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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R 스펙트럼 데이터의 다변량 통계분석을 이용한

곶감의 원산지 및 품종 식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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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rapid system for discriminating the cultivation origins and cultivars of dry
persimmons, using metabolite fingerprinting by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spectroscopy combined with multivariate
analysis. Whole-cell extracts from the sepals of four Korean cultivars and two different Chinese dry persimmons were
subjected to FT-IR spectroscopy. Principle component analysis (PCA) and partial least squares discriminant analysis (PLS-
DA) of the FT-IR spectral data successfully discriminated six dry persimmons into two groups depending on their
cultivation origins. Principal component loading values showed that the 1750-1420 and 1190-950 cm−1 regions of the FT-
IR spectra were significantly important for the discrimination of cultivation origins. The accuracy of prediction of the
cultivation origins and cultivars by PLS regression was 100% (p<0.01) and 85.9% (p<0.05), respectively. These results
clearly show that metabolic fingerprinting of FT-IR spectra can be applied for rapid discrimination of the cultivation origins
and cultivars of commercial dry persi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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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감(Diospyros kaki Thunb.)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과실 중 하

나이다. 감의 원산지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

아지역으로 아열대부터 온대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1).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경북 상주, 청도, 경남 함안, 충북

영동, 전북 완주가 대표적인 감 생산지로, 떫은 감의 절반 이상

이 곶감으로 가공되어 유통되고 있다(2). 상업용 곶감은 건조 정

도에 따라 건시와 반건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저장상의 문제로

반건시 보다는 건시가 주로 유통되고 있지만 반건시에 대한 소

비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3). 이와 같은 상업용 곶감의

품질은 건조 방법은 물론 감의 품종, 수확된 감의 생육상태, 저

장방법, 포장방법 등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4-5).

현재 국내 곶감 시장의 경우, 주로 중국에서 수입된 곶감이 많

이 유통되고 있다. 수입된 중국산 곶감은 국내의 여러 시장에서

국내산 곶감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따

라서 중간 상인 및 유통업자들이 중국산 곶감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에 따라 곶감의 원산지에 대한 소

비자의 불신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수입산 중국 곶감의 식품

안전성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곶

감의 경우도 국내산과 중국산에 대한 정확한 식별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중국산 곶감은 곶감의 외부 형태와 모양

을 국내산과 비교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국립농업기술

원 상주 감 시험장과 같은 전문적인 기관들의 감정에 의해 전적

으로 식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중국산 곶감의

식품 안전성 확보는 물론 곶감 시장의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 신

뢰 회복을 위해서는 보다 신속한 곶감의 원산지 식별 체계 확립

이 이루어져야 한다.

곶감의 식별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곶감으로부터 품

종 식별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의 외부 형태를 통해 품종을 식별

하기 위해서는 과실의 형태나 모양이 중요하지만, 감의 경우 과

실이 맺히는데 약 4-5년의 재배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확한 품

종을 알아내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감의 품종

식별 체계를 신속히 확립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감의 DNA marker

를 통한 품종 식별 연구(6-8)가 발표된 바가 있다. 그러나 감의

특성상 뿌리대목과 접붙이기를 통해 재배되고 있어, 대목의 정보

와 함께 식별이 이루어져야 감의 정확한 품종 식별이 가능할 것

이다. 상업용 곶감의 경우는 유전적 마커를 이용하여 품종 식별

이 가능하지만 대목의 유전적 배경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9-11). 즉 국내산과 수입산 곶감의 품질 특성(12)을 통한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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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별은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나은 국내산 곶감과 수입산 곶감

의 원산지 식별을 위해서는 간단하고 명확한 식별 방법이 개발

되어야 한다.

적외선 분광분석 즉 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spectros-

copy을 이용한 대사체 지문분석기술(metabolite fingerprinting)은 시

료의 전세포 추출물을 통하여 전반적인 대사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광학적 분석기술이다(13). FT-IR 분석은 간편한 전세포 추

출과정을 통해 빠르고 간단하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저비용으로

시료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14). 또한 얻어진 FT-IR 스펙트럼 데이터에서는 스펙트럼 부위

에 따라 아미노산이나 단백질에 존재하는 amide I, II bond, 지방

이나 핵산에 존재하는 phosphodiester bond, 그리고 soluble sugar

등 탄수화물 계열 화합물들의 질적, 양적인 정보를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15). 이와 같은 적외선 스펙트럼 데이터를 기반

