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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d-ripe ‘Betatiny’ jujube-shaped cherry tomato fruits via stem maintenance or stem removal were stored at 20℃
for 12 days. Their quality and microbial safety parameters like their respiration rate, weight loss, soluble solids 
content (SSC), titratable acidity (TA), firmness, hue value, aerobic microflora, coliform, yeast and mold count, 
and decay were evaluated during their storage. The jujube-shaped cherry tomato fruits whose stems were removed 
lost less weight than the fruits whose stems were maintained during their 12 days of storage. The stem removal 
lowered the respiration more significantly than the stem maintenance, and the formation of novel tissues at the 
stem scar that resulted from the stem removal was observed morphologically. The SSC, TA and hue value of 
the skin color decreased after eight storage days, but showed no difference between the stem maintenance and 
removal. The stem had higher microbial counts like aerobic microflora, coliform, and yeast and mold counts. The 
stem maintenance showed a short shelf-life because molds grew on the attached stem after five storage days. The 
shelf-life of the jujube-shaped cherry tomato fruits whose stems were removed was about eight days, but that of 
the fruits whose stems were maintained and that were stored at 20℃ was only about six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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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국내 토마토(Lycopersicon esculentum Mill.)는 2002년부

터 소득 증가와 함께 건강식품으로 인식되면서 그 소비도

증가하였으며, 년간 생산량은 2002년 23만 톤, 2007년 48만

톤으로 급속하게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작목전환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 기상악화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인하

여 2010년 33만 톤으로 정체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토마토는 미국 타임지 선정 10대 건강식품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항산화 물질인 다양한 비타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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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붉은 색을 내는 리코펜

성분은 항암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방울토마토는 2∼3 cm 정도의 소형토마토로 과육이 부

드럽고 당도가 높고 먹기가 좋아 신세대에게 인기가 있고

간식 및 후식용으로 수요가 많아 소비지 시장에서 전체

토마토의 35∼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 영양학적으

로도 일반토마토와 비교하여 베타카로틴, 비타민 C, 혈압을

정상화하는 작용을 하는 칼슘성분이 높게 함유되어 있다

(4). 기존에 보급되던 원형 방울토마토의 재배품종은 일본

에서 육성된 품종이 많아 값비싼 일본산 품종을 수입하여

사용하여야 하였으나 최근에는 국내 종묘회사에서 개발한

길쭉한 형태의 대추형 방울토마토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방울토마토는 과정부의 착색정도가 80%이상 완숙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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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손으로 수확하며 식물체와 과일을 연결하는 과병과

꽃받침이 과일에 단단히 붙어있도록 탈리층인 마디에서

꺾어 꼭지부분을 붙인 채 수확하는데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수확이나 유통 중 꽃받침 부분이 쉽게 떨어진다. 미국, 캐나

다와 같은 외국 사례를 보면 대부분의 토마토는 과병과

꽃받침이 없이 포장하여 뾰족한 꼭지에 의한 열상 등으로

인한 2차 부패균 감염이나 호흡 상승으로 인한 품질열화를

방지하고 있다(5). 유기농이나 수경재배 등 특별한 방식으

로 생산되었을 경우 신선해 보이는 외관을 갖추도록 과병과

꽃받침이 달린 채 분리된 난좌에 1단으로 개별 포장하여

수송 중 열상이나 압상에 의한 손상을 감소하도록 유통하고

있으며 과병과 꽃받침이 토마토의 특이한 향기발생에 영향

을 주며(6), 꼭지가 붙어있는 토마토가 저장기간이 길었다

는 보고도 있다(7).

국내 방울토마토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제정한 농산

물표준규격에 따르면 특, 상의 신선도 판단을 꼭지가 시들

지 않은 것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8). 그러나, 방울토마

토를 구입하는 소비자 중에는 꼭지가 없는 방울토마토를

수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작목반에서는 꼭지

없는 대추형 방울토마토를 상품화하고자 시도하는 노력도

있지만 국내 육성된 품종의 꼭지 유/무에 따른 방울토마토

의 품질변화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과병과 꽃받

침으로 구성된 꼭지를 유지한 과일과 제거한 과일의 수확

후 품질특성을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험 재료 및 처리

2012년 8월 2일 경기도 평택시에서 적색기에 수확된 대

추형 방울토마토 ‘베타티니’ 품종을 수확 당일 실험실로

옮겨 시험재료로 이용하였다. 균일한 크기로 선별한 과일

을 과병과 꽃받침을 포함하는 꼭지가 단단하게 부착된 과일

을 유지처리(stem maintenance), 꼭지를 소독된 실험용 라텍

스 장갑을 착용한 후 과일을 잡아 가볍게 꼭지를 밀어서

제거한 과일을 제거처리(stem removal)로 하여 유공 PET투

명용기(16 × 11 × 7.5 cm)에 750 g씩 소포장한 후 20℃,

상대습도 75∼90% 저장고로 옮긴후 저장기간 경과에 따른

호흡 및 품질 특성 등을 조사하였다.

