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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he changes in quality of heat treated fresh-cut lotus roots using various packaging 
materials. Lotus roots were purchased from Daegu, Korea. Lotus roots were washed, peeled and sliced with a 
sharp ceramic knife. The prepared peeled and sliced lotus roots were dipped for 45 sec in water at 55℃. After 
air-dried at room temperature, the slices were packaged with polyethylene films, polyethylene terephthalate 
tray+wrapping, vacuum packaging and then stored at 4℃. Changes in weight loss, color, firmness, microorganisms 
and sensory characteristics were measured. In general, the weight loss rate was increased slightly in vacuum packaged 
lotus roots. Application of heat treatment delayed browning of lotus roots, and especially vacuum packaged lotus 
roots were the most lowest △E value. However, L and △E value of  PE film packaged lotus roots were increased 
highly during storage. The heat treated and vacuum packaging inhibited the growth of microorganisms effectively. 
The organoleptic quality of vacuum packaged lotus roots showed the best by sensor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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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수련과의 다년생 수초인 연근(Nelumbo mucifera G)은

비대경을 식용하는 구근류(1)로 우리나라에서 연근은 전통

적으로 생식하거나 기름에 튀겨 먹거나 꿀, 설탕 등과 졸여

정과로써 이용되어 왔고, 조림류로 식단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2,3). 연근의 주성분은 탄수화물로 식이섬유소가 풍부

하여 장벽을 자극하여 장내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

및 비만 예방효과가 있으며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

키는 작용이 있다(4-6). 또한 예로부터 한방과 민가에서 맛

은 달고, 떫으면서 성질이 차지도 덥지도 않아 죽으로 요리

하여 장복하면 어혈을 풀어주거나 신경통 및 류머티즘의

치료에 좋으며 스트레스, 출혈성 위궤양이나 위염에 효과

가 있다고 하였다(7,8). 최근 연근 및 연근 추출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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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지질 농도 개선 효과 등의 다양한 기능성이 밝혀짐에

따라(6,9) 연근에 대한 생산과 소비도 증가하고 있으며 박피

후 세정하여 포장한 ready-to-use 형태의 제품 또한 그 유통

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0). 그러나 절단, 박피 과

정 중의 조직손상에 따른 wound respiration과 에틸렌 발생

량의 급증, 효소활성 증가에 따른 조직 연화, 미생물에 의한

오염, polyphenol oxidase (PPO)에 의한 효소적 갈변 등이

진행되어 저장성과 안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1,11). 이에 연근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효소적 갈변

억제 방안을 검토한 연구들(3,12)이 보고되었으며 ascorbic

acid 및 그 유도체(13,14), chelating제(15,16), pH 저하를 위

한 acid류(13) 등을 이용한 표면처리, modified atmosphere

(MA) 포장방법(17-19), 중온열처리 등에 대한 연구(20,21)

도 보고되었다.

그 중 열처리는 환경 친화적이며 소비자의 건강에 미치

는 영향이 없고, 신선도를 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로

(22-24) 과일 및 채소류의 숙성 조절 및 과육의 연화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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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및 미생물 제어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5). 특히, 열수처리는 열풍처리에 비해 열전달이 빠

르고, 경제적이기 때문에 화학적 예방책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처리법으로 상업적인 적용이 확대되는 기술이다

(26). 이러한 열처리는 주로 박피감자에 적용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었으며(22,24) 박피연근에 대해서는 갈변저해제, 전

기분해수 등 다양한 침지액의 변화에 따른 연구들이 보고되

어(1,3,10) 박피연근에 대한 열처리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

다. 또한, 신선편이 농산물의 저장성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포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무공 필름을

이용한 것이 많으며 이들 중 polyethylene (PE) 필름으로

밀봉하여 선도를 보존한 것이 많다(27-29). 연근의 경우 유

통방식이 주로 침지액에 포장되어 유통되는 방식에서 랩

포장이나 진공포장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10)을 감안

할 때 포장 전 전처리 공정에서 미생물 오염과 갈변을 최대

한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위생적 전처리 공정의 도입이

필수적이라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근의 신선편이가공 처리 시 품질

저하를 억제시키기 위하여 박피 및 절단 연근에 중온열처리

한 후 PE film,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tray

+wrapping 및 진공포장을 하여 저장 중의 품질변화를 비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한 연근은 대구광역시 농가에서 재배되어

9월에 수확한 것으로 실험 당일 10 kg 골판지 상자에 포장한

상태로 수송된 신선한 것을 구입한 후 외관 상태와 모양이

전체적으로 균일한 것을 선별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전처리 및 포장

연근을 흐르는 물에서 2～3회 세척하여 흙과 표면의 이

물질을 제거한 후 Y자형 박피도구를 사용하여 박피하고,

약 1 cm 두께로 절단하였다. 열처리는 연근과 수돗물을

1:5(w/w)로 하여 55℃(세척수 온도별 예비실험을 통해 선정

된 최적온도)의 열수에서 45초간 침지하였다. 그리고 연근

표면의 수분을 자연탈수하고, 30 μm 두께의 PE film (200

W × 300 L), PET tray+wrapping 그리고 진공포장

(Nylon/PE, 50 μm)을 하여 4℃ 저장고에서 12일간저장하며

3일 간격으로 품질을 평가하였다.

