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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토산 처리된 델라웨어 포도의 장  품질 변화

염수진․강지훈․정승훈․송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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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hanges in Delaware Grapes Treated with Chitosan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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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maintain quality of Delaware grapes during storage, grape samples were treated with 0.1% chitosan 
dissolved in 0.5% acetic acid, packaged with low density polyethylene film, and stored at 4 or 20°C for 12 days. 
Chitosan treatment reduced initial populations of yeast and molds in grapes by 1.86 log CFU/g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During storage, oxygen contents in packages of samples decreased, whereas carbon dioxide contents 
increased. In addition, regardless of storage temperature, changes in oxygen and carbon dioxide concentrations of grapes 
treated with chitosan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control. Hardness of samples decreased, and Hunter L, a, and 
b valu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reatments. Regarding pH and total soluble content, grapes stored 
at 4°C maintained pH and had greater total soluble content than those stored at 20°C.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itosan treatment and low temperature storage can be useful for maintaining microbiological safety and quality of 
Delaware grapes during storage.

Key words: Delaware grape, chitosan, acetic acid, storage temperature

Received 27 January 2015; Accepted 12 March 2015  
Corresponding author: Kyung Bin Song,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E-mail: kbsong@cnu.ac.kr, Phone: +82-42-821-6723

서   론

포도는 비타민과 유기산을 비롯한 안토시아닌, 카테킨, 

레스베라트롤과 같은 다량의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

어 최근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증대와 함께 웰빙 식품

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내 총 과일 생산량의 12%를 차지

할 만큼 많이 생산되는 과일 중 하나이다(1-4). 전 세계적으

로 포도의 소비는 포도주 및 포도 주스와 같은 가공품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주로 생과로 소비되고 있고, 

국내 생과용 포도는 캠벨얼리 품종이 대략 70%로 가장 많이 

재배되나 거봉, 셰리단, 델라웨어 등 포도의 기능성과 품종

별 풍미에 대한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따라 재배 품종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이다(5,6). 그러나 국내 포도 품

종의 다양화 및 높은 생산량과는 대조적으로 수확 후 관리 

기술은 현재까지 미비한 수준이며, 또한 수확 후 포도는 다

양한 원인에 의해 복합적인 품질 저하가 야기되므로 보다 

적합하고 실용적인 품질관리 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수확 후 포도에서 발생 가능한 대표적인 품질 변화는 수분 

감소에 의한 외관 손상, 미생물에 의한 부패 및 이층형성에 

의한 탈립 현상 등을 들 수 있는데(7,8), 특히 곰팡이에 의한 

부패가 수확 후 포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로 Botrytis ciner-

ea, Aspergillus niger, Rhizopus stolonifer와 같은 곰팡이

가 주요 원인균으로 알려져 있다(9). 이와 같은 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포도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적용되

고 있는 품질관리 기술에는 저온 저장, plastic film 포장,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MAP) 저장, sulfur di-

oxide(SO2) 훈증 처리 및 패드 부착 방법 등이 있다(10- 

12). 이 중 대표적인 포도 품질관리 기술로 알려진 SO2 처리

는 포도의 부패를 야기하는 회색곰팡이 등을 효과적으로 제

거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현재는 잔류에 의한 인체 피

해, 과다 사용 시 갈변 등의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유럽연합(European Union) 등 많은 국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에 이를 대체할 수단이 필요하다(8,13). 특히 

포도의 경우 저장성이 낮아지는 주된 요인을 곰팡이 번식에 

따른 부패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장기 저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품성이 떨어지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장 중 품질 유지 및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기존 포도 품질 유지를 위한 처리 방법들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서 감마선 조사(14,15), 오존(16), 에탄올(9) 등 

비가열 처리와 가식성 코팅 물질(edible coating materi-

als)(17)에 관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진 바 있다. 특히 가식성 

코팅 물질 중 키토산은 천연물질로 갑각류 껍질의 주성분인 

키틴의 탈아세틸화를 통해 생산되는데, 독성이 없어 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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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하고(18) 다양한 생리활성이 최근 밝혀짐에 따라 의약

