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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복숭아 ‘천홍(Cheonhong)’은 ‘가든스테이트(Grarden

state)’의 자가 수분 교잡실생으로부터 선발되어 1992년

육성된 품종으로 나무 세력이 중 정도, 다소 개장성, 그

리고 꽃가루가 많은 천도복숭아 품종이다. 숙기는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으로 과중이 평균 250g, 당도가

12°Brix, 그리고 과피가 진홍색을 나타낸다[1].

과실의 비대 및 품질은 다양한 영향에 의해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수세가 왕성한 복숭아는 착과량, 결과지

의 분지각도, 결과지 굵기 및 길이 등 수체 관리[2-7],

그리고 광, 온도 등 기상환경 [8-11] 등에 따라서 신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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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과 수준에 따른 복숭아 ‘천홍’의 신초 발생 및 과실 특성

Shoot and Fruit Characteristics of Peach ‘Cheonhong’ Tree affected by 
Various Fruiting Levels

김호철*

Ho Cheol Kim*

요 약 본 연구는 복숭아 ‘천홍’의 착과 수준(fruiting level, FLs)을 3수준(FL-Low, Middle, High)으로 하여 결과지

의 신초 발달과 성숙 과실의 무게 및 당도를 비교하였다. 결과지당 신초수 분포 비율에서는 FL-Low의 1-2개(42%),

FL-Middle의 1개(47%), FL-High의 1개(42%)에서 가장 높았다. 과실 무게 및 당도 분포 비율에서는 FL-Low의

210-270g (50%) 및 10-12Brix (44%), FL-Middle의 180-240g (60%) 및 10-12Brix (59%), FL-High의 180-240g

(60%) 및 11-13Brix (48%)에서 가장 높았다. 그리고 FL-High에서만 과중과 결과지 신초수 간 상관성을 나타내었

다. 그리고 당도(y)에 대하여 과실 무게(x)는 FL-L에서 y=0.0126x+8.1857, 그리고 결정계수((R2)가 0.1964으로 P≤

0.01 유의수준에서 매우 높은 관계성이 인정되었다.

주요어 : 복숭아 ‘천홍’, 착과 수준, 신초 발달, 과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shoot development and fruit characteristics on fruit bearing 
branch (FBB) according to the fruiting level (FLs: FL-Low, -Middle, -High) of peach 'Cheonhong'. The number 
of shoots per FBB according to the FLs were most distributed in 1-2 (42%) of FL-Low, 1 (47%) of FL-Middle 
and 1 (42%) of FL-High. And fruit weight and soulable solide content were 210-270g (50%) and 10-12Brix 
(44%), 180-240g (60%) and 10-12Brix (59%), 180-240g (60%) and 11-13Brix (48%), respectively. In addition, 
only FL-High showed a linear regression correlation between fruit weight and number of shoots. And a linear 
regression equation of y=0.0126x+8.1857 (R2=0.1964, P≤0.01) is shown between the souble solid content (y) 
and the fruit weight (x). 

Key words :  peach ‘Cheonhong’, fruiting level, shoot development, frui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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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화아분화 특성, 과실 생장 및 품질, 동해(Freezing

Damage) 등에 영향을 준다. 특히, 수체 착과수(량)는

동일 수세에서 과실 크기, 신초 발생 등에 영향을 준다.

착과수가 많을수록 과실이 작고 신초 생장량이 증가한

다. 이러한 차이는 하계 전정 유무에 따른 경영비용, 고

품질 과실 비율의 증감에 따른 수익 등에 직접적인 영

향을 준다. 과거에는 복숭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에 집중하였지만 현재는 복숭아의 규격과 비율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국내에서 육성한 무모계통의

복숭아 품종은 유모계통에 비하여 재배면적이 매우 적

다. 2015년 천도복숭아 중 천홍이 가장 많은 재배면적

2,011ha를 차지하고 있다[12]. 하지만 유모계통에 비하

여 재배관리 기술개발에 있어 미흡한 상황이다. 복숭아

‘천홍’은 1992년 육성 이후 급속히 재배면적이 증가하였

으나 2007년 이후 과잉 생산에 의한 가격하락, 미숙과

수확에 따른 소비 감소 등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다

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내에서 육성된 무모계통의 ‘천

홍’의 재배면적 확대 및 소비 증가를 위해서는 규격화

된 과실을 생산하고 소비자에게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하다. 국내 육성 품종인 ‘천홍’의 재배면적 확대 및 안

정적 품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고품질 과실의 생산

비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실의 내외적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결과지당 적정 착과수를 밝히기 위하여 수행되었

다.

