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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저장 중 신선편이 농산물의 품질특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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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evalu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fresh-cut produce (potato, sweet potato, carrot, radish, zucchini,
cucumber, and green bell pepper) washed with sodium hypochlorite, which were vacuum packaged, and stored at 4 and
10oC. The L-values of the fresh-cut potato and sweet potato decreased during storage. Lower PPO activities of potato and
sweet potato were observed at 4oC than those at 10oC and development of potato and sweet potato browning was delayed
at 4oC. Total aerobic count and coliform increased continuously at 10oC during storage. Diced zucchini and shredded sweet
potato had the greatest reduction in hardness among the fresh-cut produce during storage. Differences in the rate of quality
change were observed according to the kinds and cut types of produce. Thus, a quality maintenance period for each type
of fresh-cut produce must be determined, which will lead to the safe use of fresh cut produce in foodservice estab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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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급속한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 소득의 증가, 경

제 성장률의 향상, 독신가구 및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증가로 외

식 시장이 발달하였고 가정에서도 신선하면서도 자연성분이 그

대로 보존되는 편리성, 신선함과 영양적 가치가 부여된 신선편이

농산물의 수요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1). 신선편이 농

산물은 ‘신선한 상태로 다듬거나 절단되어 세척과정을 거친 과

일, 채소, 나물, 버섯류로 본래의 식품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위

생적으로 포장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농산물’로 정

의되고 있다(2). 즉, 원물 수확 후 절단, 세척, 포장이라는 세 가

지 처리과정을 위생적으로 거친 가공된 식재료로 단체급식에서

는 인력과 조리시간 절감, 교차오염 방지 등으로 사용이 증가되

고 있다(3).

국내의 신선편이 농산물 시장은 1990년대 중반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2000년 이후 패스트푸드 및 외식 산업의 성장과 학교

등의 단체급식 시장이 커지면서 크게 성장하였고, 2000년대부터

는 소매 시장이 커지면서 어린잎 채소, 포장된 샐러드 및 신선편

이 과일류의 수요가 급성장 하였다(4). 그러나 신선편이 농산물

은 원형 농산물과는 달리 필연적으로 절단, 박피, 세척 등의 가

공공정을 거치면서 물리적인 손상에 의한 품질변화를 초래하여

식품으로서 상품적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5). 특히 과육의 공기

중 노출과 조직손상에 기인된 효소적 갈변과 조직이 연화되며,

에틸렌 및 호흡량이 급증하는 생리적인 변화로 유통기간이 비교

적 짧은 편이다(6).

현재 국내의 신선편이 농산물은 여러 가지 형태가 유통되고 있

으며 절임 배추와 마늘 다지기를 시작으로 박피, 절단, 세척, 소

포장하여 유통하는 형태로 박피마늘, 박피양파, 쌈채소류, 박피더

덕, 절단대파, 세척무, 혼합된 샐러드 등 종류가 다양하다(7). 신

선편이 농산물의 용도는 조리용과 샐러드용 등으로 나눌 수 있

으며 그 중 80%가 조리 용도로서 요구되며(8), 조리용 신선편이

농산물은 양파, 감자, 당근, 호박, 도라지 등이 여러 절단 형태로

상품화되고 있다. 또한 외식 및 학교급식을 포함 급식업체에서도

감자, 당근과 같은 구근류와 호박, 오이 등의 과채류의 사용 요

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9). 그러나 신선편이 농산물은 가

공 및 유통과정을 거치면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오염 가능성

이 있다(10,11). 특히 급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신선편이 농산물은

급식소로 운반되는 과정에서 일정시간이 소요되므로 이에 따른

품질저하와 안전성 문제가 식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전처

리 식재료의 품질 보존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다. 또한 신선편이 농산물은 신선하지 않고 비위생적이라는

소비자의 인식이 신선편이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걸림돌로 작용

하고 있다(12). 따라서 안전한 신선편이 농산물을 생산해내기 위

해서는 가공 단계뿐 만 아니라 원료의 수확에서부터 유통과정에

서의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국

내에서 보고된 신선편이 농산물의 품질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는

감자와 고구마를 열처리 또는 천연물질과 갈변저해제 등을 첨가

하여 품질저해 효과를 본 연구(13-15), 오존수 및 염소수 세척에

따른 신선편이 당근의 저장 중 품질변화를 조사하여 세척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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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한 연구(16), 절단방법에 따른 신선편이 단호박의 품질특

성을 조사한 연구(17) 등으로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급식, 외식업체에서 사용 요구도가 높은

