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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 사과 과실의 형태 결정 요인 간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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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ctors affecting fruit conformation of ‘Fuji’ apples (Malus domestica Borkh.) were investigated through 
correlation study of fruit weight, seed numbers, and seed weight in relation to fruit conformation indices. Apples were 
harvested from two orchards in ‘Andong’ and ‘Youngyang’ areas at commercial maturity and grouped by fruit weight. 
Average number of seeds and seed weight were 8.9 and 0.64 g in ‘Andong’ orchard, while 6.3 and 0.47 g in ‘Young-
yang’ orchard, respectively. When pooled data from the both orchards were analyzed, correlation of fruit weight with 
seed weight was significantly positive, whereas that with seed number was not significant. Fruit shape index determined
by length/diameter ratio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fruit weight, while relationship of the shape index with seed 
number or with seed weight was not significant. Asymmetry index tended to be low in apples from the ‘Andong’
orchard in which higher seed numbers and seed weight were observed. The asymmetry index showed highly negative 
correlations with seed numbers and with seed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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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과실의 품질요인  하나인 외 은 크기, 형상, 색택에 따라 결정

되며 그  과실의 크기와 형상은 사과의 상품성을 결정짓는 주요

한 요소로 여러 가지 요인의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

과의 등  규격에서도 품종 고유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상품성을 

인정받고 있으며(국립 농산물 품질 리원, 1996), ‘Delicious’ 품종 

등에 있어서는 독특한 형상이 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의 경

우에는 이미 오래 에 다양한 사과 품종에 따라 그 형상에 여하

는 요인에 해 연구가 되었으나 국내 ‘후지’ 사과의 형태  특성에 

한 연구는 극히 제한 이다.
과실의 모양은 주로 과실의 도면 지름(diameter)에 한 종단 

길이(length)의 비(L/D)에 의한 과형지수로 나타내며 과형지수가 

1.0보다 커지면 길쭉하고 작아지면 편원형으로 보이게 된다. 과형

지수는 기후조건(Westwood와 Burkhart, 1968), 수 량(Noe와 

Eccher, 1996), 화총 내 치(Westwood와 Blaney, 1963)  생장

조 물질 처리(Greene 등, 1982)에 의해 달라진다. 한편 ‘Deli-
cious’의 경우에는 생장조 제 처리를 통해 꽃자리 부  생장을 

진시켜 품종 고유의 형상을 돋보이게 하기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Unrath, 1974). 이와는 조 으로 ‘후지’ 사과는 과형지수에 의한 

체 인 형상보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칭성(symmetry)에 기

한 기형과(misshapeness 는 asymmetry)의 발생이 크게 문제

되고 있어서 과형을 개선하기 한 인공수분이나 호르몬 처리 등

(박 등, 1998; 변 등, 1999)에 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는 ‘후지’ 사과에 있어서 과실 크기, 과형 지수, 기형 지수 

등 외형  품질요인과 종자형성과의 상 을 조사하여 품종 고유의 

정형과 생산을 한 참고자료를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재료  방법

개화기에 머리뿔가 벌을 방사한 안동 지역 사과원과 별도로 매

개곤충을 방사하지 않은 양 지역 사과원을 선정하여 11월 5일에 

과실을 수확한 후 과실형태에 련된 여러 가지 특성을 조사하 다. 
과수원별 과  분포는 정상 인 생장과 착과를 보인 후지/MM106 
성목 3주에서 무작 로 300과를 취하여 조사하 다. 과실은 과 에 

따라 200 250g, 250 300g, 300 350g, 350 400g, 400 45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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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chard Seed number Seed fresh wt (g) Shape indexz Asymmetry indexy % misshapen fruitsx

Andong 8.9 0.64 0.88 10.2 58
Youngyang 6.3 0.47 0.88 13.7 78
P＞|T|w 0.0001 0.0001 0.85  0.0001 -

zThe ratio of fruit length to fruit diameter (L/D ratio).
y(rmax-rmin)/rmax×100.
x% fruits showing asymmetry index over 10.0.
wStatistical significance by t test.

Table 1. Differences in conformation parameters in ‘Fuji’ apples harvested from two orchards located in ‘Andong’ and ‘Young-
yang’ areas.

