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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과량에 따른 ‘흑보석’ 포도의 과실 품질 및 수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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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a difference in quality according to control of fruit load and cluster weight 

when seeded ‘Heukboseok’ grape was grown in a conventional cultivation system. Clusters per vine were set to harvest 1,500 

kg, 1,800 kg, and 2,200 kg grapes per 990 m
2
. In plots treated to produce 1,800 kg grapes, clusters were set to 3 grades 

produce grapes with 350 g, 500 g, and 700 g in cluster weight. Based on color chart (National Institute of Horticultural & 

Herbal Science, Rural Development Admnistration) which show maturation stage for ‘Kyoho’ grape, grapes with higher than 

grade 9 were harvested at 80 and 90 days after full bloom, and the rest of them were harvested at 100 days after full bloom. 

The final yield of ‘Heukboseok’ grape was the lowest in target yield of 1,800 kg with 700 g clusters with 75.5% of target 

yield, but 92.1%-100.1% of target yield were harvested in other treatments. Among treatments with several fruit setting, 83.3% 

of grapes harvested in treatment to produce 1,500 kg grapes as a target yield at 90 days after full bloom. Among the treatments 

with different cluster weights, 93.5% grapes were harvested in the treatment with 350 g in cluster weight. ‘Heukboseok’ grape 

showed rapid maturation pattern with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ither soluble solids content or acidity between 90 days from 

80 days after full bloom. Therefore, to prevent flesh softening, it is appropriate to harvest fruit at 90 days after full blooms, 

and both yield and cluster weight were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the quality of the fruits in ‘Heukboseok’ grape. It is confirmed 

that coloring and firmness was influenced by the final yield and weight per cluster, respectively. Therefore, the yield should 

be set as grape of 1,500 kg per 990 m
2
 in target yield, and cluster weight should be adjusted to 350 g to produce grape 

of 1,800 kg with the fruits of high quality. It is considered to be hard to produce grape of high quality with 700 g in cluster 

weight in ‘Heukboseok’ gr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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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 ‘흑보석’ 품종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1992년 

‘홍이두’ 품종에 ‘거봉’ 품종을 교배･육성하여 2003년에 선

발한 4배체 조생종 대립계 품종이다. ‘흑보석’은 재배 중 열

과가 적고 착색이 잘되며 착립이 양호할 뿐만 아니라 내동

성이 강하고 과즙이 풍부하며 숙기가 ‘거봉’보다 1주일 정

도 빠르다. 그러나 재배 기술이 정립되지 않아서 과실을 크

게 생산할 경우 착색이 불량해지거나 당도와 경도가 낮아

져서 과실 품질 저하와 과육 연화에 따른 식감이 문제되고 

있다. 

지금까지 적정 착과량 설정으로 병 발생을 감소시키고, 

과실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며, 저온에서도 눈의 고사율을 

낮춰 이듬해 해거리현상을 줄이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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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어 왔다(Kim et al., 2010; Palmer et al., 1997; Park et 

al., 2010; Seo et al., 2007). 착색, 당도, 경도는 재배방법, 

기후변화, 호르몬 및 비료 처리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결

정되는데, 무엇보다도 착과량과 과방중 조절로 인해 수체 

내 탄수화물 함량을 높여 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다. 포도에

서는 Shim et al.(2007)이 ‘거봉’ 포도에서 생산량 또는 송

이 크기를 조절할 경우 열과와 화진현상이 감소한다고 하

였고 Stergios and Howell(1997)은 ‘Concord’ 포도에서 과다

결실 시 저온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Song et al. 

