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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deciduous trees in temperate zone are dormant during the winter to overcome cold and dry

environment. Dormancy of deciduous fruit trees is usually separated into a period of rest by physiological

conditions and a period of quiescence by unfavorable environmental conditions. Inconsistent and fewer

budburst in pear orchards has been reported recently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insufficient chilling

due to warmer winters is suspected to play a role. An accurate prediction of the flowering time under the

climate change scenarios may be critical to the planning of adaptation strategy for the pear industry in the

future. However, existing methods for the prediction of budburst depend on the spring temperature,

neglecting potential effects of warmer winters on the rest release and subsequent budburst. We adapted a

dormancy clock model which uses daily temperature data to calculate the thermal time for simulating

winter phenology of deciduous trees and tested the feasibility of this model in predicting budburst and

flowering of Niitaka pear, one of the favorite cultivars in Korea. In order to derive the model parameter

values suitable for Niitaka, the mean time for the rest release was estimated by observing budburst of field

collected twigs in a controlled environment. The thermal time (in chill-days) was calculated and accumulated by

a predefined temperature range from fall harvest until the chilling requirement (maximum accumulated

chill-days in a negative number) is met. The chilling requirement is then offset by anti-chill days (in

positive numbers) until the accumulated chill-days become null, which is assumed to be the budburst date.

Calculations were repeated with arbitrary threshold temperatures from 4oC to 10oC (at an interval of 0.1),

and a set of threshold temperature and chilling requirement was selected when the estimated budburst date

coincides with the field observation. A heating requirement (in accumulation of anti-chill days since

budburst) for flowering was also determined from an experiment based on historical observations. The

dormancy clock model optimized with the selected parameter values was used to predict flowering of

Niitaka pear grown in Suwon for the recent 9 years. The predicted dates for full bloom were within the

range of the observed dates with 1.9 days of root mean square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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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구온난화에 의한 겨울기온의 상승은 온대낙엽과수

의 개화기를 앞당기거나 개화기간의 연장으로 이어져

결실 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Jang et al., 2002). 또한

겨울 기간의 단축으로 인하여 사과와 배의 전엽기가

지연되고 눈의 발아가 비동시적으로 일어나 수확량이

감소한다(Jacobs et al., 2002). 이는 휴면해제를 위한

저온요구도의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일본 남큐슈 지방

에서는 휴면병에 의한 배 품종 행수의 발아 불량이 보

고된 바 있다(National Institute of Fruit Tree Science,

2003). 따라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과수 꽃눈의 발아와

개화기의 변동을 전망하는 것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

역 과수산업의 적응전략 차원에서 중요하다. 

과수 개화기를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봄철 적산온도

를 독립변수로 둔 회귀모형이 가장 널리 쓰이는데 배

품종 신고(Pyrus pirifolia Nakai)의 경우 2월 하순부

터 5oC이상의 일 평균기온을 이용한 개화기와 만개기

예측식이 제시된 바 있다(Jang et al., 2002). 국립농

업과학원(1990)에서는 매일 평균기온에 근거하여 발육

속도(DVR; development rate)를 계산하고 미리 설정

된 발육단계(DVS; development stage)에 도달하면 개

화에 이른다는 개념을 수치모형으로 작성하여 사과, 배,

복숭아 등의 만개기 예측에 이용해 왔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개화기 예측방법은 봄철 기온의

영향만을 적용한 것으로서 겨울기온 경과에 따른 꽃눈

의 휴면상태와 발아기 변동이 개화시기에 미치는 영향

을 반영할 수 없다.

온대낙엽과수는 늦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생장을 멈

추고 휴면단계에 진입하여 겨울철 불리한 환경조건 하

에서 생존할 수 있는 휴면상태로 변화하는데 대체로

여름철 가지의 생장이 멈추고 끝 눈이 형성되는 시기

에 시작된다. 휴면은 기온과 수분, 일장 등의 환경요인

과 식물 호르몬과 관계되고 일장보다는 온도(7oC 이하)

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식물의 단기 내동성과도 연

관되어 있다(Faust, 1989; Kwon et al., 2006; 오 등,

2004). 또한 눈의 휴면은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 첫 번

째는 생육기간 중 식물체의 다른 부위와의 상관적 억

제작용으로 인해 발아하지 못하는 상태인 외재휴면 또

는 상관휴면이 있다. 늦여름부터 가을에 걸쳐 시작되는

내생휴면 또는 자발휴면, 내재휴면이라고 불리는 두 번

째 시기에서는 저온요구도(chilling requirement)가 충

족되는 과정이며 내생휴면이 완료된 이후 적절한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야 발아가 일어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생휴면이 타파된 눈이 부적합한 외부환