품, 식품첨가물 및 기능성 식품 등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

다(19). 키토산의 생리활성은 다가 양이온을 가지는 분자적

인 특징에 기인한 것으로 대장균에 대한 항균성을 가지고 

있고(20), 또한 피막(edible coating) 형성이 가능하여 수분 

및 가스 투과성을 억제함으로써 과채류에 적용 시 표면에서

의 증산 작용과 호흡을 제한하여 효과적으로 저장성을 향상

시킨다고 보고되었으며(18), 특히 키토산을 초산과 같은 산

성 용액에 녹여 포도에 처리하였을 때 잿빛 또는 푸른곰팡이 

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

다(21-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도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

하기 위해 기존에 주로 연구되고 있는 거봉, 캠벨얼리 품종 

대신 대표적인 국내 주요 재배 품종 중 하나인 델라웨어 포

도(25,26)에 키토산 세척수를 처리하여 저장 중 효모 및 곰

팡이 제어 효과를 측정하였으며, 또한 포도 세척 처리 후 

4°C 및 20°C에 저장하면서 저장 온도에 따른 미생물 생육 

수준 및 품질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포도는 대전에서 실험 당일(2014년 

6월) 수확한 델라웨어 포도(Vitis labrusca L.) 품종으로 외

관 상태가 균일하고, 당도 18°Brix, pH 3.6 정도로 숙성도가 

일정한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세척 실험에 사용한 

키토산 용액은 탈아세틸화 75.6%, 분자량 161,000인 키토

산 분말(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을 사용

하여 제조하였다. 

세척 처리 및 저장조건

예비실험 결과(data not shown)를 바탕으로 0.5% 아세

트산에 녹인 0.1% 키토산 용액을 최적 세척 조건으로 선정

하였다. 세척 용액에 시료를 1:10(w/v) 비율로 5분간 침지

한 후 laminar-flow biosafety hood에서 90분간 air-dried 

상태로 방치시켜 표면에 남아 있는 수분을 제거하였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증류수에 5분간 침지시켜 세척한 것을 

water washing 처리구로 하였으며, 세척하지 않은 포도를 

대조구로 사용하였다. Low density polyethylene(LDPE) 

bag(18×20 cm, 60 μm thickness, 4,100 mL O2/m
2･24 

h･atm at 24°C)에 각 처리 시료들을 개별적으로 포장하여 

4°C cold chamber와 20°C 항온항습기에서 12일 동안 저장

하면서 미생물 수 및 품질 변화를 측정하였다. 저장 기간은 

기존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12일로 선정하였다(27).

미생물 생육 측정

포도 시료 20 g과 0.1% 멸균 펩톤수 180 mL를 멸균 bag

에 넣고 3분 동안 shaking 하여 균질화시켰다. 균질화된 시

료들은 0.1% 멸균 펩톤수로 10배수 연속 희석 후 배지에 

분주하여 실험하였다. 효모 및 곰팡이 생육 측정을 위해 po-

tato dextrose agar(PDA, Difco Co., Detroit, MI, USA)를 

사용하여 25°C에서 72시간 배양 후 형성된 colony를 계수

하였다. 검출된 미생물 수는 시료 g당 colony forming unit 

(CFU)으로 나타내었고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포장재 내 기체 조성 분석

본 실험에서 사용된 포장재인 LDPE bag에 20 g의 시료

를 넣어 밀봉한 후 4°C와 20°C에서 저장하면서 포장재 내 

O2 및 CO2 조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포장재 내의 가스 조성

은 가스분석기(Checkpoint 2, PBI Dansensor, Ringsted, 

Denmar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경도 측정

경도는 직경 5.0 mm probe가 장착된 texture analy-

ser(TA/XT2, Stable Microsystem Ltd., Godalming, UK)

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측정하였다. Texture profile analy-

sis(TPA) test는 pre-test speed 2.0 mm/s, test speed 

5.0 mm/s의 속도로 포도 두께의 60% 깊이까지 도달했을 

때 얻은 최대값을 hardness(N)로 나타내었다.

