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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염소수 처리에 의한 방울토마토의 저장 중 품질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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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mprove the shelf-life of cherry tomato, samples were treated with aqueous chlorine dioxide (ClO2) at 30 ppm for 
0~30 minutes and the weight loss rate as well as the changes in physico-chemical and sensory properties of treated samples 
were investigated. Weight change in the control and in the samples with aqueous ClO2 treatment were decreased slightly, 
and there were no difference during the storage period.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soluble solid content among the 
treatments and during the storage period.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firmness of samples among the treatments but 
the firmness of the aqueous ClO2 treated samples were decreased s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samples. No significant 
changes in lightness, redness and yellowness of the controls and the samples by aqueous ClO2 treatment were observed 
during 4 weeks storage period. The sensory parameters including taste, flavor, color, texture and overall acceptance at the 
initial period did not differ among the treatments. The scores for taste, texture and overall acceptance of the control were 
decreased faster than those of the aqueous ClO2 treated samples when 3 weeks 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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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현대인들은 웰빙문화와 더불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하여 신선하고 고품질의 과채류에 대한 소비자

의 선호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Lee 등 2012).  
과채류 중 토마토는 lycopene, flavonoid, glutamic acid, caro-

tene, vitamin C 및 E 등의 생리활성물질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Choi 등 2009), 또한 무기염의 함량이 높고 당, 유기산

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특한 풍미와 색소를 지니고 

있어서 생식용과 여러 가공식품의 원료로 이용되어지고 있

다(Choi 등 2013). 
식생활이 다양하게 변하고, 생식용 품종이 여러 가지 개발

됨에 따라 단맛이 많고 알이 작은 방울토마토에 대한 소비자

들의 선호도가 증가하여 1980년대 이후에 급속하게 보급되

기 시작하였으며, 절단 없이 간편하게 식용으로 할 수 있어 

꾸준한 수요 증가로 재배하는 농가도 많아지고 있으며, 농가

의 소득작물로 각광받고 있다(Yu 등 1997).
방울토마토는 비교적 기온이 낮은 10월에서 4월 사이에는 

유통이 용이한 편이나, 기온이 높은 5월에서 9월 중에는 과실 

조직이 쉽게 연화되고, 과숙으로 인한 품질 변화 등이 발생하

여 수확과 유통, 저장 등에 어려움이 많다(Lee 등 2001; Park 
등 2002). 이와 같은 이유는 토마토 내 수분 함량이 매우 높으

며, 수확 후 현저한 추숙, 연화 및 노화 현상이 수반되기 때문

이며, 따라서 신선도 유지가 어렵게 된다(Park 등 2004). 
이러한 현상으로 수확 후 저장이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호

흡작용, 증산작용 등의 생리작용이 활발해지고, 곰팡이를 비

롯한 미생물의 오염 및 성장에 의해 부패가 일어나게 된다. 이
러한 부패는 과채류 자체의 경도가 저하되는 것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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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유기산, 당분 등의 감소 등 영양학적인 변화도 함께 

일어나게 된다(Park 등 2006). 
또한 토마토 저장 중 수분, 색소 함량 등이 감소됨으로써 

외관, 맛, 신선도가 낮아져 상품성 가치 또한 감소하게 된다

(Choi 등 2009). 따라서 토마토의 저장기간을 연장시키고, 유
통 중의 품질 저하가 일어나는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저장성이 매우 짧은 토마토의 저장성 증진을 위

한 연구를 살펴보면 Controlled Atmosphere(CA) 저장 또는 

Modified Atmosphere(MA) 저장(Lee 등 2004; Diaz-Mula 등 2011), 
오존처리(Zambre 등 2010), 필름을 이용한 저장성 증진 및 이

산화염소 가스(Choi 등 2013)를 이용한 연구 등 여러 가지 방

법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는 활발하게 적

용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다. 
비열처리 방법이면서 화학적 처리방법 중의 하나인 이산

