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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hanges of nutritive 
substances in the edible potato varieties (‘Superior’, ‘Atlantic’, ‘Irish Cobbler’, 
‘Dejima’) during storage under low temperature condition(4℃, 85-90% RH) from 

January to May. The items examined in this experiment were moisture, free 
soluble sugars, starch and vitamin C. The contents of starch and vitamin C 
decreased with increasing storage period. The rates of decrease in starch and 

vitamin C contents were high in February and low after that. The contents of 
moisture and free soluble sugars did not show a constant tendency during 
storage period. The contents of glucose and fructose were the highest in 

February and March. Among the four varieties, ‘Superior’ contained highest 
vitamin C, free sugar, and moisture, while ‘Atlantic’ contained the highest 
st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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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y
Weight

(g/tuber)
Length
(cm)

Width
(cm)

Thickness
(cm)

Surface Color
z Amount

stored
(kg)L a b

Superior 148 75 66 52 58.9  -7.5 31.4 80

Atlantic 147 68 64 56 53.8 -10.3 27.2 80

Irish Cobbler 126 73 60 48 59.5  -5.0 26.9 80

Dejima 186 73 74 57 64.4  7.3 22.8 80
zEach value obtained with digital color measuring difference calculating meter 
(COLOR JP 7200F). L: ＋White, －Black: a: ＋Red, －Green: b: ＋Yellow, －Blue.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potato tubers used in this experiment.

Instrument HPLC/Millennium32

Detector RI/Waters410

Column Sugar Pack
TM

 /6.5×300mm

Colum temp 90℃

Mobile phase Water

Attenuation 32

Flow rate 0.5mL/min

Injection volume 10μL

Table 2. Operating condition of HPLC for analysis of free soluble sugars in potato.

서    언

감자는 생산량 변화가 매우 심하고 재배 기술

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일부지역과 특정 시기에 

생산이 편 되어 있고(Jung, 1994) 수요는 연

 계속되기 때문에 생산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

결하기 한 방법으로 품종 개발과 장기술의 

신이 요구된다. 감자의 장기 안정 장을 해

하는 주 원인은 장 의 맹아와 축인데 상업

으로 이용되고 있는 감자의 장 방법으로는 

약제처리, 온 장 방법 등이라 할 수 있는데

(Tomas, 1985), 약제처리 방법은 감자의 맹아

억제 효과는 어느 정도 달성되나 조  리가 까

다롭고 부패의 증가  특히 인체에 유해한 약제 

성분의 잔류가 문제시되어 사용이 지되는 추

세이다(Kwon과 Byun, 1995). 한편 우리 나라 

감자 장의 경우도 고온다습한 하 기에 

장하기 때문에 부패  자연 감모율이 30%나 

되어 장이 곤란한 실정(Yoon 등, 1977)이지

만, 여름감자  가을감자는 총 생산량의 약 

40%를 동계 장을 하 다가 식품수요에 따라 

출하하는 형편이어서 장감자의 생리 , 이화

학  품질 보존이 요시된다. 한 감자는 양

으로 우수하여(Chung과 Lee, 1989) 건강  

양식으로 인식되어 가고 있고, 우리 나라의 식

량 자 도 해결과 국민 양 문제를 간 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요한 식품으로서, 우리 나라 

감자 소비 황으로 볼 때 앞으로의 생감자  

가공품의 소비는 매년 증가할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다(Kwon과 Byun, 1995). 

따라서 본 연구는 여름감자  가을감자  

식용품종인 ‘수미’, ‘ 서’, ‘남작’, ‘ 지’를 가지

고 온 장 조건 하에서의 이화학 인 성분 변

화를 측정함으로써 장 시기  품종별 감자의 

양  가치를 구명하고, 성분 변화 양상의 기

 자료를 얻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시료  장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고 食用으로 이용되는 

도입 품종  ‘수미’(‘Superior’), ‘ 서’(‘Atlan-

tic’), ‘남작’(‘Irish Cobbler’)을 강원도 평창군의 

령 원 농 으로부터 5℃에 장된 것을 12

월에 구입하 고, ‘ 지’(‘Dejima’)는 가락동 농

수산물 시장에서 제주도 산을 같은 시기에 구입

하 다. 장방법은 본원에 설치된 온 장고

에서 자동 온습도 조 장치를 이용해 온도 4℃, 

습도 85～90%를 유지시켰고, 장용기는 라

스틱 재료로 된 가로 52cm×세로 37cm×높이 

31cm의 통기성 규격상자(30kg들이)로 하 으

며, 장량은 처리당 30kg으로 하 고, 장 

의 감자 괴경의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화학성분 분석 

감자의 양성분 분석은 수분, 유리당, 분, 

비타민 C를 1998년 1월부터 5월까지 1개월 간

격으로 3회 반복 측정하 다. 수분은 105℃ 상

압 건조법(Osborne과 Voogt, 1981)으로 분석

하 고, 유리당 조성은 잘게 마쇄한 시료 10g에 

증류수를 넣어 분쇄한 후 15,000 rpm으로 15

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징액을 100mL용 

volumetric flask에 정용하고 이를 0.45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HPLC로 분석

(Song 등, 1997)하 으며 그 조건은 Table 2와 

같다. 분은 25% HCl로 가수분해한 후 dini-

trosalicylic acid에 의한 비색법으로 측정하

고(Jung, 1994), 비타민 C는 2,4-dinitrophe-

nylhydrazine(DNP)법(Chung과 Lee, 1989)에 

의하여 정량하 다.

