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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랭지 사계성 딸기 품종 특성 비교 및 ‘Charlotte’ 품종의 예냉 처리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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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eight everbearing strawberry 
cultivars and the effect of precooling treatment to maintain the quality during storage and shelf life of ‘Charlotte’. 
Several quality parameters including firmness, soluble solids content (SSC), color, soluble sugars, and organic 
acids were evaluated. For Successful marketing everbearing strawberries required more than 1 N of firmness 
and 6 oBrix of SSC, respectively. ‘Albion’, ‘Charlotte’, and ‘Goha’ cultivars were higher in fruit SSC and 
‘Charlotte’ cultivar was higher in fruit firmness among eight cultivars examined in this study. Fruit had more 
bright red color in ‘Charlotte’, ‘Flamingo’, ‘GW-4’, and ‘San Andreas’, which may reflect the consumer 
acceptanc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Charlotte’ strawberry after with/without room precooling treatment 
were evaluated during storage at 4oC, 10oC, and 25oC and additional 3 days at 25oC for shelf-life. Weight 
loss increased about 8% in the fruits stored at 25oC for 3 days, while in low temperature storage was about 
2% for 7 days showing precooling was more effect on during shelf life periods rather than storage periods. 
Decay was not found during storage at 4oC regardless of precooling treatment, but fungal growth was found 
in all the treatments after transferred to room temperature. Precooling treatment did not affect fruit color 
in shelf life period. For advanced marketing, everbearing strawberry should maintain in low temperature less 
than 4oC to sustain quality, but the room precooling showed less significant effect to maintain quality on 
‘Charlotte’ culti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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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강원도의 딸기는 여름철 고랭지 작형과 겨울부터 봄까지 

과일을 생산하는 평난지 작형이 모두 있어 연중생산이 가능

한 재배조건을 지니고 있다. 여름철 딸기의 주요 수출국인 

일본의 딸기 수요는 연중이며, 특히 여름과 가을에는 케이

크 등과 같은 가공용으로 일정량의 수요가 있다. 일본의 사

계성 딸기는 6월부터 11월에 걸쳐 수확 및 출하되는 딸기로, 
재배면적은 80ha 정도이고 수확량은 1,000톤 미만으로 연

간 4,000-5,000톤 정도를 미국 등의 해외로부터 수입에 의

존하고 있다(FAO, 2010). 국내산 사계성 딸기는 최대 수출

국인 미국산에 비해서 품질이 우수하여 일본시장으로 지속

적인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수입딸기의 공급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평가는 

높은 반면, 딸기의 신선도, 식미, 그리고 경도 등 품질에 문제

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계성 딸기는 품종은 

다양하나 현재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는 딸기는 ‘Flamenco’와 

‘Charlotte’ 품종으로, 수출국에 맞춰 국내에 재배되는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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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제한적이다(Lee et al., 2008). 
일본으로의 신선딸기 수출은 단기간에 운송이 가능하지

만 쉽게 연화되는 과실 특성상 품질 및 선도를 유지하고 저

장기간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수확후관리기술이 요구된다

(Eum and Lee, 2007; Wills and Kim, 1995). 딸기는 수확 

후 타 작물에 비해 호흡률이 높아 상온 20oC에 방치될 경우 

50-100 CO2 mL･kg-1･h-1의 호흡률이 발생되는데, 특히 여름

철 고온기에 수확되는 딸기는 호흡열을 급속히 저하시키는 

것이 과실 품질을 유지시키는 주요 수확후관리방법이다. 원
예산물의 품온을 급속히 저하시키는 방법으로 가장 대표적

인 전처리 기술은 예냉 처리로, 이를 통하여 작물의 온도를 

낮추면 호흡 등 대사작용 속도를 지연시키고 부패성 미생물

의 증식을 억제시켜 노화에 따른 생리적 변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Li and Kader, 1989; Martinez-Romero et al., 
2003; Nuneset al., 1995a, 1995b; Perez et al., 1998). 고랭

지 사계성 딸기의 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해 품종 다양화 및 

선도유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대두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계성 딸기의 8개 품종에 대해서 

품종별 특성 조사를 통해 생식 및장식의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를 하고, 품종 중에서 주요 수출품종인 ‘Charlotte’ 품종

