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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studywasperformedtocollectthepreliminarydataaboutthe

fruitquality in fruitsand themineralcontentin leavesborn atthe

bearingmotherbranchesofsummerandspringflushof‘Shiranuhi’〔(C.

unshiu × C.sinensis)× C.reticulata)〕mandarin hybrid forprotected

cultivation.Fruitquality,leafarea,andmineralnutrientcontentforthe

bearingmotherbranchesofsummerandspringflushfrom 2009to2011

hadbeenevaluated.

Inthecomparisonoffruitquality,thesegmentweightoffruitsfruited

atthebearingmotherbranchesofspringflushwashigherthanthatof

summer flush with statisticalsignificance,but there had not been

statisticaldifferencesintheotherphysicalcharacteristics.Theleafarea

atthebearingmotherbranchesofsummerflushwashigherthanthatof

springflush.Therewasnotstatisticalsignificancesinthemacro-element

contentsincluding N,P,K,Ca,andMg betweensummerandspring

flushatbearingmotherbranchesthroughleafanalysis.ThecontentofFe

and Zn ofmicro-elements were higherenough to be significantat

summerflushthanspringflushforbearingmotherbranches.Theresults

ofthisstudysuggestedthatsummerflushisnutritionallyinvolvedinthe

sustenanceoftreevigorratherthanfruitqualityin‘Shiranuhi’mandarin

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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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언

‘부지화’는 1979년 일본 농림수산성 과수시험장 ( ,독립행정법인 농업․

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 과수연구소)에서 ‘청견’(C.unshiu Marc.× C.

sinensisosbeck)과 ‘폰칸’(C.retuculata)의 교배하여 육성한 만다린 계통에

가까운 교잡품종으로 ‘부지화’(不知火)〔(C.unshiu Marc.× C.sinensis

osbeck)×C.reticulataBlanco〕로 불려졌다.

일본에서는 ‘부지화’가 인기가 좋아 1990년경부터 구마모토를 시작으로

국 감귤생산지로 속하게 퍼져 1997년경부터는 품질이 특히 좋은 것 (당도

13도 이상,산 1.0%이하)에 하여 상표등록명 (데코 )으로 시장에 유통하

고 있다.(가와세,1999)2004년에 체 생산면 은 2,897ha,수확량은 34,357

톤(농림수산성생산국,2006)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지화’가 1990년 반 일부 독농가와 농업연구기 의

시범사업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여 ‘부지화’,‘데코 ’등으로 불렸다가 1998년

제주도 부지화 감귤상품명칭 선정심사 원회에서 「한라 」으로 상표 명칭

을 통일하여 상품명으로 「한라 」으로 부르게 되었다.‘부지화’는 다른 감

귤류보다 꼭지 깃이 있고,과피는 온주감귤처럼 쉽게 손으로 벗길 수 있으

며,양낭 주스 주머니가 부드럽고 좋은 향기가 있어 산지 시장 소비자

에게 고 과일로 인기가 높아 재배면 이 속히 불어나고 있다(농 진흥

청,2004).

‘부지화’의 재배지역은 제주도와 라남도 완도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일부

해안,내륙지방까지 늘어났고,1994년 재배면 이 1.5ha,생산량 10톤 정도

생산되었던 것이 2000년 재배면 264ha생산량 1,935톤으로 재배면 이

격히 증가하 고,김 (2006)2010년 재 재배면 이 1,291ha생산량 30,070톤

으로 (제주특별자치도,2011)앞으로도 계속 재배면 이 증가할 것으로 망

되고 있으며,감귤품종 에서 소비자 기호에 맞는 가장 우수한 품질을 지녔

고,겉모양이 독특하여 상품으로서의 차별성도 있어 세계화 시 에 가장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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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받는 품종이다.

고품질 ‘부지화’를 생산하기 해서는 13°Brix 산 함량 1% 이하,과

300g이상의 과 주로 열매를 생산하여야 한다.그러기 해서는 ‘부지

화’의 정한 수세유지를 한 엽 면 확보가 우선 되어야 한다.

