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리 표시란 농산물  그 가공품의 명성, 품질, 기타 특징이 본질 으로 특정지역의 지리  특성

에 기인하는 경우, 당해 농산물  그 가공품이 그 특정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리 표시제는 우수 농산물  그 가공품의 지리 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써 지리  특산

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여 생산자를 보호·육성하고, 소비자에게는 특정 제품

에 한 지리  명칭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안 하고 우수한 농산물  그 가공품을 소비할 수 있게 

하여 궁극 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모두 보호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한 

무역 상 타결로 ‘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는 ｢무역 련 지 재산권 정(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을 다자간 무역 상의 상으로 추

가함으로써 통상교섭의 역을 상품  서비스생산 심에서 지 재산권 역까지 확 시켰다. 우리

나라는 2001년부터 ｢TRIPs｣ 정에 한 일반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96년 10월 한․EU기본

력 정 체결시 EU의 지리 표시 보호를 한 제도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등 국제 인 지리 표

시 보호 강화 움직임에 보다 극 으로 처하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지리  특산품을 국내  국제

으로 보호하기 해 ‘99년 농수산물품질 리법에 지리 표시 등록제가 도입되었다. 재 보성녹차, 

하동녹차, 고창복분자, 양고추  서산육쪽마늘, 의성마늘, 괴산 고추  순창고추장, 괴산 고춧가

루, 성주참외, 해남겨울배추, 이천 , 철원 이 등록되었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품목에 한 지리  표시 등록을 한 연구가 극 으로 진행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최근 수행한 음성 고추, 제주 어, 제주 감귤의 지리  특성과 품질 특성과의 계를 조사분석한 연

구내용을 소개하고자 하 다.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지리 표시를 한 조사연구 

(음성고추, 제주 어, 제주감귤을 심으로)

김선아․홍상필․장 자

식품산업진흥본부

연 구 속 보



86    연구속보/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를 위한 조사연구

Ⅰ. 음성고추의 단체 표장 등록 한 

연구 사례

     

1. 음성고추의 품질 특성

  선행 연구에 따르면 2000년 음성지역에서 재배된 

12품종의 고추를 수집하여 매운맛 함량과 토코페

롤, 총카로티노이드, ASTA 색상값을 분석한 결과, 

건조 량 기 으로 매운맛 10.54-120.93 mg/100 g, 

총카로티노이드 231.33-409.79 mg/100 g, 색소값

(ASTA)은 64.56-124.07로 분석되었으며 그 결과는 

표 1-1과 같다

당해 연도에 생산된 고추 2종(슈퍼비가림, 왕 박)

을 수집하여 외형 특성과 매운맛과 ASTA 색상

값, 유리당 함량을 분석한 결과, 슈퍼비가림 품종

은 1 kg 당 건고추의 개체 특성을 분석한 결과 총

길이는 17.61±1.58 cm, 과피길이 13.16±1.35 cm, 

무게 4.02±1.02 g으로 분석되었으며 과피 특성은 

10.5-16.0 cm의 범 로 조사된 모든 개체의 크기

(시료수 = 248)가 10 cm이상의 과로 조사되었

다.  슈퍼비가림 품종의 성분 특성을 분석한 결과 

매운맛이 2.04±0.09 mg/100 g로 신도가 낮게 나타

났고 색상은 ASTA 값이 107.64±0.55로서 매우 높

게 분석되었다. 유리당 함량은 13.56±0.27%로 단

맛의 강도가 높게 나타나 순한 매운맛과 단맛이 

조화가 되며 색택이 고운 품종 특성을 보 다.  왕

박 품종은 1 kg 당 건고추의 개체 특성을 분석

한 결과 총길이는 16.7±1.2 cm, 과피길이 12.3±1.0 

cm, 무게 4.2±0.7 g으로 분석되었으며 과피 특성

은 10.0-15.5 cm의 범 로 조사된 모든 개체의 크

기(시료수 = 234)가 슈퍼비가림 품종과 같이 10 

cm이상의 과 다. 화학  성분 특성을 분석한 

결과, 매운맛이 40.57±0.82 mg/100 g로 간 매운

맛의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색상은 ASTA 

값이 98.04±0.89로서 선명한 붉은 색상이었으며 

색소 함량 역시 높게 분석되었다. 유리당 함량은 

13.32±0.29%로 단맛의 강도가 높게 나타나 간 

매운맛과 단맛이 조화가 되며 색택이 고운 품종 

특성을 보 다.

국제 으로 통용되고 있는 고춧가루의 색상  매

운맛 기 과 비교하면 두 품종 모두 색상이 매우 

우수하 고 매운맛은 헝가리산 고추의 간 매운

맛 제품의 캡사이신 함량이 약 10mg% (scoville 

unit ≅ 1500) 정도인 을 감안할 때 왕 박은 매

운맛, 슈퍼비가림은 순한맛의 매운맛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당해연도 수확하여 건조한 음성건고추의 

물리 , 화학  특성

  음성고추의 경작방법은 표 경작방법으로 리 

통용되고 있으나 지역  특성에 따른 변형  신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 표 경작방법에 한 방

법으로 육묘, 정식, 비배 리, 측지제거와 유인, 

수와 배수,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며 단 음성지역

의 정식 시기는 지 가 인근 지역보다 높고 만상

이 5월 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통 5

월 5일 어린이날을 기 으로 정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한 음성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읍․

면 단 로 정 표 시비추천량을 제시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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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명 품 종 수 분 (%)
매운맛(mg/100g) α-토코페롤

(mg/100g)

총카로티노이드

(mg/100g)
ASTA

CAP
a

DHC
b

total
c

음성 신조 12.49±0.19 119.83±4.91 106.63±3.93 226.46±8.84 3.08±0.25 295.51±1.10 85.07±1.40
슈퍼 탑 13.62±0.02 129.93±6.94 120.93±3.99 250.87±10.93 3.53±0.47 307.52±25.06 94.04±4.62
마니따 13.00±0.05 115.49±4.71 84.50±2.22 199.99±6.93 4.18±0.41 375.56±0.15 106.82±14.94

삼 왕 13.74±0.31 51.34±0.26 40.74±0.65 92.07±0.91 3.33±0.01 312.79±2.08 84.02±2.94
신풍 13.83±0.26 45.55±0.76 40.89±0.84 86.44±1.60 3.58±0.08 269.48±3.66 64.55±5.32
BN116 14.26±0.02 68.16±1.84 55.40±1.48 123.55±3.32 3.62±0.34 231.33±2.52 65.80±0.20

다보탑 12.27±0.49 43.17±0.00 34.67±1.04 77.84±1.03 5.38±0.23 287.43±1.34 89.63±11.37
부강 14.23±0.04 56.57±1.77 40.26±1.69 96.83±0.09 3.69±0.15 304.23±14.02 75.09±1.58
당 11.97±0.04 20.34±0.31 19.95±0.62 40.28±0.93 3.54±0.30 337.73±0.78 109.56±4.22

조 12.48±0.02 22.28±0.40 23.82±0.16 46.10±0.56 4.80±0.62 382.07±3.07 104.78±2.15
탑 12.71±0.12 25.62±0.38 28.63±0.51 54.25±0.89 4.80±0.31 373.90±35.14 105.90±1.23

