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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주 감 상온 장 시 항균 패치의 부패과 발생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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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uit Rot Inhibition of Early Mature Satsuma Mandarin Using 

Antifungal Patches at Room Temperature

Joa, Jae-Ho․Han, Seung-Gap․Kim, Sang-Suk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decay incidence of citrus fruit treated with 

antifungal patches during short-term storage using 10 kg paper boxes at room 

temperature. It was investigated for 15 days in ‘Iwasaki’ and for 30 days in 

‘Miyagawa’ treated with 200 mg/kg and 500 mg/kg patches of hexanal, carvacrol, 

and cinnamaldehyde alone or mixed. When it was treated with 200 mg/kg in 

‘Iwasaki, The decay rate of fruit was at 1.0% in carvacrol alone. In ‘Miyagawa’, 

The decay rate of fruit showed lower at cinnamaldehyde and hexanal+cinnamaldehyde 

mixture of 500 mg/kg than others. And also hexanal+cinnamaldehyde mixture of 

200 mg/kg was twice lower than others. In conclusion, the mixed antifungal 

patches was more effective in reducing citrus fruit decay in citrus fruits than alone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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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온주밀감(Citrus unshiu Marc)은 10월부터 12월까지 수확 후 시장에 유통되는데, 1인 가구 

증가, 온라인 쇼핑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많아지면서 소량 주문판매가 차지하

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JSPCMSA, 2019).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수확되는 만감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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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온주밀감은 저장보다는 수확 후 2~3일간 상온에 보관하면서 자

연건조를 시키고(예조) 선별 후 포장 과정을 거쳐 생과로 유통되고 있다. 착색이 잘되고 과실

의 당도가 높은 것을 우선 수확하도록 권장하여 수확 시 과실은 당도가 높고 산 함량이 낮아 

장기간 상온 보관 시 부패가 되기 쉽다(Kim et al., 2003). 10월 중순에 수확되는 극조생은 

부패과 발생이 많아 유통기간이 15일 정도로 짧고 11월 중순 이후 수확되는 조생온주는 대

부분 30일 이내에 유통되고 있다. 수확 후 감귤은 상온에서 자연건조 되는 동안 과실표면

의 수분이 감소하는데 증발량이 많지 않으며 종이상자를 이용한 유통과정에서 과실로부터 

증발하는 수분으로 습도가 높아 부패과가 증가한다(Koh et al., 1997). 감귤은 수확 전 나무

에서 생리장해와 병원균 감염에 의하여 부패과가 발생되며 이때 병원균 포자에 감염된 과실

은 수확 후 부패되고 건전과를 감염시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Talibi et al., 2014; Palou, 

2016). 과실의 부패를 줄이기 위하여 수확 전 부패 방지 약제를 살포하고 2~3일간 예조나 

포장 전 부패방지 약제가 혼합된 왁스를 코팅한다. 수확기에 기온이 높고 강우가 잦게 되면 

저장병원균의 감염과 증식이 쉬워 부패하기 쉽고 유통과정에서 외부의 물리적 힘에 의하여 

과육이 파괴되어 상처 부위에서 과즙이 흘러나와 병원균의 감염을 확산시킨다. 감귤 저장기

간 동안 녹색곰팡이병과 푸른곰팡이병에 의한 부패과 발생이 90% 이상되며(Brown and 

Eckert, 2000), 녹색곰팡이 병원균인 Penicillium digitatum은 병원성과 전염력이 강한 병원균

이다. 과수류의 저장과 유통을 연장하기 위하여 저장병원균 증식을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imazalil과 thiabendazole은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을 오염시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길항미

생물제, 식물유래 천연항균제 등 다양한 선도유지제가 개발되고 있다(Palou, 2016; Park et 

al., 2006; Park et al., 2004). 포장지에 포함되어 부패를 억제하는 항균 패치도 그 중 하나이다.

