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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와 QD-LED(Quantum Dot) 광처리가 

적무 새싹의 생산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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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LED and QD-LED (Quantum Dot) irradiation

on seed germination, antioxidant ability, and microbial growth, during red radish (Raphanus sativus L.) sprouts culti-

vation. Irradiated light was blue, red, blue + red and blue + red + far red (QD-LED) lights, and the controls were a

fluorescent lamp (FL), and dark condition. Germination rate of red radish was highest in the dark condition. The

plant height and fresh weight of red radish sprouts that irradiated each light for 24 hrs after 7 days growing in dark

condition, did not shown significantly difference among treatments. After 24 hrs of light irradiation, cotyledon green

was best in blue + red light, and the red hypocotyl was excellent in blue light and QD-LED light. DPPH and phenol

contents were high in dark and blue + red light treatment, and anthocyanin content was high in blue light and QD-

LED light. Total aerobic counts were similar in all treatments and did not show bactericidal effect, whereas E. coli

count was lowest in QD-LED light treatment, and yeast and mold counts were lowest in FL only treatment. Results

suggest that when red radish seeds were germinated in dark condition and cultivated for 7 days as sprouts, and then

treated with blue light or QD-LED light for 24 hrs, the seeds produced good quality red radish sprouts with greenish

cotyledon, reddish hypocotyl, high anthocyanin content, and lower level of E coli conta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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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물의 생육 환경을 정밀하게 조절하여 계획적인 생산

을 가능케 한 식물공장시스템의 개념은 1957년 덴마크

크리스텐센 농장의 cress 새싹채소 생산에서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Lee 등, 2015). 특히 새싹채소는 폐쇄형 시

스템에서 재배가 용이하기 때문에 적합한 인공광 적용이

매우 중요한데, 식물의 생장과 내적 품질이 광질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적색광은 줄기 신장 촉진

(Buschmann, 2007), 청색광에 의한 적상추의 안토시아닌

함량과 케일 새싹의 glucoraphanin 함량 등 항산화능 증

가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졌으며(Johkan 등, 2010), 적색광

과 청색광의 혼합광에서 광합성효율과 생육이 효과적으

로 상승한다고 보고되어 왔다(Johkan 등, 2010; Yorio

등, 2001). 또한 근적외선광은 군락내의 초장 신장 촉진

효과(Casal, 2013)가 알려져 있고, 인공광의 근적외선광

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배추과 새싹채소의 총 플라보노이

드와 비타민C 함량은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Jo와

Lee, 2018). Han 등(2018)은 파장대별로 서로 다른 소자

가 필요한 LED와는 달리 초미세 반도체 입자로 다양한

파장대를 설정할 수 있는 Quantum Dot-LED (QD-

LED)를 폐쇄형 식물공장의 광원으로 소개하였는데,

QD-LED는 다양한 파장대의 적색광을 조사할 수 있어

상추의 생육 촉진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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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싹채소는 성채에 비해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식이

섬유 등의 유용한 영양소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의 약리작용을 기대하게 만드는 건강식

품으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Kim 등, 2014). 새싹채소는

본 잎이 나오기 전 떡잎 상태 일 때 유용한 생리활성

물질의 생성량이 최대치가 되어 성체에 비해 4-100배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Ha 등, 2009). 재배과

정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자 단계에서부터

미생물에 오염되어 있거나, 재배 중 오염되기 쉬워 철저

한 살균 안정성이 요구되는 것이 새싹 채소의 특징이다

(Jun 등, 2009). 국내 새싹채소 시장규모의 증가와 지속

적인 수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가장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작물은 무순이다. 무 싹은 phase 2 enzyme

유도능력으로 항암 등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Lee와 Lee, 2006), 적무(Raphanus sativus L.) 새싹

은 일반 무순과 다르게 배축이 적색을 띠며 항산화 효능

까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등, 2014). 적무 주

성분으로는 색소 성분인 pelargonidin-type anthocyanins과

phenol계 compounds, phenolic acids 함량이 높고

kaempferol 같은 flavonoids 성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Jing 등, 2014). 국내 적무 새싹에 관한 연구는 새싹종

자 소독제 및 열 처리에 따른 미생물 제어 및 발아율

(Jun 등, 2010)와 새싹의 비만 억제 효과(Kim 등, 2014)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배추과 새싹채소의 기능성 향상에 효

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근적외선과 몇 가지 파장대의 광

원이 새싹 적무의 종자 발아와 생육, 그리고 항산화능

등의 품질과 미생물 증식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광원에 따른 적무 발아율 비교

