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OREAN J. FOOD SCI. TECHNOL. Vol. 48, No. 3, pp. 247~255 (2016)

http://dx.doi.org/10.9721/KJFST.2016.48.3.247

247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통합세척시스템 활용시 포장재 종류별 세척감자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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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ackaging materials on quality characteristics of washed
potatoes such as Hunter’s a value, chlorophyll and potato glycoalkaloids (PGA) content during their storage for 15 days.
Packaging methods were evaluated into five ways: no packaging (NP, positive control), paper bag (PB, negative control),
onion net (ON), transparent oriented to polypropylene without hole (TP), opaque oriented polypropylene with 4 holes (OP).
Hunter’s a values of washed potatoes showed minus in NP and TP after 12 days storage, whereas all plus values were
observed in those of PB, ON, and OP. Total chlorophyll content of washed potatoes was the highest in no packaging at
15 days after storage. The PGA content of washed potatoes showed low levels in flesh part (below 5 mg/100 g · FW) as
well as in peel part (4.5-9.3 mg/100 mg · FW) in all packagings up to 15 days after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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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감자(Solanum tuberosum L.)는 쌀, 밀, 옥수수와 함께 세계 4대

식량작물로 전세계 150여국에서 연간 2억 4천만-3억 3천만 톤이

생산되고 있으며, 비타민 C 함량이 사과의 6배 이상 높고, 칼륨

등 무기질 함량이 풍부하여 다양한 식품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1-4).

최근 식품 소비 성향이 간편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세척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

도가 급상승하고 있다(5). 소비자들의 농산물 구매 패턴이 편리

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바뀌면서 감자의 유통도 흙감자 형태에

서 포장재만 개봉하면 바로 요리에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이 제

고된 세척감자 형태로 급속히 변화될 것으로 예측된다(6).

일반적으로 감자는 현재 대형마트나 재래시장에서 유통 및 판

매시 자연광 또는 형광등 등 빛에 노출되면 표면이 녹화(greening)

되어 소비자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7).

생산 감자 중 녹화된 감자의 비율은 약 14-17% 정도로 높아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8,9). 감자의 녹화는 괴경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껍질부분에 엽록소를 생성함으로써 발

생하는데(10-14), 심한 녹화는 독소 성분인 글리코알카로이드(potato

glycoalkaloids, PGA)의 생성을 촉진할 가능성이 높다(8,15,16).

PGA 성분은 적은 양(15 mg/100 g · FW 이하)에서 감자 특유의 향

과 아린 맛을 나타내지만 고농도에서는 구역질, 혼수상태, 심지

어 죽음을 초래할 수 있어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청(FDA)에서 20 mg/

100 g · FW 이하로 엄격히 함량을 제한하고 있다(9,17,18). 또한

PGA는 빛, 온도, 상처,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생

합성 되며, 특히 빛의 질, 빛의 강도 및 노출 기간 등이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9). 이러한 점에서 녹화 감자

발생율과 PGA 함량 증가는 흙감자에 비해 세척감자에서 높아질

우려가 있어 선별, 포장 및 유통 과정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8,9).

한편, 우리나라 감자 유통시장에서는 20 kg 규격의 박스 판매

가 가장 보편적이나 핵가족화 추세로 5 kg 이하의 종이 상자 또

는 플라스틱 필름 형태의 소포장 유통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4).

특히 사과 또는 어린잎 채소의 경우 소포장 유통이 일반화되어

있는데, 염소수, 오존수 등 전처리제를 사용하여 세척한 후 PE

필름에 담아 판매함으로써 깨끗하고 편이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구매패턴에 부응하고 있다(20,21).

