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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이다듬기가 포도 ‘Muscat Bailey A’의 품질과 양조적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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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erry thinning was a useful practice to reduce bunch size and to alter bunch shape for improving fruit quality. 
The grape cv. 'Muscat Bailey A' bunches were removed to find berry thinning effect on the bunch, in the apical 
end of the main stem about 4～6 laterals or conventional treatment and then compared a quality of fruit and wine 
between the treatments. Bunch weights on the different berry thinning treatment were in the range of 300 to 650g 
and conventional treatment was 550 to 750g. As a result, according to decreased lateral number of bunch in the 
treatments, total soluble sugar was increased but total acid was decreased. Our results was shown that wine color 
and taste components such as total anthocyanin, polyphenol and tannin were depended mainly by berry thinning. 
Also Berry thinning treatments of bunches was ranked higher sensory score than conventional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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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포도주 수입량은 매년 증가하여 2009년 한해

수입된 포도주는 23,000 ton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주 품종인 캠벨얼리를 이용한 포도주는 수입포도주의 품질

을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1,2). 국내에서 생식용 및 가공

겸용으로 선발된 Muscat Bailey A (MBA) 품종은 Bailey와

Muscat Hamburg를 교잡하여 만든 품종으로 우리나라 포도

재배면적의 7%인 1,319 ha의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다른 품종에 비해 당도 및 착색이 우수하고 머스캇향이

있어 다른 품종에 비해 우수한 가공특성을 가지고 있다

(3,4). 하지만 과방이 매우 큰 품종적인 특성과 함께 주로

생식용으로 재배되어 1개의 신초 당 약 700 g 이상의 대형과

방을 착과시키므로 이를 그대로 양조용으로 이용 시 품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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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양조용 및

생식용 등 일반적인 포도의 생산에 있어서 품질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재배방법으로는 신초제거(shoot thinning), 빈

가지 제거(desuckering), 신초정리 및 적심(shoot positioning

& topping), 하위 엽의 적엽(basal leaf removal) 등이 양조용,

생식용 포도재배에 널리 쓰이는 일반적인 방법이며 환상박

피(girdling), 과방솎기(cluster thinning), 송이다듬기(berry

thinning) 등은 비교적 정밀한 작업으로 생식용 포도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다(5). 이중 과방솎기(cluster thinning)의

경우 단위면적당 수확량을 조절하는 일반적인 처리로서

과방솎기 처리 시 과방의 무게와 총산이 감소하는 반면

당 함량, anthocyanin, phenolic compound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6,7,8). 그러나 송이다듬기와 같이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의 경우, 대 면적 기계화 재배

가 이루어지는 외국의 양조용 포도 재배지역에서는 몇 몇

품종에 대한 처리(9)와 과실의 품질과 관계없이 송이다듬기

에 의해 잿빛곰팡이에 의한 감염 정도가 억제된다는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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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를 제외하면 연구결과가 많지 않다. 송이다듬기는 우리

나라 생식용 포도재배에 있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송이다듬기에 따른 과실의 품질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재배하

는 여러 포도 품종들 중 양조적성이 비교적 우수한 'MBA'

품종을 대상으로 송이다듬기에 따른 과실특성의 변화 및

양조적성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우수한 양조용 원료를 확보

하기 위한 송이다듬기 조건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송이다듬기

충남 천안시 입장면에 위치한 농가 포장에서 6년생 개량

일자형으로 재배중인 'MBA' 품종을 대상으로 시험하였다.

'MBA' 품종의 송이다듬기 처리 별 착립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9주에서 68개의 화방을 대상으로 개화 10일전 화방

당 지경 수, 지경 당 화수를 조사하고 최종수확기의 과립수

와 비교하였다. 송이다듬기 처리는 만개15일 후 착립 된

과방에서 어깨송이(견방)를 제거하고 송이무게를 조절하

기 위해 첫 번째 지경부터 4번째, 5번째, 6번째 지경까지만

남기고 절단하였다(Fig. 1). 위와 같이 처리된 과방들과 상

위지경을 주로 솎아내는 관행 송이다듬기(대조구) 과방들

은 각각 봉지를 씌운 뒤 개화 후 118일인 9월 29일에 수확하

였고 과실특성을 검정하였다. 각 송이다듬기 처리는 1주당

1처리구로 3주씩 반복하여 총 12주에서 시험하였다.