부 13.90±0.09 38.97±0.39 30.40±0.30 69.37±0.69 5.18±0.26 302.23±2.19 77.31±6.57
평균 14.43 41.54 31.66 73.20 3.21 333.64 96.53

표 편차 1.03 33.42 25.19 58.07 0.97 40.59 15.96
양 명 14.94±0.21d 28.46±0.28 20.40±0.64 48.86±0.92 1.67±0.04 303.36±4.24 94.70±0.15

복 14.09±0.02 44.09±3.88 37.04±2.87 81.13±6.76 2.18±0.26 329.64±3.59 104.20±0.27
신조 15.55±0.03 38.97±1.10 26.90±0.08 65.88±1.18 2.81±0.14 313.82±3.27 92.53±0.98
재상 13.51±0.04 21.20±3.55 15.29±3.06 36.49±6.61 2.06±0.11 348.57±5.08 112.03±0.44

당 13.54±0.11 5.69±0.21 4.85±0.24 10.54±0.45 2.70±0.30 384.39±9.63 114.14±0.64
향 15.08±0.48 26.99±0.61 22.94±1.36 49.93±1.97 2.16±0.14 361.16±2.41 120.72±1.56
P99-11 15.14±0.01 24.03±2.91 18.47±0.67 42.50±3.58 4.49±0.04 406.79±3.87 124.07±1.54

P98HDT 14.58±0.02 127.63±3.67 76.17±2.31 203.80±5.98 4.85±0.27 331.50±0.68 98.65±3.48
강세 16.04±0.02 9.00±0.94 7.66±0.29 16.66±1.24 2.31±0.30 328.48±0.00 99.20±2.51
국보 14.76±0.15 19.76±1.07 15.17±1.03 34.93±2.10 3.64±0.43 297.42±9.59 87.25±0.27

신바람 14.61±0.10 25.86±0.75 24.18±0.94 50.04±1.69 2.83±0.41 374.47±3.77 118.21±3.39
신풍 15.48±0.10 34.44±0.64 21.68±0.50 56.12±1.14 4.78±0.58 285.61±3.35 86.05±1.07
삼 왕 14.09±0.14 34.15±1.68 20.80±0.18 54.95±1.86 2.04±0.37 264.77±0.20 79.48±1.16

강 14.05±0.36 21.21±1.37 15.29±1.07 36.49±2.44 4.20±0.17 358.60±2.88 112.20±0.92
강산 14.02±0.21 38.81±1.08 24.08±1.96 62.89±3.05 2.95±0.42 317.22±9.50 94.22±2.86
상 14.85±0.41 45.51±2.51 33.28±3.83 78.79±6.34 2.39±0.19 348.03±2.06 108.44±3.36

조풍 13.48±0.11 10.71±0.42 7.75±0.22 18.46±0.20 3.42±0.95 386.94±2.19 116.60±0.43
P147 15.55±0.04 11.59±0.57 9.29±0.72 20.88±1.29 2.33±0.27 339.94±0.20 102.06±0.80

P99-YM 14.95±0.51 15.11±0.99 12.59±1.13 27.70±2.12 3.57±0.37 380.10±2.45 113.91±5.02

P98NVK 15.16±0.08 122.95±1.60 73.05±1.74 196.00±3.34 3.56±0.25 335.49±3.02 100.84±0.71
차세 14.25±0.24 65.55±0.36 47.97±0.08 113.51±0.44 2.78±0.27 333.08±1.73 101.08±5.50
9903 14.07±0.16 26.13±1.80 22.51±0.88 48.63±2.69 2.44±0.42 373.72±3.93 119.82±2.99

여명 15.17±0.28 32.58±0.95 22.89±1.03 55.47±1.97 2.90±0.10 322.45±2.75 91.15±1.07
웅 15.39±0.41 34.56±0.48 24.16±0.59 58.72±1.07 4.37±0.15 273.60±5.54 72.01±1.21

해돋이 16.10±0.21 30.49±0.11 19.20±0.12 49.69±0.23 2.69±0.37 293.58±1.87 73.83±6.04

공공칠 15.34±0.02 16.49±0.44 12.48±0.38 28.97±0.81 2.59±0.57 309.89±1.87 65.98±10.52
태양 15.33±0.55 13.74±0.72 11.30±0.77 25.04±1.50 3.40±0.59 409.88±0.14 110.76±1.31
와 14.83±0.30 28.14±0.68 25.85±0.05 53.99±0.73 1.76±0.02 373.95±0.51 112.21±10.22

명품 15.10±0.06 52.52±1.10 39.63±0.98 92.15±2.08 3.06±0.11 363.81±0.29 98.82±6.89
P146 15.32±0.06 18.64±0.61 14.07±0.34 32.70±0.95 2.53±0.52 321.47±3.06 81.84±3.22
신태양 14.31±0.10 16.27±1.04 14.06±0.38 30.33±1.41 2.18±0.24 369.04±1.08 101.47±11.01

P98VIK 15.30±0.00 101.99±3.21 64.69±1.80 166.68±5.01 2.10±0.47 328.69±1.82 80.55±5.23
HN6 16.23±0.05 22.05±0.59 13.91±0.33 35.96±0.91 2.06±0.37 322.75±1.21 86.31±0.57
21세기 14.40±0.01 24.72±0.55 19.09±0.41 43.82±0.96 3.56±0.40 308.80±2.05 81.79±0.33

동방 14.93±0.08 24.99±0.25 22.62±0.90 47.61±1.15 2.93±0.13 400.36±3.85 108.74±2.05
평균 14.84 34.71 24.61 59.32 2.92 340.04 99.02 

표 편차 0.71 28.80 17.18 45.83 0.85 37.36 15.27 

a: 캡사이신  b: 디하이드로캡사이신  c: 캡사이신+디하이드로캡사이신 d:평균±표 편차(n=3),  김선아 외, J. Food Science, 2002

표 1-1. 지역별, 품종별 건고추의 성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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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고추 생산을 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배작형은 음성지역에서는 주로 노지조숙재배

와 터 재배 그리고 비가림하우스 재배를 하고 있

으나 비가림하우스 기상의 피해나 병해충의 피해

를 감소할 수 있는 장 이 있어 음성군에서는 청

결고추 생산을 해 비가림하우스 재배를 확 하

고 있다.  수확된 고추는 숙성도와 색택의 균일도 

 수확 후 품질 하 상을 방지하기 해 2～3

일간 후숙시키며 생 인 건고추를 생산하기 

해 음성군은 고추세척기를 농가에 보 하여 맑은 

물로 세척한 청결한 고추를 생산하고 있으며 음성

군에서는 고추 세척기의 보 을 더욱 확 하고 있

다.  건조기술은 천일건조, 비닐하우스, 폴리에칠

 피복건조, 화력건조 등의 일반  방법 외에도 

음성고추의 품질 향상을 해 세척 단 건조와 

황토, 맥반석 등을 활용한 건조 방식이 용되고 

있어 가공에 따른 품질 하를 최소화하기 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포장기술은 기존의 PP

