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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 항균물질 미세천공필름 포장이 송이토마토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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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improvement of postharvest quality on fresh tomato, antimicrobial 
microperforated (AMP) films were prepared and their antimicrobial abilities were observed. AMP films were 
made by coating different types of natural antimicrobial agents such as cinnamon, clove, and clary sage essential 
oils into microperforated (MP) films. Cinnamon essential oil of 10% (v/v) has proven to be very effective 
as inhibitor of the mold growth on tomato, compared to the clove and clary sage essential oils. Quality changes 
of fresh tomatoes packed using the natural AMP films (AMP10 and AMP30) and MP films (MP10 and MP30) 
during storage were evaluated. Total microbial growth, weight loss, firmness, lycopene content, and decay 
rate as the major quality parameters were monitored over 9 days at 15℃. The oxygen transmission rates 
and mechanical properties between the natural AMP and MP films were also compared.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change of oxygen transmission rate,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between the AMP and MP 
films. For storage studies, the freshness of tomato packaged in AMP30 film was higher than that in OPP 
film (the control), MP10, MP30, and AMP10 films. Especially, AMP30 film exhibited high efficiency compared 
to the control for tomato decay during storage periods. Based on the results, the microperforation and antimicrobial 
properties of the packaged films may significantly affect the maintenance of an optimum gas composition 
within the package atmosphere for increasing the storage life and quality of produce. They were also effective 
on the inhibition of microbial growth by controlled release of antimicrobial agent at an appropriate rate from 
the package into the tomato. Natural antimicrobial agent coating microperforated films could use potential 
functional package as a method of extending the freshness of postharvest tomato for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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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 

식품으로 토마토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 국내에도 전국적으

로 2009년 약 384천 톤이 생산된 토마토는 생산지로부터 여

러 단계의 국내 및 해외 수출 유통 경로를 거치면서 최종 

소비자에 도달하기까지 안정적인 품질 유지로 상품성을 높

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토마토 과실은 수확 후에도 생리 

화학적 변화가(Paliyath et al., 2008) 진행될 뿐만 아니라, 
부패 미생물이 침입하여 토마토의 신선도를 저하시킨다.
토마토 저장 중에 발생하는 주요 부패 미생물로 Botrytis 

cinerea, Fusarium spp., Phytophthora infestans 등의 균이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Botrytis cinerea에 

의한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Lockhart and Forsyth, 
1964). 토마토는 저장 및 유통 기한이 비교적 짧고, 또한 이 

기간 중 미생물에 의한 부패가 쉽게 발생한다.  이러한 요인

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균 물질의 개발 및 적용기술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안전성 문제를 초래

하는 유기화합물 항균제를 대체하기 위하여 천연항균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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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적용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식물성 천연항

균물질인 스파이스와 허브 계통인 계피(cinnamon), 겨자

(mustard), 클로브(clove), 클라리 세이지(clary sage)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항균활성이 비교적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

(Mahmoud, 1994). 이미 선진국들은 수확 후 청과물의 호흡

속도, 수분손실, 부패를 억제하여 유통기간을 연장시키고자 

기능성 포장재의 개발 및 처리기술이 상용화되었으며, 국내

에서도 과채류의 선도유지를 위한 기능성 포장재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수확 후 토마토의 품질저하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처리 방법으로 저온 저장(Getinet et al., 2008), 
controlled atmosphere(CA) 저장(Bhowmik and Pan, 1992), 
에틸렌 제어 화합물의 전처리(Guillén et al., 2007), modified 
atmosphere(MA) 포장(Sayed Ali et al., 2004) 등이 있으며, 
최근 토마토의 선도유지 최적 가스 환경 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적정 가스 투과성을 가지는 포장재(미세천공필름) 
적용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Choi et al., 2009). 현재 미세 

통기구의 발생은 레이저(laser technique), 다이아몬드 스크레

치(diamond scratching technique), NPT(nano-pinning technique) 
기계적 방식이 있으며, 연신한 polyolefin 필름에 높은 결정

화도를 가진 polypropylene(PP)을 블랜딩하여 기체 투과 비

율이 조정된 포장재를 제조하여 이를 적용한 신선과채류의 

선도를 유지하는 기술(Demeuse, 2003) 등이 보고되었다. 과
실의 대사 호흡과 과도한 증산작용은 포장재 내부에 가스조

성 변화 및 결로가 생기기 쉽고 세균번식에 의한 부패, 곰팡

이 발생 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

기 위해 포장재 내에 가스 및 수분이 축적되지 않도록 하는 

연구(Rizzo and Muratore, 2009), 토마토에 오존 가스(gaseous 
ozone) 처리를 하여 Salmonella 균 증식을 억제하여 선도 