감자 유통과정에서 상품성 유지를 위해서는 녹화와 PGA 생합

성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수적이며, 이를 유발하는 광

을 차단하거나 투과를 줄일 수 있는 포장재의 선택이 중요하다

고 하였다(22,23). 포장대 내의 호흡에 의해 생성된 이산화탄소

(CO2)를 밖으로 배출시키고 산소(O2)는 적절히 유입되게 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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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투과성이 있는 포장재를 선택해야 하는데, 종이봉투, 양파망,

필름재로 low-density polyethylene (LDPE), high-density polyeth-

ylene (HDPE), ethylene vinyl acetate (EVA), oriented polypropy-

lene (OPP) 등이 이용되고 있다(23).

최근 들어 적정 포장재 선발을 위한 포장재 종류별 품질 평가

연구가 상추(24), 숙주나물(25), 토마토(26), 브로콜리(23) 등 다양

한 농산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재까지 세척감자의

소포장재에 대한 품질평가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척감자의 적정 포장재를 선발하기 위

해 5처리의 포장재별 기체조성, 중량감소, 녹화정도, 엽록소함량,

PGA 함량 등 품질변화와 선호도를 비교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깨끗하고 편의성을 지니면서 소포장 단위의 상품

성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세척감자의 적정 소포장재 개발

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된 감자(Solanum tuberosum L.)는 ‘수미’ 품종으로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해발고도 560 m) 시험포장에 2014년 4월

23일에 정식하여 7월 29일에 수확하였고, 농촌진흥청 감자 표준

재배법에 준하여 수행하였다(4). 수확 후 빛이 차단된 저장고(20oC,

80% RH)로 옮겨 10일간 큐어링(상처치유) 처리를 하였다. 큐어

링이 끝난 감자를 선별한 후 통합세척시스템을 이용하여 세척과

건조를 하였다(Fig. 1). 세척과정은 살균세척으로 학교급식 위생

관리 지침서(27)에 따라 염소계 살균제인 차아염소산나트륨(pH

6.5-7.0, sodium hypochlorite, Yuhan Co., Seoul, Korea) 100 mg/

L에 5분간 침지하여 살균처리 한 후, 세척시스템을 활용하여 지

하수에 3회 세척하여 염소 냄새를 제거하였다. 모든 세척과정이

끝난 후 열풍건조시스템을 이용하여 60oC에서 250 rpm으로 건조

시킨 후 플라스틱 박스에 담아 2일간 음건하였다.

세척감자의 포장재 처리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약 120±10 g

의 괴경을 5개씩 각각 포장재별 담았다. 포장재로 빛에 완전히

노출된 무포장(NP, positive control)과 빛이 투과되지 않는 종이봉

투(PB, negative control) 등 2처리(대조구)와 양파망(ON), 무공 투

명비닐백(TP), 유공불투명비닐백(OP) 등 3처리 등 모두 5처리를

하였다(Fig. 2). 연질폴리프로필렌필름 포장재는 (주)삼영화학(Seoul,

Korea)에서 제조한 SPP 필름(Soft polypropylene film bag)으로 두

께는 80 µm이며, 규격은 20.8×26.2 cm로 열접합하여 사용하였다.

유공필름은 앞쪽에 2개, 뒤쪽에 2개 총 4개의 천공(pore size=1.0

cm)로 하였다.

이 기간동안 온도조건은 23.8±0.7oC이었으며, 온도측정기(Data-

logger spectrum 1000-B2N, Veritequ Instruments Inc., Richmond,

Canad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광량조건은 11.2±0.6 µmol·m2·

s1이었으며, 광도는 광량센서(Quantum sensor Model LI-185B, Li-

Cor, Inc., Lincoln, NB, USA)를 이용해서 400-700 nm 범위에서

photon flux density (PPFD, µmol·m2·s1)로 측정하였다.

기체조성

세척감자의 기체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무포장(NP)에서는 공

기중의 기체를 측정하였으며, 포장재별로는 포장재 내부의 O2와

CO2는 가스분석기(Checkmate 9900, PBI Dansensor Co., Ring-

sted, Denmar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때 대기의 기체조성은

O2 21.00%, CO2는 0.03%를 기준으로 하였다.

