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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처리에 의한 고춧가루의 미생물 저감화 및 품질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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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investigated reduction of microbial population, water soluble pigment, capsanthin con-

tent, surface color (Hunter L, a, b, ∆E), and sensory properties of pepper powder by LED (red, yellow, blue, green)

treatments. LED (red, yellow, blue, green) treatment were conducted in 1,000 lux storage at 25oC for 10 days. The

total aerobic bacteria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the control and treated with LED during 10 days. In yellow

LED treatment, yeast and molds were decreased about 1.76 log. Surface color such as lightness (L), redness (a), yel-

lowness (b) were showed a decreasing tendency as the storage period. In the overall color difference (∆E) of yellow

LED treatment was lower less than 3.0. Water soluble pigment was no difference in control and LED treated samples

during storage period. Capsanthin conten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s storage period was increased, but no signif-

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mong red and yellow LED treatments. Sensory properties of control was signifi-

cantly reduced by storage period but yellow and green LED treatments were no significantly dif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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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Capsicum Annum L.)는 가지과(Solanaceae)에 속하

는 1년생 초본으로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필수적인 향신료

이다. 국내에서 생산·이용되는 고추는 풋고추, 홍고추, 건

고추 등의 형태로 소비되면 대부분 건조 후 분말화 시킨

고춧가루 형태로 이용된다. 고추의 건조방법은 주로 일광

노천건조 방법을 이용하거나 화력을 이용한 건조 방법이

이용되고 있어 건고추의 품질 및 위생적 측면에서 문제점

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추의 품질의 외관, 표면 색

깔에 의해 주로 평가되지만 건고추는 수분함량이 품질 결

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특히 저장 중 환경조건에 따라

흡·탈습되거나 해충 및 곰팡이가 발생되기도 한다1,2). 특

히 고춧가루는 건조 및 제조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유통

되어 건조 온도와 방법이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때

미생물 오염이 심하여 미생물학적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천연향신료 및 건조 양념채소류는 제조과정 중 곰팡이,

세균 및 내열성 포자들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살균처리

가 요구된다3). 2000년 중국산 건고추의 검역 통관시 검역

해충 2종, 일반 곤충 1종이 검출되었고, 멕시코산은 비검역

해충 1종이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향신료는 미생물 오염이

심각하여 제품의 부패 유기체가 되므로 살균처리가 이루

어지고 있다4).

향신료를 포함한 건조식품의 위생화 방법으로 ethylene

oxide 훈증법이 가장 대표적이나 안전성 문제로 국내외적

으로 사용이 금지되었다5). 이외 검역 관련 해충 사멸을 위

해 methylene bromide (MeBr), phosphine (PH3)등을 이용한

훈증처리6), 기체 조절7), 열처리8) 등의 방법이 이용되고 있

다. 훈증제의 경우 화학약품의 안전성, 환경오염, 처리 효

과, 처리 식품의 품질열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사용에 제

한이 있다(UNEP, 1995). 광범위한 화학약품인 MeBr은 지

구 오존층 파괴 물질로 판명되어 사용이 규제되고 있으며

향후 사용이 금지될 상황이다5). 

이에 따라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체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LED (Light Emitting Diode)는 가시광선의 출력

광을 발생하는 광원으로 기존의 백열등이나 형광등에 비

해 크기가 작고 가벼우며, 기계적인 충격에 강하고 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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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길어 자동차 조명, 가로등 조명, 실내조명, 식물재배용

조명등에 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공업분야에서는 많은 연

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농산물에 대한 연구로는 브로콜리,

수박 등에 적용한 연구10,11), 착색단고추의 착색에 미치는

영향12)이 있으며 식품 위생화 측면에 적용한 예는 거의 없

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확 후 건조·분쇄 과정을 거치면서 유

해미생물 오염에 노출이 많은 고춧가루에 대해 Red, Yellow,

Blue, Green LED광을 이용하여 오염지표 미생물 및 곰팡

이의 저감화 효과를 확인하고 색도 및 관능적 특성에 미치

는 영향을 저장기간(0, 5, 10일) 동안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고추(Capsicum annum L.)가루는 경북

영양산 (영양고추유통공사, 1 kg, PE 포장)으로 경기도 수

원의 대형마트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LED 처리

Light emitting diode (LED)는 본 연구를 위해 특별히 제

작한 것으로 녹색광 530 nm, 적색광 632 nm, 청색광 460 nm,

황색광 590 nm 이였으며 대조구는 빛을 차단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LED 설치는 시료의 약 30 cm 높이에 광원을

설치하였으며 광도는 1,000 lux, 실내 온도는 25oC를 유지

하였다.