유지 및 안전성 향상(Das et al., 2006) 및 천연 항균제 첨가 

종이 포장재 적용 방울토마토 연구(Park et al., 2004) 등이 

수행되었으나, 저장 중 부패 미생물의 생성 억제 효과가 크

지 않거나 종이 포장재에 대한 수분 취약 문제로 상용화 적

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과실의 수분손실 최소화 및 최적 품

질유지를 위한 포장내 환경 가스 조성과 더불어 부패 미생

물 발생을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기능성 포장재의 개발

은 청과물의 수확 후 저장 유통 중 선도유지 효과가 클 것으

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는 천연항균 물질이 첨가된 미세천공 필름을 

제조하여 송이토마토의 부패 미생물 균에 대한 항균성 및 

필름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포장내의 최적 환경 가

스 조성으로 송이토마토의 품질과 저장성 향상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는 2009년 3월 논산 토마토 생산농가에서 개

화 후 약 8주 기간 정도 지나 수확한 당일 균일한 중량 및 

크기로 선별된 송이토마토(Lycopericum esculentum)를 팜

슨(Nonsan,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전체 과피가 80% 채
색된 담적색기 성숙 단계인 ‘아모로소(Amoroso)’ 품종의 송

이토마토를 시료로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포장재는 평

균 0.03mm 두께의 OPP(Oriented polypropylene)필름으로 

미세 천공을 위하여 NPT(nano-printing technique)방식을 

적용한 가스 투과도가 각각 다른 MP10과 MP30필름을 한진피

앤씨(Kongju, Korea)에서 제공받았으며, 항균물질(cinnamon 
essential oil)을 코팅한 미세천공필름인 AMP10과 AMP30 
필름은 실험실에서 직접 코팅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항균물질 코팅 필름 제조

항균필름 제조를 위하여 항균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계피유, 클로브유 및 클라리 세이지유를 항균물질로 선정하

였으며, 계피의 잎, 클로브의 꽃봉오리, 및 클라리 세이지의 

잎과 꽃을 건조하여 분말형태로 제조한 뒤 수증기 증류법으

로 추출한 순도 99.9%의 각각의 원액들(HADE20034, 
cinnamon; HADE200291, clove; HADE2890062, clary sage, 
Newdia Co., Seoul, Korea)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항균 

활성 특성을 가진 각 항균물질들을 최종 농도가 각각 5%와 

10%(v/v)가 되도록 ethanol(99.9%, Aldrich, USA)로 희석

한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주윈 PNB, Ansan, Korea)을 

바인더로 혼합하여 일반 OPP 필름(200 × 250mm)에 코팅하

였다. 코팅방법은 제조된 코팅액 2mL를 automatic control 
coater(Comate TM 3000, Kipae Co., Ltd, Hwaseong, Korea)
와 bar coater(#10)를 사용하여 필름에 코팅 후 상온에서 24
시간 건조시킨 후 바로 실험에 적용하였다.

항균물질 및 코팅 필름의 항균성 평가

항균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한국미생물보존센터(Seoul, 
Korea)로 부터 분양 받은 그람 음성균인 E. coli KCCM 
40271, 그람 양성균인 Lactobacillus plantarum ATCC 14917 
및 송이토마토 균에서 동정한 곰팡이 균을 배양하여 사용하

였다. 균의 배양과 접종에 사용된 배지는 Difco사(Detroit, 
USA)의 Nutrient broth, MRS, Potato dextrose agar를 사용하

였으며, 영양 고체배지는 덕산케미칼(Ansan, Korea)에서 구입한 

agar를 사용하였다. 항균성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한 

배지를 각 20mL씩 petri dish에 두고 덮개와 파라핀 필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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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crobial culture medium. 

Medium Constitution Microorganisms
Potato dextrose agar Distilled water (200 mL) + PDA (7.8 g) Gray mold of vine tomato
Nutrient agar Distilled water (200 mL) + nutrient (1.6 g) + Agar (3 g) Gray mold of vine tomato E. coli

MRS agar Distilled water (200 mL) + MRS (11 g) + Agar (3 g) Lactobacillus

로 밀봉 후 5℃의 냉장 보관하였다. 각 배지의 구성조건은 

Table 1과 같다. 천연항균물질의 항균성 효과 여부 및 천연

항균물질(essential oil)이 코팅된 필름의 송이토마토 균에 

대한 항균성 평가검사는 디스크 확산법(disc diffusion 
method)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천연항균물질의 송이토마

