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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수출용 리카 생산을 한 이산화염소 가스 훈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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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maintain high quality and microbiological safety of paprika during storage for export, paprika samples 
after harvest were treated with 75 ppmv chlorine dioxide (ClO2) gas and stored at 8°C, which is the optimal storage 
temperature, for 30 days. ClO2 gas treatment reduced initial populations of total aerobic bacteria in samples by 1.62 
log CFU/g as well as yeast and molds by 1.45 log CFU/g compared to those of the control. During storage, weight 
loss of all samples increased, and samples treated with ClO2 gas showed lower weight loss than the control. In addition, 
total soluble solid and total phenolic conten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samples during storage, 
whereas vitamin C content and hardness of all samples decreased. Hunter L, a, and b values of paprika sampl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reatm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lO2 gas treatment can be effective 
for improving microbiological safety and maintaining high quality of paprika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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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파프리카는 비타민 A, B1, C 등이 풍부하고 carotenoids, 

phenolic compounds와 같은 phytochemical 성분의 훌륭

한 급원으로 최근 웰빙 트렌드에 부합되기 때문에 국내 소비

가 늘고 있으며, 동시에 대표적인 수출 품목으로 평가받고 

있다(1-5). 그러나 최근 파프리카의 수출은 일본에 편중되

어 있는 실정으로, 보다 안정적으로 파프리카의 수출을 도모

하기 위한 새로운 수출국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다(6,7). 

파프리카의 유통기한은 최적 저장 온도인 7~8°C에서 약 

4주로 보고되고 있으나 실제 선박 수출 시 일정한 저장 온도 

유지가 힘들고, 또한 저장 기간이 예측보다 짧아 호주, 미국 

등으로의 장거리 수출에는 어려움이 있다(7). 또한 파프리카

는 다른 농산물과 같이 수분 함량이 높아 저장성이 낮고, 흰

곰팡이와 잿빛 곰팡이 등으로 인한 부패로 인해 저장 중 품

질 저하가 야기되어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8). 

파프리카의 수출 다변화를 위한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

해 주로 modified atmosphere(MA) 포장 및 기능성 포장재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6,7), 수출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곰팡이에 의한 부패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실한 

수확 후 처리 기술이 필요하다. 파프리카의 저장 중 부패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압 CO2 처리(9) 및 1-methylcyclo-

propene(1-MCP) 처리(10) 등의 방법이 연구되었지만, 파

프리카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확 후 처리 

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산화염소는 미생물 제어에 효과적인 살균제이고(11, 

12), 기존 농산물에 사용되고 있는 염소와 비교했을 때 유기

물질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트리할로메탄 등 발암물질을 

생성하지 않으며, 넓은 pH 범위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13,14). 그리고 미국 FDA에서도 이산화염소를 

과일 및 채소의 미생물 제어 물질로 승인한 바 있다(15,16). 

또한 가스 형태의 이산화염소는 액상의 이산화염소보다 투

과성이 높아 미생물에 대해 더 높은 살균력을 가지고 있기에 

농산물의 저장, 유통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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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hoto of chlorine dioxide gas generating system.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품질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을 위

한 파프리카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확 후 

파프리카를 이산화염소 가스 훈증 처리한 후 8°C에서 저장

하면서 미생물 및 품질 변화를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파프리카는 전라북도 전주에서 실험 당일 수확한 시로코

(Capsicum annuum L. var. scirocco) 품종으로 외관상태

가 균일하고 적색으로 숙성도가 일정한 것을 선별하여 사용

하였다.

이산화염소 가스 훈증 및 저장 조건

이산화염소 가스 훈증 처리는 (주)푸르고팜(Hwasung, 

Korea)에서 제작된 이산화염소 가스 발생기(Fig. 1)를 이용

하여 20°C, 상대습도 60% 조건에서 15, 30, 50, 75, 100 

ppmv(equivalent to 0.28 ppm(18)) 농도로 각각 5, 10, 20, 

30분간 처리하였다. 처리 후 미생물 수 분석 결과를 통하여 

선정된 최적 조건으로 이산화염소 가스 농도는 75 ppmv, 

처리 시간은 30분 조건에서 훈증 처리한 것을 chlorine di-

oxide gas 처리구로, 훈증 처리하지 않은 파프리카를 대조

구로 하여 골판지 박스(300×400×180 mm, Sun Wellbe-

ing, Jeonju, Korea)에 각 처리 시료들을 포장한 후 8±1°C

에서 30일 동안 저장하면서 미생물 수 및 품질 변화를 측정

하였다.

