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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ced air cooling is used to lower the temperature of strawberries harvested at high temperatures. 

During forced air cooling, the skin of the strawberry comes into contact with the bottom of the 

container, causing the skin to become bruised. In this study, we fitted a pre-cooled silicone rubber 

pad into the forced air cooling container, and placed strawberries inside. Strawberries were then 

treated with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MAP), stored at 5°C, and changes in quality parameters 

were recorded. Strawberries placed inside a forced air container with a 50 N shore hardness degree 

(Sh) A silicone rubber pad maintained a better appearance than those in containers with 40 N Sh A 

or 60 N Sh A pads. Strawberries with the 50 N Sh A pad also displayed more uniform skin drying 

during forced air cooling and the epidermal tissues of the skin did not collapse. For long-term 

storage of strawberries harvested in May when the outside temperature rises, MAP treatment is 

required to prevent weight loss, with pre-cooling to lower the product temperature. For strawberries 

treated with MAP after forced air cooling using a 50 N Sh A silicone rubber pad, no effects on fruit 

firmness or soluble solid content were observed. However, this treatment is effective in retarding 

aging, delaying pigmentation and suppressing mol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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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설향’ 딸기(Fragaria × ananassa Duch.)는 일본계인 ‘Red Pearl’와 ‘Akihime’의 교잡에 의해서 2005년에 육성된 품종

으로, 당도가 높고 향이 좋아 국내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있으며, 수출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Shanmugam et al., 2017; 

MAFRA, 2018). 그러나 ‘설향’은 과육이 다른 품종에 비해 연약하여 쉽게 물러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Ahn et al., 2014). 

딸기는 숙성하는 동안 품종, 재배기간, 그리고 재배방법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Voca et al., 2009; Šamec 

et al., 2016; Lee et al., 2020). 일반적으로 겨울에 주로 재배되는 딸기는 저장과 유통을 진행하는 동안 경도가 유지되고, 후숙

도 서서히 진행되면서 장기간 동안 품질이 유지된다(Šamec et al., 2016). 그러나 ‘설향’ 딸기는 12월부터 수확이 시작되어 이

듬해 5월까지 이루어지는데, 특히 4월 이후에 수확되는 딸기는 외기온도 상승에 의해 시설내부의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연

화와 같은 생리장해가 야기되면서 상품성이 크게 저하된다(Hong and Eum, 2020). 이러한 이유로 착색이 약 80% 진행되고 

단단하고 미숙한 딸기가 수확되어 유통된다. 딸기는 비호흡급등형 과실로써 수확 후에는 성숙의 진행이 이루어 지지 않으며

(Chai and Shen, 2016), 유통을 위한 과실의 숙성 정도는 수확 시에 결정된다(Mercier et al., 2019). 또한 딸기의 맛을 결정하

는 주요 요인도 수확시의 숙성 정도에 의존한다(Nunes et al., 2006; Ornelas-Paz et al., 2013). 

고온에 수확하는 원예작물들은 호흡열이 높아 유통 중에 상품성이 저하되므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호흡열을 제거해야 

한다(Li and Kader, 1989; Martínez-Romero et al., 2003). 원예작물의 수확 시 발생되는 호흡열을 제거하는 저장전처리 방

법으로 예냉처리가 있다(Nunes et al., 1995b; Pérez et al., 1998; Mercier et al., 2019). 예냉처리를 통해 원예작물의 온도를 

낮추면 호흡으로 인한 대사율을 늦추고 부패를 야기하는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노화에서 기인한 생리작용을 지연시

킨다(Li and Kader, 1989; Nunes et al., 1995b; Pérez et al., 1998; Martínez-Romero et al., 2003). 이전 연구에 의하면 딸기

를 수확한 다음 4–8시간 동안 예냉처리를 지연시키면 수분손실이 50%까지 증가하였으며 품질 악화가 가속화되었다

(Pelletier et al., 2011). 