토 균에 대한 항균성 평가를 위하여 E. coli KCCM 40271, 
Lactobacillus plantarum ATCC 14917, 송이토마토 곰팡이

의 각 균주 1백금이를 취하여 20mL의 액체배지에 접종하고 

30℃에서 48시간씩 2회 계대 배양하여 항균활성 시험균주

로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시험균 농도가 105 CFU/mL로 희석 

후 시험용 평판배지에 각 시험 균액을 1mL씩 분주하여 전 

배지 표면에 고르게 퍼지도록 도포한 뒤 응고시켜 균 접종 

평판배지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멸균된 paper disc
(Whatman No.5, 8mm) paper disc에 5%와 10% 농도로 계피

유, 클로브유 및 클라리 세이지유를 30μL씩 접종 흡수 시킨 

후 시험용 평판배지 표면에 밀착시키고 24시간 간격으로 72
시간 동안 배양하여 paper disc 주변에 발생되는 clear zone
의 생성여부 및 직경을 관찰하여 항균성을 평가하였다. 천연

항균물질이 코팅된 필름의 항균성 평가는 2회 계대 배양한 

송이토마토 곰팡이 균주를 potato dextrose agar와 nutrient 
agar 배지에 분주하여 배지 표면에 고르게 퍼지도록 응고한 

뒤 50 × 50mm로 자른 코팅 필름을 평판배지 표면에 밀착시

켜 30℃에서 24시간 간격으로 72시간 동안 배양하여 필름 

주변에 발생되는 clear zone을 대조구와 비교하여 항균성을 

관찰하였다. 대조구는 99% 에틸알코올로 필름 표면의 먼지 

등 오염 물질을 제거한 일반 OPP 필름을 사용하였다.

필름의 표면 상태 평가

천연항균물질이 코팅된 미세천공 필름에 표면상 분산 정

도와 천공 형태를 300배율의 광학 측정 렌즈를 가진 전자현

미경(Xi-cam, Bestec Vision Co., Gyeonggi, Korea)을 사용

하여 천공 크기 및 항균물질 코팅 입자의 분포 정도를 관찰

하였다.

필름의 산소투과도 및 물리적 특성 조사

OPP 필름, 미세천공필름인 MP10과 MP30 필름, 그리고 

항균물질(cinnamon essential oil)을 코팅한 미세천공필름인 

AMP10과 AMP30 필름 시편을 8001 Oxygen permeation 
analyzer(Oxygen OTR series 8001, Illinois Instruments 
Inc., Johnsburg, USA)을 이용하여 산소 투과도를 측정하였

다. 시편은 23℃ 온도 조건하에 Auto stop test를 설정하여 

4회 반복 측정하였다. 각 시료들의 기계적 물성 정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인장강도(tensile strength)와 신장율(elongation 
at break)을 측정하였다. 인장강도와 신장율 실험은 KS M 
3006 플라스틱 인장성 시험방법(KS M 3006, 2003)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두께 0.05mm의 시험편의 크기는 KS 표준 

필름 및 시트의 시험조건(KS M ISO 527-3)에 따라 전체 

길이 115mm, 폭 25mm, 안쪽 좁은 평행부분 길이 33mm, 
안쪽 좁은 평행부분 폭 6mm로 균일하게 재단하여 Texture 
Analyzer(TA.XT Plus, Stable Micro Systems Ltd., Surrey, 
UK)를 이용하여 측정을 하였다. 각 시료별 4개씩 준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사용된 Load cell은 50kg, 인장속도는 

100mm･min-1
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송이토마토의 저장성 평가

균일한 색도 및 크기로 선별한 송이토마토를 PP 용기(250 
× 110 × 50mm)에 넣은 후 impulse sealing machine(ISF 
450-5, Gasung Pak Co., Ltd., Gwangju, Korea)을 사용하여 

OPP 필름, 미세천공필름 (MP10와 MP30), 항균물질을 코

팅한 미세천공필름(AMP10와 AMP30)으로 각각 밀봉 포장

하였으며, 온도 15 ± 1℃와 상대습도 45 ± 5% 조건의 항온 

항습기에 옮긴 후 저장기간 동안 품질변화를 관찰하였다. 
송이토마토의 품질평가는 포장재 내 기체농도 측정, 중량감

소율, 가용성 고형물 함량, 경도, 라이코펜 함량, 부패율을 

측정하였다. 저장기간 동안 3일 간격으로 각각 포장된 송이

토마토 제품 3개씩 선정하여 5회 반복 실험으로 관찰하였

다. 송이토마토를 포장한 포장재 내부의 O2와 CO2의 기체

농도는 headspace analyzer(CheckPointTM, PBI-Dansensor 
America Inc., Glen Rock, USA)로 12시간 간격으로 7일 동

