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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래 과실의 생육시기별 과실품질과 후숙 특성에 따른 수확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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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다래의 수확적기를 판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다래 신품종 ‘새한’, ‘대성’ 및 ‘칠보’의 생육시기

별 과실품질과 후숙 특성을 조사하였다. 과실의 비대는 ‘새한’, ‘대성’ 및 ‘칠보’의 경우 각각 만개 후 66일, 85일 및

78일 까지 진행되었다. 생장곡선은 3품종 모두 이중 S자형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결과 세 품종 모두 과실 무게가

증가할수록 과실 내 종자수가 많아지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었다(r = 0.94~0.97, p<0.01). 과실의 크기, 가용성 고형물

함량 및 산함량에서 품종 간 및 과실의 생육시기 간에 통계적인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산함량은 3품종 모두 수확

적기까지 증가하였고, 수확적기의 산함량은 ‘새한’ 1.77%, ‘대성’ 1.22%, ‘칠보’ 1.37%로 나타났다. 수확 후 후숙 특

성을 조사한 결과 수확적기의 만개 후 생육일수는 ‘새한’이 108일(9월 23일), ‘대성’과 ‘칠보’가 92일(9월 9일)로 나

타났다. 

Abstract: In order to obtain the basic data that could be used to evaluate the harvest time of new hardy

kiwifruit cultivars (Actinidia arguta ‘Saehan’, ‘Daesung’ and ‘Chilbo’), the seasonal fruit quality and ripening

characteristics of hardy kiwifruit were investigated. Fruit sizes of ‘Saehan’, ‘Daesung’ and ‘Chilbo’ were

increased from full bloom to 66 days, 85 days and 78 days, respectively. The growth curve of developing fruit

of three cultivars showed double sigmoid. As a result of correlation analysis, the seed number per fruit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fruit weight (r = 0.94~0.97, p<0.01). Fruit length, width, thickness, weight,

soluble solid content and titratable acidit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cultivars. Titratable acidity was

increased from full bloom to harvest time and the titratable acidity of ‘Saehan’, ‘Daesung’ and ‘Chilbo’ were

1.77%, 1.22% and 1.37% on havest time, respectively. Optimal harvest time of ‘Saehan’ was 108 days (23 Sep.)

after full bloom, those of ‘Daesung’ and ‘Chilbo’ were 92 (9 Sep.) days after full bloom.

Key words: hardy kiwifruit, fruit quality, ripening, cultivar, harvest time

서 론

다래(Actinidia arguta)는 다래과(Actinidiaceae)에 속하는

낙엽활엽 덩굴식물로 키위(A. deliciosa)와 동일한 Actinidia

속에 속한다(Ferguson and Huang, 2007). 다래는 북아메

리카, 뉴질랜드, 유럽 및 일본 등에서 상업적으로 재배되

고 있으며(Williams et al., 2003; Okamoto and Goto,

2005),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주로 키위라고 부르기도 하

는 참다래가 재배되고 있다. 다래의 주요 성분은 수분

86%, 100 g당 단백질 0.7 g, 지질 1.9 g, 당질 10 g, 칼슘

23 mg, 칼슘 171 mg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Okamoto and

Goto, 2005). 특히, 비타민C의 함량이 레몬, 사과 및 참다

래 보다 많아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Nishiyama et al.,

2004; Nishiyama, 2007). 

다래의 재배품종인 ‘새한’, ‘대성’ 및 ‘칠보’는 국립산림

과학원에서 육성한 신품종으로 과실이 대립이고, 수확량

이 많으며 당도가 높다. 키위의 대표적인 품종에는 ‘헤이

워드’, ‘골드키위’ 등이 있으나 과실의 표면에 털이 있어

껍질 채 식용이 가능하지 않다. 다래는 키위 보다 과실의

크기는 작으나 과피가 얇고 부드러워 껍질채 식용이 가능

한 것이 특징이다(Connie et al., 2008). 

키위는 내한성이 약해 남해안 도서지역에서 재배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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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뿐 중부 이북의 추운지역에서는 재배가 불가능하나

다래는 내한성이 강하여 우리나라 전역에 재배가 가능하

다. 다래는 참다래 보다 수확시기가 1개월 이상 빨라 조생

종의 경우 9월 중순에 수확이 가능하다(Hassal et al.,

1998). 