Fruit weight 
(g)

Seed number Seed fresh wt. (g)
Orchard

Andong Youngyang Pooled
Orchard

Andong Youngyang Pooled
200 250 8.0 bz 6.9 ab 7.46 ab 0.56 c 0.47 b 0.51 b
250 300 9.5 a 5.2 b 7.33 ab 0.73 a 0.40 b 0.56 b
300 350 8.3 ab 5.3 b 7.04 b 0.65 ab 0.37 b 0.51 b
350 400 8.6 ab 6.5 ab 7.54 ab 0.61 bc 0.48 b 0.54 b
400 450 9.5 a 7.8 a 8.67 a 0.71 a 0.64 a 0.68 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Table 2. Seed number and seed weight by fruit weight in ‘Fuji’ apples harvested from two different orchards located in ‘Andong’
and ‘Youngyang’ area.

의 5개 범주로 분류한 후 각 범주 내 12개의 사과를 골라 과수원별 

60개의 사과에 해 형태와 련된 인자들을 조사하 다. 형태 련 

인자로는 과 , 종자 수, 종자 량을 조사하고 그들 인자에 한 과

경, 과고, 과형지수, 기형지수 등 외형  품질요인의 상 계를 분

석하 다. 과형지수는 과실의 과고와 과경의 최 치를 측정하여 ‘과
고/과경(L/D) 비율’로, 기형지수(asymmetry index)는 과실 도부

를 횡으로 단하여 ‘(최 반지름－최소반지름)/최 반지름×100’의 

식에 따라 산출하 다(Brault와 Oliveria, 1995). 이들 지수와 과실 

모양의 계는, 과형지수의 경우 1.0에 가까울수록 원형을 의미하고 

기형지수는 0.0일 때 칭형의 정형과인 반면, 그 수치가 커지면 비

칭성이 큰 기형과임을 뜻한다.
과수원 간 과실 특성의 분산분석과 과형 요인 간 상 분석은 

SAS 로그램(SAS Inst., Inc., 1990)을 이용하 으며 상 분석은 

두 과수원 조사자료의 통합 분석을 수행하 다.

결과  고찰

과실의 량별 분포는 안동과수원의 경우 250 300g 과실이 최

빈도를 보 고 양과수원은 300 350g 과실이 최 빈도를 보

이는 차이는 있었으나(자료 미제시) 두 과수원의 과실 모두 과 

방향으로 다소 편재되는 양상을 보 다. 머리뿔가 벌을 방사한 안

동과수원의 과실이 매개곤충을 방사하지 않은 양과수원의 과실

보다 작은 경향을 보인 이유는 착과수를 조 하여 간 크기 과실 

주의 생산 리를 하 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매개곤충 방사는 종

자형성에 향을 미쳐 과실당 평균 종자수와 무게는 안동과수원의 

경우 각각 8.9개, 0.64g이었고 양 과수원은 6.3개, 0.47g으로서 

고도로 유의한 차이를 보 다(Table 1). 
과형지수는 과수원 간 유의성이 없이 0.88을 보여 수분 매개 곤

충 방사에 의한 종자 수 증가가 과형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기형지수는 양과수원의 사과가 13.7, 
종자 수가 많았던 안동 과수원 사과가 10.2로 종자가 많은 과실이 

기형지수가 낮은 경향을 보여, 인공수분에 의해 종자 수가 증가하

면 정상과율이 높다는 기존의 연구결과(Brault와 Oliveria, 1995; 
박 등, 1998)와 같은 경향을 보 다. Brault와 Oliveria(1995)는 기

형지수가 10 이상이면 ‘McIntosh’ 사과의 경우 상품성이 떨어진다

고 하 는데 국내 ‘후지’ 사과에 이러한 기 을 용할 경우, 안동 

사과는 조사 과실의 58%, 양 사과는 78%가 기형과의 범주에 속

하 다. 그러나 품종이 다른 과실에 같은 선별기 을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단되므로 후지 사과 과실의 기형과에 한 

기 이 별도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실의 량별 종자 수를 보면 400g 이상의 큰 과실은 종자의 

수가 많은 경향을 보 지만 400g 이하의 과실에서는 일 된 경향

이 없었다(Table 2). 이에 비해, 종자 량은 300g 이상의 과실에

서 비교  일 성 있는 변화 양상을 보 다. 과형지수는 큰 과실에

서 높은 경향이었으며 기형지수는 안동과수원의 경우 큰 과실이 기

형지수가 낮은 경향을 보인 반면 양 과수원은 일정한 경향이 나

타나지 않았다(Table 3). 이러한 과수원간 차이는 수정이 정상 으

로 이루어지고 종자가 충분히 발육함으로써 과실 비 가 이루어지

는 경우와 종자 형성 외에 다른 재배 기술에 의해 과실 비 를 

진시키는 경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과수원의 조사자료를 통합하여 과실 형태 요인 간 상 계를 

