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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에서 활용가능한 생대추의 저장조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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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Quality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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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quality of fresh jujube (Zizyphus jujuba) fruit rapidly declines in the postharvest stage and thus 
the effective storage conditions for agricultural warehouses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Fresh jujubes (～10 kg) 
were stored using five different storage methods: plastic box without further packaging as a control (C-PL), plastic 
box with hanji packaging (H-PL), plastic box with functional film packaging (F-PL), cardboard box with hanji packaging 
(H-CB), and cardboard box with functional film packaging (F-CB). The storage boxes were stored in a refrigerator 
(0°C and 80～90% RH), equipped with an ethylene gas scavenging device for 9 weeks and then the quality character-
istics  were analyzed. The control storage conditions of jujubes showed a substantial decline in quality with decreases 
in moisture content, hardness, and sugar content as well as increases in decay ratio and redness. Among the tested 
storage conditions, F-CB was most effective in terms of maintaining the quality of jujube fruit while maintaining 
firmness, weightlessness, ripening degree from redness and visible appearance. In conclusion, effective storage and 
packaging conditions during storage enabled maintenance of fruit quality of jujubes for 9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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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추는 갈매나무과(Rhamnaceae)에 속하는 Zizypus 속

의 낙엽관목으로 중국계 대추(Z. jujuba Miller)와 인도계 

대추(Z. mauritiana Lam) 등 생태형이 전혀 다른 2종이 재

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산조, 복조, 보은 대추 등 재

래종이 재배되고 있고 개량종인 무등, 월출, 금성 등이 일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1). 대추는 예로부터 감미를 내기 

위하여 첨가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위경련, 불면증, 소화불

량, 대장하혈, 청혈, 지각과민증의 증상을 개선시키는 약효

를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항암작용, 항산화작

용, 세포막활성, 혈관노폐물제거, 모세혈관 저항성 향상, 면

역력 향상, 암세포 성장억제, 혈관수축작용 등에 대한 다양

한 기능성이 보고되고 있다(2). 이런 대추의 기능성을 나타

내는 물질은 폴리페놀, 사포닌, 비타민 C와 P, 세로토닌으로 

보고되고 있다(3,4).

대추는 수확 후 저장성이 좋지 못해 대부분 건과 형태로 

유통 및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며 저장성이 좋지 못한 것은 

저장기간 동안 과육이 연화효소에 의해 연화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5-7). 생대추의 저장성을 향상하기 위한 다양

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에 따라 저장성을 늘리는데 

효과적인 방법들에 대해 보고되고 있다. 저장온도는 저온일

수록 연화가 느리게 진행되고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이나 polyethylene(PE) film 포장이 비타민 C의 손실

을 적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8). 생대추

의 부패와 연화 억제를 위한 효과적인 저장온도는 0°C로 

알려져 있으며 -2°C에서는 저온장해를 유발시킨다고 보고

되고 있다(8,9). 또한 생대추의 shelf-life을 연장하기 위하

여 저장 전에 전처리한 후 저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연구

가 보고되었다. 포도에서 발견되는 항산화물질인 트랜스-

레스베라트롤(trans-resveratrol) 처리(10,11), 시트르산

(citric acid)을 0.5~1.5%로 희석한 용액의 전처리(12), 

1-methylcyclopropene과 CaCl2 처리(13), 42°C에서 1시

간 열풍(heat-air treatment) 처리(14), 항균물질인 bras-

sinosteroids 처리(15) 등의 저장 전처리가 대추의 저장기

간을 늘릴 수 있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추의 장기 저장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생대추 저장기술

이 필요하여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기존의 생대추 

연구는 소량의 대추를 실험실 수준에서 진행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얻었을지라도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적용하기는 어

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활용가능하고 생과형태로 장기간 섭취할 수 있으며 가공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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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에 있어서도 신선한 원료를 공급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대추의 효과적인 저장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대추를 농가에서 직접 사용하고 있는 습도

가 조절되는 저온저장고에서 저장하면서 품질변화를 조사

하였다. 또한 실제로 농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한지

를 이용한 포장이나 기능성필름을 이용하여 가볍게 감싸는 

포장방법을 시도하여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쉽게 그리고 비

용적으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저장방법

을 보고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생대추는 경북 경산시 진량읍의 한반도

농원에서 2011년 10월 19일에 비가림 재배시설에서 수확

한 복조 생대추 중 크기가 충분히 크고 단단한 과육을 가진 

상처가 없는 건전한 대추 중 70% 붉은 색을 띄는 대추만을 

선별하였다. 대추의 표면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한 후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생대추의 저장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저장용기는 일반농가에서 대추 수확 후 

