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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limatic variability on the citrus yield in Jeju-do.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itrus yield and climate elements(temperature, rainfall, sunshine
duration etc) at each growing season. Temperature show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the period of flower
bud for the yield of citrus. The rainy days of bud bursting period have a negative relation in Seogwipo area.
The sunshine duration of the 1st physiological fruit drop period was positively related to citrus yield in Jeju
and Seogwipo area. The maximum temperature of the 2nd physiological fruit drop period and the fruit
enlargement period were negatively related to the citrus yield. In Jeju and Seogwipo area, about 60% of the
variation of citrus yield is explained by the variation of climatic factors. The sunshine duration of the 1st
physiological fruit drop period and fruit enlargement period were selected to the yield estimation in Jeju. In
Seogwipo, the number of rainy days and the sunshine duration of the 1st physiological fruit drop period wer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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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하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기온상승 경향은
감귤의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감귤산업은 제주도의 대표 산업으로 각광받기도

제주도에서 감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

하였으나 농산물 수입시장 개방과 더불어 과일 종

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제주

류가 다양화하면서 그 중요성이 점차 낮아지는 추

도의 감귤 조수입은 9,000억 원을 상회하여 농산물

세이다. 1990년대 후반 이후 감귤재배면적은 감소

전체 조수입의 35%를 차지한다(JCMSA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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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감귤은 여전히 제주도의 중요한 소득 작

강수량이 생산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Garcia-

물이다.

Tejero et al ., 2012; Zouabi and Kadria, 2016).

감귤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과일

Garcia-Tejero et al .(2012)은 스페인 남서부 과달

로 최근 매년 60만 톤 정도 생산된다. 우리나라에서

키비르 강 유역에서 물 스트레스가 감귤 생산량에

는 제주도가 감귤 주 재배지이며 재배면적은 제주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개화기와 과실성장

도 전체 면적의 약 1/9, 농업 면적의 1/3에 해당한

기, 수확기로 나누어지는 생육 시기 중 개화기의 수

다(JCMSA, 2018). 그러나 제주도 내에서도 감귤 생

분 스트레스가 생산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산량의 지역 차이가 커서 2016년 기준으로 서귀포

하였다. Zouabi and Kadria(2016)은 튀니지 대상

가 500,000톤을 상회하는 반면, 제주시는 200,000

연구에서 강수량 증가가 감귤 생산에 긍정적인 영

톤에도 못 미친다. 이로 인한 조수입도 서귀포가

향을 미치지만, 기온 상승은 수자원에 영향을 미쳐

6,470억 원에 이르지만, 제주시는 2,729억 원으로

생산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차이가 크다. 또한, 제주도가 감귤 재배의 북한계에

한편, 제주도는 기후 조건상 감귤 재배의 북한계

분포하고 있으며, 제주시와 서귀포의 기후 차이가

선으로 알려져 있어(Moon et al ., 2015), 제주도 감

뚜렷하여 지역별로 기후가 감귤 생산에 미치는 영

귤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기온이 감귤 과수원 혹

향이 클 수 있다.

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

기후가 감귤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선행

다(Lee and Lee, 1995; Moon et al ., 2015; Kim

연구에서 습윤한 지역에서는 기온이, 건조한 지역

et al ., 2016; Moon et al ., 2017; Jung and Lee,

에서는 강수량이 감귤 생산량과 관련이 크다고 하

2018). Lee and Lee(1995)는 1991년 냉해 지역에

였다. Cole and McCloud(1985)는 호주의 사우스

분포하는 소규모 과수원을 사례로 야간 기온을 관

오스트레일리아 머리강 주변 과수원 대상의 연구에

측하여 북서 계절풍보다 한라산에서 이동한 냉기류

서 개화기와 결과기의 고온과 높은 증발량이 생산

가 과수원의 야간 기온에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량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를 밝혔다. Rosenzweig et

최근의 연구에서는 기온이 상승하면 감귤 생육시기

al .(1996)은 기온과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

가 일러지며(Jung and Lee, 2018), 착색 지연과 같

화에 따른 감귤류의 생산량 변화를 분석하여, 겨울

은 품질 저하(Moon et al ., 2017), 재배 적지 변화

철 고온 스트레스가 감귤 생산량의 감소에 영향을

(Moon et al ., 2015), 생산량 변화(Kim et al ., 2016)

미치지만, 이산화탄소 증가에 따른 비료효과도 고

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기상청의 기후변화

려해야 함을 밝혔다. Lobell et al .(2007)은 캘리포

시나리오(RCP 8.5)에 따르면, 제주도의 연평균기온

니아를 대상으로 기온, 강수량과 오렌지 생산성의

은 2100년에 최고 3.9℃ 상승(2001~2010년 평균

통계분석에서 3월과 12월의 최저기온은 서리 및 냉

대비)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런 기온상승이 감귤 생

해와 연관되어 생산량과 음의 관계가 있다고 밝혔

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

다. Chelong and Sdoodee(2013)는 태국 남부의

존 연구에서는 한라산 남사면과 북사면의 기후 차

Pattani와 Yala에서 재배실험을 통해 기온, 강수와

이에도 불구하고 지역을 구별하여 접근하지 않은

같은 기후요소의 차이가 지역 간 단위면적당 생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후조건이 상이한 남사면과

량 차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북사면을 구분하여 기후가 감귤 생산량 변화에 미

감귤 생육시기가 건조한 지역에서는 기온보다

치는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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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생육 시기별로 기후 특성을 분석

기(6월)과 2차 생리 낙과기(7월)로 구분된다. 감귤

하여 제주도에서 기후가 감귤 생산량에 미치는 영

이 급격히 성장하는 과실 비대기는 Kim(2002)과

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한라산 남쪽에 위치

Koh(2007)의 연구를 참고하여 8월부터 10월까지로

한 서귀포와 북쪽에 위치한 제주를 비교하여 지역

정하였다.