안 측정하였다. 중량 감소율은 디지털 전자 밸런스(MW-II 
series, CAS, Fullerton, USA)를 사용하여 송이토마토의 저

장초기의 중량에서 측정시 중량을 뺀 저장 중의 감량을 백

분율(%)로 나타내었다. 경도의 변화는 직경 5mm의 prove
를 장착한 휴대용 경도계(Model FHR-5, Nippon Op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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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urface structures of microperforated film (A) and 
antimicrobial coating microperforated film (B) (×300).

Works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과피 내부 쪽으

로 10mm 삽입할 때 나타나는 저항 값의 최대값을 kgf로 나

타내었다.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시료의 과육을 마쇄기로 

분쇄한 후 주스의 일부를 굴절 당도계(Mater-M, Atago Co., 
Tokyo, Japan)로 측정하여 °Brix로 나타내었다. 라이코펜 

함량은 Nagata and Yamashita(1992)이 수행한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송이토마토 시료를 분쇄한 후 추출물 100mg에 

hexane과 acetone을 6:4 혼합용매 10mL를 가하여 1분간 

homogenizer(PL 25 basic, Ika-werke GMBH&CO, Staufen, 
Germany)로 잘 섞어주고 여과지(Whatman Grade No. 4, 
Piscataway, USA)로 여과한 다음 상층액을 UV/VIS Spectro-
photometer(Optizen 2120UV, Mecasys Co.,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453, 505와 663nm에서 측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라이코펜 함량을 계산하였다. 

Lycopene (mg･100mL-1) = -0.0458 × A663 + 0.372 × 
A505 - 0.0806 × A453

총균수는 무균상태에서 20g 송이토마토를 멸균 stomacher 
bag(Mayo, Italy)에 넣고, 0.85%의 식염수(OCI Company 
Co., Seoul, Korea) 100mL를 가하여 stomacher(HG400V, Mayo, 
Italy)에서 1분 동안 균질화시켰다. 시료액 1mL를 멸균수에 

10배로 희석한 후 1mL를 취해 PDA 배지에 spreading culture 
method로 접종한 다음 항온 배양기(LMI 2004R, LabTech., 
Namyangju, Korea)에서 30℃,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colony 수를 계수하여 시료액 1mL를 과실 무게(g)당 총균

수로 환산하였다. 각 저장구에 대한 부패과 발생율 측정은 

송이토마토 과피에 곰팡이가 발생 및 수침되면 부패과로 보

았으며, 조사된 시료에 대하여 부패과를 전체 시료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AS 9.1(SAS Institute Inc., 
Cary,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시료간의 통계적 분

석은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로 평균값 사이의 유의

성(p < 0.05)은 one-way ANOVA를 사용하여 결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필름의 표면 상태 평가

천연항균물질이 코팅된 필름 표면은 대체적으로 천연항

균물질이 고르게 분포되었고, 천연항균물질 자체가 고체가 

아닌 액체 형태의 정유(essential oil)이기 때문에 코팅액이 

약간은 뭉쳐지는 현상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균일한 형태

로 코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또한 천연항균

물질을 코팅하지 않은 미세천공 필름의 미세구멍은 약 

125.82 × 87.63μm의 크기로 확인하였으며, 천연항균물질로 

코팅한 미세천공필름은 약 117.69 × 79.38μm로 나타내어 

코팅액으로 인한 미세구멍의 막힘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천연항균물질 코팅 처리된 미세천공 필름도 송이토마

토의 신선도 유지 효과를 얻기 위한 포장 내부의 최적 가스 

조성을 고려한 MAP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을 필름의 표면 

상태 측정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Zagory and Kader(1988)에 

의하면 MAP는 포장재 내 기체조성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

하여 토마토의 호흡을 억제해준다고 하였고, Ngadi et 
al.(1997)은 MAP 필름이 기체와 수분에 최적의 투과성을 

제공하여 과채류의 선도를 유지시켜 준다고 보고하였다.

필름의 산소투과도 및 물리적 특성 분석 

일반 OPP 필름의 산소 투과도 값은 136.0cc･m-2･day-1, 
천연항균물질 코팅하지 않은 미세천공 MP10 필름과 MP30 
필름은 112365.5와 298236.5cc･m-2･day-1, 천연항균물질 코

팅한 미세천공 AMP10 필름과 AMP30 필름은 각각 

94562.1과 273423.0cc･m-2･day-1
로 확인되었다(Table 2). 