저장용으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용기(600×400×200 mm)

와 종이상자(500×300×300 mm)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저

장용기에 10 kg씩의 대추를 넣고 일반적으로 농가에서 저장

하듯이 용기들을 탑재하여 보관한 경우를 대조군으로 하여 

저장용기에 시중에서 구입한 한지로 가볍게 싼 실험군과 기

능성필름인 fresh vege®(Wizfresh Co., Seoul, Korea)를 

구입하여 필름속에 대추시료를 넣고 가볍게 포장한 후 저장

용기 내에서 보관하는 실험군으로 하여 총 5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수행하였다. 대추의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습도

가 조절되는 저온저장고와 더불어 에틸렌가스를 조절하고 

수분증발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포장 방법을 찾기 위하여 

한지와 기능성필름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한지는 일반적

인 과실 저장에서 수분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간단한 방법

으로 농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기에 본 

연구에 사용되어졌다. 본 연구에 사용된 기능성필름은 에틸

렌가스와 이산화탄소의 투과성이 기존의 폴리에틸렌 필름

에 비하여 높고 수분의 증발과 서리현상을 줄일 수 있는 한

산석의 분말을 폴리에틸렌에 가공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했다. 5군의 시료는 C-PL: 플라스틱용기(PL-plastic box)

에서 그대로 보관(C-control)한 시료, H-PL: 한지(H-han-

ji)로 가볍게 싸고 플라스틱용기에 보관한 시료, H-CB: 한지

로 가볍게 싸고 종이상자(CB, cardboard box)에 보관한 시

료, F-PL: 기능성 필름(F-film)으로 가볍게 싸고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한 시료, F-CB: 기능성 필름으로 가볍게 싸고 

종이상자에 보관한 시료로 명명하였다. 5군의 시료를 각각 

10 kg씩 총 3회 반복하여 총 150 kg의 대추를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저온저장고(KJS-153F, Jeilfine Tech Co., 

Cheonan, Korea)는 경북 경산시 압량면의 압량농협에서 

임대하여 사용하였다. 저온저장고의 온도는 0.0(±0.5)°C, 

상대습도는 80~90%로 유지했으며 저장고 내에 에틸렌가

스 제거기(Fresh Long, FRT10py, Wizfresh Co.)를 설치

하였다. 저장시료를 1~2주 간격으로 수거하여 부패율 및 

이화학적 품질변화를 측정하였다.

대추의 부패율 

대추시료의 부패율은 저장기간 동안 미생물의 증식이나 

표면조직의 연부증상이 관찰되어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대

추를 시료 전체(10 kg)에서 평가하고 개수를 세어 전체 시료 

무게에 대한 비율로 표시하였다. 이는 대추의 저장시료를 

기존 연구에 비해 과량으로 사용했기에 대추시료의 전체 개

수에 대한 비율보다는 전체 무게에 대한 비율이 효과적이었

기 때문에 부패율을 무게에 대한 비율로 표시(개수/kg)하였

다. 동일한 조건에서 저장한 대추시료(10 kg)에서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수분함량 측정

대추의 수분함량 변화는 대추시료 10 g을 전자저울을 이

용하여 칭량하고 건조기에서 105°C 상압가열건조법으로 3

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이미지 변화 관찰

저장기간 동안 대추 표면의 시들음, 부패, 연화 정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디지털카메라를 활용하여 대추의 이미지 

변화를 관찰하였다.

대추의 색도 측정

대추를 저장하면서 대추표면의 색도 변화는 색차색도계

(colorimeter, CR-3600D, Minolta, Osaka, Japan)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L(명도), a(적색-녹색), b(황색-청색) 값

으로 표현하였다. 70% 숙기의 시료를 사용하였기에 붉은색

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측정하였으며 5회 이상 반복 측정

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당도 변화

대추를 저장하면서 일반 상온에서 대추 과즙의 당도는 굴

절당도계(RA-250WE, Kyoto Electronics, Kyoto, Japan)

를 사용하여 대추 즙의 가용성 고형물(°brix)로 표시하였다. 

5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으로 나타냈다.