딸기에 적용 가능한 예냉 방법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차압식 예냉법이다(Brosnan and Sun, 2001; Mercier et al., 2019). 차

압식 예냉법은 통기구가 있는 포장용기를 저장고 중앙에 공간을 두고 적재한 후 상부를 차폐막으로 덮고 차압 송풍기를 회전시

켜 포장용기 내부의 공기를 흡입시킨다. 이때 포장용기 내부와 외부 사이에 압력차가 만들어지고, 저장고의 냉기를 강제적으

로 포장용기로 흡입시켜 냉기가 직접 농산물에 접촉하게 함으로써 단시간에 냉각이 이루어 지는 방법이다(Nalbandi et al., 

2016). 또한 송풍기의 압력을 높이면 포장상자 내부로 흐르는 냉기의 풍량을 증가시켜 냉각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다

(Brosnan and Sun, 2001; Ferrua and Singh, 2009; Redding et al., 2016). 이러한 이점과 달리 팬을 통하여 공급되는 냉기가 

적재된 많은 포장상자를 통과하면서 공기의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되는데(Ferrua and Singh, 2009; Nalbandi et al., 

2016), 이렇게 데워진 공기가 여러 포장상자를 통과하기 때문에 팬과 가까이 있는 포장상자와 멀리 떨어져 있는 포장상자에 

공급되는 공기의 온도가 달라 차압식 냉각 프로세스의 균일성이 저하되며, 이로 인해 포장 용기 내에 과일의 냉각이 고르게 이

루어 지지 않을 수 있다. 

연약한 과피를 가진 딸기의 차압 예냉에 사용하는 포장용기는 일반적으로 단단한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90% 이

상으로 성숙된 딸기의 차압 예냉 동안에 딸기 과피와 용기바닥이 밀착되어 과육이 눌리거나 심지어 수침되는 현상이 발생된다

(Fig. 1A). 이렇게 조직이 파괴된 부분은 저장 및 유통 중 외관상 품질을 저하시키고 특히 곰팡이 발생과 부패의 원인 된다

(Mercier et al., 2019). 따라서 품질이 우수한 90% 이상 성숙된 딸기를 수확하여 유통시키기 위해서는 차압 예냉하는 동안 냉

기가 고르게 분포하게 하여 플라스틱상자 바닥면에 접하는 딸기 아랫면의 표피가 짓무르지 않고 균일하게 건조시킬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차압용 용기 내에 패드를 설치하여 냉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있이 제안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차압 예냉 용기에 적합한 패드를 선정하여 차압 예냉을 하는 동안 딸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예냉처리 

된 딸기의 유통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MAP) 처리하여 저장하는 동안 품질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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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차압용 패드 선정

2017년 5월에 강릉시 사천면 딸기 시설재배 단지에서 90% 이상 성숙이 진행된 ‘설향’ 딸기를 수확하여 실험실로 옮겨와 크

기와 무게가 일정하고, 과피색이 균일한 것을 선별하였다. 초기 품질인자를 조사한 다음 차압 예냉 처리와 저장실험을 실시하

였다. 

차압용 패드를 제작하기 위해 예비실험에서 그물망 스티로폼 패드를 이용하여 바닥제의 크기를 우선 구명하였다. 원형막대

의 지름이 3, 4, 또는 5mm 인 스티로폼 망을 깔고 실험한 결과 3mm 원형막대는 너무 가늘고 5mm 원형막대는 너무 굵어 딸기 

표면에 접촉 흔적이 발생하거나 차압에 따른 표피 건조가 불 균일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원형막대의 굵기는 

4mm로 하였으며 간격도 딸기를 올려놓기 좋고 공기 흐름이 적절하도록 원형 막대 간의 간격이 14–15mm 정도가 되도록 설

정하였다. 예비실험을 결과를 바탕으로 차압 패드의 원료는 가로 및 세로로 구성된 2층 구조의 40N, 50N, 60N의 물성을 가진 

실리콘 고무 패드(Yangji, Pocheon, Korea) 3종류를 이용하였으며, 높이 조절을 위해서 원형막대를 반원형으로 변경하여 패

드를 제작하였다. 실리콘 고무 패드의 경도(hardness)는 다양한 형태의 indentor를 실리콘 고무에 찌른 후 튀어 오르는 정도를 

Shore hardness degree(Sh)로 나타내며, 0N(아주 유연함)에서 100N(아주 딱딱함)까지 나뉘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Shore 

A indentor로 측정되었으며, 표기는 40N Sh A, 50N Sh A, 그리고 60N Sh A로 하였다. 

딸기의 차압 예냉에 적합한 물성의 실리콘 고무 패드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온(5–6°C)과 고온(15°C)에서 10시간 이상 차

압 예냉을 실시하여 물성에 따른 딸기 표피에 가해지는 정도를 확인하였다.