색도 측정

색도는 색차계(CR-400 Minolta Chroma Meter, Konica 

Minolta Sensing Inc., Tokyo, Japan)를 사용하여 Hunter 

L, a, b 값을 각 시료의 표면을 5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표

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이때 사용된 표준 백판의 L, a, b 

값은 각각 L=96.65, a=-0.14, b=2.09였다.

pH 및 당도 측정

pH는 시료 5 g과 증류수 45 mL를 멸균 bag에 넣고 3분 

동안 Stomacher(MIX 2, AES Laboratoire, Combourg, 

France)를 사용하여 균질화 및 원심분리 과정(10,000×g, 10

분)을 거쳐 pH meter(Corning Inc., Corning, NY,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당도는 굴절당도계(PR-101a, Atag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Brix로 각각 표

시하였다.

통계적 처리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실행하였고, 그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본 실험의 통계적 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8.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을 사

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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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chitosan treatment on the population of yeast
and molds of Delaware grapes packed with low density poly-
ethylene (LDPE) film during storage at 4 and 20°C. ●, 4°C-con-
trol; ▲, 4°C-water washing; ■, 4°C-chitosan treatment; ○, 20°C-
control; ∆, 20°C-water washing; □, 20°C-chitosan treatment.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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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O2 (A) and CO2 (B) concentrations in Dela-
ware grapes packed with LDPE film during storage at 4 and 
20°C. ●, 4°C-control; ▲, 4°C-water washing; ■, 4°C-chitosan
treatment; ○, 20°C-control; ∆, 20°C-water washing; □, 20°C-chi-
tosan treatment.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결과 및 고찰

저장 중 효모 및 곰팡이 수 측정

포도 시료에 단순 물 세척 또는 키토산 용액 세척 후 저장 

온도를 4°C와 20°C로 달리하여 12일 동안 저장하면서 효모 

및 곰팡이 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1). 저장 초기, 저장 

온도와 상관없이 대조구의 효모 및 곰팡이 수는 3.64 log 

CFU/g이었고, 단순 물 침지 처리구는 2.65 log CFU/g, 키

토산 처리구는 1.86 log CFU/g으로 단순 물 침지 처리구보

다 키토산 처리구가 0.79 log CFU/g 더 높은 미생물 수 감소

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Romanazzi 등(28)이 Botrytis 

cinerea가 접종된 포도에 아세트산을 비롯한 10종의 산성 

용액에 녹인 1% 키토산 용액을 처리하였을 때 부패율이 약 

20~70% 이상 감소되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

과이다. Romanazzi 등(28)은 포도에 10종의 산성 용액 단

일 처리와 산성 용액에 녹인 1% 키토산 용액의 효과를 비교

하였는데, 저장 7일 후 산성 용액 단일 처리의 경우는 대조구

와 동일하게 곰팡이 부패가 발생하였으나 키토산 용액 처리

구는 곰팡이 부패를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키토산 용액의 곰팡이 저해 효과는 산성 

용액에 의한 효과보다는 키토산에 의한 효과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효모 및 곰팡이 감균 효과는 저장 온도 4°C에서 

높게 유지되었는데, 저장 3일 후 대조구가 3.59 log CFU/g

인 반면 키토산 처리구는 1.59 log CFU/g으로 2.00 log 

CFU/g의 미생물 수 감소를 보였고, 저장 12일 후에는 대조

구가 5.70 log CFU/g, 키토산 처리구는 1.35 log CFU/g으

로 대조구와 비교하여 4.35 log CFU/g의 미생물 수 감소를 

나타냈다. 반면에 20°C에 저장한 포도의 미생물 수는 키토

산 처리구가 다소 낮은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처리구에 관계

없이 저장 3일 후 6 log CFU/g 이상으로 검출되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Meng 등(29)이 수확 후 포도에 

키토산 무처리 및 키토산 처리를 하여 0°C와 20°C에 각각 

42일, 16일 동안 저장하면서 부패율을 비교하였을 때 0°C

에 저장된 키토산 처리 포도가 가장 낮은 부패율을 보였으

며, 20°C에 저장된 키토산 처리 포도가 0°C에 저장된 포도

보다 약 4배 더 부패되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키토산은 포도에 처리되었을 때 실온과 0~1°C 정도의 

저온에서도 Botrytis cinerea 등과 같은 곰팡이 감염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저장 온도와 상관없이 포도 저장 중 