(2000)은 착과량이 많아질수록 당도가 떨어지고 착색이 나빠

진다고 보고하였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Cho and Yoon(2006)

과 Volz et al.(1993)은 착과량이 많아질수록 품질이 나빠진

다고 하였으며 Ferguson and Watkins(1992)는 적게 착과한 

나무의 과실일수록 Ca 함량이 많아 경도가 높다고 보고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품종 ‘흑보석’ 포도의 고품질 과

실을 생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으로 착과량과 과방

중 조절을 통한 적정 착과량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경기도 천안시 입장면 소재의 포도원에서 재식거리 3m 

× 5m로 재식된 3년생 ‘흑보석’ 포도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

시하였다. 착과량과 과방중을 조절하기 위하여 송이솎기와 

송이다듬기를 하였으며, 목표 수량은 990m
2
당 1,500kg, 

1,800kg, 2,200kg으로 구분하였다. 과방중 조절은 적과를 통

하여 과립수로 조절하였으며 과립중은 11.5g(Rho, 2011)을 

기준으로 하였다. 1,500kg 처리구와 2,200kg 처리구는 과방

중을 500g으로 조절하여 주당 45과방과 67과방을 착과하였

으며 같은 4배체 대립계 품종인 ‘거봉’ 품종의 적정 수확량

으로 제시된 990m
2
당 1,800kg 생산구는 과방중을 350g, 

500g, 700g으로 조절하여 과방수를 78, 55, 36과방을 착과

하였다. 각 처리는 3반복으로 하였으며 반복당 1주로 하여 

총 15주의 포도나무를 사용하였다.

숙기판정은 ‘Kyoho’ 품종 숙기 판정용 칼라차트(국립원

예특작과학원)를 이용하여 숙기 판정표의 9 이상을 기준으

로 하였으며 관행 수확기 10일 전인 만개 후 80일(8월 22일)

에 1차 수확을 실시하였고, 관행 수학기인 만개 후 90일(9월 

3일)에 2차 수확을 하였으며, 지연수확기인 만개 후 100일(9

월 12일)에 전량 수확하여 총 3회에 걸쳐 수확하였다.

과실 품질 조사를 위해 과방중, 과립중 및 과립의 종경, 

횡경을 측정하였으며, 경도는 과립의 적도부의 과피를 제거

한 후 직경 2mm plunger가 장착된 물성분석기를 이용하여 

2mm･s
-1

 속도로 5mm 깊이까지 압축강도를 측정하였고 N

으로 표기하였다.

당도와 산 함량은 과립을 혼합하여 착즙한 후 디지털 굴

절 당도계(Atago Corp., PR-32, Japan)를 이용하여 가용성고

형물(SSC)을 측정하였고, 산 함량은 과즙 10mL에 증류수 

40mL를 혼합하여 희석한 후 0.1N NaOH를 가하여 pH가 

8.1이 될 때까지 적정한 후 NaOH 사용량을 tartaric acid의 

상당량으로 환산하였다. 안토시아닌 함량은 각 과방에서 10

과립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1.1cm의 cork borer를 이용하여 

10개의 disk를 만들었다. 시료는 0.1N HCl과 100% EtOH를 

15:85(v:v)의 비율로 혼합한 침출액에 담근 뒤 12시간 암처

리를 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용액은 spectrophotometer 

(UV-1240,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530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Siegelman and Hendricks(1958)의 방법

으로 환산하였다.

열과는 전체과방에 대하여 열과가 발생한 과방의 비를 계

산하여 각 처리에 대한 열과발생률을 산출하였다.

통계분석은 수집된 데이터를 PASW Statistics 18(SPSS 

I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uncan 다중검정(p = 0.05)

으로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착과량 및 과방중에 따른 최종 수확량

과방중을 500g으로 조절한 처리구에서 목표생산량에 따른 

최종 생산량은 990m
2
당 목표생산량 1,500kg, 1,800kg, 2,200kg 

대비 각각 95.5%, 92.1%, 100.1%로 수확하여 목표 수량에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에 목표 생산량 1,800kg

을 과방중 350g과 500g으로 조절한 처리구는 93.5%, 92.1%

로 큰 차이 없이 목표 수량에 도달하였지만 700g 처리구는 

목표 생산량의 75.5%로 가장 적게 생산되었다(Table 1). 이

는 목표 생산량 1,800kg의 과방당 착립수를 늘려 과방을 크

게 생산할 경우 평균 과립중이 8.9g으로, 과방 크기를 350g

이나 500g으로 조절하기 위하여 착립수를 적게 한 과립보다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따라서 최종 생

산량은 주당 착과수 보다는 과방당 착립수가 더 크게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Shim et al.(2007)은 ‘거봉’ 

포도에서 과방을 크게 생산할 경우 생산량이 감소함을 보고

하였으며, Kim et al.(2010) 또한 블루베리 과실의 적방･적



정명희, 권용희, 이별하나, 박요섭, 박희승 291

Table 1. Berry weight and final yield of ‘Heukboseok’ grape by fruit setting and cluster weight.