의 저장 및 유통 중 고품질 유지를 위해 전처리 기술 중 예냉

처리를 실시하여 품질 변화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품종 선발을 위한 딸기 과실의 품질 비교

여름철 딸기 생산을 위해 고랭지에서 재배한 8종류 사계

성 딸기의 품종별 품질을 비교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사계

성 딸기는 상업적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고랭지 여름재배가 

가능한 품종들을 선택하여 강릉원주대학교 고랭지 농장이 

위치한 강릉시 왕산면의 해발 780m 이상 고랭지에서 2009
년부터 2011년까지 시설 재배되었으며, 공시품종은 ‘Albion’, 
‘Charlotte’, ‘Flamenco’, ‘Goha’, ‘GW-4’, ‘Monterey’, ‘Portola’, 
그리고 ‘San Andreas’ 등으로 8 종류를 이용하였다. 수확된 

사계성 딸기는 품질인자인 경도,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 색
도, 가용성 당, 유기산 함량을 통해서 생식용 및 장식용의 

이용목적에 따라 분류하였다. 

예냉 처리 실험

수확 후 전처리 기술인 통풍식 예냉 처리는 사계성 딸기 

‘Charlotte’ 품종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Charlotte’ 품종은 

2011년 8월부터 10월까지 고랭지 지역인 강원도 평창군 대

관령면에 위치한 농가로부터 60% 이상 착색이 진행된 물리

적·병리적 장해가 없는 시료를 공급받아 실험을 수행하였다. 
농가에서 수확된 딸기는 선별장에서 크기별로 분류되어 약 

310-360g씩 종이상자에 포장하였다. 박스 포장된 딸기는 강

릉원주대학교 연구실로 옮겨와 통풍식 예냉을 실시하였다. 
예냉 처리 전 과육의 온도는 외기와 비슷한 26oC를 나타내

었으며, 0oC의 저온고에서 예냉 처리 7/8 cooling time까지 

소요된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며 저장 온도별로 4oC
와 10oC의 저장을 위해서 각각 6.7oC와 12oC까지 과육 온도

를 떨어뜨린 후 저장을 실시하였다. 저온저장과 상온저장을 

4oC(90 ± 5% RH), 10oC(90 ± 5% RH), 그리고 25oC(50 ± 
5% RH)에서 각각 7일간 저장 후 25oC로 옮겨 유통기간 동

안 품질변화를 조사하였다. 

품질 평가

무게변화는 저장기간 동안 초기 무게에 대한 감량분을 백

분율로 나타내었으며, 가용성 고형물함량은 착즙한 후 굴절

당도계(PAL-1, Atago, Tokyo, Japan)로 측정하여 oBrix로 나

타내었다. 경도는 딸기 적도부위를 물성분석기(EZ Test/CE- 
500N,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120mm･min-1 
crosshead speed 조건에서 3mm probe로 측정하여 N(newton)
으로 표시하였다. 색도는 딸기 과피의 적도부위 2군데를 색

차계(CR-400, Minolta, Osaka, Japan)로 측정하여 CIE L*, 
Hue angle 및 Chroma 값으로 표기하였다. 곰팡이 발생률은 

저장 기간에 따라 총 과실에 대하여 곰팡이가 발생된 과실

의 개수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n = 30). 
가용성 당과 유기산 함량은 과육 4g을 90% 메탄올 40mL 

(5mM butylatedhydroxyl toluene)에 넣고 균질화하여 원심

분리 후 상징액을 0.45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다음 

LC-10AT HPLC(Shimadzu, Kyoto, Japan)와 YL 9100 HPLC 
(Younglin Instrument Co., Anyang, Korea)로 각각 분석하였

다. 가용성 당 분석의 경우 컬럼은 Rezex RCM-Monosaccharide 
(Phenomenex Co., Torrance, USA), 용매는 3차 증류수를 

이용하여 Refractive index detector에서 glucose, fructose, 
sucrose를 측정하였다. 유기산의 경우 컬럼은 Alltech IOA-1000 
(Grace -Alltech, Deerfield, USA), 용매는 5mN sulfuric aicd
를 이용하여 UV detector에서 citric acid와 malic acid를 측

정하였다.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AS system(SAS Institute Inc. 