조리용 신선편이 농산물로 사각 썰기와 채썰기 형태로 절단된 감

자, 고구마, 당근, 무, 호박, 오이, 피망을 냉장유통 보관 시 발생

할 수 있는 품질변화를 조사하여 품목 및 온도에 따라 품질 유

지기간을 설정하고 신선편이 농산물의 안전한 사용 확대 가능성

을 높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의 조사대상 식재료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개발

및 지원방안(9) 자료를 참고하여 외식 및 급식에서 사용 요구도

가 높은 식재료인 구근류(감자, 무, 당근, 고구마)와 과채류(호

박, 오이, 피망)를 선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감자, 무, 당근, 고

구마, 호박, 오이, 피망은 마트에서 당일 입고된 신선한 국내산

농산물을 구입하여 상처가 나지 않고 외관이 깨끗하고 색이 선

명하며 크기와 모양이 균일한 것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시료 준비 및 전처리

7가지 각 품목별로 크기가 일정하고 고른 것을 선별한 후 신

선편이 가공업체에서 실행하고 있는 전처리 공정(Fig. 1)을 참고

하여 품목의 특성에 따라 전처리를 하였다. 1차 세척은 외부 이

물질을 제거하는 애벌세척으로 3분간 침지(100 rpm)하였고, 2차

세척은 살균세척으로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18)에 따라 염소

계 살균제인 100 ppm sodium hypochlorite (Doctorchlo Q, Han-

sonhigen, Asan, Korea, pH 6.5-7.0)에 5분간 침지(100 rpm)하였다.

염소계 살균제의 pH는 초산을 이용하여 6.5-7.0으로 보정하였다.

마지막 3차 세척은 헹굼세척으로 냉각수에 5분간 침지시켜 염소

냄새를 제거하였다. 모든 세척과정은 선도유지를 위하여 10°C.

의 냉각수를 사용하였고, 시료와 냉각수의 비율은 1:10으로 하였

다. 전처리를 마친 각각의 식재료는 70% alcohol로 소독한 야채

절단기(H.M.V-200, Hwa Jin Precision Co., Guri, Korea)를 이용

하여 사각썰기(2.0×2.0×1.0 cm)와 채썰기(0.45×0.45 cm) 형태로 절

단하였다. 소독된 채반에 받쳐 10분간 자연탈수 한 후, PE(poly-

ethylene) 소재의 앞면은 엠보 필름(100 µm), 뒷면은 평필름(75 µm)

으로 이루어진 진공포장지(가로 20×세로 15 cm)에 봉지 당 25±10 g

의 농산물을 넣은 후, 진공포장(IS-100, Zeropack, Ansan, Korea)

하여 저장하였다. 저장온도는 FDA의 Food Code(19)에서 권장하

고 있는 냉장 보관 온도로 4-7oC를 참고하여 권장 최저온도인

4oC와 국내 식품공전(20)에서 냉장식품의 보관온도로 권장하는

온도인 0-10oC를 참고하여 최고 온도인 10oC로 설정하였다. 저장

기간은 절단 세척된 식재료의 품목에 따라 품질이 변화되는 시

점을 파악하고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을 알아보고자 실시

한 예비실험과 선행연구(17,21,22)를 참고하여 5일에서 최대 12일

동안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분함량 및 pH 측정

pH는 시료 30 g과 증류수 30 g을 넣어 30초간 마쇄하여 4겹의

거즈로 여과한 후에 pH-meter(IQ 240, IQ Scientific Instruments,

Inc., West Palm Beach, FL,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시

료의 수분 활성도는 약 1g의 시료를 water activity meter(AquaLab

Lite, Inc., Pullman, W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수분함

량은 상압 가열 건조법에 의하여 3 g의 시료(A)를 취하여 105oC

의 건조기(drying oven)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수분을 제거한 후

칭량(B)하여 수분함량((B/A)×100)으로 산출하였다(20).

색도

저장 중 시료의 색도 측정은 표준백판(L=93.89, a= −1.26,

b=1.73)으로 보정된 색차계(Color JC 801, Color Techno System.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절단된 시료의 표면을 측정

하고 그 결과를 각각 Hunter’s value인 명도(lightness, L), 적색도

(redness, a), 황색도 (yellowness, b) 값으로 나타내었다. 갈변정도

는 초기의 L값에서 측정시의 L값의 차이로 ∆L값(∆L=Linitial−Ltest)

으로 나타내었다(23). 또한 저장기간 중 변화된 색의 값은 저장

초기의 값을 기준으로 색차(∆E=(∆L2+∆a2+∆b2)0.5 )로도 나타내었

다. 백화지수(white index, WI)의 측정은 Bolin와 Huxsoll(24)의 방

법에 따라 L, a, b 값을 다음과 같이 변환하여 나타내었다.

