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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in order to compare the changes in Korean apples’ qualities and antioxidant activity when 
stored at room temperature, 20℃, for fifteen day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eight, moisture content, soluble solid 
content, acidity, and hardness levels decreased as the storage period increased. However, pH and color value L increased 
as the storage period increased. Total phenol contents, total flavonoids contents,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vit. C contents of apples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increased storage period. Sensory parameters, such as appearance, 
sweetness, sourness, crunchiness, and overall acceptability of apples, also decreased as the storage period increased. Based 
on these results, if, the apple are being stored around 20℃, then, to have the highest quality, the apples should be sold 
within three days, We also suggested that it is desirable not to store the apples fore more than eight days.

Key words: apple, quality characteristics, antioxidant activity, storage 

†Corresponding author: So-Yeon Jin, Graduate School of Traditional Culture and Arts, Traditional Dietary Life Food,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140-742, Korea. Tel: +82-2-2077-7473, Fax: +82-2-2077-7473, E-mail: syjin@sm.ac.kr 

서 론   

한국의 대표 과일 중 하나인 사과는 경제성장으로 소득 수

준이 향상되면서 양적인 면보다는 질적인 면으로 소비 형태

가 변화하고 있다(Kweon 등 2012). 우리가 ‘부사’라고 부르는 

‘후지’(Malus domestica Borkh.)는 가장 대표적인 사과 품종으

로 2012년 기준 국내 과실 총 생산량의 29.5%를 점하고 있으

며(Park & Ryu 2013), 주로 대만에 수출되고 있다. 국내 사과

는 당해에 약 50% 정도가 소비되고, 나머지는 저장되어 이듬

해에 소비되는데(Park YM 1996), 저온 저장 후 수출되는 후

지 사과는 품질 저하로 이듬해 2월부터는 수출이 매우 제한

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본 사과에 비해 인지도와 가

격이 많이 떨어져서 아직까지 한국 사과는 품질이 낮은 것으

로 인식되고 있다(Song & Kim 2004). 그러나 2011년 일본의 

원전 사고 이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가 커지

면서 대만, 한국, 중국, 미국의 일본산 농식품 수입이 감소하

였고, 2014년 4월 현재 37개국에서 일본산 농산물의 수입규

제가 이행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 일본 내에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의 농식품 수입도 전면 금지하는 엄격한 조치

를 단행하고 있다(aT 2014). 이러한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 농

수산식품의 대외교역 변화를 기회로 한국산이 가지는 식품안

전성과 가격경쟁력의 우위점을 활용하여 고품질 사과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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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중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로의 수출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기존 사과의 품질에 관련된 연구는 사과 품종 

개발 및 사과 수확 직후의 처리방법과 수확 후 저장방법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국내에서 생산된 사과는 

주로 저온에서 저장되나, 장기저장을 위해 CA 저장(Controlled 
Atmosphere)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Yoo 등, 2013). 사과의 

저장성 향상에 관한 연구로는 CA 저장 중 내부 갈변 현상에 

대한 연구(Park YM 1996), CA 저장 전 에틸렌 가스 생합성 

억제제인 1-MCP 및 열처리가 저장 기간 동안 과실 품질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Park 등 2011; Kweon 등 2012) 등이 있

었다. 비용이 많이 드는 CA 저장을 대체할 수 있는 MA(Modified 
Atmosphere) 저장포장기술 적용(Mostofi 등 2008), 내부 온습

도나 공기 조절을 위한 포장재(Chung & Chol 1999), 산소투

과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필름 등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Islam 등 2011; Baek 등 2013; Choi 등 2014).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 사과의 저장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실제 사과의 품

질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비자가 구입하는 매

장에서의 저장방식이다. 사과를 판매하는 소매점이나 대형 

마트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CA 저장이 어렵기 때문에, 산
지에서 0~1℃에 장기 보관하였던 것을 20℃ 전후의 창고 등

에서 보관하여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상온에

서의 저장 기간이 증가될 경우, 사과의 품질이 저하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상온저장 시 사과의 관능 및 품질특성과 

항산화 활성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

에서는 실제 마트나 식품유통 매장에서 저장하고 있는 온도

인 20℃를 기준으로 저장에 따른 관능 및 품질특성, 항산화 

활성 등의 변화를 살펴보아 사과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저장기한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요구에 맞

