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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 및 유기산 처리가 ‘대보’ 박피밤의 저장 시 품질에 미치는 영향

오성일·김만조*

국립산림과학원 특용자원연구과

Effects of Mild Heat and Organic Acid Treatments on the 
Quality of ‘Daebo’ Peeled Chestnut during Storage

Sung-Il Oh and Mahn-Jo Kim*

Division of Special-purpose Trees,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uwon 441-847, Korea

요 약: ‘대보’ 박피밤의 갈변 및 품질에 화학물질(ascorbic acid, citric acid, calcium chloride: 1% 용액)과 물리적(진

공포장, 50oC 증류수) 처리가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박피밤 색도의 L값은 모든 처리구에서 저장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E값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포장 처리구가 급격히 색 변화가

일어나는데 비해 화학 및 물리적 처리구는 완만한 변화를 보였다. 특히 calcium chloride 처리구는 색 변화가 거의 일

어나지 않았다. 관능적 품질평가 결과, 상품성은 일반포장 처리구가 10일간 유지되었던 반면 화학 및 물리적 처리구

들은 35일간 상품성이 유지되었다. 따라서 ‘대보’ 박피밤의 화학 및 물리적 처리는 갈변을 억제시킴으로써 박피밤의

관능적 품질유지에 효과적이였고, 특히 1% calcium chloride 침지 후 진공포장하는 것이 박피밤의 품질유지와 갈변

억제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The effects of dip treatments of chemicals (ascorbic acid, citric acid, calcium chloride: 1% solution)

and physicals (vacuum packing, 50oC distilled water) on the browning and quality of ‘Daebo’ peeled chestnut

were studied. During the storage, the surface color of the samples showed higher ∆E values and lower L values

than that of the initial sample. The color with the normal packing treatment hardly changed, unlike in the

chemical and physical treatments. The calcium chloride treatment showed less color change than other

treatments. The marketable quality was maintained for 10 days with the normal packing and for 35 days with

the chemical and physical treatments. Thus, the chemical and physical treatments, especially with vacuum

packing after 1% calcium chloride treatment, extended the shelf-life of the ‘Daebo’ peeled chestnut by inhibiting

the brow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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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에서 밤은 예로부터 관혼상제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실로 영양가가 풍부하여 식량대용 및 기호

식품으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대표적인 산림단기소득

품목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밤나무는 참나무과(Fagaceae)

밤나무속(Castanea)의 낙엽활엽성 교목으로 원산지는 아

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및 북아프리카 등 4개 대륙에 걸

쳐 있으며, 북반구의 온대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주

요 재배 수종으로는 일본밤나무(Castanea crenata Sieb et

Zucc), 중국밤나무(C. mollissima Blume), 유럽밤나무(C.

sativa Miller), 미국밤나무(C. dentata Borkhausen)등이 재

배 생산되고 있다(Kim et al., 2006). 

 최근 식품시장 개방의 가속화와 사회 여건의 변화, 식

품의 다양화와 고급화 및 간편화 추세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식품 공급체계 확립이 식품산업에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Hathaway, 1999). 이러한 이유로 근래에 농

산물이 박피, 절단 및 세척되어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는 신선편이(Fresh-cut) 제품의 수요가 크게 증가

하고 있다(Kim et al., 2009). 그러나 신선편이 형태의 제

품은 원형 산물에 비해 박피와 절단 등 가공공정을 거치

므로 원형 상태에 비해 조직이 손상되어 호흡량, 에틸렌

생성량, 세포막 분해, 효소적 갈변 및 미생물 번식 등의 증

가와 수분감소와 같은 품질저하 유발 현상들이 비교적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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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게 진행된다(Toivonen and Brummell, 2008; Watada et

al., 1990). 

국내 밤은 품질이 우수하나 유럽이나 중국밤에 비하여

외피가 두껍고 내피의 과육부착 정도가 심하여 소비 시

이용에 불편한 단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단점은 최근 각

종 과일 및 채소류에 응용되고 있는 신선편이 제품의 응

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는데(Oh and Kim, 2014),

밤과실을 박피하여 세척 후 진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그 예이다. 밤의 박피 방법으로는 스팀, 칼날, 마찰, 화학

