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Preserv.
Vol. 17, No. 3. pp. 370-375, June 2010

- 370 -

‘Bing’ 체리의 숙기에 따른 당도와 이화학적 품질인자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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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erries (Prunus avium L) were selected at the light red (LR) and dark red (DR) stages of maturation. Soluble 
solid content and the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fresh ‘Bing' cherries were analyzed to identify an instrumental 
nondestructive attribute reflecting changes in sweetness. Soluble solid content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various 
physicochemical properties (firmness, color, and acid level) in LR-stage cherries. In DR-stage cherries, only firmnes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soluble solid content. A positive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soluble solid content 
and firmness of 200 randomly selected cherries. Thus, flesh firmness may be a useful quality factor indicating 
potential consumer acceptance of ‘Bing' cher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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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대부분의 과실 품질 조사 중, 이화학적 인자를 품질의

판단지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인자가 관능적인

요인을 반영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한다. 과실의 물리

학적 및 생화학적 특성들을 측정함으로써 과실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고, 특성들 사이의 상관성 또는 특성 변화간의

상관성 확인은 품질 관리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다(1). 과실에

서는 주로 물리적 품질 요인 및 이화학적 품질 인자들 사이

의 상관성에 대하여 가용성 고형물 함량, 산 함량 및 가식부

경도 등 풍미와 조직감에 관련된 인자들을 측정하여 상관성

을 분석하여 객관적인 품질지표로 제시되어 있으나(2), 과

종, 품종별로 보다 대표적이며 상관성 높은 관련 인자들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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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리는 non-climacteric 과실로 수확후 품질 변화 및 저장

력이 에틸렌 작용 및 합성억제제인 1-MCP 처리에 의해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3)되어 있어, 수확후 성숙이

진행되지 않는 작물에 포함된다. 체리의 수확시기는 체리

의 숙성 정도를 나타내는 품질 지표인 과피색 및 당산비를

고려하여 결정된다(4).

체리 ‘Bing' 품종은 현재 상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품종이

며 많이 소비되고 있다. 그동안 가용성 당함량에 기초한

소비자 만족을 충족시키는 최소한의 품질 기준이 제안되었

는데, 소비자들이 구입을 결정하는 초기 단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품질 요인은 외관으로서 과실의 크기, 모양,

색깔, 그리고 광택이며, 동시에 과경의 갈변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재구입시 고려하는 요인으로는 외관에 덧붙여

맛, 경도, 과육색깔, 그리고 가정에서의 보관 중 품질 유지능

력이다(5-7). 전체적인 품질 면에서 체리의 가장 중요한 화

학적 특성은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고, 물리적 특성은 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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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색깔, 과육의 경도 및 크기이다(8,9). 경도는 부패와 기계

적 상처에 대한 저항성을 결정짓는 주요한 품질 요인으로,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은 경도의 변화와 관련되어

있다(10). 또한, 경도의 변화는 과피색 변화(8) 및 surface

fitting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체리의 착색은

안토시아닌 축적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져 있으며, 색도 측

정을 통해서 성숙의 진행 정도와 안토시아닌 함량을 판단할

수 있다(12). 체리 품질의 최적값을 결정하는 요인 및 요인

들 상호간의 상관성을 밝힌다면 보다 쉬운 품질 요인을

측정함으로써 상관되는 요인을 예측할 수 있어 품질 관리의

편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ing' 체리의 색도와 소비자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지하는 당도 및 여러 이화학적 품질 요인들

간의 상관성을 분석하고, 품질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품질

요인을 찾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쓰인 공시재료는 2008년 5월 중순에 수확된

미국산 ‘Bing'체리를 이용하였다. 수확후 상하거나 흠집이

없는 균일한 크기로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체리의 착색 정

도에 따른 숙기 구분은 붉은색을 띠는 적숙(Light red; LR로

표기), 진한 붉은～자주색(Dark red; DR로 표기)을 띠는 과

숙 단계로 분류하였고(Fig. 1), 분류된 체리를 다시 경도에

따라 세분하여 경도가 높은 그룹과 낮은 그룹으로 분류하였

다. 경도에 따른 분류는 plunger 물성측정계(SMS, TA-XT2,

England)를 이용하여 5 mm의 probe로 측정하여 상위 30%

를 경도가 높은 그룹(hard로 표기), 하위 30%를 경도가 낮은

그룹(soft로 표기)으로 결정하였고, 분류된 그룹별로 24개

의 과일을 무작위로 택하여 가용성 고형물, 유리당 및 유기

산 분석에 이용하였다. 시험 재료로 이용된 체리의 초기

상태와 색도는 Table 1과 Fig. 1, 2에 나타내었다.

