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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육성 조생종‘한아름’배의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수확 후 1-Methylcyclopropene 처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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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수확시기에 따른 수확 후 1-methylcyclopropene(1-MCP) 처리가 조생종 배‘한아름’
의
상온유통 중 과실품질 변화와 생리장해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과실경도의 경우 무처리구는
상온유통 시작 이후 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상온유통 20일에 후 만개 후 103일에 수
확한 과실과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에서 각각 20.3N과 18.6N으로 떨어져 상품성을 상실하였다.
반면에 1-MCP처리의 경우 동일에 유통기간에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과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에서 각각 40.9N과 34.5N으로 경도 유지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외관품질 유지에도
1-MCP처리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과피색의 경우 1-MCP를 처리한 과실은 수확시기에 관계없
이 상온유통기간 동안 L*, b* 및 hue angle 유지에 탁월한 효과를 보였고, 외관지수 또한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MCP처리는‘한아름’배의 상온유통 중 발생하는 생리장해를 유의하게 경
감하였는데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의 경우, 과심갈변은 상온유통 25일간, 분질장해는 20일간 완
벽하게 그 발생을 억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과피장해 발생 및 과실부패 경감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수확시기별 1-MCP처리에 따른 상온유통 중 에틸렌발생량은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호흡량의 경우 두 수확시기 모두 1-MCP처리가 무처리에 비해 상온유통 기간 동안 호흡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효과는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에서 그 정도가 크게 나타났다.
검색어 - 경도, 과심갈변, 과피색차, 분질과, 호흡량

ABSTRACT
We tested the effect of 1-methylcyclopropene(1-MCP) on the fruit quality changes in
early-season Korean pear cultivar ‘Hanareum’ which harvested at different maturity. The flesh
firmness decreased continuously in all untreated fruits as the shelf-life extended, it showed 20.3
and 18.6N at 20days after shelf-life in 103days after full-bloom(DAFB) harvested and 110
DAFB harvest fruits, respectively. Whereas, the firmness of 1-MCP-treated fruits remained
high(40.9 and 34.5N in 103 DAFB and 110 DAFB harvest fruits, respectively) during 20days of
shelf-life. The L-values (lightness), b-value (yellowness) and hue angle of 1-MCP treated fruits
were higher than those of 1-MCP-untreated controls during entire shelf-life, and 1-MCP treated
fruits showed better outer appearance index regardless of harvest time. 1-MCP treat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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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ed the severity of physiological disorders including core browning, mealiness and skin
browning as well as fruit decay. 1-MCP treatment completely blocked the incidence of
mealiness disorder and core browning during 20 and 25 days of shelf-life in 103 DAFB
harvested fruits, respectively. 1-MCP treatment did not decrease the level of ethylene evolution
during shelf-life regardless of fruit harvest time in early-season pear 'Hanareum'. On the other
hand, 1-MCP treatment decreased the respiration rate significantly during shelf-life especially in
the 103 DAFB harvested fruits.
Key words - Core-browning, Firmness, Mealiness, Respiration, Skin color difference

늦어질수록 상온유통 중 과심갈변 등 생리장해의 발

서론

생이 급격히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고(Oh et
1-Methylcyclopropene(1-MCP)은 에틸렌 작용

al., 2010),‘원황’및‘화산’배의 수확시기에 따른

수용체와

1-MCP처리가 상온유통 중 과실품질에 미치는 영향

1-MCP가 비가역적으로 결합하여 식물조직에서 에

에 관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어 왔으나(Lee et al.,

틸렌의 작용을 억제(Sisler & Serek, 1997)함으로

2012) 본 시험에서 이용한‘한아름’배에 있어 생육

서 과실의 호흡량을 감소시키거나 호흡급등을 지

시기에 따른 수확 후 에틸렌제어 기술에 관한 연구

연시켜(Blankenship & Dole, 2003) 과실의 품질을

는 이루어진 바 없다.

