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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provide the nutritional information of sweet peppers, we have evaluated changes of nutrient content and retention rates by 

different sweet pepper types and blanching method. Methods: Four types of raw and blanched (100°C, 30 sec) sweet peppers were 

prepared and their weight, nutrient content (3 water soluble vitamins, 10 minerals) and retention rates were analyzed. Results: The 

weight of blanched sweet peppers was decreased than that of raw sweet peppers. From the results of the two-way analysis, the type of 

sweet pepper had a greater influence than blanching method used on the thiamine, riboflavin, folate and vitamin C contents (but not 

niacin) (p<0.05). Red pimento contained the most thiamine (0.1 mg/100 g), riboflavin (0.16 mg/100 g), folate (47.89 µg/100 g) and total 

niacin (0.11 mg/100 g). Red paprika contained high levels of riboflavin (0.15 mg/100 g) and folate (44.96 µg/100 g). Orange paprika 

contained the highest vitamin C content (116.29 mg/100 g). In addition, the mineral content, with the exception of Se, was strongly 

influenced by the type of sweet pepper rather than the blanching method (p<0.001). The K content of sweet peppers was higher than 

other minerals. Overall, after blanching, high retention rates (over 70%) were observed in all types of sweet peppers. However, the 

retention rates of thiamin, vitamin C and Se showed lower levels (less than 70%). Conclusion: The vitamin and mineral contents 

depends more on the type of sweet pepper; although vitamin and mineral (except Se) contents showed some changes after blanching. 

Our results can be utiliz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cooking processes on nutritional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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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단고추(Capsicum annuum L.)는 가지과 채소로 영문명

은 ‘sweet pepper’라 한다. 피망과 파프리카는 단고추의 

한 종류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둘을 다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매운맛이 나고 육질이 질긴 것은 피

망, 매운맛이 없고 아삭하게 씹히고, 단맛이 많은 것을 

파프리카라고 부른다(Doopedia 2016). 단고추의 다양한 

색은 품종의 차이로, 덜 익은 단고추의 경우 녹색이었다

가 익어갈수록 적색, 주황색, 황색 등의 다양한 색을 띄

게 된다(Simonne AH등 1997).

최근 컬러푸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파프리카, 피

망 등 단고추 생산과 소비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파프리

카의 국내 생산량은 2000년 7,500톤에서 2014년 60,943톤

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해외 수출량도 2011년 16,513톤

에서 2014년 23,138톤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하나이다(Korea Agricultural Trade Information 2015). 국

내에서는 대형 유통업체를 통한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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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파프리카를 구입할 때 다른 색에 비해 적색 파프

리카를 특히 선호하고, 한 가지 색을 구매하기 보다는 적

색, 주황색, 황색의 다양한 색을 함께 구매하는 것을 선

호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파프리카가 영양적으로 우수하

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며, 건강에 좋기 때문에 구입한

다고 하였고, 볶음, 샐러드, 생것 순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다(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2008).

단고추에 대한 영양성분 연구로, 파프리카는 비타민 A, 

C 및 칼륨, 칼슘, 인 등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이 높

으며(Simonne AH 등 1997, National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2006, Chuah AM 등 2008), 일반성

분, 무기질, 유리당, 유기산, 아미노산, 지방산, phenol, 

chlorophyll, L-ascorbic acid, tocopherol, lipase activator 등 

다양한 성분분석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Kim BM 1990, Jeong CH 등 2006, Kim JS 등 2011, 