Fig 1. Diagram of berry thinning treatments a cluster of grape
'Muscat Bailey A' after blooming a week.

A: Conventional berry thinning. Upper laterals cut off lateral tip and excessive berries.
B: Berry thinning treatment remaining six laterals. Also five, four treatments are same
way like six(B).

과실특성검정

각각의 송이다듬기 처리된 포도나무로부터 주당 20개의

송이를 수확한 뒤 저울을 이용하여 송이무게를 측정하고,

그 중 5개의 송이를 선택하여 과립을 각각 5립씩 채취하고

거즈로 감싼 뒤 압착한 과즙으로 당 함량(total soluble solids,

TSS) 및 적정산도(titratable acid, TA)를 측정하였다. 당 함

량은 휴대용 굴절 당도 측정기(PAL-1, ATAGO)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적정산도는 자동적정산도기(Titroline96,

Schott, Germany)를 사용하여 과즙 5 mL에 증류수 20mL을

넣은 다음 0.1N NaOH를 이용하여 pH 8.2로 적정한 0.1N

NaOH 양에 해당하는 산도를 포도의 주요 유기산인 tartaric

acid의 함량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당 함량 및 적정산도

는 각각 3회 반복하여 시료를 채취하여 측정하였다.

양조방법

포도주의 양조는 Chang 등(2)의 방법에 의해 양조되었다.

각각의 송이다듬기 처리 별로 포도나무로부터 수확한 과방

들 중 당, 산 함량 측정을 제외한 과방은 송이줄기를 제거한

한 뒤 파쇄하고 잡균의 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메타중아황산

칼륨(potassium metabisulfite, K2S2O5)을 100 mg/kg으로 처

리하였다. 양조 시 동일한 알코올 함량을 만들기 위해 각각

의 처리 별 포도 파쇄액의 당 함량에 따라 목표 당 함량을

22 °Bx로 설정하고 부족한 당 함량을 백설탕으로 보충하였

으며, 효모는 메타중아황산칼륨 처리 후 5시간 뒤 시판 과일

주용 효모인 Saccharomyces cerevisiae (Fermivin 7013,

DSM food specialties, Netherlands) 사용하여 포도 파쇄액

무게의 0.02% (w/w)를 첨가하고 25℃로 발효시켰다. 효모

접종 후 매일 2회씩 표면 위에떠오르는 과피 및 과육덩어

리를 가라앉혀 산소를 공급하고 과피, 종자로부터 폴리페

놀성분이 원활하게추출될수 있도록하였다. 효모를 접종

한 뒤 약 5일이 경과한 후 압착기를 이용하여 압착하고

발효액을 에어락이 장착된 용기에 넣어 25℃에서잔당발효

를 실시한 뒤 약 20일 경과 후 앙금분리를 하여 15℃에서

30일 숙성시켰다.

양조특성 분석

포도주의 양조특성 분석은 분광광도계(Agilent 8453,

Agilent,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포도주의 적색도는

포도주원액을 2 mL cell에 담아 520 nm에서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총 폴리페놀 및 총 안토시아닌 함량은 증류수로

5배 희석한 뒤 희석액 1 mL에 0.2M sodium acetate (pH

1.0)를 9 mL 넣고 총 폴리페놀은 280 nm, 총 안토시아닌은

520 nm에서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값은 총 폴리페놀의

경우 gallic acid 표준용액의 검량선으로, 총 안토시아닌의

경우 malvidin-3-glucoside표준용액 검량선으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2). 탄닌 함량의 경우 시료 1 mL에 증류수 60

mL를 가하고 Folin-Ciocalteau (Sigma, USA)시약 5 mL를

가하여 반응시킨 뒤 여기에 15% NaCO3을 15 mL를 첨가한

후 증류수 100 mL를 첨가하였다. 2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

시킨 뒤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tannin acid용액의

표준곡선과 비교하여 탄닌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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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조특성 평가

각각의 송이다듬기 처리별로 수확되어 양조된 포도주를

대상으로 총 11명의 한국소믈리에 협회 회원으로 구성된

패널이 기호성을 평가하였다. 평가지표는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색상(color; 1～3), 향기(aroma; 1～5), 산미(acidity;