경에 의해 발아가 억제되어 휴면이 지속되는 것으로

환경휴면 또는 타발휴면, 강제휴면이라고 불린다(오 등,

2004).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배의 내생휴면은 12

월 하순에서 1월 중순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온대낙엽과수의 휴면상태를 낙엽 후 가을부터 이듬

해 봄까지 매일의 경과기온으로부터 파악하는 방법은

휴면시계모형으로 불리는데 Kwon et al.(2005)은 포도

품종 Campbell Early와 Kyoho의 내생휴면타파를 위

한 저온요구도를 정량화한 바 있으며 Jung et al.

(2005)은 1955년부터 2004년까지 남한 전역 기상관서

의 생물계절 관측자료로부터 휴면시계모형에 근거한 벚

꽃 개화모형의 신뢰성을 검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국내 배 품종 가운데 가장 많이 재배되는 신고를

대상으로 꽃눈의 발아실험을 실시하여 맞춤형 휴면시

계모형을 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 최고 및 최저기

온자료만으로 신고 배의 개화기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2.1. 휴면시계모형 

휴면시계모형의 기본골격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탈리

아 생물기상연구소(IBIMET)에서 개발한 chill-day 모

형을 사용하였다(Cesaraccio et al., 2004). Cesaraccio

et al.(2004)의 휴면시계모형에서는 온대낙엽과수의 휴

면기를 내생휴면기간(period of rest)과 환경휴면기간

(period of quiescence)으로 나누어 표현한다. 낙엽이

지는 시기 또는 수확 후부터 내생휴면이 타파

(breaking rest)되는 날까지 매일 Table 1에 따라 음수

값을 갖는 chill days를 계산하여 적산하고 그것을 저

온요구도(chilling requirement)라고 한다. 또한 내생휴

면이 타파된 이후부터 Table 1에 따라 매일 anti-chill

days를 적산하여 저온요구도를 모두 상쇄시키는 날을

예측 발아기(budburst)로 출력한다. 여기서 기준온도

(temperature threshold, TC)는 저온요구도와 함께 품종

마다 고유한 값을 갖는 모수로서 기준온도에 따라 계

산되는 chill days 및 anti-chill days가 달라진다. 기

본적으로 내생휴면타파를 위한 저온효과는 0oC에서 TC

내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먼저 0oC를 기준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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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한 degree days를 계산하고 여기서 TC를 기준온

도로 한 degree days인 anti-chill days를 빼어 chill

days를 계산한다. 

그리고 TC와 저온요구도 조합들을 계산하여 온대낙

엽과수의 발아기 예측 값과 실측 값 간의 RMSE(root

mean square error)를 최소화하는 모수를 최종적으로

찾아낸다. 또한 RMSE가 동일할 경우 TC가 가장 작은

모수조합을 선택한다. 

2.2. 내생휴면해제일 추정

2.2.1. 실험개요

Cesaraccio et al.(2004)의 휴면시계모형을 배 품종

신고의 발아 및 개화기 예측에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

하기 위해 실험 대상 수종의 내생휴면해제일 추정실험

을 2년 연속 실시하여 그 결과를 모수추정에 이용하였

다. 내생휴면해제일 추정실험은 매년 겨울 보조 실험과

본 실험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때 휴면해제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를 기온으로 한정하고 내생휴면이 완료

되지 않은 상태로 생육에 적합한 환경에 놓이면 저온

요구도가 충족된 눈에 비해 발아에 이르는 시간이 지

연된다고 가정하였다. 시료를 채취한 포장의 기온자료

를 수집하여 휴면해제일까지 온도시간(chill-days)을 적

산함으로써 기준온도 및 저온요구도를 결정하였다. 발

아 이후 개화에 걸리는 기간도 온도시간으로 표현하였

다. 이들 최적모수로 수정된 휴면시계모형을 이용하여

최근 10년간 수원지방의 신고 개화기를 추정하고 실측

자료와 비교하였다. 