경도와 당도의 상관성을 보다 정밀히 알기 위해 무작위

로 선별된 200개의 ‘Bing' 체리 시료의 가용성고형물 함량

과 경도를 측정하여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Light-red Dark-red

Fig. 1. Initial appearances of ‘Bing' cherry (Prunus avium L.) with
different maturity.

색도 및 이화학적 특성

과피색은 색차계(model CR-300, Minolta Corp., Japan)를

이용하여 lightness(명도), Hunter ‘a’(red-green)와 ‘b’(yellow-blue)

값을 측정하였고, 측정된 Hunter ‘a’와 ‘b’값을 환산하여

Hue angle(°) 값을 구하였다. 환산시 Hue angle(°)=Arctan

(‘b’/‘a’) 식을 사용하였다. 측정시마다 흰색 calibration tile

(L* 97.75, a* -0.43, b* 0.29)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체리

에서 Hue angle 값이 높을수록 미숙상태인 연한 붉은색을

띠며, 낮을수록 진한 붉은색을 띠는 것을 의미한다.

과실의 경도는 한 과실당 적도부 한 곳을 plunger 물성측

정계(SMS, TA-XT2, England)를 이용하여 직경 5 mm의

probe로 측정하여 Newton (N)값으로 나타내었다.

과실의 당도는 과육을 착즙한 후 굴절당도계(Atago Co.

Japan)로 측정하여 °Brix 농도로 나타내었다. 적정산도는

5배 희석한 과즙을 0.1 N NaOH로 적정하여 체리의 주요

유기산인 malic acid 함량으로 표시하였다.

유리당 및 유기산 분석

추출한 체리 과즙 일정량을 C-18 Sep-pak cartridge

(Waters, U.S.A)와 0.45 μm syringe filter (PVDF, Whatman,

Japan)로 여과, 정제하여 유리당, 유기산 분석을 위한 시료

로 사용하였다. 유리당 분석은 HPLC (model 9300, Younglin

Co., Korea)와 Sugar-pak (6.5×300 mm, Alltech Inc. U.S.A)을

이용하였고, 이동상은 HPLC용 증류수를 이용하였으며, 이

동상 속도는 0.5 mL/min으로 조절하여 refractive index

detector (Triathlon M730D, Younglin, Korea)로 체리 과실의

주요 수용성 당인 fructose, glucose 및 sorbitol을 분석하였

다. 유기산은 410 autosampler, 335 photodiode array detector,

210 gradient pump로 구성된 HPLC (Varian, CA, USA)와

YMC-ODS-AQ 컬럼(4.6×150 mm)을 이용하였으며, 이동

상은 17 mM ammonium phosphate 용액(pH 2.80)을 0.4

mL/min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유리당 및 유기산은 생시료

100 g당 함량으로 표시하였다.

통계분석

총당, 총산, 유리당, 유기산과 경도간의 상관 및 회귀분석

을 분석하였다.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각 처리구간 유

의성 및 관능검사 결과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또는 p<0.01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결과 및 고찰

품질특성

시험 재료로 사용된 ‘Bing' 체리를 숙기 및 경도에 따라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제17권 제3호 (2010)372

분류한 후 초기 색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LR

단계의 경우 숙기가 적숙과로 진행되는 단계로 이때의

Hunter ‘L', Hunter ‘a'값, 및 Hunter ‘b'값은 모두 DR 단계의

값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Huntet L 값은 명도를 나타나며,

LR 단계에서 고경도구와 저경도 구에서 각각 31.47, 31.41

로써 과숙 단계인 DR의 30.48, 30.52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

었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Hunter ‘a'값의 경우도 LR의 시험

구가 16 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으나 DR 시험구는 10 내외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황색도의 지표인 ‘b'값도 LR 단계의

시험구에서 DR구에서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체

리에서 Hue angle 값이 낮아질수록 진한 빨간색으로 변화하

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수치 역시 LR 단계의 체리가 DR

단계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Table 1, Fig. 1)

Table 1. Color values of ‘Bing' cherry with ripening stage and
firmness

Classification Hunter L*1) Hunter a* Hunter b* Hue angle
(°)

LR
hard 31.47a2) 17.17a 3.69a 12.02a

soft 31.41a 16.97a 3.48a 11.63a

DR
hard 30.48

b
9.73

b
2.41

b
10.77

b

soft 30.52b 10.29b 1.91b 10.53b

1)Data are means standard deviation of 24 independent samples.
2)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체리의 성숙단계별로 고경도군과 저경도군으로 분류를

하였을 때 LR 단계에서 고경도군은 6.4 N, 저경도군은 4.2

N이었고, DR 단계에서 고경도군은 5.8 N, 저경도군은 4.0

N을 나타내었다(Fig. 2A).