으로 한 대사체 지문분석기술은, 재배 환경에 따른 작물의 품종

식별(16), 케르세틴 함량에 따른 양파의 품종 식별(17), 박하 품

종에 따른 재배 원산지 구분(18), 사과, 배, 오렌지 등 과일 주스

에 대한 품질 평가(19), 인삼의 재배 연령 구분(20) 등 다양한 분

야에서 응용 연구로 발표되었다. 이를 통해 적외선 스펙트럼 데

이터를 기반으로, 작물의 품종 또는 재배 환경에 따른 작물의 품

종 식별이나 원산지 식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사체 지문분석기술은 유용한 기능성 성분들의 함량 예측

모델링 개발(21-23)을 통하여 특정 성분이 높은 우수한 작물 계

통을 선발하는 수단으로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다(24-25). 이를 통

해 그러나 감의 품종 식별 연구는 유전 정보인 DNA marker를

통한 원산지 식별(26)과 감의 FT-NIR 스펙트럼을 이용한 품종 식

별(27)에 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으나, 시판중인 상업용 곶감

의 대사체를 이용한 원산지 식별이나 품종 식별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T-IR 스펙트럼 분석을 기반으로 상업

용 곶감의 꽃받침을 통한 원산지 식별 여부를 조사하여 보다 신

속하고 정확한 상업용 곶감의 원산지 식별 체계를 확립하고자 한

다. 아울러 상업용 곶감 내의 종자로부터 대사체 분석을 통한 곶

감 품종의 신속한 식별 체계를 개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곶감 시료는 국내산 곶감 4개 품종과, 국내

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국산 곶감 2개 종류를 이용하였다(Fig. 1).

국내산 곶감은 경상북도 상주 감 시험장에서 직접 분양 받아 사

용하였으며, 이용된 곶감의 품종은 함안수시(Hamansusi), 예천고

종시(Yecheongojongsi), 산청단성시(Sancheongdanseongsi), 논산월

하시(Nonsanwalhasi)이다. 또한 중국산 곶감 시료는 대전 중앙시

장에서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각기 서로 다른 업소에서 구

매한 시료를 임의로 중국산 시료 1과 2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

였다.

곶감 꽃받침과 종자로부터 전세포 추출물 제조

상업용 곶감으로부터 대사체 지문분석을 위해 각 곶감 품종 시

료 당 8개의 곶감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곶감 시료로부터 꽂받침

과 종자를 수거하였으며, 중국산 곶감 시료의 경우 종자가 존재

하지 않아 꽂받침 시료만을 채취하였다. 수거된 각각의 곶감 꽂

받침 시료는 곶감으로 제조될 때 건조된 상태였기 때문에 건조

된 꽃받침 그대로를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곱게 파쇄하였다. 분쇄

된 곶감의 분말시료는 대사체 분석에 이용되기 전까지 −20oC에

서 냉동 보관한 다음 사용하였다. 국내산 곶감 종자는 곶감에서

따로 분리 해 내어 동결건조 후 막자사발에 넣고 분쇄하여 powder

library를 제조하였다. 마쇄된 곶감 꽃받침과 종자의 분말로부터

FT-IR 스펙트럼 조사를 실시하였다.

곶감 꽃받침과 종자 추출물로부터 FT-IR 스펙트럼 데이터

다변량 통계분석

국내산 4개 품종 및 2종류의 중국산 곶감 시료의 꽃받침과 종

자 시료로부터 FT-IR 스펙트럼 조사를 위해, 시료 분말 20 mg씩

을 취하여 Eppendorf tube (1.5 mL)에 담아 사용하였다. 용매 20%

MeOH 200 µL를 첨가하여 잘 섞어준 다음, 50oC 항온수조에서

20분간 반응 하였다. 반응 종료 후 1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한 다음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상층액을 조심스럽게 새 튜

브로 옮겨주었다. 옮긴 시료는 다시 한번 13,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여 찌꺼기가 섞이지 않도록 회수 과정을 반복 수행

하였다. 추출된 추출물은 −20oC에서 보관하여 사용하였으며, 준

비된 곶감의 꽃받침 추출물을 384-well 실리콘 plate에 5 µL씩 분

주한 다음 warmer를 이용하여 37oC에서 약 30분 동안 건조하였

다. 건조된 plate는 Tensor 27에 장착된 HTS-XT (Bruker Optics,

GmbH, Ettlingen, Germany) 고효율 자동화 장치를 이용하여 스펙

트럼을 측정하였다. FT-IR 스펙트럼 조사는 Tensor 27 (Bruker

Optics GmbH, Ettlingen, Germany)을 사용하여, DTGS (deuterat-

edtriglycine sulfate, Bruker, Germany) 검출기로 분석하였다.