화염소(ClO2)는 기존에 널리 사용되어 왔던 염소에 비하여 

보다 수용성이며 유기물질과의 반응성이 약하여 부산물도 

적다(Kim JM 2001). 또한 염소와는 다르게 트리할로메탄과 

같은 발암물질 등을 생성하지 않고, 높은 살균력과 pH에 관

계없이 살균력이 유지되며, 식품의 풍미에도 영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등 2009b). 특히 이산화염소의 살균

력은 염소에 비해 매우 강한 편으로 5 ppm의 이산화염소는 34 
ppm의 염소와 동등한 살균력을 가져(Benarde 등 1965; Lillard 
HS 1979), 신선 채소 등의 미생물학적 안전 유지를 위해 이산

화염소수가 사용되어지고 있다(Keskinen 등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산화염소 가스보다 더 쉽게 사용

할 수 있는 이산화염소수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울토마토에 처리하고, 저장 중 품질 변화를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방울토마토는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청주농수산물센터에서 그날 입고된 것을 구매하여 외관상 

상처가 없고 색상, 사이즈 및 형태가 유사한 것을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이산화염소수 처리
방울토마토의 저장성 향상에 이산화염소수의 효능을 확인

하기 위하여 30 ppm의 농도로 조절한 이산화염소수(Cloee 
F+, Chemopia Korea)를 수조에 넣은 후 선별한 방울토마토를 

침지시켜 5, 10, 20분 및 30분씩을 각각 처리하였다. 처리한 

방울토마토는 clean bench에서 air-dried 상태로 표면에 남아

있는 수분을 1시간 동안 처리하여 제거하였다. 각 시간별로 

처리된 방울토마토는 마켓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PET 

box 용기에 담아 실온에서 4주 동안 저장하면서 실험에 사용

하였다. 

3. 중량 변화
방울토마토를 30 ppm의 이산화염소수에 각 시간별로 처리

를 하고, 실온에서 저장하면서 저장 중 중량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각각 처리된 방울토마토를 정해진 포장용기에 넣고,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를 일주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4. 가용성 고형물 함량 측정
방울토마토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은 마쇄한 방울토마토 

즙 원액을 굴절당도계(PAL-2, ATAGO, Japan)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5. 경도 측정
방울토마토의 경도는 texture analyzer(TA-XT2/25, Stable 

Micro System Co. Ltd., Surrey, Eng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지름 5 mm의 plunger를 이용하여 firmness를 측정하였으

며, 분석조건은 pre test speed: 2.0 mm/sec, test speed: 1.0 mm/ 
sec, post test speed: 2.0 mm/sec, strain: 20%로 방울토마토의 

여러 부위를 여러 번 측정하였다(Kim 등 2009a). 

6. 색도 측정
이산화염소수를 처리한 방울토마토의 색도는 색차계(CR-300 

Minolta Chroma Meter, Konica Minolta Sensing Inc., Tokyo, 
Japan)를 사용하여 Hunter L, a, b 값을 반복 측정한 뒤 평균값

으로 나타내었다. 

7. Ascorbic acid 함량
이산화염소수를 처리한 방울토마토 내 ascorbic acid의 함

량은 Park 등(2008)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 추출은 

방울토마토에 metaphosphoric acid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즉, 추출물 0.2 mL에 10% TCA 용액 0.8 mL를 넣어 3,000 rpm
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하고(VS-550, Vision Scientific Co., 
Daejeon, Korea), 상등액 0.5 mL, 증류수 1.5 mL 및 10% folin 
phenol reagent 0.2 mL를 차례대로 넣은 후 혼합하고, 실온에

서 10분간 방치하며, 760 nm(UVIKON xs, Northstar Scientific 
Co., Leeds, UK)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ascorbic acid의 함량

을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L-ascorbic acid(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다.