별로 기후가 감귤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후요소와 감귤 생산량 간의 통계분석을 실행하

고자 하였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생산성 향

기 전에 노지 감귤의 생산량은 연도별로 생산량에

상 등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서 재배면적을 나눈 단위면적당 생산량 자료를 생
산하여 재배면적의 변화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기후자료는 생육시기별로 평균

2. 연구자료 및 방법

값 또는 누적값을 만들어 분석에 사용하였다. 평균
기온, 최고기온, 최저기온은 일별 평균값을 평균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제주와 서귀포의 노

여 생육시기 평균값을 생성하였다. 강수량, 강수일

지 감귤 재배면적 및 생산량 자료와 기후자료이다.

수, 일조시간 및 일사량은 일별 누적값을 합산하여

자료의 분석 기간은 1997년부터 2017년까지 21년

생육시기 누적값을 생산하였다.

간이다.

그 후, 노지 감귤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기후자료

기후가 감귤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의 탈 경향 자료, 즉 당해 연도의 증감량을 구하였

위해 노지 감귤 재배면적과 생산량 자료는 제주특

다. 일반적으로 농업기술 발달로 단위면적당 생산

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감귤유통처리분석집과

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향은 기후와 무

감귤진흥과에서 제공한 자료를 이용했다. 연도별

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후가 농업생산량에 미치

화엽비는 각 연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에 의한 농

에서 발간하는 농촌지도사업보고서에서 발췌하였

업 생산량 증가 경향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본 연

다. 감귤 재배면적과 생산량 자료는 제주와 서귀포

구에서는 국내외의 여러 연구(Lobell and Field,

로 구분하였으며, 2006년 시군 통합 이전 북제주군

2007; Heo and Lee, 2017; Lee and Heo, 2018)에

과 남제주군의 자료는 현재 행정구역 기준에 맞춰

서 사용한 차분법을 사용하여 탈 경향 자료를 생성

서 각각 제주와 서귀포의 자료에 통합하였다. 기후

하였다. 이는 전년도와 당해 년도의 생산량 차이인

자료는 기상청에서 관측한 제주와 서귀포의 일평균

차분값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사용한 1998년

기온, 일최고기온, 일최저기온, 강수량, 강수일수,

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의 증감량은 1998년의 단위

2)

일조시간 및 일사량 을 사용하였다.

면적당 생산량에서 1997년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감귤의 생육시기 구분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업
3)

뺀 값이다.

기술원에서 발간한 핵심기술지도요강 에서 제시

단위면적당 감귤 생산량과 관계있는 기후요소를

한 조생 온주밀감 생육단계 기준에 의하였다. 꽃눈

파악하기 위해 Kendall-τ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형성되는 화아분화기는 생리적 화아분화기(전

제주와 서귀포에서 각 지역의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년도 10월)와 형태적 화아분화기(2, 3월)로 구분된

각 생육 시기별 기후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구하였

다. 발아기는 4월이며 개화기는 5월이다. 감귤이 자

다. 분석 결과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기후요소와의

연적으로 낙과하는 생리 낙과기는 1차 생리 낙과

관계가 유의수준 α=0.05에서 유의한 요소를 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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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 시기별로 산출하였다.

귀포 20.0℃이다. 최고기온은 제주시 21.7℃, 서

생육시기별로 단위면적당 감귤 생산량 변동과 기

귀포시 23.8℃로 가을철 최적 기온보다는 높은 편

후요소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기후요소를 독립

이나 여름철에 광합성이 가장 활발한 기온이 25~

변수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을 종속변수로 하여 다

28℃(JARES, 2017)인 것을 고려할 때 제주도에서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감귤 생산량 변동에 영

10월 최고기온이 상승하면 광합성이 활발해질 것으

향을 미치는 기후요소를 찾고 최적의 회귀식을 구

로 생각된다.

하기 위해 단계 선정법(stepwise selection)을 사

제주도에서 형태적 화아분화기는 2~3월로 꽃눈

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단계 선정법

과 잎눈이 성장하여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시기이

을 통해 만들어진 회귀식 중 수정된 R²값이 가장 큰

다. 서귀포에서 이 시기의 기온이 감귤 생산량 증

회귀식을 각 지역에서 기후변동에 의한 감귤 생산

감분과 양의 관계가 있다(Figure 2). 이는 기온이

량 변동을 가장 잘 추정할 수 있는 식으로 선정하였

꽃수 및 유엽화 발생비율과 관련 있다는 선행연구

다. 그 후 기후변동으로 추정된 감귤 생산량의 변동

(Iwasaki and Owada, 1960; Moss, 1969)와 일치

이 실제 생산량을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파악하

한다. 유엽화는 직화보다 생리 낙과율이 낮아 유엽

기 위하여 실제 생산량과 회귀식을 통해 추정된 생

화의 비율이 높아지면 낙과를 거치고 남는 열매 수

산량을 비교하였다.

