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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펄스 처리에 의한 파프리카의 이화학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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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pplication of intense pulsed light (IPL) treatment is an emerging technology with interesting prospects in food
preservation. However, information concern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inactivation of microorganisms and their impact on
the quality of fresh-cut food is scarce.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IPL treatment on the microbial inactivation and
physicochemical change in paprika were determined. The viability of bacteria in paprika treated with IPL decreased
slightly with the treatment time. In addition, water content was slightly decreased after IPL treatment regardless of the
color of paprika. However, except in red paprika, sugar content increased after IPL treatment. The pH of paprika increased
in all samples, and the polyphenol content decreased with treatment time, but these differences were very small. After IPL
treatment of paprika, vitamin C content increased in yellow and red samples. Hunter color values-lightness (L), redness
(a), and yellowness (b)-increased in red paprika, but all values decreased in orange papri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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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대

되어 채식이나 자연식품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채소나 자연식품과 같은 신선 식품은 대부분 익히

지 않고 직접 섭취하는 비가열 섭취 식품으로서 신선한 식품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생산, 유통과정 중 주의를 소홀

히 할 경우 식중독을 일으킬 위험성이 크며, 실제로 어육류를 제

외하면 샐러드나 채소가 식중독을 일으키는 주 원인으로 보고되

고 있다(1).

파프리카는 우리나라의 수출 유망 농산물 중 하나로 가지과

(Solanaceae), 고추속(Capsicum), 고추종(Annuum)에 속하는 한해살

이 식물로, capsanthin, β-cryptoxanthin, zeaxanthin 등의 카로티노

이드계 색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매운맛이 별로 없고 단맛이 강

하여 비타민 A, B
1
 및 C가 풍부한 알카리성 식품으로 음식, 샐

러드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2). 파프리카는 수분함량이 높고

저장성이 낮으며 곰팡이와 세균으로 인한 피해로 생산량의 손실

과 안전성에 문제가 되고 있으며(3), 부패나 미생물의 작용으로

인하여 저장기간 중에도 본래의 색택뿐만 아니라 맛, 향, 영양소

의 손실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저온저장이나 열수

처리에 의한 방법, 고압 CO
2
처리(4), 화학물질 처리(5) 등이 있을

뿐 특별한 전처리 및 관리방법이 거의 연구되어 있지 않으며(6),

대부분 건조를 통해 분말화시켜 향신료등으로의 적용이 연구되

어지고 있다(7,8).

광펄스 기술은 자외선(ultraviolet)부터 가시광선(visible light), 근

적외선(near infrared)부분까지 넓은 파장 범위의 강하고 짧은 빛

을 짧은 시간동안 식품 표면에 조사하여 미생물을 사멸시켜 식

품의 보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비가열 살균 기술의 하나로서

채소, 과일, 생선등의 신선식품이나 분말 식품등의 살균에 적용

하고자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9). 광펄스 기술의

미생물 사멸 기작은 photothermal 효과, photochemical 효과 그리

고 genetic change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Photothermal 효과는 광원의 에너지가 식품의 표면에 전

달되어 식품이 에너지를 흡수하고 이 에너지가 열로 바뀌어 미

생물이 사멸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10,11), photochemical 효과

는 UV에 의한 미생물의 사멸처럼 pyrimidine dimers의 형성에 의

한 세포 복제의 저해(12), photoproduct의 형성에 의한 single

strand와 double strand의 파괴, cyclobutane dimer의 형성(13) 등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과채류에 대한 광펄스의 적용 사례를 보면 Marquenie 등(14)은

딸기에 광펄스와 254 nm의 UV-C를 조사하였을 경우 광펄스 처

리는 딸기의 강도와 같은 품질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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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곰팡이의 감균에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Gomez-

Lopez 등(15)은 양배추와 양상추에 광펄스를 처리하였을 경우 저

온 호기성 세균이 0.46-0.54 log 정도 사멸하고 저장 기간을 약

2일 정도 연장시킬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과채류를 광펄

스 처리한 후 저장기간 동안 과채류의 품질을 연구한 결과에서

는 광펄스 처리가 color, texture, headspace gas 발생등에 있어 부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16)와 fresh-cut mushroom의 경우에는

