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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optimal storage conditions by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storage conditions

on the quality of red pepper powder during storage in households. Red pepper powder was stored at room temperature

(20oC), refrigeration (2 and -1oC) and frozen (-5 and -20oC) for 3, 6, 9 and 12 months. The ASTA color value, capsanthin

content and redness (a*) of the red pepper powders stored at -5 and -20oC were not decreas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storage temperatures until 9 months. The pH of red pepper powder stored at 20oC decreased significantly until 9 months

and increased at 12 months. The microbiological quality of the red pepper powder stored at -5 and -20oC was more stable

during long-term storage. In the sensory evaluation of red pepper powder stored under all conditions, the overall freshness,

redness, hot flavor, moisture release, and edibility decreased with increasing storage period from the control to 12 months.

Moisture release increased from 3 months to 12 months. Overall, red pepper should be stored at low temperatures (2 , -1oC)

for up to 6 months, and frozen (≥ -5oC) for 6 to 9 months. The optimal temperature for long-term storage (≥9 months) was

-2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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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에서 고추는 잡귀나 해로운 것들을 물리치는 역할

을 한다고 믿을 만큼 식품 이상의 문화적 의미를 가진 식재

료이다(Cho 2002). 고추는 고춧가루 형태로 가공되어 식품 부

원료 및 가정에서 식품첨가용 향신료로 고추장, 김치, 젓갈류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Cho 2002; Kwon 2008). 고춧가루

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장 담그기나 김장을 중요한 연간 행사

로 여기며, 주부들은 1년간 섭취하기 위해 양질의 고추를 확

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Lee et al. 1997; Jeong

et al. 2013). 또한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맛으로 ‘매운 맛’

이 나타남에 따라 매운 음식이 인기 메뉴로 자리잡으면서, 매

운 향신료로 사용되는 고춧가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Cho

2011; AT 2016) 그러나 고춧가루는 가정마다 저장 방법에 차

이가 있으며,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고춧가루 역시 유통기한이

나 저장 조건의 기준 없이 상온 상태로 유통되며 품질 저하

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고춧가루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PE House 건조·

열풍건조·원적외선 건조 등 건조 방법을 달리한 고춧가루

의 품질 특성 연구(Lim et al. 2012), 적외선을 사용한 살균

방법이 고춧가루의 품질에 미치는 영향 분석(Jung et al.

2011), 저온질소순환 건조방법으로 제조한 고춧가루의 품질

에 관한 연구(Kim et al. 2004), 고춧가루의 HACCP 시스

템 적용을 위한 미생물학적 위해 분석(Park & Kwon 2015)

등이 이루어졌다. 고춧가루의 유통에 대하여, X선·감마선·

전자선 조사가 고춧가루의 미생물학적, 이화학적 품질에 미

치는 영향 분석(Jung et al. 2015), 시중에 유통되는 고춧가

루 제품의 품질 모니터링(Jeong et al. 2013), 포장재 및 저

장 온도를 달리하여 고춧가루 산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

적 저장 조건 탐색에 관한 연구(Lee et al. 2003), 고춧가루

의 건조와 저장 과정에서 색 안정성의 변화와 카로티노이드

성분의 변화(Kim et al. 2004) 등이 수행되었다.

기존의 고춧가루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제조 공정에서의

처리 방법에 따른 품질 변화 연구와 3-5개월 정도의 품질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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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분석하는 것으로, 고춧가루 보관 조건 및 방법과 현재

의 소비행태인 1년간의 장기 저장 중 품질 변화에 대한 연

구는 미미한 실정으로 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최근 식품 안전, 품질 유지 방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되면서 소비자들은 신선식품 외에도 과거 실온에서 보

관하던 건조식품과 곡류도 냉장, 냉동고에 보관, 사용하고 있

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조사에서도 소비자는 김치냉장

고에 김치뿐만 아니라 육류, 생선·해물류, 계란, 두부, 우유,

과일, 채소, 그 밖의 가공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가정내 고춧가루 보관

방법을 고려하여 냉동고(-5, -20oC), 김치냉장고(-1oC), 냉장

고(2oC), 실온(20oC)의 다양한 저장 온도 조건에서 고춧가루

의 품질 지표인 capsanthin 함량, American spice trade

association(ASTA) color value, 색도, pH, 총 균 수, 기호도

의 변화를 조사 및 분석하여, 안전하게 고춧가루를 섭취할

수 있는 고춧가루 저장 조건과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

의 유통 판매 조건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고춧가루(C. annuum)는 경상북도 영양

