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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ir temperature on growth date(bud bursting, flowering,
blooming) of Citrus Unshiu in Jeju and Seogwipo, and estimate future growth date using air temperature
data and growth date of Citrus Unshiu from 1998 to 2015. The trend and relationship between growth date
of Citrus Unshiu and air temperature in Jeju and Seogwipo are analysed. As a result, The trend of growth
date of Citrus Unshiu is delayed during study period. The correlation between Citrus Unshiu growth date
and air temperature is negative. It means that air temperature related to the growth date of Citrus Unshui is
decreasing. Future growth date of Citrus Unshiu is estimated to be earlier by future climate change scenarios.
Air temperature expect to rise, but it can appear the low air temperature to be able to hurt citrus tree.
Key Words : air temperature variability, Citrus Unshiu, growth, ai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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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품질이나 생산성 변동을 야기할 수 있다.
지난 133년(1880~2012년) 동안 전구 평균기온

최근 전구적인 기후변화는 작물의 성장과 생산성

은 약 0.85℃ 상승하였으며, 최근 기후변화는 평균

에 다양한 영향을 미친다. 기온, 강수량 등 기후요소

값의 변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극한기후가

는 작물의 생육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후

빈번하게 출현한다(IPCC, 2013). 그로 인한 변동성

요소의 변동은 작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쳐 작물의

증가로 작물의 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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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변화에 따른 작물 생산성과 작물 생육 변화에 대
한 연구가 요구된다.

et al., 2007).
그러나 기온상승으로 감귤나무의 발아기가 앞당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 생산성 변화를 예측하거

겨질 경우 일시적으로 출현가능한 기온하강이 늦서

나 생육시기의 변화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후

리를 발생시켜 발아한 꽃눈이 냉해를 입게 되거나

요소와 작물의 생육조건 및 생육시기의 관계 분석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1998), 저

이 필요하다. 최근 기후요소와 작물의 생육조건이

온으로 인하여 감귤나무에 냉해가 발생할 수 있다.

나 생육시기의 관계(Kim et al ., 2002; Heo et al .,

2008년 3월과 2010년 4월 저온으로 서귀포시 남원

2008; Lee et al ., 2008; Kuniya et al ., 2012; Kim

읍에서 발생한 감귤나무의 냉해가 이미 보도된 바

et al ., 2016), 기후변화에 따른 생육시기의 변화

있다. 기온상승으로 인한 늦서리 피해는 나주지방

(Chmielewski et al ., 2004; Menzel et al ., 2006;

배 과수원에서도 조사되었다(Lee et al ., 2008).

Tao et al ., 2006; Cho, 2008; Lee et al ., 2009;

이와 같이 제주도는 감귤 재배 북한계에 해당하

Fitchett et al ., 2014) 등 다양한 주제가 연구되었

므로 감귤의 재배활동에 있어서 기온변화에 민감하

다. 이 중 Kim et al .(2002), Kuniya et al .(2012)과

다. 그러므로 제주도 기온변동이 감귤나무 생육시

Fitchett et al .(2014), Kim et al .(2016)은 기후와 감

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

귤나무의 생육시기와 단위면적당 생산량간 관계에

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와 서귀포를 대상으로 감귤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Fitchett et al .(2014)은 이

나무의 생육시기와 기온변동 경향을 파악하고, 기

란의 Gorgan, Kerman, Shiraz을 대상으로 감귤류

온변동이 감귤나무의 생육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

의 생육시기와 기온의 경향을 파악하고 생육시기와

악하였다.

기온간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지역간에 나타나
는 생육시기의 차이를 지리적 차이(위도, 고도, 수

2. 연구자료 및 방법

륙분포)로 설명하였다. Kuniya et al .(2012)은 일본
구마모토현, Kim et al .(2016)은 한국에서 기후변화
에 따른 감귤의 생산량 변화를 예측하였다. Kim et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나무 생육시기

al.(2002)은 제주도 감귤 과수원에서 실제로 관측한

자료와 기후 자료를 사용하였다. 감귤나무의 생육

흥진 조생의 생육시기와 기후요소를 이용하여 생육

시기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조사

시기와 기후요소간 관계를 파악하였다.

