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Preserv
19(1), 1-6 (2012)

- 1 -

Effect of Packaging Methods on Postharvest Quality of Tah Tasai Chinese 
Cabbage (Brassica campestris var. narinosa) Baby Leaf Veg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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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잎 채소 다채의 포장방법이 품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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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packing methods for enhancing the shelf life and improving the postharvest quality of the tah 
tasai Chinese cabbage baby leaf vegetable was studied during storage. Fresh baby leaf vegetables were packed 
in four commercial packaging types: (1) a non-perforated bag with a 0.03-mm oriented polypropylene (OPP) film; 
(2) a perforated bag with 1.0-mm-diameter holes on an OPP film; (3) a 0.40-mm polyethylene terephthalate (PET) 
container with a hinged lid; and (4) an expanded polystyrene (EPS) tray wrapped with a 0.02-mm polyvinyl chloride 
(PVC) film. The quality parameters, such as the weight loss, moisture content change, color difference, and appearance 
of the baby leaf vegetables were investigated. The baby leaf vegetables in the PET container and in the non-perforated 
OPP film bag showed relatively low weight loss, high moisture content, and good external appearance compared 
to those in the EPS tray and in the perforated OPP film bag during limited storage periods, at 
16oC.ThePETcontaineralsoprotectedthebabyleafvegetablesfromphysicaldamage.Thestudyresultswillenabletheselection
ofabetterpackagingsystemforextendingthefreshnessandincreasingthemarketabilityofbabyleafvege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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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산물 보존에 있어서 포장(packaging)은 선도유지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1). 일반적으로 원예산물은

수확 후에도 증산으로 인한 수분감소와 호흡 등의 대사

작용으로 품질저하가 유발될 수 있는데(2), 포장은 수확물

의 수분증산 및 호흡을 억제하여 상품성을 유지하는데 효과

를 보인다(1). 어린잎 채소에서도 수확 후 품질저하를 줄이

는 방법으로 포장을 해서 유통하는 것이 널리 적용되고

있지만, 유통되고 있는 포장방법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

가족규모와 사회구조 변화로 원예산물의 소비패턴이 많

이 변화하여 어린잎이나, 새싹채소, 신선편이 채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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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3). 어린잎 채소는 파종 후 30일

전후로 발아한 채소를 본엽의 3-6매까지 길러 수확해 먹는

것으로, 콩나물이나 무순, 알팔파 싹과 같은 싹기름 채소도

넓은 의미로 어린잎 채소로 포함할 수 있다(4). 어린잎 채소

는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이 일반적인 채소보다 높으며, 재

배기간도 짧아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다

(5,6). 특히 어린 상태에서 수확하기 때문에 섬유소가 질기

지 않고 부드러워 쉽게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어린잎 채소의 연하고 부드러운 조직은 가공, 포장, 유통

시에 물리적 상해를 받기 쉬울 뿐만 아니라, 수확 후 수분증

발로 인한 급격한 품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어린잎 채소

의 수확 후 품질저하를 줄이는 방법으로 포장을 해서 유통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생산자나 유통업자의 경험이나

선호도에 따라 유통 및 판매현장에서 PP (polypropylene)

유공 필름백,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용기 등이

무분별하게 이용되고 있다. 어린잎 채소의 포장방법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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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MA (Modified atmosphere) 저장에 관한 연구 등은 되어

있으나(7,8), 유통되고 있는 포장방법에 대해 비교한 연구

가 없어 포장형태에 따른 선도유지 효과에 대한 구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엽채류인 다채는 쌈채소로서 상품가치가 있고(9), 또한

어린잎 채소로서 무, 비트, 겨자채 등과 함께 다채가 이용되

고 있으며(10), 상추보다 에틸렌 발생량이 적은 생리적 특성

을 가지고 있는 채소로 알려져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다채를 이용하여 어린잎 채소의 수확 후

품질유지를 위한 적절한 포장방법 구명을 위해 국내 유통현

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주요 포장방법에 따른 선도유지 효과

를 검증하였다.