2.2.2. 최소발아일수 추정(실험 1)

2007년 겨울(1차년도)과 2008년 겨울(2차년도)에 경

기도 수원시 이목동 소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NIHHS)

에서 휴면해제일 추정실험을 반복 실시하였다. 2007년

12월 12일 낙엽 완료 이후 신고의 도장지를 90cm로

70개를 절단하였고 2008년 12월 10일에는 도장지 110

개를 채취하였다. 수거된 시료는 45cm로 이등분하였으

며 아래쪽 가지의 윗부분에 항진균제(상품명 Topsin

Paste, 성분명 thiophanate-methyl)를 도포하여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였다. 또한 세균 감염을 피하기 위해

70% 에탄올을 분사하고 가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증류수를 분무하여 에탄올에 의한 탈수를 방지하였다.

처리된 시료는 모두 3oC 저온저장고에 보관하여 예냉

처리하였고 일주일 간격으로 항진균제가 처리된 가지

5개와 항진균제 비처리 가지 5개를 25oC 생장상에 수

삽하였다.

2.2.3. 내생휴면해제시기 추정(실험 2)

2007년 12월 15일부터 2008년 3월 15일까지 매주

NIHHS 포장에서 신고의 도장지를 새로 채취 후 5개

의 가지를 선별하였으며 45cm의 길이로 절단한 뒤

70% 에탄올과 증류수로 소독하였다. 준비한 시료는 실

험 1 시료와 함께 기부를 비스듬히 절단하여 증류수

150mm를 담은 삼각플라스크에 하단이 잠기도록 넣고

25oC 생장상에서 발아를 유도하였다. 2008년 12월 13

일(1주차)에는 NIHHS 포장에서 신고 도장지를 5개

Table 1. Equations to calculate chill days (Cd) and anti-chill days (Ca) for the five cases that relate the daily maximum (Tx)

and minimum (Tn) temperature to the threshold temperature (TC) and 0oC, where TM is the mean daily temperature

(Cesaraccio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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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한 후 1차년도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시료를 처리

하였다.

실험 1 시료와 함께 격자형 거치대에 가지를 하나씩

묶은 다음 살균제 용액(상품명 다코닐, 성분명

chlorothalonil) 0.05% 1l를 담은 트레이에 가지 기부

가 잠기도록 한 뒤 25oC 생장상에 넣었다. 용액은 곰

팡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 1회의 간격으로 교체

하였다. 2차년도에는 NIHHS 포장에서 겨울 전정 실

시로 인하여 2008년 12월 20일부터 2009년 2월 28

일까지 NIHHS로부터 남동쪽으로 약 11.5km에 위치한

경기도농업기술원(Gyeonggi-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GARES)의 포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1차년도에는 매일 오후 2시 30분에서 4시 사이, 2

차년도에는 오전 10시에서 오전 11시 30분 사이에 25

생장상에 수삽된 시료의 발아 여부를 관찰하였다. 포도

를 제외한 일반적인 과수 눈의 발아판정 조건은 꽃눈

의 인편이 1-2mm이상 밀려나왔을 때를 발아한 것으로

보는데 본 실험에서는 화총 발현기(Westeood, 1993)를

발아기로 기록하여 발아소요기간 계산에 이용하였다.

매일 기록한 발아기를 수삽처리 이후 발아에 도달하기

까지 걸린 기간으로 변환하고 실험 1과 실험 2에서

매주 처리된 시료에 대한 발아소요기간의 평균 및 표

준편차를 계산하였다. 실험 1에서 최소발아일수를 도출

하고 실험 2의 매주 발아소요기간 변화곡선에서 최소

발아일수가 나타나는 시기를 찾아내어 해당 시료 채취

일을 포장에서 내생휴면이 타파된 것으로 간주하였다. 

2.3. 품종모수 추정

2.3.1. 발아기 예측을 위한 모수 

NIHHS 포장에서 관찰된 신고의 1994-2008년 발아

기 및 만개기 자료, GARES 포장에서 2001-2009년까

지 관찰된 신고의 발아기와 2000-2008년까지의 만개기

자료를 제공받았다. 기온자료로는 NIHHS의 사과 시험

포장 내 자동기상관측망(Automatic Weather Station,

AWS)에서 측정된 2007년 10월 1일부터 2009년 3월

26일까지 일별 최고 및 최저기온자료를 수집하였고

2005년 이전 자료는 수원기상대의 기온자료로 대체하

였다. 또한 GARES 포장으로부터 200m 가량 떨어진

과원의 AWS에서 1993년 8월 3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측정된 일 최고 및 최저기온 자료를 수집하

였다. 1차년도의 내생휴면해제일 모수를 추정하기 위해

서는 NIHHS-AWS의 기온자료를 이용하였으며 2차년

도 모수추정에서는 GARES-AWS 기온자료를 사용하였

다. 이는 NIHHS 포장의 겨울 전정 실시로 실험 2의

시료를 GARES 포장에서 공급받았기 때문이다. 

