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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activities of phytochemical and bioactive components from 24 new varieties
of red pepper obtained by crossbreeding different Korean red pepper lines. The ASTA (American Spice Trade Association)
color values ranged from 116.69 to 249.83 and the total carotenoid content ranged from 3.19 to 6.11 mg/g dried red
pepper. The free sugar content ranged from 43.41 to 199.54 mg/g, and the fructose content was found to be higher than
the glucose content. The ascorbic acid,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were found to be 8.08-11.53 mg/g, 7.93-
14.26 mg gallic acid/g, and 4.24-10.07 mg quercetin/g dried pepper, respectively. Overall,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the new varieties were found to be higher than the average content of Korean red peppers. The total capsaicinoid content
in the new varieties varied widely from 0.42 to 237.87 mg/100 g dried pepper. The pepper-methanol extract antioxidant
activities of ‘variety 2, 4, 8, 9’ were higher than others. A high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antioxidant activities
and the polyphenol contents (r=0.804, r=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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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추(Capsicum annuum L.)는 가지과에 속하는 식물로 화려한

색과 독특한 매운맛을 가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많이 소비되고

있는 향신료 중에 하나이다. 특히 고추는 김치, 고추장 등의 주

요 식재료로써, 오래전부터 한국 음식의 맛을 내는 중요한 양념

채소로 자리 잡고 있다(1,2).

고추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독특한 매운맛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고추의 매운맛은 capsaicinoid계 물질에 기인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5개 동족체 중에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이

매운맛을 내는 주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3,4). 고추의 매운맛 성

분 함량은 종과 재배 지역 및 환경, 건조 방법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나, 가공 및 저장 조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이다(5,6).

Capsaicinoids는 음식의 풍미를 향상시키고 식욕을 촉진할 뿐만 아

니라 항산화, 항암, 당뇨병성 신경성증, 관절염, 신경통 및 피부건

선 치료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7,8).

Carotenoid계 색소는 자연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색소로써, 고

추가 붉은 색을 나타내는데 크게 관여한다. 자연계에는 약 400가

지의 서로 다른 carotenoid들이 확인되고 있다(9). Capsanthin과

capsorubin등 일부 색소는 유일하게 Capsicum 종에만 존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추는 이외에 zeaxanthin, lutein, β-carotene,

β-cryptoxanthin 등 노란색 계열의 carotenoid 색소들도 함유하고

있다(10,11).

고추는 여러 유기산, 유리당, 유리 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으

며, 항산화 및 항암 활성 등의 생리 활성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비타민 C와 페놀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다(1,11,12). 비타민 C는

대표적인 수용성 비타민 및 항산화 성분으로써 암 예방, 노화 예

방, 철의 흡수를 도우며, 콜라겐의 합성과 뼈를 형성하는 데에 필

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14). 고추는 비타민 C 함량이 높

은 채소 중 하나로, 청고추보다는 홍고추로 숙성될수록 함량이

증가하며, 비타민 C가 색상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15,16).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 2차 대사물

질로 과일 및 야채류에 주로 배당체 형태로 널리 분포하고 있으

며, 체내 항산화 효과, 항암 및 심혈관과 당뇨질환의 예방 및 완

화, 뇌기능 장애, 백내장, 면역계 쇠퇴 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8).

고추는 다양한 생리활성성분을 가지고 있으며, 항산화, 항암,

항염증 등의 효능이 밝혀지면서 그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

이다. 한국의 고추 소비량은 건고추 기준으로 일 인당 4.0 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고추의 수확 작업에 대한 기계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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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이 널리 보급되지 않아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므로, 농가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최근 몇 년간 생산량이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국산 고추의 공급량은 감소하

고 있으나 수입 고추의 시장 공급량이 2011년 60%까지 증가하

였고, 이 중 가격 경쟁력이 높은 중국산 고추가 총 수입량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19). 현재 협상중인 한-중 FTA가 체결되면

고추를 포함한 중국 농산물의 수입 확대는 불가피하다. 따라서

앞으로의 FTA 협상과 기능성 식품에 대한 필요 증가 등에 대비

하여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의 다양한 국산 고추 신품종

을 육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의 특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새

로 육종된 신품종을 활용하여 전통 고추장, 글로벌 고추장 소스

를 개발하면 새로운 소비 창출과 고추 품종의 국제 경쟁력을 유

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계통의 고추를 교배하여 육

성된 신품종 고추 24종을 이용해 색상, phytochemicals 성분 및

항산화 활성을 연구함으로써 신품종 고추의 품질 우수성을 탐색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전처리

본 연구에 사용한 고추는 서로 다른 한국산 고추를 교배하여

육성된 신품종으로, 태국 콘캔 지역에서 2012-2013년에 재배된

고추이다. 수확된 고추를 일광건조 후, 씨를 제거하여 분쇄한 다

음, 250 µm 체를 통과한 시료를 분말 형태로 −80oC에 보관하면

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추출

고추 시료 20 g에 80% 메탄올 200 mL를 넣고 교반기(Shaking

incubator, SI-600R, Jeio Co., Ltd.,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25oC에서 12시간 동안 120 rpm으로 교반하여 생리활성물질을 추

출하였다. 추출액은 여과지(Whatman, No. 1)로 거른 후, 남은 잔

사는 동일한 방법으로 2회 반복 추출하여 총 600 mL의 메탄올

추출물을 얻었다. 추출물은 회전 진공농축기(Rotavapor, Buchi,

Flawil, Germany)로 감압·농축하여 동결 건조한 후, 분말 형태로

−80oC에서 보관하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색도 측정

고추 시료의 색도를 색차계(CM-3500D, Minolta, Tokyo, Japan)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의 색도는 Hunter’s color value L

(명도), a (적색도), b (황색도)값으로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표준

백판은 L=95.79, a= −0.17, b= −0.20이었다.

