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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 포도의 장온도에 따른 품질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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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gamma irradiation process was applied to prolong the shelf-life of grapes and changes in microbiological, 
physicochemical, nutrition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during 6 weeks of post-irradiation storage 
at 4℃ and 25℃. Phys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grapes such as total sugar content, pH, titratable acidity, and 
anthocyanine content, were stable after 1 kGy of irradiation, a dose recommended by CODEX for fruits and vegetables. 
The viable cell counts of contaminating microorganisms were reduced 1-2 logs by this radiation dose. After 6 
weeks of storage at 4℃ the microbiological quality of irradiated grapes was stable, but all non-irradiated grapes 
had deteriorated. Whether or not grapes were irradiated, weight loss rapidly increased after 2 weeks of storage 
at 25℃, whereas weight loss was delayed by storage at 4℃. Immediately after gamma irradiation, the sensory 
evaluation results did not differ between samples, and the sensory quality of the irradiated grapes remained acceptable 
for over 6 weeks of storage at 4℃. The results suggest that 1 kGy of gamma irradiation does not detrimentally 
affect the nutritional or physical characteristics of grapes, especially when cold storage follows radiation treatment. 
In conclusion, a combination of gamma irradiation and cold storage prolonged the shelf-life of grapes by 6 weeks. 

Key words：grape, gamma irradiation, shelf-life

서   론
1)

포도는 수확 후 장  유통 과정에서 내외부 인 여러 

요인에 의하여 복합 인 품질변화가 수반된다. 포도의 품

질변화는 외부 환경요인과 내 요인이 모두 작용하는데 

외부  요인에 의한 품질변화로는 수분 감소에 의한 외  

변화, 사상균류  효모 등 미생물에 의한 부패, 이층형성에 

의한 탈립과 발생 등을 들 수 있으며, 내 요인에 의한 품질

변화는 수확 후 과실의 호흡  효소활성의 증가, 엽록소 

등 색소의 분해, 과육의 연화, 휘발성 물질의 생성, 당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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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의 변화 등을 들 수 있다(1). 특히 포도의 품질변화에

서 가장 요한 요소인 수분감소에 의한 과실의 축은 

주로 환경요인인 온도와 상 습도(relative humidity, RH)에 

직 인 향을 받는데 사과, 배 등에서도 보고된 바와 

같이 과실의 지나친 수분감소는 정상 인 숙성의 지연, 호

흡  에틸  가스 발생량의 증가(2-5), 과실과 병원균의 

상호작용에 의한 부패 진 등의 원인이 된다(6,7). 과실류

의 미생물 제어와 보존성 향상을 한 장방법으로는 온

장, 냉처리, controlled atmosphere(CA) 장, 감압 장, 

에틸  발생제 처리, plastic 포장,  포장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MAP) 장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

다(8-11). 그러나 상기의 장법들은 각기 장단 을 가지고 

있으며 과실의 종류와 생리  특성에 따라 용가능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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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르다. 비교  장기간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CA 장방법은 시설유지 비용이 높고 명확한 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아직 보편화 되지는 못하고 있으며

(12), plastic film을 이용한 MAP 장방법은 간편하고 소요

경비가 게 들며, 장  수분손실 방지 효과가 크나 부패

과 발생, 에틸  축 에 의한 탈립과 발생 등의 단 이 있다. 

MA 장의 경우 아황산가스를 지속 으로 발생시키는 

SO2 releasing pad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고농도 사용시 

탈색의 우려가 있고, sulfate 잔여물이 남아있는 단 이 있다

(13,14). 식품 가공 공정시 많이 사용되는 염소는 세포내 

효소를 괴하고 hypochlorous acid(HClO)의 산화력으로 

균체막을 괴하여 미생물 살균효과를 나타내지만 유기물

과의 반응시 발암물질을 생성하여(15,16) 산업  이용에는 

제약이 따르고 있다. 한편, 곡물  과실류의 국제교역에 

사용되었던 ethylene oxide(EO)와 methyl bromide(MeBr)은 

잔류독성, 오존층 괴 등의 문제로 국제 으로 사용이 

지되고 있는 추세이다(17).