온대낙엽과수가 정확하게 휴면에 들어가는 시기를 알

수 없지만 휴면시계모형에서 일 최저기온이 기준온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실제 냉각량이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chill days 적산 시작일을 편의상 10월 1일로

설정하였다(Jung et al., 2006). 기준온도를 임의의 숫

자(1oC 단위)로 가정하여 실험을 통해 추정한 내생휴

면해제일까지 매일의 chill days를 적산하였다. 내생휴

면해제 다음날부터는 같은 기준온도에서 anti-chill

days를 누적하여 chill days 적산량을 모두 상쇄시키는

날을 예상 발아기로 출력하였다. 이때 예상 발아기가

실측 발아기와 가장 가깝게 나타난 온도 범위에서 다

시 0.1oC 단위까지 기준온도를 세분화하여 예상 발아

기를 출력하고 실측 발아기와 ±1일 오차범위에서 일치

하는 해당 기준온도와 chill days 적산량, 즉 저온요구

도를 신고의 모수로 결정하였다. 

평균 발아일에 근거한 휴면해제일 추정실험과는 별

도로 실험 2의 매주 시료 채취일이 바로 포장상태에서

내생휴면이 타파된 날이라는 가정 하에 각각의 가상

휴면해제일마다 발아에 필요한 모수를 추정하였다. 추

정방식은 평균 발아일을 기반으로 한 모수도출 방법과

동일하였다. 1차년도 실험의 모수들은 1994년부터

2007년까지 NIHHS 신고 실측 발아기 자료와 비교하

여 RMSE가 가장 작은 모수를 선택하였다. 2차년도의

모수는 GARES 포장의 신고 실측 발아기 자료(2001-

2008년)와 비교하여 RMSE가 가장 작은 모수를 선택

하였다. 선택된 1차와 2차년도의 모수에서 최종적으로

예측 신뢰도가 가장 큰 모수를 선발하였다. 

2.3.2. 만개기 예측모수

만개기는 정상 수세인 나무에서 꽃눈이 70~80% 정

도 개화되었을 때의 날짜를 조사한 것이다. 포장에서의

신고 개화기 조사자료가 없는 관계로 개화기 대신 만

개기를 예측하였다. 신고의 발아기 예측오차를 최소한

으로 줄인 모수가 휴면 및 발아와 온도시간의 관계를

가장 잘 반영한 것으로 가정하고 최종 선택된 기준온

도와 저온요구도를 생물계절모형에 넣어 만개기 예측

모수(heating requirement, Hr)를 산출하였다. GARES-

AWS 기온자료를 이용하여 2001년에서 2008년까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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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모형으로부터 출력된 내생휴면해제일 다음날부터 실

측 만개기까지의 anti-chill days를 적산하였다. 매년

anti-chill days 적산량을 평균한 값을 Hr로 도출하여

발아기 추정모수와 함께 생물계절모형에 넣고 anti-

chill days를 적산하여 Hr에 도달하는 날짜를 예상 만

개기로 출력하였다. 

2.5. 모형 검증

이 모형에 의한 개화기 예측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립농업과학원(1990)의 발육속도모델을 이용

한 만개기 예측값과 비교하였다. 국립농업과학원(1990)

에서 제시한 신고의 만개기 추정 발육속도모델은 다음

과 같다. 

(1)

(2)

여기서 t는 일 평균기온으로서 5oC보다 낮을 경우에는

DVR을 0으로 한다. 매일의 DVR을 적산한 DVS가

100이 될 때를 만개기로 간주한다. 