8. 관능검사
이산화염소수를 처리한 방울토마토의 저장 중 관능적 변

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식품영양학과 학생 10명을 선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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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의 평가 방법 및 평가 특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세 

자리 난수를 써놓은 시료를 무작위로 배열하고 나눠준 뒤 시

료의 맛, 향, 색, 조직감 및 종합적 기호도에 대하여 대단히 

싫다(dislike extremely) 1점, 보통이다(neither like nor dislike)
를 3점, 대단히 좋다(like extremely)를 5점으로 하는 Likert 5
점 척도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9. 통계처리
본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1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을 사용

하여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p<0.05)을 ANOVA로 분석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실험군 간의 차이를 분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중량 변화
이산화염소수 처리가 방울토마토의 저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30 ppm의 이산화염소수를 0~30분 
동안 침지시킨 후 건조시키고, 실온에서 저장하면서 저장기간

에 따른 무게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hanges in weight of cherry tomato stored for 
4 weeks after aqueous chlorine dioxide treatment 

30 ppm ClO2 
treatment time 

(min)

Storage period (week)

0 1 2 3 4

Control 100.0 97.3 93.0 89.9 88.1 
5 100.0 98.3 93.5 92.4 90.7 
10 100.0 97.9 94.3 91.7 89.9 
20 100.0 98.1 95.5 92.7 90.8 
30 100.0 98.4 95.2 92.9 90.7 

1) No spoilage

Table 2. Changes in soluble solid content (°brix) of cherry tomato stored for 4 weeks after aqueous chlorine dioxide 
treatment 

30 ppm ClO2 treatment 
time (min)

Storage period (week)
0 1 2 3 4

Control 7.30±0.58A1) 7.00±0.20A 7.20±0.29A 7.00±0.36A 7.30±1.15A

5 8.00±0.26A 7.67±0.58AB 7.00±0.56BC 7.33±0.29ABC 6.67±0.29C

10 7.67±0.58A 7.33±0.58A 6.83±0.76A 7.33±0.29A 7.17±0.76A

20 7.67±0.58A 7.33±0.58A 7.50±0.50A 7.00±0.17A 6.83±0.29A

30 7.83±0.76A 6.67±0.58B 6.97±0.32AB 7.00±0.40AB 7.50±0.50AB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C)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일반적으로 저장기간 중 신선 농산물은 증산작용이 활발

해지면서 중량이 감소하게 되며(Park 등 2004), 표피 수축으

로 인해 외관이 변형되어 과채류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Choi 등 2012).
방울토마토의 중량 변화는 4주 동안 대조군 및 이산화염

소수 처리군 모두 천천히 중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대조군의 변화가 약간 더 변화되었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Choi 등(2013)은 방울토마토에 이산화염소 가스를 처리하

고, 저장 중 중량 감소율을 측정한 결과, 이산화염소 가스 처

리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저장시의 온도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하여 가스의 형태가 아닌 이산화염소수를 이

용한 본 실험과 살균시의 상(phase)은 다르지만 동일한 결과

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Lee 등(2014)은 복숭아의 저장성 증진

을 위하여 이산화염소수를 처리하고, 저장하면서 중량 감소

율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이산화염소수 무처리군과 비교하였

을 때 중량 감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Chun 
등(2013)은 블루베리 시료에 이산화염소수를 처리하였을 때 

중량 감소율이 각 처리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고 하여 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인 것으로 사료되었다. 

2.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 변화
방울토마토의 저장성 증진을 위해 이산화염소수를 처리하

고, 저장하면서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이산화염소수를 처리한 직후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대조

군은 7.30 °brix였으며, 이산화염소수 처리군은 7.67~8.00 °brix
로 대조군보다는 약간 높은 값을 가졌지만, 방울토마토마다 

가용성 고형분 함량에 차이가 있어 이산화염소수 처리에 의

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에서는 대조군의 경우, 7.00~7.30 °brix

로 저장기간 내내 비슷한 경향을 보였고, 이산화염소수 처리

군은 처리군별로 각각 6.67~7.67, 6.83~7.33, 6.83~7.50, 6.67~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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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초기에 비하여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나, 각 

방울토마토의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 간 차이로 이산화염소

수 및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oi 등(2013)은 방울토마토에 이산화염소 가스를 처리하