FT-IR 스펙트럼 조사는 총 4,000-400 cm−1 범위에서 4 cm−1 간

격으로 총 128회 반복 측정된 평균 스펙트럼을 다변량 통계분석

에 사용하였다. 각 시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모든 시료는 3회

반복 조사하였으며, FT-IR 스펙트럼 조사 및 데이터 변환에 사용

된 프로그램은 Bruker에서 제공하는 OPUS Lab (ver 7.0, Bruker

Optics Inc.)을 사용하였다. 곶감 꽃받침 시료로부터 얻어진 FT-IR

스펙트럼 데이터는 베이스라인 교정과 실험상의 오차를 최소화

하기 위한 표준화 과정(normalization)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가공

과정을 거친 FT-IR 스펙트럼 데이터로부터 1,800-800 cm−1 부분

을 절취하여 양 끝점의 흡광도를 0으로 조정하여 데이터의 mean

centering 과정을 거쳐 2차 미분을 실시하였다. 2차 미분이 이루

Fig 1. Four Korean and two Chinese dry persimmon cultivars
used for experimint (A) Hamansusi, (B) Sancheongdanseongsi,

(C) Yecheongojongsi, (D) Chinese dry persimmons. Scale bars
represent 1 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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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FT-IR 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용하여 NIPALS 알고리즘(Wold

1966)을 통하여 프로그램 R (ver 2.15.3)에서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및 partial least squares discriminant

analysis (PLS-DA)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FT-IR 스펙트럼 데

이터를 이용하여 PLS-DA의 곶감 꽃받침과 종자를 이용한 판별

예측력도 조사하기 위하여, FT-IR 스펙트럼 데이터를 바탕으로

PLS regression도 함께 실시하였다. PLS regression 분석을 통한

각 국내산 곶감 품종 예측 정확도는 one-way ANOVA 분석을 통

해 유의성을 p<0.01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상업용 곶감 꽃받침의 FT-IR 스펙트럼 분석을 통한 곶감의 원

산지 식별

국내산 4개 품종 및 2종류의 중국산 곶감의 꽃받침으로부터

얻어진 총 141개의 FT-IR 스펙트럼 데이터를 통해 국내산과 중

국산 곶감의 원산지 식별 체계를 확립하였다. 국내산 곶감과 중

국산 곶감의 꽃받침은 FT-IR 스펙트럼상의 1650-1550, 1490-1200,

그리고 1190-950 cm−1 부위에서 대사체의 양적, 질적 패턴 변화

가 크게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Fig. 2A). FT-IR 스펙트럼의

1650-1550, 1490-1200, 1190-950 cm−1 부위는 각각 amide I과 II을

포함하는 아미노산 및 단백질 계열 화합물, phoshodiester group

을 포함한 핵산과 인지질 그리고 단당류나 복합 다당류를 포함

하는 carbohydrates 계열의 화학물들의 양적, 질적 정보를 반영하

는 부위이다(28-33). 따라서 국내산과 중국산 곶감의 꽃받침에서

얻어진 추출물로부터 대사 물질간의 패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산과 중국산 곶감의 꽃받침 속 대사 물질간

패턴 차이로 볼 때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당 성분의 차이로 인

해 원산지 식별이 가능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산 곶감과 중국산 곶감의 꽃받침 전세포 추출물로부터 PCA

분석을 실시한 결과, PC1과 PC2의 설명력은 52%와 0.1%로 전

체 변이량의 52.1%를 반영하고 있었다(Fig. 2B). PCA plot 상에

서 곶감의 각 품종 별 반복구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FT-IR 스펙트럼 조사의 재현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국내산과 중국산 곶감 시료들이 좌우로 구분되어 별도의 그