적정한 광펄스 처리가 비타민 C나 항상화 능력에 대한 큰 변화

없이 미생물학적 안정성을 부여할 수 있다(17)는 보고 등 광펄스

처리가 과채류의 품질이나 저장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

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본 실험은 광펄스 처리에 의한 파프리카의 미생물의 감균 효

과와 광펄스 처리가 파프리카의 이화학적 성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된 파프리카는 실험 때마다 시중 대형마트에서 신

선한 것을 선별하여 구매를 하였으며, 파프리카의 원산지는 국내

산으로 한정하여 구매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파프리카의 품종은

적색 품종은 Special (Capsicum annuum L. cv. Cupra), 황색 품

종은 Fiesta (Capsicum annuum L. cv. Chelsa), 주황색 품종은

President (Capsicum annuum L. cv. Orange glory)였다.

광펄스 처리 장치 및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고강도 광원 처리 장치(광펄스 처리 장치)는

전원 공급부, 펄스 발생기, 광원(램프) 그리고 처리용기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전원 공급부는 일반 상용 전원을 사용할 수 있

도록 구성하여 AC 220 V, 50/60 Hz 단상의 전원을 사용하였으며,

소비전력은 1.2 kW로 설계되었다. 출력부는 DC 전원으로 0-1,200

V의 상시 전압을 출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류는 안전을 고

려하여 1 A 미만이 되도록 하였다. 사용가능한 주파수(frequency)

는 1-50 Hz로 제작되었으며, 1회 작동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60

분으로 하여 장치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였다. 처리용기는 광

원과 처리 시료간의 거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칸을 나누어 spacer

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사용된 광원은 Xenon XAP series의 flash

램프(NL 4006, Heraeus Noblelight, Cambridge, UK)로 무수은

xenon 가스로 충진되어 있어 램프로부터 빛을 이끌어 내기 위해

서는 xenon gas를 여기시켜 플라즈마를 형성시켜야 한다. Xenon

가스를 여기시키기 위한 triggering 최소 전압은 16 kV이며, 상시

적으로 600-1,200 V의 전압이 공급되어야 한다. 실험장치의 전체

적인 구성도는 Fig. 1과 같으며, Xenon 램프에서 발생되는 광원

의 파장과 강도는 Radiometer (ILT 900, Internationallight technol-

ogies, Peabody, MA, USA)로 측정하였으며 Fig. 2와 같다.

파프리카의 광펄스 처리는 시료를 각각 25 g을 취하여 빛의 세

기 1,000 V, 펄스 폭 10 µs, 펄스 수 5 pps, 광원과 시료와의 거리

6 cm에서 파프리카의 겉면과 안쪽면을 각각 10분씩 처리하였다.

생균수 측정

광펄스 처리하지 않은 시료와 처리한 시료를 각각 25 g을 취

하여 멸균 생리 식염수(NaCl 0.85%) 225 mL를 넣고 stomacher

(Stomacher Lab Blender, 400, Seward, NY, USA)를 이용하여 약

40초간 중속으로 균질화 시킨 후 멸균 생리 식염수를 사용하여

단계적 희석법에 의해 적절한 배수로 희석하였다. 희석한 시료

1 mL를 취하여 pouring method법으로 PCA 배지에 plating을 한

후 37oC에서 24-48시간동안 배양한 후 집락수가 30-300개가 되

는 평판을 계수하여 측정하였다.

Firmness의 측정

광펄스 처리 전후의 파프리카를 5×4 cm의 크기로 동일하게 동

일하게 자른 후 texture anlayser (TAXT Express-Enhanced, Stable

Microsystems Ltd., London,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때 지름 3 mm의 plunger를 이용하여 firmness를 측정하였으

며, 분석 조건은 pre-test speed 2.0 mm/sec, test speed 1.0 mm/

sec, post-test speed 10 mm/sec, distance 10 mm/sec, trigger force

5 g으로 하여 3 곳을 측정한 후 평균값을 구하였다.