하는 노지감귤 관측조사 결과 중 생육시기 자료를

전 세계적으로 감귤 재배지는 남·북위 35° 사이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생육시기는 발아기, 개화

이며, 연평균기온 15.4~16.6℃인 제주도 중산간 이

기, 만개기로 정의하였다. 발아기는 꽃눈의 과반수

하의 저지대는 감귤 재배지의 북한계에 해당한다.

가 3mm 이상 신장한 날, 개화기는 정상수세인 나

제주도에서는 내한성이 강한 온주귤을 주로 재배하

무에서 10% 정도 개화한 날, 만개기는 70~80% 개

고 있어서 기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재배지역

화한 날을 의미한다. 노지감귤 관측조사는 1998년

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품종도 다양해질 수 있다. 기

부터 농업기술원으로 일원화되어 실시되었다. 분석

존 연구에 의하면, 한반도에서 평균기온이 2℃ 상승

에 사용된 자료의 기간은 1998~2015년 동안 18년

할 경우 감귤의 재배지는 남해안까지 북상하여 한

간이다.

국에서 감귤 재배면적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Shin

관측조사는 노지 온주귤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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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포장 148개소를 관측한 것을 시작으로 정밀 관측

을 1로, 12월 31일을 365로 계산하여 각 연도별 발

을 위하여 관측포장이 458개소까지 확대되었다. 관

아기, 개화기, 만개기를 숫자로 변환하였다. 감귤나

측조사는 선정된 읍면동 중 관측조사에 동의한 과

무의 생육시기와 기온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원에서 실시된다. Figure 1은 관측조사를 실시하

각 변수를 5년 이동평균 한 후 이동평균값의 변화율

는 읍면동을 나타낸 지도이다.

을 구축하였다.

과수는 생육과정에서 기후요소의 직접적인 영향

감귤나무의 생육시기와 기온간의 상관분석과 회

을 받는다. 작물의 봄철 생육에는 기온의 영향이 더

귀분석을 통하여 두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욱 중요하다(Lechowicz, 1995). 감귤나무는 봄철에

과수의 생육은 앞선 시기의 기후가 누적되어 나타

꽃눈이 발아하고, 그 후 개화기와 만개기를 거치므

나므로(Sparks et al ., 2000; Lee et al ., 2008), 감귤

로 본 연구에서는 감귤나무의 생육시기와 기온과의

나무의 각 생육시기 이전 월별 및 순별 평균기온, 최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1월부터 4월의 일평균기온

저기온, 최고기온과 생육시기간의 상관관계를 분석

(Tmean), 일최저기온(Tmin), 일최고기온(Tmax)을 사용

하였다. Kang et al.(2014)은 순별 기온을 이용하여

하였다. 기온 자료는 제주와 서귀포의 기온 관측 자

감귤나무의 생육을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상

료를 이용하였다.

관관계가 높은 순별 기온변수를 이용하여 순별 기

감귤나무의 생육시기 자료는 월/일로 구성되어

온이 감귤나무 발아기, 개화기, 만개기에 미치는 영

있으므로 기온과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1월 1일

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Figure 1. The observation area for growth date.
(1: Hwabukdong, 2: Samyangdong, 3: Doryeondong, 4: Hoecheondong, 5: Bonggaedong, 6: Jocheoneup,
7: Gujwaeup, 8: Wolpyeongdong, 9: Yeongpyeongdong, 10: Aradong, 11: Odeungdong, 12: Oradong, 13:
Nohyeongdong, 14: Dopyeongdong, 15: Haeandong, 16: Aewoleup, 17: Hallimeup, 18:Hangyeongmeon,
19: Daejeong, 20: Andeok, 21: Saekdaldong, 22: Jungmundong, 23: Daepodong, 24: Hawondong, 25:
Dosundong,26: Gangjeongdong, 27:Beophwandong, 28: Seohodong, 29: Hogeundong, 30: Seohongdong,
31:Donghongdong, 32: Topyeongdong, 33: Sanghyodong, 34: Namwoneup, 35: Pyoseonmeon, 36:
Seongsaneup, 37: Sinhyodong, 38: Hahyo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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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온상승으로 인한 감귤나무 생육시기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사용하였다.

가장 이른 해와 늦은 해는 각각 1998년, 2004년(4월
30일)과 2010년, 2011년(5월 16일)이다.