가 많아질 수 있으며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량이
증가할 수 있다. 2005년과 같이 형태적 화아분화기
의 기온이 전년도에 비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3. 생육시기별 기후와
감귤 생산량의 관계

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량이 많은 경우도 있다. 또한,
생산량이 평균보다 많았던 3개 연도(2002년: 35.1
톤/ha, 2007년: 37.7톤/ha, 2009년: 36.9톤/ha)뿐

1) 화아분화기 기후와 생산량의 관계

아니라 적었던 2개 연도(1998년: 22.8톤/ha, 2001

화아분화기는 생리적 화아분화기와 형태적 화아

년: 22.4톤/ha)역시 형태적 화아분화기의 기온이

분화기로 구별된다. 생리적 화아분화기는 눈이 분

전년도에 비해 높았다. 이는 감귤 생산량에 중요한

화할 자리에 영양물질이 집적되는 시기로, 이 시기

영향을 미치는 열매 수가 화아분화기의 영향도 받

(전년도 10월)의 기온과 생산량 사이에 양의 관계가

지만, 1차 생리 낙과기(6월)와 2차 생리 낙과기(7월)

있다. 즉, 전년도 10월 기온이 높으면 당해 연도 감

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귤 생산량이 많아진다. 구체적으로 보면, 제주에서

제주에서 이 시기의 기온은 생산량 증감분과 의

는 평균기온과 최고기온, 서귀포에서는 평균기온,

미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Ogata et al .(2006)

최고기온, 최저기온이 각각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

의 실험에 의하면, 2월부터 개화가 끝날 때까지 순

감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Figure 1).

의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낮 기온 15℃

이 시기에는 꽃눈 생성에 필요한 물질이 집적되

이상이어야 한다. 형태적 화아분화기의 최고기온은

기 위해 광합성에 의한 탄수화물 공급이 원활하게

제주가 서귀포에 비해 낮고(제주: 11.8℃, 서귀포:

이루어져야 한다. 가을철 감귤 나무의 광합성은 기

13.5℃), 일최고기온 15℃ 이상 일수는 제주가 12.5

4)

온이 20℃일 때 가장 활발한데(JARES , 2017), 연

일, 서귀포가 21.2일이다. 제주와 서귀포 간의 기후

구기간 동안 10월 평균기온은 제주에서 18.7℃, 서

차이를 고려하였을 때, 제주에서는 형태적 화아분

제주도에서 생육시기별 기후변동이 감귤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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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Relationship between citrus yield and
climate factors of physiological flower bud differentiation period in Jeju and Seogwipo.

화기 기온이 낮아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에 영

아서(제주; 221.6mm, 서귀포; 196.6mm) 토양수

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이 높기 때문인 것이라 판단되며, 화아분화기 강

화아분화기의 강수량은 생산량 증감분과 통계적
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Inoue(1989)

수량이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Ikeda and
Ono(1980)와 일치한다.

의 의하면, 토양수분이 감소하면 꽃수가 감소하
며 생산량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나 토양수분 차

2) 발아 및 개화기의 기후와 생산량의 관계

이에 의한 꽃수의 차이보다 기온 차이에 따른 꽃수

발아 및 개화기는 꽃이 형성되고 열매가 달리는

의 차이가 더 크다. 이는 전 달인 9월 강수량이 많

시기이다. 꽃눈이 외부로 신장하는 발아기(4월)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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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lationship between citrus yield and
climate factors of morphological flower bud
differentiation period in Seogwipo.

감분과 음의 관계가 있다.
제주도에서 개화기인 5월에는 제주의 경우 일조
시간과 일사량이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과 각각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서귀포 경우에는
일조시간이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과 양의 관계
가 있다(Figure 4). 개화기의 일조시간, 일사량과 단
위면적당 생산량의 관계에는 광합성이 관여한다.
이 시기는 나무가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내며, 동
Figure 3. Relationship between citrus yield and
the number of rainy days of bud bursting period in
Seogwipo.

시에 뿌리와 잎, 가지 등이 성장한다. 그로 인해 다
량의 탄수화물이 소모된다. 탄수화물의 소모는 개
화기뿐만 아니라 다음 생육시기인 1차 생리 낙과기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무 내의 탄수화물이 부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개화기(5월)로 구분된다.

족하면, 1차 생리 낙과가 더욱 활발히 일어난다. 개

제주도에서 발아기인 4월에는 서귀포에서 강수일

화기에 일조 및 일사가 충분하여 광합성이 원활하

수와 단위면적당 감귤 생산량 증감분 간에 유의한

게 이루어지고, 탄수화물의 생성이 많아진다면, 1차

음의 관계가 있다(Figure 3). 발아기의 강수는 외부

생리 낙과율은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단위면적당 생

로 노출된 꽃눈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어 생산량 증

산량 증감량이 증가한다.