적무(Raphanus sativus L.) 종자(Asia seed, Korea)를

새싹 전용 재배 용기에 부직포를 이용하여 25개 종자를

3반복으로 치상 후 챔버내에서 청색(Blue), 적색(Red),

청색+적색(Blue+Red) 그리고 청색+적색+원적색 혼합광

(QD-LED)광을 43±2µmol·m-2·s-1로 조사하였고, 대조구로

명조건(형광등 Fluorescent lamp-FL) (Daytime, Alim,

Korea)과 암조건(Dark)을 두었다(Fig. 1). 발아율은 챔버내

온도 20±2oC와 70±5% 습도로 설정하여 12시간 간격으로

총 3.5일간 조사하였다. 조사된 수치를 이용하여 발아율

(Germination rate, GR), 발아세(Gemination energy, GE), 평

균발아일수(Mean germination time, MGT), 발아균일도

(Germination uniformity, GU), 발아속도(Germination

speed, GS), 그리고 평균발아속도(Mean daily

germination, MDG)를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다(Jeon

등, 2013).

· GR = (N/S) × 100

· GE = (Nx/S) × 100

· MGT = Σ(TiNi)/N

· GU = Σ[(MGT−Ti)2Ni]/N−1

· GS = Σ(Ni/Ti)

Fig. 1. Relative spectral distribution of the LEDs (Blue, Red, B+R), QD-LED (B+WR+FR) and FL (cool white fluorescent lamp) used in
this study. Photosynthetic photon flux was about 43±2 µmol·m-2·s-1 in each treatment. Spectral scans were recorded at the top of the
pots and averaged at 5 points of each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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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DG = N/T

(N: 총 발아종자수, S: 총 공시 종자수, Nx: 가장 많이

발아한 날까지 총 발아종자수, Ni: 조사 당일의 발아종

자수, Ti: 치상 후 조사일수, T: 총 조사일수)

2. 광원에 따른 생육 및 품질 비교

발아율이 가장 우수하였던 암조건에서 7일간 재배 후

24시간동안 광처리를 실시하였다. 새싹 적무 생산을 위

해 적무 종자를 온수에 약 24시간 shaking 한 후, 5g씩

6반복으로 치상하여 챔버내 온도 20±2oC와 70±5% 습도

의 암조건에서 7일간 재배하였다. 배축이 6-8cm 인 상

태일 때 광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처리한 광원은 청색

(Blue), 적색(Red), 청색+적색(Blue+Red)의 LED광과 청

색+적색+원적색 혼합된 QD-LED광 그리고 형광등(FL)

이었는데 광도는 43±2µmol·m-2·s-1 이었고, 24시간 조사

하였다(Fig. 1). 또한 암막을 설치하고 재배한 암조건

(Dark)을 두었다. 광조사 전과 후에 색차계(CR-400,

Konica minolta, Japan)를 이용하여 자엽과 배축의 색

변화를 측정하였고, 처리구별로 수확 한 후 생체중과 초

장을 조사하였다.

DPPH 라디컬 소거능은 Oboh (2005)의 방법에 준하여

생체시료 0.5g을 메탄올 20mL과 섞어 균질화 한 후 균

질 시료 0.1mL와 0.4mM DPPH 메탄올 용매를 혼합하

여 암조건에서 30분 방치한 후 분광 광도계(Biomate

3S, Thermo Scientific, USA)를 사용하여 516nm의 흡광

도에서 측정하였다. DPPH 라디컬 소거능은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다음과 같은 공식을 적용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 

= [1 − (Sample A516nm/ Blank A516nm)] × 100

총 페놀 함량은 Folin-Denis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Zhang 등, 2006). 시료 용액(1mg/mL) 100µL와 증류수

900µL를 혼합하고, Folin-Ciocalteau’s phenol reagent

100µL를 가하여 잘 섞은 후 5분간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여기에 20% Na2CO3 300µL를 가하여 혼합한 다음 증류

수를 가하여 2mL로 조정하였다. 이 용액을 상온에서 2

시간 동안 방치한 후 76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gallic acid를 이용한 검량선과 비교하여 총페놀 함량을

mg gallic acid equivalents(GAE)/g으로 나타내었다.

