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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 ‘장호원황도’ 과실의 부위별 유리당 함량 및 관련 효소활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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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ree sugar content and related enzymes of four different parts, inner, outer, stylar end and 
stem end, of ‘Changhowon Hwangdo’ peach (Prunus persica, L. Batsch) fruit were compared from August 
to September in 2006, i.e., from 120 to 150 days after full bloom (DAFB). The soluble solids content (SSC) 
of stylar end was the highest among the four fruit parts at 150 DAFB. Changes of free sugar content were 
similar to that of SSC in the four parts. The starch content at the stylar end was the highest at 120 DAFB, 
while all the other parts showed low starch contents at 150 DAFB. The free sugar composition of peach 
changed during fruit development. The sucrose was low at 120 DAFB and increased gradually in all parts 
of peach fruit. On the contrary glucose, fructose and sorbitol decreased with fruit development. The free sugar 
contents and related enzymes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during fruit development. The rapid increase of sucrose 
contents during fruit development was more affected by sucrose synthase than sucrose phosphate synthase. 
Activity of SS in the four fruit parts increased continuously over the fruit development period, but activity 
of acid invertase showed a downward trend. This study found that the free sugar content was affected by 
enzyme activity for the synthesis or the cleavage. However, it was very difficult to explain sugar accumulation 
of peach segments with related-enzy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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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과실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는 외적인 특징과 내적인 특

징이 있다. 외적인 특징은 크기, 색깔(과피 미려도), 모양 등

과 같은 육안으로 평가할 수 있는 품질 요인을 말하고 내적

인 특징은 맛, 향기, 육질감 등과 같은 관능적 평가에 의한 

품질을 말한다. 복숭아도 다른 과종들과 마찬가지로 내･외
적 특징을 종합해서 과실 품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하

고 있으며, 특히 맛은 단맛, 신맛, 저작감 등에 좌우된다. 과
실의 섭취부위에 따른 맛의 실질적인 차이는 과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당 성분에 연유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과

실 부위별 유리당 조성과 관련 효소활성의 변화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과실의 당 대사 연구는 사과(Kweon 등, 2005; Song 등, 
2003; Yamaguchi 등, 1996; Yamaki와 Ishikawa, 1986), 배
(Chen 등, 2007; Itai와 Tanahashi, 2008; Yamaki와 Moriguchi, 
1989), 복숭아(Bianco와 Rieger, 2002; Kim과 Park, 2007; 
Kwon 등 2008), 감귤류(Barry 등, 2004; Brandon과 Etxeberria, 
2001; Lowell 등, 1989; Song 등, 1998), 딸기(Moing 등, 
2001) 등에서 많은 연구가 있었다. 특히 사과의 경우, 수확

시기별 품종에 대한 생육단계 및 부위별 당 조성 그리고 관련 

효소활성의 변화에 대한 자세한 연구(Song, 1999)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반면, 복숭아의 경우는 ‘유명’ 품종의 생육단계별 과실 특

성 변화(Cho, 2000)와 성숙기 당 조성 분석(Yoon 등, 2002) 
그리고 일부 품종의 당 대사 관련 효소활성의 변화(Hubbard 
등, 1991; Moriguchi 등, 1990; Vizzotto 등, 1996) 등의 연구

가 있을 뿐이다. 또한 부위별 복숭아 과실의 당도는 경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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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agrammatic presentation for sampling sections of 
‘Changhowon Hwangdo’ peach fruit.

생육단계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Horton, 1992) 하였지만 복

숭아 과실의 부위별 유리당과 당 관련 효소 및 과실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어 부위에 따른 당 대사관

련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복숭

아 ‘장호원황도’ 과실의 생육단계에 따른 당 대사 특성 변화

를 살펴보고 과실의 부위별 당 조성 및 당 대사 관련 효소 

활성의 변화를 조사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고자 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시험에 사용된 재료는 수원 원예특작과학원의 핵과류 

재배 시험포장에 재식되어 있는 ‘장호원황도’ 5년생이었으

며 시료채취는 2006년 8월에서 9월에 이루어졌다. 부위별 

절단이 가능한 크기로 자란 시료를 얻기 위하여 만개 후 120
일부터 수확기인 만개 후 150일까지 10일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시료를 채취하였다. 시료는 오전 9시에서 11시경에 채

취하였으며, 시험수의 수관 외부 1.5m 높이에서 20개를 취

하여 평균크기 15개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 채취 및 보관

채취한 과실을 과경부(stem end), 과정부(stylar end), 과
피부(outer), 핵주위(inner) 4개 부위로 나누어 분할하였다

(Fig. 1). 절단과정에서 부가되는 효소반응을 최대한 지연시

키기 위하여, 과실을 0.5×0.5×0.5cm 크기로 자른 즉시 액체 

질소로 동결하였고 -80℃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유

리당 함량과 효소활성을 분석하였다. 