Kim HC 등 2012). 하지만 열처리와 관련된 연구는 

Hwang IG 등(2015)의 가열 전처리에 따른 피망의 품질 

특성 변화 연구 이외에는 보고된 연구결과를 찾기 어렵

고, 더욱이 색이 다른 종류의 단고추를 열처리하여 성분

변화를 분석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 

Castro SM 등(2008, 2011)은 다양한 파프리카를 이용하여 

데치기와 압력 처리에 따른 영양소 함량변화를 연구하였

고, Chuah AM 등(2008)은 피망과 파프리카를 색깔 별로 

나누어 열처리방법 별 항산화 물질에 대한 함량변화와 

잔존율을 연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고추 종류별로 데침처리 전후

의 수용성 비타민, 무기질 함량을 비교하고, 데침처리시 

영양소의 실제 잔존률을 비교 하였다. 이를 통해 조리가

공시 활용 가능한 영양소 함량 변화에 대한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전처리

본 실험에 사용한 단고추는 적색 피망 1종과 적색, 주

황색, 황색 3종의 파프리카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시료는 

2013년 7월에 경남 진주, 경기 용인, 경북 구미, 강원 철

원에서 각각 재배된 것을 사용하였다. 각 시료는 생것, 

데친 것 2가지 처리법을 이용하여 시료를 만들었다. 생것

은 단고추의 꼭지, 씨 등의 비 가식부위를 제거하여 사용

하였고, 데친 것은 비 가식부위를 제거한 단고추의 중량

을 측정한 후 잠길 정도의 물을 끓인 후 단고추를 넣어 

30초 동안 데침처리 하였다. 데치는 과정 중에 단고추가 

물위에 뜨는 것을 방지하고, 고른 열전달을 위하여 데치

는 동안 저어주었고, 데침처리 후 채반에 밭쳐 30분간 식

혀준 후에 중량을 측정하였다. 모든 시료는 가로, 세로 

각각 1 cm로 세절하고, 균질과정 중 분쇄가 잘 되지 않는 

섬유질의 분쇄와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를 위하여 액체질

소에 급속냉동 하였다. 분쇄할 냉동된 시료는 균질기

(Robot Coupe Blixer, Robot Coupe, Jackson, MS, USA)를 

사용하여 가루형태로 분쇄하고 고운체(169 mesh)에 내린 

다음, -70°C에 보관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

된 모든 시약은 Sigma-Aldrich(St. Louis, MO, USA)의 분

석 및 HPLC 등급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수용성 비타민 분석

티아민, 나이아신의 분석은 Kim GP 등(2014)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HPLC(Nanospace SI-2, Shiseido, Tokyo, 

Japan)로 정량하였고, Imtakt UK(4.6×150 mm, 3 µm, 

Unison UK-C18, Imtakt, Kyoto, Japan)컬럼과 PDA detector  

(Accela PDA 80 Hz Detector, Shiseido, Tokyo, Japan)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은 5 mM sodium 1-hexanesulfonate 

용액(J.T. Baker Chemical Co., Phillipsberg, NJ, USA)과 

60% methanol 혼합용액(Thermo Fisher,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파장은 270 nm, 유속은 0.8 mL/min, 컬럼 온

도는 40°C 조건에서 분석하였다.

리보플라빈의 분석은 Long AR(2000)의 형광광도법에 

의해 시행하였다. 시료에 0.1 N HCl(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 50 mL를 가하고 고압멸균기(121°C, 

30분)(SJ-220A100, Sejong Scientific Co., Bucheon, Korea)

에서 열처리했다. 냉각 후 0.5 N NaOH(Sigma, St. Louis, 

MO, USA)로 pH 6.0으로 조정한 후 0.1 N HCl로 pH 4.5

로 조정하고 100 mL로 정용했다. 추출물을 여과지(Filter 

papers No. 2, Whatman, Brentford, UK)를 이용하여 여과

하고 위 추출액에 3% KMnO4(Sigma, St. Louis, MO, 

USA) 0.5 mL를 넣고 혼합하여 정확하게 2분 방치한 후 

3% H2O2(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 0.5 mL

를 넣고 충분히 혼합하였다. 침전물이 생기면 원심분리기

(LABOGENE 1580R, GYROZEN Co. Ltd.,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원심분리한 후에 시료 및 표준용액의 

형광 광도를 측정하였다(Ex=435 nm, Em=545 nm).