키위는 다래와 같은 후숙 과일로 당함량이 후숙 후의 당

함량에 절반정도 도달하게 되면 수확하지만 다래는 수확

기까지 과피가 녹색을 유지하므로 수확적기를 육안으로

예측하기 힘들다. 또한, 수확시기가 늦어지면 급격하게 과

실이 물러져(White et al., 2005) 포장과 유통에 많은 문제

점을 야기한다(Strik and Hummer, 2006). 

현재 우리나라에서 다래에 대한 재배수요가 늘어나 재

배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다래의 수확적기 구명을

위한 과실 특성 연구는 미흡하며, 수확 적기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품질 다래로 육성된 ‘새한’, ‘대성’

및 ‘칠보’의 과실을 생육시기별로 채취하여 과실품질 특

성을 조사하고, 과실의 생장이 최대점에 달한 후 일정한

간격을 두고 수확하여 과실품질과 후숙 특성을 조사·분

석함으로서 다래의 수확적기 판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

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 장소 및 재료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유전자원부 다래 클론보존원(경기

도 화성시 매송면 어천리)내 3 m × 3 m 간격으로 식재된

10년생으로 생장이 양호한 ‘새한’, ‘대성’ 및 ‘칠보’ 품종

(Figure 1)을 각각 5주씩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새한’,

‘대성’ 및 ‘칠보’ 품종의 과실특성은 Table 1과 같다.

과실품질 조사에 사용된 품종은 모두 T형 덕을 이용하

여 재배중이며 수고는 1.5 m이고 주지는 2개이다. 본 연

구가 수행된 2013년 ‘새한’의 만개기는 6월 7일, ‘대성’과

‘칠보’는 6월 9일이었다.

2. 과실 생육시기별 과실품질과 후숙 특성 조사

만개기부터 수확기까지 시기별로 과실의 발달과정을 구

명하기 위해 만개 후 7일 간격으로 품종별로 각각 대표성

이 있는 과실을 수집하여 과실의 종경, 횡경, 두께 및 무

게 등을 측정하였다. 과실의 경도는 직경 5 mm 헤드를 가

진 경도계(CR-3000EX-S, Sun Scientific Co., Japan)로

측정하였다.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수확한 과실을 분쇄하

여 착즙한 후 거름종이로 여과하여 디지털 당도계(RA-

510, Kyoto Electronics MFG Co., Japan)로 측정하였다.

산함량은 착즙한 후 과즙 5 mL를 증류수 20 mL로 희석

한 후 0.1N NaOH로 하여 측정하였다. 과실 내의 종자 수

는 수확 후 과실의 크기를 15 g 이상은 상, 10 g~15 g은

중 그리고 10 g 이하는 하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을 위해 과실의 종경, 횡경, 두께 및 무게는 과

실 5개씩 그리고,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10개씩, 경도는 5

개씩 조사하였다. 산함량은 과실 5개를 혼합하여 착즙한

과즙을 1반복으로 3반복, 과실 내 종자수는 5개씩 조사하

였다. 

다래 과실의 후숙 전과 후숙 후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

경도 및 식미를 측정하기 위하여 2013년 8월 19일부터 9

월 23일까지 7일 간격으로 6시기로 하였다. 수확시기마다

채취한 과실에 에칠렌(후레쉬라이프, 탑프레쉬)을 처리하

여 상온에서 4일간 후숙 하였으며 품종별로 과실 5개씩

조사하였다. 

관능평가는 1년 이상 다래 관능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

그룹 5명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Meilgaard 등(1991)의

방법을 응용하여 후숙 후 10개씩 측정하였으며, 평가점수

는 5점 법(1 =나쁨, 5 =좋음)에 의거하여 단맛(1=단맛이

없음, 5 =단맛이 매우 강함)을 평가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분산분석을 통해 생육기별 과실 품질

Figure 1. Fruit of three cultivars of A.aguta in Korea (A: ‘Saehan’, B: ‘Daesung’ and C: ‘Chilbo’).

Table 1. Fruit characteristics of three cultivars of A. arguta in
Korea.

Cultivars

Fruit

Length
(mm)

Width
(mm)

Weight
(g)

SSCz 
(%)

‘Saehan’ 36.8 30.8 17.0 16.6

‘Daesung’ 34.5 29.3 16.3 16.3

‘Chilbo’ 28.4 36.9 16.2 16.2

zSoluble solid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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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후숙 특성을 검정하였고, 과실생장과 종자수와의 상호

관련성을 구명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과실품질 특성

과실의 비대생장은 ‘새한’이 만개 후 66일(8월 12일),

‘대성’은 만개 후 85일(8월 31일) 그리고 ‘칠보’는 만개 후

78일(8월 23일)까지 이루어졌다(Figure 2). 다래 과실의 크

기와 무게, 가용성 고형물 함량 및 산함량에서 품종 간

및 과실의 생육시기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이 인정되었

다(Table 1).