WI=100−[(100−L)2+a2+b2]0.5

경도

냉장 저장 중에 시료의 물러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경

도(hardness)는 Texture Analyzer(TA-XT Express, Stable Micro

Systems, Surrey,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당 5개의

샘플을 취하여 측정하였으며 경도는 최대 peak 값을 g force 단

위로 나타내었다. 측정조건은 다음의 Table 1과 같다.

Polyphenol oxidase(PPO) 활성도

감자와 고구마의 PPO 활성은 Dörnenburg와 Knorr(25)와

Hwang 등(26)의 방법을 참고하였다. 감자와 고구마 10 g을 동량

의 0.1 M phosphate buffer(pH 7.0)를 가하여 마쇄하여 원심분리

(15,000 g, 10 min)한 상등 액을 조효소 액으로 사용하였다. 조효Fig. 1. Flow diagram of pre-processing for fresh-cut pro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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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추출 액 0.2 mL를 완충액으로 조제한 0.2 M catechol 용액

2.8 mL와 혼합하고 25oC 조건에서 총 180초간 ELISA reader(BIO-

TEK Instrument Power Wave XS, Winooski, VT, USA)를 이용

하여 420 nm에서의 흡광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효소 활성 1unit

은 효소 추출액의 1분당 0.001의 흡광도의 변화로 나타내었다(27)

미생물 분석

각각의 시료에 대하여 저장기간에 따른 일반세균, 대장균, 대

장균군 균수분석은 식품공전(20)에 따라 실험하였다. 일반 세균

수는 시료 일정량(25 g)을 멸균 용기에 취하여 9배 양의 0.1%

peptone water를 가하여 stomacher를 이용하여 2분간 균질화 시킨

후, 각각의 시험용액 1 m를 10배 희석법에 따라 희석하였다. 단

계별 희석액 1 mL씩을 멸균된 petri dish에 무균적으로 분주하고,

약 45-50oC로 유지한 PCA(Plate count agar,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 약 15 mL를 무균적으로 가하여 검액과 배지를

잘 혼합하여 응고시킨다. 응고시킨 petri dish를 36±1oC에서 24-

48시간 배양하고 30-300개의 집락을 생성한 평판을 선택하여

colony forming unit(CFU/g)으로 표시하였다. 대장균수와 대장균

군수는 시험용액 1 mL와 각 10배 단계 희석액 1 mL을 E. coli/

Coliform Count plate PetrifilmTM(3M, St. Paul, MN, USA)에 접

종한 후 36±1oC에서 24-48시간 배양한 후 생성된 붉은 집락 중

주위에 기포를 형성한 집락은 대장균군수로 계산하고 생성된 푸

른 집락 중 주위에 기포를 형성하고 있는 집락은 대장균수로 계

산하여 그 평균집락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산출하였다.

통계처리

각 분석에 대한 실험은 3회 반복하여 그 평균값을 SAS(Statis-

tical Analysis System, 9.1 ver.) progra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법

(ANOVA)과 t-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분산분

석 결과 유의성이 있는 경우 p<0.05 수준에서 Duncan의 다중범

위검정(Duncan’s multiful range test)을 이용해 사후 검증하였다.

PPO의 활성과 L값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계수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신선편이 농산물 중 근채류와 과채류의 냉장 저장 중 품질특

성 변화

수분함량

세척 절단된 7가지 농산물 중 오이, 호박, 무를 10oC에 저장하

면서 나타나는 수분함량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세척 절단된

오이, 호박, 무를 4oC에 저장할 경우 3가지 농산물의 수분함량 모

두 저장기간 동안 거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10oC에 저

장한 세척 절단된 오이의 수분함량은 저장 초기 96.5%를 함유하

였으나 저장 3일째부터 95.6%로 감소하여 저장기간에 따라 유의

적인 감소를 보였고, 세척 절단된 호박도 10oC에서 저장 0일에

95.2%의 수분함량을 나타내었으나 저장 5일째에는 94.4%로 저장

기간 동안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Ha 등(28)에 의하면 저장기간

이 길어짐에 따라 호흡작용에 의해 수분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 원예 작물은 온도가 높을수록 호흡속도

가 증가한다는 보고를(29)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는 호흡률은 측

정하지 않았으나 저장 온도가 수분함량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고 사료된다. 한편 신선편이 농산물 중 오이, 호박, 무를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인 감자, 고구마, 피망, 당근은 온도에 상관없이 저

장기간 동안 수분함량에 있어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4oC에 저장한 경우 모든 품목에서 수분의 손실 없이 저장

기간 동안 수분을 보유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절단된 신선편이 농

산물을 4oC에 저장하는 동안 수분을 보유함으로써 수분 손실에

따라 절단된 신선편이 농산물 표면이 건조되는 품질의 변화를 최

소화 할 수 있었다.