식품의 방사선 조사는 1990년  들어 FAO, IAEA, WHO 

등의 국제기구에서 유용하고 안 한 식품  공 보건 제품

의 살균방법으로 공인되어 재 세계 60여 국가에서 산업

으로 이용되고 있다(18). 과채류에 있어서 미국은 과일 

 채소류에 해 살충의 목 으로 1 kGy의 감마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러시아에서는 채소류의 살균  장 연장

을 해 4 kGy 선량을 허용하고 있다. 감마선은 제품을 

완  포장한 후 살균이 가능하여 살균 후 포장과정에서의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고, 량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잔류성  품온 상승이 거의 없고, 제품 고유의 품질을 유지

하면서도 미생물에 하여 강력한 선택  살균효과를 나타

내며 식품의 양학 ․ 능학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 이 있어(19-21) 과채류의 생화와 보존성 증진에 유효

한 효과가 기 된다. 본 연구에서는 포도의 장성 향상을 

목 으로, 과채류에 한 CODEX 방사선조사 권장 선량인 

1 kGy의 감마선 조사를 포도에 용하여 냉장  상온 조건

에서 장하면서 포도의 미생물, 생리화학  품질, 경도 

등의 물리  특성변화를 살펴보았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포도(Campbell early)는 2007년 8월에 

북 정읍지역에서 수확된 제품으로, 수확 직후 외 이 건

하고 병반이 없으며 크기가 균일한 포도를 지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 다. 시료의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의 선원 300,000 Ci, 
60

Co 감마선 조사시설(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20℃의 실온에서 분당 70 Gy의 선량율로 1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선량 1 kGy는 CODEX 등에

서 제시하는 과실류의 국제검역 권장 선량으로, 본 실험에

서는 향후 산업  용을 목 으로 이 선량을 직  용하

다. 흡수선량의 확인은 ceric/cerous dosimeter를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5.4% 이내로 하 다. 감마선 

조사 시료와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비조사 조구를 출하

용 carton box (400 × 300 × 130 mm)에 재한 다음 각각 

4℃와 25℃의 온도조건에 장하면서 장기간에 따라 각 

시험구별로 5 송이의 포도를 random sampling하여 분석하

다.

일반품질 특성 측정

포도의 량 변화는 각 시험구별로 포도 30 송이를 정해

진 포장용기에 넣은 다음 1주 간격으로 무게를 측정하여 

그 변화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포도의 경도는 경도

계(CR-200D, Sun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Plunger는 직경 3 mm의 것을 사용하 으며, sample size 

 계산은 random sampling한 20개의 포도 알맹이를 각 

시료구당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하 다. 

미생물 검사

포도 과실의 미생물 검사는 조구  감마선 조사된 

각 시료의 호기성 세균, 효모  곰팡이의 분포를 pour 

plating에 의한 plate count 방법으로 검사하 다(22). 미생물 

분석을 한 시료는 포도 껍질 10 g을 취하여 mass flask에 

담은 다음 멸균 식염수(NaCl 0.85%)를 100 mL로 fill up 

하고 이를 멸균된 500 mL 라스크에 옮겨 4℃에서 30분 

진탕 교반하여 제조하 다. 이 방법으로 채취된 검체 10 

mL를 1/10 씩 단계별로 희석한 다음 각 희석액 1 mL를 

취하여 petri dish에 분주하고 분리하고자하는 미생물군의 

선택배지 15 mL에 pour plating하고 이를 배양하여 미생물

을 분리하 다. 미생물 분리를 한 배지로는 총 호기성 

세균은 plate count agar(Difco Lab) plate를, 효모  곰팡이

는 tartaric acid를 사용하여 pH를 3.5로 조 한 potato 

dextrose agar(Difco Lab) plate를 사용하 다. 시료를 종한 

각 plate를 총 호기성 세균은 37℃, 효모와 곰팡이는 30℃의 

배양기에서 2～3일간 배양한 다음 생성된 colony의 수를 

계수하여 포도 1 g 당의 colony formation unit(cfu/g)으로 

나타내었다. 포도의 외  부패도는 기부터 포도 30 송

이를 정해진 포장용기에 넣고, 1주 간격으로 찰하여 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부패 여부의 정은 포도송이  

