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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광 조건에서 생장한 청경채와 엔다이브의 기능성물질에 대한 salt, UV-B 및 salicylic 

acid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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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선행연구를 통하여 20종의 쌈채소를 대상으로 LED광 파장별로 생장량, 총 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항산화 능력이 높은 

청경채와 엔다이브를 선발하였다. 또한 선발된 LED 혼합광에서 생장한 청경채와 엔다이브의 기능성물질 함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유도기술로서 salt, UV-B 및 salicylic acid를 최종 선발하여 본 실험에 이용하였다. 

 

[재료 및 방법]

청경채와 엔다이브 종자를 50공 트레이에 파종하고 백색광 (형광등) 및 LED 혼합광 (청색광:적색광, 40:60%) 조건에서 20일

간 생육시켜 NaCl (250 mM), 천일염 (250 mM) 처리 후 36시간, UV-B (5분) 처리 후 24시간, salicylic acid (250 μM) 처리 

후 72시간에 수확하여 기능성물질의 증진을 알아보고자 총 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DPPH 라디칼 소거능력, ascorbic acid, 

glutathione, procyanidin 및 lactucin 함량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LED 혼합광 및 백색광에서 생장한 청경채에 250 mM NaCl 및 천일염 처리 후 총 페놀 함량이 17~24%,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9~13%, DPPH 라디칼 소거능력은 11~20% 무처리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LED 혼합광 및 백색광에서 생장한 엔다이브

에 250 mM　NaCl 및 천일염을 처리한 후 총 페놀 함량이 13~19%,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4~10%, DPPH 라디칼 소거능력은 

20~28% 무처리에 비해 증가하였다. LED 혼합광 및 백색광에서 생장한 청경채와 엔다이브에 UV-B를 5분간 처리 후 총 페놀 

함량이 19~26%,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1~16%, DPPH 라디칼 소거능력은 15~36% 무처리에 비해 증가하였다. 그리고 

LED 혼합광 및 백색광에서 생장한 청경채와 엔다이브에 250 μM salicylic acid 처리 후 총 페놀 함량이 10~18%,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은 8~18%, DPPH 라디칼 소거능력은 12~29% 무처리에 비해 증가하였다. Salt, UV-B 및 salicylic acid 처리에 의한 

항산화 물질의 증진을 알아보기 위해 LED 혼합광에서 생장한 청경채에 250 mM NaCl 및 천일염을 처리하였을 때 ascorbic 

acid 함량이 28~43% 무처리에 비해 증가하였고, UV-B를 5분간 처리 후 ascorbic acid 함량은 49~65% 무처리에 비해 증가하

였으며, 250 μM salicylic acid 처리 후 ascorbic acid 함량은 48~78% 무처리에 비해 증가하였다. 또한 청경채의 total 

glutathione 함량이 백색광 조건에서 천일염을 처리하였을 때 27%, 혼합광 조건에서 NaCl을 처리하였을 때 49% 무처리에 비

해 증가하였다. Oxidized GSSG 함량이 백색광 조건에서 NaCl을 처리했을 때 93%, reduced GSH 함량은 혼합광 조건에서 

NaCl을 처리하였을 때 55% 무처리에 비해 증가하였다. NaCl, 천일염 및 UV-B 처리에 의한 청경채의 procyanidin 함량은 무

처리에 비해 차이가 없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엔다이브의 주요 성분인 lactucin 함량은 백색광 조건에서 NaCl을 처

리하였을 때 47%, 천일염 처리에서 82% 무처리에 비해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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