Ⅱ. 연구 재료 및 방법

1. 시험 품종 및 착과 조절

본 연구에서는 영천에서 재배되고 있는 무모계통의

복숭아(Prunus persica) 9년생 ‘천홍’를 대상으로 착과

수준에 따른 신초 생장 및 과실 특성을 조사하였다. 수

형은 2본 주지형이며 수체 관리를 위해 동계전정 및 하

계전정을 실시하였다. 시험을 위해 원줄기 직경이 유사

한 수체를 9주 선발하고 착과 수준당 3반복(3 tree)으로

착과수를 조절하였다. 착과수 조절을 위하여 동계전정

시 수체 내 결과지(fruit bearing branch, FBB) 종류별

로 수체 당 단과지(Short FBB, 길이 10cm 이내), 중과

지(middle FBB, 길이 10-30cm), 장과지(long FBB,

30cm 이상)를 유사하게 조정하였다. 이후 결과지 종류

별로 착과수를 달리하여 수체 총 착과수준을 조절하였

다. 착과수준 조절을 위한 결과지별 착과수는 아래와

같이 유과기에 적과를 통하여 조절하였다.

◯ 수체 착과 수준(Fruiting level per tree, FLs)

- 소(Low, FL-L): 단과지, 중과지, 장과지별 각 0.2,

1.5, 2.0개 과실을 착과

- 중(Middle, FL-M): 단과지, 중과지, 장과지별 각 0.3,

1.5, 2.0개 과실을 착과

- 고(High, FL_H): 단과지, 중과지, 장과지별 각 1.0,

2.0, 3.0개 과실을 착과

2. 착과 수준에 따른 신초 및 과실 조사

신초 및 과실 특성 조사는 수체마다 무작위로 100개

의 결과지를 선택하여 각각 결과지에 발생된 신초 개수

및 엽수, 그리고 그 결과지에서 생산된 과실의 무게 및

당도를 측정하였다. 개수는 육안, 무게는 1kg용 저울,

당도는 디지털 굴절당도계(PR100, Atago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복숭아 ‘천홍’의 착과 수준별 신초 및 과실 특성

복숭아 ‘천홍’의 착과 수준에 따른 평균 신초발생과

과실 특성을 조사하였다(Table 1). 결과지당 신초 발생

수는 FL-L에서 평균 4.0개로 FL-M과 FL-H보다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많았다. 그리고 엽수도 FL-L에서 평

균 53.2개로 가장 많았고, FL-H에서 41.1개로 유의하게

적었다. 과실 무게는 3 수준 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

었는데 착과수가 적은 수체일수록 무거운 과실이 생산

되었다. 하지만 과실 당도는 착과수가 적은 수체에서

생산된 과실에서 높았다. 과실무게의 결과는 결과지당

발생한 신초수 및 엽수에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FL-H에서는 많은 엽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처리에 비해 많은 엽과비가 높아지면서 동화산물이 생

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착과수가 적음에 따라 과실 당

분배되는 동화산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과실무게에서

월등히 무거웠던 것으로 판단된다[13, 14]. 또한 복숭아

‘수미’의 결과지 길이와 신초수 간에는 높은 상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2. 복숭아 ‘천홍’의 착과 수준별 결과지당 신초수 및

엽수의 분포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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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천홍’의 착과 수준에 따른 결과지당 신초수

및 엽수의 분포를 조사하였다(Figure 1). FL-L에서는

결과지에서 1-2개의 신초 발생 비율이 42%로 가장 높

았고, FL-M에서는 1개가 47%, 가FL-H에서도 1개가

42%로 가장 비율이 높았다. 결과지당 엽수는 모두 이

가장 높았는 데 FL-L에서는 20-40엽과 40-60엽이 28%

와 30%, FL-M과 FL-H에서는 모두 20-40엽이 40%와

50%를 나타내었다. 특히, FL-M과 H에서 집중된 것은

1개의 신초 비율이 집중된 것과 연계된 것으로 판단된

다. FL-M과 H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결과지당

1개는 결과지 정단부에서 발생된 신초로 엽수는 20-40

엽으로 판단된다.

표 1. 착과수준에 따른 신초 및 과실 특성.
Table 1. Shoot and fruit characteristics on fruit bearing
branch (FBB) by fruiting levels (FL) in ‘Chunhong’
peach tree.

FL
Shoot no.
per FBB
(ea)

Leaf no.
per FBB
(ea)

Fruit
weight
(g)

Soluble
solids
content
(Brix)

Low 4.0 aZ 53.2 a 253.7 a 11.4 b

Middle 2.6 b 42.5 ab 224.5 b 11.1 b

High 2.6 b 41.1 b 201.3 c 11.9 a
ZDifferent letters within row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ased on Duncna’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 복숭아 ‘천홍’의 착과 수준별 과실 무게 및 당도

분포 차이

복숭아 ‘천홍’의 착과 수준에 따른 성숙 과실의 무게

와 당도의 분포를 조사하였다(Figure 2). 과실 무게는

FL-L에서 210-270g이 약 50%를 차지하였고, FL-M에

서는 180-240g에서 60%, FL-H에서도 FL-M과 유사하

나 180g 이하가 23%를 차지하였다. 이로 보아 착과수

가 많을수록 일정 무게 기준으로 이보다 작은 과실의

생산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과실 당도는 FL-L

에서 10-12Brix가 44%, FL-M에서도 10-12Brix가

59%, FL-H에서는 11-13Brix가 48%이었다. 특히,

10Brix 이하 비율이 FL-L, M, H 순으로 각각 22, 18,

12%였다. 따라서 착과가 적은 경우에는 무거운 과실

비율은 높으나 당도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복숭아

‘천중도백도’와 ‘수미’ 품종을 대상으로 과실 무게와 당

도의 분포도를 작성하여 보고되었는데[6, 7] ‘천중도백

도’ 품종에서 정규 분포 형태를 더욱 뚜렷히 나타내었

다.