품질특성

꼭지 유지, 제거 처리 후 저장기간 경과에 따른 중량감소

율, 색도, 경도, 가용성고형물함량, 적정산도를 12일 동안

조사하였다. 방울토마토의 중량감소율은 저장초기의 중량

에 대한 감소량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과피색

의 변화는 colorimeter (CR-400, Minolta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hunter scale에 의한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값으로 나타내었으며 hue angle [Hue=tan
-1

(b*/a*)]로 변환하였다. standard plate는 백색판(white

calibration tile)을 사용하였고 그의 L*, a*, b* 값은 97.75,

-0.43, 0.29이었다. 경도는 물성측정계(TAPlus, Lloyd

Instruments, Fareham, UK)로 측정하였으며, 측정 조건은

직경 5 mm 탐침을 이용하여 변형 깊이 10 mm까지 속도

10 mm/sec의 속도로 관입시킬 때 얻어지는 최대치를

Newton(N)으로 나타내었다. 과피색과 경도 측정은 한 과일

당 적도부 두 곳에서 측정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가용성

고형물함량은 4개의 과육을 함께 착즙한 후 과즙을굴절당

도계(PAL-1, Atago, Tokyo, Japan)로 측정하여 °Brix 단위로

나타내었다. 적정산도는 과즙 희석액을 pH meter (TitroLine

Easy, Schott, Mainz, Germany)를 이용하여 pH 8.2까지 0.1N

NaOH로 적정한 후 토마토의 주요 유기산인 citric acid 함량

으로 표시하였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TA = 적정에 사용

된 NaOH 양(mL) × 0.1(Normality NaOH) × 0.064 × 100/5g

즙액; 0.064는 토마토 주요 유기산인 citric acid의

milliequivalent 계수를 의미한다. 방울토마토의 외관에 의

한 품질 변화는 실험재료를 시들음, 부패 등을 종합하여

5단계점수를 부여하여 (선도 기준 : 5=매우 신선, 수확당시

와 비슷, 4=선도 약간 저하, 3=보통, 2=선도저하 심각, 이용

한계, 1=식용불가) 신선도 평가를 실시하고 점수 3은 상품

성 한계로 간주하였다.

호흡량과 에틸렌 생성

호흡량과 에틸렌 생성량의 조사를 위하여 처리구별로

각각 12개의 과일을 0.5 L 용기에넣어 2시간동안밀폐시킨

후 용기 내에서 1 mL의 공기를 취하여 GC (HP 6890,

Hewlett Packard, Atlanta, USA)로 측정하였다. 이산화탄소

분석은 Porapak 컬럼과 TCD detector로, 에틸렌 분석은

alumina 컬럼과 FID detector가 연결된 GC를 이용하여 주입

injection 온도는 110℃, initial oven 온도는 70℃, final oven

온도는 50℃로 하였다. Detector 온도는 이산화탄소 분석을

위한 TCD는 150℃, 에틸렌 분석을 위한 FID는 250℃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flow rate는 모두 21 mL/min로

설정하였다. 에틸렌과 CO2의 standard gas농도는 각각 10

μL/L과 1.0%를 사용하였고, 시료의 이산화탄소 및 에틸렌

발생량은측정할 때마다 standard gas 농도를측정하여 보정

하였다.

미생물수 검사

미생물수 검사는 꼭지가 유지된 과일과 꼭지 제거된 과

일 2개씩약 30 g, 10∼20개 과일에서 채취한 과병과 꽃받침

을 포함하는 꼭지 2 g의 시료를 stomacher bag (Masher-bag

P-LTS, BACcT
®
, NBT, Japan)으로 옮긴 후 10배의 멸균증

류수를 가하여 희석하고 stomacher (Seward Stom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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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C, Brinkmann, FL, USA)로 230 rpm, 2분 세게 진탕하여

균질화한 현탁액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멸균증류수

를 이용하여 10배씩 연속적으로 희석하여 일반세균수는

aerobic count plate petrifilm (3M Microbiology, USA)에 접종

하여 35℃에서 48시간, 대장균/대장균군은 E. coli/coliform

count plate petrifilm (3M Microbiology, USA)에 접종하여

35℃에서 24시간, 곰팡이수는 yeast & mold count plate

petrifilm (3M Microbiology, USA)에 접종하여 25℃에서 5∼

7일간 배양하였다. 일반세균수와 대장균/대장균군은

petrifilm plate reader (3M Microbiology, USA)를 이용하여

곰팡이수는 육안으로 균수를 colony forming units (CFU)값

으로 측정하고 log CFU/g으로 표기하였다.