천연항균물질을 코팅한 필름은 천연항균물질을 코팅 하지 

않은 필름보다 산소 투과도가 약간 낮은 값을 보였지만, 비
교 값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세천공 

필름의 경우 필름 면적(12.5 × 12.5cm) 당 미세구멍의 개수

가 많을수록 산소 투과도가 높았다. 이는 필름의 미세천공 

처리가 적합한 가스 투과성을 높여주는 역할로 천공 크기와 

필름 두께가 O2 및 CO2 가스 투과도에 영향을 미치는 

Allan-Wojtas et al.(2008)의 연구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본 

연구에서 일정한 크기의 미세천공 수로 가스 투과도 변화에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포장 필름의 

물리적 특성 평가에서 OPP, MP10, MP30, AMP10, 및 

AMP30 필름들의 인장강도는 각각 48.9, 42.8, 47.6, 41.9, 
및 47.7MPa로 통계처리 결과 천연항균물질 코팅 여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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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Values of oxygen transmission rat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functional films.

Films Oxygen transmission rate 
(cc･m-2･day-1)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ratio 
(%)

OPPz    136.0 cy 48.9 a 26.5 a
MP10 112365.5 b 42.8 a 23.5 a
MP30 298236.5 a 47.6 a 23.6 a
AMP10  94562.1 b 41.9 a 24.3 a
AMP30 273423.0 a 47.7 a 23.6 a
zOPP: oriented polypropylene film, MP: microperforated film, AMP: antimicrobial microperforated film.
y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 at P < 0.05.

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2). 신장률의 경우도 OPP, 
MP10, MP30, AMP10, 및 AMP30 필름들이 각각 26.5, 
23.5, 23.6, 24.3 및 23.6%로 천연항균물질 코팅 여부에 따

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필름 물성 비교 

평가를 통하여 항균물질 코팅 처리가 물리적 특성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예측된다. Gamage et al.(2009)의 

OPP 필름에 allyl isothiocyanate, trans-cinnamaldehyde, garlic 
oil, 및 rosemary oil을 가진 항균화합물로 코팅 처리 필름 

연구에서도 항균물질 적용이 포장 필름의 물리적 특성 변화

에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가 없다는 결론과 일치한 내용을 

보여주었다. 

천연항균물질 및 코팅 필름의 항균성 평가

천연항균물질인 계피유, 클로브유, 및 클라리 세이지유를 

코팅한 필름의 항균/항곰팡이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수확 

후 저장 중 발생한 송이토마토의 곰팡이 균의 생장 제어 효

과를 근거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천연항균물질의 포장재 적

용 최소농도를 선정하기 위해 5%와 10% 농도로 각각 필름

에 코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각 적용 천연 항균물질

들에 대한 항균성 평가는 Table 3의 결과에서 세균류 또는 

곰팡이류의 항균성을 확인하였다. 천연항균물질의 항균성

은 계피유 > 클로브유 > 클라리 세이지유의 순서로 나타났

으며, 특히 5%와 10% 계피유가 접종된 부분에 각각 25-30mm, 
그리고 30-35mm의 clear zone을 나타내어 송이토마토 곰팡

이균에 대한 강한 항균활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클로

브유 와 클라리 세이지유에서도 clear zone이 관찰되었는데 

그 효과가 계피유와 비교하여 약하게 나타났다. Jeong et 
al.(1998)의 연구에서 계피 추출물은 미생물의 증식억제기

능을 가지며, 특히 곰팡이류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한다

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계피유의 구성요소 중 eugenol과 

cinnamaldehyde가 높은 항균성을 함유하고 있어 수확 후 토

마토에서 자주 발생하는 곰팡이균에 대한 항균성이 높아 항

균포장재에 적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Zaika 

(1988)의 연구에서 스파이스 또는 허브 계열 중 미생물 억제 

효과가 매우 높은 물질로 계피, 클러브, 겨자 등을 나타내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10% 천연항균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필름의 항균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72시간 후 각 필름 주변에 균의 증식을 평가

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계피유로 코팅 처리한 필

름에서 두드러진 항균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계피유, 클
로브유, 및 클라리 세이지유는 휘발성 천연항균물질로써 필

