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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키토산 처리가 딸기 과실의 품질과 부패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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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aim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high molecular weight chitosan treatment on 

the decay incidence and fruit quality in strawberries. Preharvest spray of chitosan (0.2%) 

effectively reduced the incidence of grey mould and increased fruit firmness. Chitosan application 

was also effective on remaining of surface gloss. This is probably due to coating effect. 

Physiological disorders were not found in treatment of 4 sprays. Internal quality such as soluble 

solid content and acidity seemed not to be affected by chitosan application. The effect of chitosan 

on keeping freshness was clear in fruit without physical damage at harvest, but much less 

effective in injured fruit. Postharvest application of chitosan did not affect fruit quality. Above 

results indicated that chitosan is an alternative to keep strawberry quality through delaying decay 

and keeping firm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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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딸기는 부패성이 매우 강한 작물로 수확 는 

수확 후 리 과정에서 받는 물리  손상, 건조, 

생리  장해  부패에 취약하다. 잿빛곰팡이병

과 무름병은 딸기의 부패를 일으키는 요한 병

으로 이들 병의 행 인 방제수단은 재배기간 

 살균제를 간헐 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수확

한 과실에서 병의 발생을 억제하기 해서는 신

속한 냉각과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처리로 부패균

의 생장을 지연시킬 수 있으나(Mass, 1981) 장시

간 고이산화탄소에 노출시키는 것은 과실의 장해

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온 리 만으로는 이

들 병해를 완 히 억제하기 어렵다. 

  딸기는 일시에 수확하는 작물이 아니므로 수확

기에 어들어서도 지속 으로 재배 리를 해야 

하며 병의 발생을 억제하기 해서 화학  방제

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 이다. 그러나 최근 잔류

농약에 한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어려워 

새로운 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Tripathi와 Dubey, 2004). 체수단으로 다양한 

천연물질 는 식물추출물 등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들 에는 acetic acid, jasmonate, propilis, 

essential oil  키토산 등이 포함된다.

  키토산은 고분자화합물로 기본 분자는 β-(1,4) 

-glucosamine polymer이며 일부 식물병원균의 세

포벽 기본 골격을 이루기도 하고 한 갑각류 외피

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키틴의 deacetylation 반응에 

의하여 생산된다(Rege와 Block, 1999; Shahidi 등, 

1999). 제조방법에 따른 키토산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반응온도가 분자량과 deacetylation 정도

에 향을 미친다.

  키토산의 항균작용은 리 알려져 있어 식품과 

련하여 식품첨가제, 식용필름제조, 식이섬유 

는 음용수 정화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

다(Shahidi 등, 1999). 청과물에 한 키토산 처리 

효과를 검토한 연구에서 키토산 처리는 수확한 

작물의 갈변을 억제하고 안토시아닌 감소를 억제

시켜 외 품질을 유지시키며 당  산의 감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롱간(Jiang과 Li, 2001), 리치

(Zhang과 Quantick, 1997; Jiang 등, 2004), 자두

(Ruoyi 등, 2004), 딸기(Bhaskara-Reddy 등, 2000; 