에서 택  투명성, 방습성, 내열․내한성, 내약

품성이 우수한 폴리에틸  소재로 변경하고 있으

며 음성의 청정지역으로서 이미지를 살리고 음성

군의 거돌이 캐릭터 혹은 고추미가 인쇄된 포장지

를 제작하여 내 고추생산자들  세척해서 건조

한 고추를 출하하는 농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2. 음성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고추 품질과의 

인과관계

  음성지역은 일교차가 심한 륙성 기후로 고추

의 과피를 두껍게 하여 가루를 만들 때 수량이 많

은 장 을 갖는다. 일조시간은 평균 으로 2,401시

간으로 타 고추주산지와 비교할 때 일조시간이 길

었는데 이는 고추가 낮에 생장율이 높은 을 고

려할 때 음성고추의 생육을 진하여 주요 인자로 

작용한다. 연평균 강수량은 음성의 경우 여름철 

강수비율이 타지역보다 높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

이며 수지가 발달한 지형  특징과 함께 작물 

성장기 충분한 물 공 이 가능하며 폭풍의 발생이 

어 고추의 물리  상해가 어 고품질에 기여한

다. 풍향조건은 음성군이 분지를 형성하고 있어 

풍속이 약하여 바람에 의한 고추의 물리  상해가 

어 이역시 고추의 고품질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음성군의 토양은 주로 보수력과 통기성

이 좋은 사양토와 양토로 구성되어 있어 고추 농

사에 매우 합한 표토 구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뭄과 장마 발생시 고추의 피해가 어 고

품질 고추 생산에 합한 토양 조건을 갖추고 있

다. 지형  특성은 음성군은 남고북 지형으로 지

형의 경사가 하고 표고가 높아 고추의 역병의 

발생을 감소시켜 고추의 고품질화에 기여한다.  

그림 1-2. 품질과 련된 지리  특성 

3. 음성지역의 인적 특성과 고추 품질과의 

인과 관계

  음성지역의 가장 큰 인  특성은 기술력이 뛰어

난 인  자원이 풍부하다는 이다. 농림부 지정 

신지식 농업인을 고추분야에서만 2인(음성군 원남

면 하당리 이종민, 음성군 삼성면 양덕리 신 순)

을 배출하 으며 이외에도 고추 분야의 문가로 

인정받는 생산자와 우수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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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음성지역의 고추 재배 생산자는 3천여 명에 

이르며 음성군의 2개 읍과 7개 면 체지역  상

으로 재배 면 이 은 맹동면과 감곡면은 인

근의 재배 면 이 넓은 왕읍과 생극면과 통합하

여 작목반을 함께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음성

고추의 지리  표시 단체 표장에 한 설명회  

토론회를 통해 생산자와 지속 인 토론과 의를 

거친 결과, 음성고추의 랜드 가치 제고를 한 

생산자 단체의 주도 인 노력의 필요성에 한 공

감 가 형성되었고 기존의 작목반을 심으로 

의를 통해 음성고추 농조합법인을 구성하 으며 

12월까지 법인화를 목표로 추진 에 있다. 생산

자와의 자발  참여와 음성군청  농업기술센터

의 조 체계가 공고히 되고 있어 단체 구성에 따

른 법인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4. 음성고추의 역사성 및 우수성

  음성고추의 역사성은 18세기 택리지(이 환)에

서는 ‘그 유명한 음성고추’를 소제목으로 기술하

으며 조선 기 문신․학자 던 서거정이 쓴 ‘백

로겸수정’에서 음성의 특징을 음양의 조화에 비유

하여 ‘맵기도 하지만 단맛이 나는 음성고추 같은 

땅과 사람들’이라 하는 등 음성고추의 지리  명

성은 고문헌에서도 찾을 수 있었으며 음성이 고추

주산지로서 활성화된 것은 1970년  농특사업확  

 수매비축제, 89년  말 재배약정사업 등의 장

려에 따라 음성의 고추 주산지로서의 활성화가 이

루어졌으며 1970년에 고추식부면  국 3 , 80

년에 국 1 로 올라 국최 의 고추주산지로 

발 하 다.  음성고추의 인지도는 농림부와 농수

산물유통공사에서 실시한 2004 농산물 실태조사의 

결과 음성고추의 건고추 생산지 랜드 인지도는 

3 , 상품에 한 인지도는 2 로 조사되어 생산

지로서, 랜드로서의 인지도가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그림 1-3). 음성고추는 역사 으로는 

1968년 국최  육묘이식 방법과 비닐멀칭재배 

방법 개발 보 을 시작으로 1993년 국최  품질

인증을 받았으며 농림부에서 주최하는 농산물 

워 랜드 에서 2001년, 2003년, 2005년 3회 연

속 수상함으로서 우수성을 입증하 다(그림 1-4). 

이외 주요 홍보 황은 그림1-5와 같으며 재 음

성의 설성문화제는 군민 화합의 장으로서 음성지

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비롯한 음성고추의 우

수성을 알리는 주요한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그림 1-3. 음성고추의 건고추 생산지  랜드 

인지도(2004, 농산물실태조사)

그림 1-4. 주요 수상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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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주요 홍보 내용

그림 1-6. 음성 지역 축제를 활용한 음성고추 홍보  

그림 1-7. 음성고추의 경쟁력 확보 한 요 요소

Ⅱ. 제주 넙치( 어)의 지리  특성 

 품질특성 연구

1. 제주넙치의 이화학적 성분 특성, 관능적 특성 

등 비교 평가 분석 

    (제주산 넙치의 품질특성)

  제주넙치는 넙치과  Family Paralichthyidae로  

학명은 Paralichthys olivaceus이고 명은 Olive 

flounder, Japanese flounder, Bastard halibut 

(FAO)이다. 몸은 긴 타원형이고 이 있는 쪽은 

황갈색 바탕에 크고 작은 갈색 이 고루 분포하고 

몸 빛깔은 연한 황갈색으로 유백색의 둥근 반 이 

있다. 육(fillet)은 회백색이며 윤기가 있고 밝으며 

깨끗한 느낌의 투명성을 나타내었다. 제주넙치는 

성분 분석 결과, 수분 76.6%, 단백질 19.9%, 지방 

1.1%, 탄수화물 1.1%, 회분 1.3%, 아스 트산 

1554mg, 세린 1411mg, 라이신 1382mg, 히스티딘 

1289mg, 티로신 1148mg, 루이신 1016mg, 콜 스

테롤 55.2mg, oleic acid 29.8%, palmitic acid 

23.1%,  Vit. A 5.8 ug, 칼슘 7.5 mg%, 철 0.2 

mg%로 나타났다.  