차압 예냉 및 저장 조건

선정된 실리콘 고무 패드를 이용하여 차압 예냉 및 MAP 저장실험은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딸기의 차압 예냉을 위해서 

플라스틱 박스(34cm × 26cm × 5.5cm)에 약 60–70개씩 담아 준비하였다. 각 플라스틱 박스를 6개씩(2개 × 3개) 4단으로 적

재한 후 제작된 비닐커버를 씌워 간이 차압식 예냉기(FOX-S1004, DSFOX, 도시, Korea)를 이용하여 풍속은 3.1 x 

10-3m3·s-1·kg-1
으로 6°C의 저온고에서 8–10시간까지 차압 예냉을 처리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차압용 패드의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서 예냉 시간을 기존에 딸기에 처리하는 시간(4–6시간)(Ferrua and Singh, 2009; Mercier et al., 2019)에 비해 장시

간 동안 유지하였다.

딸기는 차압용 패드 유무에 따라 차압 예냉 처리한 다음 용기에 담에 0.03mm polypropylene (PP) 필름으로 포장하여 5°C, 

90% RH 조건에서 14일동안 저장하면서 MAP 포장 유무에 따른 품질 요인들을 조사하였다. 

품질인자

무게변화는 초기 무게에 대한 저장기간 경과 후 중량 감모량을 백분율로 표시 하였다. 경도는 물성분석기(EZ Test/ 

CE-500N,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과실의 적도 부위를 5mm probe로 120mm·min-1 crosshead speed 조건에

서 측정하고 N으로 표시하였다.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은 딸기 과육조직을 착즙한 후 굴절당도계(PAL-1, Atago, Tokyo, 

Japan)로 측정하여 °Brix로 표시하였다. 과육의 색도는 색차계(CR-400, Minolta, Osaka, Japan)로 측정하여 chroma, hue 

angle, 그리고 hunter L, a, b 값으로 표기하였다. Hunter L 값은 lightness를 나타내며(0 = black, 100 = white), hunter a 값은 

green(–)에서 red(+), hunter b 값은 blue(–)에서 yellow(+)을 나타낸다. Hunter a와 b 값을 이용하여 chroma 값은 (a*2 + 

b*2)1/2로 계산하였으며, hue angle 값은 tan-1(b* / a*)로 계산하였다. 색상환의 hue angle은 0°, 90°, 180°, 그리고 270°에서 

red-purple, yellow, bluish-green, 그리고 blue를 각각 나타낸다. Chroma는 채도로써 각 hue 값의 맑고 탁한 정도를 나타내

며 수치가 높을수록 맑은 것을 의미한다(n = 16) (McGuire, 1992). 차압 예냉을 하는 동안 실리콘패드 유무에 따른 딸기 과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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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The extent to which the strawberry epidermis is bruised during forced air cooling for 10 hours depends on the 
properties of the pad inside the container. Black circles highlight the region of epidermal damage. A, No pad used inside 
the forced air cooling container; B, 40 N Sh A silicone pad used; C, 50 N Sh A silicone pad; D, 60 N Sh A silicone pad. 

의 접촉면은 광학현미경(SZX10, Olympus, Tokyo, Japan)을 이용하여 100배율로 관찰하였다. 

통계처리

실험은 완전임의 배치 법으로 수행하고 실험 처리의 효과분석은 SAS system(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의 2원분

산분석법을 이용하였으며 처리 평균 간 유의성은 Duncan의 다중검정법으로 분석하였다. 각각의 처리 간에 상관관계는 R 프

로그램(version 3.3.1)에서 ggplot2를 활용하여 heat map으로 가시화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실리콘 고무 패드 효과 

물성이 다른 패드를 이용하여 차압 예냉처리 한 딸기의 패드와 접촉한 표피모습은 Fig. 1과 같다. 40N Sh A 패드는 5–6°C 

저온 차압에서는 상태가 양호하였으나, 15°C 이상의 온도에서 장시간 방치될 경우 실리콘 고무 패드와 딸기의 접촉면이 밀착

되어 접촉 흔적이 발생되었다. 경도가 높은 60N Sh A의 패드는 차압 예냉을 하는 동안에는 40N Sh A 패드처럼 패드와 딸기

가 밀착되는 현상은 없으나 높은 경도로 인해 장시간 방치될 경우 딸기 표면에 접촉 흔적이 관찰되었다. 50N Sh A의 패드도 

연화가 진행된 일부 과실에서 희미하게 흔적은 관찰되나 실리콘패드의 물성에 따른 외관 비교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또한 차