미생물 분석

시료의 미생물 검사는 일반 호기성 세균, 효모 및 곰팡

이를 측정하였다13). 즉, 시료 10 g에 멸균된 식염수(0.85%,

NaCl) 90 mL 를 첨가하여 Bag mixer® (Model 400, Inter-

science Co., France)를 사용하여 120초 동안 혼합한 후 10

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후 각각의 배지에 도말하였다. 일반

호기성 세균은 3M Petrifilm Aerobic Count Plate (3M Co.,

USA)를 사용하였다. 효모 및 곰팡이 검출을 위한 배지는

각각 Potato Dextrose Agar (PDA, Difco Co., USA)를 사

용하였다. 일반 호기성 세균은 37oC에서 24시간 배양하였

으며 효모 및 곰팡이는 25oC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미생

물의 증식은 표준한천배양방법으로 형성된 colony 수를 계

수하여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g)으로 나타내었다.

색도 측정

시료의 색도 변화는 color/color difference meter (Model

CM-3500d, Minolta Co., Japan)을 이용하여 명도(lightness,

L*), 적색도(redness, a*) 및 황색도(yellowness, b*)를 측정·

비교하였다14). 

수용성 색소 측정

고춧가루의 수용성 색소 측정은 시료 1 g에 증류수 80 mL

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3시간 추출(200 rpm)한 다음 8,000 rpm

에서 20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하였다. 상층액을 회수하여

100 mL로 조절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Model UV-

160, Shimadzu Co., Japan)를 사용하여 42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15).

Capsanthin 측정

고추의 색택을 나타내는 capsanthin 분석은 Rosebrook

등16)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시료 0.1 g을 취하여 100

mL의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50 mL acetone을 첨가한 후

상온의 암소에서 30분간 추출과정을 거친 다음 여과하여

잔사에 10 mL acetone을 첨가하여 추출, 여과하였다. 잔사

에 동일한 조작을 3회 반복하여 부피를 100 mL로 조절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Model UV-160, Shimadzu Co.,

Japan)를 사용하여 460 nm에서 acetone을 blank로 하여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9점 척도법(1 = dislike extremely, 5 = neither

like nor dislike, 9 = like extremely)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시

료를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10명의 검사원으로 하여 색

(color), 조직감(texture), 향기/냄새(odor), 전반적인 기호도

(overall acceptability) 및 이취(off-flavor)에 대하여 실시하였

다. 또한 관능검사 실시 전 관능검사요원을 훈련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AS software(1995)에서 프로그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을 수행하고 분산분석 후 유의적인 차이가 보일

때 평균값 간 차이를 Student-Newman-Keul의 다중검정법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p < 0.05).

결과 및 고찰

미생물 분석

고춧가루의 LED 처리에 의한 총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의 분포를 각각 Table 1, 2에 나타내었다. 초기

총 호기성 세균의 밀도는 2.33 log 수준이었으며 모든 시료

에서 저장기간이 경과하면서 0.51~0.87 log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이때 red LED 조건에서 0.84 log로 가장 높

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blue LED 조건에서 0.51 log로

가장 낮은 수준 증가하였다. 특히 red LED 조건은 저장

10일째에 다른 처리군보다 총 호기성 세균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저감화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효

모 및 곰팡이의 경우 대조군은 저장기간 동안 2 log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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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유지한 반면 LED 처리군에서는 0.76~1.76 log 저감화

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yellow LED는 저장 10일째 1.76

log 저감화되어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고, blue, red,

green 순으로 저감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저장기간 경과에 따라 초기 미생물 밀도가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시료 자체의 낮은 수분활성도에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17,18).