을

억제하는

물질로

과실의

에틸렌

유지하는 물질로 사과, 아보카도, 바나나, 키위 등

이에 본 실험에서는‘한아름’배의 수확시기에 따

climacteric형 과실의 유통 중 품질유지에 많이 사

른 1-MCP처리가 상온유통 과정 중 발생되는 품질

용되고 있으며 non-climacteric형 과실에서도 노화

저하와 생리장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함으로

억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한아름’배의 유통 중 품질유지 기간 연장을 위

(Watkins & Miller, 2003; Watkins, 2006).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한편 동양배는 non-climacteric형 과실로 알려져
있지만‘황금배’의 경우 에틸렌에 의해 촉진되는
다양한 대사경로를 억제하여 조직의 노화억제에 긍

재료 및 방법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oon et
al., 2008). 즉, 동양배에서도 수확 후 배 과실에서

1 과실 재료

나타나는 품질의 변화에 에틸렌이 일정 부분 관여하

실험의 재료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위치한 국립원

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연구결과,

예특작과학원 배시험장 시험포장에서 2014년 Y자

‘한아름’배 보다 수확시기가 약간 늦은 조생종 배

수형으로 재배된 수세가 균일한 8년생‘한아름’배

인‘원황’은 다른 배에 비하여 비교적 에틸렌생합성

(Pyrus pyrifolia Nakai)를 공시하여 만개 후 103일

이 높고(Lee & Chun, 2011; Lee et al., 2011), 수

과 110일인 8월 5일, 12일에 각각 수확하여 실험에

확 직후 빠른 품질 변화를 보이는데 이를 효과적으

사용하였다.

로 제어하기 위한 에틸렌작용억제제의 효과가 입증
된 바 있다(Lee et al., 2012). 또한 기존의 보고에
서‘원황’및‘화산’배 품종의 경우, 수확시기가

2 1-MCP 처리
1-methylcyclopropene(1-MCP,

SmartFr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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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를 이용하여 640nm에서 측정하였다.
4 과실 호흡 및 에틸렌 발생량 측정
과실의 에틸렌 발생량 및 호흡량 측정은 각 처리
구에서 무작위로 6과를 선택하여 3반복으로 3.4L용
기에 2과씩 넣어 밀폐하고 25℃에서 2시간 방치 후
밀폐된 용기내부의 기체를 주사기로 1mL 포집한
후 FID 및 TCD가 장착된 Gas chromatograph(YL
Fig. 1. Effect of 1-methylcyclopropene treatment on
flesh firmness during shelf-life in 'Hanareum'
pears harvested at 103 and 110 DAFB.

6100-GC, Yonglin, Korea)로 측정 후 계산하였다
(Tamura et al., 2003).
5 과실외관 평가

AgroFresh Inc., USA) 처리는 20kg 플라스틱 컨테

과실외관은 과피면적을 기준으로 과피 변색정도가

이너에 과실을 채우고 0.08mm PE film을 이용하여

건전과 5, 20% 미만은 4, 40% 미만은 3, 60% 미만

플라스틱 컨테이너를 밀폐시킨 후 powder를 기화시

은 2, 80% 미만은 1, 80% 이상은 0로 구분하여 평

-1

켜 1.0µL·L

농도로 25℃에서 12시간 처리하였다

가하였다.

(Fig. 1.). Film 내에는 소형팬을 설치하여 처리 중
공기를 순환시켰다(Choi & Bae, 2007). 처리한 과

6 생리장해 및 부패 평가

실은 5kg 수출용 종이박스에 포장하여 상온(25℃)에

과육 및 과심에 발생하는 생리장해 발생을 조사하

서 30일간 보관하며 5일에 간격으로 과실품질을 조

기 위하여 과실 중앙부를 절단하여 절단면에서 장해

사하였다(Fig. 1).

발생 여부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였다. 과육에
발생하는 분질현상은 건전과는 0, 과육면적의 20%
미만은 1, 40%미만은 2, 60%미만은 3, 80%미만은

3 과실 품질 조사
유통과정 중 과실 감모율은 수확 후 측정한 과중

4, 80%이상은 5로 구분 하였으며 과심에 발생하는

과 유통 후 측정 한 과중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

갈변은 과심면적을 기준으로 건전한 것은 0, 20%

었다. 과피색은 색차계(CR-400, Minolta, Japan)

미만은 1, 40%미만은 2, 60%미만은 3, 80%미만은

*

*

*

를 이용하여 CIELAB model의 L , a , b 값을 측

4, 80%이상은 5로 구분하여 장해지수를 측정하여

정하고 Hue angle(McGuire, 1992)을 계산하였다.

생리장해

과육 경도는 8mm flat-tipped probe를 사용하여

2014b). 과실의 부패는 과실 내·외부에 발생한 부

Rheometer(TMS-Pro, Food Tech. Corp., USA)로

패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발생여부를 백분율로 표시

과피를 제거한 과육의 적도부위의 경도를 측정하고

하였다.