엽산 분석은 Long AR(2000)에 따른 효소 가수분해법

을 이용하였다. 균질화 된 시료에 증류수와 0.1 M 

phosphate buffer를 가한 뒤 100°C에서 15분 열처리 하였

다. Protease(Streptomyces griseus Type XIV_#P5147,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용액을 

가한 뒤 37°C에서 3시간 동안 배양하고 100°C에서 5분

간 열처리하여 protease를 불활성화 시키고, 동일한 플라

스크에 amylase(Aspergillus oryzae_#A9857, Sigma-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용액을 가한 뒤 2시간 

후에 chicken pancreas conjugase(Chicken Pancreas Powder 

43032-1, Pel-Freez, Rogers, AR, USA)용액을 가하여 

37°C에서 16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100°C에서 5분간 열

처리 하여 amylase, conjugase를 불활성화 시켰다. 각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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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pepper type Raw (g) Blanching (g) Yield (%)

Red pimento 3,000 2,790 93.0 

Red paprika 3,000 2,535 84.5 

Orange paprika 3,000 2,373 79.1 

Yellow paprika 3,000 2,490 83.0 

Table 1. Weight and weight yield of sweet pepper type

료 추출액을 pH 4.5로 조정한 뒤 100 mL로 정용하여 멸

균한 뒤에 Lactobacillus casei(spp. rhamnosus_ATCC 

7469, BD Bioscience, Sparks, MD, USA)가 접종된 배지

에 넣어 함량을 정량하였다.

비타민 C 분석은 Phillips KM 등(2010)의 방법을 이용

하여 HPLC(Shiseido)로 함량을 측정하였다. 사용된 컬럼

은 Phenomenex(5 µm, RP-18 GP 250-4.6, Kanto Chemical 

Co. Inc., Tokyo, Japan), 검출기는 PDA detector(Shiseido)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은 0.05% formic acid 용액(Sigma-  

Aldrich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사용하였

다. 파장은 245 nm, 유속은 0.7 mL/min, 컬럼 온도는 

40°C로 유지하였으며, 본 연구의 비타민 분석 시 시료의 

채취 중량은 수분 함량확인 후에 채취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3. 무기질 분석

무기질 분석은 Korea Food Industry Association(2012)

의 기준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무기질 성분은 시료에 질

산(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 8 mL와 H2O2  

(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 2 mL를 가한 

후 마이크로웨이브 분해기(Mls 1200 Mega, Milestone, 

Bergamo, Italy)로 시료를 분해하였으며, 다량 및 미량 무기

질인 Ca, Fe, Na, K, Mg, Mn, Ze, Cu는 ICP-OES(JY 138 

Ultrace, Jobin Yvon, Longjumeau Cedex, France)으로 측정

하였고, 초미량 무기질인 Se, Mo은 ICP-MS(ELAN DRC-e, 

PerkinElmer, Waltham, MA, USA)으로 측정하였다.

4. 잔존율 계수(Retention factor)

잔존율 계수는 시료 처리과정 중 중량변화를 반영하여 

시료의 영양소 변화를 잔존율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료의 열처리 전후 중량 및 영양소 함량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Murphy EW 등 1975, Kim HG 등 

2010). 또한 미국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7) 기준에 의하여 잔존율 값이 100% 이상인 데이터

는 100%로 표시하고, 5단위로 표시하여 분석 데이터와 

함께 제시하였다. 잔존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사용하였다(Murphy EW 등 1975).