  제주넙치의 등살(背肉)은 밝기(L값)와 색도(a

값)에서 서해산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 고 황색도

(b값)에서는 완도와 서해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뱃살(腹肉)의 경우, 제주산은 색도가 완도산과 

서해산 보다 낮은 경향을 보 다. 등살(배육)의 

경도에서는 제주산 7,015 dyne/cm2로 완도산 

6,737 dyne/cm
2
, 서해산 8,299 dyne/cm

2 
로서 

지역간 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뱃살(복

육)의 경우 제주산은 완도산보다 유의하게 부드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능평가에서는 등살(배육)의 경

우 제주산은 색상, 윤기, 풍미  체  기호도에

서 완도산  서해산과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

는 등 반 으로 제주산은 타지역에 비해 상

으로 육색이 밝고 투명도가 높으며 육질이 부드럽

고 담백한 맛을 나타내는 특성을 보 다. 제주 출

하 정 넙치에 한 항생물질 Oxytetracycline 

(OTC)의 분석 결과 OTC 0.2ppm 과 기 으

로 합격률이 99.4%로 매우 높게 나타나 제주 넙

치는 안 한 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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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제주산 넙치

   

   A. 등 부분             B. 배 부분   

그림 2-2.  제주산 넙치( 어)의 fillet

표 2-1.  넙치의 일반성분 (%)

구분 수분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회분 

일반 넙치*  76.3 20.4 1.7 0.3 1.3

 제주 넙치** 76.6 19.9 1.1 1.1 1.3

* 식품성분표 (농진청)  ** 2006 한국식품연구원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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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지역별 넙치육의 색상 평가 (A:등살(배육),  

B:뱃살(복육)) 2006 한국식품연구원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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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지역별 넙치육의 능 평가 (2006 한국

식품연구원 분석 결과)

2. 제주산 넙치의 양식생산 관련 기술의 특징 

및 효과 평가

  넙치는 염성 어류로서 우리나라와 일본 연․

근해, 발해만, 동 국해 등에 분포하며, 서식온도는 

10～27℃ 범 이고 최  사육수온은 21～24℃로서 

수온 10℃ 이하와 27℃ 이상에서는 거의 먹이를 

섭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 넙치 양식 방법은 부분이 육상 수조식 

양식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제주도 연안의 최

평균수온은 12.5～14.0℃(2-3월), 최고 평균수온은 

25.0～27.0℃(8월)로서 넙치 양식에 좋은 해수를 

확보하고 있고 지질학 인 면에서 동남부해안을 

심으로 일정한 수온의 풍부한 지하(해)수(16～

18℃)를 이용하여 동 기의 낮은 수온을 높이고 

하 기의 높은 수온을 낮출 수 있어 타 지역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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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넙치의 생산성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넙치 성장속도를 지역별로 비교한 결과  치어상태

의 크기가 통  7cm, 7g, 포항 9cm, 6g, 제주 8cm, 

6g 이던 것이 사육 12개월 후에는 통 의 경우 

31cm, 480g, 포항의 경우 38cm,  600g으로 나타난 

반면 제주의 경우 40cm, 830g으로 제주산 넙치의 

성장률이 통  보다 1.7배, 포항 보다 1.4배 높게 나

타났고 상품가치가 있는 0.9-1.1kg에 도달할 때까지

의 육성기간은 제주도 14.6개월, 남해안 16.5개월, 

동해안 17.7개월로서 제주도 양식넙치는 남해나 동

해 지역 보다 1.9개월 내지 3.1개월 빨리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양식장 크기별 수면 당 

넙치 생산량 비교에서도 제주산은 양식규모에 계

없이 타지역에 비해 매우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었다. 

0

10

20

30

40

50

0 2 4 6 8 10 12

사육기간(개월)

전
장

(c
m

) 
 .

통영 포항 제주

그림 2-5. 지역별 육상수조식 넙치양성장의 사육

기간에 따른 장 비교.

(넙치양식표 지침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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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지역별 육상수조식 넙치양성장의 사육

기간에 따른 체  비교.

(넙치양식표 지침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2006) 

표 2-2. 지역별 어체 크기와  육성기간 비교 

지역별
규격 
(kg)

어체 크기
육성기간

(월)
상 기간
(1kg기 , 월)치어

(cm)
성어
(g)

제주도
0.85이하

0.9～1.1

 7.6

 6.8

 830

 938

12.4

14.6
0

남해안

0.8이하

0.9～1.1

1.2이상

 6.9

 9.0

11.0

 697

 950

1,367

13.4

16.5

24

+1.9

동해안

0.8이하

0.9～1.1

1.2이상

12.9

14.3

5

 708

 934

2,000

14.9

17.7

36

+3.1

(넙치양식표 지침서,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2006) 

3. 지리적 요인과 제주 넙치(광어)의 품질, 

명성 등 특성과의 인과관계

  제주도는 한민국의 최남단에 치하며 북  

33°11′27″에서 33°33′50″, 동경 126°08′2

7″에서 126°58′50″에 걸쳐 치하는 제주도의 

형상은 북동동－남서서 방향으로 가로놓은 타원

형으로 남북간의 거리가 31km, 동서간의 거리가 

73km이다. 제주도는 하나의 한라산체로 이루어진 

섬으로 동서로 73㎞, 남북으로 31㎞이며, 해안선

의 길이는 253㎞에, 총면 은 1,825㎢로 국토의 

1.8％이다. 

  제주도는 일반 인 기후분류상 아열 기후 에

서 온 기후 로의 이지 에 치하고 있다. 태

양고도가 연  높아 태양의 순복사량이 에 지 

수지상 과잉이 시작되는 도 이며 여름에 태평

양의 가장자리인 북서태평양속에 있으면서 아시

아 륙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다습한 해양의 

향을 받고 있다. 일년 내내 남서쪽에서 흘러드는 

따뜻한 도해류의 지류인 쿠로시아 난류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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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고 있으며 겨울에 북쪽에서 흘러오는 북한

해류나 황해의 찬 연안류 같은 한류의 향을 직

 받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제주도 연안의 

최 평균수온은 12.5～14.0℃(2-3월), 최고평균수

온은 25.0～27.0℃ (8월)로서 겨울철 기온이 상

으로 낮은 동해, 서해  남해안에 비하여 온수

성 어류 양식에 훌륭한 지라 할 수 있다. 한 

수온의 변화를 보면 겨울에는 평균 12.5～15.5℃

의 범  내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5월부터 

1～2℃ 정도로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부터 격

하게 상승한다. 

 상기와 같은 지리  요인으로 제주도는 온수성 

어류인 넙치의 양식에 좋은 해수를 확보할 수 있

고 동남부해안을 심으로 수온 16-18℃의 풍부

한 지하(해)수를 이용하여 동 기와 하 기에 수

온을 조  할 수 있어 타 지역과 달리 넙치의 생

산성이 우수한 환경이 조성되어 국내 총 넙치 생

산량의 50% 수 인 1만 7,815톤 (2004년 기 )

이 생산되었다. 제주 넙치는 한 성장이 빠르고 

색채가 좋으며 외양에 치하고 조가 거의 발

생하지 않는 등 청정환경에서 사육되었다는 이 

인정되어 일본인 선호도가 매우 높아 일본 수출

물량의 90% 수 을 차지하고 있고 2005년에는 

산업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될 정도

로 제주 양식 넙치는 타지역에 비교우 에 있다. 