색도

신선편이 농산물에서 변색은 매우 중요한 품질변화 요인으로

특히 표면 갈변은 매우 중요한 품질 지표로 작용하여 품질의 상

품성을 좌우한다. 신선편이 농산물 중 감자와 고구마는 가공과정

에서의 박피 또는 절단으로 쉽게 갈변이 발생하여 상품성을 잃

어버리는 대표적인 농산물(15)로 본 연구에서는 L값과 갈변도를

나타내는 ∆L값으로 갈변도를 평가하였다. 신선편이 당근의 경우

유통 중에 표면에 나타나는 백화현상으로 인하여 쉽게 품질 저

하를 보이는데 이는 표면이 마쇄되어 노출된 세포벽이 건조되어

흔히 생기는 결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L값과 L, a, b값을 모두 활

용하는 백화지수로 변환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신선편이 무는 저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무의 표면이 노랗게 되면서 명도가 떨어

져 L값의 변화로 품질을 평가하고, 과채류인 오이, 호박, 피망은

저장기간이 오래될수록 황화나 녹변과 같은 색도 변화가 심화되

므로(30) 저장기간에 따라 b값의 변화로 품질을 평가하였다.

Fig. 2는 세척 절단된 감자, 고구마, 당근, 무에 대하여 4oC와

10oC에서 저장하는 동안 일어나는 색변화를 L값을 나타낸 것이

다. 세척 절단된 감자와 고구마의 L값은 4oC와 10oC 모두 저장

기간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5), 특히 감자의 경우

10oC에서 저장 시 초기 66.09에서 저장 3일째에는 62.77로 지속

적인 감소를 보여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심한 갈변 현상이 나

타났다. 또한 세척 절단된 고구마에서도 4oC와는 달리 10oC에서

저장 4일째 색차의 변화량이 가장 컸고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Table 2. Moisture content of fresh-cut cucumber and zucchini
during storage at 10oC

Storage (day)
Moisture (%) 

 Cucumber Zucchini

0 96.53±0.05a1)  95.21±0.14a

1 96.07±0.33ab  

2 96.07±0.24ab  95.16±0.24a

3 95.59±0.47bc  

4 95.34±0.29c 95.10±0.06a

5 94.43±0.23b

6 94.47±0.27b

1)Mean±SD (n=3).
2)Mean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Table 1. The operating conditions of texture analyzer for

hardness measurement

Items Conditions

Sample height 1.0 cm (dice), 0.45 cm (julienne)

Sample width 2.0 cm (dice), 5.0 cm (julienne)

Test type Hardness

Adaptor type Knife

Adaptor area 7 cm

Test speed 1.0 (mm/s)

Load cell 5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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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이는 다양한 침지액에 보관한 박피 감자와 고구마를 5oC

에 저장하는 동안 L값을 측정한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

을 보였다(27). 세척 절단된 당근의 L값은 4oC에서 저장하는 동

안 거의 증가를 하지 않는 반면 10oC에서는 저장 초기 53.01에

서 저장 마지막인 6일째에는 54.27의 L값을 나타내어 저장기간

에 따라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p<0.05) 이는 저장기간이 증

가함에 따라 당근표면의 백화현상이 진행되어 명도가 증가하였

다는 보고(22)와 같은 결과이다. 세척 절단된 무의 L값은 저장기

간 동안 4oC와 10oC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0oC에서만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5)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무의 표

면에 수분이 증발되면서 명도가 떨어지고 황화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품질의 저하가 나타났다. Gonzalez-Aguilar 등(31)은 10oC

에 저장한 신선편이 무의 L값이 저장기간 동안 표면이 어두워지

고 갈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L값이 감소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감자와 고구마의 갈변 정도를 나타내는 ∆L값, 그리고 당근의

백화현상을 나타내는 whiteness index인 백화지수의 결과는 Fig.