군에서 2014년 생산된 ‘태양초 고춧가루(Hanguk Sangsa

Co., Yeongyang, Korea)’로, 서울시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신

촌점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2. 가공 및 저장 조건

시료는 70 g씩 대형 지퍼백(3M, Naju, Korea)에 넣어 가

정용 냉장고(RF90H9012XP, Samsung Electronics Co.,

Ltd., Suwon, Korea)에 저장하면서 실온(20oC) 및 냉장

(2oC), 김치냉장고(−1oC)와 냉동고(−5, −20oC)에 저장한 후

0, 3, 6, 9, 12개월 차에 품질 특성을 측정, 분석하였다.

3. Capsanthin 함량 측정

시료 0.1 g과 벤젠(DAEJUNG, Siheung, Korea) 40 mL

를 amber bottle에 넣고 30분간 추출한 후 상층액을 취해

100 mL 갈색 정용 플라스크(Kyeongin, Seoul, Korea)에

모아두고, 남은 잔여물에 다시 벤젠 30 mL를 넣어 30분간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Whatman No. 1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한 액을 벤젠 용액으로 100 mL 정용하여 실험하였다.

추출액은 UV spectrophotomete (T60U, PG London,

UK)를 이용하여 48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Sung et

al. 2010).

4. American Spice Trade Association (ASTA) color value

측정

시료 0.1 g과 아세톤 100 mL를 250 mL 스크류 캡 플라스

크에 넣고 호일로 감싼 뒤 200 rpm에서 30분간 진탕 추출하

였다. 추출 후 침전물을 제거하여 UV spectrophotometer

(T60U, PG London)를 이용하여 46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한 후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Oh et al. 2011).

                     absorbance×16.4
ASTA color value=

 sample weight (g)

5. 색도 측정

색도는 Spectrophotometer (CM-3500D, Konica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각 고춧가루 시료의 L값(lightness, 명도),

a값(redness, 적색도) 및 b값 (yellowness, 황색도)을 측정하

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이 때 표준백판을 이용

하여 L*=96.85, a*= −0.10, b*= −0.16으로 표준화하였다.

6. pH 측정

시료 5 g을 채취한 뒤 45 mL의 증류수를 가하여

stomacher (WS-400, Shanghai Zusun Equipment Co., Ltd,

China)로 1분간 균질화 하였다. 균질액을 filter bag으로 여과

하여 pH meter (Orion star A222, Thermo Scientific,

Singapore)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Jeong et al. 2013).

7. 총 균 수 측정

시료 5 g과 살균 생리식염수 45 mL를 stomacher (WS-

400, Shanghai Zusun Equipment Co.)로 1분 동안 균질화한

후, 균질액을 filter bag으로 여과하여 실험하였다. 시료액을

1 mL씩 취하여 9 mL의 살균한 생리식염수 용액으로 단계 희

석하고 총 균 측정용 건조필름배지(petrifilm aerobic count

plates, 3M Co., USA)에 접종하였다. 이를 37oC의 incubator

에서 48-72시간 배양시킨 후 colony 수를 계수하여 시료 g

당 colony forming unit (CFU)으로 나타내었다(Flores et

al. 2007).

8. 관능검사

고춧가루의 관능검사는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대학원생

8명을 선발하여 평가하였다. 시료는 12개월의 저장 기간 중

0, 3, 6, 9, 12개월에 실시하였고, Control 시료는 평가일마다

동일한 ‘태양초 고춧가루(Hanguk Sangsa Co.,)’를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시료는 Control 시료와 비교하여 10점 척

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항목은 전반적인 신

선도(매우 나쁘다: 0점, 보통이다: 5점, 매우 좋다: 10점), 적

색도(어두운 적색: 0점, 중간 적색: 5점, 매우 밝은 적색: 10

점), 황색도(황색도를 거의 띄지 않는다: 0점, 황색도를 띈다:

5점, 황색도가 매우 강하다: 10점), 매운향(매우 약하다: 0점,

보통이다: 5점, 매우 강하다: 10점), 윤기(매우 나쁘다: 0점,

보통이다: 5점, 매우 좋다: 10점), 수분감(매우 눅눅하다: 10

점, 보통이다: 5점, 매우 건조하다: 0점), 조리 및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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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매우 불가능: 0점, 보통이다: 5점, 매우 가능: 10점)으로

평가하였다.

