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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agrichemicals (A) and low-agrichemicals (LA)  during cultivation o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minimally processed lettuce (Lactuca sativa L.) during storage at 4±1oC. After 
10 days of storage, the sugar content analysis showed that LA-treated lettuce (4.57oBrix) was higher than 
A-treated lettuce (3.57

o
Brix). The major minerals were K, P and Na, and mineral contents were high in A-treated 

lettuce during 0, 5 and 10 days. However, the sample with LA treatment had higher chlorophyll and vitamin 
C contents compared with A-treated lettuce. The degree of color was more stable in samples kept at LA treatment 
than those kept at A treatment. The polyphenol oxidase (PPO) activity of the LA-treated lettuce was 475.90 
unit/g, while the A-treated sample had almost 1.5-fold higher activity. The detection of 48 residual pesticides 
in samples were not detected on storage 0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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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비자들은 속한 생활수 의 향상과 경제성장에 따라 

식생활에 있어서 열처리 식품보다는 자연식품, 농약식품, 

건강지향의 식품 선호도 향상  여러 가지 양성분  기

능성성분의 손실이 은 식품들을 찾고 있으며, 농약 안 성

에 많은 심과 그에 따른 사회  향이 큰 실정이다(1-3). 

한 여성들의 사회활동의 증가로 가공된 농산물의 구매를 

지향하고, 신선하면서도 자연성분이 그 로 보존된 신선편

이 가공 농산물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4). 미국

의 를 보면, 1970년  기부터 양, 건강 그리고 체형 

보정 등에 지 한 심이 집 되기 시작하면서 신선 과채류

의 소비가 증하여 1인당 신선과채류의 소비량은 1978년 

비 1998년에는 15～26% 증가했다(5). 이러한 신선 과채류에 

한 소비증 는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제품을 한 최소

가공기술에 한 연구도 함께 활성화되어, 많은 제품이 유통

되고 있으며 이에 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6).

온성 채소로 고온기를 제외하고는 연  재배가 가능한 

양상추(Lactuca sativa L.)는 토양에 한 응력도 높아 어

느 토양이든 잘 자라는 편이며, 요즘에는 양상추 특유의 조

직감과 향취 때문에 샐러드용으로 많이 이용되면서 수요가 

격히 증가하고 있다(7,8). 소비자들의 육류의 섭취가 증가

함에 따라 양상추는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의 공 원으로

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가지며, 산 독증을 방하는 동시에 

소화율에 도움을 다(9). 신선편이 제품은 수확 후 단, 

박피 등의 가공 처리 과정에 의해 효소활성의 변화가 일어나

면서 갈변이 발생된다(10). 이러한 갈변 반응은 주로 poly-

phenol oxidase에 의하여 phenol성 화합물이 산화되어서 생

성되어지는 quinone류는 짙은 갈색 는 색의 합물을 

만든다(11). 이러한 갈변 반응은 신선편이 양상추 제품에 바

람직하지 못한 색깔, 냄새를 지니게 할 뿐만 아니라 양가

를 하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가공  유통과정

을 거치면서 병원성 미생물에 한 오염 가능성이 내재되어

지며, 장  품질 변화를 가져온다(12).

이러한 여러 요인에 의한 장  품질 하를 방하기 

하여 농업에서는 작물을 병, 해충, 잡  등 유해생물

로부터 보호하고 농산물의 생산증 를 하여 농약을 사용

하 다. 이것은 가장 요한 농업자제로 인식되어 왔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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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의 증가에 따른 농산물 수요의 증가로 농약의 생산  

사용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3). 보통 양상추 

재배 농가에서는 정식 후 15일 정도 후에 1차로 살충제와 

양제를, 2차는 정식 후 25일 후 정도에 살충제, 살균제, 

양제를 살포한다. 마지막으로 정식 후 45일 후에 2차시기

와 동일한 종류들을 양상추에 3차 살포한다. 그러나 구입 

후 특별한 열처리나 조리과정 없이 생식으로 섭취되는 신

선편이 농산물의 경우 미생물이나 농약 등의 안 성에 있

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만약 식품에 이들이 잔

존하는 경우 소비자들의 식품 생, 즉 국민보건 상 문제가 

되며 인간에 한 해성  안 성까지도 문제시되어질 

수 있다(14).