미생물 제어가 가능한 수확 후 처리 방법이라고 생각되며

(21), 본 연구 결과를 통해서 키토산 처리 후 저온 저장하는 

것이 수확 후 포도의 곰팡이 부패를 상온(20°C) 저장보다 

더 효과적으로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포장재 내 기체 조성 변화

대조구와 키토산 처리한 델라웨어 포도를 LDPE film 포

장재로 각각 포장한 후 4°C와 20°C에 저장하면서 포장재 

내의 기체 조성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2). 4°C에 저장한 

델라웨어 포도의 경우 저장 12일 후 초기 산소 농도 20.95%

에서 대조구는 18.57%, 키토산 처리구는 19.45%로 약 1~ 

2% 감소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농도의 경우는 초기 0.03%

에서 대조구와 처리구 모두 1%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반면에 20°C에 저장한 델라웨어 포도의 경우는 저장 12

일 후 대조구의 산소 농도가 7.35%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산화탄소 농도 역시 약 3%로 4°C 저장 포도에 비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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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hardness of Delaware grapes packed with 
LDPE film during storage 4 and 20°C. ●, 4°C-control; ▲, 4°C-
water washing; ■, 4°C-chitosan treatment; ○, 20°C-control; ∆, 
20°C-water washing; □, 20°C-chitosan treatment.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Table 1. Changes in Hunter color values of Delaware grapes packed with LDPE film during storage 4 and 20°C
Color 

parameter
Storage

temperature Treatment
Storage time (d)

     0 1 3 6 9 12

L

4°C
Control

Water washing
Chitosan treatment

22.40±0.08Aa1)

