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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ange in quality attributes of fresh-cut potatoes with heat and browning 
inhibitor treatment (CW: dip in the cold water for 30 sec at 4℃, HW: dip in the water for 60 sec at 55℃, AA: 
dip in the 0.1% solution of ascorbic acid for 60 sec at 4℃, HA: dip in the 0.1% solution of ascorbic acid for 
60 sec at 55℃) during storage at 5℃. During storage, fresh-cut potatoes treated with HA showed the lowest value 
in surface color. PPO and PAL activities of fresh-cut potatoes treated with HA were gradually increased during 
storage. Hardness, weight loss, soluble solids content and moisture content had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reatments. In sensory acceptance, fresh-cut potatoes treated for HA marked the best quality. Conclusively, 
heat and browning inhibitor treatment showed the positive effect on browning inhibition while maintaining the 
quality of fresh-cut potat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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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최근 소비자들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함께

채소의 섭취가 증대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신선도와 편의성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욕구

에 따라 신선편이 채소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1-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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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우리나라에서도 바쁜 현대인의 생활방식에 맞춘 간편화

된 신선편이 가공 농산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5). 신선편이 가공 농산물이란 식품 소재 특유의

신선함을 유지하면서도 사용할 때 간편성을 부여한 제품류

이다(6). 신선편이 식품의 이러한 특성은 사용 용도에 맞게

1차 가공하여 소포장 형태로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다.

1차 가공으로는 일반적으로 원료세척, 박피, 절단, 갈변억

제 처리 및 미생물 억제 처리, 탈수, 포장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농산물이 이러한 공정을 거치는 동안 절단, 박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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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최소 가공으로 인해 세포의 호흡속도가 빨라지고 절단

면의 산화적 갈변이 초래되고 저장 및 유통 과정을 거치면

서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오염 가능성을 내재하게 된다

(7,8). 특히 신선편이 감자는 가공과정에서의 박피 및 절단

공정을 거치면서 산소 접촉, 세포벽 파괴로 인하여 쉽게

갈변이 발생하여 상품성을 잃어버리는 대표적인 농산물이

다. 이러한 갈변은 신선편이 감자의 유통기한을 단축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주로 효소적 갈변현상인 polyphenol

oxidase(PPO) 및 phenylalanine ammonia lyase(PAL)에 기인

한 것이다. PPO는 구리를 함유하고 있는 효소로써 식물의

갈변과 동물의 멜라닌화 반응을 유도한다. 갈변에서 첫 번

째로 일어나는 대사 작용은 PAL의 효소작용으로 페놀화합

물이 생성되고(9), 이렇게 생성된 페놀 화합물이 PPO의 기

질로 작용하여 절단면이나 박피 표면을 중심으로 갈변현상

이 발생한다.

신선편이 식품의 가공 및 유통 중의 이러한 변질을 막기

위하여 환원제(10), pH 강하제(11) 및 염류(12) 등의 처리와

더불어 적절한 포장과 저온처리가 활용되고 있다. 한편 신

선편이 식품의 선도유지를 위한 새로운 방법으로 당근(13),

사과(14), 메론(15) 등에 대한 중온 열처리 효과가 보고된

바 있어 최소가공 제품에서 열처리의 적용은 합성 첨가물의

사용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적인 방법으로써 유용할 것으

로 생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선편이 감자의 저장

중 품질특성 유지 및 갈변억제를 위하여 열처리와 갈변억제

제 ascorbic acid를 병용 처리하여 이에 따른 저장 중의 품질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한 감자는 아산 지역 마트에서 구입한

국내산 수미감자(Solanum tuberosum L.)로써 외관이 건전

한 것만을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열처리 온도 및 갈변억제제 탐색

감자의 열처리는 예비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침지

용액의 온도 및 시간을 55℃에서 60초로 설정하였다. 예비

실험에서 감자를 50, 55, 60℃에서 30, 60, 180초간 침지하였

을 때 저장 10일 동안 감자 표면의 색도가 55℃에서 60초

침지한 처리구가 △L값과 △E값이 다른 처리구보다 가장

낮은 변화폭을 나타내며 갈변억제 효과를 보여 감자의 품질

특성 유지를 위해 55℃에서 60초 침지하는 것을 열처리

온도로 설정하였다. 갈변억제제 처리는 신선절단 감자의

표면 갈변 저해를 위해 갈변저해에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된

화합물들(11) 중 식용 ascorbic acid를 사용하여 갈변억제용

액을 0.1%로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열처리 및 갈변저해제

처리를 하지 않고 증류수로 처리한 실험구를 대조구(CW)

로, 열처리하고 증류수에 침지한 구(HW), 열처리하지 않고

갈변저해제 처리만 한 구(AA), 열처리 및 갈변저해제 병용

처리한 구(HA)로 구분하여 실험하였다.