룹을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Fig. 2B). 국내산과 중국산 곶감의

식별에 중요한 FT-IR 스펙트럼 부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PC

loading values를 조사하였다. PC 1, 2 loading values 분석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 곶감의 식별에 중요한 FT-IR 스펙트럼 부위는

1650-1550, 1590-1200, 1190-950 cm-1 부위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는 국내산 곶감과 중국산 곶감 꽃받침으로부터 얻어진 스펙트럼

간 패턴 차이로, FT-IR 스펙트럼의 비교분석에서 나타났던 부위

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찰된 스펙트럼 부위는 아

미노산이나 당류 성분의 차이가 국내산과 중국산 곶감의 식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2C). PLS-DA 분

석의 경우 PCA 분석과 마찬가지로 국내산과 중국산 곶감의 구

Fig 2. Multivariate analysis of FT-IR spectra from dry persimmon samples. Representative FT-IR spectra from dry persimmon samples (A).
Arrows represent the FT-IR spectral regions showing significant variations between Korean and Chinese cultivars. PCA score plot from FT-IR
of spectra of dry persimmon samples (B). PC Loading values from FT-IR spectra of dry persimmon samples (C). Arrows represent the
significant spectral regions for determining the PC 1 and 2 score. PLS-DA score plot of FT-IR data from dry persimmons. Symbols, characters,
and numbers represent each persimmon cultivar. H: Hamansusi, Y: Yecheongojongsi, S: Sancheongdanseongsi, N: Nonsanwalhasi, J: Chinese
persimmon 1, CH: Chinese persimm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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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뚜렷하게 이루어졌다(Fig. 2D). 이 결과는 국내산과 중국산

곶감의 꽃받침으로부터 FT-IR 분석을 통하여 원산지 구분이 가

능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판단된다.

국내산과 중국산 곶감의 FT-IR 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용하여

PLS regression 분석을 통해 곶감의 원산지 식별 예측 정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 곶감의 예측 정확도는 100%

(p<0.01)로 나타났다(Table 1). 이 결과는 PCA (Fig. 2B) 분석이나

PLS-DA (Fig. 2D) 에서 국내산과 중국산 곶감이 완전하게 구분

되어 분포한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FT-IR 스펙트럼 데이터 이용

한 다변량 통계분석으로도 국내산 곶감과 중국산 곶감의 원산지

구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예비실험에서 곶감의 과육을 동

일한 방법으로 원산지 식별 재료로 조사하였으나 시료의 채취부

위에 FT-IR 스펙트럼 데이터의 변이폭이 커져서 정확한 식별이

불가능하였다(data not shown).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상업용 곶감

의 비식용 부위인 꽂받침 조각에서 원산지 식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곶감의 꼭지 부위인 꽃받침 부위의 적외선분

광분석 만으로도 국내산과 중국산의 원산지 식별이 가능하며, 이

를 통해 곶감을 이용하는 가공식품 외 많은 부분에서도 원산지

식별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곶감 종자의 FT-IR 스펙트럼 데이터 비교 분석을 통한 곶감

의 품종 식별 체계 확립

국내산 4개 품종의 곶감 종자(Fig. 3)로부터 FT-IR 분석을 통

한 곶감의 품종 식별 체계를 확립하였다. 국내산 곶감 종자의 FT-

IR 스펙트럼은 각 품종 별로 매우 상이하였으며 특히 1680-1580,

1500-1250, 1190-980 cm−1 부위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Fig. 4A). FT-IR 스펙트럼의 1650-1550, 1490-1200, 1190-

950 cm−1 부위는 각각 amide I과 II을 포함하는 아미노산 및 및

단백질 계열 화합물, phoshodiester group을 포함한 핵산 및 인지

질 그리고 단당류나 복합 다당류를 포함하는 carbohydrates 계열

의 화학물의 양적, 질적 정보를 반영하는 부위로(28-33), 이들 화

합물들의 질적, 양적 변화가 FT-IR 스펙트럼간의 차이를 통해 각

품종 별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국내산 4개 곶감 품종의 종자 전세포 추출물로부터 PCA 분석

을 실시한 결과, PC 1과 PC 2의 변이량은 각 21.3%와 14.9%로

전체 변이량의 36.2%를 반영하고 있었다(Fig. 4B). PCA plot 상

에서 각각의 곶감 품종들의 반복구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위

치하고 있어 FT-IR 스펙트럼 조사의 재현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함안수시 품종의 경우 예천고종시, 산청단성시, 논

산월하시와 중첩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그룹으로 구분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그러나 함안수시를 제외한 예천고종시와 논산월하

시의 경우는 서로 중첩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중간에 산청단성시

가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PCA 상

에서는 국내산 4개 곶감 중 예천고종시와 논산월하시는 서로 중

첩되지 않아 두 품종의 구별은 가능하였으나 국내산 4개 곶감의

확실한 품종 식별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Fig.