비타민 C 함량 측정

시료 2 g에 20 mL의 10% 메타인산용액을 가하여 10분간 현탁

시킨 후 적당량의 5% 메타인산용액을 넣어 균질화한 후 시료를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옮기고 소량의 5% 메타인산용액으로 용

기를 씻은 후 메스플라스크에 합하여 100 mL로 정용한 후 0.22

µ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HPLC (1100 series, Hewlett-

Packard Co., Palo Alto, CA, USA)로 분석하였다. Column은 µ-

Bondapak NH
2
 (3.9×30 cm, I.D.)를 사용하였고, solvent와 flow

rate은 각각 0.05 M KH
2
PO

4
:acetonitrile (60:40)과 1 mL/min으로

하였으며, UV 파장과 injection volume은 254 nm와 20µL였다(18).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광펄스 처리한 시료와 처리하지 않은 시료를 각각 10 g씩 취

한 후 멸균 생리 식염수 90 mL를 넣고 균질기로 균질화한 후

Fig. 1. Schematic diagram of intense pulsed light system

Fig. 2. Energy density profile of Xenon lamp by intensity pulsed

ligh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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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Gyro 406G, Gyrozen Co. Ltd.,

Seoul, Korea)하여 상등액 1 mL에 Folin-ciocalteau 시약 및 10%

Na
2
CO

3
 용액을 1 mL씩 차례로 가한 후 실온에서 1시간 정치한

다음 분광광도계(Optizen 2120 UV, Mecasys Co. Ltd.,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73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는 gallic acid (Kanto Chemical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얻은 표준 검량곡선으로부터 추출물의 총 페놀함량을 산출하였

다(19).

색도 측정

광펄스 처리 전후의 시료를 5×4 cm의 크기로 동일하게 자른

후 색차계(Chroma meter R-400, Minolta Co., Kyoto, Japan)를

이용하여 색도를 측정하였으며, 이 때 백색판의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값은 각각 97.31, −1.01, 2.32였다.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그 평균값을 hunter scale에 따라

값을 나타내었다.

pH 및 당도 측정

pH는 광펄스 처리 전후의 시료를 각각 10 g씩 취한 후 멸균

생리식염수 90 mL를 넣고 균질기로 균질화한 후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pH meter (Docu-pH meter, Satorius, Gottingen, Germany)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당도는 광펄스 처리 전후 시료를 즙

을 내어 당도계(RA-252H, Kyoto Electronics Mfg. Co. Ltd.,

Kyoto, Japan)를 사용하여 3번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수분 함량 측정

광펄스 처리 전후의 시료를 2×2 cm의 크기로 동일하게 자르고

칭량접시에 담아 칭량한 후 105-110oC로 조절된 dry oven에 2시

간 가열한 다음 desiccator로 옮겨 30분간 방냉한 후 칭량하였다.

전후의 칭량값의 차이가 0.03 mg이하가 될 때까지 반복한 후 광

펄스 처리 전후의 수분함량을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광펄스 처리에 의한 파프리카의 이화학적 변화에 실험은 3회

측정하여 SPSS ver. 17.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고, ANOVA 분

석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한 다중비교를 실시하였으

며, 유의 수준은 p<0.05 수준이다.

결과 및 고찰

총균수의 변화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파프리카에는 총호기성 세균이 1.3×102-

2.2×102 cfu/g, 대장균군은 1.4-2.1×103 cfu/g 존재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20). 광펄스 처리 전후의 미생물의 변화를 살펴보았

다. 실험에 사용된 파프리카는 평균 4.8×103 cfu/g의 총균수가 존

재하였다. 빛의 강도 1,000 V, 펄스 수 5 pps에서 10분간 광펄스

처리한 파프리카에서는 4.5×102 cfu/g의 세균이 검출되어 93%

(1 log)의 총균수의 감균 효과가 있었다. 다른 연구 보고에 따르

면 파프리카를 고압 CO
2
 처리를 하였을 경우 50oC, 300 bar의 압

력하에서 처리하였을 경우 약 50% 정도의 감균을 보였으며, 80oC

의 온도하에서도 1.5 log 정도만의 감균효과(21)를 보였다. 그리

고 고온순간살균에 의한 파프리카 처리시에도 152oC에서 6초간

처리하였을 경우 약 80% 정도의 살균효과(22)를 보여 비가열 살

균인 광펄스 처리가 고온순간살균이나 고압 CO
2
 처리와 비슷하

거나 약간 높은 살균효과를 나타내었다.

