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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추출물, 가열 및 코팅 처리가 신선절단 사과의 갈변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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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dip treatments of chemicals (ascorbic acid, cystein, sodium chloride, magnesium chloride, calcium 
chloride, histidine: 1% solution) and medicinal herbs (Pueraria thunbergiana, Angelica gigas, Dioscorea japonica, 
Lindera strychifolia, Cnidium officinale, Astragalus membranaceus: 1% extracts), heat shock (40-60℃ water), and 
edible coating (albumin, dextrin, sucrose poly ester, whole soy flour: 0.5-4% solution) on the browning degree 
of fresh-cut 'Fuji' apples were studied. Among the each treatment methods, the surface browning of fresh-cut apples 
was best retarded by calcium chloride dip, Astragalus membranaceus dip, 45-50℃ heat shock, coating with 3% 
dextrin or 1% whole soy flour.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treatments of medicinal herbs extracts, heat shock, 
and edible coating can be used as alternative for the use of chemical agents for the antibrowning of fresh-cut 
ap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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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사과(Malus domestica)는 전 세계적으로 다량 생산되는

과실이며 구성성분으로 섬유소, 비타민 C, 미네랄, 페놀성

물질 등의 함량이 높아 암과 심장병 예방, 체중과 콜레스테

롤 감소, 신경과 뇌세포 보호 등과 같은 기능성을 가지는

건강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다(1). 수확 후 사과는 원형 생과

나 가공품의 형태로 소비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서는 식생활

의 편의화와 건강지향으로 인해 신선절단(fresh-cut) 제품의

소비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2).

과실과 채소류의 신선절단 기술은 원형의 신선미를 유지

하는 범위 내에서 세척, 박피, 다듬기, 절단 등의 처리를

행하는 것을 말하며(3), 이러한 처리로 인해 원형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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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조직이 손상되어 호흡량, 에틸렌 생성량, 세포막 분해,

효소적 갈변 및 미생물 번식 등의 증가와 수분감소와 같은

품질저하 유발 현상들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다(4,5). 이

들 중 절단면의 효소적 갈변은 세포 속에 존재하던 페놀성

물질이 조직 파괴로 인해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서

polyphenoloxidase(PPO)의 작용을 받아 quinone으로 산화

되고 다시 중합반응을 거듭하여 갈색물질이 생성되는 반응

의 결과이며 신선절단품의 shelf-life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

으로 인식되고 있다(6). 신선절단 사과의 갈변억제 및 품질

유지 방법으로는, 물질의 환원력과 금속착염 형성능 및 효

소 저해능 등을 이용하는 화학물질처리(7-10), 효소의 활성

조절을 이용하는 열처리(11), 절단면의 보호와 물질투과성

제어를 이용하는 가식성 코팅처리(12,13), 환경기체 조성의

변경을 이용하는 포장처리(14) 등의 방법이 유효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선절단품의 품질유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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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적용효과가 품목별 다양하거나 불충분하고 화학물질

사용에 대한 소비자 거부감 등과 같은 문제점이 있어 개선

기술 개발과 품목별 효과검정 연구를 필요로 한다. 한편,

화학물질 대용으로 신선절단 감자(15)와 양송이(16)의 품

질유지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진 한약재와 같은 천연물 유래

추출물의 적용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약재는

오래전부터 한의와 민간요법에서 사용해 오고 있어 안전성

이 확인되었고 건강 기능성도 강화시킬 것으로 여겨지지만

신선절단 사과 제조에 있어 적용효과는 물론이고 다른 방법

과의 직접적인 효과비교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신선절단 ‘후지’ 사과의

갈변 억제에 한약재 추출물, 화학물질, 가열 및 가식성 코팅

처리가 미치는 영향을 비교 조사하여 한약재 추출물의 적용

가능성과 각 처리법의 갈변 억제효과 및 적용조건을 구명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실험용 사과는 경북 의성군 소재 농원에서 수확한 ‘후지'