ASTA (American Spice Trade Association) 색상값 측정

고추의 ASTA 색상값은 ASTA-20.1방법(20)으로 측정하였다. 고

추 시료 0.1 g을 아세톤 100 mL를 가하여 교반기를 이용하여 암

실에서 16시간 동안 120 rpm으로 교반하여 색소성분을 추출하

였다. 추출액의 상층액을 취하여 분광광도계(Optizen 2120 UV,

Mecasys Co., Ltd.,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46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흡광도 값을 아래 식에 대입하여

ASTA 색상값을 계산하였다.

ASTA 색상값=
 Absorbance×16.4×If

Sample weight (g)

If: Instrument correction factor

총 carotenoid 함량 측정

고추 시료 0.01 g에 벤젠 10 mL를 가하고 교반기를 이용하여

25oC에서 1시간 동안 120 rpm으로 교반하며 추출하였다. 추출액

의 흡광도를 분광광도계(Optizen 2120 UV, Mecasys Co., Ltd.)를

사용하여 483 nm에서 측정하였고 Mecasys Co., Ltd.의 specific

extinction coeffcient ( )인 2072를 계수로 이용하여 아래의 식

에 의해 계산하였다(21).

Carotenoid (mg/g dried weight)

=
 Absorbance×Volume (mL)×1000

유리당 함량 측정

고추의 유리당 함량은 Kim 등(22)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으

며, 고추 시료 2 g에 80% 에탄올 40 mL를 가하여 vortex mixer로

2분간 추출한 후 상층액을 0.45 µm PVDF filter로 거른 후 HPLC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분석조건은 HPLC (PU-980, Jasco,

Tokyo, Japan)를 이용, 컬럼은 carbohydrate analysis column

(3.9×300 mm, 10 µm, Waters Co., Milford, MA, USA)을 사용하

였으며, 이동상은 acetonitrile:water (87:13)을 흘려주었다. 유속은

1.2 mL/min이었으며, 시료를 20 µL 주입하여 peak검출은 RI

detector로 분석하였다. 표준물질은 fructose, glucose를 사용하였으

며, 유리당 함량은 fructose, glucose의 합으로 산출하였으며, 건조

중량의 g 당 mg 함량으로 나타내었다.

Ascorbic acid 함량 측정

Ascorbic acid 함량은 식품공전(23)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으

며, 고추 시료 0.5 g에 동량의 10% 메타인산 0.5 mL을 가하여 10

분간 현탁시킨 후, 5% 메타인산 9.5 mL을 넣어 총 10 mL로 정

용하였다. 이를 vortex mixer로 1분간 잘 혼합하고 20분간 방치

하여 ascorbic acid를 추출하였다. 이후, 210×g에서 10분간 원심분

리 하였다. 상층액을 취해 HPLC용 0.2 µm syringe filter로 여과

하여 HPLC용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컬럼은 µ-Bondapak C18

(3.9×300 mm, 10 µm, Waters Co., Milford, MA, USA)을 사용하

였으며, 이동상은 acetontrile:0.05 M KH2PO4 (40:60)을 흘려주었

다. 유속은 1.0 mL/min이었으며, 시료를 10 µL 주입하여 254 nm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은 L-ascorbic acid를 사용하였으

며, 건조중량의 g 당 mg 함량으로 나타내었다.

총 polyphenol 함량 측정

총 polyphenol 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24)을 변형하여 분석

하였다. 동결건조 된 고추 메탄올 추출물을 메탄올에 녹여 5 mg/

mL 농도로 만들었다. 녹인 시료 120 µL에 증류수 600 µL를 가한

다음, 2 N Folin-Ciocalteu reagent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600 µL을 넣은 후 교반하였다. 이 용액에 30%

Na2CO3 용액 1800 µL와 증류수 480 µL를 가한 다음 상온에서 2

시간 동안 반응시켜 분광광도계(Optizen 2120 UV, Mecasys Co.,

Ltd.)를 이용하여 765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였으며, 추출 수율을 고려하여 고추 건

조중량 g 당 mg gallic acid equivalent (GAE)로 환산하여 표시하

였다.

총 flavonoid 함량

총 flavonoid 함량은 Menichini의 방법(25)을 참고하여 분석하

였다. 동결건조 된 고추 메탄올 추출물을 메탄올에 녹여 5 mg/

E
1cm

1%

E
1c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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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농도로 만들었다. 녹인 시료 400 µL에 증류수 1600 µL를 가

한 후 교반하였다. 5% NaNO2 120 µL를 가하고 교반한 후 실온

에 5분 동안 방치하였다. 이후 10% AlCl3 120 µL를 넣고 교반한

후 실온에 6분 동안 방치한 다음, 1 M NaOH를 800 µL 가하고

바로 3차 증류수 960 µL를 가하여 희석한 다음 분광광도계(Optizen

2120 UV, Mecasys Co., Ltd., Daejeon, Korea)로 510 nm 파장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Quercetin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였으며,

추출 수율을 고려하여 고추 건조중량 g 당 mg quercetin equiva-

lents (QE)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Capsaicinoids 함량

Capsaicinoids 함량은 Attuquayefio와 Buckle의 방법(26)을 변형

하여 분석하였다. 동결건조 된 고추 메탄올 추출물 1 g에 aceto-

nitrile 10 mL를 가한 다음, 1분간 교반하였다. 상층액을 0.2 µ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HPLC 분석용 시료로 시용하였다. 컬럼

은 X Terra RP C18 (4.6×250 nm, 5 µm, Waters Co., Milford,

MA, USA)을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은 methanol:water (70:30)을

흘려주었다. 유속은 1.0 mL/min이었으며, 시료를 20 µL 주입하여

280 nm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은 capsaicin, dihydrocapsaicin

를 사용하였으며, 건조중량 100 g 당 mg 함량으로 나타내었다.