사용된 시나리오는 남한 상세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제주의 평균 만개기는 5월 16일로, 1998년(5월 8

사용하였으며 이는 지역 기후모델(HadGEM3-RA)

일)이 만개가 가장 일렀고 2010년, 2011년, 2012년

을 통해 생산된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12.5km

(5월 23일)이 만개가 가장 늦었다. 서귀포의 평균 만

공간 해상도)를 바탕으로 통계적 상세화 과정(MK-

개기는 5월 14일이다. 만개가 가장 일렀던 시기와

PRISM)을 통해 생산된 고해상도 상세 기후변화시

늦었던 시기의 차이는 14일로, 1998년(5월 6일)이

나리오(1km 공간 해상도)이다. 이때 산출된 격자

만개가 가장 일렀으며 2006년과 2010년(5월 20일)

자료는 GIS 기법을 이용하여 행정구역 단위 자료

이 만개가 가장 늦었다.

로 변환되었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기후변화 시

분석기간 동안 서귀포의 감귤나무 평균 생육시기

나리오는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는 제주보다 약 2일 정도 이르다. 이는 서귀포의 기

RCP4.5와 온실가스가 저감없이 현재와 같은 추세

온이 제주의 기온보다 높기 때문이며 분석기간 동

로 배출되는 경우인 RCP8.5이다. 현재 제주지방기

안 제주의 연평균기온은 16.11℃, 서귀포의 연평균

상청과 서귀포기상대가 있는 일도1동과 정방동의

기온은 17.08℃이다. 감귤나무의 생육시기는 지역

기온을 추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른 21세기

간 차이보다 각 지역에서의 연도간 차이가 더 큰 것

중반(2041~2070년), 21세기 후반(2071~2100년)

을 확인할 수 있다.

의 감귤나무 생육시기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제주와 서귀포 감귤나무의 발아
기, 개화기, 만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다(Figure
2). 제주의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발아기가 늦어

3. 결과 및 토의

지는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연간 제주 감귤나무 발
아기는 0.40일, 개화기는 0.54일, 만개기는 0.35일

1) 감귤나무 생육시기 변화

늦어지는 경향이다. 서귀포 발아기는 매년 0.45일

분석기간 동안 제주의 감귤나무 평균 발아기는 4

늦어지고 있으며, 개화기는 매년 0.88일, 만개기는

월 10일이며, 서귀포는 4월 7일이다. 제주의 경우,

매년 0.58일 늦어지고 있다. 감귤나무 개화기의 변

발아가 가장 빨랐던 해는 2009년(4월 2일)이며, 가

화율은 발아기, 만개기의 변화율보다 크며 한라산

장 늦었던 해는 2011년(4월 18일)으로 그 차이는 16

의 북사면의 제주보다 남사면의 서귀포에서 감귤나

일에 이른다. 서귀포도 제주와 같이, 발아가 가장 빨

무의 생육시기 변화가 더 크다. 작물의 생육시기가

랐던 해는 2009년(3월 30일)이며 가장 늦었던 해는

이를수록 생육시기의 변화율이 크다(Menzel et al .,

2011년(4월 17일)으로 그 차이는 18일이다.

2006; Lee et al ., 2009). 그러므로 서귀포 생육시기

감귤나무의 개화기도 발아기와 마찬가지로 연변

가 제주보다 비교적 이르기 때문에 서귀포의 변화

동이 나타난다. 제주의 평균 개화기는 5월 10일이

율이 더 크다. 이러한 감귤나무 생육시기의 변화는

며 서귀포는 5월 8일이다. 제주에서 개화가 가장 이

다양한 양상으로 감귤나무의 생육에 영향을 미칠

른 해는 1998년(5월 3일)이며 2010년, 2011년(5월

수 있다. 봄철 생육시기의 지연은 그 후의 생육시기

18일)이 개화가 가장 늦었다. 서귀포에서 개화기의

에 영향을 미치며 감귤 꽃에 열 스트레스를 증가시

가장 이른 날과 늦은 날의 차이는 17일이며, 개화가

킬 수 있다(Fitchett et al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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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0.58x-1025.444**

y=0.88x-1631.942**

y=0.54x-959.907**

y=0.40x-699.540**
y=0.45x-801.007**

Figure 2. The change of the growth date of Citrus Unshiu in Jeju and Seogwipo (**p<0.01).

