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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Components of Muskmelon(Cucumis melo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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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emical components of four muskmelons (Thankyou, Beauty, Picnic, and Symphony), according to the cultivars, 
were investigated during storage at 7℃ for 28 days. After the storage period, the Picnic cultivar indicated a weight 
decrease of up to 4.70% whereas the Symphony cultivar showed the best weight maintenance during storage (1.02%). 
The Thankyou and Symphony cultivars had higher sugar content and acidity levels than the Beauty and Picnic 
cultivars during storage. While the Symphony and Beauty cultivars showed high hardness at the start of their storage, 
their hardness decreased much during storage while the Thankyou and Picnic cultivars showed little change in 
hardness during storage. Further, the Thankyou cultivar not only maintained its unique muskmelon yellow color 
but also showed lower microorganism growth than the other cultivars. The stem water loss seen in this cultivar, 
however, tends to be the first thing seen by the consumers and may thus determine its merchantable quality. In 
addition, as the Thankyou cultivar showed the least quality change during storage, it will be useful for the development 
of a technology for minimizing the moisture content of a muskmelon’s 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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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멜론(Cucumis melo LINNE)은 국민의 소득향상과 웰빙

식품의 선호와 함께 과실의 독특한 향기와 높은 당도로

인하여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1). 국내 머스크멜

론의 주산지는 전남 나주, 곡성, 담양, 전북 남원, 경북 고령,

안동, 경남 진주, 충남 부여, 논산 등이다. 남부지역에서는

주로 봄, 가을과 겨울에 재배되고, 중부지방에서는 여름과

초가을에 많이 재배되고 있다. 고온기에 수확하는 작형은

당도가 떨어지기 쉬우므로 밤 최저온도가 20℃ 이하로 떨어

지는 지역이 좋은 환경이다(2). 국내산 멜론은 2002년도에

는 수출작목으로 선정되어 주로 일본, 대만 등지로 수출해

오고 있으며, 근거리 아시아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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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지역 등에도 수출되고 있다. 수출량은 2004년부터

수출이 급증하였으며, 2005년에는 약 1700 ton까지 수출되

었으며 이중 74%는 일본으로 수출되었다(3). 최근에는 대

만 수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가격 호조와 수출규격

품이 일본보다 까다롭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어진

다. 이처럼 국내산 멜론의 수출전망이 보다 밝아지기 위해

서는 품질고급화와 안정적 수출 물량 확보가 필요함에 따

라, 국내산 머스크멜론 품종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멜론은 외관에 따라 네트멜론과 무네트멜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네트멜론은 과실표면에 그물무늬가 형성되는 멜

론을 말하고, 과실의 모양은 대개 원형으로 일정하나 과육

의 색깔은 녹색, 백색, 적색 그리고 이들의 중간색 등으로

다양하다. 넷트형 멜론 중 네트가 가늘게 형성되는 Super

VIP, Beauty, Dream, Louis 등이 있는데, 이중 가장 재배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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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많고 인기가 있는 품종은 VIP, Beauty 등이다. 이와 같은

품종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기존의 품종에 비하여 넷트가

안정되게 형성되며, 흰가루병 등의 내병성이 강하다. 특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괴저바이러스 저항성이 강한 편으로

과실의 저장성이 좋기 때문에 재배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도

쉽게 재배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면서도 넷트가 굵게 형성되는 Earth계 품종도 선호되

고 있다. 무네트 멜론은 참외형 멜론이라고도 하며, 과피색

을 기준으로 크게 백색계, 황색계, 얼룩무늬계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은 과실의 모양, 과피색과 과육색이 네트멜론보

다 더욱 다양하여 품종선택의 폭이 넓으며, 한 포기에 많이

착과 시킬 수가 있어서 수량도 많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육질과 병해저항성이 넷트멜론 보다 못하며 수확기에 뿌리

의 활력이 빨리 떨어지는 편이므로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는 성숙기의 초세관리에 보다 주의를 해야 한다(4).