여름순은 잎 수 증가뿐만 아니라 뿌리발달에도 도움을 다.보통 수세가

안정된 나무에서 여름순이 발생된다.따라서 여름순 발생정도를 보면 수세와

착과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수세가 약하거나 착과량이 무 많은 나무는

여름순이 발생되지 않거나 발생량이 어든다.제주의 시설하우스 재배에서

는 수세가 약한 나무나 다음해 결과모지가 은 나무에 순과 여름순이 한

가지로 길게 발생하여 무효용 을 증가시키는 경우 결과모지 확보를 해

여름 정을 실시한다.(강,2008)

본 논문에서는 부지화 여름순과 순의 결과모지에 착과된 과실의 품질

결과모지에서 채취한 엽내 무기성분 함량에 한 기 자료를 확보하기

해 여름 정 후 순과 여름순에 한 과실의 횡경,종경,깃 횡경,깃 종

경,과실의 무게,과피무게,양낭무게,과실의 품질(당도,산도,당산비)비교

엽면 측정 과 엽분석 질소(N),인(P),칼륨(K),나트륨(Na),칼슘(Ca),

마그네슘(Mg),철(Fe),망간(Mn),구리(Cu),아연(Zn)의 함량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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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재 료 방 법

1.식물재료

본 실험은 ‘탱자’ 목에 목한 15년생 ‘부지화’가 식재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비가림 무가온 하우스 재배농가에서 2009년 7월 25일부터

2011년 2월 10일까지 1년 6개월에 걸쳐 진행하 다.수세가 비슷한 ‘부지화’

3그루를 상으로,재배 리는 농가에서 시비 리, 과작업,병해충 리 등

통상 인 리방법에 해 실시하 다.

여름 정은 순과 여름순의 충실한 결과모지를 확보하기 해 2009년 발

생한 순을 골고루 선정 여름 정을 실시하 고,시험포장에서 ‘부지화’3

그루의 여름순 확보를 해 정을 수 간부분에서 ‘부지화’1그루 당 5

반복 총 15반복 비교시험을 실시하 다.7월 25일 여름순 정 후 발아 리

는 귤굴나방 궤양병 방제를 해 여름순이 굳어지는 8월 하순까지 살충

제를 일주일 간격으로 살포하 다.

2.과실의 생육조사

순과 여름순에 착과된 과실품질 비교시험은 2010년 4월에 직화나 유엽

화 필요 없는 꽃에 한 꽃따기 작업을 실시하 고,2010년 6월 순에 여

름순 순에 착과된 과실에 해 열매솎기 작업을 실시하 다.과실 매달

기는 2010년 7월 14일 실시하 고,2010년 9월20일부터 2011년 2월 10일까지

한달 간격으로 부지화 과실의 횡경,종경,깃의 횡경 종경 변화를 라스틱

캘리퍼스(Mitutoyo,Japan)을 이용 각각 3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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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1.Inductionofsummerflushdevelopmentaftersummerpruningon

July25,2009.A,summerpruning;B,summerflushsproutonAugust

23;C,summerflushgrowthonMarch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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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2.Fruitdevelopmentinthebearingmotherbranchofspringflush

andsummerflush.A,flowerseasononApril17in2010;B,young

fruitgrowthseasononJune6in2010;C,fruitcoloringseasonon

October10in2010;D,fruitmaturityseasononNovember20in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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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실의 물리 특성 비교

2011년 2월 10일 각각의 나무로부터 순에서 수확한 과실 15개와 여름순에

서 수확한 과실 15개 총 90개의 과실을 상으로 물리 특성을 비교하 다.