데이터 분석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 특성 중 호흡량, 미생물수, 외관평

가는 3반복씩, 중량감소율, 색도, 경도 등의 품질은 4반복씩

조사하여 평균값을 구한 후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품질변화

에틸렌발생량은 저장 1일 후부터 저장 9일 후까지 꼭지

를 제거한 방울토마토가 꼭지를 유지한 방울토마토 보다

Fig. 1. Ethylene and CO2 production of red-ripe ‘Betatiny’ jujube-
shaped cherry tomato fruits by stem maintenance or removal
during storage at 20℃ for 9 days.

Values are mean ± standard error of three replicates.

낮게 유지되었으며 저장 9일 후 꼭지 유지 방울토마토의

에틸렌 발생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호흡량은 저장

9일 후까지 꼭지 유지 10.8∼12.6 mL/kg·hr 대비 꼭지 제거

방울토마토가 9.6∼10.7 mL/kg·hr로 유의하게 낮게 유지되

었다(Fig. 1). 중량감소율은 꼭지 제거 처리가 꼭지 유지

처리에 비하여 저장 4∼12일 후까지 낮게 나타났으나 두

처리 모두 저장 기간 동안 1.03% 이하로 육안으로 보이는

시들음은 관찰되지 않았다(Fig. 2). 꼭지 제거로 인한 스트

레스에 의해 호흡이 높아질 것임에도 꼭지 유지 방울토마토

의 호흡량이 더 높은 것은 꼭지에 분포하는 기공을 통한

호흡작용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토마토 과일의 표

피는큐티클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기공이 존재하지 않고

꽃받침에만 기공이 존재하며(10), 토마토 식물체를 주/야간

온도 23/18℃, 인공 광 조건의 식물 생장상에서 재배하면서

꽃받침을 유지한 열매와 꽃받침을 제거한 열매에 대하여

호흡량, 증산량 등을조사한 결과, 꽃받침을 제거한 열매가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발생량이 유의하게 낮았을뿐 아니

라 증산에 의한 수분손실도 감소하였는데 야간보다는 주간

에더뚜렷하게 나타나 주간에는 꽃받침에 존재하는 기공이

빛에 의해 열리기때문에 증산현상이촉진된 결과라고 하였

다(10). 저장기간 경과에 따른 방울토마토의 표피와 과육조

직의 세포 관찰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외곽 층인

큐틴 및 왁스를 포함한 단층의 표피(epidermis)와 그안쪽에

다층의 아표피(hypodermis)로 구성된 표피조직은 변화 없

이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었으나 내부 과육층(flesh) 세포의

수축현상이 관찰되었다. 저장 2일 후 꼭지 유지 방울토마토

의 과육조직 세포는 초기와 유사한 형태를 유지하였으나

꼭지 제거 방울토마토는 과육조직 세포가 약간 수축되었

다. 저장 4일 후 꼭지 유지/제거와 관계없이 과육조직 세포

가 수축되었으며 저장 6일 후 꼭지 유지 처리에서도 탈수된

세포가 관찰되는 등 꼭지 유지/제거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방울토마토의 꼭지가 제거된 부위를 저장기간 동

Fig. 2. Weight loss of red-ripe ‘Betatiny’ jujube-shaped cherry tomato
fruits by stem maintenance or removal during storage at 20℃ for
12 days.

Values are means ± standard errors of four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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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ight microscopic images (×100) of transversal sections of red-ripe ‘Betatiny’ jujube-shaped cherry tomato fruits by stem
maintenance (A) or removal stem (B) during storage at 20℃ for 6 days. E, epidermis; H, hypodermis; F, flesh.

Fig. 4. Auto-fluorescence microscopic images (×40) of longitudinal sections on stem scar of red-ripe ‘Betatiny’ jujube-shaped cherry tomato
fruits by stem removal during storage at 20℃ for 6 days.

Fig. 5.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SEM) images (×150) of stem
scar of non-stored and five days stored red-ripe ‘Betatiny’
jujube-shaped cherry tomato fruits by stem removal.