고,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가 방울토마토의 당성분 함량을 유지하는데 효과

적이지만, 이산화염소 처리방법에 따른 당성분 함량은 유의

적인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며, Choi 등(2009)은 저장 중 방울

토마토의 가용성 고형물 함량을 측정한 결과, 가용성 고형물

의 함량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라고 하여 본 결과와 비교

할 때 본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3. 경도의 변화
수확한 방울토마토의 저장성 증진을 위하여 30 ppm의 이

산화염소수를 5~30분간 각각 처리하고, 저장하면서 저장기

간에 따른 경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조군의 경도는 5.72 N 이었으며, 30 ppm의 이산화염소

수를 5~30분 처리한 경우는 각각 5.95, 5.84, 5.88 및 5.92 N으

로 대조군과 비교할 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방울토

마토에의 이산화염소수의 처리는 물성 변화를 가져오지 않

고 또한 처리시간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에서는 대조군은 저장 1주일까지는 

대조군과 5분과 10분 처리군 간에는 저장 초기와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으며, 20분 이상 처리한 방울토마토는 처리 직후보

다는 다소 낮은 경도를 보였지만, 처리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2주부터는 초기보다 

점점 시간이 경과할수록 경도가 감소하는 경향이었고, 저장 

4주에는 가장 낮은 경도를 보여 저장 중 물러지는 것으로 나

타나, 방울토마토의 경도 변화는 이산화염소수에 의한 차이

보다는 저장 중 변화에 좌우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저
장 3주차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조군과 이산화염소수 처리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모든 이산화염소

수 처리군이 다소 높은 경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Park & Kang(2015)은 토마토에 위생화를 위하여 이산화염

Table 3. Changes in firmness of cherry tomato stored for 4 weeks after aqueous chlorine dioxide treatment (Unit: N)

30 ppm ClO2 
treatment time (min)

Storage period (week)

0 1 2 3 4
Control 5.72±0.59A1) 5.74±0.57A 5.45±0.51AB 4.94±0.76AB 4.31±0.55B

5 5.95±0.41A 6.07±0.51A 5.68±0.59A 5.41±0.51AB 4.53±0.61B

10 5.84±0.79AB 6.17±0.69A 5.47±0.69AB 5.31±0.59AB 4.54±0.60B

20 5.88±0.66A 5.57±0.54AB 5.35±0.62AB 5.24±0.62AB 4.45±0.54B

30 5.92±0.69A 5.56±0.40AB 5.46±0.65AB 5.31±0.61AB 4.65±0.70B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row (A, B)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소 가스와 aerosol화 된 peracetic acid를 처리한 결과, 7일간 저

장하는 동안 처리 유무에 상관없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본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본 실험보다 

저장일이 짧았지만 같은 경향이었으며 저장일이 증가할수록 

조직감은 다소 감소하기는 하지만, 처리군간 차이는 없는 것

으로 나타나 본 결과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Chen & Zhu(2011)는 자두에, Aday & Caner(2014)는 딸기에 

저장성을 위하여 이산화염소수를 처리하였을 때 처리 직후

에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지만, 저장 중의 경도 변화는 대조

군에 비하여 이산화염소수 처리군이 미미하지만 서서히 일

어나고, 처리시간 및 처리량이 많을수록 경도 변화가 적었다

고 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던 본 결과와 비교하면 다소의 

차이는 보이지만 경향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과일 

또는 채소들의 후숙 과정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4. 색도 변화
국내산 방울토마토의 저장성 증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30 ppm의 이산화염소수를 처리한 후 저장하면서 색도

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방울토마토 과육의 명도(L)는 대조군의 경우, 35.74이었으

며, 이산화염소수 처리군은 35.82~36.90으로 대조군과 유의

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산화염소수 처리 

시 방울토마토의 명도 변화는 없었으며, 저장기간에 따른 명

도값의 변화는 초기의 값과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산화염소수 및 저장에 따른 명도의 변화는 없는 것

으로 사료되었다.   
방울토마토의 적색도(a)의 변화에서는 대조군은 17.46의 

값을 보였고, 이산화염소수 처리군은 13.33~16.88로 대조군

보다 다소 낮은 값을 나타내었지만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는 않았다.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에서는 대조군 및 이산화염

소수 처리군 모두 저장기간에 따른 적색도의 뚜렷한 증감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산화염소수 처리에 의