과 (g)껍질무게(g) 양낭 무게(g)는 자 울(BJ-1000C,PrecisaSuisse)을

이용해 각각 3회씩 측정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상기 항목을 측정한 후 당도

(Brix),산도(%)측정과 당산비(Brix/Acidratio)조사를 해 박피 후 착즙기

(DH-850,Kaiso,Korea)를 이용하여 착즙하 고,과즙은 지름 0.4∼0.6mm인

체망을 통과시켜 분석시료로 사용하 다.

당도(Brix)와 산 함량(%),당산비(Brix/Acidratio)는 당산분석장치(NH-2000,

Horiba,Japen)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측정방법은 원 스 치를 ON으로

켜고,당산분석장치가 안정될 때가지 약 10분간 워 업을 한 후 제로교정에

모드가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주입가 상태가 멸하고 있는지 확인 후, 조정을 해 이온교환수 (

도율 3㎲/cm)5㎖을 주입구에 3회 반복 주입하 다.착즙액 5㎖를 주사기

로 채취하여 주입구에 기포가 들어가지 않도록 천천히 주입한다.주입 후

0.5～1㎖정도 착즙액이 주사기에 남을 정도로 주입하고 입력키를 러 측정

을 하 고,같은 방법으로 각각 3회씩 측정한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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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엽면 측정

2010년 6월 19일 결과모지에서 채취한 순 여름순을 ‘부지화’1그루

당 5군데 반복 처리구에서 5개의 잎을 채취,총 25엽,총 3그루의 ‘부지

화’에서 75엽을 채취하여 엽면 을 측정했다.

엽면 측정은 여름순 75엽과 순 75엽을 구분하여 AM-300(usigha

leafareameter:ModelAM-300,BDC BioScientificLtd,Herts,UK)을

사용하여 측정하여 ㎠로 나타냈다.

측정방법은 AM-300을 평평한 테이블 에 고정시키고 원스 치를 2～3

르면 원이 공 된 후 화면을 세로방향으로 설정한다. 라스틱 필름

을 올리고,측정할 엽을 스캔 의 앙 윗부분에 끼워 놓고,필름을 덮고,

필름이 평평하게 살며시 러 다.AM-300의 화면의 오른쪽 상단 버튼을

러 검은색으로 배경을 설정하고,‘Scanningarea’의 처음부분에 ‘Scanner

head’를 놓고,‘Scannerhead’의 start라고 쓰인 버튼을 르면 ‘삐’소리가 나

며,화면에 ‘measure’가 표시된다,천천히 ’Scannerhead’를 아래로 어 표

시된 면 데이터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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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엽분석

엽분석은 결과모지에서 채취한 순 여름순을 ‘부지화’1그루 당 순

여름순 결과모지 5개에서 5엽씩 채취한 후 1그루당 무작 로 1군데

의 표본을 취하고,3반복으로 질소(N),인(P),칼륨(K),나트륨(Na),칼슘

(Ca),마그네슘(Mg),철(Fe),망간(Mn),구리(Cu),아연(Zn)을 조사하 다.

엽분석 방법은 농 진흥청 토양 식물체 분석법(농 진흥청,2000)에

하여 측정하 다.6월 25일에 병충해 피해가 없고 건 한 잎을 채취해 순

과 여름순 각 5엽을 시료 1 으로 만들었으며,먼지를 털고 수돗물 증

류수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은 후 배양기(VS-1203P3N,Korea)에서 80℃ 내

외로 한 시간 정도 순간 풍건건조 후 20mesh로 분쇄하여 분석시료로 이용

하 다.엽시료 분석은 원자흡 분석기(AA280FS,Varian,Australia)를 이용

하여 분석하 다.