결과  고찰

1. 장기간에 따른 품종별 수분 함량변화

식용감자 4품종의 온 장 조건하에서의 수

분 함량의 변화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장시

기별로 1월 81.3%부터 3월 80.2%까지 조 씩 

하하다가 5월에는 다시 81.2%로 증가하여 

장기간 동안 반 으로 변화가 없었는데 이

것은 장 상 습도가 비교  일정하게 유지되

었기 때문이며, 서로 다른 온도  상 습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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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vitamin C content of four 

potato varieties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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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starch content of four 

potato varieties during storage.

Storage 
period

Variety Glucose Fructose Sucrose Total

----------  %  ----------

Jan.

Superior 0.6 0.7 0.0 1.3

Atlantic 0.7 0.5 0.4 1.6

Irish Cobbler 0.4 0.4 0.1 0.9

Dejima 0.5 0.5 0.2 1.2

Feb.

Superior 1.4 1.4 0.0 2.8

Atlantic 0.6 0.7 0.4 1.7

Irish Cobbler 0.9 0.9 0.3 2.1

Dejima 0.7 0.8 0.4 1.9

Mar.

Superior 1.5 1.4 0.0 2.9

Atlantic 0.9 0.8 0.1 1.8

Irish Cobbler 0.9 0.8 0.1 1.8

Dejima 0.7 0.6 0.3 1.6

Apr.

Superior 0.7 0.8 0.0 1.5

Atlantic 0.5 0.6 0.9 2.0

Irish Cobbler 0.6 0.6 0.0 1.2

Dejima 0.6 0.6 0.0 1.2

May

Superior 0.6 0.7 0.0 1.3

Atlantic 0.4 0.5 0.0 0.9

Irish Cobbler 0.5 0.5 0.0 1.0

Dejima 0.5 0.5 0.0 1.0

Storage 
Period
mean

Jan. 0.6 bcz 0.5 c 0.2 ab 1.3 bc

Feb. 0.9 a 0.9 a 0.3 a 2.1 a

Mar. 1.0 a 0.9 a 0.1 b 2.0 a

Apr. 0.6 b 0.6 b 0.2 a 1.4 b

May 0.5 c 0.5 c 0.0 b 1.0 c

Varietal
mean

Superior 1.0 a 1.0 a 0.0 b 2.0 a

Atlantic 0.6 b 0.7 b 0.4 a 1.7 b

Irish Cobbler 0.7 b 0.6 b 0.1 b 1.4 c 

Dejima 0.6 b 0.6 b 0.1 b 1.3 c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Table 3. Changes in free soluble sugar content of potatoes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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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moisture contents of four 

potato varieties during storage.

에 9개월간 장된 감자의 수분함량도 반

으로 거의 변화없이 77～78% 수 을 유지하

다는 Kwon과 Byun(1995)의 보고와 유사하

다. 품종간의 비교에서는 ‘수미’가 가장 높아서 

장기간 평균 82.0% 으며 ‘남작’이 81.4%, 

‘ 지’가 80.3%, ‘ 서’가 79.7% 정도를 유지하

다.

2. 장기간에 따른 품종별 유리당 함량변화

유리당 함량의 변화는 Table 3에 나타난 바

와 같이 장기간과 품종에 따라서 상이한 변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Sucrose(자당)함량은 

장기간 동안 0.1～0.3%로 비슷하게 유지되다

가 5월에는 검출이 되지 않아 장 후기로 갈수

록 어드는 경향이었고, glucose(포도당)는 1

월에 0.6%부터 3월에 1.0%로 증가되었다가 다

시 감소되어 5월에는 0.5% 이었고, fructose(과

당)도 glucose의 함량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

다. 온 장  감자 괴경의 glucose와 

fructose함량의 증가는 sucrose의 가수분해에 

기인한 다는 Samotus 등(1974)과 Park 등

(1995)의 실험 결과는 본 실험에서 장기간 경

과에 따라서 sucrose함량은 조 씩 어들고 

glucose와 fructose의 양은 증가 후 감소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 다. Potato chip 가공

성과 련하여 보면 환원당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食用 감자의 경우 환원당 함