2) 기온변동

2006년), 후반기(2007~2015년)로 구분하여 살펴보

기온은 작물의 발아, 개화, 만개에 중요한 요인

면, 제주와 서귀포 4월 평균기온은 후반기의 기온이

이며, 발아하거나 꽃이 피어있을 경우 내한성이

전반기의 기온보다 낮다. 제주 전반기의 4월 평균기

약해지기 때문에 이 시기의 기온변동이 중요하다

온은 14.54℃이고 후반기에는 13.86℃이다. 서귀포

(Menzel, 2000). 그러므로 기온변동은 감귤나무의

전반기의 4월 평균기온은 전반기 15.60℃이며 후반

생육시기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의 평균기온은 14.81℃로 후반기의 평균기온이

분석기간 동안 제주와 서귀포 각 생육시기 이전
월별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은 대부분 하강

전반기의 평균기온보다 0.79℃ 낮다.
제주와 서귀포 2월 기온의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하는 경향이다(Table 1). 1월, 3월, 4월의 기온하강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제주와 서귀포 1월과
4월의 기온 변수의 변화율은 -0.07~-0.12℃/년으
로, 변화 경향이 가장 뚜렷하다.

Table 1. The monthly change rate of air temperature
(January-April).
Jeju

1961년부터 2015년까지 제주와 서귀포의 연평균
기온은 각각 0.02℃/년, 0.03℃/년씩 상승하고 있으

Jan

며 월별 평균기온 역시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분석
기간 동안 제주와 서귀포의 기온은 하강하는 경향
이다. 따라서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장기간의 기

Feb

온상승에서 발생하는 비교적 단기간의 기온변동으
로(Seo, 2013), 4월 평균기온의 경우, 1998년의 높

Mar

은 기온과 2010년, 2011년의 낮은 기온이 분석기
간 동안 기온하강 경향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사
료된다. 4월 평균기온은 최근 18년(1998~2015년)
동안 제주와 서귀포 4월 평균기온을 전반기(1998~

Apr

Seogwipo

Tmin

-0.09*

-0.07**

Tmax

-0.12**

-0.10**

Tmean

-0.10**

-0.08**

Tmin

+0.02

+0.01

Tmax

-0.04

-0.04

Tmean

-0.01

-0.01

Tmin

-0.03*

-0.05**

Tmax

-0.06**

-0.06**

Tmean

-0.05**

-0.05**

Tmin

-0.09**

-0.11**

Tmax

-0.11**

-0.09**

Tmean

-0.08**

-0.10**
**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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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ir temperature and bud bursting of Citrus Unshiu.
Station

Jan

Feb

Tmin

Tmean

Jeju

-0.42

Seogwipo

-0.38

Tmean

Mar
Tmax

Tmin

Tmin

-0.47*

-0.50*

-0.59*

-0.45

-0.47* -0.64** -0.66** -0.68** -0.74** -0.74** -0.71** -0.82** -0.83**

-0.69** -0.72** -0.57*

Tmean

Feb-Mar

Tmax

Tmax

-0.65** -0.55*

Tmin

Tmean

Tmax

-0.70** -0.80** -0.78**
0.81**

** p<0.01, *p<0.05

Table 3. The correlation between the air temperature and flowering and blossoming of Citrus Unshiu (FD: Flowering date, BD: Blooming date).
Station
FD
BD