본 실험에 사용된 3품종의 다래는 과실생장이 66일에서

85일 이내에 완료되었으며, 만개 후 40일내에 과실생장의

60%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품종인 ‘Mitsuko’

다래는 만개 후 95일이 지나야 과실의 생장이 최대가 되

며(Kim et al., 2012), 개화 후 40일내에 과실생장의 80%

가 이루어진다고 보고하였는데(Hassall et al., 1998), 이는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과실의 비대에 대한 ‘새한’, ‘대성’ 및 ‘칠보’ 품종의 과

실 생장곡선은 빠르게 생장하는 2개의 구간과 생장이 느

리게 진행되는 1개의 구간이 있는 이중 S자형 생장곡선으

로 ‘Mitsuko’(A. arguta) 품종과 A. chinensis의 생장패턴

과 유사하였다(Hopping, 1976b; Kim et al., 2012). 빠르

게 생장하는 구간은 만개 후 ‘새한’이 0~38일과 52~66일,

‘대성’이 0~36일과 50~85일, ‘칠보’가 0~43일과 57~78일

이고, 느리게 생장하는 구간은 만개 후 ‘새한’이 38~52일,

‘대성’이 36~50일, ‘칠보’가 43~57일로 품종 간에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났다(Figure 2, Table 1). 

수세가 강한 다래 3품종은 7~8월에 신초의 생장이 활발

히 진행될 때 과실의 비대생장이 둔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2). 덩굴성 식물인 머루에서 과립비대가 신초가 활

발히 생장하는 7~8월에 생장이 잠시 둔화되며 수세가 강

하여 신초가 과번무하는 계통에서 과실품질이 저하되었

다고 보고된바 있다(Park et al., 2005). 그러므로 다래의

과실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적절한 하계전정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Kim 등(2011)은 과실 품질 증대를 위해서 신

초와 도장지 관리를 통한 적절한 하계전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산함량은 다래 3품종 모두 시기별로 증가하다가 수확시

기가 지나면서 산함량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새한’은 만개 후 108일, ‘대성’은 만개 후 92일, ‘칠보

’는 만개 후 92일이 지나면서 식용이 가능하게 후숙이 진

행되었으며, 이때의 산함량은 ‘새한’ 1.77%, ‘대성’ 1.22%

및 ‘칠보’ 1.37%로 나타났다(Table 4, Figure 3). 다래의

산함량과 전분함량은 일정기간까지 증가하다 후숙이 진

행되면서 낮아지는데 이때 과실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Table 2. ANOVA for fruit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cultivars (‘Saehan’, ‘Daesung’ and ‘Chilbo’) and collection day.

Variable df
Mean square

Length Width Thickness Weight Titratable acicity SSCz 

Cultivars (A) 2 1640.26** 1020.32** 408.33** 128.73** 0.18** 0 3.76**

Collection day (B) 12 0291.97** 0440.36** 229.28** 315.45** 0.95** 14.83**

A × B 24 0004.02** 0012.08** 003.13** 004.71** 0.35**  01.12**

**Significant at p<0.01
zSoluble solid content

Figure 2. Changes of the fruit length, thickness, width,

weight of ‘Saehan’ (A), ‘Daesung' (B) and ‘Chilbo’ (C) during
fruit maturation period i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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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지고 경도는 급격히 낮아지면서 과실이 후숙된다

(Boldingh et al., 2000; Connie et al., 2008). 따라서 과실

의 경도는 산함량이 감소하는 시기에 급격히 낮아지므로

수확 후 과실의 품질과 유통에 문제가 발생한다. 

다래 3품종의 수확 후 과실의 등급(상, 중, 하)에 따른

과실특성은 Table 2에 나타냈다. 3품종 모두 과실의 크기

가 커질수록 과실내의 종자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과실 특성과 과실 내 종자수 간의 상관분석을 수행한

결과, 과실의 길이, 폭, 두께 및 무게가 과실 내 종자수와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3). 

수분 특성에 따른 과실 내 종자수의 증가(Matsumoto et

al., 2012)와 과실무게의 변화(Park et al., 2009), 종자수의 증

가에 따른 과중의 증가(Hopping, 1976a; Hopping and

Hacking, 1983; Park and Park, 1997) 및 인공수분에 의해

착과량과 종자수가 증가(Garratt et al., 2014)하는 연구보

고와 같이 과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수분이 중요한 요인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웅이주인 다래의 수종 특성상 정

상적인 결실 및 과실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비율의 수

분수의 식재가 필요함을 유추할 수 있었다. 