지 까지 양상추에 한 연구의 부분은 장  신선도 

연장 효과(12)나 유통  품질변화를 최소화하는 연구(15)가 

수행되어져 왔으며, 양상추 재배 시 농약처리 정도에 한 

체계 인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상

추를 재배 시 수확 1개월 의 농약 살포 정도가 신선편이 

양상추 제품의 장기간  어느 정도의 품질 차이가 있는 

지에 하여 조사하여, 보다 효과 인 양상추 최소가공기술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재료

실험에 사용한 양상추는 2007년 02월 08일에 종, 2007년 

03월 08일에 정식한 경기도 송탄시 진 면 농가에서 생산된 

‘사쿠라멘트’ 품종으로 크기와 모양이 유사하고 결구정도가 

비슷한 것만을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농약처리

농약처리는 1차로 정식 날인 2007년 03월 07일 오  11

시경에 크로르 리포스(성분명 chlorpyrifos, 사용량 60 

g/20 L), 스미 스(성분명 procymidone, 사용량 40 g/20 L), 

더마니(성분명 polyoxin B, 사용량 20 g/20 L), 놀란(성분명 

vinclozolin, 사용량 40 g/20 L), 타로닐(성분명 chloro-

thalonil, 사용량 66 g/20 L)을 트 이육모상태에 농약을 살

포하 다. 2차 농약은 정식 후 2007년 04월 18일 오  11시경

에 1차 때와 동일한 종류의 농약을 동일량 살포하 다. 3차 

농약은 농약처리 양상추 구의 경우에는 2007년 05월 10일에 

오후 5시경에 마지막으로 농약을 살포하 으며, 농약 양

상추 구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 다. 수확은 

2007년 05월 17일 오  10시 이 에 하 으며, 수확 후에는 

바로 0
oC 온 장고로 옮겼다.

신선편이 가공  장

시료처리는 신선편이 가공업체인 (주)싱싱원에서 재 유

통되고 있는 신선편이 제품 생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상추

의 불가식 부 인 겉잎을 4장정도 제거한 후 남은 잎을 3×4 

cm 크기로 단하 다. 단한 양상추를 해수 1 L당 100 

g 분량으로 1분간 침지 후 15분간 원심탈수한 후 poly-

propylene(PP)과 polyethylene terephthalate(PET)의 재질

로 되어있는 사각용기(20×15×5 cm)에 담은 후 질소충진 

후 4±1oC의 장고에서 10일간 장하 다.

pH  당도

pH는 양상추 가식부  50 g과 증류수 50 g을 넣어 10 간 

마쇄하여 거즈로 여과한 후 pH-meter(AB-15, Fisher 

Scientific Co., NJ, USA)를 이용하 고, 당도는 굴  당도계

(RP-32, Atago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

여 oBrix로 나타내었다.

표면색

표 백 (L=99.75, a=-0.49, b=1.96)으로 보정된 Chroma 

meter(CR-400,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측

정하 다. 시료와 증류수를 1:1 비율로 섞어 10 간 마쇄하

여 거즈로 여과한 직후 petridish(diameter 20×12 mm)에 

담아 Hunter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값으

로 표시하 다(16).

무기질

수분을 완 히 건조시킨 양상추 3 g을 회화용기에 넣고 

비 탄화시킨 후 550oC 기회화로에서 2시간 동안 가열하

다(17). 여기에 탈이온수 10방울을 넣어 신 후 묽은 질산 

4 mL(D.W : HNO3＝1:1)를 넣어 수분을 제거시키고, hot 

plate 상에서 여분의 질산을 증발시킨 후 다시 기회화로에

서 1시간 더 가열하 다. 여기에 묽은 염산 10 mL(D.W : 

HCl＝1:1)를 가하여 용해시킨 후, 증류수로 부피를 50 mL로 

정용하 다. 이 용액의 무기질 조성을 유도 결합 라즈마 

방출 분 계(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 JY38 Plus, Jobin Yvon Co., Cedex, France)

로 분석하 다. 각 원소의 표 용액의 농도는 0, 1, 10, 50 ppm

로 조제하여 4 을 이용한 검량곡선을 작성하여 측정하 다.