1999년도 월별 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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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월별 수온

0

5

10

15

20

25

2 5 8 11

Month

T
e
m

p
e
rt
u
re

제주

완도

거제

통영

강릉

보령

2005년도 월별 수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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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연도별 연안 지역별 월별 수온 변화 

(국립수산과학원 연안환경 

http://research.nfrdi.re.kr/index.html) 

  

  표 2-3. 연도별 국내 양식 넙치 생산량   

구분 
연도별 넙치 생산량 (M/T)

2002 2003 2004 2005 

국내 23,343 34,533 32,141 40,059

제주** 11,996 15,351 17,815 17,737 

제주생산비
율 (%)

51.3 44.4 55.4 44.2 

* 해양수산부, 2005 해양수산통계연보 

http://www.momaf.go.kr/ 

** 제주해수어류양식수  http://www.ja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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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관리방안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방역  안 성검사에 

한 조례에는 넙치에 한 방역  안 성 검사에 

한 조례가 명시되어 넙치의 품질에 한 리가 행

정 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주해수어류양식수

에서는 Oxytetracycline 뿐만이 아니라 10여종의 

항생제에 해서도 별도 분석을 실시함으로서 항생

제의 사용을 monitoring하고 있으며 합격품에 해

서만 합격증을 발 해주고 있다. 수산물․수산가공

품 검사기 에 따르면 활어는 외 , 활력도, 선별의 

항목과 정 검사 기 으로서 총수은, 납, 항생물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의 기 을 정하고 있다.

  재 활어에 해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기

에 따르면 충분하다고 보지만 제주넙치는 청정성이 

특징이므로 속, 잔류항생물질 외에도 장균  

비 리오균, 말라카이트그린 등과 같은 유해성 세균

이나 물질 등 폭넓은 항목에 한 검사기 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등 화를 한 색상, 량, 육

질 등에 한 기 도 고려 상으로 단된다.   

표 2-4. 품질기  (안)

등
항목 내      용 

능특성

외    손상, 변형이 없고 병충해가 없으며 긴 타원형  

색   택 품종 고유의 황갈색으로 택이 뛰어난 것

고르기
량  0.7-0.9 kg (상품),  1.0 kg 이상 (특품) 

(범 는 단체 별도 의)

활력도  살아있고 활력이 양호한 것 

기  타 이취, 이미가 없어야 하며 육색이 회백색일 것  

속 

총수은 0.5 mg/kg 이하

납 2.0 mg/kg 이하

항생제
옥시테트라
사이클린

0.2 mg/kg 이하

클로람페니콜   불검출

스피라마이신0.2 mg/kg 이하

Ⅲ. 제주 감귤의 지리  특성  품질 

특성에 한 연구

1. 제주감귤의 품질 특성

1.1. 제주감귤의 성분 특성 

  감귤은 식물분류학상 芸香科 柑橘亞科에 속하며 

그  재 재배되고 있는 것은 柑橘屬(Citrus L.), 

金柑屬(Fortunella Swingle), 탱자속(poncirus 

RAF.)의 3속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에서 재배되는 감은 Mandarin (만

다린)으로 온주 감이라 한다.

  감귤류는 수분이 85~88%이고 단백질과 지방 

함량은 0.1~0.2%로 낮으며 탄수화물이 

9.9~12.1% 가량 함유되어 있다. 감귤 과즙의 유리

당 함량은 sucrose 2∼5%, fructose와 glucose는 

각각 1∼2%,  maltose 0.1∼0.2% 범 의 순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다. 식이섬유는 1% 내외로 오

지 보다 2배 이상 높고 K 함량이 130∼173㎎%로

서 높은 편이다. 비타민 C는 39~44㎎%로서 비타

민 C를 표하는 식품이라 할 수 있으며 Folic 

acid 함량도 높고 비타민 A, Vit. B1, Vit. B2, Vit. 

B6, Pantothenic acid, Vit. E  niacin 등 다양한 

비타민류가 함유되어 있다. 지방산 조성은 linoleic 

acid 46.5%, linolenic acid 14.4%, eicosaenoic 

acid 4.8%로서 이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구성아미

노산은 Asp 241㎎%, Glu 183㎎%, Leu 134 ㎎%, 

Lys 111㎎%, Arg 107㎎%의 순으로 함유되어 있

으며 유리아미노산은 26종으로 이  Thr, Isoleu, 

Leu 등의 필수아미노산이 부분 포함되어 있다.  

 감귤류의 신맛은 구연산에 의한 것으로 익은 감

귤에는 구연산이 약 0.8~1%이다.  감귤류의 유

기산은 유리산(遊離酸)과 유기산염 형태로 존재하

며, 주스  가용성고형물(°Brix)의 10% 정도로

서 구연산(Citric acid)이 75.7~96.2%로서 부분

을 차지하고, Malic acid, Oxalic acid, Fumaric 

acid 순서로 함유되어 있다. 



식품기술 제19권 제4호(2006. 12)    95

구분 에 지 수분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회분 
당질 섬유소

조생 38 89 0.7 0.1 9.8 0.1 0.3

보통

(임온주)
47 86.5 0.8 0.2 11.8 0.3 0.4

오 지 43 87.4 0.9 0.1 10.9 0.3 0.4

유자 48 85.8 0.9 0.8 10.5 1.4 0.6

자료: 농 진흥청 농 생활 연구소, 식품성분표 제6개정 , 2001 

표 3-1. 감귤류의 일반성분 

구분 
식이섬유(%) 조섬유(%)

건물 생물 생물

조생 15.27 1.00 0.90

오 지 3.48 0.39 -

유자 - - -

자료: 농 진흥청 농 생활 연구소, 식품성분표 제6개정 , 2001  

표 3-2. 감귤류의 식이섬유 성분

구분
Vit. 

B1(㎎)

Vit. 

B2(㎎)

Vit. 

B6(㎎)

Panto- 

thenic

acid

(㎎) 

Folic

acid 

(㎎) 

Vit. 

E(㎎) 

Niacin

(㎎)

Vit. 

C(㎎)

Vit. A

Ret. 

Eq.

(Re)

Retinol

(㎍)

베타

카로틴

(㎍)

조생 0.13 0.04 0.07 0.21 24.0 0.4 0.4 44 1 0 5

보통

(임온주)
0.11 0.06 0.06 0.23 22.0 0.4 0.5 39 8 0 49

오 지 0.11 0.02 0.07 0.36 32.0 0.3 0.3 43 15 0 90

유자 0.10 0.04 - - - - 0.2 105 0 0 0

자료: 농 진흥청 농 생활 연구소, 식품성분표 제6개정 , 2001   

 표 3-3. 감귤류의 비타민 함량    

 감귤은 라보노이드 성분으로서 naringin, 

hesperidin, neohesperidin, rutin, naringenin, 

hesperetin, narirutin, nobiletin, tangeretin, si-

nensetin, natsudadain, didymin, poncirin  

eriocotrin 등이 보고되고 있고 향기성분으로서

는 limonene, myrcene  terpinene 등 13종의 

terpenoids가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limonene은 

62.6%로 감귤의 주요 향기성분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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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귤피 함유 약효 성분 약리효과

  정유성분

d-limonene

Linalool

Linalyacetate

Terpineol

압 강하

항산화 효과

변이원 억제 작용

항 알러지 작용

  카로티노이드 비타민 A 구물질

  라보노이드 Hesperidin, Naringin, Rutin 등

  알카로이드 Synephine 등

자료: 최 훈, 제주감귤의 생산, 이용실태와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 망, 난지연 연구보고서 2005

표 3-4. 감귤 추출물의 약리효과 

구      분 약리활성 / 용도

헤스페리딘

- Antiasthmatic activity

- 모세  강화작용

- Antiinflammatory effect

- Aalgesic activity

- 지방 사 개선용 식품제조

- 유방암 세포 증식 해작용

- 강력한 antiplatelet aggregation 작용

- antioxidants & antimicrobial agents

나리진

- 지방 사 개선제(의약품)?