안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저장 2일 후부터 새로운

조직의 형성이 바깥에서부터 진한 녹색형광으로 발생하여

저장 4일 후 새로운 조직이 축적되어 저장 6일 후 장벽이

견고해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4). 주사전자현미경

에 의하여 관찰된 외형적인 상태도 초기에 비하여 저장

5일 후 꼭지가 제거된 부위의바깥층에새로이 생성된조직

이 상처를 뒤덮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5). 신선한

토마토가 식물체로부터 수확되고 나면 싱크-소스 관계가

사라짐으로 인하여 수확 시 받은 상처를 회복하여 과일의

내부 삼투압을 유지하고 외부의 다양한 병원균으로부터

생존하고자 일련의 ‘wound healing’ 과정이 시작되며 새로

이 슈베린이 생성되어 상처를막는다고 보고되어 있다(11).

이러한 꼭지 제거된 상처부위에 새로운 조직으로 형성된

외부장벽은 저장 4일 이후 증발 등으로 인한 수분손실을

방지하는 작용을 하여 꼭지 제거 방울토마토의 중량감소율

억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가용성고형물 함

량, 적정산도와 hue angle 값은 저장 8일 후부터 다소 감소하

였고 경도는 유지되는 경향이었으며 꼭지 유지 또는 제거

처리 간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

이는 천공포장재별 꼭지를 제거한 것과 꼭지를 제거하지

않은 방울토마토가 실험범위 내 전체적 품질변화측면에서

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고 한 것과 일치하였다(12).

미생물 및 외관변화

저장기간 중 꼭지 유지, 제거 방울토마토와 과병과 꽃받

침을 포함하는 꼭지의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및 곰팡이수

변화는 Fig. 7과 같았다. 저장 초기 꼭지는 일반세균수 5.6

log CFU/g, 대장균군 3.0 log CFU/g, 곰팡이수 5.1 log CFU/g

로 미생물이 많았다. 꼭지의 균밀도가 높은 영향으로 꼭지

제거 방울토마토는 일반세균수 2.9 log CFU/g, 곰팡이수

2.4 log CFU/g를 보인 데 비하여 꼭지 유지 방울토마토는

일반세균수 3.1 log CFU/g, 곰팡이수 3.2 log CFU/g로 일반

세균수 0.2 log CFU/g, 곰팡이수 0.8 log CFU/g 높게검출되

었다. 대장균군은 모두 검출한계 이하였다. 그러나,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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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후 꼭지의 대장균군이 4.1 log CFU/g로 증가하면서

꼭지 유지 방울토마토에서 2.7 log CFU/g로 검출되었으며

꼭지 제거 방울토마토는 저장기간동안검출한계이하또는

음성으로 나타났다. 최근 신선 채소 및 과일에 있어 미생물

적 식품안전성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신선 채소

Fig. 6. Soluble solids content, titratable acidity, firmness, and hue
value of red-ripe ‘Betatiny’ jujube-shaped cherry tomato fruits by
stem removal during storage at 20℃ for 12 days.

Values are means ± standard errors of four replicates.

및 과일이 식중독균의 주요 기주는 아니지만 퇴비, 관수

등을 통해서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13). 국내산 과일인

멜론, 방울토마토 등을 이용한 조각과일 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며 신선편의식품으로 분류되어 병원성미생물 중심의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받는다(14). 최소

Fig. 7. Population of aerobic microflora, coliform, and yeast and
mold count of red-ripe ‘Betatiny’ jujube-shaped cherry tomato
fruits by stem maintenance or removal and stem during storage
at 20℃ for 12 days.

Values are means ± standard errors of three replicates.

가공처리 방울토마토를 이용하여 신선편이 과일 상품을

가공할 경우 꼭지의 대장균군 오염이 높아 대장균 등의

위해세균 검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비가식

부위이므로 신선편이 방울토마토 상품화할 때에는 꼭지를

제거하고 세척하는 것이 식중독 예방 및 저감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공 처리 방법인 것으로 생각된다. 방울토마토

저장 중 외관에 의한 품위변화조사 결과는 Fig. 8에 나타내

었다. 꼭지 제거 방울토마토는 저장 8일까지 상품성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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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꼭지 유지 방울토마토의 경우 저장 5일 후부터

일부 과일의 꼭지에 곰팡이가 일부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주사전자현미경에 의하여 균사와 포자가 조밀하게 발생하