Treatment
Loaded cluster 

number per vine
berry weight

(g)
Total yield

(kg per 990 m
2
)Target yield

(kg per 990 m
2
)

Target cluster weight 
(g)

1,500 500 45 10.0 a
z

1,432 (95.5%)
y

1,800 350 78  9.7 a 1,683 (93.5%)

500 55  9.6 a 1,657 (92.1%)

700 36  8.9 b 1,360 (75.5%)

2,200 500 67 10.3 a 2,218 (100.1%)
z
Mean separation within each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y
Total yield compared to target yield.

Table 2. The comparison of yield of ‘Heukboseok’ grapes by fruit load and cluster weight.

Treatment Harvest rate (%)

Target yield
(kg per 990 m

2
)

Target cluster weight
(g)

1
st

 
80 DAFB

z
2
nd

90 DAFB
Final

100 DAFB

1,500 500 33.3 50.5 16.2

1,800 350 34.9 43.1 22.0

500 21.9 32.7 45.4

700 25.7 39.8 34.5

2,200 500  4.5 17.2 78.3
z
Days after full bloom.

화처리가 무처리구에 비해 과방무게가 많이 나가는 과실을 

생산하였다고 보고함으로써 위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착과량 및 과방중에 따른 수확시기

목표 생산량 1,500kg 처리구와 1,800kg 처리구의 과방중 

350g 생산구에서 1차 수확률이 33.3%와 34.9%로 다른 처리

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1, 2차 수확시기를 합할 경우 

역시 83.8%와 78.0%로 약 80% 전후의 수확률을 보여 생산

량을 적게 하거나 또는 동일한 생산량 내에서 과방 크기를 

적게 하는 경우 모두 숙기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목표 생산량 2,200kg 처리구의 경우 과방중을 500g 

내외로 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 2차 수확을 합하여 21.7%

의 수확률을 보여 지연 수확이 불가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따라서 일정 생산량까지는 과방의 크기를 조절하

여 조기수확이 가능하였으나 그 이상에서는 숙기가 지연될 

수 밖에 없어 ‘흑보석’ 포도의 숙기는 착과량에 더 큰 영향

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Naor and Gal(2002)이 보

고한 포도에서 생산량이 많을수록 과실의 숙기가 늦어진다

는 결과 및 사과에서 Francesconi et al.(1996)이 생산량이 적

을수록 최적의 성숙을 보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하였다. 

반면에 Park et al.(2010)은 ‘거봉’ 품종에서 신초당 과립수

가 적은 처리구의 L, b값이 성숙기 동안 빠르게 감소되고, 

a값은 빠르게 증가하여 ‘거봉’ 품종의 고유의 과피색인 자흑

색으로 착색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실험에서도 과방 크

기에 따른 착색 차이가 인정되었으나 수확량이 지나치게 많

아질 경우에는 과방 크기에 따른 착색촉진 효과가 없어 어

느 요인에 의해 착색이 더 촉진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세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목표 생산량 1,800kg 

처리구에서는 착색을 기준으로 수확 할 경우 과방을 작게 

생산하는 것이 빨리 수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과방중 700g으로 조절한 생산구의 만개 후 80, 90일의 수확

률이 500g 처리구보다 높았는데 이는 최종생산량의 차이 때

문으로 생각되었다. 

착과량 및 과방중에 따른 안토시아닌 함량과 열과율

만개 후 80일에 1차, 90일에 2차 수확한 과실의 안토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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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hocyanin concentration and berry cracking rate for ‘Heukboseok’ grapes by fruit load and cluster weight. 