22.47±0.17Aa

22.42±0.15Aa

22.39±0.09Aa

22.41±0.14Aa

22.25±0.37Aa

20.99±0.16Ab

21.40±0.22Ab

21.43±0.27Ab

20.99±0.37Ab

21.05±0.61Abc

21.27±0.14Ab

21.03±0.18Ab

21.01±0.58Abc

21.10±0.25Ab

20.43±0.23Ac

20.37±0.06Ac

20.38±0.99Ac

20°C
Control

Water washing
Chitosan treatment

22.43±0.16Aa

22.46±0.12Aa

22.44±0.13Aa

22.43±0.10Aa

22.10±0.06Aa

22.14±0.73Aa

21.32±0.09Ab

21.34±0.80Ab

21.37±0.26Ab

21.17±0.13Ab

21.14±0.11Ab

21.24±0.08Ab

21.10±0.33Ab

21.11±0.13Ab

21.11±0.07Ab

20.13±0.18Bc

21.10±0.14Ab

20.99±0.21Ab

a

4°C
Control

Water washing
Chitosan treatment

 3.53±0.28Ac

 3.55±0.26Ae

 3.61±0.04Ac

 3.70±0.26Ac

 3.67±0.42Ae

 3.98±0.63Ac

 5.51±0.25Ab

 5.40±0.13Ad

 5.52±0.15Ab

 5.89±0.23Ab

 5.94±0.06Ac

 5.91±0.46Ab

 7.10±0.32Aa

 7.05±0.13Aa

 6.94±0.31Aa

 7.05±0.08Aa

 6.54±0.48Cb

 6.82±0.28Ba

20°C
Control

Water washing
Chitosan treatment

 3.60±0.13Ab

 3.47±0.29Ac

 3.52±0.18Ab

 3.78±0.11Ab

 3.65±0.08Ac

 3.74±0.10Ab

 5.27±0.06Aa

 5.28±0.11Ab

 5.53±0.71Aa

 5.41±0.02Aa

 5.43±0.49Aab

 5.40±0.06Aa

 5.63±0.15Aa

 5.80±0.06Aa

 5.75±0.02Aa

 5.23±0.56Aa

 5.55±0.17Aab

 5.65±0.32Aa

b

4°C
Control

Water washing
Chitosan treatment

 1.92±0.01Ad

 1.91±0.04Ad

 1.91±0.00Aa

 2.19±0.05Acd

 1.91±0.11Bc

 2.18±0.09Aa

 2.46±0.24Acb

 2.36±0.02Ac

 2.48±0.14Aa

 2.19±0.05Ab

 2.55±0.12Abc

 2.71±0.96Aa

 3.21±0.99Aa

 3.18±0.61Aab

 3.30±0.08Aa

 3.45±0.13Aa

 3.38±0.48Aa

 3.40±1.62Aa

20°C
Control

Water washing
Chitosan treatment

 1.92±0.00Ab

 1.92±0.06Ab

 1.90±0.00Ab

 2.17±0.31Aab

 2.18±0.33Aab

 1.95±0.50Ab

 2.38±0.04Aa

 2.23±0.16Aab

 2.11±0.08Ab

 2.42±0.11Aa

 2.34±0.40Aab

 2.41±0.10Aab

 2.47±0.33Aa

 2.52±0.44Aab

 2.56±0.28Aab

 2.55±0.01Ba

 2.69±0.12Ba

 2.88±0.01Aa

1)Any means in the same column (A-C) or row (a-e)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차이를 보였다. 이는 높은 저장 온도에서 호흡률이 증가하여 

낮은 저장 온도에 비해 산소를 빨리 소비하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생성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30). 그러나 20°C에 저

장한 키토산 처리구의 경우 저장 12일 후 대조구에 비해 

산소 농도는 4.65% 높게 유지시켰으며, 이산화탄소 농도는 

약 1.3% 낮게 유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키토산이 포도 표

면에 피막을 형성하여 호흡 및 증산 작용을 억제하였기 때문

이라고 생각된다(18).

경도 변화

델라웨어 포도의 경도는 모든 처리구에 있어서 저장 온도

와 상관없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3). 4°C의 

경우 저장 12일차까지 약 14.9% 감소하였고, 20°C의 경우 

28.9%로 더 크게 감소하였지만 대조구와 처리구 간의 유의

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도 감소 현상은 저장 중 영

양소 및 펙틴의 감소 그리고 수분의 손실로 세포벽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인데, 주요 원인은 숙성 과정 중 불용성 펙틴

질이 수용성 펙틴질로의 전환에 의해 세포벽의 칼슘과 펙틴

의 methyl 에스테르화 때문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31,32). 

또한 이러한 결과는 de Freitas와 Mitcham(33)의 연구에서 

pitaya fruit(Hylocereus undatus)가 저장 온도 증가에 따

라 경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로, 

4°C의 저장 온도가 20°C의 저장 온도보다 저장 기간 동안 

펙틴의 수용화를 저해하여 델라웨어 포도의 경도 유지에 효

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색도 변화

포도의 색은 외관적 품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데, 저장 초기 저장 온도에 상관없이 포도의 

Hunter L값은 처리구 간의 유의적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4°C와 20°C 저장 처리구 모두 저장 기간이 경과할수록 L값

은 유의적으로(P<0.05) 감소하였다(Table 1). 그리고 a값

은 유의적으로 증가하다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b값은 저

장 기간 동안 숙성이 진행되면서 안토시아닌 함량의 변화로 

유의적으로(P<0.05)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34), 

대체적으로 저장 온도에 따른 각 처리구 간의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Castillo 등(35)과 Matsumoto 등(25)은 L값

의 감소는 총 안토시아닌의 증가와 연관된다고 보고하였으

며, 포도의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L값이 지속적으로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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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pH of Delaware grapes packed with LDPE 
film during storage at 4 and 20°C. ●, 4°C-control; ▲, 4°C-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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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in total soluble content of Delaware grapes 
packed with LDPE film during storage at 4 and 20°C. ●, 4°C-
control; ▲, 4°C-water washing; ■, 4°C-chitosan treatment; ○, 
20°C-control; ∆, 20°C-water washing; □, 20°C-chitosan treatment.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tion.

