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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고추는 2012년을 기준으로 농산물 중 미곡 다음으로 많은 18,708억

원을 생산하는 채소 작물로서 고추 및 고춧가루와 관련된 식품 산업의

규모는 연간 3조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고춧가루를 원료로 하는 김치,

고추장 등과 같은 우리의 전통 식품은 세계 각국에 활발히 수출되고 있

으며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았던 외국인들도 점차 한식의 매운맛을 선호

하며 찾고 있는 추세이다.

고춧가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매운맛(capsaicinoids 함

량), 단맛(당 함량) 및 ASTA(American Spice Trade Association) 색상,

표면색도, 입도 크기 등은 중요한 품질 인자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균일

하고 규격화된 고춧가루 제품의 생산은 소비자에게 만족감과 신뢰감을

주게 된다.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의 함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HPLC(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와 같은 화학 분석 장

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방법들은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분석시간

이 장시간 소요되며 전문적인 운영자에 의해서만 측정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Capsaicinoids 함량 측정과 관련되어 기존 화학 분석법을 대체하기

위해 carbon nano-tube, 전자코, 초음파, 자외선(ultra violet; UV) 및 근

적외선(near-infrared; NIR) 분광법 등이 시도되었지만 정확성과 재현성

을 확보할 수 없었기에 일선 고춧가루 가공공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파장대역이 400 ∼ 1000 nm인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분광법(visible and near-infrared spectroscopy; VNIRS)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색상 및 당 함량을 실시간·비

파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온라인 품질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2) 해

당 파장대역에서의 capsaicin의 흡수 파장을 구명하고, (3) capsaicinoids

함량과 색상 값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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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스펙트럼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고춧가루 투입부

(sample input unit), 고춧가루 표면을 균일하게 성형해주는 고춧가루

표면 균일화부(sample surface leveler), 이송 컨베이어(conveyor/

sample transfer unit), 자동 레퍼런스 측정장치(automated reference

measuring unit), 광 조사부(light illumination) 및 검출부(detector),

텅스텐-할로겐램프(100 W), charged-couple device(CCD) 분광센서부,

배출부(sample output unit), 시스템 제어와 데이터 획득을 위한 컴퓨

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고춧가루 시료내에서

태좌 부위의 위치나 분포에 따라 capsaicinoids 함량의 편차가 크게

발생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춧가루 표면을 균일화하고 연속적

으로 스캐닝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스펙트럼을 확보하

고자 하였다. 고추에서 태좌 부위는 무게 비율로는 전체 무게의 3 ∼

4%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capsaicinoids 함량은 무려 97%이상이 집중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2.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정량법인 HPLC 분석법에 있어서 표본

으로 추출된 고춧가루의 태좌 함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시료 내에서 1 g씩 3지점에서 샘플링한 시료를 각각 3회씩 추출하

여 총 9개의 추출액을 HPLC로 정량화하였다. 9회 측정에 대한

capsaicinoids 함량의 표준편차는 ±0.64 ㎎/100 g으로 정확성과 재현성

있는 분석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3. VNIR 파장대역인 400 ∼ 1000 nm에서 고춧가루 매운맛 주성분인

capsaicin의 흡수 파장대역을 구명하기 위해서 순수 capsaicin 분말과

용액에 대한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1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capsaicin 분말은 OH의 2차 배음대에 해당되는 938 nm에서 최대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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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했으며 capsaicin 용액은 CH의 3차 배음대에 해당되는 ROH,

CH, CH2 및 CH3와 연관되는 900 nm 대역에서 최대 흡수 피크가 관찰

되었다.

4. Capsaicinoids의 함량과 색차계로 측정한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에 대한

색상 값들(L, a, b, R, G, B 등)중에서 적색도 a 값의 상관계수가 0.786으

로 가장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B와 a2/b의 색상 정보를 독립변수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다중선형회귀모델에서 RV
2와 SEP는

각각 0.805 및 14.56 ㎎/100 g으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5. Capsaicinoids 함량, L, a, b 표면색도 값, ASTA 색상 값 및 당 함량

예측을 위해 PLSR(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모델을 적용하였

다.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으로 획득한 스펙트럼 데이터는 평균값 정규

화, 최대값 정규화, 범위 정규화, 1차 및 2차 미분(Savitzky-Golay

derivatives), SNV(standard normal variate), 다분산보정(multiplicative

scattering correction; MSC), 평활화 및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하여 예

측 성능이 우수한 최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5-1. VNIRS를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은 시료 종

류 및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1) 매운 정도가 다른 두 종류의 고춧가루를 11수준의 무게 비율로 혼

합하여 조제한 고춧가루를 다시 입도 크기별로 3수준으로 분리한

총 33개의 고춧가루를 대상으로 PLSR 모델을 개발하였다.

Capsaicinoids 함량 예측 결과에서 입자 크기나 스펙트럼 전처리 종

류에 상관없이 RV
2은 0.929 ∼ 0.991, SEP는 4.50 ∼ 12.98 ㎎/100 g

그리고 RPD(실측값의 표준편차/SEP)는 3.71 ∼ 10.17로서 전체적으

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2) 전국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를 대상으로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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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PLSR 모델들은 몇 개의 전처리를 제외

하고는 입자 크기와 지역에 상관없이 양호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이때 RV
2 = 0.678 ∼ 0.985, SEP = 0.87 ∼ 14.87 ㎎/100 g 및 RPD

= 0.88 ∼ 7.94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3) 개발된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급별

capsaicinoids 함량 판정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예측 정확도는

87.72%(7/57)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품질 측정 시스템은 고춧가루의

실제 등급화 공정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2. 고춧가루의 색상 분포 특성과 PLSR 모델을 이용하여 색상 값을

예측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괴산 고춧가루 시료 40개의 L, a 및 b

값들의 범위는 각각 10.73 ∼ 35.44, 7.29 ∼ 30.30 및 1.19 ∼ 29.58

로서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괴산 지역 시료들의 변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입도별로 분리된 영양 고춧가루 시료 24개의 L, a 및

b 값은 각각 28.07 ∼ 34.50, 29.03 ∼ 35.85 및 15.22 ∼ 21.38로서

좁은 범위 내에서 분포하고 있어 색상 품질이 균일한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으며 입도가 작을수록 색상 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VNIRS를 이용하여 괴산 지역에서 생산된 입도별 고춧가루 시료

40개를 대상으로 표면색도 L, a 및 b 값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PLSR 모델 중에서 가장 양호한 예측 성능은 L 및 a 값은 1차 미분

전처리, b 값은 2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경우였다. 교차 검증법을

이용하여 개발 모델을 검증한 결과에서 L 값의 RV
2 = 0.977, SEP =

1.37, RPD = 6.50, a 값의 RV
2 = 0.980, SEP = 1.21, RPD = 7.02이었

으며 b 값은 RV
2 = 0.979, SEP = 1.13, RPD = 4.77로서 가장 양호한

성능을 나타냈다.

(3) 괴산 시료 24개에 대한 ASTA 색상 값 예측에 있어서는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한 PLSR 모델이 RV
2 = 0.718, SEP = 4.46, R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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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로서 다소 낮은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5-3. 고춧가루의 당 함량 분포 특성과 PLSR을 이용하여 당 함량을 예

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의 당 함량은 11.80 ∼ 19.88

g/100 g 이었으며, 당 종류별 함량은 fructose 7.49 ∼ 11.92 g/100

g, glucose 3.03 ∼ 6.85 g/100 g, sucrose 0.25 ∼ 1.6 g/100 g 범위

로 나타났다.

(2) 전체 고춧가루 입도에서 획득된 스펙트럼을 대상으로 개발된

PLSR 모델의 검증 성능에서는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한 모델이 가

장 양호했으며 이때 RV
2 = 0.697, SEP = 1.31 g/100 g, RPD = 1.78

로서 입도별 예측 성능에 비해 양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현장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입도별로 당 함량

예측모델을 개발한다면 예측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
주요어 :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분광법, 고춧가루, 온라인,

capsaicinoids 함량, 색상, 당 함량

학 번 : 2006-3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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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추(Capsicum annuumvar. Longum)는 가지과 식물(Solanaceae

plant)에 속하는 1년생 초본으로 원산지는 남아메리카로 알려져 있으며

열대에서 온대에 걸쳐 널리 재배되고 있다. 고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미성(辛味性) 향신 조미료로서 약 400년 전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입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식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추는 붉게 숙성된 홍고추를 수확하여 생식하기도 하고 이를 건조

한 건고추의 형태로 이용하거나 건고추를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사용하는

고춧가루 그리고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액상으로도 이용하기도 한다. 또

한 숙성되기 전인 풋고추 상태로 많이 이용되며 홍고추는 고추튀김, 무

침, 장조림, 물김치, 다진 양념, 양념장 등의 반찬용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다양하게 고추를 소비하고 있으며 건고추는 1

인당 연간 4.0 kg, 풋고추는 3.7 kg을 소비하여 고추 소비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라 고추 재배 농가와 재배면적이 감소

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고추는 농산물 중에서 미곡 다음으로 가

장 높은 생산액(18,708억원, 2012)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 중에서는 가

장 높은 농가 소득원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고추와 관련된 식품산업의 규모는 3조원에 달하며 고춧가루를 원료로

하는 김치는 2012년에 106.6백만불을 수출해 전 세계적으로는 전년도 대

비 1.9% 증가하였고 특히 미국, 홍콩 등에서는 각각 전년대비 38.6, 36.2%

의 성장을 보였다. 고추장 제품도 세계 76여 개국에 23.7백만불을 수출해

8.7%이상의 증가를 보이며 한식 세계화에 힘입어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농수산물유통공사, 2013). 이렇듯 고춧가루를 원료로 하는 김

치, 고추장 등과 같은 우리의 전통 식품이 세계 각국에 수출되면서 매운맛

에 익숙하지 않았던 외국인들도 점차 우리의 매운맛을 찾고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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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치, 고추장 등 전통식품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록되었

으며 최근에는 미국 건강잡지를 통해 김치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

되면서 한식의 국제적 인지도 및 세계화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고춧가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매운맛(pungency)은 고추 종자가

매달려 있는 태좌나 격벽 조직에서 발현되는 capsaicin으로 불리는 천연

물질 때문이며 무색의 휘발성 화합물이다. Capsaicin은 식욕을 증진시키

고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에서는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도 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항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내에서 재배되는 고추의 당도(sweetness)는 외국산 고추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으며, 당도가 높은 고춧가루일수록 김치나 매운 음식

의 양념으로 인기가 좋다. 고추의 품질은 매운맛과 단맛이 적절하게 조화

가 된 것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손숙미 등 1995; 박세원 등, 2003).

고춧가루의 매운맛과 단맛이 성분에 의한 품질 평가 요소라면 색상은

외관적 품질 평가 요소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건고추나 고춧가

루 구매 시에 첫 번째 선택기준으로 색깔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고춧가루의

선호하는 색깔은 선홍색, 적색, 검붉은색, 적갈색 등의 순으로 알려져 있다

(장길수 등, 2007). 이처럼 고춧가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매운맛,

당도 및 색상은 중요한 품질 인자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균일하고 규격화된

고춧가루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만족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고춧가루를 원료로 하는 김치, 고추장 등과 같은 전통식품을 표준화

하고 세계화하는데도 규격화된 고춧가루 제품의 생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식 및 고추 가공식품의 세계화와

우리나라 전통 맛의 표준화를 위하여 2010년도에 고추장의 매운맛을 5단

계로 구분하여 고시하였으며 고추장의 주원료인 고춧가루에 대한 매운맛

등급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기존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가공공장에서 매운맛, 단맛 및 색상과 같

은 품질 인자들은 주로 시각, 후각, 미각 등을 이용하는 관능 검사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간편하지만 측정자마다 주관적인 판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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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어 규격화되고 정량화된 고춧가루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일

부 가공공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실험실에서 화학 분석장비를 이

용하여 고춧가루의 품질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분석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며 전문적인 운영자에

의해서만 측정할 수 있기에 고춧가루 가공공장이나 고추 가공식품 공정

에 적용하여 고춧가루 제품의 규격화나 등급화를 위한 장치로 이용하기

가 어려웠다.

이와 같이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는 고춧가루 품질을 신속하고 편리

하게 측정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매운맛, 단맛, 색상 등의 품질 정보를

표시해주거나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제품으로 출고하기 원하지만 현존하

는 측정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측정 방법에 대한 기술의 개

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고춧가루 매운맛의 경우에는 일부 제품 포장

지의 겉면에 매운맛을 등급별로 표기하여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 매운맛

정도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제품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된다.

식품이나 농산물에 대한 내부 또는 외부 품질을 실시간으로 판정하

기 위한 비파괴 측정기술인 근적외선 분광법(NIRS; near infrared

spectroscopy)은 가시광선(VIS; visible) 및 적외선(IR; infrared) 중간에

존재하는 광을 시료에 조사하여 흡수되는 정도를 분석하는 기술로서

NIR 파장대역은 700 ∼ 2500 ㎚이며 VIS 영역인 400 ∼ 700 ㎚를 포

함하기도 한다. NIRS는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의 Karl Norris에 의해

개발된 NIR 분광분석법은 곡류나 종자의 수분측정을 위해 특별히 설계

된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700 ～ 2400 nm 파장대역에서 NIR 투과스펙

트럼을 얻은 것이 최초였다(Norris와 Hart, 1965). 그 이후로 다양한 식

품과 농산물의 품질 계측에 적용되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NIRS는 대

부분 시료에 대해서 전처리 필요 없거나 최소로 요구되며 분석 시간이

짧고 비파괴·비접촉 방식으로 농식품의 품질 검사에 적합한 장점을 가지

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과, 배, 감귤, 복숭아 등과 같은 과실의 실시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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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당도 측정을 위해 NIRS를 이용한 온라인 비파괴 선별 시스템이 개

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NIRS를 이용하여 고춧가루 매운맛 주성분인

capsaicinoids 함량을 비파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

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고춧가루의 물리

적 특성인 태좌의 분포로 인해 시료를 채취하는 위치에 따라 매운맛 차

이가 발생되는 현상과 상용 분광분석 장비의 제한적인 사용으로 인해 재

현성 있는 결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장대역이 400 ∼ 1000 ㎚인 가시광선 및 근적

외선(visible and near-infrared; VNIR) 분광기술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매운맛, 단맛, 색상 등과 같은 품질인자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을 제작하고 품질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VNIR 파장대역에서의 순수 capsaicin 분말 및 용액에 대한 흡광 스

펙트럼을 획득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해석하여 고춧가루 매운맛 예측

가능성을 제시한다.

2. 안정적인 VNIR 흡광 스펙트럼을 확보하기 위해 고춧가루 표면을 균일

화하고 연속적으로 스캐닝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

스템을 개발한다.

3.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에서 측정한 VNIR 흡광 스펙트럼과

capsaicinoids 함량 및 색상 정보와의 상관관계를 구명한다.

4. 개발된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입도 및 생

산 지역별 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새로운 시료

에 대해서 등급별 매운맛 판정 성능 시험을 수행한다.

5. 개발된 품질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표면색도 및 ASTA

색상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전국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당

함량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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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고춧가루 품질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고춧가루의 품질 평가 지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크게 내부 성분에 대한 품질과 물리적 특성으로 결정되는

외관 품질로 정의할 수 있다.

이현덕(1992)과 정주호(1994)는 내부 품질 인자로서 매운맛과 관련

되는 capsaicinoids 함량, 비타민 A 및 C, 당 함량이 포함되고 색상, 입

도, 수분 함량 및 위생성 등은 외관 품질 인자를 결정하는 지표라고 제

시하였다.

권오열(2006)은 색상, 매운맛, 입자크기, 수분함량 및 위생성을 고춧

가루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제시하였다. 임용래 등(2012)는

주요 품질의 인자로서 매운맛 성분인 capsaicin 및 dihydrocapsaicin의

함유량이 가장 중요하며 색도와 관련되어서는 품종과 성숙도를 나타내는

carotenoid 성분인 capsanthin의 함량으로 제시했으며 단맛은 유리당의

함량이 품질을 대표한다고 제시하였다.

공식적으로 지정한 고추와 관련된 품질 규격은 고춧가루의 원료가

되는 건고추(마른 고추)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NAQS)에서 규정

한 검사기준과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에서 고

시한 고춧가루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있다. NAQS(2012)에서 정한 건고

추의 품질 규격에서는 색택에 대해서는 ‘특’, ‘상’, ‘보통’의 3단계로 구분

하였으며 ‘특’ 은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선홍색 또는 진홍색으로서 광택

이 뛰어난 것’으로 정의했으며, ‘상’ 등급은 ‘품종고유의 색택으로 선홍

색 또는 진홍색으로서 광택이 양호한 것’으로 하였으며, ‘보통’은 ‘특·상

에 미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KS 규격(2008)에서 정한 고춧가루의

품질 규격에 있어서는 입도별로 ‘굵은 고춧가루’, ‘보통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로 분류하였으며 각 입도별로 capsaicin 함량이 42.3 ㎎/1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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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것은 ‘매운맛’으로 하고 그 미만은 ‘순한 맛’의 2단계로 구분하였

다.

이러한 품질규격에 대해서 장길수 등(2007)은 일부 항목에 대해 개

선되어야할 사항을 연구 결과로서 제시하였다. 고춧가루 기준에 있어서

매운맛의 등급은 2단계이지만 소비자는 3 ∼ 4단계 이상을 선호하고 있

으며 매운맛 표시나 수치화를 요구했으며 객관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

은 고춧가루의 색도 항목에 대한 수치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외의 고춧가루 품질규격에 대해서는 미국과 헝가리에서 규정을 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색상과 관련해서 미국양념무역협회

(American Spice Trade Association; ASTA)에서 정한 ASTA 색상 값

을 사용하고 있으며 등급 범위는 5 ∼ 6단계로서 70 ∼ 160의 값이 해당

되며 매운맛은 7등급으로 capsaicin 함량 범위가 31.3 ∼ 375.0 ㎎/100 g

으로 하였으며 입도는 2 ∼ 3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ASTA 색상 값은 4등급이며 매운맛은 3등급(10 ㎎/100 g이하, 10 ∼ 20

㎎/100 g, 20 ㎎/100g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분은 10 ∼ 12%정도

로 지정하고 있다.

2.1.1. 고춧가루의 매운맛 성분

고추에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을 통칭하여 capsaicinoids라고 부르며

다양한 포화(saturated) 또는 불포화아마이드(unsaturated amide) 화합물

의 혼합체이다. 이러한 매운 맛은 미각(taste)이라기보다는 미각 신경을

강하게 자극할 때 형성되는 통각(pain feeling)으로 볼 수 있다.

고추의 capsaicinoids 성분 중에서 capsaicin(C18H27NO3)과

dihydrocapsaicin(C18H29NO3)은 전체 매운맛의 80 ∼ 90%를 차지하고 있

으며 그 외에 nordihydrocapsaicin(C17H27NO3), homocapsaicin(C19H29NO3),

homo-dihydrocapsaicin(C19H31NO3) 등의 동족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Bennett와 Kirby, 1968). 고추 내에서 capsaicinoids 함량은

capsaicin을 100으로 볼 때, dihydrocapsaicin 63, nordihydrocapsaici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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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capsaicin 5, homodihydrocapsaicin 3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 함량에 따라 고춧가

루의 매운맛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Todd 등, 1977; 권오열, 2006).

표 2-1은 고추 내에 포함되어 있는 capsaicin, dihydrocapsaicin,

nordihydrocapsaicin, homocapsaicin 및 homodihydrocapsaicin의 5가지

성분에 대한 화학 구조와 분자식이다. 표에서와 같이 capsaicin은 분자식

이 C18H27NO3이고 분자중에 vanillin기를 가지고 있으며 capsaicinoids 계

열은 모두 vanillylamine을 공통 구조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각종 지방산

이 아미노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Chemical type Chemical structure Molecular formula

Capsaicin C18H27NO3

Dihydrocapsaicin C18H29NO3

Nordihydrocapsaicin C17H27NO3

Homocapsaicin C19H29NO3

Homodihydrocapsaicin C19H31NO3

Table 2-1 Chemical types of capsaicinoids in red-pepper and their 

structure and molecular formula

고추에 있어서 capsaicinoids 성분은 태좌에서 생성되며 품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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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이 부분에 집중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과피와 종

자에도 일부 capsaicinoids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나라 고추의 경우 capsaicin 함량은 꽃이 피고 열매로 된 후에

계속 증가하다가 6 ∼ 8주경에 최고로 높고 완전히 붉은색으로 되는 8주

경부터는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변선과 강근옥, 1985).

2.1.2. 고춧가루의 색상 성분

고춧가루의 외관 품질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인 색상을 나타

내는 성분은 carotenoids으로서 붉은색 색소인 capsanthin(C40H56O3)과

capsorubin(C40H56O4)이 전체의 80 ∼ 85%이며 노란색 색소인 β

-carotene(C40H56O2)과 cryptoxanthin 등이 15 ∼ 20% 함유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Shuster와 Lockhart, 1954; Curl, 1962; 이현덕, 1992).

표 2-2는 고추 carotenoids류의 주요 색소인 capsanthin, capsorubin, β

-carotene, cryptoxanthin에 대한 화학구조와 분자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붉은색 색소인 capsanthin과 capsorubin은 유일하게 Capsicum종의

고추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추의 carotenoids 함량은 성숙도에 따라서 성분의 변화가 발생되

며 풋고추 단계에서는 lutein과 β-carotene이 대부분이며 고추 과실이

붉게 되는 시점에서부터 붉은색 색소인 capsanthin, capsorubin 및 β

-carotene 등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성우,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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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type Chemical structure Molecular formula

Capsanthin C40H56O3

Capsorubin C40H56O4

β-carotene C40H56O2

Cryptoxanthin C40H56O

Table 2-2 Chemical types of carotenoid in red-pepper and their 

structure and molecular formula

2.1.3. 고춧가루의 당 성분

고추의 당 성분 분석에 대한 연구는 외국보다 국내에서 더 많이 연

구 되었는데 이는 국내산 고추가 외국산에 비교하여 당 함량이 높고 소

비자들이 고추를 구매 시에 매운맛과 단맛이 적절하게 조화된 고추를 선

호하기 때문이다.

한국산 고추에 함유되어 있는 유리당의 종류로는 fructose(C6H12O6),

glucose(C6H12O6), sucrose(C12H22O11), maltose(C12H22O11), lactose(C12H22O11)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환원당인 fructose, glucose가 전체 당 함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현덕, 1992).

고추의 부위별 당 함량에 있어서 fructose, glucose는 대부분 과피에

함유되어 있으며 sucrose는 종자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성우, 1979). 표 2-3은 고추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5가지 당 성분

에 대한 화학 구조 및 분자식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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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type Chemical structure Molecular formula

Fructose C6H12O6

Glucose C6H12O6

Sucrose C12H22O11

Maltose C12H22O11

Lactose C12H22O11

Table 2-3 Chemical types of sugar in red-pepper and their structure 

and molecular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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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광분석법

분광분석법은 측정 대상체에 빛을 조사하여 흡수되거나 반사되는 빛

의 세기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통칭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여기서 빛은 전자기파의 일부로서 각 파장대역별로 UV, VIS 및 IR

에 걸쳐 존재하며 이중 NIR 대역은 VIS와 IR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700 ∼ 2500 ㎚ 파장대역을 지칭한다. VNIR 파장대역은 VIS 대역인

400 ∼ 700 ㎚ 대역과 NIR 대역을 포함하여 400 ∼ 2500 ㎚ 구간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빛은 파장에 따라 분광할 수 있으며 각각 파장별로 전이된 에너지의

세기는 스펙트럼으로 표시된다. 분광분석법은 획득된 스펙트럼에 대해

측정 물질과의 상호 작용을 이용하여 물리적, 화학적 정량을 비롯해서

성분에 대한 정성 분석도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파장대역은 400 ∼ 1000 ㎚의 VNIR 대역으로

서 에너지 전이는 전자 전이(electronic transition)와 분자 진동

(molecular vibration)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2.2.1.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의 흡수 원리

2.2.1.1. 가시광선 흡수 원리

다전자 원자(polyelectron)의 전자에너지 준위는 그림 2-1로서 표현

될 수 있으며 여기서 n은 주요 에너지의 준위를 의미하며 에너지 준위

의 높이는 1s → 2s → 2p → 3s...의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에너지 차이

는 2p와 2s 준위 사이에서 보다 2s와 1s 준위 사이에서 크게 발생되며

이런 원리는 2s → 2p로 1s → 2s로 진행할수록 에너지 준위 사이에서

전이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긴 파장의

NIR 복사선이 원자에 투사되면 작은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는 광자로 인

해서 원자는 3d → 4p와 같은 가장 약한 전자 전이를 발생시키지 못하

게 되며 원자는 이런 광자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통과시키게 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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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자가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 사이에서 전자 전이를 일으키기 위해

서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만을 흡수하게 된다.

Fig. 2-1 Schematic of the energy levels of polyelectron atom (Bohr’s  

atom).

VIS 영역에서는 광자가 3s → 4p 전자 전이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

의 에너지를 갖게 되고 전자가 3s → 4p 전자 전이를 일으키는데 필요

한 에너지에 해당하는 진동수의 광자가 원자로 흡수된다. VIS 영역에서

는 2s → 2p 또는 1s → 2s와 같은 전자 전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들

전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VIS 영역의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보다 큰 에

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2s → 2p 전자 전이는 원자외선 영역 이

상의 복사선을 필요로 하고 1s → 2s 전자 전이는 X-선 복사선을 필요

로 한다.

표 2-4는 VIS 영역인 400 ∼ 780 nm 대역에서 각각의 파장대역에

해당되는 반사되는 빛의 색상 및 흡수되는 빛의 색상을 표로 나타낸 것

이다. 고춧가루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붉은 색의 과피는 617∼78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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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대역에서 청록색의 빛을 흡수하여 붉은 색으로 보이며 노란색을 주

로 띄고 있는 종자는 576 ∼ 580 nm 파장대역에서 파란색을 빛을 흡수

하여 노란색으로 반사되는 색상으로 보이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wavelength range 

(nm)

Color of reflected 

light

Color of absorbed 

light

400 ∼ 465 Violet Yellow-green

465 ∼ 482 Blue Yellow 

482 ∼ 487 Greenish-blue Orange

487 ∼ 493 Blue-green Red-orange

493 ∼ 498 Bluish-green Red 

498 ∼ 530 Green Red-purple

530 ∼ 559 Yellowish-green Reddish-purple

591 ∼ 571 Yellow-green Purple

571 ∼ 576 Greenish-yellow Violet

576 ∼ 580 Yellow Blue

580 ∼ 587 Yellowish-orange Blue

587 ∼ 597 Orange Greenish-blue

597 ∼ 617 Reddish-orange Blue-green

617 ∼ 780 Red Blue-green

Table 2-4 Colors of visible radiation and their compliments

2.2.1.2. 근적외선 흡수원리

측정 대상체에 IR을 조사하면 전자기 복사선의 양자(photon)들은 분

자를 여기(excitation)시켜 진동하게 된다. 분자 진동을 유발시킨 복사선

의 양자들은 대상체에 일부 흡수되며 이때 흡수 파장대역이 발생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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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성이 단순한 화학물과 다르게 식품이나 농산물과 같은 유기화합물

은 매우 복잡한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진동 스펙트럼도 매우 복잡

한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일반적으로 700 ㎚ ∼ 1000 ㎛ 영역을 IR이라

고 하며 IR 영역 중 분자의 회전 운동(rotational motion)에 의해 흡수가

일어나는 50 ∼ 1000 ㎛ 영역을 원적외선(far-infrared; FIR)이라고 하며

신축(stretching) 및 굽힘(bending)의 분자 진동(molecular vibration)에

의한 흡수가 일어나는 2500 ㎚ ∼ 50 ㎛ 영역을 중적외선

(middle-infrared; MIR)이라고 한다. 이러한 흡수에 의한 배진동

(overtone vibration) 및 결합 진동(combination vibration)에 의해 2차 및

3차 흡수가 일어나는 700 ∼ 2500 ㎚ 영역을 NIR 이라고 한다.

NIR 파장대역에서는 식품과 농산물과 같은 유기물에서는 분자의 진

동에 의해 광 흡수가 발생하게 되고 특정 분자 결합 구조에 NIR이 조사

되면 그 분자 결합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에너지에 해당하는 복사선이

흡수된다. 이때 분자가 NIR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진동하면서 쌍

극자 모멘트(dipole moment)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유기물 시료에 복

사선이 조사되는 순간에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나 크기가 변경되면 전

기적 성분과 IR이 작용하여 흡수가 일어나게 되며 다원자 분자보다는

이원자 분자에서 더 잘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작용기의 기본 흡수가 진

동수 에서 일어나면 배진동은 수식 (2-1)의 진동수에서 일어난다.

 
 (2-1)

여기서,  : 기본 진동수(cm
-1),

 : 번째 배 진동수 (cm-1),

 : 비조화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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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 영역에서의 배진동에 의한 흡수 진동수는 수식 (2-1)을 이용하

여 기본 진동수를 입력하여 계산될 수 있다. MIR 영역의 기본 흡수는

너무 강한 흡수도 때문에 시료를 희석해서 측정해야 하지만 NIR 영역에

서의 배진동에 의한 흡수 세기는 MIR 영역의 기본 흡수보다 10 ∼

10000배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시료의 전처리가 필요 없으며 신속하게

분광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IR 파장대역은 물질을 투과할 때 파장이 길어질수록 흡광도

(absorbance)는 증가하고 대역폭(bandwidth)과 경로 길이(path length)는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NIR 파장대역에서 VIS 파장대역으로 갈

수록 경로길이 및 대역폭은 증가하고 흡광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NIR에서 MIR 파장대역으로 갈수록 흡광도와 산란율은 증가하고 경로길

이와 대역폭은 감소하므로 미량의 성분을 포함한 시료도 분석이 가능하

지만 물리적인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2.2.2. Capsaicin의 흡수파장대역

분자 진동에 의한 이론적인 흡수 파장의 수는 분자 내 원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원자의 수가 n개인 분자의 경우에 있어서 병진운동, 회

전운동 및 분자진동과 관련되어 총 자유도(degree of freedom)는 3n개이

며 이중 병진운동 및 회전운동에 의한 자유도 6개를 제외하면 분자진동

을 일으킬 수 있는 자유도는 3n-6개로 표현할 수 있다. 이중 n-1개가 신

축 진동을 나머지 2n-5개가 굽힘 진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들 진동

과 관련이 있는 특정 파장의 빛이 분자에 조사되면 이러한 파장의 빛은

분자 진동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분자에 의해 흡수된다(황인근,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capsaicin(C18H27NO3) 분자의 경우에 원

자수가 49개이므로 48개의 신축진동과 93개의 굽힘 진동에 의한 기본 흡

수가 발생될 수 있으며 capsaicin을 용해시키기 위해 용매로 사용된

methanol(CH3OH)의 경우 원자수가 6개 이므로 5개의 신축진동과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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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굽힘 진동에 의한 기본 흡수가 발생될 수 있으며 400 ∼ 1100 ㎚의

VNIR 영역의 경우 이론적으로 1차 이상의 배진동 및 결합 진동에 의해

백여 개 이상의 파장에서 흡수가 일어날 수 있다.

표 2-1에서 표시된 capsaicin, dihydrocapsaicin, nordihydrocapsaicin,

homocapsaicin 및 homodihydrocapsaicin의 화학 구조과 분자식에서 보

듯이 모든 성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는 C-H, O-H, N-H, C=O, C-O

등의 분자 결합을 이루고 있다.

Shenk 등(1996)은 위에서 언급된 capsaicinoids와 관련된 결합 진동

은 아니지만 2250 ∼ 2350 ㎚ 파장대역에 대해서 C-H 그룹 중 CH2의

굽힘 진동의 2차 배음, 변형 결합 및 CH에서 신축 진동과 굽힘 진동의

2차 배음 및 변형을 나타내며 1950 ∼ 2200 ㎚대는 O-H의 결합과 신축

진동 및 N-H의 신축 진동과 굽힘 진동의 2차 배음, CO의 이중결합,

신축진동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1700 ∼ 1760 ㎚에서

는 C-H 그룹 중 CH3의 신축 진동의 1차 배음이 관찰되며 1200 ㎚에서

CH2의 2차 신축 진동과 CH3의 신축 진동의 2차 배음이 관찰된다.

Baranska와 Schulz(2009)은 capsaicinoids에 대한 NIR 파장 영역에

서 2250 ∼ 2350 ㎚에서는 결합 진동, 1700 ∼ 1760 ㎚에서는 1차 배음

진동 그리고 1200 ㎚ 파장대역에서는 2차 배음 진동의 강한 밴드가 관

찰되었으며 capsaicin 분자에 있는 N-H 및 O-H 그룹의 결합진동은

1950 ∼ 2200 ㎚ 대역에서 해석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표 2-5에서와 같이 NIR 파장영역에서는 배진동 및 결합 진

동에 의한 흡수의 세기가 미약하고 수식 2-3의 계산에 의해 예측되는

VIR 파장 구간에서의 배진동은 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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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Range
Average 
intensity

Relative 
intensity

Fundamental MIR 10,000 100

1st overtone MIR or NIR 100 1

2nd overtone NIR 10 0.1

3rd overtone NIR 1 0.01

4th overtone NIR 0.05 0.005

Table 2-5 Band intensities for NIR and MIR region

Capsaicin과 methanol에 관련되어 NIR 흡수 파장대역에서 발생된

배음대 및 작용기에 대해서 보고된 연구 결과와 수식에 의해서 계산된

파장대역은 표 2-6에 정리하였다(Burns 등, 1992; Osborne 등,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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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length 

(㎚)

Related  overtone or 

combination

Related 

structure
Reference 

738 O-H 3rd overtone ROH Osborne (1993)

746 C-H 4th overtone CH2 Osborne (1993)

762 C-H 4th overtone CH2 Osborne (1993)

901 C-H 3rd overtone CH Osborne (1993)

913 C-H 3rd overtone CH2 Osborne (1993)

938 C-H 3rd overtone CH2 Osborne (1993)

1160 C=O 4th overtone C=O Burns (1992)

1195 C-H 2nd overtone CH3 Burns (1992)

1215 C-H 2nd overtone CH2 Burns (1992)

1225 C-H 2nd overtone CH Burns (1992)

1360 C-H combinations CH3 Burns (1992)

1395 C-H combinations CH2 Burns (1992)

1410 O-H 1st overtone ROH Burns (1992)

1415 C-H combinations CH2 Burns (1992)

1440 C-H combinations CH2 Burns (1992)

1450 C=O 3rd overtone C=O Burns (1992)

1500 N-H 1st overtone NH Burns (1992)

1620 C-H 1st overtone CH2 Burns (1992)

1695 C-H 1st overtone CH3 Burns (1992)

1705 C-H 1st overtone CH3 Burns (1992)

1725 C-H 1st overtone CH2 Burns (1992)

1765 C-H 1st overtone CH2 Burns (1992)

Table 2-6 NIR absorbance wavelength related to capsaicin and 

m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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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펙트럼 전처리

측정 대상체에 광을 조사하고 반사 스펙트럼을 획득할 때 광원의 세

기나 광 경로의 변화, 측정 기기의 상태와 같은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춧가루와 같은 분말시료의 경우

에는 입자의 크기, 다짐 정도(밀도), 시료의 온도, 표면 균일도 등과 같은

인자들로 인해 스펙트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스펙트

럼을 확보하고 원하지 않는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스펙

트럼에 대한 수학적인 전처리(mathematical pretreatment) 과정이 필요

하다. 또한 스펙트럼 전처리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예측 성능을 구현하는데 적용되기도 한다.

2.3.1. 평활화

분광센서 자체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적용되는

평활화(smoothing) 전처리 기법에는 반복 평균법(signal averaging), 구

간 평균법(boxcar averaging), 이동 평균법(moving averaging), 다항식

평활화(polynomial smoothing) 등이 있다. 반복 평균법을 이용한 평활화

기법은 시료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 위치의 스펙트럼을 수차례

반복 측정하여 평균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고춧가루

시료가 정지한 상태가 아닌 이동되면서 표면이 스캐닝되는 측정 방식에

서는 평활화 기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스펙트럼 데이터를 동일한 간

격으로 분할하여 각 구간의 평균을 그 구간의 중간 파장의 스펙트럼으로

변경하는 방식인 이동 평균법은 스펙트럼의 분해능이 낮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Savitzky-Golay 방법에 의한 평활화 방법은 이동 평균법과 같이 주

변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스펙트럼 측정시스템에서

기인되는 잡음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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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정규화

2.3.2.1. 평균값 정규화

평균값 정규화(mean normalization) 전처리 방법은 스펙트럼의 평균

값()으로 번째 파장의 스펙트럼()을 나누는 방법으로서 수식

(2-2) 으로 표현할 수 있다.

 ′


(2-2)

여기서,  : i번째 스펙트럼 세기

 


  




: 평균 스펙트럼

n : 스펙트럼 개수

2.3.2.2. 최대값 정규화

최대값 정규화(maximum normalization) 전처리 방법은 측정된 각

각의 스펙트럼에 대한 전체 파장대역에서 최대 세기가 발생되는 밴드에

서의 최대값(max) 으로 각각의 번째 파장의 스펙트럼()을 나누는

방법으로 수식 (2-3)과 같다.

 ′ max


(2-3)

여기서,  : i번째 스펙트럼의 세기

max : 해당 스펙트럼 구간내에서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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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범위 정규화

범위 정규화(range normalization) 전처리 방법은 측정된 개별 스펙

트럼 구간 내에서 최대 세기가 발생되는 파장대역에서의 최대값(max)
과 최소 세기가 발생되는 밴드에서 최소값(min)의 차로 각각 번째 파

장의 스펙트럼()을 나누는 방법으로 수식 (2-4)와 같다.

′ maxmin


(2-4)

여기서, i : i번째 스펙트럼 세기

max ; i번째 스펙트럼의 최대값

min : i번째 스펙트럼의 최소값

2.3.3. 산란 보정

2.3.3.1. 다분산 보정

고춧가루 시료와 같은 분말 시료는 시료 표면 상태 또는 시료의

불균일성(heterogeneity) 때문에 반복 측정에 있어서 스펙트럼들이 서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스펙트럼 변이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광 산란 현상은 시료 표면에 조사되는 광원의 종류, 시료 표면의 상태,

반사 지수 등에 의해서 발생되며 기준선의 이동, 기울기 및 곡률의 변화

가 일어난다. 다분산보정(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 MSC)는 전체

시료 집단을 대표하는 이상적인(ideal)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개별 스펙트

럼을 보정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스펙트럼을 구할 수 없

기 때문에 전체 스펙트럼의 평균을 이상 스펙트럼으로 간주하여 수식

(2-5)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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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여기서, i j : i번째 파장에서의 j번째 스펙트럼

j : j번째 파장의 평균 스펙트럼

 : 스펙트럼 개수

위의 스펙트럼을 각 파장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2-6)

 

 
(2-7)

여기서,  : 평균 스펙트럼(1 × n)에 대한 회귀 스펙트럼

 : 기울기

 : 절편

 : i번째로 보정된 MSC 스펙트럼

2.3.3.2. SNV

시료의 밀도, 온도, 입자 크기 등의 차이로 발생되는 광 산란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고 스펙트럼을 보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SNV(Standard

normal variate)는 mean centering과 auto scaling 방법이 있다. 전체 스

펙트럼에 대한 평균 스펙트럼에서 각각의 스펙트럼 차를 구하는 mean

centering과 수식(2-8) 및 (2-9)과 같이 스펙트럼을 평균으로 뺀 뒤에 표

준편차로 나누어 구하는 auto scaling으로 계산하여 보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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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2-8)

xij  SNV 







  



x x
xx

(2-9)

여기서, x : i번째 평균 스펙트럼(p × 1)
x j : i번째 시료의 j번째 스펙트럼
x : i번째 파장의 스펙트럼

x SNV : 보정된 SNV 스펙트럼

p : 스펙트럼 개수

2.3.4. 미분법

스펙트럼 미분(derivative)은 광원의 세기나 광 경로의 변화, 측정기

기의 상태에 따라 스펙트럼의 이동(shift), 기울기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제거하거나 측정 시료에서 특정 대상 성분을 강조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러한 미분을 적용한 스펙트럼 전처리는 노이즈

가 많은 스펙트럼에 적용할 경우에 노이즈를 증폭시켜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주로 사용되는 미분법에는 Norris gap 미분법, gap segment 미분법,

Savitzky-Golay 미분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활화로 전처리한 스펙

트럼 데이터를 다시 1차 또는 2차 미분을 적용한 Savitzky-Golay 미분

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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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Baseline

기준선(baseline)을 보정하는 전처리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스펙트

럼의 최소값을 0으로 한 기준점을 만들고 다른 스펙트럼 값을 조정한다.

분석한 그래프의 피크가 한쪽 방향으로만 있을 경우 효과적인 결과를 기

대할 수 있다.



- 25 -

2.4. 품질 예측 및 판정을 위한 통계적 모델

VNIRS를 이용하여 획득한 흡광 스펙트럼에는 측정 대상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고춧가루에 조사되어 반사되는 광을 이용

하는 흡광 스펙트럼에는 고춧가루의 품질과 관련되는 성분에 대한 정보

와 함께 색상 정보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실측 농도 값인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를 예측하고 판정하기 위해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인 스펙트럼을 이용한 다변량 통계적 모델로는 PLSR(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PCR(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MLR(multiple linear regression) 등을 이용하고 있다. MLR 모델은 정밀

도는 높지만 측정 기기의 변동이나 측정된 스펙트럼에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예측 성능이 저하되고 모델 적용시 변수 사이에 다중공산성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PCR 모델은 MLR 모델을 보완하고자 했지만 모델이

독립변수들의 분산만 고려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최태현, 2008).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모델 개발이 가능한 PLSR 모델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품질 예측 알고

리즘을 개발하였다.

2.4.1. MLR 모델

MLR 모델은 수식 (2-4)와 같이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 를 유사

역행렬(Pseudo inverse matrix)를 이용하여 두 변수들 사이의 관계인 계

수 벡터 를 구하는 방법이다.

   (2-10)

    

여기서,  : 스펙트럼 행렬

 : 실측값(농도값)



- 26 -

 : 오차

 : 추정회귀계수

MLR의 경우 변수들간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과 특정 변수들의 조합으로 다른 변수를 완벽히

설명 가능한 특이성(singularity)이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용하

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스펙트럼 데이터의 경우 다중공선성과 특이성이

다른 데이터에 비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MLR은 화학계

량법에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때문에 과적합(over-fitting)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2.4.2. PCR 모델

PCR 모델은 다변량 분석 방법 중에서 차원축소 기법의 하나로서 변

수들을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로 구분하지 않고 변수들 사이에서의 관계

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PCR은 높은 상관 계수를

보이는 스펙트럼 데이터를 고유벡터(eigenvector)과 스코어(score)로 분

해하고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이라는 새로운 변수 집단으로 변환하

는 방법으로 MLR 모델의 다중공선성과 변수 선택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 기법이다. 스펙트럼 데이터는 주성분 및 스

코어 행렬로 축소되며 PCR 모델은 수식(2-1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11)

여기서,  : 스펙트럼 행렬(m × n)

 : 스코어 행렬(m × k)

 : 고유값 행렬(k × n)

 : 잔차 행렬(m ×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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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PLSR 모델

PLSR 모델은 PCR 모델에서와 같이 스펙트럼 데이터 행렬을 고유

벡터 집합과 스코어 행렬로 분해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스펙

트럼 데이터(독립변수)와 실측값인 농도 데이터(종속변수)를 함께 고려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농도 값의 차이만큼 스펙트럼에 가중치를 부

여함으로써 높은 농도를 가지는 성분의 스펙트럼은 높은 가중치를 갖게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의 성분에 대한 스펙트럼은 작은 가중치가 적

용된다. PLSR 모델은 스펙트럼 데이터와 농도 데이터를 분해하여 수식

(2-12)에서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2-12)

 ′
 

여기서,  : 독립변수(스펙트럼 행렬)

 : 종속변수(농도값)

 : 스코어 행렬

 : 종속변수 를 설명하는 스코어 행렬

 : 독립변수의 고유값 행렬

 : 종속변수의 고유값 행렬

   : 잔차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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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품질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

품질 예측 모델에 대한 성능은 개발된 모델식의 예측값이 실측값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수치적으로 표현하여 평가하게 된

다. 이러한 성능 평가 인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예측

값과 실측값의 선형적인 적합성을 나타내는 결정계수(determination

coefficient of calibration; RC
2), 개발된 예측 모델식의 측정오차(standard

error of calibration; SEC)를 사용하며 R2 및 SEC는 수식 (2-13) 및

(2-14)로 정의된다.

R  


  








 






(2-13)

여기서,  : 실험에 의한 실측값

 : 개발된 모델식에 의한 예측값

 : 의 평균값

 : 모델 개발에 사용된 시료 개수

SEC





  






(2-14)

여기서,  : 모델 개발에 사용된 독립변수의 개수

개발된 모델식은 예측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검정(full cross

validation)을 실시하게 된다. 교차검증은 존재하는 실측 시료들을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개수로 차례대로 제외하면서 모델을 구성하고 존재하는

시료 전체에 대해서 구성한 모델과의 반응 값의 차이로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개발된 검증 모델은 결정계수(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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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of validation; RV
2)를 비롯하여 실측값과 예측값의 차이인 바

이어스(bias)를 반영하여 계산된 예측 모델식의 측정오차(standard error

of prediction; SEP)로서 평가될 수 있으며 수식 (2-15) 및 (2-16)로 나

타낼 수 있다.

bias

 






(2-15)

SEP 





  



 
 

(2-16)

여기서,  : 실험에 의한 실측값

 : 의 평균값

 : 검증된 모델식에 의한 예측값

 : 검증에 사용된 시료 개수

최적의 요인을 찾기 위하여 요인수 증가에 따라 PRESS(prediction

residual error sum of squares)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며 그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의 요인수를 최적의 요인수(F; number of factors)로 결정하며

PRESS는 수식 (2-17)로 정의된다.

PRESS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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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 : 시료의 개수


 : 예측된 스펙트럼의 값

 : 실제 스펙트럼의 값

모델 개발에 사용된 전체 실측값에 대한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SEP 값으로 나눈 값을 RPD(residual prediction

deviation)로서 수식(2-18)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단순히 SEP로서 검

증된 모델을 평가하는 것보다 보다 더 정량적으로 모델을 평가할 수 있

는 수치이다(Mauer 등, 2009). 여기서 RPD 값이 3.1 ∼ 4.9인 모델은

screening에 적용가능하고 5.0∼6.4는 양호한 값으로 품질 관리를 고려할

수 있으며 6.5 ∼ 8.0은 매우 양호한 값으로 공정 제어에도 충분하며 8.1

이상은 어떤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illiams,

2001)

RPD SEP
SD 

(2-18)

여기서, SD
: 시료 전체의 실측값에 대한 표준편차

개발된 모델의 정확도와 예측 성능에 대한 평가는 SEC, SEP, bias

등의 오차는 수치가 작고 0에 가까울수록 높게 평가되며 RC
2와 RV

2는 1

에 근접할수록 우수한 모델로서 평가되며 RPD 값은 수치가 높을수록

실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증 모델의 성능

평가 인자인 SEP, RV
2는 개발 모델의 성능 평가 인자인 SEC, RC

2보다

상대적으로 큰 값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모델식은 예측하고자하는 실측

값의 표준 측정법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정

확하고 오차범위가 작은 실측값을 구하는 것이 모델 개발의 성능과 정확

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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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사

3.1. 고춧가루의 품질 측정

문헌에서의 고춧가루의 품질 인자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내부

품질로서는 매운맛, 비타민 A 및 C 함량, 단맛 등이 있으며 외부 품질

인자로서는 색상, 입도, 수분 함량, 위생성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고춧가루 가공 현장에서 품질 규격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매

운맛(capsaicinoids 함량), 색상(color values) 및 단맛(당 함량)을 품질

인자로서 분류하였으며 이 인자들에 대한 기존의 품질 측정 기술 및 방

법을 검토하였다.

3.1.1. 고춧가루 capsaicinoids 함량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에 대한 측정 방법은 크게 관능 검사

(sensory test)법과 분석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능

검사법의 대표적인 방법인 스코빌 척도법(Scoville organoleptic test)은

1912년 미국의 화학자인 Wilbur Scoville에 의해서 개발된 방법으로서

고추류에 포함된 capsaicinoids 함량 농도를 스코빌 단위인

SHU(Scoville Heat Unit)로서 계량화한 것이다(Scoville, 1912). 이 방법

은 보통 5명의 패널이 매운맛을 느끼지 못할 때까지 고추 추출물에 설탕

물을 희석시켰을 때 그 희석 정도가 SHU 값이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결과 값의 차이가 발생하며 객관적인 결과

를 기대할 수 없기에 매운맛 측정의 간이 방법정도로 통용되고 있다.

고춧가루의 매운맛 측정을 위한 기기분석법으로는 대부분 고성능액

체 크로마토그래피(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기체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GC) 등과 같은 화학 분석장

비를 이용하여 실험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 장비를 이용

하여 매운맛 주성분인 capsaicinoids 함량을 정량할 때 측정 정확도가 우

수한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화학적 전처리가 요구되고 분석까지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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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요되며 전문적인 운영자에 의해서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

인 장비로의 사용에는 한계가 있어 일선 고춧가루 가공공장 현장에서 사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분석에 사용되는 시료의 양이 1 ∼

10 g 이내의 소량으로서 고춧가루와 같이 매운맛의 분포가 분균일한 분

말 시료에서는 채취되는 부위를 다양하게 하지 않는다면 추출되는 위치

에 따라 매운맛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러한 화학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을 정량화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1950년대 이후에 paper

partition chromatography와 electrophotometry를 이용하여 고추장 및 고

춧가루에 포함되어 있는 capsaicin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한구동과

이상섭, 1959; 이태녕과 박성오, 1963)를 시작으로 이 후 보다 정확한 측

정을 위하여 HPLC, GC 등을 이용한 연구들이 수행돼 왔다.

이충영 등(1989)은 HPLC를 이용하여 고추의 주요 신미성분인

capsaicin 및 dihydrocapsaicin을 분석하기 위한 최적 조건을 검토하고

고추의 품종, 재배지역 및 건조방법에 따른 함량 차이를 비교 검토하였

다. 전국 주요 고추 생산지에서 수확한 제품을 구매하여 종자와 태좌를

제거하고 과피 부위만을 분말화하였으며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60℃의

온도로 3시간 동안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capsaicin 함량은 품

종, 재배지역, 건조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태양건조의 경우가

기계건조의 경우에 비하여 capsaicin의 경우는 80%, dihydrocapsaicin의

경우는 최고 60%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Cooper 등(1991)은 capsicum oleoresin에서 HPLC를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 측정을 위해 capsaicin 유사물질인 4,

5-dimethoxybenzyl-4-methyloctamide(DMBMO)를 첨가하여 capsaicin

과 dihydrocapsaicin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DMBMO는 UV와

형광 검출기 모두에서 동등하게 반응하고 매운맛 성분이 없는 내부 표준

물질의 사용이 가능하고 유용성과 수용성을 모두 지닌 함유 수지에도 적

용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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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o 등(1994)은 스코치 고추(Scotch Bonnet)에서 초임계 CO2 추출

법과 유기용매 추출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capsaicinoids 추출액으로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을 HPLC로 정량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초임계 CO2 추출법의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 추출률이 각각 3.2

%와 0.58%로서 유기용매 추출법의 추출률보다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채정영 등(1994)은 HPLC를 이용하여 한국산 고춧가루의 매운맛 함

량을 분석한 결과에서 capsaicinoids 함량은 7.0 ∼ 75.9 ㎎/100 g에서 분

포하였으며 고추 품종의 지표가 되는 dihydrocapsaicin에 대한 capsaicin

함량 비는 0.8 ∼ 1.1로 여러 품종의 고추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춧가루 매운맛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운맛이 10 ㎎

/100 g 이상부터는 관능이 포화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Thompson 등(2005)은 Liquid chromatography-electrospray

ionization-mass spectrometry(LC-ESI-MS)를 이용하여 capsicum에 함

유된 8종류의 capsaicinoids 함량을 측정하였다. 내부 표준물질로서

norcapsaicin을 첨가하여 측정한 회복률과 반복성은 각각 99 ∼ 103%와

4%였으며 다량 함유된 capsaicinoids 화합물뿐만 아니라 소량 함유된

capsaicinoids 화합물도 정량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Claver 등(2006)은 HPLC electrospray/ mass spectrometry-time of

flight(HPLC-ESI/MS-TOF)와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column을 이용하여

고추에 포함된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을 측정하였으며 복원률은

각각 86%와 93%였고 2 ∼ 6639 ㎎/kg에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

다.

유왕균(2007)은 고추의 capsaicinoids 함량을 신속하고 정량적인 방

법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출 용매는 acetone으로 하고 추출온도는 50℃,

추출 volume은 5배량으로 추출 하였을 때 capsaicinoids가 가장 안정적

으로 추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적 발색 조건으로는 ammonia를 넣

었을 때 갈색으로 변하지 않는 최종 pH 8이 되는 조건을 발견하였다.

Capsaicin에 대해 농도별로 발색 실험을 실시한 후에 표준 검량선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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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HPLC 정량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정량적으로 capsaicinoids 함량

을 측정할 수 있었다.

Barbero 등(2008)은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고추의

capsaicinoids를 신속하게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추출 용매, 고

춧가루 시료양, 추출 용매량, 추출온도 및 추출 시간을 인자로 하여 추출

조건을 구명하였다. 그 결과 고춧가루 시료는 0.5 g에 추출용매로는 에

탄올을 25 mL를 사용하고 추출온도는 125℃에서 5분간 추출하는 것이

최적이었으며 이때 상대 표준편차는 6% 미만으로 보고하였다.

최석현(2008)은 HPLC로 capsaicinoids 함량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capsaicin, dihydrocapsaicin 및 nordihydrocapsaicin의 3 종류는 각기

다른 분자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분리하기가 용이했지만

nordihydrocapsaicin, nonivamide, homocapsaicin-I, homocapsaicin-Ⅱ,

homodihydrocapsaine-I, homodihydrocapsaicin-Ⅱ의 각각 이성체는 분리

가 어렵기 때문에 capsaicinoids의 정확한 분리 분석을 위해서는 고가의

LC-MS 분석기와 HPLC를 동시에 사용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하여 널리 보급되어 있는 HPLC를 이용하여 8종의 capsaicinoids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LC-MS를 통해 이를 검증

하고 각 capsaicinoids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Ha 등(2008)은 flame ionization detection으로 기체를 분리하는 GC

를 이용하여 고추장의 capsaicin 함량을 측정하였는데 1 ㎍/mL에서 250

㎍/mL까지 정량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Kachoosangi 등(2008)은 탄소 나노튜브(carbon nanotube)를 기반으

로 하는 전기 화학 센서를 이용하여 capsaicin 표준액과 매운 고추 소스

에 대하여 capsaicin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capsaicin 표준액의 경우 0.5

∼ 15 μM의 capsaicin 함량에서 검출 한계가 약 0.31 μM이었고 매운 고

추 소스의 경우 0.5 ∼ 35 μM의 capsaicin 함량에서 검출 한계가 0.41 μ

M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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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Researcher (Country) Samples Target Equipments

1959 Han et al. (Korea)
Red-pepper 

paste
CAP

Paper partition 

chromatography

1989 Lee et al. (Korea)

Red-pepper 

powder 

(Pericarp)

CAP, DHC HPLC

1991 Cooper et al. (USA)
Capsicum 

oleoresin
CAP, DHC HPLC

1994 Yao et al. (USA) Scotch pepper CAP, DHC HPLC

1994 Chai et al. (Korea)
Red-pepper 

powder
CAP, DHC HPLC

1999 Sato et al. (Japan) Pepper (Placenta)
CAP, DHC, 

NHC
SFC

2000 Batchelor et al. (USA) hot chili source CAP HPLC

2001 Tucker et al. (USA)  Pepper powder CAP, DHC HPLC

2005 Thompson et al. (USA) Capsicum Capsaicinoids LC-ESI-MS

2006 Claver et al. (Spain) Pepper CAP, DHC
HPLC-ESI/ 

MS-TOF

2007 Y.G. You (Korea) Red-pepper CAP, DHC HPLC

2008 Babero et al. (Spain) Pepper Capsaicinoids HPLC

2008 S.H. Choi (Korea) Ped-pepper Capsaicinoids HPLC

2008 Ha et al. (Korea)
Red-pepper 

paste
CAP GC

2008 Kachoosangi et al. (UK)
Standard 

capsaicin
CAP CNT

CAP: capsaicin, DHC: dihydrocapsaicin, NHC: nordihydrocapsaicin

Table 3-1 List of literature reported on the measurement of 

capsaicinoids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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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고춧가루 색상

대표적인 외관 품질인자인 고춧가루의 색상은 주로 색차계

(colorimeter)를 이용하는 표면색도 값과 비색계(spectrophotometer)를 이

용하는 ASTA 색상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색차계를 이용하는

측정법은 간단하지만 고춧가루 표면에 직접 접촉하여 측정해야만 하고

비색계를 이용하는 ASTA 색상 측정은 HPLC, GC 등과 비교할 때 상대

적으로 단순하지만 고춧가루를 추출해야 하는 전처리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전재근과 박상기(1979)는 고춧가루의 색도와 품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색상에 대한 육안 판정은 개인의 인식차와 품질에 대

한 선호도 차이로 판정결과에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색소인 capsanthin의 함량을 순차적으로 배열한 고춧가루 색상에 대한

등급 판정에서는 패널들의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capsanthin의 함량과 표면색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품질 등급판정에

capsanthin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서 capsanthin 함량

에 기준을 둔 고춧가루의 등급은 Hunter a, b값과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a/b의 값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색도는 고춧가루의 입자의 크기 및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측정에 앞서 동일 크기의 분말과 동일한

수분 함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병선과 강근옥(1985)은 고추의 성숙시 또는 고추장과 김치의 숙성

시 capsaicin 함량과 색상의 변화 그리고 capsaicin을 가열했을 때의 함

량변화와 화학구조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고추의 Hunter 표색치에서 적

색도와 관련되는 a값은 35일까지 음(-)의 값이었고 성숙함에 따라 감소

하다가 42일부터 양(+)의 값으로 변화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완전 적

변시 ‘신홍’ 품종의 a값은 37.35로 가장 높았고 ‘아람’과 ‘새로나’는 37.2로

비슷하였으며 capsanthin 함량은 ‘신홍’이 126.4 ㎎/100 g 였고 ‘아람’은

83.57 ㎎/100 g 그리고 ‘새로나’는 80.00 ㎎/100 g였다. 고추장의 색은 숙

성에 따라 L, a, b값이 모두 감소하였고 capsanthin 함량은 초기에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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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g였으나 이후 감소되다가 100일에는 조금 증가하여 28.85 ㎎/100

g를 나타내었다.

이현덕과 이철호(1992)는 고춧가루의 소비자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

한 객관적 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건조 고추 10품종에 대한 크기, 모양,

함량비와 고춧가루의 일반성분, carotenoids 함량, Hunter 색상 값을 측

정하였으며 1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적색도의

carotenoid는 전체 carotenoid의 68 ∼ 8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황색도

의 β-carotene 함량은 관능적 선호도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L, a, b, a*L의 Hunter 색도계 값은 관능적 색상 선호도와 높은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이중에서 a*L값은 고추의 매운 냄새 및 색 선호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태좌의 함량비와 황색도의 β-carotene 함량

과는 5% 유의 수준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구경형 등(2001)은 김치 제조용 고춧가루의 색도 및 매운맛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색도에 차이가 있는 4품종과 시판되고 있는 고

춧가루 10종 및 수입산 파프리카의 색도 및 매운맛의 기계적인 분석값과

관능검사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고추의 붉은 색을 나타내는

ASTA 색상 값은 144.7 ∼ 447.3으로 색도 차이가 컸으며 색차계를 이용

한 색도측정에서 적색도와 관련되는 a* 값의 상관계수가 0.87로 높게 나

타났다. 하지만 ASTA 색상 값과 고춧가루의 매운 정도를 나타내는

capsaicinoids 함량과는 0.05로 상관성이 아주 낮게 나타났으며 고춧가루

매운맛과 붉은 색 정도를 관능 평가한 결과에서 매운맛을 느끼는 데 걸

리는 시간(lag time)의 경우 capsaicin 함량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으며 ASTA 색상 값이 증가할수록 색상지의 붉은색 강도가 높은

순으로 평가하였다.

오승희(2011)는 고춧가루의 입도별 물리적 특성과 저장 중 품질특성

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색도, ASTA 색상 값 및

capsaicinoids 함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색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크기가 작을수록 색도 값이 증가하였으며 ASTA 색상 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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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oids 함량 역시 크기가 작을수록 높은 값을 나타낸다고 보고하

였다.

3.1.3. 고춧가루 당 함량

외국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단맛이 높은 국내산 고추의 당 함량

에 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당 함량에 대한 측정은

capsaicinoids 함량 분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주로 HPLC, GC 등의 분석

기기를 이용하며 당 함량은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lactose

를 각각 측정한 후 이를 합한 전체 당 함량으로 표현한다.

이성우(1979)는 국내산 고추를 과피, 종자, 태좌로 분리하여 gas

liquid chromatography(GLC)를 이용하여 유리당과 유리산 함량을 측정

하였으며 모든 부위에서 α- 및 β-fructose, α 및 β-glucoses, galactose,

sucrose, maltose을 동정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에서 fructose는 과피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sucrose와 fructose는 종자와 태좌 부위에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현덕 등(1992)은 국산 고추의 맛 성분 함량이 관능적 선호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0 품종의 건조 고추의

capsaicinoids 함량과 유리당 및 유기산 함량을 측정하였고 고춧가루 수

용액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분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

다. 유리당 함량은 8.45 ∼ 15.21%이었으며 당 분석에 있어서 fructose(r

= 0.787), glucose(r = 0.814), 환원당(r = 0.805), 총당(r = 0.815)은 전반

적인 기호도와 1% 수준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윤진영 등(1992)은 시판되는 81종의 고추 품종들을 대상으로 매운

성분, 색소 및 당 함량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당은 과피를 분쇄하

여 분말 상태에서 Anthron법에 의하여 분석하였으며 당 함량은 평균이

25%이상이라고 보고하였다.

권오열(2006)은 고추 품질과 관련된 성분 육종을 위하여 고춧가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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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 매운 성분 및 유리당 함량에 대한 유전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

라 품종과 중국 품종을 비교하였을 때 색소 함량은 중국산 품종이 매우

높았으며 매운 성분과 유리당 함량은 우리나라 품종이 높았으며 중국산

품종의 유리당 함량 평균은 10.61%였으며 우리나라 품종의 경우에는

12.8%였다. 선행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모든 품종에 있어서 fructose의

당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glucose였으며 이 두 성분을 합한 양

이 전체의 80 ∼ 90%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3.1.4. 고춧가루 지역별 품질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추는 150여종 이상이고 해마다 20여

종의 새로운 품종이 새롭게 등록되고 있으며 수량이나 기후 조건에 따라

서 지역마다 선호하는 고추의 품종도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고추는 동일한 품종이라도 생산되는 지역의 일조량, 강수

량, 토양 특성, 시비량 및 재배 방식에 따라 매운맛, 단맛 및 색상 등의

품질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최선미 등, 2000; 박수민, 2011; 이성응 등

2013).

신현희와 이서래(1991)는 품종과 재배 지역이 다른 국내산 고추에

대해서 매운맛, 붉은 색, 크기,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매운맛 성분과 붉은

색은 7개 품종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나 두 성분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 3개 품종의 매운맛 성분과 붉은 색은 5개

지역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태양건조와 열풍건조를 시킨 경우 매

운맛 성분의 함량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붉은 색에서는 차이를 나타내

었다.

최선미 등(2000)은 한국산 고춧가루의 일반적인 성분 함량을 알아보

기 위하여 국내에서 고춧가루로 많이 사용되는 품종과 농협에서 시판되

고 있는 고춧가루를 산지별로 구입하여 품종과 산지에 따른 비타민 C,

carotenoid, ASTA 색상, 유리당 함량 차이를 측정하였다. 품종별 비타민

C 함량은 ‘조흥’이 230 ㎎/100 g, 산지별로는 영양산이 263 ㎎/100 g로



- 40 -

높았다. 색상 성분인 carotenoid 함량은 품종별로는 ‘명품’이 627.6 ㎎/100

g로 가장 높았고 산지별로는 태양초인 영양산이 497.6 ㎎/100 g로 가장

높았다. ASTA 색상 값은 carotenoid 함량이 높았던 ‘명품’과 영양산이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Carotenoid 함량은 재래종인 ‘청양’이 126.1 ㎎

/100 g로 가장 높았으며 산지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전라도 지역의

고춧가루가 타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유리당 함량은 영양산이 19.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재호(2007)는 재배환경, 품종 및 건조 방법에 따른 청양산 고추의

품질 차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청양군내 177개 농가에서 600

g의 건고추를 수집하여 꼭지와 종자는 제거하고 과피 및 태좌 부분만을

분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Capsaicinoids 함량은 평균 93.72 ±56.85 ㎎

/100 g이었으며 최소 18.77 ㎎/100 g에서 최대 301.14 ㎎/100 g으로 폭

넓게 분포하였다. 동일 품종을 다른 지역에서 재배하거나 동일 지역에서

동일 품종을 재배한 경우에서 모두 capsaicinoids 함량에는 큰 편차를 보

였으며 특정 품종이 신미 성분 함량과의 관계보다는 품종이외의 조건인

재배환경, 기후조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박수민(2011)은 지역과 품종에 따라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분석하기

위해서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의 두 함량을 합한 capsaicinoids 함

량을 나타내었다. 강원도 영월지역의 ‘위풍당당(NO. 27)’ 품종이 0.69 ㎎

/100 g 로 가장 낮은 capsaicinoids 함량을 보였으며 ‘청양’ 품종은 재배

되는 지역에 따라 151.80 ∼ 346.13 ㎎/100 g 로 매운맛이 광범위하게 측

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성응 등(2013)은 국내 24개 시, 군에서 재배된 ‘금고추’ 품종의

capsaicinoids 함량 분석을 통해 동일 품종의 고추에 대해 재배지역의 영

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금고추’의 capsaicin 함량 평균은 37.35 ㎎

/100 g이었으며 dihydrocapsaicin 함량 평균은 19.15 ㎎/100 g으로 나타

났다. 양평군에서 재배된 ‘금고추’의 capsaicin 함량은 77.68 ㎎/100 g이

었고 dihydrocapsaicin 함량은 41.42 ㎎/100 g으로 이 두 성분의 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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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oids 함량은 119.10 ㎎/100 g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반면에

무주군에서 재배된 ‘금고추’는 capsaicin 함량이 14.98 ㎎/100 g,

dihydrocapsaicin 함량은 7.46 ㎎/100 g으로서 capsaicinoids 함량은 22.44

㎎/100 g으로서 가장 낮게 측정되어 양평군과 비교할 때 무려 5.3배 정

도 낮게 측정되었다. 전체 분석 결과에서는 ‘금고추’의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 함량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3.1.5. 고춧가루 품질 등급화

고춧가루의 매운맛, 색상, 단맛에 대한 품질을 계측하여 정량화하는

연구는 궁극적으로 고춧가루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합리적인 품

질 등급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규격화된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고추에 대한 품질 등급화 연구는 고춧가루를 비롯해서 고춧

가루를 원료로 하는 김치나 고추장에 관한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다.