최소가공 처리 및 저장

감자는 크기가 일정하고 표면이 건전한 것을 선별하여

세척 후 박피한 다음 가로×세로×두께가 3 cm×3 cm×1 cm

가 되도록 절단하였다. 이렇게 절단한 감자를 갈변억제용

액에 1분간 침지한 후 종이타월로 표면의 물기를 제거한

즉시 low density polypropylene(LDPE) 지퍼백에 담아 5℃에

서 냉장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색도 측정

색차계(JC-801S, Color Techno System.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감자의 표면을 5회 반복하여 Hunter's

value인 L, a, b 값을 측정하였다. 측정값을 이용하여 ΔE

( △L 2+△a 2+△b 2)값으로 산출하였다.

PPO 활성 측정

PPO 활성은 감자 10 g을 동량의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0)를 가하고 homogeniger(HG-15D,

DAIHAN Scientific Co., Ltd., Seoul, Korea)로 균질화하여

ice bath 상에서 여과하고 원심분리(15,000 g, 10분)하여 상

등액을 조효소액으로 사용하였다. 조효소 추출액 0.2 mL를

완충액으로 조제한 0.2 M catechol 용액 기질 2.8 mL과

혼합하고 25℃ 조건에서 총 180초간 분광광도계(CARY

100 conc, Varian, Mulgrave, Australia)를 이용하여 42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효소활성 1 unit은 효소 추출액

의 1분당 0.001의 흡광도 변화로 나타내었다.

PAL 활성 측정

감자 5 g을 취하고 25 mM borate buffer(pH 8.8) 25 mL와

2-mercaptoethanol(Sigma Co., St Louis, MO, USA) 5 μL를

첨가하여 균질기로 마쇄한 후 여과하였다. 17,000 rpm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조효소로 사용하였다.

조효소 추출액 1 mL에 0.1 M L-phenylalanine(Sigma Co.,

USA) 0.5 mL를 가하여 40℃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분광광도계로 2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

은 trans- cinnamic acid(Sigma Co., USA)를 사용하였다.

총 페놀함량 측정

총 페놀함량 측정은 감자 10 g을 80% ethanol 100 mL에

넣어 마쇄하고 85℃의 shaking water bath(BS-31, Jeio Tech

Co., Seoul, Korea)에서 4시간 추출하여 그 여액을 진공감압

농축기(R-200, Buchi Co., Flawil, Switzerland)를 이용하여

10 mL로 농축하였다. 이 농축액 0.1 mL를 0.9 m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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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in-ciocalteu reagent(Sigma Co., USA)와 혼합하고 여기에

1 mL의 20% sodium carbonate를 첨가하여 1시간 방치한

후 6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chlorogenic acid(Sigma Co,. USA)를 사용하였다.

수분 함량 측정

수분 함량은 상압가열건조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항량을 구한 접시에 1~2 g의 시료를 채취한 후 상압건조기

(AC-DO-72, Woo-Ri Science Co., Korea)에서 항량이 될 때

까지 건조하여 수분함량을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

였다.

수분 함량 (%) = (
W1 - W2

) × 100
W1 - W0

W0 : 칭량병의 항량(g)

W1 : 시료+칭량병의 무게(g)

W2 : 건조 후 칭량병+시료의 무게(g)

경도 측정

경도는 감자를 지름 1.5 cm, 높이 1 cm로 절단한 후

texture analyzer(TA-XT, Stable Micro System, UK)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Newton으로 나타내었다.

가용성 고형분 함량 측정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착즙기(SJ-200B, Hurom, Seoul,

Korea)로 즙을 짠후 당도계(Master M, Atago, Japan)를 이용

하여 측정하고˚Brix로 나타내었다.