2000년부터 2008년까지 GARES-AWS 기온자료를

이용하여 생물계절모형과 발육속도모델로 만개기를 출

력하였으며 만개기 실측자료와 대조하고 RMSE를 계

산하여 두 모형간의 예측 신뢰도를 비교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3.1. 최소발아일수 

2007/2008 겨울 및 2008/2009 겨울 등 2차에 걸친

최소발아일수 추정실험을 수행한 결과, 꽃눈의 발아소

요기간은 실험 시작 이후 점차 감소하다가 1월 중순부

터는 매주 채취된 꽃눈의 발아소요기간 평균값의 감소

가 완만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1차년도의 경우 5주

차(1월 12일 처리)부터 9주차(2월 9일 처리)까지 발아

소요기간이 안정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Fig. 1). 이

기간 동안 평균적인 발아소요기간은 7~8일이며 이것을

1차년도의 최소발아일수로 결정하였다. 2차년도의 경우

9주차(2월 7일 처리) 이후의 시료에서부터 임계 값이

나타났으며 이 시기의 발아소요기간인 7~8일을 최소발

아일수로 결정하였다. 또한 2차년도에 항진균제를 첨가

하지 않고 증류수로 처리한 결과도 7~8일로 동일하였

다. 따라서 2차년도에 발아유도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삽처리 과정에서 첨가한 항진균제 용액은 꽃눈의 최

소발아일수 도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2. 내생휴면해제일

1차 및 2차년도 모두 매 처리시기마다 발아소요기간

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1차년도 실험 2 결과에서

꽃눈의 최소발아일수가 나타나는 시기는 2008년 2월

9일과 2월 16일 사이로 추정되었다(Fig. 2). 일반적인

낙엽과수에서는 0oC 이상이 휴면타파에 유효한 것으로

DVS DVR
i

i 1=

n

∑=

DVR
i

1

107.94 0.9
t⋅( )

--------------------------------

⎩ ⎭
⎨ ⎬
⎧ ⎫

100⋅=

Fig. 1. Average number of days to floral budburst of Niitaka

pear since translocation from 4oC chambers to 25oC

chambers in 2007 (left) and 2008 (right). Vertical bars

indicate one positive and one negative standard deviation

from the center symbols which are the arithmetic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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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는데(Lamb, 1948; 오 등, 2004) 2월 12일

과 13일에는 일 최고기온이 영하로 떨어졌으므로 그

직전까지 휴면이 완료되었다고 가정하여 내생휴면해제

일을 2월 11일로 추정하였다. 2차년도 실험 2에서 꽃

눈의 최소발아일수가 나타나는 시기는 2009년 2월 7

일과 2월 14일 사이로 2월 11일을 내생휴면해제일로

판단하였다(Fig. 2). 2009년 2월 초·중순에는 평년에

비해 높은 기온을 나타내었는데 2월 11일의 경우 최고

기온이 8.2oC였으나 12일에 13.9oC, 13일에 17.5oC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기온이 나타나 꽃눈의 휴면타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3.3. 발아기와 휴면심도

3.3.1. 휴면실험 기반의 예측 

1차 및 2차년도 휴면실험을 통해 추정된 꽃눈의 내

생휴면해제일인 2월 11일까지 chill days를 적산하여

모수를 추정한 결과, 1차년도의 NIHHS의 신고 실측

발아기(3월 26일)와 같은 날짜를 발아기로 출력하는

모수는 기준온도 5.2oC, 저온요구도 -113.2로 도출되었

다. 또한 NIHHS-AWS의 기상자료와 일치하는 기간인

2007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수원기상대 자료를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한 결과, 5.2oC와 -113.1로 1차

년도 NIHHS의 모수와 동일한 값을 출력하였다. 따라

서 추정된 모수를 1994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기상대

일 기온자료와 함께 휴면시계모형에 적용하여 예상 발

아기를 출력하고 같은 기간 NIHHS의 실측 발아기와

비교한 결과, RMSE가 7.8일로 추정오차가 매우 컸으

며 특히 2000년 이후부터는 예측 발아기가 실측 발아

기보다 항상 지연되어 오차가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큰 오차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NIHHS에서 약 4km

떨어진 수원기상대의 기온자료를 이용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이전에는 수원기상대의 주변

환경이나 NIHHS 포장의 환경이 비슷하였던 반면 두

지점의 환경은 가까운 거리에 있다 하여도 공단조성,

택지개발 등의 여파로 관측환경이 크게 달라진 데서

기인되었을 것이다. Han et al.(2008)의 보고처럼 겨울

철 기온이 높으면 저온기간의 부족으로 휴면타파시기

가 늦어져 결국 발아기가 지연될 수 있는데 도심에 위

치한 수원기상대의 2000년 이후 기온은 예상대로 실제

포장의 기온보다 높아졌고 이에 따라 예측 발아기가

실제에 비해 늦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2000년 이

후 겨울 동안 일 평균기온의 연차변이는 1.9oC로 1993-

2000년의 연차변이보다 약 0.8oC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연차변이의 상승도 발아기의 예측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2차년도의 경우 GARES의 2009년 실측 발아기(3월