Firmness의 변화

광펄스 처리 방법은 넓은 범위의 파장을 가진 강한 빛으로 시

료를 처리하는 것으로 시료의 색에 따라 파장을 흡수하는 양이

나 처리 효과가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에 사용된 파프리카

는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의 파프리카이고 파프리카는 다른 고

추과의 작물과는 달리 보다 아삭하고 단단한 식감과 단맛을 가

진 것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광펄스 전후의 시료의 firmness의

변화가 중요한 품질 측정 인자 중 하나이다. 광펄스 처리 전후의

firmness를 측정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노란색과 붉은색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firmness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주황색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광펄스 처리 후 firmness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p<0.05). Manzocco 등(23)은 fresh-cut apple을 UV-

C 처리하였을 경우 firmness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Fava 등

(24)은 grape berry에 UV-C를 처리하였을 경우 처리하지 않은 것

에 비해 처리한 것이 firmness가 조금 증가한 결과를 보였다고 보

고하였다. 그러나 Ana 등(16)은 fresh-cut watermelon에 광펄스를

Fig. 3. Changes in the firmness of the paprika treated with

intense pulsed light. □ before IPL treatment ■ after IPL treatment

Fig. 4. Changes in ascorbic acid content of the paprika treated

with intense pulsed light. □ before IPL treatment ■ after IP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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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였을 때 firmness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광펄

스 처리가 firmness에 미치는 영향은 시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고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는다. 파프리카의 경우에도 광펄스

처리가 firmness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파프리카의 색에

따라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파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색에 따라 흡수하는 에너지가 다르고 이에 따라 나타나는 경향

도 다른 것으로 보인다.

비타민 C의 함량 변화

파프리카의 광펄스 처리 전후의 비타민 C의 함량을 조사한 결

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비타민 C의 함량의 변화는 노란색과

붉은색 파프리카는 증가하고 주황색 파프리카는 거의 변화가 나

타나지 않았다. 처리 전의 시료의 경우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의

경우 각각 21.6, 54.6, 45.0 mg/g의 함량을 보였으나, 광펄스 처리

후에는 각각 27.4, 54.0, 48.3 mg/g의 함량을 보여 노란색의 파프

리카의 비타민 C 증가량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광펄스 처

리에 의한 영양소의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는 지금까지 보고된

바가 없어 비교할 수는 없으나 UV 처리에 의한 비타민의 변화

에 대한 연구 결과를 보면 fresh-cut watermelon이나 딸기의 경우

에는 low UV-C 처리 후에 비타민 C의 함량에는 변화가 없었으

며(25,26), 사과주스의 경우에는 UV 처리 후에 비타민 C의 함량

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7). LED

가 부착된 냉장고 내에서 양배추의 비타민 C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 원인을 LED 빛의 파

장에 의해 저장기간동안 비타민 C의 합성이 이루어져 함량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28,29). 광펄스 처리에 의해 파프리

카의 비타민 C 함량이 증가하는 이유도 광펄스가 가진 파장의

빛을 파프리카가 흡수하면서 일부의 성분이 비타민의 증가되었

거나 파프리카 내의 기관에서 일부는 합성이 되었을 것으로 판

단되며, 색에 따라 비타민의 증가량이 다른 이유도 파프리카가

가지고 있는 색소의 색에 따른 흡수되는 양이 달라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폴리페놀 함량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파프리카는 종류별로는 다르지만 항

산화물질인 polyphenol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0,31). 본 실험에서는 광펄스 처리 전후의 파프리카의 폴리페놀

함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Fig. 5). 광펄스 처리 전의 폴리페놀의

함량은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이 각각 0.069, 0.065, 0.102 mg/g이

었다. 광펄스 처리 후의 노란색, 주황색, 붉은색 파프리카의 폴리

페놀 함량은 0.051, 0.037, 0.080 mg/g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Ana 등(26)에 의하면 딸기를 UV-C 처리하였을 경우 딸

기 내의 폴리페놀의 함량이 소량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Noci

등(32)도 사과주스를 UV 처리하였을 경우에도 폴리페놀의 함량

이 소량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광펄스 처리시 폴리페놀함량

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25).