중량 감소율 측정

감자 초기 중량에 대한 저장 시 측정된 중량의 차이를

전자저울(HS-4100, Hansung, Seoul, Korea)로 측정하여 초

기 중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일반세균수 측정

감자 25 g을 무균적으로 취한 뒤 0.85% 생리식염수를

225 mL 가하여 stomacher를 이용하여 2분간 균질화 시킨

후, 각각의 시험용액 1 mL를 10배 희석법에 따라 희석하였

다. 단계별 희석액 1 mL씩을 멸균된 petri-dish에 무균적으

로 분주하고, 약 40∼45℃로 유지한 plate count agar(Difco,

USA) 약 15 mL을 무균적으로 가하여 검액과 배지를 잘

혼합하여 응고시켰다. 응고시킨 petri-dish를 36±1℃에서 24

∼48시간 배양하고 30∼300개의 집락을 생성한 평판을 선

택하여 colony forming unit(CFU/g)으로 표시하였다.

관능 평가

호서대학교식품공학과 대학원생 및 학부생 10명의패널

을 대상으로 표면색, 향, 조직감, 종합적 기호도의 4가지

항목을 5점척도법(매우좋음 5점, 좋음 4점, 보통 3점, 나쁨

2점, 매우 나쁨 1점)으로 평가하였다.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처리구 간의 측정

치 비교는 분산분석을 사용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색도 변화

감자의 갈변억제를 위해 열처리와 갈변억제제처리, 열처

리와 갈변억제제의 병용처리에 의한 저장 기간별 감자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Table 1과 같이 L값은 저장기간 동안

AA 처리구가 가장 높은 L값을 나타내었고 HW 처리구는

CW 처리구보다 낮은 L값을 나타내었다. a값은 처리구별로

저장기간 동안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L값

은 저장 2일째에는 대조구인 CW가 처리구인 HW, AA 및

HA에 비해 더 적은 변화값을 나타내었으며, 저장 6일째,

Table 1. Change of color value of fresh-cut potato using combination
treatment during storage at 5℃

Days CW
1)

HW
2)

AA
3)

HA
4)

L value

0 72.78±1.33a5) 71.80±1.66a 74.45±2.37a 73.64±1.20a

2 72.10±0.70ab 70.55±0.64b 73.10±1.68a 72.21±0.88ab

6 70.90±0.42
ab

69.05±1.08
b

71.54±2.09
a

70.42±0.56
ab

10 69.42±0.61
ab

67.83±1.22
b

70.40±0.83
a

69.24±0.78
ab

a value

0 -4.48±0.28a -3.93±0.36a -4.49±0.19a -4.36±0.42a

2 -3.71±0.82a -3.92±0.41a -4.04±0.08a -4.02±0.33a

6 -3.10±1.30
a

-3.26±0.63
a

-3.11±0.22
a

-3.22±0.26
a

10 -2.48±1.43
a

-2.70±0.81
a

-2.46±0.43
a

-2.56±0.16
a

b value

0 23.11±0.45b 25.97±0.66a 24.17±0.74b 25.59±0.99a

2 26.36±0.74ab 25.53±0.27b 28.49±1.97a 25.59±0.87b

6 28.52±0.70
a

27.51±0.68
a

31.13±2.23
b

28.57±0.69
a

10 30.43±0.53
ab

29.23±0.72
b

32.46±2.85
a

30.41±0.70
ab

△L value

0 0.00±0.00a 0.00±0.00a 0.00±0.00a 0.00±0.00a

2 0.72±0.57b 1.76±1.09ab 3.08±1.27a 1.44±0.32ab

6 1.88±0.94
a

3.22±1.06
a

3.79±2.64
a

2.76±2.38
a

10 3.97±2.75
a

4.05±3.10
a

4.40±1.14
a

3.37±1.23
a

△E value

0 0.00±0.00a 0.00±0.00a 0.00±0.00a 0.00±0.00a

2 3.51±1.04b 1.94±1.12b 5.69±1.45a 1.84±0.02b

6 6.03±0.88
b

4.64±0.72
bc

8.59±1.25
a

3.70±1.65
c

10 8.42±0.85
ab

6.86±0.90
b

10.05±1.97
a

5.58±2.22
b

1)
CW: dip in the cold water for 30 sec at 4℃.