Treatment Anthocyanin (µg･cm
-2

)
Berry cracking 

cluster rate (%)Target yield
(kg per 990 m

2
)

Cluster wt.
(g)

1
st

80 DAFB
z

2
nd

90 DAFB
Final

100 DAFB
Average anthocyanin

(µg･cm
-2

)

1,500 500 0.071 a
y

0.082 a 0.077 ab 0.077 a 0.5 a

1,800 350 0.093 a 0.082 a 0.070 b 0.082 a 0.0 b

500 0.072 a 0.075 a 0.049 c 0.065 b 0.5 a

700 0.067 a 0.083 a 0.093 a 0.081 a 0.4 ab

2,200 500 0.066 a 0.073 a 0.052 c 0.063 b 0.4 ab
z
Days after full bloom.
y
Mean separation within each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닌 함량은 처리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만개 후 100일

에 최종 수확한 과실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목표 생산량 

1,800kg, 과방중 700g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Table 3). 이는 1차와 2차 수확 시 착색도를 기준으로 

선별 수확하였기 때문에 안토시아닌 함량에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최종 수확 시에는 남은 전량을 

수확하였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되었다. 수확된 

전체 과실의 평균 안토시아닌 함량을 비교한 결과 목표 생

산량 1,500kg 처리구와 목표 생산량 1,800kg 처리구의 과방

중 350g과 700g 처리구에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거봉’에서 생산량을 줄이거나 과방

중을 적게 할 경우 안토시아닌이 증가한다는 Park(2010)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과방중을 700g으로 크게 했을 경우에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은 것은 목표 생산량과 관계없이 최종 

생산량이 현저하게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 목표 

생산량을 2,200kg으로 높게 설정했을 경우에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1,800kg 생산구의 

과방중 500g 처리구에서도 안토시아닌 함량이 낮은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Shim et al.(2007)이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흑보석’ 포도의 생산량을 1,500kg 내외로 조절할 경

우 500g 내외의 과방중을 생산해도 착색에 무리가 없으나 

생산량을 1,800kg으로 하고자 할 경우 과방중을 작게 하지 

않으면 착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앞

에서 본 시기별 수확률과도 같은 결과로서 ‘거봉’ 품종처럼 

1,800kg을 생산하면서 고품질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과방

을 작게 만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만개 후 100

일에 최종 수확한 과실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목표생산량 

2,200kg 처리구와 목표생산량 1,800kg의 과방중 500g 처리

구에서 각각 0.052µg･cm
-2
, 0.049µg･cm

-2
로 가장 적었다(Table 

3). 안토시아닌은 변색기 직전부터 성숙기 동안 축적되는데, 

안토시아닌의 함량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일조량과 낮은 

온도도 중요하지만(Cortell et al., 2007), 본 연구에서와 같

이 잎의 제거와 신초수 및 과방중 조절로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되어 왔다(Dokoozlian and Hirschfelt, 1995). 

본 연구에서도 목표 생산량이 많을수록 착색이 지연되어 성

숙기 때 제대로 착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총 생산량이 

비슷할 경우 과방이 크면 착색이 불량한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3). 이는 Yamane and Shibayama(2006)가 ‘Aki Queen’ 

포도에서 착과량이 적으면 안토시아닌 함량이 많다고 보고

하였고, Park et al.(2010)이 포도의 과립수가 많으면 성숙기

의 안토시아닌 함량이 낮다고 보고한 바와 일치하는 결과이

다. 목표 생산량 및 과방중을 1,800kg, 700g으로 처리한 처리

구에서 최종 수확된 과실의 안토시아닌 함량이 가장 높았던 

것은 과방 크기에 의한 영향보다 실제 생산량이 1,360kg으로 

가장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다(Tables 2 and 3).

열과 발생 정도는 목표생산량 및 과방중 1,800kg, 350g 

처리구에서 0%로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고, 다른 처리구에

서는 0.4-0.5%로 열과 발생이 미미하였다(Table 3). 열과는 

당이 축적되고 세포팽창으로 인한 과실크기가 커지는 시기

인 숙성단계에서 발생되는데(Lang and During, 1990), 그 원

인으로는 비가 온 뒤 빗물의 과도한 흡수에 의해서 세포벽

의 팽압이 증가함으로써 발생되고(Considine and Kriedemann, 

1972; Yamamura and Naito, 1985), ‘거봉’ 포도의 경우 생산

량이 많을수록 열과 발생률이 59.2-79.0%로 크게 나타난다

(Shim et al., 2007). 그러나 흑보석의 경우 변색기인 8월에 

태풍으로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처리구에서 열

과 발생률이 크지 않았으며 이는 ‘흑보석’이 열과에 강한 품

종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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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oluble solid content, acidity, SCC/acidity and firmness as a fruit load and cluster weight for ‘Heukboseok’ at 80, 90 
and 100 days after full bloom.