발생

정도를

측정하였다(Lee

et

al.,

N으로 표시하였다. 가용성고형물 함량은 굴절당도계
(PR-32α, Atago, Japan)로 측정하였고, 산함량은

7 통계분석

과즙을 희석 후 0.1N NaOH로 pH 8.3까지 적정한

본 실험에서는 SPSS statistics(version 21.0,

후 사과산 함량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과실내의

IBM Corp., USA)를 사용 하였다. 분산분석(ANOVA)

전분함량은 과육에서 착즙한 과실 1mL에 증류수

은 P<0.05의 유의수준에서 실행되었으며, 평균은 t

4mL로 희석 후 진단시약(KI 5% + I 1%)으로 발

검정 및 던컨의 다중범위 검정을 사용하여 차이를

색하여 spectrophotometer(UV-1240, Shimadzu,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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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fruit quality indices between the fruits harvested at 103 and 110 days after
full-bloom(DAFB) in 'Hanareum' pears.
Fruit quality indices
Harvest
(DAFB)

Weight
(g)

Firmness
(N)

Starch
(O.D. 640nm)

Soluble solids
(ºBrix)

Acidity
(%)

103

418.7

47.15

0.72

12.28

0.10

110

438.4

43.30

0.61

12.63

0.09

NS

*

NS

NS

*

z

t-test
z

ns, *, non-significant, significant at P<0.05 by t-test

다(Table 1).

결과 및 고찰

수확시기에 따른 과피색의 경우 CIELAB 중 음
수는 녹색을 양수는 빨간색을 나타내는 a*값을 사

1 수확시기에 따른 과실품질 비교
Y자 수형으로 재배된‘한아름’배를 만개 후

용하여 과실의 착색을 나타내는 지수로 사용하였는

103, 110일에 각각 수확하여 조사한 결과, 과실의

데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이 만개 후 103일

무게는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이 418.8g,

에 수확한 과실에 비해 a*값이 높은것으로 조사되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이 438.5g으로 조사

었으며,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 역시 높은 것으로

되어 늦게 수확한 과실이 조금 더 큰 것으로 조사

조사되었다. 이는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이

되었으며, 과육의 경도는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에 비해 착색이 더 진

과실은 47.2N,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은

행 된 것으로 생각되며, L*값과 C*값 또한 만개

43.3N으로 조사되어 과육 경도는 늦게 수확한 과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

실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즙의 전분함량은 경

났다(Table 2). 위의 결과를 토대로 Y자 수형에서

도와 마찬가지로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에

재배된 ‘한아름’배의 경우 만개 후 103일에 수확

비해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이 더 적은 경

한 과실과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 간의 과실

향을 보였으며, 이와 반대로 가용성고형물함량의

의 품질차이는 가용성고형물함량, 전분함량 같은

경우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에 비해 만개

과실의 내적품질보다는, 과피색 같은 외적품질에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

차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Table 2. Comparison of skin color difference between the fruits harvested at 103 and 110 DAFB in 'Hanareum'
pears.

L-value

a-value

b-value

Chroma

Hue angle

103

61.5

6.15

37.9

38.4

80.7

110

64.5

7.45

39.2

40.0

79.2

**

*

**

***

NS

z

t-test
z

Skin color difference

Harvest
(DAFB)

ns, *, **, *** non-significant, significant at P<0.05, 0.01 or 0.001 by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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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1-methylcyclopropene treatment on fruit quality indices during shelf-life in 'Hanareum' pears
harvested at 103 and 110 DAFB.
Shelf-life
(days)

Fruit quality indices

z

Harvest
(DAFB)
103

5
110
103
10

y

1-MCP

Weight loss
(%)

-

Soluble solids
(°Brix)

Acidity
(%)