4B). 이는 4개 국내산 곶감 품종의 대사체 수준에서 유사성이 비

교적 높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곶감은 생육 특성상 뿌

리대목과 접붙이기를 통해 재배 되고 있다. 그러므로 감에 존재

하는 대사성분의 질적, 양적 특성은 뿌리대목의 영향을 크게 받

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PCA 분석에서 국내산 4개 품종의

곶감들이 품종 별로 명확한 구분이 이루어지지 않고 개체 별로

다른 품종과 중첩이 이루어지는 것은 감의 재배단계에 유사 또

는 동일한 뿌리대목을 사용한 것이 하나의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산 4개 품종의 곶감을 식별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FT-IR 스펙트럼 부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PC loading value

를 조사하였다. PC 1, 2 loading values 분석 결과 국내산 4개 품

종의 식별에 중요한 FT-IR 스펙트럼 부위는 1680-1580, 1500-

1250, 1190-980 cm−1 부위임을 알 수 있었다(Fig. 4C). PLS-DA 분

석의 경우는 PCA 분석에 비해 더욱 확실한 곶감의 품종 식별이

가능하였다. 함안수시의 경우 PLS-DA plot 상에서 거의 중앙에

위치하며 다른 3개 품종의 곶감(예천고종시, 산청단성시 그리고

논산월하시) 과 일부 중첩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

는 PCA 분석 결과와 거의 유사하였다. 예천고종시의 경우는 PLS-

DA plot 상에서 좌측에 위치하였으며 산청단성시와 일부 중첩이

이루어지지만 논산월하시와는 중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별도

의 그룹으로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Fig. 4D). 이 결과는 PLS-DA

분석을 통해 예천고종시와 논산월하시의 품종 식별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판단된다. 또한 곶감의 종자로부터 품종 식별은

PCA분석 보다 PLS-DA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FT-IR을 이용

한 딸기의 품종 식별의 경우에서도 PCA분석 보다 PLS-DA 분석

이 품종 식별에 더욱 효과적인 분석방법임이 보고된 바 있다(34).

곶감에 존재하는 대사성분 중 지방산 및 아미노산의 함량분석이

보고된 있다(35). 국내산 5개 품종과 일본산 품종의 지방산 함량

변화는 829-626 mg/100 g이었으며 총 아미노산 함량은 33.6-15.3

Fig. 3. The seed of dry persimmon used in study. (A) HamanSusi,
(B) Yecheongojoungs, (C) Sancheongdansungsi, (D) Nonsanwalhasi.
Scale bars represent 1 cm.

Table 1. Classification results of Korean and Chinese persimmons
by PLSR prediction

Korea China Total

Korea 31 0 31

China 0 16 16

Total 31 16 47

Prediction accuracy: 100%
P-value: 2.3E-19 (p<0.01)
*A total of 94 FT-IR spectral data sets were used for training in PLS
modeling. The remaining 47 FT-IR spectral data sets were used for
prediction tests. The prediction accuracy for discrimination of
cultivation origins from Korean and Chinese persimmons was 100%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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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g 수준에서 함량 차이가 이루어지며 주요 아미노산은 glutamic

acid, arginine, cysteine 그리고 aspartic acid이며 각 곶감 품종간에

지방산 보다는 아미노산의 함량 차이가 비교적 크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5). 본 연구 결과에서도 FT-IR 스펙트럼의 1650-

1550, 1490-1200, 1190-950 cm−1 부위는 각각 amide I과 II을 포함

하는 아미노산 및 및 단백질 계열 화합물 그리고 단당류나 복합

다당류를 포함하는 carbohydrates 계열의 화학물의 양적, 질적 정

보를 반영하는 부위가 국내산 곶감의 품종 식별에 중요한 역할

을 함을 알 수 있었다.