그림 1. 복숭아 ‘천홍’의 착과 수준 별 결과지당 신초의 수
및 엽수

Figure 1. Frequency by size of shoot and leaf number per
fruit bearing branch (FBB) by fruiting levels (FL)
in ‘Chunhong’ peach tree. -L: low, -M:middle,
-H: high.

그림 2. 복숭아 ‘천홍’의 착과 수준별 과실 무게와 당도
Figure 2. Frequency by fruit weight and soluble solids

content by fruiting levels in ‘Chunhong’ peach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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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숭아 ‘천홍’의 착과 수준에 따른 신초 및 과실

특성 간 상관 분석

복숭아 ‘천홍’의 착과 수준에 따른 성숙 과실의 무게

와 당도에 대한 신초 특성의 관계를 알아보았다(Table

2). 과실의 무게 및 당도에 대하여 FL-H에서만 신초수

의 유의한 영향(P=0.01)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hrue 1에서와 같이 신초수와 엽수는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본 분석에서는 엽수는 관계를 나

타내지 않았다. 과실 당도는 착과 수준별로 신초수나

엽수와 상관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 Figrue 1과 2

의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분포곡선에서 일부 구간의 상

이한 패턴이 자주 나타났다. 복숭아 ‘천중도백도’에서는

밑으로 처진 결과지에서 굵기가 과실 무게와 정의 상관

을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었다[7].

표 2. 복숭아 ‘천홍’의 착과 수준별 과실 및 신초 특성 간
상관성.

Table 2. Correlation among characteristics of fruit and
shoot characteristics on fruit bearing branch (FBB) in
‘Chunhong’ peach tree.

Fruit
characteristics

Fruiting
levels (FL)

Shoot characteristics per
FBB

Shoot no. Leaf no.
Fruit weight Total 0.125z -0.011

L -0.065 -0.107

M 0.003 -0.207

H 0.332** 0.126
Soluble solids
content

Total -0.092 0.005

L -0.152 0.062

M -0.006 0.028

H -0.082 -0.038
zCorrelation coefficien.
** Significant at p≤0.01.

착과 수준별로 생산된 과실의 무게와 당도 간 상관

성을 선형회귀분석하였다(Figure 3). FL-L에서는 과실

당도(y)와 과실 무게(x) 간에는 높은 유의수준(P≤0.01)

에서 회귀식 y=0.0126x+8.1857, 결정계수(R2) 0.1964을

나타내었다. FL-M에서 두 과실 특성은 P≤0.05 유의수

준에서 회귀식 y=0.0091x+9.1051, 결정계수(R2) 0.0776

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FL-H에서는 유의한 관계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림 3. 복숭아 ‘천홍’의 착과 수준 별 결과지당 신초의 수
및 엽수

Figure 3. Frequency by size of shoot and leaf number
per fruit bearing branch (FBB) by fruiting levels
in ‘Chunhong’ peach tree.

Ⅳ. 결 론

복숭아 ‘천홍’을 대상으로 착과 수준에 따라 신초 발

생과 과실 특성을 조사하였다. 복숭아에 대한 연구는

착과 수준을 결정하기 보다는 이에 따른 신초 및 과실

의 분포를 알아보고 표준규격과 비율을 높이기 위한 기

초자료를 마련함에 있다. 복숭아 ‘천홍’은 2L, L, M, S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고 각각 250g 이상, 215-250g,

188-215g, 150-188g이다[15]. 그림 2 결과와 이를 비교

하였을 때 FL-L에서 2L 등급 250g 이상의 과실 비율

이 약 30% 정도이었고, 나머지 수준에서는 10%내외였

다. 특히, 2L을 포함한 L 등급 이상 분포는 FL-L, M,

H에서 각각 약 80%, 50%, 40%이었다. 따라서 본 비율

만으로 볼 때는 재료 및 방법의 FL-L 수준에 가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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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 것으로 뚜렷하나 수확과수는 적다. 따라서 등급과

함께 재배자가 요구하는 등급의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서는 본 결과를 고려하여 착과수준을 정해야만 한다.

그리고 과실의 품질과 생산성은 착과 수준뿐만 아니라

수체 상태, 양분관리, 하계전정 등 매우 다양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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