9. 통계처리

본 실험결과의 유의성 검증은 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Version. 19.0, for windows, SPSS

In.,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분석한 뒤 던컨의 다중범위검증(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

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Capsanthin 함량 측정

고춧가루의 저장 중 온도 별 capsanthin 함량의 변화는

<Figure 1>에 나타내었다. capsanthin 함량은 모든 샘플에서

저장 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 기간

이 증가할수록 저장 온도에 따른 차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고, 6개월 경과 후 감소세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p<0.05). 저장 6개월 이후로 모든 저장 온도의 시료

에서 capsanthin 함량 차이가 증가되었으나 저장 12개월째에

는 20oC 저장 시료를 제외한 2, −1, −5와 −20oC 저장 시료

의 capsanthin 함량은 유사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저

장 9개월 이후에 냉동 저장 시료의 capsanthin 함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온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oC 저장 시료는 3개월

부터 다른 저장 온도 시료에 비해 capsanthin 함량이 큰 폭

으로 감소하였으며 저장 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

다(p<0.05). 2oC 저장 시료의 capsanthin 함량은 저장 9개월

이후부터 다른 냉장·냉동 저장 온도 시료와 유의적인 차이

를 나타내며 감소하였고, −1, −5와 −20oC 저장 시료의

capsanthin 함량은 저장 12개월째에 저장 온도에 따른 유의

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5).

이 같은 결과는 고춧가루의 저장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capsanthin 함량이 감소한다는 선행 연구(Kim & Lee 1994;

Sung et al. 2012)와 일치하였으며, 저장 온도가 높을수록

carotenoid계 화합물의 자동 산화가 촉진되어 capsanthin 함

량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사료된다(Kim & Lee 1994).

2. American Spice Trade Association (ASTA) color value

측정

저장 기간에 따른 고춧가루의 ASTA color value 변화는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저장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저장 온도 시료의 ASTA color value가 감소하였다. 특히

20oC 저장 시료의 ASTA color value는 저장 6개월 이후 저

장 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감소하였으며, 저장

9개월 이후 다른 온도로 저장한 시료들의 ASTA color value

보다 유의적으로 ASTA color value가 낮게 나타났다

(p<0.05).

저장 온도에 따른 ASTA color value의 차이를 살펴본 결

과 2oC 저장 시료의 ASTA color value는 저장 6개월이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5) −5oC 저장 시료와 −20oC 저

장 시료의 감소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20oC 저장 시

료의 ASTA color value는 저장 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며, 20oC 저장 시료의 ASTA color value

는 급격한 감소를 나타냈다. 이는 저장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색소 파괴로 ASTA color value가

<Figure 2> Change in ASTA color value of red pepper powder dur-

ing storage

A-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torage temperatur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c: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torage perio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ure 1> Change in capsanthin contents of red pepper powder

during storage

A-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torage temperatur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d: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torage perio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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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다는 선행 연구들과 동일한 결과이다(Lee et al. 2007;

Hwang et al. 2011; Sung et al. 2012).

3. 색도 측정

고춧가루 저장기간과 온도에 따른 시료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고춧가루의 명도 (L*)는 모

든 저장군에서 저장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

였으며(p<0.05), 저장 온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9개월부

터 나타났다. 특히 저장 12개월째에 20oC 저장 시료의 명도

는 24.04, 2oC 저장 시료의 명도는 24.60, −1oC 저장 시료

의 명도는 25.00, −5oC 저장 시료의 명도는 27.65, −20oC

저장 시료의 명도는 28.17로, 저장 온도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적색도 (a*)는 모든 저장 온도 조건에서 3개월 이후부터

저장 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며 감소하였다. 상

온 저장(20oC), 냉장 저장(2oC), 냉동 저장(−1, −5와 -20oC)

순으로 적색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1, −5, −20oC 저장 시료

의 적색도는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저장 12개월째에 −20
oC 저장 시료가 다른 저장 온도 시료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적색도를 나타냈다(p<0.05).

황색도 (b*)는 모든 저장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5oC 저장 시료와 −20oC 저장 시료는 저장 기간에 따른 유

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황색도는 실험을 시작한 시

점에서 24.56로 측정되었다. 20oC 저장 시료는 저장 12개월

째 19.14로, 2oC 저장 시료는 19.60로 유사하게 감소하였다.

−1, −5, −20oC 저장 시료의 황색도는 유사한 감소를 나타내

었고 저장 12개월 이후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p<0.05).

