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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prepare the technical fundamental in production of premium quality fruits of ‘Niitaka’ pears, we compared the 

quality parameters and storability of the fruits that had various fruit set position in a cluster. The fruits set on 4th from basal 

part in fruit cluster had the largest fruit size. The weight of fruits set on the higher position than 4th from basal part in fruit 

cluster showed decreasing tendency. The production rates of marketable fruits which had 500g to 899g in weight were the high 

in 3-5th from basal part in cluster than those in other position. The differences of fruit height and diameter which represent 

balanced fruit shape also showed less difference in the fruits set on 4-5th from basal part in cluster than the fruits set closely 

on basal part in cluster. The fruits set on 3-4th from basal part in cluster showed lower rate in incidence of core breakdown 

and pithiness disorder during 4 months of cold storage than those on the closer position to basal part in clu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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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배 재배면 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신고’ 

배는 만생종이며 우리나라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주

요 품종이다(Oh 등, 2009). 그러나 추석이 이른 시기에는 

과실 미숙상태로 정상 인 수확을 할 수 없으므로 지베

린 등 생장조 물질을 처리하여 숙기를 진하여 수확을 

한다. 그러나 생장조 물질의 오남용으로 인한 각종 부작

용으로 품질이 하되고 품종의 유  특성인 과피흑변

에 의한 상품성 하가 매년 문제되고 있는 품종이다(Kim, 

2001; Hwang 등, 2003). 

  수확 후 일정기간 장과 유통기간을 거치는 배의 유통

상 특성상 과실의 온 장  상온유통기간을 거치면서 

생종 배 품종의 경우 과육수침  과심갈변을 비롯한 다

양한 생리장해가 발생(Lim, 2007; Moon 등, 2008)하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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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들이의 발생으로 과육조직의 붕괴(Shim 등, 2007)로 

인한 과실품질 하로 물량의 손실은 물론 클 임이 발생

하는 등의 문제 이 큰 문제로 두되고 있다.

  ‘신고’ 배는 자가불화합성 품종으로 매년 인공수분을 통

하여 과실을 착과 시켜야 하는데 인공수분을 실시 한 ‘신

고’ 배는 만개 후 불수정과  유과의 과형에 한 단이 

가능한 시기부터 지를 우기 인 만개 후 30일 까지 

여러 번의 과작업을 실시함으로써 규격 과형을 확보하

고 세포수를 증가시켜 과실비 를 유도한다(Kim, 2001). 청

배인 일본의 ‘이십세기’ 배에서는 화총의 기부에 가까운 

곳에 착과된 유과의 경우에는 유체과와 변형과의 발생율

이 높고 소과인데 착과 치가 상승할수록 과 도 증가한

다. 한 과총 내 정부에 착과된 유과에서는 변형과의 발

생이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과 작업 시 화총 

내 기부로부터 3~5번째 착과된 유과를 남기도록 권장하고 

있다(Hayashi와 Tanabe, 2002). 그러나 농가에서의 과 작

업은 착과 치에 계없이 모양이 바른 유과를 남기는 작

업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배 재배환경이 일본과 다른 우리나라에서 ‘신고’ 

배에 정한 과기술을 정립하기 한 목 으로 화총 내 

착과 치에 따른 품질요인의 차이를 검토 함으로서 ‘신고’ 

배의 형태  장해를 최소화하고 고품질 과실 생산을 한 

기  자료를 수집하기 해 본 연구를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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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방법

1. 과실 재료 
  실험은 충청남도 천안시 직산읍 석곡리에 치한 개인

농가에서 수세가 균일한 15년생 ‘신고’를 상으로 수행하

다. 2009년 만개기에 수세  착과 치가 균일한 가지에 

착생된 단과지의 화총을 상으로 ‘ 추’ 화분에 석송자

를 20% 사용한 화분을 이용하여 3일간 인공수분을 실시하

다. 이후 착과된 유과를 상으로 만개 후 20일에 과총

의 기부로부터 순서 로 1~7번 과로 나 어 과 작업을 

실시하 다. 과 작업은 유과의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

작 로 1개의 과총에서 1개의 유과만을 남기는 방법으로 

실시하 고 착과 치별로 70~100개씩을 착과시킨 후 실

험 상으로 삼았다. 과실은 만개 후 175일에 수확하여 각

각의 과실 품질을 비교 하 는데, 수확 후 500g 미만의 과

실은 소과, 500g-699 과실을 과, 700g-899g 과실을 과, 

900g 이상의 과실을 특 과로 4단계로 분류하여 조사하

다.  한편 착과 치에 따른 과실의 장력과 품질변화를 

조사하기 하여 수확한 과실을 일주일간 조시킨 후 

1℃의 온 장고에서 4개월간 장하고 과실의 품질을 

비교 하 다.