름에 코팅 시 흡착력이 약하여 항균성분의 필름 표면 내 잔

존율은 낮았으나, 계피유의 경우 항균활성이 매우 높아 비

교적 항균효과를 지속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천연항

균물질 코팅 필름의 항균성은 48시간에는 미비하게 나타났

으며, 72시간 이후 관찰되지 못했는데 이는 천연항균물질 

자체가 휘발성 물질이고 농도가 적어 필름에 코팅한 뒤 흡

착을 이루지 못하고 항균력이 짧은 시간 안에 휘발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Lee, 2010). Rodríguez et al.(2007)의 

연구에서 클로브유와 계피유 등의 천연항균물질을 종이에 

코팅하여 세균류 또는 곰팡이류의 항균성을 확인하였는데 

종이는 휘발성 물질에 대한 흡착력이 높아서 그 항균 효과

를 비교적 오랜 시간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종이는 물성 

변화 및 수분 영향 등의 문제로 인해 포장재로서 적용 가능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저장 중 토마토 품질 평가

포장된 송이토마토의 저장 기간 동안 포장재 내 기체조성 

중 산소농도는 저장 초기 21%에서 점차 감소하여 저장 72
시간 이후 OPP, MP10, MP30, AMP10, 및 AMP30 필름이 

각각 2.0, 4.3, 5.0, 4.4 및 4.0%의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였다

(Fig. 2). 본 실험 결과 OPP 필름의 경우 포장재 내부로 투과

되는 산소농도보다 호흡으로 인한 산소 소비가 더 높아서 

포장재 내 산소 농도가 크게 낮아진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MP 필름 및 AMP 필름으로 밀봉된 포장의 경우 OPP 필름

으로 밀봉된 포장의 포장재 내 산소 농도와 비교하여, 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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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hibition area for antimicrobial activity of 5% and 10% natural essential oils against each strain after 72 hrs.

Treatment

 
 

Levels
 

Strain
Gray mold of vine 

tomato 
(nutrient)

Gray mold of vine 
tomato 

(potato dextrose)

E. coli
(nutrient)

Lactobacillus 
(MRS)

Control  -z - - -

cinnamon oil
5% + ++ - -
10% ++ ++ + -

clove oil
5% + - - -
10% + + + -

clary sage oil
5% - - - -
10% + - - -

z-, no inhibition; +, clear zone of 10-25mm; ++, clear zone of 25-50mm.

Table 4. Inhibition area of 10% antimicrobial coated filmsz against postharvest gray mold of vine tomato after 72hrs.

Treatment
Medium

Nutrient agar Potato dextrose agar
OPP film - y -
cinnamon oil coated OPP film ++ ++
clove oil coated OPP film - -
clary sage oil coated OPP film - -
zEach 5% essential oil coated film did not show a clear inhibition area.
y-, no inhibition; +, clear zone of 10-25mm; ++, clear zone of 25-50mm.

Fig. 2. Changes in O2 and CO2 concentrations within the packaged tomato during storage at 1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b,c) for the period of 7 day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 at P < 0.05.

필름 및 AMP 필름의 포장재 내 산소 농도가 조금씩 증가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포장재 내 산소유입이 증

가하여 송이토마토 품질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MA 효과

(Sandhya, 2010)를 가진다고 판단된다.
MP10 필름과 AMP10 필름 사이의 비교 값과 MP30 필름

과 AMP30 필름의 비교 값은 천연항균물질 코팅과 관계없

이 산소투과도에 따라 유사한 산소농도를 보여주었다.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도 저장초기 0.03%에서 점차 증가하여 저

장 72시간 이후 OPP, MP10, MP30, AMP10 및 AMP30 필
름이 각각 9.5%, 6.0%, 4.3%, 6.4%, 및 4.4%의 농도를 유지

하였다(Fig. 2). 따라서 밀봉한 포장재 내부의 기체조성은 

천연항균물질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필름의 천공에 따른 산

소투과도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MP30과 

AMP30 필름의 기체조성 비율은 Farber(1991)의 MA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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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in weight loss, firmness, lycopene contents and total microbes of tomato packaged in different films.

Films
Storage time (day)

0 3 6 9

Weight
loss
(%)

OPP 0.00 a,iz 0.08 a,h 0.13 a,g 0.15 b,g

MP10 0.00 a,i 0.10 a,h 0.17 a,h 0.27 a,g

MP30 0.00 a,h 0.12 a,g 0.15 a,g 0.19 b,g

AMP10 0.00 a,i 0.10 a,h 0.16 a,h 0.25 a,g

AMP30 0.00 a,i 0.09 a,h 0.16 a,g 0.15 b,g

Firmness
(kgf)