제주도에서 생육시기별 기후변동이 감귤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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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citrus yield and
climate factors of flowering period in Jeju (left
column) and Seogwipo (right column).

3) 생리 낙과기 기후와 생산량의 관계

산량 증감분 간에 음의 관계가 있고, 일조시간과 양

생리 낙과기는 열매가 떨어지는 시기이다. 생리

의 관계가 있다(Figure 6).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긴

낙과는 뿌리, 가지 등의 기관과 열매가 양분(탄수화

일조시간과 같이 광합성에 유리한 기후조건은 탄수

물)을 두고 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1차 생리

화물 생성을 촉진시키고 생리 낙과를 줄여 감귤 생

낙과기와 2차 생리 낙과기로 구분된다. 또한, 생리

산량을 증가시킨다. 서귀포에서는 기온이 생산량

낙과기 이후에는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지 않는 한

증감분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서귀포

낙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과일의 수가

에서는 연도 간 기온의 차이가 크지 않아 기온이 단

결정된다(Koh, 2007). 제주도에서 1차 생리 낙과기

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과 뚜렷한 관련성이 없는

인 6월에는 제주에서 평균기온, 최저기온, 일조시간

것으로 보인다. 1차 생리 낙과기 평균기온 차분값의

이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과 각각 유의한 양의

표준편차가 제주 0.96, 서귀포 0.77이다. 최저기온

관계가 있고, 강수량, 강수일수는 유의한 음의 관계

차분값의 표준편차도 제주 0.84, 서귀포 0.59로 서

가 있다(Figure 5). 이 시기의 기온상승은 생리 낙과

귀포에서 제주보다 낮다.

를 억제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이런 결과는 6월

6월은 제주도에서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이다. 장

상순과 중순의 최고기온이 생리 낙과와 음의 상관

마는 일사를 차단하여 광합성을 저해하고 검은점무

관계가 있다는 Okada and Konakahara(1985)와 일

늬병의 발생을 촉진시켜 감귤 생산에 큰 피해를 입

치한다.

힌다(JARES, 2017). Table 1은 6월에 순별로 강수

서귀포에서는 이 시기 강수일수와 단위면적당 생

량 및 강수일수와 단위면적당 감귤 생산량 증감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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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elationship between citrus yield and climate factors of 1st physiological fruit drop period in Jeju.

Figure 6. Relationship between citrus yield and climate factors of 1st physiological fruit drop period in Seog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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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between yield and precipitation and number of rainy days by 10days in 1st physiological
fruit drop period.

Jeju
Seogwipo

Period

6/1-6/10

6/11-6/20

6/21-6/30

Precipitation

-0.263

-0.253

-0.358*

Number of rainfall days

0.360**

-0.553**

-0.446**

Precipitation

0.337*

-0.421**

-0.232

-0.418*

-0.258

Number of rainfall days

-0.158

* significant at the 95% level, ** significant at the 99% level

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6월 상순에는 제주 강수

에서는 과실 비대기인 8~10월의 평균기온, 최고기

일수, 서귀포 강수량이 생산량 증감분과 양의 관계

온, 일조시간, 일사량이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

가 있고, 6월 중순과 하순에는 강수량, 강수일수가

과 음의 관계가 있으며 강수량은 양의 관계가 있다

생산량 증감분과 음의 관계가 있다. 즉, 장마 시기가

(Figure 8). 즉, 이 시기에 기온이 높을수록 단위면

제주도의 감귤 생산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적당 생산량이 감소하는 반면, 강수량이 많아지면

할 수 있다.

생산량이 증가한다. 이 시기에 포함된 8월과 9월의

제주도에서 2차 생리 낙과기인 7월에 제주에서

강수량 표준편차가 각각 137.0mm, 188.2mm로 해

는 평균기온, 최고기온, 일사량이 단위면적당 생산

에 따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강수량과 생산량 간

량 증감분과 음의 관계가 있다(Figure 7). 서귀포에

에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

서는 최고기온, 최저기온이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

적으로 과실 비대기에는 과일 크기에 수분이 큰 영

감분과 음의 관계가, 강수량과 양의 관계가 있다. 1

향을 미친다.

차 생리 낙과기와 달리 전년도에 비해 기온이 상승

서귀포의 경우,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과 유

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감소한다. 이는 고온이 2

의한 관계가 있는 기후요소가 없다. 그러나 과실 비

차 생리 낙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생리

대기 기온이 가장 높았던 2013년과 그로 인해 차분

낙과가 활발해지는 기온은 주간 기온이 30℃ 이상

값이 낮았던 2014년을 제외하면 서귀포에서 평균

(Baek, 1994), 야간 기온 25℃ 이상(JARES, 2017)

기온과 최고기온은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과 음

이다. 2차 생리 낙과기의 최고기온은 제주 29.5℃,

의 관계가 있다.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과 평균

서귀포 28.6℃이며, 최저기온은 제주 23.8℃, 서귀

기온의 상관계수(r)는 -0.438, 평균기온과의 상관

포 24℃로 앞서 제시한 생리 낙과가 활발해지는 기

계수(r)는 -0.359이며 유의수준 α=0.05 이하에서

온에 근접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시기의 높은 기온과 많은
일조시간, 일사량은 일소(日燒) 발생과 관련이 있