Fig. 2. Gas composition of O2 (A) and CO2 (B) during the storage

for 15 days in five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with washed

potato cv. Superior tubers at room temperature under cool white
fluorescent light (11.2 µmol · m2 · s1) for 12 h. Five packagings
were evaluated: potato tubers exposed to light without packing (NP,
positive control), paper bag (PB, negative control), onion net (ON),
transparent oriented polypropylene without hole (TP), opaque
oriented polypropylene with 4 holes (OP). Dotted lines indicate the
period circulation of washed potatoes in the market.

Fig. 1. Flow chart showing an intergrated washing system and

processing of washed potatoes.



통합세척시스템 활용시 포장재 종류별 세척감자의 품질 특성 249

중량감소율 측정

무포장(NP), 종이봉투(PB) 2종의 대조구를 포함하여, 모두 5처

리의 포장재별 중량감소율을 측정하였다. 처리 0일부터 15일까지

3일 간격으로 실험기간 동안 중량을 측정하고, 초기중량에 대한

감소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중량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색도 측정

달관조사로 녹화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Grunenfelder 등(8)의

방법을 참고하여 10단계의 점수를 부여(0=없음; 3=약함; 5=보통;

7=심함; 9=매우 심함) 하였으며(Fig. 3), 점수 5를 초과하는 것은

상품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색도색차계를 이용한 녹화도를 조사하기 위해 표준백색판

(L=97.78, a= −0.39, b= +2.06)으로 보정된 색차계(Chroma Meter

Model CR-300, Minolta Corp., Tokyo, Japan)를 사용하여 감자

껍질부분에 Hunter 명도(lightness), 녹색도(redness-greenness), 황색

도(yellowness-blueness) 값을 측정하였으며, 녹색과 황색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a값과 +b값을 측정하였다. 저장기간 중 변화된

색의 값은 저장 초기의 값을 기준으로 색차값(∆E)로 나타내었

다. 이 때 색차값은 저장기간 동안 측정된 Hunter L, a, b값을 초

기의 L0, a0, b0 값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E value=(∆L2+∆a2+∆b2)1/2

엽록소 분석

엽록소 함량은 Inskeep과 Bloom(28)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감자의 녹화정도를 분석하고자 괴경 껍질을 2 mm 두

께로 벗겨 샘플로 이용하였다. 샘플은 냉동건조기(EYELA FDU-

2100, EYELA Co., Tokyo, Japan)로 5일 동안 건조한 후 믹서기

(Mini multi deluxe BL126DK blender, Tefal Co., Kaleo, France)

를 사용해 분쇄하였다. 동결건조한 분말 시료 1 g을 원심분리용

튜브에 넣고, 80% 아세톤을 첨가한 후 암상태의 4oC 저온에 24-

48시간 동안 정치 한 다음 원심분리(10,000 rpm, 10 min, 4oC)를

2회 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r

X-ma 2000, Human Co. Human, Seoul, Korea)를 이용하여 663

nm와 645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엽록소 a, b, 그리고

총 엽록소 함량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Chlorophyll a=(0.0127×663 nm O.D.−0.00258×645 nm O.D.)

Chlorophyll b=(0.0229×645 nm O.D.−0.00550×663 nm O.D.)

Total chlorophyll content (mg/g)=chlorophyll a+chlorophyll b

PGA (potato glycoalkaloids) 분석

감자 PGA 분석은 Friedman(29)과 Kim 등(30)의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수행하였다. 괴경은 처리기간별로 껍질(외피)과 내피로

나누어서 채취하였다. 껍질은 필러를 이용하여 2 mm 두께로 벗

기는 방법으로, 내피는 감자의 가장 중심부를 샘플링 하는 방법

으로 획득하였다. 샘플된 시료는 동결건조기에 건조한 후 마쇄하

였다. 동결건조된 분말 샘플 1 g을 코닝튜브에 담고 5% 아세트

산(acetic acid)를 20 mL 첨가한 후, 쉐이커를 이용해 실온에서 2

시간 동안 300 rpm으로 혼합하였다. 혼합된 추출액을 여과지

(Whatman no. 42, Whatman International, Maidston, UK)로 여과

한 후 3 mL을 취해 유리 시험관(glass test tube)에 담아 수산화암

모늄 용액(ammonium hydroxide solution) 1 mL을 첨가하였다. 추

출액과 수산화암모늄 용액을 잘 혼합하여 예열해 둔 70oC 항온

기에 50분 동안 반응시킨 후 냉장고에서 하루 동안 정치시켰다.