경도 변화

대추의 경도는 레오메타(CR-100D,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각 저장별로 비교적 균일한 길

이와 높이를 가진 대추를 최소 10개를 선택하여 지름 5 mm 

직경의 탐침을 상부표면에서 중심을 향하여 2.0 mm/s의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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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Image changes of jujube stored in 
plastic box without further packaging (C- 
PL) for different durations. (a) 2 weeks, (b) 
4 weeks, (c) 6 weeks, (d) 9 weeks.

도로 10.0 mm 깊이까지 침투시키는 데 요구되는 힘(g/cm2)

으로 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저장 중 품질 변화(이미지 변화)

생대추를 0°C 저온저장고에서 저장하면서 육안적인 품질

변화를 Fig. 1과 2에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대추는 0°C에서 

부패와 연화의 억제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적정온도로 알

려져 있다(9). 농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저온저장고(∼60% 

RH)에서 온도만을 조절하여 실험하였을 경우 2주안에 대부

분의 시료에서 표면의 수분이 증발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

를 잃어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data not shown). 저

온저장고에서 온도(0°C)와 습도(80~90%)를 조절하여 플

라스틱상자에 보관하였을 경우(C-PL) 일반 저온창고에 비

해 속도는 다소 느릴지라도 2주가 지나면서 저장상자 윗부

분의 대추는 수분이 빠져나가는 시들음 현상이 나타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4주 후에는 많은 시료에서 시들음 

현상이 나타났다. 6주가 지날 때까지의 대추 색깔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고 시들음 현상이 주로 나타났으며, 

9주에는 부패된 시료가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아랫부

분의 10%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시료에서 시들음 현상이 나

타나고 색깔도 다소 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Song 등(8)의 보고에 의하면 생대추를 1°C에서 무포장

처리 시 4주가 지날 경우 중량 감소에 의해 상품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보고하였으며 Woo 등(16)은 완숙한 생대추를 

0°C에서 80~90% 습도로 보관하였을 경우 6~7주까지 품

질변화 없이 생과로 이용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는 1 kg 내외로 실험실 단위의 수준에서 

보관하였기 때문에 시들음 현상에 의한 대추의 품질저하 기

간을 연장시킬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농가에서 

보관하는 저장 공간과 저장 상자를 사용하였을 경우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였을 지라도 수분의 이동에 의한 시들

음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저장조건에서는 생대추의 장기간 저장이 어

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장기적인 저장을 위해서 간단

한 한지를 이용한 포장이나 기능성필름을 이용하여 가볍게 

감싸는 포장방법을 시도하여 보았으며, 또한 대추의 시들음 

현상을 막기 위하여 같은 양의 대추를 저장하더라도 표면으

로 노출되는 대추의 양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의 플라스틱상

자(가로 60cm×세로 40 cm, 표면적 2,400 cm2)와 함께 종

이상자(가로 50cm×세로 30 cm, 표면적 1,500 cm2)를 이

용하여 저장을 시도하였다.

다양한 저장방법을 사용하여 9주 동안 저장한 대추시료

의 이미지는 Fig. 2에 나타냈다. 이미 설명하였듯이 플라스

틱상자에서 보관한 시료의 경우 시들음 현상이 심하고 일부 

대추의 경우 부패가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Fig. 

2a) 한지를 덮고 보관한 시료의 경우(Fig. 2b, d) 수분이 빠

져나가는 속도가 상당히 지연되는 결과를 보였으나 여전히 

일부시료에서 시들음 현상이 나타났고 부패된 시료도 발견

되었다. 기능성필름을 사용하여 저장한 시료의 경우(Fig. 

2c, e) 9주가 지난 후에도 일부 시료에서 균열이 발생하였으

나 대부분의 시료는 이미지 상으로 우수한 품질을 나타났다. 

이는 기능성필름이 수분의 증발을 막았기 때문으로 사료되

어진다. 생대추를 미세공성 필름으로 포장하여 저장할 경우 

저장기간을 현저히 연장시킬 수 있다는 Lee와 An(17)의 보

고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Song 등(8)의 보고에서도 poly-

ethylene 필름 포장을 사용하여 생대추를 저장할 경우 중량

감소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현실적으로 농가

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대추의 저장기간을 늘릴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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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mage changes of jujube stored for 
9 weeks in different conditions. (a) C-PL: 
plastic box without further packaging, (b) 
H-PL: plastic box with hanji packaging, (c) 
F-PL: plastic box with functional film pack-
aging, (d) H-CB: cardboard box with hanji 
packaging, (e) F-CB: cardboard box with 
functional film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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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moisture content of jujube stored at different 
conditions. C-PL: plastic box without further packaging, H-PL: 
plastic box with hanji packaging, F-PL: plastic box with func-
tional film packaging.