Chlorophyll

양상추의 불가식 부 인 외부 겉잎을 제거한 다음 가식부

  가장 바깥쪽부분의 잎 10장을 chlorophyll meter 

(SPAD-502, Minolta Co., Osaka, Japan)를 사용하여 10번 

측정한 후 평균처리하 다(18).

경도

Tex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 System Ltd., 

London, England)를 이용하여 양상추 잎자루 부 를 심

으로 5 cm×5 cm×1.5 cm로 하여 시료 심부에 압착하여 

얻어지는 값을 5회 반복 측정한 후 평균치로 나타내었다. 

선반 이동속도는 1.0 mm/sec로 고정하 으며, 사용된 probe

는 2.0 mm의 stainless steel rod형으로 시료를 통할 때의 

최 치의 값을 g force 단 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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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in C

양상추 가식부 의 vitamin C의 측정은 AOAC법(19)으

로 분석하 다. 시료 1 g에 10% metaphosphate 용액 50 mL

를 첨가하고 10분간 shaking한 후 5% metaphosphate 용액

으로 100 mL로 정용시키고,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 다. 상등액만을 취하여 0.45 μm membrane filter를 통과

시키고, 여액 10 μL씩 HPLC에 주입하여 분석하 다. 칼럼

은 YMC-Pack Polyamine Ⅱ column(4.6×250 mm), Mobile 
phase는 Acetonitrile/50 mM NH4H2PO4(70:30% V/V), 

Flow rate는 1.0 mL/min, detector는 PDA로 측정하여 UV 

254 nm에서 peak area 값을 측정하 다. 측정에 사용한 표

물질인 ascorbic acid는 Sigma사(St. Louis, USA)제품이

었다.

Polyphenol phenol oxidase (PPO) 활성

PPO 추출  활성 측정은 Monica 등(20)의 방법을 변형

하여 사용하 다. 양상추 10 g을 무작 로 채취하여 5%의 

polyvinylpyrolidone이 함유된 50 mM 인산완충용액(pH 

7.0) 20 mL를 첨가하여 homogenizer(T18 basic, IKA 

Works Co., Wilmington, North Carolina, USA)로 균질화 

하 다. 조효소액은 균질화한 액을 여과하여 10,000 rpm으

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사용하 다. PPO 활성은 조효소액 

0.1 mL에 완충액으로 조제한 20 mM L-DOPA 기질 용액 

2.9 mL를 가한 다음 400 nm에서 2분간 반응시켰다. PPO 

활성은 1분과 2분 사이의 0.001의 흡 도 변화량을 1 unit로 

표시하 다.

잔류농약

각 시료에 한 농약 잔류량 측정은 식품의약품안 청 고

시 방법(21)에 하여 실시하 다. 양상추를 한 크기로 

세 한 후 분쇄하여, 양상추 20 g을 취하여 더에 넣은 

후 아세톤 200 mL를 넣어 고속으로 균질화한 후 여과하

다. 여액을 500 mL의 분액여두로 옮기고, 이에 50% DCM/ 

pet. ether 200 mL과 포화식염수 100 mL을 넣고 진탕하여 

농약을 추출하 다. 정제를 하여 Florisil 카트리지 컬럼에 

hexane 5 mL를 당 1～2방울 정도의 속도로 유출하여 버

리고, 이 카트리지에 20% acetone 함유 hexane 5 mL를 같은 

방법으로 유출하여 버렸다. 그 후 시험용액 4 mL를 당 

1～2방울 정도의 속도로 용출시켜 시험 에 받았다. 다시 

카트리지에 용매가 젖어있는 상태에서 20% acetone 함유 

hexane 5 mL를 용출하여 동일 시험 에 모은 용출액을 

40
oC 이하의 수욕 상에서 질소로 농축하고, 20% acetone 함

유 hexane으로 정용하여 시험용액으로 하 다.