True retention (%) = (Nc × Gc) / (Nr × Gr) × 100

Nc = nutrient content per g of cooked food

Gc = g of cooked food

Nr = nutrient content per g of raw food

Gr = g of food before cooking

5.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ver. 18.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에 대해 단고추 종

류와 데침처리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이원분산분석

(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시료간 차이를 검증하

기 위하여 Duncan의 다중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단고추 종류별, 데침처리 전후 중량 변화

단고추 종류별 데침처리 전후 중량 및 변화율을 Table 

1에 나타냈으며, 피망과 파프리카 모두 데침처리 후 중량

이 감소하였다. 수분함량의 경우 데침처리 전 적색 피망, 

적색 파프리카, 주황색 파프리카, 황색 파프리카는 각각 

91.23, 92.00, 92.37, 92.66 g/100 g이었으며(Choi SY 등 

2014), 데침처리 후에는 각각 89.83, 91.48, 91.84, 92.37 

g/100 g으로 데침처리 전과 비교하여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Hwang IG 등(2015)은 피망 데침처리 이후 수분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Hwang IG 등(2015)은 데침처리 후 1분간 냉수에 

냉각 후 거즈로 물기를 제거한 반면, 본 실험에서는 데침

처리 후 30분간 자연 건조하여 물기제거 방법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 수용성 비타민

단고추 종류와 데침처리가 수용성 비타민 함량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이원분산분석한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

었다. 엽산을 제외한 나머지 비타민은 종류, 데침처리, 교

호작용 3가지 요인에 의해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각각의 영양소 별로 살펴보면, 티아민, 

리보플라빈, 엽산, 비타민 C는 데침처리의 영향에 비하여 

종류에 의한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5). 한편, 나이아신은 데침처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p<0.001).

단고추 종류와 데침처리 전후의 수용성 비타민 함량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단고추는 수용성 비타민 중 비타

민 C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비타민 B군 그룹 영양소도 

함유하고 있었다. 생시료간의 비타민 함량 차이는 티아민

과 나이아신의 경우 적색 피망이 3종의 파프리카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파프리카 3종간에는 유의적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리보플라빈과 엽산은 적색 피망과 적색 파

프리카가 다른 색의 파프리카에 비해 함량이 많은 것으



436 김홍균 등 Korean J Food Cook Sci

2016; 32(4):433-440 http://www.ekfcs.org

Source of variances Thiamin Riboflavin Total Niacin Folate Vitamin C

Type 65.434
***

296.511
***

 46.744
***

6.961
*

219.059
***

Blanching 58.386
***

 39.401
***

137.908
***

0.001
*

 30.192
***

Type * Blanching 56.109
***

 10.633
***

 26.535
***

1.049
*

141.731
***

*
p<0.05, 

**
p<0.01, 

***
p<0.001.

Table 2. F-values for the vitamin contents of sweet pepper by types and blanching

Sweet pepper 

type

Cooking 

treatment

Thiamin

(mg/100 g)

Riboflavin

(mg/100 g)

Total Niacin

(mg/100 g)

Folate

(㎍/100 g)

Vitamin C

(mg/100 g)

Red pimento
Raw 0.10±0.02

1)a
0.16±0.01

b
0.11±0.02

a
47.89±4.64

a
 60.08±0.67

e

Blanching 0.02±0.00
b

0.21±0.01
a

0.11±0.00
a

50.10±2.25
a

 92.10±0.41
d

Red paprika
Raw 0.01±0.00

bc
0.15±0.01

b
0.04±0.00

c
44.96±6.26

ab
 91.75±3.99

d

Blanching 0.00±0.00
c

0.16±0.01
b

0.11±0.00
a

39.51±5.36
ab

109.89±1.05
b

Orange paprika
Raw 0.01±0.00

bc
0.07±0.00

d
0.04±0.00

c
35.45±4.89

b
116.29±0.73

a

Blanching 0.02±0.00
b

0.10±0.00
c

0.07±0.00
b

40.44±4.97
ab

101.14±0.33
c

Yellow paprika
Raw 0.02±0.00

b
0.05±0.00

e
0.04±0.00

c
36.46±3.97

b
110.60±3.44

b

Blanching 0.02±0.00
b

0.05±0.00
e

0.10±0.00
a

34.49±1.45
b

 97.21±0.92
c

1) 
Mean±SD.

a-e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Vitamin contents of sweet pepper by types and blanching

로 나타났다. 비타민 C는 주황색 파프리카의 함량이 

116.29 mg/100 g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황색 파프리

카, 적색 파프리카, 적색 피망 순이었다.