분석은 H2O2-H2SO4 분해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고,시약은 진한황산

(conc.H2SO4)과 진한 과산화수소(H2O2)을 사용하 다.조작방법은 시료 0.5

g을 micro-Kjeldalflask에 취한 다음 (conc.H2SO4)5㎖ 를 가했다,이때

flask기변에 묻어있는 시료를 닦아 내면서 시료에 고르게 묻도록 했다.이것

을 열 (hatplate)에 올려놓고,다음에는 낮은 온도로 가열한 후 차 고

온으로 가열하면서 H2O2를 0.5㎖ 씩 분주했다.분해액이 백색 투명하게 될

때까지 H2O2를 첨가하면서 가열했다.분해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 고 H2O2는 약 7～8㎖ 정도 이었다.분해액을 No.6이나 No.7여과

지로 여과하여 100㎖ 되게 조정한 후,질소는 분해한 시료 20㎖ 를 달

라스크에 취해 정하고 나머지 시료는 인산측정과 양이온 측정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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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결과 고찰

1.과실의 횡경 종경의 변화 비교

2010년 9월 20일부터 수확일인 다음해 2월 10일 까지 한 달에 한번 조사

된 결과를 보면,과실횡경 종경의 변화를 그림 3에 나타냈는데 9월 20일

순에 착과된 과실 횡경이 71.82mm,여름순에 착과된 과실 횡경이 71.78

mm로 순과 여름순의 과실 횡경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으며,두 번째 조

사한 10월 20일 순의 횡경 84.30mm,여름순의 횡경 84.23mm로 순과

여름순은 한달사이 격한 횡경 변화를 보이다가,그 이후 완만한 생장속도

를 보 다.수확 후 순의 열매 횡경은 89.04mm,여름순 88.50mm로 두

과실의 품질차이에 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순에 착과된 과실 종경이 9월 20일 68.83mm,여름순에 착과된 과실

종경이 67.60mm,10월 20일 순에 착과된 과실이 74.56mm,여름순에 착

과된 과실 종경이 73.37mm,다음해 2월 10일 수확 후 측정한 순에 착과

된 과실 종경 78.20mm,여름순에 착과된 과실의 종경은 76.61mm로 순

에 착과된 과실이 여름순에 착과된 과실보다 그 생장이 양호한 경향을 보

다.그러나 과실의 횡경과 마찬가지로 종경의 품질에 한 유의성이 없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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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SE(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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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실 깃의 횡경,종경 변화 비교

2010년 9월 20일부터 다음해 2월 10일까지 과실 깃의 변화는 그림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9월 20일 순에 착과된 과실 깃 횡경 27.50mm,여름순에

착과된 과실 깃 횡경 27.79mm로 비슷한 생장을 보이다가,10월 20일 순

에 착과된 과실 깃 횡경 71.82mm,여름순에 착과된 과실 깃 횡경 71.78

mm로 조사되었고,다음해 수확 후 측정한 순에 착과된 과실 깃 횡경

37.15mm,여름순에 착과된 과실 깃 횡경 37.47mm로 두 과실의 횡경변화

는 생장차를 보이지 않았다.

열매 깃의 종경 변화는 순에 착과된 과실 깃 종경 7.15mm,여름순에

착과된 과실 깃 종경 6.83mm로 비슷한 생장속도를 보 고,수확 후 측정한

결과 순에 착과된 과실 깃 종경 15.35mm,여름순에 착과된 과실 깃 종경

14.14mm로 뚜렷한 생장 변화는 보이지 않았으며,두 과실사이에 통계 유

의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에서 나타난 과실의 깃 종경변화는 과실의 횡경,종경변화와 과

실 깃의 횡경 변화와는 다른 양상인 직선 인 생장변화를 보 다.

그림 3과 4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때 순에 착과된 과실이 여름순에 착

과된 과실보다 과실 크기 면에서 더 양호한 것을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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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mother