최소 1개 이상의 포도과실에 곰팡이가 발생한 것을 기 으

로 하 다. 

pH, 정산도, 총 당  안토시아닌 함량 측정

pH 측정은 과육 100 g을 마쇄하여 얻은 여과액을 pH 

meter(Orion, model 420A, USA)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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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정산도 측정은 여액 10 mL에 증류수 10 mL을 

첨가한 후 0.1N NaOH로 정하여 pH 8.1이 될 때까지 소비

된 알칼리용액의 양을 malic acid로 환산하여 백분율로 나타

내었다. 시료의 총 당 함량은 phenol-sulfuric acid(23)법에 

따라 측정하 다. 시료액 1 mL에 5% 페놀 1 mL, 황산 5 mL를 

첨가하여 20분간 반응시켜 발색시킨 다음 spectrophotometer 

(UV 1601,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47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한 다음 glucose를 이용한 표 검량곡선과 비교하

여 총 당 함량을 계산하 다. 시료의 anthocyanin 함량은 

Chang(24)의 방법에 따라 포도 과피 1 g에 추출용매 (ethanol 

: distilled water : HCl = 85 : 13 : 2) 50 mL를 가하여 실온 

암소에서 3시간 동안 색소를 추출한 후 여과지(Whatman 

No. 2)로 여과하 으며, 잔사는 포도 과피의 색소가 완 히 

제거될 때까지 동일한 용매를 사용하여 반복 추출하 다. 

얻어진 색소 추출액은 200 mL로 정용한 후 실온 암소에서 

1시간 동안 정치시킨 다음 spectrophotometer (UV 1601,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53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여 총 anthocyanin 함량을 계산하 다.

total anthocyanin (mg%) = O.D. ×
200

× 100 ×
1

W 65.1

O.D.; 흡 도, W; 시료량(g), 200; 용량, 65.1; 흡 계수

능검사

능검사는 9  척도법(1=dislike extremely, 5=neither 

like nor dislike, 9=like extremely)에 따라 실시하 으며, 10

명의 검사원으로 하여 조직감(texture), 향기/냄새(odor), 감

미도/단맛(sweetness), 반 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에 하여 평가하 다. 능검사 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를 이용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여 군간의 유의차

를 검정하 고, 사후검정으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로서 유의차를 검정하 다. 

결과  고찰

량  경도변화

량 변화는 과실 품질평가의 요한 척도이며 일반 으

로 포도는 호흡  수분 손실에 의한 량 감소율이 7% 

이상일 경우 과실의 축, 능의 하 등으로 상품가치를 

잃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5). 감마선 조사와 보존온

도에 따른 포도의 량 감소율 변화를 Fig. 1(A)에 나타내었

다.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조구 시료의 경우 보존온도

에 계없이 장 1, 2주 째에는 각각 1%, 3% 수 의 비슷한 

량감소 추세를 보 다. 그러나 2주 이후에는 보존온도에 

따라 량 감소율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포도의 상품으로서

의 품질유지 한계인 6～7% 수 의 량감소 도달 시 은, 

25℃ 장조건에서는 보존 3주째, 4℃ 장 조건에서는 보

존 4주째로 나타났다. 따라서 4℃ 냉장 장이 25℃ 상온

장에 비하여 약 1주일의 보존성 연장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 2주째의 비조사 시료는 3% 내외의 량 

감소가 나타난데 비하여 감마선 조사 시료는 장 2주째에 

장온도에 상 없이 1% 이하의 량 감소율을 보여 보존 

기 감마선 조사에 의한 량감소 지연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감마선 조사 시료 한 비조사 시료와 

마찬가지로 보존 3주째부터는 장온도에 따라 량 감소

율의 차이가 나타나 4℃에서와 25℃의 량 감소율은 각각 

2%와 5% 수 을 나타내었다. 한편, 감마선 조사 시료의 

량 감소율은 4℃와 25℃ 장조건 모두 비조사구에 비하

여 1～2주의 지연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감마선 조사 후 

4℃에 장한 포도는 보존 5주째에도 6% 내외의 량 감소

율을 보여 실온 장 시험구에 비해 2주 이상 상품가치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되었다. 과실의 량감소는 경

도의 감소  축 상을 수반하며 과실 고유의 조직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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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weight loss (A) and hardness (B) in grapes during 
a post-irradiation storage at 4℃ and 25℃.