2)
HW: dip in the water for 60 sec at 55℃.

3)
AA: dip in the ascorbic acid 0.1% solution for 60 sec at 4℃.

4)
HA: dip in the water ascorbic acid 0.1% solution for 60 sec at 55℃.

5)
Values in a column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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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10일 째에는 처리구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하

지만 저장 10일째에는 대조구 CW의 △L값이 3.97(저장

10일째)이었던 것에 비하여 병용처리구인 HA 처리구에서

는 유의적인 차이는없었으나 3.37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신선편이 감자의 갈변억제를 위한 병용처리구

인 HA는 대조구에 비하여 L값, a값 및 △L값에서 10일간의

저장동안 유의적인 값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E

값의 경우 대조구 CW에 비하여 저장 10일 동안 낮게 나타

났으며, 유의적인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신선편이 농

산물은 변색이 매우 중요한 품질변화 요인으로 특히 표면

갈변은 주요 품질 지표로 작용하여 품질의 상품성을좌우하

며, 특히 신선편이 감자 제품은 가공과정에서의 박피 또는

절단으로 쉽게 갈변이 발생하여 상품성을 잃어버리는 대표

적인 농산물이다(16). Saper 등(17)은 열처리와 갈변억제제

를 병행하여 처리하였을 때가 갈변억제제 용액을 단독처리

하였을 때 보다 2배이상 △L값의 감소를 보였다고 하였으

며, Chung 등(18)은 염화칼슘 용액 침지 및 열처리 병행

시 갈변 억제에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PPO 활성 변화

저장 중 감자의 PPO 활성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저장 초기에는 CW(393 unit) < HA(397

unit) < HW(417 unit) < AA(433 unit) 처리구 순으로 활성이

높았고 저장 10일째 HW(429 unit) < HA(447 unit) < AA

(503 unit) < CW(523 unit) 순으로 활성이 가장 높았다. 대조

구의 경우 저장기간 동안 130 unit이 증가하여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고 HW 처리구가 50 unit이 증가하여 가장 낮은

활성을 보였다. PPO 활성은 저장 2일차 까지는 처리구들

간에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저장 4일차 이후부터는

처리구에 따라 PPO 활성 값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저장

Fig. 1. Change of PPO activity of fresh-cut potato using combination
treatment during storage at 5℃.

CW: dip in the cold water for 30 sec at 4℃.
HW: dip in the water for 60 sec at 55℃.
AA: dip in the ascorbic acid 0.1% solution for 60 sec at 4℃.
HA: dip in the water ascorbic acid 0.1% solution for 60 sec at 55℃.

6일차 이후 부터는 열처리구 HW가 저장기간 동안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HA 처리구는 저장일수가 6일이상 경

과하였을 때 대조구와 AA 처리구에 비하여 낮은 값을 나타

내었다. 55℃에서 60초 동안 열처리를 실시한 HW 처리구가

저장기간 동안 전반적으로 PPO 활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HA 처리구의 PPO 활성이 HW 처리구 보다

는 저장 중약간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완만한 변화

를 보였다. 열처리와 갈변 억제제의 병용 처리 조건이 PPO

효소 활성 값이 처리조건 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대조구나 다른 처리구와 비교하여 저장기간 동

안 가장 완만한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볼 때 PPO 효소의

활성을 억제 및 ascorbic acid의 환원제 역할을 동시에 작용

하게 하여 갈변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PAL 활성 변화

PAL 활성은 Fig. 2와 같이 저장기간 동안 증가와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는데 AA 처리구는 저장 2일째, HA 처리구는

저장 4일째 가장높은 활성을 보였다. HW 처리구는 저장기

간 동안 다른 처리구보다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열처리로 인한 효소의 활성이 억제된 것으로 생각된다.

PAL은 감자의 갈변에서 가장먼저 일어나는 효소작용으로

L-phenylalanine이 trans-cinnamic acid로 전환되고 이렇게

생성된 trans-cinnamic acid가 phenylpropane으로 복잡한 페

놀 화합물의 구성 원료가 된다. 감자에서 발생한 상처와

에틸렌 가스는 trans-cinnamic acid의 생성을 촉진하여 제2

차 효소작용을 유발하고 결국에는 페놀화합물과 새로운

성분들이 합성된다(9). PAL은 매우 중요한 조절 효소로

영양소, 빛, 균의 감염, 상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내부 및

외부 요인에 의해 활성이 조절된다. AA 처리구와 HA 처리

구는 대조구와 열처리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Fig. 2. Change of PAL activity of fresh-cut potato using combination
treatment during storage at 5℃.