3과 같다. 세척 절단된 감자와 고구마의 ∆L값은 모두 온도에 상

관없이 저장기간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는데

(p<0.05), 이와 같은 결과는 효소의 활성이 저장기간에 따라 증가

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세척 절단된 감자는 4oC

보다 10oC에서 저장 시 ∆L값이 더 크게 증가하였고 저장 마지

막인 5일째에는 6.13까지 증가하여 갈변 현상이 심각하였다. 또

한 저장기간 동안 감자가 고구마보다 높은 ∆L값을 보여 감자에

서 갈변이 더 많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척 절단된 당

근에서 저장 중 백화현상을 나타내는 백화지수는 4oC에서 저장

기간 동안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고 10oC에서만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p<0.05). 이러한

당근 표면의 백화현상은 건조와 리그닌화로 여겨지고 있으며(32)

당근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므로 세척 절단된 당

근의 경우 냉장저장 시 4oC의 온도에 저장하여 백화현상과 같은

품질저하를 억제해야 한다.

한편 세척 절단된 오이, 호박, 피망의 b값을 나타낸 결과에 따

르면 세척 절단된 호박과 오이의 황색도는 4oC와 10oC에서 모두

저장하는 동안 유의적으로(p<0.05) 증가하였다(Fig. 4). 특히 세척

절단된 오이의 경우 10oC에서 저장 0일째 20.87의 b값을 보이다

가 저장 4일째에 25.06으로 증가한 반면 4oC에서는 저장 5일째

의 b값이 22.46로 나타나 10oC에서 더 빠르게 황화현상이 일어

났다(p<0.05). 이러한 황화현상은 수분의 증발이 원인이 되고(33),

또한 진공포장을 하여 저장하는 동안 과육의 물러짐에 의해서 나

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세척 절단된 피망은 4oC에 저장하는 동안

b값이 거의 증가를 하지 않은 반면 10oC에서는 저장 0일째 17.33

에서 저장 4일째 20.62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p<0.05). Vega-

Galvez 등(34)에 따르면 50-80oC 온도에서 건조한 피망의 초기 b

값이 무처리군에 비해 25.8%가 증가하였고, 이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 의해 갈색 색소가 착색되어 b값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저장기간이 지날수록 b값의 증가와 함께 피망

의 외관 변화에서 표면이 어두워지고 부분적인 갈색화가 일어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온도에 따라 저장기간 중 ∆E

값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10oC에서 감자와 피망에서 가장 유의

Fig. 2. Changes in hunter L values of fresh-cut produces during storage at 4°C (△) and 10°C (■). (a), potato; (b), sweet potato; (c), carrot;
(d), ra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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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E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 5). 이는 감

자와 피망에서 각각 L 값과 b 값의 변화가 컸던 결과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경도

일정하지 않는 두께를 가지는 피망을 제외한 6가지 신선편이

농산물의 사각썰기와 채썰기의 절단형태에 따라 10oC에 저장하

면서 세척 절단 직후와 마지막 저장 일의 조직 경도 변화와 증

감률을 계산하였다(Table 3). 전반적으로 세척 절단된 감자, 고구

마, 당근, 호박의 경우 저장하는 동안 물러짐에 의해 경도가 감

소되는 현상을 나타낸 반면 세척 절단된 무와 오이의 경도는 저

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증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장기

간이 지날수록 무의 경도가 증가하였는데 이는 수분의 증발과 관

계가 있는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오이의 경우는 저

장기간이 길어지면서 과육이 물러지고 딱딱한 표피부분만이 남

게 되면서 경도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세척 절단된 무의 경우

4oC에서 무의 품질이 저하되기 시작하는 저장 12일째부터는 오

히려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절단 형태에 따른 신선편이 농산물의 경도 변화를 살펴보면,

세척하여 사각썰기 형태로 절단된 감자, 당근, 호박의 경우 각각

10.69, 15.49, 29.72%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세척하여 채

썰기 형태로 절단된 고구마는 저장 초반과 비교 시 마지막의 경

도가 23.34%의 감소를 나타내 사각썰기의 13.79%보다 더 빠른

연화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저장 중 일어나는 과실 경도 저

하의 주원인은 수확 후 계속되는 호흡작용에 의한 세포벽 분해

효소인 polygalactronase의 작용과 β-galactosidase의 분해에 따른

세포벽 구성성분들의 변화 및 세포벽 파괴에 따른 것으로 알려

져 있다(35). 저장기간 중 세척 절단된 무와 오이의 경도 변화에

서는 사각썰기 형태로 절단 시 경도 증가율이 각각 24.17%와

12.66%로 채썰기 형태보다 더 높았다. 이는 사각썰기의 절단 형

Fig. 4. Changes in hunter b value of fresh-cut produces during

storage at 4oC (△) and 10oC (■). (a), zucchini; (b), cucumber; (c),
green bell pepper.