재료 및 방법

본 실험에 이용한 어린잎 채소인 다채(Asia seed Co,

Seoul, Korea)를 원예특작과학원 육묘 전용 온실(와이드스

판형 유리온실)에서 9월 12일에 파종하였고, 수확은 10월

12일에 하였다. 재배 시 배지는 피트모스(Acadian peatmoss,

Acadian peat moss LTD, New Brunswick, Canada)를 이용하

였다.

포장형태와 저장방법

유통현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어린잎 채소 소포장 형태를

조사하여(자료 미제시), 포장재 종류 및 방법에 따라 4가지

형태로 분류하였다(Fig. 1). 실험에 이용한 포장형태의 A형

(무공)과 B형(유공)은 두께 0.03 mm의 OPP필름(Taebang

Patec, Hwasung, Korea)을 봉지형태(가로: 15 cm, 세로: 20

cm)로 이용하였다.

Fig. 1. Four major packaging types for baby leaf vegetables in
Korea domestic market.

(A) Bag type with non-perforated film, polypropylene, (B) Bag type with perforated film,
polypropylene, (C) Container type with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 and hinged lid,
and (D) Tray type with extended polystyrene sheet and polyvinyl chloride wrapping film.

B형 필름의 유공은 핀홀(1.0 mm×1320개) 타입으로 천공한

것을 이용하였다. C형은 0.40 mm의 PET시트(DL-403,

Daeil Special packaging Co, Porchen, Korea)에 지름 17 cm로

이음새에 요철이 있어 밀폐가 가능한 용기형태인 것을, D형

은 expended polystyrene의 접시형 용기(Ilshin Chemical Co,

Goryeong, Korea)에 0.02mm의 polyvinyl chloride 필름

(Uniwrap, Tapex Co, Bupyeong, Korea)으로 랩 포장하여

이용하였다. 실험에 이용된 포장 소재의 수분 및 가스투과

도는 Lee 등(12)과 Selke 등(13), Yasuda 등(14)의 연구 결과

를 통하여 조사하였으며, 포장재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Packaging material properties

Polymer name
Water vapor transmission rate
(g·um/m

2
·day at 90% RH

and 37℃)

Oxygen permeability
(cc·um/m2·day·atm)

Density
(g/cm3)

OPP 0.24 98 0.92

Perforated OPP N/A1) 8947 × 103 0.92

PET 390-510 1200-2400 1.29-1.40

PVC 6096 334,200 1.23
1)
N/A means that data is not available

각 포장용기에 어린잎 채소 다채를 10 g씩 넣어 포장한

후 쇼케이스형 냉장고 (Zikor, Samsung Machiery Co,

Kimpo, Korea)에 저장하였으며, 저장 시 평균온도는 16℃,

습도는 72.5%였다. 시험처리 배치는 완전임의배치법으로 하

였으며, 4반복으로 하였다.

생체중 변화

저장 중 증산 및 호흡으로 인한 중량감소는 입고 시 중량

에 대한 생체중의 감소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2일 간격

으로 조사하였다.

포장내 O2 및 CO2 농도 변화

포장 후 내부의 O2 및 CO2 측정은 포장내 필름 표면에

septum을 부착한 뒤 헤드스페이스 가스분석기(Checkmate

9900, PBI Dansensor Co, Ringsted, Denmark)를 이용하여

2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수분함량

4일 간격으로 어린잎 채소 채취하여 105℃ 건조법에 의

해 생체중과 건물중을 측정하고, 이를 백분율로 환산하여

수분함량을 조사하였다.