 

2. 품질 조사
  과실의 경도는 rheometer(COMPAC-100, Sun Scientific Co., 

Japan)로 직경8mm 측정 을 이용하여 과피를 제거한 과실

의 도면에 수직으로 5mm sample move, 100mm/min의 조

건으로 최 압력을 측정하 다. 가용성 고형물은 과실 

도면의 동일부분을 1cm두께로 잘라 4겹의 cheese cloth를 

이용하여 착즙한 후 digital refractometer(PR-32a, ATAG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산 함량은 동일한 방법으로 

착즙한 과즙 5mL을 증류수 35mL에 희석하여 0.1N NaOH

를 이용하여 pH 8.3까지 화 정한 후 사과산으로 환산

하 다. 과피색 측정에는 chroma meter(CR-410,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각 개체의 모든 과실의 도면을 측정

하여 L*, a*, b*를 구하고 Hue값 등을 계산하 다.

3. 과형실측 및 생리장해 평가
  과실실측은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종경  횡경

의 최고, 최 치를 실측하여 그 차이를 mm로 표기하 다. 

1℃에서 4개월간 장한 과실의 내부 생리장해는 과실을 

수직으로 단하고 단면에서 장해발생 여부를 육안으로 

찰하여 단하 다. 과면상의 바람들이  과심갈변의 

발생률은 발생 정도에 따라 6단계(0: 미발생, 1: 20% 발생, 

2: 40% 발생, 3: 60% 발생, 4: 80%발생, 5: 100%발생)로 

조사하여 항목별로 총합을 과실수로 나 어 발생률을 산

출하 다. 

 

4. 통계
 본 실험에서는 SPSS 로그램(version 15.0, SPSS, Inc., 

Chicago, Illinoise, USA)을 사용하 다. 분산분석(ANOVA)은 

P<0.05의 유의수 에서 실행되었으며, 평균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여 차이를 검정하 다.

 

III. 결과  고찰

1. 착과 위치에 따른 과실의 품질
  수확된 과실의 과총 내 착과 치에 따른 과실의 량을 

조사한 결과 평균과 은 과 부로부터 4번째에 착과된 과

실이 707.3g으로 가장 과 이 무거웠고 착과 치가 상승

하여 과 부로부터 멀어질수록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

여 과 부로부터 최상단의 과실의 경우 577g 으로 가장 작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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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average weight of fruits set on 

various positions in fruit cluster of ‘Niitaka’ pears.

 

  과 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소과의 비율이 60%이상으

로 가장 높은 것은 7번 과실이고 과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4번 과실로 10% 정도의 비율을 나타냈다. 과를 생

산하기 해서는 3, 4번에 착과를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과는 과 부 쪽으로 갈수록 과실의 편차가 커지는 것

을 조사되었는데 이는 한 화총 내에서 과 부쪽의 과실이 

개화가 빠르기 때문에 개화기 온 등 기상환경 요인이 불

량한 경우 수분수정 불량으로 인해 과실비   과형에 불

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수확된 과실에 한 과 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700g 미

만의 소과 비율이 1-7번 착과 치별로 각각 51.5, 50.8, 

58.9, 53.5, 61.9, 66.7  89.2%로 조사되었고, 과 부로부

터 착과 치가 멀어질수록 과실크기가 작아져 소과의

비율이 증가하 다(Fig. 2). 특히 과 부로부터 가장 먼 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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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착과 과실의 경우 500g 미만의 소과 발생율이 36.4%로 

조사되어 경제생산을 해서는 반드시 과해야할 상이

라고 단하 다. 반 로 화총 내에서 1-4번째 착과된 과

실에서 900g 이상 특 과의 비율이 17.6-12.3% 정도로 조

사되어 과 생산을 해서는 과 부 근처에 착생된 과실

을 남기고 과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단하 다. 종합

으로 지나친 과 혹은 소과 생산의 험성을 배제하고 

과를 안정 으로 생산하기 해서는 과 부로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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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weight distribution of fruits set on 

various positions in fruit cluster of ‘Niitaka’ p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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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 of fruit length- and diameter-difference among the fruits of different fruit set position in ‘Niitaka’ pears.

