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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쌈채소의 신선편의 가공적성 및 저장 중 품질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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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and minimal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Ssam’ vegetables during storage

Tae-Young 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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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minimal processing characteristics of four vegetables (brown
mustard, kale, red beet and red lettuce) for wrapping (Ssam). Prior to evaluation, the vegetable leaves were cut, washed,
and packaged. The texture, weight loss, browning index, pH, gas concentrations (O

2
 and CO

2
), microbial growth, and

organoleptic qualities of the leaves were assessed at 10oC for 7 days. The cutting strength of red bee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leaves. The initial springiness of brown mustard was the lowest (0.98%). The weight loss varied between
0.24 to 4.77%, pH ranged from 6.00 to 6.95, and browning index increased to 0.95 during storage. Changes of gas
composition were lower in cut leaf than whole leaf. Aerobic bacteria (4.9-8.0 log CFU/g), yeast (not detected), mold (-3.5
log CFU/g), and total coliforms (5.0-8.0 log CFU/g) were assessed in the samples. Thus, overall quality of kale and red
beet leaves with minimal processing showed satisfactory results when stored for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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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채소 중 쌈추, 다채, 쑥갓, 깻잎, 겨자, 케일 등은 고기나 밥과

함께 쌈으로 주로 소비되고 있어 쌈채소로 불리기도 하는데, 소

비자들은 고품질이면서 기능성을 가지는 채소를 선호하며, 비빔

밥, 샐러드, 겉절이 등 생식 형태로 주로 섭취하고 있었다(1). 쌈

채소류의 생산액은 전체 엽채류 생산액 중 2000년 22.4%에서

2005년 31%로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소비 활성화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2).

신선 채소류의 소비활성화를 위해서는 섭취 및 이용의 편리성

을 강조한 샐러드와 같은 ‘신선편의형 제품’이 그 방안으로 검토

될 수 있는데, 외식산업이나 식품제조업체의 경우에도 전처리 시

간, 인력을 절감 효과 때문에 그 필요성이 제고되고 있는 실정이

다(3). 신선편의 가공은 최소가공(minimal processing) 혹은 fresh-

cut이라는 용어로 채소와 과일과 같은 신선 식품에 최소한의 가

공처리를 통해 품질 및 유통기한을 확보하고자 하는 가공기술로,

신선함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수요와 맞물려 지속적인

연구와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4). 원료의 절단, 세척 및 포장,

냉장보관 및 유통이 일반적이며, 다양한 신선 농산물에 대한 신

선편의 적용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5-8). 신선편의 가공에 의한

제품의 갈변, 텍스처 변화 및 미생물 증식 등이 품질 열화의 주

요원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균제를 이용한 세척, 가스

치환포장과 같은 적절한 기술을 적용하고 저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7).

즉, 쌈용으로 주로 이용하던 쌈채소류를 샐러드와 같은 신선편

의형 식품으로 가공했을 때 그 이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한편 쌈채소류에 대한 연구로는 쌈채소 이용형태, 소비

자선호도 연구(1), 식물공장 재배환경에 따른 쌈 배추의 기능성

분 변화(9), 세척방법에 따른 잔류농약 및 미생물 제거효과에 대

한 연구(10) 정도이며 신선편의 적용 관련 연구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즉, 쌈 외 용도제안 및 사용 편의성 극대화를 위해서

는 쌈채소류의 신선편의 가공적성의 연구, 관련 상품화 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쌈으로 주로 이용하던 쌈채소류를 대상

으로 절단, 세척 및 포장과 같은 신선편의 가공을 적용하고 저장

중 품질 특성 변화를 조사하여 이들의 신선편이 가공적성을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선편의 가공용 채소 품목의 확대 및

쌈채소 활용증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쌈채소류의 신선편의 가공 및 MA 포장 적용

실험재료인 쌈채소류는 국내산 적상추, 케일, 적근대, 적겨자로

총 4종이었으며, 구입 전날 수확한 재료를 실험에 사용하였고, 사

용하기 전까지 냉장 상태(10oC)를 유지하였다. 가공적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이물제거, 다듬기 후 각 쌈채소의 총 길이를 1/2 사

이즈로 절단하였고, 수도수에 3분간 침지, 세척하였다. 대조구는

절단하지 않고 세척하였다. 종이타월을 이용하여 물기를 제거한

쌈채소는 각 100 g씩 저밀도 폴리에틸렌(low density polyethy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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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필름(18×21 cm)으로 밀봉 포장하여 10oC에 저장하면서 품질

변화를 조사하였다.