Devlieghere 등, 2004)  오 지(El-Ghaouth 등, 

2000; Galed 등, 2004)에서 보고되었다. 한 키

토산 첨가 필름을 이용할 경우 여러 채소작물의 

장성을 증진시킨다고 하 다(Makino와 Hirata, 

1997). 키토산의 항균작용은 숙주식물의 salicylic 

acid 수 을 증가시켜 항균기작을 높이거나

(Sathiyabama와 Balasubramanian. 1998; Molloy 

등, 2004) 는 병원균의 polygalacturonase 활성

을 억제시켜 균사의 침입을 제어하기 때문인 것

으로 보고되었다(Ghaouth 등, 1997). 한편 딸기에 

한 수확 후 키토산 처리효과를 검토한 연구에

서 Bhaskara-Reddy 등(2000)은 6gㆍL
-1
 농도에

서도 작물에 피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키토산 처

리농도가 높을수록 는 으로 처리할 때, 

부패억제에 효과 이고 키토산 처리는 과실의 경

도를 증진시키지만 성숙을 다소 지연시키는 것으

로 밝혔다. 수확한 딸기에 한 처리에서 

Devlieghere 등(2004)은 최  12일 장기간  

항균작용을 유지하며 특히 gram-negative 균에 

한 항균효과가 우수하다고 하 다. Han 등

(2004)은 키토산 코 은 신선딸기 뿐아니라 냉동

딸기의 품질을 증진시킨다고 하 는데 키토산을 

처리할 때 칼슘 는 DL--tocopheryl acetate 

등을 첨가하여 딸기의 식품 기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하 다. 한 사과 등에서

도 키토산 처리에 의한 왁스 체 효과가 검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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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있다(Hwang 등, 1998).

  본 연구에서는 국내 딸기 생산에서 많은 문제

가 되고 있는 병해를 억제하기 하여 수확 후 

키토산 살포를 통한 딸기 과실의 품질과 부패 억

제의 가능성을 살피고자 하 으며  처리의 

효과도 아울러 검토하 다.

Ⅰ. 재료  방법

  논산지역의 하우스 재배 딸기 농가의 하우스 1

동을 선정하여 두 골은 처리구로 다른 두 골은 

조구로 양분하 다. 딸기 품종은 ‘토치히토메’

이었으며 약제 처리는 고분자 키토산[2%, 평균

분자량 1000KDa, (주) 호화성]을 10배로 희석

(키토산 약 0.2%)하여 3월 23일, 3월 31일, 4월 

6일, 4월 13일 각각 4회 살포하 다. 조구에는 

아무런 처리를 실시하지 않았다. 1차 처리 8일 

후 과실을 최소 8kg들이 3상자씩 무작 로 수확

하여 처리별 부패과 발생율을 조사하 다. 수확

한 과실은 행 인 스티로폼 포장용기(8kg)에 

담아 실험실로 수송한 다음 물리  손상의 발생

정도를 살펴 상품성을 상실한 과실은 제거하고 

건 과와 물리  손상이 있으나 상품성이 있는 

과실을 손상과로 구분하여 실험에 이용하 다.

  수확 후 처리에서는 동일한 농도의 키토산 용

액을 과실에 살포한 다음 표면을 건조시켜 스티

로폼 시에 담아 PVC 랩으로 포장하여 0℃에 

장하 다. 장을 마친 과실의 반은 장직후 

즉시 조사하 고 나머지 반은 상온에 3일간 노출

시킨 다음 조사하 다.

  수확 후 처리의 효과를 검토하기 하여 4회 

 처리한 다음 10일 후(4월 23일) 무작 로 

수확하여 스티로폼 상자(8kg 들이)에 담아 실험

실로 수송한 다음 물리  손상을 받은 과실의 비

율을 조사하 으며 기타의 실험은 술한 바와 

같다. 외 품질은 육안으로 외형을 살펴 조사하

는데 외  품질의 등 에 따라 5(매우 우수)에

서 1(매우 나쁨)으로 구분하 으며 2  이하는 

상품성을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 다. 특히 상품

성을 상실한 과실  육안으로 찰하 을 때 균

사가 찰된 것을 부패과로 간주하 다. 