데침처리 전후 비교에서 티아민은 적색 피망이 데침처

리 후에 함량이 감소하였으며, 파프리카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리보플라빈은 적색 피망과 주황색 

파프리카가 데침처리 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아신의 경우 데침처리 후 적색 피망은 함량의 변화가 없

었으며, 파프리카의 경우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엽산은 데침처리한 적색 피망의 값이 50.10 µg/100 g

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나, 데침처리 전과 후에 유의적

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타민 B군은 수용성

이기 때문에 습열조리 시 영양소 손실이 많이 나타난다

고 보고 된 바 있다(Banerjee DK & Chatterjea JB 1964, 

Cross GA 등 1982, Kumar S & Aalbersberg B 2006). 하

지만 본 연구에서는 데침처리 후에도 함량 변화에 큰 차

이를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열처리시간이 30초 정도로 짧았기 때문으로 생각된

다. 비타민 C의 경우, 적색 피망과 적색 파프리카는 데침

처리 후에 함량이 증가하였고, 주황색 파프리카와 황색 

파프리카는 함량이 감소하였다. Hwang IG 등(2015)은 피

망의 비타민 C 함량은 열처리 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Chuah AM 등(2008)도 피망과 파

프리카의 삶는 시간에 반비례 하게 비타민 C 함량이 감

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피망 및 다른 채소류의 

데침 또는 습열 조리 후에 비타민 C 함량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Kim BC 등 2012, Ornelas-Paz JJ 등 2013). 

반면 Castro SM 등(2011)은 황색 파프리카를 70-80°C에

서 1분, 2.5분 데치는 경우와 98°C에서 1분간 데치는 경

우 비타민 C 함량이 생시료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며, 

98°C에서 2.5분간 데칠 경우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 Patras A 등(2011)은 브로콜리 및 당근의 생시료, 데친 

후 냉동 시료, 생시료를 냉동한 시료의 비타민 C 함량을 

분석한 결과, 데친 후 냉동한 시료는 생시료에 비해 함량

이 차이가 없었으나, 데치지 않고 냉동한 시료는 함량이 

크게 감소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일부 시료에서 데

침처리 후 비타민 C 성분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는데 

Jin YX 등(2014)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짧은 데침시간으로, 비타민 C 파괴는 일어나지 않은 반

면 열처리에 의해 비타민 C의 추출이 보다 용이해진 때

문으로 유추되며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무기질

단고추 종류와 데침처리가 무기질 함량 차이에 미치는 

영향을 이원분산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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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of variances Ca Fe Na K Mg

Type 75.454
***

638.139
***

316.744
***

126.823
***

462.749
***

Blanching 57.239
***

163.376
***

192.728
***

4.456
***

23.044
***

Type * Blanching 21.627
***

 83.378
***

 67.336
***

3.374
***

13.562
***

　 Mn Zn Cu Mo Se

Type 1,534.659
***

123.065
***

66.952
***

170.816
***

3.593
***

Blanching 314.689
***

2.773
***

7.714
***

18.127
***

30.985
***

Type * Blanching 165.948
***

4.462
***

3.714
***

0.381
***

9.304
***

*
p<0.05, 

**
p<0.01, 

***
p<0.001.

Table 4. F-values for the mineral contents of sweet pepper by types and blanching

Sweet pepper 

type

Cooking 

treatment

Ca

(mg/100 g)

Fe

(mg/100 g)

Na

(mg/100 g)

K

(mg/100 g)

Mg

(mg/100 g)