총 안토시아닌 함량은 적무 새싹의 생체중 2g을 채취

하여 95% ethanol과 1.5N HCI을 85:15(v/v)로 혼합한

추출액을 막자사발에 2mL를 넣고 마쇄하였다. 마쇄한

용액을 마이크로 튜브에 1mL를 취한 후 4oC 암조건 하

에서 24시간 보관 후 13,000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을 희석하였다. 그리고 분광 광도계

(Biomate 3S, Thermo Scientific, USA)의 535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총 안토시아닌 함량을 산출하였다

(Fuleki와 Francis, 1968; Islam 등, 2019).

Anthocyanin (mg/100g fresh wt.) = (absorbance at

530nm × volume of extraction solution × 100)/(wt. of

sample of gram × 98.2)

3. 광원에 따른 미생물 증식

시료 2g을 무균백(sterile sample bag)에 담고 멸균수

18mL을 가하여 10배 희석시켜 stomacher(Power, mixer,

B&F KOREA, Korea)를 이용하여 3분간 균질화하였다.

균질화된 시료 0.2mL을 취하여 20ml의 멸균수로 희석하

여 최종 1000배 희석액을 제조하였다. 배지는 Petrifilm

TM count(3M Microbiology products, USA)를 사용하였

고, 희석액 1.0mL을 배지 위에 분주하여 세균(35oC, 48

시간), 대장균(35oC, 24시간), 그리고 곰팡이(25oC, 72시

간) 각각 배양하여 자동균수 측정기(Petrifilm Plate

Reader, 3M, USA)로 집락수(colony form unit: CFU)를

계산하였다(Lee 등, 2009).

통계처리는 Microsoft Excel 2013 program과 IBM

SPSS Statistics 24 program을 사용하여 표준편차와 던

컨의 다중범위검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광원에 따른 적무 발아율 비교

새싹용 적무 종자의 발아율(GR)은 치상후 3.5일째에

암조건(Dark)에서 94.7%로 가장 높았고, 모든 LED처리

와 QD-LED에서 81-85%, 명조건(FL) 처리에서는 76.3%

로 가장 낮았다(Table 1). Jun과 Lee (2014)가 보고한

적무 새싹 발아율 연구에서도 대조구(암조건)의 발아율

이 90% 이상인 것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발아세(GE)

는 암조건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발아일수(MGT)는 청색

+적색(Blue+Red)가 가장 빨랐으며, 발아균일도도 청색+

적색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발아속도는 암조

건, 청색+적색, 그리고 Red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높았

으며, 평균발아속도는 암조건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

다(Table 1). 최종 발아율이 명조건은 처리구중 가장 낮

았으며, 암조건은 가장 높게 나타나 적무 새싹 종자는

암조건에 발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Yi

(1997)는 무는 암발아 종자로 알려졌으나, 무의 품종에

따라 광조사에 따른 발아율이 다를 수 있다는 보고되었

다(Lee와 Kim 1998). 또한 무 이외에 작물에서 광질에

의한 발아 연구에서 백수오는 적색, 청색, 암조건보다

형광등에서 가장 낮은 발아율을 보였고(Yoo 등,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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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화 종자도 형광등보다 청색광에서 높은 발아율을 나

타내었으나(Lee 등, 2011), 유채 종자는 청색광에서 일

반 형광등보다 낮은 발아율을 보였다(Cho 등, 2008). 이

와 같이 종자의 발아에 미치는 광질의 효과는 작물이나

품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유무

에 의한 종자 발아의 변화는 작물의 재배방식에도 영향

을 줄 수 있어, 노지재배에서 복토의 두께를 좌우하기도

한다(Lee와 Baek, 2013). 밀폐된 시설에서 생산되는 새

싹채소는 암조건에서 발아율이 높은 것은 발아기간 중

광조사가 필요 없어 생산비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

겠다.

2. 광원에 따른 생육 및 품질 비교

재배 종료일에 처리별로 수확 한 적무 새싹의 생체중

은 모든 처리구간의 차이에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Fig. 2). 본 연구에서 처리한 적색광(Buschmann, 2007),

적색+청색의 혼합광(Johkan 등, 2010; Yorio 등, 2001),

근적외선광(Casal, 2013)처리에 따른 초장, 줄기 신장 촉

진 및 광합성효율이 상승한다고 보고되었으나, 광처리에

따른 생육 지표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던 것은 광처리

를 7일간 암조건에서 재배한 후 24시간 동안만 진행하

였기 때문에 광원에 의한 생육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적무 새싹의 항산화 능력을 radical 소거능 측정법

