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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파(Allium cepa L.) 수확후 관리기술 최근 연구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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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ion has been reported to contain various organosulfur compounds which have antibiotic and 
anticarcinogenic properties and flavonoid like quercetin which is a valuable natural source of antioxidants. 
Carbohydrates in onion constitute about 80% of dry matter, and the major non-structural carbohydrate of 
onion bulb is fructo-oligosaccharides, well known as fructan, followed by glucose, fructose, and sucrose. The 
sugar concentration is associated with dormancy and storage life of onion, occurring as decrease in glucose, 
fructose and fructan, particularly towards the end of storage. Forced air pre-drying for 15-20 days at room 
temperature is an essential procedure to reduce freezing injury and sprouting, then onion bulbs can be stored 
at 0℃ for 6 months to control sprouting and decay. Bacterial soft rot caused by Erwinia and Pseudomonas 
is the main postharvest disease when the bulbs are infected with the bacteria and stored at room temperature. 
Browning in sliced onion is due to oxidation of phenolic compounds by polyphenol oxidase and it can be 
inhibited by citric acid treatment, packing with nitrogen gas, and polyethylene fi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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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양파(Allium cepa L.)는 백합과에 속하는 작물로서 독특

한 향미특성으로 오래전부터 우리 식생활에 중요한 조미채

소로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채소 중 재배면적 기준으로 

6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주요 채소이다. 유황화합물(ACSOs, 
S-alk(en)yl cysteine sulfoxides), flavonoid, glutathione, 그
리고 selenium과 같은 항산화 및 항암 관련 기능성 물질의 

함량이 높아 동맥경화, 암과 같은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

다(Corzo-Martinez 등, 2007). 양파는 품종에 따라 맛, 형태, 
색깔, 저장성 등이 다양한데, 조생종은 대체로 매운맛이 약

하고 당 함량이 낮으며 수분함량이 높아 저장력이 떨어지는 

반면, 중･만생종은 매운맛이 강하고 당 함량이 높으며 저장

력이 강해 주로 장기저장용으로 재배된다. 조생종은 전남 

무안, 해남, 고흥 등 남해안 지역에서 재배되며, 중･만생종

은 함안, 창녕, 의성 등 영남 내륙지방에서 재배되고 있다. 
추파재배가 주종을 이루며 4-6월에 수확이 집중되므로 연중

공급을 위해 장기저장이 필수적인 작물이지만, 수확후 관리

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저장 중 부패 및 생리장해로 

인한 손실이 매우 높다. 저장중 부패율을 낮추기 위해서 수

확후 예건 공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물이다(Lim 등, 
2002; Park 등, 2001; Wright와 Triggs, 2005). 본 논문에서는 

양파의 수확후 관리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양파의 수확

후 생리, 품질, 수확후 처리기술, 저장기술, 장해, 그리고 신

선편이 및 가공에 관한 최근 연구 현황을 검토하고자 한다.

수확후 생리

호흡량 및 에틸렌 발생량

양파의 호흡량은 20℃에서 8mg CO2･kg-1･h-1
정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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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며, 특히 휴면기간이 끝나 맹

아엽이 신장하면 더욱 증가하여 호흡량 상승으로 휴면타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에틸렌 발생량은 매우 적어서 20℃
에서 0.002-0.005μL･kg-1･h-1 이하로 발생되며, 에틸렌에 대

한 민감도도 매우 낮다(Bufler, 2009). 