대부분의 멜론 연구의 경우에는 동양보다는 서양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Encarna 등(5)은 스페인에서 생

산되는 Amarillo 멜론을 열처리와 칼슘처리 함으로써 미생

물의 증가를 억제시킴과 동시에 저장 중 경도손실을 감소시

켰다. 그리고 Piel de Sapo 멜론을 공기조성을 달리하여

저장한 후 항산화성능 차이와(6), CA 저장 시 honeydew

멜론의 품질변화 지연 효과를 보았으며(7), hybrid 멜론 씨

의 성분(8)을 연구하였다. Hami 멜론의 저장기간과 저온장

해에 대하여 연구하였지만(9),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

는 Super VIP, Beauty, Dream, Louis 등과 같은 멜론들은

서양에서 재배되어지는 품종들과는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

조직까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한국에서 재배되어 수출되는 머스크 품종 멜론들의 저장

및 유통 중 품질 변화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저장

착과 후 50일이 경과된 겨울 수확용 적숙과 머스크멜론

4가지 품종(나주산 Thankyou, 진주산 Beauty, 진주산

Picnic, 나주산 Sympony)을 산지에서 구입하여 비교 실험하

였다. 멜론 1개당 2.01∼2.33 kg 크기인 것을 366×275×170

mm 크기의 골판지 상자 안에 3개씩 포장한 후 저장고(7±

1℃, 97% RH)에 두고 실험에 사용하였다. Thankyou,

Beauty, Sympony 품종은 28일 간, Picnic 품종은 21일간

저장하며, 각 시료는 7일 간격으로 3회 반복실험 하였다.

중량손실률

초기중량을 기준으로 각각의 저장온도를 유지하면서 저

장 중인 중량을 측정하여 얻은 중량손실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가용성고형물 함량

정상과의 중앙단면에서 양쪽으로 0.5 cm 지난 지점의

단면의 머스크멜론 중 중앙의 씨부분을 제외하고 두께

4.5±0.5 cm 밖으로 절단한 과육을 착즙하였다. 착즙액이

약 10±1℃정도 되었을 때 디지털 당도계(PR-32, Atago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착즙액은

온도 유지를 위하여 water bath(GD100-S5, Grant Co Ltd,

Cambridgeshire, UK)에 넣어서 측정 직전에 shaking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적정 산도

마쇄액 10 g에 증류수 20 g을 가하여 희석한 후 0.1 N

NaOH용액으로 pH 8.2까지 적정하여 소비된 량을 citric

acid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조직감

직경 3 mm의 probe가 부착된 Rheometer Compac-100

(CR-200D, Sun Scientific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중앙단면에서 양쪽으로 0.5 cm 지난 지점을 절단한 것을

8등분 한 후 내부쪽으로 60 mm/min의 속도로 전체 과육의

반이 되는 시점까지 삽입할 때 나타나는 조직의 평균저항

값을 kgf로 나타내었다.

색차

중앙단면에서 양쪽으로 0.5 cm 지난 지점에서 절단한

것의 안쪽부분 중 멜론의 고유한 색이 가장 선명한 일정부

위를 색차계(CR-400,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

하여측정한 후 Hunter L, a, b값으로 표시하였다. 백색 표준

판(L=99.75, a= -0.49, b=1.96)을 사용하여 색도계를 보정한

후 색 측정에 이용하였다.