고춧가루의 저장기간 중 미생물 변화 및 위생화에 관한

연구 논문 중 Kim19)등은 고추의 살균을 위해 통고추와 고

추분말에 감마선과 훈증처리(MeBr, PH3)를 실시하여 미생

물 저감화를 살펴본 결과 초기 총 세균수는 분말 고추와

통고추에서 각각 4.8 × 105, 1.8 × 102CFU/g였으나, 5 kGy

조사시 2 log 감소되었으며 10 kGy 조사시 검출한계 이하

로 나타났으나 훈증처리시 대조군과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효모 및 곰팡이의 분포도는 분말고추와 통

고추에서 1.7 × 105, 5.0 × 101CFU/g이였으나 감마선 조사시

2~5 log 감소되었으나 훈증처리에 의한 저감화 효과는 나

타나지 않았다. 

현재 감마선 조사는 식품의 살균효과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살충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화학 훈증제는

살균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반면 비해 본 실험에서 사용된

LED 처리에 의한 효모 및 곰팡이 저감화 효과가 나타나

추후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표면색도 변화

저장기간 중 고춧가루의 표면 색도 변화를 Table 3에 나

타내었다. 모든 시료는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명도(L),

적색도(a) 및 황색도(b)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미국 표준국(NBS, National Bureau of Standards)에 의

하면 색도 변화가(∆E) 값이 1.5~3.0 일 때 감각적인 변화

를 인지할 수 있는 수준(niticeable)이며, 3.0~6.0인 경우 감

각적 변화가 눈에 띄는 수준(appreciable)이라고 규정하고

Table 1. Changes of microbial population (Log CFU/g) of red

pepper powder treated with LED during storage at 25oC for 10

days

Treatment
Exposure time (day)

SEM3)

0 5 10

Control 2.33y 3.29a1)x2) 2.91bz 0.053

Red 2.33y 3.20ax 3.20ax 0.057

Yellow 2.33y 2.86bcx 2.99bx 0.034

Blue 2.33y 2.69cx 2.84bx 0.058

Green 2.33y 2.94bx 2.98bx 0.066

SEM4) 0.072 0.051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experiments (n = 3).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x-z)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

nificantly (P < 0.05).
3)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9), 4(n = 15).

Table 2. Changes of yeast and molds population (Log CFU/g) of

red pepper powder treated with LED during storage at 25oC for

10 days

Treatment
Exposure time (day)

SEM
0 5 10

Control 2.74x 2.49ay 2.36ay 0.074

Red 2.74 1.86ab 1.61ab 0.317

Yellow 2.74x 0.72cy 0.98by 0.310

Blue 2.74x 2.10ax 1.00by 0.284

Green 2.74x 0.99bcy 1.98abx 0.275

SEM - 0.314 0.333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experiments (n = 3).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x-y)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

nificantly (P < 0.05).
3)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9), 4(n = 15).

Table 3. Changes of Hunter’s color values of red pepper powder

treated with LED during storage at 25oC for 10 days

Treatment
Color 

meter

Exposure time (day)
SEM6)

0 5 10

Control

L1) 37.02x5) 33.62y 33.65y 0.172

a2)  8.40x  6.13y  5.80y 0.217

b3)  5.95x  2.95y  2.89y 0.129

∆E
4)  5.07  5.24

Red

L 37.02x 30.70y 34.60y 0.219

a  8.40x  6.51y  6.45y 0.141

b  5.95x  3.63y  3.47y 0.199

∆E  6.99  3.98

Yellow

L 37.02x 34.58z 35.87y 0.167

a  8.40x  7.44y  7.20y 0.082

b  5.95x  4.15z  4.95y 0.104

∆E  3.18  1.94

Blue

L 37.02x 35.43y 34.25z 0.119

a  8.40x  6.62y  6.55y 0.108

b  5.95x  4.36y  3.43z 0.115

∆E  2.87  4.18

Green

L 37.02x 33.79y 32.66z 0.233

a  8.40x  6.53y  6.31y 0.130

b  5.95x  3.84y  3.13y 0.251

∆E  4.29  5.60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experiments (n = 3).
1)Degree of lightess (white + 100 ↔ 0 black).
2)Degree of redness (red + 100 ↔ −80 green).
3)Degree of yellowness (yellow + 100 ↔ −80 blue).
4)Overall color difference = .
5)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x-y)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

nificantly (P < 0.05).
6)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9).

L
2

∆ a
2

∆ b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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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20).