압 패드와 접촉된 부분의 딸기 표면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실리콘패드를 깔지 않은 처리구에서는 딸기의 표면과 용기의 바닥

면이 직접적으로 닿아 딸기 표피조직이 물러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Fig. 2A). 반면 차압예냉 시 실리콘 고무 패드를 깔았던 

경우는 실리콘 고무 패드와 딸기 접촉면의 표피조직은 매끈하고 물러지는 현상이 없었다(Fig. 2B). 

실리콘 고무패드의 원료인 실리콘 고무의 일반적인 경도 범위는 30–80N Sh A이며, 극히 낮은 온도(–116°C)에서도 유연

성을 유지하고, 내열성, 내후성, 내곰팡이성, 그리고 내수성 등이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Kang, 1984). 차압 예냉 용기에 

적합한 패드는 몇 가지 사항이 요구되는데, 예냉을 하는 동안 딸기에 변색을 일으키거나 과피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하며, 차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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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Light microscopic observation (100X) of the strawberry surface after forced air cooling. A, No pad used; B, 50 N Sh 
A silicone pad.

냉기가 고르고 균일하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변성이 일어나지 않으며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세척과 재활용

이 용이해야 한다. 따라서 실리콘 고무로 제작된 실리콘 고무 패드는 차압용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경

도가 50N Sh A인 실리콘 고무 패드가 적합하였다.

실리콘 고무 패드를 이용한 차압 예냉 처리 후 MAP 저장효과

딸기는 차압 예냉을 실시하면 약 1.1–1.2%의 무게손실률이 발생하였다(Table 1). MAP 처리구에서는 저장 14일이 경과될 

때까지 무게손실률이 1.3%에 그친 반면, MAP 무처리구에서는 6% 이상 무게가 손실되었다. 그러나 MAP 처리구와 무처리

구 각각에서 패드 처리 유무에 따른 저장기간 동안 처리간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대조구의 딸기가 차압 예냉한 딸기보다 중량 

감모율이 낮은 것은 차압 예냉을 진행하는 동안 수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이며 이후의 감모율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Hong et 

al., 2018). 딸기는 수분함량이 90%이상을 차지하며 연약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과실의 수분손실은 표피 증산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연약한 과피를 가지고 있는 딸기의 경우는 수분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예작물이다(Nunes et al., 

1995a). 따라서 차압 예냉을 통해서 수분을 증발시켜 표피를 건조시킴으로써 표피증산을 최소화할 수 있어 더 이상의 표피를 

통한 수분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Hwang et al., 2013; Hong et al., 2018). 수분을 많이 함유한 배추의 경우도 초기무게에 대해

서 약 2–3%로 감모율이 진행될 때까지 차압 예냉을 실시하여 표피를 건조시키면 저장하는 동안 수분손실이 감소되었다

(Eum et al., 2013). 또한 Pelletier et al.(2011)의 연구에 의하면 차압 예냉처리는 예냉처리를 하지 않은 과실에 비해서 소매점

으로 유통시켰을 때 품질 유지가 효과적이었으며, 품질을 저하시키는 가장 주요한 이유는 수분손실에 의한 중량 감모였다. 특

히 유통을 위해 포장용기에 담을 경우에도 용량을 초과하여 포장하면 과실표피에 bruising을 야기시켰으며 이것이 부패를 가

속화시키는데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MAP 처리하여 저장한 딸기는 차압 예냉 후의 무게를 저장 14일이 경과될 때 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필름포

장이 감모율 억제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p ≤ 0.001). MAP 포장은 원예산물의 수분손실을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특히 

과피가 얇아 수분손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딸기의 경우에는 더욱 요구되는 기술이다. Nunes et al.(1995b)의 연구에 의하면 

딸기를 저장하는 중에 MAP 포장을 실시하면 수분손실을 현저하게 줄인다고 하였다. Collins and Parkins-Veazie(1993)의 

연구에서도 polystyrene 상자에 포장된 딸기도 PVC 필름으로 wrapping을 함으로써 중량 감모율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