Treatment
Soluble solid content

(°Brix)
Acidity

(%)
SCC

z
/acidity

Firmness
(N)Target yield 

(kg per 990 m
2
)

Cluster wt.
(g)

80 DAFB
y

1,500 500 15.5 a
x

0.56 a 27.7 a 22.8 ab

1,800 350 15.6 a 0.55 a 28.4 a 26.0 a

500 15.1 a 0.59 a 25.6 a 25.4 a

700 15.3 a 0.54 a 28.3 a 21.0 b

2,200 500 15.3 a 0.59 a 25.9 a 25.8 a

90 DAFB

1,500 500 16.3 a 0.46 a 35.4 a 17.2 ab

1,800 350 16.3 a 0.47 a 34.7 a 20.2 a

500 15.7 a 0.47 a 33.4 a 18.2 ab

700 16.0 a 0.46 a 34.8 a 16.5 b

2,200 500 15.1 a 0.44 a 34.3 a 17.6 ab

100 DAFB

1,500 500 16.6 ab 0.46 ab 36.1 b 16.2 a

1,800 350 16.9 ab 0.47 a 36.0 b 15.3 a

500 16.4 ab 0.47 a 34.9 b 14.2 a

700 17.0 a 0.43 b 39.5 a 16.3 a

2,200 500 16.3 b 0.47 ab 34.7 b 15.3 a
z
Soluble solid content.
y
Days after full bloom.
x
Mean separation within each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석’ 품종이 열과에 강한 이유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착과량 및 과방중에 따른 과실 품질

만개 후 80, 90, 100일의 가용성고형물 함량은 15.1-15.6 

°Brix, 15.1-16.3°Brix, 16.3-17.0°Brix로 착색과 무관하게 성

숙이 진행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1차와 2차 수확 

과실의 경우 착과량과 과방중에 의한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이러한 결과는 Yamane and Shibayama 

(2006)의 ‘Aki Queen’ 포도와 Park et al.(2010)의 ‘거봉’ 포

도의 결과와 일치 하지 않았으며, 이는 1, 2차 수확의 경우 

성숙이 빠른 과실을 선별 수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

었다. 최종 수확한 과실은 목표 생산량 2,200kg 처리구의 가

용성고형물 함량이 가장 낮았으며 목표생산량 1,800kg의 과

방중 700g 처리구의 가용성고형물 함량이 가장 높았는데 이

는 목표 생산량과 관계없이 최종 생산량에 따른 결과로 판

단되었다. 반면에 목표 생산량 1,800kg, 과방중 500g 처리구

의 가용성고형물 함량은 다른 처리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과방중은 당도보다는 착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산도는 만개 후 80일에서 90일 사이에 크

게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최종 수확 시 목표 생산

량 2,200kg 처리구에서 가장 낮았으나 다른 처리구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산도의 경우 당과 

안토시아닌의 축적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진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최종 수확 

시 목표 생산량 1,800kg, 과방중 700g 처리구에서 가장 낮았으

나 다른 처리구와 차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Koshita 

et al.(2011)은 안토시아닌의 합성은 당도를 상승시킨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에서는 안토시아닌과 가용성고형물

의 축적은 연관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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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당이 존재할 경우 당의 축적과 관계없이 안토시아닌 함

량이 증가한다는 Kataoka et al.(1982)의 보고와 일치하였

다. 당산비 또한 만개 후 80일과 90일 사이에 크게 높아졌

으며 이는 이 시기에 산도가 낮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만개 후 90일 이후에는 처리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도는 만개 후 80일과 90일에 목표 생산량 1,800kg의 

700g 처리구에서 21.0N과 16.5N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350g 처리구에서 26.1N과 20.2N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경도의 경우 과방중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었다(Table 4). 만개 후 100일에는 처리간 차