조직감 특성

쌈채소 원료의 종류에 따른 조직감 변화는 리오미터(rheometer)

(Compac-100II, Sun scientific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측정은 5 mm인 원판형 프로브(probe)를 장착하고

쌈채소잎의 뒷면 중심부가 probe에 접하도록 하여 30 mm/min의

속도로 압축하고 5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절단강도(g/

m2) 및 탄력성(%)으로 나타내었다.

중량, 갈변도 및 pH 변화 측정

신선편의 가공 및 MA 포장 조건에 따른 쌈채소류의 저장 중

중량 변화는 초기 중량에 대한 측정 시의 감량비율을 계산하여

중량감소율(%)로 나타내었다.

갈변도는 쌈채소의 절단면을 잘게 자른 것을 무작위로 2 g 취

한 후 20 mL 증류수를 첨가하여 35oC의 water bath에서 2시간 동

안 추출한 뒤 여과한 액을 UV-Visible 분광광도계(spectrophotom-

eter, Optizen 2120UV, Mecasys Co., Ltd, Daejeon, Korea)를 이

용하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나타내었다(11). 저장 중

쌈채소류의 pH 변화는 시료와 증류수를 1:1로 혼합하여 균질화

한 다음 여과하여 pH meter (420A, Orion, Beverly, MA, USA)

및 굴절계(refractometer, Pocket PaL-1, Atag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포장 내부 기체 분석

저장 중 포장 내부의 O2, CO2의 농도는 포장 필름 표면에 부

착한 septum을 통해 가스분석기(Checkmate 3, PBI Dansensor

Co., Ringsted, Denmark)와 연결된 실린지를 삽입하여 측정하였다.

관능평가

신선편의 가공한 쌈채소류의 저장 중 외관 및 냄새에 대한 관

능적 품질평가는 8명의 훈련된 평가원을 대상으로 5단계의 점수

(1=매우 나쁨, 2=나쁨, 3=보통, 4=좋음, 5=매우 좋음)를 부여하였

으며 점수 3점을 상품성의 한계로 간주하였다.

미생물 측정

멸균백에 시료 10 g씩을 넣고 0.85% 식염수(saline solution)을

90 mL 가하여 1분간 상하좌우로 각 100회씩 교반한 후, 1 mL씩

취하여 일반세균배지(PetrifilmTM aerobic count, 3M, St. Paul,

MN, USA), 대장균군배지(PetrifilmTM coliform count, 3M)에 각각

접종하였다. 접종 후 일반세균은 35oC에서 48시간, 효모 및 곰팡

이는 25-28oC에서 48시간, 대장균군은 35oC에서 24시간 동안 배

양한 후 colony 수를 측정하여 로그집락형성단위(log colony form-

ing unit, CFU/g)으로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조직감 측정(5회 반복)을 제외한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

며,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SPSS version 12 (SPSS Institute, Chi-

cago, IL, USA)를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ANOVA analysis)

와 던컨의 다중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5% 수준에서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쌈채소 원료의 조직감 특성

쌈채소류 원료의 종류에 따른 조직감 특성은 절단강도 및 탄

력성으로 표현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절단강도의 경우 저장

일 경과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저장 2일경 쌈채소 종

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는데(p<0.05) 적근대와 같이

쌈채소의 외형적 차이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었다. 적겨자와 케일

의 초기 절단강도는 6,724.00 및 6,702.67 g/cm2으로 비슷한 양상

을 나타내었고 저장 2일경 증가하였다가 저장 후기로 갈수록 감

소하였다. 적근대와 적상추는 저장초기 6,756.00 및 6,766.67 g/cm2

으로 나타났고, 적근대는 저장일수 경과에 따라 증가, 감소, 증가

를 반복하였다. 반면 적상추는 감소, 증가, 감소의 경향을 나타내

어 저장 7일경 케일과 함께 가장 낮은 절단강도를 나타내었다.