감귤 수확 후 저장병원균 생장 억제를 위한 항균물질인 carvacrol (Zhou et al., 2017; Yan 

et al., 2020)과 hexanal (Song et al., 2007; Song et al., 2010)은 부패과 발생을 줄이고 과실 유

통기한을 연장시키며, 과수와 채소의 선도 유지를 위하여 항균물질이 포함된 포장지(Park 

et al., 2004; Park et al., 2006)의 효과에 대하여 보고된 바 있다. 감귤저장은 상처가 없고 당

도와 산 함량이 적절한 과실을 선별하고 예조처리 후 저장 기간 동안 온도와 습도를 조절

하여 저장병원균을 제어하는 것이 필요하다(Koh et al., 1998). 감귤 저장 병원균 생장 억제

를 위하여 항균물질 외에 키토산(Talibi et al., 2014; Shao et al., 2015; Guilli et al., 2016)과 

식물유래 추출물질(Lee et al., 2012)을 수확 전, 후 과실에 엽면살포하거나 침지처리 시 부

패억제 효과가 있으나 소비자의 고당도 감귤 선호에 따라 완숙된 감귤의 수확이 이루어지

고 있고(JSPCMSA, 2019), 저장보다는 단기 보관을 통한 출하로 농업현장에서 활용되지 않

고 있다. 휘발성 항균 패치는 수확 후 예조를 한 과실을 소비자와 직거래 시 상자에 부착하

여 유통기간 동안 부패를 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부패억제를 위한 추가 농작업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부착과 폐기가 간단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유통기간 동안 부패과 발생을 

줄이기 위한 천연항균제 활용에 대한 농가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실용화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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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암기조생’과 ‘궁천조생’의 수확 후 단기간 상온저장 시 항균물질인 hexanal, 

cinnamaldhyde, carvacrol를 함유한 패치를 활용하여 부패과 발생 억제 효과를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Ⅱ. 재료  방법

1. 시험재료

시험재료는 제주도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감귤연구소 내 시험포장에서 재배되고 있는 

극조생온주밀감인 20년생 ‘암기조생’(Citrus unshiu Marc. cv. Iwasaki)에서 2020년 10월 중

순, 조생온주밀감인 30년생 ‘궁천조생’(Citrus unshiu Marc. cv. Miyagawa)에서 11월 중순에 

수확한 과실을 이용하였으며 과실은 수확 전에 부패방지용 농약을 살포하지 않았다. 상품

성 과실을 수확 후 상온에서 ‘암기조생’은 3일, ‘궁천조생’은 7일간 예조 처리한 다음 육안

으로 건전한 과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예조는 상온저장 창고의 바닥에 파레트를 깔고 

20 kg 컨테이너에 수확한 과실 15~16 kg을 넣고 자연건조를 시켰다. 항균패치는 hexanal, 

cinnamaldehyde, cavarcrol (Sigma-Aldrich Co., USA) 원액을 단독 또는 1:1로 혼합하여 담배

필터용 박엽지에 200 mg/kg과 500 mg/kg의 2가지 농도로 흡착시킨 후 가로 20 mm, 세로 30 

mm의 상자 부착형 패치로 주문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hexanal과 cinnamal-

dehyde는 상온에서 분해가 빠르며 휘발성은 hexanal > cinnamaldehyde > cavarcrol 순으로 

hexanal은 cavarcrol보다 휘발성이 2배 이상 높다(Taghavi et al., 2018). Hexanal과 cinnamal-

dehyde는 자외선에 노출 시 쉽게 분해가 되며 cavarcrol은 녹는점이 1℃로 낮은 특성을 가지

고 있다.