OPP 2.14 a,g 1.93 a,gh 1.71 c,h 1.42 d,i

MP10 2.14 a,g 2.02 a,g 2.05 b,g 1.98 b,g

MP30 2.14 a,g 2.14 a,g 2.30 a,g 2.33 a,g

AMP10 2.14 a,g 1.99 a,gh 1.92 bc,h 1.64 c,i

AMP30 2.14 a,h 2.13 a,h 2.29 a,gh 2.32 a,g

Lycopene contents
(mg･100 g-1)

OPP 1.28 a,h 1.29 a,gh 1.31 b,gh 1.36 b,g

MP10 1.28 a,g 1.34 a,g 1.26 b,g 1.35 b,g

MP30 1.28 a,g 1.26 a,g 1.28 b,g 1.34 b,g

AMP10 1.28 a,h 1.35 a,gh 1.36 b,gh 1.41 b,g

AMP30 1.28 a,h 1.35 a,h 1.51 a,g 1.54 a,g

Total microbes
(log CFU･g-1)

OPP 0.00 a,i 0.25 a,h 1.36 a,g 1.47 a,g

MP10 0.00 a,h 0.00 b,h 0.93 b,g 1.03 b,g

MP30 0.00 a,i 0.00 b,i 0.62 c,h 0.82 b,g

AMP10 0.00 a,i 0.00 b,i 0.32 d,h 0.41 c,g

AMP30 0.00 a,h 0.00 b,h 0.00 e,h 0.15 d,g
z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 at P < 0.05.

연구에서 보고한 과채류 선도유지를 위한 추천 포장재 내 

산소 및 이산화탄소가 3-5%의 가스 농도 범위와 유사한 값

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 OPP 필름을 포함

한 각각 다른 필름으로 포장한 송이토마토의 중량 변화는 

저장 9일째까지 1% 이내로 매우 낮은 중량 감소율을 보였

다(Table 5). 항균미세천공필름과 미세천공필름 모두 유사

한 중량 변화의 결과를 나타내며 수확 후 송이토마토의 수

분손실을 억제하였다. 저장 중 과채류의 중량감소는 대부분 

증산작용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Paliyath and Murr, 2008), 
항균미세천공필름과 미세천공필름들이 가지는 미세 구멍들

이 있을지라도 필름 포장이 포장내의 송이토마토의 수분증

산을 제어하기 때문에 낮은 중량 감소율을 보인다고 판단된

다. 경도변화는 포장된 필름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

는데, 대조구인 일반 OPP 필름에서 송이토마토의 경도는 

저장 9일째 1.42kgf로 초기 2.14kgf보다 크게 낮아져 다른 

포장구에 비해 과육이 가장 빠르게 물러지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MP10과 AMP10 필름에서는 저장 9일째 1.98 및 

1.65kgf로 경도가 약해졌으나, MP30과 AMP30 필름에서는 

저장 9일째 2.33과 2.25kgf로 초기 과육의 경도를 유지하며 

신선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저장 중 송

이토마토의 경도는 항균물질 처리 필름 효과에 크게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천공 정도가 다른 미세천공 필름

들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포장 필름에서 미세 천공에 

대한 기체 투과도 정도가 과육의 경도에 영향을 끼쳤다고 

판단되며, 포장재 내에서 송이토마토의 호흡률 및 에틸렌 

생성에 영향을 주어 과육의 연화 속도를 지체하여 송이토마

토의 경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Ahrens and Huber 
(1990)의 연구에 의하면 에틸렌 생성은 과실의 성숙을 촉진

시키며 이로 인해 과실 내 polygalacturonase와 cellulase 등
의 세포벽 분해효소의 활성을 높여 과실의 경도를 저하시킨

다고 보고하였다. 라이코펜 함량은 저장 초기에 송이토마토 

과육 세포에서 1.3 ± 0.1mg･100g-1
과 저장 9일째 AMP30 

필름 적용 송이토마토에서 1.6 ± 0.5mg･100g-1
로 저장 초기 

값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다른 필름 포장구

는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Guan et al.(2005)
의 포장 두께에 따른 MA 포장 연구에서도 15℃ 저장 실험

에서 포장재별 송이토마토의 라이코펜 함량은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또한 저장 9일째 AMP30 필름으로 포장한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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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in the decay ratio (%) of tomato packaged in 
different films at 15℃.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c) 
for the period of 9 day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studentized range test at P < 0.05.