및 화염 박피 등 5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중

칼날 박피 방식은 수율이 떨어지지만 쉽고 빠르게 밤의

내·외피를 박피할 수 있어 산업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

다. 하지만 칼날 박피로 인한 밤과실 절단면의 효소적 갈

변은 세포 속에 존재하던 페놀성 물질이 조직 파괴로 인

해 산소와 접촉하게 되면서 polyphenoloxidase(PPO)의 작

용을 받아 quinone으로 산화되고 다시 중합반응을 거듭하

여 갈색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의 결과이며 신선편이 제품

의 shelf-life를 결정하는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Tomas-Barberan and Espin, 2001). 신선편이 제품에서 갈

변억제 및 품질 유지 방법은 과일과 채소에서 많이 연구

되어 왔으며, 갈변억제 방법으로는 화학물질처리(Cocci et

al., 2006), 열처리(Park et al., 2013), 코팅처리(Perez-Gago

et al., 2006), 포장(Lee et al., 2003) 등의 방법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박피밤의 갈변 및 품

질 유지에 대한 연구는 단편적으로 진행되었을 뿐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박피밤의 갈변억제 방법 중 화학적 처

리 방법인 ascorbic acid, citric acid, calcium chloride와

물리적 처리 방법인 열처리와 진공포장처리가 갈변 및 저

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박피밤의 품질 유지 및 활

용도를 증진시키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처리

실험에 사용한 밤은 2013년 9월 국립산림과학원 밤나

무시험림에서 수확한 ‘대보’ 품종의 밤을 사용하였으며,

박피는 칼날방식 박피기를 사용하여 박피 후 실험에 사용

하였다. 박피한 밤은 증류수에 세척, 50oC의 증류수에 60

초, 1% ascorbic acid, 1% citric acid 그리고 1% calcium

chloride용액에 3분 동안 침지시킨 후 흡수지로 밤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였다. 물기가 제거된 박피밤은 무작위로 10

개씩 75 µm 두께의 PE+Nylon재질의 7-layer 필름(8 inch,

ROLLPAK Co., Korea)에 넣고 진공포장 후 4oC로 설정된

Multi-room incubator(SH-77BL, Human Co., Korea)에

저장하였다. 무처리구는 증류수에 세척한 박피밤을 7-layer

필름에 넣고 밀봉하였다. 박피밤 10개를 1반복으로 하여

3반복씩 5일 간격으로 35일 동안 과실의 품질변화를 관찰

하였다.

2. 과실 품질 및 특성조사

박피밤의 중량감소율은 초기중량과 저장 35일 후 측정

된 시료의 중량 차이를 초기중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

타내었으며, 수분함량은 수분측정기(MOC-120H, Shimadzu

Co., Japan)를 이용하여 105oC에서 가열건조 질량측정 방

식으로 분석하였다.

박피밤의 색도는 표준백판(L = 97.40, a = -0.49, b = 1.96)

으로 보정된 Chromameter(CR-400, Minolta Co., Japan)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과실의 바깥쪽 면의 주두와 좌

면 사이를 20반복으로 Hunter L, a 그리고 b값을 측정하

였다. 각 처리구간 색도의 차이는 초기 값에 대한 색차

(color difference, ∆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E = (∆L2 + ∆a2 + ∆b2)1/2

박피밤의 경도는 물성측정기(CR-3000EX-S, Sun Scientific

C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당도는 과육의 중앙

부를 채취하여 즙을 낸 후 당도계(RA-510, Kyoto Electronics

MFG C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조사는 20반

복으로 저장기간 동안 관찰하였다.

저장기간 동안 박피밤의 부패율은 저장시료를 육안으

로 관찰하여 부패된 과실의 개수를 전체 개수에 대한 백

분율(%)로 표시하였다.

관능적 품질평가는 5명의 훈련된 평가원에 의해 시료의

식미, 식감, 이취를 평가하였다. 박피 밤의 식미, 식감 그

리고 이취는 5일 간격으로 개봉 즉시 20반복으로 측정하

였으며, Meilgaard et al.(1991)의 방법을 응용하여(5=매우

좋음; 4=좋음; 3=보통; 2=안좋음; 1=매우 안좋음) 5점 척

도법으로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박피밤의 표면색도 변화

화학 및 물리적 처리에 의한 박피밤의 색도 변화를 조

사하였다(Figure 1). L값은 모든 처리구에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저장 시작일로부터 저장 35일 후 변동된

L값을 측정한 결과, 세척 후 일반포장(A) 처리구에서 4.2,

세척 후 진공포장(B) 처리구에서 3.5, 열수(C) 처리구에서

3.0, ascorbic acid(D) 처리구에서 2.0, citric acid(E) 처리

구에서 2.2 그리고 calcium chloride(F) 처리구에서 0.7로

calcium chloride 처리구가 명도의 변화폭이 가장 적었고

일반포장 처리구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a값은 일반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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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에서 저장 초기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저장 35일 후