Table 1. Type and density of antifungal patches used for this experiment

Antifungal patches Type 　density

Hexanal alone 200/500 mg/kg

Cavarcrol alone 200/500 mg/kg

Cinnamaldehyde alone 200/500 mg/kg

Hexanal+Cavarcrol mixture (1:1) 200/500 mg/kg

Hexanal+Cinnamaldehyde mixture (1:1) 200/500 mg/kg

Cavarcrol+Cinnamaldehyde mixture (1:1) 200/5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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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처리  온도/습도 조사

시험은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에 있는 외부와 수시로 환

기가 되는 165 m2 크기의 감귤 보관창고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수행하였다. 측면에 직경 

40 mm의 환기구가 2개 있는 10 kg 종이상자의 바닥에 hexanal, cavarcrol, cinnamaldehyde, 

hexanal+cavarcrol (Hex+Cavar), hexanal+cinnamaldehyde (Hex+Cinna), cavarcrol+cinnamaldehyde 

(Cavar+Cinna) 등 6개의 단독 또는 혼합 항균 패치를 각각 부착하고 예조처리가 된 과실을 

넣었으며, 무처리는 감귤을 넣은 후 포장하였다. 포장된 종이상자는 창고의 바닥에 파레트

를 깔고 처리당 3반복으로 완전임의로 배치하여 2개씩 쌓았다. 상온저장 중 온도와 상대습

도는 데이터 로거(Hobo pro v2, Onset computer Co., USA)를 설치하여 ‘암기조생’은 10월 20

일부터 11월 5일까지, ‘궁천조생’은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1시간 간격으로 수집하였다.

Fig. 1. Views of storage experiment treated with different antifungal patches at room 

temperature.

3. 부패과율 조사

부패과율은 저장 전 10 kg 종이상자의 과실 총개수 중 ‘암기조생’은 저장 5일, 15일에, 

‘궁천조생’은 10일 간격으로 10일, 20일, 30일에 부패과수를 조사하여 백분율로 계산하

였다.

4. 통계분석

항균 패치 처리별 부패과 발생률에 대한 실험결과는 통계분석용 프로그램인 SAS Enterprise 

4.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하였으며 처리구

간의 유의성은 Duncan multiple range test로 95% 유의수준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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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고찰

1. ‘암기조생’의 상온 장  온도, 상 습도 변화

상온저장 15일 동안 저장고 내의 온도는 최저 17.4℃, 최고 24.0℃, 평균 21℃였으며 저장 

기간 동안 서서히 낮아졌다(Fig. 2). 상대습도는 저장 초기에 76.7%로 높았으나 차츰 감소하

였으며 최저 29.4%, 평균 52.4%를 나타냈다. 저장기간 동안 평균기온이 높았고 예조기간이 

짧아 과실 껍질의 수분함량이 많아 병원균이 과실표면에서 생장하기 좋은 환경으로 판단

된다. 감귤은 수확 후 온도는 3~4℃, 습도는 85~90%에서 저장하는 것을 권장한다(Koh et 

al., 1998). 이는 저장 온도가 높아지면 과실의 호흡량이 커져 이취가 발생하고 품질이 낮아

지고 습도가 낮으면 수분 손실되어 과중이 감소하고 과실 표면이 수축되면서 신선도가 떨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실의 부패를 일으키는 녹색곰팡이 P. digitatum의 균사는 25℃에서 생장이 잘되는데

(Plaza et al., 2003), 저장 시 평균온도가 21℃로 병원균의 생장 적온보다 낮았지만 수확 전 

병원균에 감염된 과실은 저장 중 부패과 발생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2. Changes in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during storage for 15 days at 

room temperature.