Red pimento
Raw  8.50±0.14

1)b
0.35±0.01

e
0.67±0.01

b
257.00±1.30

a
12.85±0.14

b

Blanching 13.03±0.74
a

0.46±0.00
c

1.23±0.05
a

265.45±2.97
a

14.14±0.41
a

Red paprika
Raw  6.36±0.00

d
0.37±0.01

d
0.42±0.03

d
234.03±2.43

b
10.46±0.01

c

Blanching  7.80±0.68
bc

0.32±0.00
e

0.50±0.03
c

222.47±0.99
b

10.32±0.12
c

Orange paprika
Raw  6.99±0.60

cd
0.51±0.00

b
0.37±0.04

d
268.63±0.11

a
10.14±0.09

c

Blanching  7.51±0.27
bc

0.63±0.01
a

0.40±0.01
d

261.80±14.14
a

10.51±0.02
c

Yellow paprika
Raw  6.74±0.15

cd
0.30±0.01

f
0.36±0.01

d
208.84±0.48

c
9.20±0.00

d

Blanching  6.79±0.14
cd

0.34±0.02
e

0.51±0.04
c

196.65±1.40
d

9.31±0.11
d

　 　
Mn

(mg/100 g)

Zn

(mg/100 g)

Cu

(mg/100 g)

Mo

(㎍/100 g)

Se

(㎍/100 g)

Red pimento
Raw  0.08±0.00

g
0.10±0.00

d
0.07±0.00

b
3.98±0.23

d
0.73±0.07

a

Blanching  0.09±0.00
f

0.08±0.01
d

0.07±0.00
a

4.34±0.07
cd

0.17±0.03
d

Red paprika
Raw  0.10±0.00

e
0.26±0.00

b
0.05±0.00

d
4.96±0.31

b
0.56±0.03

ab

Blanching  0.11±0.00
d

0.31±0.00
a

0.05±0.00
d

5.52±0.07
a

0.47±0.13
bc

Orange paprika
Raw  0.14±0.00

c
0.21±0.02

c
0.07±0.00

b
1.66±0.02

f
0.45±0.05

bc

Blanching  0.18±0.00
a

0.24±0.00
bc

0.07±0.00
ab

2.28±0.07
e

0.32±0.08
cd

Yellow paprika
Raw  0.14±0.00

b
0.26±0.03

b
0.06±0.00

c
4.58±0.11

bc
0.38±0.11

bc

Blanching  0.14±0.00
c

0.25±0.02
b

0.06±0.00
c

4.93±0.46
b

0.31±0.02
cd

1) 
Mean±SD.

a-g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groups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Mineral contents of sweet pepper by types and blanching

Ca, Fe, Na, Mg, Mn은 종류, 데침처리, 교호작용 3가지 

요인 모두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1). 특히 Se을 제외한 무기질이 데침처리보다 단고

추 종류에 의해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보였다(p<0.001). 

Se 함량은 종류의 영향보다 데침처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단고추 종류와 데침처리에 대한 무기질 함량변화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단고추의 무기질은 K, Mg, Ca, 

Mo 순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생시료간에는 적색 피

망이 3종의 파프리카보다 Ca, Na, Mg, Se의 함량이 많았

으며, 3종의 파프리카 간에는 Ca, Na, Se의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K은 다른 무기질에 비하여 많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적색 피망과 주황색 파프리카의 함량

이 많았으며, 다음으로 적색 파프리카, 황색 파프리카 순

이었다. 이 같은 파프리카 색깔에 따른 K 함량의 차이는 

Jeong CH 등(2006)의 파프리카 연구에서도 주황색, 적색, 

황색 파프리카 순으로 K 함량에 차이를 보여 본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Mg은 적색과 주황색 파프리카에 

비해 황색 파프리카는 9.20 mg/100 g으로 더 적은 것으

로 나타났다. Fe은 주황색 파프리카의 함량(0.51 mg/100 

g)이 가장 많았으며, 적색 파프리카, 적색 피망, 황색피망 

순으로 함량의 차이를 보였다. Mn, Zn은 3종의 파프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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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eet pepper type Thiamin Riboflavin Total Niacin Folate Vitamin C

Red pimento  15
1)

(15)
2)

124(100)  88(90)  97(95) 143(100)

Red paprika   0(0)  89(90) 231(100)  74(75) 101(100)

Orange paprika 149(100) 107(100) 144(100)  90(90)  69(70)