17일)와 같은 날짜를 발아기로 출력하는 모수는 기준온

도 4.4oC, 저온요구도는 -81.8로 추정되었으며 추정된

모수를 토대로 2001년부터 2008년까지 GARES-AWS

일 기온자료로부터 예상 발아기를 계산한 결과 RMSE

는 4.3으로 1차년도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3.3.2. 포장 관찰자료 기반의 예측 

1차년도 실험 2의 2주차(12월 22일 처리)부터 10주

Fig. 2. Average number of days to floral budburst of Niitaka

pear since translocation from orchards to 25oC chambers in

2007 (left) and 2008 (right). Vertical bars indicate one

positive and one negative standard deviation from the center

symbols which are the arithmetic m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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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2월 16일 처리)까지의 매주 시료채취일을 내생휴면

해제일로 가정한 각각의 추정모수들을 수원기상대 기

온자료와 1994년부터 2007년까지의 NIHHS 포장의

실측 발아기 자료로 검증하였다(Fig. 3). 이들 중 발아

기 예측오차가 가장 작았던 모수는 휴면해제일을 1월

5일(4주차)로 가정하여 추정하였던 기준온도 5.8oC, 저

온요구도 -104.4 모수조합이었다. 이는 실험을 통해 추

정한 휴면해제일 2월 11일 보다 한달 이상 앞선 것으

로 RMSE는 7.8에서 6.2로 감소하였다. 저온요구도

충족 시기를 1월 5일보다 이르거나 늦추어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점차 RMSE가 증가하였다. 

2차년도에서는 실험 2의 5주차(1월 10일 처리)부터

10주차(2월 14일 처리)까지 매주 시료채취일을 휴면해

제일로 가정한 총 6회의 모수추정을 실시하여 2001년

부터 2008년까지의 GARES 포장의 실측 발아기 자료

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실험 7주차(1월 24일 처리)를

내생휴면해제일로 간주한 기준온도 5.4oC, 저온요구도

-86.4의 모수조합에서 RMSE가 3.9로 발아기 예측 신

뢰도가 가장 높았다(Table 2). 

NIHHS와 GARES의 발아기 기록이 상당히 다른데

이는 동일한 발아판정 기준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두

포장 간 나무의 수령, 토양특성, 시비 및 관개조건, 기

온차이 등 주변 재배환경으로 인해 발아일이 다르게

관찰되며 실제로 NIHHS와 GARES의 실측 발아기

자료는 최대 11일, 최소 1일로 평균 5일 이상의 차이

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GARES 자료를 통해 추정한

모수를 NIHHS 발아기 자료에 적용하였을 때 혹은 그

반대로 적용하였을 때 예측오차가 커질 수 있다. 

Fig. 3. Comparison of the observed floral budburst dates with those predicted by the dormancy clock model adjusted with

parameters TC = 5.8oC, Cr = -104.4 derived from the phenology data of NIHHS orchards and synoptic temperature data at

Suwon weather station in 1994-2007 (left), and with parameters TC = 5.4oC, Cr = -86.4 derived from both phenology and

temperature data at GARES orchards in 2001-2008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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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휴면심도 

Fig. 4는 1차 및 2차년도 10월 1일부터 발아실험을

통해 추정한 내생휴면해제일(2월 11일)까지 신고 꽃눈

의 발아기 예측모수인 기준온도 5.4oC로 chill days를

적산한 것(검정색 실선과 파란색 실선)과 같은 기준온

도에서 1994년과 1997년, 2000년, 2004년, 2006년에

대한 chill days를 적산한 결과도 함께 비교한 것이다.

휴면실험을 통해 추정한 내생휴면해제일에 해당하는 1

차년의 chill days 적산값은 -119.5(A)이고 2차년도에

는 -113.7(B)로 큰 차이는 없지만 일치하지는 않았다.

