨야 할 새가지 수 등을 고려하여

2~3회 나누어 실시한다.



신초 관리

○ 개화직전~개화기에 신초의 도장을 막고 착립을 안정시키려면

강한 신초는 선단을 적심한다.

○ 강한 신초이면서 길이가 1.5m 넘는 것은 개화 2주 후부터

선단을 적심한다(16엽).





○ 균일한 발아는 착립이 균일하게 되어 규격과실 생산의 기본이다.

○ 샤인머스켓은 세력이 강하여 어린나무 상태에서는 발아가 균일

하지 않을 수 있다.

○ 아상처리는 눈 앞부분 2~3cm를 가볍게 눌러 상처를 낸다.

발아

저장양분이부족하면
발아가불량해진다.

아상처리 .
유목기 발아에도움

균일한 발아
신초정리(적심),관수관리 등



2년생 꽃송이



꽃송이 다듬기

2년생 4cm, 3년생 3.5cm,  4년생 3cm

○ 꽃송이다듬기는 포도원에서 첫 꽃 필때~개화전까지가 적기이다.

○ 과립의 균일을 위해서는 꽃송이를 길게 남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꽃송이가 길 면 개화기 차이로 착립 불량 및 과립의 크기가

불균일하다

○ 특히, 긴 꽃송이는 과방중이 커져 과실 성숙이 지연되고 품질도

저하된다.



꽃송이 다듬기



꽃송이 다듬기

꽃송이의 끝부분 3~4cm를 잡고 오른손의 검지와 중지 사이에

꽃송이를 끼고 훑어준다.

(소요시간 7초/송이,   9.7시간/10a)



꽃송이 다듬기 전후

=>1kg이상



정상 화수정형긴 화수정형미 화수정형



큰 화수정형



큰 화수정형





화수정형 동영상



꽃송이 다듬기
농용신 처리시 꽃송이 길이 조절 약제를 혼용살포
(1,000배액)하면, 꽃송이 길이가 늘어나 알솎기 인

건비를 크게 줄이고 과실 품질이 향상된다.

좌 : 꽃송이 길이 조절 약제 처리

우 : 미처리
중국산 샤인머스켓 일본산 샤인머스켓



무핵화 및 생장조정제 처리

생장조정제 작용기작
사용농도

(ppm)
사용시기 사용방법

스트렙토마이신

(농용마이신)
무핵화

1회 200ppm

(1000배액)
첫꽃필때 (꽃송이 침지 또는 살포)

-살포시 주변과원 피해 주의

지베렐린 수용제 무핵화

과립비대 촉진

1차 : 25ppm

2차 : 25ppm

1차 :만개 3~4일후,

끝꽃완전개화

(70%처리가능시기) 

(3~4일후나머지 30%처리)

2차 : 1차 처리후 7~10일후

1차 : 화방침지

2차 : 과방침지 또는 살포

(일시에 살포)

알커 과립비대 촉진 1차 : 5ppm

2차 : 5ppm

○ 포장의 첫 개화 때 농용신 1,000배액 살포
○ 1차 처리는 GA25ppm + 알커 5ppm 만개 3~4일 후(전체의 70%처리가 가능한 시기)

3~4일 후 나머지 30%처리
○ 2차 처리는 GA25ppm + 알커 5ppm  1차 처리 후 7~10일 후 처리



 개화 직전 농용신 수화제 1,000배액을 살포한다.

 1차 처리를 늦게 하면 착립 불안정, 유핵과가 발생한다.

적심은 착립 밀도를 높여 준다(양분경합을 줄여줌).

 고온건조시에 처리하면 약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적당한 관수를 해주어 꽃이 건조하지 않도록 한다.

샤인머스켓 무핵재배시 주의점



샤인머스켓 무핵재배시 주의점

끝꽃이 피기전에 너무 일찍 처리하면

잔알발생이 많고 화수축이 휘어진다.  



GA처리 동영상



1차 비대기



알 솎 기

○ GA 1차처리 후 1주 후부터

1차 실시하고, 최대한 빨리

알솎기 작업을 마무리 한다.

2년생 55알 이내

3년생 50알 이내

4년생 45알 이내

1차 알솎기 후



알솎기 동영상-1



알솎기 동영상-2



알솎기 동영상-3



알솎기 동영상-4



5 ~ 6알 알솎기로 알솎기 완료 50알 정도로 수확시 700g송이





샤인머스켓 품종의 송이무게와 착립수

송이무게
(g)

알 무게
(g)

알 수
(개)

송이수
(개/신초)

500g 13~15 37 ~ 40 1.2

700g 13~15 47 ~ 54 1.0



2차 비대기

○ 송이솎기는 착립기부터 착색기까지 2~3회 실시한다. 일찍 솎을수록 품질이 좋다.