branch
TTS(

o
Brix) Acidity(%) Brix:acidratio

Springflush 14.78 0.98 15.08

Summerflush 14.65 1.01 14.68

Significance ns ns ns

3.수확기 과실의 당도,산함량,당산비 차이

2011년 2월 10일에 수확된 과실의 당도 산함량,당산비를 표 1에서 살

펴보면,당도 14oBrix,산함량 1% 후로 고품질을 나타내었는데, 순에

착과된 과실의 당도 14.78oBrix,여름순에 착과된 과실의 당도 14.65oBrix로

순에서 높게 나타났고,산함량도 순에 착과된 과실이 0.98%,여름순에

착과된 과실은 1.01% 이었다. 순에 착과된 과실 당산비는 15.08,여름순

에 착과된 과실은 14.68로 여름순에 착과된 과실보다 순에 착과된 과실이

당도가 높고 산함량이 낮은 경향을 보 고,당산비 역시 순에 착과된 과실

이 여름순에 착과된 과실 보다 높았으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Table1.Comparisonoffruitquality inthebearing motherbranch of

springandsummerflushatharvestseason.

nsNon-significantdifferencesatP<0.05,by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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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mother

branch

Fruit

length

(mm)

Fruit

diameter

(mm)

Fruitwing

length

(mm)

Fruitwing

diameter

(mm)

Springflush 89.04 78.20 37.15 15.35

Summerflush 88.50 76.61 37.47 14.14

Significance ns ns ns ns

4.과실 깃의 횡경,종경 차이

표 2에서 나타난 것처럼 과실의 횡경과 종경,과실 깃의 횡경과 종경의

차이는 여름순에 착과된 과실보다 순에 착과된 과실이 더 양호한 생장을

보 으나,통계 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2.Comparisonoffruitsizeinthebearingmotherbranchofspring

andsummerflushatharvestseason.

 

nsNon-significantdifferencesatP<0.05,byt-test.

5.과실,과피 양낭의 무게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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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에서 순에 착과된 과실과 여름순에 착과된 과실의 무게,과피

양낭의 무게 차이를 조사 하 는데, 순에 착과된 과실 무게 307.38g,여름

순에 착과된 과실 무게 291.48g로 순에 착과된 과실 무게가 16.159g더

무거운 것으로 나타났고,과피 무게는 순에 착과된 과실 무게가 90.49g,

여름순에 착과된 과실 무게 85.92g으로 순에 착과된 과실이 4.57g더 무

거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 양낭의 무게가 순에 착과된 과실이 217.14g

으로 여름순에 착과된 과실 203.43g보다 13.71g더 무거운 것으로 나타나,

순에 착과된 과실이 과 과 과피 양낭의 무게에서 순에 착과된 과실

이 더 양호하고 품질면에서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3.Comparisonoffruit,peelandjuicesacweightinfruitsb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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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mother

branch

Fruit

(g)

Peel

(g)

Juicesac

(g)

Springflush 307.63 90.49 217.14

Summerflush 291.48 85.92 203.43

Significance ns ns *

inthebearingmotherbranchofspringandsummerflushatharvest

season.

nsNon-significantdifferencesatP<0.05,byt-test.

*SignificantdifferencesatP<0.05,byt-test.

6.엽면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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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에서 2010년 6월에 조사된 순과 여름순의 엽면 의 차이를 보면,

여름순이 순보다 그 면 이 통계 으로 유의성이 있을 정도로 넓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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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Comparisonofleafareainthebearingmotherbranchofspring

andsummerflushinNovember.zMeansfollowedbythesameletter

arenotsignificantlyusingt-testat5% level.Verticalbarsrepresent

SE(n=3).

7.엽분석에 따른 다량원소의 차이 비교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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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분석을 표 4에서 비교한 결과를 보면,다량원소 N의 함량이 순에

2.57%,여름순에 2.55%로 순이 0.02% 높게 나타났으며,P의 함량은

순과 여름순이 0.023%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의 함량은 순이 1.47%,여름순 1.12%로 순의 K함량이 0.35%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Ca의 함량은 순 3.46%,여름순 3.92%로 여름순에서

0.46% 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Mg의 함량은 순과 여름순이

0.66%로 변화가 없었다.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N,K은 순에서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P,Mg의 함량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Ca의 함량은 여름순에서 함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앞에서 분석한 결

과로는 다량원소의 함량 차이는 다소 있었으나,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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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mother

branch

T-N

(%)

P

(%)

K

(%)

Ca

(%)

Mg

(%)

Springflush 2.57 0.023 1.47 3.46 0.66

Summerflush 2.55 0.023 1.12 3.92 0.66

Significance ns ns ns ns ns

Table4.Macroelementcontentthebearingmotherbranchofspring

andsummerflushinNovember.

