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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he initial storage temperature and the PA film packaging on the extension of the shelf-life and 
the improvement of the postharvest storage quality of muskmelons were studied during their storage. Their storage 
quality was tested as follows: PA-film-wrapped muskmelons, stored at 2℃ or 7℃ for 30 days after their harvest, 
were kept at 10℃ for 27 days (total: 57 days). On the fifth day of storage at 10℃ (35th day overall), the weight 
loss reached 6.4% in the 7-control. However, the 2-PA showed the smallest loss of 2.2%. The soluble solids content 
and the acidity that were measured before the storage were 10.8 °brix and 0.26% in all the groups. After 27 days 
of storage at 10℃ (on the 57th day overall), the values were highest in the 2-PA group with 9.7 °brix and 0.15%, 
respectively. Microorganisms were not detected at first; but on the fifth day of storage at 10℃ (35th day overall), 
their values were 3.87 and 2.68 log CFU/g in the seven-control and the 2-PA, respectively. In other words, the 
2-PA was found to be more effective in inhibiting microbial proliferation. In relation to sensory properties such 
as appearance, flavor, sweetness and chewiness, the 2-PA was superior to the other groups and was found to be 
most effective in improving the storability of muskmelons. In conclusion, it was found that low-temperature injury 
and fast storage quality deterioration did not occur in film-wrapped muskmelons that were stored at 2℃ for 30 
days after they were harv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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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과실류는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공급원으로서 주로 영양

학적인 관점에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식생활 수준

이 향상되면서 품질이 우수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고품질 소비추세에 따라 웰빙

식품의 선호와 함께 머스크멜론은 독특한 향기와 높은 당도

로 인하여 대중적인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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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멜론(Cucumis melo L.)은 박과류에 속하는 1년생

의 식물로 수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분이 탄수화물이며

이 중 대부분은 가용성 당성분이며, 식이섬유도 소량 함유

되어있다. 수확하여 후숙을 시키면 단맛과 특이한 향기가

나는 것이 멜론의 주요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은 대부분이 시설 내에서 토경재배를 중심으로 연중 출하

되고 있는데, 이는 멜론이 고온, 건조를 요하는 작물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멜론은 품종과 재배방법에 따라 다

소 차이는 있지만, 다른 과실에 비하여 생육기간이 짧은

멜론은 전업으로 재배할 경우 봄·여름·가을·겨울의 연간

4회 재배가 가능하다. 수확적기가 된 멜론은 일시에 수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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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출하하며 잘라보기 전에는 숙도나 내부결함 등의 내부

품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로 크기, 네트형태, 꼭지 신선

도 및 외관 손상 정도에 따라 등급이 측정되어 유통되어지

고 있다. 멜론은 생리적 특성상 climacteric형으로 수확 후에

도 호흡작용, 생장작용, 추숙작용, 증산작용을 계속함으로

써, 비교적 부패하기 쉬운 과실이다(2). 또한 성숙하여도

과피색의 변화가 적기 때문에 수확적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온(25℃이상)에서는 저장기간이 7∼8

일로 매우 짧아 저장 및 유통에 문제가 되고 있다(3). 과채류

의 품질저하를 줄이는 방법으로 포장을 해서 유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포장 방법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것

보다는 생산자나 유통업자의 경험에 따라 유통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멜론의 경우 수확

후 유통 시 주로 상온에서 포장을 하지 않은 채로 이루어지

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저장성 향상을 위하여 Lee 등(4)

과 Cha 등(5)은 수박을 필름 포장하여 효과를 측정하였으

며, 참외는 MA 포장기법을 이용하여(6) 과실의 신선도 유

지를 하였다. 그리고 Brosnan 등(7)과 Beik 등(8)은 수확한

농산물을 저장 시 또는 유통시키기 전에 열을 제거함으로서

호흡작용, 효소작용, 대사작용을 지연시키고, 미생물 번식

을 억제시키는 등 품질관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유통 전 초기 단계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PA필름은 서구 국가들이 식품을 포장하는데 수요를 늘리

는 방법으로 육류를 PA필름으로 포장하여 우수한 베리어

효과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분이나 향 손실에 대한 침입을

최소화하기도 하였다.