CW: dip in the cold water for 30 sec at 4℃.
HW: dip in the water for 60 sec at 55℃.
AA: dip in the ascorbic acid 0.1% solution for 60 sec at 4℃.
HA: dip in the water ascorbic acid 0.1% solution for 60 sec at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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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orbic acid의 외생적 처리는 PAL의 효소 활성을 증가시

킨다는 보고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19).

총 페놀 함량 변화

총 페놀 함량(Fig. 3)은 저장 초기 CW가 59.7 mg/100

g을 나타내며 가장높게 나타났고 저장 10일째 31.6 mg/100

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AA 처리구는 저장 8일까지 다른

처리구보다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HA 처리구는 저장

4일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Hwang 등(20)

은 저장 중 총 페놀 함량의 증가는 화학적 처리할 경우

일어나는 현상으로손상 조직의 치유를 위한 자연적인 기구

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저온

저장 중 PAL의 활성에 의해서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1), Kang 등(22)은 열처리 시 PAL 활성을 감소시켜

PAL에 의한 페놀 화합물의 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아 페놀

화합물의 함량 변화가 억제된다는 보고하였는데본 실험의

HW와 HA 처리구는 저장기간 동안 CW와 비슷한 함량을

보여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저장 10일째 낮은

총 페놀 함량은 PPO의 기질로 작용하여 소모된 것으로

이로 인해 PPO의 활성은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Fig. 3. Change of total phenolic content of fresh-cut potato using
combination treatment during storage at 5℃.

CW: dip in the cold water for 30 sec at 4℃.
HW: dip in the water for 60 sec at 55℃.
AA: dip in the ascorbic acid 0.1% solution for 60 sec at 4℃.
HA: dip in the water ascorbic acid 0.1% solution for 60 sec at 55℃.

경도, 중량감소율, 가용성 고형분 함량, 수분함량 변화

감자의 저장 중 경도, 중량 감소율, 가용성 고형분 함량,

수분 함량 변화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경도는 저장 초기

모든 처리구가 35~37 N로 비슷한 값을 나타내다가 저장

2일째 CW 처리구의 초기 경도 36.53 N에서 저장 2일째

37.14 N으로 다른 처리구의 감소하는 경향과는 반대로 증

가하였다. 이러한 경도의 일시적인 증가는 신선 과채류를

절단할 경우손상된 조직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phenol성

화합물의 복구 활동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23)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고, 다른 처리구의 저장 2일째 경도 감소는 감자

의 조직이 갈변억제 처리로 인해 상처 회복 능력이 지연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저장기간 동안 경도는 30 N 대를

머물며 처리구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고 조직감을 유지

할 수 있었는데 이는 저온에서 저장하면 과실의 경도는

높게 유지된다는 보고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24). 저장 기간

동안 감자의 중량 감소율은 저장 2일째까지 중량의 변화가

미미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증가하였으나모든 처리

구에서 저장 기간 중 1.0% 미만을 유지하여 품질에영향을

미칠만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용성 고형

분의 함량은 저장 기간 동안 2.7~3.1˚Brix로 나타났으며 각

처리구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저장 초기에 비해

저장 10일째 가용성 고형분 함량이 약간 증가하였는데 이

는 저장 중 표면의 수분 증발에 따른 현상으로 보인다. 감자

의 저장 기간에 따른 수분함량의 변화는 처리구간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저장기간 동안 80~83% 정도의 수분함

량을 보였는데이는 감자, 고구마, 피망, 당근은 온도에 상관

없이 저장기간 동안 수분함량에 있어서 유의적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는 보고(25)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2. Change in the hardness, weightloss, soluble solids content
and moisture content of fresh-cut potato using combination
treatment during storage at 5℃

Days CW1) HW2) AA3) HA4)

Hardness
(N)

0 36.53±2.11
a5)