□: non-irradiated at 25℃, ○: non-irradiated at 4℃, ■: 1 kGy-irradiated at 25℃, 
●: 1 kGy-irradiated at 4℃.

도 변화를 다. 감마선 조사와 보존온도에 따른 포도의 

기계  경도 변화를 측정하여 이를 Fig. 1(B)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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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 직후 포도의 경도 측정에서 포도의 경도는 

감마선 조사에 따른 향을 나타내지는 않고 장온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일반 으로 장 기 경도가 

감소하 다가 수분의 감소와 더불어 일시 으로 경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과실의 장 기간  

량  경도의 변화는 온도, 상 습도 등의 환경  요인뿐

만 아니라 과실의 효소작용, 후숙 등과 같은 생리 인 요인

에도 향을 받는다(1). 일반 으로 과채류의 방사선 조사

에 의한 량, 경도, 축도 등의 보존성 증진은 호흡률이나 

효소활성의 하와 같은 생리  요인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

어지고 있는데(26) 본 연구에서 나타난 포도의 량  경도

변화 한 방사선의 세포생리활성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미생물학  측정

포도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은 포도의 장시 부패를 유발

하여 상품성을 하시키는데 특히 포도는 당 함량이 높아 

주로 곰팡이와 효모가 부패에 여한다(27). 감마선 조사는 

부패 미생물의 살균  생장 억제에 의한 보존성 향상과 

병원성 미생물 제어에 따른 생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효율 인 살균방법이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포도의 

미생물 감소와 보존조건에 따른 생장변화, 그리고 외 상

의 부패도를 측정하여 이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감마선을 

조사하지 않은 조구 시료의 호기성 세균은 25℃ 장조건

에서 보존 기 10
2
 CFU/g에서 장 1주 후 10

6
 CFU/g 

수 으로 증식하 으며 4℃의 냉장 장 조건의 조군은 

보존 3주째에 104 CFU/g, 5주째에 약 105 CFU/g 수 으로 

증식하 다. 비조사 시료에서 효모와 곰팡이의 생장 한 

일반세균과 마찬가지로 25℃ 온도조건에서는 장 1주 후 

105 CFU/g 수 으로 증식하 으며 4℃ 냉장보존의 경우에

는 상온에 비하여 미생물의 생장이 억제되어 보존 3주 이후 

효모는 105 CFU/g 수 , 곰팡이는 102 CFU/g 이하의 수 을 

유지하 다. 1 kGy 감마선 조사시료는 조사 직후 비조사 

시료에 비하여 일반호기성세균 1 log, 효모 1.5 log, 곰팡이 

1 log 단 의 감소율을 나타내어 감마선 조사에 의한 기 

미생물의 제어효과가 확인되었으나, 해당 선량에서 항성

을 나타내는 미생물군이 10
1 

CFU/g 내외로 생존하 다. 

감마선 조사 후 생존한 미생물은 25℃ 장조건에서 1주 

이후까지는 생장이 지연되었으나 일반세균은 보존 3주째 

10
4
 CFU/g 까지, 효모와 곰팡이는 보존 2주째 각각 10

5
 

CFU/g와 104 CFU/g 수 까지 생장하 다. 감마선을 조사

한 후 4℃의 냉장조건에 보존한 포도는 보존 6주 이후까지

도 미생물의 생장이 억제되거나 1 log 단 의 생장에 머물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1 kGy의 감마선 조사는 조구

에 비하여 상온에서는 1～2주 정도의 미생물학  보존성 

향상 효과가 기 되었으며 감마선 조사 후 냉장보존 조건에

서는 6주 이상의 미생물학  보존성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과실의 품질평가 척도의 하나인 외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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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growth of aerobic bacteria (A), yeast (B), mold (C) and 
rotting rates (D) in grapes during a post-irradiation storage at 4℃ 
and 25℃.