미생물 수 측정

파프리카 시료 50 g과 0.1% 멸균 펩톤 수 200 mL를 멸균 

bag에 넣고 3분 동안 stomacher(MIX 2, AES Laboratoire, 

Combourg, France)에서 균질화시켰다. 균질화된 시료는 

0.1% 멸균 펩톤 수로 희석한 후 각각의 배지에 분주하여 

실험하였다. 총 호기성 세균은 plate count agar(PCA, Difco 

Co., Detroit, MI, USA)를 사용하여 37°C에서 2일간 배양

하였고, 효모 및 곰팡이는 potato dextrose agar(PDA, 

Difco Co.)를 사용하여 25°C에서 3일간 배양한 후 형성된 

colony를 계수하였다. 검출된 미생물 수는 시료 g당 log 

colony forming unit(CFU)으로 나타내었고,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중량감소율 및 당도 측정

파프리카의 저장 중 중량감소율은 각 시료의 초기 중량을 

측정한 후 저장 기간 중 중량 차이를 초기 중량에 대한 백분

율(%)로 나타내었으며, 10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파프리

카의 당도는 시료의 과즙을 당도계(PR-101α, Atag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5회 반복 측정한 후 °Brix로 나타내었다.

총 페놀 함량 측정

파프리카의 총 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9,20). 마쇄한 파프리카

를 1:20(w/v) 비율로 80% 메탄올에 넣고 24시간 동안 추출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추출액 100 μL에 증류수 1.5 mL, 

2 N Folin-Cioaclteu's phenol reagent 100 μL를 넣어 30

초간 혼합한 뒤, 20% sodium carbonate 300 μL를 첨가하

여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Spectrophotometer(Shimadzu 

Co., Kyoto, Japan)를 이용하여 765 nm에서 반응액의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의 검량선은 gallic acid를 사용

하여 작성하였고, 파프리카의 총 페놀 함량은 mg gallic 

acid equivalent(GAE)/100 g으로 표시하였다.

비타민 C 함량 측정

파프리카의 비타민 C 함량 분석은 HPLC(Waters, Mil-

ford, M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파프리카 시료는 

동결 건조한 후 마쇄된 시료 2 g을 10% 메타인산 용액 2 

mL에 넣고 10분간 현탁시킨 후 5% 메타인산 용액을 이용하

여 균질화하였다. 균질화된 시료 용액을 3,000 rpm에서 15

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어진 상층액을 0.2 μm PVDF filter로 

여과한 뒤 HPLC에 10 μL씩 주입하였다. HPLC 분석에 사

용된 칼럼은 Kinetex 5 μm EVO C18 100A(250×4.6 mm, 

Phenomenex Inc., Torrance, CA, USA)였으며, 이동상은 

0.05 M KH2PO4 : acetonitrile(60:40, v:v)을 1 mL/min의 

유속으로 흘려주었다. 검출기로 UV detector를 사용하여 

254 nm에서 검출하였으며, ascorbic acid를 표준물질로 사

용하여 작성한 검량선을 이용하여 mg ascorbic acid 

equivalent(AAE)/100 g으로 표시하였다.

경도 측정

경도는 파프리카를 1×1 cm로 일정하게 자른 후 직경 5.0 

mm probe가 장착된 texture analyser(TA/XT2, Stable 

Microsystem Ltd., Godalming, UK)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측정하였다. Texture profile analysis(TPA) test는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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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in the populations of microorganisms in paprika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hlorine dioxide gas
(unit: log CFU/g)

Microorganism Time1) 
(min)

ClO2 gas concentration (ppmv)
15 30 50 75 100

Total aerobic 
bacteria

0
5
10
20
30

4.66±0.26Aa2)

4.63±0.11Aa

4.57±0.27Aa

4.42±0.27Aa

4.41±0.21Aa

4.66±0.26Aa

4.35±0.30ABab

4.27±0.25ABa

4.14±0.11ABab

3.81±0.37Bab

4.66±0.26Aa

3.90±0.34Bbc

3.86±0.12Bb

3.83±0.14Bbc

3.73±0.17Babc

4.66±0.26Aa

3.74±0.28Bc

3.55±0.09Bbc

3.52±0.13Bc

3.52±0.31Bbc

4.66±0.26Aa

3.51±0.11Bc

3.48±0.08Bc

3.39±0.14Bc

3.07±0.16Bc

Yeast and molds

0
5
10
20
30

3.51±0.26Aa

3.28±0.15ABa

3.11±0.43ABa

2.78±0.19Ba

2.73±0.26Ba

3.51±0.26Aa

2.64±0.11Bb

2.60±0.27Bab

2.44±0.25Bab

2.40±0.48Bab

3.51±0.26Aa

2.44±0.18Bb

2.41±0.38Bab

2.35±0.32Bab

2.10±0.35Bab

3.51±0.26Aa

2.34±0.21Bbc

2.15±0.21Bab

2.06±0.32Bab

1.77±0.15Bab

3.51±0.26Aa

2.06±0.10Bc

1.70±0.00Bb

1.70±0.00Bb

1.70±0.00Bb

1)Time: time for the treatment of chlorine dioxide gas.
2)Any means in the same column (A,B) or row (a-c)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Table 2. Change in the populations of microorganisms in paprika during storage at 8°C             (unit: log CFU/g)