연구 결과 고춧가루의 경우 품질 저하 시 명도, 적색도, 황

색도가 감소한다는 선행연구와(Kim et al. 1982; Park et al.

2008; Sung et al. 2012) 동일하게 저장 온도가 높고, 기간

이 늘어날수록 품질이 저하되었다. 저장 기간이 증가함에 따

라 고춧가루의 색도는 탈색 및 변색되었으며, 이는 갈변 반

응 및 산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Park et al. 2003).

<Table 1> Change in Hunter’s color value (L*, a*, b*) of red pepper powder during storage

Storage Temp. (oC) 0 month 3 months 6 months 9 months 12 months

L*

20 29.03±0.131)a 28.04±0.91ab 27.29±0.53b 27.09±0.75Bb 24.04±0.49Dc

2 29.03±0.13a 28.93±0.14a 28.02±0.84b 27.13±0.58Bc 24.60±0.08Cd

-1 29.03±0.13a 28.62±0.31b 28.56±0.29b 27.85±0.13ABc 25.00±0.11Cd

-5 29.03±0.13a 28.70±0.40ab 28.47±0.05b 28.36±0.36Ab 27.65±0.03Bc

-20 29.03±0.13a 28.93±0.07a 28.52±0.13b 28.36±0.22Abc 28.17±0.11Ac

a*

20 32.86±0.48a 30.60±0.70b 29.26±0.65Bc 28.72±0.20Cc 24.66±0.05Ed

2 32.86±0.48a 30.11±1.74b 29.48±0.26Bb 29.75±0.47Bb 25.94±0.01Dc

-1 32.86±0.48a 30.79±0.62b 30.84±0.26Ab 30.75±0.18Ab 27.86±0.04Cc

-5 32.86±0.48a 30.97±0.65b 30.90±0.25Ab 30.81±0.11Ab 28.62±0.35Bc

-20 32.86±0.48a 31.93±0.42ab 31.22±1.40Ab 31.02±0.22Abc 29.85±0.03Ac

b*

20 24.56±0.71a 23.36±0.66b 23.04±1.03b 22.20±0.29Bb 19.14±0.04Ec

2 24.56±0.71a 24.31±0.28a 23.14±2.02a 22.89±0.10ABa 19.60±0.02Db

-1 24.56±0.71a 24.25±0.88a 23.78±0.21a 23.54±0.97Aa 20.79±0.02Cb

-5 24.56±0.71 24.43±1.43NS 24.00±0.77NS 23.96±0.06A 22.88±0.04B

-20 24.56±0.71 24.20±0.54NS 24.17±2.61NS 23.92±0.79A 23.45±0.03A

1)Mean±SD
A-D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torage temperatur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d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torage perio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2> Change in pH of red pepper powder during storage

Storage Temp. (oC) 0 month 3 months 6 months 9 months 12 months

20 4.85±0.021)a 4.73±0.03Cc 4.64±0.01Cd 4.62±0.01Dd 4.78±0.01Bb

2 4.85±0.02b 4.79±0.01Bcd 4.78±0.01Bd 4.81±0.00Cc 4.92±0.01Aa

-1 4.85±0.02b 4.80±0.01Bcd 4.78±0.01Bd 4.82±0.02Cbc 4.92±0.02Aa

-5 4.85±0.02b 4.81±0.01ABc 4.79±0.00Bc 4.85±0.02Bb 4.92±0.02Aa

-20 4.85±0.02bc 4.83±0.02Ac 4.82±0.02Ac 4.88±0.00Ab 4.92±0.03Aa

1)Mean±SD
A-D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torage temperatur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d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torage perio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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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H 측정

고춧가루의 저장 중 pH 변화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20oC 저장 시료의 pH는 초기 4.85에서 저장 9개월에 4.6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저장 12개월에 4.78로 증가하였다.

2, −1, −5oC 저장 시료의 pH는 저장 6개월까지 유의적으로

감소하다가 이후 점차 증가하였다(p<0.05). −20oC 저장 시료

의 pH는 저장 9개월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고춧가루의 pH는 고추에 함유된 산 성분 (ascorbic, oxalic,

cis-aconitic, citric, malic, fumaric, shikimic, pyroglutamic

acid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Park et al.(2003)와 Luning et

al.(1995)의 선행연구와 같이 저장 중 산 성분의 파괴로 pH

가 다시 상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5. 총 균 수 측정

저장 기간과 온도에 따른 고춧가루의 미생물학적 품질 변

화는 <Figure 3>과 같다. 저장 기간 중 총 균 수의 변화는

비슷한 양상으로 대체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저장 6개월

이후 냉장 저장 시료(2oC)와 냉동 저장 시료(−1, −5와 −20
oC)의 총 균 수는 완만하게 증가한 반면, 실온 저장 시료

(20oC)의 총 균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모든 저장 온도

에서 시료들의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호기성 세균의 밀

도 증가로 총 균 수 역시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Yun et

al. 2012). −20oC 저장 시료의 총 균 수는 −5oC 저장 시료

와 유사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9개월까지 저장 기간

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3> The photo of red pepper powder during storage