2. ‘암기조생’의 상온 장  부패과율

항균물질별 500 mg/kg 패치 처리시 상온저장 5일 후 ‘암기조생’의 부패과율은 cavarcrol이 

4.5%로 무처리 1.8%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Table 2). 또한 항균물질 간

에도 부패억제 효과는 차이가 없었다. 15일 후 Hex+Cavar 혼합은 1.9%, cinnamaldehyde는 

2.7%, Hex+Cinna 혼합은 3.5%, Cavar+Cinna 혼합은 5.2%, 무처리는 5.6%, hexanal은 6.5%, 

cavarcrol은 10.8%였다. Hex+Cavar 혼합과 cinnamaldehyde는 부패과율이 무처리보다 2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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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저장고 내 온도와 습도의 편차가 적으면 부패과 

발생이 감소하는데(Kim et al., 2001), 저장기간 동안 온도와 습도의 편차가 크고 온도가 높

아 부패과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부패과 발생은 cavarcrol 처리가 무처리보다 많았는데 이는 cavarcrol의 휘발성이 낮아 항

균 활성이 저하되었거나 시험에 사용된 감귤 과실 개체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

다(Koh et al., 1998). Hexanal은 수확 후 Botrytis Cinerea, Sclerotinia sclerotiorum, Alternaria 

alternata, Colletotrichum gloeosporioides 등 병원균에 대한 항균 효과로 부패과 발생을 감소

시키고 과실의 유통기한을 연장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나 감귤의 저장병원균에는 효과가 미

미하였다(Song et al., 2007; Song et al., 2010). 

항균 패치 200 mg/kg 처리 시 상온저장 5일 후 cavarcrol에서는 부패과가 발생하지 않았

으나 무처리와 비교 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Table 3). 15일 후 부패과율은 cavarcrol이 

1.0%, Hex+Cavar는 3.8%, 무처리는 5.6% hexanal은 7.5%, cinnamaldehyde는 8.3%, Hex+Cinna

는 8.7%, Cavar+Cinna는 8.9%였다. Cavarcrol은 무처리보다 부패과 발생이 5배 이상 낮았으

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냈다. 극조생온주밀감의 수확시기는 기온이 높아 상온저장 시 

휘발성이 낮은 200 mg/kg의 cavarcrol을 이용한 항균 패치를 활용하되 15일 정도가 상온저

장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조생온주밀감을 상온저장 시 저장기간은 100일 적당하다고 

하였으나 극조생온주밀감은 수확 후 상온 보관 시 부패과 발생이 용이하기 때문이다(Koh 

et al., 1998).

Cavarcrol은 복숭아 수확 후 저장 시 병원균(Rhizopus stolonifer)의 균사벽을 파괴시켜 무

름병 발생이 감소되며(Zhou et al., 2017), cavarcrol이 혼합된 shellac을 자몽에 코팅하면 병원

Treatments 5 days 　15 days

Control 1.8±0.3†ab‡ 5.6±0.6 ab

Hexanal 0.9±0.1 b 6.5±0.8 ab

Cavarcrol 4.5±0.7 a 10.8±2.2 a

Cinnamaldehyde 0.9±0.0 b 2.7±0.2 b

Hexanal+Cavarcrol 0.9±0.0 b 1.9±0.2 b

Hexanal+Cinnamaldehyde 2.6±0.4 ab 3.5±0.3 b

Cavarcrol+Cinnamaldehyde 1.7±0.1 ab 5.2±0.6 ab

† Mean±standard deviation
‡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as determined by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2. Decay rate of Iwasaki satsuma mandarin for 15 days in paper box treated with 

antifungal patches of 500 mg/kg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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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의 균사 생장이 억제되고(Yan et al., 2020), 친환경적으로 식물병 관리가 가능하다(Hong 

et al., 2015)고 하였는데, cavarcrol은 처리농도에 따라 항균효과가 달리 나타났다. 이는 수확 

전 과실의 병원균 감염정도, 과실표면의 수분, 예조의 정도, 상온저장 시 온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3일간 예조는 과실표면의 수분을 자연 증발시키는데 제한적이며 저

장병원균의 생장에 적합한 온도가 지속되어 부패가 발생하기 용이한 환경으로 생각된다. 