- 유방암 세포 증식 해작용

- antimicrobial agents

식물 라보노이드류 - antiviral 작용

자료: 최 훈, 제주감귤의 생산, 이용실태와 새로운 가공식품 개발 망, 난지연 연구보고서 2005

표 3-5. 감귤류 Bioflavonoids의 약리활성

발암억제효과가 있음이 알려지고 있고 limonoid 

성분은 DMBA/TPA 발암계에서 마우스의 폐와 

 햄스터의 구강내 종양형성을 억제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 한 Naringin  hesperidine은 rat에

서 콜 스테롤의 하에 유효함이 확인되고 있다. 

1.2. 제주감귤의 기능성 성분

  감귤에 함유된 특수 성분  Perillyl alcohol은 

립선암 억제 효과를 나타내고 β-cryptoxanthine

은 결장암 억제효과를 나타내며 Aurapten은 마우

스의 피부, 래트의 구강  래트의 장 실험계에서

2. 지리적 요인과 감귤 품질 특성과의 인과관계

2.1. 제주도의 지리  특성

  제주도는 화산에 의해 형성된 섬으로 동서의 

길이 74km, 남북의 폭이 40km가 되는 타원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한라산은 263km의 한 

해안선에 걸쳐 진 으로 산세를 낮추는 까닭에 

고도와 경사각이 커질 수 없고 산록평야(山麓平

野)는 해안에 이르기까지 완만한 모습으로 펼쳐져 

있다. 경사각은 해안지방에서 2~3도에 불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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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에서 16∼20km에 이르는 내륙․산간에서도 10

도를 넘지 못한다. 최 계층은 6∼10도로써 제주도 

체의 44.4%를 차지하고 다음 순 인 0∼5도의 

계층을 합치면 유율이 68.5%에 이른다. 이에 반

하여 최소 계층은 21도 이상으로 체의 유율에

서 2.9%에 해당한다. 오늘의 경작한계는 20도의 

경사각에 이르고 있다. 한편, 해발고도 200m이하 

지역은 해안지 로 농경 (農耕帶)이며 제주도 

체면 의 55.3％를 차지하고, 고도 200∼500m의 

산간 지 는 체 면 의 27.9％로 목야지나 유

휴지이다. 고도 500∼1000m지 는 제주도 체 면

의 12.3％로 삼림이나 버섯재배로 이용하고 있고, 

고도 1000m 이상의 고산지 는 체면 의 4.5%

를 차지하고 있다. 농경   일주도로를 심으로 

4km 내외의 해안지 에는 경지의 60%가 집 되어 

있는데 이는 해안지 가 고도와 경사도가 작은 ’

평(低平)한 땅‘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농업  토지이용은 해안지역(coastal division)에 

집 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해안지역은 임해입지(臨

海立地)의 성격을 안음과 동시에, 생산성이 큰 경

작지의 집  분포지역과 일치하고 있다.

  제주도의 토양은 그 기본을 이루고 있는 바

가 무암이고 화산회토가 많다. 아래층에는 암반

이 깔려 있는 곳이 많아서 비교  유효한 토심이 

얕은 곳이 많으며 토양의 성질은 돌이 많은 사양토

이다. 제주도의 지질에 의하면 화산암의 분출은 ‘조

면암→조면암질 안산암→ 무암의 순서로 배출되었

다’고 하며 이후 분출된 무암은 성이 약한 

계로 ‘종모양의 경사 지형’을 이루지 못하고 해발

고도에서 1,750m 이하의 한 지역을 덮고 있다. 

  제주도는 일반 인 기후분류상 아열 기후 에서 

온 기후 로의 이지 에 치하고 있다. 연평균 

기온이 서귀포시 16.2℃, 제주시 15.5℃인데 이는 

남한의 북부내륙에 해당하는 춘천시와 비할 때 

5℃ 이상 높고, 최남단의 충무시와 비교해도 1℃ 이

상 높다. 이것은 도와 비례하여 기온의 높고 낮음

이 다르며, 서귀포시를 심으로 한 최남단에 한국

에서 가장 따뜻한 기후가 조성되고 있음을 뜻한다.

  제주도 연강수량은 1,000∼1800㎜이며, 최다강

수량은 제주도 남부지역이 1,850.8㎜로 서부

(1,094.7㎜)  북부(1,456.9㎜)지역에 비하여 월

등히 많은 강수량을 보인다.  제주도 지방의 연평

균습도는 70∼80％로 월별 습도변화가 거의 없으

며, 서부지역이 77％로 가장 높고, 북·서부지역은 

73%와 75％이며, 남부지역은 70％로 가장 낮고 

지역간의 차이는 6％이내로 비슷하다. 

2.2. 지리  요인과 품질특성과의 인과 계

  부분의 감귤산지는 략 남북 도 20°에서 

40°사이 아열 지역에 집 되어 있다. 감귤의 생

장에 필요한 최 온도는 종과 품종에 따라 다르

지만 일반 으로 12.5℃ 는 10℃로 알려져 있

고 온주 감은 연평균기온이 15℃, 최 온도가 -

5℃인 곳에도 재배지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제주

지역의 기상은 연평균 기온이 15℃ 내외로 세계

에서 감귤을 재배하는 지역  기후조건에서는 

북쪽 한계선에 치하고 있고 제주도 내에서도 

감귤 재배면 이 많은 서귀포시와 남원읍 지역은 

제주시 지역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으며, 북서 계

풍의 피해도 고 강수량도 많다.  

  감귤 재배지역으로서 제주도는 최북단에 치하

고 있어서 기상조건이 비교  온화한 서귀포시 서

홍동에서부터 감귤을 재배하기 시작하 으며 이 일

를 심으로 감귤재배가 차 확산되기 시작하

다. 서귀포시 남원읍이 주산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기상조건의 변화, 생산기술 향상 등에 힘입어 

온주 감이 제주도 일원으로 확  재배되고 있다. 

  감귤은 크기에 따라 껍질의 두께가 직선 으로 

증가하고 산남지역에 비하여 산북지역의 감귤껍질이 

더 두꺼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귤 당도의 분포는 

해발 100m 이하인 해안지역에서 9.32∼12.50(평균 

11.46)이었고 해발 150m 이상인 산간 지역에서는 

10.32∼12.17(평균 11.29)로서 고도가 낮은 지역에

서 생산된 감귤이 당도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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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과육율(%) 껍질두께(mm) 경도(g-force)

범 평균 범 평균 범 평균

해발 100 m 이하 75.9∼81.0 78.8 2.3∼2.9 2.7 604.3∼955.9 826.9

해발 150 m 이상  77.4∼80.3 78.5 2.4∼3.2 2.8 681.97∼1012.9 844.6

자료: 고정삼, 감귤 장의 실용화기술개발, 83p, ARPC 2001

표 3-6. 생산지역별 온주 감의 물리  특성    

고도   
당도(Brix) 산 함량(%) 당산비

범 평균 범 평균 범 평균

해발 100 m 이하 9.32∼12.50 11.46 0.95∼1.26 1.12 8.33∼12.13 10.38

해발 150 m 이상  10.32∼12.17 11.29 1.02∼1.39 1.18 8.16∼10.87 9.60

자료: 고정삼, 감귤 장의 실용화기술개발, 83p, ARPC 2001

표 3-7. 생산지역별 온주 감의 당, 산의 함량  당산비   

3. 지리적 표시 대상지역 및 그 범위의 적정성 

  감귤산지의 주무 는 제주 본도이며 제주 본도

에 한정시킬 경우 최북단의 장소는 구좌읍의 月

汀里이고 최남단의 장소는 정읍의 下摹里이다. 