  과실 품질요소인 경도, 당, 산함량을 조사하

는데 경도는 과실을 종방향으로 길게 반으로 

잘라 과실 앙부 , 과피 방향에서 경도를 측정

하 다. 경도는 rheometer (Compac 100, Sun 

Scientific Co., Japan)을 이용하여 10mm plunger

를 장착하여 조사하 다. 경도는 처리별로 유사

한 크기의 과실을 반복당 20개씩 선별하여 3반복

으로 조사하 다. 과피색은 색도차계(Minolta CR- 

200, Japan)를 이용하여 L, a, b값을 결정한 다음 

이를 hue angle로 환산하여 표시하 다. 표피색

은 경도와 동일한 반복으로 수행하 다. 과피색

을 조사한 다음 동일한 과실의 반을 이용하여 

8겹의 cheese cloth로 감싸 과즙을 채취한 다음 

굴 당도계(Atago, Japan)로 가용성고형물함량

을 조사하 고 산함량은 과즙을 10배로 희석하여 

0.1N NaOH로 정하여 사과산 함량으로 환산하

다. 고형물과 산함량은 각각 3반복으로 조사하

다. 부패율은 육안으로 과실을 살펴 작은 부패

반  혹은 무름증상이 찰되며 모두 부패한 것

으로 단하 으며 부패율은 반복없이 pooled 

sample에 하여 조사하 다.

Ⅱ. 결과  고찰

  키토산 용액을 1차 살포한 8일 후 무작 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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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preharvest chitosan spray on the percentage of marketable fruit and 

quality in strawberries

Treatment
Marketable 

fruit(%)

Firmness

(kg)

Soluble Solids

(oBrix)

Acidity

(%)

Untreated 62.9z 0.66±0.08y 12.3±0.53 0.49±0.02

Chitosan 0.2% 74.9 0.81±0.17 13.5±0.61 0.55±0.02

zPooled data of 3 boxes(8kg/box). 
yData were collected at 8 days after chitosan spray and the average of 3 replications±SD.

Table 2. Effect of preharvest spray of 

chitosan on the marketability in 

strawberry fruits

Treatment
Physical 

injury

Marketable 

fruit(%)

Unmarketable 

fruits(%)

Untreated
None 77.6 20.7( 3.5)z

Injured 23.4 76.6(21.3)

Chitosan

 0.2%

None 80.0 20.0(13.3)

Injured 62.5 37.5(27.1)

zData were collected from pooled sample and exposed 

to ambient temperature for 3 days before examination. 

Numbers in parenthsis indicated the percentage of 

decayed fruit due to grey mould. 

실을 수확하여 매 가능한 과실비율을 비교하

다(표 1). 상품과 비율은 키토산 처리구에서 무

처리에 비하여 12% 높게 조사되었다. 수확한 딸

기가 상품성을 상실한 원인은 주로 잿빛곰팡이병

과 무름병에 의한 것이었는데 처리구에서 상품과

율이 높았던 원인은 키토산 처리에 의하여 재배

지의 병 발생이 억제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과실품질에서도 다소간 차이를 보 는데 경도, 

가용성 고형물,  산함량이 모두 높게 측정되었

다. 이러한 결과가 키토산 처리의 직 인 향

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Bhashara-Reddy 등

(2000)은 수확  키토산 살포가 딸기 과실의 경

도를 증진시키며 반면에 성숙을 지연시킨다고 하

다. 비록 통계  유의차는 없었으나 산과 가용

성 고형물 수 이 처리구에서 높았던 것은 과실

의 편차에 기인하 을 가능성도 있다. 

  수확한 과실  상품성이 없는 과실을 제거하

고 육안으로 살펴 물리  손상이 있으나 상품성

을 유지하고 있는 과실과 외  손상이 없는 과실

을 구분하여 PVC 랩으로 소포장한 다음 상온에 

3일간 노출시키고 품질을 비교하 을 때(표 2), 

건 한 과실에 하여 처리하 을 때에는 상품성

을 지니고 있는 과실의 비율에서 처리간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물리  손상을 받은 과실에 처리

하 을 때에는 많은 차이를 나타내어 수확  키

토산 처리 효과가 히 우수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비상품과  잿빛곰팡이에 감염된 

과실의 비율은 건 한 과실에서보다 손상을 받은 

과실에서 심하 고 처리간 차이도 뚜렷하지 않았

다. 이러한 결과는 손상을 받은 과실의 경우 수확

과정 는 그 이후의 처리과정에서 병원성 미생물

과 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수확  키토산 처

리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포장에서 1차 처리 8일  15일 후에 

각각 키토산을 처리하고 식물 생육을 찰하 을 

때 키토산 처리에 따른 생리  장해는 찰되지 

않았다. 키토산 처리기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어 잿빛곰팡이 발생이 조구에서도 히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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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 는데 처리에 계없이 감염된 화총과 과실

이 말라버리는 상이 찰되었으나 처리간 차이

는 확인되지 않았다. 