분석기기는 GC-ECD(Agilent 6890 series, Agilgent 

Technologies, CA, USA)를 사용하 으며 칼럼은 DB-5(30 

m×0.25 mm×0.25 μm)와 Ultra-1(50 m×0.32 mm×0.52 
μm)이었다. 시료의 균질화를 해 Homogenizer(Nissei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 으며, 질소농축기는 N-EVAP 

112(Organomation Inc., MA, USA)를 사용하 다. 정제를 

한 고체상 추출을 해 vacuum manifold(Supelco Inc., 

PA, USA), Sep-Pak cartridge(Waters, MA, USA)를 사용

하 다.

통계처리

모든 시료의 성분 분석은 3회 반복하여 측정한 값을 평균

하여 나타내었으며, 구간의 유의성 검정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를 이용하여 Duncan's mul-

tiple range test (p<0.05)로 유의성을 검증하 다(22).

결과  고찰

pH  당도

농약처리 정도에 따른 최소가공 양상추의 pH  당도 결

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농약처리 한 양상추 기의 pH

는 5.97, 농약 양상추는 5.99로 농약처리 정도에 따라 pH는 

유의 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하지만 

장일이 지날수록 농약처리 정도에 계없이 양상추의 pH

가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p<0.05). 당도의 경

우 장 기에는 농약 처리한 것과 농약처리 양상추가 

2.50oBrix으로 동일했으나, 장기간이 지나면서 체 으

로 양상추의 당도가 유의 으로 증가하 다(p<0.05). 농

약처리 양상추의 경우에는 농약처리 양상추보다 장기간

이 지나면서 유의 으로 당도가 더 크게 증가하 는데, 농

약처리 양상추를 5일간 장한 것(3.60oBrix)과 농약처리 양

상추를 10일간 장한 것(3.57oBrix)과 비슷한 당도를 나타

내었다. 농약처리 양상추를 10일 장 후에는 4.57oBrix로 

Table 1. Change of pH and sugar content on fresh-cut let-
tuce by agrichemicals and low-agrichemicals during storage 
at 4

o
C

Storage 
period (day)

Items

pH Sugar content (
o
Brix)

Agrichemicals1) 
0
5
10

 
5.97±0.01d3)
6.11±0.01c
6.20±0.01a

 
2.50±0.00d
2.99±0.02c
3.57±0.06b

Low-agrichemicals2)

0
5
10

 
5.99±0.01d
6.15±0.01b
6.19±0.01a

 
2.50±0.00d
3.60±0.00b
4.57±0.06a

1)Agrichemicals indicate that had sprayed chlorpyrifos (60 g/20 
L), procymidone (40 g/20 L), polyoxin B (20 g/20 L), vinclozo-
lin (40 g/20 L), and chlorothalonil (66 g/20 L) at March 07, 
April 18, and May 10, 2007.
2)Low-agrichemicals indicate that had sprayed chlorpyrifos (60 
g/20 L), procymidone (40 g/20 L), polyoxin B (20 g/20 L), 
vinclozolin (40 g/20 L), and chlorothalonil (66 g/20 L) at 
March 07 and April 18, 2007.
3)Different superscriptive letters in a column indicate signifi-
cant difference among samples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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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mineral content of fresh-cut lettuce by agrichemicals and low-agrichemicals during storage at 4oC
(mg/100 g)

Items

Storage period (day)

0 10

Agrichemicals1) Low-agrichemicals2) Agrichemicals Low-agrichemicals 

Na
K
Ca
P
Mg
Fe

 22.74±0.793)b4)
120.82±3.56c
 14.95±0.23b
 23.20±0.22c
  6.22±0.23c
  0.22±0.01c

 14.14±0.60d
155.65±9.85a
 17.40±0.81a
 27.16±0.54a
  9.60±0.21a
  0.34±0.01a

 25.47±1.46a
141.50±7.56ab
 16.08±0.27ab
 24.46±0.42b
  7.62±0.02b
  0.27±0.01b

 17.21±0.79c
129.88±6.30bc
 15.28±0.62b
 22.67±0.07c
  6.30±0.24c
  0.24±0.01c

Total 188.15 224.29 215.40 191.58
1,2)Refer to Table 1.
3)Values are expressed a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d measurements.
4)Different superscriptive letter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samples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장 높은 당도를 나타내는 특이성을 보 다(p<0.05). 일반

으로 채소류의 일반성분은 재배환경  시비조건과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다(23). 이러한 원인은 

농약 재배를 한 양상추의 경우 수분증발이 많이 일어나 

상 으로 당도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장 에

도 양상추의 수분증발로 인하여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

로 보인다(24). 하지만 정확한 원인은 별도의 연구가 더 필요

한 것으로 단되어진다.