박재복 등(2000)은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120개 고추 시료의 매운

맛 성분을 분석하였으며 가장 낮은 시료는 ‘금당’으로 10.54 ㎎/100 g이

었으며 가장 높은 품종은 ‘청양’으로 471.10 ㎎/100 g이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매운맛을 일정 구간 간격인 4단계로 분류했을 때 capsaicinoids 함

량이 0 ∼ 40 ㎎/100 g에 해당되는 품종은 28개이며, 40 ～ 80 ㎎/100 g

에는 41개 품종, 80 ～ 120 ㎎/100 g에는 24개 품종, 120 ㎎/100 g이 27

개의 품종으로 분류되었으며 고춧가루의 입도가 작을수록 capsaicinoids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장길수 등(2007)은 KS 규격에 제시되어 있는 고춧가루 매운맛 2등

급 품질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4등급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

다. 구분된 capsaicinoids 함량에 따른 구분은 ‘순한맛’은 30 ㎎/100 g 미

만, ‘중간맛’은 30.1 ∼ 60 ㎎/100 g, ‘매운맛’은 60.1 ∼ 90 ㎎/100 g, ‘아

주 매운맛’은 90.1 ㎎/100 g으로 분류하였다. 기존 구체적인 수치화가 없

었던 색택 품질 기준에 대해서는 ASTA 색상 값을 이용하여 9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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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110, 111 ∼ 130, 131 ∼ 150, 150 이상의 5단계로 분류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유종옥 등(2009)은 괴산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 품종 및 제품에

대해서 capsaicin 및 dihydrocapsaicin 함량을 조사하였으며 고춧가루의

매운 정도를 capsaicin 함량으로 제시하였다. 1등급은 120 ㎎/100 g이상,

2등급은 100 ∼ 120 ㎎/100 g, 3등급은 80 ∼ 100 ㎎/100 g, 4등급은 60

∼ 80 ㎎/100 g, 5등급은 40 ∼ 60 ㎎/100 g, 6등급은 20 ∼ 40 ㎎/100

g, 7등급은 20 ㎎/100 g 이하로 분류하였다. 7등급으로 규격화된 고춧가

루 제품을 김치, 고추장, 양념 소스류 등의 가공식품 제조 시에 사용한다

면 매운맛의 불균일성을 개선하고 재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하였다.

충북농업기술원(2011)에서는 capsaicin 함량 분석 결과와 관능평가를

근거로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5등급으로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고춧가루

capsaicin 함량이 20 ㎎/100 g이하는 ‘아주 순한맛’, 21 ∼ 40 mg/100 g

은 ‘순한맛’, 41 ∼ 60 ㎎/100 g은 ‘보통맛’, 61∼ 100 ㎎/100 g은 ‘매운

맛’, 101 ㎎/100 g이상은 ‘아주 매운맛’으로 분류했다. 또한 28종의 고추

품종에 대해서 매운맛 수준별로 각 단계에 해당되는 고추를 제시하였으

며 매운맛 등급별로 포장재를 달리하여 소비자가 구분하기 쉽도록 디자

인하였다.

이인선 등(2011)과 조은예(2012)는 고추장용 고춧가루의 매운맛 등급기준

설정을 위하여 이화학적 검사와 관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12종의 고추품종으로

가공된 고추장용 고춧가루를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매우 강함’ 의 5

등급으로 구분했을 때 등급별 캡사이신 함량은 40 ㎎/100 g미만, 40 ∼ 100 ㎎

/100 g, 100 ∼ 150 ㎎/100 g, 150 ∼ 500 ㎎/100 g, 500 ㎎/100 g 이상으로 구

분하였다. 이때 매운맛 5단계는 상당수의 시료 군에 대한 특정 등급에 포함되

므로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9단계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1단계는 capsaicin

함량이 약 10 ㎎/100 g 이하, 2단계는 약 10 ∼ 40 ㎎/100 g, 3단계는 약 40

∼ 70 ㎎/100 g, 4단계는 약 70 ∼ 100 ㎎/100 g, 5단계에는 약 10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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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g, 7단계에는 약 200 ㎎/100 g이상인 청양 시료 군을 제안하였으며 8단계

와 9단계는 더 매운 고추장용 고춧가루의 등급화를 위해 제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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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광분석법을 이용한 농산물 비파괴 품질 계측

농산물의 맛, 안전성, 내부 결함과 같은 내부 품질에 대해서 비파괴

적으로 품질을 계측하고 판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실용화를 이룬 기

술은 NIR 분광분석법이다.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의 Karl Norris에 의

해 적용된 NIR 분광분석법은 곡류나 종자의 수분측정을 위해 특별히 설

계된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700 ～ 2400 nm 파장대역에서의 NIR 투과

스펙트럼을 얻은 것이 최초였다. 이후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농산물의

비파괴 품질 계측 분야와 관련되어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

Ama 등(1990)은 파장대역이 680 ∼ 1235 nm에서 ‘후지’ 및 ‘스타킹’

사과 품종의 스펙트럼을 획득하여 당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획득한 스

펙트럼에 대해서 2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하고 MLR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에서 912 ㎚ 및 866 ㎚의 흡광도 값을 이용할 때 당도 예측이 가능한 것

으로 보고하였다. 개발된 모델의 SEP는 ‘후지’의 경우 0.399 brix, ‘스타

킹’의 경우 0.307 brix이었으며 ‘후지’의 당도 예측용 모델식에 ‘스타킹’을

적용하였을 경우 SEP = 0.693 brix이었다. 두 품종을 혼합하여 작성한

모델식을 이용하여 당도를 예측하였을 때 ‘후지’의 SEP = 0.374 brix,

‘스타킹’의 SEP = 0.336 brix으로 예측 성능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Kawano 등(1992)은 NIR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복숭아의 당도를

비파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광 프로브를 복숭아

에 접촉시켜 스펙트럼을 획득하였으며 스펙트럼을 2차 미분으로 전처리

한 결과에서 sucrose의 흡수 파장인 906 ㎚ 파장대역에서 흡광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906, 878, 870 및 889 ㎚에서의 2차 미분 값

을 이용하여 당도 예측용 회귀식을 개발하였다. 회귀식의 R2 = 0.94,

SEC = 0.48 brix이었으며 SEP = 0.50 brix, bias = 0.01 brix라고 보고하

였다.

국내에서는 노상하와 황인근(1998)이 후지 사과를 대상으로 실시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VNIR 파장대역인 650 ∼ 1050 ㎚에서 반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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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럼을 획득하고 2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MLR 모델을 개발하였으

며 이때 SEP = 1.59 brix로 크게 나탔으며 예측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실시간 분광광도계의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보고하

였다.

황인근(2000)은 당산도 측정 장치 개발에 앞서 순수 당 및 사과산의

흡수 파장대역 구명을 위해 VNIR 파장대역인 550 ∼ 1100 nm에서의

투과 스펙트럼을 획득하고 예측 모델을 개발한 결과에서 R2 = 0.982,

SEP = 0.391 g/100 mL로서 매우 정확하게 농도 측정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고 사과산 농도 예측 결과에서는 R2 = 0.935, SEP = 52.5 ㎎/100

mL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강진(2007)은 수박의 당도와 내부 결함을 동시에 측정하여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파장대역이 660 ∼

960 nm인 VNIR 투과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분광분석법으로 수박의 당

도 판정을 실시하였다. 수박의 당도 예측 PLSR 모델의 상관계수(RC
2)는

0.69였으며 SEC = 0.54 brix였으며 개발된 모델을 교차 검정으로 검정한

모델의 상관계수(RV
2)와 SEP는 각각 0.65 및 0.57 brix로 나타났다. 개발

된 당도 판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는 선별 실험 결과에

서 93.8%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김영태(2009)는 파장대역이 660 ∼ 1100 nm인 VNIR 투과 분광기를

이용하여 토마토의 내부 품질 및 신선도를 비파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파장 범위별과 투과 스펙트럼

의 전처리별로 개발된 PLS 모델에서 전체 파장대역이 660 ∼ 1100 nm

이고 평균값 정규화 전처리를 적용한 당도 예측 모델은 RV
2 = 0.54,

SEP = 0.42 brix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실시간 토마토 선별 시스템을 이

용하여 당도를 4.0 brix 기준으로 2등급 분류하는 선별 실험 결과에서

전체 선별 정확도는 67.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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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시간 고춧가루의 품질 예측

고춧가루의 매운맛, 단맛, 색상 등과 같은 품질 인자를 측정하기 위

해 HPLC, GC와 같은 화학 분석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비파

괴적으로 고춧가루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기술로서 다양한 방법이 시

도되었으며 이중 가장 많이 적용되고 가능성을 보여줬던 기술로서는

NIR 분광분석법이 있다.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품질을 예

측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선행 연구와 실험 결과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Iwamoto 등(1984)은 파장대역이 1100 ∼ 2500 ㎚인 NIR 분광장치

를 이용하여 capsaicin 함량을 비파괴적으로 예측하고자 하였다. 한국에

서 재배된 13개 고추 시료에 대해 종자를 제거하고 과피 만을 분쇄하여

측정하였으며 capsaicin과 관련되는 주요 흡수 파장대역을 조사하였다.

Stepwise MLR법을 이용하여 2422, 2358, 1974, 1622, 1820 ㎚의 5개 파

장이 선택되었으며 예측 결과에서 R2 = 0.986, SEP = 3.6 ㎎/100 g이었

다. 연구 결과에서 NIR 분광법은 고춧가루의 capsaicin 함량 예측을 위

한 장치로서 활용 가능했으며 추후 장치의 재현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조래광 등(1990)은 매운맛 성분인 capsaicin, 적색색소인 capsanthin,

당 함량 및 수분 함량을 파장대역이 1100 ∼ 2500 nm인 NIR 분광장치

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화학분석

방법에 의해 측정한 capsaicin, capsanthin, 당 함량 값과 NIR 스펙트럼

데이터 간에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성분 측정을 위한 검

량식을 작성하였다. 이들 검량식을 미지의 고추 시료에 적용시켜 구한

예측값과 기존 분석법으로 구한 실측값을 비교한 결과에서 capsaicin은

측정오차가 45 ㎎/100 g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capsanthin과 총 당함량은

NIR 분광분석법에 의해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우문 등(1993)은 파장대역이 1100 ∼ 2500 ㎚인 NIR 분광장치를

이용하여 종자가 제거된 고춧가루 시료 83점에 대한 capsaicin 함량 예

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용된 시료의 capsaicin 함량은 0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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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g의 범위에 있었으며 modified PLS 분석결과에서 R2는 2차 미분

과 3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경우에 있어서 각각 0.77과 0.92였으며

SEP는 132 ㎎/100 g 및 97 ㎎/100 g으로 오차가 크게 발생되었다.

Capsaicin 함량이 100 ㎎/100 g에서는 정확도가 하락했으며 R2 = 0.9 이

상인 실용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석의 확대와 분석법 보완을 제

시하였다.

한응수 등(1996)은 800 ∼ 2500 nm 파장대역의 NIR 분광장치를 이

용하여 국내에서 유통중인 59개의 고춧가루 제품의 capsaicinoids 함량을

비파괴적으로 예측한 결과 2274, 2418, 1614, 2186 ㎚ 파장대역에서의 흡

광도로 구성된 MLR 모델을 사용할 경우 R2 = 0.64, SEP = 6.94 ㎎

/100 g의 값을 나타내었다. 추가적으로 개발된 PLSR 모델의 예측성능은

R2 = 0.59, SEP = 7.45 ㎎/100 g을 보여주었다.

조성인 등(1997)은 NIR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수분 및

지방 함량을 신속하게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검량식의 기본

모델은 다중회귀모델을 적용하였으며 회귀 모델의 독립 변수 선택은

step-wise법을 이용하였다. 수분 함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개발된 검량식

의 SEC = 0.62%, SEP = 0.65%정도로서 NIR 분광분석법에 의한 고춧가

루 수분 함량에 대한 측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함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개발된 검량식의 SEC = 0.71%, SEP = 0.87%

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검량식 개발법으로 다중 회귀 분

석법 이외에 PCR, PLS, 신경회로망 등을 이용할 경우 검량식의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식품연구원(1999)에서는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 개발을 위

해서 파장대역이 700 ∼ 2400 ㎚인 NIR 분광장치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28개의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capsaicinoids 함량 범위는 14.76

∼ 223.66 ㎎/100 g이었으며 개발한 modified PLS 모델의 결과에서 R2

= 0.94, SEP = 14.094 ㎎/100 g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선미 등(2000)은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을 위해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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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이 400 ∼ 2500 ㎚인 NIR 분광장치를 이용하여 72개의 고춧가루 시

료에서 측정한 143개의 흡광 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용하여 modified PLS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정 modified PLS 모델의 RC
2 = 0.89, SEC

= 33 ㎎/100 g이었으며 63개의 스펙트럼으로 교차 검정을 이용하여 개

발된 modified PLS 모델의 RV
2 = 0.387, SEP = 49.4 ㎎/100 g이었으며

9개의 이상치를 제거한 후에 개발된 모델에서는 RV
2 = 0.654, SEP =

31.6 ㎎/100 g로서 다소 향상되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성능을 보여주었

으며 그 이유로 미량의 capsaicin 함량으로 인해 근적외선 흡광도가 미

약한 것과 기존 화학분석법의 공정상 오차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박두산 등(2005)은 고춧가루 시료 50점을 대상으로 파장대역이 900

∼ 1700 ㎚인 NIR 분광 장치를 이용하여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고

HPLC로 분석한 capsaicinoids 함량과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였다. 1차 미

분 전처리를 적용한 흡광 스펙트럼과 capsaicin 농도 값과의 상관관계에

서는 1159 ㎚ 밴드에서 -0.8386이었으며 1216 ㎚ 밴드에서는 0.7895로

계산되었다.

심민진(2009)은 NIR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측

정하였으며 별도의 화학적인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직접 제조한 고춧

가루 41종과 시중에서 구입한 50개의 시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파장대역

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개발된 매운맛 함량 예측용 PLS 모델의 결과는

Rv
2 = 0.1159, SEP = 43.5971 ㎎/100 g이었다. 유의 파장을 선정하여 개

발한 모델에서는 Rv
2 = 0.5266, SEP = 42.7906 ㎎/100 g으로 향상되었으

며 추후 capsaicin의 작용기와 관련 있는 유의 파장 구간들을 중심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예측 성능이 향상된 모델 개발이 가

능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모창연 등(2011)은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

파장대역이 1100 ∼ 2300 ㎚인 NIR 분광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이

용하여 동일 지역에서 생산된 맵지 않은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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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비율별로 혼합하여 조제된 33개 시료에 대하여 3수준의 입자 크기별

로 capsaicinoids 함량을 예측할 수 있는 PLSR 모델을 개발하였다. 획득

된 스펙트럼에 다양한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입도별 capsaicinoids

함량 예측 모델을 교차 검증한 결과에서 RV
2는 0.948 ∼ 0.979, SEP는

6.56 ∼ 7.94 ㎎/100 g의 이었으며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예측 성능이

향상되었다.

Lim 등(2012)은 450 ∼ 950 nm 파장대역의 VNIR 분광장치를 기반

으로 제작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실시간·비파괴적으

로 예측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내 11개 지역에서

생산된 125개의 고춧가루 제품에 대해서 지역별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용 PLSR 모델을 개발하였다. 획득된 스펙트럼은 다양한 전처리가 적용

되었으며 각 지역별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 PLSR 모델들 중

에서 봉양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에 대해서 교차 검증법으로 검정한

PLSR 모델의 RV
2 = 0.9585, SEP = 10.14 ㎎/100 g의 결과를 보여주었

다.

농림축산식품부(2012)에서는 고춧가루에 대한 신미 성분 측정용 모

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파장대역이 400 ∼ 2500 ㎚인 NIR 분광장치를 이

용하였다. 개발된 모델의 RV
2 = 0.33 이었으며 SEP = 24.89 ㎎/100 g로

서 양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고추 신미 성분이 집중되어

있는 태좌 부위가 고춧가루 시료 내에서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아 NIR

분광법을 이용하였을 때 고춧가루의 신미성분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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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Researchers Equipment Wave1) Kinds2) Cap3) Model Performance

1984 Iwamoto et al.
Neotec 

6350

1100 ~ 

2500 

Red-pepper 

powder 

without 

seed (13)

50 ~ 130
Stepwise 

MLR

R2 = 0.986 

SEP = 3.6 

㎎/100 g

1990 Cho et al.
InfraAlyzer 

500C

1100 ~ 

2500 

Red-pepper 

powder 

without 

seed (40)

10.79 ~ 

64.78

Stepwise 

MLR

R2 = 0.867 

SEP= 48.66

1995 Lee et al. NIRS 6500
1100 ~ 

2500

Red-pepper 

powder 

without 

seed (83)

0 ~ 800 PLS
R2 = 0.92 

SEP= 97

1996 Han et al. NIRS 6500
800 ~ 

2500

Red-pepper 

powder 

products

 (59)

10.10 ~ 

111.7

MLR
R2 = 0.64 

SEP= 6.94

PLSR
R2 = 0.59 

SEP= 7.45

1999 KFRI4) NIRS 6500
700 ~ 

2500

Red-pepper 

powder 

(28)

14.76 ~ 

23.66
MPLS

R2 = 0.94

SEP= 14.094

2000 S.M. Lee NIRS 6500
400 ~

2500

Red-pepper 

powder 

(72)

23 ~ 471 MPLS
R2 = 0.65

SEP= 31.6

2008 Park et al. NIR-128
900 ~ 

1700

Red-pepper 

powder 

(50)

-
Correlation 

coefficient
r = 0.7895

2009 M.J. Sim NIRS 6500
400 ~

2500

Red-pepper 

powder 

(50)

0 ~ 40

PLS
R2 = 0.38

SEP= 5.52

MLR
R2 = 0.62

SEP= 5.90

2011 Mo et al.
 Luminar 

2030

1100 ~ 

2300

Red-pepper 

powder 

(33)

17.50 ~

168.97 
PLSR

R2 = 0.991

SEP= 4.331

2012 Lim et al. SM-440
400 ~ 

1100

Red-pepper 

powder 

(125)

6.79 ~ 

156.88
PLSR

R2 = 0.986

SEP= 2.10

2012 MAFRA5) NIRS 6500
400 ~ 

2500

Red-pepper 

powder 

(72)

54 ~ 

235.7
MPLS

R2 = 0.34

SEP= 26.17

1) Wave: Wavelength range (nm), 2) Kinds: Kinds(Numbers of samples),

3) Cap: capsaicinoids content (㎎/100 g), 

4) KFRI: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5)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able 3-2 Researches about capsaicin content of red-pepper powder 

using off-line visible and NIR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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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춧가루 매운맛 예측 알고리즘 개발

4.1. 서론

고추는 동일한 품종이라도 재배되는 해당 지역의 일조량, 강수량, 토

양 특성, 시비량 및 재배 방식 등에 따라 매운 맛 성분인 capsaicinoids

함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선미 등, 2000; 박수민,

2011; 이성응 등 2013). 따라서 일선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는 품종의 다

양성 및 재배 환경에 따른 특성으로 고춧가루 가공시 규격화되고 표준화

된 매운맛을 생산하고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춧가루가 함유된 한식을 찾는 소비자들은 매운맛 선호도에 따라

본인의 기준을 갖고 있으며 매운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보다 더 매운맛을

찾게 되고 매운맛에 민감한 사람들은 매운 정도가 덜한 순한 맛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10년에 정부와 식품업계의 합의로 고추장 매운맛을 매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여 KS규격으로 고시하였다.

Fig. 4-1 Five pungency grades and products of hot pepper paste. 

시행된 고추장의 매운맛 단계는 GHU(gochujang hot taste unit)라는

새로운 단위로 표기하였는데 ‘매우 매운맛’은 100 GHU 이상, ‘매운맛’은

75 ∼ 100 GHU, ‘보통 매운맛’은 45 ∼ 75 GHU, ‘덜 매운맛’은 30 ∼ 45

GHU, ‘순한맛’은 30 GHU 미만으로 분류하였다(그림 4-1). 한편, 고춧

가루에 대해서도 2013년에 5단계의 매운맛 등급화 기준안이 마련되어 고

시될 예정이다.

고추장의 매운맛 등급화가 시행되었지만 일부 판매되고 있는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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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서는 매운맛 표기와 실제 매운맛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고추장의 매운맛 조절은 주원료인 고춧가루의 매운맛 함량

에 따라 매운 정도가 결정되기에 규격화되지 않은 매운 맛의 고춧가루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하고 규격화된 매운 맛의 고추장 제품을 생산하기 어

렵다.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부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는 capsaicinoids 함량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HPLC, GC와 같은 화학

분석기기를 이용하거나 전문 분석기관에 capsaicinoids 성분 분석을 의뢰

하여 매운맛 품질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법은 측정

정확도는 우수하지만 자체 분석의 경우에는 전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과정이 복잡하며 1점의 시료 분석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측정 장

비의 가격이 고가이고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문 분석기간에 의뢰시에는 분석 결과를 통

보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폭 넓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로 분광분석법을 이용한 과실류의 내부 품질 인자들에

대한 비파괴·실시간 측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에서 VNIR

(파장대역 400 ∼ 1100 ㎚) 분광분석법이 NIR(파장대역 1100 ㎚ 이상)

분광분석법보다 내부 품질 인자의 측정에 있어서 비용이나 온라인 품질

판정 시스템 구축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류동수, 2001). 파장대역

이 400 ∼ 1100 ㎚에 해당되는 VNIRS 기술은 과일의 내외부 품질 중에

서 당도 예측을 위한 온라인 비파괴 선별 분야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

며 획득한 반사 또는 투과 스펙트럼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이용하여

당도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용 오프라인 NIR 분광장치를 이용하여 고춧가루 매운맛 주성분인

capsaicinoids 함량을 비파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

지만 태좌의 분포나 위치에 따라 매운맛 차이가 발생되는 현상으로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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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선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웠

던 기존의 화학 분석법을 대처하고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던

NIR 분광분석법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고춧가루의 매운맛 함량을 실시간·비파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VNIR 파장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을

제작하였으며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도별, 생산 지역별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매운맛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관행 고춧가루 capsaicinoids 함량 정량법인 HPLC 분석법의 확립을

통해 정확성과 재현성 있는 분석결과를 확보하고,

2. VNIR 파장대역에서의 순수 capsaicin 분말 및 용액에 대한 흡광 스펙

트럼을 획득하여 고춧가루 매운맛 예측 가능성을 제시한다.

3. 고춧가루 색상을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 예측 가능성을 구명하

기 위해 과피, 종자, 태좌의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에 대한 각각의 색

상 정보와 파장별 상관관계를 구명하고 예측식을 개발한다.

4. VNIR 파장대역의 분광센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흡광 스펙트럼을 확

보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하고, 입도별, 생산지역별 고춧가루 시료에 대

한 매운맛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5. 2013년에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를 대상으로 개발된 실시간

capsaicinoids 예측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고, 측정 가능한 매운맛

등급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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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료 및 방법

4.2.1.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분석

고춧가루 시료의 매운맛 성분인 capsaicinoids 함량에 대한 실측값을

정량하기 위해서 관행 정량법인 HPLC 분석법을 이용하였으며 ASTA

방법을 준용하여 진행하였다(ASTA, 1997). HPLC 분석법을 이용한 고춧

가루의 capsaicin 함량 측정의 전체적인 과정은 그림 4-2과 같은 방법과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고춧가루 시료는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충분

히 섞은 후에 1 g를 정량하였으며 그림 4-3(a)와 같은 가압식 밀폐용기

에 담고 95% 에탄올(ethanol) 25 mL를 추가하여 밀폐시켰다. 고춧가루

에서 capsaicin 추출 시간을 단축하고 원활한 추출을 위해서 그림

4-3(b)에서와 같은 가온 장치(hot block)을 제작하여 60℃로 2시간 30분

동안 가열하여 용액을 추출하였다.

시료 추출액은 GHP Acrodisc syringe filter(PALL Gelman

Laboratory, P/N 6054563-1, Ann Arbor, MI, USA)로 여과하여 15 mL

용량의 conical tube에 담았다. 여과된 고춧가루 추출액은

HPLC(Younglin, YL9000, Anyang, Korea) 정량을 위해 2 mL의 vial로

옮겨 담았으며 자동 추출기(Younglin, MIDAS)를 이용하여 20 μL씩 주

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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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Preprocessing procedure and HPLC analysis for measurement of capsaicinoids content in red-pepper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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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Pressurized sealed container (a) and hot block equipment (b).

본 연구에서는 고춧가루의 매운맛 성분 중 90%이상을 차지하는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의 합을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으로

나타냈으며 이 두 가지 물질을 이용하여 검량식을 작성하였다. 검량식

작성에 사용된 표준물질은 capsaicin(Sigma, M-2028, St. Louis, MO,

USA)과 dihydrocapsaicin(Sigma, M-1022, St. Louis, MO, USA)을 사용

하였으며 표준시료는 capsaicin 0.0684 g과 dihydrocapsaicin 0.0388 g을

methanol 1000 mL에 섞어 30분간 음파 처리(sonication)하여 표준시료

100 ppm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100 ppm과 methanol을 정해진 양만큼

혼합해서 1, 5, 20, 50, 80 ppm을 제조한 후 다시 음파 처리하여 각각 바

vial에 필터링하여 준비하였다.

이동상 용매는 0.1% 인산용액(phosphoric acid) 1.1764 mL와 증류수

1000 mL을 섞어 만들어 30분간 음파 처리한 후, 0.1% 인산용액 700 mL

과 methanol 1300 mL을 섞어 다시 30분간 음파 처리한 후 필터링하여

준비하였으며 HPLC로 분석하기 30분 전에 다시 음파 처리 하였다. 즉,

이동상은 methanol : 0.1% 인산용액 = 65 : 35의 비율로 조제하였다.

사용된 column(Imtakt, Unison UK-C18, Kyoto, Japan)은 길이와

내경이 75 × 4.6 ㎜이며 공극이 3 ㎛인 역상(reverse phase) column을

사용하였다. HPLC 분석조건은 이동상의 유속은 1.0 mL/min였으며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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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Younglin, Acme 9000)를 사용하여 280 ㎚ 파장에서 검출하였다

(표 4-1).

Instrument Model : Younglin, YL9000

Injector : Yonglin,　MIDAS Auto sampler

Detector : Younglin, Acme9000, UV/Vis 

Detector

Column oven : Younglin, CTS30

Pump : Younglin, SP930D Solvent delivery 

pump 

Column Unison UK-C18 (Imtakt, USA)

Mobile phase Methanol : 0.1% phosphoric acid (65 : 35)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volume 20 ㎕

Detector 280 ㎚

Table 4-1 Conditions of HPLC for capsaicinoids analysis in 

red-pepper powder

4.2.2. VNIR 대역에서의 순수 capsaicin 흡광 특성

VNIR 파장대역에서의 순수 capsaicin 용액의 흡광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용성 물질인 capsaicin을 methanol에 용해시켜 농도별

capsaicin 용액을 조제하였다. 순수 capsaicin(Sigma, M-2028) 분말은 계

량된 methanol 용액에 혼합하였으며 농도별 capsaicin 용액은 각각 10,

50, 100, 500, 1000, 5000, 10000 ppm의 7수준으로 조제하였다. 조제된 농

도별 capsaicin 용액은 Voltex mixer를 이용하여 혼합한 후에 GHP

Acrodisc syringe filter로 여과하였으며 15 mL용량의 conical tube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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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준비하였다.

Fig. 4-4 Outlook of UV-VIS spectrometer.

농도별 순수 capsaicin 용액에 대한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 장치는 그림 4-4와 같이 파장이 230 ∼ 1000 ㎚인 UV-VIS

흡광 분광기(Tecan Benelux BVBA, Infinite M1000, Giessen,

Netherlands)를 사용하였다(표 4-2). 7 수준의 순수 capsaicin 용액은 마

이크로 피펫을 사용하여 96 well plates에 옮겨 담았다. 흡광 스펙트럼

측정시 파장 간격은 2 ㎚로 하였으며 전체 측정은 3회 반복하였으며 평

균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 당시 용액의 온도와 주변 온도는 22

∼ 24℃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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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Specifications

Maker Tecan Benelux

Model Infinite M1000

Wavelength range 230 ~ 1000 ㎚

Measuring mode Absorbance, fluorescence, luminescence

Sampling interval 2.0 ㎚

Wavelength accuracy ±0.3㎚

Light source High energy UV xenon flash lamp

Detectors 4 photodiode, UV and red sensitive PMT

Table 4-2 Specifications of UV-VIS spectrometer (Infinite M1000) and 

setting value

Capsaicin과 methanol이 혼합된 용액의 흡광 스펙트럼에서 미량의

capsaicin 성분에 의한 흡수 스펙트럼만을 획득하고자 할 때 차 스펙트

럼(difference spectrum)에 의한 분석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Smith,

1996). 차 스펙트럼에서 시료(sample)는 capsaicin이 녹아 있는 methanol

용액에서의 흡수 스펙트럼을 말하며 기준(reference)은 제거하고자 하는

성분인 methanol에 대한 흡수 스펙트럼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capsaicin이 녹아있는 methanol 용액에서 methanol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료에서 기준을 빼주면 되는데 농도별로 존재하는 capsaicin

용액에서 methanol 용액과의 스펙트럼 차이를 구하는 것으로서 기준 스

펙트럼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료 스펙트

럼에서 기준 스펙트럼을 빼줄 때 기준 스펙트럼에 상수를 곱한 값을 빼

주는 데 이때 기준 스펙트럼에 곱해주는 상수를 추출 상수(subtraction

factor)라고 하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D = SS– S × RS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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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 : 차 스펙트럼

SS : 시료 스펙트럼

S : 추출 상수

RS : 기준 스펙트럼

식 4-1에서 추출 상수를 변경하게 되면 차 스펙트럼의 흡광도 형상

이 변화하게 된다. 시료 스펙트럼과 기준 스펙트럼의 종류나 농도 차이

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차 스펙트럼 상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행착

오를 거치게 되며 시료 스펙트럼과 기준 스펙트럼이 동시에 발생되는 지

점에서의 피크가 모두 제거되어 평행한 기준선이 될 때의 상수 값을 차

스펙트럼의 추출 상수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순수 capsaicin 분말에 대한 흡광 스펙트럼의 측정은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온라인 고춧가루 스펙트럼 측정장치에 장착된 VNIR 파장

대여의 CCD 분광센서(Korea Spectral Products, SM440, Seoul, Korea)

를 이용하였다. 순수 capsaicin 분말은 직경이 10 ㎜이고 깊이가 6 ㎜으

로 가공된 테프론(teflon) 용기에 담았으며 광이 조사되는 표면을 균일하

게 다듬어서 측정하였다. 순수 capsaicin 용액과의 비교를 위해서 유효

파장대역은 400 ∼ 1000 ㎚으로 동일한 파장대역을 선택하였다.

4.2.3. 온라인 고춧가루 흡광 스펙트럼 측정 장치 구축

4.2.3.1. 개발 필요성

고춧가루 매운맛을 실시간·비파괴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기존의

NIRS 장치는 시료에 대한 별도의 화학적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선행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비

파괴적으로 고춧가루의 매운맛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고춧가루

의 매운맛을 측정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은 NIR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상태에서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여기서 오프라인 시스템의 의미는 연속적인 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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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제한적인 실험실 공간에서 정지 상태의 시료에 대한 흡광 스펙트럼

을 획득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곡류를 분쇄하여 제조한 쌀가루, 밀가루, 콩가루 등은 비교적 균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고추를 분쇄하여 제조하는 고춧가루는 서

로 다른 성질의 과피, 종자, 태좌가 서로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불균일

한 조성을 가진 고춧가루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고춧가루 분말이 서로

충분히 혼합되지 않으면 추출되는 부위의 시료에 따라 성분의 차이가 발

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매운맛의 검출과 관련해서 태좌 부위는 그 양

이 미량이지만 매운맛 주성분인 capsaicinoids 함량은 이 부위에 집중되

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고추의 매운맛 분포는 그림 4-5로 설명될 수 있는데 건조

고추의 각 부위별 무게와 capsaicinoids 함량 비율과의 관계에서 무게 비

율로는 전체 무게의 3.9%에 불과한 태좌가 매운 맛 성분인

capsaicinoids 함량은 무려 전체의 96.9%를 차지하게 된다.

Fig. 4-5 Ratio of weight and capsaicinoids content for each parts of 

dried red-pepper.

이는 소량의 시료를 이용하게 되는 HPLC 분석이나 한 지점만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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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기존 NIR 분광법은 추출되는 고춧가루 시료의 태좌 위치, 분포

및 포함 유무에 따라 매운맛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

서 고춧가루 태좌 위치에 따른 매운맛 편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기존 분석 방식에서처럼 소량의 시료 추출이나 한 지점만을 측정하는

방식보다는 여러 지점을 스캔하여 태좌의 분포에 따른 영향을 감소시키

는 것이 매운맛 측정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분말 상태인 고춧가루는 표면의 균일 정도에 따라 산란의 영향으로

반사스펙트럼의 모양이 변화되며 안정적인 스펙트럼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표면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선행되었던 NIRS

를 이용한 연구들은 안정적인 스펙트럼의 확보를 위해 그림 4-6에서와

같이 시료 용기(sample cup)에 시료를 담고 표면을 균일하게 다듬어 주

는 과정이 요구되었으며 표면을 다듬는 작업은 사용자마다 누름 정도나

표면의 고르기가 다를 수 있다. 일정하지 않은 고춧가루의 다짐 정도나

표균의 균일한 정도는 동일한 시료 내에서도 산란정도가 달라지고 반사

스펙트럼의 모양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균일하게 표면을

형성해주는 장치가 요구된다.

Fig. 4-6 Commercial NIRS systems for capsaicinoids measurement of 

red-pepper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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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VNIR 분광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고춧가루 시료의 물리적 특성

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태좌 영향에 따른 매운맛 편차를 감소시키기 위

해 연속적으로 고춧가루 시료를 스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

적인 스펙트럼을 획득하기 위해서 고춧가루의 표면을 균일화시키는 장치

를 구축하였다.

4.2.4.2. 시스템 구성 및 제작

(1) 구성: 제작된 고춧가루 매운맛 측정기의 개략도는 그림 4-7과

같이 고춧가루 투입부(sample input unit), 고춧가루 표면을 균일하게 성

형해주는 고춧가루 표면 균일화부(sample surface leveler), 이송 컨베이

어(conveyor/ sample transfer unit), 자동 레퍼런스 측정장치(automated

reference measuring unit), 광 조사부(light illumination) 및 검출부

(detector), 광원부(light source), 분광센서부(spectrometer), 배출부

(sample output unit) 및 컴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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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Schematic diagram for the quality measuring system of 

red-pepper powder. 

(2) 분광기: 고춧가루 품질 측정 시스템에 장착되는 VNIR 분광센

서는 그림 4-8과 같은 CCD 분광센서(Korea Spectral Products, SM440,

Seoul, Korea)를 적용했으며 파장대역은 129 ∼ 1135 ㎚이고 슬릿(slit)

크기는 50 ㎛이다.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USB(universal serial bus)를 이

용하여 통신하며 광 프로브 연결단자(fiber coupler)는 SMA-905 또는

FC standard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분광센서에 사용된 CCD linear

image sensor(Toshiba corporation, TCD1304AP, Tokyo, Japan)는 개당

픽셀 크기가 8 ㎛ × 200 ㎛인 3648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분광센서 내부

에 장착되어 있다(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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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8 A photo of CCD linear image sensor (a) and spectrometer (b) 

used for spectrum measurement of red-pepper powder.

CCD 분광센서는 외부 온도 변화에 따른 스펙트럼 변화 및 노이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전기적(thermoelectric)으로 냉각 및 가온되는

펠티에 효과(Peltier effect)를 이용한 장치가 내장된 케이스를 제작하여

장착시켰으며 작동 중에는 항상 25℃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Detector
Number of pixels : 3648

Sensing pixel size : 8 ㎛ × 200 ㎛

Computer interface USB 1.1/2.0 16 bit 500 kHz

Slit 50 ㎛

Fiber coupler SMA 905 or FC standard

Spectral rage 129 ∼ 1135 ㎚

Dimensions 142 × 70 × 22 ㎚

Weight 408g

Table 4-3 Specification of CCD spectrometer

(3) 광원 및 반사광 입력장치: 고춧가루 시료에 광을 조사하기 위

해 사용된 광원은 100 W 텅스텐-할로겐(tungsten-halogen) 램프(Korea

Spectral Products, ASBN-W-100F-L)를 사용하였으며 300 ∼ 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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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대역을 포함하며 출력되는 빛의 밝기는 2,000 lumens이고 램프의 수

명시간(life time)은 2,000 hr이다. 그림 4-9는 시스템 구성에 사용된

CCD linear image sensor의 에너지 반응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4-10은 텅스텐-할로겐 광원을 검은 배경에 조사하였을 때 센서 반응에

대한 상대적인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Fig. 4-9 Spectral response of CCD linear image sensor. 

Fig. 4-10 Spectrometer response of Tungsten-Halogen light source.

그림 4-10에서와 같이 CCD 분광센서는 620(↑), 645(↓), 670(↑),

760(↓), 950(↓), 970(↑) ㎚ 파장대역에서 상향 및 하향 피크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센서와 광원의 특성이 함께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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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램프에서 출력되는 광을 전달하고 고춧가루 시료로부터 반사되는 광

을 수신하는 역할을 하는 반사 프로브(Korea Spectral Products,

RP060-SMFR-U20-NS-BX)는 그림 4-11와 같이 직경이 600 ㎛이고 길이

가 2 m로서 Y-자형 구조로 된 프로브(bifurcated fiber optic probe)를 사

용하였다.

Fig. 4-11 A photo of bifurcated fiber optic probe used for reflectance 

measurement with VNIR spectrometer.

프로브의 끝단에는 램프에서 전달된 광을 고춧가루에 조사하는 6개

의 광섬유가 원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프로브 중앙에

는 고춧가루에서 반사되는 광을 수신하여 CCD 분광센서로 전달해주는

광섬유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광 프로브가 전달할 수 있는 파장 범

위는 200 ∼ 1100 ㎚이다.

(4) 자동 레퍼런스 측정장치: 장착된 자동 레퍼런스 측정 장치는

광원의 안정적인 흡광 스펙트럼의 획득 상태와 CCD 분광센서의 이상 유

무를 점검하기 위해 반사도 지수(reflectance factor)가 0.781인 회색 계열

의 기준 패널(Labsphere Inc., SRS-05-020, North Sutton, NH, USA)을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레퍼런스의 동작은 고춧가루의 반사 스펙트럼을 획

득하기 전에 강제적으로 레퍼런스의 측정이 이루어지며 측정된 기준 반사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반사율을 흡광도로 변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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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레퍼런스 측정 장치는 그림 4-12(a)에서와 같이 고춧가루를 이

송하는 컨베이어 하단에 장착하여 제작하였지만 낙하되는 고춧가루에 의

한 레퍼런스의 오염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림 4-12(b)에

서와 같이 레퍼런스 측정부 위치를 이송벨트 하단에서 이송벨트 상부로

변경하여 고춧가루 낙하에 의한 레퍼런스 패널의 오염 원인을 사전에 방

지하여 안정적인 기준 스펙트럼을 확보할 수 있었다.

Fig. 4-12 Comparison with bottom (a) and improved top position (b) of 

the automatic reference panel to avoid dusty surface.

(5) 고춧가루 표면 균일화부: 고춧가루와 같은 분말 상태의 시료

는 안정적인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한 다짐 정도와

균일한 표면이 성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료 투입구로 투입되는

고춧가루의 표면을 균일화하기 위해 그림 4-13과 같이 고춧가루가 진행

하는 방향으로 컨베이어 벨트 상단에 좌·우로 관로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착물과 덮개를 제작하여 장착시켰다. 하지만 이 장치는 고

춧가루의 표면이 균일화되기에는 관로가 비좁았으며 구간도 짧아 외부

표면의 성형이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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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Test for surface formation of red-pepper powder by passing 

through the surface leveler.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림 4-13와 같이 ‘∣∣’ 형상보다는 그림

4-14에서와 같은 ‘∖∕’ 와 같은 역사다리꼴 형상으로 별도의 고춧가루

표면 균일화부를 제작하여 장착하였다. 투입된 고춧가루는 배출구 방향

으로 진행할수록 표면 균일화부의 좁은 관로를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춧가루의 밀도가 유지되면서 표면이 균일화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표면 균일화부는 관로 형상에 따른 최적 표면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서 몇 가지 관로를 제작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최적의 표면 균일

화부는 그림 4-14에서와 같이 성형 부분의 길이를 (a) 10 cm 에서 (b)

18 cm로 연장함으로써 고춧가루 표면의 갈라짐이나 끊김 현상을 감소시

켜 안정적인 흡광 스펙트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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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4 Comparison with before (a) and after improvements (b) of the 

surface leveler for uniformed surface condition of red-pepper powder.

그림 4-15는 이 연구에서 구축한 고춧가루 표면 균일화 장치에 의

해 형성되는 고춧가루의 표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매운

맛, 색상, 단맛의 실시간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 이송되는 고춧가

루의 표면을 스캔하면서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해 이 장치를 이용

하였다. 이때 이송되는 컨베이어 벨트의 이송속도는 간이 실험을 통하여

14.3 ㎜/s로 결정하였다.

Fig. 4-15 Surface of red-pepper powder uniformed by the surface 

leve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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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어 소프트웨어: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제어 프로그

램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그림 4-16과 같이 제작하였으며

매운맛을 표시하는 단위에 있어서 capsaicinoids 함량 표시를 ㎎%(㎎

/100 g), SHU, ppm 등으로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등급 설정도 사전에 미리 입력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4-16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online quality measuring system 

for red-pepper powder. 

(7) 작동과정: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측정 시스템은 그림 4-17에서

와 같은 측정 과정으로 고춧가루의 주요 품질을 판정하도록 구상하였으

며 먼저 투입구로 공급된 고춧가루는 벨트식 컨베이어로 이송시키고 표

면 균일화 장치에 의해서 고춧가루의 표면을 균일화시키는 단계를 거치

게 된다. 균일화된 고춧가루 표면에 조사된 빛에 의해 측정된 반사 스펙

트럼은 흡광스펙트럼(logR

)으로 변환되어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

량 예측에 사용되며, 그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고 고춧가루는 배출구를

통해 배출된다. 그림 4-18은 선정된 CCD 분광센서, 텅스텐-할로겐 램프,

반사 프로브 등을 이용하여 개발한 온라인 고춧가루 스펙트럼 측정 장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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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Operation steps of the online capsaicinoids measurement 

system for red-pepper powder. 

Fig. 4-18 Outlook of the capsaicinoids measurement system for 

red-pepper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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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고춧가루의 품질인자 예측 알고리즘 개발

이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capsaicinoids 함량을 비롯해서 당 함량과

색상을 예측하기 위해 상기 4.2.3에서 구축된 스펙트럼 측정 장치를 이용

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스

펙트럼 전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전처리를 수행한 후에 PLSR 방법을 이

용하여 회귀모델을 개발하였다. 최적의 요인을 찾기 위하여 요인수 증가

에 따라 PRESS의 변화를 관찰하여 그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의 요인수

를 최적 요인수(F)로 결정하고 개발한 모델의 예측성능을 검증하기 위하

여 교차검정(cross validation)을 실시하였다.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색상 및 당 함량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스펙트럼 전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PLSR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적용한 스펙트럼 전처리 기법들은 평균값 정규화

(mean normalization), 최대값 정규화(maximum normalization), 범위 정

규화(range normalization), 1차 및 2차 미분(1st & 2nd Savitzky-Golay

derivatives), SNV, 다분산보정(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 MSC),

기준선(baseline) 보정과 평활화(smoothing) 등을 적용하였다. 스펙트럼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 중 가장 최적인 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교정 모델에 대해서는 RC
2 및 SEC, 검증 모델에서는 RV

2 및

SEP, F, bias, RPD 등을 서로 비교하였다. 고춧가루의 품질 예측을 위한

PLSR 모델 개발은 통계 소프트웨어(Camo., Unscrambler v9.2, Oslo,

Norway)를 이용하였다.

4.2.5. 고추 부위별 매운맛 특성 구명

4.2.5.1.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 준비

전술한 바와 같이 고추는 부위에 따라 capsaicinoids 함량에 큰 차이

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명함으로써 동일 시료 내에서 매운맛의 분포, 샘

플링에 따른 매운맛의 차이 등을 예상할 수 있다. VNIR 파장대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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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부위별 분말의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기 위해서 ‘진미(Jinmi)’ 품

종과 청양(Chungyang) 품종의 건고추 시료를 각각 10 kg을 구입하여

품종별로 과피(pericarp), 태좌(placenta), 종자(seed)의 3 부위로 분리한

후에 부위별로 분쇄하였다. 부위별 분말 시료들의 입자 크기에 따라 변

화되는 흡광 스펙트럼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그림 4-19의 표준 망체

(Chunggye Industrial MFG, Gunpo, Korea)와 진동식 분리 장치

(Chunggye Industrial MFG, CG-213, Gunpo, Korea)를 이용하여 입도별

로 분리하였다. 입도 분리후 가장 상층에 남아있는 고춧가루의 입도가

0.71 ～ 1.4 ㎜ (Case Ⅲ), 중간층이 0.425 ～ 0.71 ㎜ (Case Ⅱ), 바닥층

이 0.425 ㎜이하 (Case I)가 되도록 표준 망체를 선택하였다.

Fig. 4-19 Sieve shaker used for size particle separation of red-pepper 

powder. 

표 4-4는 ‘진미’ 및 ‘청양’ 건고추를 과피, 종자, 태좌로 나누어 분쇄

한 후 3수준의 입도별로 구분한 것으로서 부위별, 입도별로 색상의 차이

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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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ies Parts
Particle size (㎜)

~ 0.425 0.425 ∼ 0.71 0.71 ∼ 1.4 

Jinmi

Pericarp

Seed No samples

Placenta

Chungyang

Pericarp

Seed

Placenta

Table 4-4 Pictures of powder samples divided by each parts of dried 

red-pepper

두 품종 모두 과피는 붉은색, 종자는 노란색을 띄고 있으며 ‘진미’

품종의 태좌는 노란색에 가깝고 ‘청양’ 품종의 태좌는 붉은색에 가까워



- 76 -

태좌의 색상에서는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연

구(오승희, 2011)에서 제시했었던 결과에서와 같이 모든 부위에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체적인 색상이 진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흡광 스펙트럼의 측정시 흡광 특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4.2.5.2. Capsaicinoids 함량 및 색상 측정

‘진미’ 품종과 ‘청양’ 품종의 건고추를 과피, 종자, 태좌로 분리한 후

분쇄하고 입자 크기별로 3 수준으로 분류하여 18개의 시료를 제조하였

다. 이들 중에서 ‘진미’ 품종에서 입도가 가장 큰 종자 부위의 분말시료

(0.71 ∼ 1.4 mm)는 분쇄과정에서 회수된 양이 적어서 모든 측정 항목에

서는 제외시켰다.

‘진미’ 품종과 ‘청양’ 품종의 과피, 종자, 태좌로 조제된 전체 17개

분말 시료의 표면색도는 Hunter 색차계(Konica Minolta, CR-400W,

Osaka,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를 나타내는 L값, 적색도

(redness)를 나타내는 a값 및 황색도(yellowness)를 나타내는 b값을 측

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표준색판의 L값은 96.84, a값은 0.05, b값은 1.74

이었다. 고춧가루 시료는 그림 4-20(a)에서와 같이 표면색도 측정용기(내

부 길이 180 ㎜, 내부 폭 27 ㎜, 내부 깊이 8 ㎜)를 별도로 제작하여 입

자 크기별로 용기에 담아서 표면색도 값과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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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20 Red-pepper powder samples (a) and measurement locations  

(b) of surface color and reflectance spectrum.

그림 4-20(b) 와 4-21(a)에서와 같이 색차계를 측정하고자 하는 고춧가

루 표면에 수직으로 하여 표면색도 값을 획득하였으며 색차계는 한 지점

에서 3회 반복 측정하여 시료당 총 9개의 표면색도 값을 측정하였으며

L, a, b 값을 각각 153(17*9)개씩 획득하였다.

Fig. 4-21 Measurement of surface color using colorimeter (a) and VNIR 

spectrometer (b).

4.2.5.3. 색상, capsaicinoids와 스펙트럼과의 상관관계 분석

VNIRS를 이용하여 측정한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에 대한 흡광 스

펙트럼 값과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표면색도 L, a, b 값 및 HPLC

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capsaicinoids 함량과의 상관 계수를 구하였



- 78 -

다. Rea와 Parker(1992)는 상관계수가 0.0 ∼ 0.1은 거의 상관이 없으며,

0.1 ∼ 0.2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 0.2 ∼ 0.4은 보통의 양의 상관관계,

0.4 ∼ 0.6은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 0.6 ∼ 0.8은 강한 양의 관계,

0.8 ∼ 1.0은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획득한 표면색도 L, a, b 값은 R(red), G(green), B(blue)의 색 좌표

값으로 변환하였으며 이들 기본적인 색상 값 외에 또 다른 색상 지수로

L, a, b값의 또 다른 색상 품질인자로서 b/a, G/(G+B)을 추가로 계산하

였다.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에 있어서 색차계를 이용하여 획

득한 색상 정보 값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는 HPLC로

분석된 capsaicinoids 함량이며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s)로는 색

차계로 측정한 L, a, b값을 비롯하여 변환된 색상 값을 다른 색상 정보

로 서로 조합하여 재구성한 독립변수도 모델 개발에 사용하였다.

4.2.6. Capsaicinoids 함량 예측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시료

VNIRS를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에 대한 예측 알

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시료는 표 4-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009년에 생산된 일반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 시료는 무게 비율별

로 서로 혼합하여 11개의 매운맛 수준으로 조제하였으며 이를 다시 3수

준의 입도 크기별로 분류하여 총 33개의 시료가 준비되었으며 전국 지

역별 시료는 전국 14개 지역에서 2009년에 생산된 43개 제품을 3수준의

입도 크기별로 분류하여 129개의 시료를 조제하였으며 전국 11개 지역

에서 2010년에 생산된 20개 제품은 입도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실험

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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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Area1) Year2) Spec3) Sieve4) No.5)

Mixed 

samples
Youngkwang 2009

11 spiciness levels  

of samples by 10% 

mixture increments  

of spicy and 

non-spicy product

3 levels  33

Regional 

samples

Different 14 

domestic areas
2009 43 products 3 levels 129

Different 11 

domestic areas
2010 20 products None 20

1) Area: Production area, 2) Year: Production year, 

3) Spec: specification of samples, 4) Sieve: Sieve separation, 

5) No.: Number of sample.

Table 4-5 Sample sets of red-pepper powder used for prediction of 

capsaicinoids content by VNIRS 

4.2.6.1. 일반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의 혼합 시료

고춧가루 capsaicinoids 함량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매

운맛이 서로 차이가 나는 일반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 시료를 무게

비율별로 서로 혼합하여 시료를 조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일반 고춧가

루는 전남 영광군에서 2009년도에 생산된 일반 품종의 고춧가루와 ‘청양’

품종의 고춧가루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는 ‘청

양’ 품종은 별도로 품종을 구분하여 고춧가루 제품으로 가공하고 있지

만 대부분의 일반 품종의 고추는 수매시 품종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때 사용된 두 제품의 고춧가루 시료는 씨를 포함하

고 있으며 함수율 범위는 평균 9 ∼ 10%였다.

일반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의 혼합 비율은 무게 비율(g/g)로

하여 0 ∼ 100%까지 10% 단위로 서로 혼합하여 11수준(일반 고춧가루

: 청양 고춧가루 = 0:100, 10:90, 20:80, 30:70, 40:60, 50:50, 60:40,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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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90:10, 100:0)으로 혼합하였다. 이렇게 혼합된 시료는 입자 크기에

따른 물리적 특성이 고춧가루 capsaicinoids 함량 예측에 대한 영향을 관

찰하기 위해 입자의 크기에 따라 3수준으로 분리하였다.

우리나라 고춧가루는 사용 용도에 따라 고춧가루의 입자 크기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장 굵은 고춧가루가 분포되어 있는 고춧가루는 김치

를 만들 때 사용되는 김치용(0.71 ～ 1.4 ㎜)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김

치용보다 입자 크기가 작은 고춧가루가 분포되어 있는 제품은 양념용

(0.425 ～ 0.71 ㎜)으로 사용되며 가장 고운 분말 형태로 구성되는 고춧

가루는 고추장용(0.425 ㎜이하)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그림 4-19에서와 같이 일반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를

혼합한 시료는 표준 망체와 진동식 분리 장치를 이용하여 혼합된 시료를

입자 크기별로 분리하였다. 11개의 혼합시료는 가장 상단에 있는 표준

망체에서부터 0.425 ㎜ 이하(Case I), 0.425 ∼ 0.71 ㎜ (Case Ⅱ), 그리고

0.71 ～ 1.4 ㎜ (Case Ⅲ)의 순서로 입도 분리를 하였으며 총 33개의 고

춧가루 시료를 준비하였다.

전체 고춧가루 33개 시료에 대해서 450 ∼ 950 ㎚에 해당되는

VNIR 파장대역에서 297개의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였으며 이때 광 노

출시간은 50 ms로 하였으며 60회 평균한 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여기

서 450 ∼ 950 ㎚ 파장대역에서의 총 픽셀 수는 1730개였다.

고춧가루의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전에 모든 고춧가루 시료는 밀

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였으며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전에 시

료의 온도는 실온과 유사한 22 ∼ 24℃ 범위로 하였다. 이는 실제 고춧

가루가 가공되는 현장에서의 고춧가루의 온도에 근접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에 투입 전에는 충

분히 흔들어서 혼합한 후에 VNIR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였다.

4.2.6.2. 전국 생산 지역별 고춧가루 시료

고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는 전국 14개의 농협 및 고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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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처리장(red-pepper processing center; RPPC)에서 생산된 2009년산 43

개 제품 및 전국 11개 농협에서 2010년산 20개 제품을 구입하여 전국

고춧가루의 생산 지역별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14개 지역은 그림 4-22와 같이 음성(Umsung)농협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괴산(Goesan) 고추조합공동사업법인, 안면도(Anmyeondo) 농

업협동조합, 청양(Chungyang) 농업협동조합, 신태인(Shintaein) 농업협동

조합, 고창(Gochang) 부안 농협, 영광(Youngkwang) 농업협동조합, 영월

(Youngwol) 농협가공사업소, 봉양(Bongyang) 농업협동조합, 남제천

(Namjecheon) 농업협동조합, 영양 고추유통공사(Youngyang RPTC), 영

양(Youngyang) 농업협동조합, 농협 영양(Namyoungyang)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남안동(Namandong) 농업협동조합에서 구입하였다. 그림에서

와 같이 고추종합처리장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 2곳, 전라남도와 강원도에 각각 1곳씩 위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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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Geographic origins of red-pepper powder used in the 

experiments.

2009년산 고춧가루 43개 제품은 입자 크기의 분포에 따라 고추장용,

양념용, 김치용으로 사용되는 고춧가루 입도 수준과 비슷한 분포로 표준

망체와 진동식 분리 장치를 이용하여 각각 0.425 ㎜이하(Case I), 0.425

∼ 0.71 ㎜(Case Ⅱ), 그리고 0.71 ～ 1.4 ㎜(Case Ⅲ)의 3수준으로 분리

하여 총 129개의 시료를 준비하였으며 2010년산 고춧가루 시료 20개 제

품은 별도의 입도 분리 없이 바로 사용하여 총 149개의 전국 생산 고춧

가루 시료를 준비하였다.

표 4-6은 14개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43종의 고춧가루 제

품의 포장 외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품별로 포장지에는 각각의 가공공

장에서 매운 정도에 따라서 정한 매운맛 등급이 표시되어 있다. 표시된

매운맛 등급은 순한맛(mildly hot), 보통맛(medium hot), 매운맛(very

hot), 아주 매운맛(extremely hot)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되어 있었으며

또한 동일한 매운맛 등급이라도 태양으로 건조된 고추를 가공하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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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고춧가루나 고추씨 함량이 일반 제품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포

함된 고춧가루 제품은 타 제품과 차별화하여 골드(gold)로 추가 표기하

여 판매되는 제품들도 있었다.

고춧가루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전에 모든 고춧가루 시료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였으며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전에 시료

의 온도는 실온과 유사한 22 ∼ 24℃ 범위로 하였다.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에 투입하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혼합한 후에 VNIR

흡광도를 획득하였다. 이때 사용된 전국 시료의 고춧가루의 함수율 범위

는 평균 9 ∼ 11%였다.

전체 고춧가루 149개 시료에 대해서 450 ∼ 950 ㎚에 해당되는

VNIR 파장대역에서 4153개의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였으며 이때 광

노출시간은 50 ms로 하였으며 60회 평균한 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450

∼ 950 ㎚ 파장대역에서의 총 픽셀 수는 1730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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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msung b. Gosean

c. Anmyeondo d. Cheongyang

e. Shintaein f. Gochang g. Youngkwang

h. Youngwol i. Bongyang

j. Namjecheon k. Youngyang RPTC

l. Youngyang m. Namyoungyang n. Namandong

Table 4-6 Packaging appearance of red-pepper powder products 

produced in each area 

4.2.6.3. 매운맛 등급 판정용 괴산 고춧가루 시료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의 매운맛 예측 성능시험을 위해

서 사용된 시료는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괴산지역에서 생산된 고춧

가루 제품을 사용하였다. 년도별 제품 수량은 2010년산은 12개, 2011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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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개, 2012년산은 13개, 2013년산은 37개로서 총 63개의 제품이 사용되

었다. 전체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HPLC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apsaicinoids 함량은 13.45 ∼ 159.48 ㎎/100 g의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균은 43.67 ㎎/100 g이었다.

전체 63개 시료 중에서 44개 시료는 고춧가루 매운맛 예측을 위한

PLSR 모델 개발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013년산 19개 제품은 미지의

시료로서 모델 검증에 사용하였다. 전체 시료들은 측정 일자를 변경하면

서 3차례에 걸쳐 반복 측정하였다. 고춧가루의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

기 전에 모든 고춧가루 시료는 밀폐된 상태에서 냉장 보관하였으며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전에 시료의 온도는 실온과 유사한 22 ∼ 24℃ 범

위로 하였다. 측정 전에는 시료가 균일하게 혼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흔

들어서 혼합한 후에 VNIR 흡광도를 획득하였다. 이때 사용된 고춧가루

의 함수율 범위는 평균 9 ∼ 11%였다.

전체 고춧가루 63개 시료에 대해서 450 ∼ 950 ㎚에 해당되는

VNIR 파장대역에서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였으며 이때 광 노출시간은

50 ms로 하였으며 60회 평균한 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450 ∼ 950 ㎚

파장대역에서의 총 픽셀 수는 1730개였으며 파장 간격은 step 수를 5로

설정하여 최종 픽셀 수가 346개인 스펙트럼으로 PLSR 모델 개발에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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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및 고찰

4.3.1. 시료의 capsaicinoids 함량 측정과 관계되는 인자

4.3.1.1. HPLC 표준시료의 검량선 및 측정값 재현성

그림 4-23은 6개의 농도별로 조제된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

표준 시료에 대해서 그래프 면적비(area ratio)를 이용하여 각각의 검량

선(calibration curve)을 작성한 것이다. 그림 4-24에서와 같이 capsaicin

및 dihydrocapsaicin의 직선성은 결정계수(R2)가 1로서 정확하게 일치되

었으며 직선에 대한 선형식은 각각 y(peak area) = 0.084 ×

x(concentration) - 0.0396 및 y = 0.0837x + 0.0409였다.

Fig. 4-23 Peak graphs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apsaicin and 

dihydrocapsaicin standar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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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Calibration curve of capsaicin (a) and dihydrocapsaicin (b) 

standard solution.

Capsaicinoids 함량 측정을 위해 사용된 모든 고춧가루는 시료를 채

취하기 전에 충분히 혼합하였으며 한 제품에서 1 g씩 3점을 채취하였다.

3점의 시료에 대해서 추출액을 각각 3개씩 준비하여 HPLC 정량은 총

9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값들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4-5에서와 같이 고춧가루에서 가장 소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태좌 부위는 capsaicinoids 함량은 가장 많기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HPLC 분석 시에도 해당 고춧가루 시료가 균일하게 혼합되지 않거나

추출되는 위치에서 태좌의 양에 좌우되어 HPLC 분석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듯 HPLC를 이용한 capsaicinoids 함량 측정에 있어서 고춧

가루 내에 존재하는 태좌의 분포에 따른 측정값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료의 채취 및 분석 횟수를 증가시켜 오차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표

4-5는 총 9회의 HPLC 정량을 실시한 고춧가루 시료 1개에 대한 결과로

서 capsaicin 함량의 표준 오차는 ±0.35 ㎎/100 g, dihydrocapsaicin 함량

의 표준오차는 ±0.36 ㎎/100 g이었으며 전체 capsaicinoids 함량은 ±0.64

㎎/100 g으로 정확성과 반복에 대한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고춧가루 시료들은 표 4-7에서와 같이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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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 값들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제품이 1 kg 미만의 소포장 단위이기에 시료 채취 전에 충분한 혼합을

실시함으로써 편차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1 red-pepper powder product

CAP DHC TotalSampling 

locations
Repetition

1

1 17.96 7.68 25.64

2 18.02 7.47 25.49

3 17.90 7.65 25.55

2

1 18.88 8.04 26.92

2 18.66 8.13 26.79

3 18.62 8.47 27.09

3

1 18.55 7.44 25.99

2 18.36 7.62 25.98

3 18.20 7.45 25.65

Average 18.35 7.77 26.12 

Standard deviation ±0.35 ±0.36 ±0.64 

Table 4-7 Repetitiveness in capsaicinoids content measurement of red 

pepper powder with HPLC (CAP: capsaicin, DHC: dihydrocapsaicin, 

Total: capsaicinoids)

(Unit : ㎎/100 g)

하지만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는 ‘청양’ 고추 등과 같은 일부 매운

품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품종들은 품종 구분 없이 서로 혼합하여 조제

하고 있으며 capsaicinoids 정량을 위한 HPLC 분석에 있어서 다수의 시

료를 추출해서 분석에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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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oids 함량 측정을 위해 가장 정확한 방법인 HPLC 분석법

에 있어서도 매운 맛이 집중되어 있는 태좌 부위의 영향으로 인한 고춧

가루 분말 시료의 특성으로 동일 시료 내에서도 큰 편차가 발생할 수 있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논문에서는 표 4-6에서와 같이 동일

제품 내에서는 대부분의 추출된 시료 간에는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4.3.1.2. 샘플링에 따른 편차

일부 고춧가루 시료들 중에서 표 4-8에서와 같이 동일 시료에 대한

9회의 측정값들 사이에서 큰 편차를 보이는 시료 10개에 대한 사례를 보

여주고 있다. 여기서 10개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HPLC 결과 값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의 시료에서 총 9회의 HPLC 분석이 이루어졌으

며 각 시료별로 최소 및 최대 capsaicinoids 함량 결과 값과 최대

capsaicinoids 함량 값에서 최소 capsaicinoids 함량과의 차를 계산하였

다. 7번 시료의 경우에는 9회의 측정값들 사이에서 그 차이가 36.57 ㎎

/100 g의 큰 편차가 발생했으며 이것은 HPLC 분석 기기의 오차보다는

고춧가루 분말 시료에서 태좌의 영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capsaicinoids 함량이 높은 시료에서 이러한 불균일 현상이 자

주 발견되었으며 이는 매운 고추일수록 태좌의 capsaicinoids 함량도 높

아 HPLC 분석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고춧가루 시료에서 정확한 capsaicinoids 함량 측정을 위해서

는 분석 전에 시료를 충분히 혼합하고 다양한 지점에서 시료를 추출하여

HPLC로 정량하는 것이 매운맛에 대한 편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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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pepper 

powder 

samples

Capsaicinoids content (㎎/100 g)

Min1) Max2)
Max2) - 

Min1)
Average STD3)

1 29.25 36.26 7.01 32.43 2.85

2 28.27 34.36 6.09 32.05 2.68

3 69.30 90.89 21.60 78.60 8.91

4 99.30 109.65 10.35 105.49 4.07

5 133.86 158.46 24.60 146.12 9.66

6 140.21 157.13 16.92 147.15 6.25

7 123.74 160.31 36.57 147.91 14.98

8 154.15 169.50 15.35 161.68 5.53

9 158.54 173.88 15.34 165.26 4.90

10 157.82 176.48 18.66 167.37 7.07

1) Minimum value, 2) Maximum value, 3) Standard deviation

Table 4-8 Results of nine repetitiveness by HPLC analysis for 

capsaicinoids content measurement of 10 red-pepper powder samples

4.3.1.3. 고추 부위별 capsaicinoids 함량

10 kg씩 준비된 ‘진미’ 품종 및 ‘청양’ 품종의 건고추 시료는 가위,

조각칼 등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과피, 종자, 태좌를 분리하

였으며 그림 4-25에서와 같이 비가식부(non-edible part)인 꽃받침

(calyx)과 꼭지(stem)는 분리 작업을 하기 전에 제거하였다.