한편 탄력성은 쌈채소 종류 및 저장일 경과에 따른 유의적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쌈채소 종류별로 0.98%에서 1.69%까지 나

타났고 저장에 따라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신선편

의 가공한 채소류의 아삭함(crispy)을 선호하는데, 이는 단단함

(firmness)과 다즙성(juiciness)으로 표현 될 수 있다(12,13). 단단함

의 경우 채소의 세포벽 두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채

소 종류에 따른 특성이 될 수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적

겨자와 케일, 적근대와 적상추의 조직감 차이 결과를 바탕으로

신선편의 샐러드 혼합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선편의 가공한 쌈채소의 저장에 따른 중량 변화 및 pH, 갈

변도의 변화

신선편의 가공에 따른 쌈채소류의 저장에 따른 중량감소율은

Table 1. Changes in texture of fresh-cut vegetables used for wrapping during storage at 10oC for 7 days

Variable Vegetables
Storage days

0 2 4 7

Cutting strength
(g/cm2)

BM1) 6,724.00±37.89 6,729.33±38.18ab2)0 6,721.33±42.000 6,705.33±35.090

KL 6,702.67±16.73 6,733.29±15.59ab0 6,705.33±17.260 6,690.67±26.080

RB 6,756.00±107.56 6,778.67±84.38a0 6,750.67±25.640 6,758.67±112.19

RL 6,766.67±113.04 06,700.00±29.81b0 6,756.00±76.10. 6,698.67±42.79.

Springiness (%)

BM 0.98±0.63 1.21±0.55 1.09±0.23 1.18±0.21

KL 1.30±0.51 1.24±0.50 0.92±0.36 1.19±0.35

RB 1.32±0.46 1.21±0.16 1.59±0.30 1.40±0.52

RL 1.69±1.17 1.18±0.53 1.46±0.63 1.37±0.39

Values are the means of 5 replicates±standard deviation.
1)BM; brown mustard, KL; kale, RB; red beet, RL; red lettuce
2)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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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부터 최대 4.77%까지 나타났다(Fig. 1). 모든 구에서 저장

일 경과에 따라 증가하였으나 저장일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반면 쌈채소 종류 및 절단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는데, 케일과 적근대는 절단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p<0.05). 적겨자와 적상추는 절단 여부에 따라 중량감

소율이 달랐으며, 절단한 경우 중량감소율이 절단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절단에 따른 중량감소율은 적상추에서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절단 처리는 채소의 표면적을 넓

혀 수분감소를 촉진시키고 이로 인해 중량감소가 나타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 중량감소율은 저장 온도 및 포장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7,14).

저장일 경과에 따른 pH 변화는 6.00부터 최대 6.95까지 나

타나고 있었으며, 적상추에서만 저장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 양

상을 나타내었고 절단했을 때 더 크게 증가하였다(Table 2). 절

단 하지 않은 경우 적근대의 pH만이 유의적으로 다른 경향을

나타났다(p<0.05). 일반적인 신선농산물의 경우 pH가 5.8-6.5로

가공이나 고농도의 이산화탄소와 같은 저장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5,16). 본 연구결과에서도 쌈채소 종

류 및 절단 처리에 따라 서로 다른 pH 변화를 나타나났다

(p<0.05).

저장에 따른 쌈채소의 갈변도 변화는 다음의 Table 2와 같다.

저장일 경과에 따라 갈변도는 증가하였고, 최대 0.95까지 나타났

Fig. 1. Weight loss (%) of fresh-cut vegetables used for wrapping during Storage (10oC for 7 days). W; whole leaf, C; 1/2 cut leaf, BM;
brown mustard, KL; kale, RB; red beet, RL; red lettuce. 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vegetables
(number of samples=8)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Vertical lines represent mean±SD (n=3).