는 고품질의 사과를 경제적으로 생산 및 유통시키기 위한 기

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사과는 2013년 10월경 경북 안동에서 수

확하여 안동농산물 유통센터에서 저온저장 중인 후지(Fuji) 
품종을 구입하였으며, 온도 20±1℃, 습도 55±1% 항온실에서 

보관하면서 1일부터 15일까지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사과

는 균일한 시료 채취를 위하여 크기가 일정하고, 표면에 상처

가 없는 것을 선별하여 측정하였으며, 당도와 pH 측정을 위

해서는 사과의 겉껍질을 제거 후 착즙하여(HU-400, Hurom, 
Korea)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2. 품질 변화 측정

사과의 중량은 사과 3개를 선별해 같은 사과로 매일 무게를 

측정하였고,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당도계(Pocket Pal-1, ATAG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3회 반복하여 측정하고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며, 가용성 고형물 함량 단위는 Brix %로 표시하

였다. pH는 pH Meter(F-51, HORIBA, Kyoto, Japan)로 3회 반

복하여 측정하고,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수분 함량은 적외선 

수분측정기(MB45 moisture Analyzer, Ohaus Co., Ltd, Zurich, 
Switzerland)를 사용하여 3회 반복하여 측정하고, 평균값을 나타

내었다. 경도는 Tex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 System 
Ltd. Haslemere, UK)로 5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분석조건은 

pre-test speed 5.0 mm/sec, test speed 1.0 mm/sec, post-test speed 
5.0 mm/sec, test distance 10.0 mm, trigger force 5 g으로 하였

다. 사과 껍질의 착색 정도는 색차계(Colorimeter CR-300, Minolta 
Co., Osaka, Japan)로 사과의 적도부를 지정하여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값을 3개의 시료를 3회 반복 측정하

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이 때 기기의 보정을 위

해 사용한 표준 백색판(standard plate)의 L, a, b 값은 각각 

97.26, 0.07, +1.86이었다.

3. 유기산 산도 분석
사과는 0.2 cm 크기로 잘게 잘라 10 g 정도를 취해서 끓여

서 식힌 증류수 100 mL를 넣고 1분간 교반기(Homogenizer. 
Poonglim, PL-S11, Seoul, Korea)로 마쇄한 용액에 1% Phenol-
phthalein 0.5 mL를 가한 후 pH 8.3까지 0.1 N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적정한 소비량으로 유기산 산도를 계산하였다. 

유기산 
산도(%) =0.1 N NaOH 용액의 

소비량(mL) ×
0.1N NaOH factor 

×0.009  ×100
시료 채취량(g)

4.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사과 중량 대비 10배 정도의 70% 에탄올을 가하여 shaking 

incubator(20℃, 100 rpm, 24 h)에서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여

과지(Whatman No.2)로 여과한 용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을 응용한 Swain & Hillis 
(1959) 등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추출물 150 μL에 증

류수 2,400 μL와 0.25 N Folin-Ciocalteu 용액 50 μL를 가하여 

교반한 다음 실온에서 3분간 반응시켰다. 이 반응액에 1 N 
sodium carbonate(Na2CO3) 300 μL를 가하여 암소에서 2시간 

방치한 후 분광광도계로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
준물질로 gallic acid(Sigma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

여 검량선을 구하였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은 3회 반복 측정하

여 얻은 평균값을 mg gallic acid(mg GAE/g)로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Um & Kim(2007)의 방법에 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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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측정하였다. 추출액을 시료로 하여 1 mL를 취하여 diethylene 
glycol 10 mL를 혼합한 후, 1 N NaOH 용액 1 mL 가하여 혼합 

한 것을 37℃ water bath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은 quercetin(Sigma Co., NY, USA)을 

사용하여 검량선을 구하였다.

5. 항산화 활성 측정
추출액을 시료로 하여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라디칼에 대한 소거 효과는 Blois MS(1958) 방법에 준하여 측

정하였다. 추출물 0.9 mL에 DPPH solution(1.5×10－4 M) 0.3 
mL를 가하여 교반한 다음 암소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6. Vitamin C 분석
시료의 Vit. C 함량은 KFDA(2013)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시료 약 10 g을 취하여 동량의 10% 메타인산용액을 가하여 

10분간 현탁시킨 후 적당량의 5% 메타인산을 넣고 균질화 

하였다. 균질화 된 시료를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옮기고, 
소량의 5% 메타인산용액으로 용기를 씻은 후 메스플라스크

에 합하여 100 mL로 하였다. 그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

심분리를 행하여 상등액을 취하고, 5% 메타인산용액으로 희

석하여 시험용액으로 하였다. 추출물은 0.45 μm syringe filter
를 사용하여 여과한 다음 Vit. C 표준물질(Sigma Co., NY, 
USA)과의 Retention time를 비교하여 시료의 비타민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HPLC(Alliance e2695, Waters, MA, USA)를 사

용하였다. 