Cary NC 27513,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던컨의 다중검정(DMRT)를 이용하여 p ≤ 0.05 
수준에서 각 처리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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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type                        Abnormal type

Fig. 1. Standard size for advanced marketing of everbearing ‘Charlotte’ strawberry grown on highland (780 m above sea level) 
during summer in Pyeongchang area in 2011. The alphabets indicate fruits numbers in a box for marketing (A, 36; B, 30; C, 
24).

A

   

B

Fig. 2. Firmness (A) and soluble solids content (B) in fruits of everbearing strawberries grown on highland (780 m above sea 
level) during summer in Pyeongchang area in 2011. The data presented the means ± SE (n = 20). The eight cultivars are 
‘Albion’, ‘Charlotte’, ‘Flamenco’, ‘Goha’, ‘Gangneung-Wonju 4’, ‘Monterey’, ‘Portola’, and ‘San Andreas’.

결과 및 고찰

고랭지 사계성 딸기 품종 비교

국내에 생산되는 사계성 딸기 중 ‘Charlotte’와 ‘Flamenco’ 
품종은 현재 고랭지 지역에서 수출용 작목으로 선호되는 품

종이다. 고랭지 사계성 딸기는 주로 일본 수출이 이루어지

는데 수출 시 표준규격을 Fig. 1에서 제시하고 있다. 한 상자

에 20과, 24과, 30과, 그리고 36과씩 포장이 이루어지는데 

한 상자의 무게는 310-360g 내외이다. 수입국의 딸기 내수

시장에서 선호하는 과실규격은 24과와 30과이며 표준규격 

포장 상자를 제외한 과실은 비상품과로 분류되어 국내시장

에 과일주스와 잼 원료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 
사계성 딸기의 과실무게는 10-15g으로 품종별로 다양하

였다. 품종별 경도는 8품종 모두 1N 이상의 값을 보이며 

‘Charlotte’는 1.5N 이상으로 가장 경도가 높고 ‘Flamenco’, 
‘Goha’, 그리고 ‘Portola’는 1.3N을 보이며 ‘Albion’, ‘GW-4’, 
‘Monterey’, 그리고 ‘San Andreas’ 품종이 1.2N 이하로 낮았

다(Fig. 2A).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Portola’와 ‘San Andreas’ 
품종을 제외한 6종류 품종 모두 6oBrix 이상의 값을 나타냈

으며 ‘Albion’, ‘Charlotte’, 그리고 ‘Goha’ 품종이 다른 품종

에 비해 유의적 차이를 보이며 높았다(Fig. 2B). 
딸기의 가용성 당은 fructose, glucose, 그리고 sucrose가 

검출되었는데 총 가용성 당 함량은 품종 간 비교에서 ‘Goha’, 
‘Monterey’, ‘Albion’ 순으로 높았다(Table 1). ‘Flamenco’ 
품종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Portola’와 ‘San Andreas’보
다 많았으나 가용성 당 함량이 8품종 중에서 가장 낮았다. 
이는 사계성 딸기 중 특히 ‘Flamenco’의 경우 가용성 고형

물의 대부분을 당이 차지하지 않고 유기산 등의 기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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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luble sugars and organic acids in fruits of everbearing strawberries grown on high land (780 m above sea level) in 
Pyeongchang area in 2011.

Cultivars
Soluble sugars (mg･g-1) Organic acids (mg･g-1)

Fructose Glucose Sucrose Total soluble sugars Citric acid Malic acid Total organic acid
Albion  9.4 az 38.6 a 7.6 a 55.6 0.8 a 0.3 b 1.1

Charlotte  9.0 a 39.5 a 3.6 b 52.1 0.4 b 0.1 b 0.5
Flamenco  4.4 b 24.0 b 3.3 b 31.7 0.6 ab 0.3 b 0.9
Goha 11.1 a 41.9 a 7.8 a 60.8 0.8 a 0.3 b 1.1
GW-4  7.2 ab 35.7 ab 4.5 ab 47.4 0.6 ab 0.3 b 0.9
Monterey 11.0 a 41.2 a 7.2 a 59.4 0.6 ab 0.4 a 1.0
Portola  7.3 ab 37.6 ab 3.3 b 48.2 0.5 ab 0.2 b 0.7

San Andreas  7.5 ab 36.2 ab 5.0 ab 48.7 0.5 ab 0.1 b 0.6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cultivar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Table 2. Comparison of surface color of everbearing strawberry 
fruit grown on high land (780 m above sea level) in 
Pyeongchang area in 2011.