맹아신장

양파는 건물중의 80%를 fructan, glucose, fructose, sucrose 
등의 당이 차지할 정도로 당 함량이 높으며, 당 대사는 구의 

휴면과 발아에 깊이 연관되어 있다(Abayomi와 Terry, 2009). 
상온에서 저장시 맹아신장으로 인해 당 분해 작용이 활발히 

일어나 sucrose, glucose, 그리고 fructose 함량의 감소폭이 

크다(Bufler, 2009; Yasin와 Bufler, 2007a). 휴면중 pyruvic 
acid의 함량은 꾸준히 증가하며, -glutamyl transpeptidase 
activity도 맹아신장 시작과 동시에 증가한다(Yasin와 Bufler, 
2007b). 양파 저장시 ABA 함량은 꾸준히 줄어들으며, ABA 
함량이 50-120ng･g-1 DW수준에 이르게 되면 맹아신장이 

시작된다(Chope 등, 2007b). 에틸렌은 맹아신장과 휴면타파

를 억제하나 에틸렌이 제거되면 효과가 없어져 맹아가 신장

하게 되며, 에틸렌 저해제인 1-methylcyclopropen(1-MCP)
를 처리시 휴면이 일찍 타파하게 된다(Bufler, 2009).

유황화합물

유황화합물(ACSOs)은 양파의 독특한 향을 결정짓고, 영양

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화합물로서 S-methyl cysteine sulfoxide 
(MCSO), S-1-propenyl cysteine sulfoxide(1-PeCSO), S-propyl 
cysteine sulfoxide(PCSO) 등이 있다. 양파의 대표적인 향기

성분전구체는 1-PeCSO로 전체 향기성분전구체의 약 85%를 

차지하며 그 외 MCSO가 14%, 그리고 극소량의 2-PECSO
과 PCSO 등이 있다(Wang 등, 2007). 이러한 유황화합물은 

토양으로부터 흡수한 cysteine과 glutathione으로부터 합성

되며 -glutamyl transpeptides라는 중간 단계를 거쳐 ACSOs
로 합성된다. 질소질과 유황질 비료의 공급이 충분할수록 

함량이 증가하게 되며, 질소질 비료의 양이 많으면 MCSO
의 함량이 높아지고 유황질 비료의 양이 많으면 1-PeCSO의 

함량이 높아진다(Coolong와 Randle, 2003, 2008; McCallum 
등, 2005; Perner 등, 2008). 유황화합물은 양파 품질을 결정

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ACSOs의 생합성 대사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품   질

성분

양파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은 수분이 90% 정도로 가장 

높고 다른 채소류에 비해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지방을 적

게 함유하고 있다. 또한 당 함량이 60-80% 정도로 높으며, 
fructan이라고 불리는 fructo-oligosaccharides가 양파의 주

요 탄수화물이다(Abayomi와 Terry, 2009). 최근 신선편이 

양파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pyruvic acid 함량이 < 5μmol･g-1 
FW 수준인 매운맛이 약하고 단맛이 강한 양파를 선호하는 

추세이다(Abayomi와 Terry, 2009; Vagen와 Slimestad, 2008). 
당은 식미 뿐만 아니라 선도 유지, 저장성에도 큰 영향을 미쳐

서 당 함량이 높을수록 저장성이 좋다. 특히 glucose, fructose, 
sucrose와 같은 유리당보다 fructan 함량 및 건물중이 클수록 

저장성이 좋으며, 건물중이 16% 이상일 경우 0℃에서 6개월

간 저장이 가능하다(Jaime 등, 2001). 양파의 향기성분은 propyl 
allyldisulfide와 disulfide 등이 주를 이루는데 열을 가하면 단

맛을 내는 propylmercaptan이 형성되어 단맛이 증가하게 된

다. 양파의 대표 유기산은 glutamic acid(325±133mg･100g-1)
이며, 그 외에도 citric acid(48.5±24.1mg･100g-1)와 malic acid 
(43.6±10.4mg･100g-1) 등이 보고되고 있다(Galdon 등, 2008). 
건물중이 큰 양파일수록 세포벽과 middle lamella 부분이 두껍

고 total uronic acid 함량이 높으며 저장중 polygalacturonase
와 pectin methylesterase의 활성도가 낮아 경도가 높게 유지

되고 저장성이 좋다(Coolong 등, 2008).