Numbers in

fruit cluster

Quality parameters

Firmness

(N)

Soluble solids

(%)

Titratable 

acidity (%)
SS/TA

1st 27.8 az 13.0 a 0.11 a 118.0 a

2nd 28.5 a 12.9 a 0.11 a 116.7 a

3rd 26.8 a 12.8 a 0.12 a 107.1 a

4th 27.1 a 12.9 a 0.11 a 112.4 a

5th 26.3 a 12.8 a 0.11 a 118.6 a

6th 27.3 a 12.7 a 0.11 a 114.4 a

7th 27.8 a 12.6 a 0.11 a 117.7 a

Table 1. Comparison of quality parameters at harvest time among the fruits set on various position in fruit cluster of ‘Niitaka’ pears.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5번째에 착생된 유과를 남기고 과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단된다(Fig 2).       

  과실 종경의 차이를 살펴보면 과 부에 가장 가까운 1

번에 착과된 과실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 고, 과실 횡경

의 실측치를 보더라도 과 부 근처에 착생된 1, 2번 과실

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과 부에 가깝게 착생

된 과실의 경우 기형과 즉 과형불균형과의 발생 험이 높

은 것으로 사료된다(Fig. 3). 

  착과 치에 따른 수확기 과실의 품질 특성을 비교한 결

과 과실경도, 가용성고형물 함량, 정산도  당산비에 

있어 착과 치에 따른 개체간의 유의차를 보이지 않아 착

과 치에 따른 수확기 과실 품질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Table 1). 

2. 저장 후의 과실 품질 및 생리장해 발생
  착과 치가 달랐던 과실을 수확하여 온 장고에 4개

월간 장하면서 과실의 품질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

다. 과실의 감모량은 최소 38g에서 최  48g으로 조사되었

는데 감모량은 과실의 착과 치가 과 부로부터 멀어질수

록 감모량이 상 으로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실 

경도를 조사한 결과 4개월의 장기 장 이후 최소 22.4N에 

서 최  28.1N의 분포를 보여 장 에 조사한 결과(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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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과 부에 가깝게 착생된 과실의 경도 하락이 유의

하 지만 과 부로부터 멀어질수록 경도감소 폭이 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과실의 감모량과는 부의 상 을 보여 

과실 감모의 량이 경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되었다.

  4개월 온 장 이후의 과실 품질을 비교한 결과를 표 2

에서 보면 가용성고형물함량은 통계  유의차는 없었으나 

과 부로부터 1-4번째 착생 과실들이 5-7번 착생 과실에 

비하여 당도가 다소 높게 조사되어 수확 직후에 조사하

던 결과 Table 1과 같은 경향을 보 는데 산함량  과피 

착색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과 부에 근 하여 착

생한 1-2번과의 경우, 장 기간  감모율이 높고 수확직

후  온 장 후 가용성고형물함량이 높고 경도가 낮은 

것을 미루어 볼 때 수확시기 단계에서 상 으로 과실의 

성숙이 더 진행되었던 과실이었거나 4개월의 온 장기

간을 거치면서 노화가 상 으로 빨리 진행된 것으로 추

정되므로 체 인 과실의 장력은 과 부로부터 3번째 

이상에 착과된 과실에 비해 상 으로 떨어진다고 단

되었다. 

  한편 장기간  생리장해의 발생을 검토한 결과 과

부 근처에 착과한 1-2번과실의 경우, 3-5번에 착과된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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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weight loss and flesh firmness after 4 months of cold storage among the fruits set on various 

positions in fruit cluster of ‘Niitaka’ pears.

 

Numbers in

fruit cluster

Quality parameters

Soluble solids (%)
Titratable

acidity (%)
L* a* Hue

1st 14.2 a 0.10 a 63.4 a 12.7 a 72.4 a

2nd 13.9 a 0.09 a 62.8 a 12.6 a 72.3 a

3rd 14.0 a 0.10 a 61.8 a 11.9 a 73.1 a

4th 14.0 a 0.10 a 62.0 a 12.0 a 73.2 a

5th  13.6 ab 0.09 a 62.6 a 12.0 a 73.2 a

6th 13.3 b 0.09 a 62.4 a 11.6 a 73.7 a

7th 13.5 b 0.10 a 62.8 a 11.6 a 73.7 a

Table 2. Comparison of fruit quality parameters after 4 months of cold storage among the fruits set on various positions 

infruit cluster of ‘Niitaka’ pears.

z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에 비해 과심갈변 장해의 발생이 유의하게 높은 경향을 보