2. 후숙 특성

과실의 경도, 식미(단맛), 무게, 가용성고형물 함량 및

과실 내 종자색깔을 시기별로 인위적인 후숙처리 전과 후

에 측정하였다. 

‘새한’ 품종의 인위적인 후숙처리 전 과실경도는 채취

시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후숙 전의 경

도 값으로 수확적기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

러나 ‘대성’과 ‘칠보’의 후숙 전 과실경도는 만개 후 생육

일수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만개 후

92일(9월 9일)에 각각 2,961 g·5 mm−1Ø 및 2,594 g·5

mm−1Ø 나타났다. 인위적인 후숙처리로 3품종 모두 과실

Figure 3. Changes of the soluble solid content and titratable

acicity of ‘Saehan’, ‘Daesung’ and ‘Chilbo’ during fruit

maturation period in 2013. The vertical bars indicate standard
errors. 

Table 3. Fruit characteristics of three cultivars (‘Saehan’, ‘Daesung’ and ‘Chilbo’).

Cultivars Class
Fruit

Length (mm) Width (mm) Thickness (mm) Weight (g) Seed numbers (ea)

‘Saehan’

Low 23.0±1.2*a 20.1±0.5a 18.3±0.2a 05.7±0.2a 038.4±20.0a 

Middle 30.6±1.1b** 24.9±0.6b 22.5±1.4b 10.8±1.5b 116.4±15.7b 

High 34.1±1.0c 30.5±1.1c 26.4±0.7c 17.5±1.5c 166.0±15.2c 

‘Daesung’

Low 26.4±2.9a 21.2±0.3a 17.8±0.3a 06.2±0.2a 063.4± 4.7a 

Middle 33.9±1.6b 24.4±1.1b 19.1±0.7b 09.9±0.9b 122.2±25.5b 

High 38.4±1.1c 28.2±1.4c 22.7±0.6c 15.2±0.4c 181.8± 4.5c 

‘Chilbo’

Low 20.5±2.9a 28.9±0.2a 22.1±0.3a 07.9±0.2a 082.2± 4.7a 

Middle 24.5±1.6b 33.1±1.1b 24.9±0.6b 12.4±0.8b 155.2±25.4b 

High 27.1±1.2c 39.9±1.4c 25.4±0.6b 16.9±0.4c 206.4± 4.5c 

*Mean±SD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Duncan’s test) at p<0.05.

Table 4. 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seed numbers

per fruit and fruit traits of three cultivars (‘Saehan’, ‘Daesung’

and ‘Chilbo’).

Variable
Seed numbers per fruit

‘Saehan’ ‘Daesung’ ‘Chilbo’

Fruit length 0.921** 0.897** 0.981**

Fruit width 0.957** 0.955** 0.925**

Fruit thickness 0.939** 0.877** 0.708**

Fruit weight 0.936** 0.972** 0.972** 

**: Significant a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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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는 낮아졌으나 수확적기가 아닌 시기에 채취한 과실

은 후숙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단맛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인위적인 후숙처리 전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새한’

이 만개 후 108일에 7.9%, ‘대성’이 만개 후 92일에 6.7%

로 채취시기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이때의

후숙 후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새한’이 15.7%, 대성이

12.9%로 식미(단맛)와 함께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칠

보’는 후숙처리 전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채취시기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후숙 후에는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인위적인 후숙처리 후의 식미는 채취시기에 따라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후숙이 진행된 시기의 식미는 ‘

새한’이 4.3(만개 후 108일), ‘대성’이 4.0(만개 후 92일)

및 ‘칠보’가 4.1(만개 후 92일)로 나타났다. 인위적인 후

숙처리 후 당도는 노지에서 완숙된 과실보다 가용성 고

형물 함량과 식미(단맛)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다. 노

지에서 후숙 된 과실은 식미가 좋으나 껍질에 주름이 생

기고 과실이 물러져 수확시 과실이 찢어지는 등의 상품

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과실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확시 과실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고

수확 후 과실의 후숙이 가능한 시기를 판단하는 것이 중

요하다.