기능성 성분

양파는 glutathione S-transferase의 활성도가 매우 높아 유

황화합물(ACSOs) 뿐만 아니라 flavonoids와 같은 기능성 물
질의 함량이 매우 높은 작물이다(Rohman 등, 2009). Polyphenol, 
flavonoid, tannin, 그리고 ascorbic acid와 같은 화합물은 각

종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 보조 

식품으로서도 각광을 받고 있다(Gorinstein 등, 2009b). 유
황화합물은 저장기간 동안 그 함량이 점차 증가하며(Kopsell 
등, 1999), 알리네이즈에 의해 thiosulfinates와 polysulfides 
등으로 분해되어 항산화 및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등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다. 또한 양파를 썰었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은 

ACSOs의 한 종류인 1-PeCSO가 LF synthase라는 효소와 반

응하여 최류성의 lachrymatory factor가 생성되어 눈물샘을 자

극하기 때문이다. Flavonoid는 크게 anthocyanin과 flavonol로 

나뉘는데, anthocyanin은 적색 양파의 주요 색소이며 total 
flavonoid의 10%(39-240mg･kg-1 FW)를 차지한다(Slimestad 
등, 2007). 또한 적색 양파 껍질의 anthocyanin은 -tocopherol
보다 lipid peroxidation 저해에 효과적이다(Prakash 등, 2007). 
Flavonol은 황색 양파의 껍질의 주요 색소이며 25개 이상의 

다른 종류의 flavonol이 양파에서 동정되었다(Slimestad 등, 
2007). Quercetin은 flavonol의 한 종류로서 항산화능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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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tal phenolic and quercetin content in white, yellow, 
and red onions.

Compound Total phenolic
(mg･g-1)

Quercetin
(mg･100 g-1)

White onion Flesh 0.2 ± 0.0 12.5 ± 0.2
Peel 4.4 ± 0.2 3.6 ± 0.1

Yellow onion Flesh 0.3 ± 0.0 15.2 ± 0.7
Peel 719.1 ± 37.4 755.3 ± 22.2

Red onion Flesh 0.25 ± 0.0  5.70 ± 0.2
Peel 806.21 ± 26.4 774.03 ± 29.5

은 기능성 물질이다(Wach 등, 2007). 주로 당과 결합하여 

quercetin glucoside 형태로 많이 존재하며(Nemeth와 Piskula, 
2007), quercetin-4′-glucoside와 quercetin-3,4′-diglucoside이 

전체 flavonoid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대표적인 형태

이다(Bonaccorsi 등, 2008; Grzelak 등, 2009; Perner 등, 
2008; Roldan-Marin 등, 2009; Slimestad 등, 2007). 양파는 

300mg･kg-1
의 quercetin을 함유하고 있어 브로컬리(100mg･kg-1), 

사과(50mg･kg-1)보다 훨씬 높다. Table 1은 양파의 total 
phenolic과 quercetin 함량을 나타내며, 이들 성분은 백색 양

파에 비해 황색과 적색양파에 많으며 과육보다는 껍질에 많

이 함유되어 있다(Jeong 등, 2009). Flavonoid 함량은 구의 크

기가 작을수록 높으며, 안쪽보다는 바깥쪽 인엽에서 높게 

나타난다(Lee 등, 2008). 

수확후 처리기술

예건

예건 처리에 의해 저장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무처리구 

: 43.9% 손실, 예건 처리구 : 31.9% 손실) 중량 감소도 줄일 

수 있다. 예건은 자연 예건과 열풍 예건으로 나뉜다. 자연예

건은 수확후 양파구를 포장에서 2-3일간 널어서 말리는 것

으로 수확후 필수적으로 행해야 하는 공정이다. 자연 예건 

후 상온에서 15-20일간 차압송풍예건을 실시하여 양파 표면

의 수분함량을 65% 정도로 건조시켜야 동해 및 맹아신장을 

억제할 수 있다. 열풍건조 시 48℃에서 12시간 정도 또는 

40-45℃에서 16시간 건조 후 저장하는 것이 부패 방지에 효

과적이지만 48℃에서 24시간 이상 건조시 오히려 부패가 

증가한다. 