37.18±2.51
a

35.84±1.58
a

35.75±5.40
a

2 37.14±1.36a 34.06±2.99a 34.50±3.05a 33.29±0.88a

6 34.83±1.32b 33.81±1.35ab 36.39±1.58b 37.84±2.74a

10 33.85±0.62
ac

36.02±0.94
ab

37.72±0.57
a

32.55±2.38
c

Weightloss
(%)

0 0.00±0.00
a

0.00±0.00
a

0.00±0.00
a

0.00±0.00
a

2 0.15±0.11a 0.14±0.23a 0.16±0.14a 0.16±0.15a

6 0.34±0.29a 0.32±0.11a 0.39±0.43a 0.39±0.22a

10 0.53±0.30
a

0.57±0.11
a

0.68±0.33
a

0.70±0.43
a

Soluble
solids

content
(°Brix)

0 2.87±0.12
b

3.00±0.00
a

2.80±0.00
b

3.00±0.00
a

2 3.00±0.00a 2.90±0.10ab 2.77±0.15b 2.93±0.12ab

6 3.00±0.00a 3.00±0.00a 3.00±0.00a 3.00±0.00a

10 3.07±0.06
a

3.13±0.56
a

3.10±0.00
a

3.13±0.23
a

Moisture
content (%)

0 80.88±0.63
b

82.27±0.21
a

82.49±1.16
a

83.08±0.46
a

2 81.29±4.17a 82.35±0.72a 82.14±1.73a 82.64±1.82a

6 81.53±0.71bc 82.84±0.16ab 81.13±0.50c 83.95±1.47a

10 82.50±1.09
a

81.89±1.61
a

81.51±0.76
a

82.09±1.32
a

1)CW: dip in the cold water for 30 sec at 4℃.
2)HW: dip in the water for 60 sec at 55℃.
3)AA: dip in the ascorbic acid 0.1% solution for 60 sec at 4℃.
4)HA: dip in the water ascorbic acid 0.1% solution for 60 sec at 55℃.
5)Values in a column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hange in quality attributes of fresh-cut potatoes with heat and browning inhibitor treatment during storage 391

일반세균수 변화

갈변억제 처리를 달리한 신선편이 감자의 저장 중 일반

세균수를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저장 초기 HA 처리

구가 2.7 log CFU/g로 가장 높았고 HW 처리구가 2.5 log,

CW와 AA 처리구가 2.1 log CFU/g을 나타내었다. 저장기간

4일까지 CW 처리구는 2 log CFU/g을 나타내며 다른 처리구

에 비해 낮은 변화를 보였지만 저장 6일째부터는 다른 처리

구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며 증가하였고 저장 10일째 HA

처리구가 저장 초기보다 1 log 증가하며 다른 처리구보다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절단된 감자를 3℃에서 저장

시 저장 6일까지 모두 6 log CFU/g 이하를 나타내었고,

10℃에서 저장할 경우 저장 4일을 기준으로 크게 증가한다

는 선행연구 보고(26)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Fig. 4. Change of aerobic plate count of fresh-cut potato using
combination treatment during storage at 5℃.

CW: dip in the cold water for 30 sec at 4℃.
HW: dip in the water for 60 sec at 55℃.
AA: dip in the ascorbic acid 0.1% solution for 60 sec at 4℃.
HA: dip in the water ascorbic acid 0.1% solution for 60 sec at 55℃.

관능평가

갈변억제 처리에 따른 저장 중 감자의 표면색, 향, 조직감,

종합적 기호도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

다. 저장 6일째 처리구별 신선편이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대조구의 경우 2.9, AA는 3.8, HW는 3.1이었으며 ascorbic

acid와 중온 열처리를 실시한 병용처리구인 HA는 3.3점을

나타내었으나 처리구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저장 10일째 HA 처리구는 다른 처리구와 비교하여 유의성

은 나타내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기호도는 3.0으로 가장 높

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처리구 모두 갈변현상이 육안으로

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저장 6일까지도 표면에 수분이 유지

되었다(Table 3). 저장 0일, 2일째까지는 대조구에 비하여

CW 처리구가 병용처리구 HA 보다 관능적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저장 6일째부터는 대