- 91 -

Fig. 4-25 Cross-section structure and main parts of red-pepper.

표 4-9는 가식부(edible part)에 해당되는 과피, 종자, 태좌의 전체

무게에 대한 각각의 무게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진미’ 품종의 건고추

가식부는 전체 10 kg에서 꼭지와 꽃받침 등을 제거하고 총 8761.6 g이

회수되어 87.6%의 회수율로 조사되었다. 가식부 8761.6 g중에서 과피가

6089.8 g(69.5%)로서 가장 많은 무게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자는

2332.7 g(26.6%), 태좌는 339.1 g(3.9%)의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다.

‘청양’ 품종의 경우에는 꼭지와 꽃받침을 제외하고 총 8916.7 g이 회

수되어 89.2%의 회수율을 나타내었으며 가식부 8916.7 g중에서 과피가

5706.9 g(64%), 종자가 2793.0 g(31.3%), 태좌가 416.0 g(4.7%)를 차지하

였다. 과육의 크기가 작은 ‘청양’ 품종의 건고추는 종자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진미’ 품종보다 적고 과피와 태좌 무게 비율은 ‘진미’ 품종보다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Varieties Jinmi Chungyang

Part Weight (g) Ratio (%) weight (g) Ratio (%)

Pericarp 6089.8 69.5 5706.9 64.0

Seed 2332.7 26.6 2793.9 31.3

Placenta 339.1 3.9 416.0 4.7

Total 8761.6 100 8916.7 100

Table 4-9 Weight ratio of each parts for 'Jinmi’ and ‘Chungyang’ 

red-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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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은 ‘진미’ 품종 및 ‘청양’ 품종의 과피, 종자, 태좌 분말시료를

3 수준의 입도 크기로 분쇄하여 HPLC로 측정한 capsaicinoids 함량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와 같이 ‘진미’ 품종의 0.71 ∼ 1.4 ㎜ 입자

크기에 해당되는 분쇄된 종자 시료는 소량으로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진미’ 품종의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의 비율은 평균 7.3 : 2.7로 분

석되었으며 ‘청양’ 품종은 6.5 : 3.5의 비율로서 매운맛 함량이 높은 ‘청

양’ 고추의 경우 dihydrocapsaicin 함량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을 합한 capsaicinoids 함량은 기존 선행 연

구에서와 같이 두 품종 모두 입도에 상관없이 태좌에서 가장 높게 측정

되었으며 ‘진미’ 품종의 경우는 과피가 종자보다 capsaicinoids 함량이 높

았지만 ‘청양’ 품종의 경우에는 종자가 과피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다.

Particle 

size

Varieties Jinmi Chungyang

Part Pericarp Seed Placenta Pericarp Seed Placenta

Case Ⅰ

CAP 9.84 4.40 290.68 195.38 121.39 3091.40　

DHC 3.38 1.56 115.51 53.88 35.91 920.51

Total 13.22 5.95 406.19 249.26 157.30 4011.90　

Case Ⅱ

CAP 5.64 4.15 252.01 52.33 97.45 1991.43

DHC 1.73 1.34 105.88 13.57 27.86 595.70

Total 7.37 5.48　 357.88 65.90 125.31 2587.13

Case Ⅲ

CAP 2.05 - 207.04 19.09 38.58 1541.23

DHC 0.88 - 102.70 5.64 11.40 436.99

Total 2.93 - 309.74 24.73 49.98　1888.22　

Table 4-10 Results of capsaicinoids content in each parts of red-pepper 

powder (CAP: capsaicin, DHC: dihydrocapsaicin, Total: capsaicinoids)

 (Unit: ㎎/1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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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품종의 고추 모두 태좌의 capsaicinoids 함량은 과피나 종자 부위

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았으며 입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진미’ 품종의 태

좌 분말의 capsaicinoids 함량은 평균적으로 과피에 64배이고 종자에는

69배 높았으며 ‘청양’ 품종의 경우에는 과피에 28배, 종자에는 45배 정도

로 높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고춧가루 시료내에서 태좌는 매운맛을 결정

짓는 주요한 부위이며 이 태좌가 분포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

capsaicinoids 함량 측정값의 변화가 크고 매운 정도도 큰 차이가 발생하

게 된다(신현희 등, 1991). 입도별로는 가장 입자의 크기가 작은 Case I

(0.425 ㎜ 이하)에 해당되는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의 capsaicinoids 함량

이 가장 높았으며 입자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과피, 종자, 태좌로 분리하지 않은 ‘진미’ 품종의 건고추로 가공된 고

춧가루의 평균 capsaicinoids 함량은 51.88 ㎎/100 g 이고 ‘청양’ 고춧가

루는 159.82 ㎎/100 g 으로 측정되었지만 태좌 부위만의 capsaicinoids

함량은 각각 최대 406.19 ㎎/100 g 및 4011.9 ㎎/100 g 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두 품종 간에는 ‘청양’ 고추 태좌의 capsaicinoids

함량은 ‘진미’ 고추보다 10 배 가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품종의 고추 부위별 실험결과에서와 같이 고추에서 가장 작은 부

위를 차지하고 있는 태좌는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과피나 종자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capsaicinoids 함량을 함유하고 있었다.

4.3.1.4. 고춧가루 혼합비 및 입도에 따른 capsaicinoids 함량

표 4-11은 일반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를 무게 비율별로 혼합

한 11개 시료를 다시 입자의 크기별로 3수준(Case I: 0.425 ㎜이하, Case

Ⅱ: 0.425 ∼0.71 ㎜, Case Ⅲ: 0.71 ∼ 1.4 ㎜)으로 분리하여 전체 33개

시료에 대한 capsaicin 및 dihydrocapsaicin 값을 HPLC로 분석한 결과이

다.

전체 capsaicinoids 함량은 capsaicin 값과 dihydrocapsaicin 값을 합



- 94 -

한 값으로 나타내었으며 capsaicin 함량은 전체 capsaicinoids 함량의 68

∼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dihydrocapsaicin으로 구성되어 있

었다. 전체 33개 시료에서 capsaicinoids 함량이 가장 적은 고춧가루는

입자의 크기가 가장 큰 고춧가루로 구성된 Case Ⅲ의 일반 고춧가루

100%의 시료로서 17.42 ㎎/100 g였으며 가장 입자의 크기가 작은 Case

I의 ‘청양’ 고춧가루 100%의 시료가 172.62 ㎎/100 g으로 일반 고춧가루

에 비교해서 약 10배 정도의 capsaicinoids 함량을 포함하고 있었다.

Mixture rate,%

(non-spicy : 

spicy)

Case I Case Ⅱ  Case Ⅲ

CAP DHC Total a CAP DHC Total CAP DHC Total

  100 : 0 15.85 8.97  24.82  13.10 10.78  23.88  8.62 8.80  17.42  

90 : 10 24.23  11.76 35.99 20.87  13.63 34.50 14.62  10.75 25.37 

80 : 20 33.60  14.06 47.65 28.93  15.35 44.29 22.90  13.55 36.45 

70 : 30 45.87  18.24 64.10 38.95  18.50 57.45 30.10  15.70 45.80 

60 : 40 62.00  26.39 88.39 48.72  21.64 70.36 36.72  17.60 54.32 

50 : 50 69.19  28.79 97.98 65.09  25.82 90.91 46.09  20.50 66.60 

40 : 60 82.12  31.17 113.29 71.67  28.08 99.75 53.47  23.47 76.93 

30 : 70 91.78  35.74 127.52 82.42  30.14 112.55 61.17  25.42 86.59 

20 : 80 102.47  40.76 143.23 94.51  31.74 126.25 71.68  27.87 99.55 

10 : 90 113.03  44.51 157.54 101.24  35.10 136.34 78.99  29.77 108.76 

     0 : 100 124.27  48.35 172.62 110.72  37.04 147.76 89.32  32.47 121.79 

Table 4-11 Capsaicinoids contents of red-pepper powders according to 

mixture ratio of spicy and non-spicy peppers and particle size (CAP: 

capsaicin, DHC: dihydrocapsaicin, Total: capsaicinoids)

(Unit : ㎎/1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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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capsaicinoids 함량은 일조량, 강수량, 토

양 특성, 시비량 및 재배 방식 등에 따라 매운 맛 성분인 capsaicin의 함

량이 크게 차이 나게 된다(최선미 등, 2000; 박수민, 2011; 이성응 등

2013). 본 실험에서 사용된 전남 영광지역에서 생산된 ‘청양’ 고춧가루

100%의 capsaicinoids 함량은 172.62 ㎎/100 g인 반면에 최선미 등(2000)

이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된 ‘청양’ 고춧가루를 HPLC로 분석한 결과에서

는 126.1 ㎎/100 g이었고 충북 괴산에서 생산된 ‘청양’ 고춧가루를

GC-MS로 분석한 유종옥 등(2009)은 평균 186.80 ㎎/100 g 으로 보고하

였으며 황인국 등(2011)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생산된 ‘청양’ 고추의

capsaicinoids 함량이 200 ㎎/100 g 이상으로 보고하여 동일 품종이라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청양’ 고춧가루의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 함량

비율은 일반 고춧가루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강유리, 2013) 본 실험에서도 Case Ⅱ의 경우에 capsaicin/dihydrocapsaicin

함량 비율이 3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가 동일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고

춧가루에서는 전체적으로 고운 고춧가루가 분포하고 있는 Case I의 시료

들이 굵은 고춧가루가 분포하고 있는 Case Ⅲ의 시료들과 비교할 때

capsaicinoids 함량이 1.4배 정도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4-26의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선미

등(1998)이 입도를 달리한 매운맛 성분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도 밝힌 바

와 같이 가장 많은 capsaicinoids 함량을 포함하고 있는 태좌 부분의 조

직이 과피나 종자와 같은 다른 부위의 조직보다 덜 단단하기 때문에 분

쇄 과정에서 더 잘게 부서져서 작은 크기로 존재하게 되고 그림 4-19를

이용한 입도 분리 과정에서 가장 입도가 작은 Case I (0.425 ㎜ 이하)에

존재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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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Correlation between mixture ratio of red-pepper powder and 

capsaicinoids content as measured by HPLC (Case I: below 0.425 ㎜, 

Case Ⅱ: 0.425 ∼ 0.71 ㎜, Case Ⅲ: 0.71 ∼ 1.4 ㎜). 

4.3.2. VNIR 대역에서의 순수 capsaicin의 흡광 및 흡수 파장

그림 4-27은 농도별로 혼합한 순수 capsaicin 용액에 대한 흡광 스

펙트럼으로서 3차례 반복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평균하여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자외선 파장대역에 포함되는 350 ㎚이하의 구간 중에서

특히 290 ㎚ 부근에서 흡수가 강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림 4-27(b)의 확

대된 그림에서 capsaicin 함량이 높은 methanol 용액일수록 최대 흡광

도가 발생되는 280 ㎚ 파장대역에서 장파장 쪽으로 흡광이 더욱 지속된

후에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농도별 capsaicin 용액이 UV 파

장대역에서 정량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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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27 (a) Absorbance spectra of methanol and capsaicin solutions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 (b) Enlarged spectra in the wavelength 

range from 284 ㎚ to 315 ㎚.

그림 4-28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VNIR(400 ∼ 1000 ㎚) 대

역에서 capsaicin의 흡광 스펙트럼이다. UV 대역에 비해 전체적으로 흡

광도가 미약하지만 750 ㎚이후의 근적외선 파장대역 부근에서 758(↑),

818(↑), 850(↓), 878(↑), 886(↓), 918(↑), 950(↓), 996(↑) nm 밴드에

서 상향 피크(peak)와 하향 피크(valley)가 관찰되고 있다. 여기서 관찰

된 피크들은 순수 capsaicin 용액에 대한 흡수 피크보다는 용매로 사용

된 methanol에 대한 흡수 피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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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Absorbance spectra of methanol and capsaicin solutions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 wavelength range from 400 ㎚ to 1000 ㎚. 

그림 4-29는 용매의 영향을 배제시키기 위해 그림 4-28의 스펙트

럼에서 순수 methanol의 흡광스펙트럼을 뺀 스펙트럼이며, 그림 4-30과

표 4-12는 capsaicin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작용기들의 배음대역에 해당

하는 파장대역을 나타낸다. 그림 4-29와 같은 차 스펙트럼을 구할 때 미

량의 capsaicin이 용해되어 있는 용액을 대상으로 측정한 스펙트럼에서

100% 용매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값을 뺄 경우 미량 포함되어 있는 용질

에 기인하는 스펙트럼 값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차 스펙트럼

을 계산할 때 식 4-1에서와 같이 기준 스펙트럼에 추출 상수(scaling

factor)를 곱한 후에 보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4-29은 추출 상수를

0.90을 적용하여 계산한 차 스펙트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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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Absorbance spectra of capsaicin solutions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btained from Fig. 29 with scale factor 0.90.

OH

OH

CH NH

CH

Fig. 4-30 Overtones of functional groups related to capsaicin molecular 

between 700 to 10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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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length (㎚)
Related  overtone or 

combination

Related 

structure
Reference 

738 O-H 3rd overtone ROH Osborne (1993)

746 C-H 4th overtone CH2 Osborne (1993)

762 C-H 4th overtone CH2 Osborne (1993)

825 N-H 3rd overtone Amine N-H Craig (1997)

901 C-H 3rd overtone CH Osborne (1993)

913 C-H 3rd overtone CH2 Osborne (1993)

938 C-H 3rd overtone CH2 Osborne (1993)

Table 4-12 Overtone or combination wavelengths related to functional 

groups in capsaicin molecular

그림 4-29에서 760, 818, 878, 918 ㎚ 대역에서 상향 피크들이 관찰

되며, 이 파장대역은 그림 4-30 및 표 4-12에서와 같이 capsaicin의 분자

구조와 관련 있는 O-H, C-H, N-H 및 C=O의 3차 또는 4차 배음대와

일부는 일치하는 것으로 유력한 capsaicin 흡수 피크로 추정된다. 하지만

capsaicin과 methanol의 경우 주요 성분인 methyl기와 O-H기로 인해 흡

수 파장대가 겹침으로 인해 다른 성분에 의한 흡수 파장들의 대부분의

봉우리들이 겹쳐지므로 스펙트럼에서 특징적인 흡수 피크는 관찰하기 어

렵다. 특히 본 실험에서와 같이 10000 ppm 으로 상대적으로 capsaicin

농도가 높은 methanol 용액에서도 흡수 봉우리가 거의 중복되는 스펙트

럼이 많아 확실히 구분되는 형태의 피크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미량인 capsaicin의 농도에서는 더욱 흡수가 적으므로 스펙트럼에서 뚜

렷한 형태의 피크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중첩되거나 산란에 의해서 흡광도가 미약해져서 보이지 않은 흡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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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스펙트럼 전처리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

서는 1차 미분을 적용하여 capsaicin 흡수 피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순

수 capsaicin 분말의 흡광 스펙트럼은 smoothing point를 11로 한 1차

미분(Savitzky-Golay derivatives)을 적용하였으며 5000 ppm 농도의

capsaicin 용액에 대해서는 smoothing point를 5로 한 1차 미분을 적용

하였으며 그 결과 그림 4-31과 같다. 이 그림에서 기울기가 0이면서 양

에서 음으로 변하는 지점이 흡광피크가 된다. 이들 점들 중에서 상대적

으로 봉우리가 큰 파장 영역을 열거하면 870, 895, 898, 938, 954, 970,

985 nm와 같다.

Fig. 4-31 The 1st derivatives of absorbance spectra of capsaicin 

solution and powder between 700 to 10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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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온라인 품질인자 측정 시스템의 적정 작동 조건

4.3.3.1. 광 조사 높이에 따른 흡광 스펙트럼의 변화

그림 4-32는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의 광 조사부, 레퍼

런스 패널, 고춧가루 시료 및 컨베이어 벨트 위치에 대한 설정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서 광 포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의 반사도 세기와 안

정적인 신호가 획득될 때의 거리를 찾고자 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probe 끝단에서 조사되는 광은 12.7°의 분산각(divergence angle)을 가지

고 레퍼런스 패널, 고춧가루 시료 및 컨베이어 벨트에 조사하게 된다.

Fig. 4-32 P1: End of optic probe to reference panel surface, P2: End 

of optic probe to red-pepper powder surface, P3: End of optic probe 

to conveyor belt surface.

그림 4-32와 4-33에서 P1은 probe 끝단에서 레퍼런스 패널 표면까

지의 거리와 그 위치에서의 광 조사 면적, P2는 probe 끝단에서 고춧가

루 표면까지의 거리와 그 위치에서 광 조사 면적, P3는 probe 끝단에서

컨베이어 벨트 바닥 표면까지의 거리(㎜)와 그 위치에서의 광 조사 면적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33에서와 같이 광이 조사되는 probe 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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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관측 범위(FOV; Field of View)의 면적은 증

가하지만 반사도의 세기는 약해지게 된다. 즉, 광 probe가 고춧가루에 근

접할수록 광량과 반사 스펙트럼의 세기는 증가되지만 광이 고춧가루 표

면에 조사되는 FOV(field of view)는 감소하게 된다.

Fig. 4-33 Light illumination shape at surface of reference panel (P1), 

red-pepper powder (P2), and conveyor belt (P3).

레퍼런스 패널에 광이 조사되고 반사되는 표 4-13은 레퍼런스 패널

에서 최대 반사도를 획득하기 위한 요인실험 결과로서 높이 조절이 가능

한 광 probe의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광 probe 끝단에서 P1, P2, P3 위치

까지의 거리 및 그 위치에서 조사되는 광 조사 면적(FOV)을 계산하였

다. 이때 획득한 레퍼런스 패널에 대한 반사 스펙트럼은 그림 4-34와 같

으며 H1 및 H2 위치에서는 그래프에서와 같이 광 포화가 일어났으며

H4 및 H5의 위치에서는 너무 낮은 반사도가 측정되었다. H3를 최적의

지점으로 선택했으며 그림 4-35와 같이 광 probe 끝단에서 레퍼런스 표

면까지의 거리는 6 ㎜, FOV 면적은 18.1 ㎟였으며 660 ㎚에서 확인된

최대 반사도 세기(intensity)는 약 52,800 (counts)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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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 positions
Distance to 

probe end
FOV (㎟) Distances (㎜)

 Peak 

intensity

H1

P1 4.9 2 

65,538P2 56.7 25 

P3 122.7 34 

H2

P1 5.7 4 

65,500P2 72.4 27 

P3 149.6 36 

H3

P1 18.1 6 

52,800P2 102.1 29 

P3 153.9 38 

H4

P1 22.1 9 

28,330P2 128.7 32 

P3 193.6 41 

H5

P1 28.3 12 

17,050P2 143.1 35 

P3 219.0 42 

Table 4-13 Different peak intensities and FOV area depending on probe 

position of quality factor measurement system for red pepper powder

Fig. 4-34 Change in intensity energy intensity of red-pepper 

powder due to different probe positions.



- 105 -

Fig. 4-35 Field of view of the bifurcated fiber optic probe.

4.3.3.2. 고춧가루 분말 시료의 유효 흡광 스펙트럼 검출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대상 영역은 그림 4-36과 같이 시료의

성형상태에 따라 3영역(region)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첫 번째 영역(R-1)

은 표면이 균일화된 고춧가루 표면이 통과하는 영역이고 두 번째 영역

(R-2)는 고춧가루 표면이 균일하게 형성되기 전(before)과 후(after) 시점

에 고춧가루의 표면이 불완전하게 성형되는 영역이고 세 번째 영역

(R-3)는 고춧가루가 없이 컨베이어 벨트의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는

영역이다.

그림 4-38은 R-1, R-2 및 R-3에 대한 흡광 스펙트럼을 도시한 것

으로서 균일화된 고춧가루 표면(R-1)의 흡광 스펙트럼은 500 ㎚에서의

흡광도 세기가 1로서 높게 획득되었으며 컨베이어 벨트(R-3)에 대한 흡

광 스펙트럼은 0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고춧가루는 컨베이어 벨

트와 비교해서 많은 광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정 파장대역에서의

흡광도 세기 차이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컨베이어 벨트의 스펙트럼을 품

질 예측 알고리즘 개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된 threshold 값은

500 ㎚ 대역에서 흡광도 비(ratio)가 0.5 이하의 흡광 스펙트럼은 유효

스펙트럼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그림 4-37에서와 같이 고춧가루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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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불규칙하게 성형되는 영역(R-2)에서의 스펙트럼은 균일한 표면의

스펙트럼과 유사하게 측정되어 비(ratio)를 이용하여 제외시키기에는 어

렵기에 추가적으로 스펙트럼을 필터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

다.

Fig. 4-36 Schematic view of the condition for absorbance spectra  

acquisition.

먼저 그림 4-37에서와 같이 R-1 영역과 R-2 영역에서 순차적으로

획득된 전체 스펙트럼 중에서 전반부 및 후반부의 R-2 영역에서 측정된

흡광 스펙트럼으로 의심되는 스펙트럼을 사전에 설정하여 제외시키는 것

이다. R-2 영역에서는 0 ∼ 2회 정도의 스펙트럼이 측정되기 때문에 최

대 획득된 전체 스펙트럼에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스펙트럼 2개씩을 삭제

하여 알고리즘 개발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는 R-1 영역에서 획득한 스펙트럼 중에서 고춧가루의 표면

이 갈라지거나 끊긴 경우에는 정상적인 스펙트럼과 다른 흡광도 세기를

나타내게 되며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정상적인 스펙트럼의 평균값과 비교

해서 설정해놓은 값보다 높거나 작게 되면 그 스펙트럼을 선택하여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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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7 Spectrum shapes measured from even or uneven surface of red 

pepper powder and from belt surface. 

4.3.4. 색상 값을 이용한 capsaicinoids 함량 예측 모델 개발

4.3.4.1. Capsaicinoids 함량과 색상 값의 상관관계

표 4-14는 ‘진미’와 ‘청양’ 품종의 과피, 종자, 태좌 분말 시료에 대해

서 색차계로 측정된 표면색도 L, a, b 값을 비롯해서 R, G, B, b/a,

G/(G+B) 값과 HPLC를 이용해서 측정된 capsaicinoids 함량과의 상관관

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와 같이 ‘진미’ 고추는 과피, 종자, 태좌 부위

의 L, a, b값과 capsaicinoids 함량의 상관계수에서 대부분 높게 나타났

으며 태좌에서의 a 값이 0.68로 가장 작은 값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청

양’ 고추에서도 대부분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지만 종자에서의 L 및

a 값은 capsaicinoids 함량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capsaicinoids의 함량 예측이 가능하며 과피, 종자,

태좌의 혼합비에 따라 예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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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ies Jinmi Chungyang

Part Pericarp Seed Placenta Pericarp Seed Placenta

Color 

values

L 0.98 0.98 0.87 0.96 -0.18 0.66

a 0.98 -0.95 0.68 0.99 0.04 0.92

b 0.99 0.87 0.93 0.99 0.93 0.78

R 0.99 0.96 0.90 0.98 0.39 0.83

G 0.92 0.98 0.86 0.90 -0.21 0.72

B -0.69 0.98 0.68 -0.98 -0.76 -0.86

b/a -0.07 0.99 0.71 0.88 0.37 0.41

G/(G+B) 0.99 -0.83 0.87 0.99 0.83 0.86

Table 4-1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lor values and 

capsaicinoids content measured from powder of each part of dried 

red-pepper

4.3.4.2. Capsaicinoids 함량 예측을 위한 다중회귀모델 개발

고춧가루의 색상정보를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의 예측 가능성

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사용된 고춧가루 시료

는 괴산에서 생산된 58개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이중에서 29개는 다중회

귀모델 개발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9개는 개발된 모델을 검증하

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모델 개발에 앞서서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

량과 측정된 색상 값들 사이의 Pearson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표 4-15

의 첫 번째 열에서와 같이 capsaicinoids 함량과 측정된 색상 값들 사이

에는 대부분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a 및 R 값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색상 값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은 표 4-15에서와 같이 색상

값 L, a, b사이에는 공선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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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L a b R G B

Pearson 

correlation

CAP 1.000

L -0.619 1.000

a -0.786 0.759 1.000

b -0.497 0.860 0.824 1.000

R -0.723 0.956 0.916 0.912 1.000

G -0.082 0.688 0.051 0.390 0.445 1.000

B -0.302 0.383 -0.006 -0.139 0.209 0.616 1.000

P-value

CAP 0.000

L 0.000 0.000

a 0.000 0.000 0.000

b 0.003 0.000 0.000 0.000

R 0.000 0.000 0.000 0.000 0.000

G 0.333 0.000 0.395 0.017 0.007 0.000

B 0.053 0.018 0.487 0.232 0.134 0.000 0.000

Table 4-1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apsaicinoids and 

color values (CAP: capsaicinoids content)

표 4-15와 다양한 변수 조합을 근거로 다중회귀모델에 사용할 독립

변수를 선정한 결과, B와 a2/b을 선택하는 것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

었으며 이들을 이용하여 개발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Casaicinoids content Bb
a
 (4-2)

표 4-16은 다중회귀분석 결과 각 계수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며.

개발된 회귀식의 예측 결과는 RC
2 = 0.784, SEC = 15.61 ㎎/100g이었으

며, 미지의 시료 29개를 대상으로의 검증한 결과, 그림 4-38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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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
2 = 0.805, SEP = 14.56 ㎎/100g로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Coefficients Standard error t-statistics P-value

Intercept 373.79 32.14 11.63 0.000 

B -2.27 0.81 -2.82 0.009 

a2/b -5.40 0.54 -10.07 0.000 

Table 4-16 Summary of multiple regression model for prediction of 

capsaicinoids content

Fig. 4-38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used color values by multiple regression model. 

독립변수의 선택에 따라 보다 유용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색상 정보만으로도 capsaicinoids 함량 예측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스펙트럼의 VIS 영역에서의 스펙트럼 값을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 예측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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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조제시료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

4.3.5.1. 고춧가루의 흡광 스펙트럼 측정

매운 맛이 덜한 일반 고춧가루와 아주 매운 ‘청양’ 고춧가루를 무게

비율별로 혼합하여 조제한 11개 혼합 시료를 3종류의 입자 크기별(Case

I: 0.425 ㎜이하, Case Ⅱ: 0.425 ～ 0.71 ㎜, Case Ⅲ: 0.71 ～ 1.4 ㎜ )로

분리하여 준비된 33개의 고춧가루 시료에 대해서 반사 스펙트럼을 획득

하였다.

그림 4-39는 VNIRS를 이용하여 145 ∼ 1176 ㎚ 파장대역에서 측

정한 전체 흡광스펙트럼이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앞 파장대역에서는 약

한 값을 나타내지만 300 ㎚ 대역에서부터 흡광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흡광도는 파장대역 510 ㎚ 근처에서 최대로 증가하며 이후 급격

히 감소하다가 근적외선 대역인 945 nm 부근에서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고춧가루의 색상이 흡광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510 nm 부근을 주파장으로 하는 색상에 의해 많은 흡수가 일어나는 것

으로 사료된다.

그림 4-40은 일반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를 50:50의 비율로 혼

합한 고춧가루 시료에 대해 입도별로 흡광 스펙트럼을 도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고춧가루 입자의 크기에 따라 흡광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색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이즈를 감안하여 450 ∼ 950 ㎚사이의 스펙트럼 값

을 capsaicinoids 예측모델 개발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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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97

Fig. 4-39 Absorbance spectra of red-pepper powders (n=297) in the 

wavelength range from 145 to 1176 ㎚.

Fig. 4-40 Absorbance spectra of red pepper powder by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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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 입도별 전처리에 따른 capsaicinoids 함량 예측

표 4-17은 매운맛의 농도별로 혼합된 조제시료를 입도별로 분류한

후 측정한 스펙트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전처리를 수행한 후 개발된

PLSR 모델을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을 예측하고 검증한 결과이다.

이 표에서 Case I, Ⅱ, Ⅲ은 고춧가루 시료의 입도를 나타내며, Case IV

는 입도별로 측정한 전체 스펙트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서

와 같이 스펙트럼 전처리 항목은 전처리를 적용하지 않은 원본 스펙트럼

(X1)), 3종류의 정규화인 평균값(mean), 최대값(Max2)), 범위(R3))를 비롯

해서 1차 및 2차 미분(1st D & 2nd D), SNV, MSC, 평활화(SM4)), 기준

선(BL5)) 등이다.

예측 및 검증 결과에 의하면 모든 시료에 대해 전처리에 관계없이

SEC와 SEP가 대부분 10 mg/100g이하이며, RPD(capsaicinoids 실측값

의 표준편차/SEP) 값이 5.0 이상으로 예측 및 검증 결과가 매우 양호하

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춧가루를 입도별로 구분하여 예측하는 것이 전체

를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 예측 및 검증 결과가 우수하며, 입자가 작을

수록 RPD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처리 효과는 전처리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전처리의 영향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도별로 분류된 시료의

경우는 평활화와 SNV가 예측 성능이 우수했으며 혼합된 시료의 경우

평균값을 이용한 정규화 전처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차 미

분 전처리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처리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은 스캐닝을 통해 9회 측정하여 평균한 스펙트럼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안정적이며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4-41은 가장 양호한 예측 및 검증 성능을 보여준 경우로서 입

도가 0.425 ㎜(Case I)이하인 고추장용 고춧가루이다. 평활화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의 예측결과는 RC
2 = 0.994, SEC = 3.72 ㎎

/100 g이며, 교차 검증법으로 검증한 결과는 RV
2 = 0.991, SEP = 4.73

㎎/100 g, RPD = 10.17로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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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Normalization

1st D 2nd D SNV MSC SM4) BL5)

Mean Max2) R3)

Ⅰ6)

RC
2 0.994 0.994 0.986 0.992 0.979 0.979 0.987 0.987 0.994 0.991

SEC 3.72 3.66 5.70 4.29 6.91 6.96 5.54 5.54 3.72 4.46

RV
2 0.991 0.991 0.979 0.988 0.963 0.929 0.983 0.983 0.991 0.988

SEP 4.74 4.59 6.98 5.36 9.36 12.98 6.43 6.43 4.73 5.35

F7) 7 6 5 6 2 7 4 4 7 6

RPD 10.16 10.49 6.90 8.98 5.14 3.71 7.48 7.48 10.17 9

Ⅱ

RC
2 0.988 0.990 0.990 0.986 0.983 0.991 0.990 0.990 0.988 0.987

SEC 4.47 4.06 4.00 4.91 5.29 3.92 4.11 4.12 4.47 4.73

RV
2 0.984 0.988 0.988 0.983 0.965 0.966 0.988 0.988 0.984 0.983

SEP 5.16 4.57 4.52 5.43 7.71 7.63 4.50 4.50 5.16 5.40

F 5 5 5 5 3 6 4 4 5 5

RPD 7.92 8.95 9.04 7.53 5.30 5.36 9.08 9.08 7.93 7.58

Ⅲ

RC
2 0.981 0.976 0.976 0.974 0.989 0.985 0.972 0.972 0.981 0.977

SEC 4.64 5.20 5.10 5.33 3.46 4.08 5.52 5.53 4.64 5.07

RV
2 0.977 0.970 0.972 0.970 0.956 0.948 0.968 0.968 0.977 0.972

SEP 5.11 5.84 5.58 5.86 7.01 7.66 5.98 5.99 5.11 5.61

F 5 3 4 4 4 6 3 3 5 4

RPD 6.50 5.69 5.96 5.67 4.74 4.34 5.56 5.54 6.51 5.92

Ⅳ

RC
2 0.966 0.968 0.949 0.949 0.971 0.961 0.962 0.963 0.966 0.977

SEC 7.90 7.73 9.65 9.68 7.29 8.51 8.38 8.25 7.92 6.53

RV
2 0.964 0.966 0.947 0.947 0.962 0.944 0.955 0.957 0.964 0.972

SEP 8.14 7.94 9.90 9.96 8.41 10.23 9.11 8.90 8.16 7.15

F 5 4 4 4 3 5 5 5 5 7

RPD 5.27 5.41 4.34 4.31 5.1 4.2 4.71 4.82 5.26 6

1) X: Non-pretreatment, 2) Max: Maximum, 3) R: Range, 

4) SM: Smoothing, 5) BL: Baseline, 6) Particle size: (I) below 0.425 ㎜, 

(Ⅱ) 0.425∼0.71 ㎜, (Ⅲ) 0.71 ~ 1.4 ㎜, (Ⅳ) above 1.4㎜,

7) F: Number of Factors

Table 4-17 Performance of PLSR model depending on pretreatment of 

VNIR spectra in predicting capsaicinoids content of red pepper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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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1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having particle size below 0.425 ㎜ 

(PLSR model preprocessed by smoothing). 

그림 4-42는 양념용으로 사용되는 중간 크기의 고춧가루에 해당하는

시료(Case Ⅱ: 0.425 ～ 0.71 ㎜)를 대상으로 개발된 PLSR 모델의 예측

및 검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측 및 검증 결과 각각 RC
2 = 0.990, SEC

= 4.11 ㎎/100 g, RV
2 = 0.988, SEP = 4.50 ㎎/100 g, RPD = 9.08로 개발

된 모델의 예측성능이 Case I과 같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43은 김치용으로 사용되는 입도가 가장 큰 시료(Case Ⅲ:

0.71 ～ 1.4 ㎜)를 대상으로 예측 및 검증한 결과 이다. 이 시료 역시

Case I (0.425 ㎜ 이하) 시료와 같이 평활화 전처리를 적용한 PLSR 모

델이 가장 우수한 예측 및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C
2 = 0.981, SEC

= 4.64 ㎎/100 g, RV
2 = 0.977, SEP = 5.11 ㎎/100 g, RPD =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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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2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having particle size between 0.425 to 0.71 ㎜ (PLSR 

model preprocessed by SNV). 

Fig. 4-43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having particle size between 0.71 to 1.4 ㎜ (PLSR 

model preprocessed by 1st derivatives). 

그림 4-44는 고춧가루 시료의 입자 크기별로 측정한 모든 스펙트럼

을 이용하여 분석한 PLSR 모델의 예측 및 검증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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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RC
2 = 0.968, SEC = 7.73 ㎎/100 g, RV

2 = 0.966, SEP = 7.94 ㎎

/100 g, RPD = 5.41로서 입도별로 예측 및 검증한 결과와 비교하면 상

대적으로 성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역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4-44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having particle size below 1.4 ㎜ (PLSR model 

preprocessed by mean normalization). 

상기 분석 결과 입자의 크기가 작은 고춧가루가 분포되어 있는 시료

에서 입자가 큰 시료보다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개발된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이 이송되는 고춧가루의 표면을 스캔하는 방

식으로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작은 고춧가루

가 상대적으로 성형되는 고춧가루의 표면이 균일하고 광 산란이 적어 안

정적인 흡광 스펙트럼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VNIR(450∼950 nm) 대역에서의 결과가 다른 선행 연구자들

(조래광 등, 1990; 박재복 등, 1999; 모창연 등, 2011)이 NIR(1,100∼2,500

nm) 영역 또는 VNIR(400∼2,500 nm) 영역에서 측정한 스펙트럼을 이용

하여 예측한 결과보다 우수하고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

이 유추할 수 있다. 첫째로는 고춧가루 시료를 대상으로 9회 반복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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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capsaicinoids 함량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둘째로는

온라인 상태에서 스캐닝을 통해 평균 9회 측정하여 구한 평균스펙트럼의

대표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셋째로는 고춧가루의 경우에 색상과

capsaicinoids 함량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

며 원인 구명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3.6. 생산 지역별 capsaicinoids 함량 분포 및 예측 결과

4.3.6.1. 생산 지역별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분포

표 4-18은 전국 14개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2009년에 생산된 43개

의 제품을 다시 입자 크기별로 3수준(Case I: 0.425 ㎜이하, Case Ⅱ:

0.425 ∼ 0.71 ㎜, Case Ⅲ: 0.71 ∼ 1.4 ㎜)으로 분리한 129개의 시료와

2010년에 생산된 20개 제품을 합한 149개 시료에 대해 capsaicinoids 함

량을 HPLC로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각 제품의 표지에 표시된

매운맛 등급을 표시하였다.

표에서와 같이 2009년에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를 입도 분리한 시료

는 Case Ⅰ, Ⅱ, Ⅲ에 각각의 capsaicinoids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입도

분리하지 않은 2010년에 생산된 시료의 capsaicinoids 함량은 별표(*)를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안면도, 영양 RPTC, 영양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역의 고춧가루 시료들은 2010년도에 생산된 시료가 추가되어 HPLC

분석이 이루어졌다. 표에서와 같이 동일한 매운맛이 표시된 고춧가루 제

품일지라도 생산 년도가 변경됨에 따라 capsaicinoids 함량이 2배 가까이

차이나는 제품들도 있었다. 이것은 동일한 품종이라도 해당 연도의 강우

량, 기후 등의 재배 환경에 변화되었거나 새로운 품종의 재배로

capsaicinoids 함량이 변화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각 제품에 표시된 매운맛 정도와 실측한 capsaicinoids 함량을 비교

해 보면 매운맛 정도를 구분하는 등급 및 호칭이 각각 다르고 표기된 매

운 맛의 정도와 capsaicinoids 함량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지역별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은 최소 7.58 ㎎/100 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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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amples 
area

Pungency 

notation

Capsaicinoids content

Case Ⅰ Case Ⅱ Case Ⅲ

1-3

Umsung

Mildly hot 51.79 54.27 44.44

4-6 Mildly hot (Gold) 45.44 51.27 45.54

7-9 Very hot 47.47 50.17 44.43

10-12 Very hot (Gold) 51.80 54.44 47.58

13 Very hot (Gold) 42.10*

Table 4-18 Capsaicinoids content in red-pepper powder by HPLC 

analysis from 14 domestic areas

(Unit: ㎎/100 g)

최대 170.77 ㎎/100 g범위에서 폭 넓게 분포하고 있다. 전체 14개 지역에

서 생산된 고춧가루 중에서 매운 정도가 높은 제품들은 충북 괴산의 ‘진

짜 매워(extremely hot)’ 제품이 95.66 ∼ 130.59 ㎎/100 g, 충북 청양의

‘진짜 매워(extremely hot)’ 제품은 154.68 ∼ 166.50 ㎎/100 g, 충북 봉

양의 ‘아주 매운맛(extremely hot)’ 제품은 143.90 ∼ 155.58 ㎎/100 g이

었으며 이 제품들은 ‘청양’ 고추 품종으로 가공된 고춧가루라는 것을 포

장지 겉면에 표시하고 있다. 또한 전남 영광에서 생산된 ‘매운맛(very

hot)’ 제품은 별도로 품종에 대한 정보는 없었지만 capsaicinoids 함량이

151.75 ∼ 170.77 ㎎/100 g으로 전체 43개 제품 중에서 가장 높게 분석되

었다.

고춧가루 입도별 capsaicinoids 함량 분포는 전체 43개의 제품 중에

서 33개의 제품에서 Case Ⅲ(0.71 ～ 1.4 ㎜)의 가장 굵은 입도에서

capsaicinoids 함량이 3수준의 입도시료 중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Case Ⅰ(0.425 ㎜ 이하)와 Case Ⅱ(0.425 ～ 0.71 ㎜)의 입도 사이에서는

capsaicinoids 함량 차이가 일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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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amples 
area

Pungency 

notation

Capsaicinoids content

Case Ⅰ Case Ⅱ Case Ⅲ

1-3

Goesan

Mildly hot 38.50 48.15 35.32

4-6 Medium hot 48.20 49.90 40.54

7-9  Very hot 29.46 40.06 31.23

10-12 Extremely hot 121.19 128.84 94.92

13 Very hot (Gold) 42.38*

1-3
Annyondo

 Medium hot 9.96 21.53 12.11

4-6 Very hot 23.93 38.4 24.33

1-3

Chengyang

Mildly hot 49.30 48.98 43.65

4-6 Mildly hot (Gold) 58.31 66.49 56.31

7-9 Very hot 87.50 80.18 68.89

10-12 Very hot (Gold) 63.33 68.65 57.21

13-15
Extremely hot 

(Gold)
161.33 166.40 143.46

16

Very hot 

35.62*

17 31.22*

18 35.17*

1-3

Shintaein

Medium hot (Gold) 38.85 44.91 32.49

4-6 Very hot (Gold) 32.67 39.91 32.25

7
Very hot (Gold)

23.90*

8 20.70*

1-3

Gochang

Medium hot (Gold) 39.09 33.96 26.53

4-6 Very hot (Gold) 54.19 48.57 40.54

7 Very hot (Gold) 81.67*

1-3

Youngkwang

 Mildly hot 13.69 40.05 25.64

4-6 Medium hot 31.46 39.83 29.14

7-9 Very hot 157.86 172.73 149.73

10
Very hot

30.17*

11 17.42*

1-3

Youngwol

Medium hot 47.56 47.47 31.97

4-6 Medium hot (Gold) 34.09 34.72 25.25

7-9 Very hot 46.54 45.95 35.00

10-12 Very hot (Gold) 63.56 61.59 45.68

13 Very hot (Gold) 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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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amples 
area

Pungency 

notation

Capsaicinoids content

Case Ⅰ Case Ⅱ Case Ⅲ

1-3

Bongyang

Medium hot 36.49 38.60 33.60

4-6  Very hot 43.41 53.37 46.9

7-9  Extremely hot 155.51 163.96 144.77

10
Extremely hot 

(Gold)

150.26*

11 156.88*

12 148.79*

1-3

Namjecheon

Medium hot 24.30 26.10 19.51

4-6 Slightly hot 33.98 32.96 29.79

7-9 Very hot 48.52 52.94 47.33

10
Very hot

26.47*

11 8.78*

1-3
Youngyang 

RPTC

 Mildly hot 9.40 12.77 8.22

4-6 Medium hot 17.28 20.83 16.23

7-9 Very hot 32.01 35.27 26.32

1-3

Youngyang

Mildly hot 13.62 18.64 12.58

4-6 Medium hot 12.11 15.95 12.87

7-9 Very hot 11.88 16.61 13.12

1-3

Namyoungyan

g

Medium hot 23.18 25.11 18.60

4-6 Medium hot (Gold) 20.94 32.50 22.76

7-9 Very hot (Gold) 74.68 78.33 64.91

10 Very hot 42.42*

11
Very hot (Gold)

30.18*

12 56.48*

1-3

Namandong

Mildly hot 25.08 21.77 15.86

4-6 Very hot 53.37 48.18 40.14

7 Very hot 36.31*

 Particle size: (I) below 0.425 ㎜, (Ⅱ) 0.425∼0.71 ㎜, (Ⅲ) 0.71 ~ 1.4 

㎜, Gold: less seed or sun drying, *: 2010 Products (without sieve 

separation).

그림 4-45은 전국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전체 149개 고춧가루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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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5  Frequency of capsaicinoids contents of red-pepper powders 

produced at different domestic areas.

들의 capsaicinoids 함량을 10 ㎎/100 g 간격으로 나누어서 capsaicinoids

함량 분포의 빈도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와 같

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춧가루 제품은 capsaicinoids 함량이

60 ㎎/100 g이하에 전체의 84%에 해당되는 109개의 시료가 분포되어 있

었다. Capsaicinoids 함량 구간별로는 40 ∼ 50 ㎎/100 g 사이에 가장 많

은 31개의 시료가 분포되어 있었으며 아주 매운맛에 해당되는 100 ㎎

/100 g 이상에는 12개로서 전체 시료에서 10% 미만에 해당되는 적은 양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전국 고추 주산지에서는 capsaicinoids

함량이 낮은 품종이 주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 일반

고추에 비해서 소립종인 ‘청양’ 고추보다는 열매의 크기가 큰 일반 고추

의 수량이 많고 소득에서도 유리하기에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러한 이유로 그림 4-45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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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X1)
Normalization

1st D 2nd D SNV MSC SM4) BL5)

Mean Max2) R3)

Um
sung

RC
2 0.860 0.869 0.861 0.857 0.863 0.838 0.842 0.836 0.860 0.849 

SEC 1.46 1.41 1.45 1.47 1.44 1.57 1.55 1.58 1.46 1.51 

RV
2 0.791 0.804 0.797 0.793 0.772 0.660 0.784 0.782 0.791 0.793 

SEP 1.79 1.73 1.76 1.78 1.87 2.28 1.82 1.83 1.78 1.78 

F6) 12 12 12 12 6 4 10 9 12 11

RPD 2.18 2.25 2.21 2.19 2.09 1.71 2.14 2.13 2.18 2.19

Goe
san

RC
2 0.866 0.889 0.881 0.864 0.885 0.222 0.896 0.885 0.866 0.893 

SEC 8.84 8.37 8.34 8.90 8.20 21.31 7.80 8.18 8.86 7.92 

RV
2 0.844 0.862 0.856 0.842 0.818 0.091 0.866 0.854 0.844 0.863 

SEP 9.56 8.99 9.21 9.64 10.35 23.11 8.87 9.25 9.58 8.96 

F 8 7 8 8 7 2 9 8 8 10

RPD 2.53 2.69 2.62 2.51 2.34 1.05 2.72 2.61 2.52 2.70

Table 4-19 Performance of PLSR model depending on pretreatment of 

VNIR spectra in predicting capsaicinoids content of red pepper powder 

produced from 14 different regions

4.3.6.2. 지역별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 결과

표 4-19는 전국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검증한 결과로서 다양한

전처리를 적용하였다. 지역별 최적 모델은 스펙트럼 전처리에 따라 다른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1차 미분이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댓값 정규화

및 SNV를 적용하여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알고리즘이 각각 3

곳이었다.

14개 생산 지역별 capsaicinoids 함량의 예측 성능은 일정하지 않았

으며 가장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여준 고춧가루는 남영양 고춧가루로서

RPD 값이 7.94로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RPD 값이 5이상

으로 예측 성능이 양호한 곳은 고창, 영광, 봉양, 남안동 지역에서 개발

된 예측 모델들이었다. 예측 성능이 저조했던 지역은 신태인, 음성, 영양

이었으며 RPD 값이 각각 2.14, 2.25, 2.49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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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X1)
Normalization

1st D 2nd D SNV MSC SM4) BL5)

Mean Max2) R3)

An
myeon

do

RC
2 0.827 0.82 0.797 0.795 0.802 0.514 0.906 0.769 0.827 0.81

SEC 3.87 3.93 4.18 4.20 4.13 6.48 2.84 4.46 3.87 4.05 

RV
2 0.766 0.783 0.757 0.754 0.678 0.289 0.885 0.728 0.767 0.769

SEP 4.52 4.35 4.60 4.64 5.30 7.88 3.16 4.87 4.51 4.48 

F 7 6 6 7 4 2 6 5 7 7

RPD 2.06 2.14 2.02 2.00 1.75 1.18 2.94 1.91 2.06 2.07

Cheng
yang

RC
2 0.922 0.917 0.919 0.911 0.968 0.964 0.907 0.907 0.922 0.951 

SEC 11.48 11.83 11.65 12.23 7.40 7.78 12.54 12.52 11.48 9.08 

RV
2 0.920 0.916 0.918 0.910 0.959 0.554 0.906 0.906 0.920 0.947 

SEP 11.63 11.95 11.76 12.36 8.37 27.47 12.65 12.62 11.63 9.50 

F 5 4 4 4 5 15 3 3 5 8

RPD 3.53 3.44 3.49 3.32 4.91 1.50 3.25 3.26 3.53 4.32

Shin
tae
in

RC
2 0.837 0.831 0.844 0.797 0.814 0.808 0.853 0.829 0.837 0.839 

SEC 3.20 3.25 3.12 4.45 3.41 3.47 3.04 3.27 3.20 3.17 

RV
2 0.777 0.771 0.774 0.978 0.784 0.759 0.777 0.764 0.777 0.775 

SEP 3.75 3.80 3.77 4.60 3.70 3.90 3.75 3.86 3.75 3.77 

F 10 9 10 4 3 2 9 8 10 10

RPD 2.11 2.08 2.10 1.72 2.14 2.03 2.11 2.05 2.11 2.10

Go
chang

RC
2 0.972 0.976 0.975 0.969 0.984 0.952 0.968 0.969 0.972 0.978 

SEC 3.03 2.82 2.83 3.15 2.28 3.95 3.24 3.18 3.02 2.69 

RV
2 0.964 0.970 0.972 0.965 0.953 0.897 0.956 0.957 0.964 0.967 

SEP 3.45 3.16 3.04 3.38 3.94 5.83 3.82 3.76 3.43 3.30 

F 6 5 6 6 7 3 6 6 6 9

RPD 5.24 5.71 5.93 5.35 4.59 3.10 4.72 4.81 5.27 5.48

Young
kwang

RC
2 0.939 0.943 0.958 0.958 0.972 0.611 0.939 0.976 0.939 0.967 

SEC 14.07 13.67 11.67 11.72 9.64 35.65 14.14 12.47 14.08 10.33 

RV
2 0.936 0.940 0.953 0.953 0.952 0.270 0.933 0.948 0.936 0.964 

SEP 14.47 14.03 12.45 12.44 12.58 48.94 14.87 13.05 14.48 10.92 

F 5 4 6 7 6 3 4 6 5 7

RPD 3.95 4.07 4.59 4.59 4.54 1.17 3.84 4.38 3.95 5.23

Young
wol

RC
2 0.905 0.908 0.908 0.912 0.909 0.296 0.921 0.894 0.905 0.918 

SEC 3.12 3.07 3.08 3.00 3.05 8.50 2.85 3.30 3.12 2.91 

RV
2 0.879 0.883 0.879 0.883 0.807 0.239 0.901 0.870 0.879 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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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X1)
Normalization

1st D 2nd D SNV MSC SM4) BL5)

Mean Max2) R3)

SEP 3.54 3.47 3.53 3.47 4.46 8.86 3.20 3.66 3.54 3.34 

F 10 9 10 11 8 1 9 8 10 11

RPD 2.86 2.92 2.87 2.91 2.27 1.14 3.16 2.77 2.86 3.03

Bong
yang

RC
2 0.944 0.938 0.962 0.940 0.973 0.962 0.964 0.963 0.944 0.945 

SEC 13.31 14.01 11.00 13.77 9.17 11.00 10.63 10.75 13.30 13.18 

RV
2 0.939 0.933 0.953 0.935 0.964 0.575 0.955 0.954 0.939 0.940 

SEP 13.91 14.57 12.21 14.36 10.63 36.66 11.96 12.04 13.90 13.77 

F 8 7 9 7 5 11 8 8 8 8

RPD 4.03 3.85 4.59 3.91 5.27 1.53 4.69 4.66 4.03 4.07

Nam
jae

cheon

RC
2 0.891 0.929 0.927 0.924 0.856 0.475 0.937 0.928 0.891 0.874 

SEC 4.35 3.50 3.56 3.64 4.98 9.53 3.31 3.53 4.34 4.67 

RV
2 0.870 0.826 0.812 0.812 0.681 0.325 0.866 0.787 0.871 0.857 

SEP 4.76 5.51 5.72 5.72 7.45 10.84 4.84 6.09 4.75 5.00 

F 10 15 15 15 8 2 14 15 10 9

RPD 2.77 2.39 2.30 2.30 1.77 1.21 2.72 2.16 2.77 2.63

Young
yang
RPTC

RC
2 0.928 0.950 0.917 0.919 0.922 0.554 0.916 0.916 0.928 0.934 

SEC 2.45 2.04 2.63 2.60 2.55 6.09 2.64 2.64 2.45 2.34 

RV
2 0.905 0.923 0.893 0.880 0.848 0.327 0.886 0.885 0.904 0.910 

SEP 2.83 2.53 3.00 3.17 3.57 7.51 3.09 3.10 2.83 2.75 

F 8 11 7 8 7 2 7 6 8 9

RPD 3.23 3.60 3.04 2.88 2.56 1.21 2.95 2.94 3.22 3.32

Young
yang

RC
2 0.836 0.861 0.830 0.833 0.874 0.884 0.855 0.854 0.981 0.857 

SEC 0.88 0.80 0.89 0.88 0.77 0.74 0.82 0.83 2.39 0.82 

RV
2 0.824 0.839 0.821 0.822 0.818 0.812 0.833 0.832 0.890 0.834 

SEP 0.91 0.87 0.92 0.91 0.93 0.94 0.89 0.89 2.45 0.88 

F 5 6 4 5 4 3 5 5 4 7

RPD 2.37 2.49 2.35 2.36 2.33 2.30 2.44 2.43 0.88 2.45

Nam
young
yang

RC
2 0.981 0.977 0.984 0.982 0.988 0.598 0.980 0.979 0.981 0.981 

SEC 2.40 2.64 2.18 2.35 1.93 11.13 2.47 2.54 2.39 2.37 

RV
2 0.980 0.975 0.983 0.981 0.985 0.481 0.979 0.978 0.980 0.981 

SEP 2.45 2.93 2.24 2.41 2.17 12.55 2.52 2.59 2.45 2.43 

F 4 5 5 5 4 2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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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X1)
Normalization

1st D 2nd D SNV MSC SM4) BL5)

Mean Max2) R3)

RPD 7.02 5.87 7.67 7.12 7.94 1.37 6.83 6.65 7.03 7.08

Nam
an

dong

RC
2 0.96 0.963 0.967 0.970 0.968 0.169 0.955 0.954 0.959 0.958 

SEC 2.61 2.49 2.34 2.25 2.32 11.79 2.73 2.77 2.61 2.66 

RV
2 0.96 0.960 0.965 0.967 0.950 0.035 0.953 0.952 0.956 0.954 

SEP 2.73 2.61 2.44 2.36 2.90 12.76 2.81 2.86 2.73 2.78 

F 6 6 6 6 5 1 4 4 6 6

RPD 4.73 4.96 5.29 5.47 4.45 1.01 4.60 4.52 4.73 4.66

1) X: Non-pretreatment, 2) Max: Maximum, 3) R: Range, 

4) SM: Smoothing, 5) BL: Baseline, 6) F: Number of Factors

그림 4-46는 남영양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로 조제된 12개 시료

에서 획득한 335개의 VNIR 흡광 스펙트럼을 최대값 정규화 전처리를

이용하여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PLSR 모델의 결과이다. 개

발된 교정 PLSR 모델의 RC
2 = 0.988, SEC = 1.93 ㎎/100 g이었으며 이

를 교차 검증법으로 검정한 모델에 대한 RV
2 = 0.985, SEP = 2.17 ㎎

/100 g였고 Bias = -0.0054 ㎎/100 g였다. 남영양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는 capsaicinoids 함량의 범위가 60 ㎎/100 g미만의 좁은 범위 내에

서 분포하고 있었지만 RPD 값은 7.94로서 전체 14개 지역의 고춧가루

capsaicinoids 함량 예측 모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수치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47은 고창 고춧가루로 조제된 7개 시료에서 획득한 207개의

VNIR 흡광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PLSR 모델로서 이때 적용된 전처리는 최대값 정규화가 적용되었다. 개

발된 교정 PLSR 모델의 RC
2 = 0.975, SEC = 2.83 ㎎/100 g이었으며 이

를 교차 검증법으로 검정한 모델에 대한 RV
2 = 0.972, SEP = 3.04 ㎎

/100 g였고 Bias = -0.0096 ㎎/100 g였으며 RPD 값은 5.93으로서 남영

양 고춧가루 다음으로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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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6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Namyoungyang (PLSR model preprocessed 

by  maximum normalization). 

Fig. 4-47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Gochang (PLSR model preprocessed 

by  maximum normalization).    

전국 14개 지역에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 모델 중에서 가

장 양호하지 못한 성능을 보여준 시료는 신태인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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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였다. 신태인 고춧가루로 조제된 8개의 시료에서 획득한 220개의 흡광

스펙트럼에 대해서 다양한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모델 중에서는 그

림 4-48에서와 같이 1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모델이 가장 양호한 예

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개발된 모델의 SEC와 SEP는 각각 3.41 ㎎/1100

g 및 3.70 ㎎/1100 g로 양호했지만 시료의 개수가 적고 capsaicinoids 함

량 범위가 20.70 ∼ 44.91 ㎎/100 g로 협소하여 RC
2와 RV

2은 각각 0.814

및 0.78로 양호하지 못했다. RPD 값도 2.14로서 전체 14개 지역에서 개

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 모델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

다. 추후 capsaicinoids 함량이 다양한 시료를 확보하여 예측 모델식을

개발한다면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Fig. 4-48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Shintaein (PLSR model preprocessed 

by  1st derivatives).    

그림 4-49는 음성 고춧가루로 조제한 13개 시료에 대해서 획득한

VNIR 반사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개발된 음성 고춧가루에 대한

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PLSR 모델로서 적용된 스펙트럼 전처리는

평균값 정규화였다. Capsaicinoids 함량 범위는 44.43 ∼ 54.44 ㎎/1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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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협소한 범위내에서 분포하고 있었고 전체 획득된 반사 스펙트럼은

330개였으며 교정에 대한 RC
2 = 0.869, SEC = 1.41 ㎎/100 g였으며 이를

교차 검증법으로 검정한 모델에 대한 RV
2 = 0.804, SEP = 1.73 ㎎/100 g

였고 Bias = -0.0025 ㎎/100 g였다. 이때 RPD 값은 2.25로서 전체 14개

지역에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 모델 중에서 하위에 해당되는

결과 값이지만 다양한 시료를 확보하여 모델 개발에 반영한다면 예측 성

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Fig. 4-49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Umsung (PLSR model preprocessed 

by  mean normalization).    

전국에서 생산된 전체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을 예측하는 것

보다는 각 지역별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 모델이 측정 정확도

에서 더 우수하여 각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고춧가루 가공공장과 연계

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면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예측하고 등급

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14개 지역별로 고춧가루 매운맛 예

측 알고리즘을 개발한 결과에서 보듯이 지역별로 매운맛의 범위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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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에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전국 14개 지

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capsaicinoids 함량 범위의 8.22 ∼ 172.73 ㎎

/100 g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된 지역별 예측 PLSR 모델의 예측 오차는

최소 0.87 ㎎/100 g에서 최대 14.87 ㎎/100 g이었으며 14개 지역에 대한

평균 SEP는 5.64 ㎎/100 g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매운맛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온라인 고춧가루 품

질 측정 시스템을 가공공장에 적용하여 고춧가루의 매운맛 등급화를 위

해서는 예측 오차와 capsaicinoids 함량 범위를 고려하여 등급을 설정해

야 온라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측정

시스템의 매운맛 예측에 대한 SEP를 고려하여 본다면 장길수 등(2007)

이 고춧가루 매운맛 4등급의 capsaicinoids 함량 범위를 인용하고 추가로

1등급을 추가하여 표 4-20에서와 같이 전체 5등급을 제시할 수 있다. 1

등급은 30 ㎎/100 g 미만, 2등급은 30 ∼ 60 ㎎/100 g, 3등급은 60 ∼ 90

㎎/100 g, 4등급은 90 ∼ 120 ㎎/100 g, 5등급은 120 ㎎/100 g으로 했으

며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시스템의 최대 SEP인 ±10.92를 적용하더라도

등급간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Grades Ⅰ Ⅱ Ⅲ Ⅳ Ⅴ

Designation
Very 

mild
mild medium hot

very 

hot

Capsaicinoids 

content

(㎎/100 g)

∼ 30 30 ∼ 60 60 ∼ 90 90 ∼ 120 120 ∼

Table 4-20 The five suggested grades by capsaicinoids content in the 

red-pepper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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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등급 판정 성능

표 4-21은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생산된 44개 괴산 고춧가루 시

료에서 획득한 흡광 스펙트럼 1242개를 이용하여 개발된 교정

(calibration)용 PLSR 모델의 예측 성능이다. 개발된 PLSR 모델 중에서

는 1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예측 모델이 RPD 값이 2.57로서 가장 양

호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처리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미분 전처리의 경우 예측 및 검정 결과는 각각 RC
2 = 0.879, SEC =

12.18 ㎎/100 g, RV
2 = 0.848, SEP = 13.64 ㎎/100 g였다(그림 4-50).

X1)
Normalization

1st D 2nd D SNV MSC SM4)

Mean Max2) R3)

RC
2 0.858 0.820 0.836 0.843 0.879 0.844 0.840 0.845 0.858

SEC 13.21 14.86 14.16 13.85 12.18 13.81 14.00 13.80 13.18

RV
2 0.844 0.802 0.821 0.830 0.848 0.830 0.825 0.833 0.845

SEP 13.84 15.58 14.80 14.44 13.64 14.46 14.63 14.30 13.81

F5) 12 11 11 11 15 11 10 11 12

RPD 2.53 2.25 2.36 2.42 2.57 2.42 2.39 2.45 2.53

1) X: Non-pretreatment, 2) Max: Maximum, 3) R: Range, 

4) SM: Smoothing, 5) F: Number of Factors

Table 4-21 Performance of PLSR model depending on pretreatment of 

VNIR spectra in predicting capsaicinoids content of red pepper powder 

produced from Goe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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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0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Goesan (PLSR model preprocessed 

by  1st derivatives). 

가장 양호한 성능을 보여준 1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모

델을 이용하여 2013년에 생산된 19개 고춧가루 제품에 대한 등급판정 시

험을 실시하였다. 고춧가루 시료 1개에 대해서 10회 정도의 유효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여 capsaicinoids 함량 값을 예측하였으며 이 값들을

평균한 값을 이용하여 매운맛 등급을 판정하였다. 매운맛 등급 구간은

표 4-2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30 ㎎/100 g의 등 간격으로 하였다.

표 4-22은 19개의 고춧가루 제품에 대한 매운맛 등급 판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와 같이 3회 반복하여 등급판정을 수행한 결과 평

균 87.72%(7/52)의 정확도를 보였다. 3회 반복하여 등급을 벗어난 4, 7번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 capsaicinoids 함량 값보다 적은 값으로

capsaicinoids 함량이 예측되었지만 해당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으

로 판정되어 매운맛 등급 수준으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

었다. 따라서 등급 판정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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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PLC1) Grades
VNIRS2)

1st 2nd 3rd Average

1 22.28 Ⅰ 5.33 2.84 7.27 5.15

2 23.16 Ⅰ 19.77 27.21 23.81 23.60

3 29.92 Ⅰ 13.54 12.95 12.59 13.03

4 30.19 Ⅱ 10.34 8.08 9.11 9.18

5 31.35 Ⅱ 44.97 34.03 40.74 39.91

6 31.37 Ⅱ 32.28 37.36 33.40 34.34

7 34.69 Ⅱ 22.73 26.46 27.32 25.50

8 35.88 Ⅱ 43.42 42.44 36.39 40.75

9 36.16 Ⅱ 37.74 37.93 37.30 37.66

10 39.87 Ⅱ 56.02 53.24 50.93 53.39

11 40.40 Ⅱ 38.70 34.44 33.86 35.66

12 41.97 Ⅱ 57.43 48.50 55.34 53.75

13 42.11 Ⅱ 39.58 47.48 44.54 43.87

14 43.17 Ⅱ 52.92 56.88 52.79 54.19

15 44.03 Ⅱ 50.63 53.22 57.10 53.65

16 44.43 Ⅱ 32.92 39.23 37.56 36.57

17 50.89 Ⅱ 27.47 33.62 35.10 32.06

18 144.98 Ⅴ 135.21 132.81 132.66 133.56

19 155.61 Ⅴ 138.22 133.54 137.91 136.56

1) Capsaicinoids content measured by HPLC, 2) Capsaicinoids content 

predicted by calibration model

Table 4-22 Evaluation result of pungency grade for red-pepper 

powder produced in 2013

동일 시료 내에서 샘플링 위치에 따른 capsaicinoids 함량의 변이를

관찰하기 위해 capsaicinoids 함량이 31.16 ㎎/100 g인 9번째 시료에 대

해서 스캐닝 시간 즉 위치별로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측정된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을 예측하였다. 스캐닝 간격은 약 6초였으

며 10회 측정하였다. 표 4-23는 스캐닝을 3회 반복수행하면서 위치별로

예측된 capsaicinoids 함량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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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료 내에서 스캐닝 위치에 따라 capsaicinoids 함량이 최대

50.84 ㎎/100 g에서 최소 17.69 ㎎/100 g으로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펙트럼 측정 장치의 기계적인 오

차의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춧가루 시료 내에서 태좌의 분포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춧가루 시료에서는 매운

맛을 좌우하는 태좌의 영향을 고려하여 한 지점만을 측정하는 방식보다

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과 같이 여러 지점을 스캔하여 측정한 후

평균하는 것이 실제 매운맛 값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Measurement
1st test 2nd test 3rd test

Time VNIRS1) Time VNIRS Time VNIRS

1 11:21:19 32.97 11:06:38 39.67 11:19:44 34.59

2 11:21:25 33.97 11:06:44 50.23 11:19:50 38.25

3 11:21:31 49.71 11:06:50 42.07 11:19:56 30.31

4 11:21:37 47.84 11:06:56 33.78 11:20:02 40.25

5 11:21:44 50.84 11:07:03 24.97 11:20:08 28.86

6 11:21:50 34.43 11:07:09 23.21 11:20:15 44.37

7 11:21:56 17.69 11:07:15 35.88 11:20:21 34.81

8 11:22:02 35.39 11:07:21 38.52 11:20:27 47.93

9 11:22:09 35.39 11:07:27 48.32 11:20:33 29.04

10 11:22:15 39.19 11:07:34 42.66 11:20:39 44.57

Average 37.74 37.93 37.30

1) Predicted capsaicinoids content by VNIRS.

Table 4-23 Prediction repetitiveness of capsaicinoids content for 

red-pepper powder produced from Goesan by VNIRS (36.16 ㎎/100g 

measured by H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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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요약 및 결론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비파괴적으로 계측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상용

오프라인 NIR 분광 광도계를 이용했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고춧가루

의 태좌 영향에 따른 매운맛 편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장

치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실시

간·비파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파장대역이 400 ∼ 1000 nm인 VNIR 분

광장치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고춧가루 매운맛 측정 장치를 개발하고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 및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관행 고춧가루 capsaicinoids 함량 측정법인 HPLC의 분석법 정립을

위해 고춧가루 1개의 시료에서 3점씩을 채취하고 각 시료별로 추출액

을 3개씩 조제하여 총 9회의 HPLC 정량을 실시하였으며 capsaicin 함

량의 표준 오차는 ±0.35 ㎎/100 g, dihydrocapsaicin 함량의 표준오차는

±0.36 ㎎/100 g이었으며 전체 capsaicinoids 함량은 ±0.64 ㎎/100 g으로

정확성과 반복에 대한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VNIR 파장대역에서의 고춧가루 매운맛의 주성분인 capsaicin의 흡수

파장대역을 구명하기 위해서 순수 capsaicin 분말과 용액에 대한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1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capsaicin 분말 은

OH의 2차 배음대에 해당되는 938 nm에서 최대 피크가 발생했으며

capsaicin 용액은 CH의 3차 배음대에 해당되는 ROH, CH, CH2 및

CH3와 연관되는 900 nm 대역에서 최대 흡수 피크가 관찰되었다.