그동안은 멜론의 저장 중 당함량(9-11)과 조직의 변화

(12)와 같은 품질변화에 관한 연구들이었으며, 국내에서는

멜론재배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13,14). 요즘은 멜

론의 고품질로 장기저장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온저장시 저온장해과

가 발생할 수 있는지, 필름포장을 하여 유통시키면 품질유

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저온저장 후 상온으로

옮겨 숙성 시 품질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체계

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전처리

착과 후 50일이 경과된 겨울 수확용 적숙과 나주산 머스

크멜론을 산지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멜론의

전처리는 급식소에서 과일 세척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인 60℃, 150 ppm의 차아염소산수(pH 7)에 담구어 전

체적으로 세척하였다. 세척 후 물기를 제거하고 꼭지부위

제거하여 2% NaHCO3 1 mL를 떨어뜨려 10분간 자연건조

시켰다. 건조시킨 머스크멜론을 각각 2℃ (2-PA)와 7℃

(7-PA)저장고(97% RH)에서 30일 저장 후 20 μm PA

(polyamide)필름에 담아 10℃로 옮겨 저장하였다. 머스크멜

론 저장 온도의 경우 0℃정도의 낮은 온도로 멜론을 저장하

면 외관상 관찰하기 어려운 태좌조직에서 수침현상이 발생

하여 상품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보다 높은 온도인 2℃

와 7℃로 초기저장온도를 설정하였다(15). 본 실험에 사용

된 20 μm PA 필름의 산소투과도는 43 cm
3
/(m

2
·day·atm)이

며, 이산화탄소 투과도는 120 cm
3
/(m

2
·day·atm) 이다. 밀봉

전에는 내부가 3∼4℃가 되도록 박스를 오픈한 채로 품온을

맞춘 후, 366×275×160 mm 골판지 상자 안에 3개씩 포장하

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대조구는 같은 방법으로 초기 온도

를 각각 2℃(2-control)와 7℃(7-control)저장고(97% RH)에

서 30일 저장 후, 포장을 하지 않은 채로 366×275×160 mm

골판지 상자 안에 3개씩 포장하여 10℃로 옮겨 저장 중

품질변화를 측정하였고 각 시료는 3회 반복실험을 하였다.

최종 저장기간은 중량 감소율을 기준으로 과실의 상품적

가치가 남아있다고 판단되는 시점, 즉 대조구는 35일과 포

장구는 50∼57일까지 유지하였다(17).

중량감소율

초기중량을 기준으로 각각의 저장온도를 유지하면서 저

장 중인 중량을 측정하여 얻은 중량손실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가용성 고형물 함량

정상과의 중앙 단면을 기준으로 1 cm 밖으로 절단하고

과육을 착즙하여, 착즙액이약 10±1℃ 정도 되었을 때디지

털 당도계(PR-32, Atago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조직감

직경 3 mm의 probe가 부착된 Rheometer Compac-100

(CR-200D, Sun Scientific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

여 중앙단면에서 양쪽으로 1 cm 지난 지점을 절단한 것을

8등분 하여 내부쪽으로 60 mm/min의 속도로 전체 과육의

절반이 되는 시점까지삽입할 때 나타나는 조직의평균저항

값을 kgf로 나타내었다.

적정 산도

마쇄액 10 g을 취하여 증류수 20 g을 가해 희석한 후

pH meter (Thermo, ORION 3 STAR, USA)를 이용하여 0.1

N NaOH 용액으로 pH 8.2까지 적정하여 소비된 량을 citric

acid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총균수 측정

정상과의 중앙단면을 기준으로 1 cm 밖으로 절단한 부분

중 중간의씨부분 50 g을취하여 곧바로멸균팩(B1348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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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sco Co. Ltd., IL, USA)에넣은 다음멸균한 생리식염수를

가해 30초간 흔들어 준 뒤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총균수

측정 배지 (Petri film, 3M Co. Ltd., CA, USA)에 접종하여

37℃에 배양한 후 계수하여 log CFU/g으로 나타내었다.