항산화 활성능

DPPH 자유기 소거 활성능

DPPH 자유기 소거 활성능은 Brand Williams 등(27)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동결건조 된 고추 메탄올 추출물을 메탄올에

녹여 1, 3, 5 mg/mL 농도로 만들었다. 농도별로 녹인 고추 메탄올

추출물 200 µL에 0.2 mM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Sigma Chemical Co.) 용액 800 µL을 가하여 실온에 암소에서 30

분 동안 반응시킨 후, 분광광도계(SpectraMax 190,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517 nm 파장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아래 계산식 (1)에 대입하여 DPPH 자

유기 소거 활성능을 계산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L-ascorbic acid

(농도 0, 20, 40, 60, 80 ppm)를 사용하여 표준 검량 곡선

y=0.011x−0.0178 (x: L-ascorbic acid 농도; y: 추출물 비첨가구에

대비 흡광도 감소한 수치)을 작성하였고 계산식 (2)을 이용하여

자유기 소거 활성능을 vitamin C equivalent antioxidant activity

(mg VCEAC/g dried weight)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28).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00

A: 추출물 첨가구의 흡광도

B: 추출물 비첨가구의 흡광도

(2) vitamin C equivalent antioxidant activity (mg VCEAC/g

dried weight)

= ×D

y: 추출물 비첨가구의 흡광도-추출물 첨가구의 흡광도 

C: 추출물의 농도

D: 추출물의 추출 수율

ABTS 자유기 소거 활성능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자유

기 소거 활성능은 Kim 등(28)의 방법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PBS (100 mM potassium phospahte buffer, pH 7.4)에 각각의 녹

인 1.0 mM AAPH와 2.5 mM ABTS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1:1로 섞어 70oC 항온수조에서 1시간 정도

반응시켜 ABTS 자유기를 생성시켰다. 이후, 분광광도계(Optizen

2120 UV, Mecasys Co., Ltd.)를 이용하여 734 nm 파장에 흡광도

값이 0.65±0.02가 되도록 조절하였다. 동결건조 된 고추 메탄올

추출물을 메탄올에 녹여 1, 2, 3 mg/mL 농도로 만들었다. 농도별

로 녹인 고추 메탄올 추출물 20 µL에 ABTS 용액 980 µL을 넣어

37oC 항온 수조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아래 계산식 (1)에 대입하여 ABTS 자유기 소

거 활성능을 계산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L-ascorbic acid (농도

0, 50, 100, 150, 200 ppm)를 사용하여 표준 검량 곡선 y=

0.0031x−0.0047 (x: L-ascorbic acid 농도; y: 추출물 비첨가구에 대

비 흡광도 감소한 수치)을 작성하였고 계산식(2)을 이용하여 고

추의 ABTS 자유기 소거 활성능을 vitamin C equivalent antioxi-

dant activity (mg VCEAC/g dried weight)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28).

(1)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00

A: 추출물 첨가구의 흡광도

B: 추출물 비첨가구의 흡광도

(2) vitamin C equivalent antioxidant activity (mg VCEAC/g

dried weight)

= ×D

y: 추출물 비첨가구의 흡광도-추출물 첨가구의 흡광도

C: 추출물의 농도

D: 추출물의 추출 수율

통계처리

본 연구 결과의 통계처리는 IBM SPSS Statistics (Ver. 21.0)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또한 고추에

함유한 phytochemicals 성분과 항산화 활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색도 및 ASTA 색상값

고추의 표면색상은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요소

로써 고추의 화려한 붉은 색은 주로 지용성 색소인 carotenoid류

물질에 의하여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11).

색차계로 측정된 고추의 Hunter’s Lab 색도는 Table 1에서 보

는 바와 같다. 고추 색의 밝기를 나타내는 L값은 33.42-38.72, 적

색도를 나타나는 a값은 31.63-36.02,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은

16.93-20.02의 범위로 측정되었으며, 품종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고추의 붉은색 품질을 평가하고자 a×L값을 이용하였으며, 이 값

이 700 이상이면 밝은 적색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이번 실험에서 측정된 a×L값은 1109-1357로 나타났으

므로 모든 품종이 밝은 적색으로 평가되었다. 선행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Hwang와 Chung(30)은 고추의 L값은 31.6-36.6, a값은

1
A

B
----–⎝ ⎠

⎛ ⎞

y 0.0178+( )
0.011

------------------------------

C
------------------------------------

1
A

B
----–⎝ ⎠

⎛ ⎞

y 0.047+( )
0.0031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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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34.6으로 보고하여 a×L값은 913-1266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Hwang 등(31)은 재배지역별 청양고추의 색도 측정에 L값 35.75-

43.42, a값 28.89-37.12인 것으로 보고하여, a×L값은 1033-1612으

로 추정되었다. 또한 Park(12)은 86종 고추의 색도 측정 결과 L

값은 25.67-32.19, a 값은 31.11-40.33, a×L값은 799-1250으로 보

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와 비슷한 범위를 보였으며

신품종 고추는 색도에 있어서 상품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ASTA 색상값은 미국양념협회에서 공인한 붉은색 색소측정방