Jan

Feb

Mar

Apr

Tmin

Tmean

Tmax

Jeju

-0.36

-0.37

-0.38

-0.47

-0.50* -0.50* -0.47* -0.49*

-0.39

-0.66** -0.68** -0.62**

Seogwipo

-0.10

-0.14

-0.19

-0.38

-0.43

-0.48* -0.43

-0.35

-0.66** -0.77** -0.68**

-0.57*

-0.53*

Tmin

Tmean

Tmax

Tmin

Jeju

-0.33

-0.34

-0.33

-0.56*

Seogwipo

-0.10

-0.15

-0.17

-0.48* -0.50* -0.54*

Tmean
-0.35

Tmax

Tmin

Tmean

Tmax

-0.47

-0.46

-0.32

-0.64** -0.64** -0.53*

-0.57*

-0.47

-0.40

-0.72** -0.78** -0.62**
** p<0.01, *p<0.05

유의하지 않다. 제주의 2월, 3월, 4월 평균기온의

관관계이다. 이는 생육단계가 시작되는 달과 2개

변동계수는 각각 19%, 8%, 7%이며 서귀포는 각각

월 전의 월평균기온이 식물의 생육에 중요하다는

16%, 8%, 5%이다. 변동계수의 값이 클수록 변동이

Menzel et al .(2006)의 결과와 2월과 3월의 평균기

크므로 제주와 서귀포 모두 상대적으로 높은 2월 기

온이 발아를 포함하는 식물계절에 크게 영향을 미

온변수의 변동으로 인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

친다는 연구 결과(Lee et al ., 2009)와 유사하다.

은 변화율을 나타낸다.

개화와 만개는 주로 5월에 발생하므로 개화기 및
만개기와 1~4월의 월별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

3) 감귤나무의 생육시기와 기온간의 관계

기온간의 상관관계를 각각 분석한 결과, 제주와 서
귀포의 4월 기온과 음의 상관관계가 유의하게 있

(1) 감귤나무의 생육시기와 월별 기온간의 상관

다(Table 3). 이러한 결과는 감귤나무 개화의 경

관계

우, 개화 직전의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며(Kim,

작물의 생육은 앞선 시기의 기후가 누적되어 나

1998), 국지적인 실험을 통하여 제주도의 감귤 만

타나므로 4월에 발생하는 감귤나무의 발아기와 월

개기와 4월 기온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밝힌 Kim et

별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간의 상관관계를

al.(2002)의 연구와 유사하다.

분석하였다. 감귤나무의 발아기와 1~3월 각각의 월
별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은 대부분 통계적

(2) 감귤나무 생육시기와 관련된 기온변동

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이다(Table 2). 제주와

제주와 서귀포의 감귤나무 생육시기가 늦어지고

서귀포의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평균기온, 최

있고 생육시기와 기온사이에 높은 음의 상관관계가

저기온, 최고기온의 평균값과 발아기간의 상관관

있다. 그러므로 분석기간 동안 제주와 서귀포의 감

계도 r=-0.7 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

귤나무 생육시기와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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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간 동안 제주와 서귀포의 4월 평균기온도

감귤나무의 발아기는 2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하강하는 추세이다. 제주 4월 평균기온은 -0.08℃

일 평균기온의 평균값과, 개화기와 만개기는 4월 평

/년의 변화율을 보이며 서귀포 4월 평균기온의 변

균기온과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제주와 서귀포의 2

화율은 -0.1℃/년이다(Figure 4). 이는 감귤나무 생

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일 평균기온의 평균값

육시기의 변화 경향과 유사하다. 즉, 개화 및 만개

과 4월 평균기온의 시계열 변화를 분석하였다. 제주

와 상관관계가 뚜렷한 4월 평균기온의 하강은 감귤

와 서귀포의 감귤나무 생육시기와 상관관계가 높은

나무의 개화기의 변화율이 발아기의 변화율보다 높

기온변수들은 하강하는 경향이다. 제주와 서귀포

은 음의 값을 갖는 것을 설명한다. 이란에 위치한

모두 2월 1일에서 3월 31일까지 일 평균기온의 평

Gorgan도 만개기와 상관관계가 높은 5월 최고기온

균값의 변화율은 -0.03℃/년이다(Figure 3). 제주

하강으로 인하여 감귤나무의 만개기가 지연되고 있

의 경우, 2009년 이후 3년간 2~3월간 평균기온의

다(Fitchett et al , 2014).

하강이 뚜렷하다.

y=-0.03x+63.717*

y=-0.03x+74.816*

Figure 3. The change of the mean air temperature from 1 February to 31 March (*p<0.05).

y=-0.10x+216.572**

y=-0.08x+180.300**

Figure 4. The change of the mean air temperature in April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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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별 평균기온이 감귤나무 생육시기에 미치

4월 중순, 4월 하순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는 영향

및 3월 하순 최저기온과 음의 상관관계이다. 서귀포

제주와 서귀포 감귤나무 생육시기와 순별 평균기

감귤나무 만개기는 2월 중순, 4월 중순, 4월 하순 평

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과 음의 상관관계이다.