색 차

과실의 중앙 단면을 기준으로 1 cm 밖으로 절단한 것의

안쪽 부분을 멜론의 고유한 색이 가장 선명한 일정부위를

색차계(CR-400, Minolta C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Hunter L, a, b값으로 표시하였다. 백색 표준판(L=99.75,

a=-0.49, b=1.96)을 사용하여 색도계를 보정한 다음 이용하

였다.

기호도 조사

멜론의 기호도 조사는 관능평가 경험이풍부한 연구원을

대상으로 본 실험에 대해충분히인식시킨 다음실시하였으

며, 관능검사 패널 10명을 대상으로 멜론의 저장온도 조건

에따른품질차이를조사하였다. 조사항목은외관(appearance),

향(flavor), 단맛(sweetness), 씹힘성(chewiness),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를 9점 기호척도법으로 평가하

였다.

통계분석

각 시료에 대한 실험 결과는 SAS 6.0을 이용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고, 시료 간의 유의적 차이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으로 0.05% 수준에서 유의

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확 후 30일 동안은 머스크멜론을 2℃와 7℃에서 저장하

고, 이후 유통온도인 10℃로 옮겨 저장하면서 품질변화를

보았다. 초기온도와 관계없이 포장을 하지 않은 처리구들

은 10℃로 옮겨서 저장 5일(총 저장35일)째까지, 초기 저장

온도가 7℃인 포장구는 10℃ 저장 20일(총 저장 50일), 초기

저장온도가 2℃인 포장구는 10℃ 저장 27일(총 저장 57일)

까지 부패과가 발생하지 않아서 품질 측정을 하였다.

중량감소율

초기 저장온도와 포장에 관계없이 저장기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인 머스크멜론의 중량감소율이 증가하였다(Fig. 1).

과실의 유통 저장 중 내적, 외적 품질변화는 상품성 저하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저장 중 중량감소는 증산과 호

흡에 의한 것이며, 특히수분감소에 따른 외형 변화는 조직

연화, 영양적인 품질변화를 유발한다(16). 저장 15일에

2-control은 1.3%, 2-PA 처리구는 0.9%, 7-PA 처리구는

1.5%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7-control은 3.8%로 유의적으로

가장 큰 중량감소율을 나타내었다(p<0.05). 저장 30일 후

2-PA 처리구는 1.2% 감소로 유의적으로 가장 적은 감소율

을 보인 반면, 7-control은 5.2%의 감소율로 가장 큰 중량

손실을 보였고, 2-control, 7-PA 처리구는 각각 2.1, 2.2%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p<0.05). 이는 7℃의 온도가 머스크멜

론의 호흡을빠르게 증가시켜대조구의 경우 다른 처리구에

비해 빠른 중량감소를 나타낸 반면 같은 온도의 PA구는

필름 포장으로 인해 호흡과 수분증발을 억제하여 중량 손실

이 적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0℃로 옮겨서 저장 5일(총

저장35일) 경과 후 중량감소율은 2-control은 3.7, 2-PA

2.2, 7-control 6.4, 7-PA 3.0%의 중량 감소율을 보였다

(p<0.05). Kim 등(17)은 과실의 중량감소가 5% 이상 발생하

면 상품성이 저하된다고 하였다. 초기저장온도가 7℃인 무

포장구는 10℃로 옮겨서 저장 후 5일(총 저장35일)째에 수

분손실과 호흡에 의한 조직의 분해 등의 원인으로 중량

감소율이 6.2%로 나타남에 따라 상품성을 잃는 것으로 나

타났다. 10℃로 옮긴 후 저장 10일(총 40일)째 2-PA 처리구

는 2.6%, 7-PA 처리구는 3.8%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

으며, 2-PA 처리구는 10℃로 옮긴 후 저장 27일(총 저장

57일)까지 3.9% 감소율을 보여 저장기간 동안 선도가 잘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Fig. 1. Weight loss of PA film-packaged muskmelon which was
chill-stored (2℃ and 7℃) initially for 30 days and then stored at 10℃.