다음날 원심분리기(10,000 rpm, 10 min, 4oC)를 이용하여 상등액을

버린 후 펠렛에 각각 100% 메탄올(MeOH)을 1 mL 첨가한 후 원

심 분리하여(10,000 rpm, 10 min, 4oC) 상등액을 시린지 필터

(RJN3245NH 0.45 µm, RephiLe Bioscience Ltd., Shenzhen, China)

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여과된 시료는 분석전까지 냉장보관한

후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추출한 시료의 PGA 정량분석

을 위한 HPLC 분석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표준물질으로

Fig. 3. Rate of weight loss during the storage for 15 days in five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with washed potato cv. Superior tubers at

room temperature under cool white fluorescent light (11.2 µmol · m2 · s1) for 12h. Five packagings were evaluated: potato tubers exposed to
light without packing (NP, positive control), paper bag (PB, negative control), onion net (ON), transparent oriented polypropylene without hole
(TP), opaque oriented polypropylene with 4 holes (OP). Bars represent S.D. of the mean (n=4). Dotted lines indicate the period circulation of
washed potatoes in the market.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C, in samples with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at same extraction, and a-l, in
samples with same storaging time at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indicate significant (p<0.05)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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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차코닌(α-chaconine)과 알파솔라닌(α-solanine)을 사용하였으며,

검량선을 이용하여 각각 샘플의 PGA 함량을 정량하였다(Fig. 4).

관능평가

소비자의 세척감자에 대한 인식과 포장재 종류별 선호도를 알

아보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2014년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

지 약 2주동안 20대에서 60대까지 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

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조사 내용은 모두 6문항으로, 소비

자의 일반적 사항, 세척감자에 대한 인지도 및 구매 의향, 구매

시 감자 크기 및 포장재 선호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성별, 연령, 가족구성을 조

사하였다. 일반적으로 흙이 뭍어 있는 감자보다 세척감자에 대한

구매의향은 ‘있다’와 ‘없다’로 구분하여 구매의향을 알아보았다.

세척감자를 구매시 적정 크기에 대한 조사는 0.5 kg (5개 정도),

1 kg (10개 정도), 1.5 kg (15개 정도), 2 kg (20개 정도)로 구분하

였다. 세척감자 판매시 선호하는 포장재에 관한 문항은 포장하지

않은 상태(NP), 종이봉투(PB), 양파망(ON), 무공투명비닐백(TP),

유공불투명비닐백(OP)으로 구분하였다.

통계처리

각 실험은 4회 반복하여 그 평균값을 SAS Ver. 9.2 Softwafe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분

석(ANOVA)과 다중비교분석(LSD)으로 처리하여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또한 녹화와 각 품질간의 상관분석을 위해 피어슨(Pearson)

상관분석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포장재별 기체 조성 변화

세척감자 ‘수미’ 품종의 포장재 종류에 따른 저장기간별 기체

조성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2). 세척감자 저장기간 동안 NP의

산소 및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20.6-21.2%, 0.01-0.03%로 각각 측

정되었으나, TP에서는 18.8-21.0%, 0.05-2.54% 범위를 보여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저장 3일 후 2.54%로 최고치를 보이다가 그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TP의 경우 구멍이 뚫려 있지 않