□: non-irradiated at 25℃, ○: non-irradiated at 4℃, ■: 1 kGy-irradiated at 25℃, 
●: 1 kGy-irradiated a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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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율 측정 결과를 Fig. 2(D)에 제시하 다.  25℃의 장조

건에서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은 비조사 시료는 보존 3주째

에 약 60%의 부패가 나타났으며, 4주 이후에는 거의 100%

의 부패과가 발생되었다. 4℃의 장조건에서 비조사 시료

는 보존 3주째에 약 10%의 부패과가 찰되었으며, 6주 

이후에는 20% 수 의 부패과 발생률을 나타내었다. 이에 

비하여 감마선 조사시료는 25℃의 장조건에서도 2주일 

이후 약 10%의 부패과 발생률을 나타내어 동일 온도 조건

의 비조사 시료에 비하여 외 상의 보존기간을 1주일가량 

연장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방사선 조사에도 불구

하고 4주 이후에는 50% 수 의 부패과 발생률을 나타내었

다. 한편, 1 kGy 감마선 조사시료는 4℃의 장조건에서 

6주 이후에도 거의 부패과의 발생이 찰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로 볼 때, 1 kGy의 감마선 조사는 조구에 비하여 

상온에서는 1～2주 정도의 미생물학  보존성 향상 효과가 

기 되었으며 감마선 조사 후 냉장보존 조건에서는 6주 

이상의 미생물학  보존성 확보가 가능함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pH  정산도

일반 으로 포도의 장 기간  과육의 pH는 상승하고 

정산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포도 유기

산의 주성분인 tartaric acid 함량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특히 과실의 정산도 감소는 수확 후 

사의 과도한 억제에 따른 비정상 인 사의 작용과 연

성이 있어 억제 는 진되기도 하는데 Chang 등(24)은 

포도의 Nylon/PE/L-LDPE 필름 포장시 산도의 감소를 보고

한 바 있다. 감마선 조사 포도의 장기간  각 시료의 

pH와 정산도 측정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

서 시료로 사용한 포도의 기 pH는 3.6 수 이었으며 보존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25℃ 

장조건에서는 3주째 3.8이상으로 상승하 고 4℃ 장조

건에서는 3.8 수 에 도달하 다. 한편 포도의 pH 상승률은 

25℃ 장조건이 4℃에 비하여 유의 으로(p<0.05) 높았으

며, 4℃의 장조건에서는 감마선조사 시료와 비조사 시료

간의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5℃ 장조건에

서는 감마선 조사 시료의 pH가 비조사 시료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장 기간 의 정

산도는 25℃ 장조건에서는 Chang 등(24)의 보고와 유사

하게 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4℃의 냉장 장

시료는 보존 3주째까지는 감소하 다가 이후 다소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총 당 함량

감마선 조사 포도의 장기간  각 시료의 총 당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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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f pH (A) and titration acidity (B) in grapes during 
a post-irradiation storage at 4℃ and 25℃.

□: non-irradiated at 25℃, ○: non-irradiated at 4℃, ■: 1 kGy-irradiated at 25℃, 
●: 1 kGy-irradiated at 4℃.

측정 결과를 Fig. 4에 제시하 다. 포도의 당 함량은 능뿐

만 아니라 장수명에도 향을 끼치는 인자이다. 일반

으로 포도의 당 함량은 성숙과정이나 장기간 동안 가수분

해에 의해 증가되기도 하고, 호흡기질로 사용되어 감소하

기도 한다(29). 25℃의 장 조건에서 조구와 감마선 조사

구 모두 보존 기 10%에서 장 3주째 11% 수 까지 약간 

증가하 으나 이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감마선 조사 시료와 비조사 시료간의 통계  유의차는 나타