따라서 농약처리 정도가 양상추 장 시 pH에는 큰 향

을 미치지 않았으나, 당도의 경우에는 농약 양상추가 장

기간이 지날수록 농약처리 양상추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

은 당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색상

양상추의 외부 색은 외 상의 품질을 정하는데 요한 

요인 의 하나이며, 농약처리 정도에 따른 최소가공 양상추

의 색도 변화를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백색도(L값)의 경우 장 기의 농약처리 

Table 2. Changes of color on fresh-cut lettuce by agrichem-
icals and low-agrichemicals during storage at 4

o
C

Storage 
period (day)

Hunter's color value3)

L a b

Agrichemicals1) 
0
5
10

 
58.42±0.04a4)
55.34±0.03c
52.88±0.04e

 
-7.06±0.07b
-5.40±0.03d
-3.54±0.07e

 
18.18±0.08a
18.99±0.01b
20.68±0.08c

Low-agrichemicals2)

0
5
10

 
57.93±0.03b
53.91±0.01d
51.47±0.03f

 
-7.59±0.06a
-6.00±0.01c
-5.47±0.06d

 
20.26±0.11c
21.01±0.08d
21.49±0.11e

1,2)Refer to Table 1.
3)L: degree of lightness (white: +100↔0 black), a: degree of red-
ness (red: +100↔-80 green), b: degree of yellowness (yellow: 
+70↔-80 blue).
4)Different superscriptive letters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samples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
ple range test.

양상추는 58.42, 농약 양상추는 57.93으로 농약처리 양상

추가 체 으로 더 밝은 빛을 띠었다(p<0.05). 장기간이 

지나면서는 농약처리 정도와 계없이 체 으로 L값이 

차 낮아지면서 유의 으로 어두운 색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색도(a값)는 장 기 농약처리와 

농약처리 양상추가 각각 -7.06, -7.59로 농약 양상추가 

록빛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p<0.05). 한 장기간이 지남

에 따라 농약처리 양상추의 ‘a’값이 농약처리 양상추에 비

하여 유의 으로 변화량이 음에 따라 더욱 오랫동안 양상

추의 록빛이 유지되어지는 것으로 유추되어진다(p<0.05). 

황색도(b값)의 경우에는 농약처리구가 20.26로 농약을 처

리한 실험구(18.18)에 비하여 유의 으로 큰 값을 나타냄으

로써 황색빛이 강하 으며,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서도 

농약처리가 지속 으로 황색빛이 더 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이는 농약처리 정도가 양상추의 체

인 색에도 향을 미치며, 장기간 동안에도 지속 으로 

농약처리 양상추가 더욱 록빛을 많이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기질 함량

무기질의 기능은 종류에 따라 다양하지만 pH 완충작용과 

생리  조 기능을 수행하는 요한 양소라고 할 수 있다

(25). 농약처리 정도 차이에 따른 최소가공 양상추의 무기질 

함량의 변화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나트륨, 칼륨, 칼슘, 

인, 마그네슘, 철의 6가지 무기질 함량이 농약처리 양상추는 

100 g당 나트륨 22.74 mg, 칼륨 120.82 mg, 칼슘 14.95 mg, 

인 23.20 mg, 마그네슘 6.22 mg, 철 0.22 mg 함유되어 있었으

며, 농약처리 양상추는 나트륨 14.14 mg, 칼륨 155.65 mg, 

칼슘 17.40 mg, 인 27.16 mg, 마그네슘 9.60 mg, 철 0.34 mg 

함유되어 있었다. 이는 나트륨을 제외한 5가지 무기질 함량

이 농약처리 양상추에서 유의 으로 높게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농약처리 정도와 계없이 반

으로 양상추에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 에는 칼륨의 함량

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칼륨은 결핍 시 세포의 기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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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고 발육부진이 되는 것으로 우리 몸에서 요한 역할

을 하고 있다(26). 그 외 인, 나트륨, 칼슘, 마그네슘, 철 순으

로 양상추 100 g당 함유되어 있는 무기질 함량이 높았다. 