  제주도는 감귤과 같은 난 작물(暖帶作物)을 재

배하기에 알맞은 자연  기반과 함께 국과의 

빈번한 교류, 근 화에 이르기까지 변방(邊方)으

로 기능해 온 사회조건이 감귤산지의 토 를 쌓

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 다. 감귤은 부분 진상

품과 약재로서 진귀한 토산품으로 취 되었으며 

이러한 특성을 살려 헌은 왕족과 귀족층의 수

요를 충당하기 해서 독려와 함께 감독으로 주

민을 괴롭히며 생산에 념해 왔다. 즉 ‘왕실과 

권귀층(權貴層)의 수요에 충당하기 한 생산의 

땅을 당한 자연과 함께 변방으로 알려진 제주

도가 선택되었다’는 뜻이다. 감귤재배와 련된 

것은 노지의 생육기간이다. ‘생육기간(growing 

days)을 5℃ 이상 되는 날의 수’로 나타내고 있

다. 최한월에 해당하는 1월 평균기온에서 이 기

을 넘는 것이 한국에서는 제주도에 한정되어 있

다. 이것은 차가운 겨울철에 인공시설이 갖추어지

지 않은 상태에서도 식물성장이 가능함을 뜻하고, 

이것이 서귀포시를 감귤주산지로 성장하게 만든 

자연  배경이다. 

  귤은 탱자를 모체로 삼고 목(接木)의 방법을 

통해서 묘목(苗木)을 육성하여 재배된다. 이런 

을 고려할 때 귤과 탱자는 같은 과속(科屬)에 속

한다. 분포 를 보더라도 자가 약간의 편남성

(偏南性)을 드러낼 뿐, 둘은 난 의 상록수림 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나 목포․여수․충무․진주 

등의 남해안 일 의 실공간은 1~2월에 한해서 

귤나무를 포함하여 난 성 상록수가 성장할 수 

있는 한계치인 5℃를 돌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

는 온도, 토양, 수분, 공기, 선 등 감귤생산에 

합한 지리  환경요인을 갖추고 있으므로 지리

 표시 상지역으로서 정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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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재배면 (ha) 25,796 25,408 25,207 24,560 22,048 21,430

생 산 량(천톤) 563 646 789 646 595 662

Ha 당 생산량(톤) 21.8 25.4 31.1 26.3 27.0 30.9

농가수(호) 36,590 36,296 35,078 33,957 31,233 30,659

호당 경지규모(ha) 0.71 0.70 0.72 0.72 0.71 0.70

조 수 입(억원) 3,708 3,617 3,165 4,706 6,015 6,006

㎏당 가격(원) 658 560 401 730 1,025 907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감귤종합정보 리시스템, 2006

 표 3-8. 연도별 감귤 생산 황                

4. 제주감귤의 명성 

4.1. 제주감귤의 역사성 

  일본서기에는 서기 70년인 신라 기에 ‘일본의 

다지마가 상세구에서 비시향과를 구해 가지고 갔

다’는 기록이 있어 제주도에서 귤을 가지고 간 것

으로 추측되고 많은 일본 학자들도 귤, 감자, 

유자, 탱자 등이 우리나라를 거쳐 일본에 도입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감귤재배 역사

는 단히 오래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감귤재배 역사의 최 기록인 탐라

지를 보면 백제 문주왕 2년(A.D. 476) 탐라국에

서 감귤을 공물(貢物)을 받았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으며 재래감귤의 용도는 주로 진상용으로써 주

로 약용  의례용으로 사용된 것이 태조실록

「도감상서」등에 기록되어 있다. 

  제주 재래감귤은 삼국시  이 에 감귤 원산지

에서부터 도입되어 발 해 왔으며 감귤분야에 변

화의 기(轉機)를 맞이한 것은 일제시 다. 마

쓰다(桀田)가 발표한 ‘제주도 남북사면의 지리학  

비’에 의하면 ‘니시무라(西忖)가 서홍리 산기슭

에 과원을 조성한 것이 시 ’라고 했고 ‘생활상태 

조사자료: 제주도편’에 의하면 ‘개량품종의 시험재

배에 성공한 일제가 1920년부터 매년 7,000~8,000

본을 식재하여 부업  재배를 장려했다’고 기술되

어 있다. 한편, 당 의 제주도 상황으로 남부와 동

남부에 3,000정보 이상의 감귤재배 지(適地)가 

실재하고 있음을 인정하 다. 이것은 향후의 과원

조성 가능성과 함께, 지역 확산을 고하는 증거

로서 작용하기도 했다. 지조건으로 ‘연  서리가 

없는 무상(無霜)을 제시했거니와, 이러한 천혜(天

惠)의 땅은 일본의 기존산지에 비교해서 손색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주 감귤은 1964년부터는 농어민소득증  특

별사업에 따른 정부의 지원으로 속히 재배면

이 불어나기 시작하여 30년 이상 지속 인 발

을 계속하여 왔다. 이후 온주 감을 심으로 한 

감귤의 생산량이 속히 증가하 다. 제주감귤 재

배와 련한 역사성 입증 자료로서는 고려사지, 

조선실록, 세종실록지리지, 제주풍토록, 남면소승

에 언 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2. 국내 혹은 국제 인지도  유명성

  4.2.1 제주감귤 생산 황

  우리나라의 감귤 생산량은 세계에서 20 이나 

거의 부분이 제주에서 생산되며 99%가 국내에

서 소비되고 있다. 2005년 감귤 생산량은 662천톤

으로 국 과실 비 감귤 생산량 유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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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별

수출국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수출량 수출액

미국  1,434  1,800  1,601  1,813 -     10     8 -

캐나다  3,589  3,615  4,826  3,259  5,091  3,482  4,223  4,039  2,519  2,547

일본  1,061  4,319   449  1,111   124    358   234    386 -

러시아   798    526  2,216   949  2,041    809   363    272   409    270

싱가포르 - - -   110    117 -

홍콩    43     46    14    15    11     30    37     50    61     63

   32     31    35    75    37    108   168    418    87    223

인도네시아    46     14    70    56   105     78   223    127    67     71

만 -    50     9 -    17     17 -

사이     5      9     3     8     3     10 -    10      9

말 이시아 -   148    76 -   147    136   112    110

기타 -    42    11   516    110    30     48   124    131

소계  7,306  10,891  9,454  7,382  7,928  4,985  5,562  5,618  3,389  5,618

자료: 제주특별자치도청 감귤종합정보 리시스템, 2006

 표 3-9. 연도별 감귤 수출 황                                               (단 : 톤, 백만원)

25.3%이며 ’05년 말 재 감귤 재배면 은 21,430

㏊이고 감귤농가는 30,659호이며 감귤 조수입은 

6,006억원이다. 한 지역별 감귤 생산량은 남제주

군이 290천톤으로 가장 많았고 서귀포시(163천톤, 

북제주군(140천톤), 제주시(69천톤)의 순이었다. 