  키토산 처리 효과를 비교하기 하여 2회 

처리한 4월 6일과 3회 처리한 4월 10일 각각 수

확한 과실을 상으로 부패율을 조사한 결과(표 

3) 키토산 처리에서 21.4%, 무처리는 30.9%로 

처리구의 부패율이 다소 낮았다. 그러나 4월 10

일 수확한 과실에서는 처리간 차이가 다소 감소

하 으나(표 3) 4월 6일 조사하 을 때보다 차이

가 어진 결과를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실험이 

진행되는 기간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어 무처

리에서도 잿빛곰팡이 발생이 히 감소하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Table 3. Effect of cummulative application 

of chitosan on marketability and 

decay in strawberries.

Date of 

harvest

Application 

timesz
Treatment

Decay

(%)

Marketable 

fruit(%)

April 6 0 Untreated 30.9 69.1

2
Chitosan 

0.2%
21.4 78.6

April 10 0 Untreated 42.1 57.9

3
Chitosan 

0.2%
37.9 62.1

zChitosan was sprayed on Mar. 23, Mar. 31 and April 

6, respectively.

Table 4. Effect of cummulative application of chitosan on the quality of strawberries

Date of 

harvest

Application 

timesz
Treatment

Firmness

(Kg)

Soluble Solids

(oBrix)

Acidity

(%)

April 6 0 Untreated 0.69±0.09y 13.5±0.7 0.73±0.01

2 Chitosan 0.2% 0.96±0.15 10.3±1.5 0.85±0.06

April 10 0 Untreated 0.63±0.11 11.4±0.1 0.77±0.0

3 Chitosan 0.2% 0.67±0.13 11.6±0.0 0.82±0.0
zChitosan was sprayed on Mar. 23, Mar. 31 and April 6, respectively.
yData were the average of 3 replications±SD

  처리구별로 과실의 일반  품질을 비교하 을 

때 특징 인 차이는 찰되지 않았으며 개체간에 

편차가 비교  심하여 일정한 경향을 찾을 수 없

었으며(표 4) 수확시기에 따른 차이도 찰되지 

않았다. 반면에 키토산 처리구의 과실은 무처리

구에 비하여 경도가 지속 으로 높은 경향을 보

여주었다.

  4월 6일 수확한 과실  외형이 손상되지 않은 

과실을 선별하여 PVC랩으로 포장한 다음 3일간 

상온에 방치하며 부패율을 살피고 상품화에 합

한 품질을 지닌 비율을 조사한 결과 부패율은 무

처리에서 66.7%로 매우 높았고 키토산 처리에는 

34.2%에 불과하 다. 따라서 매 가능한 개체의 

비율이 무처리의 경우 33.3%, 처리구는 65.8%로 

한 차이를 보 다(표 5). 품질 비교에서 키

토산 처리 과실의 경도가 다른 처리에 비하여 상

으로 높게 유지되었으며 당, 산의 함량은 특

징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4월 6일에 수확한 과실(2회 처리)  약간의 

물리  손상을 받은 과실을 상으로 반복없이 

0℃에 3일간 장한 다음 부패율을 조사하 을 

때 무처리구의 과실은 90.0%가 부패한 반면 키

토산 처리구의 과실은 41.7%가 부패하여 온에

서 키토산 처리효과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무처리의 경우를 살펴볼 때 온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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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preharvest spray of chitosan on the marketability and quality in 

strawberries exposed to ambient temperature for 3 days.