맹아신장 억제처리

맹아신장은 양파의 상품성을 저하시키는 요인 중 하나로서 

맹아신장 억제를 위한 여러 처리가 시도되고 있다. Maleic 
hydrazide(MH)는 식물생장조절제로서 발근과 맹아신장을 억

제하나 유해 물질로서 양파에 있어서 잔류허용기준은 15ppm
이다. MH는 보통 수확전 15일경에 처리하며 3000ppm을 엽

면 살포시 잔류량은 0.4-0.7ppm정도이다. 방사선 조사는 맹

아 신장 억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균의 발육을 억제

하며, 당, ascorbic acid, 그리고 pyruvic acid와 같은 품질 관

련 인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Croci 등, 1995; Jaime 등, 
2001). 방사선 조사는 양파의 경우 0.15KGy까지 조사를 허용

하고 있으며 양파에 있어서 최적 조사량은 0.05-0.15kGy이
다. 휴면기에 실시해야 효과적이므로 수확 후 4-6주 안에 실

시한다. 1-MCP 또한 처리 후 4 또는 12℃에 저장시 맹아신

장 억제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20℃에 저장시 오히려 맹아

신장이 촉진되며, 건물중 함량이 높은 중만생종 양파보다 

조생종 양파에 처리시 효과적이다(Bufler, 2009; Chope 등, 
2007a). 1-MCP 처리시 sucrose, glucose, 그리고 fructose의 

함량이 높게 유지되고, 건물중도 대조구에 비해 높게 유지

되나, ABA 함량은 변화가 없다(Chope 등, 2007a).
 

저장기술

저장전 요인

양파의 저장성에는 여러 요인이 관여하나 토양조건, 시
비, 품종, 수확기, 저장 중 온･습도 등이 주요 요인이다. 양
파는 수분의 함량이 매우 높은 작물로서 장기 저장용은 인

편을 단단하게 해야하므로 관수는 수확 20일 전까지 실시하

고 그 이후는 건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양파재배시 질소

질비료 처리를 통하여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으나, 질소

질비료 함량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저장시 부패율이 증가하

므로 다량 시비는 피해야한다. 칼슘을 처리하였을 경우 양파

의 경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저장성이 향상되지

는 않는다(Coolong와 Randle, 2008; Mogren 등, 2007). 

상온저장

냉장이나 고온저장고를 이용하지 않고 상온의 간이저장 

시설에서 저장하는 방법으로 휴면기인 2-3개월은 저장이 가

능하나 그 이후는 맹아신장 및 부패로 인해 상품성이 떨어

진다(Mogren 등, 2007). 줄기를 자른 양파는 그물망에 20kg
씩 담아 서늘한 곳에 쌓아 저장하고 줄기를 자르지 않은 양

파는 4-6개의 양파 줄기를 엮어 바람이 잘 통하고 비를 맞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저온저장

양파는 수확후 품종에 따라 30-60일 정도의 휴면기간을 

갖기 때문에 수확후 바로 맹아신장에 의한 품질변화는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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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장기저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건 후 저온에서 저장해야 

한다. 생리적 휴면기가 지나면 맹아엽이 신장하게 되는데, 
구가 얼지 않을 정도의 저온에서 저장하면 호흡이 현저하게 

줄어 맹아신장을 억제하고, 부패균의 번식을 억제함으로서 

저장기간이 연장된다(Chope 등, 2007a). 저장시설의 온도는 

0℃ 전후, 상대습도는 70-80%가 적당하며, 충분히 예건시

킨 후 저장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양파는 수분함량이 높기 

때문에 -1℃ 이하의 온도에서는 동해를 입을 수 있다. 장기

저장을 위해서는 양파의 생리적 휴면 기간인 7월말-8월초 

사이에 입고시켜야 맹아신장을 억제할 수 있다.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당함량은 감소하며, glucose와 fructose의 함량

이 줄어들어 단당류에 대한 이당류의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

하면 저장 한계점에 이른 것이다(Chope 등, 2007a).