법으로 고추원료나 색소 추출물의 함량을 표시하는 지표로서 미

국 등 많은 나라에서 고추와 파프리카 등의 색상을 평가하는 객

관적 단위로 사용되고 있으며 ASTA 수치가 높을수록 고추 품질

이 우수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미국의 규격은 ASTA 색상값 70

이상을 유효 적색도로 보고, 70-160인 경우에 5-6단계로 품질 분

류하고 있으며, 헝가리의 규격은 ASTA 색상값 120 이상을 Extra,

Delicate, Noble sweet, 65이하를 Rose로 표현하고 있다(1,32). 그

러나 한국의 식품공전 규격이나 한국산업표준(KS)규격 등에는 색

상에 대한 규격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번 연구에 측정된 ASTA 색상값은 116.69-249.83 범위의 값

으로 평균값은 173.64이었다. 24품종 가운데 ‘품종 4, 6, 19, 20’

의 ASTA 색상값은 200이 넘었으며 색상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Kim(11)은 한국산 고추 47종의 ASTA 색상값 측정 결

과, 64.55-124.07 범위의 값을 보였고 평균값은 96.53인 것으로 보

고하였다. Park(12)은 한국에서 재배된 지역별 고추의 ASTA 색

상값을 측정한 결과, 영양지역에 재배된 고추의 ASTA 색상값이

84.87-161.62의 범위, 평균값은 128.20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선행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이번 실험에 사용한 신품종 고추의 색

상이 기존의 한국 품종보다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carotenoid 함량

고추의 총 carotenoid 함량은 capsanthin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측정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3.19-6.11 mg/g dried

weight의 수치를 나타냈으며, 평균값은 4.52 mg/g dried weight으

로 나타났다. Kim(11) 한국산 고추의 총 carotenoid 함량은 2.31-

4.10 mg/g dried weight의 범위의 값으로, 평균값은 3.34 mg/g

dried weight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품종

고추의 carotenoid 함량은 선행연구에서 발표한 함량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carotenoid 함량은 품종 간 차이가 컸으며

‘품종 5, 11, 12, 15, 17, 18, 23’은 4.00 mg/g dried weight 이하

로 낮게 측정되었고 ‘품종 6, 7, 19, 20, 22’는 5.00 mg/g dried

weight 이상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고추류에서 색소의 함량은 종 또는 수확시기에 따라 차이가 보

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수확 후 색상의 유지는 초기에는 종

과 성숙도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건조제품을 저장하는 동안에는

보관 온도, 공기나 빛에 대한 노출 등의 요소에 의해 크게 영향

Table 1. Hunter’s color values and ASTA color values of acetone extract from new varieties of red pepper

Samples
Hunter’s color values

ASTA2)

L1) a b a×L

1 36.46±0.58 31.63±0.45 18.41±0.12 1152.95±11.35 165.95±1.73

2 36.72±0.17 34.41±0.20 18.67±0.08 1263.36±8.82 196.59±3.36

3 35.26±0.17 34.53±0.17 19.05±0.07 1217.30±7.60 195.80±1.85

4 34.98±0.25 32.99±0.03 17.84±0.12 1153.76±7.29 201.31±3.42

5 36.76±0.26 34.64±0.38 19.61±0.11 1273.03±18.55 150.75±1.85

6 34.97±0.20 34.65±0.31 18.09±0.04 1211.56±5.17 249.83±2.51

7 35.46±0.42 35.05±0.05 18.25±0.50 1242.69±13.36 193.09±3.14

8 36.03±1.08 34.23±0.24 18.64±0.80 1232.93±29.83 175.04±3.43

9 37.73±0.26 35.99±0.08 19.86±0.03 1357.43±12.32 186.84±3.80

10 36.97±0.54 33.06±0.09 18.83±0.30 1221.89±20.40 174.62±2.01

11 36.48±0.23 33.57±0.18 19.01±0.08 1224.33±9.20 136.16±1.66

12 36.54±1.06 33.47±0.15 19.62±0.02 1222.49±30.68 146.11±3.43

13 34.15±0.07 32.47±0.21 17.31±0.09 1108.69±7.22 172.47±1.67

14 36.10±0.36 34.85±0.17 19.06±0.09 1257.87±16.64 190.86±3.45

15 37.47±0.38 34.64±0.63 19.87±0.07 1297.69±12.66 137.71±1.79

16 36.86±0.12 33.39±0.26 19.21±0.06 1230.78±13.43 143.48±1.62

17 38.72±1.19 33.46±0.14 20.02±0.75 1295.41±34.41 116.69±3.07

18 36.97±0.29 34.66±0.12 19.38±0.08 1281.06±7.70 132.31±2.54

19 33.42±0.61 33.63±0.46 16.93±0.21 1123.70±26.09 216.01±3.36

20 33.70±0.28 33.73±0.17 17.14±0.10 1136.56±5.94 206.49±3.34

21 36.34±0.20 34.41±1.13 18.60±0.08 1250.33±40.70 165.75±3.29

22 37.15±0.10 34.30±0.09 18.92±0.09 1274.07±5.73 194.69±3.31

23 37.61±0.03 31.98±0.75 19.34±0.06 1202.55±28.19 141.81±2.07

24 36.05±0.07 36.02±0.21 19.22±0.05 1298.45±5.23 177.07±3.33

Min-Max 33.42-38.72 31.63-36.02 16.93-20.02 1093.58-1371.03 116.69-249.83

Mean±SD3) 0173.64±31.4536.20±1.29 33.99±1.10 18.79±0.85 1230.45±62.42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or nine replicates
1)Hunter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
2)American Spice Trade Assiation Value
3)Mean±SD: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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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 본 연구의 결과가 선행연구에

보고된 수치와 차이가 나타난 것은 품종 간 차이뿐만 아니라 수

확시기와 건조, 저장조건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 간에 색소의 차이를 보인 결과는 재배와 건

조 및 저장 조건은 동일하여 품종의 차이가 가장 크게 관여한 것

으로 사료된다.