한 적색도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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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s of cherry tomato stored for 4 weeks after aqueous chlorine dioxide treatment

30 ppm ClO2 
treatment time (min)

Storage period (week)
0 1 2 3 4

L

Control 35.74±0.44AB1) 37.37±1.20bA 36.30±1.40AB 35.41±1.86B 35.98±0.95AB

5 36.90±1.38AB 37.38±1.26bA 35.94±1.15BC 35.52±0.57C 35.39±0.37C

10 36.21±1.46B 38.61±1,17aA 34.89±0.78C 35.20±0.8BC 35.14±1.82BC

20 36.60±1.82B 37.92±1.00abA 35.84±0.90B 35.69±1.54B 35.66±0.90B

30 35.82±1.17B 38.23±0.71abA 36.01±2.12B 34.80±0.92B 35.43±1.69B

a

Control 17.46±0.94A 13.67±2.04B 15.58±3.29AB 14.93±2.41AB 17.53±3.00aA

5 13.33±3.79A 14.38±3.64A 15.51±3.31A 14.18±3.17A 15.90±2.97abA

10 16.88±2.65A 15.52±3.22AB 13.01±1.32B 16.16±3.09A 14.71±2.35bAB

20 16.77±5.11A 14.85±1.86AB 13.33±3.19B 15.85±1.66AB 15.45±1.67abAB

30 14.37±3.05A 15.58±2.48A 15.56±2.38A 15.41±2.39A 15.22±1.55abA

b

Control 21.32±1.20abA 16.56±1.18B 19.04±2.66aAB 17.94±2.54B 18.80±2.00AB

5 19.68±1.66bA 16.31±1.94B 19.50±1.22aA 16.88±1.33B 17.21±0.58B

10 20.62±1.82abA 18.09±1.83BC 16.92±1.48bC 17.14±1.57C 19.03±2.48AB

20 23.00±3.05aA 17.91±2.49B 18.20±1.78abB 18.08±2.05B 18.29±1.69B

30 19.54±1.96bA 17.50±1.03BC 18.91±1.94aAB 16.88±0.89C 18.55±2.24ABC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 b) and a row (A~C)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방울토마토의 황색도(b)의 변화에서는 대조군은 21.32이었으

며, 이산화염소수 처리군은 19.54~23.00으로 30 ppm의 이산화염

소수를 20분 동안 처리하였을 때 가장 높은 황색도를 보이지만, 
30분 처리 시에는 오히려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이산화염

소수에 의한 차이라기보다는 시료 자체간의 차이가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되었다.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에서는 모든 실험군에서 

증감의 경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방울토마토의 저장성 증진을 위하여 이산화염소수의 처리

는 방울토마토 색상의 변화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Han JE(2009)은 과채류가 이산화염소에 의해 표백될 수 있

기 때문에, 이산화염소 가스의 처리가 제품의 갈변반응 또는 

표백으로 인하여 관능적 품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여 본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지만, Choi 등(2013)은 방울토마

Table 5. Changes in ascorbic acid contents of cherry tomato stored for 4 weeks after aqueous chlorine dioxide treatment 
(Unit: mg%)

Ascorbic acid
Storage period (week)

0 1 2 3 4
Control 33.26±2.22bB1) 34.47±1.17bAB 37.96±2.22A 36.96±1.36AB 37.62±2.63A

5 35.68±2.03abA 37.86±1.10aA 35.22±1.36A 35.02±1.48A 37.09±1.19A

10 38.29±0.65aA 34.74±0.86bB 38.58±2.82A 37.02±1.61AB 37.91±1.08A

20 32.79±1.38bA 33.34±0.20bA 34.57±1.95A 34.37±2.61A 35.26±1.66A

30 34.24±2.28bB 37.10±1.30aAB 38.50±1.42A 37.09±2.09AB 36.74±1.20AB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 b) and a row (A, B)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토에 이산화염소 가스를 처리하였을 때 방울토마토의 색도