꼭지 수분 함량

멜론 꼭지 T자의 끝부분 3곳을 각각 1.5 cm 자른 것과

꼭지 중심부 1.0 cm 자른 것 약 2.0 g을 상압가열건조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총균수 측정

정상과의 중앙 단면을 기준으로 1 cm 밖으로 절단한 부

분 중 중간의씨부분 50 g을취하여 사용하였다. 취한 시료

는 곧바로 멸균팩(B1348WA, Nasco Co Ltd, IL, USA)에

넣은 다음, 멸균생리식염수를 가하여 약 20 sec간 흔들어

준 후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총균수 측정용 배지(Petri film,

3M Co Ltd, CA, USA)에 접종한 후 배양 계수하여 log

CFU/g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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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4가지 품종(Thankyou, Beauty, Picnic 및 Sympony)의 머

스크멜론을 7℃에서 저장한 결과 Thankyou, Beauty,

Sympony 품종은 저장 28일까지 과육의 부패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Picnic 품종 머스크멜론의 경우에는 21일 경과

후 부터 일부의꼭지부위에서곰팡이가발생하면서 부패과

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Thankyou, Beauty, Sympony

품종은 28일까지 저장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Picnic 품종은

21일까지 저장 실험을 진행하였다

중량 감소율

머스크멜론 품종 차이에 따른 저장 중 중량 감소율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저장 7일에 Thankyou, Beauty와

Sympony 품종은 각각 0.47, 0.54, 0.16%였고, Picnic 품종은

1.06%로 저장 중 유의적으로 중량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

났다(p<0.05). 저장 21일 후에는 Sympony 품종이 0.75%로

중량의 변화가 가장 적었으며, Picnic 품종 3.75%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다(p<0.05). 저장 28일 후에도 Sympony

품종은 1.02%로 가장 적은 중량 감소율을 보였으며, 중량적

인 측면에서 상품성이 가장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Thankyou와 Beauty 품종의 중량감소율도 각각 2.36, 2.84%

로 Picnic 품종에 비하여 저장 중 중량이잘유지되는 품종인

것으로 나타났다(p<0.05). Miccolis 와 Saltveit(10)는 멜론

6가지 품종을 7℃에서 3주간 저장한결과 대체적으로 3%이

하의 중량 감소를 보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Thankyou

와 Beauty 품종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Fig. 1. Weight loss of different muskmelon cultivars stored at 7℃.
a-c

Mean values (3 replication) with the different letters among muskmelons of same
storage day at different cultiv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용성 고형물 함량

멜론 품질결정인자들 중 가용성고형물 함량은 가장결정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11), 멜론

개발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고당도계의 품종개발

이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Thankyou와 Sympony 품종

머스크멜론의 초기 가용성고형물 함량은 13.00～13.36

°Brix이었으나, Beauty와 Picnic은 각각 10.00과 11.36 °Brix

로 유의적인 함량 차이를 보였다(p<0.05). 저장 21일에는

Thankyou와 Sympony 품종이 14.03과 13.60 °Brix로 저장

초기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Beauty(10.66 °Brix)와

Picnic(11.5 °Brix) 품종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가용성 고형

물 함량이 높았다(p<0.05). 그리고 이는 품종에 관계없이

저장 초기에 비하여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Goto(12)가 보고한 바와 같이 멜론을 수확직후 보다는 일정

기간 후숙 시킨 후 식용하는 것이 단맛이 증가한다는 것과

일치하였다. 이후에는 Thankyou, Beauty와 Sympony 품종

의 가용성고형물 함량이 각각 13.43, 9.86, 12.16 °Brix로

저장 초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이는 참다래의 경우에도

과육이 연화되기 전 가용성 고형물 함량이 최대치에 도달한

이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

Fig. 2. Soluble solid of different muskmelon cultivars stored at 7℃.
a-d

Mean values (3 replication) with the different letters among muskmelons of same
storage day at different cultiv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적정 산도

머스크멜론 품종차이에 따른 저장 중 산도변화(Fig. 3)를

보면, Thankyou, Beauty와 Sympony 품종 머스크멜론의 초

기 산도는 0.42～0.48%로 Picnic 품종(0.52%)보다는 약간

낮았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Thankyou와

Sympony 품종의 경우에는 저장 21일까지 초기 산도에 비하

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머스크멜론의 개화 후

일정 숙성시점까지는 증가하면서 성숙정도와의 연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4). 28일 후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큰 변화는없었다. 반면 Beauty와 Picnic