아 포장재내에 감자 괴경의 호흡에 의해 발생된 이산화탄소가 축

적되면서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밀폐

포장구에서 신선채소 저장 6일 이후 형성된 산소 고갈 및 고농

도 이산화탄소 축적은 통상적으로 신선 농산물의 협기호흡율 유

발하여 일부 외관품질 변화는 물론, 현저한 이취 발생으로 인해

소포장 신선식품의 상품성을 떨어뜨린다고 보고하였다(31). 한편,

OP, ON, PB 포장재의 경우에는 산소 농도 20.6-21.2%, 이산화탄

소 농도 0.01-0.09%로 변화폭이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

기투과도가 낮은 포장재에서 산소가 급격히 감소되었다는 기존

보고(23,32)와 일치하였다. 또한 박피감자의 경우 저장 중 포장

내부의 산소 농도가 0% 가깝게 떨어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매

우 높아 봉지를 개봉하면 쉽게 이취를 느껴 품질이 저해된다는

보고(6) 등을 고려할 때 ON 또는 OP와 같이 공기 유통이 이루

Table 1. Analytical conditions of HPLC for glycoalkaloids in

potato tubers

Instrument HPLC chromatograph 

Model Waters 2695 Sparations Module 

Column
GL Science Inertsil NH2

(4.0×250 mm, particle size 5 µm)

Detector
UV visible 208 nm/Waters 2996 Photodiode 
Array Detector

Mobile phase Acetonitrile:20 mM KH2PO4 (80:20 v/v)

Temperature column: 35oC, sample: 25oC

Flow rate 0.9 mL/min

Retention time α-chaconine (18.1 min), α-solanine (38.5 min) 

Fig. 4. Hunter's E value during the storage for 15 days in washed potato cv. Superior tubers with five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at
room temperature under cool white fluorescent light (11.2 µmol · m2 · s1) for 12 h. Five packagings were evaluated: potato tubers exposed to
light without packing (NP, positive control), paper bag (PB, negative control), onion net (ON), transparent oriented polypropylene without hole
(TP), opaque oriented polypropylene with 4 holes (OP). Dotted lines indicate the period circulation of washed potatoes in the market. Bars
represent S.D. of the mean (n = 4).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 samples with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at same extraction, and a-h, in
samples with same storaging time at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indicate significant (p<0.05)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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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는 포장재를 세척감자 포장재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량감소율 변화

중량 감소는 세척감자의 시듦 현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량의

보존은 외관 품질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세척감자의

포장재별 저장 중 중량감소율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NP의 중량감소율은 저장 15일째 2.1%로 가장 큰 감소율을

보였으며, PB 및 ON 포장재의 경우에도 각각 2.0, 2.1%로 무포

장의 중량감소율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TP 및

OP 포장재의 중량감소율은 저장 15일째 각각 0.3%, 1.3%로 다

른 포장재에 비해 중량 감소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량은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표피를 통한 증산 작용과 호

흡작용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33), 채소류에서 필

름 포장하여 저장하면 수분의 증발이 억제되어 저장력이 향상된

다고 하였다(34). 또한, Cha 등(35)은 포장방법에 따른 중량감소

차이를 조사하였을 때, 유공포장보다 무공포장에서 중량감소 변

Fig. 5. Greening criteria during the storage for 15 days in washed potato cv. Superior tubers with five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at

room temperature under cool white fluorescent light (11.2 µmol · m2 · s1) for 12 h. Tubers were graded into the ten levels (0-9, See Fig. 3)
based on visual differences in color after the 3-day greening interval. Five packagings were evaluated: potato tubers exposed to light without
packing (NP, positive control), paper bag (PB, negative control), onion net (ON), transparent oriented polypropylene without hole (TP), opaque
oriented polypropylene with 4 holes (OP). Dotted lines indicate the period circulation of washed potatoes in the market. Bars represent S.D. of
the mean (n=4).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 samples with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at same extraction, and a-k, in samples with same
storaging time at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indicate significant (p<0.05) differences.