이는 없었지만 이전에 수확된 과실보다 낮은 경도를 나타내

었다. 이는 사과에서 착과수준을 적정하게 맞춘 처리구의 

경도가 좋다고 보고한(Ferguson and Watkins, 1992; Seo et 

al., 2007)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지만 Elgar et al.(1999)이 사

과에서 수확시기별 경도의 경향을 알아본 결과 수확이 늦어

질수록 경도가 감소함을 보고한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경도 

또한 만개 후 80일에서 90일 사이에 하락폭이 커 가용성고

형물 함량, 산도 및 경도 등 대표적으로 과실의 성숙을 나타

내는 지표는 만개 후 80일에서 90일 사이에 변화가 큰 것으

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 시기에 성숙이 급속히 진행되는 것

을 보여주었다. 조직의 연화는 포도의 숙성단계에서 당이 

축적되고 유기산 중 말산의 커다란 감소(Park et al., 2010)에 

의해 산햠량이 떨어지고 세포벽이 붕괴되는 현상이다. ‘흑

보석’ 포도의 과육이 연화되는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

았지만 문제가 되고 있는 연화현상이 과방을 크게 생산할 

경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수확이 늦어질수록 

경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만개 후 90일 이후의 수확은 

상품성이 낮아질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착과량과 과방중에 따른 가용성고형물 함량과 산

도 및 열과에 대한 차이는 없거나 또는 매우 적으므로 고품

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경도를 고려하여 만개 후 90

일 이전에 수확하고, 목표한 생산량과 과방중이 충족된 과

실을 만개 후 90일 이전에 수확하기 위해서는 990m
2
당 

1,500kg로 생산하거나 1,800kg으로 생산할 경우 과방의 크

기를 작게 하여 350g로 생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

었다. 특히,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700g 정도의 과실 생산은 

실제 생산량에 있어서 목표생산량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도가 낮아 무른 과실이 생산될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가용성고형물 함량과 산도 등에서

는 다른 처리와 차이를 보이지 않아 처음부터 생산량을 현

저히 낮춰 700g으로 관리할 경우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초  록

본 연구는 ‘흑보석’ 포도의 유핵재배 시 착과량과 과방중 

조절에 의한 품질 차이를 비교하여 고품질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적정 착과량을 구명하고자 실시하였다. 목표 생산량을 

990m
2
당 1,500kg, 1,800kg, 2,200kg으로 조절하고 1,800kg 

처리구에서는 과방중을 350g, 500g, 700g으로 3등급으로 구

분하여 착과하였다. 수확은 ‘거봉’ 품종 숙기 판정용 칼라차

트(농촌진흥청)를 기준으로 9등급 이상의 과실을 만개 후 

80, 90에 수확하였고 만개 후 100일에는 전량 수확하였다. 

‘흑보석’ 포도의 최종 생산량은 목표 생산량 1,800kg의 700g 

처리구에서 최종 생산량이 목표 생산량의 75.5%에 불과해 

가장 낮았으나 다른 처리구에서는 목표 생산량의 92.1%- 

100.1%를 수확하였다. 만개 후 90일까지의 수확률은 착과

량을 조절한 처리구 중에서는 목표 생산량 1,500kg 처리구

가 83.8%로 가장 높았고, 과방중을 조절한 처리구 중에서는 

과방중 350g으로 조절한 처리구가 93.5%로 가장 높았다. 

‘흑보석’ 포도는 만개 후 80일에서 90일 사이에 성숙이 빨리 

진행되고 그 이후에는 가용성고형물 함량, 산도 등의 차이

가 크지 않아 과육 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만개 후 90일 

경이 수확 적기로 판단되며 생산량과 과방중 모두 과실의 

품질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착색은 최

종 생산량, 경도는 과방중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최고 품질을 내기 위해서는 생산량을 990m
2
당 

1,500kg으로 맞추거나 또는 1,800kg을 생산하고자 할 경우

에는 과방중을 350g으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되었으며 과방의 크기를 700g으로 크게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가 주요어 : 과방중, 착과량, 수확률, 유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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