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47, No. 6, pp. 733~737 (2015)

http://dx.doi.org/10.9721/KJFST.2015.47.6.733

733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나노 TiO2를 적용한 식품 포장 필름 개발 및 콩나물의 이취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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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Packaging and Removal of Off-flavor from Soybean Sprouts

Yeonwook Choi, Kyu Bae Jeon, Kihyeon Song, and Jai Neung Kim*

Department of Packaging, Yonsei University

Abstract For testing the ultraviolet (UV)-blocking property of functional films coated with Nano-TiO
2
 particles, UV-Vis

spectra of oriented polypropylene (OPP) films uncoated and coated with TiO
2
 of 3% and 5% in Polyurethane (PU) and

polyvinyl butyral (PVB)-Cellulose binders were measured. The result of UV-Vis analyses showed that the film coated with
5% TiO

2
 in PVB bind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UV protection of 90% compared with the film uncoated. Also The

result of The photodegradation of methylene blue (MB), OPP films coated with 5% in both PU and PVB binders had a
high photocatalytic activity for MB degradation.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developed functional film coated with Nano-
TiO

2
 particles, fresh soybean sprouts were used. Nano-TiO

2
 coated film was observed to decompose the off-flavor

produced by soybean sprouts within packages during distribution, but uncoated film did not. Therefore, Nano-TiO
2
 coated

film package could give the greatest effect in extending the shelf life of soybean spro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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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 포장이란 유통과정 중 식품의 가치와 상태를 보호하고 사

용의 편의와 판매의 촉진을 부여하는 포장 기술이다. 적합하지

않은 포장 내의 식품은 유통 중에 수분이나 산소, 빛의 영향으로

색이 변질되고 지방과 중요한 비타민이 산화될 수 있다. 또한 각

종 미생물이 성장하여 악취가 나고, 빠르게 부패하게 된다. 따라

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적합한 포장 기술이 식품 산업에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1).

국내의 주요 소비 식품 중 하나인 콩나물은 고려시대 이전부

터 식용으로 이용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식품이며 배추, 무 다

음으로 섭취량이 높은 대중적 식품으로 그 수요와 공급량이 점

차 늘어나고 있다(2). 그러나 유통 중 콩나물은 여러 원인으로 변

질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적절한 포장 방법을 찾지 못하

고 있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콩나물용 포장재로는 polypropylene (PP), polyethylene (PE),

cast polypropylene (CPP), orientied polypropylene (OPP) 등이 사

용되고 있으나 아직 콩나물 포장에 적합한 필름의 종류 및 두께,

천공 비율 등 콩나물 포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현재 포장

콩나물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투명한 필름을

사용하는데, 이는 빛이 투과되어 엽록소가 형성되고 콩나물의 자

엽이 녹화되는 현상을 일으키며 또한 콩나물의 호흡에 따른 산

소의 소모로 인해 포장 내부 기체 조성이 혐기적 조건으로 변화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악취가 발생한다(3-4).

현재 다양한 광촉매 물질이 연구되고 있지만,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 물질이거나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형태가 많아 사용상 제

약이 많다. 하지만 TiO
2
는 식품첨가제로 사용할 만큼 인체에 무

해하고 화학·물리적으로 안정하여 자주 이용되고 있다(5-6). 나

노 무기광촉매인 TiO
2
는 빛을 받으면 강력한 산화 기능을 발현

시키므로 이취 성분인 acetaldehyde 등 유기물의 분해와 자외선

차단 효과가 우수하다(7). 따라서 콩나물 포장에 응용 시 유통 중

콩나물 품질의 문제점인 이취 제거, 콩나물 자엽부의 청변 억제

등의 품질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촉매 효과가 탁월한 나노 콜로이달 TiO
2
를 이

용하여 콩나물 포장에 사용되고 있는 OPP 필름에 직접 코팅하여

새로운 기능성 포장재를 개발하였고, 앞서 언급한 콩나물의 문제

점인 자엽부의 청변에 대한 억제 효과와 콩나물 내에서 발생하는

이취 성분인 acetaldehyde 감소 효과에 대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콩나물(Pulmuone Co., Eumseong, Korea)은 운반

하여 당일 사용하였으며, 콩나물의 평균길이는 12±0.5 cm이고 무

게 1.5±0.4 g이었다. 포장 소재는 콩나물 포장재로 사용되고 있

는 OPP 필름을 사용하였으며, 두께 30 um의 OPP 필름(Juwin

PNB Co., Ansan, Korea) 을 사용하였다.