였다는 연구 결과는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적색계인 

델라웨어 포도의 숙성도를 파악할 수 있는 a값은 숙성이 진

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Matsumoto 

등(25)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포도 과립 내 당 

축적은 안토시아닌 생합성의 한 요인으로(25), 저장 9일 이

후 저장 온도 4°C와 20°C 모두 a값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는데, 이는 안토시아닌이 감소하여 적자색을 나타내는 a값

이 감소하였다고 생각되며, 저장 온도 20°C의 a값이 저장 

6일차부터 4°C의 a값과 비교하여 증가폭이 낮은 경향을 보

였다. 이것은 Yun 등(15)이 4°C와 25°C로 저장 온도를 달리

하여 포도 저장 시 안토시아닌 함량이 증가하다가 25°C의 

저장 온도에서 더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으며 키토산 처리에 따른 유의적인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키토산 처

리는 델라웨어 포도의 외관적 색도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4°C 저온 저장에서 저장하는 것이 색도 유지에 효과

적이라고 판단된다.

pH 및 당도 측정 

수확 후 포도를 키토산 처리한 후 4°C와 20°C에서 저장

하면서 pH 변화를 측정한 결과(Fig. 4) 저장 초기 포도의 

세척에 따른 pH의 차이는 없었고 저장 기간이 경과할수록 

모든 처리구에서 pH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C의 

저장 온도에서 증가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저장 초기 pH는 

3.60이었고, 저장 12일 후 4°C의 경우 모든 처리구가 평균

적으로 약 pH 3.75를 나타낸 반면, 20°C의 경우 평균적으로 

약 3.90을 나타내었는데, 이와 같은 저장 중 과실의 pH 증가 

현상은 호흡 작용에 의한 내부 유기산 소비에 기인한 것으로 

기체 조성 변화와 동일하게 20°C 저장 온도에서의 호흡률이 

4°C 저장 온도의 호흡률보다 높기 때문에 유기산 소모가 

더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pH도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30,36). 또한 이러한 결과는 Anthon 등(37)의 연

구에서 저장 중 과채류가 성숙되면서 gluconeogenesis에 

의해 구연산이 당으로 대사전환 되어 저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pH가 증가하였다는 보고와도 유사한 결과로, 델라웨어 

포도의 경우 주요 유기산인 사과산, 주석산, 구연산 등이 당

으로 전환되어 pH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

다(38). 저장 온도에 관계없이 포도의 당도는 저장 중 처리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Fig. 5) 저장 초기 

당도 증가는 과일의 성숙 과정 중 전분 가수분해 현상 때문

이라고 보고된 바 있으며(39), pH 변화와 마찬가지로 호흡 

작용에 따른 유기산의 당 전환에 의해 4°C와 20°C 저장 온

도 모두에서 저장 기간 동안 당도가 증가하였다고 생각되고, 

4°C보다 20°C 저장 온도에서의 호흡률이 더 높기 때문에 

저장 중 당도가 20°C 온도에서 더 높게 유지되었다고 판단

된다. 이와 더불어 높은 저장 온도인 20°C에서는 수분 감소

로 인한 중량 감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당 성분이 추가적

인 농축 효과로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고 생각된다(29).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키토산 처리

는 델라웨어 포도의 저장 중 pH 및 당도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

확 후 품질관리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요   약

수확 후 델라웨어 포도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확보와 품질 

유지를 위해 키토산 처리 후 low density polyethylene film

에 포장하여 4°C와 20°C에 각각 저장하면서 저장 기간에 

따른 효모 및 곰팡이 수와 품질 변화를 측정하였다. 저장 

온도에 상관없이 키토산 처리 후 델라웨어 포도의 초기 효모 

및 곰팡이 수는 1.88 log CFU/g의 감소를 나타냈으며, 저장 

12일 후 4°C에 저장한 키토산 처리구는 1.35 log CFU/g으

로 대조구와 비교하여 4.35 log CFU/g의 미생물 수 감소를 

보여 20°C 저장보다 미생물 저감화 효과가 높게 유지되었

다. 포장재 내 O2 농도는 저장 중 모든 처리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CO2 농도는 모든 처리구에서 증가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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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냈으며 전반적으로 4°C 저장 시 적은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키토산 처리구의 O2 및 CO2 농도가 모든 저장 온도

에서 낮은 변화 경향을 나타냈다. 경도에 있어서는 모든 처

리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4°C 저장이 더 낮게 감소

하였으며, pH와 당도는 4°C 저장에 비해 20°C에서 높은 

증가 추이를 보였다. 또한 키토산 처리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저장 중 델라웨어 포도의 Hunter 색도 값에도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수확 후 델라웨어 

포도에 키토산 처리 후 4°C에서의 저온 저장이 델라웨어 

포도의 품질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

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품질관리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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