Treatment
Marketable fruit

(%)

Firmness

(kg)

Soluble solids

(oBrix)

Acidity

(%)

Untreated 33.3z 0.67±0.13y  9.9±0.62 0.90±0.13

Chitosan 0.2% (2 sprays) 65.8 0.82±0.13 11.0±0.01 0.87±0.04
zFruit were harvested on April 6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pooled sample.
yData were the average of 3 replications±SD.

Table 6. Strawberry fruit quality as influenced by 4 applications of chitosan. 

Treatmentz
Marketable 

fruit (%)
Hue value

Firmness

(kg)
Solids (oBrix)

Acidity

(%)

Untreated 62.4y 30.9±3.8x 0.43±0.09 9.0±0.13 0.71±0.01

Chitosan 0.2% 73.5 27.6±2.6 0.47±0.04 8.4±0.26 0.70±0.07
zChitosan (0.2%) was sprayed 4 times.        yData from pooled sample.
xAverage of 3 replications±SD.

로 잿빛곰팡이병을 방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단되었다. 

  4월 10일 수확한 과실(3회 처리)를 상으로 

유사한 실험을 수행하 을 때 키토산 처리의 효

과는 명확하 으나  처리효과는 하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미발표자료).

  4월 13일까지 4회  처리한 다음 4월 23일 

과실을 무작 로 실험실로 수송한 다음 처리간 

품질을 비교하 다(표 6). 실험실로 수송한 과실

을 상으로 상품과율을 비교하 을 때 키토산 

처리구의 비율이 다소 높아 키토산 처리효과가 

10일 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단되었다. 과피

색은 통계  유의차는 없었지만 키토산 처리구에

서 hue 값이 27.6으로 다소 짙은 색을 나타내

어 기존의 보고와 상이한 결과(Bhraska-Reddy

등, 2000)를 보 다. 그러나 수확한 시기가 4월 

하순으로 기온이 매우 더운 시기이므로 과실생장 

이 빨라 개체간 편차에 의한 결과일 가능성도 있

다. 경도는 과피색이 더욱 짙은 과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구 과실의 경도가 다소 높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키토산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가용성고형물  산함량은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술한 실험과 마찬가지로 선별한 과실  육

안 찰로 물리  손상이 없는 과실과 다소 손상

을 받았으나 상품성을 상실하지 않은 과실을 구

분하여 키토산을 살포한 다음 상온에 3일간 노출

시키며 부패율을 조사하 다(표 7). 

  처리  물리  손상을 받지 않은 과실을 상

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무처리 과실의 경우, 상온

노출 3일에 부패율이 83.8%에 달하 고 부분

의 과실이 잿빛곰팡이에 감염된 것으로 찰되었

다. 반면에 키토산의 경우에는 54.8%로 낮았다. 

그러나 수확 후 키토산을 재처리한 경우에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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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율은 50.8%로 수확  처리와 큰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다.

  상품성을 지니고 있는 과실의 비율을 비교하

을 때에도 처리간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무처리의 

경우 매 가능한 과실 비율이 13.5%에 불과하

으나 수확 후 처리에 계없이 키토산 처리구

의 매 가능한 과실 비율은 29-33.3%로 높았다. 

그러나 수확 후에 키토산을 재처리한 경우에도 

그 효과가 뚜렷이 증진되지 않았다.

Table 7. Marketability of strawberry fruit as influenced by pre- and post-harvest 

application of chitosan.