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방울토마토의 탈색현상도 보이

지 않았다고 하였고, Mahmoud 등(2007)은 딸기에 이산화염

소 가스를 처리하였을 때 색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여 본 결과와 동일하였으며, 처리한 이산화염소의 형태가 

가스 상태와 액상으로 다르지만 이산화염소에 의한 색상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5. Ascorbic acid의 함량
방울토마토의 저장성 증진을 위하여 이산화염소수를 처리

하고 저장하면서 저장기간에 따른 ascorbic acid의 함량 변화

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대조군의 경우, 33.26 mg%의 ascorbic acid의 함량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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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고, 이산화염소수 처리군은 32.79~38.29 mg%로 이산화염

소수를 처리하였다고 하여 ascorbic acid의 함량 차이를 보이지

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기간에 따른 ascorbic acid의 함

량 변화에서는 대조군은 34.47~37.96 mg%로 초기의 값에 비하

여 약간 ascorbic acid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

화염소수 처리군의 경우도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초기의 값과 

비교하여 대체적으로 유사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Islam 등(2012)은 유통 중 온도관리가 방울토마토의 품질과 

저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저장 초기에는 ascorbic 
acid의 함량이 다소 감소하다가 그 후에는 방울토마토가 숙성

됨에 따라 ascorbic acid의 함량이 증가하고, 숙성 후기가 되면 

약간 감소한다고 하여 본 결과와 수확시기에 따른 차이일 뿐 

경향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rip-Roberts 등(2002)은 과

일이 숙성되는 과정에서 ascorbic acid의 함량은 증가하고, 후

Table 6. Changes in sensory evaluation of cherry tomato stored for 4 weeks after aqueous chlorine dioxide treatment

30 ppm ClO2 
treatment time (min)

Storage period (day)
0 1 2 3

Taste

Control 4.2±0.2A1) 3.8±0.3B 3.3±0.3C 2.9±0.4bD

5 4.1±0.4A 3.8±0.3A 3.5±0.2B 3.2±0.3aB

10 4.1±0.3A 3.8±0.3B 3.4±0.2C 3.4±0.4aC

20 4.0±0.3A 3.7±0.3B 3.3±0.2C 3.4±0.4aC

30 4.1±0.3A 3.7±0.4B 3.4±0.3C 3.3±0.4aC

Flavor

Control 3.9±0.4A 3.7±0.3A 3.6±0.3A 3.3±0.3B

5 3.9±0.3A 3.8±0.3A 3.7±0.4AB 3.5±0.3B

10 4.0±0.3A 3.8±0.4AB 3.7±0.4AB 3.4±0.4B

20 3.9±0.4A 3.8±0.4A 3.6±0.5AB 3.3±0.3B

30 4.0±0.4A 3.9±0.3A 3.6±0.4AB 3.4±0.4B

Color

Control 4.2±0.3A 4.1±0.4A 3.7±0.4B 3.5±0.4B

5 4.1±0.4A 3.9±0.3AB 3.7±0.4BC 3.5±0.3C

10 4.0±0.4A 4.0±0.3A 3.6±0.5AB 3.4±0.5B

20 4.0±0.5A 3.8±0.3A 3.5±0.4B 3.4±0.5B

30 4.0±0.4A 3.9±0.3A 3.7±0.4AB 3.5±0.3B

Texture

Control 4.1±0.3A 3.7±0.4B 3.3±0.3C 2.8±0.3bD

5 4.0±0.3A 3.7±0.3AB 3.5±0.4BC 3.3±0.3aC

10 4.0±0.3A 3.8±0.3AB 3.6±0.3BC 3.4±0.5aC

20 4.1±0.3A 3.7±0.3B 3.5±0.4B 3.1±0.4aC

30 4.0±0.3A 3.6±0.3B 3.5±0.4BC 3.2±0.4aC

Overall 
acceptance

Control 4.0±0.3A 3.6±0.4B 3.4±0.3B 3.0±0.4C

5 3.9±0.4A 3.6±0.3AB 3.6±0.4AB 3.3±0.3B

10 4.1±0.3A 3.8±0.3B 3.6±0.3BC 3.4±0.3C

20 4.0±0.2A 3.7±0.3AB 3.5±0.3BC 3.3±0.3C

30 4.0±0.4A 3.7±0.4AB 3.5±0.4B 3.3±0.4B

1)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 b) and a row (A~D)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숙기에는 다시 감소한다고 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던 방울

토마토는 후숙기에 들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Du 등
(2007)은 green bell pepper에 이산화염소 가스를 사용하였을 

때 ascorbic acid의 함량 변화는 없었다고 하여 사용한 상(phase)
의 형태는 다른지만, 결과는 같은 경향으로 판단되었다. 