색 상

저장 중 색상 변화는 색차계(CR-300, Konic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3일 간격으로 Hunter L, a, b 값을

측정하였고, 이 값을 △E값(△E= 0-1.5 traceable, 1.6-6.0

appreciable, > 6.1 noticeable)으로 환산하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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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품위

어린잎 채소의 외관 품위는 3명의 평가원들이 색상, 형태

변화, 부패 등을 처리당 2일 간격으로 시료를 평가하였다

(16-18). 평가등급은 상등급에서 하등급까지 4단계(선도 기

준: 6 매우 신선, 수확 당시와 유사, 4 선도 약간 저하, 광택

유사, 2 선도 저하 및 변색, 연화 시작, 0 부패 시작, 상품성

상실)로 구분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생체중 변화

어린잎 채소인 다채의 생체중 감소는 포장 방법별 포장

재의 기밀(氣密) 정도가 클수록 적게 나타났다(Fig. 2). 저장

8일째의 중량감소는 PET 포장(C형)이 2.0%, OPP 필름을

밀봉한 포장(A형)이 2.2%, 랩 포장형태(D형)가 25.9%이었

으며, 필름을 천공한 OPP 유공필름(B형)이 28.4%이었다.

생체중 감소는 원예작물 유통․저장 중의 내적, 외적 품질

변화에영향을 미쳐상품성 저하를초래하는 중요한 요소이

다. 원예작물 저장 중에 중량감소는 증산과 호흡에 의한

것으로 특히 증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2), 수분감소 따른 위조로 외형 변화와 조직연화, 영양적

인 품질변화를 유발한다(19). 일반적으로 원예산물의 저장

및 유통 중에 생체중 감소 허용범위는 5-10%으로 알려져

있다(20).

Lee 등(21)은 상추 포장재에 따른 중량감소는 PP나 PE와

같은 포장재의 차이보다 천공 여부에 따라 저장성이좌우되

어 무공필름 사용시 저장성이 우수하다는 결과를 보고하였

으며, 본 실험의 결과와도 부합하였다. 이를 보면 어린잎

채소의 포장 후 중량감소는 포장재 기밀 정도의 밀폐가

클수록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유통현장에서도 밀폐정도

가큰포장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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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fresh weight loss of tah tasai Chinese cabbage
baby leaf vegetable packaged by four different packing modes at
16℃ storage condition. Data represent the mean ± SE of four
replicates.
1)
Refer to the packaging types in Fig. 1.

포장내 O2 및 CO2 농도 변화

포장재내의 어린잎 채소의 호흡에 의해 O2 농도는 감소

하고, CO2 농도는 증가하지만, 포장재의 천공 여부 및 포장

재의 종류와 가스투과 정도의 차이에 따라 가스 조성변화가

달라졌다(Fig. 3). 포장재 내의 O2 조성 변화는 무공의 OPP

필름 포장(A형)이 가장컸으며, 다음은 PET 용기 포장(C형)

이었고, 랩 포장(D형)과 OPP 유공포장(C형)은 대기와 유사

한 가스조성을 보였다. OPP 무공필름 포장(A형)에서 O2

농도가 초기 20%에서 저장 12일째에는 4.9%까지 감소하였

으며, PET 용기 포장(C형)은 8%까지 감소하였고, OPP 유공

필름(B형)과 랩 포장(D형)은 종료 시까지 대기와 비슷한

20% 수준이었다. CO2 가스조성 변화는 PET 용기 포장 (C

형)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OPP 무공필름(A형)이었다. OPP

유공필름(B형)과 랩 포장(D형)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저장 12일째의 CO2 가스조성은 PET 용기 포장(C형)은 11%

까지 증가하였고, OPP 무공 포장(A형)은 8%였다. 랩 포장

(D형)와 OPP 유공필름(B형)은 저장종료 시 각각 0.4% 및

0.2% 이하였다. OPP 유공필름(B형)은 밀폐되지 않아 낮은

CO2 함량을 보였으며, 랩 포장(D형)도 포장재의 공기유동

이 원활하여 낮은 함량의 가스조성을 보였다. PET 용기

포장(C형)의 경우는 요철이 있는 이음새가 있어 이로 인해

공기의 이동을 차단하여 가스조성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필름종류 및 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가스투과