4) 과실 비대기 기후와 생산량의 관계

다. 일소는 열매가 강한 햇빛에 의해 껍질 조직이

과실 비대기는 과일이 성장하는 시기로 제주도에

파괴되는 현상이다. 일소 피해를 입는 과일 비율은

서는 8월에서 10월 사이에 해당한다. 과일의 크기

매년 다르나 나무별로 0~20%의 과일이 일소 피해

는 착과 순간부터 수확할 때까지 커지지만, 8월에서

를 입으며(JARES, 2017) 심한 경우, 30~40%까지

10월 사이에 급격히 성장하며 10월을 지나서는 거

도 피해가 발생한다(Baek, 1994). 일소 피해는 감

의 증가하지 않는다(Kim, 2002; Koh, 2007). 제주

귤 과일 껍질 외피의 온도가 40℃를 넘을 때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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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elationship between citrus yield and climate factors of 2nd physiological fruit drop period in
Jeju (left column) and Seogwipo (right column).

며, 햇빛을 받는 과일과 잎의 온도는 기온보다 10℃

4. 기후변동에 따른 감귤 생산량 변동

가량 높아 기온이 30℃ 이상이면 일소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JARES, 2017). 서귀포시에서 일최고기

각 생육 시기별로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과

온 30℃ 이상 일수와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의

기후요소의 관계를 분석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상관계수(r)는 -0.351이며 유의확률 0.05 미만으로

계가 있는 기후요소를 선정하였다(Table 2). 대체

유의하다. 즉, 과실 비대기에 일최고기온 30℃ 이상

로 화아 분화기에는 기온이 생산량 증감분과 유의

일수가 증가하면 생산량이 감소할 수 있다.

한 양의 관계가 있고, 발아기에는 강수일수가 단위

제주도에서 생육시기별 기후변동이 감귤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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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lationship between citrus yield and
climate factors of fruit enlargement period in Jeju.
Table 2. Significant climate variables by growth period.
Growth period

Jeju

Seogwipo

Physiological flower bud differentiation period
Morphological flower bud differentiation period
Bud bursting period
Flowering period
First physiological fruit drop period
Second physiological fruit drop period
Fruit enlargement period

Tmean, Tmax
SS, SR
Tmean, Tmin, Prec, RN, SS, SR
Tmean, Tmax, SR
Tmean, Tmax, Prec, SS, SR

Tmean, Tmax, Tmin
Tmean, Tmax, Tmin
RN
SS
RN, SS
Tmax, Tmin, Prec
-

note: Each abbreviation indicates following climate variables. Tmean: mean temperature, Tmax: maximum temperature, Tmin:
minimum temperature, Prec: precipitation, RN: number of rainfall days, SS: sunshine duration, SR: solar 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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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당 생산량 증감분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 개화

기 일조시간이 전년도보다 1시간 증가하면 단위면

기와 1차 생리 낙과기에는 제주와 서귀포 모두 일

적당 생산량은 0.048톤/ha 증가하며, 과실 비대기

조시간이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과 양의 관계가

의 일조시간이 전년도보다 1시간 증가하면 단위면

있으며, 2차 생리 낙과기와 과실 비대기에는 제주와

적당 생산량 증감분은 0.027톤/ha 감소한다고 할

서귀포 모두 최고기온이 생산량 증감분과 음의 관

수 있다. 어떤 기후요소가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

계가 있다.

량 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후변동이 감귤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표준화 회귀계수를 비교하였다. 1차 생리 낙과기 일

기 위해,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과 관계가 있는

조시간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575이며 과실 비대

기후요소와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으로 다중회

기 일조시간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0.536이다. 이

귀분석을 행하고 최적 회귀식을 산출하였다. 제주

를 통해 제주에서는 1차 생리 낙과기와 과실 비대기

의 경우, 다중회귀분석 결과 두 개의 유의한 회귀식

의 일조시간이 생산량 변동에 비슷한 정도로 영향

이 산출되었다. 우선, 1차 생리 낙과기의 일조시간

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을 독립변수로 하는 식 (1)이 산출되었다. 식 (1)에
2