예조를 하지 않으면 과육에서 껍질로 수분이 이동되고 껍질의 수분이 증발되면서 저장고 

내 습도가 높아져 부패과가 발생하기 쉽다(Koh et al., 1997). 특히 극조생온주밀감은 과육과 

과피가 분리되는 부피 증상 등으로 수확, 수확 후 저장, 유통과정에서 과피조직의 상처가 

발생하기 쉽다. 이로 인하여 유통기간이 짧아 극조생온주밀감은 과실 껍질의 수분을 건조

시켜 병원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저장 중 수분의 증발로 과중이 감소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Koh et al., 1997).

3. ‘궁천조생’의 상온 장  온도, 상 습도 변화

상온저장 30일 동안 초기온도는 높았지만 서서히 낮아졌으며 최저 8.0℃, 최고 22.8℃, 평

균 13.6℃였다(Fig. 3). 상대습도는 15일 전후 높았지만 최저 26.7%, 최고 74.3%, 평균 51.2%

였다. 평균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아 병원균의 생장으로 부패과가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 조건

으로 생각되지만 초기의 높은 기온과 20일 후 낮은 기온 등 온도편차가 컸으며 상대습도는 

낮았다. 상대습도가 낮으면 P. digitatum 분생포자의 생존력은 높고(Smilanick and Mansour, 

2007), 저장고 내 온습도 편차가 적으면 부패과 발생이 감소하는데(Kim et al., 2002). 상온

　Treatments 5 days 　15 days

Control 1.8±0.3†ab‡ 5.6±0.4 ab

Hexanal 2.8±0.1 ab 7.5±1.1 ab

Cavarcrol 0.0±0.0 b 1.0±0.0 c

Cinnamaldehyde 3.8±0.5 a 8.3±1.4 a

Hexanal+Cavarcrol 0.8±0.1 b 3.8±0.9 b

Hexanal+Cinnamaldehyde 3.1±0.3 ab 8.7±0.8 a

Cavarcrol+Cinnamaldehyde 4.0±0.1 a 8.9±0.8 a

† Mean±standard deviation
‡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as determined by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3. Decay rate of Iwasaki satsuma mandarin for 15 days in paper box treated with 

antifungal patches of 200 mg/kg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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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air temperature and relative humidity during storage for 30 days at 

room temperature

저장 시 습도가 낮고 온도와 습도 편차가 커서 부패과가 발생하기 좋은 환경으로 생각된

다. 온주밀감의 단기간 저장 시 과실의 수분이 증발하면서 저장고와 저장상자 내 습도가 

높으면 병원균 포자의 증식으로 부패가 빠르게 진행된다(Plaza et al., 2003). 나무상자, 플라

스틱 컨테이너, 종이상자 등은 과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수분의 증발을 위하여 밀

폐하지 않고 틈새 공간을 갖추고 있는데 종이상자 측면의 구멍은 과실의 호흡작용으로 발

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습도의 조절효과는 있으나 휘발성이 높은 항균물질의 휘산으로 상자 

내 머무르는 시간이 적어 병원균 억제 효과가 낮아 종이상자의 구멍 크기를 최소화하는 것

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궁천조생’의 상온 장  부패과율

항균 패치 500 mg/kg을 이용한 조생온주밀감의 상온 저장기간 동안 부패과율 발생은 Table 

4에 나타냈다. 저장 10일 후 무처리가 0.9%로 가장 낮았다. 20일 후는 cavarcrol과 Hex+ 

Cavar가 1.4%로 낮았으나 처리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30일 후는 Hex+Cinna가 

0.9%로 무처리보다 9배, 항균물질 처리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냈다. 30일 

동안 상온 저장 시 총 부패과율은 Hex+Cinna가 5.2%, Hex+Cavar은 8.0%, Cavar+Cinna는 

8.4%, cavarcrol은 9.5%, cinnamaldehyde는 11.7%, 무처리는 13.1%, hexanal은 18.2%였다. 무

처리구와 비교할 때 hexanal, cavarcrol, Hex+Cavar, Cavar+Cinna 처리구는 통계적으로 유의

차가 없었다. Hexanal, cinnamaldehyde 처리에서 부패과 발생이 많은 것은 항균물질의 휘발

과 시험재료의 개체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Hex+Cinna는 무처리구보다 2배 