색도, pH, 당도, 수분함량의 변화

광펄스 처리 전후의 파프리카의 색도, pH, 당도 그리고 수분

함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Table 1). 광펄스 처리 전후의 모든 파

프리카의 색도는 오차범위내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

란색 파프리카는 황색도는 감소하고 적색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주황색 파프리카는 명도, 적색도, 황색도 모두 감소하

였으며, 붉은색 파프리카는 반대로 명도, 적색도, 황색도 모두 증

가하였다. Fresh-cut watermelon의 광펄스 처리에 의한 색의 변화

를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180-1100 nm의 full spectrum, UV-C가

제외된 full spectrum,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을 조사하였으나 파

장에 상관없이 모두 명도, 적색도, 황색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그 이유는 fresh-cut watermelon의 색을 나타내는 caro-

tenoid의 산화가 색의 연화를 일으키고 그 이외에도 UV-C가 몇

몇 성분에 영향을 미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보고하였다(16).

광펄스 처리 전후의 pH를 살펴본 결과 파프리카의 색과 상관

없이 처리 후 시료의 pH는 모두 증가하였다. 광펄스 처리가 pH

의 증가를 가져오는 이유는 광펄스 파장내의 UV가 유기산의 분

해를 일으켜 시료의 산 함량이 줄어들어 일어나는 것(33)으로 실

제 처리 전후의 파프리카의 유기산 함량은 노란색 4.5%, 주황색

3.8%, 빨간색 12.0%씩 감소하였다(data not shown).

당도는 파프리카의 색과는 관계없이 광펄스 처리 후에 모두 큰

Fig. 5. Changes in total polyphenol content of the paprika

treated with intense pulsed light. □ before IPL treatment ■ after
IPL treatment

Table 1. Changes in color, pH, sugar content and water content of the paprika treated with intense pulsed light

Yellow Orange Red

before after before after before after

Color

L 50.8±0.8 50.02±0.8 46.82±2.3 45.81±2.8 34.98±1.3 35.04±1.1

a -2.49±0.1 -2.2±0.2 22.31±1.5 21.91±1.9 31.52±2.0 31.65±2.1

b 38.95±1.3 38.45±2.6 37.70±2.7 35.47±3.8 18.26±1.0 18.44±1.2

pH 5.26±0.06 5.32±0.05 5.04±0.23 5.15±0.08 5.27±0.04 5.31±0.02

Sugar content (oBx) 5.4±0.4 5.4±0.3 9.3±0.1 9.5±0.7 7.4±0.3 6.9±0.2

Water content (%) 91.72±0.47 91.11±0.21 91.34±0.38 90.67±0.15 92.20±0.23 92.5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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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광펄스 처리 후 파프라카의 수분함량은 파프리카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fresh-cut apple의

UV-C 처리가 사과 세포의 세포막 손상을 일으켜 수분을 손실을

촉진시켜 수분함량이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세포막

의 손상이 주된 원인이라는 것은 Cheigh 등(34)이 광펄스의 세포

사멸 기작이 세포막의 손상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광펄스 처리가 파프리카의 세포막의 손상을 일으켜 수분

손실을 촉진시켜 수분함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광펄스 처리는 식품의 표면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을 사멸시

켜 식품의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비가열 살균 기술이지만

신선식품에 대한 미생물 사멸이나 이화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실험은 광펄스 처리가 파프리카

의 미생물 감균효과와 이화학적 품질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파프리카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1000 V, 5 pps로 10분간 광펄스

처리 후 약 90%정도의 사멸 효과를 보였으며, 미생물 감소효과

는 파프리카의 색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수분함량도 광펄스 처

리 후에 모든 시료에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당

도는 붉은색 파프리카를 제외하고 다른 처리구에서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pH는 광펄스 처리 후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폴리페놀의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차이는

미미하였다. 비타민 C의 함량은 노란색과 붉은색 파프리카에서

광펄스 처리 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광펄스 처리 후 색의

변화를 보면 붉은 색 파프리카의 경우에는 L, a, b값이 모두 증

가하였으며, 주황색 파프리카는 모두 감소하였고, 노란색은 큰 변

화를 보이지 않았다.

광펄스 기술에 의한 파프리카의 처리는 품질의 변화를 크게 일

으키지는 않으면서 파프리카에 존재하는 미생물을 사멸하는 효

과를 보여 향후 파프리카의 유통이나 저장에 있어 파프리카의 살

균 기술로서의 가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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