당･산도 분석

과실의 과육을 각 부위별로 절단하여 분쇄한 후, 20×20cm 

크기의 거즈(0.1×0.1cm 구멍크기)에 여과하여 당도계(Refracto-
meter PR-100, Atago, Japan)로 당도를 측정하였다. 적정산

도는 착즙액 10mL을 취하여 자동 산도측정기(TitroLine Easy, 
Schott, U.S.A.)를 이용하여 malic acid로 환산하여 표시하

였으며 3회 반복측정 하였다.

유리당(자당, 과당, 포도당 및 솔비톨) 분석

복숭아 과실의 주요 유리당으로 알려진 자당, 과당, 포도

당 및 솔비톨을 분석하기 위하여(Genard와 Souty, 1996) 시
료 5g에 10mL 증류수를 넣고 균질기(Ultra-Turrax T-25, 
IKA-Labortechnik, Germany)로 균질화한 후 증류수를 가해 

최종 용량을 20mL로 맞추어 4℃, 16,000×g에서 30분간 원

심 분리한 후 상징액을 Sep-Pak C18 cartridge(WAT023501, 
Waters, U.S.A.)와 0.45μm syringe filter(PVDF, Whatman, 
Japan)로 여과, 정제하였다. HPLC(Model 9300, Younglin, Korea) 
분석에 이용된 칼럼은 Sugar-pak(6.5×300mm, Alltech. U.S.A.)
이었고, 이동상은 HPLC용 증류수로 이동속도는 0.5mL･min-1

였으며 검출기는 굴절률검출기(Triathlon M730D, Younglin, 
Korea)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총 유리당은 복숭아의 주

요 4가지 유리당(자당, 과당, 포도당 및 솔비톨) 함량의 총 

합을 나타낸 것이며, 그 외 유리당 함량은 당 조성에서 극히 

미량을 차지하여 그 함량을 무시하였다.

전분 분석

과육 부위별 전분함량은 total starch assays kit(K-TSTA, 
Megazyme, Ireland)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먼저 시료를 동결 

건조하여 분쇄한 시료 분말 100mg을 10mL EtOH(80% v/v)
로 유리당을 용출시켜 제거한 다음 thermostable α-amylase 
(300U, 50mM MOPS buffer, pH 7.0)을 3mL 가한 후 100℃
에서 6분간 반응시켰다. 다시 sodium acetate buffer(4mL, 
200mM, pH 4.5)와 amyloglucosidase(0.1mL, 20U)를 첨가하

여 50℃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3000rpm에서 20분간 원심분

리 후 상징액 200μL를 시험관에 옮겨 glucose determination 
reagent(glucose oxidase 12,000UL-1, peroxidase 650U･L-1, 
4-aminoantipyrine 0.4mM) 3mL를 가한 후 50℃에서 20분
간 반응시킨 후 51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glucose를 

표준물질로 대조시켜 전분의 농도를 환산하였다.

당관련 효소 분석

Sucrose synthase(SS)와 sucrose phosphate synthase(SPS)
의 추출은 과실 5g을 0.2M K-phosphate buffer(pH 7.8) 10mL
에 10mM K-ascorbate, 5mM MgCl2, 1mM dithiothreitol(DTT), 
10% polyvinylpyrrolidine(PVPP)를 첨가하여 마쇄하였다.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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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asonal changes of soluble solids content and total free sugar contents in stem end (a), stylar end (b), outer (c), inner 
(d) parts of ‘Changhowon Hwangdo’ peach fruit during development.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쇄 후 11,000×g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한 상징액 2.5mL를 

10mM Tri-HCl buffer(pH 7.2), 1mM DTT로 평형화한 

sephadex G-25 column(PD-10 columns, Amersham Biosciences, 
Sweden)에 통과시킨 후, 다시 3.5mL의 buffer를 가하여 컬럼 

통과액을 받아 조효소액으로 이용하였다. Acid invertase(AI)
와 sorbitol oxidase(SOX) 추출도 SS추출과 동일한 방법으

로 과실 5g을 0.1M K-phosphate buffer(pH 7.0) 10mL에 

10mM K-ascorbate, 1mM DTT, 10% PVPP를 첨가하여 마쇄

했으며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효소 액을 얻었다(Moriguchi 
등, 1991).