또한 2차년도에 최적의 모수조합에 의해 선발된 저온

요구도 -86.4(C)가 1차년도에서 모두 충족된 날은

2007년 12월 27일(D)로 1차년에 포장 관찰자료 기반

으로 도출된 가상의 내생휴면해제일인 1월 5일보다 앞

서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이전인 1993-1994년과

1996-1997년은 A에서 D 구간 사이의 chill days 적

산값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 비슷한 경향으로

적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이후인

2003-2004년과 2005-2006년, 1차 및 2차년 실험 기

간은 불과 1년 간격임에도 불구하고 A에서 D 구간

사이의 chill days 적산경향에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이와 같이 같은 기준온도에서도 온도시간의

적산경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모두 그 해 겨울기

온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발아 및 개화 예측이 그

만큼 더 어려워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

준온도와 저온요구도를 찾아내기 위한 발아관찰실험 이

외에 휴면상태에 따른 저온요구도의 유지기간과 이와

관련된 과수의 생리현상 및 호르몬 등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개화기 

발아기조사와 기온측정이 모두 동일한 장소에서 수

행되었고 그에 따라 발아기 예측신뢰도가 가장 높았던

추정모수 조합(기준온도 5.4oC, 저온요구도 -86.4)을 신

고 꽃눈의 발아기 예측모수로 최종 채택하였다. 이 모

수조합을 쓸 경우 발아실험을 통해 추정된 내생휴면해

Table 2. Selection procedure for an optimal parameter set (TC and Cr) for predicting budburst of Niitaka pear based on
comparison of chill-days model calculation under predetermined rest release dates with observed budburst dates at the
GARES orchard in 2001-2008. The combination of TC = 5.4 and Cr= -86.4 shows the best fit with the observation 

Proposed Date for Rest Release

Observed 

budburst

Jan 10 Jan 17 Jan 24 Jan 31 Feb 7 Feb 11 Feb 14

Pred. Dev. Pred. Dev. Pred. Dev. Pred. Dev. Pred. Dev. Pred. Dev. Pred. Dev.

2001 3/25 3/30 -5 3/31 -6 3/28 -3 3/25 0 3/25 0 3/24 1 3/23 2

2002 3/21 3/15 6 3/15 6 3/19 2 3/18 3 3/20 1 3/18 3 3/17 4

2003 3/24 3/26 -2 3/26 -2 3/26 -2 3/26 -2 3/26 -2 3/23 1 3/21 3

2005 3/29 4/2 -4 4/2 -4 4/2 -4 4/2 -4 4/1 -3 3/31 -2 3/30 -1

2006 3/22 3/27 -5 3/27 -5 3/26 -4 3/26 -4 3/27 -5 3/26 -4 3/25 -3

2007 3/16 3/13 3 3/14 2 3/13 3 3/10 6 3/9 7 3/9 7 3/4 12

2008 3/19 3/20 -1 3/20 -1 3/20 -1 3/20 -1 3/20 -1 3/19 0 3/18 1

Parameter
TC* 5.7 5.7 5.4 5.2 4.8 4.4 4.2 

Cr -86.2 -87.1 -86.4 -86.2 -86.5 -81.8 -77.3 

RMSE 4.9 4.9 3.9 4.3 4.4 4.3 5.8 

*1 Threshold temperature for chill-day accumulation
 2 Chilling requirement

Fig. 4. Inter-annual variations in chill-days accumulation

pattern from 1 October to 28 February each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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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2월 11일)보다 18일을 앞당긴 1월 24일 내생휴

면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하며 발아기 RMSE가 0.4 정

도 줄어든 효과를 보였다. 이 모수조합을 휴면시계모형

에 넣어 내생휴면해제일 다음날부터 실측 만개기까지

anti-chill days를 적산한 결과, 2004년을 제외한 2001

년부터 2008년까지의 년도별 적산값이 최저 218.5, 최

고 254.7로 계산되었다(Table 3). 

2004년의 경우 anti-chill days가 321.5까지 적산되

어 다른 해에 비해 유독 값이 크게 나타났는데 anti-

chill days가 크다는 것은 만개기가 빨라진다거나 내생

휴면해제일 이후의 기온이 따뜻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러나 2004년 3월 4일에 수원지역에서 11.3cm의 적

설량이 기록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쌓인 눈이 바

로 녹지 않고 토양표면을 덮고 있어 지온 및 토양수분

등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며 이것이 실측 발아 및 만개

기의 지연에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01

년부터 2008년도의 anti-chill days 적산값을 모두 평

균한 Hr(Hr_8)과 2004년도를 포함시키지 않고 7개년

의 적산값을 평균한 Hr(Hr_7), 두 가지를 계산하였다.

GARES 기온자료 및 만개기 자료를 토대로 Hr을 재

검증한 결과, 2004년도를 제외하였을 때 Hr_8은

242.6으로 RMSE가 2.6인 반면 Hr_7은 231.3으로

RMSE가 2.0으로 예측오차가 감소하여 최종 신고의

Hr을 231.3으로 결정하였다.