Cultivars
Color index

L* Chroma Hue angle
Albion 34.0 dz 40.2 c 37.7 cde

Charlotte 44.3 a 48.5 ab 43.7 a
Flamenco 44.4 a 50.0 a 43.6 a
Goha 43.3 ab 50.5 a 39.3 bcd
GW-4 42.1 ab 49.2 a 41.7 ab
Monterey 35.8 cd 38.5 c 34.4 e
Portola 38.3 c 46.0 b 36.9 de

San Andreas 41.1 c 50.5 a 41.1 abc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cultivar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과 가용성 

당의 함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토마토

에서 성숙 중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많아도 가용성 당 함량

이 낮을 수 있다는 보고(Young et al., 1993)와 유사한 경우

로 생각된다. 또한 이러한 차이는 엽채류인 샐러드 양배추

를 이용한 이전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는데 가용성 고형물

의 함량이 다른 품종들과 비슷하게 2oBrix 이상으로 측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능검사에서는 가장 낮은 단맛을 보

였다(Eum et al., 2011). 이는 가용성 고형물의 햠량만으로 

당도를 결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Kallio et al.(2000)의 연구결과와 상반되는데 

핀란드에서 재배되는 딸기 품종들에 대해서 가용성 당과 가

용성 고형물의 상관관계를 살펴볼 경우 R2 = 0.906 이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가용성 당과 가용성 고형물 간의 상

관성을 품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딸기의 주요 

유기산은 citric acid와 malic acid이다(Kallio et al., 2000). 
총 유기산 함량을 비교해 볼 때 ‘Albion’, ‘Goha’, 그리고 

‘Monterey’ 품종에서 1mg･g-1 fresh weight 이상을 보이며 

높았다(Table 2). 
특히 딸기의 수확은 재배 및 수확 시 외기온도와 일조량

에 크게 영향을 받아 과실의 착색여부에 크게 의존하는 경

향이 있으며, 수확 전후로 기상조건이 좋으면 과실이 조기

에 성숙되고 착색되는 경향을 보인다. 딸기를 고온의 여름

에 수확할 경우에는 60-70% 착색이 이루어졌을 때 실시하

며 가을로 접어들어 기온이 낮아지고 일조량이 적어지면 

70-80% 착색이 됐을 때 수확이 이루어진다. 이는 수확 후 

유통 중 품질변화 특히 착색을 감안하여 수확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색차계로 확인되는 hue angle 값은 낮을수록 red 
purple 색을 나타내는데 ‘Albion’, ‘Monterey’, 그리고 ‘Portola’ 
품종에서 가장 낮은 반면 외관상의 선명도를 알 수 있는 

chroma 값은 ‘Charlotte’, ‘Flamenco’, ‘GW-4’, 그리고 ‘San 
Andreas’ 품종에서 높으며 좀 더 선명한 붉은색을 띄었다

(Table 2).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사계성 딸기를 가공용으로 이

용할 경우에는 경도가 높은 ‘Charlotte’, ‘Flamenco’, 그리고 

‘Goha’ 품종이 적합하고, 생식용으로 이용할 때는 단맛과 

신맛을 적절하게 함유하고 있는 ‘Albion’, ‘Goha’, 그리고 

‘Monterey’ 품종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계성 딸기 ‘Charlotte’ 품종의 통풍식 예냉 처리 효과

국내 사계성 딸기의 주요 수입국인 일본의 딸기 소비시기

는 연중이며, 여름과 가을에는 케이크 등과 같은 가공용으

로 일정량의 수요가 있다. 대관령 지역에서 생산된 고랭지 

사계성 딸기 중 ‘Charlotte’ 품종은 일본의 주요 수출품목으

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경제 작목이다. 그러나 딸기는 저온

저장고에 입고 전 8시간 가량 30oC 고온의 외기에 노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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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in weight loss of fruit after storage periods for 
7 days at 4oC and 10oC and additional shelf life for 1 and 
3 days at 25oC of ‘Charotte’ strawberry grown on highland 
(780 m above sea level) during summer in Pyeongchang area 
in 2011. The data presented the means ± SE (n = 5).