Microorganism Treatment1) Storage time (day)
    0     1     5    10    15    20    25    30

Total aerobic 
bacteria

Control
ClO2 gas

4.72±0.27Aa2)

3.10±0.29Ba
4.61±0.16Aa

3.06±0.26Ba
4.62±0.23Aa

3.07±0.27Ba
4.64±0.20Aa

2.92±0.18Ba
4.88±0.14Aa

2.95±0.17Ba
4.79±0.18Aa

3.02±0.24Ba
4.76±0.23Aa

3.38±0.08Ba
4.73±0.12Aa

3.36±0.23Ba

Yeast and 
molds

Control
ClO2 gas

3.21±0.26Aa

1.76±0.11Ba
3.40±0.22Aa

1.82±0.12Ba
3.34±0.22Aa

1.90±0.17Ba
3.37±0.22Aa

2.05±0.07Ba
3.30±0.23Aa

1.59±0.16Ba
3.37±0.23Aa

1.77±0.15Ba
3.40±0.16Aa

1.70±0.00Ba
3.58±0.26Aa

1.98±0.49Ba

1)Control, no treatment; ClO2 gas, chlorine dioxide gas.
2)Any means in the same column (A,B) and row (a)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P<0.05) different.

test speed 5.0 mm/s, test speed 5.0 mm/s의 속도로 두께

의 70% 깊이까지 도달했을 때 얻은 최대값을 hardness(N)

로 나타내었다.

색도 측정

파프리카의 색도는 색차계(CR-400 Minolta Chroma 

Meter, Konica Minota Sensing Inc., Tokyo, Japan)를 사

용하여 Hunter L, a, b 값을 각 시료 표면을 10회 반복 측정

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이때 사용된 표준 백

판의 L, a, b 값은 각각 L=96.72, a=-0.14, b=2.06이었다. 

또한 Hunter L, a, b 값을 사용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총색차

(total color difference) 값을 계산하였다.－

ΔE=[(Lsample－Lcontrol)
2+(asample－acontrol)

2+(bsample－

bcontrol)
2]1/2

관능평가

저장 중 파프리카의 품질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관능평가 

경험이 있는 패널 9명으로 시료의 외관적 상태(appear-

ance), 색(color), 냄새(odor), 경도(firmness), 신선도(fresh-

ness)와 종합적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한 관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구 및 대조구 시료

에 대한 평점은 9점 기호척도법(9~8점, 매우 좋음; 7~6점, 

좋음; 5~4점, 보통; 3~2점, 나쁨; 1점, 매우 나쁨)을 사용하

여 평가하였다.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최소 3회 이상 반복 수행하였고, 결과는 평균

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본 실험의 통계적 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0.05 수준에

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저장 중 미생물 수 측정

수확 후 파프리카 시료에 다양한 농도의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를 처리 시간에 따라 미생물 수를 분석한 결과(Table 1) 

100 ppmv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으나, 처리 농도 및 미생물 

수 감균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적 이산화염

소 가스 훈증 처리 조건으로 75 ppmv에서 30분 처리로 정

하였다. 선정된 조건에서 이산화염소 처리한 후, 8°C에서 30

일 동안 저장하면서 총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 수 변화

를 측정하였다(Table 2).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된 파프리카

의 총 호기성 세균 수는 3.10 log CFU/g으로 대조구와 비교

하였을 때 1.62 log CFU/g의 미생물 수 감소를 보였다. 이

러한 결과는 상추에 Salmonella, Escherichia coli O157: 

H7, Listeria monocytogenes 접종 후, 4.1 ppm의 이산화

염소 가스를 30.8분 처리하였을 때 1.58 log CFU/g의 미생

물 수 감소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21). 그러나 

피망에 E. coli O157:H7 접종 후 1.24 ppm의 이산화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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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in weight loss of paprika during storage at 8°C.
●: control, ▲: ClO2 gas treatment. Bars represent standard devia-
tion.