유리당 함량

고추에 포함되어 있는 유리당의 종류로는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fructose, glucose의 함량

이 월등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sucrose와 maltose는 미량 함

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34). 고추에서 측정된 유리당

함량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측정 결과, 신품종 고추의 fructose

함량은 22.98-99.54 mg/g dried weight, 평균값 67.94 mg/g dried

weight, glucose 함량은 13.32-97.10 mg/g dried weight, 평균값

50.50 mg/g dried weight로 측정되었으며, fructose의 함량이 더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리당 함량은 glucose와 fructose 함량을

합쳐 계산하였으며, ‘품종 1’이 195.54 mg/g dried weight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품종 2’은 43.41 mg/g dried weight로 가장 적

은 유리당을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종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고추의 유리당 함량은 품종 간의 형질적 차이와 건조

저장 시 분해, 산화, 갈변 등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으나(35,36), 본 시료에 사용한 신품종 고추의 경우, 재배,

건조 및 저장 조건이 동일했으므로 유리당 함량 차이는 품종간

의 차이에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Ascorbic acid 함량

HPLC로 분석한 신품종 고추의 ascorbic acid 함량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ascorbic acid 함량은 8.08 mg/g dried

weight에서 11.53 mg/g dried weight까지 품종별로 다양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평균값은 9.36 mg/g dried weight이었으며 분석시료

중 ‘품종 4, 11, 12, 23’의 ascorbic acid 함량은 10 mg/g dried

weight이상으로 다른 품종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Jung 등(37)

은 고추의 ascorbic acid 함량은 2.79 mg/g dry weight basis에서

16.96 mg/g dry weight basis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

한 Park(12)의 연구에서는 1.64-8.14 mg/g dry weight basis으로 매

우 넓은 분포 범위를 보였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품종 간의 변이 및 재배

조건, 저장 조건, 특히 건조 조건에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

각된다. Ascorbic acid 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유자의 경우

4.28-5.83 mg/g dried weight이었으며(38), 감귤 껍질의 ascorbic

acid은 4.60, 오렌지 껍질은 2.27 mg/g dried weight의 함량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보고되어(39), 고추의 ascorbic acid 함량이 이런 식

물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Contents of total carotenoid, free sugar, ascorbic acid,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in new varieties of red pepper

Samples
Total carotenoid

(mg/g dried 
weight)

Fructose 
(mg/g dried 

weight)

Glucose
(mg/g dried 

weight)

Fructose+Glucose
(mg/g dried 

weight)

 Ascorbic acid
(mg/g dried 

weight) 

Total polyphenol
(mg gallic acid/g

dried weight)

Total flavonoid
(mg quercetin/g
dried weight)