이에 따라 red, blue, green LED 처리에 의한 시료의 ∆E

값은 3.98~5.60으로 시료의 감각적 변화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수준이였으나, yellow LED 시료는 ∆E 값이 3.0 이하

로 나타나 다른 시료군에 비해 색도의 변화가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Kim21) 등의 연구에서 유통 고춧가루의 감마선 조사(5,

10 kGy)와 훈증처리(MeBr, PH3)에 의해 8개월 동안 색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명도는 점차 감소하고, 적색도와 황색

도는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건고추의 기계적 색도는 감마선 조사나 훈증처리에 의한

영향과 함께 저장 기간에 따른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외에 감마선 조사된 고춧가루22), 고추장 분말23)의

색도는 저장기간 중 감마선 조사선량(kGy) 보다는 저장기

간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도 LED 처리 선원에 의한 색도 변화 보다 LED

에 노출되는 기간에 의한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성 색소

LED 처리에 의한 고춧가루의 수용성 색소 함량을 측정

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LED 처리기간이 경과

할수록 대조군 및 모든 시료군에서 수용성 색소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5일 경과 후 황색광

과 녹색광 시료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10일 경과 후

시료군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Lee24) 등의

연구에서 고추분말에 감마선과 전자선을 5 kGy 이상 조사

시 전자선 조사 시료에서 수용성 색소 함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나 감마선 조사 시료의 경우 완만하게 나타났

다. 또한 Byun 등25)은 실온에서 저장한 건조 통고추의 경

우 감마선 조사 직후 비조사구와 조사구간에 수용성 색소

함량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갈변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수용성 색소

함량은 감마선 조사에 의한 영향보다는 저장조건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외에 Kim15)의 연구결과

에서 건고추의 상품성 판단 지표의 고추의 capsanthin,

capsaicin 함량 보다는 수용성 색소의 평가가 관능적 기호

도에 의한 상품성 평가와 더 높은 유의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따라서 고추의 살균처리와 저장기간 중 색택의 변

화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본 실험에서

와 같이 10일 저장 후 수용성 색소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

아 고춧가루에 오염된 곰팡이를 제거 및 색택 유지에 유

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Capsanthin 함량

고춧가루의 외관적 품질은 적색소 함량 즉 capsanthin

함량과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25). LED 처리에 의

한 고춧가루의 capsanthin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한 결

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대조군의 경우 저장기간이 경

과함에 따라 감소하였으며 10일 경과 후 27.1% 감소하였

다. LED 처리군의 경우 청색광과 녹색광 시료군에서 각

각 4.6, 28.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녹색광 처리 시료

가 대조군 보다 크게 감소하였다. 반면 적색광 시료와 황

색광 시료는 저장 10일 후 초기와 유의적인 capsanthin 함

량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고춧가루와 capsanthin 함량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Lee

등26)은 고추분말의 capsanthin 함량이 7.5 kGy 감마선 조

사시 15%, 전자선 조사시 10% 감소하였으며, 실온에서 4

개월 저장시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대조구가 조사구에

비해 capsanthin 함량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 Odake 등27)

은 분말식품착색료의 색소변화는 전자선 조사선량 증가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고하였으나 Chen 등28)은 고춧가루에

10 kGy 감마선 조사시 capsanthin 함량이 유의적으로 변화

Table 4. Changes of water soluble pigment of red pepper powder

treated with LED during storage at 25oC for 10 days

(unit; O.D. at 420 nm)

Treatment
Exposure time (day)

SEM3)

0 5 10

Control 0.47b 0.53bxy 0.69a 0.242

Red 0.47b 0.52bxy 0.78a 0.483

Yellow 0.47c 0.56bx 0.69a 0.452

Blue 0.47b 0.31by 0.72a 0.451

Green 0.47b 0.57bx 0.71a 0.469

SEM4) - 0.042 0.037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experiments (n = 3).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

nificantly (P < 0.05).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x-y)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3)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9), 4(n = 15).