A

   

B

Fig. 4. Change in soluble solids content (A) and incidence of decayed fruit (B) of fruit after storage periods for 7 days at 4oC 
and 10oC and additional shelf life for 1 and 3 days at 25oC of ‘Charlotte’ strawberry grown on high land (780 m above sea 
level) during summer in Pyeongchang area in 2011. The data presented the means ± SE (n = 5).

상품성이 크게 저하된다(Nuneset al., 1995). 특히 사계성 딸

기가 주로 재배되는 시기인 여름철은 고온이 지속되는 기간

으로 과실의 수확 후 과육의 온도를 빠른 시간 내에 저하시

키는 것이 딸기의 상품성 유지를 위한 주요 요인이다.
농가에서 수확한 ‘Charlotte’ 품종은 수확 직후 과육의 온

도는 25oC 전후이며 운송하는 동안에는 22oC를 유지하였으

나, 실험실에서 재선별작업을 실시하는 중에는 다시 외기온

도와 비슷한 26oC까지 상승하였고, 이후 즉시 0oC에서 통풍

식 예냉을 실시하였다. 시설에서 딸기를 수확하는 시점의 

대관령 지역 기온은 23oC, 기상상태는 비와 연무였으며, 예
냉을 실시한 강릉 지역 역시 기온은 25oC로 기상상태는 대

관령 지역과 동일하였다. 수확 전 7일간 기상상태도 비와 

안개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일조량이 낮았다. 
‘Charlotte’ 품종은 상온에 저장하면 저장 3일이 경과되면

서 8% 이상의 중량 감모율을 보였다(Fig. 3). 반면 4oC와 

10oC의 저온저장은 저장 7일 동안 2%의 중량 감모율을 보였

다. 저온저장 중에는 온도에 따른 감모율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shelf-life 기간 동안에는 9%까지 무게손실이 증가

되었으며 통풍식 예냉 처리가 무 예냉처리에 비해서 중량 감

모율이 적었다. 수분손실은 과실의 무게손실과 표피의 변형

을 야기시키며, 품질을 급격히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딸
기의 경우 상품성을 유지시키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는 수분 

손실량은 대략 6% 내외이다(Nuneset al., 1995ab).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은 모든 처리구에서 6-8oBrix를 유지하는데, 
통풍식 예냉 처리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Fig. 4A). 

저장기간 동안 부패율은 25oC의 상온에서 저장된 과실은 

저장 4일 동안 곰팡이가 발생되지 않았다. 이는 저장 중 급

격한 중량 감모로 인해 품질저하를 초래하여 부패가 발생하

기 전에 상품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저온 10oC 저장에

서는 저장 7일부터 부패가 발생하는 반면 4oC 저장에서는 

예냉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되지 않았다(Fig. 4B). 그러나 

shelf-life 기간 동안에는 모든 처리구에서 부패가 진행되었는

데, 10oC 저장 후 shelf-life 기간 전반에 걸쳐 기간이 경과될

수록 병 발생이 증가하는 반면 4oC 처리구에서는 shelf-life 
3일 경과 후부터 병이 발생 되었다. 저장 중 병은 무 처리보

다 통풍식 예냉 처리한 딸기에서 병이 다소 높았다. 
딸기의 과육색 변화로 알아본 저온 저장된 딸기의 L* 값

은 저장기간 동안에는 온도처리 및 예냉 처리 유무에 따

라서 일정한 경향이 없이 증감을 보이다가 상온으로 옮긴 

shelf-life 기간 동안에는 처리 온도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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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 in CIE L* (A), chroma (B), and hue angle (C) 
of fruit after storage periods for 7 days at 4oC and 10oC and 
additional shelf life for 1 and 3 days at 25oC of ‘Charlotte’
strawberry grown on high land (780 m above sea level) during 
summer in Pyeongchang area in 2011. The data presented 
the means ± SE (n = 5).