1～3), 묵직함(body; 1～4), 조화로움(balance; 1～5)으로 구

분하였다. 기호성평가 후 회수된 결과를바탕으로 각 측정

항목별로 처리 간차이를 SAS (ver. 9.2)의 GLM분석을 사용

하여 ANOVA 검정하였고 색상, 향기, 산미, 묵직함, 조화로

움 등의 측정항목간의 회귀관계를 SAS의 REG Procedure를

사용하여 연관성 및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송이다듬기 처리별 과실특성

포도 'MBA' 품종 고유의 꽃송이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개화 전 꽃송이의 지경수와 지경 당 화수를 조사하였다.

조사된꽃송이 당 지경수와 지경 당 화수를 조사해본결과,

꽃송이 상위로부터 지경 당 화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하위지경으로갈수록 지경 당 화수가 감소하는 로그형태의

상관관계(R
2
= 0.9897

**
)를 나타내었다(Fig. 2). 이는 수확기

에 상부지경의 과립 숫자가 많아 역삼각형을 띄는 'MBA'

품종의 고유한 송이모습을 나타내며 특이 25지경 이상의

대형꽃송이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볼수 있다. 'MBA' 포도

의 착립률을 파악하기 위해 개화기 이전의 꽃송이 당 화수

와 수확기 때의 과립수를 조사하였다. UPOV기준(11)에서

착립이 우수한 품종의 착립율인 80%를근거로 각 처리별로

80% 정도의 착립을 가정하고 MBA품종의 평균 과립중 (6

g)을곱하여 송이무게를예측한값과 실제 송이무게는 매우

근사한 값을 나타내었다(Table 1). 송이다듬기 처리에 따른

송이무게는 각각 4지경 처리가 292±8 g, 5지경 처리가

381±3 g, 6지경 처리가 438±4 g, 대조구의 송이무게는

656±4 g으로 나타났고, 4지경을 남기고 절단 처리한 경우에

Fig. 2. Relationship between cumulated number of flowers and
lateral order on the cluster of grape 'Muscat Bailey A'.

Fig. 3. Berry thinning effects on the cluster weight, total soluble
solid and titratable acidity of grape 'Muscat bailey A' at harvest.

Clusters were treated remaining 4～6 laterals per bunch and conventional treatment.
Bunch weight(A) was measured 20 clusters per tree, TSS(B) and TA(C) were replicated
6 times.

는 송이무게가 유의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Fig. 3,

A). 실제 대조구의 경우 수확기에 700 g 이상의 중량을

가지도록 처리되지만 처리방법이 불규칙적이어서, 송이길

이(지경의 숫자)는 일정하지만 상위지경의 착립 과립수에

의해 550g～750 g까지의 다양한 송이무게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상위지경의 비율이 높은 4지경처리의

경우 상위지경의 불규칙한 착립에 의해예측하였던송이무

게 만큼 실제 송이무게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송이다듬기(berry thinning)는 착립된 이후 과방의 적당한

지점을(4～8지경) 절단하여 과립중을 증가시키고, 착색, 성

숙을촉진시키는 방법(5,9)으로서, Weaver 등(12)은 Thomp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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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less품종의 과방을 절반으로 절단 처리한 경우 송이무

게와 총산이 감소하고 당 함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고하였

다. 또한 An 등(13)은 Tano red 품종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

서 50% 과립을 제거한 경우 송이무게는 절반으로 감소하지

만 과립중이 증가하며, 당도가 2.3 °Bx 더 높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본 시험에서도 당도의 경우 대조구와 비교하

였을 때 상위 6번 지경까지 남긴 처리구는 약 1 °Bx, 상위

4번 지경까지 남긴 처리구의 경우에는 약 2 °Bx 정도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총산의 경우에는 대조구와 비교

하였을때남겨진 지경숫자에 따른차이는 없었지만 송이다

듬기 처리구와 대조구와는 0.15%의 차이를 나타내어 앞선

연구들과 같이 전반적인 과실특성이 우수해 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3, B, C).

Table 1. Differential berry thinning effects on the flower and berry
setting.