정도와 저장산물의 호흡으로 인해 포장 내 미세 대기환경이

변화되어 품질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데(8), 포장내의 가스

조성 차이는 작물이 가진 호흡능력의 차이보다는 포장재

등의 물리적 장벽에 의해 가스조성 변화가 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따라서 어린잎 채소인 다채에서도 포장방

법 및 포장재 물리성, 호흡 등에 의해 가스조성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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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O2 and CO2 partial pressure of tah tasai Chinese
cabbage baby leaf vegetable packaged by four different packing
modes at 16℃ storage condition. Data represent the mean ± SE
of four replicates.
1)
Refer to the packaging types in Fig. 1.

수분 함량의 변화

어린잎 채소를 포장 후 저장 중의 수분함량은 계속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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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는데, 포장종류에 따라 감소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Fig. 4). OPP 유공필름(B형)이나 랩 포장(D형)과 같이 공기

유동이 비교적 원활한 포장은 수분감소 정도가 커서 체내

함유한 수분 함량이 낮았으며, OPP 무공필름 포장(A형)이

나 PET 용기 포장(C형)과 같이 공기유통이 제한된 것은

수분 함유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8일째의 어린잎

채소 수분 함유량은 OPP 무공필름(A형)이 93.3%, PET 용

기 포장(C형)이 93.2%, 랩 포장(D형)은 88.7%, OPP 유공필

름(B형)은 85.7%이었다.

원예작물 저장 중 필름포장의 종류에 따른 수분함량 감

소에 대해 Bae 등(23)은홍고추의 필름포장 저장 시 천공여

부에 따라 생기는 산소투과 정도, 수분증산과 습도유지 정

도의 차이로 설명하였다. 어린잎 채소인 다채는 천공 여부

뿐만 아니라 포장재 종류에 따라 포장내의 가스조성 변화

정도에 차이를 보였고, 중량감소와 수분 함유량에 차이를

나타났다. 어린잎 채소의 포장재별 중량감소와 증산으로

인한 수분함량 변화, O2 소모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포장종

류에 따른 수분함량과 중량감소 정도의 상관계수 r이 -0.98

으로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수분햠량이낮을수록중량

감소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나서 일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수분함량과 O2 함량의 상관계수 r은 -0.32의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호흡으로 인해 O2의 소모

정도가심한 것이 수분함량이낮아지는 경향을 보여 어린잎

채소의 포장종류에 따른 수분함량과 중량감소, O2 소모 정

도에 영향을 유추할 수 있다. 앞으로의 실험에서 포장재에

대한 연구는 선도유지 효과 이외에도 생리대사와 연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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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moisture contents of tah tasai Chinese cabbage
baby leaf vegetable packaged by four different packing modes at
16℃ storage condition. Data represent the mean ± SE of four
replicates.
1)
Refer to the packaging types in Fig. 1.

색상의 변화

색상변화 정도가 포장종류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났

다. Fig. 5는 저장 중 포장종류에 따른 어린잎 채소의 색상변

화로, 랩 포장(D형)에서 가장 적었으며, 밀폐된 경질필름인

PET 용기 포장(C형) 한 것이 다음 순이었다. 저장 8일째

랩 포장(D형)은 2.8, PET 용기 포장(C형) 3.5, OPP 유공필름

포장(B형) 5.4, OPP 무공필름 포장(A형) 5.8의 색상차를

보였다. 밀봉포장 (A형)은 다른 포장형태로 저장한 것보다

생체중 변화가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Fig. 2), 색상변

화에서는 다른 경향을 보여, OPP필름 보다는 경질필름의

PET 용기 포장이나 polystyrene 접시에 랩 포장한 형태가

색상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장종류에 따라 저장

중에 수분손실뿐만 아니라 색상차이도 어린잎 채소인 다채

에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Lee 등(2)은 상추에서

포장종류별 생체중량 감소와 색상변화가 깊은 관련이 있다

고 하였으나 어린잎 채소인 다채에서는 포장종류에 따른

생체중량 감소 정도와 색상차이를 비교해보면 상관계수

r은 0.19으로 중량감소와 색상차 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Lee 등(24)은 어린잎 채소 세척에서 색차는