3. ‘진미’와 ‘청양’ 품종으로부터 분리된 과피, 종자, 태좌 분말 시료에 대

해 색차계로 측정된 L, a, b, R, G, B 값들은 capsaicinoids 함량과 대

부분 0.7이상의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모델 개발을 위해서 괴산에

서 생산된 58개 제품에 중에서 29개는 다중회귀모델 개발을 위해 사용

하였으며 나머지 29개는 개발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B와 a2/b의 색상 정보를 독립변수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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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모델에서는 RV
2 = 0.805, SEP = 14.56 ㎎/100g 로서 매우 양

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4. VNIR 파장대역의 분광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고춧가루 매운맛

측정 장치를 구축하였으며 광원 및 CCD 분광센서, 반사도를 흡광도로

변환시키기 위한 자동 레퍼런스 측정장치, 투입되는 고춧가루의 표면을

균일화하는 표면 균일화 장치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면이 균일화된 고

춧가루의 시료의 표면을 연속적으로 스캔하면서 흡광 스펙트럼의 측정

하였으며 이로 인해 태좌의 분포에 따른 매운맛의 편차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5. 매운맛이 서로 차이가 나는 두 종류의 고춧가루 시료를 매운맛 농도

별로 혼합하여 조제된 11개의 고춧가루 시료를 입도의 크기별로 3수준

으로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고춧가루 매운맛 예측 PLSR 모델을 개발

한 결과에서 가장 입자가 작은 0.425 ㎜ 이하의 시료에서는 평활화 전

처리를 적용한 PLSR 예측 모델이 RV
2 = 0.991 SEP = 4.73 ㎎/100 g로

가장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중간 크기의 입자가 분포해 있

는 0.425 ∼ 0.71 ㎜의 시료에서는 SNV 전처리를 적용한 모델이 RV
2

= 0.988, SEP = 4.50 ㎎/100 g로서 가장 우수한 예측 성능이었으며 굵

기가 가장 굵은 시료가 분포해 있는 0.71 ∼ 1.4 mm에 대한 고춧가루

시료에서는 RV
2 = 0.977, SEP = 5.11 ㎎/100 g로서 모든 시료에서 시

료의 입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매운맛 예측이 가능하였다. 다만 가

장 작은 입도가 분포해 있는 0.425 mm 이하의 시료에서 예측 성능이

우수한 이유로는 작은 입도의 고춧가루가 분포된 시료의 표면이 균일

하게 형성되어 있기에 조사된 광의 산란이 적어 안정적으로 스펙트럼

이 획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전국 14개 지역(음성, 괴산, 안면도, 청양, 신태인, 고창, 영광, 영월,

봉양, 남제천, 영양 고추유통공사, 영양, 남영양, 남안동) 지역별로 개발

된 PLSR 모델 중에서는 남영양 고춧가루 모델이 가장 우수한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이때 RV
2 = 0.985,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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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100 g, bias = -0.0050이었으며 RPD 값은 7.94이었다. 개발

된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측정 시스템의 매운맛 예측에 대한 SEP를

고려하여 제시 가능한 매운맛 등급은 5단계이며 30 ㎎/100 g의 등간격

으로 구분한다면 예측 오차 범위 내에서 단계별 등급화가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6. 개발된 고춧가루 품질 계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 등

급 판정 성능 시험을 실시하였다. 등급 판정용 PLSR 모델은 2010년부

터 2013년까지 괴산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44개를 이용하여 개발

하였으며 2013년에 생산된 19개 고춧가루 제품에 대한 등급 판정 결과

평균 87.72%(7/57)의 정확도를 보였다. 해당 등급을 벗어난 모든 시료

들은 capsaicinoids 함량이 적게 예측되어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판정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등급 판정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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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춧가루 색상 측정 알고리즘 개발

5.1. 서론

고춧가루의 외관 품질인자 중에서 색상은 소비자들이 건고추나 고춧

가루 구매 시 우선시하는 선택 기준으로서 시각을 통해 가장 먼저 확인

할 수 있는 품질인자이다. 고춧가루를 주원료로 하는 김치에 있어서 선

명하고 붉은 김치일수록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선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도 수치적으로 고춧가루의 색상을 간편하게 정량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고춧가루의 색상은 색차계로 측정된 표면색도 값과 고춧가루 추출액

을 비색계로 측정하는 ASTA 색상 값을 사용하고 있다. 고춧가루의 표

면에 색차계를 접촉시켜서 측정하는 표면색도 측정법은 별도의 화학적인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측정되는 부위의 고춧가루 표면을 균일하게

다듬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때 다짐 정도나 입도 분포에 따라 표면색도

값이 차이 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밀도로 시료 표면을 균일하게 만들

어야 한다. 또한 그림 4-4에서와 같이 과피, 종자, 태좌는 고유의 색상을

갖고 있으며 이 부위들이 서로 충분히 혼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색차계를

이용하여 색상을 측정한다면 추출되는 위치에 따라 대표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고춧가루의 붉은 정도를 나타내는 ASTA 색상 값은 비색계로 측정

하기 위해 고춧가루 추출액을 조제하는 장시간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

게 된다. 또한 소량의 시료를 추출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전체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색상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고춧가루의 품질 및 상품성

과 관계되는 매운맛, 색상 및 당 함량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품

질을 판별할 수 있는 온라인 비파괴 품질 계측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

으며 이 장에서는 개발된 온라인 스펙트럼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고춧가



- 139 -

루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이들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색상정보를 예측하

고 나아가서 색상 값과 capsaicinoids와 상관관계를 구명하고자 하며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색차계를 이용하여 지역별 및 입도별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L, a, b

값을 측정하고 색상 분포 및 특성을 조사한다.

2. VNIRS를 이용하여 괴산 지역과 영양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

를 이용하여 표면색도 값 및 ASTA 색상 값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3. ‘진미’ 품종과 ‘청양’ 품종의 과피, 종자, 태좌의 부위별 고춧가루의 스펙

트럼 특성과 capsaicinoids 함량 및 색상 정보와의 상관관계를 구명한다.

4.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색상정보와 capsaicinoids 함량과의 상관관계

를 구명하고 매운맛 예측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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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재료 및 방법

고춧가루의 색상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전체적인 진행 과

정은 그림 5-1과 같다. 실제 색상 측정은 색차계를 이용한 표면색도 측

정과 고춧가루 추출액에 대한 흡광도를 이용하는 ASTA 색상 값을 측정

하였다. 색상 값을 비파괴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동일 시료에 대해서

VNIRS를 이용하여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고 유효 파장대역 선택 및

다양한 스펙트럼 전처리를 적용하여 색상 예측용 PLSR 모델을 개발하

고 이를 검증하였다.

Fig. 5-1 Experimental procedure for development of PLSR color 

prediction model of red-pepper powder.

5.2.1. 색상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시료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 및 색상 정보와의 상관관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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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등을 위해 사용된 시료들은 표 5-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색상 값

예측을 위한 PLSR 모델 개발에는 괴산과 영양에서 생산된 40개 및 24

개 시료가 사용되었으며 ‘‘진미’’ 고추와 ‘청양’ 고추의 부위별 시료는 색

상 값, capsaicinoids 함량과 흡광 스펙트럼과의 상관관계 구명을 위해

사용하였다. 색상정보와 capsaicinoids 함량과의 상관계수를 계산하기 위

해 사용된 시료는 괴산 고춧가루 70개, 영양 고춧가루 63개 및 전국 고

춧가루 18개가 사용되었다.

Category Contents1) Spec2) No.3)

1. Prediction model for 

Color values of 

red-pepper powder 

by VNIRS

L, a, b value,

Absorbance4),

Cap5)

Products produced 

from Goesan
40

L, a, b value,

ASTA value,

Absorbance4),

Cap5)

Products produced 

from Youngyang
24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color values, 

capsaicinoids content 

and absorbance 

L, a, b value,

Absorbance4),

Cap5)

Pericarp, seed, 

placenta powder of 

Jinmi variety

8

Pericarp, seed, 

placenta powder of 

Chungyang variety

9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apsaicinoids 

and color values

L, a, b value,

Cap5)

Products produced 

from Goesan
70

Products produced 

from Youngyang
63

Products produced 

from different 10  

domestic areas

18

1) Contents: measurement contents, 2) Spec: specification of 

Samples, 3) No.: Absorbance:  Number of sample.

4) Absorbance: absorbance spectra measured by VNIRS,

5) Cap: capsaicinoids content measured by HPLC.

Table 5-1 Sample sets of red-pepper powder used for colo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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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색상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지역별 시료

충북 괴산에서 생산된 40개 고춧가루 제품은 표면색도 L, a, b 값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사용하였다. 표면색도 L, a, b 값과

ASTA 색상 값을 예측하기 위한 고춧가루 시료는 경북 영양에서 생산된

김치용 고춧가루 3제품(순한맛, 보통맛, 매운맛)과 양념용 3제품(순한맛,

보통맛, 매운맛)을 표준 망체와 진동 분리장치를 이용하여 0.425 ㎜이하

(I), 0.425 ∼ 0.71 ㎜(Ⅱ), 0.71 ∼ 1.4 ㎜(Ⅲ)의 3수준으로 분리하여 사용

하였다. 이는 고춧가루의 입자 크기에 따른 물리적 특성과 표면색도 값

또는 ASTA 색상 값의 품질 예측 값과의 연관성을 구명하고자 시료를

입도 분리하였다. 따라서 영양에서 구입한 시료는 입도를 분리한 시료

18종과 입도를 분리하지 않은 제품 상태의 시료 6종을 포함하여 총 24개

의 실험 시료를 준비하여 ASTA 색상 값과 표면색도 값을 측정하고 획

득한 흡광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PLSR 모델을 개발하였다.

5.2.1.2. 색상과의 상관관계 구명을 위한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

Capsaicinoids 함량, 색상 및 흡광 스펙트럼과의 상관관계 구명을 위

해 사용된 시료는 ‘진미’ 품종과 ‘청양’ 품종의 건고추를 과피, 종자, 태좌

로 분리한 후 분쇄하여 3 수준의 입자 크기로 분류하여 18개의 시료를

제조하였다. 이들 중에서 ‘진미’ 품종에서 입도가 가장 큰 종자 부위의

분말시료(0.71 ∼ 1.4 mm)는 양이 적어서 모든 측정 항목에서는 제외시

키고 17개 시료를 사용하였다(표 4-4).

5.2.1.3. 색상과의 상관관계 구명을 위한 지역별 고춧가루 시료

Capsaicinoids 함량과 색상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괴산 지

역에서 생산된 70개 제품과 영양 지역에서 생산된 63개 제품을 비롯하여

전국 10개 지역에서 생산된 18개의 고춧가루 제품을 사용하였다.



- 143 -

5.2.2. 색차계를 이용한 고춧가루의 L, a, b 값 측정

색차계를 이용한 고춧가루의 L, a, b 값 측정은 4.2.1.3절에서 측정했

던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표면색도의 측정은 3지

점에 대해서 3회씩 측정하여 L, a, b값에 대해서 9개씩 획득하였다.

획득한 표면색도 L, a, b 값은 R(red), G(green), B(blue)의 색 좌표

값으로 변환하였으며 이들 기본적인 색상 값 외에 또 다른 색상 지수로

a*L,


(전재근 등, 1979)을 비롯해서 L/b, b/a, G/(G+B),

R/(R+G+B), G/(R+G+B)을 추가로 계산하였다. 또한 선명도를 나타내는

채도 값인 C는 로 계산하여 VNIR 흡광 스펙트럼과의 관계 구명

에 사용하였다.

5.2.3. 비색계를 이용한 ASTA 색상 값 측정

비색계를 이용하여 ASTA 색상 값(Woodbury, 1997)을 측정하기 위

해서 그림 5-2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영양 고춧가루 시료 24개

를 측정하였다. 24개로 준비된 고춧가루 시료에서 각각 0.1 g를 정량하

여 volumetric flask에 넣고 acetone 100 mL을 채운 다음 적당히 흔들어

주고 나서 16시간 동안 암실에서 방치한 후 여과지를 이용하여 추출액을

여과하였다. 추출액은 비색계(Shimadzu company, UV-2550, Kyoto,

Japan)를 이용하여 46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ASTA 색상 값은

수식(5-1)에 의해 계산하였다. 여기서 If는 장비 보정 계수(Instrument

correction factor)로서 본 연구에서는 1로서 간주하였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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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Measurement procedure of ASTA values of red-pepper 

powder.

5.2.4. VNIRS를 이용한 흡광 스펙트럼 측정

색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고춧가루 시료는 그림 4-20(b)에서와 같이

표면 색도를 측정한 위치와 동일하게 전용 용기를 이동시키면서 흡광 스

펙트럼을 획득하였다. 40개의 괴산 고춧가루는 시료마다 3개 위치를 표

시하고 각 위치에서 대략 6개의 스펙트럼을 측정함으로서 시료 당 18개

정도의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고 총 705개의 VNIR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였다. 24개의 영양 고춧가루는 시료 당 대략 11개의 흡광 스펙트

럼을 획득하여 총 275개의 흡광 스펙트럼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알고리즘 개발에 적용한 파장대역은 괴산 고춧가루의 스펙트럼은

400 ∼ 950 ㎚, 영양 고춧가루는 450 ∼ 950 ㎚를 적용하였다. 두 시료들

에 대한 스펙트럼의 파장 간격은 step 수를 10으로 하였으며 파장간격에

따른 괴산 고춧가루의 흡광 스펙트럼에 포함된 파장 수는 192개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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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고춧가루의 파장 수는 173개였다.

과피, 태좌, 종자의 입도별 분말 시료에 대한 VNIR 흡광 스펙트럼

측정은 개발된 온라인 고춧가루 스펙트럼 측정 장치를 사용하였다. 일반

적인 상황에서의 고춧가루 품질 측정은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되는 상황

에서 고춧가루의 표면을 스캔하여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는 방식이지만

색차계로 측정한 색도 값과의 비교를 위해서 색상을 측정한 위치와 대응

하는 위치에서 정지 상태에서 스펙트럼을 3회 반복 측정하였다(그림

4-21 (b)). 전체 시료에 대해서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표면색도 값

과 동일한 총 153개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의

흡광 스펙트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450 ∼ 950 ㎚ 구간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VNIR 흡광 스펙트럼 측정시 광 노출시간은 50 ms, 평균 횟수는 60

회로 스펙트럼을 획득하였으며 이 값은 흡광 스펙트럼(log

) 으로 변환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색차계를 이용한 표면색도와 개발된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측정장치

를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전에 모든 고춧가루 시료는 밀폐 용기

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였으며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전에 시료의 온

도는 실온과 유사한 22 ∼ 24℃ 범위로 조절하였다. 측정 전에는 시료가

균일하게 혼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흔들어서 혼합한 후에 VNIR 흡광도

를 획득하였다. 이때 사용된 고춧가루의 함수율 범위는 평균 9 ∼ 11%

였다.

5.2.5. 색상 예측 알고리즘의 개발

VNIR 흡광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색상 값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PLSR을 이용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PLSR 모델 개발에

있어서 색차계 및 비색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실제 색상정보인 L, a, b

및 ASTA 색상 값의 농도 정보가 종속변수로 사용되었으며 독립변수는



- 146 -

개발된 온라인 스펙트럼 측정장치로 획득된 흡광 스펙트럼 데이터를 사

용하였다. PLSR 모델 개발에 앞서서 고춧가루의 색상 예측 정확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스펙트럼 전처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적용한 스펙

트럼 전처리 기법들은 평균값 정규화, 최대값 정규화, 범위 정규화, 1차

및 2차 미분, SNV, MSC, 기준선 보정과 평활화 등을 적용하였다.

최적의 요인을 찾기 위하여 요인수 증가에 따라 PRESS의 변화를

관찰하여 그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의 요인수를 최적 요인수로 결정하고

개발한 모델의 예측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검정을 실시하였다. 개

발된 PLSR 모델 중 가장 최적인 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교정 모델에

대해서는 RC
2 및 SEC, 검증 모델에서는 RV

2 및 SEP, F, bias, RPD 등을

서로 비교하였다. 고춧가루의 품질 예측을 위한 PLSR 모델 개발은 통계

소프트웨어(Camo., Unscrambler v9.2, Oslo, Norway)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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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결과 및 고찰

5.3.1. 색차계 및 비색계를 이용한 고춧가루 색상 특성

5.3.1.1. L, a, b 색상 값의 분포

표 5-2는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5개의 고춧가루 시료 집단에

대한 표면색도 L, a, b 값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5개의 시료 집단은

괴산 고춧가루 40개 제품, 영양 고춧가루 24개 시료, 괴산 고춧가루 70개

제품, 영양 고춧가루 63개 시료를 비롯해서 전국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18개 고춧가루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에서와 같이 40개 및 70개의

괴산 고춧가루 시료에서 측정된 L, a, b값은 나머지 3개의 시료 집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폭 넓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괴산에

서 생산되는 고춧가루 제품의 색상 변이가 다른 지역들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24개 및 63개의 영양 고춧가루 제품에 대한 L, a, b 값에 대한

평균값은 다른 지역 제품들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색도를

나타내는 a 값의 경우에 있어서 24개의 영양 고춧가루 시료는 31.50 으

로서 괴산 지역이나 전국 고춧가루 시료들과 비교할 때 높게 측정되었으

며 이는 영양 고춧가루 시료들이 상대적으로 붉은 색이 더 강하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림 5-3은 괴산 고춧가루 시료 40개에서 측정한 L 값에 대한 빈도

수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으로서 명도와 관련되는 L 값은 10.73 ∼ 35.44

으로 폭 넓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30 ∼ 31의 범위에 해당되는 값이 21개

로 가장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시료별로 색상의 밝기의 차이가

큼을 의미한다. 적색도와 관련되는 a값은 7.29 ∼ 30.30에 분포하고 있

었으며 각각의 범위에 해당되는 a값의 빈도수는 그림 5-4와 같이 도시

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괴산 고춧가루의 a값은 9와 10의 값에 주로 분

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5에서와 같이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

은 1.19 ∼ 29.58의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으며 작은 값에 해당

되는 3에서 37개의 시료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때 색상 측정을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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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전체 40 개의 괴산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capsaicinoids 함량은

13.88 ∼ 61.84 ㎎/100 g의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

L a b

R1) Avg.2) STD3) R Avg. STD R Avg. STD

G4)

10.73

~

35.44

19.47 11.03
7.54~

29.04
14.92 8.56

1.71~

29.00
7.96 8.51

Y5) 28.07~

34.50
30.05 1.76

29.03~

35.85
31.50 2.20

15.22~

21.38
17.68 1.79

G6) 10.73~

33.35
25.13 7.80

7.29~

30.30
20.33 7.32

1.19~

19.24
12.73 1.19

Y7) 24.32~

31.86
28.17 1.42

21.32~

32.19
27.41 2.19

12.55~

18.39
15.76 0.92

D8) 22.97~

28.48
25.70 1.43

17.47~

25.25
22.11 1.68

10.67~

16.43
13.92 1.30

1) R: Range, 2) Avg.: Average, 3) STD: Standard deviation,

4) G: 40 products produced from Goesan, 

5) Y: 24 products produced from Youngyang,

6) G: 70 products produced from Goesan, 

7) Y: 63 products produced from Youngyang,

8) D: 18 products produced from different 10 domestic areas.

Table 5-2 Color values of red-pepper powder measured by 

color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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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Frequency of L-value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from 

Goesan area.

Fig. 5-4 Frequency of a-value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from 

Goesan area.

Fig. 5-5 Frequency of b-value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from 

Goesan area. 



- 150 -

5.3.1.2. 입도별 고춧가루 색상 특성

영양 고춧가루 24개 시료는 색차계를 사용하여 시료당 3지점에서

L, a, b값을 측정하여 각각 72개씩 획득하였으며 비색계를 이용하여 측

정한 ASTA 색상 값은 시료 당 1개씩 측정하여 총 24개의 결과 값을 획

득하였다.

 표 5-2는 3수준으로 입도 분리된 고춧가루 시료 18개와 입도 분리

를 하지 않은 6개 제품에 대해서 각각 ASTA 색상 값 및 L, a, b 값을

나타낸 것으로서 여기서 L, a, b 값은 시료당 3지점에서 측정한 값을 평

균한 값이다. 표에서와 같이 표면색도에서 명도를 나타내는 L 값은 최소

28.07에서 최대 34.50의 범위에서 측정되었고 적색도의 a 값과 황색도의

b 값은 각각 29.03 ∼ 35.85 및 15.22 ∼ 21.38의 범위에서 분포하고 있

었으며 표면색도 a 값과 함께 고추의 붉은 색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인

ASTA 색상 값은 58.88 ∼ 92.17에서 측정되었다.

입도 분리를 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적색도를 나타내는 a 값의 범

위가 29.37 ∼ 30.28로 좁게 표현되어 변별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ASTA

색상 값은 동일 시료에 대해서 64.12 ∼ 76.59로서 제품 간에 구분을 명

확히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고춧가루의 색상 품질인자로 색차계를 이

용한 a값보다는 비색계를 이용한 ASTA 색상 값을 사용하는 것이 품질

등급화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 전체 24개 시료에 대한

capsaicinoids 함량 범위는 8.70 ∼ 85.89 ㎎/100 g이었다.

입도별 평균 ASTA 값은 고춧가루 입자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표면색도 값인 L, a, b 값은 이선미 등(1998)

이나 오승희 등(2011)의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입자의 크기가 증가할수

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ASTA 색상 값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붉은 색의 과피에 비해 노란색의 종자나 주황색 계열의 태

좌는 분쇄 시 더 작게 분쇄되어 입도 분리시에 가장 작은 입도로 존재하

게 되고 고춧가루를 용액으로 추출 시 작은 입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태좌나 종자의 양이 증가하여 적색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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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표면색도 L, a, b값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

록 공극이 적기 때문에 반사율이 증가하여 표면색도 값이 증가하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Samples 1 2 3

particle size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ASTA value 58.88 67.57 73.31 68.55 70.03 82.33 75.93 77.57 81.18

L 34.50 31.33 28.40 34.00 32.06 30.20 29.85 28.54 28.34

a 34.46 32.28 29.03 34.92 32.66 29.20 33.72 31.63 29.12

b 21.38 18.41 15.82 21.24 18.84 16.65 19.09 16.95 15.32

Samples 4 5 6

particle size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ASTA value 80.85 77.41 86.26 83.64 80.52 88.56 85.94 91.68 92.17

L 30.02 28.07 28.57 31.60 30.45 28.30 29.56 28.41 28.42

a 34.46 31.39 29.79 35.85 33.97 30.66 33.63 31.71 29.30

b 19.40 16.65 15.47 20.71 18.64 16.23 18.86 16.42 15.22

Samples 1* 2* 3* 4* 5* 6*

ASTA value 64.12 70.19 72.16 73.47 76.10 76.59

L 28.65 30.40 31.49 30.46 29.39 30.08

a 30.28 29.36 29.85 29.42 29.37 29.87

b 16.76 17.16 17.93 17.45 16.87 16.88

 Particle size (Ⅰ:  below 0.425 ㎜, Ⅱ: 0.425 ~ 0.71 ㎜, Ⅲ: 0.71 ~ 1.4 ㎜),

 *: without sieve separation.

Table 5-3 Results of ASTA and L, a, b color value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from Youngyang area 

5.3.1.3. 지역별 고춧가루의 색상 특성

전국 10개 지역(부안, 남안동, 남제천, 신태인, 영광, 남영양, 영월, 음

성, 청양, 봉양)에서 생산된 18개 고춧가루 제품에 대해서 HPLC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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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측정한 capsaicinoids 함량 값과 색차계를 이용하여 각 시료당 3지

점에서 측정한 L, a, b 값에 대한 히스토그램은 그림 5-6와 같다. 그림

5-6(a)는 18개 시료에서 측정된 54개의 L 값에 대한 히스토그램으로서

최소 22.97에서 최대 28.48의 범위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었으며 25 및 27

부근에 해당되는 값이 각각 14 및 15로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a) (b)

(c) (d)

Fig. 5-6 Frequency of L-value (a), a-value (b),  b-value (c) and 

capsaicinoids content (b)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from 10 

different areas (18 products).

적색도와 관련된 a 값은 최소 17.47에서 최대 25.28이었으며 전체 54

개 측정값에 대한 히스토그램은 그림 5-6(b)와 같으며 21 에서 24 근처

에 해당되는 값들이 42개가 분포하고 있어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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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도와 관련된 b 값은 10.67 ∼ 16.43의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으

며 그림 5-6(c)에서와 같이 13에서 15 근처에 해당되는 값들이 39개가

분포하고 있었다. 이때 전국 18개 시료에 대한 capsaicinoids 함량은 8.79

∼ 155.53 ㎎/100 g으로 측정되었으며 그림 5-6(d)에서와 같이 20 ∼ 30

근처에 해당되는 값들이 10개로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전국 10

개 지역에서 생산된 18개 시료에 대한 그림 5-6의 결과에서 보듯이

capsaicinoids 함량의 값이 폭 넓게 분포하는 반면에 색상 정보인 L, a,

b 값은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값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5.3.2. 고춧가루 색상 예측 결과

5.3.2.1. 고춧가루의 L, a, b 색상 예측 결과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표면색도 L, a, b 값과 VNIRS을 이용하

여 측정한 흡광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개발된 괴산 및 영양 고춧가루의

표면색도 예측용 PLSR 모델은 표 5-4와 같다. 40개의 괴산 고춧가루 시

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표면색도 L 값 예측에 있어서는 1차 미분 전처리

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이 가장 양호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으

며 RV
2 = 0.977, SEP = 1.37, RPD = 6.50 이었다. a 값의 경우에도 1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모델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이때 RV
2 =

0.980, SEP = 1.21, RPD = 7.02 이었다. b 값의 경우에는 2차 미분 전처

리가 예측 성능이 우수하였으며 RV
2 = 0.979, SEP = 1.13, RPD = 6.82로

나타났다. 특히 괴산 고춧가루 시료에 있어서 스펙트럼 전처리를 적용하

여 개발된 예측 모델이 전처리를 적용하지 않고 개발된 모델과 비교할

때 F 값들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RPD 값도 증가되어 예측 성능이 향상

됨을 알 수 있다.

24개의 영양 고춧가루 시료를 대상으로 개발된 표면색도 L 및 a 값

의 예측에 있어서는 SNV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이 가장

양호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b 값에 대해서는 최대값 정규화 전처리를



- 154 -

적용한 예측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괴산 고춧가루 시

료에서 개발된 PLSR 모델이 스펙트럼 전처리에 따른 예측 성능이 향상

된 반면에 영양 고춧가루 시료는 스펙트럼 전처리와 예측 성능과는 유의

적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7은 영양 고춧가루 시료 24개에 대한 표면색도 L 값을 예측

하기 위해 개발된 PLSR 모델로서 이때 사용된 전처리는 SNV로서 가장

양호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개발된 교정 PLSR의 RC
2 = 0.897, SEC =

0.55였으며 이 예측 모델을 교차 검증법으로 검증한 결과에서는 RV
2 =

0.880, SEP = 0.60였으며 RPD 값은 2.88으로 괴산 고춧가루 시료와 비

교할 때 상대적으로 예측 성능은 낮았지만 추후 다양한 고춧가루를 시료

를 포함시켜서 L 값의 측정 범위를 확대한다면 예측 성능이 향상될 것

으로 기대한다.

그림 5-8은 영양 고춧가루 시료 24개에 대한 표면색도 a 값을 예측

하기 위해 개발된 PLSR 모델 중에서 SNV 전처리를 적용한 가장 우수

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때 교정 PLSR 모델의 RC
2 = 0.960, SEC

= 0.41였으며 이 예측 모델을 교차 검증법으로 검증한 결과에서는 RV
2 =

0.957, SEP = 0.43이었으며 RPD 값은 4.80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

다.

그림 5-9는 영양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표면색도 b 값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PLSR 모델로서 최대값 정규화를 적용한 모델이 가장 우수

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때 교정 PLSR의 RC
2 = 0.959, SEC =

0.35였으며 이 예측 모델을 교차 검증법으로 검증한 결과에서는 RV
2 =

0.957, SEP = 0.36였으며 RPD 값은 4.79로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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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Pret.1)
L-value

RC
2 SEC RV

2 SEP F2) RPD

Goesan
 X3) 0.967 1.62 0.963 1.71 12 5.22

1st D 0.979 1.33 0.977 1.37 4 6.50

Young 

Yang

 X 0.893 0.56 0.879 0.60 8 2.86

SNV 0.895 0.56 0.879 0.60 7 2.86

a-value

Goesan
X 0.972 1.42 0.968 1.52 13 5.59

1st D 0.981 1.17 0.980 1.21 4 7.02

Young 

Yang

 X 0.950 0.46 0.947 0.45 4 4.32

SNV 0.960 0.42 0.956 0.43 5 4.77

b-value

Goesan
X 0.977 1.16 0.974 1.23 13 6.24

 2nd D 0.980 1.10 0.979 1.13 3 6.82

Young 

Yang

X 0.956 0.36 0.953 0.37 3 4.57

Max4) 0.959 0.35 0.957 0.36 2 4.79

1) Pret.: Pretreatment method, 2) F: Number of Factors, 

3) X: Non-pretreatment, 4) Max: Maximum normalization

Table 5-4 Performance of PLSR model depending on pretreatment of 

VNIR spectra in predicting L, a, b color values of red pepper powder 

영양 고춧가루를 색차계로 측정하고 이 시료를 VNIRS를 이용하여

획득한 흡광 스펙트럼으로 표면색도 L, a, b 값을 예측한 결과에서 L 값

은 비슷한 예측 성능을 보여준 a 값과 b 값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

은 예측 성능을 보였지만 이러한 VNIR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고춧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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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품질 예측 시스템은 고춧가루의 표면색도 예측에 있어서 실시간 비파

괴적인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5-7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L-value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Youngyang (PLSR model preprocessed 

by SNV).  

Fig. 5-8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a value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Youngyang (PLSR model preprocessed 

by S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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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b value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Youngyang (PLSR model preprocessed 

by  maximum normalization). 

5.3.2.2. 고춧가루의 ASTA 색상 예측 결과

표 5-5는 영양 고춧가루 시료 24개에 대해서 비색계를 이용하여

ASTA 색상 값을 측정한 결과 값과 VNIRS를 이용하여 획득한 흡광 스

펙트럼에 대해서 다양한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한 PLSR 모델의 예측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10에서와 같이 개발한 모델 중에서 가장

양호한 예측 성능을 보여준 PLSR 모델은 기준선 전처리 방법이 적용되

었으며 이때 교정 PLSR 모델의 RC
2 = 0.782, SEC = 3.90였으며 이 예측

모델을 교차 검증법으로 검증한 결과에서는 RV
2 = 0.718, SEP = 4.46였

으며 RPD 값은 1.88로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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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Normalization

1st D 2nd D SNV MSC SM4) BL5)

Mean Max2) R3)

RC
2 0.787 0.781 0.795 0.787 0.772 0.325 0.780 0.770 0.787 0.782 

SEC 3.862 3.917 3.787 3.868 3.998 6.880 3.924 4.012 3.866 3.901 

RV
2 0.717 0.707 0.711 0.701 0.618 0.267 0.692 0.694 0.718 0.718 

SEP 4.467 4.547 4.521 4.595 5.192 7.194 4.665 4.649 4.460 4.462 

F6) 10 10 11 11 9 2 10 9 10 9

RPD 1.87 1.84 1.85 1.82 1.61 1.16 1.80 1.80 1.88 1.88

1) X: Non-pretreatment, 2) Max: Maximum, 3) R: Range, 

4) SM: Smoothing, 5) BL: Baseline, 6) F: Number of Factors

Table 5-5 Performance of PLSR model depending on pretreatment of 

VNIR spectra in predicting ASTA value of red pepper powder produced 

from Youngyang

Fig. 5-10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ASTA value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Youngyang (PLSR model preprocessed 

by baseline). 

기존 ASTA 색상 측정을 위한 시료는 0.1 g의 소량을 정량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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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사용하게 된다. 고춧가루에는 붉은색의 과피를 비롯해서 노란색을

띄는 종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두 부위의 비율에 따라 ASTA 색상 값

도 차이가 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충분히 혼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료가 샘플링될 경우에는 추출되는 위치에 따라서 ASTA 색상 값이 달라

질 수 있다.

색차계를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표면 색도를 측정 방법은 단순하지만

고춧가루의 표면에 직접 접촉해서 측정해야 하고 측정되는 결과 값의 범

위가 제품 간에 변별력을 줄 수 있을 만큼 폭 넓지 않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고춧가루의 색상 품질의 등급화를 위해서는 동일 제품에 대해서

색차계 값보다 상대적으로 폭 넓은 수치를 제공하는 ASTA 색상 값이

더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 ASTA 색상 값 측정을 위해서는 시료

추출의 전처리 과정과 분석까지 최대 16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

어 온라인 실시간으로 고춧가루 색상 품질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에 앞으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료를 추가하고 스펙트럼 데이

터를 확보한다면 보다 예측 성능이 향상된 ASTA 색상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5.3.3. Capsaicinoids 함량, 색상과 스펙트럼과의 상관계수

5.3.3.1. 부위별 시료에 대한 색상 정보와 파장별 상관계수

그림 5-11은 ‘진미’ 품종의 과피 분말에서 획득한 흡광 스펙트럼과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표면색도 L, a, b 및 capsaicinoids 함량과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미’

품종의 과피 분말은 붉은 색의 carotenoid 성분이 주가 되며 550 ㎚ 파

장대역 이후에서부터 capsaicinoids 함량을 비롯해서 L, a, b의 대부분

인자들이 흡광 스펙트럼과 음의 상관관계로서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capsaicinoids 함량의 경우에는 다른 인자들과 함께 상관계수 값이 0.8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550 ㎚ 파장대역 이후에서는 색상 정보와 함께

capsaicinoids 함량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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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는 ‘진미’ 품종의 종자 분말에서 획득한 흡광 스펙트럼과

표면색도 L, a, b값과 capsaicinoids 함량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적색도 a 값은 450 nm 파장대역 근처에서 상관계수가 0.8 정도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700 nm까지 감소하다가 이후로 0.4의 상

관계수를 유지하였다. 명도를 나타내는 L 값과 capsaicinoids 함량과는

거의 유사한 음의 상관계수 값을 보여주었으며 황색도 값인 b 값은 색

상정보가 없는 700 nm의 NIR 영역으로 진행할수록 상관계수는 0으로

감소되었다.

Fig. 5-11 Correlation spectra between spectrum values vs color values 

and vs capsaicinoids content measured from pericarp powder of  ’Jinmi’ 

red-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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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 Correlation spectra between spectrum values vs color values 

and vs capsaicinoids content measured from seed powder of  ’Jinmi’ 

red-pepper.

그림 5-13은 capsaicinoids 함량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태좌 분

말에 대한 상관 계수 그래프로서 흡광 스펙트럼과 비교되는 모든 인자들

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capsaicinoids 함량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자들이 550 ∼ 600 ㎚ 파장대역에서 최대 상관계수 값을 보여주었다.

이 파장대역은 태좌의 색상인 노란색(570 ∼ 590 ㎚) 및 주황색(590 ∼

610 ㎚)에 해당되는 파장대역으로서 capsaicinoids 함량과의 상관계수 값

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운맛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추 부위인 태좌의 색상 정보에 대한 흡광 스펙트럼 정보로서

capsaicinoids 함량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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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Correlation spectra between spectrum values vs color values 

and vs capsaicinoids content measured from placenta powder of  ’Jinmi’ 

red-pepper.

5.3.3.2. Capsaicinoids 함량과 고춧가루 색상 값과의 상관관계

표 5-7은 괴산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제품 70개, 영양에서 생산된 고

춧가루 제품 63개를 비롯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된 18개 제품에 대

해서 capsaicinoids 함량과 색상 값과의 상관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괴산 제품 63개의 경우에 있어서 HPLC로 분석한 capsaicinoids 함량과

색 정보와의 상관관계에서 b/a(적색도/황색도),  


,R G  B
G

및

R B
G
에서 0.7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영양 제품 63개에

서는 a, b/a, a*L 및  


값들이 capsaicinoids 함량과 높은 상관관

계를 보여주었으며 전국 시료 18개 제품에 대해서는 b/a,  


및

R B
G
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3종류의 시료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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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b/a에 대한 색상정보가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에 높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과피의 주요 색상인 적색

도 b 값과 종자나 태좌의 색상 값에 가까운 황색도 a값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되며 특히 a 값에 있어서는 capsaicinoids 함량이 가장 높게

함유되어 있는 태좌의 색상 정보에 좌우되어 해당 시료의 capsaicinoids

함량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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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rrelation coefficients

Goesan 

area

(70 ea)

L a b b/a L/b aL   


0.63 0.58 0.64 0.71 -0.66 0.57 -0.71

 R G B R G  B
R
R G  B

G
R B

G

0.58 0.61 0.65 -0.35 0.61 0.71 0.70

Youngyang 

area

(63 ea)

L a b b/a L/b aL   


-0.54 -0.78 -0.43 0.72 -0.08 -0.74 -0.72

 R G B R G  B
R
R G  B

G
R B

G

-0.66 -0.69 -0.07 -0.27 -0.16 0.64 0.64

Different 

areas

(18 ea)

L a b b/a L/b aL   


0.34 0.03 0.28 0.53 -0.13 0.18 -0.53

 R G B R G  B
R
R G  B

G
R B

G

0.17 0.26 0.43 -0.01 -0.05 0.49 0.49

Table 5-6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apsaicinoids and color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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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요약 및 결론

고춧가루의 주요 품질인자 중의 하나인 색상을 비파괴적이고 실시간

으로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VNIRS를 이용하여

개발된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고춧가루 색상 예측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괴산 고춧가루 시료 40개의 L, a 및 b 값들

의 범위는 각각 10.73 ∼ 35.44, 7.29 ∼ 30.30 및 1.19 ∼ 29.58로서 폭넓

게 분포하고 있어 괴산 지역시료의 변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입

도별로 분리된 영양 고춧가루 시료 24개의 L, a 및 b 값은 각각 28.07

∼ 34.50, 29.03 ∼ 35.85 및 15.22 ∼ 21.38로서 좁은 범위내에서 분포하

고 있었으며 입도가 작을수록 색상 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VNIRS를 이용하여 괴산 지역에서 생산된 입도별 고춧가루 시료 40개

를 대상으로 표면색도 L, a 및 b 값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PLSR 모

델 중에서 가장 양호한 예측 성능은 L 및 a 값은 1차 미분 전처리, b

값은 2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경우였다. 교차 검증법을 이용하여 검

증한 결과에서 L 값의 RV
2 = 0.977, SEP = 1.37, RPD = 6.50, a 값의

RV
2 = 0.980, SEP = 1.21, RPD = 7.02이었으며 b 값은 RV

2 = 0.979,

SEP = 1.13, RPD = 4.77로서 가장 양호한 성능을 나타냈다. 괴산 시료

24개에 대한 ASTA 색상 값 예측에 있어서는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한

PLSR 모델이 RV
2 = 0.718, SEP = 4.46, RPD = 1.88로서 다소 낮은 예

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3. 영양 고춧가루 시료 24개에 대한 ASTA 색상 값을 비파괴적으로 예

측하기 위해서 획득한 VNIR 흡광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 중에서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한 모델의 예측 성능이 가장 양호하

였다. 예측성능은 표면색도 L, a, b를 예측하는 모델에 비교해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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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낮았지만 기존의 ASTA 색상 값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시

료 전처리 과정 및 시간을 대신해서 ASTA 색상을 예측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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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당 함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

6.1. 서론

단지 맵기만 하는 외국산 고추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추는 당 함량이 높아 음식에 사용했을 때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숙미 등, 1995). 소비자들도 고춧가루를 구입할

때 매운맛과 함께 단맛도 중요한 품질 인자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단맛이

높은 고춧가루가 더 높은 선호도를 갖게 된다.

고추의 단맛은 매운맛처럼 동일 품종이라도 지역이나 재배환경에 따

라 당 함량에 차이가 있고 단순히 고추 품종으로만 단맛이 높은 고추를

분류하고 등급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고춧가루에서 당 함량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HPLC, GC 등과 같은 화학 분석 장비를 사용했으

며 측정 정확도는 높지만 복잡한 전처리 과정과 분석까지 장시간이 소요

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기존 화학 분석법을 대처하고 실시간·비파괴적

인 방법으로 고춧가루의 당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NIR 분광법이 시도

되었으며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조래광 등, 1990; 한응수 등, 1996).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색상 및

당 함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색상 측정에 이어 당 함량 예측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VNIRS를 기반으로 개발된 온라인 고춧가루 스펙

트럼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당 함량을 실시간·비파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전국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제품을 입도별로 3수준(Case

I: 0.425 ㎜이하, Case Ⅱ : 0.425 ～ 0.71 ㎜, Case Ⅲ : 0.71 ～ 1.4

㎜)으로 분리하여 조제한 42개의 시료에 대해서 HPLC 분석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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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총 당(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lactose) 함량을 분

석하고 지역별 고춧가루의 당 함량 분포를 조사한다.

2. 42개 고춧가루 시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온라인 스펙트럼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획득한 흡광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입도별 당 함

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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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재료 및 방법

개발된 VNIRS 품질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주요 품질

인자인 당 함량(단맛)을 비파괴적이고 신속하게 예측하기 위해 그림 6-1

와 같은 과정으로 당 함량 예측용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Fig. 6-1 Experimental procedure for development of PLSR sugar 

content prediction model of red-pepper powder.

6.2.1. 전국 생산 지역별 고춧가루 시료 준비

VNIRS를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당 함량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을 위해 고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는 전국 14개의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2009년산 고춧가루 제품을 사용하였다(표 6-1). 구

입한 14개 제품은 고춧가루 입자 크기의 분포에 따라 고추장용, 양념용,

김치용으로 구분하기 위해 표준 망체와 진동식 분리 장치를 이용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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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amples Areas Pungency notation

1 Umsung Mildly hot (Gold)

2 Goesan Mildly hot

3 Annyondo Very hot

4 Chengyang Extremely hot (Gold)

5 Shintaein Medium hot (Gold)

6 Gochang Medium hot (Gold)

7 Youngkwang Very hot

8 Youngwol Medium hot (Gold)

9 Bongyang  Extremely hot

10 Namjecheon Very hot

11 Youngyang RPTC Very hot

12 Youngyang Mildly hot

13 Namyoungyang Medium hot

14 Namandong Mildly hot

Table 6-1  Notation of pungency level of red-pepper powders 

produced at 14 regions in Korea

각 0.425 ㎜이하 (Case I), 0.425 ～ 0.71 ㎜ (Case Ⅱ), 그리고 0.71 ～

1.4 ㎜ (Case Ⅲ)의 3수준으로 분리하여 총 42개의 시료를 준비하였다.

6.2.2. HPLC를 이용한 고춧가루의 당 함량 분석

고춧가루 시료의 당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sucrose, maltose,

glucose, lactose, fructose의 5가지 당 성분에 대해서 HPLC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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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고춧가루 시료 3 g을 정량해서 50 mL의 conical tube에 50%

ethanol 30 mL과 함께 넣고 85℃ 온도에서 25분간 가온하여 당류를 추

출한 후에 0.45 ㎕의 나일론 재질의 멤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로

여과하였다.

각각의 표준 시료(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lactose)는 0.5

g씩 50 mL의 메스플라스크 넣고 계량하여 준비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표준시료는 fructose(Sigma, F0127, St. Louis, MO, USA),

glucose(Sigma, G8270, St. Louis, MO, USA), sucrose(Sigma, S9378,

St. Louis, MO, USA), lactose(Sigma, L3625, St. Louis, MO, USA),

maltose(Sigma, M5885,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으며 50%

ethanol로 정용 후 음파 처리를 하였다. 검량선 작성을 위해 각각의 표

준용액에 대한 희석배수는 4단계로서 1250 ppm, 2500 ppm, 5000 ppm,

10000 ppm을 준비하였다.

이동상은 아세토니트릴(ACN)과 증류수를 76 : 24의 부피비율로 혼

합 조제하고 HVLP(high volume-low pressure cuffs) 0.45 ㎕로 여과하

여 감암 처리하였다. HPLC로 측정하기 전에 음파 처리하여 가스를 제거

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기기의 조건은 표 6-2와 같다.



- 172 -

Instrument
Model: shiseido, SP LC

Injector: shiseido,　nanospace SI-2 3023

Detector: Refrective Index detector(RID), Shodcx, 

RI 201H

Column oven: shiseido, nanospace SI-2 3004

Pump: shiseido, nanospace SI-2 3201

Column Shodex, Asahipak NH2P-50(250X4.6㎜)

Mobile phase Acetonitrile : water (76 : 24)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volume 10 ㎕

Detector RI detector

Table 6-2 Condition of HPLC for analysis of total sugar content in 

red-pepper powder

6.2.3. VNIRS를 이용한 고춧가루의 스펙트럼 측정

VNIRS를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기에 전에 42개의

고춧가루 시료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였으며 흡광 스펙트럼

을 측정하기 전에 시료의 온도는 실온과 유사한 22 ∼ 24℃ 범위로 하

였다.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에 투입 전에는 충분히 흔들어

서 혼합하였으며 투입된 고춧가루의 표면을 스캔하여 VNIR 흡광도를

획득하였다. 이때 광 노출시간(integration time)은 50 ms였으며 60회를

측정한 값을 평균하여 사용하였으며 기본적으로 평활화 전처리를 적용하

여 반사 스펙트럼을 획득하고 log()로 변환된 흡광 스펙트럼을 입력

하였다. 측정을 마친 고춧가루 시료는 다시 밀폐용기에 담아서 3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측정하였으며 세 번째 측정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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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의 획득은 시료당 평균 9회 정도 측정되었으며 총 1195개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당 함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에 사

용하였다.

고춧가루 당 함량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된 흡광 스

펙트럼의 파장대역은 450 ∼ 950 ㎚이었으며 이때 총 픽셀 수는 1743개

였으며 파장 간격은 step 수를 5로 설정하여 최종 픽셀 수가 346개인 스

펙트럼으로 PLSR 모델 개발에 사용하였다. PLSR 모델 개발에 사용된

스펙트럼 전처리, 성능 검증 및 분석 프로그램은 4.2.4 절에서 소개했던

방법과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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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결과 및 고찰

6.3.1. 지역별 고춧가루의 당 함량 분포

표 6-3은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14개 고춧가루 제품의 당 함량을 3

수준의 입도 크기로 분석한 것이다. 당은 sucrose, maltose, glucose,

lactose, fructose의 5가지 성분을 분석하였지만 maltose와 lactose 성분

은 검출되지 않았기에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전체 입도에서 당 함량은

11.12 ∼ 19.88 g/100 g의 범위에서 측정되었으며 fructose 함량은 7.49

∼ 11.92 g/100 g, glucose 함량은 3.03 ∼ 6.85 g/100 g, sucrose 함량은

0.25 ∼ 1.6 g/100 g의 범위 내에서 측정되었다. 따라서 그림 6-2에서와

같이 fructose, glucose, sucrose는 전체 당을 100%으로 봤을 때 평균

62.0%, 33.3%, 4.8%의 비율로 분석되었으며 대부분의 당은 fructose와

glucose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선행 연구인 이성우

(1979), 최선미 등(2000), 소재우 등(201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Fig. 6-2 Distribution ratio of sugar contents for red-pepper powder 

measured by HPLC.

입도별 당 함량을 살펴보면 봉양 고춧가루가 Case I (0.425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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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 size area Total sugar Fructose Glucose Sucrose

Case I

Gochang 16.94 10.73 5.62 0.59 

Goesan 18.35 11.20 6.37 0.78 

Namandong 19.80 11.92 6.51 1.37 

Namjecheon 14.58 9.09 4.66 0.84 

Bongyang 12.03 7.89 3.68 0.46 

Shintaein 15.09 9.95 4.89 0.25 

Anmyeondo 16.28 10.16 5.44 0.68 

Youngkwang 14.05 8.94 4.70 0.40 

Youngyang 15.43 9.11 6.06 0.26 

Youngyang RPTC 19.31 11.53 6.70 1.08 

Namyoungyang 16.52 10.56 5.48 0.48 

Youngwol 19.13 11.55 6.85 0.73 

Umsung 18.12 10.70 6.62 0.80 

Chungyang 13.75 8.60 4.20 0.95 

Average 16.38 10.14 5.56 0.69 

Standard deviation 2.36 1.24 1.01 0.32

Table 6-3 Total sugar contents by each particle size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from 14 area in Korea 

(Unit: g/100 g)

하) 및 Case Ⅱ (0.425 ∼ 0.71 ㎜)에서 전체 당 함량이 12.03 g/100 g

및 11.21 g/100 g으로 가장 적었으며 Case Ⅲ (0.71 ∼ 1.4 ㎜)의 입도에

서는 ‘청양’ 고춧가루의 당이 11.82 g/100 g으로 가장 적은 당을 함유하

고 있었다. 3수준의 입도에서 가장 많은 당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남

안동 고춧가루로서 각각 19.80 g/100 g(Case I), 19.30 g/100 g(Case Ⅱ)

및 19.88 g/100 g(CaseⅢ)로 분석되었다. 입도별 고춧가루 당 함량의 평

균은 Case Ⅰ 시료가 16.38 g/100 g으로 가장 높았으며 Case Ⅲ, Case

Ⅱ 순으로 각각 15.44 및 15.14 g/100 g이었으며 이때 표준편차는 각각

2.36, 2.19, 2.44 g/100 g으로 입도별 당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춧가루의 당 함량의 측정 결과에서와 같이 당이 가장 낮은

시료와 높은 시료 사이에는 약 2배 정도 당 함량이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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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 size area Total sugar Fructose Glucose Sucrose

Case Ⅱ

Gochang 16.95 10.66 5.71 0.57 

Goesan 16.68 10.41 5.79 0.47 

Namandong 19.30 11.55 6.25 1.50 

Namjecheon 15.09 9.25 5.01 0.83 

Bongyang 11.21 7.49 3.03 0.70 

Shintaein 12.84 8.11 3.95 0.78 

Anmyeondo 14.01 9.11 3.96 0.94 

Youngkwang 13.27 8.56 4.36 0.35 

Youngyang 15.01 9.23 5.01 0.78 

Youngyang RPTC 17.87 10.07 6.22 1.58 

Namyoungyang 14.21 9.15 4.28 0.77 

Youngwol 17.74 10.44 6.85 0.46 

Umsung 15.95 9.46 5.33 1.16 

Chungyang 11.80 7.49 3.44 0.86 

Average 15.14 9.36 4.94 0.84 

Standard deviation 2.41 1.20 1.15 0.36

Case Ⅲ

Gochang 16.64 10.42 5.84 0.38 

Goesan 17.51 10.61 6.19 0.70 

Namandong 19.88 11.61 6.67 1.60 

Namjecheon 15.69 9.62 5.33 0.74 

Bongyang 12.94 8.58 3.92 0.44 

Shintaein 13.92 8.58 4.84 0.50 

Anmyeondo 13.95 8.87 4.32 0.76 

Youngkwang 13.78 8.81 4.55 0.42 

Youngyang 14.53 8.72 5.38 0.44 

Youngyang RPTC 17.30 10.33 5.74 1.23 

Namyoungyang 14.36 9.24 4.76 0.36 

Youngwol 17.05 10.14 6.20 0.72 

Umsung 16.83 9.93 6.02 0.88 

Chungyang 11.82 7.50 3.79 0.53 

Average 15.44 9.50 5.25 0.69 

Standard deviation 2.19 1.08 0.91 0.35

그림 6-3은 14개 고춧가루 제품을 3수준으로 입도 분리하여 HPLC로

분석된 42개 시료에 대한 당 함량이 분포되는 범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서 앞서 분석된 capsaicinoids 함량 분포와는 상대적으로 모든 당

함량 범위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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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Frequency of total sugar contents of red-pepper powders 

produced by different domestic area. 

6.3.2. 고춧가루의 당 함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 결과

그림 6-4는 VNIRS를 이용하여 측정된 전국 14개 지역의 고춧가루

시료를 3수준으로 입도 분리한 42개의 조제 시료에 대해서 450 ∼ 950

nm 파장대역에서 획득한 1195개의 흡광 스펙트럼을 도시한 것이다.

표 6-4는 다양한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측 및 검증된 결과를 RPD(실측값의 표준편차/SEP)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RPD값이 입도에 따라

1.9 ∼ 3.0으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처리 방법에 따

라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유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

다. 그리고 입도별로 당을 예측하는 것이 전체를 합하여 예측하는 것 보

다 예측 정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입도별로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Case I(0.425 ㎜이하)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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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의 시료에서 획득한 흡광 스펙트럼에 대해 평균값을 이용한 정규화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이 가장 양호한 예측 성능을 보여

주었다.

n = 1,195

Fig. 6-4 VNIR absorbance spectra (n = 1195) of red-pepper powder in 

the wavelength rage from 450 to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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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Normalization

1st D 2nd D SNV MSC SM4) BL5)

Mean Max2) R3)

Ⅰ6)

RC
2 0.917 0.921 0.921 0.920 0.719 0.400 0.909 0.913 0.917 0.920

SEC 0.593 0.577 0.579 0.582 1.088 1.591 0.621 0.605 0.592 0.582

RV
2 0.886 0.894 0.892 0.891 0.560 0.346 0.880 0.883 0.887 0.892

SEP 0.694 0.671 0.678 0.681 1.366 1.666 0.712 0.703 0.693 0.677

F7) 13 12 13 13 7 2 10 11 13 13

RPD 2.96 3.06 3.03 3.02 1.50 1.23 2.88 2.92 2.96 3.03

Ⅱ

RC
2 0.735 0.767 0.777 0.779 0.821 0.605 0.822 0.782 0.740 0.786

SEC 1.256 1.178 1.153 1.148 1.032 1.533 1.030 1.140 1.244 1.129

RV
2 0.738 0.728 0.740 0.743 0.633 0.470 0.784 0.745 0.742 0.746

SEP 1.253 1.276 1.247 1.240 1.482 1.782 1.136 1.236 1.243 1.234

F 8 10 10 10 10 6 10 9 8 11

RPD 1.92 1.89 1.93 1.94 1.62 1.35 2.12 1.95 1.94 1.95

Ⅲ

RC
2 0.869 0.866 0.877 0.874 0.798 0.729 0.817 0.845 0.869 0.855

SEC 0.853 0.862 0.825 0.836 1.059 1.226 1.008 0.928 0.853 0.897

RV
2 0.843 0.840 0.850 0.846 0.732 0.679 0.803 0.838 0.843 0.830

SEP 0.936 0.945 0.913 0.928 1.223 1.338 1.048 0.950 0.935 0.974

F 10 9 10 9 5 6 6 7 10 10

RPD 2.42 2.40 2.48 2.44 1.85 1.69 2.16 2.38 2.42 2.33

Ⅳ

RC
2 0.698 0.691 0.695 0.705 0.708 0.518 0.677 0.694 0.699 0.734

SEC 1.305 1.321 1.312 1.291 1.285 1.650 1.351 1.314 1.304 1.226

RV
2 0.677 0.672 0.678 0.685 0.633 0.483 0.665 0.677 0.677 0.697

SEP 1.352 1.362 1.350 1.335 1.440 1.710 1.377 1.353 1.351 1.310

F 11 10 10 11 9 4 8 9 11 13

RPD 1.73 1.72 1.73 1.75 1.62 1.37 1.70 1.73 1.73 1.78

1) X: Non-pretreatment, 2) Max: Maximum, 3) R: Range, 

4) SM: Smoothing, 5) BL: Baseline, 6) Particle size: (I) below 0.425 ㎜, 

(Ⅱ) 0.425∼0.71 ㎜, (Ⅲ) 0.71 ~ 1.4 ㎜, (Ⅳ) above 1.4㎜, 

7) F: Number of Factors

Table 6-4 Performance of PLSR model depending on pretreatment of 

VNIR spectra in predicting total sugar of red pepper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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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는 입자가 가장 작은 Case I(0.425 ㎜이하)에 해당되는 시

료를 대상으로 획득한 총 356개의 흡광 스펙트럼을 평균값을 이용한 정

규화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의 예측 및 검증 결과이다. 이 모

델의 예측 및 검증 결과는 각각 RC
2 = 0.92, SEC = 0.58 g/100 g 및 RV

2

= 0.90, SEP = 0.67 g/100 g이었으며 RPD 값은 3.06으로 예측결과가 우

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6-5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sugar content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having particle size below 0.425 ㎜ (PLSR model 

preprocessed by mean normalization). 

그림 6-6은 중간 크기의 고춧가루 시료에 대해 당 함량 예측을 위

해 개발된 PLSR 모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

여준 SNV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의 예측 및 검증 결과

는 각각 RC
2 = 0.7860, SEC = 1.1291 g/100 g 및 RV

2 = 0.7456, SEP =

1.2341 g/100 g이었으며 이때 RPD = 2.12였다.

그림 6-7은 가장 큰 입자 크기의 고춧가루 시료에 대해 당 함량 예

측을 위해 개발된 PLSR 모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우수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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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보여준 전처리는 최대값을 이용한 스펙트럼 정규화이며, 이 전처리

를 적용하여 개발된 회귀식의 예측 및 검증 결과는 각각 RC
2 = 0.88,

SEC = 0.83 g/100 g 및 RV
2 = 0.85, SEP = 0.91 g/100 g이었으며 이때

RPD = 2.48 이었다.

Fig. 6-6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sugar content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having particle size between 0.425 to 0.71 ㎜ (PLSR 

model preprocessed by S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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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sugar content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having particle size between 0.71 to 1.4 ㎜ (PLSR 

model preprocessed by maximum normalization). 

그림 6-8은 전국 14개 지역의 고춧가루 제품을 3수준으로 입도 분리

하여 조제된 42개의 모든 시료에 대해서 측정한 스펙트럼 데이터를 통합

하여 당 함량 예측용 PLSR 모델을 개발한 결과이다.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한 PLSR 모델이 가장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이 모델의

예측 결과는 RC
2 = 0.7075, SEC = 1.2852 g/100 g이었고 교차 검증법으

로 검증한 결과는 RV
2 = 0.6332, SEP = 1.4404 g/100 g이었다. 동일한

입도 크기에서 개발된 예측 모델들과 비교해서 성능은 양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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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sugar content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having particle size below 1.4 ㎜ (PLSR model 

preprocessed by baseline). 

상기 결과는 지역별로 당 함량 예측모델을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모델을 개발할 경우 상대적으로 예측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판

단된다. 4장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모델 개발 연구에서 전국 14개 농

협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를 대상으로 capsaicinoids 함량 예측모델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개발한 예측모델이 전체 지역을 통합하여 개

발한 모델보다 예측성능이 우수한 결과를 보여 준 사례를 감안하면 당

함량 예측용 PLSR 모델도 지역별로 개발될 경우 예측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당 함량 예측을 위해 활용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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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요약 및 결론

고춧가루의 주요 품질인자 중의 하나인 당 함량을 비파괴적이고 실

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VNIRS를 이용하

여 개발된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고춧가루 당 함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의 당 함량은 11.80 ∼ 19.88

g/100 g 이었으며, 당 종류별 함량은 fructose 7.49 ∼ 11.92 g/100 g,

glucose 3.03 ∼ 6.85 g/100 g, sucrose 0.25 ∼ 1.6 g/100 g 범위였다.

2. 고춧가루를 입도별로 분류한 시료를 대상으로 다양한 전처리를 적용

하여 개발된 PLSR 모델의 RPD(실측값의 표준편차/SEP)는 전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1.9 ∼ 3.0으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으

며 전처리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입도별

로 당을 예측하는 것이 전체를 합하여 예측하는 것 보다 예측 정밀도

가 높게 나타났다.

3. 입자가 가장 작은 Case I(0.425 ㎜이하)에서 평균값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의 예측 및 검증 성능은 각각 RC
2 = 0.921, SEC =

0.58 g/100 g 및 RV
2 = 0.894, SEP = 0.67 g/100 g이였으며, RPD 값은

3.06으로 3수준의 입도 중에서 가장 우수한 예측 결과를 나타내었다.

4. 중간 크기의 고춧가루 시료에 해당되는 Case Ⅱ(0.425 ∼ 0.71 ㎜)에

대한 당 함량 예측용 PLSR 모델에서는 SNV 전처리가 가장 효과적

이였으며, 이 모델의 예측 및 검증 결과는 각각 RC
2 = 0.822, SEC =

1.03 g/100 g 및 RV
2 = 0.784, SEP = 1.14 g/100 g이었으며 이때 RPD

= 2.12였다.

5. 고춧가루 입자 크기가 가장 큰 Case Ⅲ(0.71 ∼ 1.4 ㎜)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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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를 대상으로 개발된 PLSR의 예측 및 검증결과는 각각 RC
2 =

0.877, SEC = 0.83 g/100 g 및 RV
2 = 0.850, SEP = 0.91 g/100 g이었

으며 이때 RPD 값은 2.48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6. 전체 고춧가루 입도에서 획득된 스펙트럼을 대상으로 개발된 PLSR

모델의 예측 및 검증 성능에서는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한 모델이 가장

양호했으며 각각 RC
2 = 0.734, SEC = 1.23 g/100 g 및 RV

2 = 0.697,

SEP = 1.31 g/100 g로서 입도별 예측 성능에 비해 양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입도

별로 당 함량 예측모델을 개발한다면 예측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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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종합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매운 향신료인 고추는 대부분이 분말 상태인

고춧가루로 가공되어 김치, 고추장을 주원료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매운

한식의 양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춧가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매운

맛이외에도 소비자들은 색상과 당 함량도 중요한 품질 인자로서 인식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질 인자들을 계측하고 정량화하여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만족감과 신뢰감을 향상시킬 수 있

다.

지금까지 일선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고춧가루의 매운맛, 단맛, 색상

과 같은 주요 품질인자들의 측정은 주로 시각, 후각, 미각 등을 이용하여

관능적으로 측정하거나 HPLC, GC와 같은 화학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실험실내에서 측정되어졌다. 관능 평가 방법은 간편하지만 측정자마다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며 규격화된 제품

으로도 반영하기 어렵다. 화학 분석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은 측정 정확

도는 높지만 복잡한 전처리 과정과 분석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서만 측정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기에 고춧가루 가공공장에

적용되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을 비롯하여 색상과 당 함량을 실시

간·비파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으며 그중

NIRS를 이용했던 선행 연구에서 capsaicinoids 함량 측정에 대한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존의 상용 오프라인 NIRS 분석 장치는 고춧가

루 태좌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매운맛 편차와 상용 분광 분

석 장비의 제한적인 사용으로 인해 정확성과 재현성있는 결과를 확보하

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파장대역이 400 ∼ 1000 nm인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분광법(visible and near-infrared spectroscopy; VNIRS)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색상 및 당 함량을 실시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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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온라인 품질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2) 해

당 파장대역에서의 capsaicin의 흡수 파장을 구명하고, (3) capsaicinoids

함량과 색상 값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고자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스펙트럼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고춧가루 투입부

(sample input unit), 고춧가루 표면을 균일하게 성형해주는 고춧가루

표면 균일화부(sample surface leveler), 이송 컨베이어(conveyor/

sample transfer unit), 자동 레퍼런스 측정장치(automated reference

measuring unit), 광 조사부(light illumination) 및 검출부(detector),

100 W 텅스텐-할로겐램프, charged-couple device(CCD) 분광센서부,

배출부(sample output unit), 시스템 제어와 데이터 획득을 위한 컴퓨

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고춧가루 시료내에서

태좌 부위의 위치나 분포에 따라 capsaicinoids 함량의 편차가 크게

발생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춧가루 표면을 균일화하고 연속적

으로 스캐닝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스펙트럼을 확보하

고자 하였다. 고추에서 태좌 부위는 무게 비율로는 전체 무게의 3 ∼

4%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capsaicinoids 함량은 무려 97%이상이 집중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2. 관행 고춧가루 capsaicinoids 함량 정량법인 HPLC 분석법에 있어서

태좌 부위의 분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시료 내에서 1

g씩 3지점에서 샘플링한 시료를 각각 3회씩 추출하여 총 9개의 추출액

을 HPLC로 정량화하였다. 9회 측정에 대한 capsaicinoids 함량의 표준

편차는 ±0.64 ㎎/100 g으로 정확성과 재현성있는 분석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3. VNIR 파장대역인 400 ∼ 1000 nm에서 고춧가루 매운맛 주성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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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의 흡수 파장대역을 구명하기 위해서 순수 capsaicin 분말과

용액에 대한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1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capsaicin 분말은 OH의 2차 배음대에 해당되는 938 nm에서 최대 피크

가 발생했으며 capsaicin 용액은 CH의 3차 배음대에 해당되는 ROH,

CH, CH2 및 CH3와 연관되는 900 nm 대역에서 최대 흡수 피크가 관찰

되었다.

4. Capsaicinoids 함량과 색차계로 측정한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에 대한

색상 값들(L, a, b, R, G, B 등)중에서 적색도 a 값이 0.786으로 가장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B와 a2/b의 색상 정보를 독립변수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다중선형회귀모델에서 RV
2와 SEP는 각각

0.805 및 14.56 ㎎/100 g으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5. Capsaicinoids 함량, L, a, b 표면색도 값, ASTA 색상 값 및 당 함량

예측을 위해 PLSR(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모델을 적용하였

다.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으로 획득한 스펙트럼 데이터는 평균값 정규

화, 최대값 정규화, 범위 정규화, 1차 및 2차 미분(Savitzky-Golay

derivatives), SNV(standard normal variate), 다분산보정(multiplicative

scattering correction; MSC), 평활화 및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하여 예

측 성능이 우수한 최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5-1. VNIRS를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은 시료 종

류 및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1) 매운 정도가 다른 두 종류의 고춧가루를 11수준의 무게 비율로 혼

합하여 조제한 고춧가루를 다시 입도 크기별로 3수준으로 분리한

총 33개의 고춧가루를 대상으로 PLSR 모델을 개발하였다.