생산량 비 감귤 처리량은 100%이며 2004년 상

품용 처리량은 415천톤(69.7%)이고 가공처리량은 

101천톤(16.9%)이다. 

  4.2.2 제주감귤 가공 황

  우리나라 주요 과일의 가공율을 살펴보면 2001

년까지 평균 으로 6% 정도의 가공율을 나타내

고 있으나 2002년에는 10% 로 상승하고 있고 

이  감귤의 가공율이 26%로 격히 증가하

다. 이는 제주감귤의 출하조 을 해 제주도 지

방개발공사가 감귤복합가공공장을 2001년도부터 

가동하여 2002년에는 본격 인 수매와 가공을 추

진한 결과이며 2002년산의 경우 감귤가공물량은 

국내산 과일류 체 가공량의 62%를 차지하기에 

이르 다.

  4.2.3 제주감귤의 구매 실태  수요구조 조사

  제주 감귤의 국내 인지도 조사에서 매장에서 

감귤을 선정하는 이유로는 가격(30.4%)과 함께 

맛(27.4%)이 주요 선택이유 고 같은 가격일 때 

감귤과 오 지  어느 것을 구입할 것이냐는 물

음에 56.0%가 감귤을 구입하겠다고 답하여 감귤

을 더 선호한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우세했다. 

감귤을 구입하는 이유로는 맛이 있어서(31.8%), 

건강에 좋아서(17.6%), 먹기 편해서(13.2%), 겨울 

과일이라(12.8%), 양가가 많아서(12.0%)등의 

순서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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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항 목
특 상 보 통

고 르 기
별도로 정하는 무게 구분표에서 무게

가 다른 것이 5%이하인 것. 

별도로 정하는 무게 구분표에서 무게

가 다른 것이 10% 이하인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무 게

- 온주 감  유사 품종: 무게구분

표에서 , , 소 인 것

- 한라   유사 품종 : 무게구분표

에서  이상인 것

별도로 정한 무게 구분표에서 , , 

소인 것

용하지 않음

색 택
품종별/등 별 착색비율에서 정하는 

“특”이외의 것이 없는 것
“상”에 미달하는 것이 없는 것

“보통”에 미달하는 것이 

없는 것

당 도

- 13°Bx 이상: 한라 , 진지향  유

사 품종

- 12°Bx 이상: 온주 감(시설재배), 

청견  유사 품종

- 10°Bx 이상: 온주 감(노지재배) 

 유사 품종

- 13°Bx 이상: 한라 , 진지향  유

사 품종

- 11°Bx 이상: 온주 감(시설재배), 

청견  유사 품종

- 9°Bx 이상: 온주 감(노지재배)  

유사 품종

용하지 않음

과피
품종 고유의 과피로써, 수축 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품종 고유의 과피로써, 수축 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
특·상에 미달하는 것

껍질뜬 것

(부피과)

껍질 뜬 정도에서 정하는 “없음(○)”

에 해당하는 것

껍질 뜬 정도에서 정하는 “가벼움(1)”

이상에 해당하는 것

“ 간정도(2)”이상에 해당

하는 것

결 과 없는 것 없는 것
5% 이하인 것(부패ㆍ변

질과는 포함할 수 없음)

경결 과 5% 이내인 것 10% 이하인 것 20% 이하인 것

 표 3-10. 농산물품질 리원의 감귤 품질에 한 기  - 감귤 등 규격

  4.2.4 제주감귤 련 홍보 황

  제주감귤은 국내에서의 인지도가 높으나 감귤

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를 확 시키기 해 TV 

방송, 홍보 마 , 감귤 련 회 등을 통한 다

양한 홍보활동을 개하고 있다.

  4.2.5 제주감귤 수출 황

  제주 감귤의 캐나다 수출은 1990년 161톤의 감귤

이 수출된 것이 처음이며, 그 후 지 까지 제주 감

귤 수출의 가장 큰 시장이며 일본 수출은 1993년부

터 하우스 감을 심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1997년

의 경우 격한 환율변동 등 수출여건의 호조로 노

지감귤은 ‘00년 2,526톤을 수출하여 크게 증가되었

다. 싱가포르에서는 제주산 감귤에 한 평가가 비

교  좋은 편이며, 형과가 선호되고 있다.  

5. 제주감귤 관련 단체조사   

  감귤 생산자 단체로는 (사) 제주감귤 의회가 

있고, 이 단체 산하에 20개 지역농 과 작목반이 

있으며 제주도청 유 기 으로 감귤출하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향후 단체간 의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6. 품질관리방안  

  감귤 품질에 한 기 은 농산물품질 리원의 

표 규격  등 과 농 앙회의 표 규격  

기 을 기본으로 하며 고르기, 무게, 색택, 당도, 

당산비, 과피, 껍질 뜬 것(부피과) 등에 한 범  

조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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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품 종

특 소 특소

1개의 
무게(g)

한라   유사 품종 370이상
300이상
370미만

230이상
300미만

150이상
230미만

150미만

청견  유사 품종 330이상
270이상
330미만

210이상
270미만

150이상
210미만

150미만

온주 감  유사 품종
136이상
150미만

107이상
136미만

75이상
107미만

58이상
75미만

50이상
58미만

진지향  유사 품종
125이상
165미만

100이상
125미만

85이상
100미만

70이상
85미만

70미만

 ※"소"이하는 "특소"로 표시 할 수 있다. 

표 3-11. 농산물품질 리원의 감귤 품질에 한 기  - 감귤 무게 구분

                    등 
   품 종

특 상 보통

 온주 감

시설재배 80 이상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노지재배 90 이상
80 이상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청견  유사 품종 95 이상 95 이상
90 이상
95 미만

 한라   유사 품종 95 이상 95 이상
90 이상
95 미만

 진지향  유사 품종 95 이상 95 이상
90 이상
95 미만

표 3-12. 농산물품질 리원의 감귤 품질에 한 기  - 감귤 착색 비율(%) 

없음(○) 가벼움(1) 간정도(2) 심함(3)

껍질이 뜨지 않은 것 
껍질 내표면 의 

20%이하가 뜬 것

껍질 내표면 의 

20∼50%가 뜬 것

껍질 내표면 의 

50%이상이 뜬 것

표 3-13. 농산물품질 리원의 감귤 품질에 한 기  - 감귤 껍질 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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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맺음말

  최근 국제 시장의 로벌화에 따라 자국의 농산

물과 이의 가공품을 보호하기 한 노력이 경쟁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 환경의 

변화에 극 으로 응하기 해 농림부와 산

업자원부에서는 지리 표시  지리 표시단체

표장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더욱 

확 될 망이다. 본 조사연구를 통해서 각 지역의 

표 농산물의 품질 특성과 지리 , 환경  특성과의 

인과 계를 입증할 수 있는 체계 인 자료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 한 것으로 단되었으며 이에 

한 극 인 연구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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