법으로 사료되어진다. 기능성필름을 사용하여 보관한 시료 

중 플라스틱상자(Fig. 2c)와 종이상자(Fig. 2e)의 결과를 비

교하였을 경우 종이상자에서 저장한 시료가 플라스틱 상자

에서 저장한 시료에 비하여 시들음 현상에 의한 품질저하가 

최소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종이상자의 표면적

이 플라스틱 상자에 비해 작기 때문에 표면에 노출되는 대추

시료수가 적기 때문으로 사료되어진다. 생대추의 저장중 이

미지 변화의 결과를 통하여 볼 때 적정온도(0°C), 적정습도

(80~90%), 에틸렌가스제거기를 포함한 저장고에서 저장할

지라도 기능성필름을 사용하고 시료의 표면에 노출된 대추

의 수를 줄이는 것이 대추의 저장 중 발생하는 시들음 현상

을 막을 수 있고 이미지적으로 나타나는 대추의 품질 측면에

서도 가장 효과적인 저장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장 중 수분함량 변화 

생대추의 다양한 저장 조건에서 저장 기간에 따른 생대추

의 수분함량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저온저장

고에서 저장한 대조시료(C-PL)의 경우 저장 전 69.2%에서 

9주 저장한 후 66.1%까지 지속적으로 수분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완숙 복조 대추를 1°C에서 저장하였을 때 

73.9%에서 67.7%로 감소하였다는 Song(18)의 보고와 같

은 경향이었다. 한지를 사용하여 보관한 시료의 경우(H- 

PL) 대조군에 비하여 수분함량의 감소속도가 현저히 줄어

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9주 저장한 시료의 경우 초기시

료에 대비하여 1.4%의 중량감소의 결과를 보였다. 기능성필

름을 포장한 시료의 경우(F-PL) 9주까지 저장하는 동안 수

분함량의 변화는 유의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 3). 이는 1°C에서 PE 필름을 포장하여 보관한 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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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caying ratio of jujube stored at differ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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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in hardness of jujube stored at different 
conditions. C-PL: plastic box without further packaging, H-PL: 
plastic box with hanji packaging, F-PL: plastic box with func-
tional film packaging, H-CB: cardboard box with hanji pack-
aging, F-CB: cardboard box with functional film packaging.

대추는 6주의 저장기간 동안 0.2%의 중량감소만을 보였다

는 Song 등(8)의 보고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수분함량의 

결과는 앞서 보고한 이미지 변화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종이상자에서 보관한 시료의 경우 플라스틱상

자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어 Fig. 3의 수분함량 변화 결과

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결과적으로 포장 없이 보관하는 저온

저장고와 한지로 포장한 시료의 경우 생과로서의 상품성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능성필름을 사용하여 

수분증발에 의한 증량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생과로서의 

상품성 저하를 막는 방법으로 사료되어진다.

부패율 

저장기간에 따른 부패율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에 나타

냈다. 모든 저장방법에서 6주까지는 부패과가 관찰되지 않

았으며 6주 이후에는 부패과의 수가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는 저장 6~8주에서 부패과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는 Woo 등(11)의 보고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An과 

Lee(19)도 신선한 생대추의 저장기간은 0°C에서 40일 정

도 저장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9주까지 저장하는 동안 저

장방법의 차이에 의해 부패율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9주

까지 저장하면서 부패율은 C-PL<F-CB<H-CB<F-PL< 

H-PL 순이었다. 저장방법들 중에 가장 부패율이 낮은 시료

는 대조군으로 포장을 하지 않은 시료였다. 이는 Fig. 1과 

Fig. 3에서 보고하였듯이 시료의 시들음 현상에 의해 시료

내의 수분 증발이 나타났으며 이는 수분활성도의 감소를 야

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분활성도의 감소는 미생물의 via-

bility와 연관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대조군에 비하여 한

지나 기능성필름으로 포장한 시료에서 부패율이 증가한 결

과는 높은 수분보유력에 의한 미생물의 증식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다른 연구결과와 다르게 농가에서 활용목적

으로 10 kg 정도를 각각의 용기에 넣어 보관하였기에 시료 

중의 일부는 작은 상처가 노출된 시료가 포함되어 있기에 

그런 시료부터 부패가 시작하였다. 부패가 진행되지 않은 

시료는 생과로서 판매할 수 있는 품질을 함유하고 있었다. 