Number of lateral
Average number of

flowers2)
Predicted bunch

weight3)
Measured bunch

weight

4
1)

72.7
4)c

348.9 292.8
c

5 83.9
bc

402.6 381.3
b

6 92.6
b

444.6 438.4
b

Control 138.2
a

663.4 656.4
a

1)
Berry thinning level; number means remained laterals of bunch. Control was treated
conventional berry thinning (removed 1st basal lateral).

2)Calculated with regression equation, average of flowers(y) = 48.086(ln) * Number
of lateral(x) + 11.364.

3)Calculated average number of flower was multiplied by average berry weight of
MBA (6g).

4)
Means followed by a common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by
DMRT.

양조특성

생식용 포도 재배 시 포도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는 송이다듬기가 실제 수확 후 양조적성에

미치는영향을 확인하고자 목표 당 함량을 22 °Bx로 조절한

뒤 와인을 양조하고 그 특성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송이

다듬기 처리한 송이가 대조구에 비해 적색도, 총 폴리페놀

의 함량, 총 안토시아닌 함량, 탄닌 함량이 높은 특징을

보였다. pH는 적포도주의 적정수치인 3.3～3.6(14)보다는

다소 높은 3.7～3.8의범위였으며, 총산은 실제 양조 시 과실

특성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하게 각 처리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대조구만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거봉 품

종을 대상으로 착과량을 조절한 시험(4)에서 송이무게를

약 350 g 으로 조절하면 착색에 유리함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4번 지경까지 만을 남긴 과방으로 양조한

포도주가 가장 높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외국산 포도주와 국내산 포도주의 성분분석(2)에 의하면

외국산 포도주의 총 안토시아닌 함량은 약 200～600 mg/L

의 함량을 가지는데 비해 'MBA' 품종의 포도주 양조 시

관행 송이다듬기 처리로도 약 580 mg/L의 높은 함량을 나타

내었고 4지경만 남기고 절단 처리한 경우에는 859 mg/L로

유의하게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MBA' 품종과 다

른 여러 품종으로 양조한 포도주의 색도를 색차계로 비교하

였던 연구(15)와도 같은 결과여서, 과피색이 진한 'MBA'

품종 고유의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탄닌은 포도주의 중요한 특성인떫은맛과 무게감을 부여

하는 성분으로서(4), Chang 등(2)이 보고한 외국산 와인의

탄닌 함량인 1,000～1,500 mg/L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송이다듬기로 송이무게를 작게 처리한 처리구 모두에

서 대조구에 비해서 유의하게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Table 2). 총 폴리페놀 함량의 경우, Chang 등(2)이 보고한

외국산 와인의 평균 함량인 2,000～4,000 mg/L에 비해 전반

적으로 낮은 수치인 612～897 mg/L의 함량을 나타냈으나,

처리간의 비교만 보았을 때 송이다듬기처리에서 대조구보

다 유의하게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볼때포도 'MBA' 품종에 있어서현재 생식용 포도

생산을 위해 관행 송이다듬기로 생산된 약 700 g의 송이무

게 보다 송이무게를 줄이기 위해 상위 지경만 남기는 송이

다듬기 처리가 과일의 특성뿐만 아니라 양조적성도 우수하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재배적인 방법만으로

'MBA' 포도의 장점인 진한 과피색을 더욱 높이며, 탄닌,

폴리페놀등 포도주의 품질에영향을 미치는 성분들의 함량

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Table 2. Enological characters on the different berry thinning of
grape 'Muscat Bailey A'.

Treatment1) Titratable
Acidity(%)

Red Color
(520 nm)

Total
Polyphenols

(mg·L-1)

Total
Anthocyanin

(mg·L-1)

Tannin
(mg·L

-1
)

4 0.672)b 1.06a 897a 859a 1594a

5 0.70b 0.81c 743b 676b 1471b

6 0.66b 0.95b 777b 816a 1445b

Control 0.80a 0.69d 617c 580c 1222c

1)Berry thinning level; number means remained laterals of bunch. Control was treated
conventional berry thinning.

2)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by DMRT.