Table 2. Changes in pH and browning index of fresh-cut vegetables used for wrapping during storage at 10oC for 7 days

Variable
Minimal

processing
Vegetables

Storage days

0 2 4 7

pH

whole

BM1) 6.30±0.00dC2) 6.50±0.02bB 6.36±0.01cBC 6.61±0.01aD

KL 6.43±0.04aB 6.27±0.01bDE 6.32±0.02bC 6.34±0.02abF

RB 6.54±0.00dA 6.39±0.02bC 6.43±0.01cB 6.62±0.01aD

RL 6.10±0.01dD 6.13±0.01cF 6.34±0.02bBC 6.71±0.01aC

1/2 cut

BM 6.30±0.00cC 6.00±0.02dG 6.38±0.01bBC 6.47±0.03aE

KL 6.43±0.00aB 6.31±0.01bD 6.36±0.02abBC 6.32±0.04abF

RB 6.54±0.00bA 6.23±0.02cE 6.68±0.01abA 6.80±0.03aB

RL 6.10±0.00dD 6.64±0.01cA 6.71±0.01bA 6.95±0.02aA

Browning index

whole

BM 0.00±0.00c 0.03±0.01b 0.24±0.01a 0.12±0.00a

KL 0.00±0.00c 0.05±0.02b 0.08±0.03a 0.26±0.10a

RB 0.00±0.00c 0.22±0.05b 0.25±0.06a 0.37±0.05a

RL 0.00±0.00c 0.26±0.05 b 0.50±0.20a 0.91±0.30a

1/2 cut

BM 0.00±0.00c 0.24±0.01b 0.76±0.00a 0.91±0.01a

KL 0.00±0.00c 0.30±0.01b 0.76±0.20a 0.84±0.25a

RB 0.00±0.00c 0.48±0.10b 0.70±0.20a 0.79±0.21a

RL 0.00±0.00c 0.49±0.20b 0.77±0.23a 0.95±0.25a

Values are the means of triplicate±standard deviation.
1)BM; brown mustard, KL; kale, RB; red beet, RL; red lettuce
2)Value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A-G) and small letters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vegetables (number of samples=8) and storage
days (row), respective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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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부분의 경우 절단했을 때 갈변도가 크게 증가하였는데, 절

단에 따른 갈변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특

히 적겨자의 경우 저장 후기 암적색의 잎이 탈색되는 듯한 현상

이 발생하여 갈변도가 0.21로 낮아졌으나, 절단한 경우 절단면을

중심으로 갈변 현상이 진행되어 갈변도는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신선편의 가공에서 갈변도는 중요한 품질지표로 작용하

고 있으며, 효소적 갈변에 의한 결과로 보고되고 있다(12). 갈변

도 측면에서 적근대와 케일이 적상추와 적겨자에 비해 신선편의

가공적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장에 따른 가스 조성의 변화

신선편의 가공한 쌈채소의 저장에 따른 가스 조성의 변화는 다

음의 Fig. 2와 같다. 모든 구에서 저장에 따라 산소 함량이 감소

하고 있었으며 이산화탄소는 증가하였다(Fig. 2A와 2B). 저장 7

일경 산소 함량은 적겨자, 케일, 적근대 및 적상추에서 각각 14.00,

15.03, 9.3, 15.23%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났다(p<0.05). 절단한

적겨자, 케일, 적근대 및 적상추의 경우 9.03, 14.23, 8.90, 13.45%

로 나타나, 절단하지 않았을 때 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다(Fig.

2A). 이산화탄소 함량은 최대 13.5%까지 증가하였으며 쌈채소 종

류 및 절단처리에 의한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또한 절단 처리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이산화탄소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Fig. 2B). 신선편의 제품에서 산소는 효소

적 갈변 및 미생물 증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질소나 이산화

탄소 가스로 치환하여 최대한 낮게 유지하게 된다(9). 하지만 무

산소 호흡 상태(O2<2%)가 되었을 때나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농

도(15%) 하에서는 오히려 이취나 이미, 조직손상과 같은 품질열

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7,17). 본 연구결과에

서는 모든 쌈채소의 이산화탄소 함량이 13.5% 이내로 나타났으

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높은 적근대와 적겨자의 경우 저산소조

건으로 치환 포장할 때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함량으로 축적될 수

있으므로 조건 설정에 유의해야 한다.