품종을 구입하여 외관이 건전하고 크기가 균일한 것만 선별

하고 냉장고(4℃)에서 저장하면서 사용하였다. 한약재인

갈근(Pueraria thunbergiana), 당귀(Angelica gigas), 산약

(Dioscorea japonica), 오약(Lindera strychifolia), 천궁

(Cnidium officinale), 황기(Astragalus membranaceus) 등은

대구 약령시에서 국내산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화학물질 처리

원형 사과를 100 ppm 염소액(pH 6.5)으로 세척한 후 송풍

건조시킨 다음 박피, 제심, 8등분하고, 1% ascorbic acid,

1% cystein, 1% sodium chloride, 1% magnesium chloride,

1% calcium chloride 또는 1% histidine용액에 3분간 침지시

킨 후 흡수지로 과잉의 표면 물기를 제거하였다. 대조구는

증류수를 침지액으로 사용하였다. 그런 다음, 각 처리 용액

별 절단 사과 약 300 g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60 μm

두께의 low density polyethylene(LDPE) 필름 봉지(18

cm×20 cm)에 넣어 밀봉 포장하고 4℃에서 24시간 보관한

후 갈변도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한약재 추출물의 조제 및 처리

한약재(갈근, 당귀, 산약, 오약, 황기, 천궁) 건조물을

mill(J-NCM, Jisico Co, Seoul, Korea)로 분쇄한 후 20 mesh

체를 통과한 분말 2 g에 증류수 100 mL를 넣고 80℃의

진탕수조에서 1시간 추출한 후 여과지(No 2, Advantec,

Tokyo, Japan)를 통과시키고 고형분 함량이 1%가 되게 추출

액을 조제하였다. 원형 사과를 100 ppm 염소액(pH 6.5)으로

세척한 후 송풍 건조시킨 다음 박피, 제심, 8등분하고, 상기

한 갈근, 당귀, 산약, 오약, 천궁 또는 황기 추출액에 3분간

침지시킨 후 흡수지로 과잉의 표면 물기를 제거하였다. 대

조구는 증류수를 침지액으로 사용하였다. 그런 다음, 각

처리구별 시료 약 300 g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60 μm

두께의 LDPE 필름봉지(18 cm×20 cm)에넣어밀봉포장하

고 4℃에서 24시간 보관한 후 갈변도측정용 시료로 사용하

였다.

가열 처리

원형 사과를 100 ppm 염소액(pH 6.5)으로 세척한 후 송풍

건조시키고 원형 또는 절단 사과를 증류수에서 열처리 하였

다. 즉, 원형 사과의 일부는 그대로 40, 45, 50℃의 증류수에

서 30, 60초동안 각각 열처리한 후 박피, 제심, 8등분하였고,

나머지 원형 사과는 박피, 제심, 8등분하고, 40, 50, 60℃의

증류수에 침지시켜 5, 10초동안 열처리 후 흡수지로 과잉의

표면 물기를 제거하였다. 대조구는 증류수 침지처리만 행

하였다. 각 조건으로 열처리한 절단사과 약 300 g를 플라스

틱 용기에 담아 60 μm 두께의 LDPE 필름 봉지(18 cm×20

cm)에 넣어밀봉 포장하고 4℃에서 24시간 보관한 후 갈변

도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코팅 처리

원형 사과를 100 ppm 염소액(pH 6.5)으로 세척한 후 송풍

건조시킨 다음 박피, 제심, 8등분하고, 코팅처리를 위해

albumin액(0.5, 1, 1.5%), dextrin액(1, 2, 3, 4%), sucrose poly

ester액(0.5, 1, 1.5%), whole soy flour액(0.5, 1, 1.5%)에 15초

간 침지, 3분간 drain시켰다. 대조구는 증류수 침지처리만

행하였다. 각 조건으로 코팅 처리한 절단사과 약 300 g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60 μm 두께의 LDPE 필름 봉지(18

cm× 20 cm)에 넣어 밀봉 포장하고 4℃에서 24시간 보관한

후 갈변도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갈변도 측정

신선절단 사과의 갈변도는 표준 백색판((L=97.79,

a=-0.38, b=2.05)으로 보정된 colorimeter(CR-200,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L값을측정한 후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Browning deg r ee=
(L initial-L measur ement)

L initial

×100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software(14.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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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화학물질 처리의 효과