었다. 또한 수확한 딸기를 빠른 시간 안에 예냉 처리를 하고 PVC polymeric 필름으로 포장하여 1°C 저온에 저장을 하면 딸기

의 품질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였다(Nunes et al., 1995b). 따라서 PVC 필름에 비해 수분투과율이 4–8배 정도 

낮은 PP 필름(Bastarrachea et al., 2011)을 이용한 MAP 처리는 딸기의 중량 감모를 억제하는데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경도는 수확 시에는 1.93N이었으나 차압 예냉을 실시한 다음에는 2.22N, 차압을 하지 않은 무처리 구에서는 2.21N으로 처

리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Table 1). 저장기간 전반에 걸쳐서 차압 예냉, Pad, MAP 처리는 경도변화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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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weight, firmness, and soluble solids content (SSC) during low temperature storage of strawberry under 
control and experimental conditions. FAC, forced air cooling; FAC+Pad, forced air cooling with silicone rubber pad; MAP,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FAC+MAP, MAP after forced air cooling; FAC+Pad+MAP, MAP after forced air cooling 
with silicone rubber pad

Treatment

Weight loss (%) Firmness (N) SSC (oBrix)

AC
z

Storage days
AC

Storage days
AC

Storage days

3 6 9 14 3 6 9 14 3 6 9 14

Control 1.0 c
y

2.0 b 3.3 ab 4.4 a 6.6 a 2.21 a 2.07 bc 2.25 bc 2.28 b 1.91 b 6.8 a 6.5 ab 6.8 a 6.2 ab 7.0 a

FAC 1.2 a 2.3 a 3.4 a 4.3 a 6.3 a 2.22 a 2.37 a 2.33 b 2.48 a 2.03 b 5.9 b 7.0 a 5.8 c 6.7 a 5.8 c

FAC+Pad 1.1 b 2.1 b 3.0 b 4.1 a 6.1 a 2.12 a 2.23 ab 2.08 c 2.35 ab 2.03 b 6.0 b 6.8 a 5.9 bc 6.7 a 7.5 a

MAP 1.0 c 1.0 c 1.0 c 1.0 b 1.3 b 2.21 a 2.20 ab 2.35 b 2.44 ab 2.19 a 6.8 a 6.1 b 6.0 bc 6.1 b 6.2 b

FAC+MAP 1.2 a 1.2 c 1.2 c 1.2 b 1.3 b 2.22 a 1.99 c 2.55 a 2.43 ab 1.88 b 5.9 b 6.0 b 6.1 bc 6.2 ab 6.2 b

FAC+Pad+MAP 1.1 b 1.1 c 1.1 c 1.1 b 1.2 b 2.12 a 2.31 a 2.08 c 2.33 ab 1.98 b 6.0 b 6.0 b 6.5 ab 6.6 ab 6.2 b

Significance

FAC * ** NS NS NS NS NS NS NS NS ** NS NS ** NS

Pad NS NS NS NS NS NS NS ** NS NS ** NS NS NS NS

MAP NS *** * *** *** NS NS NS NS NS NS ** NS NS NS

z
After cooling. 

y
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 = 0.05.

NS, *, **, ***
Nonsignificant or significant at p ≤ 0.05, 0.01, or 0.001, respectively.

않았으나 단지 저장 6일 경과 후 Pad 처리구에서 경도가 다소 낮았다(p ≤ 0.01). 저장 14일이 경과되면서 모든 처리구에서 경

도가 감소하는데, 이는 장기간 동안 저장에 의해서 과실의 연화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라 판단된다(Yang et al., 2020).

5월에 수확된 ‘설향’ 딸기의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은 6.8°Brix로 12월부터 4월까지 재배된 딸기의 9.5–7.9°Brix에 비해서 

낮았다(Hong and Eum, 2020). ‘설향’은 겨울철에 주로 재배되는 품종으로 외부기온이 올라가면서 온실 내부의 온도가 상승

하면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도 감소된다(Hong and Eum, 2020). 본 연구는 차압 예냉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수확할 때 품

온이 높은 시기인 5월에 수확된 딸기를 이용하였기 때문에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이 5.9–6.8°Brix 범위로 전반적으로 낮았다

(Table 1). 저장기간 동안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은 수확시의 6.8°Brix에서 ±1°Brix 이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나, 차압 예냉 