선도차이로 인지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Nam(26)은 신선채소나 과일표면의 색택으로 신선도를 판

단하여 내부 과육에 이상이 없어도 표피색이 변색되면 소비

자가 거부감을 나타내어 색상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어

린잎 채소 포장재별 시험결과를 보면, 어린잎 채소는 수분

유지 외에도 색상유지와 같은 요인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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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of total color difference of tah tasai Chinese
cabbage baby leaf packaged by four different packing modes at 1
6℃ storage condition.
1)
Refer to the packaging types in Fig. 1.

외관품위의 평가

어린잎 채소 다채는 포장종류 및 천공 여부에 따라 외관

품위의 차이를 보였다(Fig. 6). 저장 6일째필름 종류별 선도

는 경질필름인 PET 용기(C형)에 포장한 것의 지수가 저장

초기와 같이 6으로 가장좋았으며, 밀봉 포장한 OPP 무공필

름(A형)이 4, 랩 포장(D형)과 OPP 유공필름(B형)은 지수가

2이었다. 포장방법에 따른 선도변화에서 Lee 등(2)은 경질

필름의 포장용기 를 이용하는 것이 연질필름보다 외부충격

에 대한 손상이 적어 상품성 유지에 유리하다고 하였는데,

어린잎 채소에서도 유사한 결과로 경질필름의 용기포장이

외관으로 판단되는 선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

(21)은 상추저장 실험에서 같은 포장재를 이용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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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관 품위는 필름의 천공 여부에 따라 영향을 받아 무공필

름이 선도유지에 효과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는 밀봉

을 통하여 수분감소가 줄고 중량이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보았는데, 어린잎 채소도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Lee 등 (2)은 밀봉을 하면 필름종류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랩 포장(D형)은 다른 포장재보다

외관수분 감소가 컸다. 이는 포장종류에 따라 원활한 공기

유동으로 인한 수분감소와 상품성 저하가 나타나면서 필름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유통현장에서 이용되는 어린잎 채소 포장

방법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한 실제적인

연구를 추구하고자 하였다. 포장 내 선도유지는 포장종류

나 재질에 대한 연구는 수행하였으나, 유통이나 소비의 다

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 다양한 포장크기나 혼입량 등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포장재 내 산물보

존을 위한 연구는 모델링이나 시뮬레이션과 같은 다양한

조건에 부응할 수 있도록효율적인 연구가보다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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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of appearance of tah tasai Chinese cabbage baby
leaf vegetable packaged by four different packing modes at 16℃
storage condition. Data represent the mean ± SE of four replicates.
1)
Refer to the packaging types in Fig. 1.

요 약

유통현장에서 다양한 포장형태로 이용되는 어린잎 채소

의 포장 방법별 선도유지 효과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현장

에서 이용되는 대표적인 소포장 형태별로 다채를 16℃에

저장하면서 중량변화, 수분 함유량, 가스조성, 외관품위 등

을 측정하였다. 포장형태에 따른 중량변화는 밀폐 정도가

큰 PET 용기 포장(밀폐형)과 OPP 무공필름 포장에서 적었

으며, 외관의 변화 정도도 적어 비교적 높은 상품성을 유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공의 OPP 필름으로 저장한

경우 색상변화 정도가커서, 포장 시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의 결과, 밀폐 정도가 크고,

PET와 같은 경질 필름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상품성 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장 형태의 천공 정도가 큰

것은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잎 채소

의 포장 방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유통현장에서

활용이 많이 미흡한 실정으로 본 실험 결과를 통해 어린잎

채소를 효과적으로 상품성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검토시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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