가스를 20~23°C, 상대습도 90~95%에서 30분 처리하였을 

때 6.45 log CFU/g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22)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이산화염소 가스의 미생물 저해 효과

가 상대습도, 온도, 가스 농도와 생성 방법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23,24). 특

히 상대습도가 높아질수록 이산화염소 가스의 미생물 제어 

효과도 높아지는데, Han 등(25)은 피망에 E. coli O157:H7 

접종 후 15°C에서 상대습도를 55%에서 95%까지 달리하여 

0.3 ppm의 이산화염소 가스를 처리하였을 때, 55% 상대습

도와 비교하여 95% 상대습도에서 약 2 log CFU/g 더 많은 

미생물 수 감소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산

화염소 가스 처리 시 대상 농작물에 적합한 온도, 상대습도 

등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

서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에 의한 총 호기성 세균의 저해 효과

는 저장 기간 동안에도 지속되었다. 저장 15일 후 대조구의 

미생물 수가 4.88 log CFU/g을 나타낸 반면에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구는 2.95 log CFU/g으로 1.93 log CFU/g의 미

생물 수 감소를 보였고, 저장 30일 후에는 1.37 log CFU/g

의 미생물 수 감소를 나타내어 이산화염소 가스 훈증 처리가 

저장 중 파프리카의 총 호기성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파프리카의 저장 중 효모 및 곰팡이 수의 경우에도 총 호

기성 세균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2). 파프

리카의 저장 초기 대조구의 경우 3.21 log CFU/g이었으나, 

처리구는 1.76 log CFU/g으로 1.45 log CFU/g의 미생물 

수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는 Mahmoud 등(26)이 딸기에 5 

ppm의 이산화염소 가스를 상대습도 90~95%에서 처리하

였을 때 효모 및 곰팡이가 약 2 log CFU/g 미만으로 감소되

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미생물 감소 수준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 농도, 처리 온

도 및 상대습도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저장 초기의 효

모 및 곰팡이에 대한 이산화염소 가스에 의한 감소 효과는 

저장 중에도 유지되었는데, 저장 7일 후 대조구가 3.30 log 

CFU/g을 나타낸 반면에 처리구는 1.59 log CFU/g으로 

1.71 log CFU/g의 감균 효과를 보였으며, 저장 30일 후에는 

1.60 log CFU/g의 미생물 수 감소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

로부터 이산화염소 가스 훈증 처리가 수확 후 파프리카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처리 기술이

라고 판단된다. 

중량감소율 변화

대조구와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된 파프리카를 8°C에서 

저장하면서 중량감소율 변화를 조사하였다(Fig. 2). 이산화

염소 가스 처리 여부와 상관없이 저장 5일까지는 약 1.3%로 

동일한 감소율을 나타내었으나 저장 10일 후부터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여 저장 30일 후에는 대조구가 8.91%, 처리

구가 7.83%로 1.08%의 중량감소율 차이를 나타내었다. 농

산물의 저장 중 중량감소는 호흡을 통한 대사 작용에 기인한

다고 알려져 있다(27,28). Jin-hua 등(15)의 연구에서 green 

bell pepper에 이산화염소 가스를 처리하였을 때 저장 10일 

후부터 대조구와 비교하여 호흡률이 큰 차이를 나타내었는

데, 이는 이산화염소 가스가 피망, 파프리카와 같은 고추과 

농작물의 호흡률을 낮추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으며, Wu 

등(29)도 litch fruit에 80 ppm의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 시 

호흡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과일 및 

채소와 같은 농산물의 경우 수확 후 대사 작용을 통해 수분

손실, 중량감소, 신선도 저하로 저장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3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산화염소 가스는 파프리카의 호흡을 억제하여 장

기 선박 수출 시 파프리카의 중량감소율을 낮출 수 있고, 동

시에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처리 방법이라고 판단

된다. 

저장 중 품질 변화

파프리카에 이산화염소 가스 훈증 처리 후 저장 중 당도, 

총 페놀 함량, 비타민 C 함량 및 경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Table 3). 파프리카의 저장 중 당도와 총 페놀 함량은 처리

구에 상관없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러한 경향은 저장 

30일까지 유지되었다. Choi 등(31)은 방울토마토에 5, 10 

ppm의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 후 저장 온도 5°C에서 7일간 

저장하면서 당도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대조구와 비교하였

을 때 처리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Jin-hua 등(15)의 연구에서도 green bell pepper에 0, 5, 

10, 20, 50 ppm의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 후 40일의 저장 

기간 동안 당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처리에 따른 차이 

또한 나타내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비타민 C 

함량과 경도의 경우에도 처리구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으나 저장 중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비타민 C 함량