품종의 경우에는 저장 중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저장 21일 후에는 초기에 비하여 각각 21%와 37%

산도가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과실류에서 산미는 품질

결정의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머스

크멜론에서는 대부분 미각으로 느낄 만큼의 산미가 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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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산도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

동지역에서는 산미가 있는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15),

산미와 당도를 모두 증가시키는 품종의 육성연구도행해지

고 있다(11).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어지고 있는

머스크멜론이나 신품종 개발 시 당/산비가 적당히 조화된

품종의 연구를 위하여 산도의 연구는 중요하다고 판단되

며, 더 나아가 멜론 소비시장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Fig. 3. Acidity of different muskmelon cultivars stored at 7℃.
a-cMean values (3 replication) with the different letters among muskmelons of same
storage day at different cultiv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조직감

멜론에서의 조직감은 소비자들이 품질을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인자 중의 하나이다. 저장 중 과실의 연화는 성숙

중에 세포벽분해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세포벽이 변하고,

이는 조직감의 변화를 초래하게 된다. Table 1은 품종 차이

에 따른 머스크멜론 과육부의 저장 중 조직감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초기경도는 Sympony와 Beauty 품종이 각각

0.79, 0.65 kgf로 Thankyou (0.25 kgf)와 Picnic (0.15 kgf)품종

들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저장 21일 후

Beauty (0.24 kgf)와 Sympony (0.34 kgf) 품종의 경도는 저장

초기에 비하여 각각 63, 57%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이며

(p<0.05), 과육의 연화정도가 증가하였다. 반면에 Thankyou

(0.15 kgf)와 Picnic (0.12 kgf)품종은 저장 중 경도 변화가

초기에 비하여 각각 40, 20%의 낮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유의적인 차이도 보이지 않았다. 이는 저장초기 멜론의 경

도가낮았던 Thankyou와 Picnic 품종이 저장 중 과육의 연화

가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Yang 등(16)의

보고에 따르면 포도의 경도도 저장기간 중 품질을 나타내는

중요한 물리적 특성중의 하나인데, 품종 차이에 따라 경도

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도는

전체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본연구와 동일한결과를 나타내

었다. Lester와 Dunlap(17)는 멜론이 고당도 계통인 경우

숙기가 빠르고 후숙 과정에서 당 함량이 높기 때문에 당

분해 과정에서 과육이 생리적인 변화를 일으켜조직의 연화

가 촉진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당 함량이

높았던 Thankyou와 Picnic 품종이 저장기간 중 과실의 연화

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은 머스크멜론 품종들로 그

외 다른 멜론 품종들과는 당 함량의 차이를 보이므로 이에

따른 연구결과의 차이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Hardness of different muskmelon cultivars stored at 7℃

Storage period
(day)

Cultivar

Thankyou Beauty Picnic Sympony

0 0.25±0.05
1)C2)a3)

0.65±0.05
Ba

0.15±0.03
Ca

0.79±0.07
Aa

7 0.23±0.08
Ba

0.50±0.03
Ab

0.13±0.04
Ba

0.38±0.05
Ab

14 0.16±0.03Ba 0.48±0.02Ab 0.13±0.02Ba 0.39±0.10Ab

21 0.15±0.05BCa 0.24±0.05ABc 0.12±0.03Ca 0.34±0.04Ab

28 0.12±0.07Ba 0.17±0.01ABc - 4) 0.24±0.04Ab

1)Average±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Value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A∼C) among muskmelons of same storage day

of different cultiv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a∼c) among muskmelons of same cultivar during
storage day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Not analysis

색차

Table 2와 같이 머스크멜론 품종차이에 따른 저장 중

과육의 색변화는 Thankyou 품종의 저장 초기 L값은 57.79

value으로 Beauty, Picnic 그리고 Sympony 품종에 비하여

명도가 전체적으로 낮았으며(p<0.05), 저장 중 L값은 모든

품종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녹색을 나타내는 a값의

경우에는 품종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저장

중에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의

경우에는 chlorophyll이 분해됨으로 멜론의 품질판정 기준

이 되며, 상품가치 판단에 크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11). 저장 초기의 b값은 Sympony와 Picnic품종

이 각각 19.81, 19.59로 Beauty (18.45)와 Thankyou (17.97)

품종에 비하여 머스크멜론의 노란빛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

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저장 중

Thankyou 품종을 제외한 모든 품종에서 b가 유의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저장초기의 머스크멜론 고유색을 서서히

잃는 것으로 판단된다.