Fig. 6. Chlorophyll a, chlorophyll b, and total chlorophyll content during the storage for 15 days in washed potato cv. Superior tubers
with five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at room temperature under cool white fluorescent light (11.2 µmol · m2 · s1) for 12 h. Five
packagings were evaluated: potato tubers exposed to light without packing (NP, positive control), paper bag (PB, negative control), onion net
(ON), transparent oriented polypropylene without hole (TP), opaque oriented polypropylene with 4 holes (OP). Dotted lines indicate the period
circulation of washed potatoes in the market. Bars represent S.D. of the mean (n=4).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C, in samples with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at same extraction, and a-k, in samples with same storaging time at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indicate significant
(p<0.05)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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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적었으며 특히, 필름포장에서 수분증발이 억제되었다고 하

였다(23). 따라서 시듦현상이 나타나는 NP, PB, ON보다는 TP, OP

를 이용하는 것이 수분증발 억제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색도 측정

감자에서 껍질의 색깔은 상품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품질평가

요인 중의 하나이다. 세척감자의 저장기간에 따른 괴경 껍질색

변화를 Hunter L값(명도)과 a값(적색도/녹색도), 및 b값(황색도)으로

나타내었다(Table 2). 저장기간에 따른 L값은 저장기간이 길어짐

에 따라 NP과 TP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나, PB의 경우 그 변

화폭이 적어 저장초기값과 유사하였다. 또한, a값은 빛에 노출된

무포장(NP, positive control)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였으나 빛이 차

단된 종이봉투(PB, negative control)는 변화폭이 매우 적었다. NP

와 TP의 a값은 저장 9일까지는 감소하다가 저장 12일째부터 녹

색도를 나타내는 −a값으로 바뀌었다.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대부분의 포장재에서 처리 후 저장

기간에 따라 L값이나 a값에 비해 변화폭은 적었으나, 유의적으로

감소했다. 숙주나물, 무순과 브로콜리와 같은 새싹채소의 경우 저

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b값이 증가하고, b값이 높아짐에 따라

이취와 함께 부패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으나(23,25), 본 연구

에서는 이러한 이취 또는 부패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세척감자의 포장재별 처리 후 저장기간에 따른 색의 변화를 나

타내는 색차(∆E) 값은 Fig. 4과 같다. 모든 처리에서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색차값이 증가하였고, 특히 NP에서는 저장 3일째

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다른 포장재에 비해 증가폭

이 컸다. 이와 반대로 PB의 색차값은 다른 포장재에 비해 현저

히 낮았다. ON과 TP 포장재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PB와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OP의 경우에는 저장 6일째 색차값

이 NP(5.5) 보다는 낮았으나 PB(1.8)보다 1.2배 높은 값을 보였

Fig. 7. Content of α-chaconine, α-solanine, and total glycoalkaloids during the storage for 15 days in flesh (A) and peel (B) of potato cv.
Superior tubers in five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Five packagings were evaluated: potato tubers exposed to light without packing (NP,
positive control), paper bag (PB, negative control), onion net (ON), transparent oriented polypropylene without hole (TP), opaque oriented
polypropylene with 4 holes (OP). Dotted lines indicate the period circulation of washed potatoes in the market. Bars represent S.D. of the mean
(n=4).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C, in samples with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at same extraction, and a-h, in samples with same storaging
time at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indicate significant (p<0.05) differences.

Fig. 8. Consumer preferences survey for washed potatoes
packed with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Five packagings were
evaluated: potato tubers exposed to light without packing (NP,
positive control), paper bag (PB, negative control), onion net (ON),
transparent oriented polypropylene without hole (TP), opaque
oriented polypropylene with 4 holes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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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결과는 Lee(23)의 새싹채소를 대상으로 한 필름포장

재 실험에서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색차값이 높게 나타났다

는 연구와 일치하였다.