2.25 a

12.70 b

0.09 ab

+

2.18 a

12.48 b

0.10 a

-

2.24 a

13.18 a

0.08 b

+

2.20 a

13.15 a

0.08 b

-

3.81 a

12.70 a

0.08 b

+

3.70 a

12.68 a

0.09 ab

x

-

3.46 a

12.93 a

0.09 ab

+

3.07 b

13.13 a

0.10 a

-

4.90 a

12.88 b

0.09 b

+

4.46 b

13.05 b

0.09 b

-

4.64 ab

13.33 a

0.10 a

+

4.78 ab

12.83 b

0.09 b

-

6.23 a

12.53 b

0.10 a

+

5.88 a

12.93 a

0.09 b

-

6.00 a

12.48 b

0.07 c

+

6.18 a

12.88 a

0.07 c

-

7.32 a

12.35 c

0.09 a

+

7.27 a

12.48 c

0.07 c

-

7.19 a

13.10 b

0.09 b

+

6.99 a

13.68 a

0.08 b

-

9.43 a

13.03 ab

0.08 b

+

9.29 a

13.05 ab

0.08 b

-

9.45 a

12.78 b

0.10 a

+

9.52 a

13.35 a

0.10 a

Harvest (A)

NS

***

NS

Shelf-life (B)

***

***

***

1-MCP (C)

NS

**

NS

(A) × (B)

NS

***

***

(A) × (C)

NS

NS

NS

(B) × (C)
(A) × (B) × (C)

NS
NS

***
**

***
***

110
103
15
110
103
20
110
103
25
110
103
30
110
w

ANOVA

z

Fruits were harvested at 103 or 110 days after full bloom(DAFB) and stored for 30 days at 25℃. All fruits were pre-conditioned at 25℃
for 1 days before 1-MCP treatment.
y
1-MCP ways treated at the level of 1.0 µl․L-1 for 12 hr at 25℃.
x
Different letter represent statistical significance with in each shelf-life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w
NS, **, *** indicate non-significant and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1 or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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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온유통 기간 중의 과실품질 비교

20일에 18.6N으로 경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상품성

수확시기를 달리한 과실을 대상으로 1-MCP를 처

을 상실하였으나 1-MCP처리구의 경우 상온유통 20

리한 후, 30일간의 상온유통기간 동안 과실의 품질

일에도 34.5N으로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후 상온유

을 조사하였다. 감모율은 유통기간이 지남에 따라

통 25일에는 23.8N으로 감소하여 경도유지에 효과

증가하는 일반적인 경향을 보였고, 수확시기 및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1). 그러나 만개 후 110

1-MCP처리 처리 유무가 감모율에 미치는 영향은

일에 수확한 과실에 대한 1-MCP 처리효과는 만개

없었다(Table 3). 가용성고형물함량에 미치는 영향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에 대한 처리 보다는 경도

을 조사한 결과, 조기에 수확 한 과실에 있어 무처

유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의 경우 12.4~13.0°Brix로 조사되었고, 1-MCP

전반적으로 1-MCP 처리는 상온유통 기간 중의 과

처리구는 12.5~13.1°Brix로 처리 간 큰 차이는 보

육경도 유지에 효과적이었는데 특히, 조기에 수확하

이지 않았다. 반면에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

여 1-MCP를 처리한 과실의 경우 상온유통 20일 까

에 있어서는 무처리구는 12.5~13.3°Brix, 1-MCP

지 40N이상으로 경도가 유지되는 등 매우 효과적

처리구는 12.8~13.7°Brix로 1-MCP처리구가 상온

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

유통 중 가용성고형물함량이 높게 유지되었는데, 이

실과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 모두 무처리 과

는 GA4+7을 처리한 배 과실에 대한 1-MCP처리가

실의 경우 상온유통 15일에 경도가 갑자기 낮아지는

상온유통 중 가용성고형물함량이 GA4+7을 처리하지

점을 볼 때 ‘한아름’배에 있어 1-MCP 처리는 상

않은 과실에 비해 더 높다는 연구결과(Lee et al.,

온유통 중 가식물성을 약 10일 정도 연장할 수 있을

a

2014 )와 유사하였으며, 수확당시 과실의 성숙도가

것으로 판단되었다.

1-MCP처리에 따른 상온유통 중 과실의 가용성고형
물함량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상온유통 기간 중의 외부적 품질 비교

(Table 3). 반면, 산함량은 유통기간의 연장에 따른

상온유통 기간 중 과피의 색택을 조사한 결과, 밝

함량 감소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

기(L*)는 1-MCP 처리에 의해 수확시기와는 관계없

으며, 또한 수확시기 및 1-MCP처리에 따른 유의한

이 상온유통 20일간 거의 변하지 않아 밝은 과피색

차이는 나타나지는 않았다(Table 3).