코팅액은 고형분 10% 나노 콜로이달 TiO
2
를 농도별 특성을 위

하여 ethyl alcohol로 희석하여 3%와 5% (v/v)의 농도로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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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제조된 TiO
2
와 바인더는 100 mL씩 혼합하여 입자 분산기

(Ika-werke GmbH Co., Staufen, Germany)를 사용하여 7000 rpm

에서 1시간 동안 분산하였다. 각각의 농도별로 제조된 코팅액은

OPP 필름(250 mm×300 mm)에 코팅하였으며, 코팅 방법은 자동

도공기 ComateTM 3000 (Kipae Co., Hwasung, Korea)에 미리 절

단한 필름 시편을 정착시킨 후, 제조된 코팅액 3 mL를 스포이드

로 필름에 도포시켜 22.9 µm의 셀 크기를 갖는 바코터(Kipae Co.,

Hwasung, Korea)를 이용하여 100 mm/s의 속도로 코팅하였다. 제

조된 코팅 필름은 50oC의 건조 오븐(Hanback Co., Ansan, Korea)

안에서 2시간 동안 건조 후 3일 동안 실온에서 다시 건조하였다.

또한, 광분해 실험에는 methylene blue (MB, C
16

H
18

N
3
SCl·

3H
2
C) (Samchun Co., Seoul, Korea)을 사용하였고, MB 용액을

제조할 때는 2차 증류수(Human Co., Seoul, Korea)를 용매로 사

용하였다

나노 TiO
2 
코팅 필름의 기계적 특성 분석

나노 TiO
2
 코팅 필름의 기계적 특성을 고찰하기 위해 필름의

인장강도, 신장률, 열접착강도를 측정하였다. 인장강도 및 신장률

실험은 KS A 1055에 따라 시편을 절단하여 UTM (Daekyeung

Co., Incheon, Korea)을 이용하여 측정을 하였다. 시편을 표본에서

3개를 채취 후 시편의 중심에서 양쪽으로 20 mm 위치에 표점을

긋고 표점기에 맞추어 시험기의 클림프에 시험편을 끼운 후 시

편의 두께를 측정하고, 시편의 최대 절단 하중을 측정하였다. 인

장속도는 15±0.5 mm/min로 하여 인장강도를 계산 후 표점 거리

를 측정하여 신장률을 계산하였다.

열접착강도는 시편을 50 mm×150 mm로 자른 후 코팅 면이 내

면으로 오도록 반을 접어 반자동식접착기(Kumkang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sealing time을 level 5, cooling time을 level 4

로 하여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접착된 필름의 양쪽 면을 각각 클

림프에 고정시킨 후, 인장속도를 15±0.5 mm/min로 하여 최대 박

리 하중을 측정하였다.

나노 TiO
2 
코팅 필름의 표면 분석

나노 TiO
2
 코팅 필름의 표면 분석은 코팅 필름 표면에 농도별

로 제조된 나노 TiO
2
와 바인더의 분산 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각각의 샘플을 채취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FESEM (Hitachi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측정을 하였다.

나노 TiO
2
 코팅 필름의 자외선 차단력

나노 TiO
2 
코팅 필름의 자외선 차단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UV/

visible 분광 광도계(Mecasys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필름

의 자외선 차단력 측정을 하였다. 농도별로 제조된 나노 TiO
2
 코

팅 필름에서 각각 5개의 샘플(10 mm×50 mm)을 채취하여 자외선

부터 가시광선까지의 영역인 200-700 nm에서 transmitance를 측정

하였고, step (측정간격)은 10 nm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콩나물 포장재 제조

콩나물을 이용한 자엽부 색상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제조된

코팅 필름(250 mm×300 mm)을 반자동식접착기(Kumkang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sealing time을 5, cooling time을 4로

하여 3면 입방 열접착 후 콩나물 100 g을 제조된 포장재에 넣은

후 투입구를 다시 열접착하여 콩나물을 포장하였다.

콩나물 자엽부 색상변화 측정

콩나물 자엽부 색상변화 측정은 총 216개의 샘플을 단위 포장

한 후 48시간 동안 저장하면서 6시간 주기로 콩나물 자엽부를 3

회씩 측정하였다. 그 후 직접 제조한 상자 안에서 UV-lamp

(Sankyo Denki Co., Kanagawa, Japan)를 조사하였다.

UV-lamp는 365 nm의 주파장대를 갖는 빛을 방사하는 40 W 형

광등 1개를 이용하여 샘플에서 약 20 cm 떨어진 샘플 상부에서

광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상자 안의 내부 온도는 약 25oC로 일

정하게 유지하였고, 색차계(Konica Minolta Inc., Tokyo, Japan)를

사용하여 L값, a값, b값을 각각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

록하였다. 또한, 코팅을 하지 않은 OPP 필름 샘플을 대조구로 사

용하였다.