유무, 패드 유무, 그리고 MAP 처리의 유무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장기간이 경과되면서 증가하는 감모율은 

MAP 처리를 하지 않은 딸기의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을 증가시킨 반면 MAP 처리구는 저장기간 전반에 걸쳐서 유지되는 경

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MAP 처리에 의해서 숙성의 진행이 지연된 것을 의미하며 특히 14일 정장기간이 경과됐을 때 MAP 

처리에 의한 수분손실 억제와 포장 내부 공기조성 변화로 인한 숙성지연이 가용성 고형물 함량을 유의적으로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p = 0.05). Martínez-Romero et al.(2006)의 연구에 따르면 table grape는 저온저장을 하는 동안 가

용성 고형물 함량의 증가는 무게손실에 의해서 기인하며 polypropylene 필름을 이용한 MAP 처리는 과실의 품질을 유지시키

면서 가용성 고형물 함량의 증가를 지연시켰다. 

반면 완숙된 ‘Senga Sengana’ 품종의 딸기를 이용한 MAP 저장에서는 저장하는 동안 발생되는 물러짐을 최소화하는 반면 

가용성 고형물과 적정산도에는 유의성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Magazin et al., 2015). MAP 처리유무에 따른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 변화에 관련된 의견은 다양하며,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도 일치하는데 딸기는 저장하는 9일 동안의 가용성 고형물의 

함량은 차압 예냉 유무, 패드 유무, MAP 유무에 따라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14일 저장기간이 경

과되면서 MAP 처리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딸기를 저장하는 동안 각각의 처리에 따른 색 변화의 차이는 heat map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Fig. 3). Heat map에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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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ig. 3. Heatmap representing differences in color values recorded during low temperature storage (5°C) of strawberry 
under control and experimental conditions. A, Chroma; B, hue angle; C, Hunter L; D, Hunter a; E, Hunter b in Control, FAC 
(forced air cooling), FAC+PAD (forced air cooling with silicone rubber pad), MAP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FAC+MAP (MAP after forced air cooling), and FAC+Pad+MAP (MAP after forced air cooling with silicone rubber pad). 
Data were standardized. Red indicates that color values are decreased, and green indicates color values are increased.

는 color value는 수치가 높으면 녹색으로, 낮으면 붉은색으로 표시되었다. Chroma 값은 채도를 나타내며 수치가 낮아질수록 

저 채도의 탁한 정도를 나타내고, 높아질수록 고 채도의 맑은 정도를 나타낸다. 실리콘 고무 패드를 이용하여 차압 예냉을 실시

하고 MAP를 처리한 FAC+Pad+MAP 처리구에서 가장 높은 chroma 값을 나타내면서 딸기 과피의 붉은색이 탁해지지 않고 

맑게 유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딸기의 과피의 붉은 색은 착색이 진행되고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탁한 붉은색으로 진행되는

데(Hong and Eum, 2020), FAC+Pad+MAP 처리구에서는 다른 처리구들에 비해서 노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hue angle에서도 확인되는데 수치가 낮을 경우 과피가 좀더 붉은 것을 의미한다. 대조구에서는 전체적으로 다

른 처리구들에 비해서 좀더 붉은 색을 나타냈으며, 특히 FAC+Pad+MAP 처리구에서는 hue angle이 가장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명도를 나타내는 hunter L 값에서도 FAC+Pad+MAP 처리구는 명도 높게 나타났으며, hunter a와 b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리콘 고무 패드를 처리하지 않은 FAC+MAP 처리구에서도 FAC+Pad+MAP 처리에 비해서 

chroma 값과 hue angle이 낮게 유지되면서 실리콘 고무 패드를 처리함으로써 딸기의 노화가 지연됐음을 의미한다. 

저온에서 14일간 MAP 저장을 한 다음에 상온에서 1일간 방치했을 경우 곰팡이 발생 정도를 살펴보면 Fig. 4와 같다. 

FAC+Pad+MAP 처리구에서 MAP와 FAC+MAP 처리에 비해서 곰팡이 발생 빈도가 적었으며, 이는 실리콘 고무 패드의 효

과라고 판단할 수 있다. 원예작물의 수확 후 즉각적인 예냉처리는 미생물에 의해 야기되는 부패를 억제시키고 효소활성과 호

흡량을 줄이며 수분손실을 줄임으로써 저장기간을 연장시킨다(Brosnan and Sun, 2001; Martínez-Romero et al., 2003). 