1 4.25±0.24 98.43±2.57 97.10±2.69 195.54±5.14 9.94±0.28 12.17±0.82 6.12±0.15

2 4.91±0.81 29.98±0.22 13.32±1.12 43.31±1.08 9.76±0.11 12.47±0.31 7.96±0.36

3 5.09±0.20 62.68±1.23 38.01±2.07 100.70±2.53 9.54±0.01 10.63±0.59 5.44±0.31

4 4.89±0.08 40.50±1.31 19.92±0.10 60.41±1.38 11.53±0.10 12.63±0.73 8.26±0.33

5 3.55±0.06 93.85±0.70 76.87±0.83 170.72±0.13 9.26±0.10 12.43±0.41 5.49±0.37

6 6.11±0.38 58.98±1.15 37.77±2.00 96.75±2.32 9.16±0.37 10.34±0.02 7.39±0.17

7 5.49±0.09 77.78±0.22 73.13±3.23 150.92±3.43 9.53±0.28 12.61±0.43 8.13±0.85

8 4.40±0.21 74.47±1.15 57.85±3.40 132.32±2.90 9.67±27 13.77±0.44 8.80±0.18

9 4.86±0.08 38.51±1.03 21.92±0.13 60.43±0.98 8.58±0.10 14.26±0.08 7.59±0.52

10 4.61±0.07 49.94±0.06 24.63±2.30 74.57±2.27 9.35±0.07 9.82±0.22 4.81±0.33

11 3.55±0.16 99.54±0.47 76.32±3.35 175.86±3.76 10.00±0.04 11.88±0.35 5.32±0.07

12 3.70±0.11 62.46±1.93 35.22±0.94 97.68±2.88 10.03±0.08 11.24±0.37 6.43±0.19

13 4.62±0.24 61.86±0.27 37.25±1.09 99.11±1.03 8.93±0.21 11.32±0.45 5.40±0.31

14 4.55±0.01 62.25±3.89 41.06±2.88 103.32±6.76 8.93±0.16 10.54±0.27 4.99±0.06

15 3.80±0.08 95.14±1.00 79.12±1.07 174.25±2.06 8.94±0.05 9.01±0.53 4.24±0.14

16 4.16±0.05 95.30±1.11 93.30±1.34 188.60±1.46 8.14±0.03 9.14±0.49 5.31±0.32

17 3.19±0.11 60.04±2.01 34.69±1.15 94.73±2.31 8.64±0.05 10.25±0.67 6.36±0.27

18 3.63±0.14 68.51±1.05 58.53±2.84 127.04±3.76 9.21±0.06 7.93±0.23 5.02±0.08

19 5.96±0.19 84.67±1.21 69.33±1.11 154.01±0.17 8.41±0.11 9.27±0.09 7.00±0.02

20 5.02±0.06 84.30±1.09 71.69±0.07 155.98±1.03 9.33±0.04 11.94±0.41 8.83±0.06

21 4.11±0.08 63.68±0.25 40.46±0.99 104.15±0.75 8.76±0.02 12.21±0.16 9.57±0.32

22 5.61±0.21 46.55±1.21 23.94±1.96 70.50±1.06 9.92±0.22 10.70±0.22 10.07±0.32

23 3.71±0.07 44.02±0.11 27.35±1.21 71.38±1.29 10.94±0.02 10.44±0.57 7.86±0.18

24 4.65±0.07 77.20±1.61 63.22±1.09 140.42±1.84 8.08±0.09 8.05±0.24 6.66±0.04

Min-Max 3.19-6.11 22.98-99.54 13.32-97.10 43.41-195.54 8.08-11.53 7.93-14.26  4.24-10.07 

Mean±SD1) 4.52±0.79 67.94±20.39 50.50±24.66 118.44±44.67 9.36±0.81 11.04±1.67 6.79±1.64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or three replicates
1)Mean±SD: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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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polyphenol 함량 및 총 flavonoid 함량

Polyphenol과 flavonoid는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여 곡물, 야채,

과일 등 일상 식품에 상당량 들어있다. Polyphenol과 flavonoid은

자유 라디칼 소거제, 양이온의 킬레이터로 작용하여 항암, 항균,

동맥경화 예방 등의 생리활성 외에도 상당한 항산화 효과를 발

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8,40). 고추의 총 polyphenol 함량

은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mg gallic acid equivalent/g

dried weight로 나타내었다. 측정된 결과는 Table 2에 명시한 바

와 같이 7.93-14.26 mg GAE/g dried weight수준이었으며, 평균값

은 11.04 mg GAE/g dried weight으로 나타났다. Jung 등(37)의 연

구에서는 한국산 고추 메탄올 추출물의 총 polyphenol 함량은

2.60-10.20 mg GAE/g dry weight basis, 평균값은 5.10 mg GAE/

g dry weight basis으로 보고하였으며, Yoon 등(41)의 연구에서 재

배방식에 따른 고추 메탄올 추출물은 5.52-8.78 mg GAE/g dried

weight의 polyphenol을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1)은 cap-

sicum annuum에 대한 연구에서 polyphenol 함량이 0.80-2.63 mg

GAE/g dried weight의 범위로 다양하게 분포함을 보였다. 여러 선

행연구에서는 한국산 고추 품종의 poplyphenol 함량이 대부분 10

mg GAE/g dried weight 이하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 실험에 사용한 신품종 고추가 더 많은 polyphenol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추의 수분함량이

83% 내외로 함유하는 것을 고려할 때 본 실험에 사용한 고추의

poplyphenol 함량은 대부분 1 mg GAE/g (생시료) 이상으로 측정

되었다. Bahorun 등(42)이 각종 채소에 대해 polyphenol 함량을

측정된 결과, 양파는 1.01, 브로콜리는 0.82, 토마토는 0.35, 당근

은 0.13, 양배추는 0.13 mg/g (생시료)이었다. Kim 등(43)은 시중

에서 유통되고 있는 과일 및 채소류 29 종에 대한 polyphenol 함

량을 측정한 결과, 생강은 0.70, 체리는 0.95, 자두는 1.06 mg

GAE/g (생시료)의 총 polyphenol 함량을 가진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Palacios 등(44)은 양송이 버섯, 느타리 버섯, 그물 버섯 등

8가지 버섯에 대한 연구에서 총 polphenol 함량이 가장 높은 버

섯이 그물 버섯이라 하였고, 그 함량이 5.50 mg GAE/g dried

weight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작물들에 비하여 이번

실험에 사용한 고추가 더 많은 polyphenol을 함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총 flavonoid 함량은 quercetin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mg quer-

cetin equivalent/g dried weight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4.24-10.07

mg QE/g dried weight의 범위의 값으로 품종 간 함량 차이가 크

게 나타났다. Lee(45)의 새싹 채소의 총 flavonoid 연구에서 양배

추는 4.45 mg/g dried weight, 브로콜리는 3.34 mg/g dried weight,

무는 3.73 mg/g dried weight, 정향은 2.80 mg/g dried weight의

총 flavonoid를 함유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들 식물에 비해

고추의 flavonoid 함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고추는 다른 식물에 비해서 높은 polyphenol 함량과

flavonoid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양한 생리활성 효

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Capsaicinoids 함량

한국산 고추의 매운맛을 나타내는 주요 성분은 지용성 물질인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에 기인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매운

맛 정도에 따라 식품 소재로의 활용도가 다양하다(3,4). 본 연구

에서는 고추의 매운맛 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capsaicin과 dihydro-

Table 3. Contents of capsaicinoids in new varieties of red pepper

Samples
CAP1)

(mg/100g
dried weight)

DHC2)

(mg/100g
dried weight)

Total3)

(mg/100g
dried weight)

CAP/
DHC4)