A-D Different capital letters (A∼D)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for a storage time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e Different small letters (a∼e)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torage times
for a intial storage temperature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용성 고형물 함량

초기 저장온도와 포장 차이에 따른 머스크멜론의 저장

중 가용성 고형물 함량 변화는 Fig. 2와 같다. 저장 초기

머스크멜론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10.8 °Brix로 분석되었

으며, 저장기간 동안 처리구간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p<0.05). 유통온도인 10℃로 이동하여 저장 5일(총 저장35

일) 경과 후에 2-control은 9.6 °Brix, 2-PA 처리구는 10.9

°Brix, 7-control 11.2 °Brix, 7-PA 처리구는 10.3 °Brix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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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처리구간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Lee

등(18)이 수확 후감귤의 저장온도를달리한 후 상온에 보관

하였을 때 가용성고형물 함량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이다. 두 온도 모두 control은

10℃로 이동하여 저장 5일(총 저장35일) 이후 더 이상 실험

을진행 할 수 없었고, 10℃에서 저장 20일(총저장 50일)째

에 2-PA 처리구는 10.3 °Brix, 7-PA 처리구는 9.6 °Brix로

2-PA포장구가 유의적으로 가용성고형물 함량이 높았으며,

2-PA 처리구는 10℃ 저장 27일(총 저장 57일)까지 9.7 °Brix

로 분석되었다(p<0.05). 특히 2℃에서 저장한 경우 10℃로

옮긴 후에도 20일 이상 가용성 고형물함량이 유지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확 후 2℃의 낮은 온도에서 30일간

의 저장과 PA필름 포장이 머스크멜론의 숙성의 진행 정도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Nahmgung 등(19)도 버섯

을 저온 처리한 것이 효소가불활성화됨에 따라 품질 저하

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Fig. 2. Soluble solids of PA film-packaged muskmelon which was
chill-stored (2℃ and 7℃) initially for 30 days and then stored at 10℃.

A-D Different capital letters (A∼D)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for a storage time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e Different small letters (a∼e)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torage times
for a intial storage temperature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조직감

유통 저장 중 머스크멜론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일은 매

우 중요하며, 이를 평가하는 물리적 방법으로 과육의 조직

감을 측정한다. 과육의충실도, 껍질의 단단함, 과육과껍질

의 밀착도 등이 머스크멜론의 경도에 영향을 주며, 조직감

이 높은 값을 가질수록 저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18).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장 초기 머스크멜론의

조직감은 0.36 kgf였으며, 저장기간이 지날수록 점차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 30일에 2-control은 0.28 kgf, 2-PA

처리구 0.32 kgf, 7-PA 처리구 0.29 kgf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7-control은 0.23 kgf로 다른 처리구

에 비해 유의적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품질이 가장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저장 중 머스크멜론의

경도 감소는 세포벽 다당류가 polygalacturonase 등의 효소

에 의해 불용성 pectin이 가용성 pectin으로 전환되어 세포

조직의 연화가 촉진되기 때문으로(20), 적절한 저장온도는

머스크멜론 조직연화를 지연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

된다. 10℃로 이동하여 저장 5일(총저장 35일) 경과 후에도

7-control (0.11 kgf)은 다른 처리구 보다 유의적으로 큰감소

를 보였고, 2-control은 0.19 kgf, 2-PA 처리구는 0.28 kgf,

7-PA 처리구는 0.27 kgf로 분석되었다(p<0.05). Kubo 등(21)

도 수확 후 온주밀감에 온도처리하여 유통을 시켰을 때

초기에는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일정 기간 후에는 급속한

감소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10℃ 이동하여 저장 20일(총

저장 50일)에도 2-PA 처리구는 0.30 kgf, 7-PA 처리구는

0.26 kgf로두포장구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고, 이는 PA필름

포장이 조직의 연화를 지연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처럼 필름포장을 한 처리구는 무처리

구에 비하여 투습도 등의 차단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머스크

멜론의 초기 수분함량이 장기간 유지되어져서 조직감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22). 2-PA 처리구는 10℃로 이

동하여 저장 27일(총 저장57일) 경과 후에도 저장초기에

비해 16%의 조직감 감소율을 나타내어 저장 기간 중 유의

적인 차이 없이 머스크멜론 과육의 조직감이 가장 잘 유지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그러나 Pratt(10)는 너무

낮은 온도로 머스크멜론을 저장하면 외관상 관찰하기 어려

운 태좌조직에서 수침현상이 발생하고 저온장해로 상품가

치가 떨어진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2℃의 온도에서의 30일간 저장하는 것은 저온장해

가 일어나는 저장온도가 아니었으며, 이와 더불어 PA필름

포장이 유통온도로 옮겨져서도 과육 조직의 연화를 억제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Hardness of PA film-packaged muskmelon which was
chill-stored (2℃ and 7℃) initially for 30 days and then stored at 10℃.