딸기를 수확 후 예냉처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Nunes et al., 1995a, 1995b; Pelletier et al., 2011). 빠른 

예냉처리는 과실의 외관상뿐만 아니라 soluble sugars, ascorbic acid 등과 같은 영양학적 요인들을 유지시키는데 효과적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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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4. Incidence of decay on strawberries after 1 day at room temperature following low temperature storage (5°C) for 14 
days. A, MAP (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B, FAC+MAP (MAP after forced air cooling); C, FAC+Pad+MAP (MAP 
after forced air cooling with silicone rubber pad). 

MAP 포장 처리는 다양한 원예작물에서 적용이 가능하며 수확 후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화학제를 처리하지 않고 가스조

성만으로 품질 유지의 효과가 있다(Xiao et al., 2004; Yang et al., 2020). 산소 2.5%와 이산화탄소 15%의 저 산소 가스조성

은 딸기의 저장수명을 4–6일까지 연장시키는데 효과적이었으며(Xiao et al., 2004), 11–14% 산소와 9–12% 이산화탄소

의 가스조성은 딸기의 저장수명을 연장시킬 뿐만 아니라 방향성 성분을 증가시켰다(Nielsen and Leufven, 2008). 그러나 저 

산소 조건은 혐기 호흡에 의한 acetaldehyde, ethanol과 같은 다양한 이취를 발생하는 성분들의 증가 또한 야기시킨다(Pelayo 

et al., 2003). 또한 MAP system을 응용하여, pallet 단위로 포장을 하고 내부에 high CO2 (10–20%)를 처리할 경우에도 부패

율이 현저히 줄었으며, 과실의 경도와 외관을 유지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Pelayo et al., 2003). 본 연구에서는 MAP 처리에 차

압 예냉, 실리콘 고무 패드를 함께 결합함으로써 MAP 처리 단독 처리보다도 딸기의 저장 중 품질유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

된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90% 성숙도에서 수확한 ‘설향’ 딸기는 차압 예냉을 처리하는 동안 실리콘 고무 패드를 이용하

면 균일하게 표피를 건조하는데 효과적이었으며, 차압시간을 연장하여도 차압 패드와 접촉한 표피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물성이 50N Sh A인 실리콘 고무 패드가 가장 우수하였다. 그리고 외기온도가 올라가는 5월에 수확한 딸기의 장기 저장

을 위해서는 품온을 낮추는 차압 예냉과 함께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MAP 처리가 요구된다. 특히 차압예냉을 처리할 경우

에는 차압 용기의 딱딱한 면과 딸기의 연약한 과피를 직접적으로 접촉시키지 않기 위해서 실리콘 고무 패드를 차압 용기에 깐 

후 딸기를 올려 놓으면 딸기의 표피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처리된 딸기는 경도와 당도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피 색의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초 록

외부 기온이 높은 시기에 수확한 딸기의 품온을 낮추기 위해서 실시하는 차압 예냉은 처리하는 동안에 딸기 과피와 용기바닥

이 밀착되어 과피가 눌리는 현상이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차압 예냉 용기에 적합한 패드를 선정하고, 선정된 실리콘 고무 패

드를 이용하여 차압 예냉을 실시한 후 예냉처리 된 딸기를 MAP 포장처리를 하여 5°C에 저장하면서 품질변화를 확인하였다. 

물성이 50N Sh A인 실리콘 고무 패드는 40N Sh A과 60N Sh A의 패드에 비해서 딸기의 외관이 우수하였으며, 차압 예냉을 

처리하는 동안 균일한 표피건조에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실리콘 고무 패드와 딸기 접촉면의 표피조직은 매끈하고 물러지는 현

상이 없었다. 외기온도가 올라가는 5월에 수확한 딸기의 장기 저장을 위해서는 품온을 낮추는 차압 예냉과 함께 수분 손실을 

막기 위해서 MAP 처리가 요구된다. 물성 50N Sh A의 실리콘 고무 패드를 용기에 깐 후 차압 예냉을 처리하고, MAP 포장을 

함께 실시하면, 딸기는 경도와 당도 등의 품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과피 색의 변화를 최소화하고 곰팡이 발생을 억제시

키면서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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