나노 TiO
2 
코팅 필름의 광분해성 측정

나노 TiO
2 
코팅 필름의 광분해성 측정을 위하여 MB를 사용하

여 광분해성을 측정하였다. 광분해 실험용으로 사용되는 MB는

증류수와 혼합하여 액상을 만든 후, 10 ppm을 정량으로 사용하

였다. 액상의 균일한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magnetic bar를 이용

하여 교반기(MTOPS Co., Yangju, Korea)로 30분 동안 교반을 시

킨 후 petridish에 MB 용액 20 mL를 넣고 제조된 필름샘플(50

mm ×50 mm) 4장을 MB 용액에 침지시킨다. 그 후 직접 제조한

상자 안에서 UV-lamp를 조사하였고 UV-lamp는 365 nm의 주파장

대를 갖는 빛을 방사하는 40 W 형광등 1개를 이용하여 샘플에서

약 20 cm 떨어진 샘플 상부에서 광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MB

용액의 색상변화는 색차계를 사용하여 30분 주기로 3시간동안

MB 용액 색상의 L값, b값을 각각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또한, 코팅을 하지 않은 OPP 필름 샘플을 대조구로

사용하였다.

Table 1. GC operating condition for the analysis of volatile

compounds

Gas chromatography

Instrument
Agilent 6890N
(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 Clara, USA)

Column DB-1, 30 m× 0.53 mm×1.5 µm

Carrier gas Nitrogen (20 mL/min)

Injector temp. 230oC

Detector temp. 250oC

Oven temp. 40oC for 5 min, 10oC/min, 210oC for 3 min

Fig. 1. The effect of binder type and concentration without TiO
2

on uv/vis trans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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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TiO
2
 코팅 필름의 이취 성분 제거

나노 TiO
2
 코팅 필름의 이취 성분 제거는 콩나물에서 발생하

는 이취 성분인 acetaldehyde를 제거하는 실험으로써 GC (Agilent

Technologies Inc., Santa Clara, USA)를 이용하였다. 이 실험은 1

L의 용기 안에 코팅 필름(250 mm×100 mm) 5장을 넣고 다시 콩

나물 150 g을 넣은 후 직접 제조한 상자 안에서 UV-lamp를 조

사하였으며, 내부 온도는 25oC로 일정하게 유지시켰다. UV-lamp

는 365 nm의 주파장대를 갖는 빛을 방사하는 40W 형광등 1개를

이용하여 샘플에서 약 20 cm 떨어진 샘플 상부에서 광 조사를

받도록 하였다. 이취 성분에 대한 분석에는 순도 85%의 acetal-

dehyde (Kanto Co., Tokyo, Japan)는 이취 성분의 주요소로 사용

되었고, 순도 99.5% acetone (Duksan Co., Ansan, Korea)은 stan-

dard calibration curve 작성 시 acetaldehyde의 희석을 위해 사용되

었다. 실험은 총 8일 동안 진행되었고 24시간 마다 gastight

syringe (Hamilton Co., Reno, USA)를 사용하여 상부 헤드스페이

스의 gas를 1,000 µL를 채취하여 GC의 injection part에 주입하여

용기 안에서 콩나물 이취 성분인 acetaldehyde 양의 감소율을 대

조구와 비교 값을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 값을 기록하였으며,

GC 분석기기 조건은 Table 1과 같다.

결과 및 고찰

나노 TiO
2 
코팅 필름의 자외선 차단력 분석

나노 TiO
2 
코팅 필름의 자외선 차단력은 TiO

2
 코팅 유무에 따

Fig. 2. Color value change of soybean sprouts head packaged in 3%, 5% TiO
2
 coated film exposed to UV (365 nm)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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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큰 차이를 보였다. 또한 3% 보다 5% TiO
2
에서 자외선 차단

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iO
2
 농도 차이 외에 바인

더 자체가 자외선 차단력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도 알 수 있었

다(Fig. 1). 바인더 선정 시 고려하였던 점은 PU는 현재 필름 코

팅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바인더로 필름부착력과 상용성이

좋지만 자체의 목적이 UV차단이 아닌 바인더이고, 나머지 바인

더인 PVB는 제품의 용도로 쓰이진 않지만, 자외선 차단력이 있

는 바인더라서 TiO
2
 영역을 커버하기 위하여 자외선 차단력이 있

는 PVB를 이용함으로 UV 차단에 synergy 효과를 나타내는 것

을 볼 수 있으므로 PVB 바인더를 선정하였다. PVB는 현재 차

량유리용 접착제로 사용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UV 차단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8).