분석한 결과, 과 과 종자 수 간 상 계는 유의성이 없었던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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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it weight 
(g)

Shape indexz Asymmetry indexy

Orchard
Andong Youngyang Pooled

Orchard
Andong Youngyang Pooled

200 250 0.83 bx 0.87 ab 0.85 b 11.7 13.6 12.6
250 300 0.89 a 0.86 b 0.87 ab 10.6 12.7 11.6
300 350 0.89 a 0.89 ab 0.90 a  9.5 13.8 11.6
350 400 0.90 a 0.90 a 0.90 a 10.4 13.7 12.0
400 450 0.91 a 0.89 ab 0.90 a  8.9 14.8 11.9

zThe ratio of fruit length to fruit diameter (L/D ratio).
y(rmax-rmin)/rmax×100.
x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Table 3. Fruit shape parameters by fruit weight in ‘Fuji’ apples harvested from two different orchards located in ‘Andong’ and
‘Youngyang’ area.

Parameters Seed number Seed weight Fruit weight
Fruit weight  0.13 NS  0.21 * -
Shape indexz  0.03 NS  0.08 NS  0.37 **
Asymmetry indexy -0.27 ** -0.29 ** -0.01 NS

zThe ratio of fruit length to fruit diameter (L/D ratio).
y(rmax-rmin)/rmax×100.
NS, *, **Nonsignificant, significant at P≤0.05, or at P≤0.01, respectively.

Table 4. Pooled data analysis of correlation among conformation parameters in ‘Fuji’ apple fruit harvested from two orchards 
located in ‘Andong’ and ‘Youngyang’ area.

과 과 종자 량간에는 유의 인 상 계가 있었다(Table 4). 이
러한 연구 결과는, 과 은 종자 수나 종자 량과 비례 계가 있다

는 기존의 보고(박 등, 1998)와는 다소 다른 경향으로써, 단순한 

종자의 수보다는 충실한 종자 형성이 더욱 요한 요인임을 보여주

고 있다. 따라서 매개곤충을 이용한 수분율 증 와 종자 수 증가에 

따른 효과는, 수분율이 아주 조한 환경이 아니라면, 과실의 양

인 비 보다는 비 칭과 방지(박 등, 1998)  칼슘 함량 증가

(Brookfield 등, 1996)에 의한 장력 증진 등을 목 으로 이루어

지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과형지수는 종자의 수나 량과 유의 인 상 계가 없었으나 

기형지수는 종자 수  종자 량과 고도로 유의성이 있는 부의 상

계를 보임으로써 Table 1에 제시된 과수원 간 기형지수나 기

형과율 차이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McIntosh’ 사과의 경우에는, 
단순한 종자의 수보다는 수정이 되고 정상 으로 발육한 종자의 수

가 많으면 기형과 발생이 감소한다고 함으로써(Brault와 Oliveria, 
1995) 체 종자 수보다는 배와 배유의 발육이 제 로 이루어진 

종자의 수를 반 하는 종자 량을 조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
본 실험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후지’ 사과 과실의 과형지수는 종

자의 수나 량의 향을 크게 받지 않는 반면 기형지수는 충실한 

종자 수 혹은 종자 무게와 상 계가 있는 것으로 단된다. 기형

지수가 낮은 고품질 ‘후지’ 사과 생산을 해서는 충실하게 발육된 

종자 수를 증가시키는 재배 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록

경북 안동과 양 지역 과수원에서 숙기에 수확한 ‘후지’ 사과 

과실을 량별로 분류한 후, 과 , 종자 수, 종자 량과의 계를 

분석하고 이들 요인과 과형지수  기형지수와의 상 계를 조사

하 다. 과실당 평균 종자수와 무게는 안동과수원의 경우 8.9개, 종
자 량 0.64g이었고 양 과수원은 6.3개, 0.47g이었다. 두 과수

원의 조사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 과 은 종자 량과 정의 

상 계가 있었던 반면 종자의 수와는 상 계가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과형지수는 종자 수나 종자 량과 미미한 상 계를 

보 으나 과 과 정의 상 계를 보 다. 과실의 기형지수는 종자 

수가 많고 종자 량이 큰 안동과수원 과실에서 낮은 경향을 보

으며 종자의 수 는 종자 량과 고도로 유의한 부의 상 계를 

보 다. 

추가 주요어：기형지수, 과 , 기형과, 종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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