하우스 저장

하우스 저장은 호흡소모에 따른 품질저하가 있지만, 외피

의 건조와 경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병원균의 번식이 억제되

기 때문에 부패 방지에 효과적이다. 또한 고온으로 맹아신

장이 둔화되어 저장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다. 하우스 저장 

시에는 하우스 지면에 비닐을 깔아서 습기가 올라오지 못하

게 하고, 환경 설정은 35℃의 고온에 50%의 상대 습도로 

설정한다.

장   해

생리장해

양파의 생리장해는 동해, 투명 인편, 인경 녹변, 암모니아 장

해 등이 있다. 양파의 어는점은 -1--2℃로서 영하의 온도에 양

파를 저장했을 때 동해가 나타나며, 과육에 수침 현상이 일어나

고 상온으로 이동하면 미생물 성장에 의해 부패가 빨리 일어난

다. 투명 인편은 증상이 동해와 비슷하며, 예건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아직 투명 인편 현상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재배기간동안 수분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 투명인엽현상

이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Shock 등, 2007). 예건 후에 장

기간 빛에 노출되면 인경이 녹색으로 변하고, 장기간 저장시 발

생하는 암모니아에 의해 검은 반점이 생기기도 한다. 

병리장해

양파의 수확시기는 대부분 장마기와 겹쳐 적기에 수확하

기 어렵고, 수확한 양파는 건조가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저장 중 부패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양파 저장중 발생하는 

병은 대부분 재배 기간 중에 감염되어 저장중 발병조건에 

이르면 발병하게 된다. 양파의 부패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병원을 살펴보면, 곰팡이는 잿빛곰팡이병(Botrytis spp.), 마
름썩음병(Fusarium spp.), 검은곰팡이병(Aspergillus spp.), 
푸른곰팡이병(Penicillium spp.) 등이 있으며, 세균은 무름병

(Erwinia spp.) 및 썩음병(Pseudomonas spp.) 등이 주종이

다. 무름병에 걸리면 처음에는 작은 수침상 병반이 생기고, 
이 병반이 빠른 속도로 커져 무르게 된다. 무름병을 일으키

는 Erwinia 세균은 생육적온이 30-35℃로 저온 저장고에서 

세균에 의해 부패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일부 저온에서도 

활동하는 병원균이 있다(Yi와 Park, 1999). 

병리장해 방제

양파에 발생되는 여러가지 병은 종자를 통해 전염되므로 

종자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종자에서 검출되는 대부분의 

병원균은 토양 속에서 증식하면서 수확후 포장에서 예건시

킬 때 감염되어 저장중 부패를 일으킨다. 질소질 비료의 과

다시용은 토양에 연작장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양파자체

의 저항성을 저하시켜 병원균의 침입을 용이하게 한다. 양
파의 저장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대부분은 상처 부위를 통

해 침입하는데 예건과 같은 저장전 처리과정의 미비에 의해 

상처부위가 제대로 치유되지 않아 부패가 일어나게 된다. 
또한 수확시 좋은 날씨를 택하고 상처는 저장부패의 원인이 

되므로 상처가 나지 않게 주의하며, 출하 전까지 저온저장

고에서 저장한다. 잿빛곰팡이병은 양파구가 물러 썩으면서 

전체적으로 표면이 잿빛의 곰팡이로 뒤덮이게 되는데, 방제

방법은 윤작을 해서 토질을 개선시켜 주고 다습하지 않은 

곳에 보관해야 한다. 마름썩음병은 양파의 종구가 갈색으로 

변해 말라 썩게 되며, 표면에 흰색의 곰팡이가 생기고 줄기

는 도관이 암흑색이나 암갈색을 띠며 심한 경우 시들어 말

라 죽는 병으로, 무병지에서 종자를 채종하고 파종시에는 

종자소독을 실시한 후 파종해야 한다. 고온조건에서 발병하

여 큰 피해를 주는 검은곰팡이병은 가능한 20℃ 이하의 다

습하지 않은 곳에서 저장함으로써 발병을 줄인다. 양파의 

줄기 제거는 검은곰팡이균, 잿빛곰팡이균과 같은 병원균의 

침입을 용이하게 하므로 가능한 한 줄기를 길게 남기고 절

단하는 것이 좋다. 고농도의 CO2나 저농도의 O2처리시 호

흡률을 낮추고 양파의 부패를 줄일 수 있으며 O2 2%, CO2 
10% 환경이 최적조건이다.