이상 부패과 발생이 적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항균물질의 휘발성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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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상온저장 시 기온이 부패과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항균물질 단독보다 

혼합형태 패치가 부패과 발생률이 낮았다. Hexanal은 휘발성이 높아 항균성분이 대기 중으

로 빠르게 휘산되고, cavarcrol은 휘발성이 낮아 항균성분의 방출이 서서히 진행되어 상자에 

머무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패된 감귤의 병원균 포자가 

인접한 감귤로 확산과 상자 내의 온도와 습도가 병원균의 증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

다(Koh et al., 1998). 예조는 수확 후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과실 껍질의 수분을 증발시키는 

단순한 처리로 항균제 처리에서 부패과가 많은 것은 건전과를 선별하였지만 육안으로 기

계적인 손상과 선별에 한계가 있어 수확과 예조처리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단기

간 보관 시 항균제의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항균 패치 200 mg/kg을 이용한 상온저장 10일 후 부패과율은 무처리가 0.9%로 가장 낮았

다(Table 5). 20일 후는 Hex+Cinna가 0.9%로 낮았으나 처리 간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

다. 30일 후는 cinnamaldehyde가 1.0%로 무처리보다 9배, 다른 항균패치 처리보다 낮았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을 나타냈다. 총부패과율은 Hex+Cinna가 5.8%, cinnamaldehyde는 6.0%로 

무처리 13.1%보다 2배 이상 낮았으며 처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Cavarcrol

은 9.4%, hexanal은 10.5%로 비슷하였으며, Hex+Cavar은 13.3%, Cavar+Cinna는 14.4%로 무

처리와 비슷하였다. 휘발성이 cavarcrol은 낮고 hexanal은 높아 cavarcrol 단독과 혼합처리 시 

항균효과가 낮아 부패과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항균 패치 500 mg/kg 처리는 cinnamaldehyde와 Hex+Cinna, 200 mg/kg은 Hex+Cinna 혼합

이 무처리보다 부패과율이 낮았으며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였다. 항균물질의 휘발성과 처리

별 시료의 상태 등이 부패과 발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나 항균물질 처리농도 간 차

Treatments 10 days 20 days 30 days

Control 0.9±0.3†b‡ 2.9±0.4 ab  9.4±1.3 a

Hexanal 1.3±0.4 b 3.8±0.6 ab  5.4±0.8 ab

Cavarcrol 2.6±0.6 ab 1.7±0.4 b  5.2±0.8 ab

Cinnamaldehyde 2.7±0.3 ab 2.3±0.1 ab  1.0±0.1 c

Hexanal+Cavarcrol 4.0±1.0 a 6.0±0.8 a  3.2±0.6 b

Hexanal+Cinnamaldehyde 1.8±0.4 b 0.9±0.1 b  3.1±0.4 b

Cavarcrol+Cinnamaldehyde 2.4±0.4 ab 1.8±0.3 b 10.2±1.2 a

† Mean±standard deviation
‡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as determined by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4. Decay rate of Miyagawa satsuma mandarin for 30 days in paper box treated 

with antifungal patches of 500 mg/kg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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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이지 않았다. 시험에 사용된 감귤은 개체 간 성분함량의 차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고 개체 간의 부패과 발생 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Koh et al., 1997; Koh 

et al., 1998). 조생온주밀감은 상온에서 장기 저장 시 과실의 외관, 당도와 산 함량 등의 변

화, 만감류의 시장 출하 등에 따른 가격변동을 감안하였을 때 Hex+Cinna 혼합 항균패치를 

활용하여 30일 이내 유통하는 것이 부패과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Koh et 