A-D Different capital letters (A∼D)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for a storage time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e Different small letters (a∼e)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torage times
for a intial storage temperature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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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산도

초기 저장온도와 포장 차이에 따른 머스크멜론의 저장

중 산도 함량 변화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저장 초기 머스크

멜론의 산도는 0.26%였으며, 저장 15일에 2-control은

0.3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저장 30일에 0.24%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나머지 처리구(2-PA,

7-control, 7-PA) 역시 각각 0.23, 0.22, 0.18%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초기 저장온도가 높은 7℃ 처리구들

이 산 함량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감귤저장 전 처리온도가

높을수록 산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Lee 등(18)

의 보고와도 일치하며, 초기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유통 중

온도에서도 품질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10℃로 이동한 후 저장 5일(총저장 35일)째에는 2-control은

0.13%, 7-control, 7-PA 처리구는 0.19%의 산도 값을 보여

2-PA 처리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1

0℃ 저장 10일(총저장 40일) 경과 후 2-PA 처리구는 0.19%,

7-PA 처리구는 0.15%로 산도가 감소하였으며, 2-PA 처리

구가 저장 중에도 초기에 비하여감소율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p<0.05). 자두의 경우에도 상온에서 숙성시키기 전

저장온도가 산도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

다(23). 10℃ 저장 27일(총 저장 57일)째에 2-PA 처리구는

0.15%로 감소하였으나 10℃ 저장 20일(총 저장 50일)의

산도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수확 후 머스

크멜론을 저온으로 저장하고 필름 포장을 하는 것이 저장

중 산도 값의 변화를 어느 정도 지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Acidity of PA film-packaged muskmelon which was
chill-stored (2℃ and 7℃) initially for 30 days and then stored at
10℃.

A-D Different capital letters (A∼D)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for a storage time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e Different small letters (a∼e)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torage times
for a intial storage temperature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총균수 측정

머스크멜론 저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인 총

균수 변화에 대해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저장 초기

모든 처리구에서 미생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저장기간이

지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5). 저

장 30일에 총균수는 7-control은 3.72, 7-PA구는 3.54 log

CFU/g로 증식하였지만, 2-control은 3.16, 2-PA구는 2.61

log CFU/g으로 증식이 유의적으로 적었다(p<0.05). 10℃로

이동하여 저장 5일째(총 저장35일)에 2-control 3.28,

7-control 3.87, 7-PA구는 3.77 log CFU/g로 2-PA구(2.68 log

CFU/g) 보다 유의적으로 미생물 증식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p<0.05). 이는 머스크멜론의 총균수는 포장방법보다는

초기저장온도에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유추된다. 2-PA

구는 10℃ 저장 27일(저장 57일)까지 2.75 log CFU/g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미생물 증식을 보였다(p<0.05). Lee

등(24)의 연구에서는 곶감을 상온장기 저장하였을 때 필름

포장한 것이 미포장구에 비하여 미생물 발생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머스크멜론 수확 후 2℃의 초기 저장

온도와 PA필름 포장이 유통 온도를 움직여도 저장 중 멜론

꼭지로부터 미생물이 번식하여 과육의 품질이 낮아지는

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Viable cell count of PA film-packaged muskmelon which was
chill-stored (2℃ and 7℃) initially for 30 days and then stored at 10℃.