Capsaicinoids 함량 예측 결과에서 입자 크기나 스펙트럼 전처리 종

류에 상관없이 RV
2은 0.929 ∼ 0.991, SEP는 4.50 ∼ 12.98 ㎎/1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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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RPD(실측값의 표준편차/SEP)는 3.71 ∼ 10.17로서 전체적으

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2) 전국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를 대상으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PLSR 모델들은 몇 개의 전처리를 제외

하고는 입자 크기와 지역에 상관없이 양호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이때 RV
2 = 0.678 ∼ 0.985, SEP = 0.87 ∼ 14.87 ㎎/100 g 및 RPD

= 0.88 ∼ 7.94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3) 개발된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급별

capsaicinoids 함량 판정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예측 정확도는

87.72%(7/57)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품질 측정 시스템은 고춧가루의

실제 등급화 공정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2. 고춧가루의 색상 분포 특성과 PLSR 모델을 이용하여 색상 값을

예측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괴산 고춧가루 시료 40개의 L, a 및 b

값들의 범위는 각각 10.73 ∼ 35.44, 7.29 ∼ 30.30 및 1.19 ∼ 29.58

로서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괴산 지역 시료들의 변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입도별로 분리된 영양 고춧가루 시료 24개의 L, a 및

b 값은 각각 28.07 ∼ 34.50, 29.03 ∼ 35.85 및 15.22 ∼ 21.38로서

좁은 범위 내에서 분포하고 있어 색상 품질이 균일한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으며 입도가 작을수록 색상 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VNIRS를 이용하여 괴산 지역에서 생산된 입도별 고춧가루 시료

40개를 대상으로 표면색도 L, a 및 b 값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PLSR 모델 중에서 가장 양호한 예측 성능은 L 및 a 값은 1차 미분

전처리, b 값은 2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경우였다. 교차 검증법을

이용하여 개발 모델을 검증한 결과에서 L 값의 RV
2 = 0.977, SEP =

1.37, RPD = 6.50, a 값의 RV
2 = 0.980, SEP = 1.21, RPD = 7.02이었

으며 b 값은 RV
2 = 0.979, SEP = 1.13, RPD = 4.77로서 가장 양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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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나타냈다.

(3) 괴산 시료 24개에 대한 ASTA 색상 값 예측에 있어서는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한 PLSR 모델이 RV
2 = 0.718, SEP = 4.46, RPD =

1.88로서 다소 낮은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5-3. 고춧가루의 당 함량 분포 특성과 PLSR을 이용하여 당 함량을 예

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의 당 함량은 11.80 ∼ 19.88

g/100 g 이었으며, 당 종류별 함량은 fructose 7.49 ∼ 11.92 g/100

g, glucose 3.03 ∼ 6.85 g/100 g, sucrose 0.25 ∼ 1.6 g/100 g 범위

로 나타났다.

(2) 전체 고춧가루 입도에서 획득된 스펙트럼을 대상으로 개발된

PLSR 모델의 검증 성능에서는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한 모델이 가

장 양호했으며 이때 RV
2 = 0.697, SEP = 1.31 g/100 g, RPD = 1.78

로서 입도별 예측 성능에 비해 양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현장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입도별로 당 함량

예측모델을 개발한다면 예측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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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Quality Prediction Technique of Red-pepper 

Powder using Visible and Near-infrared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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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pepper (Capsicum annuum Longum) has been the most 

important spice in Korea for a long time because of its pungency, 

flavor, sweetness, and color. Especially, Korean red-pepper powder is 

a main ingredient in many kinds of Korean foods like Gochujang 

(Korean fermented red-pepper paste) and Kimchi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food so as to earn a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2001)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main quality factors of red-pepper powder for marketing are 

considered as pungency level (capsaicinoids content), the American 

Spice Trade Association (ASTA) color and surface color value,  

sweetness (total sugar content) and particle size, etc. Among the 

quality factors, measurement of capsaicinoids content takes long time 

because it uses complicated HPLC analysis method. Alternative 

techniques to measure capsaicinoids content have been att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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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nano-tube, electronic nose, ultrasound, ultra-violet (UV), 

near-infrared (NIR), etc. However, any methods are not 

commercialized for on-site use because of the unsatisfied measurement 

accuracy and unstable output. 

The aims of this study are (1) to develop an on-line quality 

measurement system which can predict capsaicinoids content, color 

values, and sugar content of red-pepper powder by using 

visible/near-infrared spectroscopy (VNIRS) ranged from 400 to 1000 

nm, (2) to identify absorption bands of capsaicin in the above 

wavelength range,  and (3) to find correlations between capsaicinoids 

contents and color valu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n on-line spectrum measurement system was developed, which 

was composed of sample input unit, sample surface leveler, bifurcated 

fiber optic probe, automated reference measuring unit, sample transfer 

unit, 100 W Tungsten-halogen lamp, charged-couple device (CCD) 

spectrometer, sample output unit, and computer for the system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Especially, this system was focused to obtain 

stable and representative spectra by scanning the large area of the 

well leveled sample surface since capsaicinoids distribution in a 

sample is materially affected by the distribution of the placenta part. 

Capsaicinoids is mostly concentrated to the placenta part which 

accounts for 3 to 4% in weight of red-pepper but which contains 

97% or more capsaicinoids.

2. Actual capsaicinoids contents of red pepper powder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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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by HPLC with 9 extracts made from three 1 g samples 

taken at three points within completely mixed sample to minimize the 

effect of distribution of the placenta part. Average standard deviations 

(STD) of 9 measurements were ±0.64 ㎎/100 g, with which  accuracy 

and repeatability could be guaranteed.

3. Absorption bands of capsaicin in red-pepper powder were identified 

with pure capsaicin liquid and powder. 900 nm band which is related to 

the 3rd overtone of ROH, CH, CH2, and CH3 and 938 nm band related 

to the 2nd overtone of OH were found as absorption bands.

4.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apsaicinoids contents and color 

values (L, a, b, R, G, B, etc)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of about 

0.786 and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leaded to a prediction 

model having 0.805 and 14.56 ㎎/100 g of RV
2 and SEP, 

respectively.

  5.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PLSR) model was adopted to 

predict capsaicinoids content, L, a, b surface color values, ASTA 

color values, and sugar contents. The spectrum data measured with 

the newly constructed on-line system and preprocessed by mean 

normalization, maximum normalization, range normalization, 1st 

derivatives, 2nd derivatives, standard normal variate (SNV), 

multiplicative scattering correction (MSC), smoothing, and baseline 

was used for the mode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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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Prediction results of capsaicinoids content in red pepper 

powder using by VNIRS were as follows depending on the type of 

samples: 

   (1) PLSR models developed with the intentionally mixed samples 

having 3 levels in particle size indicated very successful results 

showing RV
2 = 0.929 ∼ 0.991, SEP = 4.50 ∼ 12.98 ㎎/100 g, and 

RPD = 3.71 ∼ 10.17 regardless of the particle size and spectrum 

pretreatment. 

   (2) PLSR models developed with samples collected from 14 

domestic areas and sized in 3 levels of particle size indicated RV
2 = 

0.678 ∼ 0.985, SEP = 0.87 ∼ 14.87 ㎎/100 g, and RPD = 0.88 ∼ 
7.94 except for a few worst pretreatments regardless of the particle size 

and regions. Predicting by particle size and region showed better results.  

   (3) To verify the grading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on-line 

system, a calibration PLSR model was developed for predicting 

capsaicinoids content with the red-pepper samples produced in Goesan 

area and used for classifying unknown samples into 5 grades. The 

grading accuracy was 87.72% (7/57), which implies that the developed 

system can be used on-site for grading pungency level. 

   5-2. Color distribution of red pepper powders and prediction of 

color values with PLSR models are as follows:

   (1) L, a, and b color values measured by colorimeter with the 

red-pepper samples indicated large variations in L, a, and b values, 

respectively. Samples produced at Goesan area showed L-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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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lightness were 10.73 to 35.44, a-values related to redness 

were 7.29 to 30.30, and b-values related to yellowness were 1.19 to 

29.58. The samples from Youngyang area showed similar distribution. 

   (2) Predictions of L, a, and b values with the PLSR models were 

very successful. One of the best results showed that RV
2, SEP, and RPD 

in prediction of  L-values were, 0.977, 1.37, and 6.50, a-values were 

0.980, 1.21, and 7.02, b-values were 0.957, 0.36, and 6.82, respectively.

   (3) Predictions of ASTA values with the PLSR models were not 

successful as much as the L, a, and b values but they were also 

reasonable, indicating that RV
2, SEP, and RPD were 0.718, 4.46, and 

1.88, respectively. 

   5-3. Sugar content distribution of red pepper powders and 

prediction of sugar content with PLSR models are as follows:

   (1) Total sugar contents measured by HPLC with the samples collected 

from 14 domestic area were distributed from 11.12 to 19.88 g/100 g.

   (2) Predictions of total sugar contents with the PLSR models 

developed with total samples collected from 14 domestic regions 

indicated RV
2, SEP, and RPD equal to 0.697, 1.31 g/100 g, and 1.78, 

respectively. The prediction performance indicated better when they 

were calibrated by production region and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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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 : VNIRS, on-line, red-pepper powder, capsaicinoids content, 

color, sugar content

Student Number : 2006-3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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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고추는 2012년을 기준으로 농산물 중 미곡 다음으로 많은 18,708억

원을 생산하는 채소 작물로서 고추 및 고춧가루와 관련된 식품 산업의

규모는 연간 3조원에 달하고 있다. 최근 고춧가루를 원료로 하는 김치,

고추장 등과 같은 우리의 전통 식품은 세계 각국에 활발히 수출되고 있

으며 매운맛에 익숙하지 않았던 외국인들도 점차 한식의 매운맛을 선호

하며 찾고 있는 추세이다.

고춧가루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있어서 매운맛(capsaicinoids 함

량), 단맛(당 함량) 및 ASTA(American Spice Trade Association) 색상,

표면색도, 입도 크기 등은 중요한 품질 인자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균일

하고 규격화된 고춧가루 제품의 생산은 소비자에게 만족감과 신뢰감을

주게 된다.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의 함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HPLC(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와 같은 화학 분석 장

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방법들은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분석시간

이 장시간 소요되며 전문적인 운영자에 의해서만 측정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Capsaicinoids 함량 측정과 관련되어 기존 화학 분석법을 대체하기

위해 carbon nano-tube, 전자코, 초음파, 자외선(ultra violet; UV) 및 근

적외선(near-infrared; NIR) 분광법 등이 시도되었지만 정확성과 재현성

을 확보할 수 없었기에 일선 고춧가루 가공공장에 적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파장대역이 400 ∼ 1000 nm인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분광법(visible and near-infrared spectroscopy; VNIRS)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색상 및 당 함량을 실시간·비

파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온라인 품질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2) 해

당 파장대역에서의 capsaicin의 흡수 파장을 구명하고, (3) capsaicinoids

함량과 색상 값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고자 수행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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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스펙트럼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고춧가루 투입부

(sample input unit), 고춧가루 표면을 균일하게 성형해주는 고춧가루

표면 균일화부(sample surface leveler), 이송 컨베이어(conveyor/

sample transfer unit), 자동 레퍼런스 측정장치(automated reference

measuring unit), 광 조사부(light illumination) 및 검출부(detector),

텅스텐-할로겐램프(100 W), charged-couple device(CCD) 분광센서부,

배출부(sample output unit), 시스템 제어와 데이터 획득을 위한 컴퓨

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고춧가루 시료내에서

태좌 부위의 위치나 분포에 따라 capsaicinoids 함량의 편차가 크게

발생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춧가루 표면을 균일화하고 연속적

으로 스캐닝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스펙트럼을 확보하

고자 하였다. 고추에서 태좌 부위는 무게 비율로는 전체 무게의 3 ∼

4%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capsaicinoids 함량은 무려 97%이상이 집중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2.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정량법인 HPLC 분석법에 있어서 표본

으로 추출된 고춧가루의 태좌 함량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시료 내에서 1 g씩 3지점에서 샘플링한 시료를 각각 3회씩 추출하

여 총 9개의 추출액을 HPLC로 정량화하였다. 9회 측정에 대한

capsaicinoids 함량의 표준편차는 ±0.64 ㎎/100 g으로 정확성과 재현성

있는 분석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3. VNIR 파장대역인 400 ∼ 1000 nm에서 고춧가루 매운맛 주성분인

capsaicin의 흡수 파장대역을 구명하기 위해서 순수 capsaicin 분말과

용액에 대한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1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capsaicin 분말은 OH의 2차 배음대에 해당되는 938 nm에서 최대 피크



- iii -

가 발생했으며 capsaicin 용액은 CH의 3차 배음대에 해당되는 ROH,

CH, CH2 및 CH3와 연관되는 900 nm 대역에서 최대 흡수 피크가 관찰

되었다.

4. Capsaicinoids의 함량과 색차계로 측정한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에 대한

색상 값들(L, a, b, R, G, B 등)중에서 적색도 a 값의 상관계수가 0.786으

로 가장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B와 a2/b의 색상 정보를 독립변수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다중선형회귀모델에서 RV
2와 SEP는

각각 0.805 및 14.56 ㎎/100 g으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5. Capsaicinoids 함량, L, a, b 표면색도 값, ASTA 색상 값 및 당 함량

예측을 위해 PLSR(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모델을 적용하였

다.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으로 획득한 스펙트럼 데이터는 평균값 정규

화, 최대값 정규화, 범위 정규화, 1차 및 2차 미분(Savitzky-Golay

derivatives), SNV(standard normal variate), 다분산보정(multiplicative

scattering correction; MSC), 평활화 및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하여 예

측 성능이 우수한 최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5-1. VNIRS를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은 시료 종

류 및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1) 매운 정도가 다른 두 종류의 고춧가루를 11수준의 무게 비율로 혼

합하여 조제한 고춧가루를 다시 입도 크기별로 3수준으로 분리한

총 33개의 고춧가루를 대상으로 PLSR 모델을 개발하였다.

Capsaicinoids 함량 예측 결과에서 입자 크기나 스펙트럼 전처리 종

류에 상관없이 RV
2은 0.929 ∼ 0.991, SEP는 4.50 ∼ 12.98 ㎎/100 g

그리고 RPD(실측값의 표준편차/SEP)는 3.71 ∼ 10.17로서 전체적으

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2) 전국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를 대상으로 개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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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PLSR 모델들은 몇 개의 전처리를 제외

하고는 입자 크기와 지역에 상관없이 양호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이때 RV
2 = 0.678 ∼ 0.985, SEP = 0.87 ∼ 14.87 ㎎/100 g 및 RPD

= 0.88 ∼ 7.94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3) 개발된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급별

capsaicinoids 함량 판정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예측 정확도는

87.72%(7/57)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품질 측정 시스템은 고춧가루의

실제 등급화 공정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2. 고춧가루의 색상 분포 특성과 PLSR 모델을 이용하여 색상 값을

예측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괴산 고춧가루 시료 40개의 L, a 및 b

값들의 범위는 각각 10.73 ∼ 35.44, 7.29 ∼ 30.30 및 1.19 ∼ 29.58

로서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괴산 지역 시료들의 변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입도별로 분리된 영양 고춧가루 시료 24개의 L, a 및

b 값은 각각 28.07 ∼ 34.50, 29.03 ∼ 35.85 및 15.22 ∼ 21.38로서

좁은 범위 내에서 분포하고 있어 색상 품질이 균일한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으며 입도가 작을수록 색상 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VNIRS를 이용하여 괴산 지역에서 생산된 입도별 고춧가루 시료

40개를 대상으로 표면색도 L, a 및 b 값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PLSR 모델 중에서 가장 양호한 예측 성능은 L 및 a 값은 1차 미분

전처리, b 값은 2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경우였다. 교차 검증법을

이용하여 개발 모델을 검증한 결과에서 L 값의 RV
2 = 0.977, SEP =

1.37, RPD = 6.50, a 값의 RV
2 = 0.980, SEP = 1.21, RPD = 7.02이었

으며 b 값은 RV
2 = 0.979, SEP = 1.13, RPD = 4.77로서 가장 양호한

성능을 나타냈다.

(3) 괴산 시료 24개에 대한 ASTA 색상 값 예측에 있어서는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한 PLSR 모델이 RV
2 = 0.718, SEP = 4.46, RPD =



- v -

1.88로서 다소 낮은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5-3. 고춧가루의 당 함량 분포 특성과 PLSR을 이용하여 당 함량을 예

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의 당 함량은 11.80 ∼ 19.88

g/100 g 이었으며, 당 종류별 함량은 fructose 7.49 ∼ 11.92 g/100

g, glucose 3.03 ∼ 6.85 g/100 g, sucrose 0.25 ∼ 1.6 g/100 g 범위

로 나타났다.

(2) 전체 고춧가루 입도에서 획득된 스펙트럼을 대상으로 개발된

PLSR 모델의 검증 성능에서는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한 모델이 가

장 양호했으며 이때 RV
2 = 0.697, SEP = 1.31 g/100 g, RPD = 1.78

로서 입도별 예측 성능에 비해 양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현장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입도별로 당 함량

예측모델을 개발한다면 예측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
주요어 :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분광법, 고춧가루, 온라인,

capsaicinoids 함량, 색상, 당 함량

학 번 : 2006-30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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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고추(Capsicum annuumvar. Longum)는 가지과 식물(Solanaceae

plant)에 속하는 1년생 초본으로 원산지는 남아메리카로 알려져 있으며

열대에서 온대에 걸쳐 널리 재배되고 있다. 고추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신미성(辛味性) 향신 조미료로서 약 400년 전에 도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도입된 지는 그리 오래 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식

생활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식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추는 붉게 숙성된 홍고추를 수확하여 생식하기도 하고 이를 건조

한 건고추의 형태로 이용하거나 건고추를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사용하는

고춧가루 그리고 유효성분을 추출하여 액상으로도 이용하기도 한다. 또

한 숙성되기 전인 풋고추 상태로 많이 이용되며 홍고추는 고추튀김, 무

침, 장조림, 물김치, 다진 양념, 양념장 등의 반찬용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다양하게 고추를 소비하고 있으며 건고추는 1

인당 연간 4.0 kg, 풋고추는 3.7 kg을 소비하여 고추 소비량으로는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한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3).

농촌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따라 고추 재배 농가와 재배면적이 감소

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까지 고추는 농산물 중에서 미곡 다음으로 가

장 높은 생산액(18,708억원, 2012)을 차지하고 있으며 채소 중에서는 가

장 높은 농가 소득원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3).

고추와 관련된 식품산업의 규모는 3조원에 달하며 고춧가루를 원료로

하는 김치는 2012년에 106.6백만불을 수출해 전 세계적으로는 전년도 대

비 1.9% 증가하였고 특히 미국, 홍콩 등에서는 각각 전년대비 38.6, 36.2%

의 성장을 보였다. 고추장 제품도 세계 76여 개국에 23.7백만불을 수출해

8.7%이상의 증가를 보이며 한식 세계화에 힘입어 꾸준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농수산물유통공사, 2013). 이렇듯 고춧가루를 원료로 하는 김

치, 고추장 등과 같은 우리의 전통 식품이 세계 각국에 수출되면서 매운맛

에 익숙하지 않았던 외국인들도 점차 우리의 매운맛을 찾고 즐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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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김치, 고추장 등 전통식품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 등록되었

으며 최근에는 미국 건강잡지를 통해 김치가 세계 5대 건강식품으로 선정

되면서 한식의 국제적 인지도 및 세계화도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고춧가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매운맛(pungency)은 고추 종자가

매달려 있는 태좌나 격벽 조직에서 발현되는 capsaicin으로 불리는 천연

물질 때문이며 무색의 휘발성 화합물이다. Capsaicin은 식욕을 증진시키

고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에서는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도 하며 항산화 작용으로 항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국내에서 재배되는 고추의 당도(sweetness)는 외국산 고추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으며, 당도가 높은 고춧가루일수록 김치나 매운 음식

의 양념으로 인기가 좋다. 고추의 품질은 매운맛과 단맛이 적절하게 조화

가 된 것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손숙미 등 1995; 박세원 등, 2003).

고춧가루의 매운맛과 단맛이 성분에 의한 품질 평가 요소라면 색상은

외관적 품질 평가 요소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건고추나 고춧가

루 구매 시에 첫 번째 선택기준으로 색깔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고춧가루의

선호하는 색깔은 선홍색, 적색, 검붉은색, 적갈색 등의 순으로 알려져 있다

(장길수 등, 2007). 이처럼 고춧가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매운맛,

당도 및 색상은 중요한 품질 인자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균일하고 규격화된

고춧가루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만족감과 신뢰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고춧가루를 원료로 하는 김치, 고추장 등과 같은 전통식품을 표준화

하고 세계화하는데도 규격화된 고춧가루 제품의 생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한식 및 고추 가공식품의 세계화와

우리나라 전통 맛의 표준화를 위하여 2010년도에 고추장의 매운맛을 5단

계로 구분하여 고시하였으며 고추장의 주원료인 고춧가루에 대한 매운맛

등급화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기존 고춧가루를 생산하는 가공공장에서 매운맛, 단맛 및 색상과 같

은 품질 인자들은 주로 시각, 후각, 미각 등을 이용하는 관능 검사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간편하지만 측정자마다 주관적인 판단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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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 수 있어 규격화되고 정량화된 고춧가루 제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일

부 가공공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실험실에서 화학 분석장비를 이

용하여 고춧가루의 품질을 측정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전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분석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며 전문적인 운영자에

의해서만 측정할 수 있기에 고춧가루 가공공장이나 고추 가공식품 공정

에 적용하여 고춧가루 제품의 규격화나 등급화를 위한 장치로 이용하기

가 어려웠다.

이와 같이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는 고춧가루 품질을 신속하고 편리

하게 측정하여 소비자들이 원하는 매운맛, 단맛, 색상 등의 품질 정보를

표시해주거나 규격화되고 표준화된 제품으로 출고하기 원하지만 현존하

는 측정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측정 방법에 대한 기술의 개

발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고춧가루 매운맛의 경우에는 일부 제품 포장

지의 겉면에 매운맛을 등급별로 표기하여 판매되고 있지만 실제 매운맛

정도가 일정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소비자의 불만도 증가하고

있어 제품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게 된다.

식품이나 농산물에 대한 내부 또는 외부 품질을 실시간으로 판정하

기 위한 비파괴 측정기술인 근적외선 분광법(NIRS; near infrared

spectroscopy)은 가시광선(VIS; visible) 및 적외선(IR; infrared) 중간에

존재하는 광을 시료에 조사하여 흡수되는 정도를 분석하는 기술로서

NIR 파장대역은 700 ∼ 2500 ㎚이며 VIS 영역인 400 ∼ 700 ㎚를 포

함하기도 한다. NIRS는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의 Karl Norris에 의해

개발된 NIR 분광분석법은 곡류나 종자의 수분측정을 위해 특별히 설계

된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700 ～ 2400 nm 파장대역에서 NIR 투과스펙

트럼을 얻은 것이 최초였다(Norris와 Hart, 1965). 그 이후로 다양한 식

품과 농산물의 품질 계측에 적용되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NIRS는 대

부분 시료에 대해서 전처리 필요 없거나 최소로 요구되며 분석 시간이

짧고 비파괴·비접촉 방식으로 농식품의 품질 검사에 적합한 장점을 가지

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과, 배, 감귤, 복숭아 등과 같은 과실의 실시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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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 당도 측정을 위해 NIRS를 이용한 온라인 비파괴 선별 시스템이 개

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NIRS를 이용하여 고춧가루 매운맛 주성분인

capsaicinoids 함량을 비파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

으며 일부 연구에서는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고춧가루의 물리

적 특성인 태좌의 분포로 인해 시료를 채취하는 위치에 따라 매운맛 차

이가 발생되는 현상과 상용 분광분석 장비의 제한적인 사용으로 인해 재

현성 있는 결과를 확보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장대역이 400 ∼ 1000 ㎚인 가시광선 및 근적

외선(visible and near-infrared; VNIR) 분광기술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매운맛, 단맛, 색상 등과 같은 품질인자를 온라인으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는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을 제작하고 품질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VNIR 파장대역에서의 순수 capsaicin 분말 및 용액에 대한 흡광 스

펙트럼을 획득하고 이를 이론적으로 해석하여 고춧가루 매운맛 예측

가능성을 제시한다.

2. 안정적인 VNIR 흡광 스펙트럼을 확보하기 위해 고춧가루 표면을 균일

화하고 연속적으로 스캐닝을 할 수 있는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

스템을 개발한다.

3.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에서 측정한 VNIR 흡광 스펙트럼과

capsaicinoids 함량 및 색상 정보와의 상관관계를 구명한다.

4. 개발된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입도 및 생

산 지역별 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알고리즘을 개발하며 새로운 시료

에 대해서 등급별 매운맛 판정 성능 시험을 수행한다.

5. 개발된 품질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표면색도 및 ASTA

색상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전국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당

함량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그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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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2.1. 고춧가루 품질의 정의

우리나라에서는 고춧가루의 품질 평가 지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크게 내부 성분에 대한 품질과 물리적 특성으로 결정되는

외관 품질로 정의할 수 있다.

이현덕(1992)과 정주호(1994)는 내부 품질 인자로서 매운맛과 관련

되는 capsaicinoids 함량, 비타민 A 및 C, 당 함량이 포함되고 색상, 입

도, 수분 함량 및 위생성 등은 외관 품질 인자를 결정하는 지표라고 제

시하였다.

권오열(2006)은 색상, 매운맛, 입자크기, 수분함량 및 위생성을 고춧

가루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라고 제시하였다. 임용래 등(2012)는

주요 품질의 인자로서 매운맛 성분인 capsaicin 및 dihydrocapsaicin의

함유량이 가장 중요하며 색도와 관련되어서는 품종과 성숙도를 나타내는

carotenoid 성분인 capsanthin의 함량으로 제시했으며 단맛은 유리당의

함량이 품질을 대표한다고 제시하였다.

공식적으로 지정한 고추와 관련된 품질 규격은 고춧가루의 원료가

되는 건고추(마른 고추)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National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Management Services; NAQS)에서 규정

한 검사기준과 한국산업표준(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에서 고

시한 고춧가루의 품질에 대한 기준이 있다. NAQS(2012)에서 정한 건고

추의 품질 규격에서는 색택에 대해서는 ‘특’, ‘상’, ‘보통’의 3단계로 구분

하였으며 ‘특’ 은 ‘품종 고유의 색택으로 선홍색 또는 진홍색으로서 광택

이 뛰어난 것’으로 정의했으며, ‘상’ 등급은 ‘품종고유의 색택으로 선홍

색 또는 진홍색으로서 광택이 양호한 것’으로 하였으며, ‘보통’은 ‘특·상

에 미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KS 규격(2008)에서 정한 고춧가루의

품질 규격에 있어서는 입도별로 ‘굵은 고춧가루’, ‘보통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로 분류하였으며 각 입도별로 capsaicin 함량이 42.3 ㎎/1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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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인 것은 ‘매운맛’으로 하고 그 미만은 ‘순한 맛’의 2단계로 구분하였

다.

이러한 품질규격에 대해서 장길수 등(2007)은 일부 항목에 대해 개

선되어야할 사항을 연구 결과로서 제시하였다. 고춧가루 기준에 있어서

매운맛의 등급은 2단계이지만 소비자는 3 ∼ 4단계 이상을 선호하고 있

으며 매운맛 표시나 수치화를 요구했으며 객관적인 기준이 명시되지 않

은 고춧가루의 색도 항목에 대한 수치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외의 고춧가루 품질규격에 대해서는 미국과 헝가리에서 규정을 제

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색상과 관련해서 미국양념무역협회

(American Spice Trade Association; ASTA)에서 정한 ASTA 색상 값

을 사용하고 있으며 등급 범위는 5 ∼ 6단계로서 70 ∼ 160의 값이 해당

되며 매운맛은 7등급으로 capsaicin 함량 범위가 31.3 ∼ 375.0 ㎎/100 g

으로 하였으며 입도는 2 ∼ 3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헝가리의 경우에는

ASTA 색상 값은 4등급이며 매운맛은 3등급(10 ㎎/100 g이하, 10 ∼ 20

㎎/100 g, 20 ㎎/100g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분은 10 ∼ 12%정도

로 지정하고 있다.

2.1.1. 고춧가루의 매운맛 성분

고추에서 매운맛을 내는 성분을 통칭하여 capsaicinoids라고 부르며

다양한 포화(saturated) 또는 불포화아마이드(unsaturated amide) 화합물

의 혼합체이다. 이러한 매운 맛은 미각(taste)이라기보다는 미각 신경을

강하게 자극할 때 형성되는 통각(pain feeling)으로 볼 수 있다.

고추의 capsaicinoids 성분 중에서 capsaicin(C18H27NO3)과

dihydrocapsaicin(C18H29NO3)은 전체 매운맛의 80 ∼ 90%를 차지하고 있

으며 그 외에 nordihydrocapsaicin(C17H27NO3), homocapsaicin(C19H29NO3),

homo-dihydrocapsaicin(C19H31NO3) 등의 동족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Bennett와 Kirby, 1968). 고추 내에서 capsaicinoids 함량은

capsaicin을 100으로 볼 때, dihydrocapsaicin 63, nordihydrocapsaicin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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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ocapsaicin 5, homodihydrocapsaicin 3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 함량에 따라 고춧가

루의 매운맛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Todd 등, 1977; 권오열, 2006).

표 2-1은 고추 내에 포함되어 있는 capsaicin, dihydrocapsaicin,

nordihydrocapsaicin, homocapsaicin 및 homodihydrocapsaicin의 5가지

성분에 대한 화학 구조와 분자식이다. 표에서와 같이 capsaicin은 분자식

이 C18H27NO3이고 분자중에 vanillin기를 가지고 있으며 capsaicinoids 계

열은 모두 vanillylamine을 공통 구조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 각종 지방산

이 아미노 결합을 형성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Chemical type Chemical structure Molecular formula

Capsaicin C18H27NO3

Dihydrocapsaicin C18H29NO3

Nordihydrocapsaicin C17H27NO3

Homocapsaicin C19H29NO3

Homodihydrocapsaicin C19H31NO3

Table 2-1 Chemical types of capsaicinoids in red-pepper and their 

structure and molecular formula

고추에 있어서 capsaicinoids 성분은 태좌에서 생성되며 품종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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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이 부분에 집중하여 존재하고 있으며 과피와 종

자에도 일부 capsaicinoids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우리나라 고추의 경우 capsaicin 함량은 꽃이 피고 열매로 된 후에

계속 증가하다가 6 ∼ 8주경에 최고로 높고 완전히 붉은색으로 되는 8주

경부터는 점차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정변선과 강근옥, 1985).

2.1.2. 고춧가루의 색상 성분

고춧가루의 외관 품질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인 색상을 나타

내는 성분은 carotenoids으로서 붉은색 색소인 capsanthin(C40H56O3)과

capsorubin(C40H56O4)이 전체의 80 ∼ 85%이며 노란색 색소인 β

-carotene(C40H56O2)과 cryptoxanthin 등이 15 ∼ 20% 함유하고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Shuster와 Lockhart, 1954; Curl, 1962; 이현덕, 1992).

표 2-2는 고추 carotenoids류의 주요 색소인 capsanthin, capsorubin, β

-carotene, cryptoxanthin에 대한 화학구조와 분자식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중 붉은색 색소인 capsanthin과 capsorubin은 유일하게 Capsicum종의

고추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추의 carotenoids 함량은 성숙도에 따라서 성분의 변화가 발생되

며 풋고추 단계에서는 lutein과 β-carotene이 대부분이며 고추 과실이

붉게 되는 시점에서부터 붉은색 색소인 capsanthin, capsorubin 및 β

-carotene 등이 급격히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성우, 1971).



- 9 -

Chemical type Chemical structure Molecular formula

Capsanthin C40H56O3

Capsorubin C40H56O4

β-carotene C40H56O2

Cryptoxanthin C40H56O

Table 2-2 Chemical types of carotenoid in red-pepper and their 

structure and molecular formula

2.1.3. 고춧가루의 당 성분

고추의 당 성분 분석에 대한 연구는 외국보다 국내에서 더 많이 연

구 되었는데 이는 국내산 고추가 외국산에 비교하여 당 함량이 높고 소

비자들이 고추를 구매 시에 매운맛과 단맛이 적절하게 조화된 고추를 선

호하기 때문이다.

한국산 고추에 함유되어 있는 유리당의 종류로는 fructose(C6H12O6),

glucose(C6H12O6), sucrose(C12H22O11), maltose(C12H22O11), lactose(C12H22O11)

등이 있으며 이중에서 환원당인 fructose, glucose가 전체 당 함량의 약

70%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현덕, 1992).

고추의 부위별 당 함량에 있어서 fructose, glucose는 대부분 과피에

함유되어 있으며 sucrose는 종자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성우, 1979). 표 2-3은 고추에 함유되어 있는 주요 5가지 당 성분

에 대한 화학 구조 및 분자식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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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type Chemical structure Molecular formula

Fructose C6H12O6

Glucose C6H12O6

Sucrose C12H22O11

Maltose C12H22O11

Lactose C12H22O11

Table 2-3 Chemical types of sugar in red-pepper and their structure 

and molecular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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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분광분석법

분광분석법은 측정 대상체에 빛을 조사하여 흡수되거나 반사되는 빛

의 세기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통칭하는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

다. 여기서 빛은 전자기파의 일부로서 각 파장대역별로 UV, VIS 및 IR

에 걸쳐 존재하며 이중 NIR 대역은 VIS와 IR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700 ∼ 2500 ㎚ 파장대역을 지칭한다. VNIR 파장대역은 VIS 대역인

400 ∼ 700 ㎚ 대역과 NIR 대역을 포함하여 400 ∼ 2500 ㎚ 구간으로

정의하기도 한다.

빛은 파장에 따라 분광할 수 있으며 각각 파장별로 전이된 에너지의

세기는 스펙트럼으로 표시된다. 분광분석법은 획득된 스펙트럼에 대해

측정 물질과의 상호 작용을 이용하여 물리적, 화학적 정량을 비롯해서

성분에 대한 정성 분석도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파장대역은 400 ∼ 1000 ㎚의 VNIR 대역으로

서 에너지 전이는 전자 전이(electronic transition)와 분자 진동

(molecular vibration) 형태로 설명될 수 있다.

2.2.1.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의 흡수 원리

2.2.1.1. 가시광선 흡수 원리

다전자 원자(polyelectron)의 전자에너지 준위는 그림 2-1로서 표현

될 수 있으며 여기서 n은 주요 에너지의 준위를 의미하며 에너지 준위

의 높이는 1s → 2s → 2p → 3s...의 순서로 진행하게 된다. 에너지 차이

는 2p와 2s 준위 사이에서 보다 2s와 1s 준위 사이에서 크게 발생되며

이런 원리는 2s → 2p로 1s → 2s로 진행할수록 에너지 준위 사이에서

전이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긴 파장의

NIR 복사선이 원자에 투사되면 작은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는 광자로 인

해서 원자는 3d → 4p와 같은 가장 약한 전자 전이를 발생시키지 못하

게 되며 원자는 이런 광자들을 흡수하지 못하고 통과시키게 된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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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원자가 서로 다른 에너지 준위 사이에서 전자 전이를 일으키기 위해

서는 충분한 에너지를 가지는 광자만을 흡수하게 된다.

Fig. 2-1 Schematic of the energy levels of polyelectron atom (Bohr’s  

atom).

VIS 영역에서는 광자가 3s → 4p 전자 전이를 일으킬 수 있을 정도

의 에너지를 갖게 되고 전자가 3s → 4p 전자 전이를 일으키는데 필요

한 에너지에 해당하는 진동수의 광자가 원자로 흡수된다. VIS 영역에서

는 2s → 2p 또는 1s → 2s와 같은 전자 전이는 발생하지 않으며 이들

전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VIS 영역의 광자가 가지는 에너지보다 큰 에

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2s → 2p 전자 전이는 원자외선 영역 이

상의 복사선을 필요로 하고 1s → 2s 전자 전이는 X-선 복사선을 필요

로 한다.

표 2-4는 VIS 영역인 400 ∼ 780 nm 대역에서 각각의 파장대역에

해당되는 반사되는 빛의 색상 및 흡수되는 빛의 색상을 표로 나타낸 것

이다. 고춧가루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붉은 색의 과피는 617∼78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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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대역에서 청록색의 빛을 흡수하여 붉은 색으로 보이며 노란색을 주

로 띄고 있는 종자는 576 ∼ 580 nm 파장대역에서 파란색을 빛을 흡수

하여 노란색으로 반사되는 색상으로 보이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다.

wavelength range 

(nm)

Color of reflected 

light

Color of absorbed 

light

400 ∼ 465 Violet Yellow-green

465 ∼ 482 Blue Yellow 

482 ∼ 487 Greenish-blue Orange

487 ∼ 493 Blue-green Red-orange

493 ∼ 498 Bluish-green Red 

498 ∼ 530 Green Red-purple

530 ∼ 559 Yellowish-green Reddish-purple

591 ∼ 571 Yellow-green Purple

571 ∼ 576 Greenish-yellow Violet

576 ∼ 580 Yellow Blue

580 ∼ 587 Yellowish-orange Blue

587 ∼ 597 Orange Greenish-blue

597 ∼ 617 Reddish-orange Blue-green

617 ∼ 780 Red Blue-green

Table 2-4 Colors of visible radiation and their compliments

2.2.1.2. 근적외선 흡수원리

측정 대상체에 IR을 조사하면 전자기 복사선의 양자(photon)들은 분

자를 여기(excitation)시켜 진동하게 된다. 분자 진동을 유발시킨 복사선

의 양자들은 대상체에 일부 흡수되며 이때 흡수 파장대역이 발생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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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성이 단순한 화학물과 다르게 식품이나 농산물과 같은 유기화합물

은 매우 복잡한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진동 스펙트럼도 매우 복잡

한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

전자기 스펙트럼에서 일반적으로 700 ㎚ ∼ 1000 ㎛ 영역을 IR이라

고 하며 IR 영역 중 분자의 회전 운동(rotational motion)에 의해 흡수가

일어나는 50 ∼ 1000 ㎛ 영역을 원적외선(far-infrared; FIR)이라고 하며

신축(stretching) 및 굽힘(bending)의 분자 진동(molecular vibration)에

의한 흡수가 일어나는 2500 ㎚ ∼ 50 ㎛ 영역을 중적외선

(middle-infrared; MIR)이라고 한다. 이러한 흡수에 의한 배진동

(overtone vibration) 및 결합 진동(combination vibration)에 의해 2차 및

3차 흡수가 일어나는 700 ∼ 2500 ㎚ 영역을 NIR 이라고 한다.

NIR 파장대역에서는 식품과 농산물과 같은 유기물에서는 분자의 진

동에 의해 광 흡수가 발생하게 되고 특정 분자 결합 구조에 NIR이 조사

되면 그 분자 결합이 가지고 있는 고유 진동에너지에 해당하는 복사선이

흡수된다. 이때 분자가 NIR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분자가 진동하면서 쌍

극자 모멘트(dipole moment)를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유기물 시료에 복

사선이 조사되는 순간에 쌍극자 모멘트의 방향이나 크기가 변경되면 전

기적 성분과 IR이 작용하여 흡수가 일어나게 되며 다원자 분자보다는

이원자 분자에서 더 잘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작용기의 기본 흡수가 진

동수 에서 일어나면 배진동은 수식 (2-1)의 진동수에서 일어난다.

 
 (2-1)

여기서,  : 기본 진동수(cm
-1),

 : 번째 배 진동수 (cm-1),

 : 비조화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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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R 영역에서의 배진동에 의한 흡수 진동수는 수식 (2-1)을 이용하

여 기본 진동수를 입력하여 계산될 수 있다. MIR 영역의 기본 흡수는

너무 강한 흡수도 때문에 시료를 희석해서 측정해야 하지만 NIR 영역에

서의 배진동에 의한 흡수 세기는 MIR 영역의 기본 흡수보다 10 ∼

10000배 정도로 약하기 때문에 시료의 전처리가 필요 없으며 신속하게

분광 스펙트럼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NIR 파장대역은 물질을 투과할 때 파장이 길어질수록 흡광도

(absorbance)는 증가하고 대역폭(bandwidth)과 경로 길이(path length)는

감소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NIR 파장대역에서 VIS 파장대역으로 갈

수록 경로길이 및 대역폭은 증가하고 흡광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NIR에서 MIR 파장대역으로 갈수록 흡광도와 산란율은 증가하고 경로길

이와 대역폭은 감소하므로 미량의 성분을 포함한 시료도 분석이 가능하

지만 물리적인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2.2.2. Capsaicin의 흡수파장대역

분자 진동에 의한 이론적인 흡수 파장의 수는 분자 내 원자의 수에

따라 달라진다. 원자의 수가 n개인 분자의 경우에 있어서 병진운동, 회

전운동 및 분자진동과 관련되어 총 자유도(degree of freedom)는 3n개이

며 이중 병진운동 및 회전운동에 의한 자유도 6개를 제외하면 분자진동

을 일으킬 수 있는 자유도는 3n-6개로 표현할 수 있다. 이중 n-1개가 신

축 진동을 나머지 2n-5개가 굽힘 진동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들 진동

과 관련이 있는 특정 파장의 빛이 분자에 조사되면 이러한 파장의 빛은

분자 진동을 유발시킴과 동시에 분자에 의해 흡수된다(황인근,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된 capsaicin(C18H27NO3) 분자의 경우에 원

자수가 49개이므로 48개의 신축진동과 93개의 굽힘 진동에 의한 기본 흡

수가 발생될 수 있으며 capsaicin을 용해시키기 위해 용매로 사용된

methanol(CH3OH)의 경우 원자수가 6개 이므로 5개의 신축진동과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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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굽힘 진동에 의한 기본 흡수가 발생될 수 있으며 400 ∼ 1100 ㎚의

VNIR 영역의 경우 이론적으로 1차 이상의 배진동 및 결합 진동에 의해

백여 개 이상의 파장에서 흡수가 일어날 수 있다.

표 2-1에서 표시된 capsaicin, dihydrocapsaicin, nordihydrocapsaicin,

homocapsaicin 및 homodihydrocapsaicin의 화학 구조과 분자식에서 보

듯이 모든 성분들의 공통적인 특성으로는 C-H, O-H, N-H, C=O, C-O

등의 분자 결합을 이루고 있다.

Shenk 등(1996)은 위에서 언급된 capsaicinoids와 관련된 결합 진동

은 아니지만 2250 ∼ 2350 ㎚ 파장대역에 대해서 C-H 그룹 중 CH2의

굽힘 진동의 2차 배음, 변형 결합 및 CH에서 신축 진동과 굽힘 진동의

2차 배음 및 변형을 나타내며 1950 ∼ 2200 ㎚대는 O-H의 결합과 신축

진동 및 N-H의 신축 진동과 굽힘 진동의 2차 배음, CO의 이중결합,

신축진동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1700 ∼ 1760 ㎚에서

는 C-H 그룹 중 CH3의 신축 진동의 1차 배음이 관찰되며 1200 ㎚에서

CH2의 2차 신축 진동과 CH3의 신축 진동의 2차 배음이 관찰된다.

Baranska와 Schulz(2009)은 capsaicinoids에 대한 NIR 파장 영역에

서 2250 ∼ 2350 ㎚에서는 결합 진동, 1700 ∼ 1760 ㎚에서는 1차 배음

진동 그리고 1200 ㎚ 파장대역에서는 2차 배음 진동의 강한 밴드가 관

찰되었으며 capsaicin 분자에 있는 N-H 및 O-H 그룹의 결합진동은

1950 ∼ 2200 ㎚ 대역에서 해석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표 2-5에서와 같이 NIR 파장영역에서는 배진동 및 결합 진

동에 의한 흡수의 세기가 미약하고 수식 2-3의 계산에 의해 예측되는

VIR 파장 구간에서의 배진동은 검출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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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d Range
Average 
intensity

Relative 
intensity

Fundamental MIR 10,000 100

1st overtone MIR or NIR 100 1

2nd overtone NIR 10 0.1

3rd overtone NIR 1 0.01

4th overtone NIR 0.05 0.005

Table 2-5 Band intensities for NIR and MIR region

Capsaicin과 methanol에 관련되어 NIR 흡수 파장대역에서 발생된

배음대 및 작용기에 대해서 보고된 연구 결과와 수식에 의해서 계산된

파장대역은 표 2-6에 정리하였다(Burns 등, 1992; Osborne 등,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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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length 

(㎚)

Related  overtone or 

combination

Related 

structure
Reference 

738 O-H 3rd overtone ROH Osborne (1993)

746 C-H 4th overtone CH2 Osborne (1993)

762 C-H 4th overtone CH2 Osborne (1993)

901 C-H 3rd overtone CH Osborne (1993)

913 C-H 3rd overtone CH2 Osborne (1993)

938 C-H 3rd overtone CH2 Osborne (1993)

1160 C=O 4th overtone C=O Burns (1992)

1195 C-H 2nd overtone CH3 Burns (1992)

1215 C-H 2nd overtone CH2 Burns (1992)

1225 C-H 2nd overtone CH Burns (1992)

1360 C-H combinations CH3 Burns (1992)

1395 C-H combinations CH2 Burns (1992)

1410 O-H 1st overtone ROH Burns (1992)

1415 C-H combinations CH2 Burns (1992)

1440 C-H combinations CH2 Burns (1992)

1450 C=O 3rd overtone C=O Burns (1992)

1500 N-H 1st overtone NH Burns (1992)

1620 C-H 1st overtone CH2 Burns (1992)

1695 C-H 1st overtone CH3 Burns (1992)

1705 C-H 1st overtone CH3 Burns (1992)

1725 C-H 1st overtone CH2 Burns (1992)

1765 C-H 1st overtone CH2 Burns (1992)

Table 2-6 NIR absorbance wavelength related to capsaicin and 

m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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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스펙트럼 전처리

측정 대상체에 광을 조사하고 반사 스펙트럼을 획득할 때 광원의 세

기나 광 경로의 변화, 측정 기기의 상태와 같은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에

의한 노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고춧가루와 같은 분말시료의 경우

에는 입자의 크기, 다짐 정도(밀도), 시료의 온도, 표면 균일도 등과 같은

인자들로 인해 스펙트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스펙트

럼을 확보하고 원하지 않는 노이즈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측정된 스펙

트럼에 대한 수학적인 전처리(mathematical pretreatment) 과정이 필요

하다. 또한 스펙트럼 전처리는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최적의

예측 성능을 구현하는데 적용되기도 한다.

2.3.1. 평활화

분광센서 자체에서 발생되는 노이즈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적용되는

평활화(smoothing) 전처리 기법에는 반복 평균법(signal averaging), 구

간 평균법(boxcar averaging), 이동 평균법(moving averaging), 다항식

평활화(polynomial smoothing) 등이 있다. 반복 평균법을 이용한 평활화

기법은 시료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일 위치의 스펙트럼을 수차례

반복 측정하여 평균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고춧가루

시료가 정지한 상태가 아닌 이동되면서 표면이 스캐닝되는 측정 방식에

서는 평활화 기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렵다. 스펙트럼 데이터를 동일한 간

격으로 분할하여 각 구간의 평균을 그 구간의 중간 파장의 스펙트럼으로

변경하는 방식인 이동 평균법은 스펙트럼의 분해능이 낮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Savitzky-Golay 방법에 의한 평활화 방법은 이동 평균법과 같이 주

변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으로서 스펙트럼 측정시스템에서

기인되는 잡음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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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정규화

2.3.2.1. 평균값 정규화

평균값 정규화(mean normalization) 전처리 방법은 스펙트럼의 평균

값()으로 번째 파장의 스펙트럼()을 나누는 방법으로서 수식

(2-2) 으로 표현할 수 있다.

 ′


(2-2)

여기서,  : i번째 스펙트럼 세기

 


  




: 평균 스펙트럼

n : 스펙트럼 개수

2.3.2.2. 최대값 정규화

최대값 정규화(maximum normalization) 전처리 방법은 측정된 각

각의 스펙트럼에 대한 전체 파장대역에서 최대 세기가 발생되는 밴드에

서의 최대값(max) 으로 각각의 번째 파장의 스펙트럼()을 나누는

방법으로 수식 (2-3)과 같다.

 ′ max


(2-3)

여기서,  : i번째 스펙트럼의 세기

max : 해당 스펙트럼 구간내에서 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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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범위 정규화

범위 정규화(range normalization) 전처리 방법은 측정된 개별 스펙

트럼 구간 내에서 최대 세기가 발생되는 파장대역에서의 최대값(max)
과 최소 세기가 발생되는 밴드에서 최소값(min)의 차로 각각 번째 파

장의 스펙트럼()을 나누는 방법으로 수식 (2-4)와 같다.

′ maxmin


(2-4)

여기서, i : i번째 스펙트럼 세기

max ; i번째 스펙트럼의 최대값

min : i번째 스펙트럼의 최소값

2.3.3. 산란 보정

2.3.3.1. 다분산 보정

고춧가루 시료와 같은 분말 시료는 시료 표면 상태 또는 시료의

불균일성(heterogeneity) 때문에 반복 측정에 있어서 스펙트럼들이 서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스펙트럼 변이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광 산란 현상은 시료 표면에 조사되는 광원의 종류, 시료 표면의 상태,

반사 지수 등에 의해서 발생되며 기준선의 이동, 기울기 및 곡률의 변화

가 일어난다. 다분산보정(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 MSC)는 전체

시료 집단을 대표하는 이상적인(ideal)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개별 스펙트

럼을 보정하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스펙트럼을 구할 수 없

기 때문에 전체 스펙트럼의 평균을 이상 스펙트럼으로 간주하여 수식

(2-5)와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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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여기서, i j : i번째 파장에서의 j번째 스펙트럼

j : j번째 파장의 평균 스펙트럼

 : 스펙트럼 개수

위의 스펙트럼을 각 파장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2-6)

 

 
(2-7)

여기서,  : 평균 스펙트럼(1 × n)에 대한 회귀 스펙트럼

 : 기울기

 : 절편

 : i번째로 보정된 MSC 스펙트럼

2.3.3.2. SNV

시료의 밀도, 온도, 입자 크기 등의 차이로 발생되는 광 산란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고 스펙트럼을 보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SNV(Standard

normal variate)는 mean centering과 auto scaling 방법이 있다. 전체 스

펙트럼에 대한 평균 스펙트럼에서 각각의 스펙트럼 차를 구하는 mean

centering과 수식(2-8) 및 (2-9)과 같이 스펙트럼을 평균으로 뺀 뒤에 표

준편차로 나누어 구하는 auto scaling으로 계산하여 보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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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2-8)

xij  SNV 







  



x x
xx

(2-9)

여기서, x : i번째 평균 스펙트럼(p × 1)
x j : i번째 시료의 j번째 스펙트럼
x : i번째 파장의 스펙트럼

x SNV : 보정된 SNV 스펙트럼

p : 스펙트럼 개수

2.3.4. 미분법

스펙트럼 미분(derivative)은 광원의 세기나 광 경로의 변화, 측정기

기의 상태에 따라 스펙트럼의 이동(shift), 기울기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제거하거나 측정 시료에서 특정 대상 성분을 강조

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러한 미분을 적용한 스펙트럼 전처리는 노이즈

가 많은 스펙트럼에 적용할 경우에 노이즈를 증폭시켜 좋지 않은 결과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주로 사용되는 미분법에는 Norris gap 미분법, gap segment 미분법,

Savitzky-Golay 미분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평활화로 전처리한 스펙

트럼 데이터를 다시 1차 또는 2차 미분을 적용한 Savitzky-Golay 미분

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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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Baseline

기준선(baseline)을 보정하는 전처리 방법으로서 일반적으로 스펙트

럼의 최소값을 0으로 한 기준점을 만들고 다른 스펙트럼 값을 조정한다.

분석한 그래프의 피크가 한쪽 방향으로만 있을 경우 효과적인 결과를 기

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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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품질 예측 및 판정을 위한 통계적 모델

VNIRS를 이용하여 획득한 흡광 스펙트럼에는 측정 대상체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 고춧가루에 조사되어 반사되는 광을 이용

하는 흡광 스펙트럼에는 고춧가루의 품질과 관련되는 성분에 대한 정보

와 함께 색상 정보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실측 농도 값인 종속변수

(dependent variable)를 예측하고 판정하기 위해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인 스펙트럼을 이용한 다변량 통계적 모델로는 PLSR(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PCR(principal component regression),

MLR(multiple linear regression) 등을 이용하고 있다. MLR 모델은 정밀

도는 높지만 측정 기기의 변동이나 측정된 스펙트럼에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예측 성능이 저하되고 모델 적용시 변수 사이에 다중공산성 문제를

고려해야만 한다. PCR 모델은 MLR 모델을 보완하고자 했지만 모델이

독립변수들의 분산만 고려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최태현, 2008).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모델 개발이 가능한 PLSR 모델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품질 예측 알고

리즘을 개발하였다.

2.4.1. MLR 모델

MLR 모델은 수식 (2-4)와 같이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 를 유사

역행렬(Pseudo inverse matrix)를 이용하여 두 변수들 사이의 관계인 계

수 벡터 를 구하는 방법이다.

   (2-10)

    

여기서,  : 스펙트럼 행렬

 : 실측값(농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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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차

 : 추정회귀계수

MLR의 경우 변수들간 강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과 특정 변수들의 조합으로 다른 변수를 완벽히

설명 가능한 특이성(singularity)이 존재하는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용하

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스펙트럼 데이터의 경우 다중공선성과 특이성이

다른 데이터에 비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MLR은 화학계

량법에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때문에 과적합(over-fitting)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다.

2.4.2. PCR 모델

PCR 모델은 다변량 분석 방법 중에서 차원축소 기법의 하나로서 변

수들을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로 구분하지 않고 변수들 사이에서의 관계

를 설명할 수 있는 구조를 찾아내는 방법이다. PCR은 높은 상관 계수를

보이는 스펙트럼 데이터를 고유벡터(eigenvector)과 스코어(score)로 분

해하고 주성분(principal component)이라는 새로운 변수 집단으로 변환하

는 방법으로 MLR 모델의 다중공선성과 변수 선택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모델 기법이다. 스펙트럼 데이터는 주성분 및 스

코어 행렬로 축소되며 PCR 모델은 수식(2-11)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11)

여기서,  : 스펙트럼 행렬(m × n)

 : 스코어 행렬(m × k)

 : 고유값 행렬(k × n)

 : 잔차 행렬(m × n)



- 27 -

2.4.3. PLSR 모델

PLSR 모델은 PCR 모델에서와 같이 스펙트럼 데이터 행렬을 고유

벡터 집합과 스코어 행렬로 분해하여 재구성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스펙

트럼 데이터(독립변수)와 실측값인 농도 데이터(종속변수)를 함께 고려

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농도 값의 차이만큼 스펙트럼에 가중치를 부

여함으로써 높은 농도를 가지는 성분의 스펙트럼은 높은 가중치를 갖게

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농도의 성분에 대한 스펙트럼은 작은 가중치가 적

용된다. PLSR 모델은 스펙트럼 데이터와 농도 데이터를 분해하여 수식

(2-12)에서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2-12)

 ′
 

여기서,  : 독립변수(스펙트럼 행렬)

 : 종속변수(농도값)

 : 스코어 행렬

 : 종속변수 를 설명하는 스코어 행렬

 : 독립변수의 고유값 행렬

 : 종속변수의 고유값 행렬

   : 잔차 행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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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품질 예측 모델의 성능 평가

품질 예측 모델에 대한 성능은 개발된 모델식의 예측값이 실측값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를 수치적으로 표현하여 평가하게 된

다. 이러한 성능 평가 인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예측

값과 실측값의 선형적인 적합성을 나타내는 결정계수(determination

coefficient of calibration; RC
2), 개발된 예측 모델식의 측정오차(standard

error of calibration; SEC)를 사용하며 R2 및 SEC는 수식 (2-13) 및

(2-14)로 정의된다.

R  


  








 






(2-13)

여기서,  : 실험에 의한 실측값

 : 개발된 모델식에 의한 예측값

 : 의 평균값

 : 모델 개발에 사용된 시료 개수

SEC





  






(2-14)

여기서,  : 모델 개발에 사용된 독립변수의 개수

개발된 모델식은 예측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검정(full cross

validation)을 실시하게 된다. 교차검증은 존재하는 실측 시료들을 한 개

또는 그 이상의 개수로 차례대로 제외하면서 모델을 구성하고 존재하는

시료 전체에 대해서 구성한 모델과의 반응 값의 차이로 모델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개발된 검증 모델은 결정계수(de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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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of validation; RV
2)를 비롯하여 실측값과 예측값의 차이인 바

이어스(bias)를 반영하여 계산된 예측 모델식의 측정오차(standard error

of prediction; SEP)로서 평가될 수 있으며 수식 (2-15) 및 (2-16)로 나

타낼 수 있다.

bias

 






(2-15)

SEP 





  



 
 

(2-16)

여기서,  : 실험에 의한 실측값

 : 의 평균값

 : 검증된 모델식에 의한 예측값

 : 검증에 사용된 시료 개수

최적의 요인을 찾기 위하여 요인수 증가에 따라 PRESS(prediction

residual error sum of squares)의 변화를 관찰하게 되며 그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의 요인수를 최적의 요인수(F; number of factors)로 결정하며

PRESS는 수식 (2-17)로 정의된다.

PRESS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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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m : 시료의 개수


 : 예측된 스펙트럼의 값

 : 실제 스펙트럼의 값

모델 개발에 사용된 전체 실측값에 대한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SEP 값으로 나눈 값을 RPD(residual prediction

deviation)로서 수식(2-18)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단순히 SEP로서 검

증된 모델을 평가하는 것보다 보다 더 정량적으로 모델을 평가할 수 있

는 수치이다(Mauer 등, 2009). 여기서 RPD 값이 3.1 ∼ 4.9인 모델은

screening에 적용가능하고 5.0∼6.4는 양호한 값으로 품질 관리를 고려할

수 있으며 6.5 ∼ 8.0은 매우 양호한 값으로 공정 제어에도 충분하며 8.1

이상은 어떤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Williams,

2001)

RPD SEP
SD 

(2-18)

여기서, SD
: 시료 전체의 실측값에 대한 표준편차

개발된 모델의 정확도와 예측 성능에 대한 평가는 SEC, SEP, bias

등의 오차는 수치가 작고 0에 가까울수록 높게 평가되며 RC
2와 RV

2는 1

에 근접할수록 우수한 모델로서 평가되며 RPD 값은 수치가 높을수록

실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검증 모델의 성능

평가 인자인 SEP, RV
2는 개발 모델의 성능 평가 인자인 SEC, RC

2보다

상대적으로 큰 값으로 계산된다. 이러한 모델식은 예측하고자하는 실측

값의 표준 측정법의 정확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정

확하고 오차범위가 작은 실측값을 구하는 것이 모델 개발의 성능과 정확

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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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사

3.1. 고춧가루의 품질 측정

문헌에서의 고춧가루의 품질 인자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내부

품질로서는 매운맛, 비타민 A 및 C 함량, 단맛 등이 있으며 외부 품질

인자로서는 색상, 입도, 수분 함량, 위생성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고춧가루 가공 현장에서 품질 규격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매

운맛(capsaicinoids 함량), 색상(color values) 및 단맛(당 함량)을 품질

인자로서 분류하였으며 이 인자들에 대한 기존의 품질 측정 기술 및 방

법을 검토하였다.

3.1.1. 고춧가루 capsaicinoids 함량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에 대한 측정 방법은 크게 관능 검사

(sensory test)법과 분석기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관능

검사법의 대표적인 방법인 스코빌 척도법(Scoville organoleptic test)은

1912년 미국의 화학자인 Wilbur Scoville에 의해서 개발된 방법으로서

고추류에 포함된 capsaicinoids 함량 농도를 스코빌 단위인

SHU(Scoville Heat Unit)로서 계량화한 것이다(Scoville, 1912). 이 방법

은 보통 5명의 패널이 매운맛을 느끼지 못할 때까지 고추 추출물에 설탕

물을 희석시켰을 때 그 희석 정도가 SHU 값이 된다. 하지만 이 방법은

평가하는 사람의 주관에 따라 결과 값의 차이가 발생하며 객관적인 결과

를 기대할 수 없기에 매운맛 측정의 간이 방법정도로 통용되고 있다.

고춧가루의 매운맛 측정을 위한 기기분석법으로는 대부분 고성능액

체 크로마토그래피(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기체 크로마토그래피(gas chromatography; GC) 등과 같은 화학 분석장

비를 이용하여 실험실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석 장비를 이용

하여 매운맛 주성분인 capsaicinoids 함량을 정량할 때 측정 정확도가 우

수한 장점이 있지만 복잡한 화학적 전처리가 요구되고 분석까지 장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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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요되며 전문적인 운영자에 의해서만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온라

인 장비로의 사용에는 한계가 있어 일선 고춧가루 가공공장 현장에서 사

용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또한 분석에 사용되는 시료의 양이 1 ∼

10 g 이내의 소량으로서 고춧가루와 같이 매운맛의 분포가 분균일한 분

말 시료에서는 채취되는 부위를 다양하게 하지 않는다면 추출되는 위치

에 따라 매운맛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러한 화학 분석기기를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을 정량화한 다양한 연구들이 시도되었다. 1950년대 이후에 paper

partition chromatography와 electrophotometry를 이용하여 고추장 및 고

춧가루에 포함되어 있는 capsaicin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연구(한구동과

이상섭, 1959; 이태녕과 박성오, 1963)를 시작으로 이 후 보다 정확한 측

정을 위하여 HPLC, GC 등을 이용한 연구들이 수행돼 왔다.

이충영 등(1989)은 HPLC를 이용하여 고추의 주요 신미성분인

capsaicin 및 dihydrocapsaicin을 분석하기 위한 최적 조건을 검토하고

고추의 품종, 재배지역 및 건조방법에 따른 함량 차이를 비교 검토하였

다. 전국 주요 고추 생산지에서 수확한 제품을 구매하여 종자와 태좌를

제거하고 과피 부위만을 분말화하였으며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60℃의

온도로 3시간 동안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capsaicin 함량은 품

종, 재배지역, 건조방법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태양건조의 경우가

기계건조의 경우에 비하여 capsaicin의 경우는 80%, dihydrocapsaicin의

경우는 최고 60%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Cooper 등(1991)은 capsicum oleoresin에서 HPLC를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 측정을 위해 capsaicin 유사물질인 4,

5-dimethoxybenzyl-4-methyloctamide(DMBMO)를 첨가하여 capsaicin

과 dihydrocapsaicin을 분리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DMBMO는 UV와

형광 검출기 모두에서 동등하게 반응하고 매운맛 성분이 없는 내부 표준

물질의 사용이 가능하고 유용성과 수용성을 모두 지닌 함유 수지에도 적

용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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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o 등(1994)은 스코치 고추(Scotch Bonnet)에서 초임계 CO2 추출

법과 유기용매 추출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capsaicinoids 추출액으로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을 HPLC로 정량하여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

초임계 CO2 추출법의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 추출률이 각각 3.2

%와 0.58%로서 유기용매 추출법의 추출률보다 더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채정영 등(1994)은 HPLC를 이용하여 한국산 고춧가루의 매운맛 함

량을 분석한 결과에서 capsaicinoids 함량은 7.0 ∼ 75.9 ㎎/100 g에서 분

포하였으며 고추 품종의 지표가 되는 dihydrocapsaicin에 대한 capsaicin

함량 비는 0.8 ∼ 1.1로 여러 품종의 고추들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춧가루 매운맛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매운맛이 10 ㎎

/100 g 이상부터는 관능이 포화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Thompson 등(2005)은 Liquid chromatography-electrospray

ionization-mass spectrometry(LC-ESI-MS)를 이용하여 capsicum에 함

유된 8종류의 capsaicinoids 함량을 측정하였다. 내부 표준물질로서

norcapsaicin을 첨가하여 측정한 회복률과 반복성은 각각 99 ∼ 103%와

4%였으며 다량 함유된 capsaicinoids 화합물뿐만 아니라 소량 함유된

capsaicinoids 화합물도 정량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Claver 등(2006)은 HPLC electrospray/ mass spectrometry-time of

flight(HPLC-ESI/MS-TOF)와 역상 크로마토그래피 column을 이용하여

고추에 포함된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을 측정하였으며 복원률은

각각 86%와 93%였고 2 ∼ 6639 ㎎/kg에서 측정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

다.

유왕균(2007)은 고추의 capsaicinoids 함량을 신속하고 정량적인 방

법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출 용매는 acetone으로 하고 추출온도는 50℃,

추출 volume은 5배량으로 추출 하였을 때 capsaicinoids가 가장 안정적

으로 추출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적 발색 조건으로는 ammonia를 넣

었을 때 갈색으로 변하지 않는 최종 pH 8이 되는 조건을 발견하였다.

Capsaicin에 대해 농도별로 발색 실험을 실시한 후에 표준 검량선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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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HPLC 정량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정량적으로 capsaicinoids 함량

을 측정할 수 있었다.

Barbero 등(2008)은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고추의

capsaicinoids를 신속하게 추출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추출 용매, 고

춧가루 시료양, 추출 용매량, 추출온도 및 추출 시간을 인자로 하여 추출

조건을 구명하였다. 그 결과 고춧가루 시료는 0.5 g에 추출용매로는 에

탄올을 25 mL를 사용하고 추출온도는 125℃에서 5분간 추출하는 것이

최적이었으며 이때 상대 표준편차는 6% 미만으로 보고하였다.

최석현(2008)은 HPLC로 capsaicinoids 함량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capsaicin, dihydrocapsaicin 및 nordihydrocapsaicin의 3 종류는 각기

다른 분자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분리하기가 용이했지만

nordihydrocapsaicin, nonivamide, homocapsaicin-I, homocapsaicin-Ⅱ,

homodihydrocapsaine-I, homodihydrocapsaicin-Ⅱ의 각각 이성체는 분리

가 어렵기 때문에 capsaicinoids의 정확한 분리 분석을 위해서는 고가의

LC-MS 분석기와 HPLC를 동시에 사용해야만 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

하기 위하여 널리 보급되어 있는 HPLC를 이용하여 8종의 capsaicinoids

함량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며 LC-MS를 통해 이를 검증

하고 각 capsaicinoids 화합물의 구조를 확인하였다고 보고하였다.