7.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숙명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조리 전공 대학

원생 중 사과의 특성에 잘 훈련되고 차이 식별 능력이 우수한 

15명을 패널로 선정하여 훈련시킨 뒤 실험에 응하도록 하였

다. 패널 1인에게 1회당 1개의 사과를 제공하였으며, 관능검

사 시간은 오전 10~11시 사이에 이루어졌다. 검사항목으로는 

사과 외관의 좋은 정도(윤기와 색), 단맛의 좋은 정도, 신맛의 

좋은 정도, 아삭함의 좋은 정도, 종합적인 기호도의 5개의 항

목에 대하여 9점 척도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고, 사과의 기

호도에 대해 매우 나쁘다(1점), 나쁘다(3점), 보통이다(5점), 
좋다(7점), 매우 좋다(9점)의 9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다.

8. 통계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 처리는 SPSS package(version 21)를 이용

하여 평균(Mean)과 표준편차(S.D.)로 표시하였다.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One-way ANOVA로 분석을 하여 

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저장기간에 따른 사과의 품질 변화
사과의 중량의 변화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사과의 저장기간 

경과에 따라 중량은 완만히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p<0.001). 
저장 직후 0일에 최대값 295.06 g이었고, 저장 15일까지 283.63 
g로 감소하였다. 사과의 저장 중 수분 변화 결과는 Fig. 2와 

같다. 사과의 수분은 저장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수분의 양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저장기간 0일차에 79.05%의 

수분 함량은 저장 8일차에 73.96%였다가 저장 15일차에 69.17%
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Park 등(1984)의 연구

에서 상온에 사과를 저장하는 경우, 증산 자체 호흡이나 변질 

등의 현상으로 수분의 증발로 인한 중량의 감소와 같은 결과

를 보여주었다.
사과의 저장 중 가용성 고형물 함량의 변화를 Fig. 3에 나

타내었다. 저장 0일차에 15.77 °Brix이었으나, 저장 4일차까지 

Fig. 1. Changes in weight of apple during storage at 
20℃ for 15 days. 

Fig. 2. Changes in moisture content of apple during storage 
at 20℃ for 1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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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0 °Brix로 최고치로 증가하였다가 저장 15일차에는 14.03 
°Brix로 서서히 낮아져(p<0.001) 사과의 저장기간이 경과하면

서 수치가 감소한다는 Jo 등(2009)의 연구 결과와 같았으며, 
이 연구에서 저온 장기 저장 시에는 수분의 증발로 인해 가용성 

고형분의 함량이 증가한다는 연구를 보고한 바 있으며, Chung 
등(2006)의 연구 결과, 저장 사과의 호흡기질로 가용성 고형

물이 사용되어서 저장 기간에 따른 함량이 감소하여 본 연구 

결과가 일치하였다. 
사과의 저장 중 유기산 산도 및 pH의 변화는 Fig. 4 및 Fig. 

5와 같다. 저장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유기산 산도는 증가하

고, pH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유기산 산도는 저장 

0일차에 2.29%에서 저장 5일차에 1.41%로 급격히 감소하다

가 저장 15일차까지 1.06%로 서서히 감소하여 Jang 등(2013)
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pH는 저장 직후 4.11이었으나,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완만히 증가하여 15일차에는 4.71에 도달

하였다(p<0.001). 
사과의 색상을 색차계로 측정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명

도를 나타내는 사과의 L값은 저장기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

여 저장 15일에 106.24까지 증가하였다(p<0.001). 사과의 저

Fig. 3. Changes in soluble solid content of apple during 
storage at 20℃ for 15 days.

Fig. 4. Changes in acidity of apple during storage at 
20℃ for 15 days.

Fig. 5. Changes in pH of apple during storage at 20℃ 
for 15 days.

    
Fig. 6. Changes in color of apple during storage at 20℃ 

for 15 days.

장 습도별 품질 변화를 연구한 Shin & Cho(2001)에 연구에서

도 습도가 높을수록,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사과 표면의 L
값은 증가하여 명도가 높게 퇴색한다는 연구결과와 비슷하

였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은 저장이 경과되면서 저장 3일
까지 감소하였고, 저장 5일에 10.90으로 증가되었다가 그 이

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p<0.001).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
은 저장 6일에 －11.85로 최저치를 보인 후,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사과의 저장 중 조직감을 Texture analyser로 측정한 Texture 

profile analysis를 Fig. 7에 나타내었다. 경도는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지만, 저장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저장 0일에는 336.94 
였다가 저장 15일까지 227.44로 감소하였다. 