1 25.30±0.78 21.61±0.81 46.91±1.30 1.17

2 78.87±2.29 52.70±1.99 131.56±4.28 1.50

3 12.24±0.25 12.23±0.88 24.46±1.04 1.00

4 83.44±3.40 66.51±1.59 149.94±4.99 1.25

5 2.70±0.15 2.79±0.01 5.49±0.14 0.97

6 14.72±0.38 11.41±0.40 26.13±0.77 1.29

7 20.89±0.21 17.45±0.08 38.34±0.11 1.20

8 125.22±3.01 112.66±1.58 237.87±4.60 1.11

9 62.15±2.49 40.82±2.93 101.35±3.63 1.52

10 5.69±0.30 5.50±0.23 11.19±0.53 1.04

11 5.80±0.37 4.58±0.04 10.38±0.35 1.27

12 21.36±0.65 14.27±0.12 35.62±0.64 1.50

13 12.81±0.85 11.14±0.91 24.44±1.30 1.15

14 0.42±0.02 ND 0.42±0.02 -

15 4.27±0.34 4.22±0.37 8.49±0.69 1.01

16 4.95±0.41 3.93±0.39 9.05±0.04 1.26

17 59.96±1.92 45.02±0.21 104.97±1.70 1.33

18 3.19±0.18 3.21±0.14 6.39±0.07 0.99

19 21.10±2.31 16.69±3.14 39.24±4.96 1.26

20 63.46±1.28 43.63±1.47 107.09±2.72 1.45

21 112.98±4.99 68.11±0.16 181.08±5.16 1.66

22 70.33±1.34 49.62±0.98 119.95±2.32 1.42

23 39.36±0.83 35.96±1.70 75.31±2.54 1.09

24 1.08±0.14 2.23±0.06 3.31±0.08 0.48

Min-Max 0.42-125.22 0-112.66 0.42-237.87 0.97-1.66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or three
replicates and ND means not detected.
1)CAP: Capsaicin 
2)DHC: Dihydrocapcinsin 
3)Total: Capsaicin+Dihydrocapcinsin
4)CAP/DHC=Capsaicin: Dihydrocapcinsin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new varieties of red pepper methanol extracts.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for three
re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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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24품종의 capsaicin 함량은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0.42-

125.22 mg/100 g dried weight의 분포를 보였고, dihydrocapsaicin

함량은 검출되지 않은 품종도 있었으며, 최대 112.66 mg/100 g

dried weight의 함량을 가진 것으로 측정되어 두 물질 모두 상당

히 넓은 분포 범위를 보였다. 두 성분 함량의 합을 총 capsaici-

noids로 나타내어 비교해 본 결과, ‘품종 8’은 237.87 mg/100 g

dried weight로써, 가장 매운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품종 14’의

capsaicinoids 함량은 0.42 mg/100 g dried weight로 24품종 중 가

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의 비율

은 ‘품종 24’를 제외한 모든 품종에서 0.97-1.66로 나타나, Kim(11)

의 연구에서 보고된 0.89-1.68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신품

종 고추의 함유한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의 비율은 현재 재

배되고 있는 한국 고추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매운 맛에 대한 선호도는 국민의 식생활 문화 차이에 따라 크

게 달라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산업규격

에는 고춧 가루의 capsaicin 및 dihydrocapsaicin 합한 함량 150

mg/kg 미만일 경우 순한 맛, 150 이상-300 mg/kg 미만일 경우 덜

매운맛, 300 이상-500 mg/kg 미만일 경우 보통 매운맛, 500 이상

-1,000 mg/kg 미만일 경우 매운맛, 1000 mg/kg 이상일 경우 매우

매운맛으로 구분되었다(46). 또한 유럽의 주요 고추 생산국 헝가

리는 순한 맛은 capsaicin 10 mg% 이하, 약간 매운 맛은 20 mg%

이하, 그 이상은 매운 맛으로 분류하고 있다(1). 한국산업규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본 연구에서 분석한 신품종 24 품종 중 ‘품

종 5, 10, 11, 14, 15, 16, 18, 24’은 순한 맛, ‘품종 3, 6, 13’은

덜 매운 맛, ‘품종 1, 7, 12, 19’은 보통 매운 맛, ‘품종 23’은 매

운 맛, 나머지 ‘품종 2, 4, 8, 9, 17, 20, 21, 22’은 매우 매운 맛

으로 분류되었다.

항산화 활성

DPPH, ABTS 자유기 소거 활성능

활성산소는 세포를 공격하여 세포기능을 손상시킴으로써 산화

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암, 염증, 노화 등의 질병을 초래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에 수소 또

는 전자를 공여하기에 산화를 억제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47). 특히 고추에는 이러한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어, 실제 항산화능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고추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DPPH과 ABTS

자유기 소거 활성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는 Fig. 1과 2와 같다.

DPPH 자유 라디칼 소거활성은 1-5 mg/mL의 농도범위에서 측정

하였으며, 품종 간에 항산화능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품종 15,

16, 17, 18’은 항산화 활성이 낮았고, ‘품종 2, 4, 8, 9’는 다른 품

종에 비해 항산화 활성이 높았다. ABTS 자유 라디칼 소거활성

은 1-3 mg/mL의 농도범위에서 측정하였으며, 항산화능은 품종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DPPH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4에 고추 추출물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보다 ABTS

자유 라디칼을 소거하는 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CEAC

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new varieties of red pepper methanol extracts.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for three
replicates.