SS는 50mM Hepes-KOH(pH 8.5) 230μL, 100mM MgCl2 
38μL, 100mM fructose 112μL, 10mM uridine diphosphoglucose 
(UDPG) 150μL, 조효소액 370μL의 혼합용액을 30℃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0.4N NaOH 300μL로 반응을 정지시켰

다. 그 외 다른 효소들의 부 반응을 억제하고 반응에 참여하

지 않은 과당을 파괴하기 위하여 100℃에서 20분간 반응액

을 가열한 후 11,000 × g에서 원심 분리한 상징액 300μL에 

75% H2SO4에 녹인 0.02% anthrone 3mL를 가하였다. 40℃
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6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PS는 50mM Hepes-KOH(pH 7.5) 230μL, 30mM NaF 38μL, 
100mM fructose-6-phosphate 112μL, 10mM uridine diphos-
phoglucose(UDPG) 150μL, 조효소액 370μL의 혼합 용액을 

SS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시켜 분석하였다. SS와 SPS
의 효소활성은 각 효소 1μg이 1분당 생산하는 sucrose의 양을 

μmole단위로 나타내었다. AI는 250mM sodium acetate-HCl 

buffer(pH 5.0) 300μL, 500mM sucrose 300μL, 조효소액 

400μL의 혼합액을 30℃에서 30분간 반응시켰으며 100℃
에서 10분간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후 11,000×g에서 원심 

분리하여 상징액 400μL에 glucose oxidase mixture 2mL를 

가한 후 30℃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6N HCl로 반응정

지 시킨 후 45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X는 250mM 
sodium acetate-HCl buffer(pH 4.0) 300μL, 500mM sorbitol 
300μL, 조효소액 400μL의 반응액 1,000μL를 AI분석과 동

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Moriguchi 등, 1991). 효소활성 

측정의 모든 공시험은 조효소액 대신 증류수를 이용하였으

며 AI와 SOX의 효소활성은 각 효소 1μg이 1분당 생산하는 

glucose의 양을 μmole단위로 나타내었다. 또한 효소활성 계

산은 각 효소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sucrose와 glucose를 정

량 분석한 후 일정 반응시간 동안 일정량의 효소가 생성하는 

생성물의 양으로 나타냈다. 조효소액의 총 단백질 함량은 

Bio-Rad protein assay(Bio-Rad, U.S.A.)을 이용하여 Bradford 
(1976)의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3회 반복측정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당도와 총 유리당의 변화 

복숭아 생육과정 중 품종별 유리당 조성과 과실의 특성연

구(Kim과 Park, 2007)에서 ‘장호원황도’는 ‘가납암백도’, 
‘유명’과 함께 당도와 총 유리당 함량의 높은 상관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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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asonal changes of starch content in stem end, stylar 
end, outer and inner parts of ‘Changhowon Hwangdo’ peach 
fruit during development.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으로써 수확기 과실의 품질평가에 당도뿐 아니라 총 유리당 

함량도 중요한 평가항목이 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 외 멜론 

과실의 당 특성 및 감미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형질의 경로

계수 분석에서도 당도와 총 유리당 함량은 r=0.84의 높은 

상관을 보여(Lee와 Kim, 2003), 복숭아의 각 부위별 당도의 

변화를 총 유리당 함량과 함께 살펴 부위별 조사에서도 동

일한 경향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Fig. 2). 
시기별 당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당도는 수확기에 가

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과실의 성장에 따른 과육내의 유

리당의 축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핵부위를 제외한 과

경부, 과정부와 과피부에서 당도와 총 유리당 함량의 변화

는 매우 유사했다. Kim과 Park(2007)의 연구에서 ‘장호원황

도’의 당도는 총 유리당 함량과 r=0.77의 상관을 보인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당도와 총 유리당 함량의 변화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같은 시기의 각 부위별 당도 차이를 보면 만개 140일 이

후 과정부가 과경부 보다 당도가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오

렌지(Song, 1998) 과실에서 과경부보다는 과정부에서 총 유

리당 함량 및 당 대사관련 효소(SS, SPS)의 활성이 높고, 두 

부위의 이러한 차이는 수확기에 가까워질수록 더 크게 나타난

다고 보고한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 외 복숭아 과실의 부

위에 따라서 경도와 당도에 차이를 나타낸다는 보고(Horton, 
1992)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부위마다 고유한 유리당 조성을 

갖는다. 한편, 이런 당 조성의 차이는 당 대사 관련 효소 활

성의 차이에 의하여 연유된 것으로 예상된다. 
  