2.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변화
저장 기간에 따른 사과의 총 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8과 같다. 총 페놀 함량은 저장 기간이 길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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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s in hardness of apple during storage at 
20℃ for 15 days.

  
Fig. 8. Changes in of total phenolics and flavonoids contents 

of apple during storage at 20℃ for 15 days.

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p<0.001), 저장 3일차에 180.55 
μg/g에서 저장 4일차에 155.77 μg/g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저장기간에 따른 사과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변화 결과, 0
일차 98.07 μg/g에서 1일차 72.97 μg/g으로 비교적 크게 감소

하였고, 실험 7일차 55.39 μg/g에서 8일차 40.75 μg/g의 함량으

로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p<0.001).
 
3. 항산화 활성 및 Vitamin C 변화
저장기간에 따른 사과의 DPPH 전자공여능과 Vit. C의 변

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DPPH 전자공여능의 변화 

결과, 0일차에 92.32%에서 15일차에 85.74%로 큰 차이 없이 

감소하였다(p<0.001).
저장기간에 따른 사과의 Vit. C 함량 변화는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0일차에 4.86± 
0.20 mg/100 g으로 가장 높았으며, 4일차에 3.65 mg/100 g에
서 2.98 mg/100 g으로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다.

    
Fig. 9. Changes in of antioxidant activity of apple during 

storage at 20℃ for 15 days.

4. 관능적 품질 변화
관능적 품질 변화는 Fig. 10과 같이 저장 기간에 따라 외

관의 좋은 정도, 단맛의 좋은 정도, 신맛의 좋은 정도, 아삭

함의 좋은 정도, 종합적인 기호도의 5가지 항목에서 감소하

는 경향이었다. 외관의 좋은 정도는 0일차에 6.75에서 15일
차 2.83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p<0.001), 신맛의 좋

은 정도는 저장 기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으

며 감소하였다. 단맛의 좋은 정도(p<0.001)와 아삭함(p<0.01)
의 좋은 정도의 항목에서 0일차에 각 6.25, 5.33으로 가장 높

았으며, 15일차에 각 3.92, 2.83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이

며,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종합적인 기호도에서는 7일차와 

8일차 사이에 5.00에서 3.50으로 비교적 큰 폭 감소하였으며, 
15일차에 2.00으로 저장 기간에 지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다(p<0.001).

      
  

Fig. 10. Changes in of sensory quality of apple during 
storage at 20℃ for 1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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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0℃에서 15일 동안 저장기간별 사과의 변화를 살펴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사과의 중량과 수분은 저장기간 경과에 따

라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사과의 저장 중 가

용성 고형물 함량은 저장 4일차까지 최고치로 증가하였다가 

서서히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사과의 저장 중 유기산 산

도는 저장 5일차에 급격히 감소하다가 완만히 감소하였으며, 
pH는 저장기간에 따라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저장 중 사과 껍질의 색상을 측정한 결과, L값은 저장기간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a값은 저장 3일까지 감소하였고, 
저장 5일에 증가되었다가 그 이후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b
값은 저장 6일에 최저치를 보인 후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사과의 조직감을 측정한 결과, 저장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사과의 경도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저장 기간에 따

른 사과의 총 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총 페놀 함량은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나

타났으며, 저장 3일차에서 저장 4일차에 큰 폭 감소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의 변화 결과, 1일차에 비교적 크게 감소하

였고, 실험 7일차에서 8일차 사이에 급격히 감소하였다. 저장 

기간에 따른 사과의 DPPH 전자공여능 측정결과,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DPPH 전자공여능은 감소하였으며, Vit. C 함량

의 경우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였는데, 특히 저장 4
일차에 비교적 크게 감소하였다. 사과의 관능평가 수행 결과,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외관의 좋은 정도는 0일차에 6.75
에서 15일차 2.83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신맛의 좋은 정도

는 저장 기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전반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단맛의 좋은 정도와 아삭함의 

좋은 정도에서는 0일차에 각 6.25, 5.33으로 가장 높았으며, 
15일차에 각 3.92, 2.83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종합적

인 기호도에서는 7일차와 8일차 사이에 5.00에서 3.50으로 비

교적 큰 폭 감소하였으며, 15일차에 2.00으로 저장 기간에 지

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상의 실험결과, 사과 저

장 시 3~4일차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저장 8일 이후에

는 모든 항목에 있어 측정감이 크게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0~1℃에서 장기 저장한 사과를 20℃ 전후에서 

저장 및 판매할 경우, 최고의 품질을 위해서는 3일 내에 판매

할 것을 권장하며, 8일 이내에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유통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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