가용성고형물 함량은 DR 단계에서 LR 단계에 비해 약

3 °Brix 높았으며, LR 단계 및 DR 단계 모두 고경도 군이

저경도 군에 비해 3～4 °Brix 높았다. 경도에 따른 당도를

분석한 결과 DR 단계에서 LR 단계의 체리보다 높은 값을

보였으나 경도가 낮은 경우 각 단계에서 당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B). 적정산도는 성숙한 DR 단계에

서 미성숙한 LR 단계에 비해 약간 낮았지만 유의적인 상관

성이 없었고, 경도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Fig. 2C).

이는 과실이 숙성되는 동안 당함량은 증가하나 반면 유기산

성분은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는 보고(13)와 일

치한다.

품종에 따라 다르지만 체리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1

1～25 °Brix에 분포하며, 적정산도는 0.4～1.5% 수준이라는

보고(8,14)와 비교시 ‘Bing' 품종은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18～30 °Brix 수준으로 높았으며, 적정산도는 0.1～0.15%

수준이었다.

유리당 및 유기산 분석

숙기와 경도에 따른 체리의 유리당 함량 분포는 착색이

많이 진행된 DR-hard 처리구에서 DR-soft구, DR-hard구,

그리고 DR-soft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Table 2). 특히

glucose와 fructose가 높은 비율로 존재하였고, DR-hard구에

서 총유리당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체리의 상

품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인자로 경도가 크게 좌우되며

관능검사 결과 경도가 4 N 이하로 감소되는 경우 패널들의

수응도가 유의적으로 많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맛 또한 경도 감소와유사하게 감소하였다(데이터미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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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irmness (N), soluble solid content (oBrix), and titratable
acidity(%) differences of ‘Bing' cherry (Prunus avium L.)
depending on ripening stage and firmness.

Each bar on the graph represents the mean of 15 replicates with standard error.

유기산의 경우 총 유기산 함량은 0.82～1.13%로써 숙기

에 따른 함량의 차이는 없었지만, 고경도구가 저경도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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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유기산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3).

체리의 유기산 중 malic acid가 가장 많은 비율로 769.6～

1097.6mg%로 분포하였으며, shikimic acid 2.8～4.1mg%,

citric acid 1.3～4.9mg%, fumaric acid 7.7～11.2mg%, 그리고

succinic acid는 15.6～60.4mg%로 분포하였다.

체리의 주요 유리당은 glucose와 fructose이며 sucrose와

sorbitol 함량은 낮고, 주요 유기산은 malic acid라는 보고(4)

와 비교시 ‘Bing' 품종의 유리당 및 유기산 구성도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Table 2. Free sugar content of ‘Bing' cherry with ripening stage
and firmness

Classification Glucose
(%)

Fructose
(%)

Sorbitol
(%)

Total
(%)

LR
hard 8.203

b
6.357

b
2.464

b
17.025

b

soft 6.177
c

4.562
c

1.534
a

12.274
c

DR
hard 12.338a 9.174a 4.202b 25.714a

soft 8.681b 6.452b 2.729b 17.865b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3. Organic acid content of ‘Bing' cherry with ripening stage and

firmness

Classification
Malic acid

(mg%)

Shikimic
acid

(mg%)

Citric acid
(mg%)

Fumaric
acid

(mg%)

Succinic
acid

(mg%)

Total
(mg%)

LR
hard 1097.6

a
3.6

ab
1.3

a
7.7

a
15.6

b
1125.8

a

soft 769.6
b

2.8
b

4.2
a

11.2
a

35.6
ab

823.4
b

DR
hard 910.2

ab
4.1

a
4.8

a
8.9

a
60.4

a
988.4

ab

soft 820.5
b

3.1
bc

4.9
a

10.5
a

45.9
ab

880.2
b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Bing’ 체리의 당도와 이화학적 품질인자의 상관관계

당도에 미치는 여러 이화학적 품질인자의 영향을 체리의

숙기에 따라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DR

단계의 체리에서는 경도 요인이 당도와 정의 상관성이 있었

으나 총유리당과 총유기산은 당도와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LR 단계의 체리는 경도, 색도, 총유리당,

총유기산 모두 당도와 유의적으로 정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유리당 성분인 glucose, fructose와

sorbitol은 r값이 0.8 이상인 높은 상관성을 보였으며, 총유

기산 중에서는 malic acid와 shikimic acid가 당도와 정의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색도와 당도의 상관성이 Hunter ‘a'