전분과 유리당 조성의 변화 

과실 전분함량의 생육단계별 변화(Fig. 3)는 만개 후 120
일에서 수확기까지 모든 부위에서 동일하게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냈으며, Fig. 2에 나타낸 총 유리당 함량의 변화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이유는 잎에서 광합성에 의

해 생성된 trios phosphate가 솔비톨의 형태로 과실내로 전

류되어 과실의 생육초기에는 전분의 형태로 저장되지만 점

차 과실이 성숙되면서 과실내의 에너지원 혹은 다른 단당류

의 형태로 전환되기 때문이다(Yamaki, 1995). 
조사시기에 따른 각 부위별 총 전분함량의 차이를 살펴보

면, 전분함량의 가장 큰 감소는 과정부에서 이루어졌으며 

과경부나 핵주위는 과정부와 비교하여 완만한 감소를 보였

다. 조사초기(만개 후 120일) 과정부의 전분함량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과피부(91.2%) 핵주위(67.4%), 과경부(59.3%)로 

각 부위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나, 수확기(만개 후 150 일)에
는 각 부위별 차이가 작았다. 사과(Ohmiya와 Kakiuchi, 1990)
에서도 이러한 부위별 전분함량의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과피부에서 높은 전분함량을 보였다. 
각 부위별 유리당 조성을 복숭아 과실 생육 단계별로 살

펴보았다(Fig. 4). 만개 후120일과 만개 후 150일의 시기별 

유리당 조성을 비교하면 만개 후 120일에는 자당＞포도

당＞과당＞솔비톨의 조성을 나타냈으나 만개 후 150일에 

자당≫과당＞포도당＞솔비톨의 조성을 나타냈다. 만개 후 

150일의 자당은 유리당 조성의 60% 이상을 차지하여 수확

기의 당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유리당으로 생각되며, Kim
과 Park(2007) 또한 수확기 복숭아 과실의 당도와 자당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고한 바 있다. 부위별 유리당 조성의 변

화를 살펴보면 자당의 경우 과경부와 과정부는 만개 후 140
일까지 완만한 변화를 보였으나 140일에서 150일 사이 급

격한 변화를 나타냈다. 그러나 과피부나 핵주위의 자당조성

은 130일부터 증가함을 보여 과경부나 과정부와 비교했을 

때 자당의 당조성이 10일정도 빨리 증가하기 시작했다.

유리당과 당 대사 관련 효소활성의 변화 

수확기 복숭아의 유리당 조성 중 가장 주요한 자당의 생

성과 분해에 관련된 4가지 효소 변화를 생육 단계별로 살펴

보았으며 각 부위별로 비교하여 나타냈다(Fig. 5). 먼저 각 

부위별 SS와 SPS 효소활성의 변화를 Fig. 4의 당조성과 함

께 살펴보면, 복숭아 과실의 자당축적을 이루는 주요한 효

소는 SS로 생각되며 모든 부위에서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과피부와 핵주위의 SPS는 자당의 축적과는 

다르게 만개 후 150일에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이 부

위에서 자당 축적은 주로 SS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각 부위별 효소활성의 절대치 비교에서 효소활

성이 더 높게 나타난 부위에서 반드시 높은 유리당 함량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효소활성과 자당 함량의 변화는 모든 부

위에서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오렌지의 당 함량과 SS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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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asonal changes of free sugar composition in stem end, stylar end, outer and inner parts of ‘Changhowon Hwangdo’
peach fruit during development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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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asonal changes of activities of SS, SPS, AI and SOX on different parts of ‘Changhowon Hwangdo’ peach fruit during 
development. Vertical bars represent SE (n=3).   

성 및 당도를 살펴본 연구(Song과 Ko, 1997)에서도 총 유리

당 함량과 당도는 정의 상관을 보임으로써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보였고, SS활성과 자당 함량 변화가 상관을 보이

지 않음으로 효소활성의 변화가 반드시 당 함량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시사했다. 
자당의 분해에 관여하는 AI는 모든 부위에서 자당축적과 

부의 상관을 나타냈으며, 만개 후 150일의 AI활성이 핵주위 

0.031, 과경부 0.029, 과정부 0.021로 이와 비교하여 상대적

으로 약간 낮은 0.015의 활성을 나타낸 과피부에서 자당의 

함량이 높았다. 핵주위는 다른 부위와 비교하여 비교적 높

은 AI활성과 함께 낮은 자당 함량을 나타냄으로써 복숭아 

자당의 함량은 SS와 함께 AI의 활성도 높은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과실 부위 및 생육기별 비교에서 