Woo 등(16)의 보고에 의하면 밀폐용기 처리와 PE포장 처리

구를 비교하였을 경우 PE포장 처리에서 오히려 높은 부패율

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밀폐용기 처리구는 부패

율은 낮게 나타났으나 이취가 심하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

다. 밀폐용기에서 저장할 경우 부패현상은 지연할 수 있으나 

혐기성세균의 증가를 유도하여 생과의 품질을 저하시킨다

고 보고하기도 했다. 플라스틱상자와 종이상자를 비교하였

을 경우 종이상자를 사용하여 저장한 시료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부패율을 보였다. 이는 대추를 저장 시 빈 공간이 플라

스틱상자에서 종이상자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고 이 공극 속

에 일부의 수분이 응결되어 미생물의 성장을 돕기 때문으로 

사료되어지며 저장 중에 일부의 응결현상이 발견되기도 하

였다. 결과적으로 부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종이상자에서 

기능성필름을 사용한 시료(F-CB)가 가장 좋은 저장방법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저장 중의 이미지결과

(Fig. 2)에서도 같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장중 경도 변화

생대추의 저장조건별로 저장기간에 따른 생대추의 경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Fig. 5에 나타냈다. 일부의 저장 시료

에서 저장 중의 경도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대조시료(C-PL)의 경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장하기 전

의 경도가 25,000 g/cm2에서 9주 저장 후에는 19,000 g/ 

cm2를 나타냈다. 이는 저장에 따라 세포벽 분해효소인 pol-

ygalacturonase와 β-galactosidase의 활성이 증가하면서 

이 효소들의 작용에 의하여 세포벽 성분이 파괴되어 경도의 

감소를 야기하였기 때문이다(9). F-CB 저장방법의 경우 4

주까지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여러 연구들(7,8, 

11)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세포내 수분이 증산

에 의해 조직이 치밀해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저장조건 중에 유일하게 F-CB의 저장방법에서 경도의 증

가가 나타났고 다른 시료의 경우는 경도가 초기에 일정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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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in b value (redness) of jujube stored at different 
conditions. C-PL: plastic box without further packaging, H-PL: 
plastic box with hanji packaging, F-PL: plastic box with func-
tional film packaging, H-CB: cardboard box with hanji pack-
aging, F-CB: cardboard box with functional film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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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s in sugar content of jujube stored at different 
conditions. C-PL: plastic box without further packaging, H-PL: 
plastic box with hanji packaging, F-PL: plastic box with func-
tional film packaging, H-CB: cardboard box with hanji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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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기간 동안 경도는 저장용기나 포장방법에 의해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플라스틱상자

와 종이상자의 저장 방법 중 종이상자에 저장하였을 경우 

저장기간 동안 높은 경도를 유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종이상자에서 저장할 경우 연화가 느리게 진행되었기 때

문으로 사료되어진다. 한지와 기능성필름의 포장방법에 따

른 결과를 비교하였을 경우 기능성필름을 사용하여 포장한 

경우 효과적으로 연화 속도를 낮추어 높은 경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종이상자에서 기능성필

름을 포장하여 저장한 시료(F-CB)는 9주의 저장기간 동안 

경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 이는 앞서 보고한 이미지의 

결과(Fig. 2)와 수분함량(Fig 3), 그리고 부패율(Fig. 4)과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저장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

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으며 70% 숙기를 가진 시료를 

저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에서 저장 시에도 9주까지 경

도의 큰 변화를 야기하지 않고 우수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장중 색도 변화

생대추의 저장조건별로 저장기간에 따른 생대추의 색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Fig. 6에 나타냈다. 대부분의 저장시

료에서 L값(명도)과 b값(황색도)은 시료간의 차이가 저장방

법과 저장기간에 따른 차이에 비해 크게 나타나 유의적인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다. 이는 Song 등(8)이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L값과 b값이 감소하고 대추의 색상이 흑갈색

으로 변한다는 보고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저장 방법에 

의한 차이로 생각되며 특히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는 시료를 

넣고 용기 속에 밀봉하여 보관하였기에 흑갈색으로 변화한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L값과 b값의 변화는 유의적

인 경향성은 없었으나 a값의 적색도는 저장기간에 따라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대조시료의 경우 저장 전에는 19.5

