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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여름철 열대야와 이상 고온 발생일수가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다. 

포도에서 고온은 1차적으로 안토시아닌의 합성을 저해함으로써 착색을 억제하며, 2차적으로는 착색의 경우 당의 축

적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Gouot et al., 2019). 실제 주요 작물에서의 착색 불량은 과실 

내 당의 축적은 저해하는 반면 산 함량은 증가시키기 때문에 외적 품질뿐만 아니라 내적 품질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요

인으로 작용한다(Koshita, 2015). 따라서 지구온난화와 함께 포도가 극단적인 고온에 더욱 노출되기 쉬운 시설재배로 

변화하고 있는 국내에서 지속성장 가능한 포도의 생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착색과 관련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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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se’, a triploid grape cultivar, needs application of gibberellin acid in order to induce 

seedless fruit with large size, which can result in poor berry coloration under unsuitable growth 

conditions. Global warming leading to warm climates can be one of major reasons to prohibit 

production of ‘Paradise’ with high quality. Abscisic acid (ABA) is a well-known plant hormone 

that is related to the maturation of grape berries, and its application can be useful to avoid the 

problem of poor berry coloration. Henc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BA application on fruit coloration and characteristics in ‘Paradise’ grape cultivar. ABA-treated 

berries were characterized by superior coloration compared to control berries. In addition, 

treatment with high concentration of ABA led to better fruit characteristics which result from 

early maturation. Therefore, ABA application seems to be an effective method for enhancing the 

fruit color and quality of ‘Paradise’ grape cultiv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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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육성된 흑색계 ‘파라다이스’는 기존의 포도 품종들과는 다르게 생장조절제의 1회 처리만으로도 대립계 

무핵 포도를 생산해 낼 수 있다(Heo and Park, 2015). 아울러 우수한 품질과 비교적 높은 내한성을 가지고 있어서 강

원도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파라다이스’ 포도는 생장조절제의 처리를 통해서 과실의 

비대를 인위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불량환경에 노출될 시 일반적인 포도들에 비해서 착색이 저하될 가능성이 더욱 

큰 문제점이 있다.

포도의 착색을 증진하기 위해서 단수와 적엽 같은 재배 적인 방법이 적용되고 있지만, 이는 인건비 부담이 큰 노동

력이 많이 투여되는 단점이 있어 화학 약제의 처리를 통한 문제 해결에도 많은 관심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 결과 

abscisic acid (ABA)의 외생적 처리방법이 고안되어 적용되고 있다. 실례로 포도를 대상으로 변색기에 ABA를 처리

할 경우 과실품질의 저하 없이 착색이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다(Shin and Park, 2012; Yamamoto et al., 2015). 하지

만, 적정농도를 벗어난 ABA의 처리는 과실의 연화와 당도의 저하와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존재하

기 때문에 포도에서 ABA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Kataoka et al., 1982; Hiratsuka et al., 

1990). 아울러, ABA 처리에 따른 실질적 효과는 포도 품종들이 가진 고유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달리 나타날 수 있

어, 착색 증진을 목적으로 농가에서 AB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ABA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구명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라다이스’ 포도를 대상으로 다양한 농도의 ABA 처리 시 과실의 착색과 품질에 미치

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파라다이스’ 포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색 불량현상에 대응한 방법으로서 

ABA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실험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시험은 강원도 춘천시 소재의 강원대학교 시험 연구 포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6년생 3배체 ‘파라다이스’ 품종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ABA (Sigma, USA) 처리가 과실의 착색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하기 위해서 ‘파라다이

스’의 변색기인 8월 3일에 서로 다른 농도의 ABA (25, 50, 75 또는 100 µM)를 완전 임의로 화방에 직접 침지 처리하

였으며, 과실의 착색과 품질의 검정을 위한 재료는 ABA 처리 후 60일 차에 5송이씩 무작위로 수확한 송이로부터 확

보하였다.