중량감모율

초기중량과 일정기간 경과 후 측정된 시료의 중량 차이

를 초기중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표면색도

표면색은 표준백판(L=97.40, a=-0.49, b=1.96)으로 보정

된 Chromameter (CR-400, Minolta C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시료 절단면의 중심부위를 10반복으로

Hunter 색차계인 L, a 및 b값을 측정하였다. 각 처리구간의

색도의 차이는 초기 값에 대한 색차(color difference, △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 = (△L2 + △a2 + △b2)1/2

경 도

저장기간중 연근의 경도측정은 직경 5 mm의원형 probe

가 부착된 Texture Analyser (LLOYD Instrument, Ametek,

Inc, UK)를 이용하여 depression limit 10 mm, test speed

50 mm/min, trigger 0.5 N의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미생물수 측정

연근 중량의 5배에 해당하는멸균된 0.85% saline 용액을

가하여 40회 shaking한 후, 시료액을 1 mL씩취하여 9 mL의

멸균된 0.85% saline 용액으로 단계 희석하였다. 시험용액

1 mL와각단계희석액 1 mL씩을 일반세균수측정용 건조

필름(petrifilm aerobic count plates, 3M Co, USA)에 무균적

으로 취하여 35±1℃에서 48～72시간 배양시킨 후 형성된

colony 수를 측정하여 CFU/g으로 나타내었다.

관능평가

관능평가는 10명의 훈련된 패널을 대상으로 9점 척도법

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27). 외관(색도), 냄새, 질감 그리고

전반적인 기호도에 대하여 평가하였으며, 전반적 기호도에

서 대단히 나쁘다(1점), 나쁘다(3점), 보통이다(5점), 좋다(7

점), 대단히는 좋다(9점)로 표기하도록 하였다. 점수 5를

상품성의 한계로 간주하였으며 결과는 SPSS Win program

(Version 14.0)에 의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통계처

리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중량감모율

중온열처리 후, 다양한 포장재로 포장한 연근의 중량감

모율결과는 Fig. 1과같다.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반

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모든처리구에서 1.0% 미만을 유지하

였다. PE로 포장한 연근의 중량감모율이 가장 높았으며

진공포장 한 경우 저장 12일 동안 중량감모는매우 미비하

게 발생하여 그 증가폭이 가장낮았다. 이러한 생체 중량의

보존은 유통 및 판매과정에서 신선편이 제품의 시듦현상을

방지하여 외관의 품질을 우수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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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포장 할 경우 수분 손실억제 및 고수분 유지로 인해

생체 중량감모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30).

Fig. 1. Changes in the weight loss rate of heat treated lotus roots
by different packaging types during 12 days at 4℃.

(PE: Polyethylene, TW: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tray+wrapping, V: Vacuum
packaging).

표면색도

중온열처리 후, 다양한 포장재로 포장한 연근의 색도 변

화를측정한 결과 L값은 저장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진공포장 한 경우는 L값의 변화가 적었

다(Fig. 2). PE로 포장한 연근의 L값이 저장 12일째 59.73으

로 가장 낮았으며 진공포장 한 연근의 저장 초기 L값이

67.27에서 저장 12일째 65.85로 감소폭이 가장 적었다. 이는

열처리와 진공포장에 따른 상승효과라고 판단되며 본 연구

에 앞서 열처리 온도에 따른 신선편이 연근에 대하여 그

효과를 확인한바 있다(31). 또한, Anders 등(32)은 열처리에

의한 L값의 감소가 표면 갈변 발생물질의 제거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Sapers 등(33)도 45～55℃의 중온열수

처리와 갈변억제제의 중복처리 시 갈변억제 단독처리보다

2배 이상의 L값의 감소효과를 나타낸다고 하여 중온열처리

에 대한 효과를 보고하였다. a와 b값의 경우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저장 12일

째 진공포장 한 연근의 색 변화가 가장 적어 1.12의 a값을

나타낸반면, PE로 포장한 연근은 2.17로 a값의 변화가 가장

컸다. 이러한 표면색 변화는 식품의 갈변현상과 관련이 있

으며 연근의 경우 효소적 갈변으로 PPO, peroxidase 등의

효소에 의한 산화반응의결과이며 이 효소들이 갈변과 이취

생성 등에 관여하여 신선편이 제품의 품질특성에큰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34).