의 적색도를 나타냈으나 6주에는 20.9, 9주후에는 22.7을 

나타냈다. 특히 6주 이후에 적색도의 증가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70% 숙기의 시료를 사용하였기에 

저장기간 동안 숙성되면서 대추의 숙기가 증가했기 때문으

로 사료되어지며, 이는 Fig. 1의 저장기간에 따른 이미지 

변화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장방법에 따른 적색도 변화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른 특

성들에서 보고한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저장용기 

중에서는 플라스틱상자에 비해 종이상자에서 적색도의 증

가를 낮출 수 있었으며 포장방법 중에서는 한지포장에 비해 

기능성필름을 사용하여 포장한 것이 적색도의 증가를 현저

히 낮출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종이상자의 저장용기에 기능

성필름으로 가볍게 포장한 저장시료(F-CB)에서 저장기간 

동안 가장 낮은 적색도값을 나타냈다. 이는 저온에서 무포장

처리구에 비해 PE포장처리구의 대추에 착색진행효과가 더 

명확하였다는 Song 등(8)과 Choi(1)의 연구 결과와 정반대

의 경향을 나타냈다. 이미 언급한 것처럼 기존 연구는 작은 

포장용기에 대추를 넣고 밀봉하였으며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에틸렌가스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사료되어지며 본 

연구에서는 대량의 저장용기 및 실제 농가의 저장 장소와 

가볍게 포장되어 자유로이 공기가 이동하며 에틸렌가스를 

제거하는 장치가 설치되어 저장 환경이 다르기 때문으로 사

료되어진다. 결과적으로 농가에서 활용 가능하고 효과적인 

저장조건에서 대추를 저장할 경우 색도의 변화를 통하여 판

단해보면 9주까지도 품질의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장중 당도 변화

생대추의 저장조건별로 저장 기간에 따른 생대추의 당도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시료 개체들 간의 차이

가 크기에 당도는 저장조건별로 유의적으로 큰 차이를 나타

내지는 않았으나 저장 기간 동안 당도가 다소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냈다. Song 등(8)은 저장기간 동안 당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완숙과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저장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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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분함량의 감소에 따른 당도의 증가로 설명하였다. 

Woo 등(11)은 저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용성 고형분의 

함량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후숙에 의한 영향과 저장 후반 

탈수현상에 의해 대추의 가용성 고형분이 상대적으로 증가

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들 연구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Woo 등(16)의 

보고에서는 저장 기간 동안 가용성 고형분의 함량이 감소하

였는데 이는 부패현상이 발생하면서 가용성 성분이 소실되

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패현상이 거

의 일어나지 않았으나 대추의 저장기간 동안 일부 가용성 

고형분의 함량이 감소하게 되면서 그에 따라 당도가 감소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저장방법들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는 않았으나 대조군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 대추의 저장

을 위해서 효과적인 저장 및 포장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요   약 

생대추의 저장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농가에서 직

접 활용 가능한 효과적인 저장방법을 찾기 위하여 70% 숙기

를 가진 생대추를 0°C 온도와 80~90% 습도로 조절하고 

에틸렌제거 장치가 설치된 저온저장고에서 플라스틱상자와 

종이상자를 저장용기로 사용하고 한지와 기능성필름을 포

장방법으로 사용하여 9주까지 저장하면서 이미지, 수분함

량, 부패율, 경도, 색도 및 당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 시료

의 경우 수분함량이 저장 전 69.2%에서 9주 저장 후에는 

66.1%로 감소하였으며 기능성필름으로 포장한 시료의 경

우 저장기간 동안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부패과는 6주

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대조군 시료의 경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으나 종이상자에 기능성필름으로 포장한 시

료의 경우 저장 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 저장 기간 동안 

적색도는 대부분의 시료에서는 천천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냈으며 당도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 70% 숙기를 가진 생대추를 9주까지 품질의 변화 없이 

저장하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저장방법으로는 저장용기로 

플라스틱상자보다는 표면에 노출되는 대추의 양을 줄일 수 

있는 종이상자를 사용하는 것이 포장방법으로 한지보다는 

기능성필름을 사용하는 것이었다. 결론적으로 농가에서 활

용가능한 생대추의 저장방법으로 온도, 습도, 에틸렌이 조절

된 저온저장고에서 종이상자와 기능성필름을 가볍게 덮은 

조건에서 생대추의 저장을 9주까지 품질을 유지하면서 저장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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