관능평가

각각의 송이다듬기 처리와 대조구의 포도로 각각 양조된

포도주를 대상으로 11명의 패널에 의한 관능평가 결과 취

합된데이터들을 각평가항목 별로 ANOVA 검정한 결과는

Table 3 및 4와 같다. 리커트 척도에 의한 각 측정항목 중

대다수의 측정 항목에서 4지경만 남긴 과방으로 양조한

포도주가 다른 처리구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지만 신맛에

있어서는 처리간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또한

포도주의 조화로움을평가한 항목에서는 다른항목과 다르

게 4지경, 5지경만을 남긴과방으로 양조한 포도주와 6지경

만을 남긴 과방으로 양조한 포도주, 그리고 관행 송이다듬

기를 수행한 과방으로 양조한 포도주가분명하게 구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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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nsory tasting results on the different berry thinning
of grape 'Muscat Bailey A' using Likert scales.

Treatment1) Color Aroma Acidity Body Balance Total Score2)

4 2.78±0.753)a 3.18±0.75a 2.46±0.52a 2.64±0.81a 3.09±0.54a 14.09±2.02a

5 2.36±0.47ab 2.73±0.65ab 2.64±0.51a 2.55±0.82ab 2.82±0.60a 13.09±2.02a

6 1.91±0.70bc 2.36±0.67bc 2.46±0.52a 2.00±0.45ab 2.09±0.83b 10.82±1.94b

control 1.73±0.79c 2.09±0.70c 2.36±0.67a 1.91±0.70b 1.91±0.94b 10.00±3.00b

1)Berry thinning level, number means remained laterals of bunch. Control was treated
conventional berry thinning.

2)Sum of total sensory tasting scores.
3)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by DMRT.

평가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앞서 측정되었던 각 송이 다

듬기처리별 포도주의 양조특성과 다소차이가 나는 결과로

과실특성과 양조특성에 있어서 분명하게 구분되었던 대조

구가 실제 관능평가에 있어서는 송이다듬기 처리구와뚜렷

한 구분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통계적으로 수치상 구분

되었던 과실특성과 이를 재료로 양조한 포도주의 양조특성

이 실제 관능평가에 있어서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없는

범위 내에 있었던것으로 파악된다. 이밖에탄닌의 함량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묵직함의 경우에는 대체로 양조

특성과 유사한 관능평가 결과를볼수 있었다. 각각의평가

지표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본 결과 조화로움과 향기

(0.5935
**

), 그리고 향기와 색(0.5582
**

)이 각각 서로 상관관

계를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4). 따라서 종합적인

지표로 판단할수 있는 조화로움에 향기가 큰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되어 향기의 실체 및 이를 향상시키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시험에 있어서 앞서

확인했던 양조특성과 함께 관능평가 역시 과실특성이나

양조특성만큼 뚜렷한 차이는 아니었지만 송이다듬기 처리

구는 대조구와는 확실한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포도 'MBA' 품종의 송이무게 조절에 의해

양조적성과 관능평가가 우수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가능

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할수 있다. 또한 포도과실의 착과

수준, 적정수확시기, 최적 엽면적 조건과 같은 포도 과실의

품질향상과 관련있는 재배조건에 대한 연구결과가추가된

다면 향후 포도주의 품질을 향상시킬수 있는 체계를 구축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Table 4. Correlation matrix of wine balance and other testing
terms.

Color Aroma Acidity Body Balance

Color 1 0.5582
1)**

0.3464
NS

0.4391
NS

0.393
NS

Aroma 1 0.3007NS 0.4251NS 0.5935**

Acidity 1 0.3502NS 0.3373NS

Body 1 0.4998NS

Balance 1
1)NS, *, **not significant at p≤0,05, 0.01, respectively.

요 약

송이다듬기는 포도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송이의크기를

조절하고 송이모양을 변형시키는 유용한 재배방법이다. 포

도 'MBA' 품종의 송이다듬기에 따른 과실 및 포도주의

품질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송이줄기의곁가지를 제거하였

는데, 상위지경부터 4, 5, 6지경을 남기고 절단 한 뒤 관행처

리 대조구와 비교하여 수확기에 과방 및 와인의 품질을

조사하였다. 포도송이의 품질은 지경수가 작을수록 당도가

증가하고 총산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포도주의

양조특성에 있어서는 송이다듬기 처리가 대조구에 비해

총 안토시아닌, 총 폴리페놀, 탄닌과 같은 성분이 높아져

포도주의 품질이 향상되었으며, 기호성 평가에 있어서도

송이다듬기 처리가 대조구보다더욱높은 점수를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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