고 과총의 가장 정단부인 6-7번에 착과된 과실의 경우에

도 이 장해의 발생이 높게 조사되었다(Table 3).  바람들이

의 발생도 과심갈변과 유사한 패턴으로 발생하 는데 3-4

번과를 제외하고는 장 4개월 후 90% 넘는 장해 발생율

을 보 는데 5-7번째 착생과실에서 발생빈도  심도가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바람들이  과심갈변은 과실의 노

화  이산화탄소 축 에 의한 장해로 보고되고 있는데

(Shim 등, 2007; Franck 등, 2007) 과실 호흡의 증가는 과실

의 빠른 노화  세포벽 물질의 분해로 인한 세포의 기능

상실과 과육연화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Hardenburg 등, 

1986; Murayama, 2002). ‘원황’ 배의 경우 온 장 이후 발

생되는 생리장해는 성숙이 진행될수록 과실에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다는 보고(Oh 등, 2010)를 감안하면 한 과총 

내에서 착생된 과실의 성숙도는 착생 치에 따라 성숙진

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하나의 화총에서 과 부에 치한 꽃(1번화)이 가장 

일  개화하고 과정부에 치한 7번화가 가장 늦게 개화 

하는 배나무 생리를 생각할 때 일  수정되어 착과가 빨랐

던 1-2번과의 경우 과실 비   성숙속도가 상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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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라져 노화가 일  진행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반

로 6-7번과의 경우 상 으로 평균 과 이 작고(Fig. 1), 

장 기간 후 유의하게 가용성고형물 함량이 낮아(Table 3) 

호흡에 의한 당분의 소실이 많았던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를 종합 으로 검토할 때 고품질 

‘신고’ 배 생산을 해서는 한 화총 내에 착과된 과실을 

과하는 경우 과 부 근처에 착생된 1-2번과  과정부 근

처의 6-7번과를 우선 으로 과하고 3-5번과를 남겨 과실

을 비 시키는 것이 과형의 안정화  상품성이 큰 형

과 과실 생산을 해 유리하다고 단된다. 특히 ‘신고’의 

경우 수요의 폭이 넓으므로 수확 즉시 추석 출하용으로 

매되는 물량 이외에 장기 온 장기간을 거쳐 익년 2월

의 설과 한식의 제수용으로 매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온 장 이후의 품질에 큰 향을 미치는 생리장해의 발생 

특성을 조사한 결과를 보더라도 3-4번 착과 과실을 남겨 

두고 과하는 것이 배 품질요인의 악화를 방지하는데 유

리하다고 단된다. 

IV. 결 론

  ‘신고’ 배의 고품질 생산 기 기술을 제공하기 하여 

개화기에 화총내 착과 치별로 과실을 과한 후 착과 

치에 따른 과실 품질을 비교하고 4개월 온 장 기간 동

안의 품질변화  생리장해 발생을 비교하 다. 수확된 과

실의 과총내 착과 치에 따른 평균과 은 과 부로부터 4

번째에 착과된 과실이 707.3g으로 가장 높았고 착과 치

가 상승하여 과 부로부터 멀어질수록 다소 낮아지는 경

향을 보 다. 과 의 분포를 분석한 결과, 과 부로 부터 

3-5번째에 착과된 과실이 500-899g의 과 생산비율이 

높았다. 과실의 종경  횡경의 차이는 4-5번 착과 과실이 

가장 작게 나타나 정형과 생산에 유리하 다. 4개월의 

Numbers in

fruit cluster

Physiological disorders

Core breakdown Pithiness

Occurrence (%) Severity (Index) Occurrence (%) Severity (Index)

1st 65.0±10.9z 1.0±0.2 90.0±6.9 1.8±0.2

2nd 65.0±10.9 1.2±0.3 90.0±6.9 1.9±0.2

3rd 40.0±11.2 0.8±0.2 80.0±9.2 1.6±0.3

4th 40.0±11.2 0.9±0.3 85.0±8.2 1.9±0.2

5th 30.0±10.5 0.6±0.2 95.0±5.0 2.1±0.2

6th 65.0±10.9 1.2±0.3 95.0±5.0 2.3±0.2

7th 60.0±11.2 1.1±0.2 95.0±5.0 2.1±0.2

Table 3. Comparison of incidence of physiological disorders after 4 months of cold storage among the fruits set on various 

positions in fruit cluster of ‘Niitaka’ pears.

  zMean of 20 fruits with standard error. 

온 장 후 생리장해 발생을 조사한 결과, 과심갈변  바

람들이의 발생은 3-4번 착과 과실이 가장 낮게 나타나 장

기 장에 유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농 진흥청 특화작목산학연 력단 과제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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