과실의 착색 정도는 색차계(CR-400,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과립의 적도부의 Hunter Value (L, a 및 b)와 

Anthocyanin 함량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과피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Hosseinian et al. (2008)의 pH 

differential method를 이용하여 spectro photometer (Thermofisher Scientific, USA)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과실의 품질은 과립과 과방의 크기, 과일의 경도, 과일의 당도와 산도 및 기능성 물질함량을 측정하는 방식을 이용

하였다. 과립과 과방의 크기는 미세저울, 일반저울 및 버니어캘리퍼스 등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과립의 경도는 적

도부를 기준점으로 직경 2 mm plunger가 장착된 물성분석기를 이용하여 1 mm ‧ s-1 속도로 5 mm 깊이까지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계측된 뉴턴(N) 단위로 표기하였다. 당도는 과립의 착즙액을 이용하여 굴절 당도계(N1, Atago Hand 

Refract-ometer, Japan)로 측정하였으며 산도는 착즙액 0.3 mL에 증류수 29.7 mL를 혼합하여 희석한 액체를 이용하

여 산도측정기(SAM-706AC, Jiwon High-Tech, Korea)로 측정하였다.

과피에서의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Kim et al. (2006)의 방법으로 기반으로 하여 HPLC 기기(2695, Waters, USA)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은 Anesini et al. (2008)의 실험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가령 1차로 시료 



52 ∙ Journal of Agricultural, Life and Environmental Sciences Vol. 31, No. 2, 2019

1 mL에 1.0 mL의 Folin-Ciosalreu 시약을 가하고 3분간 실온에서 반응시켰으며, 이후 0.3 mL 탄산나트륨(Na2CO3)

용액을 첨가하여 90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spectro photometer (Thermofisher Scientific, USA)를 사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측정 결과는 galiic acid로 작성한 표준 검량선을 활용하여 함량을 산출하

였다. 수집된 모든 데이터의 통계분석은 SPSS (SPSS Inc., ver. 21,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변색기 후 60일 차에 수확되어 검정 된 착색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안토시아닌의 함량의 경우, 무처리구에서는 

10.85 mg/kg-1에 불과했던 반면에, ABA 처리 시에는 처리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안토시아닌의 축적량도 많아져 최

소 14.08에서 최대 27.50 mg/kg-1 함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이러한 착색의 변화는 ABA 처리 후 육안으

Fig. 1. Effects of ABA on the anthocyanin content in ‘Paradise’ grapes.

Fig. 2. Seasonal changes of coloration by ABA treatment in ‘Paradise’ gra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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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도 쉽게 관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Hunter value 및 외관을 통해서도 확연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Table 1). ABA 무처리구와 4가지의 ABA 처리구(25, 50, 75 및 100 µM)에 측정된 Hunter L값은 24.95, 24.53, 24.47, 

23.09와 22.70로써 안토시아닌 함량과 마찬가지로 ABA 농도가 높아질수록 Hunter L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

었다. 이는 포도에서 착색기에 ABA의 인위적인 처리가 안토시아닌의 함량을 급속도로 증진시킴으로서 착색 향상을 

유도할 수 있다는 기존의 결과들과 일치하는 것이었다(Wheeler et al., 2009; Sun et al., 2010; Ferrara et al., 2015; 

Murcia et al., 2018).

Table 1. Comparison of fruit coloration at different ABA treatment of ‘Paradise’ grapes

Concentration of ABA (µM)
Hunter value1)

L A b

Control 24.95a2) -0.76a -0.42a

25 24.53a -0.31bc -0.60b

50 24.47a -0.73bc -0.63b

75 23.09b -0.03ab -0.68b

100 22.70b -1.04c -0.71b

1)L, 0 (dark)-100 (light); a, -60 (green)-60 (red); b, -60 (blue)-60 (yellow).
2)Mean separation within each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ABA 처리에 따른 주요 과실의 특성은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다. 과방중과 과립중은 343.4－367.0 g 및 6.87－

7.34 g의 범위를 나타냈으며 ABA 처리구에서 무처구 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양상이 나타났지만, 무처리구와의 통계적

인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아 ABA 처리가 ‘파라다이스’ 포도의 과실 비대에 끼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2. Effect of different ABA concentrations on fruit size in ‘Paradise’ grapes