조구 CW에 비하여 AA 처리구와 HA 처리구가 전반적인

기호도가약간높게 나타났다. 저장 10일째에는 대조구 CW

와 HW, AA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2.6이었으나 병용처리구

Table 3. Sensory properties of fresh-cut potato using combination
treatment storage at 5℃

Days CW1) HW2) AA3) HA4)

Color

0 4.4±0.70
a5)

4.5±0.53
a

4.2±1.14
a

3.7±1.06
a

2 4.3±0.48
a

3.1±0.74
b

4.2±0.63
a

3.4±1.17
b

6 2.6±0.70b 3.0±0.67ab 3.5±0.85a 3.2±0.92ab

10 2.6±0.52a 2.5±0.71a 2.5±0.85a 3.0±0.67a

Flavor

0 3.8±0.63
a

3.7±0.95
a

3.4±0.84
a

3.8±0.79
a

2 3.7±1.06
a

3.9±0.88
a

3.7±1.06
a

3.9±0.88
a

6 3.5±0.85a 3.3±0.82a 3.7±0.67a 3.4±0.67a

10 2.5±0.53a 2.8±0.63a 2.5±0.71a 2.8±0.63a

Texture

0 4.0±0.67
a

4.2±0.63
a

3.9±0.74
a

4.1±0.88
a

2 4.3±0.67
a

4.0±0.94
a

4.3±0.67
a

4.4±0.70
a

6 3.0±0.67a 3.3±0.67a 3.4±0.84a 4.3±0.82a

10 3.2±0.42a 3.0±0.82a 3.4±0.97a 3.5±0.71a

Overall
acceptance

0 4.0±0.82
a

4.3±0.82
a

4.3±0.82
a

3.8±0.92
a

2 4.0±0.82
ab

3.2±0.63
a

4.1±0.74
a

3.5±1.27
ab

6 2.9±0.57b 3.1±0.57b 3.8±0.63a 3.3±0.82ab

10 2.5±0.52a 2.6±0.70a 2.6±0.84a 3.0±0.67a

1)CW: dip in the cold water for 30 sec at 4℃.
2)HW: dip in the water for 60 sec at 55℃.
3)AA: dip in the ascorbic acid 0.1% solution for 60 sec at 4℃.
4)HA: dip in the water ascorbic acid 0.1% solution for 60 sec at 55℃.
5)Values in a column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5. Color change of fresh-cut potato using combination
treatment during storage at 5℃.

CW: dip in the cold water for 30 sec at 4℃.
HW: dip in the water for 60 sec at 55℃.
AA: dip in the ascorbic acid 0.1% solution for 60 sec at 4℃.
HA: dip in the water ascorbic acid 0.1% solution for 60 sec at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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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의 전반적인 기호도는 3.0이었으며 이 때 유의적인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관능적 특성면에서 저장초기 보다 저

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열처리나 갈변억제제 처리, 또는 병

용처리한 처리구가 대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나 산업화의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신선편이 감자제품의 최소가공 공정에서 열처리와 갈변

억제제처리를 적용하여 저장 중 갈변 억제와 유통기한 연장

에 따라 품질을 증진시키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저장

기간 동안 감자의 표면색을 측정한 결과 L값은 AA 처리구

가 가장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L값과 △E값은 HA 처리구

가 저장기간 동안 가장 낮은 변화폭을 나타내었다. PPO

활성 변화는 HA 처리구가 저장기간 동안 다른 처리구에

비해 완만한 증가를 나타내며 효소 활성이 억제됨을 보였고

PAL 활성 역시 PPO 활성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경도

는 저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처리구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중량 감소율은 저장기간

이 지날수록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저장 10

일째 1.0% 미만으로 품질에큰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가용

성 고형분 함량과 수분함량 역시 경도와 마찬가지로 저장기

간 동안 처리구별큰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관능평가 결과

향과 조직감은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지만 표면색과 종합적 기호도에서 HA 처리구가 저장 10일

째 3점을 나타내며 다른 처리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저장 중 감자 외관을 관찰한 결과모든처리구의

갈변현상이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저장 6일까지도 표

면에 수분이 유지되었다. ascorbic acid와 열을 병용처리한

신선편이 감자는 10일의 저장기간 동안 상품성을 잃지 않

아 저장 중 갈변을 억제하고 고유의 품질특성을 유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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