Yellow paprika  93(95)  85(85) 202(100)  79(80)  73(75)

Ca Fe Na K Mg

Red pimento 142(100) 124(100) 171(100)  96(95) 102(100)

Red paprika 104(100)  73(75) 102(100)  80(80)  83(85)

Orange paprika  85(85)  98(100)  84(85)  77(75)  82(80)

Yellow paprika  84(85)  93(95) 118(100)  78(80)  84(85)

　 Mn Zn Cu Mo Se

Red pimento 103(100)  73(75) 102(100) 101(100)  22(20)

Red paprika  91(90) 100(100)  88(90)  94(95)  70(70)

Orange paprika 106(100)  90(90)  83(85) 108(100)  57(55)

Yellow paprika  81(80)  81(80)  82(80)  89(90)  68(70)
1)

 %
2) 

Converted into criteria of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2007).

Table 6.　Retention rate of vitamin and mineral contents in blanched sweet pepper

가 적색 피망보다 함량이 많았으며, Mo은 적색 파프리카

와 황색 파프리카의 함량이 가장 많았고, 주황색 파프리

카의 함량이 가장 적었다.

데침처리 전후 비교에서 Ca은 데침처리 후 적색 피망의 

함량(13.03 mg/100 g)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황색 파프

리카는 가장 변화가 적었다. Fe 함량은 데침처리 후 적색 

파프리카를 제외하고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Se을 제외

한 대부분의 무기질이 데침처리 후 함량이 증가하거나 유

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기존 채소의 데침처리 전

후 비교 연구에서는 데침처리 후에 무기질의 함량이 감소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부 차이를 보였다(Cha MA & Oh 

MS 1996, Oh MS 1996, Han JS 등 1999). 이는 열처리시

간의 영향으로 생각되는데, Hwang IG 등(2015)의 실험에

서 2-3분간 데치는 경우 피망의 세포벽이 생 피망과 유사

한 형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본 실험의 데치는 시간은 30

초로 피망과 파프리카의 세포벽이 파괴되지 않은 상태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무기질의 손실이 없는 것으

로 보인다. 또한 비타민 C와 유사하게 데침처리후 무기질 

추출이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Se의 경우 데침처

리 후 함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Mo H 등(2006)의 연구

에서 양배추를 pH 7.5-8.0, 90-100°C 물로 데치는 경우 비

타민 C보다 Se이 열처리 시작 초반에 급격히 감소폭이 크

고, 전처리 과정이 Se의 함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이같이 

열처리 후 Se의 함량이 감소하는 이유는 Se의 특징 때문

으로 보여진다. Se은 식품에 다양한 화합물의 형태로 존

재하는데, 대다수의 Se 화합물은 물에 용해 또는 분해되

며, 일부는 휘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Rosenfeld I & Beath OA 1964, Campillo N 등 2009, Jang 

HY 등 2013). 따라서 짧은 데침처리 시간에도 쉽게 용출 

및 휘발되어 함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4. 영양소 잔존율

단고추 종류에 대한 데침처리 후 영양소 잔존율에 대해 

Table 6에 나타내었다. 또한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2007) 기준을 적용한 값을 함께 제시하였다. 

각 비타민은 0-231%의 다양한 잔존율을 보였으며, 각

각의 종류별로 적색 피망은 리보플라빈 124%, 엽산 97%, 

비타민 C 143%로 다른 시료보다 높은 잔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색 피망과 적색 파프리카의 티아민은 

15%, 0%의 잔존율을 보여 주황색, 황색 파프리카와 대비

되었다. 이는 생시료에 함유된 티아민 함량이 미량이므로 

데침처리 후 작은 함량 변화임에도 비율상 차이가 크게 

나타난 때문이다. 나이아신의 경우 외부요인에 비교적 안

정한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으며(Kumar S & Aalbersberg 

B 2006), 본 연구의 데침처리 시간이 30초로 짧아 중량변

화량에 비하여 용출 또는 파괴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 

200%가 넘는 매우 높은 잔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

다. 무기질은 전반적으로 Se을 제외하고 73-171%의 높은 

잔존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e의 경우 22-70% 범

위의 잔존율로, 다른 무기질에 비해 잔존율이 낮았다. 한

편, 영양소 잔존율은 앞에서 제시한 영양소 함량 변화와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영양소 분석은 처리조건을 고려하