al., 1998). 조생온주밀감은 수확기 저온이나 강우 등으로 과실의 수분함량이 많으면 병원균 

감염이 쉽고 저장 유통과정에서 부패과가 발생하기 쉽다(KMA, 2020). 수확 후 예조를 하고 

포장을 할 때 감귤품종과 상온저장 기간 동안 온도와 습도를 고려하여 항균물질 혼합을 첨

가하면 부패과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생온주밀감은 수확 후 상온저장 

시 휘발성이 높은 cinnamaldehyde와 Hex+Cinna 혼합 패치를 이용하는 것이 부패과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rabuseenivasan 등(2006)은 cinnamaldehyde는 항균효과가 

우수한 휘발성 물질로 식품의 유통기간을 연장하는 농업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조기 수확한 감귤에 비하여 완숙한 감귤이 부패과율과 중량감소가 적어(Koh 

et al., 1997), 수확시기를 늦추면 상온저장 시 기온이 낮아 부패과 발생을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Park 등(2004)은 식물성 천연항균제인 자몽추출물에 젖산과 구연산을 각 

5%씩 첨가하여 만든 항균포장지에 항균제의 첨가 비율이 많을수록 부패율이 낮았고, 자몽

추출물과 제올라이트를 혼합하여 만든 항균포장지로 5℃에서 저장하면 저장기간이 10일 

연장된다(Park et al., 2006)고 하였는데, 과실에 항균물질을 처리하고 항균물질이 포함된 포

장지에 저장하는 것이 부패과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키토산은 P. digitatum 

생장을 억제하며(Guilli et al., 2016), clove oil과 키토산을 혼합 후 과실에 코팅하면 저장병 

Treatments 10 days 20 days 30 days

Control 0.9±0.3†b‡ 2.9±0.4 ab 9.4±1.3 a

Hexanal 1.7±0.4 ab 7.0±1.3 a 9.5±1.2 a

Cavarcrol 3.2±0.4 a 1.4±0.3 b 4.8±0.6 ab

Cinnamaldehyde 1.8±0.3 ab 3.4±0.6 ab 6.5±0.8 ab

Hexanal+Cavarcrol 1.4±0.3 b 1.4±0.1 b 5.1±0.4 ab

Hexanal+Cinnamaldehyde 2.2±0.4 ab 2.2±0.5 ab 0.9±0.1 c

Cavarcrol+Cinnamaldehyde 3.2±0.9 a 1.6±0.3 b 3.6±0.8 b

† Mean±standard deviation
‡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reatments as determined by Duncan’s new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5. Decay rate of Miyagawa satsuma mandarin for 30 days in paper box treated 

with antifungal patches of 200 mg/kg at room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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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을 줄일 수 있어(Shao et al., 2015), 과실에 키토산을 코팅하고 종이상자 포장 전 항균 

패치를 부착하는 복합처리에 대하여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Ⅳ.     요

‘암기조생’과 ‘궁천조생’을 수확 후 단기간 상온저장 시 항균 패치의 부패과 발생 억제 

효과를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10kg의 종이상자에 과실을 넣은 후 hexanal, cavarcrol, cin-

namaldehyde를 단독 또는 혼합한 200 mg/kg과 500 mg/kg의 항균패치를 부착하여 상온저장 

하면서 ‘암기조생’은 15일, ‘궁천조생’은 30일 동안 부패과 발생을 조사하였다. ‘암기조생’

은 200 mg/kg 처리 시 cavarcrol에서 부패과 발생이 1.0%로 낮았다. ‘궁천조생’은 500 mg/kg

에서 cinnamaldehyde와 hexanal+cinnamaldehyde, 200 mg/kg에서는 hexanal+cinnamaldehyde 혼

합이 무처리보다 부패과 발생이 2배 이상 적었다. 항균물질은 단독보다는 혼합 패치가 상

온저장 시 감귤 부패과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높았다.

[Submitted, October, 23, 2021; Revised, December, 31, 2021; Accepted, February, 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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