나지 않았다. 4℃의 장 조건에서는 조구와 감마선 조사

구 모두 보존 기 10%에서 장 2주째 11% 수 까지 약간 

증가하 다가 이후 다시 감소 는 기의 당 함량 수 을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4주 이후에는 감마선 조사 

시료의 당 함량이 비조사 시료보다 1～2% 정도 높은 수 을 

나타내었다(p<0.05). 이러한 결과는 포도의 chlorine dioxide 

gas 훈증처리에 의한 장방법에 한 연구(24)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한편, Forney와 Austin(30)은 당 함량이 높을수

록 장기간이 길어지며, 당 함량과 보존 기간은 장 온도

에 따라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실험에서도  25℃ 장조건보다 4℃ 장조건에서 상

으로 높은 당 함량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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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of total sugar contents in grapes during a 
post-irradiation storage at 4℃ and 25℃.

□: non-irradiated at 25℃, ○: non-irradiated at 4℃, ■: 1 kGy-irradiated at 25℃, 
●: 1 kGy-irradiated at 4℃.

안토시아닌 함량

과실의 안토시아닌은 oxonium 화합물로 가공공정이나 

장 과정에서 변색, 퇴색, 색소 괴 상이 수반된다. 안토

시아닌 색소에 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pH, 온도, 당, 

유기산, , 속이온, ascorbic acid, 효소 등이 알려져 있다

(31). 일반 으로 안토시아닌은 polyphemol oxidase (PPO)

에 의해 산화되어 갈색의 색소 합체를 형성하며 이때 

pH가 향을 미치는데 특히 건조 조건에서 pH를 증가시켜 

PPO 활성을 진하여 안토시아닌 색소를 괴시킨다고 

알려져 있다(32). 본 실험에서 포도의 감마선 조사에 따른 

안토시아닌 함량 측정 결과를 Fig. 5에 제시하 다. 본 실험

에 사용한 포도 과피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270 mg% 수 이

었으나, 보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차 증가하여 보존 3주

째 350 mg% 수 까지 증가하 다가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보존 3주 이후의 안토시아닌 함량 감소는 25℃ 

장조건에서 보다 하여 보존 4주째에 250 mg%까지 

떨어졌으나 4℃ 장조건에서는 보존 6주 이후에도 300 

mg% 이상의 수 을 유지하 다. 한편 감마선 조사 시료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비조사 시료와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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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 of antocyanin contents in grapes during a 
post-irradiation storage at 4℃ and 25℃.

□: non-irradiated at 25℃, ○: non-irradiated at 4℃, ■: 1 kGy-irradiated at 25℃, 
●: 1 kGy-irradiated at 4℃.

지 않아 감마선 조사는 포도의 안토시아닌 함량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Sensory evaluation of overall acceptances from apple 
treated with irradiation during storage for 6 weeks

Storage 
(weeks)

Sensory 
parameters

Treatment (Irradiation dose-Storage Temp.)
SEM1)