서귀포의 경우도 다중회귀분석 결과 두 개의 유

서 F 통계량은 11.874이고 수정된 R 값은 0.364이

의한 회귀식이 산출되었다. 우선, 제주의 경우와 같

다. 두 번째 식은 1차 생리 낙과기의 일조시간과 과

이 1차 생리 낙과기의 일조시간을 독립변수로 하는

실배대기의 일조시간을 독립변수로 하는 식 (2)가

식 (3)이 산출되었다. 식 (3)에서 F 통계량은 13.045

산출되었다. 식 (2)에서 F 통계량은 18.196이고 수

이고 수정된 R2값은 0.388이다. 또한, 1차 생리 낙

정된 R2값은 0.644이다. 식 (2)가 식 (1)에 비하여 변

과기의 일조시간과 발아기의 강수일수를 독립변수

동 설명량이 클 뿐만 아니라 F 통계량 값이 크며, 두

로 하는 식 (4)가 산출되었다. 식 (4)에서 F 통계량은

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도 모두 유의한 수준이므로

12.802이고 수정된 R2값은 0.554이다. 식 (4)가 식

최적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식에서 ∆Yield는 전년도

(3)에 비하여 변동 설명량이 18.1% 증가하였고, 두

와 올해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차이, ∆SSFFD는 전년

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도 모두 유의한 수준이므로

도와 올해의 1차 생리 낙과기인 6월의 일조시간 차

최적 모형으로 판단하였다. 아래의 식에서 ∆Yield

이, ∆SSFE는 전년도와 올해의 과실 비대기인 8~10

는 전년도와 올해의 단위면적당 생산량 차이이며,

월의 일조시간 차이를 각각 나타낸다.

∆SSFFD는 전년도와 올해의 1차 생리 낙과기인 6월

∆Yield=0.053∆SSFFD+0.387

(1)

∆Yield=0.048∆SSFFD-0.027∆SSFE+0.331

(2)

[0.575]  

[-0.536]

식 (2)의 수정된 R 2값이 0.644이므로 이 모형
에 의하여 전년도 대비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

의 일조시간, ∆RNBB는 전년도와 올해의 발아기인 4
월의 강수일수 차이를 의미한다.
∆Yield=0.072∆SSFFD+0.036

(3)

∆Yield=0.061∆SSFFD-0.634∆RNBB+0.036

(4)

[0.553]  

[-436]

분 변동의 66.4%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식 (2)

식 (4)로 서귀포에서 전년도 대비 단위면적당 생

는 유의수준 α=0.001에서 유의하며, 잔차는

산량 증감분 변동의 55.4%를 설명할 수 있다. 식

-35,944~29,893 톤이다. 식 (2)에 의하면, 다른 기

(2)는 유의수준 α=0.001에서 유의하고, 식의 잔차

후요소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1차 생리 낙과

는 -85,151~93,829톤이다. 즉, 다른 기후요소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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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1차 생리 낙과기 일조시

의 감귤 생산량을 계산하였다. 연도별 감귤 생산량

간이 전년도보다 1시간 증가하면 단위면적당 생산

은 식 (5)로 구할 수 있다. Productiont 는 t 연도의 생

량 증감분은 0.061톤/ha 증가하고 발아기의 강수일

산량, ∆Yield는 기후요소의 변동으로 인한 t 연도의

수가 전년도보다 1일 증가하면 단위면적당 생산량

단위면적당 생산량 변동, ∆Yield t-1은 전년도의 단

은 0.634톤/ha 감소한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기후요

위면적당 생산량이며 Areat는 t 연도의 감귤 재배면

소가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 변동에 가장 큰 영

적이다.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표준화 회귀계수를

Productiont=(∆Yield t+∆Yield t-1)×Areat5)

(5)

비교하였다. 발아기 1차 생리 낙과기 일조시간의 표
준화 회귀계수는 0.553이며, 강수일수의 표준화 회

Figure 9은 제주와 서귀포에서 실제 생산량과 식

귀계수는 -0.436이다. 즉, 서귀포에서는 제주의 경

을 통해 추정된 생산량을 비교한 것이다. 제주에

우에 비하여 1차 생리 낙과기의 일조시간이 생산량

서는 2010년, 2012년, 2017년에 실제 생산량과 추

증감분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정된 생산량 간의 차이가 25,000톤 이상 발생하

다. 제주와 달리 서귀포에서 발아기 강수일수가 중

였다. 2010년은 생산량이 약 26,000톤 과대 추정

요한 변수로 추출된 것은 이 시기에 제주보다 서귀

되었다. 이는 2009년의 과다착과로 인한 해거리

포에서 강수 강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차

의 영향이다. 실제 2010년의 화엽비는 0.74로 평

생리 낙과기인 4월의 제주 강수량은 89.6mm이며,

년(2004~2009년 평균) 화엽비인 0.83보다 작다.

서귀포는 174.9mm이다. 두 지점의 30mm 이상 강

2012년은 생산량이 36,000톤가량 과소 추정 되었

수일수도 각각 0.6일과 2.4일로 서귀포에서 비교적

다. 2012년에 실제 생산량이 많았던 데는 두 가지

높은 강도의 강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유가 있다. 먼저 전년도의 적은 생산량으로 인해

식에서 추정한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의 차이를

꽃이 많이 피었다. 2012년 제주의 화엽비는 1.17로

파악하기 위해 두 생산량 값을 연도별로 비교하였

전년도 화엽비 0.90 및 평년(2006~2011년 평균) 화

다. 이전까지의 분석은 단위면적당 생산량(톤/ha)

엽비 0.80보다 높았다. 또한, 생리 낙과가 전년도에

을 이용하였으나 추정된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간

비해 적어(JARES, 2013) 실제 생산량이 많았던 것

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연도별로 제주와 서귀포

으로 보인다. 2017년은 생산량이 30,000톤가량 과

Figure 9. Comparison between estimated production and observed production (left: Jeju, right: Seogw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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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추정 되었다. 2010년과 2012년이 해거리의 영향