Concentration of ABA 

(µM)

Cluster weight 

(g)

Berry weight 

(g)

Berry length 

(mm)

Berry diameter 

(mm)

Control 344.5a1) 6.89a 22.54a 21.39b

25 343.4a 6.87a 22.18a 21.34b

50 350.5a 7.00a 22.30a 21.28b

75 348.8a 6.98a 22.28a 21.53b

100 367.0a 7.34a 23.24a 23.15a

1)Mean separation within each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이는 ABA가 포도 품종의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성숙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세포의 분열이나 비대생장

을 촉진하는 특성은 없어 과실의 비대에는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다른 연구자의 보고와 일치하는 것이었다(Han, 

2005). 하지만, 가용성당함량은 ABA 처리 농도의 증대와 함께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면서 높아진 반면에, 적정 산

함량은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나 품질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Table 3). 이는 ABA의 처리가 이루

어졌던 과실에서 안토시아닌의 축적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과실의 성숙이 유도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론

되었다. 실제 과실의 성숙도에 따라서 변화하는 과육의 경도도 ABA 50, 75 및 100µM 농도의 처리구에서 6.5－6.6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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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조사된 반면에, 무처리구에서는 9.5 N로 조사되어 ABA 처리가 과실의 성숙과 연화를 빠르게 유도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포도가 가진 중요한 기능성 물질들인 총 페놀과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검정한 결과에서도 ABA 처리

구에서 월등하게 높은 함량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Ban et al. (2000)과 Yamamoto et al. (2015)도 ABA 처리

구에서의 폴리페놀과 레스베라트롤 함량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를 제시한 바가 있으며, Zheng et al. 

(2017)은 이러한 결과가 ABA의 경우 페놀화합물과 레스베라트롤의 축적과 관련된 신호인자들의 발현을 촉진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실험에서도 고농도의 ABA 처리구에서 주요 기능성 물

질의 함량이 더욱 높게 조사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들 또한 외생 ABA 처리에 따른 긍정적인 결과로 판단되었다

(Table 3).

Table 3. Effect of different ABA concentrations on fruit characteristics in ‘Paradise’ grapes

Concentration of ABA 

(µM)

Soluble solids 

(°Bx)

Titratable acidity 

(%)

Fruit firmness 

(N)

Resveratrol content 

(µg/100 g-1)

Polyphenol content 

(µg/g-1)

Control 18.4b1) 0.54a 9.45 2.80 303.6

25 19.5ab 0.52a 9.30 3.33 318.6

50 19.8a 0.46b 6.60 4.94 323.9

75 20.0a 0.47b 6.52 5.90 352.8

100 20.2a 0.45b 6.48 18.09 453.9

1)Mean separation within each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 level.

과실의 착색은 향이나 미각과 함께 과실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기 때문에 동일한 품종에서 상품성이 높은 

과실은 착색이 잘 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Yim, 2015).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기후의 변화 양상은 원예작물의 생육

기에 온도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생산량과 품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상 고온현

상은 과수작물에서 수체 생육의 저하는 물론이고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과피의 착색과 당과 산 함량 등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Florides and Christodoulides, 2009; Son et al., 2014). 포도에서도 변색기의 고온은 포도 과

피의 안토시아닌 조성 변화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착색을 지연시키고 있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Mori et al., 2004; 

Shinomiya et al., 2015; Ryu et al., 2015). 이는 고온이 포도에서 안토시아닌과 같은 물질들의 축적을 억제하는 반면

에, ABA의 생성은 억제함으로써 과실의 전체적인 성숙을 지연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Movahed et al., 2016). 

이러한 기존의 보고와 함께 본 연구자의 실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파라다이스’ 포도의 성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착색 불량현상은 ABA의 처리를 통해서 해결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ABA 처

리에 따른 착색 증진 효과를 실질적으로 구명하기 위해서는 착색과 연관된 유전자발현 경로와 내생 ABA 농도에 대

한 추적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아울러 상업적인 가치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추후 다양한 처리 농도가 수확기 및 

수확 후 선도 유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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