색차값은 1.0-3.0 범위에서는 육안으로 쉽게 구별할 수 없으나,

3.0 이상에서는 그 차이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색이 변한 것

으로 인식하는 판단기준이 되고 있다(6).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NP와 TP는 저장 3일째, ON과 OP는 저장 9일째에 육안으로 차

이를 느낄 수 있는 수준의 녹화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

라서, ON과 OP을 이용하면 저장 6일까지 색차값을 3 이하로 유

지할 수 있어 유통기간 동안 세척감자의 상품성 보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포장재 종류에 따른 저장기간별 녹색도 변화를 육안으로 평가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5). 포장재 종류별 녹색도는 PB가 변

화가 거의 없었으며, ON, OP, TP 순으로 낮았다. 상품성을 상실

하는 녹색도 5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을 때, 저장 6일까지 ON과

OP의 경우에도 녹색도가 비교적 낮게 유지되었다. 감자의 유통

기간이 일주일이내인 것을 고려할 때, 이들 포장재가 녹화방지용

으로 충분히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엽록소 분석

감자 껍질 색깔의 변화는 주로 엽록소 발달과 관련이 있다(8).

세척감자의 저장기간 중 포장재별 엽록소 함량의 변화는 Fig. 6

와 같다. 모든 처리에서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엽록소 함량

이 증가하였고, 특히, NP에서 총 엽록소 함량은 저장 3일째 2.4

mg/g에서 저장 15일째 8.3 mg/g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그러

나, PB에서는 저장 3일부터 15일까지 총 엽록소 함량이 2.1에서

3.8 mg/g로 변화폭이 가장 적었다. 포장재별로는 저장 15일째에

각각 총 엽록소 함량은 7.7, 6.6 mg/g로 TP (7.9), ON (7.7), OP

(6.6), PB (3.8 mg/g) 순이었다.

NP에서 저장 6일째 엽록소 함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이

러한 결과는 감자 괴경의 녹화는 마트에서 판매할 때 광과 온도

에 영향을 받고, 엽록소 함량은 6일 이내에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결과(8)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PGA 함량 변화

감자의 PGA 함량은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품

질 평가 요인 중 하나이다. 포장재에 따른 PGA 함량 변화는 Fig.

7에 나타내었다. 감자 내피 부위의 총 PGA 함량(mg/100 g · FW)

을 각 포장재별로 저장 15일 후에 비교하였을 때, NP (1.0), PB

(0.6), ON (1.2), TP (0.8), OP (0.8)로 처리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10A). 또한 감자 외피 부위의 총 PGA 함량(mg/100

g · FW)에서도 NP (7.9), PB (7.8), ON (7.5), TP (6.8), OP (6.7)

로 처리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Fig. 10B). 감자 부위별 PGA 분

석결과, 내피 부위의 함량 범위는 0.6-1.9 mg/100 g, 외피 부위 함

량은 4.5-9.3 mg/100 g으로 FAO 권장기준(20 mg/100 g)보다 낮았

다. 지금까지 감자 품질의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FDA)에서는 PGA

함량을 분석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다(9,16). 본 연구에서는

포장재 종류별로 PGA 함량에서 큰 차이가 없었고, 모든 처리구

에서 FDA 권장기준(20 mg/100 g) 이하로 나타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녹화와 각 품질평가 요인의 상관성을 구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Hunter a값은 색차값(−0.86021), 녹

색도 육안평가(−0.87078), 엽록소 함량(−0.85196)과는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엽록소 함량은 색차값(0.90786)과 녹색도 육

안평가(0.89948)와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PGA

와 녹색도 품질평가 요인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이러한 결과는, PGA 함량과 엽록소 합성과는 직접적

인 관련이 없다는 기존의 연구결과(10)와도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세척감자 인식 및 포장재 선호도 평가

세척감자 통합시스템의 조기실용화를 위해 세척감자에 대한 소

비자의 인식 및 포장재 선호도를 평가하였다(Fig. 8). 선호도 평

가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

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총 59명 중 남

Table 2. Changes in Hunter's value of washed potatoes in

different packaging materials

Package
Storage time after 
packaging (days)