있다. 제주 감귤나무 발아기는 2월 상순 평균기온,

감귤나무 생육시기와 순별 기온간 상관관계를 분

최저기온, 최고기온 및 2월 중순 평균기온, 최고기

석한 결과, 감귤나무 생육시기는 순별 평균기온과

온, 3월 중순 평균기온과 음의 상관관계이다. 서귀

상관관계가 뚜렷하다(Figure 5). 순별 평균기온이

포 감귤나무 발아기는 2월 상순, 2월 중순, 3월 하순

감귤나무의 생육시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및 3월 중순 최저기

하여 생육시기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

온과 음의 상관관계이다. 제주 감귤나무 개화기는 2

는 1~4월 순별 평균기온과 생육시기사이에 다중회

월 중순, 4월 중순 평균기온, 최저기온, 최고기온 및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제주와 서귀포 감귤나

4월 하순 평균기온, 최저기온과 음의 상관관계이다.

무 생육시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제주 만개기의 경우, 2월 중순, 4월 중순 평균기온,

순별 평균기온과 감귤나무 생육시기간의 관계식을

최저기온, 최고기온 및 4월 하순 최저기온과 음의

도출하였다. 그 결과 서귀포 발아기를 설명하는 식

상관관계이다. 서귀포 감귤나무 개화기는 2월 중순,

(1), 서귀포 개화기를 설명하는 식 (2), 서귀포 만개

Figure 5. The coef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Citrus
Unshiu growth date and 10-days mean air temperature
in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in Seogwipo (a: bud
bursting date and mean air temperature, b: flowering
date and mean air temperature, c: blooming date and
mean air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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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설명하는 식 (3)이 도출되었다. 제주 생육시기

67.1%를 설명한다. 이러한 결과는 감귤나무의 생육

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회귀식이 나오지 않아

시기가 2월과 4월 순별 기온에 영향을 받으며 2월

제시하지 않았다.

과 4월 순별 기온이 감귤나무의 생육시기를 예측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Sbbd=-1.504Fmmean-1.391Mlmean+127.112  (1)
Sfd=-1.451Fmmean-1.927Almean+172.022 

(2)

(4) 미래 감귤나무 생육시기 변화

Sbd=-1.166Fmmean-1.809Almean+173.375 

(3)

기온이 상승하여 감귤나무의 생육시기가 빨라지
면, 감귤의 생산과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온

식 (1)에서 Fm mean 은 2월 중순 평균기온이며,

이 상승하여 영양생장이 더욱 활발해지면 착화가

Mlmean는 3월 하순 평균기온이다. 서귀포 2월 중순

적을 수 있으며 개화기와 만개기사이의 기온상승으

과 3월 하순 평균기온이 하강하면 감귤나무의 발아

로 개화기간이 짧아지면 낙과가 많아진다(Moon et

기가 늦어질 수 있다. 발아는 주로 4월 초에 발생하

al., 2015). 품질의 경우 개화기 전후의 고온으로 감

기 때문에 발아 직전인 3월 하순의 기온이 발아에

귤의 비정상적인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Takagi et

영향을 준다고 사료된다. 이 회귀식은 유의수준 α

al ., 1982). 그러므로 장기간의 기온상승에 따른 미

=0.01에서 유의하고 서귀포 발아기의 61.2%를 설

래 감귤나무 생육시기 변화를 파악해야한다.
미래 감귤나무 생육시기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명한다.
식 (2)과 (3)에서 Fm mean는 2월 중순 평균기온,