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1-MCP를 처리하지 않

유통기간 중 처리 간 과육의 경도 변화를 조사한

은 과실의 경우에는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과

결과, 조기에 수확한 과실에 1-MCP를 처리하지 않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 모두 유통 10일 이후

은 과실에서는 유통 10일에까지는 37.8N으로 경도

부터 L*이 저하하기 시작하여 상온유통 30일에는

를 높게 유지하고 있었으나 이후 유통 20일에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은 51, 만개 후 110일

20.3N으로 경도가 급격히 하락하여 상품성을 상실

에 수확한 과실은 48로 과피색이 어두워졌다. 또한

하였다. 반면 1-MCP를 처리한 과실의 경우 상온유

상온유통 20일까지는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

통 20일에도 40.9N으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으며,

이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에 비해 L*이 높게

이후 상온유통 25일에는 24.1N으로 급격히 감소하

유지 되었으며, 이후에는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였지만 만개

대한

과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만개 후

1-MCP 처리는 경도 유지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

110일에 수확한 과실의 경우 부패과를 제외하고 측

로 나타났다(Fig. 1).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

정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에

에 있어 무처리구의 경우 유통 10일까지는 31.8N으

과피색차의 변화 중 성숙에 따른 변화가 유의한

로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에 비해 낮지만 상

적색도(a*)는 동양배의 숙도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

대적으로 경도를 높게 유지하고 있었고 이후 유통

인(Oh et al., 2010; Kim et al., 2010)으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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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1-methylcyclopropene treatment on skin color difference during shelf-life in 'Hanareum' pears
harvested at 103 and 110 DAFB.
과정 중 연화과정이 진행 되면서 녹색의 소실과

되었다(Fig. 2).

더불어 적색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적색도와 반대로 황색도(b*)의 경우 무처리의

(Lee & Chun, 2011), 1-MCP처리는 과피 적색도

경우 수확시기와 관계없이 상온유통 기간이 길어

의 증가를 늦추는 효과를 보였는데 수확시기에 관

짐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L*과 유사한 감소 경향

계없이 상온유통 10일간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을 보였다. 또한 1-MCP처리를 처리한 과실의 경

a*의 급증시점은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은

우에도 L*과 유사하게 상온유통 기간 동안 높게

상온유통 5일 이후,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

조사되어‘한아름’배의 과피색인 황색을 유지하는

은 상온유통 시작이후로 나타났으며, a*의 급증시

데 효과적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Hue

점이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이 만개 후 103

angle은 수확시기 및 1-MCP처리 유무와 관계없이

일에 수확한 과실에 비해 5일정도 늦은 것으로 조

상온유통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사되었다. 이후 상온유통 15일 이후에는 무처리와

였고 1-MCP 처리는 다소간 감소를 억제하는 효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1-MCP처리에 의한 과피적색

를 보였다(Fig. 2).

발현 억제효과는 상온유통 중 10일 정도라고 평가

상온유통 중‘한아름’배 과실의 외관품질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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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1-methylcyclopropene treatment on
fruit appearance index during shelf-life in
'Hanareum' pears harvested at 103 and 110
DAFB.

Fig. 4. Effect of 1-methylcyclopropene treatment on
visual appearance during shelf-life in
'Hanareum' pears harvested at 103 and 110
DAFB.
4 상온유통 기간 중의 내부 생리장해 발생 비교

의 점수로 평가한 결과, 1-MCP를 처리한 과실의

상온유통 기간 동안 과실내부에 발생하는 생리장

경우 수확시기와 관계없이 상온유통 기간동안 외

해를 조사한 결과, ‘한아름’배에서는 상온유통 중

관품질이 거의 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반면

과심갈변과 분질장해 두 종류의 내부생리장해가 발

무처리의 경우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의 경

생하였다. 과심갈변의 경우, 1-MCP를 처리하지 않

우 상온유통 15일까지만 외관품질이 유지되었으며,

은 과실의 경우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은 상

이후 떨어지기 시작하여 20일 이후에는 외관점수

온유통 20일에,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은 상

가 3.5 이하로 상품성이 심하게 저하되었다. 만개

온유통 15일에 이후에 과심갈변이 발생되기 시작하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에 있어 무처리의 경우 상

였는데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만

온유통 5일에 이후 외관품질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이 만개 후 110일에 수확

상온유통 15일에 이후에 외관점수가 3.5 이하로

한 과실에 비해 과심갈변 발생이 적은 것으로 나타

낮아져 상품성을 상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

났다. 반면1-MCP를 처리한 과실의 경우 수확시기

한 외관품질의 하락은 과피나 과점부위가 검게 변

에 관계없이 상온유통 기간 동안 과심갈변이 거의

색되어 과피의 밝기 및 고유의 과피색을 잃었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만개 후

때문인데 1-MCP처리는 과피 및 과점의 변색을 효

103일에 수확한 과실의 경우 상온유통 20일간 과심

과적으로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 과실의 외적품질

갈변을 완전히 방지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5).