고 있다(Fig. 5A). 4oC 저장에서는 L*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

는 반면 10oC 저장에서는 감소의 폭이 컸다. 그러나 두 온도 

모두 예냉처리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경향

은 chroma와 hue angle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특히 

chroma 값에서 4oC 저장 처리구가 10oC 저장 과실에 비해

서 붉은색의 탁도가 진해지지 않고 유지되었는데 이는 4oC 
저장에 의해서 과실의 착색이 지연된 것을 의미한다(Figs. 
5B and 5C).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수출 시 고랭지 사계성 딸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확 후 4oC 이하의 온도 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2011년 수확된 사계성 딸기는 수확 

후 유통기한을 연장시키는데 통풍식 예냉의 유의적 효과가 

없었다. 저온 4oC에서 7일간 저장된 사계성 딸기의 상온에

서의 shelf-life는 2일 이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대관령 지역의 2011년 여름 강우일수가 극히 많아 일

조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사계성 딸기의 생육에도 영향을 

미쳤으리라 판단된다. 여름철 강우기에 생산된 딸기과실은 

예냉 저장고 내에 찬 공기를  순환시켜 과육의 온도를 저하

시키는 통풍식 예냉 처리보다는 압력차를 이용하여 과피에 

직접 냉기를 접촉시켜 냉각시키는 차압 예냉을 처리함으로

써 과습 조건의 딸기 표피를 빠르게 제습하여 품질유지 및 

병 발생 조건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수확 전 대관령 지역의 기상상태 악화 및 과실의 성숙

도가 착색 60-70% 이상으로 성숙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은 것도 원인일 수 있어 이의 확인이 요구된다. 

초   록

본 연구는 해발 780m 이상의 고랭지에서 재배된 사계성 

딸기의 8개 품종에 대해서 품종 별 특성조사를 통해 이용목

적에 따라 분류를 하고, 주요 수출품종인 ‘Charlotte’의 저장 

및 유통 중 고품질 유지를 위해 전처리 기술 중 통풍식 예냉 

처리를 실시하여 품질변화를 조사하였다. 가공용으로 이용

되는 사계성 딸기의 품종별 경도는 1N 이상과 당도는 6oBrix 
이상의 값이 요구되며 ‘Charlotte’ 품종이 1.5N 이상으로 가

장 경도가 높았다.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Portola’와 ‘San 
Andreas’ 품종을 제외한 6 종류 품종 모두 6oBrix 이상의 

값을 나타냈으며 ‘Albion’, ‘Charlotte’, 그리고 ‘Goha’ 품종이 

다른 품종에 비해 유의적 차이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 색도 

지수인 hue angle과 chroma 값은 ‘Charlotte’, ‘Flamenco’, 
‘GW-4’, 그리고 ‘San Andreas’ 품종에서는 높으며 좀더 선

명한 붉은색을 띄었다. 저온 저장실험에 이용한 ‘Charlotte’ 
품종은 상온에 저장할 경우 저장 3일이 경과되면서 8% 이
상의 중량 감모율을 보였다. 반면 4oC와 10oC의 저온저장은 

저장 7일 동안 2%의 중량 감모율을 보였다. 저온저장 중에

는 온도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shelf-life 기간 동안

에는 9%까지 무게손실이 증가되었으며 통풍식예냉 처리가 

무예냉 처리에 비해서 중량 감모율이 적었다. 가용성 고형

물의 함량은 모든 처리구에서 6-8oBrix를 유지하는데, 예냉 

처리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곰팡이 발생은 저온 4oC 
저장에서 예냉 유무에 관계없이 발생되지 않았으나 shelf-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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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동안에는 3일 경과 후부터 발생되었다. 과육의 색도는 

저장기간 동안에는 온도처리 및 예냉 처리 유무에 따라서 일

정한 경향이 없이 증감을 보이다가 상온으로 옮긴 shelf-life 
기간 동안에는 4oC 저장된 과실의 경우 착색이 지연되었다. 
수출 시 고랭지 사계성 딸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확 후 4oC 이하의 온도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통

풍식 예냉 효과는 미비하였다. 

추가 주요어 : 품종 비교, 통풍식 예냉, 저장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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