이토마토의 총균수는 0.15log CFU･g-1
로 일반 OPP, MP10, 

및 MP30필름으로 포장한 송이토마토의 총균수에 비해 항

균효과가 가장 높게 관찰되었으며, AMP10 필름에서도 

0.41log CFU･g-1
로 비교적 낮은 총균수 값을 나타내어 계피

유를 코팅한 필름에서 높은 항균효과가 있었다. 일반 OPP
필름과 비교하여 미세천공필름에서도 총균수의 감소를 확

인할 수 있었지만 천연항균물질로 처리된 포장을 통하여 더 

높은 항균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포장재 내 최적의 기

체조성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MP30필름에 천연항균물질

을 코팅한 필름이 미생물 생장 억제 효과가 증대되었다. An 
et al.(1998)은 채소류의 품질열화 개선을 위하여 천연항균

물질로 코팅된 LDPE 필름 포장재를 시도하여 저장 중 총균

수의 생성 억제를 관찰하였으며, Park et al.(2006)의 연구에

서 천연항균물질로 코팅한 포장재로 포장한 방울 토마토의 

총균수가 저장 10일 째 3.2log CFU･mL-1
로 대조구보다 낮

은 값을 나타내어 항균물질 포장재로 포장한 과채류의 미생

물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항균물질로 계피유를 이용하여 높은 

항균효과를 볼 수 있었으며, 계피유로 미생물 생장을 억제하

는 효과를 발표한 Tunc et al.(2007)의 연구와 MA 조건하에 

계피유의 높은 항균 효과를 검증한 Matan et al.(2006)의 연

구에서 미생물 생장억제와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부패율은 

저장 9일째 OPP 필름 및 MP10, MP30, AMP10, 및 AMP30
필름에서 각각 49.5, 9.4, 5.6, 3.2 및 0%의 값을 보여 주었다

(Fig. 3). 항균물질로 코팅한 미세천공필름에서 부패율이 거

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중 AMP30 필름 적용에서는 부패

가 발생하지 않아 높은 품질유지 효과가 있었다. 일반 OPP 
필름에서는 곰팡이가 발생하거나 시들어져 선도가 저하되었

으나, 항균미세천공필름으로 포장되어 저장한 송이토마토에 

곰팡이균이 발생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항균

물질을 코팅하지 않은 천공필름의 경우 저장 6일 이후 곰팡

이가 발생하여 송이토마토의 상품성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AMP30필름에 저장한 송이토마토의 경우 계피

유의 항균활성으로 인해 곰팡이균 생성억제 및 미세천공으

로 인해 포장재 내에 선도유지를 위한 최적의 기체조성을 유

지하며, 호흡률 조절에 따른 생리적 열화현상 억제로 선도유

지가 지속되었다. 향후 연구로 계피유의 강한 향이 적용 대

상 과실이 가지는 향미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천연 항균물질의 향을 완화시키거나 다른 향미 특성을 부여

하는 flavor masking 물질 적용에 대한 품질개선 효과 및 제

품에 대한 관능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초   록

본 연구는 수확 후 송이토마토의 품질 유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포장 내부의 적정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하

고 천연항균물질을 적용하여 과채류의 호흡장해 및 부패 미

생물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천연항균물질이 코팅된 미세천공필름으로 포장한 송이

토마토의 저장 중 품질변화 효과를 관찰하였다. 송이토마토 

곰팡이균 발생 억제를 위한 계피유, 클로브유, 및 클라리 세

이지유의 천연항균물질들의 항균성 평가는 계피유에서 가

장 높은 항균성을 보여주었다. 천연항균물질이 코팅된 미세

천공필름의 산소 투과도는 무처리 미세천공필름과 비교하

였을 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며, 각 포장필름의 물리적 

특성 평가에서 항균물질 코팅된 필름의 인장강도와 신장률 

값은 무처리 및 미세천공필름 값과 비교하여 유사한 값을 

나타냈다. 10% 계피유가 코팅된 항균미세천공필름(AMP30), 
무처리 미세천공필름(MP10, MP30), 그리고 일반 OPP필름

으로 포장한 송이토마토의 포장재 내 기체조성 평가는 

MP30과 AMP30필름에서 송이토마토의 적정 선도유지를 

위한 기체조성 조건인 각각 5.0와 4.8% 산소 농도 그리고 

4.3와 4.4% 이산화탄소 농도를 유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

었다. 또한 15℃의 저장성 평가 실험에서 항균미세천공필름

(AMP30)이 다른 필름포장재보다 송이토마토의 경도, 중량

감소, 그리고 부패 현상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결과를 나

타냈다. 따라서 계피유가 처리된 천연항균 특성을 가진 미

세천공필름 적용은 신선 송이토마토의 품질 개선에 효과적

인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 주요어 : 유통, 기능성 포장재, 곰팡이균, 품질 평가,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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