 

nsNon-significantdifferencesatP<0.05,by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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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ingmother

branch

Cu

(mg/kg)

Mn

(mg/kg)

Fe

(mg/kg)

Zn

(mg/kg)

Springflush 2.66 38.66 36.33 31.00

Summerflush 3.33 45.33 55.33 38.33

Significance ns ns * *

8.엽분석에 따른 미량원소의 차이 비교

엽분석에 따른 미량원소 Cu,Mn,Fe,Zn의 함량을 표 5에서 살펴보면,

Cu의 함량은 순에 2.66mg/kg,여름순에 3.33mg/kg로 여름순에서 0.67

mg/kg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고,Mn함량은 순에 38.66mg/kg,

여름순 45.33mg/kg으로 6.67mg/kg여름순에 많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

었고,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Fe의 함량은 순에 36.33mg/kg,여름순에 55.33mg/kg으로

여름순에서 19.00mg/kg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고,Zn은 순에

31.00mg/kg,여름순에 38.33mg/kg으로 여름순에서 7.33mg/kg더

많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었다.미량원소의 함량은 Fe,Zn성분이 여름순

에 많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어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이러한 결과로 여름순 확보가 ‘부지화’착과 후 수세 유지 수세

회복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5.Microelementcontentthebearingmotherbranchofspringand

summerflushinNovember.

nsNon-significantdifferencesatP<0.05,byt-test.

* SignificantdifferencesatP<0.05,by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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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부지화’를 생산하기 해서는 당도 13°Brix,산 함량 1% 이하,

과 300g이상의 과 주로 열매를 생산하여야 한다.그러기 해서는

‘부지화’의 정한 수세유지를 한 엽 면 확보가 최우선 되어야 한다.

여름순은 잎 수 증가뿐만 아니라 뿌리발달에도 도움을 다.보통 수세가

안정된 나무에서 여름순 발생이 많다.따라서 여름순 발생정도를 보면 수세

와 착과량을 가늠해 볼 수 있다.수세가 약하거나 착과량이 무 많은 나무

는 여름순이 발생되지 않거나 발생량이 어진다 (강,2008).

본 논문에서는 여름 정이 ‘부지화’수세유지에 미치는 향에 한 기

자료를 확보하기 해 여름 정 후 순과 여름순에 한 과실의 횡경,종

경,깃 횡경,종경,과실,과피,양낭의 무게,열매의 품질(당도,산도,당산비)

비교 엽면 측정 과 엽분석(N,P,K,Ca,Mg,Fe,Mn,Cu,Zn)을 실시

하 다.

문 (2006)에 의하면,온주 감에 고 한 ‘부지화’나무에 결실된 과실의 횡

경은 탱자 목에 바로 목한 나무에 결실된 과실 횡경과 거의 차이가 없

이 11월 순까지 계속 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완만한 증가를 보 으며,12

월 순 이후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본 연구에서도

과실의 횡경변화가 10월 20일까지 격히 증가하다가 이후 완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어 연구결과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 졌다.