고 있음을 관찰하였다(Fig 9). 꼭지 에 발생한 곰팡이에 의

한 저장병해는 방울토마토 내부 조직으로 침입하는 병원균

이 아니라 노화된 식물조직의 무기물을 양분으로살아가는

부생균이지만 과일의 외관을 해쳐 상품성을 떨어뜨린다고

하였다(15). 저장 8일 후 모든 방울토마토의 꼭지에 곰팡이

가 발생하여 상품성을 상실하였으며 저장 12일 후 꼭지

곰팡이는 물론 과일 표면에 검은 반점이 발생하였다. 꼭지

제거 방울토마토는 저장 8일까지는 발생하지 않았고 저장

12일 후 일부 과일 표면에 흰색곰팡이가 관찰되었으며 꼭

지를 제거하며 생긴 상처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부패종류의 차이는 천공포장재별 미생물 균총에

있어서도 꼭지를 제거한 경우와 꼭지를 제거하지 않은 경우

차이가 있었으며 방울토마토의 주요 균이 꼭지에서 유래한

다고 판단한 것과 동일하였다(12). 송이토마토의 저장력을

결정짓는 주요 요인은 꼭지의 시들음과곰팡이에 의해썩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저장 말기에는 송이로부터 과일이 탈

리되어 분리되며 이러한 탈리현상은 에틸렌이나 메틸자스

Fig. 8. Quality index of red-ripe ‘Betatiny’ jujube-shaped cherry
tomato fruits by stem maintenance or removal during storage at
20℃ for 12 days.

Values are means ± standard errors of three replicates.

Fig. 9. Scanning electron microscopic (SEM) images (×110) of
mold-infected stem of red-ripe ‘Betatiny’ jujube-shaped cherry
tomato by stem maintenance after storage at 20℃ for 5 days.

모네이트와 같은 물질에 의해촉진되고 1-methylcyclopropane

에 의해 억제되는데 endo-1,4-β-glucanases 효소 발현과 관

련된다고 하였다(16). 또한 토마토는 꼭지분리 특성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하여 소화경에 탈리층이 있는 보통(jointed)

과병형과 탈리층이 없는 무이층(jointless) 과병형 토마토로

나뉜다. 무이층 과병형 토마토는 과일을 잡아당기면 꼭지

가 식물체 쪽에 남아 과일만을 수확할 수 있고 수확시간을

1/3로 단축시키는 것이 가능하여 미국 등지에서는 일반 토

마토나 방울토마토에 이러한 성질을 갖는 품종개량을 진행

하여 생력적 기계수확을 위한 품종 육성을 진행하고 있고

(17) 보통 과병형 토마토 중에도 꼭지분리능에는 품종간

차이가 있어 꼭지 분리에 드는힘이 원형, 편원형보다편구

형, 서양배형과 같은 모양일수록 작다고 하여(18) 대추형

방울토마토는 꼭지분리가 쉽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음을

유추할수 있다. 최근 국내 소비자들은 고당도 대추형 방울

토마토의 꼭지 유지 유/무에 관심을두지 않고 있으며 저장

기간 경과에 따른 꼭지의 시들음정도는 품종에 따라 차이

가 있으며 꼭지의 시들음, 탈리로 인한 꼭지 분리, 곰팡이

발생이 저장기간을 단축시키는 요인이 되며 품질적인 면에

차이가 없으므로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경우 꼭지 없이 저

장, 유통하여 저장성 향상을꾀할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대추형 방울토마토 유통에 있어 과병과 꽃받

침을 포함하는 꼭지 유지와 제거에 따른 내부품질, 외관상

품질변화와 미생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수행하였다. 적색기 대추형 방울토마토인 ‘베타티니’ 품종

을 대상으로 꼭지 유지 또는 제거 처리 후 20℃에 12일간

저장하면서 호흡량, 중량감소율, 색도, 경도, 가용성고형물

함량, 산도 등의 품질과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곰팡이수

등의 미생물 변화를 관찰하였다. 저장 12일 동안 중량감소

율은 꼭지를 제거한 대추형 방울토마토가 꼭지가 유지된

무처리보다 더욱 낮았다. 꼭지 제거 처리가 꼭지 유지에

비하여 호흡량이 낮게 유지되었으며 꼭지 제거된 상처부위

에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는 것을 형태학적으로 관찰하였

다. 가용성고형물함량, 산도, 과피의 hue angle값은 저장

8일 후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꼭지 유지/제거에 따른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꼭지에 일반세균수, 대장균군, 곰팡이수

가 많아 저장 5일 이후 꼭지에 발생하는 곰팡이로 인한

저장병해가 꼭지 유지 대추형 방울토마토 유통 시 저장수명

을짧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꼭지 제거 대추형 방울토마토

의 저장기간은 약 8일이었으나 꼭지 유지 방울토마토는

약 6일로 관찰되어 대추형 방울토마토의 꼭지를 제거하고

유통하는 것이 저장성 향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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