Treatmentz Days at ambient 

temperature

Marketable

fruit(%)

Unmarketable

fruit(%)
x

Decay

(%)Preharvest Postharvest

Sound fruit at harvest

Untreated Untreated 1 51.4y 48.6  2.7

2 46.0 54.0 32.5

3 13.5 86.5 83.8

Chitosan Untreated 1 72.6 27.4  1.6

2 59.7 40.3 24.2

3 29.0 71.0 54.8

Chitosan Chitosan 1 76.2 23.8  0.0

2 61.9 38.1 14.3

3 33.3 66.4 50.8

Slightly injured at harvest

Untreated Untreated 1 18.4 81.6 21.1

2 15.8 84.2 73.7

3  0.0 100.0 94.7

Chitosan Untreated 1 47.1 52.9  0.0

2 11.7 88.3 55.9

3  2.9 97.1 88.3

Chitosan Chitosan 1 44.4 55.6  2.2

2 11.1 88.9 73.3

3  4.4 95.6 95.6
zChitosan (0.2%) was sprayed 4 times before harvest and reapplied after harvest as postharvest treatment.
yData were collected from pooled sample without replication.
xUnmarketable fruit were defined by appearance quality loss due to dessication and decay.

  외  품질을 능 으로 비교하 을 때, 키토

산을 처리한 과실은 과피의 택이 유지되고 있

었으나 무처리에서는 과피가 다소 건조한 느낌을 

주어 외  품질이 키토산 처리에 비하여 낮았다. 

한 이러한 상 때문에 비록 곰팡이가 증식되

지 않았을지라도 매 가치를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  손상을 받지 않은 과실과 달리, 

손상을 받은 과실에 한 처리 효과는 훨씬 떨어

졌는데 상온 노출 1일까지는 처리간 차이가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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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Strawberry fruit quality as influenced by pre- and post-harvest application of 

chitosan.

Treatment
Hue value

Firmness

(kg)

Soluble solids 

(
o
Brix)

Acidity

(%)Preharvest Postharvest

                       Sound fruit at harvest

Untreated Untreated 26.6±2.4z 0.37±0.05 8.12±0.09 0.84±0.02

Chitosan Untreated 26.1±1.9 0.39±0.05 8.29±0.31 0.92±0.01

Chitosan Chitosan 26.6±2.6 0.45±0.01 7.98±0.08 0.90±0.01

                        Slightly injured fruit at harvest

Untreated Untreated 26.8±3.3 0.34±0.06 8.67±0.22 0.80±0.06

Chitosan Untreated 28.5±4.2 0.34±0.04 8.27±0.24 0.78±0.01

Chitosan Chitosan 29.4±2.4 0.39±0.05 7.60±0.40 0.81±0.01
zData were collected 3 days after exposure to ambient temperature and the average of 3 replications±SD. 

 Others are same in table 7.

하 으나 3일 후에는 키토산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았다. 

  과실의 품질은 체 으로 경도가 낮아진 결과

를 보 는데(표 8) 키토산 처리과실의 경도가 정

상과에서는 지속 으로 높았으나 손상과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다. 과색이 유통조건 

이후 짙은 색으로 변하는 경향이 모든 처리에

서 찰되었는데 처리간 차이는 명확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키토산 처

리는 딸기 과실의 품질 향상에 정 인 효과를 

보 다. 이러한 원인은 키토산의 항균작용과 과

실의 경도를 증진시킴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한 키토산은 고분자로 처리할 때 코

효과를 나타내므로 과실의 건조를 방지하여 외  

품질을 증진시키는 부가 인 효과도 인정되었다.

Ⅲ.   요

  본 연구에서는 딸기에 한 고분자 키토산의 

수확 후 처리가 과실의 품질과 부패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키토산 처리는 수확한 딸기

의 잿빛곰팡이병 억제, 과실의 경도 증진  표

피의 택을 유지시키는 효과가 명확하 다. 그

러나 0.2% 농도 키토산 4회 인 처리도 식

물 자체에 생리  장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내  

품질에 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키토산 처

리의 효과는 물리  손상이 없을 경우 우수하

으며 손상을 받은 과실에서는 명확한 선도유지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수확 후 처리의 효과는 

명확하지 않았으며 수확  처리 효과를 증 시

키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키토산은 화

학  방제를 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과실의 경

도 증진, 부패 억제를 통한 품질 향상의 안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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