Hunter’s value

L a b

NP

0

3

6

9

12

15

56.2

53.6

51.0

51.8

50.9

49.4

2.9

1.3

1.2

0.8

-0.9

-2.1

17.6

17.5

16.7

16.4

17.3

16.3

PB

0

3

6

9

12

15

56.0

55.8

54.3

53.9

55.4

53.7

3.0

2.6

2.3

2.6

1.3

1.9

17.9

18.0

17.8

18.2

18.6

16.8

ON

0

3

6

9

12

15

55.7

54.5

53.4

53.2

50.5

51.5

3.2

2.7

2.5

1.1

1.1

0.7

17.9

17.6

17.2

18.2

16.3

16.8

TP

0

3

6

9

12

15

56.0

52.5

52.2

50.5

52.1

49.5

3.0

3.2

1.6

2.1

-0.3

0.0

17.9

17.6

17.8

17.4

18.2

17.1

OP

0

3

6

9

12

15

55.5

54.8

53.9

53.5

49.6

50.4

3.7

2.6

2.3

0.4

0.9

0.1

18.0

18.0

18.1

17.7

15.7

17.2

LSD y

Significance

Package (A)

Storage time (B)

A×B

2.73

***

NS

**

1.36

***

***

**

1.28

***

NS

*

zFive packagings were studied: potato tubers exposed to light without
packing (NP, positive control), paper bag (PB, negative control), onion
net (ON), transparent oriented polypropylene without hole (TP),
opaque oriented polypropylene with 4 holes (OP).
yLeast Significant Difference.
NS, *, **, ***Nonsignificance or significance at p<0.05, 0.01, or 0.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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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45%, 여성이 55%로, 연령별로는 20대가 16%, 30대가 23%,

40대가 30%, 50대가 25%, 60대가 5%로, 가족구성별로는 독신이

10%, 대가족 10%, 핵가족 80%의 구성 분포를 보였다. 세척감자

에 대한 선호도 평가 결과에서 응답자의 83%가 깨끗하게 세척

되어 요리하기에 편리한 세척 감자를 구매할 의사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포장재 크기는 1 kg (10개) 소포장을 가장 선

호했고(56%), 포장재 디자인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며, OP를 가

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

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척감자에 대한 수요는 지

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평가결과는 통합세척

시스템을 활용하여 세척된 감자를 기능성과 미를 갖춘 디자인 포

장재에 담아 소포장으로 판매하면 충분히 새로운 소비수요를 창

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요 약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감자 품종인 ‘수미’를

사용하여 세척감자의 실용화를 위한 적정 포장재를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세척감자의 포장재에 따른 품질특성의 변

화를 구명하기 위해 무포장(NP, positive control), 종이봉투(PB,

negative control), 양파망(ON), 무공투명비닐백(TP), 유공불투명비

닐백(OP) 총 5종의 포장재를 대상으로 Hunter 값, 색차값(∆E

value), 총 엽록소 및 글리코알카로이드(PGA) 함량 등 품질 특성

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Hunter a값(적색도/녹색도)은 세척감자

저장 12일째에 양파망(ON)과 무공투명비닐백(TP)에서 −a값을 나

타내 녹색도로 바뀌었다. 색차값은 무포장(NP)에서 높게 나타나

다른 포장재에 비해 녹화가 심했다. 총 엽록소 함량은 저장기간

에 따라 뚜렷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무포장에서 저장

15일째 가장 큰 증가를 보였다. 세척감자의 괴경 내피 부위의

PGA 함량은 모든 처리에서 저장 15일째 5 mg/100 g 이하로 낮았

으며, 외피 부위에서도 4.5-9.3 mg/100 g으로 국제연합식량농업기

구(FAO) 권장기준(20 mg/100 g)보다 낮았다. 녹화와 각 품질평가

요인의 상관성을 구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한 결과, 엽

록소 함량은 색차값(0.90786)과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Hunter a값은 색차값(−0.86021), 엽록소 함량(−0.85196)과는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글리코알카로이드(PGA)와 녹색도 품질

평가 요인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엽록소

함량, 색도 색차와 PGA 함량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녹화와 소

비자 선호도를 고려할 때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유공불투명포장

재가 세척감자 소포장재로 유망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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