신선절단 사과 제조 시 화학물질 처리가 제품의 갈변도

에 미치는 영향을 구명하기 위하여, 절단 ‘후지’ 사과를

ascorbic acid, cystein, sodium chloride, magnesium chloride,

calcium chloride, histidine 등의 1% 수용액으로 각각 처리하

고 24시간 경과 후 L값을 측정하여 계산한 갈변도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신선절단 사과의 갈변도는 모든 화학물질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화학물질

처리구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화학물질

처리구의 갈변도는 calcium chloride 처리구에서 가장 낮았

고 histidine 처리구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사이 수준을 상호

차이 없이 ascorbic acid, cystein, sodium chloride, magnesium

chloride 처리구에서 보였다. 이로써 신선절단 사과의 갈변

억제에 calcium chloride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

다. 신선절단멜론의 경우에 calcium chloride 처리는 과육경

도 유지 효과를 가지며(17), 이는 calcium이 펙틴질과 결합

하여 세포벽구조를 강화시키기때문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18). 이러한 점과 신선절단 감자의 갈변 속도가 조직유지의

기본인 세포막의 안정도와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

해 볼 때(19), calcium chloride 처리 신선절단 사과의 갈변이

억제된 것은 calcium에 의한 조직 강화 효과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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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rowning degree of fresh-cut apples treated with different
antibrowning agents.

Control: distilled water, AA: 1% ascorbic acid, C: 1% cystein, SC: 1% sodium chloride,
MC: 1% magnesium chloride, CC: 1% calcium chloride, H: 1% histidine. Means±SD(n=3)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a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한약재 추출물 처리의 효과

신선절단 사과의 갈변도에 한약재인 갈근, 당귀, 산약,

오약, 천궁, 황기 등의 열수 추출물이 미치는 영향을측정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갈근, 오약, 천궁 추출물을

처리한 신선절단 사과의 갈변도는 대조구와 유의적인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당귀와 산약 추출물 처리구는 대조구

보다 오히려 높은 수준을 보였고 황기 추출물 처리구는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를 볼때, 신선절단 사과의 효소적 갈변반응에 황기 추출물

만이 억제효과를 가지며, 당귀와 산약 추출물은 촉진효과

를 가지고, 갈근, 오약, 천궁 추출물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황기 추출물이 항산화성을 가

진다는 보고(20)를 볼때황기에 함유된항산화 성분에 의한

갈변억제 효과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신선절단 사과에

대한 황기의 갈변 억제효과는앞서언급한 화학물질의 대체

제로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신선절단

감자의 경우에 감초 추출물 처리가 PPO 활성 저해와 갈변

억제에 유효하였다고 하였고(15), 신선절단 양송이의 경우

는 천문동과 계피 추출물 처리가 갈변 억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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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rowning degree of fresh-cut apples treated with different
medicinal herb extracts.

PT: Pueraria thunbergiana, AG: Angelica gigas, DJ: Dioscorea japonica, LS: Lindera
strychifolia, CO: Cnidium officinale, AM: Astragalus membranaceus. Means±SD(n=3)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a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가열처리의 효과

신선절단 사과의 갈변도에 가열 처리가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과 과실을 절단 후 가열 처리하거나

절단 전 원형 과실 상태로 가열 처리한 후 갈변도를측정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먼저 절단 사과를 가열 처리한

경우의 갈변도를 보면, 50℃에서 5초 처리구는 대조구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고 40℃에서 10초 처리구와 60℃에서 5초

와 10초 처리구는 대조구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40℃에서 5초와 50℃에서 10초 처리구는 대조구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않았다. 이로써절단 상태 사과의 갈변 억제

를 위한 열수처리 온도는 50℃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가열처리에 의한 갈변 억제 효과는배(21)와 복숭아

(22)의 경우와 유사하였으며, 열에 의한 갈변 관련 효소의

불활성화(23)가 주된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선절단

처리 전 원형 사과의 가열 처리가 절단제품의 갈변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40℃와 50℃에서 30초와 60초

처리구는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45℃

처리구는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특히, 45℃에서

60초 처리구가 더욱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원형

사과를 가열처리시에는 45℃에서의 처리가 절단 사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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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변억제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후지’ 사과