와 ‘b'값 모두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아 후숙이 진행되

는 미성숙 단계에서의 당도는 과실의 색깔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경도와 당도의 상관성을 보다 정밀히 알기 위해 성숙단

계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선별된 ‘Bing' 체리 과실 200개의

Table 4. Correlation factor (r) between each pair of soluble solid
content (°Brix) and chemical attributes of ‘Bing' cherry with
ripening stage

Classification Chemical attribute Soluble solid content (°Brix)

LR Firmness 0.4583**

Hunter ‘L' 0.3988*

Hunter ‘a' 0.6109**

Hunter ‘b' 0.5844**

Hue angle 0.4710
*

Glucose 0.8113
**

Fructose 0.8278
**

Sorbitol 0.8643
**

Total sugars 0.8380
**

Malic acid 0.6213
**

Shikimic acid 0.4932*

Citric acid -0.5329**

Fumaric acid -0.3605NS

Succinic acid -0.4990**

Total acids 0.6200**

DR Firmness 0.4844**

Hunter ‘L' -0.2287c

Hunter ‘a' -0.1921
NS

Hunter ‘b' -0.0401
NS

Hue angle 0.2136
NS

Glucose 0.2946
NS

Fructose 0.2661
NS

Sorbitol 0.4398*

Total sugars 0.3132NS

Malic acid 0.0704NS

Shikimic acid 0.2895NS

Citric acid 0.2025NS

Fumaric acid -0.2808NS

Succinic acid 0.4485
*

Total acids 0.1794
NS

NS, *, **mean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0.05 or 0.01, respectively.

시료를 사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r=0.46의 정의

상관계수를 얻을 수 있었다(Fig. 3).

체리의 과육은 수확에 앞서 서서히 연화되며, 이러한 변

화 속도는 과육 부피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일반적으로 경도의 감소는 과실이

성장하는 동안 세포 확장 및 세포벽 pectin 구조의 변화를

반영한다(16,17). ‘Ambrunes' 품종의 수확전 과실의 성장

및 숙성이 진행되면서 경도와 품질 인자들의 변화를 측정하

였을 때, 경도가 감소함과 동시에 가용성 고형물 함량과

적정산도가 증가하며 따라서 당산비도 증가하였고, 표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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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lightness는 70에서 35로 감소, Hunter ‘a'값은 -3에서 25

까지 증가, Hunter ‘b’값은 40에서 15로 감소하였고, 따라서

경도와 색도, 가용성 고형물 함량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18).

본 실험은 수확후 숙성이 진행되는 LR 단계와 숙성이

완료된 DR 성숙단계에서 체리 과실의 경도와 가용성 고형

물 함량과의 상관성을 구명하고자 하였고, 또한 당도에 영

향을 미치는 유리당과 유기산 함량, 색도와의 상관관계를

보다 세밀하게 구명하였다. 두 성숙 단계 모두 당도와 경도

는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Bing' 체리의 수확후 이화학적 품질 특성 중 파괴적인

품질 요인을 형태적 또는 비파괴적 품질 요인과 연관지어

파악할 수 있다면, 보다 편리한 품질 지표를 제시할 수 있으

며 소비자의 기호도를 반영하는 객관적 지표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체리의

경도가 관능적 수응도에 부합되는 품질 결정인자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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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lationship firmness and soluble solid content (°Brix) of
‘Bing' cherry (Prunus avium L.).

Each point on the graph represents 200 independent samples.

요 약

‘Bing' 체리의 품질 요인간 상관성을 구명하기 위해 숙기

에 따른 착색 정도 정도로 light red (LR)와 dark red (DR)

단계로 시료를 분류하였다. 분류된 체리를 사용하여 당도

에 미치는 이화학적 품질 요인들 간의 상관성을 조사하여

소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품질 지표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체리의 주요 유리당 함량 분포는 착색이 많이 진행

된 DR 단계의 체리에서 높았으며, 유기산은 숙기에 따라

차이는 없었으나 고경도구가 저경도구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LR 단계의 ‘Bing' 체리의 경우 경도, 색도, 산도가 당도

와 유의적인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DR 단계의 체리에서

는 경도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경도와 당도간의 상관

성은 200개의 과실을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에서

도 마찬가지로 정의 상관성을 보였다. 따라서, ‘Bing' 체리

의 당도, 경도, 색도는 관능적 적합성에서좋은 지표로 사용

될수 있고, 특히 경도는 품질특성을 판단하는 지표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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