저장 초기보다 1.9만큼 증가하였다. 다른 처리구들은 일

반포장 처리구보다 변화폭이 적었으며, 처리구간 유의성

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물리적 처리보다 화학적 처리에서

변화폭이 적은 경향을 보였다. b값은 모든 처리구에서 저

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모든 처리

구들의 ∆E값은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일반포장 처리

구의 저장 초기 ∆E값은 24.6이였으며 저장 10일까지 급

격히 증가하여 저장 35일 후에는 28.5로 모든 처리구중 그

값이 가장 높았다. 다른 처리구들은 일반포장 처리구보다

변화폭이 적었으며, 그중 calcium chloride 처리구가 ∆E값

의 가장 소폭으로 변화하였다. 신선편이 식품에서 변색은

매우 중요한 품질변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박

피밤의 경우 저장 및 유통 중에 갈변이 쉽게 발생하여 상

품성이 낮아지는 문제점이 있다(Oh and Kim, 2014). 갈변

의 원인으로는 과육의 조직 손상으로 인한 polyphenol

oxidase(PPO)의 유출 및 활성증가로 polyphenol의 산화에

의해 발생한다(Martinez and Whitaker, 1995).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밤의 박피 과정에서 과육의 조직이 손

상되어 갈변이 발생하였지만, 갈변 유기물질의 산화를 유

기하는 산소를 진공포장으로 차단했을 뿐만 아니라 열처

리 및 화학적 처리로 PPO활성이 불활성화되거나 환원되

어 갈변이 억제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박피밤의 갈변억

제에 calcium chloride처리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신선절단 멜론의 경우에 calcium chloride처리가 저

장 중 과육의 경도유지에 효과적이며(Luna-Guzman et al.,

1999), 이는 calcium이 펙틴질과 결합하여 세포벽 구조를

강화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Poovaiah, 1986).

이러한 점과 신선절단 감자와 사과의 갈변속도가 조직유

지의 기본인 세포막의 안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

을 고려해 볼 때(Cantos et al., 2002; Chung and Lee,

1996), 박피밤의 갈변이 억제된 것은 calcium에 의한 조직

강화 효과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박피밤의 품질 변화

화학 및 물리적 처리에 의한 박피밤의 중량과 수분감소

율을 조사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중량감소율은 일반

포장 처리구가 1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처리

구들은 0.6~1.0% 수준으로 중량감소율을 보였다. 수분감

소율도 중량감소율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는데, 일반포장

처리구가 12.8%로 수분감소가 가장 많았으며 화학 및 물

리적 처리구들은 1.4~3.1%의 수분감소율을 나타냈다. 이

는 일반포장 처리구와 달리 다른 처리구들은 진공포장을

하였기 때문에 수분 손실억제 및 고수분 유지로 인한 박

Figure 1. Changes in color of ‘Daebo’ peeled chestnut by chemical and physical treatments. A, distilled water+packing; B, distilled

water+vacuum packing; C, distilled water at 50oC+vacuum packing; D, 1% ascorbic acid+vacuum packing; E, 1% citric
acid+vacuum packing; F, 1% calcium chloride+vacuum packing. Means±SD(n=20)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a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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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밤의 중량감소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였으며(Chang et al.,

2012), 진공포장으로 인한 포장 내부의 산소차단이 호흡

속도를 감소시켜 중량감소가 적었다고 생각된다. 

화학 및 물리적 처리에 의한 박피밤의 경도 변화를 조

사한 결과(Figure 3), 모든 처리구에서 저장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처리구간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

다. 다만 일반포장 처리구에서 저장 10일 후 경도가 급격

히 감소하였고 다른 처리구들은 완만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과실은 저장기간 동안 polygalacturonase

(PG)와 같은 세포벽분해효소에 의해 과육의 경도가 감소

한다(Tavarini et al., 2009). 본 실험에서는 일반포장구가

다른 처리구들(진공포장)보다 호흡속도가 증가하여 세포

벽 분해효소의 활성을 촉진시켰기 때문에 경도가 급격히

감소하였다고 판단된다. 화학 및 물리적 처리에 의한 박

피밤의 당도 변화는 Figure 4와 같다. 당도의 변화는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저장기간 동안