Ha 등(2008)은 flame ionization detection으로 기체를 분리하는 GC

를 이용하여 고추장의 capsaicin 함량을 측정하였는데 1 ㎍/mL에서 250

㎍/mL까지 정량화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Kachoosangi 등(2008)은 탄소 나노튜브(carbon nanotube)를 기반으

로 하는 전기 화학 센서를 이용하여 capsaicin 표준액과 매운 고추 소스

에 대하여 capsaicin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capsaicin 표준액의 경우 0.5

∼ 15 μM의 capsaicin 함량에서 검출 한계가 약 0.31 μM이었고 매운 고

추 소스의 경우 0.5 ∼ 35 μM의 capsaicin 함량에서 검출 한계가 0.41 μ

M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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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Researcher (Country) Samples Target Equipments

1959 Han et al. (Korea)
Red-pepper 

paste
CAP

Paper partition 

chromatography

1989 Lee et al. (Korea)

Red-pepper 

powder 

(Pericarp)

CAP, DHC HPLC

1991 Cooper et al. (USA)
Capsicum 

oleoresin
CAP, DHC HPLC

1994 Yao et al. (USA) Scotch pepper CAP, DHC HPLC

1994 Chai et al. (Korea)
Red-pepper 

powder
CAP, DHC HPLC

1999 Sato et al. (Japan) Pepper (Placenta)
CAP, DHC, 

NHC
SFC

2000 Batchelor et al. (USA) hot chili source CAP HPLC

2001 Tucker et al. (USA)  Pepper powder CAP, DHC HPLC

2005 Thompson et al. (USA) Capsicum Capsaicinoids LC-ESI-MS

2006 Claver et al. (Spain) Pepper CAP, DHC
HPLC-ESI/ 

MS-TOF

2007 Y.G. You (Korea) Red-pepper CAP, DHC HPLC

2008 Babero et al. (Spain) Pepper Capsaicinoids HPLC

2008 S.H. Choi (Korea) Ped-pepper Capsaicinoids HPLC

2008 Ha et al. (Korea)
Red-pepper 

paste
CAP GC

2008 Kachoosangi et al. (UK)
Standard 

capsaicin
CAP CNT

CAP: capsaicin, DHC: dihydrocapsaicin, NHC: nordihydrocapsaicin

Table 3-1 List of literature reported on the measurement of 

capsaicinoids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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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고춧가루 색상

대표적인 외관 품질인자인 고춧가루의 색상은 주로 색차계

(colorimeter)를 이용하는 표면색도 값과 비색계(spectrophotometer)를 이

용하는 ASTA 색상 값을 이용하여 측정하고 있다. 색차계를 이용하는

측정법은 간단하지만 고춧가루 표면에 직접 접촉하여 측정해야만 하고

비색계를 이용하는 ASTA 색상 측정은 HPLC, GC 등과 비교할 때 상대

적으로 단순하지만 고춧가루를 추출해야 하는 전처리 과정이 요구되고

있다.

전재근과 박상기(1979)는 고춧가루의 색도와 품질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으며 색상에 대한 육안 판정은 개인의 인식차와 품질에 대

한 선호도 차이로 판정결과에 객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색소인 capsanthin의 함량을 순차적으로 배열한 고춧가루 색상에 대한

등급 판정에서는 패널들의 결과가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보여

capsanthin의 함량과 표면색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품질 등급판정에

capsanthin이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서 capsanthin 함량

에 기준을 둔 고춧가루의 등급은 Hunter a, b값과 상관관계를 갖게 되는

a/b의 값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색도는 고춧가루의 입자의 크기 및 수분

활성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측정에 앞서 동일 크기의 분말과 동일한

수분 함량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정병선과 강근옥(1985)은 고추의 성숙시 또는 고추장과 김치의 숙성

시 capsaicin 함량과 색상의 변화 그리고 capsaicin을 가열했을 때의 함

량변화와 화학구조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고추의 Hunter 표색치에서 적

색도와 관련되는 a값은 35일까지 음(-)의 값이었고 성숙함에 따라 감소

하다가 42일부터 양(+)의 값으로 변화하면서 크게 증가하였다. 완전 적

변시 ‘신홍’ 품종의 a값은 37.35로 가장 높았고 ‘아람’과 ‘새로나’는 37.2로

비슷하였으며 capsanthin 함량은 ‘신홍’이 126.4 ㎎/100 g 였고 ‘아람’은

83.57 ㎎/100 g 그리고 ‘새로나’는 80.00 ㎎/100 g였다. 고추장의 색은 숙

성에 따라 L, a, b값이 모두 감소하였고 capsanthin 함량은 초기에 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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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g였으나 이후 감소되다가 100일에는 조금 증가하여 28.85 ㎎/100

g를 나타내었다.

이현덕과 이철호(1992)는 고춧가루의 소비자 선호도를 평가하기 위

한 객관적 방법을 확립하기 위하여 건조 고추 10품종에 대한 크기, 모양,

함량비와 고춧가루의 일반성분, carotenoids 함량, Hunter 색상 값을 측

정하였으며 1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적색도의

carotenoid는 전체 carotenoid의 68 ∼ 8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황색도

의 β-carotene 함량은 관능적 선호도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L, a, b, a*L의 Hunter 색도계 값은 관능적 색상 선호도와 높은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다. 이중에서 a*L값은 고추의 매운 냄새 및 색 선호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태좌의 함량비와 황색도의 β-carotene 함량

과는 5% 유의 수준으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구경형 등(2001)은 김치 제조용 고춧가루의 색도 및 매운맛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색도에 차이가 있는 4품종과 시판되고 있는 고

춧가루 10종 및 수입산 파프리카의 색도 및 매운맛의 기계적인 분석값과

관능검사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고추의 붉은 색을 나타내는

ASTA 색상 값은 144.7 ∼ 447.3으로 색도 차이가 컸으며 색차계를 이용

한 색도측정에서 적색도와 관련되는 a* 값의 상관계수가 0.87로 높게 나

타났다. 하지만 ASTA 색상 값과 고춧가루의 매운 정도를 나타내는

capsaicinoids 함량과는 0.05로 상관성이 아주 낮게 나타났으며 고춧가루

매운맛과 붉은 색 정도를 관능 평가한 결과에서 매운맛을 느끼는 데 걸

리는 시간(lag time)의 경우 capsaicin 함량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으며 ASTA 색상 값이 증가할수록 색상지의 붉은색 강도가 높은

순으로 평가하였다.

오승희(2011)는 고춧가루의 입도별 물리적 특성과 저장 중 품질특성

의 변화를 조사하였으며 입자의 크기에 따라 색도, ASTA 색상 값 및

capsaicinoids 함량을 비교 분석하였다. 색은 입자의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는데 크기가 작을수록 색도 값이 증가하였으며 ASTA 색상 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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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oids 함량 역시 크기가 작을수록 높은 값을 나타낸다고 보고하

였다.

3.1.3. 고춧가루 당 함량

외국산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단맛이 높은 국내산 고추의 당 함량

에 관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당 함량에 대한 측정은

capsaicinoids 함량 분석 방법과 마찬가지로 주로 HPLC, GC 등의 분석

기기를 이용하며 당 함량은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lactose

를 각각 측정한 후 이를 합한 전체 당 함량으로 표현한다.

이성우(1979)는 국내산 고추를 과피, 종자, 태좌로 분리하여 gas

liquid chromatography(GLC)를 이용하여 유리당과 유리산 함량을 측정

하였으며 모든 부위에서 α- 및 β-fructose, α 및 β-glucoses, galactose,

sucrose, maltose을 동정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에서 fructose는 과피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으며 sucrose와 fructose는 종자와 태좌 부위에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현덕 등(1992)은 국산 고추의 맛 성분 함량이 관능적 선호도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10 품종의 건조 고추의

capsaicinoids 함량과 유리당 및 유기산 함량을 측정하였고 고춧가루 수

용액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성분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

다. 유리당 함량은 8.45 ∼ 15.21%이었으며 당 분석에 있어서 fructose(r

= 0.787), glucose(r = 0.814), 환원당(r = 0.805), 총당(r = 0.815)은 전반

적인 기호도와 1% 수준의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윤진영 등(1992)은 시판되는 81종의 고추 품종들을 대상으로 매운

성분, 색소 및 당 함량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당은 과피를 분쇄하

여 분말 상태에서 Anthron법에 의하여 분석하였으며 당 함량은 평균이

25%이상이라고 보고하였다.

권오열(2006)은 고추 품질과 관련된 성분 육종을 위하여 고춧가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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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소, 매운 성분 및 유리당 함량에 대한 유전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나

라 품종과 중국 품종을 비교하였을 때 색소 함량은 중국산 품종이 매우

높았으며 매운 성분과 유리당 함량은 우리나라 품종이 높았으며 중국산

품종의 유리당 함량 평균은 10.61%였으며 우리나라 품종의 경우에는

12.8%였다. 선행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모든 품종에 있어서 fructose의

당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glucose였으며 이 두 성분을 합한 양

이 전체의 80 ∼ 90%를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3.1.4. 고춧가루 지역별 품질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추는 150여종 이상이고 해마다 20여

종의 새로운 품종이 새롭게 등록되고 있으며 수량이나 기후 조건에 따라

서 지역마다 선호하는 고추의 품종도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고 있는 고추는 동일한 품종이라도 생산되는 지역의 일조량, 강수

량, 토양 특성, 시비량 및 재배 방식에 따라 매운맛, 단맛 및 색상 등의

품질 편차가 발생하게 된다(최선미 등, 2000; 박수민, 2011; 이성응 등

2013).

신현희와 이서래(1991)는 품종과 재배 지역이 다른 국내산 고추에

대해서 매운맛, 붉은 색, 크기,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매운맛 성분과 붉은

색은 7개 품종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나 두 성분 간에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 3개 품종의 매운맛 성분과 붉은 색은 5개

지역 간에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태양건조와 열풍건조를 시킨 경우 매

운맛 성분의 함량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붉은 색에서는 차이를 나타내

었다.

최선미 등(2000)은 한국산 고춧가루의 일반적인 성분 함량을 알아보

기 위하여 국내에서 고춧가루로 많이 사용되는 품종과 농협에서 시판되

고 있는 고춧가루를 산지별로 구입하여 품종과 산지에 따른 비타민 C,

carotenoid, ASTA 색상, 유리당 함량 차이를 측정하였다. 품종별 비타민

C 함량은 ‘조흥’이 230 ㎎/100 g, 산지별로는 영양산이 263 ㎎/100 g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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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다. 색상 성분인 carotenoid 함량은 품종별로는 ‘명품’이 627.6 ㎎/100

g로 가장 높았고 산지별로는 태양초인 영양산이 497.6 ㎎/100 g로 가장

높았다. ASTA 색상 값은 carotenoid 함량이 높았던 ‘명품’과 영양산이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Carotenoid 함량은 재래종인 ‘청양’이 126.1 ㎎

/100 g로 가장 높았으며 산지별로는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전라도 지역의

고춧가루가 타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유리당 함량은 영양산이 19.1%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재호(2007)는 재배환경, 품종 및 건조 방법에 따른 청양산 고추의

품질 차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청양군내 177개 농가에서 600

g의 건고추를 수집하여 꼭지와 종자는 제거하고 과피 및 태좌 부분만을

분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Capsaicinoids 함량은 평균 93.72 ±56.85 ㎎

/100 g이었으며 최소 18.77 ㎎/100 g에서 최대 301.14 ㎎/100 g으로 폭

넓게 분포하였다. 동일 품종을 다른 지역에서 재배하거나 동일 지역에서

동일 품종을 재배한 경우에서 모두 capsaicinoids 함량에는 큰 편차를 보

였으며 특정 품종이 신미 성분 함량과의 관계보다는 품종이외의 조건인

재배환경, 기후조건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박수민(2011)은 지역과 품종에 따라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분석하기

위해서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의 두 함량을 합한 capsaicinoids 함

량을 나타내었다. 강원도 영월지역의 ‘위풍당당(NO. 27)’ 품종이 0.69 ㎎

/100 g 로 가장 낮은 capsaicinoids 함량을 보였으며 ‘청양’ 품종은 재배

되는 지역에 따라 151.80 ∼ 346.13 ㎎/100 g 로 매운맛이 광범위하게 측

정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성응 등(2013)은 국내 24개 시, 군에서 재배된 ‘금고추’ 품종의

capsaicinoids 함량 분석을 통해 동일 품종의 고추에 대해 재배지역의 영

향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금고추’의 capsaicin 함량 평균은 37.35 ㎎

/100 g이었으며 dihydrocapsaicin 함량 평균은 19.15 ㎎/100 g으로 나타

났다. 양평군에서 재배된 ‘금고추’의 capsaicin 함량은 77.68 ㎎/100 g이

었고 dihydrocapsaicin 함량은 41.42 ㎎/100 g으로 이 두 성분의 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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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oids 함량은 119.10 ㎎/100 g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반면에

무주군에서 재배된 ‘금고추’는 capsaicin 함량이 14.98 ㎎/100 g,

dihydrocapsaicin 함량은 7.46 ㎎/100 g으로서 capsaicinoids 함량은 22.44

㎎/100 g으로서 가장 낮게 측정되어 양평군과 비교할 때 무려 5.3배 정

도 낮게 측정되었다. 전체 분석 결과에서는 ‘금고추’의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 함량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3.1.5. 고춧가루 품질 등급화

고춧가루의 매운맛, 색상, 단맛에 대한 품질을 계측하여 정량화하는

연구는 궁극적으로 고춧가루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합리적인 품

질 등급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는 규격화된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줄 수 있다. 고추에 대한 품질 등급화 연구는 고춧가루를 비롯해서 고춧

가루를 원료로 하는 김치나 고추장에 관한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다.

박재복 등(2000)은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120개 고추 시료의 매운

맛 성분을 분석하였으며 가장 낮은 시료는 ‘금당’으로 10.54 ㎎/100 g이

었으며 가장 높은 품종은 ‘청양’으로 471.10 ㎎/100 g이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매운맛을 일정 구간 간격인 4단계로 분류했을 때 capsaicinoids 함

량이 0 ∼ 40 ㎎/100 g에 해당되는 품종은 28개이며, 40 ～ 80 ㎎/100 g

에는 41개 품종, 80 ～ 120 ㎎/100 g에는 24개 품종, 120 ㎎/100 g이 27

개의 품종으로 분류되었으며 고춧가루의 입도가 작을수록 capsaicinoids

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장길수 등(2007)은 KS 규격에 제시되어 있는 고춧가루 매운맛 2등

급 품질 기준을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4등급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

다. 구분된 capsaicinoids 함량에 따른 구분은 ‘순한맛’은 30 ㎎/100 g 미

만, ‘중간맛’은 30.1 ∼ 60 ㎎/100 g, ‘매운맛’은 60.1 ∼ 90 ㎎/100 g, ‘아

주 매운맛’은 90.1 ㎎/100 g으로 분류하였다. 기존 구체적인 수치화가 없

었던 색택 품질 기준에 대해서는 ASTA 색상 값을 이용하여 9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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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110, 111 ∼ 130, 131 ∼ 150, 150 이상의 5단계로 분류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유종옥 등(2009)은 괴산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추 품종 및 제품에

대해서 capsaicin 및 dihydrocapsaicin 함량을 조사하였으며 고춧가루의

매운 정도를 capsaicin 함량으로 제시하였다. 1등급은 120 ㎎/100 g이상,

2등급은 100 ∼ 120 ㎎/100 g, 3등급은 80 ∼ 100 ㎎/100 g, 4등급은 60

∼ 80 ㎎/100 g, 5등급은 40 ∼ 60 ㎎/100 g, 6등급은 20 ∼ 40 ㎎/100

g, 7등급은 20 ㎎/100 g 이하로 분류하였다. 7등급으로 규격화된 고춧가

루 제품을 김치, 고추장, 양념 소스류 등의 가공식품 제조 시에 사용한다

면 매운맛의 불균일성을 개선하고 재현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한다고 하였다.

충북농업기술원(2011)에서는 capsaicin 함량 분석 결과와 관능평가를

근거로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5등급으로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고춧가루

capsaicin 함량이 20 ㎎/100 g이하는 ‘아주 순한맛’, 21 ∼ 40 mg/100 g

은 ‘순한맛’, 41 ∼ 60 ㎎/100 g은 ‘보통맛’, 61∼ 100 ㎎/100 g은 ‘매운

맛’, 101 ㎎/100 g이상은 ‘아주 매운맛’으로 분류했다. 또한 28종의 고추

품종에 대해서 매운맛 수준별로 각 단계에 해당되는 고추를 제시하였으

며 매운맛 등급별로 포장재를 달리하여 소비자가 구분하기 쉽도록 디자

인하였다.

이인선 등(2011)과 조은예(2012)는 고추장용 고춧가루의 매운맛 등급기준

설정을 위하여 이화학적 검사와 관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12종의 고추품종으로

가공된 고추장용 고춧가루를 ‘매우 약함’, ‘약함’, ‘보통’, ‘강함’, ‘매우 강함’ 의 5

등급으로 구분했을 때 등급별 캡사이신 함량은 40 ㎎/100 g미만, 40 ∼ 100 ㎎

/100 g, 100 ∼ 150 ㎎/100 g, 150 ∼ 500 ㎎/100 g, 500 ㎎/100 g 이상으로 구

분하였다. 이때 매운맛 5단계는 상당수의 시료 군에 대한 특정 등급에 포함되

므로 등급을 보다 세분화하여 9단계로 분류하여 제안하였다. 1단계는 capsaicin

함량이 약 10 ㎎/100 g 이하, 2단계는 약 10 ∼ 40 ㎎/100 g, 3단계는 약 40

∼ 70 ㎎/100 g, 4단계는 약 70 ∼ 100 ㎎/100 g, 5단계에는 약 100 ∼ 1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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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g, 7단계에는 약 200 ㎎/100 g이상인 청양 시료 군을 제안하였으며 8단계

와 9단계는 더 매운 고추장용 고춧가루의 등급화를 위해 제안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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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광분석법을 이용한 농산물 비파괴 품질 계측

농산물의 맛, 안전성, 내부 결함과 같은 내부 품질에 대해서 비파괴

적으로 품질을 계측하고 판정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실용화를 이룬 기

술은 NIR 분광분석법이다. 미국 농무부 농업연구청의 Karl Norris에 의

해 적용된 NIR 분광분석법은 곡류나 종자의 수분측정을 위해 특별히 설

계된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700 ～ 2400 nm 파장대역에서의 NIR 투과

스펙트럼을 얻은 것이 최초였다. 이후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농산물의

비파괴 품질 계측 분야와 관련되어 활발한 연구와 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

Ama 등(1990)은 파장대역이 680 ∼ 1235 nm에서 ‘후지’ 및 ‘스타킹’

사과 품종의 스펙트럼을 획득하여 당도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획득한 스

펙트럼에 대해서 2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하고 MLR 분석을 수행한 결과

에서 912 ㎚ 및 866 ㎚의 흡광도 값을 이용할 때 당도 예측이 가능한 것

으로 보고하였다. 개발된 모델의 SEP는 ‘후지’의 경우 0.399 brix, ‘스타

킹’의 경우 0.307 brix이었으며 ‘후지’의 당도 예측용 모델식에 ‘스타킹’을

적용하였을 경우 SEP = 0.693 brix이었다. 두 품종을 혼합하여 작성한

모델식을 이용하여 당도를 예측하였을 때 ‘후지’의 SEP = 0.374 brix,

‘스타킹’의 SEP = 0.336 brix으로 예측 성능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다.

Kawano 등(1992)은 NIR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복숭아의 당도를

비파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광 프로브를 복숭아

에 접촉시켜 스펙트럼을 획득하였으며 스펙트럼을 2차 미분으로 전처리

한 결과에서 sucrose의 흡수 파장인 906 ㎚ 파장대역에서 흡광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906, 878, 870 및 889 ㎚에서의 2차 미분 값

을 이용하여 당도 예측용 회귀식을 개발하였다. 회귀식의 R2 = 0.94,

SEC = 0.48 brix이었으며 SEP = 0.50 brix, bias = 0.01 brix라고 보고하

였다.

국내에서는 노상하와 황인근(1998)이 후지 사과를 대상으로 실시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VNIR 파장대역인 650 ∼ 1050 ㎚에서 반사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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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트럼을 획득하고 2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MLR 모델을 개발하였으

며 이때 SEP = 1.59 brix로 크게 나탔으며 예측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

해서는 실시간 분광광도계의 신호대 잡음비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보고하

였다.

황인근(2000)은 당산도 측정 장치 개발에 앞서 순수 당 및 사과산의

흡수 파장대역 구명을 위해 VNIR 파장대역인 550 ∼ 1100 nm에서의

투과 스펙트럼을 획득하고 예측 모델을 개발한 결과에서 R2 = 0.982,

SEP = 0.391 g/100 mL로서 매우 정확하게 농도 측정이 가능함을 보여

주었고 사과산 농도 예측 결과에서는 R2 = 0.935, SEP = 52.5 ㎎/100

mL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강진(2007)은 수박의 당도와 내부 결함을 동시에 측정하여 선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파장대역이 660 ∼

960 nm인 VNIR 투과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분광분석법으로 수박의 당

도 판정을 실시하였다. 수박의 당도 예측 PLSR 모델의 상관계수(RC
2)는

0.69였으며 SEC = 0.54 brix였으며 개발된 모델을 교차 검정으로 검정한

모델의 상관계수(RV
2)와 SEP는 각각 0.65 및 0.57 brix로 나타났다. 개발

된 당도 판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는 선별 실험 결과에

서 93.8%의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김영태(2009)는 파장대역이 660 ∼ 1100 nm인 VNIR 투과 분광기를

이용하여 토마토의 내부 품질 및 신선도를 비파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파장 범위별과 투과 스펙트럼

의 전처리별로 개발된 PLS 모델에서 전체 파장대역이 660 ∼ 1100 nm

이고 평균값 정규화 전처리를 적용한 당도 예측 모델은 RV
2 = 0.54,

SEP = 0.42 brix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실시간 토마토 선별 시스템을 이

용하여 당도를 4.0 brix 기준으로 2등급 분류하는 선별 실험 결과에서

전체 선별 정확도는 67.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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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실시간 고춧가루의 품질 예측

고춧가루의 매운맛, 단맛, 색상 등과 같은 품질 인자를 측정하기 위

해 HPLC, GC와 같은 화학 분석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간·비파

괴적으로 고춧가루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기술로서 다양한 방법이 시

도되었으며 이중 가장 많이 적용되고 가능성을 보여줬던 기술로서는

NIR 분광분석법이 있다.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품질을 예

측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선행 연구와 실험 결과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Iwamoto 등(1984)은 파장대역이 1100 ∼ 2500 ㎚인 NIR 분광장치

를 이용하여 capsaicin 함량을 비파괴적으로 예측하고자 하였다. 한국에

서 재배된 13개 고추 시료에 대해 종자를 제거하고 과피 만을 분쇄하여

측정하였으며 capsaicin과 관련되는 주요 흡수 파장대역을 조사하였다.

Stepwise MLR법을 이용하여 2422, 2358, 1974, 1622, 1820 ㎚의 5개 파

장이 선택되었으며 예측 결과에서 R2 = 0.986, SEP = 3.6 ㎎/100 g이었

다. 연구 결과에서 NIR 분광법은 고춧가루의 capsaicin 함량 예측을 위

한 장치로서 활용 가능했으며 추후 장치의 재현성을 확보하고 정확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조래광 등(1990)은 매운맛 성분인 capsaicin, 적색색소인 capsanthin,

당 함량 및 수분 함량을 파장대역이 1100 ∼ 2500 nm인 NIR 분광장치

를 이용하여 신속, 정확하게 동시에 측정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화학분석

방법에 의해 측정한 capsaicin, capsanthin, 당 함량 값과 NIR 스펙트럼

데이터 간에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성분 측정을 위한 검

량식을 작성하였다. 이들 검량식을 미지의 고추 시료에 적용시켜 구한

예측값과 기존 분석법으로 구한 실측값을 비교한 결과에서 capsaicin은

측정오차가 45 ㎎/100 g으로 크게 나타났지만 capsanthin과 총 당함량은

NIR 분광분석법에 의해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우문 등(1993)은 파장대역이 1100 ∼ 2500 ㎚인 NIR 분광장치를

이용하여 종자가 제거된 고춧가루 시료 83점에 대한 capsaicin 함량 예

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용된 시료의 capsaicin 함량은 0 ∼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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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g의 범위에 있었으며 modified PLS 분석결과에서 R2는 2차 미분

과 3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경우에 있어서 각각 0.77과 0.92였으며

SEP는 132 ㎎/100 g 및 97 ㎎/100 g으로 오차가 크게 발생되었다.

Capsaicin 함량이 100 ㎎/100 g에서는 정확도가 하락했으며 R2 = 0.9 이

상인 실용적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석의 확대와 분석법 보완을 제

시하였다.

한응수 등(1996)은 800 ∼ 2500 nm 파장대역의 NIR 분광장치를 이

용하여 국내에서 유통중인 59개의 고춧가루 제품의 capsaicinoids 함량을

비파괴적으로 예측한 결과 2274, 2418, 1614, 2186 ㎚ 파장대역에서의 흡

광도로 구성된 MLR 모델을 사용할 경우 R2 = 0.64, SEP = 6.94 ㎎

/100 g의 값을 나타내었다. 추가적으로 개발된 PLSR 모델의 예측성능은

R2 = 0.59, SEP = 7.45 ㎎/100 g을 보여주었다.

조성인 등(1997)은 NIR 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수분 및

지방 함량을 신속하게 측정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검량식의 기본

모델은 다중회귀모델을 적용하였으며 회귀 모델의 독립 변수 선택은

step-wise법을 이용하였다. 수분 함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개발된 검량식

의 SEC = 0.62%, SEP = 0.65%정도로서 NIR 분광분석법에 의한 고춧가

루 수분 함량에 대한 측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함량을 예측하기 위해서 개발된 검량식의 SEC = 0.71%, SEP = 0.87%

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검량식 개발법으로 다중 회귀 분

석법 이외에 PCR, PLS, 신경회로망 등을 이용할 경우 검량식의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한국식품연구원(1999)에서는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 개발을 위

해서 파장대역이 700 ∼ 2400 ㎚인 NIR 분광장치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28개의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capsaicinoids 함량 범위는 14.76

∼ 223.66 ㎎/100 g이었으며 개발한 modified PLS 모델의 결과에서 R2

= 0.94, SEP = 14.094 ㎎/100 g의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선미 등(2000)은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을 위해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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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이 400 ∼ 2500 ㎚인 NIR 분광장치를 이용하여 72개의 고춧가루 시

료에서 측정한 143개의 흡광 스펙트럼 데이터를 이용하여 modified PLS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정 modified PLS 모델의 RC
2 = 0.89, SEC

= 33 ㎎/100 g이었으며 63개의 스펙트럼으로 교차 검정을 이용하여 개

발된 modified PLS 모델의 RV
2 = 0.387, SEP = 49.4 ㎎/100 g이었으며

9개의 이상치를 제거한 후에 개발된 모델에서는 RV
2 = 0.654, SEP =

31.6 ㎎/100 g로서 다소 향상되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성능을 보여주었

으며 그 이유로 미량의 capsaicin 함량으로 인해 근적외선 흡광도가 미

약한 것과 기존 화학분석법의 공정상 오차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박두산 등(2005)은 고춧가루 시료 50점을 대상으로 파장대역이 900

∼ 1700 ㎚인 NIR 분광 장치를 이용하여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고

HPLC로 분석한 capsaicinoids 함량과의 상관관계를 계산하였다. 1차 미

분 전처리를 적용한 흡광 스펙트럼과 capsaicin 농도 값과의 상관관계에

서는 1159 ㎚ 밴드에서 -0.8386이었으며 1216 ㎚ 밴드에서는 0.7895로

계산되었다.

심민진(2009)은 NIR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측

정하였으며 별도의 화학적인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측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직접 제조한 고춧

가루 41종과 시중에서 구입한 50개의 시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파장대역

의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개발된 매운맛 함량 예측용 PLS 모델의 결과는

Rv
2 = 0.1159, SEP = 43.5971 ㎎/100 g이었다. 유의 파장을 선정하여 개

발한 모델에서는 Rv
2 = 0.5266, SEP = 42.7906 ㎎/100 g으로 향상되었으

며 추후 capsaicin의 작용기와 관련 있는 유의 파장 구간들을 중심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예측 성능이 향상된 모델 개발이 가

능할 것으로 제시하였다.

모창연 등(2011)은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실시간으로 측정하기 위해

파장대역이 1100 ∼ 2300 ㎚인 NIR 분광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를 이

용하여 동일 지역에서 생산된 맵지 않은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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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비율별로 혼합하여 조제된 33개 시료에 대하여 3수준의 입자 크기별

로 capsaicinoids 함량을 예측할 수 있는 PLSR 모델을 개발하였다. 획득

된 스펙트럼에 다양한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입도별 capsaicinoids

함량 예측 모델을 교차 검증한 결과에서 RV
2는 0.948 ∼ 0.979, SEP는

6.56 ∼ 7.94 ㎎/100 g의 이었으며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예측 성능이

향상되었다.

Lim 등(2012)은 450 ∼ 950 nm 파장대역의 VNIR 분광장치를 기반

으로 제작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실시간·비파괴적으

로 예측하고자 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내 11개 지역에서

생산된 125개의 고춧가루 제품에 대해서 지역별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용 PLSR 모델을 개발하였다. 획득된 스펙트럼은 다양한 전처리가 적용

되었으며 각 지역별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 PLSR 모델들 중

에서 봉양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에 대해서 교차 검증법으로 검정한

PLSR 모델의 RV
2 = 0.9585, SEP = 10.14 ㎎/100 g의 결과를 보여주었

다.

농림축산식품부(2012)에서는 고춧가루에 대한 신미 성분 측정용 모

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파장대역이 400 ∼ 2500 ㎚인 NIR 분광장치를 이

용하였다. 개발된 모델의 RV
2 = 0.33 이었으며 SEP = 24.89 ㎎/100 g로

서 양호하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이는 고추 신미 성분이 집중되어

있는 태좌 부위가 고춧가루 시료 내에서 균일하게 분포되지 않아 NIR

분광법을 이용하였을 때 고춧가루의 신미성분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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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Researchers Equipment Wave1) Kinds2) Cap3) Model Performance

1984 Iwamoto et al.
Neotec 

6350

1100 ~ 

2500 

Red-pepper 

powder 

without 

seed (13)

50 ~ 130
Stepwise 

MLR

R2 = 0.986 

SEP = 3.6 

㎎/100 g

1990 Cho et al.
InfraAlyzer 

500C

1100 ~ 

2500 

Red-pepper 

powder 

without 

seed (40)

10.79 ~ 

64.78

Stepwise 

MLR

R2 = 0.867 

SEP= 48.66

1995 Lee et al. NIRS 6500
1100 ~ 

2500

Red-pepper 

powder 

without 

seed (83)

0 ~ 800 PLS
R2 = 0.92 

SEP= 97

1996 Han et al. NIRS 6500
800 ~ 

2500

Red-pepper 

powder 

products

 (59)

10.10 ~ 

111.7

MLR
R2 = 0.64 

SEP= 6.94

PLSR
R2 = 0.59 

SEP= 7.45

1999 KFRI4) NIRS 6500
700 ~ 

2500

Red-pepper 

powder 

(28)

14.76 ~ 

23.66
MPLS

R2 = 0.94

SEP= 14.094

2000 S.M. Lee NIRS 6500
400 ~

2500

Red-pepper 

powder 

(72)

23 ~ 471 MPLS
R2 = 0.65

SEP= 31.6

2008 Park et al. NIR-128
900 ~ 

1700

Red-pepper 

powder 

(50)

-
Correlation 

coefficient
r = 0.7895

2009 M.J. Sim NIRS 6500
400 ~

2500

Red-pepper 

powder 

(50)

0 ~ 40

PLS
R2 = 0.38

SEP= 5.52

MLR
R2 = 0.62

SEP= 5.90

2011 Mo et al.
 Luminar 

2030

1100 ~ 

2300

Red-pepper 

powder 

(33)

17.50 ~

168.97 
PLSR

R2 = 0.991

SEP= 4.331

2012 Lim et al. SM-440
400 ~ 

1100

Red-pepper 

powder 

(125)

6.79 ~ 

156.88
PLSR

R2 = 0.986

SEP= 2.10

2012 MAFRA5) NIRS 6500
400 ~ 

2500

Red-pepper 

powder 

(72)

54 ~ 

235.7
MPLS

R2 = 0.34

SEP= 26.17

1) Wave: Wavelength range (nm), 2) Kinds: Kinds(Numbers of samples),

3) Cap: capsaicinoids content (㎎/100 g), 

4) KFRI: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5) MAFRA: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Table 3-2 Researches about capsaicin content of red-pepper powder 

using off-line visible and NIR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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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춧가루 매운맛 예측 알고리즘 개발

4.1. 서론

고추는 동일한 품종이라도 재배되는 해당 지역의 일조량, 강수량, 토

양 특성, 시비량 및 재배 방식 등에 따라 매운 맛 성분인 capsaicinoids

함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선미 등, 2000; 박수민,

2011; 이성응 등 2013). 따라서 일선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는 품종의 다

양성 및 재배 환경에 따른 특성으로 고춧가루 가공시 규격화되고 표준화

된 매운맛을 생산하고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춧가루가 함유된 한식을 찾는 소비자들은 매운맛 선호도에 따라

본인의 기준을 갖고 있으며 매운맛을 즐기는 사람들은 보다 더 매운맛을

찾게 되고 매운맛에 민감한 사람들은 매운 정도가 덜한 순한 맛을 찾게

될 것이다. 이런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010년에 정부와 식품업계의 합의로 고추장 매운맛을 매운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하여 KS규격으로 고시하였다.

Fig. 4-1 Five pungency grades and products of hot pepper paste. 

시행된 고추장의 매운맛 단계는 GHU(gochujang hot taste unit)라는

새로운 단위로 표기하였는데 ‘매우 매운맛’은 100 GHU 이상, ‘매운맛’은

75 ∼ 100 GHU, ‘보통 매운맛’은 45 ∼ 75 GHU, ‘덜 매운맛’은 30 ∼ 45

GHU, ‘순한맛’은 30 GHU 미만으로 분류하였다(그림 4-1). 한편, 고춧

가루에 대해서도 2013년에 5단계의 매운맛 등급화 기준안이 마련되어 고

시될 예정이다.

고추장의 매운맛 등급화가 시행되었지만 일부 판매되고 있는 고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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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에서는 매운맛 표기와 실제 매운맛 정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

생하고 있다. 고추장의 매운맛 조절은 주원료인 고춧가루의 매운맛 함량

에 따라 매운 정도가 결정되기에 규격화되지 않은 매운 맛의 고춧가루를

사용하게 되면 일정하고 규격화된 매운 맛의 고추장 제품을 생산하기 어

렵다.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부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는 capsaicinoids 함량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HPLC, GC와 같은 화학

분석기기를 이용하거나 전문 분석기관에 capsaicinoids 성분 분석을 의뢰

하여 매운맛 품질 관리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법은 측정

정확도는 우수하지만 자체 분석의 경우에는 전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과정이 복잡하며 1점의 시료 분석에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측정 장

비의 가격이 고가이고 훈련된 전문가에 의해서만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전문 분석기간에 의뢰시에는 분석 결과를 통

보받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어 폭 넓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이후로 분광분석법을 이용한 과실류의 내부 품질 인자들에

대한 비파괴·실시간 측정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 중에서 VNIR

(파장대역 400 ∼ 1100 ㎚) 분광분석법이 NIR(파장대역 1100 ㎚ 이상)

분광분석법보다 내부 품질 인자의 측정에 있어서 비용이나 온라인 품질

판정 시스템 구축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류동수, 2001). 파장대역

이 400 ∼ 1100 ㎚에 해당되는 VNIRS 기술은 과일의 내외부 품질 중에

서 당도 예측을 위한 온라인 비파괴 선별 분야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으

며 획득한 반사 또는 투과 스펙트럼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이용하여

당도 예측 성능 향상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상용 오프라인 NIR 분광장치를 이용하여 고춧가루 매운맛 주성분인

capsaicinoids 함량을 비파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

지만 태좌의 분포나 위치에 따라 매운맛 차이가 발생되는 현상으로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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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선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웠

던 기존의 화학 분석법을 대처하고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서 시도되었던

NIR 분광분석법의 정밀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고춧가루의 매운맛 함량을 실시간·비파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VNIR 파장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을

제작하였으며 개발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도별, 생산 지역별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매운맛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관행 고춧가루 capsaicinoids 함량 정량법인 HPLC 분석법의 확립을

통해 정확성과 재현성 있는 분석결과를 확보하고,

2. VNIR 파장대역에서의 순수 capsaicin 분말 및 용액에 대한 흡광 스펙

트럼을 획득하여 고춧가루 매운맛 예측 가능성을 제시한다.

3. 고춧가루 색상을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 예측 가능성을 구명하

기 위해 과피, 종자, 태좌의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에 대한 각각의 색

상 정보와 파장별 상관관계를 구명하고 예측식을 개발한다.

4. VNIR 파장대역의 분광센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흡광 스펙트럼을 확

보하기 위한 장치를 개발하고, 입도별, 생산지역별 고춧가루 시료에 대

한 매운맛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5. 2013년에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를 대상으로 개발된 실시간

capsaicinoids 예측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고, 측정 가능한 매운맛

등급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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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재료 및 방법

4.2.1.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분석

고춧가루 시료의 매운맛 성분인 capsaicinoids 함량에 대한 실측값을

정량하기 위해서 관행 정량법인 HPLC 분석법을 이용하였으며 ASTA

방법을 준용하여 진행하였다(ASTA, 1997). HPLC 분석법을 이용한 고춧

가루의 capsaicin 함량 측정의 전체적인 과정은 그림 4-2과 같은 방법과

순서로 진행하였다.

먼저 분석하고자 하는 고춧가루 시료는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충분

히 섞은 후에 1 g를 정량하였으며 그림 4-3(a)와 같은 가압식 밀폐용기

에 담고 95% 에탄올(ethanol) 25 mL를 추가하여 밀폐시켰다. 고춧가루

에서 capsaicin 추출 시간을 단축하고 원활한 추출을 위해서 그림

4-3(b)에서와 같은 가온 장치(hot block)을 제작하여 60℃로 2시간 30분

동안 가열하여 용액을 추출하였다.

시료 추출액은 GHP Acrodisc syringe filter(PALL Gelman

Laboratory, P/N 6054563-1, Ann Arbor, MI, USA)로 여과하여 15 mL

용량의 conical tube에 담았다. 여과된 고춧가루 추출액은

HPLC(Younglin, YL9000, Anyang, Korea) 정량을 위해 2 mL의 vial로

옮겨 담았으며 자동 추출기(Younglin, MIDAS)를 이용하여 20 μL씩 주

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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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Preprocessing procedure and HPLC analysis for measurement of capsaicinoids content in red-pepper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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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Pressurized sealed container (a) and hot block equipment (b).

본 연구에서는 고춧가루의 매운맛 성분 중 90%이상을 차지하는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의 합을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으로

나타냈으며 이 두 가지 물질을 이용하여 검량식을 작성하였다. 검량식

작성에 사용된 표준물질은 capsaicin(Sigma, M-2028, St. Louis, MO,

USA)과 dihydrocapsaicin(Sigma, M-1022, St. Louis, MO, USA)을 사용

하였으며 표준시료는 capsaicin 0.0684 g과 dihydrocapsaicin 0.0388 g을

methanol 1000 mL에 섞어 30분간 음파 처리(sonication)하여 표준시료

100 ppm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100 ppm과 methanol을 정해진 양만큼

혼합해서 1, 5, 20, 50, 80 ppm을 제조한 후 다시 음파 처리하여 각각 바

vial에 필터링하여 준비하였다.

이동상 용매는 0.1% 인산용액(phosphoric acid) 1.1764 mL와 증류수

1000 mL을 섞어 만들어 30분간 음파 처리한 후, 0.1% 인산용액 700 mL

과 methanol 1300 mL을 섞어 다시 30분간 음파 처리한 후 필터링하여

준비하였으며 HPLC로 분석하기 30분 전에 다시 음파 처리 하였다. 즉,

이동상은 methanol : 0.1% 인산용액 = 65 : 35의 비율로 조제하였다.

사용된 column(Imtakt, Unison UK-C18, Kyoto, Japan)은 길이와

내경이 75 × 4.6 ㎜이며 공극이 3 ㎛인 역상(reverse phase) column을

사용하였다. HPLC 분석조건은 이동상의 유속은 1.0 mL/min였으며 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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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기(Younglin, Acme 9000)를 사용하여 280 ㎚ 파장에서 검출하였다

(표 4-1).

Instrument Model : Younglin, YL9000

Injector : Yonglin,　MIDAS Auto sampler

Detector : Younglin, Acme9000, UV/Vis 

Detector

Column oven : Younglin, CTS30

Pump : Younglin, SP930D Solvent delivery 

pump 

Column Unison UK-C18 (Imtakt, USA)

Mobile phase Methanol : 0.1% phosphoric acid (65 : 35)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volume 20 ㎕

Detector 280 ㎚

Table 4-1 Conditions of HPLC for capsaicinoids analysis in 

red-pepper powder

4.2.2. VNIR 대역에서의 순수 capsaicin 흡광 특성

VNIR 파장대역에서의 순수 capsaicin 용액의 흡광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지용성 물질인 capsaicin을 methanol에 용해시켜 농도별

capsaicin 용액을 조제하였다. 순수 capsaicin(Sigma, M-2028) 분말은 계

량된 methanol 용액에 혼합하였으며 농도별 capsaicin 용액은 각각 10,

50, 100, 500, 1000, 5000, 10000 ppm의 7수준으로 조제하였다. 조제된 농

도별 capsaicin 용액은 Voltex mixer를 이용하여 혼합한 후에 GHP

Acrodisc syringe filter로 여과하였으며 15 mL용량의 conical tube에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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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준비하였다.

Fig. 4-4 Outlook of UV-VIS spectrometer.

농도별 순수 capsaicin 용액에 대한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 측정 장치는 그림 4-4와 같이 파장이 230 ∼ 1000 ㎚인 UV-VIS

흡광 분광기(Tecan Benelux BVBA, Infinite M1000, Giessen,

Netherlands)를 사용하였다(표 4-2). 7 수준의 순수 capsaicin 용액은 마

이크로 피펫을 사용하여 96 well plates에 옮겨 담았다. 흡광 스펙트럼

측정시 파장 간격은 2 ㎚로 하였으며 전체 측정은 3회 반복하였으며 평

균한 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측정 당시 용액의 온도와 주변 온도는 22

∼ 24℃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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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Specifications

Maker Tecan Benelux

Model Infinite M1000

Wavelength range 230 ~ 1000 ㎚

Measuring mode Absorbance, fluorescence, luminescence

Sampling interval 2.0 ㎚

Wavelength accuracy ±0.3㎚

Light source High energy UV xenon flash lamp

Detectors 4 photodiode, UV and red sensitive PMT

Table 4-2 Specifications of UV-VIS spectrometer (Infinite M1000) and 

setting value

Capsaicin과 methanol이 혼합된 용액의 흡광 스펙트럼에서 미량의

capsaicin 성분에 의한 흡수 스펙트럼만을 획득하고자 할 때 차 스펙트

럼(difference spectrum)에 의한 분석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Smith,

1996). 차 스펙트럼에서 시료(sample)는 capsaicin이 녹아 있는 methanol

용액에서의 흡수 스펙트럼을 말하며 기준(reference)은 제거하고자 하는

성분인 methanol에 대한 흡수 스펙트럼을 지칭한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capsaicin이 녹아있는 methanol 용액에서 methanol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료에서 기준을 빼주면 되는데 농도별로 존재하는 capsaicin

용액에서 methanol 용액과의 스펙트럼 차이를 구하는 것으로서 기준 스

펙트럼의 영향을 완전히 제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시료 스펙트

럼에서 기준 스펙트럼을 빼줄 때 기준 스펙트럼에 상수를 곱한 값을 빼

주는 데 이때 기준 스펙트럼에 곱해주는 상수를 추출 상수(subtraction

factor)라고 하며 이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D = SS– S × RS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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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 : 차 스펙트럼

SS : 시료 스펙트럼

S : 추출 상수

RS : 기준 스펙트럼

식 4-1에서 추출 상수를 변경하게 되면 차 스펙트럼의 흡광도 형상

이 변화하게 된다. 시료 스펙트럼과 기준 스펙트럼의 종류나 농도 차이

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차 스펙트럼 상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시행착

오를 거치게 되며 시료 스펙트럼과 기준 스펙트럼이 동시에 발생되는 지

점에서의 피크가 모두 제거되어 평행한 기준선이 될 때의 상수 값을 차

스펙트럼의 추출 상수로 사용하게 된다.

한편, 순수 capsaicin 분말에 대한 흡광 스펙트럼의 측정은 본 연구

에서 개발한 온라인 고춧가루 스펙트럼 측정장치에 장착된 VNIR 파장

대여의 CCD 분광센서(Korea Spectral Products, SM440, Seoul, Korea)

를 이용하였다. 순수 capsaicin 분말은 직경이 10 ㎜이고 깊이가 6 ㎜으

로 가공된 테프론(teflon) 용기에 담았으며 광이 조사되는 표면을 균일하

게 다듬어서 측정하였다. 순수 capsaicin 용액과의 비교를 위해서 유효

파장대역은 400 ∼ 1000 ㎚으로 동일한 파장대역을 선택하였다.

4.2.3. 온라인 고춧가루 흡광 스펙트럼 측정 장치 구축

4.2.3.1. 개발 필요성

고춧가루 매운맛을 실시간·비파괴적으로 계측하기 위한 기존의

NIRS 장치는 시료에 대한 별도의 화학적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고 짧은

시간 내에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선행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비

파괴적으로 고춧가루의 매운맛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고하였다. 고춧가루

의 매운맛을 측정하기 위한 선행 연구들은 NIR 분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오프라인 상태에서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여기서 오프라인 시스템의 의미는 연속적인 측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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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닌 제한적인 실험실 공간에서 정지 상태의 시료에 대한 흡광 스펙트럼

을 획득하는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곡류를 분쇄하여 제조한 쌀가루, 밀가루, 콩가루 등은 비교적 균일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에 고추를 분쇄하여 제조하는 고춧가루는 서

로 다른 성질의 과피, 종자, 태좌가 서로 혼합되어 있다. 이렇게 불균일

한 조성을 가진 고춧가루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고춧가루 분말이 서로

충분히 혼합되지 않으면 추출되는 부위의 시료에 따라 성분의 차이가 발

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매운맛의 검출과 관련해서 태좌 부위는 그 양

이 미량이지만 매운맛 주성분인 capsaicinoids 함량은 이 부위에 집중되

어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고추의 매운맛 분포는 그림 4-5로 설명될 수 있는데 건조

고추의 각 부위별 무게와 capsaicinoids 함량 비율과의 관계에서 무게 비

율로는 전체 무게의 3.9%에 불과한 태좌가 매운 맛 성분인

capsaicinoids 함량은 무려 전체의 96.9%를 차지하게 된다.

Fig. 4-5 Ratio of weight and capsaicinoids content for each parts of 

dried red-pepper.

이는 소량의 시료를 이용하게 되는 HPLC 분석이나 한 지점만을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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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기존 NIR 분광법은 추출되는 고춧가루 시료의 태좌 위치, 분포

및 포함 유무에 따라 매운맛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따라

서 고춧가루 태좌 위치에 따른 매운맛 편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는 기존 분석 방식에서처럼 소량의 시료 추출이나 한 지점만을 측정하는

방식보다는 여러 지점을 스캔하여 태좌의 분포에 따른 영향을 감소시키

는 것이 매운맛 측정 정확도를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이다.

분말 상태인 고춧가루는 표면의 균일 정도에 따라 산란의 영향으로

반사스펙트럼의 모양이 변화되며 안정적인 스펙트럼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표면을 일정한 상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선행되었던 NIRS

를 이용한 연구들은 안정적인 스펙트럼의 확보를 위해 그림 4-6에서와

같이 시료 용기(sample cup)에 시료를 담고 표면을 균일하게 다듬어 주

는 과정이 요구되었으며 표면을 다듬는 작업은 사용자마다 누름 정도나

표면의 고르기가 다를 수 있다. 일정하지 않은 고춧가루의 다짐 정도나

표균의 균일한 정도는 동일한 시료 내에서도 산란정도가 달라지고 반사

스펙트럼의 모양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균일하게 표면을

형성해주는 장치가 요구된다.

Fig. 4-6 Commercial NIRS systems for capsaicinoids measurement of 

red-pepper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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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VNIR 분광장치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고춧가루 시료의 물리적 특성

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태좌 영향에 따른 매운맛 편차를 감소시키기 위

해 연속적으로 고춧가루 시료를 스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정

적인 스펙트럼을 획득하기 위해서 고춧가루의 표면을 균일화시키는 장치

를 구축하였다.

4.2.4.2. 시스템 구성 및 제작

(1) 구성: 제작된 고춧가루 매운맛 측정기의 개략도는 그림 4-7과

같이 고춧가루 투입부(sample input unit), 고춧가루 표면을 균일하게 성

형해주는 고춧가루 표면 균일화부(sample surface leveler), 이송 컨베이

어(conveyor/ sample transfer unit), 자동 레퍼런스 측정장치(automated

reference measuring unit), 광 조사부(light illumination) 및 검출부

(detector), 광원부(light source), 분광센서부(spectrometer), 배출부

(sample output unit) 및 컴퓨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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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Schematic diagram for the quality measuring system of 

red-pepper powder. 

(2) 분광기: 고춧가루 품질 측정 시스템에 장착되는 VNIR 분광센

서는 그림 4-8과 같은 CCD 분광센서(Korea Spectral Products, SM440,

Seoul, Korea)를 적용했으며 파장대역은 129 ∼ 1135 ㎚이고 슬릿(slit)

크기는 50 ㎛이다. 데이터 인터페이스는 USB(universal serial bus)를 이

용하여 통신하며 광 프로브 연결단자(fiber coupler)는 SMA-905 또는

FC standard로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분광센서에 사용된 CCD linear

image sensor(Toshiba corporation, TCD1304AP, Tokyo, Japan)는 개당

픽셀 크기가 8 ㎛ × 200 ㎛인 3648개의 픽셀로 구성되어 분광센서 내부

에 장착되어 있다(표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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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8 A photo of CCD linear image sensor (a) and spectrometer (b) 

used for spectrum measurement of red-pepper powder.

CCD 분광센서는 외부 온도 변화에 따른 스펙트럼 변화 및 노이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전기적(thermoelectric)으로 냉각 및 가온되는

펠티에 효과(Peltier effect)를 이용한 장치가 내장된 케이스를 제작하여

장착시켰으며 작동 중에는 항상 25℃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Detector
Number of pixels : 3648

Sensing pixel size : 8 ㎛ × 200 ㎛

Computer interface USB 1.1/2.0 16 bit 500 kHz

Slit 50 ㎛

Fiber coupler SMA 905 or FC standard

Spectral rage 129 ∼ 1135 ㎚

Dimensions 142 × 70 × 22 ㎚

Weight 408g

Table 4-3 Specification of CCD spectrometer

(3) 광원 및 반사광 입력장치: 고춧가루 시료에 광을 조사하기 위

해 사용된 광원은 100 W 텅스텐-할로겐(tungsten-halogen) 램프(Korea

Spectral Products, ASBN-W-100F-L)를 사용하였으며 300 ∼ 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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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장대역을 포함하며 출력되는 빛의 밝기는 2,000 lumens이고 램프의 수

명시간(life time)은 2,000 hr이다. 그림 4-9는 시스템 구성에 사용된

CCD linear image sensor의 에너지 반응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4-10은 텅스텐-할로겐 광원을 검은 배경에 조사하였을 때 센서 반응에

대한 상대적인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Fig. 4-9 Spectral response of CCD linear image sensor. 

Fig. 4-10 Spectrometer response of Tungsten-Halogen light source.

그림 4-10에서와 같이 CCD 분광센서는 620(↑), 645(↓), 670(↑),

760(↓), 950(↓), 970(↑) ㎚ 파장대역에서 상향 및 하향 피크의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센서와 광원의 특성이 함께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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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램프에서 출력되는 광을 전달하고 고춧가루 시료로부터 반사되는 광

을 수신하는 역할을 하는 반사 프로브(Korea Spectral Products,

RP060-SMFR-U20-NS-BX)는 그림 4-11와 같이 직경이 600 ㎛이고 길이

가 2 m로서 Y-자형 구조로 된 프로브(bifurcated fiber optic probe)를 사

용하였다.

Fig. 4-11 A photo of bifurcated fiber optic probe used for reflectance 

measurement with VNIR spectrometer.

프로브의 끝단에는 램프에서 전달된 광을 고춧가루에 조사하는 6개

의 광섬유가 원을 중심으로 바깥쪽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프로브 중앙에

는 고춧가루에서 반사되는 광을 수신하여 CCD 분광센서로 전달해주는

광섬유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광 프로브가 전달할 수 있는 파장 범

위는 200 ∼ 1100 ㎚이다.

(4) 자동 레퍼런스 측정장치: 장착된 자동 레퍼런스 측정 장치는

광원의 안정적인 흡광 스펙트럼의 획득 상태와 CCD 분광센서의 이상 유

무를 점검하기 위해 반사도 지수(reflectance factor)가 0.781인 회색 계열

의 기준 패널(Labsphere Inc., SRS-05-020, North Sutton, NH, USA)을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레퍼런스의 동작은 고춧가루의 반사 스펙트럼을 획

득하기 전에 강제적으로 레퍼런스의 측정이 이루어지며 측정된 기준 반사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반사율을 흡광도로 변환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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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레퍼런스 측정 장치는 그림 4-12(a)에서와 같이 고춧가루를 이

송하는 컨베이어 하단에 장착하여 제작하였지만 낙하되는 고춧가루에 의

한 레퍼런스의 오염이 발생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림 4-12(b)에

서와 같이 레퍼런스 측정부 위치를 이송벨트 하단에서 이송벨트 상부로

변경하여 고춧가루 낙하에 의한 레퍼런스 패널의 오염 원인을 사전에 방

지하여 안정적인 기준 스펙트럼을 확보할 수 있었다.

Fig. 4-12 Comparison with bottom (a) and improved top position (b) of 

the automatic reference panel to avoid dusty surface.

(5) 고춧가루 표면 균일화부: 고춧가루와 같은 분말 상태의 시료

는 안정적인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기 위해서 항상 일정한 다짐 정도와

균일한 표면이 성형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료 투입구로 투입되는

고춧가루의 표면을 균일화하기 위해 그림 4-13과 같이 고춧가루가 진행

하는 방향으로 컨베이어 벨트 상단에 좌·우로 관로를 축소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착물과 덮개를 제작하여 장착시켰다. 하지만 이 장치는 고

춧가루의 표면이 균일화되기에는 관로가 비좁았으며 구간도 짧아 외부

표면의 성형이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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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Test for surface formation of red-pepper powder by passing 

through the surface leveler.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림 4-13와 같이 ‘∣∣’ 형상보다는 그림

4-14에서와 같은 ‘∖∕’ 와 같은 역사다리꼴 형상으로 별도의 고춧가루

표면 균일화부를 제작하여 장착하였다. 투입된 고춧가루는 배출구 방향

으로 진행할수록 표면 균일화부의 좁은 관로를 통과하면서 자연스럽게

고춧가루의 밀도가 유지되면서 표면이 균일화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표면 균일화부는 관로 형상에 따른 최적 표면 상태를 확보하기 위해

서 몇 가지 관로를 제작하여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다. 최적의 표면 균일

화부는 그림 4-14에서와 같이 성형 부분의 길이를 (a) 10 cm 에서 (b)

18 cm로 연장함으로써 고춧가루 표면의 갈라짐이나 끊김 현상을 감소시

켜 안정적인 흡광 스펙트럼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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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14 Comparison with before (a) and after improvements (b) of the 

surface leveler for uniformed surface condition of red-pepper powder.

그림 4-15는 이 연구에서 구축한 고춧가루 표면 균일화 장치에 의

해 형성되는 고춧가루의 표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매운

맛, 색상, 단맛의 실시간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서 이송되는 고춧가

루의 표면을 스캔하면서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위해 이 장치를 이용

하였다. 이때 이송되는 컨베이어 벨트의 이송속도는 간이 실험을 통하여

14.3 ㎜/s로 결정하였다.

Fig. 4-15 Surface of red-pepper powder uniformed by the surface 

leve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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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어 소프트웨어: 사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제어 프로그

램의 GUI(graphical user interface)를 그림 4-16과 같이 제작하였으며

매운맛을 표시하는 단위에 있어서 capsaicinoids 함량 표시를 ㎎%(㎎

/100 g), SHU, ppm 등으로 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

며 등급 설정도 사전에 미리 입력하여 설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Fig. 4-16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online quality measuring system 

for red-pepper powder. 

(7) 작동과정: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측정 시스템은 그림 4-17에서

와 같은 측정 과정으로 고춧가루의 주요 품질을 판정하도록 구상하였으

며 먼저 투입구로 공급된 고춧가루는 벨트식 컨베이어로 이송시키고 표

면 균일화 장치에 의해서 고춧가루의 표면을 균일화시키는 단계를 거치

게 된다. 균일화된 고춧가루 표면에 조사된 빛에 의해 측정된 반사 스펙

트럼은 흡광스펙트럼(logR

)으로 변환되어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

량 예측에 사용되며, 그 결과가 화면에 표시되고 고춧가루는 배출구를

통해 배출된다. 그림 4-18은 선정된 CCD 분광센서, 텅스텐-할로겐 램프,

반사 프로브 등을 이용하여 개발한 온라인 고춧가루 스펙트럼 측정 장치

이다.



- 72 -

Fig. 4-17 Operation steps of the online capsaicinoids measurement 

system for red-pepper powder. 

Fig. 4-18 Outlook of the capsaicinoids measurement system for 

red-pepper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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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고춧가루의 품질인자 예측 알고리즘 개발

이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capsaicinoids 함량을 비롯해서 당 함량과

색상을 예측하기 위해 상기 4.2.3에서 구축된 스펙트럼 측정 장치를 이용

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스

펙트럼 전처리 기법을 사용하여 전처리를 수행한 후에 PLSR 방법을 이

용하여 회귀모델을 개발하였다. 최적의 요인을 찾기 위하여 요인수 증가

에 따라 PRESS의 변화를 관찰하여 그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의 요인수

를 최적 요인수(F)로 결정하고 개발한 모델의 예측성능을 검증하기 위하

여 교차검정(cross validation)을 실시하였다.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색상 및 당 함량의 예측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스펙트럼 전처리 기법을 적용하여 PLSR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적용한 스펙트럼 전처리 기법들은 평균값 정규화

(mean normalization), 최대값 정규화(maximum normalization), 범위 정

규화(range normalization), 1차 및 2차 미분(1st & 2nd Savitzky-Golay

derivatives), SNV, 다분산보정(multiplicative scatter correction; MSC),

기준선(baseline) 보정과 평활화(smoothing) 등을 적용하였다. 스펙트럼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 중 가장 최적인 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교정 모델에 대해서는 RC
2 및 SEC, 검증 모델에서는 RV

2 및

SEP, F, bias, RPD 등을 서로 비교하였다. 고춧가루의 품질 예측을 위한

PLSR 모델 개발은 통계 소프트웨어(Camo., Unscrambler v9.2, Oslo,

Norway)를 이용하였다.

4.2.5. 고추 부위별 매운맛 특성 구명

4.2.5.1.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 준비

전술한 바와 같이 고추는 부위에 따라 capsaicinoids 함량에 큰 차이

가 있기 때문에 이를 구명함으로써 동일 시료 내에서 매운맛의 분포, 샘

플링에 따른 매운맛의 차이 등을 예상할 수 있다. VNIR 파장대역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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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부위별 분말의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기 위해서 ‘진미(Jinmi)’ 품

종과 청양(Chungyang) 품종의 건고추 시료를 각각 10 kg을 구입하여

품종별로 과피(pericarp), 태좌(placenta), 종자(seed)의 3 부위로 분리한

후에 부위별로 분쇄하였다. 부위별 분말 시료들의 입자 크기에 따라 변

화되는 흡광 스펙트럼의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그림 4-19의 표준 망체

(Chunggye Industrial MFG, Gunpo, Korea)와 진동식 분리 장치

(Chunggye Industrial MFG, CG-213, Gunpo, Korea)를 이용하여 입도별

로 분리하였다. 입도 분리후 가장 상층에 남아있는 고춧가루의 입도가

0.71 ～ 1.4 ㎜ (Case Ⅲ), 중간층이 0.425 ～ 0.71 ㎜ (Case Ⅱ), 바닥층

이 0.425 ㎜이하 (Case I)가 되도록 표준 망체를 선택하였다.

Fig. 4-19 Sieve shaker used for size particle separation of red-pepper 

powder. 

표 4-4는 ‘진미’ 및 ‘청양’ 건고추를 과피, 종자, 태좌로 나누어 분쇄

한 후 3수준의 입도별로 구분한 것으로서 부위별, 입도별로 색상의 차이

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 75 -

Varieties Parts
Particle size (㎜)

~ 0.425 0.425 ∼ 0.71 0.71 ∼ 1.4 

Jinmi

Pericarp

Seed No samples

Placenta

Chungyang

Pericarp

Seed

Placenta

Table 4-4 Pictures of powder samples divided by each parts of dried 

red-pepper

두 품종 모두 과피는 붉은색, 종자는 노란색을 띄고 있으며 ‘진미’

품종의 태좌는 노란색에 가깝고 ‘청양’ 품종의 태좌는 붉은색에 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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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좌의 색상에서는 서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연

구(오승희, 2011)에서 제시했었던 결과에서와 같이 모든 부위에서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체적인 색상이 진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흡광 스펙트럼의 측정시 흡광 특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4.2.5.2. Capsaicinoids 함량 및 색상 측정

‘진미’ 품종과 ‘청양’ 품종의 건고추를 과피, 종자, 태좌로 분리한 후

분쇄하고 입자 크기별로 3 수준으로 분류하여 18개의 시료를 제조하였

다. 이들 중에서 ‘진미’ 품종에서 입도가 가장 큰 종자 부위의 분말시료

(0.71 ∼ 1.4 mm)는 분쇄과정에서 회수된 양이 적어서 모든 측정 항목에

서는 제외시켰다.

‘진미’ 품종과 ‘청양’ 품종의 과피, 종자, 태좌로 조제된 전체 17개

분말 시료의 표면색도는 Hunter 색차계(Konica Minolta, CR-400W,

Osaka,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ightness)를 나타내는 L값, 적색도

(redness)를 나타내는 a값 및 황색도(yellowness)를 나타내는 b값을 측

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표준색판의 L값은 96.84, a값은 0.05, b값은 1.74

이었다. 고춧가루 시료는 그림 4-20(a)에서와 같이 표면색도 측정용기(내

부 길이 180 ㎜, 내부 폭 27 ㎜, 내부 깊이 8 ㎜)를 별도로 제작하여 입

자 크기별로 용기에 담아서 표면색도 값과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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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20 Red-pepper powder samples (a) and measurement locations  

(b) of surface color and reflectance spectrum.

그림 4-20(b) 와 4-21(a)에서와 같이 색차계를 측정하고자 하는 고춧가

루 표면에 수직으로 하여 표면색도 값을 획득하였으며 색차계는 한 지점

에서 3회 반복 측정하여 시료당 총 9개의 표면색도 값을 측정하였으며

L, a, b 값을 각각 153(17*9)개씩 획득하였다.

Fig. 4-21 Measurement of surface color using colorimeter (a) and VNIR 

spectrometer (b).

4.2.5.3. 색상, capsaicinoids와 스펙트럼과의 상관관계 분석

VNIRS를 이용하여 측정한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에 대한 흡광 스

펙트럼 값과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표면색도 L, a, b 값 및 HPLC

분석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capsaicinoids 함량과의 상관 계수를 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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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a와 Parker(1992)는 상관계수가 0.0 ∼ 0.1은 거의 상관이 없으며,

0.1 ∼ 0.2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 0.2 ∼ 0.4은 보통의 양의 상관관계,

0.4 ∼ 0.6은 비교적 강한 양의 상관관계, 0.6 ∼ 0.8은 강한 양의 관계,

0.8 ∼ 1.0은 매우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획득한 표면색도 L, a, b 값은 R(red), G(green), B(blue)의 색 좌표

값으로 변환하였으며 이들 기본적인 색상 값 외에 또 다른 색상 지수로

L, a, b값의 또 다른 색상 품질인자로서 b/a, G/(G+B)을 추가로 계산하

였다.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에 있어서 색차계를 이용하여 획

득한 색상 정보 값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는 HPLC로

분석된 capsaicinoids 함량이며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s)로는 색

차계로 측정한 L, a, b값을 비롯하여 변환된 색상 값을 다른 색상 정보

로 서로 조합하여 재구성한 독립변수도 모델 개발에 사용하였다.

4.2.6. Capsaicinoids 함량 예측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시료

VNIRS를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에 대한 예측 알

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시료는 표 4-5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2009년에 생산된 일반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 시료는 무게 비율별

로 서로 혼합하여 11개의 매운맛 수준으로 조제하였으며 이를 다시 3수

준의 입도 크기별로 분류하여 총 33개의 시료가 준비되었으며 전국 지

역별 시료는 전국 14개 지역에서 2009년에 생산된 43개 제품을 3수준의

입도 크기별로 분류하여 129개의 시료를 조제하였으며 전국 11개 지역

에서 2010년에 생산된 20개 제품은 입도를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실험

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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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Area1) Year2) Spec3) Sieve4) No.5)

Mixed 

samples
Youngkwang 2009

11 spiciness levels  

of samples by 10% 

mixture increments  

of spicy and 

non-spicy product

3 levels  33

Regional 

samples

Different 14 

domestic areas
2009 43 products 3 levels 129

Different 11 

domestic areas
2010 20 products None 20

1) Area: Production area, 2) Year: Production year, 

3) Spec: specification of samples, 4) Sieve: Sieve separation, 

5) No.: Number of sample.