관능적 품질 및 미생물 농도 변화에 따른 유통기한 예측

저장에 따른 쌈채소의 외관, 냄새 및 전반적 기호도에 대한 관

능평가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저장일 경과에 따라 이취 발생으

로 관능품질이 저하하였으며 외관은 이에 비해 다소 높은 품질

을 유지하였다. 저장일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나타났고, 절단 처

리 했을 때 저장 7일까지 상업적 품질 수준인 3.0을 유지하고 있

는 쌈채소는 케일 및 적근대였다. 적상추의 관능품질이 가장 빠

르게 감소하였으나 저장 4일까지는 모든 쌈채소에서 상업적 품

Fig. 2. Changes in O
2
 and CO

2
 of fresh-cut vegetables used for wrapping during Storage (10oC for 7 days). (A); O2, (B); CO2, W; whole

leaf, C; 1/2 cut leaf, BM; brown mustard, KL; kale, RB; red beet, RL; red lettuce. Value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A-C) and small letters (a-
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vegetables (number of samples=8) and storage days, respective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Vertical lines represent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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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유지하였다. 본 실험에서 살균제 처리 등을 하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신선편의 가공을 적용할 경우 유통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저장에 따른 일반세균, 효모 및 곰팡이, 대장균군의 경우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일반세균의 경우 초기 4.9-5.5 log CFU/g 수

준이었고 저장 7일경 절단하지 않은 경우 6.9-7.2, 절단한 경우

7.2-8.0 log CFU/g이었다. 이는 절단에 의한 오염이 원인이 된 것

으로 판단된다. 효모 및 곰팡이의 경우 쌈채종류 및 절단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저장일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대장균군의 경우 초기 3.5 log CFU/g에

서 최대 8.0 log CFU/g까지 증식하였다. 신선편의 식품의 미생물

특성은 유통기한 및 품질에 밀접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각종 예

측식을 활용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18-20). 예측 프로그램

(Pathogen Modeling program; PMP 7.0)을 활용하여 시료의 pH,

저장온도, 초기 균수 등을 입력하여 유도기 시간(lag phase time)

등의 정보를 도출하고, 유통기한을 예측한 결과 유통기한은 최대

11일까지 나타났다(데이터 미기재). 한편 냉장 10oC에서 보관하

면서 표면온도를 측정했을 때 초기 15oC에서 점차 낮아져 7일경

에 10oC 수준으로 낮아진 것(데이터 미기재)을 감안하면, 세척,

절단 외 적절한 살균 처리 및 가스치환포장을 추가 적용하고 10oC

이하의 저온을 유지할 경우 냉장 7일 이상의 유통기한 확보가 가

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쌈채소 4종(적겨자, 케일, 적근대, 적상추)을 대상으로 이들의

신선편의 가공 적성을 조사하였다. 쌈채소를 1/2로 절단하고 세

척한 후 저밀도 폴리에틸렌(low density polyethylene) (LDPE:

18×21 cm)백에 포장하고 10oC에서 7일간 저장하면서 각종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각 쌈채소의 조직감, 신선편의 가공 후 중량

감소율, 갈변도, pH, 산소 및 이산화탄소 변화, 미생물적 변화 및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적근대의 외형적 차이로 인해 절단강도

는 6,750.67에서 6,778.67 g/cm2로 다른 채소와 통계적인 유의차를

나타내었다. 초기 탄력성은 적겨자(0.98%) 가 가장 낮았고 적상

추(1.6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장에 따라 변화하였으나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중량감소율은 0.24-4.77%로 적상추

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pH는 6.00-6.95, 갈변도는

저장 중 0.95까지 증가하였다. 저장 중 산소는 감소하였고, 이산

화탄소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절단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변화폭이 크게 나타났다. 일반세균, 효모

와 곰팡이 및 대장균군은 각각 4.9-8.0 log CFU/g, ND-3.5 log

CFU/g, 3.5-8.0 log CFU/g로 나타났다. 전반기호도를 기준으로 케

일과 적근대가 신선편의 가공 시 저장 7일까지 상업적 품질을 유

지하여, 적절한 가공처리 및 품질 관리가 적용될 경우 신선편의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3. Changes in sensory quality of fresh-cut vegetables used for wrapping during storage at 10oC for 7 days

Sensory quality
Minimal

processing
Vegetables

Storage days

0 2 4 7

Overall
acceptability

Whole

0BM1)

KL

RB

RL

5.0±0.0a2)