과실 내에 축적되는 유리당 함량이 관련 효소활성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어서 유리당 함량과 효소활성

의 차이를 이 두 가지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품종 

및 부위에 따라서 생성되는 효소는 같지만 각각 고유한 효소

특성을 갖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Moriguchi 등(1992)은 

두 개의 배 품종에 대한 유리당 관련 효소활성의 변화를 살

펴본 연구에서, 유리당 함량과 관련한 효소활성이 각 품종별

로 정비례하지 않음을 보고했으며, 이러한 예는 여러 연구

(Lowell 등, 1989; Obiadalla-Ali 등, 2004; Zhou와 Pa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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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이것은 품종에 따른 고유한 당 

대사체계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AI활성이 높았던 시기와 부위에 따라서 높은 포도당과 과

당 함량을 나타낸 경향을 볼 수 있었으나(Fig. 4) 활성의 크

기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변화하지는 않았다. 이것은 AI에 의

하여 자당으로부터 포도당과 과당이 생성되지만 생성된 포

도당과 과당이 SS에 의해 다시 자당으로 전환되는 끊임없는 

당 대사의 순환 속에서 특정시기에 어떤 한가지 효소와 생성

물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 복숭아

에 함유된 주요 당 알코올인 솔비톨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

는 SOX의 활성과 이 효소의 생성물인 포도당 조성과 함께 

살펴보았다(Figs. 4, 5). 각 부위별 SOX활성이 매우 높게 나

타났던 시기와 포도당 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난 시기가 정확

하게 일치하지 않았으나 수확기에 가까워지면서 SOX의 활

성감소와 포도당 함량의 감소가 함께 나타났고 각 부위별로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육단계와 부위별 변화를 통하여 복숭아

의 당도, 유리당 함량 및 관련 효소활성의 관계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모든 당 대사관련 효소나 유리당 함량의 변화양

식은 부위별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만개 후 150일의 총 유리

당 함량은 과실 부위별로 차이를 나타냈으나 유리당 조성의 

차이는 거의 없었고, 각 유리당 함량과 효소활성의 상관은 

Kim과 Park(2007)의 연구에서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 

외 귤의 부위별 당 관련 효소와 당 함량을 시기별로 살펴 

본 Lowell 등(1989)의 연구에서 수확기 자당 축적이 급격하

게 증가한 반면 SS활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당 

축적을 관련 효소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으며, Yelle 등

(1988)의 연구에서도 토마토 L. chmielewskii의 수확기에 발

생한 급격한 자당 축적을 설명하기 힘들었다. 따라서 품종

이나 과실 부위에 따라 당 대사에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과실 각 부위별 효소활성이나 유리당 함량

의 시기에 따른 변화는 모든 부위에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부위별로 축적되는 유리당 함량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는 좀 더 많은 당 대사 관련 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   록 

복숭아 과실 부위별 유리당 축적와 효소와의 관계를 살펴

보고자 2006년 8월에서 9월까지 ‘장호원황도’ 복숭아의 과경

부, 과정부, 과피부, 핵주위의 유리당 함량과 당 관련 효소활

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당도는 만개 후 150일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과정부에서 가장 높은 당도를 보였으며, 모

든 부위에서 총 유리당 함량은 당도 변화와 매우 유사하게 나

타났다. 비교적 전분의 함량이 높았던 만개 후 120일에 과정

부에서 높은 전분 함량을 보였으나 만개 후 150일에는 부위별

로 함량 차이가 작게 나타났다. 부위별 유리당 조성의 변화는 

시기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으며 자당 함량은 만개 후 150일까

지 점차 증가하였으나 솔비톨은 만개 후 130일 이후에 점차 

감소하였다. 만개 후 150일까지 모든 부위에서 자당은 증가하

고 반대로 포도당, 과당, 솔비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과실 발육 동안 자당 함량의 증가는 sucrose phosphate 
synthase(SPS) 활성보다는 sucrose synthase(SS)활성에 의하

여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SS효소활성은 만개 

후 120일에는 낮게 나타났으나 acid invertase(AI) 활성은 높

았으며, 만개 후 150일에는 반대의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유리당을 합성하거나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에 따라서 복숭아 

과실 생육시기별 축적되는 유리당 함량이 영향을 받았으나, 
과실의 각 부위에 따라서 모든 유리당 함량을 관련 효소활성

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추가 주요어 : 자당 분해효소, 당도, 자당 생성효소, 당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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