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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 빨간 용과」 고품질 안정생산 연구 착수
- 새로운 아열대과수 적육계 용과, 적정 인공수분 시간대 구명 및 착과량 설정 연구 -

❏ 제주지역에 적합한 아열대과수 도입 및 재배기술 확립으로 기
후변화에 대응하며 새로운 소득 창출에 나선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황재종)은 적육계 용과의 안
정생산을 위하여 적정 인공수분 시간대 및 적정 착과량 설정
연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m 제주지역 용과는 1999년에 도입되어 현재 16 농가, 4.9ha에서
재배되고 있고, 그중 적육계 품종은 지난해 도입되어 현재
10 농가, 3.0ha에서 재배되고 있다.
m 2000년 처음 용과 출하 시에는 특이한 모양과 소화촉진, 변
비해소 등의 효과로 고급 과일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다른
아열대과수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맛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

❏ 지난 2019년 기후 온난화 대응 신소득원 발굴을 위한 ‘정예
소득작목단지(함덕농협)’로 적육계 용과가 선정됨에 따라 제
주지역에 맞는 재배기술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인공수분 시간대별 착과
율 조사를 통한 적정 인공수분 시간대 구명 △결과지 당 적정
착과량 설정 연구를 추진한다.
❍ 용과의 개화 특성은 저녁 10시경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개화되며 이 시간대에 인공수분을 하지 않으면 착과 및 과실
비대 불량으로 상품성이 낮아진다. 이에 인공수분 시간대별
착과율 조사로 적정 인공수분 시간대를 구명한다.
❍ 또한 소비자가 선호하는 무게의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결과지
* 열매가 달리는 가지

당 적정 착과량 연구에 나선다.

❏ 연구가 마무리되면 신품종 적육계 용과의 안정 착과 및 적정
생산이 가능할 것이다.
❏ 김현수 농업연구사는 “적육계 용과의 재배기술 정립으로 고
품질 용과 생산을 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
다”며 “기후변화에 경쟁력 있는 아열대과수 도입을 확대하
겠다”라고 말했다.

로 선호도가 주춤한 실정이다.
❏ 최근 고당도의 속이 빨간 용과, 적육계 용과가 주목받고 있다.
m 적육계 용과는 대만에서 육성한 ‘대홍’이라는 품종으로 18
∼20。Bx로 당도가 높고, 800g 내외의 대과로 과육에 붉은
색소인 안토시안이라는 항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
되어있는 기능성 식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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