비는 0.85로 전년도 0.73, 평년(2002~2006년) 화엽

이었다면, 2017년의 적은 생산량은 2016년 1월에

비 0.74보다 높아 꽃이 많이 피었으며, 생리 낙과도

발생하였던 동해 피해도 영향을 미쳤다. 2016년 동

적어 열매수가 많았다(JARES, 2008). 2011년은 생

해 피해를 받은 나무는 수세가 약해져 2017년에 꽃

산량이 약 75,000톤 과소 추정 되었다. 2010년의 2

이 거의 피지 않았으며, 동해 피해를 받지 않는 나

차 생리 낙과와 여름 순이 많이 발생하여 2011년에

무는 2016년에 이은 해거리의 영향으로 이듬해인

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 자체가 많았다(JARES,

2017년의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실제로 2017년 제

2012). 또한, 화엽비는 1.04로 전년도 화엽비 0.41,

주의 화엽비는 0.51로 전년도 화엽비 1.31 및 평년

평년(2005~2010년 평균) 화엽비 0.71에 비해 높

(2011~2016년 평균) 화엽비 0.81보다 낮았다. 또

았다.

한 생리 낙과도 평년보다 많이 발생하였다(JARES,

제주의 전년도 대비 생산량 과소를 Table 3에 제

2018).

시하였다. 제주에서 분석기간 동안 전년도에 비해

서귀포에서는 2001년, 2003년, 2007년, 2011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해는 10개 연도였

년에 실제 생산량과 추정된 생산량 간에 50,000

으며, 그중 8개 연도에서 실제 생산량이 증가하였

톤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2001년은 생산량이

다. 2008년과 2013년은 전년도에 비해 생산량이

85,000톤가량 과소 추정 되었다. 2001년의 화엽비

많을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생산량은 낮았다.

는 1.19로 전년도 화엽비 0.54, 평년 화엽비 0.64에

2008년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적은 과실 비대기 일

비해 높아 꽃이 많이 피었다. 이로 인해 착과량이 많

조시간 때문에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

았으며 7월의 낮은 기온으로 인해 2차 생리 낙과가

다. 실제 생산량은 전년도 과잉생산으로 인한 해거

적은 편이었다(JCMSA, 2002). 2003년은 생산량이

리의 영향으로 증가하였다. 2013년은 2012년의 추

94,000톤가량 과대 추정 되었다. 2003년 발아기의

정된 생산량이 실제 생산량보다 과소 추정 된 것, 전

강수일수는 평년과 비슷하며, 1차 생리 낙과기의 일

년도와의 해거리 문제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

조시간이 길어 생산량은 많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로 추정되었으나 실제로는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년도 과다 착과로 화엽비가 감소(평년 대

전년도에 비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

비 64%)하였다. 또한, 2002년은 분석기간 중 서귀

해는 9개 연도였으며, 그중 8개 연도에서 실제 생산

포에서 감귤 생산량이 가장 많았던 연도로 해거리

량이 감소하였다(Table 3). 2012년은 전년도에 비

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은 생산량

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생

이 52,000톤 정도 과소 추정 되었다. 2007년의 화엽

산량은 증가하였다. 2012년은 전년도 보다 과실 비

Table 3. Confusion matrix for citrus yield estimation in Jeju.
Observed production

Jeju

Estimated
production

Number of Increased year

Number of Decreased year

Total

Number of Increased year

8

2

10

Number of Decreased year

1

8

9

Total

9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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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fusion matrix for citrus yield estimation in Seogwipo.
Observed production
Seogwipo
Estimated
production

Increased

Decreased

Total

Increased

6

2

8

Decreased

4

7

11

Total

10

9

19

대기의 일조시간이 약 42시간 더 길어 단위면적당

일조시간이 전년도에 비해 66시간 감소하여 생산량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2010

도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전년도

년과 2011년 비교적 낮은 생산량으로 인해 2012년

의 적은 생산량으로 인해 화엽비가 전년도에 대비

에는 꽃이 많이 피었다. 2012년의 화엽비는 1.17로

250% 이상을 기록하여 꽃이 많이 피어 생산량이 증

전년도 화엽비 0.90, 평년(2006~2011년 평균) 화엽

가하였다. 2017년은 제주와 달리 2016년의 한파로

비 0.80에 비해 높았다.

인한 피해를 비교적 적게 받았으며, 2016년의 적은

서귀포의 전년도 대비 생산량 증감을 Table 4에
제시하였다. 서귀포에서 분석기간 동안 전년도에

생산량에 따른 해거리로 인해 생산량이 소폭 증가
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해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 해는 8개 연도

추정된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간의 차이가 큰 연

였으며, 그중 6개의 연도에서 실제 생산량이 증가하

도를 분석한 결과 공통적으로 전년도의 생산 상황

였다. 2003년과 2016년은 전년도에 비해 생산량이

과 관련이 있었다. 생산량이 과다 추정된 해에는 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실제 생산량은 감소하

년도 생산량이 많았으며 화엽비가 낮아 실제 생산

였다. 2003년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전년도 과다 착

량도 적었다. 생산량이 과소 추정된 해에는 전년도

과에 의한 해거리의 영향으로 보인다. 2016년은 1

생산량이 적었으며 화엽비가 높아 실제 생산량도

월 한파로 인한 동해 피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

많았다. 또한, 2016년 한파와 같은 이상기후가 발생

각된다. 전년도에 비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

하였을 때, 그 영향은 이듬해까지 이어졌다.