유지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3).

과육의 분질현상은 무처리 과실의 경우 만개 후

‘한아름’배의 상온유통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103일에 수확한 과실은 상온유통 5일에, 만개 후

외적품질 유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조기에 수

110일에 수확한 과실은 상온유통 15일에 부터 관찰

확한 과실(만개 후 103일)이 상온유통 중 외적품질

되었으며, 1-MCP처리 과실의 경우 만개 후 103일

유지에

특히

에 수확한 과실은 상온유통 25일에, 만개 후 110일

1-MCP처리는 수확시기에 관계없이 상온유통 중

에 수확한 과실은 상온유통 15일에부터 분질현상이

과실의 외적품질을 10일에 정도 연장하는 매우 효

관찰되었다. 1-MCP를 처리한 과실의 경우 만개 후

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Fig. 4).

103일에 수확한 과실은 상온유통 20일에까지 과육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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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의 경우 무처리는
상온유통 15일에, 1-MCP처리는 상온유통 20일에
부패가 발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조기에 수확한 과
실이 부패발생이 적었고, 수확시기가 같을 경우
1-MCP를 처리한 과실이 부패발생이 적은 경향을
보였다(Fig. 5).
따라서,‘한아름’배의 저온 시스템을 갖추지 못
하고 유통시킬 시, 부패경감과 과심갈변과 분질장해
같은 생리 장해 경감을 위해서 만개 후 110일에 수
확한 과실(만개 후 110일에)를 수확하는 것 보다는
조기 수확(만개 후 103일에)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1-MCP처리는 수확시기와 관계없이‘한
아름’배의 상온유통 중 발생하는 생리장해 및 부패
경감에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5 상온유통 기간 중의 에틸렌 및 호흡량 비교
이상과 같은

1-MCP 처리 효과의 작용메커니즘

을 구명하기 위해 처리 후 과실로부터 발생되는 에
틸렌 및 호흡량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상온유통 전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의 경우에
는 에틸렌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만개 후 110일에
-1

-1

수확한 과실의 경우 0.35µL･kg ･h 로 Oanh et
al.(2012)이 보고한‘한아름’배의 적숙기 에틸렌 발
생량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1-MCP를 처리하지
않은 과실의 경우 상온유통 중 에틸렌발생량은 상온
유통 시작 이후 증가하여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Fig. 5. Effect of 1-methylcyclopropene treatment on
the incidence of core browning, mealiness
and decay rate during shelf-life in 'Hanareum'
pears harvested at 103 and 110 DAFB.

과실은 상온유통 8일에,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
-1

-1

실은 상온유통 4일에 각각 2.12, 1.45µL･kg ･h 로
최대피크를 보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MCP
처리구의 경우는 에틸렌발생량 최고피크는 만개 후

분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으며, 만개 후 110일에

103일에 수확한 과실은 상온유통 14일에, 만개 후

수확한 과실의 경우에도 과육분질을 유의하게 억제

110일에 수확한 과실은 상온유통 8일에 각각 2.07,

하는 결과를 보였다(Fig. 5).

1.73µ
L･kg ･h 로 조사되어 만개 후 103일에 수확

-1

-1

상온유통 기간 동안 부패 과실 발생률을 조사한

한 과실과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 모두 무처

결과 상온유통 10일에부터 부패가 발생하였고 수확

리와 유사한 수준의 에틸렌 발생피크를 보였지만 최

시기 및 1-MCP처리 유무에 따라 그 발생률에 차이

대피크의 발생시점은 수확시기에 관계없이 1-MCP

를 보였다. 조기에 수확한 과실은 1-MCP처리 유무

처리에서 더 늦게 나타났다(Fig. 6).

에 관계없이 상온유통 25일에 이후에 부패가 발생한

1-MCP 처리는 수확시기와 관계없이 전형적인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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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1-methylcyclopropene treatment on
ethylene production during shelf-life in
'Hanareum' pears harvested at 103 and 110
DAFB.