5.0±0.0a

5.0±0.0a

5.0±0.0a

4.5±0.2b

4.8±0.1b

4.5±0.5b

4.3±0.3b

3.8±0.3c

4.3±0.2c

4.0±0.3c

3.5±0.0c

3.0±0.5d

3.5±0.2d

3.5±0.3d

2.0±0.3d

1/2 cut

BM

KL

RB

RL

5.0±0.0a

5.0±0.0a

5.0±0.0a

5.0±0.0a

4.0±0.3b

4.5±0.1b

4.0±0.3b

4.0±0.2b

3.8±0.4c

4.0±0.1c

3.8±0.1c

3.0±0.0c

2.5±0.3d

3.0±0.1d

3.0±0.5d

1.0±0.5d

Appearance

Whole

BM

KL

RB

RL

5.0±0.0a

5.0±0.0a

5.0±0.0a

5.0±0.0a

4.8±0.2b

4.8±0.1b

4.5±0.5b

4.3±0.3b

4.3±0.3c

4.3±0.2c

4.0±0.3c

3.5±0.0c

3.0±0.5d

3.5±0.2d

3.5±0.3d

2.0±0.3d

1/2 cut

BM

KL

RB

RL

5.0±0.0a

5.0±0.0a

5.0±0.0a

5.0±0.0a

4.5±0.3b

4.5±0.1b

4.0±0.3b

4.0±0.2b

4.0±0.4c

4.0±0.1c

3.8±0.1c

3.0±0.0c

2.9±0.3d

3.0±0.1d

3.0±0.5d

1.5±0.5d

Odor

Whole

BM

KL

RB

RL

5.0±0.0a

5.0±0.0a

5.0±0.0a

5.0±0.0a

4.0±0.0b

4.8±0.6b

4.5±0.5b

4.3±0.6b

3.5±0.0c

4.3±0.5c

4.0±0.5c

3.5±0.2c

3.0±0.0d

3.5±0.5d

3.5±0.5d

2.0±0.2d

1/2 cut

BM

KL

RB

RL

5.0±0.0a

5.0±0.0a

5.0±0.0a

5.0±0.0a

4.0±0.3b

4.5±0.1b

4.0±0.3b

4.0±0.2b

3.5±0.4c

4.0±0.1c

3.8±0.1c

3.0±0.0c

2.8±0.3d

3.2±0.1d

3.0±0.5d

1.0±0.5d

Values are the means±standard deviation.
1)BM; brown mustard, KL; kale, RB; red beet, RL; red lettuce
2)Values i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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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microbiological qualities (log CFU/g) of

fresh-cut vegetables used for wrapping during storage at 10oC

for 7 days

Micro-
organism

(log CFU/g)

Minimal 
processin

Vegetables
Storage days

0 2 4 7

Total
aerobic
bacteria

Whole

0BM1) 5.5c2) 6.8b 6.9a 7.0a

KL 4.9c 6.0b 6.8a 6.9a

RB 5.4c 6.0b 6.8a 6.9a

RL 5.2c 7.7b 7.3a 7.2a

1/2 cut

BM 5.5c 6.6b 7.0a 7.5a

KL 4.9c 6.0b 7.0a 7.2a

RB 5.4c 6.0b 7.0a 7.3a

RL 5.3c 6.7b 8.0a 8.0a

Yeast and 
mold

Whole

BM NDAB3) 2.0AB NDAB NDAB

KL 3.4AB 1.5 AB ND AB 3.5 AB

RB NDB 2.3B 1.0B NDB

RL 2.7B 1.7 AB ND AB 2.7 B

1/2 cut

BM NDAB 3.4AB 4.3AB 3.5AB

KL 3.5AB 3.0 AB ND AB 3.0 AB

RB NDAB 2.2AB 2.2AB 2.5AB

RL 2.7A 1.7A NDA 3.0A

Coliform

Whole

BM 4.7c 6.3b 6.4a 7.0a

KL 4.7c 6.0b 7.0a 7.2a

RB 5.0c 6.5b 7.5a 7.8a

RL 3.5c 6.3b 7.5a 8.0a

1/2 cut

BM 4.7c 6.2b 6.9a 7.5a

KL 4.7c 5.9b 6.8a 7.3a

RB 5.0c 6.6a 6.4b 7.0a

RL 3.5c 6.3b 7.5a 7.5a

1)BM; brown mustard, KL; kale, RB; red beet, RL; red lettuce
2)Value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A, B) and small letter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vegetables (number of samples=8) and
storage days, respective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3)ND=not de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