에 대한 열처리 효과는 ‘Delicious'를 포함한 다른 품종(11)

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절단과 원형 상태의 가열처리 조건

이 상이한 것은 피가열처리물의 형상과 크기 차이에 따른

열전달속도의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원형과 절

단 과실의 전반적인 가열처리 효과와 공정의 효율성을 비교

해 볼때, 신선절단 사과 제조 시 절단 후보다 절단 전 원형

상태로 가열처리하는 것이 제품의 갈변억제와 품질관리에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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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rowning degree of fresh-cut apples treated with different
heating conditions.

A: heat treatment after cutting, B: heat treatment before cutting. Means±SD(n=3)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a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가식성 코팅처리의 효과

신선절단 사과의 갈변도에 코팅제인 albumin, dextrin,

sucrose poly ester, whole soy flour 등의 각 농도처리가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신선절단

사과의 갈변도는 1% sucrose poly ester 용액 처리구를 제외

한모든코팅구가 대조구보다 유의적으로낮은 수준을 나타

내었고, dextrin과 whole soy flour 코팅구가 다른 물질 코팅

구보다 비교적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각 코팅제별 농도

에 따른 갈변도 차이를 비교해 보면, albumin의 경우는

0.5-1.5%에서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dextrin은 3%

까지 농도가 증가할수록 갈변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

고, sucrose poly ester는 1.5%에서 급격히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whole soy flour는 1%까지는 낮아지나 1.5%에서

는 다시 높아지는 경향을 각각 나타내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3% dextrin 용액과 1% whole soy flour 용액으로 코팅

처리한 절단사과의 갈변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이러한 코팅 조건이 신선절단 사과의 갈변억제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코팅처리에 의한 갈변억제 효과는 갈변

요인들로부터 절단면의 보호 효과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3).

이상의 모든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신선절단 ‘후지’ 사과

의 갈변 억제에 화학물질로는 1% calcium chloride, 한약재

로는 황기 추출물, 가열처리는 절단상태로 50℃, 10초와

원형상태로 45℃, 60초 처리조건, 코팅제로는 3% dextrin과

1% whole soy flour가 비교적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화학물질 처리를 대신하여 한약재 추출물의 적용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코팅처리, 열처리 순으

로 확인되었지만, 앞으로 이들의 세부적인 적용 조건과 병

용 효과 및 한약재 추출물의 갈변억제 원인 구명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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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Browning degree of fresh-cut apples treated with different
coating materials.

A-0.5: 0.5% albumin, A-1: 1% albumin, A-1.5: 1.5% albumin, D-1: 1% dextrin, D-2:
2% dextrin, D-3: 3% dextrin, D-4: 4% dextrin, SPE-0.5: 0.5% sucrose poly ester, SPE-1:
1% sucrose poly ester, SPE-1.5: 1.5% sucrose poly ester, WSF-0.5: 0.5% whole soy
flour, WSF-1: 1% whole soy flour, WSF-1.5: 1.5% whole soy flour.
Means±SD(n=3)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a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요 약

신선절단 ‘후지’ 사과의 갈변도에 화학물질(ascorbic

acid, cystein, sodium chloride, magnesium chloride, calcium

chloride, histidine: 1% 용액), 한약재(갈근, 당귀, 산약, 오약,

천궁, 황기: 1% 추출액), 가열(절단과실과 원형과실, 40-6

0℃ 증류수) 및 코팅(albumin, dextrin, sucrose poly ester,

whole soy flour: 0.5-4% 용액) 처리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각 처리방법별 신선절단 사과의 갈변도는 1% calcium

chloride 용액 처리, 황기 추출물 처리, 3% dextrin과 1%

whole soy flour 코팅 처리에 의해 가장낮은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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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처리의 갈변도는 절단과실 처리시에는 50℃에서, 원형

과실 처리시에는 45℃에서 각각 처리한 시료에서 가장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로써 신선절단 사과의 갈변에 대한 한약

재 추출물, 가열 및 코팅 처리의 억제 효과와 조건이 확인되

었고, 이러한 방법은 화학물질을 부분적으로 대체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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