Table 4. EC
50

 values and Vitamin C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of new varieties of red pepper methanol extracts

Samples

EC 50 value1)

(mg/mL)
VCEAC2)

(mg/g dried weight)

DPPH ABTS DPPH ABTS

1 3.94±0.08 2.32±0.02 4.68±0.00 21.91±0.50

2 3.01±0.06 2.02±0.02 4.91±0.13 25.86±0.14

3 3.80±0.05 2.15±0.03 4.15±0.22 24.47±0.28

4 3.14±0.02 2.02±0.06 4.59±0.02 26.02±0.60

5 4.03±0.10 2.38±0.06 5.11±0.13 22.79±0.30

6 3.52±0.02 2.57±0.03 4.14±0.06 17.08±0.48

7 3.46±0.02 2.56±0.07 4.97±0.09 20.33±0.31

8 3.19±0.04 2.31±0.05 5.59±0.09 23.24±0.52

9 3.14±0.06 2.34±0.02 4.62±0.07 19.68±0.18

10 3.77±0.06 2.70±0.05 4.10±0.08 16.19±0.22

11 3.95±0.03 2.36±0.05 4.91±0.10 22.53±0.71

12 3.49±0.04 2.53±0.06 4.79±0.09 18.83±0.26

13 3.83±0.03 2.45±0.06 5.11±0.11 22.70±0.73

14 4.19±0.06 2.42±0.06 4.41±0.09 20.61±0.38

15 5.39±0.03 2.94±0.07 3.52±0.04 18.00±0.24

16 5.59±0.06 3.11±0.06 3.74±0.03 16.77±0.24

17 4.41±0.04 2.50±0.04 4.09±0.02 18.46±0.24

18 5.36±0.04 2.76±0.01 3.31±0.03 16.27±0.07

19 4.17±0.04 2.92±0.04 4.35±0.02 16.37±0.28

20 3.77±0.05 2.40±0.03 5.30±0.07 22.74±0.14

21 3.48±0.02 2.25±0.02 5.26±0.08 22.42±0.19

22 3.32±0.03 2.36±0.02 4.89±0.03 19.43±0.13

23 3.61±0.02 2.54±0.02 4.66±0.02 18.61±0.04

24 4.36±0.03 2.79±0.03 3.68±0.02 16.81±0.05

Min-Max 3.01-5.59 2.02-3.11 3.31-5.69 16.91-26.02

Mean±SD3) 3.91±0.71 2.49±0.28 4.54±0.60 20.34±3.08

All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mean±standard deviation) for three
replicates
1)EC50 value: Effective concentration to decrease concentration of
DPPH or ABTS radical by 50%
2)VCEAC: vitamin C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3)Mean±SD: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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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계산한 결과를 살펴보면, ABTS 측정법이 더 높은 항산화 활

성을 보였다. 이와 같이 같은 시료임에도 측정방법에 있어서 차

이가 생긴 이유는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들 간에 라디칼

을 소거하는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28).

고추의 생리활성 성분과 항산화 활성과의 관계

고추의 생리활성성분(polyphenol, flavonoid, capsaicinoids, acsor-

bic acid)과 항산화 활성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를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Polyphenol, flavonoid, capsaicinoid, ascorbic acid 함량은 DPPH,

ABTS 자유 라디칼 소거 활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내타내었다

(p<0.01). 특히, 총 polyphenol 함량은 항산화 활성과 가장 높은

양의 상관성을 나타났으며, 각각 r=0.804, r=0.701의 상관관계를

보였다(p<0.01). 이를 통해 고추의 항산화 활성이 ascorbic acid보

다 polyphenol에 의해 더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는 Jung 등(37)의 육성계통에 따른 고추의 생리활성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약용 식물이 모두 polyphenol 함량과

항산화 활성 간에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식물체 내의 polyphe-

nol 함량이 그들이 나타내는 항산화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Kim 등(48)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고추를 교배하여 육성된 신품종 고추 24

종류를 이용해 색도, ASTA 색상값을 측정하여 고추의 외적인 붉

은색 품질을 분석하고, carotenoid의 함량을 측정하여 고추의 색

상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phytochemicals 성분인

ascorbic acid, polyphenol, flavonoid 함량, capsaicinoids의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항산화 활성을 연구함으로써 신품종 고추의 특성

을 분석하고, 신품종 고추 품질의 우수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품종 간 차이가 크지는 않았으며 기존

의 국산 고추 품종과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ASTA 색상값은

116.69-249.83의 범위, 평균 173.64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carotenoid 함량이 3.19-6.11 mg/g dried

weight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값이 4.52 mg/g dried weight로 측

정되어, Kim(11) 선행연구에서 발표한 함량에 비해 높았다.

고추의 유리당 함량은 품종 간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품

종 1’이 195.54 mg/g dried weight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고추의 ascorbic acid 함량은 8.08-11.53 mg/g dried weight로,

품종별로 다양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고추는 높은 polyphenol 함

량과 flavonoid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

한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를 가질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Cap-

saicin과 dihydrocapsaicin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상당히 넓은 분

포 범위를 보였으며, 한국산업규격을 기준으로 ‘품종 5, 10, 11,

14, 15, 16, 18, 24’은 순한 맛, ‘품종 3, 6, 13’은 덜 매운 맛, ‘품

종 1, 7, 12, 19’은 보통 매운 맛, ‘품종 23’은 매운 맛, 나머지 ‘품

종 2, 4, 8, 9, 17, 20, 21, 22’은 매우 매운 맛으로 분류되었다.

DPPH와 ABTS 자유기 소거활성은 모두 농도 증가함에 따라 항

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품종 2, 4, 8, 9’는 다

른 품종에 비해 항산화 활성이 높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신품종 고추 간의 색상, 생리활성 성분 함

량 및 항산화능의 차이를 확인하였으며,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

해 기존 품종에 비해 대체적으로 품질이 향상된 품종임을 검증

하였다. 본 연구는 새로 육종한 신품종 고추의 품질 차이를 분석

하고 생리활성성분의 우수성을 확인하는 기초 연구로써, 기능성

식품소재로써의 고추의 이용 가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 자

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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