(DPPH)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Que 등, 2006). 청색+적

색과 암조건이 처리구 중 유의성 있는 수치를 나타내며

가장 높았다(Table 2). 그리고 모든 처리구가 40-45% 소

거능을 보였는데, 순무 싹 에탄올 추출물을 500µg·mL-1

로 첨가하였을 때 나타낸 43.39%와 유사한 수치를 나타

내었다(Ha 등, 2009). 항산화 능력은 작물의 항산화물질

의 함량과 항산화 관련 효소의 활성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데(Rice-Evans 등, 1997), Thevetia peruviana의 세

포에서도 다른 광처리보다 페놀함량이 높았던 암조건에

서 높은 ABTS와 FRAP 활성을 보였으며, 두 활성 모두

페놀함량과 고도의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보고(Arias

등, 2016)와 유사한 결과였다.

페놀 함량은 암조건과 청색+적색이 처리구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광질에 대한 식물의 페놀 함량

Table 1. The gemination rate (GR), germination energy (GE), mean germination time (MGT), germination uniformity (GU), germination
speed (GS), and mean daily germination of red radish seed and sprout after 3.5 days of light irradiation.

GR
(%)

GE
(%)

MGT
value

GU
value

GS
value

MDG
value

Blue  84.0abz 70.0a  0.42ab 4.6b  1.42ab  6.0ab

Red  85.3ab 84.4a  0.40ab  5.4ab 1.57a  6.1ab

Blue+Red  81.3ab 78.7a 0.36b 6.1a 1.60a 5.8b

QD-LED  81.3ab 79.3a  0.39ab  5.3ab  1.46ab 5.8b

FL 76.3b 72.7a 0.43a 4.4b 1.27b 5.5b

Dark 94.7a 90.1a 0.45a  4.9ab 1.69a 6.8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Fig. 2. The fresh weight and plant height of red radish sprout after 24 hours of light irradiation. Vertical bars represent ± SD (n = 5).



LED와 QD-LED(Quantum Dot) 광처리가 적무 새싹의 생산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

시설원예·식물공장, 제28권 제3호 2019년 269

에 관해서는 다양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다채는 청

색+적색 혼합 LED광 조사시 청색광의 비율의 높아질수

록 증가하였고(Kim 등, 2013), 보리싹에서는 청색+적색

보다 청색 단독처리가 더 높았으며(Lee 등, 2010b), 적

상추 어린잎에서는 적색+청색광에서 함량증가가 나타나

지 않았다(Johkan 등, 2010). 또한 암조건에 대해서 Jo

와 Lee(2018)는 무싹의 페놀 함량은 암조건보다 광조건

에서 함량이 높았고 하였으나, Thevetia peruviana의 세

포배양 중에는 암조건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Arias 등, 2016), 7일 동안 광처리하여 수확한 보리싹에

서는 암조건이 다른 광처리와 같은 수준이었다(Lee 등,

2010b). 따라서 광질에 의한 혹은 광도에 의한 페놀 함

량 변화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

단된다.

안토시아닌 함량은 청색과 QD-LED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유의성 있는 수치를 나타내며 높았고, 청색+적색,

명조건, 적색, 암조건 순이었는데, 이는 배축의 색도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Table 2). 단색광일 경우 청

색광에서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았다는 보고(Johkan 등,

2010)와 일치하였으며, 청색광 및 자외선(UV) 조사가 안

토시아닌 축적에 효과적이라는 보고와 유사하였다(Wang

등, 2012). Hirner 등(2001)과 Konczak-Islam 등(2000)은

450nm의 피크파장을 포함한 430-470nm의 청색광 LED

가 안토시아닌 같은 페놀계 화합물을 합성시키는데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암조건 직후의 자엽과 배축 색도와 24시간 광조사 후

의 색도를 비교를 위해 녹색에서 적색을 나타내는 a*

값을 표기하였다. 자엽은 광조사 전 초기값에 비해 24시

간 광조사 후 모든 처리구가 녹색이 증가하였데, 청색+

적색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QD-LED에서 높았다

(Table 2). 광조사에 따른 광합성 작용으로 엽록소가 생

성되면서 녹색을 띄게 되는데, 엽록소 함량을 증가시키

기 위해서는 청색광과 적색광의 적절한 비율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였다(Lee 등, 2010a). 배축은 암조건에서

재배시에도 적색을 띄었으며, 광처리에 의해 적색 정도

가 높아지지 않았다. 24시간 처리 후 배축의 색도는 청

Table 2. The color a* value (cotyledon and hypocotyl), total phenol, anthocyanin, and radical scavening ability (DPPH) of red radish
sprout after 24 hours of light irradiation.

a* value Total phenol
(mg GAE/ml)

Anthocyanin
(mg/100g FW)

DPPH
(%)Cotyledon Hypocotyl

Blue  -9.1bcz 25.1a 0.55b 5.21a 43.1ab

Red  -9.6c 17.5b  0.65ab  3.55bc 43.8ab

Blue+Red -13.9d  22.3ab 0.76a  3.24cd 45.4a

QD-LED  -10.5c 24.9a 0.55b 5.08a 43.7ab

FL  -6.3ab 18.6b  0.65ab 3.78b 40.1b

Dark  -4.7a 16.6b 0.80a 3.06d 45.1a

zMean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5% level.