생육시기와 관계가 뚜렷한 월별 평균기온을 이용

Almean은 4월 하순 평균기온을 의미한다. 서귀포 감

하여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른 21세기 중반과 21

귤나무 개화와 만개는 다른 변수가 일정할 때, 서귀

세기 후반의 감귤나무 생육시기를 파악하였다. 분

포 4월 하순 평균기온과 2월 중순 평균기온이 하강

석기간인 1998~2015년 월별 평균기온과 RCP4.5

하면 감귤나무 만개기는 늦어진다. 발아기와 마찬

와 RCP8.5 시나리오에 따른 월별 평균기온의 차이

가지로 5월에 발생하는 개화기, 만개기는 생육시기

를 파악한 결과, 발아, 개화, 만개와 관련 있는 2~4

의 직전의 온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4월 하순 기온

월 평균기온이 모두 상승하는 경향이다. RCP4.5 시

이 중요하다. 식 (2)는 유의수준 α=0.01에서 유의

나리오에 따르면 제주의 21세기 중반 2~4월 평균

하고 서귀포 개화기의 62.1%를 설명하며 식 (3)은

기온은 1998~2015년보다 약 1.3~1.4℃ 상승하며

유의수준 α=0.01에서 유의하고 서귀포 만개기의

21세기 후반에는 1.9~2.3℃ 상승한다. RCP8.5 시

Table 4. Difference of mean air temperature for RCP4.5 and RCP8.5 and mean air temperature during 19982015 (℃).
Station
Jeju
Seogwipo

Period

RCP4.5

RCP8.5

Feb

Mar

Apr

Feb

Mar

Apr

2041-2070

1.4

1.3

1.3

3.1

2.1

1.9

2071-2100

2.0

1.9

2.3

5.2

4.4

3.7

2041-2070

1.7

1.5

1.7

3.7

2.3

2.0

2071-2100

2.2

2.1

2.5

5.4

4.5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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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리오에서 제주의 21세기 중반 2~4월 평균기온은

동으로 인하여 2010년 4월 이상저온이나 2016년 1

1998~2015년보다 약 1.9~3.1℃ 상승하며 21세기

월 한파와 같은 기온하강이 발생할 수 있다. 4월 저

후반에는 3.7~5.2℃ 상승한다. 서귀포의 경우, 두

온은 감귤 꽃의 냉해를, 1월 저온의 경우에는 감귤

시나리오(RCP4.5/8.5)에 의하면 2~4월 평균기온

나무에 동해를 입힐 수 있다. 기온변동으로 인한 생

상승이 21세기 중반(1.5~1.7/2.0~3.7℃)와 21세기

육시기의 변동은 방제 시기 예측에도 영향을 줄 수

후반(2.0~2.5℃/3.9~5.4℃)에서 모두 예상된다.

있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기온상승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정책이 상당히 실현된다면(RCP
4.5) 제주와 서귀포 생육시기의 경우 21세기 중반에

갑작스러운 기온하강으로 인한 피해 역시 대비가
필요하다.

각각 약 4일, 8일 21세기 후반의 경우 각각 약 8일,

본 연구는 미래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

12일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온실가스가 저감없

에 대한 분석 기반이 된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

이 배출된다면(RCP8.5) 21세기 중반에 제주와 서귀

만 감귤나무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요소 중 기

포 생육시기의 경우 약 9일, 13일 21세기 후반의 경

온만 이용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

우 각각 약 21일, 23일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출된 예측식을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
확한 예측식을 구하기 위해 감귤나무 생육에 영향
을 미치는 다른 기후요소를 이용한 연구가 시행되

4. 요약 및 결론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기후자료는 장기간의 분석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주, 서귀포의 종관기상관

본 연구에서는 기온변동이 감귤나무 생육시기에

측자료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작물의 생육특성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귤나무 발아기,

나 생육시기는 그 지역의 기온 등의 미기상에 영향

개화기, 만개기와 생육시기 직전 기온과의 관계를

을 받기 때문에 추후 장기간의 AWS 기온 자료를 이

분석하였다. 생육시기는 농업기술원에서 제공하는

용하여 감귤의 생육시기와 기온간 관계를 분석하는

1998~2015년 노지감귤 관측조사 중 발아기, 개화

것이 필요하다.

기, 만개기 자료와 같은 기간 기상청에서 관측한 제
주와 서귀포 기온이 사용되었다.
분석기간 동안 생육시기는 늦어지고 있고 2월에

사사

서 3월 동안 평균기온과 4월 평균기온은 하강하였
다. 생육시기와 기온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발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

아는 2~3월 평균기온과, 개화와 만개는 4월 평균기

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

온과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발아는 2월과 3

2924243).

월 순별 기온, 개화는 2월과 4월 순별 기온의 영향
을 받는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이용하여 미래 감
귤 생육시기를 추정한 결과, 미래 기온상승으로 21
세기 중반과 후반의 감귤나무 생육시기는 빨라질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온이 상승할지라도 기온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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