19.0~20.8 °Brix 수준으로 나타났다. Hwang(2011)의 연구

에서는 당함량이 저장 초기에는 호흡에 의해 감소하다가

그 이후 전분 분해에 의한 당의 생산량이 증가한다고 하

여 본 실험과 일치하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밤은

수확 후 5개월 동안 저장한 밤을 박피하여 실험하였기 때

문에 이미 밤과육 내부의 전분이 당으로 전환되어 실험

저장기간 동안 당함량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화학 및 물리적 처리에 의한 박피밤의 관능적 품질은 식

미와 식감 그리고 이취로 평가하였다(Figure 5). 박피밤의

식미와 식감 그리고 이취는 모든 처리구에서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식미의 경우 일반포

Figure 2. Weight and moisture loss rate after 35 days storage of ‘Daebo’ peeled chestnut by chemical and physical treatments. A,
distilled water+packing; B, distilled water+vacuum packing; C, distilled water at 50oC+vacuum packing; D, 1% ascorbic

acid+vacuum packing; E, 1% citric acid+vacuum packing; F, 1% calcium chloride+vacuum packing. Means±SD (n=3)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a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ure 3. Changes in firmness of ‘Daebo’ peeled chestnut by

chemical and physical treatments. A, distilled water+packing; B,
distilled water+vacuum packing; C, distilled water at 50oC+

vacuum packing; D, 1% ascorbic acid+vacuum packing; E,

1% citric acid+vacuum packing; F, 1% calcium chloride+
vacuum packing. Means±SD(n=20)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a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ure 4. Changes in soluble solids content of ‘Daebo’ peeled

chestnut by chemical and physical treatments. A, distilled
water+packing; B, distilled water+vacuum packing; C, distilled

water at 50oC+vacuum packing; D, 1% ascorbic acid+vacuum

packing; E, 1% citric acid+vacuum packing; F, 1% calcium
chloride+vacuum packing. Means±SD(n=20)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a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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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처리구가 다른 처리구보다 저장 10일 후 급격하게 감

소하였으며, 식감과 이취는 저장기간 동안 감소하였지만

처리구간 유의차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취 발생은 제품 포

장 내부의 낮은 O
2
 및 높은 CO

2
 농도에 의한 혐기적 호흡

과정의 산물로 알려져 있다(Smyth et al., 1998). 본 연구

에서도 밀봉 및 진공포장으로 인한 포장 내부의 낮은 O
2

농도가 이취를 발생시켜 품질이 저하되었고 식미와 식감

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박피밤의 부패율은 모든 처

리구에서 저장기간 동안 증가하였다(Figure 6). 특히 일반

포장 처리구는 저장초기부터 부패가 진행되어 저장 10일

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박피밤의 저장 한계를 부패율

10%로 보았을 때 일반포장 처리구에서 10일 그리고 다른

처리구들은 35일정도 저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화학 및 물리적 처리구에서 저장성이 증가한 이유는

진공포장에 의한 산소 및 미생물 번식 차단(Park et al.,

2008)이 주된 이유라고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저장기간 동안 화학 및 물리적

처리에 의한 ‘대보’ 박피밤의 품질 차이는 일반포장 처

리구를 제외하고 다른 처리구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

으로 나타났다. 박피밤의 색도변화는 일반포장 처리구가

갈변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진공포장의 단일처리보

다는 열수 및 화학적 처리 후 진공포장 한 처리구에서

색도변화가 적었다. 특히 calcium chloride처리구가 색도

변화가 가장 적어 갈변억제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박피밤의 포장 전 1% calcium chloride 침지

후 진공포장하는 것이 저장성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판

단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화학적 식품첨가물에 대해

기피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최근에는 천연 갈변억제제(

한약재, 허브 등의 추출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앞으로 박피밤에서도 천연 갈변억제제를 이용하여

품질 및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Figure 5. Changes in sensory of ‘Daebo’ peeled chestnut by

chemical and physical treatments. A, distilled water+packing; B,
distilled water+vacuum packing; C, distilled water at 50oC

+vacuum packing; D, 1% ascorbic acid+vacuum packing; E,

1% citric acid+vacuum packing; F, 1% calcium chloride+
vacuum packing. Means±SD(n=20)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a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ure 6. Changes in decaying rate of ‘Daebo’ peeled chestnut

bychemical and physical treatments. A, distilled water+
packing; B, distilled water+vacuum packing; C, distilled

water at 50oC+vacuum packing; D, 1% ascorbic acid+vacuum

packing; E, 1% citric acid+vacuum packing; F, 1% calcium
chloride+vacuum packing. Means±SD(n=10)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a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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