△E값에 있어서 PE로 포장한 연근은 저장 12일째 3.64로

다른 처리구보다높은값을 나타냈으며 저장기간동안 증가

폭이 유의적으로 높았다(Fig. 3). 또한, 진공포장 한 연근은

저장 12일째 △E값이 1.68, PET 트레이+랩핑 처리한 연근

은 1.98으로 진공포장 한 연근의 색변화가 가장 적었다.

이는 진공포장 한 박피 연근의 △E값의 변화가 랩 포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는 Park 등(10)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색택 유지는 진공 포장 시 산소부재에

따라 갈변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경 도

중온열처리 후, 다양한 포장재로 포장한 연근의 경도 결

과는 Fig. 4와 같다.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PE로 포장한 연근은 저장 0일째 63.93 N에서

저장 3일째 57.89 N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진공

포장 한 연근은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저장 12일째 60.56 N으로 다른 처리구들에 비하여 높은

경도를 유지하였다. 이는 전기분해수로 침지처리 한 박피

연근의 랩 및 진공포장에 대한 저장 중의 품질변화의 연구

Fig. 2. Changes in the L, a and b value of heat treated lotus roots
by different packaging types during 12 days at 4℃.

(PE: Polyethylene, TW: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tray+wrapping, V: Vacuum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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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진공포장 박피 연근이 랩 포장에 비하여 경도의 저하

수준이 늦어 품질 유지에 효과적이었다는 Park 등(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경도의 경우색변화결과와마찬

가지로 진공포장 > PET 트레이+랩핑 > PE 포장의 순으로

저장 중 연근의 경도 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3. Changes in the △E value of heat treated lotus roots by
different packaging types during 12 days at 4℃.

(PE: Polyethylene, TW: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tray+wrapping, V: Vacuum
packaging).

Fig. 4. Changes in the hardness of heat treated lotus roots by
different packaging types during 12 days at 4℃.

(PE: Polyethylene, TW: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tray+wrapping, V: Vacuum
packaging).

미생물수 측정

중온열처리 후 다양한 포장재로 처리한 연근의 일반세균

수 변화를측정한결과는 Table 1과같다. PE로 포장한 연근

의 초기균수는 4.10×10
2

CFU/g, PET 트레이+랩핑 포장한

연근은 6.69×10
2

CFU/g, 진공포장 한 경우는 1.02×10
2

CFU/g 이었으며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모든 처리구들

에서 균수가 증가하였다. Chang 등(31)이 연구한 세척수

온도에 따른 신선편이 연근의 경우 열처리 하지 않은 연근

의 초기 균수는 4.12×105 CFU/g 이었으며 열처리한 연근의

초기 균수는 10
2-3

CFU/g으로 조사되어 본 연구의 초기 균수

와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초기 중온열처리로

인한 표면 살균효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저장 12일째

모든 처리구의 일반세균수가 1.90～6.03×10
6

CFU/g으로 포

장종류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1. Changes in the total viable cell of heat treated lotus
roots by different packaging types during 12 days at 4℃

(unit: CFU/g)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PE
1)

4.10×10
2

3.90×10
3

1.99×10
5

9.00×10
6

6.03×10
6

TW
2)

6.69×10
2

4.52×10
3

9.44×10
4

2.39×10
6

3.71×10
6

V
3)

1.02×10
2

3.97×10
3

3.25×10
5

3.75×10
5

1.90×10
6

1)
Polyethylene,

2)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tray+wrapping,

3)
Vacuum packaging

대장균군수의 경우 처리구별 초기균수가 4.79～9.70×101

CFU/g 이었으며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균수는 증식하

였으나 진공포장 한 경우 저장 12일째 4.06×10
3

CFU/g로

가장 낮았다(Table 2). PE와 PET 트레이+랩핑 한 연근의

저장 12일째 대장균군수는 1.40～4.58×10
4

CFU/g로 진공포

장 한 경우보다 약 1 log scale 많은 균 증식이 일어났다.