국내산 곶감의 FT-IR 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용하여 PLS regres-

sion 분석을 통해 곶감의 품종 식별 예측 정확도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국내산 4개 곶감의 품종 예측 정확도는 85.9% (p<0.05)

로 나타났다(Table 2). 산청단성시를 제외한 3개의 품종 별로 8개

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용하여 예측한 결과 모든 품종에서 1개

씩 품종 예측 오류가 있었으며 나머지는 7개 시료는 정확하게 품

종 예측이 가능하였다(Table 2). 국내산 곶감 4개 품종에 대한 예

측 정확도는 85.9%이었으며, 각 곶감 품종 별로는 함안수시 85.8%,

예천고종시 87.5%, 산청단성시 88.6%, 그리고 논산월하시 82.5%

로 산청단성시에 대한 품종 예측 정확도가 논산월하시 보다 약

간 높았다. 이 결과는 FT-IR 스펙트럼 분석을 통해 비록 100%는

아니지만 비교적 정확하게 곶감의 품종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

라 사료된다. 아직까지 뿌리 대목이 감 과실의 대사체 변화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는 없다. 따라서 곶감 종자로부터 대사체

분석을 통한 품종 예측의 정확도는 뿌리대목에 대한 정보가 명

확하게 제공된다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 FT-IR 스펙트럼 데이터를 기반으로 곶감의 재

배 원산지와 품종 식별 체계를 확립하였다. 본 연구는 상업용 곶

감의 대사체 수준에서 원산지와 품종 식별에 관한 최초 보고이

다. 따라서 향후 상업용 곶감의 원산지 식별은 물론 품종 식별

Fig. 4 Representative FT-IR spectra from dry persimmon seeds. (A) Arrows represent the FT-IR spectral regions showing significant
variations between from 4 cultivars. (B) PCA score plot from FT-IR of spectra of 4 cultivars. (C) PC Loading values from FT-IR spectra of 4
cultivars. Arrows represent the significant spectral regions for determining the PC 1 and 2. (D) PLS-DA score plot of FT-IR data from dry
persimmon Seeds. Symbols, characters, and numbers represent each persimmon cultivars. H: Hamansusi, Y: Yecheongojongsi, S:
Sancheongdanseongsi, N: Nonsanwalhasi.

Table 2. Summary of PLS-DA classification results from FT-IR

spectral data of dry persimmon seeds

Prediction
Total

H* Y S N

Cross Count H 7 1 0 0 8

Validated Y 0 7 1 0 8

S 0 1 6 0 7

N 0 0 1 7 8

Total 7 9 8 7 31

P-value: 1.77E-09 (p<0.05)
*Abbreviation represent each dry persimmon (H) Hamansusi, (Y)
Yecheongojongsi, (S) Sancheongdanseongsi, (N) Nonsanwalhasi.
**A total of 93 FT-IR spectral datasets were used for training in PLS
modeling. The remaining 31 FT-IR spectral data from four persimmon
cultivars were used for prediction tests. The prediction accuracy for
four Korean persimmon cultivars was 85.9%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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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 본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농산물의 원산지 또는 품종 식별 수단으로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상업용 곶감의 꽃받침과 종자를 이용하여 대사

체 수준에서의 원산지와 품종 식별 체계를 확립하였다. 실험에

이용된 곶감 시료는 국내산 곶감 함안수시(Hamansusi), 예천고종

시(Yecheongojongsi), 산청단성시(Sancheongdanseongsi), 그리고 논

산월하시(Nonsanwalhasi) 4개 품종과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중

국산 곶감 2개 종류의 꽃받침과 종자를 사용하였으며, 꽃받침과

종자 시료의 전세포 추출물로부터 FT-IR 스펙트럼 데이터를 기

반으로 다변량 통계분석(PCA, PLS-DA)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국내산 곶감 4품종과 중국산 곶감 2종류가 두 그룹으로 확연히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업용 곶감의 꽃받침을 PLS

regression을 실시한 결과 국내산과 중국산 곶감을 100%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곶감 종자를 이용하여 품종 식별한 결과 각 4

개의 그룹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PLS regres-

sion을 실시한 결과 약 86%의 정확도로 품종 식별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FT-IR 스펙트럼 분석의 간편성과 신속성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상업용 곶감에 대한 원산지나 품종 식별의

신속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 나아가 본

기술을 이용하여 다른 농산물의 원산지 또는 품종 식별 수단으

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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