0 kGy-25℃ 1 kGy-25℃ 0 kGy-4℃ 1 kGy-4℃

0

Texture 6.12±0.641a 6.00±1.195a 6.25±1.389a 6.25±1.832a 0.667

Sweetness 5.50±1.690a 5.50±1.690a 5.12±0.744a 5.25±1.885a 0.783

Flavor 5.87±0.991a 5.75±1.581a 5.38±1.126a 5.50±1.309a 0.635

Overall 
acceptances 5.62±1.408a 6.00±1.069a 5.25±1.581a 6.00±1.070a 0.783

1

Texture 6.50±1.414a 6.25±1.753a 5.50±1.414a 6.38±1.446a 0.903

Sweetness 6.38±0.916a 6.13±1.808a 6.25±1.753a 6.00±1.773a 0.803

Flavor 5.13±0.354a 4.63±1.061a 5.00±1.512a 5.00±0.926a 0.523

Overall 
acceptances 5.75±1.035a

5.63±1.032
a

6.00±1.069
a

5.50±1.512
a

0.622

2

Texture 6.13±1.246a 4.50±1.309b 6.13±1.126a 5.63±1.506a 0.652

Sweetness 4.00±1.773b 5.50±1.604ab 6.00±0.926a 6.50±1.169a 0.767

Flavor 5.00±1.414ab 4.63±1.506b 5.63±1.061a 6.13±1.246a 0.658

Overall 
acceptances 5.88±0.991a 4.50±1.309b 5.50±0.886a 5.75±2.188a 0.718

3

Texture 3.25±0.252b 4.50±1.070ab 4.00±1.069ab 5.25±1.982a 0.949

Sweetness 4.25±1.035ab 2.75±0.712b 4.25±1.035ab 6.00±1.619a 1.011

Flavor 4.25±0.045a 2.25±0.832b 4.75±1.035a 5.00±1.852a 0.747

Overall 
acceptances 3.25±0.707b 2.25±0.832b 4.00±1.852ab 5.50±1.070a 0.850

4

Texture 5.50±1.414a 5.00±0.152a 0.500

Sweetness 5.75±1.488a 5.50±1.690a 0.796

Flavor 4.75±0.707a 5.25±1.282a 0.517

Overall 
acceptances 5.25±1.282a 5.38±1.026a 0.580

5

Texture 5.25±1.982a 5.00±1.069a 0.796

Sweetness 4.25±1.832a 5.50±1.414a 0.818

Flavor 3.50±1.414a 3.00±1.512a 0.731

Overall 
acceptances 4.00±1.512a 5.00±1.069a 0.654

6

Texture 5.25±1.982a 5.00±1.069a 0.796

Sweetness 4.25±1.832b 5.50±1.414a 0.818

Flavor 3.50±1.414a 3.00±1.512a 0.731

Overall 
acceptances 4.00±1.512a 5.00±1.069a 0.654

1)
SEM: standard error of the mean (n=40).

 Mean values of scores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in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cores are evaluated from extremely dislike(1 point) to extremely  
 like(9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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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평가

감마선 조사 후 장 조건을 달리한 포도의 능평가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감마선 조사 직후의 능평

가에서는 감마선 조사구와 비조사구간의 유의 인 능특

성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온도조건과 장기간

에 따른 포도의 능평가 결과, 25℃ 장시료의 경우 비조

사 조시료와 감마선 조사 시료 모두 본존 3주 이후 상품으

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수 으로 능선호도가 감소하

다. 4℃ 장조건에서 감마선 조사 시료와 비조사 시료는 

보존 4주째까지는 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유의차가 나타

나지 않았으나(P<0.05), 보존 5주 이후부터는 감마선 조사 

시료의 능  선호도가 유의 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미생물학  품질변화 결과(Fig. 2)와 유사한 

경향으로, 감마선 조사 후 4℃ 장조건시 포도의 보존기한

을 연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요   약

포도의 보존기한 연장  미생물학  품질 향상을 한 

방법으로 숙기의 포도에 1 kGy의 감마선 조사를 실시한 

다음, 4℃와 25℃의 장조건에서 6주간 장하면서 포도의 

일반 인 품질특성  능 품질특성을 평가하 다. 연구 

결과, 포도에 한 1 kGy 선량의 감마선 조사에 의한 총 

당, pH, 정산도, 안토시아닌 함량 등의 일반 품질 특성변

화는 나타나지지 않았으며, 미생물분석 결과 포도의 기 

오염미생물을 약 1～2 log 단 (10～10
2
 CFU/g) 감소시키는 

미생물 제어 효과가 확인되었다. 감마선 조사 포도의 보존 

실험에서, 감마선 조사된 포도는 25℃의 조건에서는 약 2주, 

4℃의 조건에서 약 6주 이상의 미생물학  품질 안 성을 

나타내었으며 수분감소, 경도 등의 이화학  품질에서도 

개선효과가 확인되었다. 감마선 조사 직후에는 감마선 조

사 포도와 비조사 시료간의 능특성 차이는 찰되지 않았

으나, 보존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마선 조사 시료의 선호

도가 비조사 시료보다 더 높아짐을 확인하 다. 따라서 감

마선 조사와 냉장보존을 병용할 경우, 상온 2주 이하인 포도

의 보존기한을 최소 6주 이상으로 연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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