Fig. 3. Changes in ∆L value and whiteness index of fresh-cut

produces during storage at 4oC (△) and 10oC (■). (a), potato;
(b), sweet potato; (c), carr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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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상 채썰기보다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수분의 증발이 더 많고

오이의 경우 경도 측정 시 접하는 과피 부분이 넓으므로 경도의

증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사각썰기와 채썰기

형태로 절단한 6가지 농산물을 4oC에 저장 시 10oC보다 경도의

감소폭이 완만하고 변화율이 적어 저장기간 동안 조직감을 유지

할 수 있었고 이는 일반적으로 저온일수록 저장 중 과실의 경도

는 높게 유지된다는 보고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30). 이와 같이

6가지 신선편이 농산물의 경도 변화가 모두 다른 경향을 보이고

절단 형태에 따라서도 경도 감소율이 다르게 나타난 것은 각 농

산물의 조직학적 특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Polyphenol oxidase(PPO) 활성도

과일, 채소의 갈변 반응은 일반적으로 효소적 갈변에 의해 일

어난다. 이러한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는 갈변반응은 주로 PPO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감자나 고구마의 표피 근처에 다량

보유하고 있는 polyphenol이 PPO의 기질로 작용하여 최소가공 시

절단면이나 박피면을 중심으로 갈변 현상이 발생한다(36). 따라

서 효소적 갈변과 관계있는 감자와 고구마를 세척 절단된 상태

로 4oC와 10oC에 저장하여 PPO 활성도 변화를 관찰하였다(Fig. 6).

세척 절단된 감자에서 PPO의 활성은 4oC에서 저장기간 동안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에 10°C 저장한 경우 저장 4일째 547 unit

으로 초기 활성도 489 unit에 비해 111.8% 증가하여 갈변이 심화

되면서 효소의 활성도 함께 증가하였다. 이는 냉장저장 중 감자

슬라이스의 PPO 활성도 변화가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를 나타내

었다는 보고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37). 세척 절단된 고구마는 온

도에 상관없이 모두 저장기간에 따라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특히 10oC에서 더 높은 활성도를 나타내었다(p<0.05). 세척 절단

된 감자와 고구마에서 냉장저장 중 저장 후반에 들어서 PPO 활

성 증가율이 감소하고 활성도가 약간 저하되었는데, 이는 냉장저

장 중 감소된 대사활동 뿐 아니라 PPO와 단백질의 복합체 형성

으로 인한 PPO 활성 감소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38). 본 연구

에서의 PPO 활성의 증가는 색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와도 일치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세척 절단된 감자와 고구마를 10oC에

저장 시 L값(명도)이 더 빨리 감소하였고 ∆L값(갈변도)과 함께

효소의 활성도 증가하여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갈변 현상이 많

이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10oC에서 PPO의 활성과 L 값의 변

화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감자(r= −0.731, p<0.001)와 고구

마(r= −0.677, p<0.05)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PPO의 활성이

증가됨에 따라 L 값이 감소하여 갈변이 더 많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신선편이 농산물 중 근채류와 과채류의 냉장 저장 중 미생물

학적 특성 변화

신선편이 농산물 중 근채류인 감자, 고구마, 당근, 무를 4oC와

10oC에 저장 시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수의 변화는 Fig. 7과 같

다. 4가지 신선편이 농산물의 냉장저장 시 일반세균수와 대장균

군수는 모두 10oC에서만 저장기간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p<0.05). 세척 절단된 감자는 저장 3일까지 두 온도에서 일반

세균수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0oC에서 저장 4일째에 일

반세균수가 약 2 log 증가하여 4oC에서의 미생물 증식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절단된 감자를 3oC에 저장 시 저장 6일까지 모두

6 log 이하를 나타내었고, 10oC에 저장할 경우에는 저장 4일을

기준으로 크게 증가한다는 선행연구 보고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39). 세척 절단된 고구마는 저장 2일째 일반세균수가 4.92 log

CFU/g에서 저장기간이 따라 급격히 증가하였고 저장 4일째에는

7.1 log CFU/g까지 증식하였다. Solberg 등(40)은 비 가열 조리음

Fig. 5. Changes in ∆E value of fresh-cut potato (a) and green bell pepper (b) during storage at 4°C (△) and 10°C (■). 