지 않고 100 g 중 영양소 함량을 제시하는 것이고, 영양

소 잔존율은 100 g을 열처리 후 유지된 시료에 대한 영

양소 함량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영양소 잔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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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양소의 실제 변화량을 제시한 것임을 의미한다. 

Kim HG 등(2010) 또한 조리 후 100 g 당 영양소 함량이 

증가하였으나 잔존율로 계산할 경우, 함량이 감소하거나 

또는 100 g 당 영양소 함량 변화폭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어 100 g 당 영양소 함량과 잔존량 간에 

차이가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잔존율에서의 100%는 

데침처리 시료의 중량 감소 비율과 영양성분의 함량 감

소 비율이 같을 때 나타난다. 따라서 100%가 넘는 잔존

율의 경우 영양소의 생성이 일어났거나 증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시료중량 변화 비율에 비해 성분의 함량 변화

가 적어서 나타나는 값으로 보여진다. 이는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2007)에서도 비타민과 무기질

의 잔존율 계산 시, 100% 이상의 경우 100%로 표기한다

고 권고하고 있는 바, 모든 비타민과 무기질이 열처리에 

의해 파괴되지는 않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적색 피망, 적색 파프리카, 주황색 파프리카, 

황색 파프리카 총 4종의 단고추에 관하여 데침처리 전후

의 영양소 함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데침처리 후 모든 종

류의 단고추 중량은 감소하였으며, 수분은 모든 시료에서 

데침처리 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성 비타민의 종류와 데침처리에 대한 이원분산분

석 결과, 나이아신을 제외하고 모든 비타민이 데침처리 

보다는 종류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나이아신은 데침처

리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시료의 수용성 비타

민 함량은 티아민, 나이아신의 함량은 적색 피망이 가장 

많았으며, 리보플라빈과 엽산은 적색 피망과 적색 파프리

카가 많았고, 비타민 C는 주황색 파프리카가 가장 많았

다. 데침처리 전후의 수용성 비타민 함량 변화는 비타민 

C를 제외한 나머지 비타민은 데침처리 후 증가 또는 유

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비타민 C의 경우 종류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였다. 무기질은 단고추 종류와 데침처리

에 대한 이원분산분석 결과 Ca, Fe, Na, K, Mg, Mn, Zn, 

Cu, Mo은 데침처리의 영향보다 종류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Se의 경우 데침처리에 의한 영향이 

종류의 영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시료의 무기질 

함량은 Ca, Na, Mg의 함량은 적색 피망, Fe의 함량은 주

황색 파프리카, Mn의 함량은 황색 파프리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데침처리 후 무기질 함량의 변화는 Se

을 제외하고 데침처리 전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증가 또

는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잔존율은 모든 종류에서 전

반적으로 높은 잔존율을 보였으나, 비타민에서는 티아민, 

비타민 C가 일부 종류에서 70% 미만의 잔존율을 보였다. 

무기질의 경우, 대부분 70% 이상의 높은 잔존율을 보였

으나, Se의 경우 22-70%의 낮은 잔존율을 보였다. 이는 

Se이 다른 무기질, 비타민 보다 열과 수분에 쉽게 분해 

또는 휘발됨을 의미한다. 향후 데침처리에 의한 비타민, 

무기질의 잔존율에 관해 열처리 조건, 채소의 유형, 분석

방법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세부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이 연구는 4개 지역에서 생산된 단고

추에 대한 연구결과에 한정된 것으로, 보다 다양한 종류

에 대하여 다양한 재배지역에서 생산된 단고추에 관하여 

세밀한 영양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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