양상추를 장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농약처리를 한 것이 

양상추의 무기질 함량이 체 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

다. 하지만 이를 10일간 장하자 농약처리한 양상추는 기

에 비하여 무기질 함량이 나트륨 25.47 mg, 칼륨 141.50 mg, 

칼슘 16.08 mg, 인 24.46 mg, 마그네슘 7.62 mg, 철 0.27 mg

으로 체 으로 증가하 다. 반면 농약처리 양상추는 특

히 칼륨의 함량이 129.88 mg으로 크게 감소하 으며, 나트

륨 17.21 mg, 칼슘 15.28 mg, 인 22.67 mg, 마그네슘 6.30 

mg, 철 0.24 mg의 경우에도 장 0일보다 유의 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 다(p<0.05). Kim 등(24)은 일반야채와 유

기농야채의 무기질 함량을 비교하 을 때 일, 신선 , 셀

러리의 경우 유기농 재배품이 무기질의 종류에 따라 차이는 

있었으나 약 20～70% 높은 함유량을 나타내었다. 상추, 

의 경우에도 일반 재배품과 유기농 재배품 간의 편차가 크지

는 않았지만 유기농 재배품이 무기질 함량이 높았던 것으로 

밝 진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에서 사용되어진 

농약 양상추가 장 기 농약처리 양상추에 비하여 높은 무

기질 함량을 보인 것과 유사한 이유라고 유추되어지며, 이는 

막연히 농약 야채가 농약재배 한 것보다 우리 몸에 좋을 

것이란 기 를 넘어 좋은 이유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

과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단되어진다.

Vitamin C 함량

노화와 성인병 질환의 주요 원인 의 하나로 활성산소류

(reactive oxygen species)에 의한 산화  사 부산물들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들 활성산소류의 제거능을 가진 항산화

물질과 이들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에 많은 심이 모아

지고 있다(27). 천연항산화물질로 알려져 있는 vitamin C는 

채소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에 의

한 질병과 고콜 스테롤 증을 방하며, 최근 건강유지와 

비만에 한 심이 모아지면서 채소류의 수요와 공 이 확

산되고 있다(28). 이러한 양상추의 주요성분이며 기능과 

련이 있는 항산화 활성이 있는 vitamin C 성분이 결구 기 

이후 농약처리정도에 향을 받을 수 있는가를 Fig. 1에 나

타내었다. 장 기부터 농약처리 양상추의 100 g당 함유

되어 있는 vitamin C 함량이 3.03 mg으로 농약처리 양상추

(1.32 mg/100 g)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었다(p<0.05). 이는 일반배추보다 유기농배추의 vitamin 

C 함량이 약 2.5배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Seong 등(23)의 

보고와 유사하게 나타나, 장 기에는 농약으로 재배한 

양상추의 vitamin C 함량이 높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었다. 

한 장 5일이 지나서도 농약처리 양상추가 2.63 mg으

로 농약처리 양상추에 비하여 유의 으로 vitamin C 함량이 

높았다. 하지만 장 10일이 되었을 때에는 농약을 처리한 

양상추가 농약처리 양상추에 비하여 0.11 mg 정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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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vitamin C content of fresh-cut lettuce by 
agrichemicals and low-agrichemicals during storage at 4oC.  
a-d
Mean values (3 replication)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ote are the same as in Table 1.

높은 함량을 가지는 경향을 보 으며 유의 인 차이는 없었

다.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서는 농약처리 정도와 계없이 

유의 으로 vitamin C 함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0.05). 식품성분표(29)에서 명시되어 있는 양상추의 vi-

tamin C 함량과 Cha 등(30)이 보고한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양상추의 수확 계 과 품종간

의 차이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한국인들이 많이 섭취하는 

보통의 채소들인 당근(8 mg), 부추(5 mg), 치커리(6 mg), 

양 (8 mg), 애호박(8 mg) 등과 비교하면, 양상추의 vitamin 

C 함량은 낮은 수치이지만, 보통 샐러드로 이용되는 양상추

를 다른 채소들과 함께 섭취한다면 무난하리라고 생각되어

진다(31).