의 경우 저장 초기 대조구는 137.5 mg AAE/100 g, 처리구

는 132.5 mg AAE/100 g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비타민 C가 산화작용에 의해 분해되는 특성으로 강산화제

인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에 의해 대조구와 비교하여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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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된 것이라고 판단된다(15). 그러나 염소 성분은 저장 

중 식품 내 비타민 C 함량 감소를 늦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15), 이러한 효과가 저장 15일 후부터 나타

나기 시작하였고, 저장 30일까지 대조구와 처리구 모두 약 

107~108 mg AAE/100 g의 비타민 C 함량을 유지하여 처

리구의 총 페놀 함량과 비타민 C 함량 모두 대조구와 비교하

여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파프리카의 저장 초기 경도는 대

조구와 처리구 모두 약 156 N으로 동일하였으며, 저장 30일 

후에는 각각 28.8 N, 27.5 N이 감소되어 대조구 127.4 N, 

처리구 128.8 N을 나타내었다. Silveira 등(32)은 멜론에 

3 ppm의 이산화염소 가스를 처리하여 7일 동안 저장하면서 

경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대조구는 저장 초기와 비교하여 

66%,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구는 61% 경도가 감소되어 이산

화염소 가스의 처리로 멜론 껍질의 연화가 약간 지연되었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이산화염소 가스 훈증 처리는 저장 중 파프리카의 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색도 변화

이산화염소 가스 훈증 처리 후 파프리카의 색도는 색차계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Hunter L, a, b 및 ΔE 값은 Table 

4와 같다. 파프리카의 L, a, b 및 ΔE 값은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저장 초기 대조구의 L, 

a, b 값은 각각 30.75, 23.27, 11.38이었으며, 처리구는 각

각 30.82, 23.27, 11.41이었다. 또한 30일 동안의 저장 중에

도 Hunter 색도 값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총색차를 나

타내는 ΔE 값도 모두 약 0.35로 저장 중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Mahmoud 등(26)은 딸기에 0.5~5 ppm의 이산화염

소 가스를 처리하였을 때 색도 변화를 야기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Choi 등(31)의 연구 결과에서도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가 저장 7일 동안 방울토마토의 색도에 영향을 끼

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로부터 

이산화염소 가스 훈증 처리는 파프리카의 외관적 색도 값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 처리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관능평가

파프리카의 저장 중 품질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외관적 

상태, 색, 냄새, 경도, 신선도와 종합적 기호도를 9점 기호척

도법으로 조사하였다(Table 5). 대조구와 처리구 모두 저장 

초기에는 약 8.8점으로 모든 관능적 품질 지표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조구와 처리

구에서 모든 지표의 관능 점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저장 10일 후부터 처리구의 각 관능적 품질 지표가 대조

구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저장 30일 

후에는 모든 평가 항목에서 약 1.2점 이상 높은 점수를 나타

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Kang 등(14)이 치콘에 50 ppm 이산

화염소수 처리 후 11일 동안 저장하면서 외관, 냄새, 종합적 

기호도를 평가하였을 때, 저장 11일 후 대조구와 비교하여 

처리구가 모두 약 1점 이상 더 높은 점수를 얻은 결과와 유사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외관적 상태, 신선도, 종합적 

기호도에 있어서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더 높은 점수를 보여, 

이산화염소 가스 훈증 처리가 파프리카의 관능적 품질을 유

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요   약

고품질 수출용 파프리카 생산을 위한 파프리카의 미생물학

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 유지를 위해 75 ppmv 이산화염

소 가스 훈증 처리 후 8±1°C에서 30일 동안 저장하면서 

미생물 수 및 품질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산화염소 가스 훈

증 처리 후 총 호기성 세균과 효모 및 곰팡이 수는 대조구와 

비교하여 각각 1.62, 1.45 log CFU/g의 미생물 수 감소를 

보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저장 30일 동안 지속되었다. 파프

리카의 중량감소율은 저장 중 대조구와 처리구 모두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저장 30일 후 처리구가 대조구보다 

1.08% 더 낮게 유지되었다. 저장 중 당도, 총 페놀 함량, 비타

민 C 함량 및 경도는 이산화염소 가스 처리 유무와 상관없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당도와 총 페놀 함량은 저장 기간 

동안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비타민 C 함량과 경도는 

저장 중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산화염소 가스 

훈증 처리는 파프리카의 Hunter 색도 값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관능평가에 있어서도 외관적 상태, 신선도, 

종합적 기호도 측면에서 대조구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수확 후 파프리카에 75 ppmv 이산화염

소 가스 훈증 처리는 저장 중 파프리카의 품질 변화를 최소

화하면서 미생물학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

확 후 기술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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