신선편이 및 가공

가공 유형

양파의 가공유형은 주스, 튀김, 건조(스낵류, 파우더) 및 신

선편이절편 등으로 분류되며, 최근 들어 양파김치, 양파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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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osses of onion flavonoids subjected to cooking.

Cooking type Loss of flavonoid (%)
Frying 33
Sautéing 21
Boiling 14-20
Steaming 14
Microwaving  4
Baking  0

양파식초, 양파즙액 등 가공 식품에 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가공시 기능성 성분의 손실이 일어나게 되는데, 90초간 

bleaching 실시를 통하여 polyphenols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Gorinstein 등, 2009a), 조리방법에 따른 flavonoid 감소는 

Table 2와 같다(Gorinstein 등, 2008; Lee 등, 2008). 양파주스

는 양파즙액에 과당, 벌꿀, cyclodextrin 및 구연산을 첨가하여 

맛을 향상시킨 제품으로서 전남 무안 지방의 특산품이다. 양
파김치는 시원하고 달콤한 맛을 지니고 있으며 일반김치보

다 숙성이 빨리 되어 상품화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양파

를 구울 때 열에 의해 quercetin glycoside의 분해가 일어나 

aglycone quercetin이 생성된다(Rohn 등, 2007). 최근에는 다

양한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양파부산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Roldan 등, 2008).

가공 품질

양파 가공에 있어서 주된 문제점은 가공후 상품의 변색(갈
변), 미생물 번식으로 인한 식품 안전성의 저하 및 가공 식품

의 짧은 유통 기한 등이 있다. 갈변 현상의 방지책으로는 구

연산 등의 첨가물을 이용하는 방법, 질소 충진과 다양한 필

름을 이용한 포장법 등이 개발되었다. 식품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로는 원재료 및 가공 과정에서 오염되는 여러 병원균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신선편이 식품의 안전을 위

한 처리로는 오존수 세척, 염소수 세척, UV조사 등이 있으

며, 오존과 UV를 복합 처리시 단독 처리에 비해 효과적이다

(Selma 등, 2008). 가공식품의 또 다른 문제점은 짧은 유통기

간으로서 양파김치는 적정한 맛의 유지 기간이 짧아 상품화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허브, 젓갈 등의 첨가물을 통해 맛의 유지와 유통기간 

연장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초   록

양파는 항생 및 항암작용을 나타내 심장 질환 및 성인병

에 효과적인 다양한 유황화합물과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flavonoid를 다량 함유하고 있다. 양파는 건물중의 80%를 

당이 차지할 정도로 당 함량이 높으며, 주요 당은 fructan으로 

잘 알려진 fructo-oligosaccharide이며 그 외 glucose, fructose, 
sucrose 등이 있다. 당 함량은 양파의 저장성에도 큰 영향을 

미쳐서 당 함량이 높을수록 저장성이 좋으며, 저장 말기로 

갈수록 glucose, fructose, 그리고 fructan 등의 감소가 일어

난다. 충분한 예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냉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수확후 상온에서 15-20일간 차압송풍예건을 실시

해야 한다. 예건실시후 0℃에서 저장해야 맹아신장 및 부패

를 막아 저장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양파의 대표적인 저장

장해는 Erwinia와 Pseudomonas에 의해 발생하는 무름병이

며, 병에 감염된 양파를 상온 저장시 발병율이 높아진다. 최
근 신선편이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으며, 신선편이 제품

의 저장수명 연장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신선편이 

양파에서 발생하는 갈변현상은 polyphenol oxidase가 주 원

인인 산화반응으로 유기산, 질소충진 포장 및 PE 필름 포장 

등으로 억제하고 있다.

추가 주요어 : 신선편이, 수확후생리, 품질, 저장,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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