Table 3. Changes in hardness of fresh-cut produces by different method of cutting during storage at 10oC

Fresh-cut produce

Hardness (g force)

Diced Variation1)

(%)

Shredded Variation1)

(%)Initial day Last day2) Initial day Last day2)

Potato 3100.03±18.74 2768.70±12.54 -10.69 568.61±25.66 551.58±25.54 -2.99

Sweet potato 4367.53±21.21 3765.23±21.01 -13.79 1869.83±23.220 1433.36±9.6100 -23.34

Carrot 3667.47±20.96 3099.50±21.18 -15.49 777.99±31.44 674.03±23.64 -13.36

Radish 1401.53±11.56 1740.30±15.81 +24.17 452.02±35.10 531.43±11.36 +17.57

Zucchini 0783.30±16.10 0550.47±23.67 -29.72 487.78±22.38 447.32±14.63 -8.29

Cucumber 2417.97±24.67 2724.10±10.31 +12.66 811.20±18.17 887.91±29.18 +9.46

1)Change rate of hardness within storage period (Last day-Initial day/Last day * 100)
2)Day of beginning of quality deteri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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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 일반세균수는 6 log CFU/g 이하, 대장균군수는 3 log CFU/

g 이하로 적정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10oC에서 저장한 세척 절단된 고구마는 저장 4일째에 일반세균

수가 6 log CFU/g를 초과하였고, 대장균군수도 저장 4일째 3 log

CFU/g 를 초과하여 세척 절단된 고구마를 가열하지 않고 생으로

섭취할 경우 4일 이상 저장 시 주의가 요망된다. 세척 절단된 당

근의 경우 저장 초기에 4oC와 10oC의 일반세균수가 각각 3.42와

3.59 log CFU/g으로 두 온도에서 일반세균수의 차이가 거의 없

었으나 저장 5일부터는 10oC에서 약 1.3 log 증가하여 완만하게

증식하는 4oC와 차이를 보였으며, 대장균군의 성장 역시 이와 비

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세척 절단된 무에서 일반세균수와 대장

균군수는 10oC에 저장 시 모두 저장기간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p<0.05). 4oC에 저장한 세척 절단된 무의 미생물수는 모

두 기준치에 적합하였으나 10oC에서는 일반세균수의 경우 저장

9일째, 대장균군수는 저장 4일째 모두 기준치를 초과하여 10oC

에 저장할 경우에 특히 더 철저하게 미생물 관리가 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신선편이 근채류를 4oC

에서 저장하는 동안 미생물의 성장이 거의 저지되는 경향을 보

인 반면 10oC에서는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세척 절

단된 고구마에서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어 다른 농산물과의 차이

를 보였다(Fig. 7).

신선편이 과채류인 호박, 오이, 피망을 냉장 온도인 4oC와 10oC

에 저장하여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Fig.

8). 근채류와 마찬가지로 신선편이 과채류도 오이를 제외한 호박

Fig. 6. Changes in polyphenol oxidase (PPO) activity of fresh-cut produces during storage at 4oC (△) and 10°C (■). (a), potato; (b),
sweet potato.

Fig. 7. Microbial changes in fresh-cut produces (root vegetables) during storage at 4 and 10oC. (a), potato; (b), sweet potato; (c), carrot; (d),

radish. (□), 4oC aerobic plate count; (■), 10oC aerobic plate count; (△), 4oC coliform group; (▲), 10oC coliform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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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피망을 10oC에서 저장하는 동안 일반세균수가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고, 대장균군수는 3가지 품목에서 모두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p<0.05). 세척 절단된 오이의 경우, 10oC에서 저장 초기에

는 일반세균수가 3.10 log CFU/g이었고 저장 마지막 날인 4일째

에는 3.88 log CFU/g을 나타내어 저장기간 동안 약 0.8 log만이

증식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저장하는 동안 4oC와

10oC에서 일반세균수의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균수의

성장도 저지되었다. 오이의 경우 호박 또는 피망에 비교했을 때

낮은 pH(5.71)와 Aw(0.910)를 가지고 있어 미생물의 성장에 영향

을 주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세척 절단된 오이의 대장균군수의

변화에서는 저장 0일에 4oC와 10oC에서 모두 대장균군이 검출되

지 않았으나 저장 2일째부터 4oC에서는 1.20 log CFU/g, 10oC에

서는 2.37 log CFU/g 대장균군의 증식이 관찰되었다.