정된 해는 11개 연도였으며, 그중 7개 연도의 생산
량이 감소하였다. 2001년, 2005년, 2011년, 2017년

5. 요약 및 결론

은 전년도에 비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
었으나 실제 생산량은 증가하였다.
2001년은 1차 생리 낙과기의 일조시간이 전년도

본 연구에서는 기후자료와 단위면적당 감귤 생산

에 비해 약 24시간 적어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추

량 자료를 이용하여 기후가 감귤 생산량에 미치는

정되었으나, 앞서 언급하였듯이 해거리와 적은 2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생육 시기별 기후요소와

차 생리 낙과로 인해 생산량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

단위면적당 감귤 생산량 증감분 간의 관계를 분석하

된다. 2005년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

고, 기후변동이 생산량 변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다. 그러나 2004년의 적은 생산량으로 인해 화엽비

하였다.

가 소폭 감소하고(전년 대비 80%), 생산량도 감소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과 기후요소의 관계는

한 것으로 보인다. 2011년에는 1차 생리 낙과기의

생육 시기별로, 지역별로 상이하다. 화아 분화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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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온이 생산량과 양의 관계가 있으나 2~3월인

최근, 기온이 상승하면서 제주도에서 기온 변동

형태적 화아 분화기에는 서귀포에서만 기온이 생산

은 감귤 생산량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반

량 증감분과 유의한 관계가 있다.

면, 일조시간과 강수일수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었

발아기에는 서귀포의 강수일수만이 단위면적당

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감귤의 생산량 및 품질 관리

생산량 증감분과 음의 관계가 있다. 개화기에는 제

를 위해서 일조시간과 강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

주와 서귀포 모두 일조시간이 생산량 증감분과 유

찰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1차 생리 낙과기의

의한 양의 관계가 있으며 제주에서는 일사량도 생

일조시간이 두 지역에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산량 증감분과 양의 관계가 있다.

있으므로, 운량 등의 증가로 일조시간이 부족할 경

1차 생리 낙과기에는 제주와 서귀포 모두 강수 현

우 인위적인 조절이 필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

상이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과 음의 관계가 있

주와 서귀포의 경우, 감귤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으며 일조 및 일사는 양의 관계가 있다. 제주와 달리

기후요소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어 각 지역의 기후

서귀포에서는 기온이 생산량 증감분과 유의한 관계

에 맞는 농업기술의 도입이 필요하다.

가 없는데, 이는 서귀포의 1차 생리 낙과기 연도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기간이 짧으며 과수

기온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2차 생리 낙과기

의 생육특성은 과수원의 미기후적 요인의 영향을

에는 제주와 서귀포 모두 최고기온이 생산량 증감

크게 받기 때문에 향후 장기간의 AWS자료를 이용

분과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 외에 제주에

하여 기후가 감귤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서는 평균기온, 일사량이 단위면적당 생산량과 음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생육 시기 기후요소

의 관계가 있으며, 서귀포에서는 최저기온과 음의

를 이용한 생산량 추정은 해거리와 이상기후의 영

관계가, 강수량과 양의 관계가 있다.

향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과실 비대기에는 제주와 서귀포 모두 평균기온과
최고기온이 생산량과 음의 관계가 있다. 그 외에 제
주에서는 일조시간과 일사량이 단위면적당 생산량

사사

증감분과 음의 관계가, 강수량이 양의 관계가 있다.
서귀포에서는 일최고기온 30℃ 이상 일수가 단위면
적당 생산량과 음의 관계가 있다. 서귀포에서는 과

이 논문은 2016년도 건국대학교 KU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실 비대기의 기온만이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제주에서는 강수와 일조 조건
도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에 영향을 미친다.

주

제주와 서귀포에서 단위면적당 생산량 증감분 변
동의 60% 가까이 기후요소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제주에서는 생리 낙과기와 과실 비대기의 일
조시간이 중요한 변수이고 서귀포에서는 발아기의
강수일수와 생리 낙과기의 일조시간이 중요한 변수
로, 두 지역에서 1차 생리 낙과기의 일조시간이 중
요한 변수이다.

1) 제 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citrus marketing & shipping
association)를 축약함. 이하 JCMSA로 약칭한다.
2) 서귀포기상관측소에서는 일사량을 관측하지 않음.
3) http://agri.jeju.go.kr/agri/technology/citrus.htm?page=
2&act=view&seq=39780
4)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을
축약함. 이하 JARES로 약칭한다.

제주도에서 생육시기별 기후변동이 감귤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

5) ∆Yield=∆Yield t+∆Yield t-1으로 정의하였음으로 식 (3)은 “생
산량=단위면적당 생산량×재배면적”과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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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flowers and the growth of shoots,
Journal of the Japanese Society for Horticultural
Science, 29(1), 37-46 (in Japanese with English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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