Fig. 7. Effect of 1-methylcyclopropene treatment on
respiration rate during shelf-life in 'Hanareum'
pears harvested at 103 and 110 DAFB.
‘한아름’배 과실의 상온유통 중 과실의 호흡률을

라이맥터릭형 과실에서 나타나는 에틸렌발생량을 경

조사한 결과, 전체적으로 1-MCP처리를 처리한 과

감시키는 효과(Fan et al., 2002; Watkins et al.,

실은 수확시기에 관계없이 처리하지 않은 과실보다

2000)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이용

호흡억제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만개 후 103일에

한‘한아름’배는 비클라이맥터릭형 과실로 1-MCP

수확한 과실과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의 상온

처리에 의한 에틸렌발생 억제효과가 극히 제한적으

유통 전 호흡률은 각각 9.56 및 9.17mL･kg-1･h-1으

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클라이맥터릭

로 수확시기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후

형 과실인 파인애플에 대해 1-MCP를 처리한 경우,

무처리의 경우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과 만개

유통 2주간 에틸렌발생량이 무처리구에 비해 높은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 모두 호흡이 증가하기 시작

al.,

하여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은 상온유통 4일

2001) 및 동양배 ‘Akemizu'에 대한 1-MCP 처리

에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은 13.6mL･kg-1･

는 유통 중 에틸렌발생 피크가 나타나는 시기만 다

h-1로 최대치를 보인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

를 뿐 생성량의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Li & Wang,

면,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의 경우 상온유통

2009)와 유사한 결과였다. 이는 비클라이맥터릭 과

10일에 14.7mL･kg-1･h-1로 호흡률의 최대치를 보인

실인 grapefruit에 1-MCP를 처리한 경우, 에틸렌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7).

수준을

유지하였다는

보고(Selvarajah

et

의 binding site가 없어져 이후 정상적인 에틸렌대

이는 동양배에 있어 호흡형은 품종에 따라 다르게

사과정을 조절할 수 없으므로 결국에는 에틸렌생성

나타나‘장십랑’
은 호흡급등형을,‘신고’는 호흡비

량이 증가한다는 보고(Mullins et al., 2000)를 감

급등형을 보인다는 기존의 보고(Jeong et al., 1998)

안하면 본 연구에서 1-MCP 처리구의 에틸렌발생량

와 유사한 것으로 본 실험에 공시한 조생종 ‘한아

이 무처리구에 비해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던 이유

름’배는 호흡급등형 과실로 분류될 가능성을 지닌

를 설명할 수 있다. 또한 Lee et al.(2012)이 ‘원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MCP를 처리한 과실의

황’과 ‘화산’ 배에서 1-MCP를 처리하였을 때

호흡량은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과 만개 후

수확시기와 관계없이 상온유통 중 발생하는 에틸렌

110일에 수확한 과실 모두 1-MCP처리 후 호흡량이

수준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를 감안하면 동

감소하였으며, 상온유통 10일까지 만개 후 103일에

양배에 대한 1-MCP처리효과는 직접적으로 에틸렌

수확한 과실이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에 비해

발생을 억제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

낮은 호흡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온유통

된다.

12일에 부터는 1-MCP처리과에서 수확시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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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률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만개 후 103일에 수

숙기가 8월 18일에로‘원황’의 9월 1일보다도 수확

확한 과실의 경우 상온유통 2일에 호흡량이 5.30m

시기가 약 2주 정도 빠르고 상온저장력이 10일에 정

-1

-1

도로 상온저장력이 약한 조생종 품종으로서의 유전

이하의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서서히 증가

적 특성(Hwang et al., 2005)에 기인하는 것으로

L･kg ･h 로 급감하여 상온유통 8일에 까지 6mL･
-1

-1

kg ･h

하는 경향을 보였다.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실

생각되었다.

의 경우에는 이와는 다르게 1-MCP처리 이후 호흡
률이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상온유통 8일에 호
-1

-1

흡률은 6.68mL･kg ･h 로 조사되었고 이후 증가하

감사의 글

는 경향을 보여 만개 후 103일에 수확한 과실과는
약간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만개 후 103일에 수확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자체연구비(과제번호:2014-

한 과실은 유통 22일에, 만개 후 110일에 수확한 과

1210-01)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실은 유통 16일에 이후에 무처리와 1-MCP 처리간
-1

-1

호흡률이 차이가 2mL･kg ･h

이하로 좁아진 것으

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1-MCP 처리효과가 만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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