Table 4-5 Sample sets of red-pepper powder used for prediction of 

capsaicinoids content by VNIRS 

4.2.6.1. 일반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의 혼합 시료

고춧가루 capsaicinoids 함량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매

운맛이 서로 차이가 나는 일반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 시료를 무게

비율별로 서로 혼합하여 시료를 조제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일반 고춧가

루는 전남 영광군에서 2009년도에 생산된 일반 품종의 고춧가루와 ‘청양’

품종의 고춧가루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는 ‘청

양’ 품종은 별도로 품종을 구분하여 고춧가루 제품으로 가공하고 있지

만 대부분의 일반 품종의 고추는 수매시 품종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이때 사용된 두 제품의 고춧가루 시료는 씨를 포함하

고 있으며 함수율 범위는 평균 9 ∼ 10%였다.

일반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의 혼합 비율은 무게 비율(g/g)로

하여 0 ∼ 100%까지 10% 단위로 서로 혼합하여 11수준(일반 고춧가루

: 청양 고춧가루 = 0:100, 10:90, 20:80, 30:70, 40:60, 50:50, 60:40, 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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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0, 90:10, 100:0)으로 혼합하였다. 이렇게 혼합된 시료는 입자 크기에

따른 물리적 특성이 고춧가루 capsaicinoids 함량 예측에 대한 영향을 관

찰하기 위해 입자의 크기에 따라 3수준으로 분리하였다.

우리나라 고춧가루는 사용 용도에 따라 고춧가루의 입자 크기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장 굵은 고춧가루가 분포되어 있는 고춧가루는 김치

를 만들 때 사용되는 김치용(0.71 ～ 1.4 ㎜)으로 판매되고 있다. 또한 김

치용보다 입자 크기가 작은 고춧가루가 분포되어 있는 제품은 양념용

(0.425 ～ 0.71 ㎜)으로 사용되며 가장 고운 분말 형태로 구성되는 고춧

가루는 고추장용(0.425 ㎜이하)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그림 4-19에서와 같이 일반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를

혼합한 시료는 표준 망체와 진동식 분리 장치를 이용하여 혼합된 시료를

입자 크기별로 분리하였다. 11개의 혼합시료는 가장 상단에 있는 표준

망체에서부터 0.425 ㎜ 이하(Case I), 0.425 ∼ 0.71 ㎜ (Case Ⅱ), 그리고

0.71 ～ 1.4 ㎜ (Case Ⅲ)의 순서로 입도 분리를 하였으며 총 33개의 고

춧가루 시료를 준비하였다.

전체 고춧가루 33개 시료에 대해서 450 ∼ 950 ㎚에 해당되는

VNIR 파장대역에서 297개의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였으며 이때 광 노

출시간은 50 ms로 하였으며 60회 평균한 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여기

서 450 ∼ 950 ㎚ 파장대역에서의 총 픽셀 수는 1730개였다.

고춧가루의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전에 모든 고춧가루 시료는 밀

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였으며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전에 시

료의 온도는 실온과 유사한 22 ∼ 24℃ 범위로 하였다. 이는 실제 고춧

가루가 가공되는 현장에서의 고춧가루의 온도에 근접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에 투입 전에는 충

분히 흔들어서 혼합한 후에 VNIR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였다.

4.2.6.2. 전국 생산 지역별 고춧가루 시료

고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는 전국 14개의 농협 및 고추종



- 81 -

합처리장(red-pepper processing center; RPPC)에서 생산된 2009년산 43

개 제품 및 전국 11개 농협에서 2010년산 20개 제품을 구입하여 전국

고춧가루의 생산 지역별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14개 지역은 그림 4-22와 같이 음성(Umsung)농협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괴산(Goesan) 고추조합공동사업법인, 안면도(Anmyeondo) 농

업협동조합, 청양(Chungyang) 농업협동조합, 신태인(Shintaein) 농업협동

조합, 고창(Gochang) 부안 농협, 영광(Youngkwang) 농업협동조합, 영월

(Youngwol) 농협가공사업소, 봉양(Bongyang) 농업협동조합, 남제천

(Namjecheon) 농업협동조합, 영양 고추유통공사(Youngyang RPTC), 영

양(Youngyang) 농업협동조합, 농협 영양(Namyoungyang) 청결고춧가루

가공공장, 남안동(Namandong) 농업협동조합에서 구입하였다. 그림에서

와 같이 고추종합처리장은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에 주로 위치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에 2곳, 전라남도와 강원도에 각각 1곳씩 위치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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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2 Geographic origins of red-pepper powder used in the 

experiments.

2009년산 고춧가루 43개 제품은 입자 크기의 분포에 따라 고추장용,

양념용, 김치용으로 사용되는 고춧가루 입도 수준과 비슷한 분포로 표준

망체와 진동식 분리 장치를 이용하여 각각 0.425 ㎜이하(Case I), 0.425

∼ 0.71 ㎜(Case Ⅱ), 그리고 0.71 ～ 1.4 ㎜(Case Ⅲ)의 3수준으로 분리

하여 총 129개의 시료를 준비하였으며 2010년산 고춧가루 시료 20개 제

품은 별도의 입도 분리 없이 바로 사용하여 총 149개의 전국 생산 고춧

가루 시료를 준비하였다.

표 4-6은 14개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43종의 고춧가루 제

품의 포장 외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제품별로 포장지에는 각각의 가공공

장에서 매운 정도에 따라서 정한 매운맛 등급이 표시되어 있다. 표시된

매운맛 등급은 순한맛(mildly hot), 보통맛(medium hot), 매운맛(very

hot), 아주 매운맛(extremely hot)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되어 있었으며

또한 동일한 매운맛 등급이라도 태양으로 건조된 고추를 가공하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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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고춧가루나 고추씨 함량이 일반 제품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게 포

함된 고춧가루 제품은 타 제품과 차별화하여 골드(gold)로 추가 표기하

여 판매되는 제품들도 있었다.

고춧가루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전에 모든 고춧가루 시료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였으며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전에 시료

의 온도는 실온과 유사한 22 ∼ 24℃ 범위로 하였다.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에 투입하기 전에 충분히 흔들어서 혼합한 후에 VNIR

흡광도를 획득하였다. 이때 사용된 전국 시료의 고춧가루의 함수율 범위

는 평균 9 ∼ 11%였다.

전체 고춧가루 149개 시료에 대해서 450 ∼ 950 ㎚에 해당되는

VNIR 파장대역에서 4153개의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였으며 이때 광

노출시간은 50 ms로 하였으며 60회 평균한 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450

∼ 950 ㎚ 파장대역에서의 총 픽셀 수는 1730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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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msung b. Gosean

c. Anmyeondo d. Cheongyang

e. Shintaein f. Gochang g. Youngkwang

h. Youngwol i. Bongyang

j. Namjecheon k. Youngyang RPTC

l. Youngyang m. Namyoungyang n. Namandong

Table 4-6 Packaging appearance of red-pepper powder products 

produced in each area 

4.2.6.3. 매운맛 등급 판정용 괴산 고춧가루 시료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의 매운맛 예측 성능시험을 위해

서 사용된 시료는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괴산지역에서 생산된 고춧

가루 제품을 사용하였다. 년도별 제품 수량은 2010년산은 12개, 2011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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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개, 2012년산은 13개, 2013년산은 37개로서 총 63개의 제품이 사용되

었다. 전체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HPLC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capsaicinoids 함량은 13.45 ∼ 159.48 ㎎/100 g의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으며 전체 평균은 43.67 ㎎/100 g이었다.

전체 63개 시료 중에서 44개 시료는 고춧가루 매운맛 예측을 위한

PLSR 모델 개발에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013년산 19개 제품은 미지의

시료로서 모델 검증에 사용하였다. 전체 시료들은 측정 일자를 변경하면

서 3차례에 걸쳐 반복 측정하였다. 고춧가루의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

기 전에 모든 고춧가루 시료는 밀폐된 상태에서 냉장 보관하였으며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전에 시료의 온도는 실온과 유사한 22 ∼ 24℃ 범

위로 하였다. 측정 전에는 시료가 균일하게 혼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흔

들어서 혼합한 후에 VNIR 흡광도를 획득하였다. 이때 사용된 고춧가루

의 함수율 범위는 평균 9 ∼ 11%였다.

전체 고춧가루 63개 시료에 대해서 450 ∼ 950 ㎚에 해당되는

VNIR 파장대역에서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였으며 이때 광 노출시간은

50 ms로 하였으며 60회 평균한 스펙트럼을 사용하였다. 450 ∼ 950 ㎚

파장대역에서의 총 픽셀 수는 1730개였으며 파장 간격은 step 수를 5로

설정하여 최종 픽셀 수가 346개인 스펙트럼으로 PLSR 모델 개발에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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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결과 및 고찰

4.3.1. 시료의 capsaicinoids 함량 측정과 관계되는 인자

4.3.1.1. HPLC 표준시료의 검량선 및 측정값 재현성

그림 4-23은 6개의 농도별로 조제된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

표준 시료에 대해서 그래프 면적비(area ratio)를 이용하여 각각의 검량

선(calibration curve)을 작성한 것이다. 그림 4-24에서와 같이 capsaicin

및 dihydrocapsaicin의 직선성은 결정계수(R2)가 1로서 정확하게 일치되

었으며 직선에 대한 선형식은 각각 y(peak area) = 0.084 ×

x(concentration) - 0.0396 및 y = 0.0837x + 0.0409였다.

Fig. 4-23 Peak graphs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capsaicin and 

dihydrocapsaicin standar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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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Calibration curve of capsaicin (a) and dihydrocapsaicin (b) 

standard solution.

Capsaicinoids 함량 측정을 위해 사용된 모든 고춧가루는 시료를 채

취하기 전에 충분히 혼합하였으며 한 제품에서 1 g씩 3점을 채취하였다.

3점의 시료에 대해서 추출액을 각각 3개씩 준비하여 HPLC 정량은 총

9회를 실시하였으며 이 값들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4-5에서와 같이 고춧가루에서 가장 소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태좌 부위는 capsaicinoids 함량은 가장 많기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HPLC 분석 시에도 해당 고춧가루 시료가 균일하게 혼합되지 않거나

추출되는 위치에서 태좌의 양에 좌우되어 HPLC 분석 값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렇듯 HPLC를 이용한 capsaicinoids 함량 측정에 있어서 고춧

가루 내에 존재하는 태좌의 분포에 따른 측정값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시료의 채취 및 분석 횟수를 증가시켜 오차를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표

4-5는 총 9회의 HPLC 정량을 실시한 고춧가루 시료 1개에 대한 결과로

서 capsaicin 함량의 표준 오차는 ±0.35 ㎎/100 g, dihydrocapsaicin 함량

의 표준오차는 ±0.36 ㎎/100 g이었으며 전체 capsaicinoids 함량은 ±0.64

㎎/100 g으로 정확성과 반복에 대한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고춧가루 시료들은 표 4-7에서와 같이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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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 값들 사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이는 대부분의

제품이 1 kg 미만의 소포장 단위이기에 시료 채취 전에 충분한 혼합을

실시함으로써 편차를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1 red-pepper powder product

CAP DHC TotalSampling 

locations
Repetition

1

1 17.96 7.68 25.64

2 18.02 7.47 25.49

3 17.90 7.65 25.55

2

1 18.88 8.04 26.92

2 18.66 8.13 26.79

3 18.62 8.47 27.09

3

1 18.55 7.44 25.99

2 18.36 7.62 25.98

3 18.20 7.45 25.65

Average 18.35 7.77 26.12 

Standard deviation ±0.35 ±0.36 ±0.64 

Table 4-7 Repetitiveness in capsaicinoids content measurement of red 

pepper powder with HPLC (CAP: capsaicin, DHC: dihydrocapsaicin, 

Total: capsaicinoids)

(Unit : ㎎/100 g)

하지만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는 ‘청양’ 고추 등과 같은 일부 매운

품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품종들은 품종 구분 없이 서로 혼합하여 조제

하고 있으며 capsaicinoids 정량을 위한 HPLC 분석에 있어서 다수의 시

료를 추출해서 분석에 사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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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oids 함량 측정을 위해 가장 정확한 방법인 HPLC 분석법

에 있어서도 매운 맛이 집중되어 있는 태좌 부위의 영향으로 인한 고춧

가루 분말 시료의 특성으로 동일 시료 내에서도 큰 편차가 발생할 수 있

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연구논문에서는 표 4-6에서와 같이 동일

제품 내에서는 대부분의 추출된 시료 간에는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았다.

4.3.1.2. 샘플링에 따른 편차

일부 고춧가루 시료들 중에서 표 4-8에서와 같이 동일 시료에 대한

9회의 측정값들 사이에서 큰 편차를 보이는 시료 10개에 대한 사례를 보

여주고 있다. 여기서 10개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HPLC 결과 값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각각의 시료에서 총 9회의 HPLC 분석이 이루어졌으

며 각 시료별로 최소 및 최대 capsaicinoids 함량 결과 값과 최대

capsaicinoids 함량 값에서 최소 capsaicinoids 함량과의 차를 계산하였

다. 7번 시료의 경우에는 9회의 측정값들 사이에서 그 차이가 36.57 ㎎

/100 g의 큰 편차가 발생했으며 이것은 HPLC 분석 기기의 오차보다는

고춧가루 분말 시료에서 태좌의 영향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capsaicinoids 함량이 높은 시료에서 이러한 불균일 현상이 자

주 발견되었으며 이는 매운 고추일수록 태좌의 capsaicinoids 함량도 높

아 HPLC 분석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고춧가루 시료에서 정확한 capsaicinoids 함량 측정을 위해서

는 분석 전에 시료를 충분히 혼합하고 다양한 지점에서 시료를 추출하여

HPLC로 정량하는 것이 매운맛에 대한 편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 90 -

Red-pepper 

powder 

samples

Capsaicinoids content (㎎/100 g)

Min1) Max2)
Max2) - 

Min1)
Average STD3)

1 29.25 36.26 7.01 32.43 2.85

2 28.27 34.36 6.09 32.05 2.68

3 69.30 90.89 21.60 78.60 8.91

4 99.30 109.65 10.35 105.49 4.07

5 133.86 158.46 24.60 146.12 9.66

6 140.21 157.13 16.92 147.15 6.25

7 123.74 160.31 36.57 147.91 14.98

8 154.15 169.50 15.35 161.68 5.53

9 158.54 173.88 15.34 165.26 4.90

10 157.82 176.48 18.66 167.37 7.07

1) Minimum value, 2) Maximum value, 3) Standard deviation

Table 4-8 Results of nine repetitiveness by HPLC analysis for 

capsaicinoids content measurement of 10 red-pepper powder samples

4.3.1.3. 고추 부위별 capsaicinoids 함량

10 kg씩 준비된 ‘진미’ 품종 및 ‘청양’ 품종의 건고추 시료는 가위,

조각칼 등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과피, 종자, 태좌를 분리하

였으며 그림 4-25에서와 같이 비가식부(non-edible part)인 꽃받침

(calyx)과 꼭지(stem)는 분리 작업을 하기 전에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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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Cross-section structure and main parts of red-pepper.

표 4-9는 가식부(edible part)에 해당되는 과피, 종자, 태좌의 전체

무게에 대한 각각의 무게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진미’ 품종의 건고추

가식부는 전체 10 kg에서 꼭지와 꽃받침 등을 제거하고 총 8761.6 g이

회수되어 87.6%의 회수율로 조사되었다. 가식부 8761.6 g중에서 과피가

6089.8 g(69.5%)로서 가장 많은 무게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종자는

2332.7 g(26.6%), 태좌는 339.1 g(3.9%)의 비율로 분포하고 있었다.

‘청양’ 품종의 경우에는 꼭지와 꽃받침을 제외하고 총 8916.7 g이 회

수되어 89.2%의 회수율을 나타내었으며 가식부 8916.7 g중에서 과피가

5706.9 g(64%), 종자가 2793.0 g(31.3%), 태좌가 416.0 g(4.7%)를 차지하

였다. 과육의 크기가 작은 ‘청양’ 품종의 건고추는 종자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진미’ 품종보다 적고 과피와 태좌 무게 비율은 ‘진미’ 품종보다 높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Varieties Jinmi Chungyang

Part Weight (g) Ratio (%) weight (g) Ratio (%)

Pericarp 6089.8 69.5 5706.9 64.0

Seed 2332.7 26.6 2793.9 31.3

Placenta 339.1 3.9 416.0 4.7

Total 8761.6 100 8916.7 100

Table 4-9 Weight ratio of each parts for 'Jinmi’ and ‘Chungyang’ 

red-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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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은 ‘진미’ 품종 및 ‘청양’ 품종의 과피, 종자, 태좌 분말시료를

3 수준의 입도 크기로 분쇄하여 HPLC로 측정한 capsaicinoids 함량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와 같이 ‘진미’ 품종의 0.71 ∼ 1.4 ㎜ 입자

크기에 해당되는 분쇄된 종자 시료는 소량으로서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진미’ 품종의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의 비율은 평균 7.3 : 2.7로 분

석되었으며 ‘청양’ 품종은 6.5 : 3.5의 비율로서 매운맛 함량이 높은 ‘청

양’ 고추의 경우 dihydrocapsaicin 함량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을 합한 capsaicinoids 함량은 기존 선행 연

구에서와 같이 두 품종 모두 입도에 상관없이 태좌에서 가장 높게 측정

되었으며 ‘진미’ 품종의 경우는 과피가 종자보다 capsaicinoids 함량이 높

았지만 ‘청양’ 품종의 경우에는 종자가 과피보다 더 높게 측정되었다.

Particle 

size

Varieties Jinmi Chungyang

Part Pericarp Seed Placenta Pericarp Seed Placenta

Case Ⅰ

CAP 9.84 4.40 290.68 195.38 121.39 3091.40　

DHC 3.38 1.56 115.51 53.88 35.91 920.51

Total 13.22 5.95 406.19 249.26 157.30 4011.90　

Case Ⅱ

CAP 5.64 4.15 252.01 52.33 97.45 1991.43

DHC 1.73 1.34 105.88 13.57 27.86 595.70

Total 7.37 5.48　 357.88 65.90 125.31 2587.13

Case Ⅲ

CAP 2.05 - 207.04 19.09 38.58 1541.23

DHC 0.88 - 102.70 5.64 11.40 436.99

Total 2.93 - 309.74 24.73 49.98　1888.22　

Table 4-10 Results of capsaicinoids content in each parts of red-pepper 

powder (CAP: capsaicin, DHC: dihydrocapsaicin, Total: capsaicinoids)

 (Unit: ㎎/1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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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품종의 고추 모두 태좌의 capsaicinoids 함량은 과피나 종자 부위

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았으며 입도별로 차이는 있지만 ‘진미’ 품종의 태

좌 분말의 capsaicinoids 함량은 평균적으로 과피에 64배이고 종자에는

69배 높았으며 ‘청양’ 품종의 경우에는 과피에 28배, 종자에는 45배 정도

로 높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고춧가루 시료내에서 태좌는 매운맛을 결정

짓는 주요한 부위이며 이 태좌가 분포되어 있는 위치에 따라

capsaicinoids 함량 측정값의 변화가 크고 매운 정도도 큰 차이가 발생하

게 된다(신현희 등, 1991). 입도별로는 가장 입자의 크기가 작은 Case I

(0.425 ㎜ 이하)에 해당되는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의 capsaicinoids 함량

이 가장 높았으며 입자가 커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과피, 종자, 태좌로 분리하지 않은 ‘진미’ 품종의 건고추로 가공된 고

춧가루의 평균 capsaicinoids 함량은 51.88 ㎎/100 g 이고 ‘청양’ 고춧가

루는 159.82 ㎎/100 g 으로 측정되었지만 태좌 부위만의 capsaicinoids

함량은 각각 최대 406.19 ㎎/100 g 및 4011.9 ㎎/100 g 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두 품종 간에는 ‘청양’ 고추 태좌의 capsaicinoids

함량은 ‘진미’ 고추보다 10 배 가까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두 품종의 고추 부위별 실험결과에서와 같이 고추에서 가장 작은 부

위를 차지하고 있는 태좌는 품종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과피나 종자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capsaicinoids 함량을 함유하고 있었다.

4.3.1.4. 고춧가루 혼합비 및 입도에 따른 capsaicinoids 함량

표 4-11은 일반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를 무게 비율별로 혼합

한 11개 시료를 다시 입자의 크기별로 3수준(Case I: 0.425 ㎜이하, Case

Ⅱ: 0.425 ∼0.71 ㎜, Case Ⅲ: 0.71 ∼ 1.4 ㎜)으로 분리하여 전체 33개

시료에 대한 capsaicin 및 dihydrocapsaicin 값을 HPLC로 분석한 결과이

다.

전체 capsaicinoids 함량은 capsaicin 값과 dihydrocapsaicin 값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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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값으로 나타내었으며 capsaicin 함량은 전체 capsaicinoids 함량의 68

∼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가 dihydrocapsaicin으로 구성되어 있

었다. 전체 33개 시료에서 capsaicinoids 함량이 가장 적은 고춧가루는

입자의 크기가 가장 큰 고춧가루로 구성된 Case Ⅲ의 일반 고춧가루

100%의 시료로서 17.42 ㎎/100 g였으며 가장 입자의 크기가 작은 Case

I의 ‘청양’ 고춧가루 100%의 시료가 172.62 ㎎/100 g으로 일반 고춧가루

에 비교해서 약 10배 정도의 capsaicinoids 함량을 포함하고 있었다.

Mixture rate,%

(non-spicy : 

spicy)

Case I Case Ⅱ  Case Ⅲ

CAP DHC Total a CAP DHC Total CAP DHC Total

  100 : 0 15.85 8.97  24.82  13.10 10.78  23.88  8.62 8.80  17.42  

90 : 10 24.23  11.76 35.99 20.87  13.63 34.50 14.62  10.75 25.37 

80 : 20 33.60  14.06 47.65 28.93  15.35 44.29 22.90  13.55 36.45 

70 : 30 45.87  18.24 64.10 38.95  18.50 57.45 30.10  15.70 45.80 

60 : 40 62.00  26.39 88.39 48.72  21.64 70.36 36.72  17.60 54.32 

50 : 50 69.19  28.79 97.98 65.09  25.82 90.91 46.09  20.50 66.60 

40 : 60 82.12  31.17 113.29 71.67  28.08 99.75 53.47  23.47 76.93 

30 : 70 91.78  35.74 127.52 82.42  30.14 112.55 61.17  25.42 86.59 

20 : 80 102.47  40.76 143.23 94.51  31.74 126.25 71.68  27.87 99.55 

10 : 90 113.03  44.51 157.54 101.24  35.10 136.34 78.99  29.77 108.76 

     0 : 100 124.27  48.35 172.62 110.72  37.04 147.76 89.32  32.47 121.79 

Table 4-11 Capsaicinoids contents of red-pepper powders according to 

mixture ratio of spicy and non-spicy peppers and particle size (CAP: 

capsaicin, DHC: dihydrocapsaicin, Total: capsaicinoids)

(Unit : ㎎/100 g)



- 95 -

특히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capsaicinoids 함량은 일조량, 강수량, 토

양 특성, 시비량 및 재배 방식 등에 따라 매운 맛 성분인 capsaicin의 함

량이 크게 차이 나게 된다(최선미 등, 2000; 박수민, 2011; 이성응 등

2013). 본 실험에서 사용된 전남 영광지역에서 생산된 ‘청양’ 고춧가루

100%의 capsaicinoids 함량은 172.62 ㎎/100 g인 반면에 최선미 등(2000)

이 경기도 지역에서 생산된 ‘청양’ 고춧가루를 HPLC로 분석한 결과에서

는 126.1 ㎎/100 g이었고 충북 괴산에서 생산된 ‘청양’ 고춧가루를

GC-MS로 분석한 유종옥 등(2009)은 평균 186.80 ㎎/100 g 으로 보고하

였으며 황인국 등(2011)은 전국 11개 지역에서 생산된 ‘청양’ 고추의

capsaicinoids 함량이 200 ㎎/100 g 이상으로 보고하여 동일 품종이라도

지역별로 큰 편차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청양’ 고춧가루의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 함량

비율은 일반 고춧가루와 비교할 때 월등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강유리, 2013) 본 실험에서도 Case Ⅱ의 경우에 capsaicin/dihydrocapsaicin

함량 비율이 3배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가 동일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고

춧가루에서는 전체적으로 고운 고춧가루가 분포하고 있는 Case I의 시료

들이 굵은 고춧가루가 분포하고 있는 Case Ⅲ의 시료들과 비교할 때

capsaicinoids 함량이 1.4배 정도 높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그림 4-26의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선미

등(1998)이 입도를 달리한 매운맛 성분 변화에 관한 연구에서도 밝힌 바

와 같이 가장 많은 capsaicinoids 함량을 포함하고 있는 태좌 부분의 조

직이 과피나 종자와 같은 다른 부위의 조직보다 덜 단단하기 때문에 분

쇄 과정에서 더 잘게 부서져서 작은 크기로 존재하게 되고 그림 4-19를

이용한 입도 분리 과정에서 가장 입도가 작은 Case I (0.425 ㎜ 이하)에

존재하게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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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6 Correlation between mixture ratio of red-pepper powder and 

capsaicinoids content as measured by HPLC (Case I: below 0.425 ㎜, 

Case Ⅱ: 0.425 ∼ 0.71 ㎜, Case Ⅲ: 0.71 ∼ 1.4 ㎜). 

4.3.2. VNIR 대역에서의 순수 capsaicin의 흡광 및 흡수 파장

그림 4-27은 농도별로 혼합한 순수 capsaicin 용액에 대한 흡광 스

펙트럼으로서 3차례 반복하여 측정한 데이터를 평균하여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자외선 파장대역에 포함되는 350 ㎚이하의 구간 중에서

특히 290 ㎚ 부근에서 흡수가 강하게 발생되고 있다. 그림 4-27(b)의 확

대된 그림에서 capsaicin 함량이 높은 methanol 용액일수록 최대 흡광

도가 발생되는 280 ㎚ 파장대역에서 장파장 쪽으로 흡광이 더욱 지속된

후에 감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농도별 capsaicin 용액이 UV 파

장대역에서 정량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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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27 (a) Absorbance spectra of methanol and capsaicin solutions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 (b) Enlarged spectra in the wavelength 

range from 284 ㎚ to 315 ㎚.

그림 4-28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VNIR(400 ∼ 1000 ㎚) 대

역에서 capsaicin의 흡광 스펙트럼이다. UV 대역에 비해 전체적으로 흡

광도가 미약하지만 750 ㎚이후의 근적외선 파장대역 부근에서 758(↑),

818(↑), 850(↓), 878(↑), 886(↓), 918(↑), 950(↓), 996(↑) nm 밴드에

서 상향 피크(peak)와 하향 피크(valley)가 관찰되고 있다. 여기서 관찰

된 피크들은 순수 capsaicin 용액에 대한 흡수 피크보다는 용매로 사용

된 methanol에 대한 흡수 피크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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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8 Absorbance spectra of methanol and capsaicin solutions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 wavelength range from 400 ㎚ to 1000 ㎚. 

그림 4-29는 용매의 영향을 배제시키기 위해 그림 4-28의 스펙트

럼에서 순수 methanol의 흡광스펙트럼을 뺀 스펙트럼이며, 그림 4-30과

표 4-12는 capsaicin 분자에 포함되어 있는 작용기들의 배음대역에 해당

하는 파장대역을 나타낸다. 그림 4-29와 같은 차 스펙트럼을 구할 때 미

량의 capsaicin이 용해되어 있는 용액을 대상으로 측정한 스펙트럼에서

100% 용매에 해당하는 스펙트럼 값을 뺄 경우 미량 포함되어 있는 용질

에 기인하는 스펙트럼 값이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차 스펙트럼

을 계산할 때 식 4-1에서와 같이 기준 스펙트럼에 추출 상수(scaling

factor)를 곱한 후에 보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림 4-29은 추출 상수를

0.90을 적용하여 계산한 차 스펙트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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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9 Absorbance spectra of capsaicin solutions having different 

concentrations obtained from Fig. 29 with scale factor 0.90.

OH

OH

CH NH

CH

Fig. 4-30 Overtones of functional groups related to capsaicin molecular 

between 700 to 10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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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velength (㎚)
Related  overtone or 

combination

Related 

structure
Reference 

738 O-H 3rd overtone ROH Osborne (1993)

746 C-H 4th overtone CH2 Osborne (1993)

762 C-H 4th overtone CH2 Osborne (1993)

825 N-H 3rd overtone Amine N-H Craig (1997)

901 C-H 3rd overtone CH Osborne (1993)

913 C-H 3rd overtone CH2 Osborne (1993)

938 C-H 3rd overtone CH2 Osborne (1993)

Table 4-12 Overtone or combination wavelengths related to functional 

groups in capsaicin molecular

그림 4-29에서 760, 818, 878, 918 ㎚ 대역에서 상향 피크들이 관찰

되며, 이 파장대역은 그림 4-30 및 표 4-12에서와 같이 capsaicin의 분자

구조와 관련 있는 O-H, C-H, N-H 및 C=O의 3차 또는 4차 배음대와

일부는 일치하는 것으로 유력한 capsaicin 흡수 피크로 추정된다. 하지만

capsaicin과 methanol의 경우 주요 성분인 methyl기와 O-H기로 인해 흡

수 파장대가 겹침으로 인해 다른 성분에 의한 흡수 파장들의 대부분의

봉우리들이 겹쳐지므로 스펙트럼에서 특징적인 흡수 피크는 관찰하기 어

렵다. 특히 본 실험에서와 같이 10000 ppm 으로 상대적으로 capsaicin

농도가 높은 methanol 용액에서도 흡수 봉우리가 거의 중복되는 스펙트

럼이 많아 확실히 구분되는 형태의 피크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미량인 capsaicin의 농도에서는 더욱 흡수가 적으므로 스펙트럼에서 뚜

렷한 형태의 피크는 나타나지 않게 된다.

중첩되거나 산란에 의해서 흡광도가 미약해져서 보이지 않은 흡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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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적절한 스펙트럼 전처리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

서는 1차 미분을 적용하여 capsaicin 흡수 피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순

수 capsaicin 분말의 흡광 스펙트럼은 smoothing point를 11로 한 1차

미분(Savitzky-Golay derivatives)을 적용하였으며 5000 ppm 농도의

capsaicin 용액에 대해서는 smoothing point를 5로 한 1차 미분을 적용

하였으며 그 결과 그림 4-31과 같다. 이 그림에서 기울기가 0이면서 양

에서 음으로 변하는 지점이 흡광피크가 된다. 이들 점들 중에서 상대적

으로 봉우리가 큰 파장 영역을 열거하면 870, 895, 898, 938, 954, 970,

985 nm와 같다.

Fig. 4-31 The 1st derivatives of absorbance spectra of capsaicin 

solution and powder between 700 to 100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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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온라인 품질인자 측정 시스템의 적정 작동 조건

4.3.3.1. 광 조사 높이에 따른 흡광 스펙트럼의 변화

그림 4-32는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의 광 조사부, 레퍼

런스 패널, 고춧가루 시료 및 컨베이어 벨트 위치에 대한 설정 위치를

표시한 것으로서 광 포화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의 반사도 세기와 안

정적인 신호가 획득될 때의 거리를 찾고자 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probe 끝단에서 조사되는 광은 12.7°의 분산각(divergence angle)을 가지

고 레퍼런스 패널, 고춧가루 시료 및 컨베이어 벨트에 조사하게 된다.

Fig. 4-32 P1: End of optic probe to reference panel surface, P2: End 

of optic probe to red-pepper powder surface, P3: End of optic probe 

to conveyor belt surface.

그림 4-32와 4-33에서 P1은 probe 끝단에서 레퍼런스 패널 표면까

지의 거리와 그 위치에서의 광 조사 면적, P2는 probe 끝단에서 고춧가

루 표면까지의 거리와 그 위치에서 광 조사 면적, P3는 probe 끝단에서

컨베이어 벨트 바닥 표면까지의 거리(㎜)와 그 위치에서의 광 조사 면적

(㎟)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4-33에서와 같이 광이 조사되는 probe 끝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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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관측 범위(FOV; Field of View)의 면적은 증

가하지만 반사도의 세기는 약해지게 된다. 즉, 광 probe가 고춧가루에 근

접할수록 광량과 반사 스펙트럼의 세기는 증가되지만 광이 고춧가루 표

면에 조사되는 FOV(field of view)는 감소하게 된다.

Fig. 4-33 Light illumination shape at surface of reference panel (P1), 

red-pepper powder (P2), and conveyor belt (P3).

레퍼런스 패널에 광이 조사되고 반사되는 표 4-13은 레퍼런스 패널

에서 최대 반사도를 획득하기 위한 요인실험 결과로서 높이 조절이 가능

한 광 probe의 높낮이를 조절하면서 광 probe 끝단에서 P1, P2, P3 위치

까지의 거리 및 그 위치에서 조사되는 광 조사 면적(FOV)을 계산하였

다. 이때 획득한 레퍼런스 패널에 대한 반사 스펙트럼은 그림 4-34와 같

으며 H1 및 H2 위치에서는 그래프에서와 같이 광 포화가 일어났으며

H4 및 H5의 위치에서는 너무 낮은 반사도가 측정되었다. H3를 최적의

지점으로 선택했으며 그림 4-35와 같이 광 probe 끝단에서 레퍼런스 표

면까지의 거리는 6 ㎜, FOV 면적은 18.1 ㎟였으며 660 ㎚에서 확인된

최대 반사도 세기(intensity)는 약 52,800 (counts)으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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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e positions
Distance to 

probe end
FOV (㎟) Distances (㎜)

 Peak 

intensity

H1

P1 4.9 2 

65,538P2 56.7 25 

P3 122.7 34 

H2

P1 5.7 4 

65,500P2 72.4 27 

P3 149.6 36 

H3

P1 18.1 6 

52,800P2 102.1 29 

P3 153.9 38 

H4

P1 22.1 9 

28,330P2 128.7 32 

P3 193.6 41 

H5

P1 28.3 12 

17,050P2 143.1 35 

P3 219.0 42 

Table 4-13 Different peak intensities and FOV area depending on probe 

position of quality factor measurement system for red pepper powder

Fig. 4-34 Change in intensity energy intensity of red-pepper 

powder due to different probe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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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 Field of view of the bifurcated fiber optic probe.

4.3.3.2. 고춧가루 분말 시료의 유효 흡광 스펙트럼 검출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대상 영역은 그림 4-36과 같이 시료의

성형상태에 따라 3영역(region)으로 나눌 수 있으며 첫 번째 영역(R-1)

은 표면이 균일화된 고춧가루 표면이 통과하는 영역이고 두 번째 영역

(R-2)는 고춧가루 표면이 균일하게 형성되기 전(before)과 후(after) 시점

에 고춧가루의 표면이 불완전하게 성형되는 영역이고 세 번째 영역

(R-3)는 고춧가루가 없이 컨베이어 벨트의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는

영역이다.

그림 4-38은 R-1, R-2 및 R-3에 대한 흡광 스펙트럼을 도시한 것

으로서 균일화된 고춧가루 표면(R-1)의 흡광 스펙트럼은 500 ㎚에서의

흡광도 세기가 1로서 높게 획득되었으며 컨베이어 벨트(R-3)에 대한 흡

광 스펙트럼은 0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즉 고춧가루는 컨베이어 벨

트와 비교해서 많은 광을 흡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정 파장대역에서의

흡광도 세기 차이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컨베이어 벨트의 스펙트럼을 품

질 예측 알고리즘 개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때 적용된 threshold 값은

500 ㎚ 대역에서 흡광도 비(ratio)가 0.5 이하의 흡광 스펙트럼은 유효

스펙트럼에서 제외시켰다. 하지만 그림 4-37에서와 같이 고춧가루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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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이 불규칙하게 성형되는 영역(R-2)에서의 스펙트럼은 균일한 표면의

스펙트럼과 유사하게 측정되어 비(ratio)를 이용하여 제외시키기에는 어

렵기에 추가적으로 스펙트럼을 필터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적용하였

다.

Fig. 4-36 Schematic view of the condition for absorbance spectra  

acquisition.

먼저 그림 4-37에서와 같이 R-1 영역과 R-2 영역에서 순차적으로

획득된 전체 스펙트럼 중에서 전반부 및 후반부의 R-2 영역에서 측정된

흡광 스펙트럼으로 의심되는 스펙트럼을 사전에 설정하여 제외시키는 것

이다. R-2 영역에서는 0 ∼ 2회 정도의 스펙트럼이 측정되기 때문에 최

대 획득된 전체 스펙트럼에서 전반부와 후반부의 스펙트럼 2개씩을 삭제

하여 알고리즘 개발에 사용하였다.

다음으로는 R-1 영역에서 획득한 스펙트럼 중에서 고춧가루의 표면

이 갈라지거나 끊긴 경우에는 정상적인 스펙트럼과 다른 흡광도 세기를

나타내게 되며 프로그램에서는 전체 정상적인 스펙트럼의 평균값과 비교

해서 설정해놓은 값보다 높거나 작게 되면 그 스펙트럼을 선택하여 제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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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7 Spectrum shapes measured from even or uneven surface of red 

pepper powder and from belt surface. 

4.3.4. 색상 값을 이용한 capsaicinoids 함량 예측 모델 개발

4.3.4.1. Capsaicinoids 함량과 색상 값의 상관관계

표 4-14는 ‘진미’와 ‘청양’ 품종의 과피, 종자, 태좌 분말 시료에 대해

서 색차계로 측정된 표면색도 L, a, b 값을 비롯해서 R, G, B, b/a,

G/(G+B) 값과 HPLC를 이용해서 측정된 capsaicinoids 함량과의 상관관

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와 같이 ‘진미’ 고추는 과피, 종자, 태좌 부위

의 L, a, b값과 capsaicinoids 함량의 상관계수에서 대부분 높게 나타났

으며 태좌에서의 a 값이 0.68로 가장 작은 값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청

양’ 고추에서도 대부분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지만 종자에서의 L 및

a 값은 capsaicinoids 함량과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색상 정보를 이용하여 capsaicinoids의 함량 예측이 가능하며 과피, 종자,

태좌의 혼합비에 따라 예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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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eties Jinmi Chungyang

Part Pericarp Seed Placenta Pericarp Seed Placenta

Color 

values

L 0.98 0.98 0.87 0.96 -0.18 0.66

a 0.98 -0.95 0.68 0.99 0.04 0.92

b 0.99 0.87 0.93 0.99 0.93 0.78

R 0.99 0.96 0.90 0.98 0.39 0.83

G 0.92 0.98 0.86 0.90 -0.21 0.72

B -0.69 0.98 0.68 -0.98 -0.76 -0.86

b/a -0.07 0.99 0.71 0.88 0.37 0.41

G/(G+B) 0.99 -0.83 0.87 0.99 0.83 0.86

Table 4-14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olor values and 

capsaicinoids content measured from powder of each part of dried 

red-pepper

4.3.4.2. Capsaicinoids 함량 예측을 위한 다중회귀모델 개발

고춧가루의 색상정보를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의 예측 가능성

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법을 적용하였다. 사용된 고춧가루 시료

는 괴산에서 생산된 58개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이중에서 29개는 다중회

귀모델 개발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9개는 개발된 모델을 검증하

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모델 개발에 앞서서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

량과 측정된 색상 값들 사이의 Pearson 상관관계를 구한 결과 표 4-15

의 첫 번째 열에서와 같이 capsaicinoids 함량과 측정된 색상 값들 사이

에는 대부분 음(-)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a 및 R 값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색상 값들 사이의 다중공선성은 표 4-15에서와 같이 색상

값 L, a, b사이에는 공선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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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 L a b R G B

Pearson 

correlation

CAP 1.000

L -0.619 1.000

a -0.786 0.759 1.000

b -0.497 0.860 0.824 1.000

R -0.723 0.956 0.916 0.912 1.000

G -0.082 0.688 0.051 0.390 0.445 1.000

B -0.302 0.383 -0.006 -0.139 0.209 0.616 1.000

P-value

CAP 0.000

L 0.000 0.000

a 0.000 0.000 0.000

b 0.003 0.000 0.000 0.000

R 0.000 0.000 0.000 0.000 0.000

G 0.333 0.000 0.395 0.017 0.007 0.000

B 0.053 0.018 0.487 0.232 0.134 0.000 0.000

Table 4-15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apsaicinoids and 

color values (CAP: capsaicinoids content)

표 4-15와 다양한 변수 조합을 근거로 다중회귀모델에 사용할 독립

변수를 선정한 결과, B와 a2/b을 선택하는 것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

었으며 이들을 이용하여 개발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Casaicinoids content Bb
a
 (4-2)

표 4-16은 다중회귀분석 결과 각 계수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이며.

개발된 회귀식의 예측 결과는 RC
2 = 0.784, SEC = 15.61 ㎎/100g이었으

며, 미지의 시료 29개를 대상으로의 검증한 결과, 그림 4-38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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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V
2 = 0.805, SEP = 14.56 ㎎/100g로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Coefficients Standard error t-statistics P-value

Intercept 373.79 32.14 11.63 0.000 

B -2.27 0.81 -2.82 0.009 

a2/b -5.40 0.54 -10.07 0.000 

Table 4-16 Summary of multiple regression model for prediction of 

capsaicinoids content

Fig. 4-38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used color values by multiple regression model. 

독립변수의 선택에 따라 보다 유용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색상 정보만으로도 capsaicinoids 함량 예측이 가능함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결과는 스펙트럼의 VIS 영역에서의 스펙트럼 값을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 예측이 가능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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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조제시료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

4.3.5.1. 고춧가루의 흡광 스펙트럼 측정

매운 맛이 덜한 일반 고춧가루와 아주 매운 ‘청양’ 고춧가루를 무게

비율별로 혼합하여 조제한 11개 혼합 시료를 3종류의 입자 크기별(Case

I: 0.425 ㎜이하, Case Ⅱ: 0.425 ～ 0.71 ㎜, Case Ⅲ: 0.71 ～ 1.4 ㎜ )로

분리하여 준비된 33개의 고춧가루 시료에 대해서 반사 스펙트럼을 획득

하였다.

그림 4-39는 VNIRS를 이용하여 145 ∼ 1176 ㎚ 파장대역에서 측

정한 전체 흡광스펙트럼이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앞 파장대역에서는 약

한 값을 나타내지만 300 ㎚ 대역에서부터 흡광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흡광도는 파장대역 510 ㎚ 근처에서 최대로 증가하며 이후 급격

히 감소하다가 근적외선 대역인 945 nm 부근에서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고춧가루의 색상이 흡광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510 nm 부근을 주파장으로 하는 색상에 의해 많은 흡수가 일어나는 것

으로 사료된다.

그림 4-40은 일반 고춧가루와 ‘청양’ 고춧가루를 50:50의 비율로 혼

합한 고춧가루 시료에 대해 입도별로 흡광 스펙트럼을 도시한 것이다.

이 그림에 의하면 고춧가루 입자의 크기에 따라 흡광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이는 색상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이즈를 감안하여 450 ∼ 950 ㎚사이의 스펙트럼 값

을 capsaicinoids 예측모델 개발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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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297

Fig. 4-39 Absorbance spectra of red-pepper powders (n=297) in the 

wavelength range from 145 to 1176 ㎚.

Fig. 4-40 Absorbance spectra of red pepper powder by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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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 입도별 전처리에 따른 capsaicinoids 함량 예측

표 4-17은 매운맛의 농도별로 혼합된 조제시료를 입도별로 분류한

후 측정한 스펙트럼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전처리를 수행한 후 개발된

PLSR 모델을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을 예측하고 검증한 결과이다.

이 표에서 Case I, Ⅱ, Ⅲ은 고춧가루 시료의 입도를 나타내며, Case IV

는 입도별로 측정한 전체 스펙트럼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표에서

와 같이 스펙트럼 전처리 항목은 전처리를 적용하지 않은 원본 스펙트럼

(X1)), 3종류의 정규화인 평균값(mean), 최대값(Max2)), 범위(R3))를 비롯

해서 1차 및 2차 미분(1st D & 2nd D), SNV, MSC, 평활화(SM4)), 기준

선(BL5)) 등이다.

예측 및 검증 결과에 의하면 모든 시료에 대해 전처리에 관계없이

SEC와 SEP가 대부분 10 mg/100g이하이며, RPD(capsaicinoids 실측값

의 표준편차/SEP) 값이 5.0 이상으로 예측 및 검증 결과가 매우 양호하

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춧가루를 입도별로 구분하여 예측하는 것이 전체

를 대상으로 하는 것 보다 예측 및 검증 결과가 우수하며, 입자가 작을

수록 RPD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처리 효과는 전처리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전처리의 영향

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입도별로 분류된 시료의

경우는 평활화와 SNV가 예측 성능이 우수했으며 혼합된 시료의 경우

평균값을 이용한 정규화 전처리가 긍정적인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2차 미

분 전처리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전처리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은 스캐닝을 통해 9회 측정하여 평균한 스펙트럼을 사용하기 때문에

스펙트럼이 안정적이며 노이즈가 대부분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그림 4-41은 가장 양호한 예측 및 검증 성능을 보여준 경우로서 입

도가 0.425 ㎜(Case I)이하인 고추장용 고춧가루이다. 평활화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의 예측결과는 RC
2 = 0.994, SEC = 3.72 ㎎

/100 g이며, 교차 검증법으로 검증한 결과는 RV
2 = 0.991, SEP = 4.73

㎎/100 g, RPD = 10.17로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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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Normalization

1st D 2nd D SNV MSC SM4) BL5)

Mean Max2) R3)

Ⅰ6)

RC
2 0.994 0.994 0.986 0.992 0.979 0.979 0.987 0.987 0.994 0.991

SEC 3.72 3.66 5.70 4.29 6.91 6.96 5.54 5.54 3.72 4.46

RV
2 0.991 0.991 0.979 0.988 0.963 0.929 0.983 0.983 0.991 0.988

SEP 4.74 4.59 6.98 5.36 9.36 12.98 6.43 6.43 4.73 5.35

F7) 7 6 5 6 2 7 4 4 7 6

RPD 10.16 10.49 6.90 8.98 5.14 3.71 7.48 7.48 10.17 9

Ⅱ

RC
2 0.988 0.990 0.990 0.986 0.983 0.991 0.990 0.990 0.988 0.987

SEC 4.47 4.06 4.00 4.91 5.29 3.92 4.11 4.12 4.47 4.73

RV
2 0.984 0.988 0.988 0.983 0.965 0.966 0.988 0.988 0.984 0.983

SEP 5.16 4.57 4.52 5.43 7.71 7.63 4.50 4.50 5.16 5.40

F 5 5 5 5 3 6 4 4 5 5

RPD 7.92 8.95 9.04 7.53 5.30 5.36 9.08 9.08 7.93 7.58

Ⅲ

RC
2 0.981 0.976 0.976 0.974 0.989 0.985 0.972 0.972 0.981 0.977

SEC 4.64 5.20 5.10 5.33 3.46 4.08 5.52 5.53 4.64 5.07

RV
2 0.977 0.970 0.972 0.970 0.956 0.948 0.968 0.968 0.977 0.972

SEP 5.11 5.84 5.58 5.86 7.01 7.66 5.98 5.99 5.11 5.61

F 5 3 4 4 4 6 3 3 5 4

RPD 6.50 5.69 5.96 5.67 4.74 4.34 5.56 5.54 6.51 5.92

Ⅳ

RC
2 0.966 0.968 0.949 0.949 0.971 0.961 0.962 0.963 0.966 0.977

SEC 7.90 7.73 9.65 9.68 7.29 8.51 8.38 8.25 7.92 6.53

RV
2 0.964 0.966 0.947 0.947 0.962 0.944 0.955 0.957 0.964 0.972

SEP 8.14 7.94 9.90 9.96 8.41 10.23 9.11 8.90 8.16 7.15

F 5 4 4 4 3 5 5 5 5 7

RPD 5.27 5.41 4.34 4.31 5.1 4.2 4.71 4.82 5.26 6

1) X: Non-pretreatment, 2) Max: Maximum, 3) R: Range, 

4) SM: Smoothing, 5) BL: Baseline, 6) Particle size: (I) below 0.425 ㎜, 

(Ⅱ) 0.425∼0.71 ㎜, (Ⅲ) 0.71 ~ 1.4 ㎜, (Ⅳ) above 1.4㎜,

7) F: Number of Factors

Table 4-17 Performance of PLSR model depending on pretreatment of 

VNIR spectra in predicting capsaicinoids content of red pepper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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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1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having particle size below 0.425 ㎜ 

(PLSR model preprocessed by smoothing). 

그림 4-42는 양념용으로 사용되는 중간 크기의 고춧가루에 해당하는

시료(Case Ⅱ: 0.425 ～ 0.71 ㎜)를 대상으로 개발된 PLSR 모델의 예측

및 검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측 및 검증 결과 각각 RC
2 = 0.990, SEC

= 4.11 ㎎/100 g, RV
2 = 0.988, SEP = 4.50 ㎎/100 g, RPD = 9.08로 개발

된 모델의 예측성능이 Case I과 같이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43은 김치용으로 사용되는 입도가 가장 큰 시료(Case Ⅲ:

0.71 ～ 1.4 ㎜)를 대상으로 예측 및 검증한 결과 이다. 이 시료 역시

Case I (0.425 ㎜ 이하) 시료와 같이 평활화 전처리를 적용한 PLSR 모

델이 가장 우수한 예측 및 검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RC
2 = 0.981, SEC

= 4.64 ㎎/100 g, RV
2 = 0.977, SEP = 5.11 ㎎/100 g, RPD =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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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2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having particle size between 0.425 to 0.71 ㎜ (PLSR 

model preprocessed by SNV). 

Fig. 4-43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having particle size between 0.71 to 1.4 ㎜ (PLSR 

model preprocessed by 1st derivatives). 

그림 4-44는 고춧가루 시료의 입자 크기별로 측정한 모든 스펙트럼

을 이용하여 분석한 PLSR 모델의 예측 및 검증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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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RC
2 = 0.968, SEC = 7.73 ㎎/100 g, RV

2 = 0.966, SEP = 7.94 ㎎

/100 g, RPD = 5.41로서 입도별로 예측 및 검증한 결과와 비교하면 상

대적으로 성능이 약간 떨어지지만 역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4-44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having particle size below 1.4 ㎜ (PLSR model 

preprocessed by mean normalization). 

상기 분석 결과 입자의 크기가 작은 고춧가루가 분포되어 있는 시료

에서 입자가 큰 시료보다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는 개발된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이 이송되는 고춧가루의 표면을 스캔하는 방

식으로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기 때문에 입자의 크기가 작은 고춧가루

가 상대적으로 성형되는 고춧가루의 표면이 균일하고 광 산란이 적어 안

정적인 흡광 스펙트럼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VNIR(450∼950 nm) 대역에서의 결과가 다른 선행 연구자들

(조래광 등, 1990; 박재복 등, 1999; 모창연 등, 2011)이 NIR(1,100∼2,500

nm) 영역 또는 VNIR(400∼2,500 nm) 영역에서 측정한 스펙트럼을 이용

하여 예측한 결과보다 우수하고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

이 유추할 수 있다. 첫째로는 고춧가루 시료를 대상으로 9회 반복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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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capsaicinoids 함량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둘째로는

온라인 상태에서 스캐닝을 통해 평균 9회 측정하여 구한 평균스펙트럼의

대표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셋째로는 고춧가루의 경우에 색상과

capsaicinoids 함량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

며 원인 구명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3.6. 생산 지역별 capsaicinoids 함량 분포 및 예측 결과

4.3.6.1. 생산 지역별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분포

표 4-18은 전국 14개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2009년에 생산된 43개

의 제품을 다시 입자 크기별로 3수준(Case I: 0.425 ㎜이하, Case Ⅱ:

0.425 ∼ 0.71 ㎜, Case Ⅲ: 0.71 ∼ 1.4 ㎜)으로 분리한 129개의 시료와

2010년에 생산된 20개 제품을 합한 149개 시료에 대해 capsaicinoids 함

량을 HPLC로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각 제품의 표지에 표시된

매운맛 등급을 표시하였다.

표에서와 같이 2009년에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를 입도 분리한 시료

는 Case Ⅰ, Ⅱ, Ⅲ에 각각의 capsaicinoids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입도

분리하지 않은 2010년에 생산된 시료의 capsaicinoids 함량은 별표(*)를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안면도, 영양 RPTC, 영양을 제외한 나머지 11개

지역의 고춧가루 시료들은 2010년도에 생산된 시료가 추가되어 HPLC

분석이 이루어졌다. 표에서와 같이 동일한 매운맛이 표시된 고춧가루 제

품일지라도 생산 년도가 변경됨에 따라 capsaicinoids 함량이 2배 가까이

차이나는 제품들도 있었다. 이것은 동일한 품종이라도 해당 연도의 강우

량, 기후 등의 재배 환경에 변화되었거나 새로운 품종의 재배로

capsaicinoids 함량이 변화한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각 제품에 표시된 매운맛 정도와 실측한 capsaicinoids 함량을 비교

해 보면 매운맛 정도를 구분하는 등급 및 호칭이 각각 다르고 표기된 매

운 맛의 정도와 capsaicinoids 함량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지역별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은 최소 7.58 ㎎/100 g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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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amples 
area

Pungency 

notation

Capsaicinoids content

Case Ⅰ Case Ⅱ Case Ⅲ

1-3

Umsung

Mildly hot 51.79 54.27 44.44

4-6 Mildly hot (Gold) 45.44 51.27 45.54

7-9 Very hot 47.47 50.17 44.43

10-12 Very hot (Gold) 51.80 54.44 47.58

13 Very hot (Gold) 42.10*

Table 4-18 Capsaicinoids content in red-pepper powder by HPLC 

analysis from 14 domestic areas

(Unit: ㎎/100 g)

최대 170.77 ㎎/100 g범위에서 폭 넓게 분포하고 있다. 전체 14개 지역에

서 생산된 고춧가루 중에서 매운 정도가 높은 제품들은 충북 괴산의 ‘진

짜 매워(extremely hot)’ 제품이 95.66 ∼ 130.59 ㎎/100 g, 충북 청양의

‘진짜 매워(extremely hot)’ 제품은 154.68 ∼ 166.50 ㎎/100 g, 충북 봉

양의 ‘아주 매운맛(extremely hot)’ 제품은 143.90 ∼ 155.58 ㎎/100 g이

었으며 이 제품들은 ‘청양’ 고추 품종으로 가공된 고춧가루라는 것을 포

장지 겉면에 표시하고 있다. 또한 전남 영광에서 생산된 ‘매운맛(very

hot)’ 제품은 별도로 품종에 대한 정보는 없었지만 capsaicinoids 함량이

151.75 ∼ 170.77 ㎎/100 g으로 전체 43개 제품 중에서 가장 높게 분석되

었다.

고춧가루 입도별 capsaicinoids 함량 분포는 전체 43개의 제품 중에

서 33개의 제품에서 Case Ⅲ(0.71 ～ 1.4 ㎜)의 가장 굵은 입도에서

capsaicinoids 함량이 3수준의 입도시료 중에서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Case Ⅰ(0.425 ㎜ 이하)와 Case Ⅱ(0.425 ～ 0.71 ㎜)의 입도 사이에서는

capsaicinoids 함량 차이가 일정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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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amples 
area

Pungency 

notation

Capsaicinoids content

Case Ⅰ Case Ⅱ Case Ⅲ

1-3

Goesan

Mildly hot 38.50 48.15 35.32

4-6 Medium hot 48.20 49.90 40.54

7-9  Very hot 29.46 40.06 31.23

10-12 Extremely hot 121.19 128.84 94.92

13 Very hot (Gold) 42.38*

1-3
Annyondo

 Medium hot 9.96 21.53 12.11

4-6 Very hot 23.93 38.4 24.33

1-3

Chengyang

Mildly hot 49.30 48.98 43.65

4-6 Mildly hot (Gold) 58.31 66.49 56.31

7-9 Very hot 87.50 80.18 68.89

10-12 Very hot (Gold) 63.33 68.65 57.21

13-15
Extremely hot 

(Gold)
161.33 166.40 143.46

16

Very hot 

35.62*

17 31.22*

18 35.17*

1-3

Shintaein

Medium hot (Gold) 38.85 44.91 32.49

4-6 Very hot (Gold) 32.67 39.91 32.25

7
Very hot (Gold)

23.90*

8 20.70*

1-3

Gochang

Medium hot (Gold) 39.09 33.96 26.53

4-6 Very hot (Gold) 54.19 48.57 40.54

7 Very hot (Gold) 81.67*

1-3

Youngkwang

 Mildly hot 13.69 40.05 25.64

4-6 Medium hot 31.46 39.83 29.14

7-9 Very hot 157.86 172.73 149.73

10
Very hot

30.17*

11 17.42*

1-3

Youngwol

Medium hot 47.56 47.47 31.97

4-6 Medium hot (Gold) 34.09 34.72 25.25

7-9 Very hot 46.54 45.95 35.00

10-12 Very hot (Gold) 63.56 61.59 45.68

13 Very hot (Gold) 3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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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amples 
area

Pungency 

notation

Capsaicinoids content

Case Ⅰ Case Ⅱ Case Ⅲ

1-3

Bongyang

Medium hot 36.49 38.60 33.60

4-6  Very hot 43.41 53.37 46.9

7-9  Extremely hot 155.51 163.96 144.77

10
Extremely hot 

(Gold)

150.26*

11 156.88*

12 148.79*

1-3

Namjecheon

Medium hot 24.30 26.10 19.51

4-6 Slightly hot 33.98 32.96 29.79

7-9 Very hot 48.52 52.94 47.33

10
Very hot

26.47*

11 8.78*

1-3
Youngyang 

RPTC

 Mildly hot 9.40 12.77 8.22

4-6 Medium hot 17.28 20.83 16.23

7-9 Very hot 32.01 35.27 26.32

1-3

Youngyang

Mildly hot 13.62 18.64 12.58

4-6 Medium hot 12.11 15.95 12.87

7-9 Very hot 11.88 16.61 13.12

1-3

Namyoungyan

g

Medium hot 23.18 25.11 18.60

4-6 Medium hot (Gold) 20.94 32.50 22.76

7-9 Very hot (Gold) 74.68 78.33 64.91

10 Very hot 42.42*

11
Very hot (Gold)

30.18*

12 56.48*

1-3

Namandong

Mildly hot 25.08 21.77 15.86

4-6 Very hot 53.37 48.18 40.14

7 Very hot 36.31*

 Particle size: (I) below 0.425 ㎜, (Ⅱ) 0.425∼0.71 ㎜, (Ⅲ) 0.71 ~ 1.4 

㎜, Gold: less seed or sun drying, *: 2010 Products (without sieve 

separation).

그림 4-45은 전국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전체 149개 고춧가루 시료



- 122 -

Fig. 4-45  Frequency of capsaicinoids contents of red-pepper powders 

produced at different domestic areas.

들의 capsaicinoids 함량을 10 ㎎/100 g 간격으로 나누어서 capsaicinoids

함량 분포의 빈도수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와 같

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생산되는 고춧가루 제품은 capsaicinoids 함량이

60 ㎎/100 g이하에 전체의 84%에 해당되는 109개의 시료가 분포되어 있

었다. Capsaicinoids 함량 구간별로는 40 ∼ 50 ㎎/100 g 사이에 가장 많

은 31개의 시료가 분포되어 있었으며 아주 매운맛에 해당되는 100 ㎎

/100 g 이상에는 12개로서 전체 시료에서 10% 미만에 해당되는 적은 양

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전국 고추 주산지에서는 capsaicinoids

함량이 낮은 품종이 주로 재배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고 일반

고추에 비해서 소립종인 ‘청양’ 고추보다는 열매의 크기가 큰 일반 고추

의 수량이 많고 소득에서도 유리하기에 더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러한 이유로 그림 4-45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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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X1)
Normalization

1st D 2nd D SNV MSC SM4) BL5)

Mean Max2) R3)

Um
sung

RC
2 0.860 0.869 0.861 0.857 0.863 0.838 0.842 0.836 0.860 0.849 

SEC 1.46 1.41 1.45 1.47 1.44 1.57 1.55 1.58 1.46 1.51 

RV
2 0.791 0.804 0.797 0.793 0.772 0.660 0.784 0.782 0.791 0.793 

SEP 1.79 1.73 1.76 1.78 1.87 2.28 1.82 1.83 1.78 1.78 

F6) 12 12 12 12 6 4 10 9 12 11

RPD 2.18 2.25 2.21 2.19 2.09 1.71 2.14 2.13 2.18 2.19

Goe
san

RC
2 0.866 0.889 0.881 0.864 0.885 0.222 0.896 0.885 0.866 0.893 

SEC 8.84 8.37 8.34 8.90 8.20 21.31 7.80 8.18 8.86 7.92 

RV
2 0.844 0.862 0.856 0.842 0.818 0.091 0.866 0.854 0.844 0.863 

SEP 9.56 8.99 9.21 9.64 10.35 23.11 8.87 9.25 9.58 8.96 

F 8 7 8 8 7 2 9 8 8 10

RPD 2.53 2.69 2.62 2.51 2.34 1.05 2.72 2.61 2.52 2.70

Table 4-19 Performance of PLSR model depending on pretreatment of 

VNIR spectra in predicting capsaicinoids content of red pepper powder 

produced from 14 different regions

4.3.6.2. 지역별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 결과

표 4-19는 전국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검증한 결과로서 다양한

전처리를 적용하였다. 지역별 최적 모델은 스펙트럼 전처리에 따라 다른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1차 미분이 4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최댓값 정규화

및 SNV를 적용하여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알고리즘이 각각 3

곳이었다.

14개 생산 지역별 capsaicinoids 함량의 예측 성능은 일정하지 않았

으며 가장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여준 고춧가루는 남영양 고춧가루로서

RPD 값이 7.94로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RPD 값이 5이상

으로 예측 성능이 양호한 곳은 고창, 영광, 봉양, 남안동 지역에서 개발

된 예측 모델들이었다. 예측 성능이 저조했던 지역은 신태인, 음성, 영양

이었으며 RPD 값이 각각 2.14, 2.25, 2.49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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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X1)
Normalization

1st D 2nd D SNV MSC SM4) BL5)

Mean Max2) R3)

An
myeon

do

RC
2 0.827 0.82 0.797 0.795 0.802 0.514 0.906 0.769 0.827 0.81

SEC 3.87 3.93 4.18 4.20 4.13 6.48 2.84 4.46 3.87 4.05 

RV
2 0.766 0.783 0.757 0.754 0.678 0.289 0.885 0.728 0.767 0.769

SEP 4.52 4.35 4.60 4.64 5.30 7.88 3.16 4.87 4.51 4.48 

F 7 6 6 7 4 2 6 5 7 7

RPD 2.06 2.14 2.02 2.00 1.75 1.18 2.94 1.91 2.06 2.07

Cheng
yang

RC
2 0.922 0.917 0.919 0.911 0.968 0.964 0.907 0.907 0.922 0.951 

SEC 11.48 11.83 11.65 12.23 7.40 7.78 12.54 12.52 11.48 9.08 

RV
2 0.920 0.916 0.918 0.910 0.959 0.554 0.906 0.906 0.920 0.947 

SEP 11.63 11.95 11.76 12.36 8.37 27.47 12.65 12.62 11.63 9.50 

F 5 4 4 4 5 15 3 3 5 8

RPD 3.53 3.44 3.49 3.32 4.91 1.50 3.25 3.26 3.53 4.32

Shin
tae
in

RC
2 0.837 0.831 0.844 0.797 0.814 0.808 0.853 0.829 0.837 0.839 

SEC 3.20 3.25 3.12 4.45 3.41 3.47 3.04 3.27 3.20 3.17 

RV
2 0.777 0.771 0.774 0.978 0.784 0.759 0.777 0.764 0.777 0.775 

SEP 3.75 3.80 3.77 4.60 3.70 3.90 3.75 3.86 3.75 3.77 

F 10 9 10 4 3 2 9 8 10 10

RPD 2.11 2.08 2.10 1.72 2.14 2.03 2.11 2.05 2.11 2.10

Go
chang

RC
2 0.972 0.976 0.975 0.969 0.984 0.952 0.968 0.969 0.972 0.978 

SEC 3.03 2.82 2.83 3.15 2.28 3.95 3.24 3.18 3.02 2.69 

RV
2 0.964 0.970 0.972 0.965 0.953 0.897 0.956 0.957 0.964 0.967 

SEP 3.45 3.16 3.04 3.38 3.94 5.83 3.82 3.76 3.43 3.30 

F 6 5 6 6 7 3 6 6 6 9

RPD 5.24 5.71 5.93 5.35 4.59 3.10 4.72 4.81 5.27 5.48

Young
kwang

RC
2 0.939 0.943 0.958 0.958 0.972 0.611 0.939 0.976 0.939 0.967 

SEC 14.07 13.67 11.67 11.72 9.64 35.65 14.14 12.47 14.08 10.33 

RV
2 0.936 0.940 0.953 0.953 0.952 0.270 0.933 0.948 0.936 0.964 

SEP 14.47 14.03 12.45 12.44 12.58 48.94 14.87 13.05 14.48 10.92 

F 5 4 6 7 6 3 4 6 5 7

RPD 3.95 4.07 4.59 4.59 4.54 1.17 3.84 4.38 3.95 5.23

Young
wol

RC
2 0.905 0.908 0.908 0.912 0.909 0.296 0.921 0.894 0.905 0.918 

SEC 3.12 3.07 3.08 3.00 3.05 8.50 2.85 3.30 3.12 2.91 

RV
2 0.879 0.883 0.879 0.883 0.807 0.239 0.901 0.870 0.879 0.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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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X1)
Normalization

1st D 2nd D SNV MSC SM4) BL5)

Mean Max2) R3)

SEP 3.54 3.47 3.53 3.47 4.46 8.86 3.20 3.66 3.54 3.34 

F 10 9 10 11 8 1 9 8 10 11

RPD 2.86 2.92 2.87 2.91 2.27 1.14 3.16 2.77 2.86 3.03

Bong
yang

RC
2 0.944 0.938 0.962 0.940 0.973 0.962 0.964 0.963 0.944 0.945 

SEC 13.31 14.01 11.00 13.77 9.17 11.00 10.63 10.75 13.30 13.18 

RV
2 0.939 0.933 0.953 0.935 0.964 0.575 0.955 0.954 0.939 0.940 

SEP 13.91 14.57 12.21 14.36 10.63 36.66 11.96 12.04 13.90 13.77 

F 8 7 9 7 5 11 8 8 8 8

RPD 4.03 3.85 4.59 3.91 5.27 1.53 4.69 4.66 4.03 4.07

Nam
jae

cheon

RC
2 0.891 0.929 0.927 0.924 0.856 0.475 0.937 0.928 0.891 0.874 

SEC 4.35 3.50 3.56 3.64 4.98 9.53 3.31 3.53 4.34 4.67 

RV
2 0.870 0.826 0.812 0.812 0.681 0.325 0.866 0.787 0.871 0.857 

SEP 4.76 5.51 5.72 5.72 7.45 10.84 4.84 6.09 4.75 5.00 

F 10 15 15 15 8 2 14 15 10 9

RPD 2.77 2.39 2.30 2.30 1.77 1.21 2.72 2.16 2.77 2.63

Young
yang
RPTC

RC
2 0.928 0.950 0.917 0.919 0.922 0.554 0.916 0.916 0.928 0.934 

SEC 2.45 2.04 2.63 2.60 2.55 6.09 2.64 2.64 2.45 2.34 

RV
2 0.905 0.923 0.893 0.880 0.848 0.327 0.886 0.885 0.904 0.910 

SEP 2.83 2.53 3.00 3.17 3.57 7.51 3.09 3.10 2.83 2.75 

F 8 11 7 8 7 2 7 6 8 9

RPD 3.23 3.60 3.04 2.88 2.56 1.21 2.95 2.94 3.22 3.32

Young
yang

RC
2 0.836 0.861 0.830 0.833 0.874 0.884 0.855 0.854 0.981 0.857 

SEC 0.88 0.80 0.89 0.88 0.77 0.74 0.82 0.83 2.39 0.82 

RV
2 0.824 0.839 0.821 0.822 0.818 0.812 0.833 0.832 0.890 0.834 

SEP 0.91 0.87 0.92 0.91 0.93 0.94 0.89 0.89 2.45 0.88 

F 5 6 4 5 4 3 5 5 4 7

RPD 2.37 2.49 2.35 2.36 2.33 2.30 2.44 2.43 0.88 2.45

Nam
young
yang

RC
2 0.981 0.977 0.984 0.982 0.988 0.598 0.980 0.979 0.981 0.981 

SEC 2.40 2.64 2.18 2.35 1.93 11.13 2.47 2.54 2.39 2.37 

RV
2 0.980 0.975 0.983 0.981 0.985 0.481 0.979 0.978 0.980 0.981 

SEP 2.45 2.93 2.24 2.41 2.17 12.55 2.52 2.59 2.45 2.43 

F 4 5 5 5 4 2 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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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a X1)
Normalization

1st D 2nd D SNV MSC SM4) BL5)

Mean Max2) R3)

RPD 7.02 5.87 7.67 7.12 7.94 1.37 6.83 6.65 7.03 7.08

Nam
an

dong

RC
2 0.96 0.963 0.967 0.970 0.968 0.169 0.955 0.954 0.959 0.958 

SEC 2.61 2.49 2.34 2.25 2.32 11.79 2.73 2.77 2.61 2.66 

RV
2 0.96 0.960 0.965 0.967 0.950 0.035 0.953 0.952 0.956 0.954 

SEP 2.73 2.61 2.44 2.36 2.90 12.76 2.81 2.86 2.73 2.78 

F 6 6 6 6 5 1 4 4 6 6

RPD 4.73 4.96 5.29 5.47 4.45 1.01 4.60 4.52 4.73 4.66

1) X: Non-pretreatment, 2) Max: Maximum, 3) R: Range, 

4) SM: Smoothing, 5) BL: Baseline, 6) F: Number of Factors

그림 4-46는 남영양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로 조제된 12개 시료

에서 획득한 335개의 VNIR 흡광 스펙트럼을 최대값 정규화 전처리를

이용하여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PLSR 모델의 결과이다. 개

발된 교정 PLSR 모델의 RC
2 = 0.988, SEC = 1.93 ㎎/100 g이었으며 이

를 교차 검증법으로 검정한 모델에 대한 RV
2 = 0.985, SEP = 2.17 ㎎

/100 g였고 Bias = -0.0054 ㎎/100 g였다. 남영양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는 capsaicinoids 함량의 범위가 60 ㎎/100 g미만의 좁은 범위 내에

서 분포하고 있었지만 RPD 값은 7.94로서 전체 14개 지역의 고춧가루

capsaicinoids 함량 예측 모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수치는 현장 적용 가능성이 높은 수치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림 4-47은 고창 고춧가루로 조제된 7개 시료에서 획득한 207개의

VNIR 흡광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PLSR 모델로서 이때 적용된 전처리는 최대값 정규화가 적용되었다. 개

발된 교정 PLSR 모델의 RC
2 = 0.975, SEC = 2.83 ㎎/100 g이었으며 이

를 교차 검증법으로 검정한 모델에 대한 RV
2 = 0.972, SEP = 3.04 ㎎

/100 g였고 Bias = -0.0096 ㎎/100 g였으며 RPD 값은 5.93으로서 남영

양 고춧가루 다음으로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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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6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Namyoungyang (PLSR model preprocessed 

by  maximum normalization). 