10oC에 저장한 세척 절단된 피망의 경우 일반세균수가 저장

0일에 5.37 log CFU/g에서 저장 4일째 6.78 log CFU/g으로 증

가하여 고구마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 비해 일반세균수가 높

게 나타났으며 대장균군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4oC에서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수가 각각 저장 5일과 4일째 6.65 log와

3.39 log를 보였고, 10oC에서는 일반세균의 경우 저장 4일째 6.78

log, 대장균군은 저장 2일째 3.89 log를 나타내어 비가열 조리음

식의 미생물학적 기준치(일반세균수: 6 log CFU/g 이하, 대장균

군수: 3 log CFU/g 이하)를 모두 초과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가열 조리하지 않고 피망을 샐러드와 같이 섭취할 경우에는 대

체적으로 4일 이상 저장해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10oC 에서는 2일 이내 소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전반적으로 과채류와 근채류의 7가지 신선편이 농산물은 10oC

에서 일반세균수와 대장균군수가 유의적인 증가를 보인 반면

4oC에 저장하는 동안은 대체적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10oC 에 비해 변화량이 상대적으로 작고 미생물이 더디게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선편이 근채류와 과

채류를 4oC 와 10oC에 저장 시 대장균은 모두 검출되지 않았으

므로 식품위생법에 적용된 신선편의 식품에서 대장균이 음성인

기준에 적합하였다.

요 약

본 연구는 신선편이 농산물에서 사용 요구도가 높은 식재료인

근채류(감자, 고구마, 당근, 무)와 과채류(호박, 오이, 피망)을 선

택하여 절단된 형태와 유통되는 온도에 따라 품질변화 특성을 연

구하였다. 냉장저장 중 신선편이 농산물의 수분함량은 10oC에 저

장한 세척 절단된 오이, 호박에서만 저장기간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한(p<0.05) 반면 4oC에 저장한 경우 모든 품목에서 저장기간

동안 수분을 보유할 수 있었다. 갈변에 민감한 세척 절단된 감자

와 고구마는 두 온도에서 모두 L값(명도)이 감소하였지만 4oC에

저장한 경우 보다 더 완만하게 감소하여 갈변 발생이 늦어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백화현상으로 인하여 쉽게 품질이 변할 수 있

는 세척 절단된 당근의 경우 10oC에서만 백화지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4oC에 저장함으로써 품질을 최대 3일까지 더 유지할 수

있었다. 절단 형태에 따른 경도 변화에서는 사각썰기 형태의 경

우 호박에서, 채썰기 형태는 고구마에서 경도 감소율이 가장 크

게 나타나 품목의 특성에 따라 경도 변화가 다르게 나타났고, 4oC

에 저장할 경우 경도의 감소폭이 완만하고 변화율이 적어 저장

기간 동안 조직감이 유지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세척 절단된 감자

와 고구마는 두 온도에서 PPO 활성도가 증가하여 갈변을 효과

적으로 저해시키진 못했지만 저온인 4oC에 저장함으로써 10oC 보

다 낮은 효소 활성도를 나타내었고 갈변 발생을 최대 2일까지 연

장시킬 수 있었다. 신선편이 농산물의 미생물학적 품질 변화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세척 절단된 오이만 다른 품목에 비해 균수

가 낮고 저장 후기까지 일정하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6가지 품목

(감자, 고구마, 당근, 무, 호박, 피망)은 모두 저장 온도가 높을수

록 미생물의 증가 속도가 빠르게 나타나 온도가 미생물 증식에

큰 영향을 주었다. 또한 세척 절단된 피망은 다른 품목에 비해

초기 오염농도가 높았고, 세척 절단된 고구마는 오이와는 다르게

미생물의 성장률이 가장 빠르므로 세척 절단된 고구마와 피망은

저장 시 다른 품목보다 특히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본 연구 결과, 신선편이 농산물의 품질은 농산물의 품목

에 따라 다르고 유통 및 저장하는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각각의 신선편이 농산물의 품목에 맞는 온도관리를 통해 품질을

Fig. 8. Microbial changes in fresh-cut produces (fruits and

vegetables) during storage at 4 and 10oC. (a), zucchini; (b),

cucumber; (c), green bell pepper. (□), 4oC aerobic plate count; (■),
10oC aerobic plate count; (△), 4oC coliform group; (▲), 10oC
coliform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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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온도에 보관함으로써 신선편이 농산

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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