Fig. 3. The total aerobic colony count, E.coli, and yeast and mold of red radish sprout after 24 hours of light irradiation.Vetical bars repre-
sent ± SD (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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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과 QD-LED가 초기값과 가장 유사하였고, 다음으로

청색+적색에서 높았다(Table 2). 이는 청색과 QD-LED

그리고 청색+적색의 청색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청색광과 UV-A가 흡수색소인 크립토크롬(cryptochrome)

이 광수용체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토시아닌 색소

발현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Giliberto

등, 2005).

3. 광원에 따른 미생물 증식

새싹채소의 재배 및 수확시기에 따른 높은 미생물 오

염 가능성을 줄이고자 LED 광조사가 살균에 효과가 있

는지 조사하였다. 총 세균은 모든 처리구가 높게 나타났

으며, 대장균인 E.coli는 QD-LED가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낮았다. 총 곰팡이 수의 경우는 명조건에서 유의성

있는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Fig. 3). 국내 신선 농산물

에 대한 미생물 허용기준은 정해진바 없으나, 비가열 조

리식품에 대한 미생물적 안전기준은 총 세균 6

logCFU·g-1, 대장균은 3 logCFU·g-1 이하로 보고된바 있

다(Solberg 등, 1990). 본 실험에서 QD-LED광에서 E.

coli의 살균효과가 우수했던 것은 QD-LED에 포함되어

있는 적외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Hamanaka 등

(2000)은 밀에 적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bacterial count가

5.7×104 cfu·g-1 에서 0.73×103 cfu·g-1 로 감소하였다고 보

고하였다. Jung 등(2011)도 적외선은 중간 전달 매체 없

이 에너지를 전달하여 열손실 없이 피사체를 가열시키는

효과가 있어 고춧가루의 살균에도 효과적이었다고 하였

다. 곰팡이의 살균효과는 형광등에서 높았는데, 황누룩곰

팡이(Koji mold, Aspergillus oryzae)에 430, 550, 및

610nm 광을 이용하여 94.2mmol·m-2·s-1의 세기로 백색광

을 24시간 조사하였을 때, 암조건과 적색광 처리에 비해

현저히 낮은 포자수를 나타내었다는 보고가 있다

(Hatakeyama 등, 2007). 그러나 곰팡이는 비가열 조리식

품에 대한 미생물적 안전기준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광

처리 조건은 일반적인 싹채소 생산에 적용되는 낮은 광

도라 24시간의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었기 때문에 광처

리의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다양한

광도와 기간에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판

단된다.

적 요

본 연구는 적무 새싹 재배시 LED와 QD-LED(Quantum

Dot) 광조사가 종자 발아율, 항산화능, 그리고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조사한 광

은 청색(Blue), 적색(Red), 청색+적색(Blue+Red) 그리고

청색+적색+원적색 혼합광(QD-LED)광이며, 대조구로 명

조건(형광등-FL)과 암조건(Dark)을 두었다. 발아율은 암

조건에서 가장 높았다. 암조건에서 7일간 재배한 후 1일

간 광처리한 적무 새싹의 초장과 생체중은 모든 처리구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광조사

후 자엽의 녹색은 청색+적색, 배축의 적색은 청색과

QD-LED의 색발현이 우수하였다. DPPH와 페놀은 암조

건과 청색+적색, 안토시아닌은 청색과 QD-LED가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총 세균은 모든 처리구 유사하며 살

균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장균은 QD-LED의 수치

가 가장 낮았으며, 총 곰팡이 수는 형광등에서 가장 낮

았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적무새싹 생산를 위해

암조건에서 발아시켜 7일간 새싹으로 재배한 후, 수확

전 24시간 동안 청색광 또는 QD-LED광을 조사하는 것

이 색발현에 적합하며 안토시아닌 함량을 증가시키며 대

장균 살균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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