Table 5. Changes of capsanthin of red pepper powder treated with

LED during storage at 25oC for 10 days

(unit; O.D. at 460 nm)

Treatment
Exposure time (day)

SEM3)

0 5 10

Control 0.39x 0.35ay 0.29bz 0.053

Red 0.39x 0.31aby 0.37ax 0.044

Yellow 0.39x 0.26by 0.36ax 0.068

Blue 0.39x 0.34ay 0.37axy 0.026

Green 0.39x 0.27by 0.28by 0.065

SEM4) - 0.039 0.046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experiments (n = 3).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x-z)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

nificantly (P < 0.05).
3)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9), 4(n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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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고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관능평가

LED 처리된 고춧가루의 관능적 품질평가를 외관(appear-

ance), 색(color), 냄새(odor) 및 상품성(marketability)에 대

해 실시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대조군의 경우 외관,

색, 상품성이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청색광 시료는 외관, 적색광 시

료에서는 냄새가 저장기간 중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이

외 시료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관능적 측정값은 기계적 색도에 대한 측정치(∆E)와

는 일관된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경향은 감마선을 조사한 고춧가루에서 10 kGy

이하의 조사선량에서는 대조군과 조사군간의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15 kGy 감마선 조사시 유의적

인 차이가 나타났으나 이때 기계적 색도 측정치(∆E)와의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았다26). 이외에 고추 및 고춧가루의

위생화 및 검역처리를 위한 감마선 조사와 훈증처리(MeBr,

PH3)에 대한 연구결과21) 통고추의 경우 냄새는 처리군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외관, 색 및 전반적인 상품성

측면에서는 10 kGy 조사군과 MeBr 훈증군이 높은 관능평

점을 나타내었다. 고춧가루의 경우 저장 8개월째 감마선과

훈증처리군이 외관, 색, 냄새 및 상품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저장기간 중 대조군에서

미생물의 생육, 해충의 발생등으로 인해 시료의 외관 및

상품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25). 

본 연구에서 고춧가루의 특정파장의 LED 처리는 효모

및 곰팡이의 밀도를 저감화시키고 수용성 색소, capsanthin

함량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으며 관능적 품질특

성에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춧가루의 위

생화에 유용할 것이라 판단된다. 현재 초기 연구가 진행

되고 있으나 분말상태 또는 포장상태로의 처리가 가능해

처리방법이 용이하며 안전성이 확보되어 추후 새로운 살

균방법 및 이용가치가 기대된다.

요  약

고춧가루의 LED(적색, 황색, 청색, 녹색광) 처리시 저장

기간 중 미생물 저감화, 수용성 색소, capsanthin 함량, 표

면 색도(Hunter L, a, b, ∆E) 및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저장기간 중 총 호기성 세균은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효모 및 곰팡이의 경우 황색 LED 처리군에서

1.76 log 감소되었다. 표면 색도는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

라 모든 시료군에서 명도(L), 적색도(a) 및 황색도(b)가 유

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반적인 색차는

황색 LED 시료에서 ∆E 값이 3.0 이하로 나타나 다른 시

료군에 비해 색도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

성 색소는 저장기간 중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

며, capsanthin 함량은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하였

으나 적색 LED 시료와 황색 LED 시료는 저장 10일 후 초

Table 6. Sensory properties of red pepper treated with LED during storage at 25oC for 10 days

Sensory parameter
Exposure time 

(day)

Treatment
SEM4)

Control Red Yellow Blue Green

Appearance

0 3.6a1) 3.5 3.5 3.5ab 3.5 -

5 4.3abxy2) 4.7y 4.5xy 3.4by 4.6x 0.5

10 2.9bz 4.4xy 3.4y 4.6ax 4.4xy 0.7

SEM3) 0.7 0.5 0.6 0.6 0.5

Color

0 4.3a 4.2 4.2 4.2 4.2 -

5 4.1a 5.3 4.3 4.4 4.0 0.5

10 2.7by 4.7x 4.1x 4.3x 4.2x 0.8

SEM 0.9 0.5 0. 0.0 0.2

Odor

0 4.8 4.6a 4.6 4.6 4.6 -

5 3.9 3.9ab 4.2 4.0 3.6 0.2

10 3.5 3.3b 3.6 4.1 4.2 0.4

SEM 0.7 0.8 0.6 0.4 0.6

Marketability

0 4.4a 4.2 4.2 4.2 4.2 -

5 3.4ab 4.8 3.9 3.7 3.9 0.4

10 2.7b 3.9 3.3 4.0 3.4 0.5

SEM 0.8 0.4 0.6 0.2 0.5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experiments (n = 3).
1)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x-y) within the same row differ significantly (P < 0.05).
3)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9), 4(n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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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유의적인 capsanthin 함량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관

능적 품질은 대조군의 경우 외관, 색 및 상품성이 저장기

간 중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황색

LED 시료와 녹색 LED 시료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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