고 수와 목수 과즙 가용성고형물(JuiceBrix)함량은 1월 25일 고 수

12.5oBrix 목수 13.0oBrix로 생육단계가 경과함에 따라 증가 추세를 보

으나 목수에서 11월 순 이후 다소 높은 경향을 보 지만 유의 인 차

이는 없었다

Makita등(1979)는 하귤을 간 목으로 하여 팔삭 등 5종의 품종을 고

하고 탱자 목과 비교한 결과 과 ,착색,고형성고형물 함량에 미치는

향이 미미하다고 하다고 하 으며,Castle등 (1992)도 비룡 탱자를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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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으로 사용하 을 때 나무크기는 작아지지만 수량과 과실품질은 변화지

않았다고 한 보고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 다. 간 목에 따라서는 수품종

의 품질이 다소 달라지며,온주 감을 간 목으로 이용했을 때 수품종의

품질에는 향이 없었지만,신감하에서는 당 함량이 낮을 뿐만 아니라,품질

이 낮은 과실이 생산되었다고 한 Kuriyama(1988)의 보고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 본 비교시험에서 순에 착과된 과실의 14.78oBrix,여

름순에 착과된 과실의 당도 14.65oBrix로 순과 여름순에 착과된 과실도

품질의 차이는 찾을 수 없었으며,통계 유의성도 발견할 수 없었다.

과즙의 산함량은 목수에서 생장단계에 걸쳐 고 수보다 유의하게 빨

리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목수인 경우 1월 25일에 산 함량이 1.2%내외

로 수확이 가능하 으나 고 수는 1.5%로 높아 수확할 수 없는 상태 다.

이러한 결과는 ‘부지화’에서 고 수의 산함량은 목수보다 높았다고 한

Okawa(2000)의 결과와 가온하우스 내 온주 감 간 목을 이용한 ‘부지화’

시험에서 고 갱신수는 ‘탱자’를 목으로 하는 묘목에 비해 지하부 생육이

나쁘고,산함량도 지연되었다고 한 Okasima등 (1998)과 Uchino등 (1998)과

같은 경향을 보 다고 하고 있다.본 비교시험에서 2011년 2월 10일 수확한

과실의 산도를 측정한 결과 순에 착과된 과실의 산함량은 0.98%,여름순

에 착과된 과실의 산함량 1.01%로 고 수에 착과된 과실과 목수에 착과

된 과실보다 품질면에서 우수한 경향을 보 다.

가용성고형물과 산함량의 비율인 당산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두 처리

모두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 으나 증가의 폭은 산함량이 낮은 일반 목수

에서 더 컸다,감귤은 당과 산이 조화롭게 함유되었을 때,기호성이 높으며

일반 으로 당산비가 높을수록 식미가 좋고 10이상이면,양호한 편인데,

Baik(1994)의 시험에서는 수확기인 1월 25일에 목수는 11.0내외 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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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수는 8.6정도로 10이하를 나타내어 식미가 좋지 않을 것으로 나타난다

고 기술하고 있다.2011년 2월 10일 본 비교시험에서 수확 후 순에 착과된

과실의 당산비는 15.08여름순에 착과된 과실의 당산비 14.68로 고 수과

목수에 착과된 과실보다 월등하게 당산비가 높아 소비자 에게 호평을 받을

것으로 단된다.

김 등 (2007)에 따르면,결과지 길이에 따른 과경부의 깃 횡경은 처리 간

에 차이가 없었고,종경은 5cm 미만,6-10,11-15,16-20,21cm 이상에서

각각 12.0,12.3,12.8,13.1,14.3cm로 결과지 길이가 커질수록 과경부의 깃

이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과경부의 깃을 크게 하기 해서는 결과지 길

이를 길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된 바,본 비교 시험에서 순에 착과된

과실 깃의 종경 15.35mm,여름순에 착과된 과실 깃의 종경 14.14mm로 조

사되어, 순에서 착과된 과실과 여름순에 착과된 과실 모두가 양호하게 생

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지 길이에 따른 과실 횡경은 5cm 미만,6-10,11-15,16-20,21cm 이

상에서 각각 80.6,82.0,83.2,84.9,86.3mm로 결과지 길이가 길어질수록 비

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종경은 횡경과 유사한 경향이었으나 처리 간에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된 바, 순에 착과된 과실 횡경 89.04mm,종경 78.20,

여름순에 착과된 과실 횡경 88.50mm,종경76.61mm로 횡경,종경 모두 양

호한 크기를 보 다.