A-D Different capital letters (A∼D)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for a storage time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e Different small letters (a∼e)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torage times
for a intial storage temperature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색차변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머스크멜론의 저장 초기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은 67.98 value로 나타났으며, 저장

30일까지는 7-control이 65.06 value로 다른 처리구들에 비

하여 저장 중 유의적으로 명도가 낮아졌다(p<0.05). 유통온

도인 10℃로 옮긴 후 저장 5일(총 저장 35일)에 2-control을

제외한 처리구들의 L값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낮은 저장온도에서 유통온도로 변화하면서 색의 변화가

급격히온 것으로예상되어진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 값은

저장 초기 20.03 value에서 저장 30일에 7-control은 18.83

value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Effects of the Initial Storage Temperature of a PA Film-packaged Muskmelon (Cucumismelo L.) during Its Storage 19

Table 1. Hunter color values of PA film-packaged muskmelon which was chill-stored (2℃ and 7℃) initially for 30 days and then stored
at 10℃

Color value Storage period (day)
Treatments

2-control 2-PA 7-control 7-PA

L
1)

0 67.98±2.654)a 67.98±2.65bc 67.98±2.65ab 67.98±2.65ab

15 69.55±3.69A5)a6) 66.22±4.21ABbcd 58.42±5.30Cc 64.48±3.28Bb

30 69.99±2.33
Aa

67.08±2.94
ABbcd

65.06±2.49
Bb

68.82±4.55
Aab

35
3)

60.74±1.61
Cb

72.48±3.06
Aa

68.95±2.56
Ba

71.30±2.14
ABa

40 - 64.41±2.05
Bd

- 68.70±1.72
Aab

50 - 65.45±3.58
Acd

- 64.50±6.83
Ab

57 - 69.04±1.39
b

- -

b2)

0 20.03±0.94
b

20.03±0.94
ab

20.03±0.94
a

20.03±0.94
ab

15 21.91±1.23Aa 18.47±2.19Bb 14.24±1.43Cc 20.53±1.11Aab

30 21.77±1.34Aa 21.20±1.21ABa 18.83±0.57Cb 19.95±1.95BCab

351) 15.38±1.69Cc 20.97±1.32Aa 18.10±0.81Bb 21.64±1.74Aa

40 - 19.00±2.05Bb - 21.01±0.78Aab

50 - 20.84±1.03Aa - 19.09±3.26Ab

57 - 21.14±1.89a - -
1)L : (0) black～(100) white 2)b : (-)blue～(+)yellow
3)Transfer to storage temperature 10℃.
4)Average±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5)A-CDifferent capital letters (A∼D)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for a storage time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6)a-dDifferent small letters (a∼e)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torage times for a intial storage temperature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보였다(p<0.05). 2-control, 7-control은 10℃로 이동하여 저

장 5일(총 저장35일)까지 각각 15.38, 18.10 value로 b값이

낮아진반면 2-PA, 7-PA 처리구는모두유의적으로큰변화

는 없었다(p<0.05). 이는 머스크멜론 특유의 황색이

2-control, 7-control 에서는 많이 사라진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2-PA, 7-PA 처리구는 머스크멜론 특유의빛깔을 유지하

고 있었다. 10℃ 저장 20일(총 저장 50일)에도 2-PA 처리구

는 20.84 value, 7-PA 처리구는 19.09 value로두 처리구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2-PA 처리구는 저장 27일(총저장

57일)까지 21.14 값으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여 필름 포장이

머스크멜론 고유의 색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

된다(p<0.05). Bae 등(25)에 의하면 과채류의표면 색택변화

는 주로 PPO (Polyphenol oxidase) 효소에 의한 phenol 물질

의 산화에 의한 것으로 온도가 높아질수록 영향이 크다고

보고 하였다. 즉, 수확 후 유통 전에 품온을 낮게 선정하는

것이 머스크멜론 과육의 품질을 유지시키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기호도 조사

저장온도 이동에 따른 포장 머스크멜론의 저장 중 멜론

의 기호도 조사는 Table 2와 같다. 처리구간의 기호도 조사

는 외관(appearance), 향(flavor), 단맛(sweetness), 씹힘성

(chewiness),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의 항목

에 따라 평가하였다. 신선채소나 과일은 내부과육에 이상

이 없어도표피색이 변색되거나표면이 손상이 되면 소비자

가 거부감을 나타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관품질 평가는

실제 구매자나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의사를 결정할 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26). 저장 초기 외관은 8.6점 이였으며,