량이 계속 증가되는 상은 소비자들의 기호도

를 증가시켜 다는 면에서 온 장의 장 으

로 단되었다. 품종별로 유리당 함량을 비교해 

보면 glucose와 fructose는 ‘수미’가 각각 1%로 

가장 높았고 ‘ 서’, ‘남작’, ‘ 지’는 0.6～0.7%

를 나타내었으며 sucrose는 ‘ 서’가 0.4%로 가

장 높고, ‘수미’는 검출이 되지 않았으며, 총유리

당 함량은 ‘수미’가 2.0%, ‘ 서’가 1.7%, ‘남작’

이 1.4%, ‘ 지’가 1.3% 다. ‘수미’는 다른 품

종에 비해서 sucrose 함량이 매우 낮고, 환원당 

함량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특성은 가공용

으로는 부 합하지만 식용감자의 특성으로서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며, 품종 특성상 sucrose

로부터 glucose와 fructose로의 이가 일어나

는 시기는 장 후 몇 주 이내라는 Samotos 등

(1974)의 보고와 당의 정량 인 차이는 유

인 특성뿐만 아니라 재배기간 의 환경 조건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는 Arreguin과 Bonner 

(1949)의 보고와도 유사한 결과 다.

3. 장기간에 따른 품종별 분 함량 변화

장기간에 따른 분 함량의 변화는 Fig. 2

에서와 같다. 장기간 경과에 따라서 조 씩 

감소하여 1월에 평균 11.3%이었던 것이 5월에

는 9.0%이었고, 1월과 2월 사이의 감소폭이 다

른 기간보다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당 함량의 

변화에서 1월과 2월 사이의 증가폭이 컸던 

을 살펴 볼 때 분이 분해되어 당의 증가로 나

타난다는 Park 등(1995)의 보고와 일치하는 경

향이었다. 품종별로 보면 ‘ 서’가 10.2%로 가

장 높고 ‘ 지’가 9.4%로 가장 낮았다. Jung 등

(1994)의 보고에 의하면 장 온도가 낮을수록 

분함량의 감소량이 으며, 품종별로는 ‘수미’

보다는 ‘ 서’가 분함량이 높아 장 온도와 

품종간에 그 함량 변화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

으며, Kwon과 Byun(1995)은 당함량의 감

소는 장 탄수화물이 생체의 생장  생리 작

용에 필요한 기질의 구 물질로 사용되었음을 

Super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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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jima

Jan.    Feb.    Mar.    Apr.    May

Storage period

Jan.    Feb.    Mar.    Apr.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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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식용감자는 당 함량

의 감소를 최소화하고 유리당 함량의 증가를 최

화 할 수 있도록 온 조건으로 장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장기간에 따른 품종별 비타민 C 함량 변화

장기간별 품종별 비타민 C 함량의 변화를 

Fig. 3에서 보면 1월에 14.7～18.7%로부터 매

달 조 씩 감소하여 5월에 6.8～7.3%를 보 고, 

감소폭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가장 커서 1월 평

균 16.0%에서 2월 평균 9.4% 고 2월 이후부

터는 감소폭이 었다. 품종간 비교에서는 ‘수미’

가 6.8～18.7%로 가장 높았고 ‘남작’이 6.9～

14.3%로 가장 작았다. Kwon과 Byun(1995)은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감소 추세는 온 

장의 경우 장 3개월에 약 58%, 장 7개월에 

약 66%, 장 11개월에 약 74% 의 바타민 C가 

감소된 반면 상온 장의 경우 장후 3개월에 

약 38%, 장 7개월에 50% 이상의 비타민 C가 

감소된다는 보고와 함께 비타민 C의 보존에 

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

서도 2월에 비타민 C 함량이 격히 하하 으

며 5월에는 6.8～7.3% 정도로 매우 낮게 나타난 

이유는 장 온도가 낮았던 때문으로 보인다. 

한 1월과 2월 사이에 유리당 함량의 증가와 비

타민 C 함량의 격한 감소와의 상  계 가능

성에 한 연구가 요구되었다.

    록

국내에서 식용으로 이용되며 수확직후 는 

온 장후 출하되는 ‘수미’, ‘ 서’, ‘남작’ 그리

고 ‘ 지’ 품종을 4～5℃의 온 장고에 1월

부터 5월까지 장하면서 수분, 유리당, 분 

그리고 비타민 C의 장시기별 양 성분 변화

를 측정하 다. 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감

소하는 성분으로는 분, 비타민 C이었는데 특

히 비타민 C는 1월에 품종 평균 16mg/100g 이

었고 장 후기인 5월에 7mg/100g을 나타내 

장에 따른 손실이 컸다. 유리당 함량은 2월과 

3월에 2.0～2.1%로 증가하 다가 이후 감소하

여 5월에는 1%를 나타내었고, 수분은 장기간 

동안 증감을 계속하며 80.4～81.3%를 유지하

다. 장기간 반에 걸친 품종별 양성분 

함량을 보면, ‘수미’는 비타민 C, 유리당, 수분 

함량이 가장 높았고, ‘ 서’는 분함량이 가장 

높았다.

추가 주요어：감자 장, 비타민C, 유리당,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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