꼭지 수분 함량

과실의 수분 감소는 외관적으로 상품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조직감 저하, 신선도 저하, 중량 감소 등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감소는 수확 후 호흡작용, 증산작용등에 의해

발생되며 과일 품종, 저장 및 유통 방법 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므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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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unter color values of different muskmelon cultivars stored at 7℃

Color value Storage period
(day)

Cultivar

Thankyou Beauty Picnic Sympony

L
1)

0 57.79±1.35
4)B5)a6)

64.01±1.57
Aa

63.28±1.17
Aa

60.25±0.81
Aa

7 56.68±1.05
Ca

64.87±1.30
Aa

61.70±1.08
Ba

61.58±1.06
ABa

14 59.10±1.03
Ba

65.26±0.20
Aa

62.41±1.90
ABa

61.14±1.88
ABa

21 56.92±1.10
Ba

63.89±2.29
Aa

65.01±1.75
Aa

62.38±2.31
Aa

28 60.43±2.45
Aa

63.17±2.28
Aa

-
7) 62.94±2.66

Aa

a2)

0 -7.29±0.7
Aa

-7.37±1.51
Aa

-7.22±0.86
Aa

-7.31±0.21
Aa

7 -5.98±0.27Aab -7.09±0.68Aa -7.22±1.28Aa -7.29±0.39Aa

14 -6.09±0.54Aab -6.27±1.02Aa -6.54±1.05Aa -6.54±0.36Aa

21 -5.89±0.57Aa -6.62±1.29Aa -7.04±1.25Aa -6.60±0.84Aa

28 -5.69±0.36Aa -6.53±0.94Aa - -6.27±0.23Aa

b
3)

0 17.97±1.20Aa 18.45±0.80Aa 19.59±1.02Aa 19.81±0.89Aa

7 16.20±1.51
Ba

17.15±1.12
ABab

19.29±0.55
Aa

19.09±0.46
Aa

14 16.02±1.01
Ba

15.85±0.51
Bb

16.94±0.91
Bb

19.21±0.32
Aa

21 15.29±1.30
Ba

15.61±0.45
Bb

16.99±0.42
ABb

19.20±1.16
Aa

28 15.10±1.50
Aa

15.38±0.82
Ab

- 16.95±0.64
Ab

1)
L : (0) black～(100) white

2)
a : (-)green～(+)redness

3)
b : (-)blue～(+)yellow

4)
Average±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5)
Value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A∼C) among muskmelons of same storage day of different cultiv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6)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a, b) among muskmelons of same cultivar during storage day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7) not analysis

Table 3. Moisture content of different muskmelon cultivars's stem
stored at 7℃

Storage period
(day)

Cultivar

Thankyou Beauty Picnic Sympony

0 88.2±0.91)AB2)a3) 91.1±0.6Aa 88.8±2.0ABa 86.0±1.2Ba

7 87.7±1.1ABa 89.9±1.3Aa 87.7±0.6ABa 85.4±1.6Ba

14 84.9±3.7Aa 88.2±2.7Aa 87.6±1.8Aa 85.3±0.3Aa

21 70.1±3.2
Bb

86.4±2.9
Aa

80.1±2.1
Ab

82.7±2.1
Aab

28 66.2±6.2
Bb

85.7±2.4
Aa

-
4)

80.3±1.8
Ab

1)Average±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Value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A, B) among muskmelons of same storage day

of different cultiv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a, b) among muskmelons of same cultivar during
storage day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not analysis