저장 15일째까지 8.0∼8.5점으로 처리구간의 유의적 차이

는 없었으나 저장 30일에 7-control은 5.3점으로 다른 처리

구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p<0.05). 10℃로 이

동하여 저장 5일(총 저장35일)째에 2-control은 4.7점,

7-control은 4.0점, 2-PA 처리구는 7.5점, 7-PA 처리구는 7.1

점으로 포장구와 무포장구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고,

2-control, 7-control은 상품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그 이후 10℃ 저장 20일(총 저장 50일) 경과 후

각각 2-PA 처리구는 6.6점, 7-PA 처리구는 5.1점으로 2-PA

처리구가 외관항목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p<0.05). 머스크멜론의 처리구별 향에 관한 기호도 조사는

저장 초기 8.7점의 평가를 받았고, 저장 30일까지 처리구간

의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0℃로 옮겨서

저장 5일(총 저장 35일) 경과 후 2-control 4.4점, 7-control

4.5점을 받아 포장구인 2-PA 처리구 6.5점, 7-PA 처리구

6.0점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p<0.05). 단맛

의 경우 초기 8.4점에서 저장 30일에 2-PA 처리구는 7.5점으

로 다른 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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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nsory score1) of PA film-packaged muskmelon which was chill-stored (2℃ and 7℃) initially for 30 days and then stored at 10℃

Items Storage period
(day)

Treatments

2-control 2-PA 7-control 7-PA

Appearance

0 8.6±0.5a 8.6±0.5a 8.6±0.5a 8.6±0.5a

15 8.2±0.4A3)a4) 8.5±0.5Aa 8.0±0.6Aa 8.3±0.5Aa

30 6.8±0.6
Bb

7.7±0.5
Ab

5.3±0.9
Cb

7.3±0.7
ABb

35
2)

4.7±0.5
Bc

7.5±0.7
Ab

4.0±0.8Bc 7.1±0.7
Ab

40 - 7.4±0.5
Ab

- 6.8±0.6
Bb

50 - 6.6±0.7
Ac

- 5.1±0.7
Bc

57 - 5.8±0.7
d

- -

Flavor

0 8.7±0.5
a

8.7±0.5
a

8.7±0.5
a

8.7±0.5
a

15 7.9±0.6ABb 8.3±0.5Aa 7.6±0.7Bb 8.0±0.5ABa

30 6.2±0.8Ac 6.7±1.5Ab 5.9±0.9Ac 6.3±1.5Ab

352) 4.4±1.1Bd 6.5±0.9Ab 4.5±0.7Bd 6.0±0.9Ab

40 - 6.5±1.4Ab - 5.8±0.6Ab

50 - 6.4±1.1Ab - 5.7±0.7Ab

57 - 6.2±0.8b - -

Sweetness

0 8.4±0.7
a

8.4±0.7
a

8.4±0.7
a

8.4±0.7
a

15 7.9±0.7
Aa

7.9±0.7
Aab

7.8±0.6
Aa

7.9±0.6
Aa

30 5.3±1.2
Cb

7.5±1.4
Aab

5.8±1.5
BCb

6.7±0.9
ABb

35
2)

- 7.1±0.9
Ab

- 6.0±1.2
Abc

40 - 6.9±1.2
Ab

- 5.7±0.9
Bc

50 - 6.9±0.9
b

- -

Chewiness

0 8.5±0.5a 8.5±0.5a 8.5±0.5a 8.5±0.5a

15 8.0±0.6ABa 8.2±0.5Aa 7.5±0.5Bb 8.0±0.5ABa

30 5.7±1.0Bb 7.0±1.5Ab 5.3±0.8Bc 6.8±1.5Ab

352) - 7.1±0.9Ab - 6.9±0.9Ab

40 - 6.4±1.4Ab - 5.1±0.6Bc

50 - 6.4±1.1b - -

Overall
acceptability

0 8.5±0.7
a

8.5±0.7
a

8.5±0.7
a

8.5±0.7
a

15 8.0±0.8
Aa

8.2±0.6
Aa

7.7±0.7
Ab

8.0±0.5
Aa

30 5.2±0.6
Cb

7.5±0.7
Ab

5.0±0.6
Cc

6.8±1.5
Bb

35
2)

- 7.1±1.1
Ab

- 6.5±0.9
Ab

40 - 7.0±0.6
Ab

- 5.4±0.6
Bc

50 - 6.3±0.7
c

- -
1)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of the ratings evaluated by 10 judges using a 9-point scale. (1=minimum, 5=borderline, 9=maximum degree of approval)

2)
Transfer to storage temperature 10℃.