Chlorophyll 함량

식물에 리 분포되어 있는 천연 녹색색소인 chlorophyll

은 선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유리기 소거제로 작용하여 지

방질의 자동산화를 방지하는 생리작용이 규명되어 있다

(32,33). 농약처리 정도에 따른 장기간별 최소가공 양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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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chlorophyll contents (SPDA-502 value) 
of fresh-cut lettuce by agrichemicals and low-agrichemicals 
during storage at 4

o
C. 

a-d
Mean values (3 replication)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ote are the same as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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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잎의 chlorophyll 함량 변화를 SPAD값으로 Fig. 2에 나타

내었다. 농약처리 양상추의 chlorophyll 함량이 9.71 value

로 농약처리구(8.54 value)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은 함량

을 보 다(p<0.05). 장 10일이 지난 후에도 농약처리구

의 경우에는 기에 비하여 chlorophyll 함량이 19.56%만 감

소하 으나, 농약처리구의 경우에는 31.14% 감소하여 유의

인 차이를 보 다(p<0.05). 이 결과는 색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농약처리구의 a값이 유의 으로 은 값을 나타내

는 것과 장할수록 a값이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것을 연  

지어 볼 때, PPO와 a값은 서로 상 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한 일반 으로 chlorophyll 함량의 70% 정도가 소실되

면 장 한계 으로 보는데(34), 본 실험에서는 장기간  

chlorophyll 함량 변화의 한계 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 일반 으로 양상추에서 chlorophyll이 vitamin 

C의 생합성 장소이므로 그 함량이 vitamin C 함량과 깊은 

계가 있다는 보고(35)와 일치한다.

경도

최소가공 양상추  가장 바깥 잎의 아래 부분을 뚫는데 

들어가는 힘이 얼마나 소요되는가에 하여 texture ana-

lyzer로 분석하 다(Fig. 3). 농약처리한 양상추는 장 기

에 약 1636.48 g 소요되었던 힘이 농약처리 양상추는 

1328.44 g으로 농약처리 양상추의 경도가 농약처리 양상

추에 비하여 유의 으로 단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0.05). 하지만 장일이 지날수록 두 처리구 모두 양상추

를 뚫는데 소요되는 힘은 유의 으로 차 감소하 다

(p<0.05). 장 5일이 지난 후에는 농약처리 양상추의 경도

가 1460.04 g으로 농약 양상추(1283.32 g)에 비하여 유의

으로 강하 지만, 10일이 지난 후에는 농약처리 양상추가 

1269.12 g, 농약 양상추는 1230.14 g으로 두 처리구의 경도

에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장 기에는 농약처리한 양상추에 비하여 조직

이 덜 단단하 지만, 장 에는 조직감의 변화가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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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hardness of fresh-cut lettuce's outer 
leaves by agrichemicals and low-agrichemicals during stor-
age at 4

o
C. 

a-e
Mean values (3 replication) with the different let-

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ote are the same as in Table 1.

농약처리 양상추를 이용하여 신선편이 제품을 만든 것이 

장, 유통 과정  경도 유지에 더욱 효과 인 것으로 단되

어진다.

PPO 활성

Polyphenol oxidase 활성은 색도와 함께 장  과실, 

채소류의 품질변화를 나타내는 요한 척도로 사용된다

(36). 최소가공 양상추의 농약처리 정도가 갈변에 향을 미

치는 polyphenol oxidase(PPO)의 활성을 Fig. 4에 분석하

다. 장 기 농약처리한 양상추의 경우에는 638.16 unit/g

으로 농약처리 양상추(475.90 unit/g)에 비하여 PPO 활성

이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p<0.05). 장기간

이 지날수록 농약처리 정도와 계없이 양상추의 PPO 활성

이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p<0.05). 장 10일 

지났을 때에는 농약처리 양상추는 594.42 unit/g, 농약처

리 양상추는 722.90 unit/g로 농약처리 양상추보다 PPO 활

성이 유의 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농약

처리한 양상추는 722.90 unit/g까지 증가하 지만 농약처

리 양상추는 기와 동일하게 장기간이 지나도 농약처리 

양상추에 비하여 활성이 은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농약처리 양상추가 장 기와 