과 은 5cm 미만,6-10,11-15,16-20,21cm 이상에서 247.7,256.6,

257.9,265.8,275.2g로 결과지 길이가 길어질수록 무거워지는 경향이었으나

처리 간에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한 문 (2006)은 과 이 고 수에서

약간 무거운 경향을 나타내었으나,유의 인 차이는 없었고 과실 횡경과 유

사하게 12월 상순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증가가 정지한다고 기술했다.

본 비교시험에서 순에 착과된 과실의 무게 307.63g,과피 무게 90.49g,

양낭막의 무게 217.14g과 여름순에 착과된 과실 무게 291.48g,과피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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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2g,양낭막의 무게 203.43g으로 볼 때 착과된 과실의 통계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으나 과실의 품질 면에서는 외형 모습에서 순

에 착과된 과실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제주도 감귤원의 토양화학성과 엽내 무기성분 함량.고 등 (1987)과 비교

해 보면 ‘부지화’N 함량은 평균 2.56%로 노지감귤 N 함량 2.97%보다

0.41%낮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고,‘부지화’P함량은 평균 0.023%로 노

지감귤 P함량 0.153%보다 0.13% 낮게 나타났다. 한 ‘부지화’K 함량은

평균 1.29%로 노지감귤 K 함량 1.48%보다 0.19% 낮은 경향을 보 다.

‘부지화’Ca함량은 평균 3.69%로 노지감귤 Ca함량 3.57%보다 0.12% 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부지화’Mg함량은 평균 0.66%로 노지감귤

Mg함량의 0.34%보다 0.32% 높은 경향을 보 다.

‘부지화’의 순 여름순의 엽분석을 통한 엽내 무기성분 함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미량원소 Fe,Zn성분이 순보다 여름순에 많이 함유된 것

으로 나타났다.Fe의 결핍은 높은 토양산도나,낮은 토양온도,토양의 통기

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증상은 엽맥 사이에서 황화 상이 나타나고 그

물 무늬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Zn의 경우 일반 으로 보르도액을

사용하는 농가에서는 보르도액에 Zn을 함께 첨가하므로 좀처럼 Zn결핍증상

이 발생하지 않는다.그러나 최근 시설재배에서 ‘부지화’를 재배하는 경우

특이 으로 Zn결핍 증세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주로 과실이 비 가

시작되는 6월～7월경부터 아연 결핍증세가 나타나는데,8월 이후 과실비 가

증가하면서 더불어 이 결핍증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결핍 발생가지는 주

로 아래 가지인 수세가 약한 가지에서 우선 으로 발생하며, 기에 희미했

던 증상이 과실 비 가 되면서 진한 노란색 무늬가 선명해진다.결핍증

이 발생한 잎은 작아지고 열매 역시 생육 하가 되어 불량하게 된다.심하

면 엽이 갈색으로 고사되기도 한다.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부지화’가 여름순

이 수세유지에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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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

본 연구는 시설재배 만감류인 ‘부지화’여름순과 순에 착과된 과실의 품

질 엽내 무기성분 함량에 한 기 자료를 확보하기 하여 수행하 다

2009년부터 2011년에 걸쳐 ‘부지화’ 순과 여름순에 한 과실의 품질 특성,

엽면 엽내 무기양분 특성을 비교하 다

양낭의 무게는 순에서 착과된 과실이 여름순에 착과된 과실보다 통계

유의성 있을 정도로 높았으나,나머지 물리 특성은 차이가 없었다.엽면

은 여름순이 순보다 높았다.엽분석을 통한 순과 여름순의 다량원소의

함량은 통계 유의성이 없었으며,N,P,K,Ca,Mg함량은 차이가 없었다.

미량원소인 Fe Zn의 여름순의 함량은 순 보다 유의성이 있을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본 연구 결과 ‘부지화’여름순은 과실의 품질 보다는 양

으로 수세유지에 여하는 것으로 보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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