콩나물 자엽부 색상변화 실험

콩나물 자엽부 청변현상이란 자엽부의 색상이 노란색에서 녹

색으로 점점 변화되는 과정으로 청변이 발생하였다고 말한다. 콩

나물 자엽부 색상변화 실험은 상온에서 대조구와 나노 TiO
2
 코

팅 필름 적용 시 콩나물 자엽부의 색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48시간 동안 6시간 주기로 콩나물 자엽부 색상을 측

정한 결과 대조구의 콩나물은 12시간 이후부터 L값이 점차 감소

하였고, 코팅 필름의 경우는 24시간 이후부터 자엽부의 색상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자외선에

의해서 명도가 어두워졌기 때문에 L값은 점차 감소하는 것이고

(Fig. 2A, 2B). a값도 red에서 green색상으로 가까워 졌기 때문에

결과 값은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Fig. 2C, 2D). b값 또

한 yellow 색상에서 blue 색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값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E, 2F).

나노 TiO
2
 코팅 필름의 자외선 차단 효과로 인하여 콩나물 자

엽부의 청변 현상을 방지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콩나물의 선도

유지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MB를 이용한 나노 TiO
2
 코팅 필름의 광분해성 측정 결과

MB는 티아진(thiazine) 골격을 갖는 파란색 광택의 염기성 염

료로서 테트라메틸티오닌 염화물이며, TiO
2
 광촉매 특성 중 광분

해성 실험에서 분해물질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물질이다(9). 실

험은 180분 동안 UV를 조사시키고 30분마다 색차계로 L값과 b

값을 측정하였는데 30분 후부터 대조구에 비하여 코팅 필름이 담

겨 있는 MB 용액의 색상은 급격하게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광촉매 반응을 하는 나노 TiO
2
가 필름에 코팅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이 변했다고 설명할 수 있다. TiO
2
는

빛을 받으면 입자 표면에서 강력한 산화물질인 OH 라디칼과 슈

퍼옥사이드를 발생하여 유해물질을 분해하여 L값, b값은 점차 높

아지게 된다(Fig. 3). TiO
2
농도가 3%와 5%일 때 실험에 사용되

어진 샘플에는 0.09, 0.15 mL의 TiO
2
가 첨가되어 있었다. 실험에

사용된 TiO
2
의 양은 미량이었으나 단 시간 안에 MB가 분해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amazaki and Nakamura(10)도 TiO
2
의 양이 늘어날수록 광분해

성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다고 확인하였다.

Fig. 3. Color value change of methylene blue on 3%, 5% TiO
2
 coated films exposed to UV (365 nm)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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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TiO
2
 코팅 필름을 이용한 콩나물에서 발생하는 이취 성

분인 acetaldehyde 감소효과 실험 결과

나노 TiO
2
 코팅 필름에 의한 콩나물에서 발생하는 이취 성분

인 acetaldehyde 감소량을 측정한 결과, 실험개시 일부터 3일째

되는 날까지는 acetaldehyde가 GC에 검출되지 않았으나 그 후부

터 8일 까지는 acetaldehyde가 검출되었다. 대조구나 나노 TiO
2

코팅 필름을 투입한 실험구에서 모두 acetaldehyde가 발생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발생량에서 대조구와 나노 TiO
2
 적용 실

험구에서 acetaldehyde 농도에 차이가 있었다(Fig. 4).

대조구에서는 8일까지 acetaldehyde가 평균 5.85 ppm이 검출되

었고 나노 TiO
2
를 3% 농도로 코팅한 필름을 적용한 실험구에서

는 5.27 ppm, 나노 TiO
2
를 5% 농도로 코팅한 필름을 적용한 실

험구에서는 5.08 ppm이 검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비추어 볼

때 나노 TiO
2
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acetaldehyde의 분해량이 증가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이는 나노 TiO
2
가 적용된 필름이 이취 성

분을 효과적으로 분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TiO
2
 코팅 필

름을 콩나물에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이취 성분인 acetaldehyde

를 광분해 함으로써 콩나물의 선도를 보다 오래 유지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나노 TiO
2 
코팅 필름은 식품 포장재에서 많이 사용하는 PU와

PVB-cellulose 두 가지 바인더에 나노 콜로이달 TiO
2
를 각각 3%

와 5%의 농도로 혼합제조하여 OPP 필름에 코팅하였다. PVB 바

인더로 코팅한 필름이 PU 바인더(3%와 5%)보다 불균일하게 필

름에 코팅이 되었다. 그러나 청변현상 방지 실험과 광분해 실험

에서는 필름 코팅 상태와 상관없이 선도 유지 효과가 나타났다.

MB를 사용한 광분해성 효과 측정 실험에서 나노 TiO
2
의 광촉매

반응으로 인해 초기 30분부터 MB가 분해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콩나물 포장재 내에서 혐기성 호흡으로 발생하는 이취인 acetal-

dehyde는 나노 TiO
2
 코팅 필름이 대조구에 비해 농도가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발된 나노 TiO
2
 코팅 필름으로 콩

나물의 청변 현상과 이취 제거로 인해 콩나물의 보관 수명을 연

장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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