○ 송이솎기 마무리 시기에 송이크기는 수확기의 70%, 당도는 수확기의 50%수준이다.

* 착색기이후에는 송이조절을 하여도 큰 효과가 없다.



관 수
○ 과립경화기까지 수분요구도가 증가하므로 수분 부족이 안 되도록.

○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 : 발아기, 개화기, 과립비대기

○ 물이 적게 필요한 시기 : 성숙기

○ 관수량 : 강우량 기준 약 30mm

2열 관수 3열 관수



병충해 방제

○ 거봉에 비해 흑두병에 약하고 노균병에도 약하며 만부병은

비슷하다.

○ 농약 방제는 거봉에 준하고 5월 중순 이후 흑두병에 주의

○ GA 2차 처리시 더마니 (흰가루)20L당 2g혼용

○ 6월 봉지 전 곰팡이, 탄저, 노균 방제 철저

○ 총채, 응애, 진딧물 등에 주의



수확후 포도밭 관리



시비 관수

○ 거봉에 준하여 실시, 수세가 강하므로 유목의 경우

10~20% 감한다

○ 발아기에서 과립경화기까지 1과방당 2g질소를 기준으로

시비하고 PF1.6 으로 자동관수하면 좋은 품질의 포도 생

산 가능



2년생 정지 전정



한눈 전정 원눈 전정

정지 전정



정지 전정



2년생 정지 전정



2년생 발아



수출용 포도의 수확과 관리



수 확 적 기

○ 황색으로 변할 때 갈변 증상이 발생하기 쉬워, 녹황으로 될 때 수확한다

(녹70% 황30%).



수확 적기 과피색

아직 전체적으로

녹색이 많다.

녹황색으로

수확적기이다.

과피얼룩증상



착과량이 많으면 당도 전환이

늦어져 당도가 낮아진다.

만개 후 75~120일경 부터 당도와 맛

확인해 적기 수확(끝부분 당도 17°Brix이상)



수 확



수확시 주의할 점

○ 포도 수확은 온도가 낮은 오전에 하는 것이 좋다.

덜 익은 포도를 수확하지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수확한 포도는 직사광선을 받지않도록 그늘에 두어 포도 송이

의 온도가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 수출용은 포도봉지가 씌워진 채로 선별장으로 반입하여야 함.



수 확 상 자

수확한 포도를 여러 단으로 담으면 압상이 생기므로

장기저장용은 1단용 상자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예냉

○ 과일 온도(품온)가 5℃될 때까지 예냉 실시

- 강제통풍식 : 6 – 12시간, 저장고 용적의 최대 70%까지 가능

온도 0 ℃,습도가 낮은 저온 저장고에서 실시

* 예냉 후 과일 품온과 작업장은 온도 편차가 6-9 ℃를 넘지

않도록 함



선별

○ 병해충 피해를 입었거나 상처가 있거나 열과된 포도알



팰릿단위유황패드 활용 저장방법

상자단위유황패드활용 저장방법



샤인머스켓 수출포도 품질기준
수 출



1등급 : 끝부분 당도 17°Brix이상1등급 : 송이무게 500 ~ 1000g  

알 무게 13 ~15g

샤인머스켓 1등급 기준



공동브랜드 K-grape 로고
프리미엄급

1등급 2등급

수출포도품질관리



수출포도공동브랜드

샤인머스켓 QR코드 거봉 QR코드
공동브랜드 K-grape 소포장



수 출 최저 수매가격

품종별 수출국가별 적용시기

수출최저가격(원/kg)

1등급 2등급

샤인머스켓
재배지 지정단지 10월부터 21,000 18,000

재배지지정단지 이외 10월부터 18,500 16,000

❍ 수출시기별 수출 최저가격 설정 운영(2021년 10월 이후)



수 출
❍ 수출대상 국가별 수확 전 포도 과원관리



❍ 수출대상 국가별 수확 전 포도 과원관리



❍ 수출대상 국가별 선과장 반입 전 과실 상태



중국 SKP백화점에 진열된 한국산 샤인머스켓(고산영농조합)



한국산 샤인머스켓 전시된 모습(고산영농조합)



일본산 샤인머스켓, 중국산 샤인머스켓 비교



좌 : 일본산 샤인머스켓 단면(20°Brix) 
우 : 중국산 샤인머스켓 단면(16°Brix)



중국산 샤인머스켓 알 사이즈(25mm)



중국산 샤인머스켓 판매가격
(98위안 =>약 17,150원 )



중국산 샤인머스켓 전시 된 모습



중국산 샤인머스켓(베트남)



중국 샤인머스켓 당도와 크기



중국샤인머스켓-동영상



중국 샤인머스켓 재배면적 (53,000ha 추정/2020년)



일본산 샤인머스켓



일본산 샤인머스켓



일본산 샤인마스켓 일본산 샤인마스켓 / 24°Brix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