Table 3은 품종차이에 따른머스크멜론꼭지의 저장 중 수분

함량의 변화를 나타낸것으로, 초기에 비하여 저장 중꼭지

수분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저장 14일까지

는 91.10～84.92%로 품종 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0.05). 저장 21일 후에는 Thankyou 품종의 꼭지 수분

함량이 70.12%로 유의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으며

(p<0.05), 28일 후에는 66.22%까지 감소하였다. 그러나 저

장 21일 후에 Beauty와 Sympony 품종은 각각 86.41%와

82.73%로 초기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초기 수분

함량이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장 중 가용성고형물 함량이 가장 많았던 Thankyou 품종

이 Beauty, Picnic와 Sympony 품종에 비하여 머스크멜론

꼭지 수분손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비자들

이 멜론을 구분할 때 가장먼저 보게 되는 것이꼭지부분이

므로 Thankyou 품종의 경우 저장⋅유통 시 꼭지부분을 시

들지 않게 하는 관리기술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총균수 측정

저장 중 증가하는총균수는 머스크멜론의 저장에영향을

주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로, 국내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는

품종들의 저장 중 총균수의 생장 변화를 보았다(Fig. 4).

저장초기에는 Beauty, Picnic 품종은 미생물이 발견되지 않

았으나, Thankyou와 Sympony 품종은 각각 log 0.49, 1.13

CFU/g정도 증식하였다(p<0.05). 저장 기간 중에는 머스크

멜론 품종에 관계없이 미생물이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특히 저장 21일 후에는 초기 미생물의 증식이

적었던 Beauty와 Picnic 품종이 각각 log 3.90, 4.02 CFU/g으

로 큰 폭으로 증식하였다. 반면 Thankyou와 Sympony 품종

은 저장 28일 후에도 각각 log 3.12, 3.94 CFU/g 정도로

Beauty, Picnic 품종보다 미생물 증식이 유의적으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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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이는 저장 중 품질유지가 가장 잘 되었던

Thankyou 품종이 미생물 성장도 적었으며, 저장수명이 21

일로 다른품종들에 비하여 가장짧았던 Picnic 품종은 저장

초기에 비하여 저장 중 미생물 증식이 다른 품종들보다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저장 중 총균수의

생장 정도가 머스크멜론의 저장성에 영향을 미치므로, 머

스크멜론의 유통기간이길어야 하는 경우에는 품종의 선택

도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Kim 등(19)도 일반고구마 품종에

따라 저장성이 차이를 보임에 따라 품종의 중요함을 강조하

였다.

Fig. 4. Viable cell count of different muskmelon cultivars stored
at 7℃.
a-cMean values (3 replication) with the different letters among muskmelons of same
storage day at different cultiv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요 약

국내산 머스크 멜론의 품종(Thankyou, Beauty, Picnic와

Sympony) 차이에 따른 7℃ 저장 중 품질 변화를 조사하였

다. Thankyou, Beauty, Sympony 품종은 28일, Picnic 품종은

21일까지 저장 실험이 가능하였다. Picnic 품종이 4.70%로

가장큰 중량 감소율을 보였으며, Sympony 품종은 1.02%로

저장 중 중량이 가장 잘 유지되는 품종으로 나타났다.

Thankyou와 Sympony 품종은 Beauty와 Picnic 품종에 비하

여 저장 중 가용성고형물량과 산도가 높았다. 경도는

Sympony와 Beauty 품종이 저장 초기에 높았으나 저장 중

크게 감소하였던 반면, Thankyou와 Picnic 품종은 저장 중

경도 변화율이 적었다. 또한 Thankyou 품종은 저장 중 멜론

고유의 노란빛이 가장 잘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생물

증식도 가장 적어서 저장 중 품질변화가 적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상품성을 판단할 때 가장먼저 보게 되는 꼭지

의 수분손실은 저장 중 다른 품종들에 비하여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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