장과정 에서 모두 PPO 활성도가 가장 낮아서 양상추 

갈변 진행도가 농약처리 양상추보다 늦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색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갈변이 

진행됨에 따라 a값이 증가하여 PPO와 a값은 서로 상 성을 

보 다. 한 Ryu 등(37)의 보고에 따르면 최소가공 양송이

버섯의 갈변 상의 진행과 PPO의 활성과의 연 성을 보여

주었는데, 장 기의 80 unit/g 정도의 활성을 보 던 것이 

장 15일 후에는 110 unit/g으로 PPO 활성이 증가하 으

며, 한 갈변도도 15.87%에서 23.37%로 증가하여 한 

상 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잔류농약

농약처리 정도에 따른 최소가공 양상추의 잔류농약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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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PPO activity of fresh-cut lettuce by agri-
chemicals and low-agrichemicals during storage at 4oC. 
a-f
Mean values (3 replication)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ote are the same as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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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C-ECD chromatogram of pesticides (17 type)

(b) GC-ECD chromatogram of lettuce by agrichemicals

(c) GC-ECD chromatogram of lettuce by low-agrichemicals

    Fig. 5. GC-ECD chromatogram of 
residual pesticides of fresh-cut let-
tuce by agrichemicals and low-agri-
chemicals at storage 0 day.

실태는 표 인 분석 잔류농약 성분인 Aldrin 등 16종의 

검출 여부를 GC-ECD에서 얻어진 chromatogram을 Fig. 5

에 나타내었다. 농약 살포 정도와 계없이 장 0일에서 

Aldrin, BHC(α, β, γ, δ), Captan, Chlorpyrifos-methyl, λ- 
cyhalothrin, DDT(o,p'-DDT, p,p'-DDT), Dicofol, Dieldrin, 

Endosulfan(α, β, sulfate), Endrin, Folpet, Permetrin 등 어

떠한 잔류농약도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로 양상추

가 장기간을 거치는 동안에도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으로 단하여, 잔류농약의 양은 분석하지 않았다. 보통 

한국인이 소비하는 식품  잔류농약이 많은 것은 채소류

이며, 그 다음이 곡류, 육류, 과실류, 감자류 순서이다(38). 채

소류의 경우에는 가공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제품들이 부분이므로, 특히나 농약이 남아 있으면 소비

자들의 건강에 악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최 한 농약

을 사용하여 재배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Kim 등(39)

이 백화   마트 등에서 유통되어지는 과일, 채소류에 

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딸기, 깻잎, 포도 등은 

농약이 많이 검출되었지만, 양상추, 양배추, 쑥갓에서는 농

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 게 양상추나 양배추가 수세 효

과가 다른 채소와 과실들에 비하여 다소 좋은 이유는 과채

류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표면 활성부 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세정에 사용된 연성세제의 잔류량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40).

요   약

특별한 열처리를 하지 않고 주로 생식으로 섭취하는 양상

추(Lactuca sativa L.)는 소비자에게 직  노출되는 부분이 

큰 채소로 성장 과정  농약처리정도가 최소가공 양상추의 

장  품질 변화에 향을 주는지에 하여 알아보았다. 

장 기의 양상추 ‘a’값이 -7.06이었던 것이 10일 동안 장

했을 때 농약처리구는 -3.54로 큰 폭으로 변화함에 따라 

록빛이 많이 사라졌으나, 농약처리구는 -5.47로 변화 폭이 

어 양상추의 록빛이 유지되고 있었다. 당도, chloro-

phyll, vitamin C의 장기간 동안 함량의 변화는 농약처

리구가 농약처리구에 비하여 어 많은 부분 유지되고 있었

다. 한 장 기에는 농약처리구의 경도가 농약처리에 

비하여 약하 지만, 장하는 동안의 경도 변화는 크지 않았

다. Polyphenol oxidase 활성은 장기간 동안 계속 으로 

농약처리 양상추의 활성이 뛰어났으며, acetochlor 등 48종

의 잔류농약 성분은 모든 처리구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

서 장기간  품질변화가 었던 농약처리 양상추를 이

용하여 가공한다면, 더욱 좋은 질의 신선편이 양상추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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