과실 내 종자 색이 100% 검은색으로 변한 만개 후 생

육일수는 ‘새한’이 80일, ‘대성’이 78일, ‘칠보’가 71일로

나타났지만, 과실 내 종자가 성숙된 시점에는 과실의 후

숙이 진행되지 않았다. 3품종 모두 과실의 비대가 최대가

되고 과실 내 종자가 성숙한 이후에 후숙이 가능한 것으

로 조사되었지만, 과실의 비대와 과실 내 종자의 성숙여

부로 수확적기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 다래 수확시기를 판단하기 위한 과실의 크

기, 가용성 고형물 함량, 과실 내 종자색깔, 경도 등의 특

성들이 품종 간에 차이가 있어 수확시기에 관련된 공통된

성숙인자를 찾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다래의 수

확시기는 품종에 따라 성숙인자를 달리 적용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키위는 총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이 후숙 후

의 함량에 절반정도에 도달하면 수확하는데 ‘헤이워드’의

경우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6.2%보다 높아지면 수확한다

(Salinero et al., 2009). 그러나 다래(A. arguta)는 과실 내

종자색깔의 변화 및 가용성 고형물 함량 등 수확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특성들이 품종 간에 다르게 나타나 수확

시기에 관련된 성숙인자를 선발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고

된 바 있다(Hassal et al., 1998). 

다래 3품종의 시기별 과실의 크기, 과실 내 종자색깔,

후숙 전·후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 식미 및 경도 특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수확이 가능한 만개 후 생육일수

는 ‘새한이 108일(9월 23일), ‘대성’과 ‘칠보’가 각각 92일

(9월 9일)로 판단된다.

Table 5. Ripening characteristics of three cultivars (‘Saehan’, ‘Daesung’ and ‘Chilbo’). 

Cultivars DAFB
Fruit weight

(g)
Taste after ripening

(1~5)

Firmness (g·5 mm−1Ø) Soluble solid content (%)

Before ripening After ripening Before ripening After ripening

‘Saehan’

073 17.4a** 1.0a 3753a 228a 5.3a 06.9a

080* 17.3a 1.0a 3726a 235b 5.5a 07.9a

087 17.4a 1.6b 3436a 190bc 5.3a 10.4b

094 17.4a 1.5b 3490a 204bcd 5.3a 10.1b

101 17.4a 1.9b 3520a 179cd 6.0b 11.1b

108 17.3a 4.3c 3430a 119a 7.9c 15.7c

‘Daesung’

071 12.9a 1.0a 4558b 137ab 4.9a 07.8a

078* 13.2a 1.0a 4553b 127a 5.4b 08.3a

085 15.1b 1.5a 2963a 176bc 5.8c 10.3b

092 15.2b 4.0b 2961a 179bc 6.7d 12.9cd

099 15.3b 4.0b 2914a 196c 6.8d 12.1c

106 15.2b 4.2b 2914a 120a 7.3e 14.0d

‘Chilbo’

071* 14.0a 1.0a 3125b 171b 5.0a 07.8a

078 17.1b 1.0a 3114b 169b 5.2ab 08.3a

085 17.2b 1.7b 3170b 193b 5.1a 10.0b

092 17.1b 4.1c 2594a 187b 5.0a 12.8cd

099 17.3b 4.0c 2634a 186b 5.1a 12.4c

106 17.3b 4.1c 2413a 125a 5.7b 13.5d

*Seeds color were turned black as 100%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Duncan’s test) at p<0.05, DAFB: days after full bl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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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다래의 수확적기를 판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다래 신품종 ‘새한’, ‘대성’ 및 ‘칠보’의 생육

시기별 과실품질과 후숙 특성을 조사하였다. 과실의 크기,

가용성 고형물 함량 및 산함량에서 품종 간 및 과실의 생

육시기 간에 통계적인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과실의 후숙

은 3품종 모두 과실의 비대가 최대가 되고 과실 내 종자가

성숙한 이후에 가능하였다. 수확적기의 산함량은     ‘새한

’ 1.77%, ‘대성’ 1.22%, ‘칠보’ 1.37%로 나타났다.    ‘새한’

과 대성은 후숙 전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각각 7.9%,

6.7%이상이 되어야 후숙 후의 식미(단맛)가 좋아졌고, ‘대

성’은 후숙 전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시기별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후숙 전 경도가 2,500 g·5 mm−1Ø 아래

로 떨어질 때 식미가 좋아졌다. 따라서 과실의 크기, 후숙

전·후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 및 식미 등을 종합하여 고려

해볼 때 수확적기의 만개 후 생육일수는 ‘새한’이 108일(9

월 23일), ‘대성’과 ‘칠보’가 92일(9월 9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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