<Figure 3> Change in total plate count of red pepper powder dur-

ing storage

A-D: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torage temperatur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c: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torage perio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130 韓韓韓韓韓韓韓韓韓韓 Vol. 33, No. 2 (2018)

6. 관능검사

고춧가루의 관능 평가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관

능평가 시 사용한 시료의 외관은 <Table 3>와 같다. 관능평

가 결과, 동일한 저장 기간의 시료에서 온도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각 저장 온도의 시료는 모두 저장

6개월차부터 신선도, 적색도, 황색도의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

났다. 매운향은 2, −1, −5oC 저장 시료에서는 저장 3개월 이

후부터, −20oC 저장 시료에서는 저장 6개월 이후부터 유의적

인 감소가 나타났다. 윤기는 2, −5, −20oC 저장 시료에서는

저장 6개월 이후부터, −1oC 저장 시료에서는 저장 3개월 이

후부터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촉촉함은 모든 저장 온도에서

저장 6개월 이후부터 저장 기간에 따라 Control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며 증가하였다. 기호도는 2, −1oC 저장 시료에

서는 저장 6개월 이후부터, −5, −20oC 저장 시료에서는 저장

9개월 이후부터 저장 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났다.

IV. 결론 및 요약

모든 온도 저장 시료에서 capsanthin 함량, ASTA color

value, 색도, pH는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oC 저장 시료는 다른 온도의 저장 시료에 비해 저