3)A-C
Different capital letters (A∼D)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for a storage time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a-d
Different small letters (a∼e) mean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torage times for a intial storage temperature at p<0.05 based on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다음으로 7-PA 처리구가 6.7점의 평가를 받은 반면

2-control, 7-control은 5.3, 5.8점으로 유의적으로 낮은 평가

를 받았다(p<0.05). 10℃ 옮겨서 저장 10일(총 저장 40일)

경과 후 2-PA 처리구는 6.9점, 7-PA 처리구는 5.7점으로

두 처리구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고, 2-PA 처리구는 10℃

저장 20일(총 저장 50일)까지 6.9점으로 단맛이 유지되었다

(p<0.05). 씹힘성 항목은 저장 초기 평가 8.5점에서 저장

30일에 모든 처리구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5), 특

히 2-control구와 7-control구는 각각 5.7, 5.3점으로 씹힘성

이큰감소를 보였다. 10℃ 옮긴후 저장 10일(총저장 40일)

째 2-PA 처리구는 6.4점, 7-PA 처리구는 5.1점으로 두 포장

구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고(p<0.05), 10℃ 저장 2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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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저장 50일) 2-PA 처리구는 6.4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기호도는 초기 8.5점에서 저장 15일까

지 7.7∼8.2점으로 처리구간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다가

저장 30일에 2-PA 처리구가 7.5점, 7-PA 처리구가 6.8점,

2-control구는 5.2점, 7-control구는 5.0점으로 2-PA구가 다

른 처리구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p<0.05). 1

0℃ 옮겨서 저장 10일(총저장 40일) 경과 후 2-PA 처리구는

7.0점, 2-PA 처리구는 5.4점으로두처리구간의 유의적 차이

가 있었고(p<0.05), 2-PA 처리구는 10℃ 저장 20일(총 저장

50일)까지 6.3점의 평가를 받아 상품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모든 항목 평가 결과 2-PA 처리구가 외관,

향, 단맛, 씹힘성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머스크멜론의 저장성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Gorris 등(27)은 여러 가지 과일, 채소류의 포장구

와 무포장구의 저장성을 비교하였을 때, 포장구가 미생물

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관능적 품질도 잘 보존한다고 보고

하였다.

요 약

저장성 연장을 위하여 수확 후 PA 필름으로 포장한 머스

크멜론을 초기 저장온도 2℃와 7℃로 30일간 1차 저장 한

후, 시중 유통온도인 10℃로 옮겨서 27일(총 저장 57일)간

저장하면서 품질을 측정하였다. 30일간 1차 저장 한 후,

10℃로 옮겨서 5일(총 저장 35일)간 저장한 멜론의 중량

감소율이 7-control은 6.4%로 상품성이 저하되었지만, 2-PA

처리구는 2.2%로 중량 감소율이 가장 적었다. 초기 머스크

멜론의 가용성고형물 함량과 산도는 각각 10.8 °Brix, 0.26%

였으며, 10℃로 옮겨서 저장 27일(총 저장 57일)까지의

2-PA 처리구는 9.7 °Brix,, 0.15%로 다른 처리구들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함량 유지가 가장 잘 되었다(p<0.05). 미생물의

경우 저장 초기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10℃로 옮겨서 저

장 5일(총 35일) 경과 후 7-control은 3.87 log CFU/g이었던

반면, 2-PA 처리구는 2.68 log CFU/g으로 유의적으로 미생

물 증식이 억제되었다(p<0.05). 기호도 조사에서도 마찬가

지로 2-PA 처리구는 외관, 향, 단맛, 씹힘성 등모든항목에

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머스크멜론의 저장성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머스크멜론을 필

름포장한 후 초기온도를 2℃로 하여 30일간 저장 후 10℃에

서 20일간 유통시키는 것은 저온장해가 일어나는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장 중 품질변화를 최소화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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