박피와 절단 등의 공정은 신선편이가공 식품의 품질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35) 가공공정에서 미생물 혼입

을 완전히 제어할 수 없으므로 초기 미생물의 수준을 감소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10). 중온열처리로 인한 초기 균수의

감소 효과와 함께 저장기간 전반을 고려할 때 PE와 PET

트레이+랩핑 한 포장보다 진공포장이 미생물 증식을 억제

하는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Changes in the coliform counts of heat treated lotus
roots by different packaging types during 12 days at 4℃

(unit: CFU/g)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PE
1)

4.79×10
1

3.85×10
2

6.59×10
2

7.74×10
3

1.40×10
4

TW
2)

7.10×10
1

2.80×10
1

2.01×10
2

1.79×10
3

4.58×10
4

V
3)

9.70×10
1

1.90×10
1

5.40×10
1

1.98×10
2

4.06×10
3

1)
Polyethylene,

2)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tray+wrapping,

3)
Vacuum packaging

관능평가

관능검사를 실시한결과 외관은 저장 12일째에서 진공포

장 한 연근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냄새및 조직

감에 있어서도 진공포장 한 연근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3). 전반적인 기호도에서 저장 중 품질의 한계점수인

5점에 도달하는 기간을 비교한 결과 PE로 포장한 연근은

6일이었으나 PET 트레이+랩핑 처리한 연근은 9일, 진공포

장 한 연근은 12일로 진공포장 한 연근에 대하여높은 상품

성을 유지하였다.

중온열처리 및 다양한 포장재로 처리한 박피 및 절단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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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nsory Characteristics of heat treated lotus roots by
different packaging types during 12 days at 4℃

Attributes Treatment
Storage period (days)

0 3 6 9 12

Appearance

PE2) 9.0a1) 7.7a 5.4a 3.2a 2.3a

TW3) 9.0b 8.0ab 6.7a 4.7b 4.3a

V4) 9.0a 9.0b 7.7b 6.3a 6.1ab

Off-odor

PE 9.0
a

8.3
a

6.0
a

5.7
b

5.3
a

TW 8.4
b

8.0
ab

6.5
a

6.2
a

5.0
a

V 9.0
c

8.3
a

6.3
a

6.1
a

5.3
b

Texture

PE 8.7
a

8.3
a

7.2
b

6.0
a

5.3
a

TW 9.0
a

8.0
a

7.7
ab

6.3
a

5.7
a

V 9.0
b

8.3
a

7.7
a

7.2
a

6.0
a

Overall acceptability

PE 9.0a 8.0a 5.7a 4.3a 3.7a

TW 8.7a 8.3b 6.2a 5.7a 4.7a

V 9.0a 8.7ab 7.3a 6.7a 6.2a

1)Means with the same superscripts in a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a=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Polyethylene,

3)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tray+wrapping,

4)
Vacuum packaging.

근의 저장 중 외관변화를 관찰한결과 저장 12일 후 진공포

장 한 연근의 외관이 다른 처리구들에 비하여 갈변현상이

가장 적었다(Fig. 5). 이는 Table 3의 관능평가 결과와 유사

하였다. PE로 포장한 연근에서 갈변현상이 심하였으며 진

공포장을 제외한 PE와 PET 트레이+랩핑 처리한 연근은

갈변과 함께 표면 건조 또한 함께 관찰되었다. 진공포장

한 연근의 경우 중량감모율, 색도, 경도, 미생물수 및 외관변

화 등의 품질평가 항목에서 저장 중 품질변화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어 중온으로 열처리한 후 진공포장 하는 것이

박피 및 절단연근의 품질유지에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Fig. 5. Changes in appearance of heat treated lotus roots by
different packaging types during 12 days at 4℃.

(PE: Polyethylene, TW: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tray+wrapping, V: Vacuum
packaging).

요 약

본 연구는 열처리한 연근의 포장재에 따른 품질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산지에서 구입한 연근을 수

돗물로 표면과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박피 및 절단한 후

55℃에서 45초간 열처리한 후 PE, PET 트레이+랩핑 및

진공포장으로 각각 처리하고 4℃에서 저장하였다. 중량감

모율, 표면색도, 경도, 일반세균수, 대장균군수, 관능검사

등을 통하여 품질을 분석하였으며 중량감모율은 저장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진공포장 한 경

우 증가폭이 가장낮았다. PE로 포장한 연근의 L값 및 △E

값변화가 가장크게 나타났고, 진공포장 한 연근에서 갈변

이 다소 지연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 중 연근의 경도에

있어서 표면색변화와마찬가지로 진공포장 한 경우 저장기

간 동안 높은 경도를 유지하였다. 미생물수는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포장재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박피 및 절단 연근에 대하여 중온

열처리 및 진공포장은 초기 살균효과와함께 저장 중 갈변

억제, 균수 제어 등의 품질유지에 효과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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