장기간에 따른 capsanthin 함량과 ASTA color value의 유의

<Table 4> Change in preference of red pepper powder during storage

Sensory 

parameter
Temp. (oC) 0 month 3 months 6 months 9 months 12 months

freshness

20 10.00±0.001)a 8.88±1.64 8.13±1.36 6.50±1.60 3.38±2.20

2 10.00±0.00a 9.25±1.16a 8.13±1.36b 6.88±0.99c 5.25±1.16d

-1 10.00±0.00a 9.25±1.16a 7.88±1.36b 5.88±1.81c 4.75±1.04c

-5 10.00±0.00a 9.25±0.70ab 8.00±1.20b 5.75±1.91c 5.25±1.98c

-20 10.00±0.00a 9.50±0.75a 8.38±1.30b 6.88±1.25c 5.88±1.13c

redness

20 10.00±0.00a 9.13±1.13 7.38±1.30 5.88±1.13 5.88±2.53

2 10.00±0.00a 9.13±0.83a 7.13±0.99b 6.38±1.30b 5.00±1.60c

-1 10.00±0.00a 8.88±1.64a 6.63±1.41b 5.13±1.25bc 4.88±2.42c

-5 10.00±0.00a 8.63±2.38ab 7.38±1.06b 5.25±1.16c 5.13±1.46c

-20 10.00±0.00a 8.75±1.75ab 8.25±1.39b 6.13±1.73c 6.13±0.99c

yellowness

20 10.00±0.00a 9.00±1.13 6.63±2.39 6.38±2.20 5.25±2.43

2 10.00±0.00a 8.38±1.30ab 7.13±2.59bc 5.38±2.39cd 5.00±1.31d

-1 10.00±0.00a 8.88±1.88ab 6.88±2.75bc 5.25±2.38c 5.25±1.91c

-5 10.00±0.00a 8.63±2.77ab 6.63±2.92bc 5.38±2.13c 5.75±1.58c

-20 10.00±0.00a 8.88±1.35ab 7.63±2.50b 5.63±1.85c 5.63±1.77c

pungency

20 10.00±0.00a 7.88±2.95b 7.63±1.19b 5.38±2.50b 3.25±2.25b

2 10.00±0.00a 8.38±1.68b 7.50±1.31b 5.75±1.75c 4.13±1.25d

-1 10.00±0.00a 8.25±1.66b 8.00±1.07b 6.38±1.30c 5.00±1.69d

-5 10.00±0.00a 8.63±1.06b 8.00±0.93b 6.00±1.85c 5.00±1.51c

-20 10.00±0.00a 9.00±0.92ab 8.38±0.92b 6.88±1.55c 6.13±1.89c

glossyness

20 10.00±0.00a 8.38±2.26b 7.13±1.72b 5.88±1.80b 3.13±1.45b

2 10.00±0.00a 8.50±2.13ab 7.63±1.30bc 6.38±1.51c 4.63±1.77d

-1 10.00±0.00a 8.50±2.07b 7.88±0.83b 5.63±2.00c 4.88±1.36c

-5 10.00±0.00a 9.25±1.03ab 8.00±1.20b 5.50±2.00c 5.13±1.13c

-20 10.00±0.00a 9.00±0.92ab 8.25±1.16b 6.50±1.51c 5.13±1.46d

moisture

20 10.00±0.00a 8.25±2.25b 2.00±1.41b 4.25±2.19b 5.13±2.64b

2 0.00±0.00d 8.25±1.90c 3.13±1.64bc 3.50±1.41ab 4.75±1.16a

-1 0.00±0.00d 8.50±2.00cd 2.63±1.41bc 4.13±1.73ab 4.63±1.77a

-5 0.00±0.00c 8.75±1.28bc 2.00±1.69b 4.50±2.07a 4.63±1.60a

-20 0.00±0.00c 8.63±1.06bc 2.00±1.51b 4.50±2.33a 4.88±1.25a

preference

20 10.00±0.00a 9.13±2.10b 8.75±1.49b 6.88±1.80b 4.13±2.85b

2 10.00±0.00a 9.38±1.76ab 8.00±1.60bc 6.88±1.73c 4.75±1.58d

-1 10.00±0.00a 9.38±1.76a 7.75±1.75b 6.50±2.00b 4.75±1.16c

-5 10.00±0.00a 10.00±0.00a 8.63±1.69a 6.25±1.98b 5.00±1.85b

-20 10.00±0.00a 9.88±0.35a 8.75±1.39a 7.13±1.64b 5.25±1.75c

1)Mean±SD
a-d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torage temperatur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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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5와 −20oC 저장 시료의

감소 경향은 대부분 유사하였으나 저장 12개월의 −20oC 저

장 시료의 색도는 두드러지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총

균 수는 대부분 저장온도에서 저장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5와 −20oC 저장시료는 유사했다. 따라

서 시중 상온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에 대한 판매 방식을 개

선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12개월 이상 저장해 두어야

하는 고춧가루의 경우 −20oC에 저장하는 것을 권장 할 수

있다. 그러나 장기간 −20oC를 유지하는 냉동고를 일반 시중

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12개월 미만의 저장기간이 예

상되는 경우 −5oC에서 저장하여도 품질 유지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고춧가루를 저

장하는 온도(−20, −5, −1, 2, 20oC)와 기간(3, 6, 9, 12개월)

조건에 따른 고춧가루의 이화학적·미생물학적 품질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고춧가루의 주요 품질 요소인 붉은 정도는

capsanthin 함량, ASTA color value, 적색도(a*)로 평가하였

다. 20oC 저장군의 경우 다른 저장군에 비해 3개월 이후부터

측정값이 감소되었다. 냉장 저장군의 경우 일부 값이 6개월

이후 유의적으로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냉동 저장군 간

에는 저장 9개월 이후 저장 온도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나타

났으나, −20oC 저장군의 경우 다른 시료에 비해 12개월까지

도 붉은색을 띈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균 수는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고 −20oC 저장군을 제외한 시료는 저장

6개월 이후 온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관능

검사 결과 신선감, 색도(적색, 황색), 촉촉함은 모든 온도 저

장군에서 6개월 이후 유의적으로 기호도가 감소하였으며, 기

호도와 매운향은 저장 온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

었다. 여러 품질 지표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살펴 본 결과, 고

춧가루는 보관 시 상온이 아닌 냉장고, 또는 냉동고에 보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장 기간에 따라 6개월 이내 섭취할

경우 냉장(2oC), 냉동 저장(−1, −5, −20oC)으로 보관해야 하

고, 6개월 이상 장기 보관할 경우 −5oC 이하로 저장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시중에 상온 상태로 판매되고 있는 고춧가루

역시 현재와 달리 냉장 상태로 유통 및 판매되어야 하는 것

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고춧가루의 유통 조건 및 기한 설

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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