6. 관능검사
방울토마토의 저장성 증진을 위하여 수확 후 이산화염소수

를 처리하고, 3주 동안 저장하면서 저장기간에 따른 맛, 향, 색, 
조직감 및 종합적 기호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맛의 경우, 대조군 및 이산화염소수 처리군 모두 처리 직

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산화

염소수 처리에 의한 맛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중 맛의 변화에서는 대조군은 저장 3주 동안 꾸준히 맛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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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호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염소수 처리

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장 중 기호도는 감소하였는데, 저
장 3주에 대조군이 가장 낮았고, 이산화염소수 처리군은 대

조군보다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는 대조군의 토마토 경도가 다소 낮았기 때문에 맛에 대한 

기호도 또한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향의 경우, 맛의 관능검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든 처리군에

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에서

는 대조군의 경우,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

였으며, 이산화염소수 처리군의 경우에도 저장 중 계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처리군 간에 향에 대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방울토마토의 색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에서는 향과 마찬

가지로 대조군과 이산화염소수 처리군 모두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는 않았다. 대조군의 저장 중 색에 대한 기호도 변

화는 저장 1주차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후에

는 다소 기호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염소수 

처리군의 저장 중 변화에서도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저장 1주
차까지는 대부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저장 중 

색에 대한 기호도는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울토마토의 조직감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는 대조군과 

이산화염소수 처리군 모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

다. 저장 중 조직감의 변화는 대조군에서 1주차부터 조직감

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저장 3주차에서의 조직감 기호도

는 2.8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산화염소수 처리군의 경

우,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저장 중 지속적으로 기호도가 낮았

으며, 저장 2주까지는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저장 3주차의 결과에서는 이산화염소수 처리군이 대

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기호도를 보였다. 이는 앞서의 경

도 결과에서와 유사한 경향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종합적 기호도의 변화에서는 대조군 및 이산화염소수 처

리군 모두 저장 기간 내내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장 3주
차에서의 값은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이산화염소수 처

리군에 비하여 다소 낮은 기호도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방울토마토는 저장과정 중 조직감, 맛, 

색상 등의 품질이 변화하고 이산화염소수를 처리할 경우, 조
직감 및 맛 등의 변화를 다소 줄일 수 있어 방울토마토의 저

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울토마토

의 저장성을 최대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처리시의 온도조

건, 시간, 수확시기, 가스저장 또는 포장 등의 타 방법과의 병

용처리 등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 약

방울토마토의 저장성 증진을 위하여 30 ppm의 이산화염소

수를 0~30분 동안 처리한 후 표면의 수분을 건조시킨 후 저장 

기간에 따른 중량 변화, 이화학적 변화 및 기호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중량 변화의 경우, 4주 동안 대조

군 및 이산화염소수 처리군 모두 천천히 중량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그 중 대조군의 변화가 약간 더 변화되었지만 

아주 큰 차이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가용성 고형분의 함

량 변화에서는 이산화염소수 처리에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며, 저장 중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경도의 변화에

서는 이산화염소수 처리에 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저장기간

에 따른 변화에서는 대조군보다 이산화염소수 처리군이 약간 

높은 경도를 보였다.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의 변화에서는 대

조군 및 이산화염소수 처리군 모두 처리 직후와 저장 중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맛, 향, 색 및 종합적 기호도의 변화에서는 

이산화염소수 처리 직후에는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다. 그러나 저장 중 대조군의 맛, 조직감 및 종합적 기호도 변

화가 이산화염소수 처리군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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