신고의 품종모수가 만개기 예측목적으로 적합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휴면시계모형 기반의 생물계절모형과

발육속도모델(이하 DVS)로 추정한 2000-2008년의 경

기도 농업기술원 포장의 신고 만개기 예측값을 실측

만

개기와 비교하여 두 모형의 예측 신뢰도를 대조하였다

(Fig. 5). 두 모형에 의한 예측값의 전반적인 패턴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9년 가운데 생물계절모형이 DVS

에 비해 정확도가 높은 경우는 4년이었고 낮은 경우는

1년이었으며 나머지는 두 모형의 예측값이 동일하였다.

특이년인 2004년의 경우는 3월에 내린 폭설로 인해

나무가 훼손되거나 이상발아 및 개화로 이어져 두 모

형 모두 예측에 실패하였다. 김정호 등(2003)은 사과나

무 목질부에서 사이토키닌(cytokinin)의 농도가 2월에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고하고 내생휴면 완료에는

Table 3. Determination of the heating requirement (in cumulative anti-chill days) for full bloom of Niitaka pear based
on the budburst date predicted by the dormancy clock model adjusted with the selected parameters (TC = 5.4, Cr =
-86.4). Both data for phenology and temperature are from GARES orchards 

Observed

full bloom

Cumulative anti-

chill days

Hr_8 : 242.6 Hr_7 : 231.3

Predicted

date

Deviation

(days)
Predicted date

Deviation

(days)

2001 4/20 226.6 4/23 -3 4/21 -1

2002 4/12 218.5 4/15 -3 4/14 -2

2003 4/18 239.9 4/19 -1 4/18 0

2005 4/23 219 4/26 -3 4/25 -2

2006 4/24 240.7 4/25 -1 4/23 1

2007 4/20 254.7 4/19 1 4/17 3

2008 4/14 220.1 4/17 -3 4/16 -2

 RMSE 2.6 2.0 

Fig. 5. Comparison of the predicted full bloom dates from

2000 to 2008 simulated by the chill-days model (solid

rectangle) and the DVS model (solid triangle) using daily

temperature data from GARES orchards. Observed full

bloom dates are shown as empty cir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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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토키닌과 같은 식물 호르몬이 관련되어 있다는 가

설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봄철 갑작스런 기온변화가 내

생휴면 혹은 환경휴면과 관련된 호르몬의 동태에 미치

는 연구를 병행한다면 휴면시계모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04년을 제외하면 만

개기 RMSE는 DVS에서 3.2일인데 반해 휴면시계모형

은 1.9일로서 신고의 만개기 예측에 대안이 될 수 있

을 것이다. 

적 요

최근 우리나라의 춥지 않은 겨울은 온대낙엽과수의

휴면타파에 필요한 저온기간을 충분히 갖지 못하게 함

으로서 개화시기를 앞당기거나 불균일하게 함으로써 수

확량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시나리오

에 의하면 이러한 피해가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과수산업의 대응전략마련을 위해 정확한 개

화기 예측이 필수적이다. 기존의 개화기 예측은 이른 봄

부터 나타나는 기온의 영향만을 적용한 것으로써 겨울

동안 눈의 휴면상태와 봄철 발아로 인한 개화시기의 변

동은 반영할 수가 없었다. 본 연구는 휴면기간 동안 시

간과 기온의 조합인 온도시간에 근거하여 내생휴면해제

일, 발아, 개화를 예측할 수 있는 휴면시계모형을 배 품

종 ‘신고’에 맞게 조정하고자 수행하였다. 매일의 기온

자료만으로 내생휴면해제일을 찾아내기 위해 수확이 끝

난 포장에서 매주 신고 가지를 채취하여 발아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포장에서 관측된 일 최고 및 최저기온을 이

용하여 내생휴면해제일까지 온도시간을 계산하고 적산

하였다. 기준온도를 4oC에서 10oC 범위로 설정하고

0.1oC 단위까지 세분화하여 휴면시계모형을 반복 구동함

으로써 출력된 예상 발아기와 실측 발아기가 일치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기준온도와 저온요구도를 도출하였다.

장기 생물계절 관측자료에 근거하여 발아 이후 개화에

이르는 기간의 온도시간을 계산하여 휴면시계모형에 추

가함으로써 배 품종 신고의 만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이 모형에 의해 최근 9년간 개화기를 추정

한 결과 RMSE가 1.9일로서 신고의 만개기 예측에 실

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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