Fig. 4-47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Gochang (PLSR model preprocessed 

by  maximum normalization).    

전국 14개 지역에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 모델 중에서 가

장 양호하지 못한 성능을 보여준 시료는 신태인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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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였다. 신태인 고춧가루로 조제된 8개의 시료에서 획득한 220개의 흡광

스펙트럼에 대해서 다양한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모델 중에서는 그

림 4-48에서와 같이 1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모델이 가장 양호한 예

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개발된 모델의 SEC와 SEP는 각각 3.41 ㎎/1100

g 및 3.70 ㎎/1100 g로 양호했지만 시료의 개수가 적고 capsaicinoids 함

량 범위가 20.70 ∼ 44.91 ㎎/100 g로 협소하여 RC
2와 RV

2은 각각 0.814

및 0.78로 양호하지 못했다. RPD 값도 2.14로서 전체 14개 지역에서 개

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 모델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

다. 추후 capsaicinoids 함량이 다양한 시료를 확보하여 예측 모델식을

개발한다면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성능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

Fig. 4-48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Shintaein (PLSR model preprocessed 

by  1st derivatives).    

그림 4-49는 음성 고춧가루로 조제한 13개 시료에 대해서 획득한

VNIR 반사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개발된 음성 고춧가루에 대한

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PLSR 모델로서 적용된 스펙트럼 전처리는

평균값 정규화였다. Capsaicinoids 함량 범위는 44.43 ∼ 54.44 ㎎/1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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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협소한 범위내에서 분포하고 있었고 전체 획득된 반사 스펙트럼은

330개였으며 교정에 대한 RC
2 = 0.869, SEC = 1.41 ㎎/100 g였으며 이를

교차 검증법으로 검정한 모델에 대한 RV
2 = 0.804, SEP = 1.73 ㎎/100 g

였고 Bias = -0.0025 ㎎/100 g였다. 이때 RPD 값은 2.25로서 전체 14개

지역에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 모델 중에서 하위에 해당되는

결과 값이지만 다양한 시료를 확보하여 모델 개발에 반영한다면 예측 성

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Fig. 4-49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Umsung (PLSR model preprocessed 

by  mean normalization).    

전국에서 생산된 전체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을 예측하는 것

보다는 각 지역별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 모델이 측정 정확도

에서 더 우수하여 각 지역별로 운영하고 있는 고춧가루 가공공장과 연계

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을 적용한다면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예측하고 등급

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 14개 지역별로 고춧가루 매운맛 예

측 알고리즘을 개발한 결과에서 보듯이 지역별로 매운맛의 범위와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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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에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전국 14개 지

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capsaicinoids 함량 범위의 8.22 ∼ 172.73 ㎎

/100 g으로 나타났으며 개발된 지역별 예측 PLSR 모델의 예측 오차는

최소 0.87 ㎎/100 g에서 최대 14.87 ㎎/100 g이었으며 14개 지역에 대한

평균 SEP는 5.64 ㎎/100 g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매운맛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 온라인 고춧가루 품

질 측정 시스템을 가공공장에 적용하여 고춧가루의 매운맛 등급화를 위

해서는 예측 오차와 capsaicinoids 함량 범위를 고려하여 등급을 설정해

야 온라인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측정

시스템의 매운맛 예측에 대한 SEP를 고려하여 본다면 장길수 등(2007)

이 고춧가루 매운맛 4등급의 capsaicinoids 함량 범위를 인용하고 추가로

1등급을 추가하여 표 4-20에서와 같이 전체 5등급을 제시할 수 있다. 1

등급은 30 ㎎/100 g 미만, 2등급은 30 ∼ 60 ㎎/100 g, 3등급은 60 ∼ 90

㎎/100 g, 4등급은 90 ∼ 120 ㎎/100 g, 5등급은 120 ㎎/100 g으로 했으

며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시스템의 최대 SEP인 ±10.92를 적용하더라도

등급간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Grades Ⅰ Ⅱ Ⅲ Ⅳ Ⅴ

Designation
Very 

mild
mild medium hot

very 

hot

Capsaicinoids 

content

(㎎/100 g)

∼ 30 30 ∼ 60 60 ∼ 90 90 ∼ 120 120 ∼

Table 4-20 The five suggested grades by capsaicinoids content in the 

red-pepper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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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등급 판정 성능

표 4-21은 2010년부터 2013년 까지 생산된 44개 괴산 고춧가루 시

료에서 획득한 흡광 스펙트럼 1242개를 이용하여 개발된 교정

(calibration)용 PLSR 모델의 예측 성능이다. 개발된 PLSR 모델 중에서

는 1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예측 모델이 RPD 값이 2.57로서 가장 양

호하지만 전반적으로 전처리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차 미분 전처리의 경우 예측 및 검정 결과는 각각 RC
2 = 0.879, SEC =

12.18 ㎎/100 g, RV
2 = 0.848, SEP = 13.64 ㎎/100 g였다(그림 4-50).

X1)
Normalization

1st D 2nd D SNV MSC SM4)

Mean Max2) R3)

RC
2 0.858 0.820 0.836 0.843 0.879 0.844 0.840 0.845 0.858

SEC 13.21 14.86 14.16 13.85 12.18 13.81 14.00 13.80 13.18

RV
2 0.844 0.802 0.821 0.830 0.848 0.830 0.825 0.833 0.845

SEP 13.84 15.58 14.80 14.44 13.64 14.46 14.63 14.30 13.81

F5) 12 11 11 11 15 11 10 11 12

RPD 2.53 2.25 2.36 2.42 2.57 2.42 2.39 2.45 2.53

1) X: Non-pretreatment, 2) Max: Maximum, 3) R: Range, 

4) SM: Smoothing, 5) F: Number of Factors

Table 4-21 Performance of PLSR model depending on pretreatment of 

VNIR spectra in predicting capsaicinoids content of red pepper powder 

produced from Goe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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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0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capsaicinoids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Goesan (PLSR model preprocessed 

by  1st derivatives). 

가장 양호한 성능을 보여준 1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모

델을 이용하여 2013년에 생산된 19개 고춧가루 제품에 대한 등급판정 시

험을 실시하였다. 고춧가루 시료 1개에 대해서 10회 정도의 유효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여 capsaicinoids 함량 값을 예측하였으며 이 값들을

평균한 값을 이용하여 매운맛 등급을 판정하였다. 매운맛 등급 구간은

표 4-22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30 ㎎/100 g의 등 간격으로 하였다.

표 4-22은 19개의 고춧가루 제품에 대한 매운맛 등급 판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서와 같이 3회 반복하여 등급판정을 수행한 결과 평

균 87.72%(7/52)의 정확도를 보였다. 3회 반복하여 등급을 벗어난 4, 7번

시료의 경우에 있어서 실제 capsaicinoids 함량 값보다 적은 값으로

capsaicinoids 함량이 예측되었지만 해당 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으

로 판정되어 매운맛 등급 수준으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되

었다. 따라서 등급 판정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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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HPLC1) Grades
VNIRS2)

1st 2nd 3rd Average

1 22.28 Ⅰ 5.33 2.84 7.27 5.15

2 23.16 Ⅰ 19.77 27.21 23.81 23.60

3 29.92 Ⅰ 13.54 12.95 12.59 13.03

4 30.19 Ⅱ 10.34 8.08 9.11 9.18

5 31.35 Ⅱ 44.97 34.03 40.74 39.91

6 31.37 Ⅱ 32.28 37.36 33.40 34.34

7 34.69 Ⅱ 22.73 26.46 27.32 25.50

8 35.88 Ⅱ 43.42 42.44 36.39 40.75

9 36.16 Ⅱ 37.74 37.93 37.30 37.66

10 39.87 Ⅱ 56.02 53.24 50.93 53.39

11 40.40 Ⅱ 38.70 34.44 33.86 35.66

12 41.97 Ⅱ 57.43 48.50 55.34 53.75

13 42.11 Ⅱ 39.58 47.48 44.54 43.87

14 43.17 Ⅱ 52.92 56.88 52.79 54.19

15 44.03 Ⅱ 50.63 53.22 57.10 53.65

16 44.43 Ⅱ 32.92 39.23 37.56 36.57

17 50.89 Ⅱ 27.47 33.62 35.10 32.06

18 144.98 Ⅴ 135.21 132.81 132.66 133.56

19 155.61 Ⅴ 138.22 133.54 137.91 136.56

1) Capsaicinoids content measured by HPLC, 2) Capsaicinoids content 

predicted by calibration model

Table 4-22 Evaluation result of pungency grade for red-pepper 

powder produced in 2013

동일 시료 내에서 샘플링 위치에 따른 capsaicinoids 함량의 변이를

관찰하기 위해 capsaicinoids 함량이 31.16 ㎎/100 g인 9번째 시료에 대

해서 스캐닝 시간 즉 위치별로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측정된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을 예측하였다. 스캐닝 간격은 약 6초였으

며 10회 측정하였다. 표 4-23는 스캐닝을 3회 반복수행하면서 위치별로

예측된 capsaicinoids 함량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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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시료 내에서 스캐닝 위치에 따라 capsaicinoids 함량이 최대

50.84 ㎎/100 g에서 최소 17.69 ㎎/100 g으로 차이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스펙트럼 측정 장치의 기계적인 오

차의 영향도 있지만 대부분은 고춧가루 시료 내에서 태좌의 분포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고춧가루 시료에서는 매운

맛을 좌우하는 태좌의 영향을 고려하여 한 지점만을 측정하는 방식보다

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과 같이 여러 지점을 스캔하여 측정한 후

평균하는 것이 실제 매운맛 값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

Measurement
1st test 2nd test 3rd test

Time VNIRS1) Time VNIRS Time VNIRS

1 11:21:19 32.97 11:06:38 39.67 11:19:44 34.59

2 11:21:25 33.97 11:06:44 50.23 11:19:50 38.25

3 11:21:31 49.71 11:06:50 42.07 11:19:56 30.31

4 11:21:37 47.84 11:06:56 33.78 11:20:02 40.25

5 11:21:44 50.84 11:07:03 24.97 11:20:08 28.86

6 11:21:50 34.43 11:07:09 23.21 11:20:15 44.37

7 11:21:56 17.69 11:07:15 35.88 11:20:21 34.81

8 11:22:02 35.39 11:07:21 38.52 11:20:27 47.93

9 11:22:09 35.39 11:07:27 48.32 11:20:33 29.04

10 11:22:15 39.19 11:07:34 42.66 11:20:39 44.57

Average 37.74 37.93 37.30

1) Predicted capsaicinoids content by VNIRS.

Table 4-23 Prediction repetitiveness of capsaicinoids content for 

red-pepper powder produced from Goesan by VNIRS (36.16 ㎎/100g 

measured by HP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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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요약 및 결론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비파괴적으로 계측하기 위해 시도되었던 상용

오프라인 NIR 분광 광도계를 이용했던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고춧가루

의 태좌 영향에 따른 매운맛 편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장

치의 개발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춧가루의 매운맛을 실시

간·비파괴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파장대역이 400 ∼ 1000 nm인 VNIR 분

광장치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고춧가루 매운맛 측정 장치를 개발하고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 및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관행 고춧가루 capsaicinoids 함량 측정법인 HPLC의 분석법 정립을

위해 고춧가루 1개의 시료에서 3점씩을 채취하고 각 시료별로 추출액

을 3개씩 조제하여 총 9회의 HPLC 정량을 실시하였으며 capsaicin 함

량의 표준 오차는 ±0.35 ㎎/100 g, dihydrocapsaicin 함량의 표준오차는

±0.36 ㎎/100 g이었으며 전체 capsaicinoids 함량은 ±0.64 ㎎/100 g으로

정확성과 반복에 대한 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2. VNIR 파장대역에서의 고춧가루 매운맛의 주성분인 capsaicin의 흡수

파장대역을 구명하기 위해서 순수 capsaicin 분말과 용액에 대한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1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capsaicin 분말 은

OH의 2차 배음대에 해당되는 938 nm에서 최대 피크가 발생했으며

capsaicin 용액은 CH의 3차 배음대에 해당되는 ROH, CH, CH2 및

CH3와 연관되는 900 nm 대역에서 최대 흡수 피크가 관찰되었다.

3. ‘진미’와 ‘청양’ 품종으로부터 분리된 과피, 종자, 태좌 분말 시료에 대

해 색차계로 측정된 L, a, b, R, G, B 값들은 capsaicinoids 함량과 대

부분 0.7이상의 높은 상관계수를 나타냈다. 모델 개발을 위해서 괴산에

서 생산된 58개 제품에 중에서 29개는 다중회귀모델 개발을 위해 사용

하였으며 나머지 29개는 개발된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다.

B와 a2/b의 색상 정보를 독립변수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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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회귀모델에서는 RV
2 = 0.805, SEP = 14.56 ㎎/100g 로서 매우 양

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4. VNIR 파장대역의 분광센서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고춧가루 매운맛

측정 장치를 구축하였으며 광원 및 CCD 분광센서, 반사도를 흡광도로

변환시키기 위한 자동 레퍼런스 측정장치, 투입되는 고춧가루의 표면을

균일화하는 표면 균일화 장치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면이 균일화된 고

춧가루의 시료의 표면을 연속적으로 스캔하면서 흡광 스펙트럼의 측정

하였으며 이로 인해 태좌의 분포에 따른 매운맛의 편차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5. 매운맛이 서로 차이가 나는 두 종류의 고춧가루 시료를 매운맛 농도

별로 혼합하여 조제된 11개의 고춧가루 시료를 입도의 크기별로 3수준

으로 분리하여 각각에 대한 고춧가루 매운맛 예측 PLSR 모델을 개발

한 결과에서 가장 입자가 작은 0.425 ㎜ 이하의 시료에서는 평활화 전

처리를 적용한 PLSR 예측 모델이 RV
2 = 0.991 SEP = 4.73 ㎎/100 g로

가장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중간 크기의 입자가 분포해 있

는 0.425 ∼ 0.71 ㎜의 시료에서는 SNV 전처리를 적용한 모델이 RV
2

= 0.988, SEP = 4.50 ㎎/100 g로서 가장 우수한 예측 성능이었으며 굵

기가 가장 굵은 시료가 분포해 있는 0.71 ∼ 1.4 mm에 대한 고춧가루

시료에서는 RV
2 = 0.977, SEP = 5.11 ㎎/100 g로서 모든 시료에서 시

료의 입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매운맛 예측이 가능하였다. 다만 가

장 작은 입도가 분포해 있는 0.425 mm 이하의 시료에서 예측 성능이

우수한 이유로는 작은 입도의 고춧가루가 분포된 시료의 표면이 균일

하게 형성되어 있기에 조사된 광의 산란이 적어 안정적으로 스펙트럼

이 획득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전국 14개 지역(음성, 괴산, 안면도, 청양, 신태인, 고창, 영광, 영월,

봉양, 남제천, 영양 고추유통공사, 영양, 남영양, 남안동) 지역별로 개발

된 PLSR 모델 중에서는 남영양 고춧가루 모델이 가장 우수한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이때 RV
2 = 0.985,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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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 ㎎/100 g, bias = -0.0050이었으며 RPD 값은 7.94이었다. 개발

된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측정 시스템의 매운맛 예측에 대한 SEP를

고려하여 제시 가능한 매운맛 등급은 5단계이며 30 ㎎/100 g의 등간격

으로 구분한다면 예측 오차 범위 내에서 단계별 등급화가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6. 개발된 고춧가루 품질 계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capsaicinoids 함량 등

급 판정 성능 시험을 실시하였다. 등급 판정용 PLSR 모델은 2010년부

터 2013년까지 괴산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44개를 이용하여 개발

하였으며 2013년에 생산된 19개 고춧가루 제품에 대한 등급 판정 결과

평균 87.72%(7/57)의 정확도를 보였다. 해당 등급을 벗어난 모든 시료

들은 capsaicinoids 함량이 적게 예측되어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판정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등급 판정 결과가 양호한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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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춧가루 색상 측정 알고리즘 개발

5.1. 서론

고춧가루의 외관 품질인자 중에서 색상은 소비자들이 건고추나 고춧

가루 구매 시 우선시하는 선택 기준으로서 시각을 통해 가장 먼저 확인

할 수 있는 품질인자이다. 고춧가루를 주원료로 하는 김치에 있어서 선

명하고 붉은 김치일수록 소비자들에게 선호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성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선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도 수치적으로 고춧가루의 색상을 간편하게 정량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

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고춧가루의 색상은 색차계로 측정된 표면색도 값과 고춧가루 추출액

을 비색계로 측정하는 ASTA 색상 값을 사용하고 있다. 고춧가루의 표

면에 색차계를 접촉시켜서 측정하는 표면색도 측정법은 별도의 화학적인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지만 측정되는 부위의 고춧가루 표면을 균일하게

다듬는 과정이 요구된다. 이때 다짐 정도나 입도 분포에 따라 표면색도

값이 차이 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밀도로 시료 표면을 균일하게 만들

어야 한다. 또한 그림 4-4에서와 같이 과피, 종자, 태좌는 고유의 색상을

갖고 있으며 이 부위들이 서로 충분히 혼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색차계를

이용하여 색상을 측정한다면 추출되는 위치에 따라 대표 값이 달라질 수

있다.

고춧가루의 붉은 정도를 나타내는 ASTA 색상 값은 비색계로 측정

하기 위해 고춧가루 추출액을 조제하는 장시간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

게 된다. 또한 소량의 시료를 추출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전체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색상을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전술한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 고춧가루의 품질 및 상품성

과 관계되는 매운맛, 색상 및 당 함량을 동시에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품

질을 판별할 수 있는 온라인 비파괴 품질 계측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있

으며 이 장에서는 개발된 온라인 스펙트럼 측정장치를 이용하여 고춧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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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이들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색상정보를 예측하

고 나아가서 색상 값과 capsaicinoids와 상관관계를 구명하고자 하며 구

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색차계를 이용하여 지역별 및 입도별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L, a, b

값을 측정하고 색상 분포 및 특성을 조사한다.

2. VNIRS를 이용하여 괴산 지역과 영양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

를 이용하여 표면색도 값 및 ASTA 색상 값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3. ‘진미’ 품종과 ‘청양’ 품종의 과피, 종자, 태좌의 부위별 고춧가루의 스펙

트럼 특성과 capsaicinoids 함량 및 색상 정보와의 상관관계를 구명한다.

4.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색상정보와 capsaicinoids 함량과의 상관관계

를 구명하고 매운맛 예측 가능성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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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재료 및 방법

고춧가루의 색상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전체적인 진행 과

정은 그림 5-1과 같다. 실제 색상 측정은 색차계를 이용한 표면색도 측

정과 고춧가루 추출액에 대한 흡광도를 이용하는 ASTA 색상 값을 측정

하였다. 색상 값을 비파괴적으로 예측하기 위해 동일 시료에 대해서

VNIRS를 이용하여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고 유효 파장대역 선택 및

다양한 스펙트럼 전처리를 적용하여 색상 예측용 PLSR 모델을 개발하

고 이를 검증하였다.

Fig. 5-1 Experimental procedure for development of PLSR color 

prediction model of red-pepper powder.

5.2.1. 색상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시료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 및 색상 정보와의 상관관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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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등을 위해 사용된 시료들은 표 5-1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색상 값

예측을 위한 PLSR 모델 개발에는 괴산과 영양에서 생산된 40개 및 24

개 시료가 사용되었으며 ‘‘진미’’ 고추와 ‘청양’ 고추의 부위별 시료는 색

상 값, capsaicinoids 함량과 흡광 스펙트럼과의 상관관계 구명을 위해

사용하였다. 색상정보와 capsaicinoids 함량과의 상관계수를 계산하기 위

해 사용된 시료는 괴산 고춧가루 70개, 영양 고춧가루 63개 및 전국 고

춧가루 18개가 사용되었다.

Category Contents1) Spec2) No.3)

1. Prediction model for 

Color values of 

red-pepper powder 

by VNIRS

L, a, b value,

Absorbance4),

Cap5)

Products produced 

from Goesan
40

L, a, b value,

ASTA value,

Absorbance4),

Cap5)

Products produced 

from Youngyang
24

2.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color values, 

capsaicinoids content 

and absorbance 

L, a, b value,

Absorbance4),

Cap5)

Pericarp, seed, 

placenta powder of 

Jinmi variety

8

Pericarp, seed, 

placenta powder of 

Chungyang variety

9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apsaicinoids 

and color values

L, a, b value,

Cap5)

Products produced 

from Goesan
70

Products produced 

from Youngyang
63

Products produced 

from different 10  

domestic areas

18

1) Contents: measurement contents, 2) Spec: specification of 

Samples, 3) No.: Absorbance:  Number of sample.

4) Absorbance: absorbance spectra measured by VNIRS,

5) Cap: capsaicinoids content measured by HPLC.

Table 5-1 Sample sets of red-pepper powder used for colo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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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색상 예측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지역별 시료

충북 괴산에서 생산된 40개 고춧가루 제품은 표면색도 L, a, b 값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해 사용하였다. 표면색도 L, a, b 값과

ASTA 색상 값을 예측하기 위한 고춧가루 시료는 경북 영양에서 생산된

김치용 고춧가루 3제품(순한맛, 보통맛, 매운맛)과 양념용 3제품(순한맛,

보통맛, 매운맛)을 표준 망체와 진동 분리장치를 이용하여 0.425 ㎜이하

(I), 0.425 ∼ 0.71 ㎜(Ⅱ), 0.71 ∼ 1.4 ㎜(Ⅲ)의 3수준으로 분리하여 사용

하였다. 이는 고춧가루의 입자 크기에 따른 물리적 특성과 표면색도 값

또는 ASTA 색상 값의 품질 예측 값과의 연관성을 구명하고자 시료를

입도 분리하였다. 따라서 영양에서 구입한 시료는 입도를 분리한 시료

18종과 입도를 분리하지 않은 제품 상태의 시료 6종을 포함하여 총 24개

의 실험 시료를 준비하여 ASTA 색상 값과 표면색도 값을 측정하고 획

득한 흡광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PLSR 모델을 개발하였다.

5.2.1.2. 색상과의 상관관계 구명을 위한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

Capsaicinoids 함량, 색상 및 흡광 스펙트럼과의 상관관계 구명을 위

해 사용된 시료는 ‘진미’ 품종과 ‘청양’ 품종의 건고추를 과피, 종자, 태좌

로 분리한 후 분쇄하여 3 수준의 입자 크기로 분류하여 18개의 시료를

제조하였다. 이들 중에서 ‘진미’ 품종에서 입도가 가장 큰 종자 부위의

분말시료(0.71 ∼ 1.4 mm)는 양이 적어서 모든 측정 항목에서는 제외시

키고 17개 시료를 사용하였다(표 4-4).

5.2.1.3. 색상과의 상관관계 구명을 위한 지역별 고춧가루 시료

Capsaicinoids 함량과 색상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기 위하여 괴산 지

역에서 생산된 70개 제품과 영양 지역에서 생산된 63개 제품을 비롯하여

전국 10개 지역에서 생산된 18개의 고춧가루 제품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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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색차계를 이용한 고춧가루의 L, a, b 값 측정

색차계를 이용한 고춧가루의 L, a, b 값 측정은 4.2.1.3절에서 측정했

던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표면색도의 측정은 3지

점에 대해서 3회씩 측정하여 L, a, b값에 대해서 9개씩 획득하였다.

획득한 표면색도 L, a, b 값은 R(red), G(green), B(blue)의 색 좌표

값으로 변환하였으며 이들 기본적인 색상 값 외에 또 다른 색상 지수로

a*L,


(전재근 등, 1979)을 비롯해서 L/b, b/a, G/(G+B),

R/(R+G+B), G/(R+G+B)을 추가로 계산하였다. 또한 선명도를 나타내는

채도 값인 C는 로 계산하여 VNIR 흡광 스펙트럼과의 관계 구명

에 사용하였다.

5.2.3. 비색계를 이용한 ASTA 색상 값 측정

비색계를 이용하여 ASTA 색상 값(Woodbury, 1997)을 측정하기 위

해서 그림 5-2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하였으며 영양 고춧가루 시료 24개

를 측정하였다. 24개로 준비된 고춧가루 시료에서 각각 0.1 g를 정량하

여 volumetric flask에 넣고 acetone 100 mL을 채운 다음 적당히 흔들어

주고 나서 16시간 동안 암실에서 방치한 후 여과지를 이용하여 추출액을

여과하였다. 추출액은 비색계(Shimadzu company, UV-2550, Kyoto,

Japan)를 이용하여 46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ASTA 색상 값은

수식(5-1)에 의해 계산하였다. 여기서 If는 장비 보정 계수(Instrument

correction factor)로서 본 연구에서는 1로서 간주하였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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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Measurement procedure of ASTA values of red-pepper 

powder.

5.2.4. VNIRS를 이용한 흡광 스펙트럼 측정

색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고춧가루 시료는 그림 4-20(b)에서와 같이

표면 색도를 측정한 위치와 동일하게 전용 용기를 이동시키면서 흡광 스

펙트럼을 획득하였다. 40개의 괴산 고춧가루는 시료마다 3개 위치를 표

시하고 각 위치에서 대략 6개의 스펙트럼을 측정함으로서 시료 당 18개

정도의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고 총 705개의 VNIR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였다. 24개의 영양 고춧가루는 시료 당 대략 11개의 흡광 스펙트

럼을 획득하여 총 275개의 흡광 스펙트럼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알고리즘 개발에 적용한 파장대역은 괴산 고춧가루의 스펙트럼은

400 ∼ 950 ㎚, 영양 고춧가루는 450 ∼ 950 ㎚를 적용하였다. 두 시료들

에 대한 스펙트럼의 파장 간격은 step 수를 10으로 하였으며 파장간격에

따른 괴산 고춧가루의 흡광 스펙트럼에 포함된 파장 수는 192개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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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고춧가루의 파장 수는 173개였다.

과피, 태좌, 종자의 입도별 분말 시료에 대한 VNIR 흡광 스펙트럼

측정은 개발된 온라인 고춧가루 스펙트럼 측정 장치를 사용하였다. 일반

적인 상황에서의 고춧가루 품질 측정은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되는 상황

에서 고춧가루의 표면을 스캔하여 흡광 스펙트럼을 획득하는 방식이지만

색차계로 측정한 색도 값과의 비교를 위해서 색상을 측정한 위치와 대응

하는 위치에서 정지 상태에서 스펙트럼을 3회 반복 측정하였다(그림

4-21 (b)). 전체 시료에 대해서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표면색도 값

과 동일한 총 153개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의

흡광 스펙트럼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450 ∼ 950 ㎚ 구간을 선택하여

사용하였다.

VNIR 흡광 스펙트럼 측정시 광 노출시간은 50 ms, 평균 횟수는 60

회로 스펙트럼을 획득하였으며 이 값은 흡광 스펙트럼(log

) 으로 변환

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색차계를 이용한 표면색도와 개발된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측정장치

를 이용하여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전에 모든 고춧가루 시료는 밀폐 용기

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였으며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기 전에 시료의 온

도는 실온과 유사한 22 ∼ 24℃ 범위로 조절하였다. 측정 전에는 시료가

균일하게 혼합될 수 있도록 충분히 흔들어서 혼합한 후에 VNIR 흡광도

를 획득하였다. 이때 사용된 고춧가루의 함수율 범위는 평균 9 ∼ 11%

였다.

5.2.5. 색상 예측 알고리즘의 개발

VNIR 흡광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색상 값을 실시간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PLSR을 이용한 모델을 개발하였다. PLSR 모델 개발에

있어서 색차계 및 비색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실제 색상정보인 L, a, b

및 ASTA 색상 값의 농도 정보가 종속변수로 사용되었으며 독립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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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온라인 스펙트럼 측정장치로 획득된 흡광 스펙트럼 데이터를 사

용하였다. PLSR 모델 개발에 앞서서 고춧가루의 색상 예측 정확도를 향

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스펙트럼 전처리 기법을 적용하였다. 적용한 스펙

트럼 전처리 기법들은 평균값 정규화, 최대값 정규화, 범위 정규화, 1차

및 2차 미분, SNV, MSC, 기준선 보정과 평활화 등을 적용하였다.

최적의 요인을 찾기 위하여 요인수 증가에 따라 PRESS의 변화를

관찰하여 그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의 요인수를 최적 요인수로 결정하고

개발한 모델의 예측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교차검정을 실시하였다. 개

발된 PLSR 모델 중 가장 최적인 모델을 선정하기 위하여 교정 모델에

대해서는 RC
2 및 SEC, 검증 모델에서는 RV

2 및 SEP, F, bias, RPD 등을

서로 비교하였다. 고춧가루의 품질 예측을 위한 PLSR 모델 개발은 통계

소프트웨어(Camo., Unscrambler v9.2, Oslo, Norway)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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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결과 및 고찰

5.3.1. 색차계 및 비색계를 이용한 고춧가루 색상 특성

5.3.1.1. L, a, b 색상 값의 분포

표 5-2는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5개의 고춧가루 시료 집단에

대한 표면색도 L, a, b 값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5개의 시료 집단은

괴산 고춧가루 40개 제품, 영양 고춧가루 24개 시료, 괴산 고춧가루 70개

제품, 영양 고춧가루 63개 시료를 비롯해서 전국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18개 고춧가루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에서와 같이 40개 및 70개의

괴산 고춧가루 시료에서 측정된 L, a, b값은 나머지 3개의 시료 집단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폭 넓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괴산에

서 생산되는 고춧가루 제품의 색상 변이가 다른 지역들보다 크다고 볼

수 있다. 24개 및 63개의 영양 고춧가루 제품에 대한 L, a, b 값에 대한

평균값은 다른 지역 제품들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적색도를

나타내는 a 값의 경우에 있어서 24개의 영양 고춧가루 시료는 31.50 으

로서 괴산 지역이나 전국 고춧가루 시료들과 비교할 때 높게 측정되었으

며 이는 영양 고춧가루 시료들이 상대적으로 붉은 색이 더 강하다고 말

할 수 있다.

그림 5-3은 괴산 고춧가루 시료 40개에서 측정한 L 값에 대한 빈도

수를 나타낸 히스토그램으로서 명도와 관련되는 L 값은 10.73 ∼ 35.44

으로 폭 넓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30 ∼ 31의 범위에 해당되는 값이 21개

로 가장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시료별로 색상의 밝기의 차이가

큼을 의미한다. 적색도와 관련되는 a값은 7.29 ∼ 30.30에 분포하고 있

었으며 각각의 범위에 해당되는 a값의 빈도수는 그림 5-4와 같이 도시

하였다. 그림에서와 같이 괴산 고춧가루의 a값은 9와 10의 값에 주로 분

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5에서와 같이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

은 1.19 ∼ 29.58의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으며 작은 값에 해당

되는 3에서 37개의 시료가 집중되어 있었다. 이때 색상 측정을 위해 사



- 148 -

용된 전체 40 개의 괴산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capsaicinoids 함량은

13.88 ∼ 61.84 ㎎/100 g의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다.

L a b

R1) Avg.2) STD3) R Avg. STD R Avg. STD

G4)

10.73

~

35.44

19.47 11.03
7.54~

29.04
14.92 8.56

1.71~

29.00
7.96 8.51

Y5) 28.07~

34.50
30.05 1.76

29.03~

35.85
31.50 2.20

15.22~

21.38
17.68 1.79

G6) 10.73~

33.35
25.13 7.80

7.29~

30.30
20.33 7.32

1.19~

19.24
12.73 1.19

Y7) 24.32~

31.86
28.17 1.42

21.32~

32.19
27.41 2.19

12.55~

18.39
15.76 0.92

D8) 22.97~

28.48
25.70 1.43

17.47~

25.25
22.11 1.68

10.67~

16.43
13.92 1.30

1) R: Range, 2) Avg.: Average, 3) STD: Standard deviation,

4) G: 40 products produced from Goesan, 

5) Y: 24 products produced from Youngyang,

6) G: 70 products produced from Goesan, 

7) Y: 63 products produced from Youngyang,

8) D: 18 products produced from different 10 domestic areas.

Table 5-2 Color values of red-pepper powder measured by 

color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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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Frequency of L-value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from 

Goesan area.

Fig. 5-4 Frequency of a-value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from 

Goesan area.

Fig. 5-5 Frequency of b-value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from 

Goes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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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2. 입도별 고춧가루 색상 특성

영양 고춧가루 24개 시료는 색차계를 사용하여 시료당 3지점에서

L, a, b값을 측정하여 각각 72개씩 획득하였으며 비색계를 이용하여 측

정한 ASTA 색상 값은 시료 당 1개씩 측정하여 총 24개의 결과 값을 획

득하였다.

 표 5-2는 3수준으로 입도 분리된 고춧가루 시료 18개와 입도 분리

를 하지 않은 6개 제품에 대해서 각각 ASTA 색상 값 및 L, a, b 값을

나타낸 것으로서 여기서 L, a, b 값은 시료당 3지점에서 측정한 값을 평

균한 값이다. 표에서와 같이 표면색도에서 명도를 나타내는 L 값은 최소

28.07에서 최대 34.50의 범위에서 측정되었고 적색도의 a 값과 황색도의

b 값은 각각 29.03 ∼ 35.85 및 15.22 ∼ 21.38의 범위에서 분포하고 있

었으며 표면색도 a 값과 함께 고추의 붉은 색의 정도를 평가하는 기준인

ASTA 색상 값은 58.88 ∼ 92.17에서 측정되었다.

입도 분리를 하지 않은 제품의 경우에 적색도를 나타내는 a 값의 범

위가 29.37 ∼ 30.28로 좁게 표현되어 변별력이 떨어지는 반면에 ASTA

색상 값은 동일 시료에 대해서 64.12 ∼ 76.59로서 제품 간에 구분을 명

확히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고춧가루의 색상 품질인자로 색차계를 이

용한 a값보다는 비색계를 이용한 ASTA 색상 값을 사용하는 것이 품질

등급화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때 전체 24개 시료에 대한

capsaicinoids 함량 범위는 8.70 ∼ 85.89 ㎎/100 g이었다.

입도별 평균 ASTA 값은 고춧가루 입자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에 표면색도 값인 L, a, b 값은 이선미 등(1998)

이나 오승희 등(2011)의 선행 연구에서와 같이 입자의 크기가 증가할수

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러한 ASTA 색상 값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붉은 색의 과피에 비해 노란색의 종자나 주황색 계열의 태

좌는 분쇄 시 더 작게 분쇄되어 입도 분리시에 가장 작은 입도로 존재하

게 되고 고춧가루를 용액으로 추출 시 작은 입도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태좌나 종자의 양이 증가하여 적색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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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표면색도 L, a, b값에서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

록 공극이 적기 때문에 반사율이 증가하여 표면색도 값이 증가하는 것으

로 판단할 수 있다.

Samples 1 2 3

particle size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ASTA value 58.88 67.57 73.31 68.55 70.03 82.33 75.93 77.57 81.18

L 34.50 31.33 28.40 34.00 32.06 30.20 29.85 28.54 28.34

a 34.46 32.28 29.03 34.92 32.66 29.20 33.72 31.63 29.12

b 21.38 18.41 15.82 21.24 18.84 16.65 19.09 16.95 15.32

Samples 4 5 6

particle size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Ⅲ

ASTA value 80.85 77.41 86.26 83.64 80.52 88.56 85.94 91.68 92.17

L 30.02 28.07 28.57 31.60 30.45 28.30 29.56 28.41 28.42

a 34.46 31.39 29.79 35.85 33.97 30.66 33.63 31.71 29.30

b 19.40 16.65 15.47 20.71 18.64 16.23 18.86 16.42 15.22

Samples 1* 2* 3* 4* 5* 6*

ASTA value 64.12 70.19 72.16 73.47 76.10 76.59

L 28.65 30.40 31.49 30.46 29.39 30.08

a 30.28 29.36 29.85 29.42 29.37 29.87

b 16.76 17.16 17.93 17.45 16.87 16.88

 Particle size (Ⅰ:  below 0.425 ㎜, Ⅱ: 0.425 ~ 0.71 ㎜, Ⅲ: 0.71 ~ 1.4 ㎜),

 *: without sieve separation.

Table 5-3 Results of ASTA and L, a, b color value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from Youngyang area 

5.3.1.3. 지역별 고춧가루의 색상 특성

전국 10개 지역(부안, 남안동, 남제천, 신태인, 영광, 남영양, 영월, 음

성, 청양, 봉양)에서 생산된 18개 고춧가루 제품에 대해서 HPLC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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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측정한 capsaicinoids 함량 값과 색차계를 이용하여 각 시료당 3지

점에서 측정한 L, a, b 값에 대한 히스토그램은 그림 5-6와 같다. 그림

5-6(a)는 18개 시료에서 측정된 54개의 L 값에 대한 히스토그램으로서

최소 22.97에서 최대 28.48의 범위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었으며 25 및 27

부근에 해당되는 값이 각각 14 및 15로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다.

(a) (b)

(c) (d)

Fig. 5-6 Frequency of L-value (a), a-value (b),  b-value (c) and 

capsaicinoids content (b)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from 10 

different areas (18 products).

적색도와 관련된 a 값은 최소 17.47에서 최대 25.28이었으며 전체 54

개 측정값에 대한 히스토그램은 그림 5-6(b)와 같으며 21 에서 24 근처

에 해당되는 값들이 42개가 분포하고 있어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었다.



- 153 -

황색도와 관련된 b 값은 10.67 ∼ 16.43의 범위에 걸쳐 분포하고 있었으

며 그림 5-6(c)에서와 같이 13에서 15 근처에 해당되는 값들이 39개가

분포하고 있었다. 이때 전국 18개 시료에 대한 capsaicinoids 함량은 8.79

∼ 155.53 ㎎/100 g으로 측정되었으며 그림 5-6(d)에서와 같이 20 ∼ 30

근처에 해당되는 값들이 10개로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전국 10

개 지역에서 생산된 18개 시료에 대한 그림 5-6의 결과에서 보듯이

capsaicinoids 함량의 값이 폭 넓게 분포하는 반면에 색상 정보인 L, a,

b 값은 상대적으로 좁은 범위에서 값들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5.3.2. 고춧가루 색상 예측 결과

5.3.2.1. 고춧가루의 L, a, b 색상 예측 결과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표면색도 L, a, b 값과 VNIRS을 이용하

여 측정한 흡광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개발된 괴산 및 영양 고춧가루의

표면색도 예측용 PLSR 모델은 표 5-4와 같다. 40개의 괴산 고춧가루 시

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표면색도 L 값 예측에 있어서는 1차 미분 전처리

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이 가장 양호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으

며 RV
2 = 0.977, SEP = 1.37, RPD = 6.50 이었다. a 값의 경우에도 1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모델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이때 RV
2 =

0.980, SEP = 1.21, RPD = 7.02 이었다. b 값의 경우에는 2차 미분 전처

리가 예측 성능이 우수하였으며 RV
2 = 0.979, SEP = 1.13, RPD = 6.82로

나타났다. 특히 괴산 고춧가루 시료에 있어서 스펙트럼 전처리를 적용하

여 개발된 예측 모델이 전처리를 적용하지 않고 개발된 모델과 비교할

때 F 값들이 대폭 감소되었으며 RPD 값도 증가되어 예측 성능이 향상

됨을 알 수 있다.

24개의 영양 고춧가루 시료를 대상으로 개발된 표면색도 L 및 a 값

의 예측에 있어서는 SNV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이 가장

양호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b 값에 대해서는 최대값 정규화 전처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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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한 예측 모델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괴산 고춧가루 시

료에서 개발된 PLSR 모델이 스펙트럼 전처리에 따른 예측 성능이 향상

된 반면에 영양 고춧가루 시료는 스펙트럼 전처리와 예측 성능과는 유의

적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7은 영양 고춧가루 시료 24개에 대한 표면색도 L 값을 예측

하기 위해 개발된 PLSR 모델로서 이때 사용된 전처리는 SNV로서 가장

양호한 성능을 보여주었다. 개발된 교정 PLSR의 RC
2 = 0.897, SEC =

0.55였으며 이 예측 모델을 교차 검증법으로 검증한 결과에서는 RV
2 =

0.880, SEP = 0.60였으며 RPD 값은 2.88으로 괴산 고춧가루 시료와 비

교할 때 상대적으로 예측 성능은 낮았지만 추후 다양한 고춧가루를 시료

를 포함시켜서 L 값의 측정 범위를 확대한다면 예측 성능이 향상될 것

으로 기대한다.

그림 5-8은 영양 고춧가루 시료 24개에 대한 표면색도 a 값을 예측

하기 위해 개발된 PLSR 모델 중에서 SNV 전처리를 적용한 가장 우수

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때 교정 PLSR 모델의 RC
2 = 0.960, SEC

= 0.41였으며 이 예측 모델을 교차 검증법으로 검증한 결과에서는 RV
2 =

0.957, SEP = 0.43이었으며 RPD 값은 4.80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

다.

그림 5-9는 영양 고춧가루 시료에 대한 표면색도 b 값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PLSR 모델로서 최대값 정규화를 적용한 모델이 가장 우수

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이때 교정 PLSR의 RC
2 = 0.959, SEC =

0.35였으며 이 예측 모델을 교차 검증법으로 검증한 결과에서는 RV
2 =

0.957, SEP = 0.36였으며 RPD 값은 4.79로 양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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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 Pret.1)
L-value

RC
2 SEC RV

2 SEP F2) RPD

Goesan
 X3) 0.967 1.62 0.963 1.71 12 5.22

1st D 0.979 1.33 0.977 1.37 4 6.50

Young 

Yang

 X 0.893 0.56 0.879 0.60 8 2.86

SNV 0.895 0.56 0.879 0.60 7 2.86

a-value

Goesan
X 0.972 1.42 0.968 1.52 13 5.59

1st D 0.981 1.17 0.980 1.21 4 7.02

Young 

Yang

 X 0.950 0.46 0.947 0.45 4 4.32

SNV 0.960 0.42 0.956 0.43 5 4.77

b-value

Goesan
X 0.977 1.16 0.974 1.23 13 6.24

 2nd D 0.980 1.10 0.979 1.13 3 6.82

Young 

Yang

X 0.956 0.36 0.953 0.37 3 4.57

Max4) 0.959 0.35 0.957 0.36 2 4.79

1) Pret.: Pretreatment method, 2) F: Number of Factors, 

3) X: Non-pretreatment, 4) Max: Maximum normalization

Table 5-4 Performance of PLSR model depending on pretreatment of 

VNIR spectra in predicting L, a, b color values of red pepper powder 

영양 고춧가루를 색차계로 측정하고 이 시료를 VNIRS를 이용하여

획득한 흡광 스펙트럼으로 표면색도 L, a, b 값을 예측한 결과에서 L 값

은 비슷한 예측 성능을 보여준 a 값과 b 값에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낮

은 예측 성능을 보였지만 이러한 VNIR을 기반으로 하여 개발된 고춧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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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 품질 예측 시스템은 고춧가루의 표면색도 예측에 있어서 실시간 비파

괴적인 방법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5-7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L-value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Youngyang (PLSR model preprocessed 

by SNV).  

Fig. 5-8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a value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Youngyang (PLSR model preprocessed 

by SNV). 



- 157 -

Fig. 5-9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b value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Youngyang (PLSR model preprocessed 

by  maximum normalization). 

5.3.2.2. 고춧가루의 ASTA 색상 예측 결과

표 5-5는 영양 고춧가루 시료 24개에 대해서 비색계를 이용하여

ASTA 색상 값을 측정한 결과 값과 VNIRS를 이용하여 획득한 흡광 스

펙트럼에 대해서 다양한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한 PLSR 모델의 예측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5-10에서와 같이 개발한 모델 중에서 가장

양호한 예측 성능을 보여준 PLSR 모델은 기준선 전처리 방법이 적용되

었으며 이때 교정 PLSR 모델의 RC
2 = 0.782, SEC = 3.90였으며 이 예측

모델을 교차 검증법으로 검증한 결과에서는 RV
2 = 0.718, SEP = 4.46였

으며 RPD 값은 1.88로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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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Normalization

1st D 2nd D SNV MSC SM4) BL5)

Mean Max2) R3)

RC
2 0.787 0.781 0.795 0.787 0.772 0.325 0.780 0.770 0.787 0.782 

SEC 3.862 3.917 3.787 3.868 3.998 6.880 3.924 4.012 3.866 3.901 

RV
2 0.717 0.707 0.711 0.701 0.618 0.267 0.692 0.694 0.718 0.718 

SEP 4.467 4.547 4.521 4.595 5.192 7.194 4.665 4.649 4.460 4.462 

F6) 10 10 11 11 9 2 10 9 10 9

RPD 1.87 1.84 1.85 1.82 1.61 1.16 1.80 1.80 1.88 1.88

1) X: Non-pretreatment, 2) Max: Maximum, 3) R: Range, 

4) SM: Smoothing, 5) BL: Baseline, 6) F: Number of Factors

Table 5-5 Performance of PLSR model depending on pretreatment of 

VNIR spectra in predicting ASTA value of red pepper powder produced 

from Youngyang

Fig. 5-10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ASTA value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at Youngyang (PLSR model preprocessed 

by baseline). 

기존 ASTA 색상 측정을 위한 시료는 0.1 g의 소량을 정량하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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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사용하게 된다. 고춧가루에는 붉은색의 과피를 비롯해서 노란색을

띄는 종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 두 부위의 비율에 따라 ASTA 색상 값

도 차이가 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충분히 혼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

료가 샘플링될 경우에는 추출되는 위치에 따라서 ASTA 색상 값이 달라

질 수 있다.

색차계를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표면 색도를 측정 방법은 단순하지만

고춧가루의 표면에 직접 접촉해서 측정해야 하고 측정되는 결과 값의 범

위가 제품 간에 변별력을 줄 수 있을 만큼 폭 넓지 않은 단점이 있다.

따라서 고춧가루의 색상 품질의 등급화를 위해서는 동일 제품에 대해서

색차계 값보다 상대적으로 폭 넓은 수치를 제공하는 ASTA 색상 값이

더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기존 ASTA 색상 값 측정을 위해서는 시료

추출의 전처리 과정과 분석까지 최대 16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

어 온라인 실시간으로 고춧가루 색상 품질을 예측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에 앞으로 알고리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시료를 추가하고 스펙트럼 데이

터를 확보한다면 보다 예측 성능이 향상된 ASTA 색상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5.3.3. Capsaicinoids 함량, 색상과 스펙트럼과의 상관계수

5.3.3.1. 부위별 시료에 대한 색상 정보와 파장별 상관계수

그림 5-11은 ‘진미’ 품종의 과피 분말에서 획득한 흡광 스펙트럼과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된 표면색도 L, a, b 및 capsaicinoids 함량과의

상관관계를 그래프로 도시한 것이다.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미’

품종의 과피 분말은 붉은 색의 carotenoid 성분이 주가 되며 550 ㎚ 파

장대역 이후에서부터 capsaicinoids 함량을 비롯해서 L, a, b의 대부분

인자들이 흡광 스펙트럼과 음의 상관관계로서 높아지고 있었다. 특히

capsaicinoids 함량의 경우에는 다른 인자들과 함께 상관계수 값이 0.8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550 ㎚ 파장대역 이후에서는 색상 정보와 함께

capsaicinoids 함량 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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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는 ‘진미’ 품종의 종자 분말에서 획득한 흡광 스펙트럼과

표면색도 L, a, b값과 capsaicinoids 함량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적색도 a 값은 450 nm 파장대역 근처에서 상관계수가 0.8 정도의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며 700 nm까지 감소하다가 이후로 0.4의 상

관계수를 유지하였다. 명도를 나타내는 L 값과 capsaicinoids 함량과는

거의 유사한 음의 상관계수 값을 보여주었으며 황색도 값인 b 값은 색

상정보가 없는 700 nm의 NIR 영역으로 진행할수록 상관계수는 0으로

감소되었다.

Fig. 5-11 Correlation spectra between spectrum values vs color values 

and vs capsaicinoids content measured from pericarp powder of  ’Jinmi’ 

red-p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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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2 Correlation spectra between spectrum values vs color values 

and vs capsaicinoids content measured from seed powder of  ’Jinmi’ 

red-pepper.

그림 5-13은 capsaicinoids 함량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태좌 분

말에 대한 상관 계수 그래프로서 흡광 스펙트럼과 비교되는 모든 인자들

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capsaicinoids 함량을 비롯한 대부분의

인자들이 550 ∼ 600 ㎚ 파장대역에서 최대 상관계수 값을 보여주었다.

이 파장대역은 태좌의 색상인 노란색(570 ∼ 590 ㎚) 및 주황색(590 ∼

610 ㎚)에 해당되는 파장대역으로서 capsaicinoids 함량과의 상관계수 값

과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매운맛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추 부위인 태좌의 색상 정보에 대한 흡광 스펙트럼 정보로서

capsaicinoids 함량을 유추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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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3  Correlation spectra between spectrum values vs color values 

and vs capsaicinoids content measured from placenta powder of  ’Jinmi’ 

red-pepper.

5.3.3.2. Capsaicinoids 함량과 고춧가루 색상 값과의 상관관계

표 5-7은 괴산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제품 70개, 영양에서 생산된 고

춧가루 제품 63개를 비롯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된 18개 제품에 대

해서 capsaicinoids 함량과 색상 값과의 상관관계를 표로 나타낸 것이다.

괴산 제품 63개의 경우에 있어서 HPLC로 분석한 capsaicinoids 함량과

색 정보와의 상관관계에서 b/a(적색도/황색도),  


,R G  B
G

및

R B
G
에서 0.7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영양 제품 63개에

서는 a, b/a, a*L 및  


값들이 capsaicinoids 함량과 높은 상관관

계를 보여주었으며 전국 시료 18개 제품에 대해서는 b/a,  


및

R B
G
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3종류의 시료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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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b/a에 대한 색상정보가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

에 높은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과피의 주요 색상인 적색

도 b 값과 종자나 태좌의 색상 값에 가까운 황색도 a값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되며 특히 a 값에 있어서는 capsaicinoids 함량이 가장 높게

함유되어 있는 태좌의 색상 정보에 좌우되어 해당 시료의 capsaicinoids

함량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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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s Correlation coefficients

Goesan 

area

(70 ea)

L a b b/a L/b aL   


0.63 0.58 0.64 0.71 -0.66 0.57 -0.71

 R G B R G  B
R
R G  B

G
R B

G

0.58 0.61 0.65 -0.35 0.61 0.71 0.70

Youngyang 

area

(63 ea)

L a b b/a L/b aL   


-0.54 -0.78 -0.43 0.72 -0.08 -0.74 -0.72

 R G B R G  B
R
R G  B

G
R B

G

-0.66 -0.69 -0.07 -0.27 -0.16 0.64 0.64

Different 

areas

(18 ea)

L a b b/a L/b aL   


0.34 0.03 0.28 0.53 -0.13 0.18 -0.53

 R G B R G  B
R
R G  B

G
R B

G

0.17 0.26 0.43 -0.01 -0.05 0.49 0.49

Table 5-6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capsaicinoids and color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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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요약 및 결론

고춧가루의 주요 품질인자 중의 하나인 색상을 비파괴적이고 실시간

으로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VNIRS를 이용하여

개발된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고춧가루 색상 예측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괴산 고춧가루 시료 40개의 L, a 및 b 값들

의 범위는 각각 10.73 ∼ 35.44, 7.29 ∼ 30.30 및 1.19 ∼ 29.58로서 폭넓

게 분포하고 있어 괴산 지역시료의 변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입

도별로 분리된 영양 고춧가루 시료 24개의 L, a 및 b 값은 각각 28.07

∼ 34.50, 29.03 ∼ 35.85 및 15.22 ∼ 21.38로서 좁은 범위내에서 분포하

고 있었으며 입도가 작을수록 색상 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VNIRS를 이용하여 괴산 지역에서 생산된 입도별 고춧가루 시료 40개

를 대상으로 표면색도 L, a 및 b 값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PLSR 모

델 중에서 가장 양호한 예측 성능은 L 및 a 값은 1차 미분 전처리, b

값은 2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경우였다. 교차 검증법을 이용하여 검

증한 결과에서 L 값의 RV
2 = 0.977, SEP = 1.37, RPD = 6.50, a 값의

RV
2 = 0.980, SEP = 1.21, RPD = 7.02이었으며 b 값은 RV

2 = 0.979,

SEP = 1.13, RPD = 4.77로서 가장 양호한 성능을 나타냈다. 괴산 시료

24개에 대한 ASTA 색상 값 예측에 있어서는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한

PLSR 모델이 RV
2 = 0.718, SEP = 4.46, RPD = 1.88로서 다소 낮은 예

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3. 영양 고춧가루 시료 24개에 대한 ASTA 색상 값을 비파괴적으로 예

측하기 위해서 획득한 VNIR 흡광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 중에서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한 모델의 예측 성능이 가장 양호하

였다. 예측성능은 표면색도 L, a, b를 예측하는 모델에 비교해서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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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낮았지만 기존의 ASTA 색상 값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시

료 전처리 과정 및 시간을 대신해서 ASTA 색상을 예측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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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당 함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

6.1. 서론

단지 맵기만 하는 외국산 고추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추는 당 함량이 높아 음식에 사용했을 때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손숙미 등, 1995). 소비자들도 고춧가루를 구입할

때 매운맛과 함께 단맛도 중요한 품질 인자로서 인식하고 있으며 단맛이

높은 고춧가루가 더 높은 선호도를 갖게 된다.

고추의 단맛은 매운맛처럼 동일 품종이라도 지역이나 재배환경에 따

라 당 함량에 차이가 있고 단순히 고추 품종으로만 단맛이 높은 고추를

분류하고 등급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고춧가루에서 당 함량

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HPLC, GC 등과 같은 화학 분석 장비를 사용했으

며 측정 정확도는 높지만 복잡한 전처리 과정과 분석까지 장시간이 소요

되는 등의 단점이 있다. 기존 화학 분석법을 대처하고 실시간·비파괴적

인 방법으로 고춧가루의 당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NIR 분광법이 시도

되었으며 그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조래광 등, 1990; 한응수 등, 1996).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색상 및

당 함량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이를 위해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색상 측정에 이어 당 함량 예측에 대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VNIRS를 기반으로 개발된 온라인 고춧가루 스펙

트럼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당 함량을 실시간·비파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수행되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

음과 같다.

1. 전국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제품을 입도별로 3수준(Case

I: 0.425 ㎜이하, Case Ⅱ : 0.425 ～ 0.71 ㎜, Case Ⅲ : 0.71 ～ 1.4

㎜)으로 분리하여 조제한 42개의 시료에 대해서 HPLC 분석법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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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총 당(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lactose) 함량을 분

석하고 지역별 고춧가루의 당 함량 분포를 조사한다.

2. 42개 고춧가루 시료를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온라인 스펙트럼

측정 장치를 이용하여 획득한 흡광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입도별 당 함

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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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재료 및 방법

개발된 VNIRS 품질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주요 품질

인자인 당 함량(단맛)을 비파괴적이고 신속하게 예측하기 위해 그림 6-1

와 같은 과정으로 당 함량 예측용 알고리즘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Fig. 6-1 Experimental procedure for development of PLSR sugar 

content prediction model of red-pepper powder.

6.2.1. 전국 생산 지역별 고춧가루 시료 준비

VNIRS를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당 함량 예측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을 위해 고추 주산지를 중심으로 설립되어 있는 전국 14개의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생산된 2009년산 고춧가루 제품을 사용하였다(표 6-1). 구

입한 14개 제품은 고춧가루 입자 크기의 분포에 따라 고추장용, 양념용,

김치용으로 구분하기 위해 표준 망체와 진동식 분리 장치를 이용하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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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samples Areas Pungency notation

1 Umsung Mildly hot (Gold)

2 Goesan Mildly hot

3 Annyondo Very hot

4 Chengyang Extremely hot (Gold)

5 Shintaein Medium hot (Gold)

6 Gochang Medium hot (Gold)

7 Youngkwang Very hot

8 Youngwol Medium hot (Gold)

9 Bongyang  Extremely hot

10 Namjecheon Very hot

11 Youngyang RPTC Very hot

12 Youngyang Mildly hot

13 Namyoungyang Medium hot

14 Namandong Mildly hot

Table 6-1  Notation of pungency level of red-pepper powders 

produced at 14 regions in Korea

각 0.425 ㎜이하 (Case I), 0.425 ～ 0.71 ㎜ (Case Ⅱ), 그리고 0.71 ～

1.4 ㎜ (Case Ⅲ)의 3수준으로 분리하여 총 42개의 시료를 준비하였다.

6.2.2. HPLC를 이용한 고춧가루의 당 함량 분석

고춧가루 시료의 당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sucrose, maltose,

glucose, lactose, fructose의 5가지 당 성분에 대해서 HPLC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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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고춧가루 시료 3 g을 정량해서 50 mL의 conical tube에 50%

ethanol 30 mL과 함께 넣고 85℃ 온도에서 25분간 가온하여 당류를 추

출한 후에 0.45 ㎕의 나일론 재질의 멤브레인 필터(membrane filter)로

여과하였다.

각각의 표준 시료(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lactose)는 0.5

g씩 50 mL의 메스플라스크 넣고 계량하여 준비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표준시료는 fructose(Sigma, F0127, St. Louis, MO, USA),

glucose(Sigma, G8270, St. Louis, MO, USA), sucrose(Sigma, S9378,

St. Louis, MO, USA), lactose(Sigma, L3625, St. Louis, MO, USA),

maltose(Sigma, M5885,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으며 50%

ethanol로 정용 후 음파 처리를 하였다. 검량선 작성을 위해 각각의 표

준용액에 대한 희석배수는 4단계로서 1250 ppm, 2500 ppm, 5000 ppm,

10000 ppm을 준비하였다.

이동상은 아세토니트릴(ACN)과 증류수를 76 : 24의 부피비율로 혼

합 조제하고 HVLP(high volume-low pressure cuffs) 0.45 ㎕로 여과하

여 감암 처리하였다. HPLC로 측정하기 전에 음파 처리하여 가스를 제거

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된 기기의 조건은 표 6-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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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
Model: shiseido, SP LC

Injector: shiseido,　nanospace SI-2 3023

Detector: Refrective Index detector(RID), Shodcx, 

RI 201H

Column oven: shiseido, nanospace SI-2 3004

Pump: shiseido, nanospace SI-2 3201

Column Shodex, Asahipak NH2P-50(250X4.6㎜)

Mobile phase Acetonitrile : water (76 : 24)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volume 10 ㎕

Detector RI detector

Table 6-2 Condition of HPLC for analysis of total sugar content in 

red-pepper powder

6.2.3. VNIRS를 이용한 고춧가루의 스펙트럼 측정

VNIRS를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기에 전에 42개의

고춧가루 시료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냉장 보관하였으며 흡광 스펙트럼

을 측정하기 전에 시료의 온도는 실온과 유사한 22 ∼ 24℃ 범위로 하

였다.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에 투입 전에는 충분히 흔들어

서 혼합하였으며 투입된 고춧가루의 표면을 스캔하여 VNIR 흡광도를

획득하였다. 이때 광 노출시간(integration time)은 50 ms였으며 60회를

측정한 값을 평균하여 사용하였으며 기본적으로 평활화 전처리를 적용하

여 반사 스펙트럼을 획득하고 log()로 변환된 흡광 스펙트럼을 입력

하였다. 측정을 마친 고춧가루 시료는 다시 밀폐용기에 담아서 3시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측정하였으며 세 번째 측정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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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의 획득은 시료당 평균 9회 정도 측정되었으며 총 1195개의

스펙트럼 데이터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당 함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에 사

용하였다.

고춧가루 당 함량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된 흡광 스

펙트럼의 파장대역은 450 ∼ 950 ㎚이었으며 이때 총 픽셀 수는 1743개

였으며 파장 간격은 step 수를 5로 설정하여 최종 픽셀 수가 346개인 스

펙트럼으로 PLSR 모델 개발에 사용하였다. PLSR 모델 개발에 사용된

스펙트럼 전처리, 성능 검증 및 분석 프로그램은 4.2.4 절에서 소개했던

방법과 동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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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결과 및 고찰

6.3.1. 지역별 고춧가루의 당 함량 분포

표 6-3은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14개 고춧가루 제품의 당 함량을 3

수준의 입도 크기로 분석한 것이다. 당은 sucrose, maltose, glucose,

lactose, fructose의 5가지 성분을 분석하였지만 maltose와 lactose 성분

은 검출되지 않았기에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전체 입도에서 당 함량은

11.12 ∼ 19.88 g/100 g의 범위에서 측정되었으며 fructose 함량은 7.49

∼ 11.92 g/100 g, glucose 함량은 3.03 ∼ 6.85 g/100 g, sucrose 함량은

0.25 ∼ 1.6 g/100 g의 범위 내에서 측정되었다. 따라서 그림 6-2에서와

같이 fructose, glucose, sucrose는 전체 당을 100%으로 봤을 때 평균

62.0%, 33.3%, 4.8%의 비율로 분석되었으며 대부분의 당은 fructose와

glucose로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 결과는 선행 연구인 이성우

(1979), 최선미 등(2000), 소재우 등(2011)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Fig. 6-2 Distribution ratio of sugar contents for red-pepper powder 

measured by HPLC.

입도별 당 함량을 살펴보면 봉양 고춧가루가 Case I (0.425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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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 size area Total sugar Fructose Glucose Sucrose

Case I

Gochang 16.94 10.73 5.62 0.59 

Goesan 18.35 11.20 6.37 0.78 

Namandong 19.80 11.92 6.51 1.37 

Namjecheon 14.58 9.09 4.66 0.84 

Bongyang 12.03 7.89 3.68 0.46 

Shintaein 15.09 9.95 4.89 0.25 

Anmyeondo 16.28 10.16 5.44 0.68 

Youngkwang 14.05 8.94 4.70 0.40 

Youngyang 15.43 9.11 6.06 0.26 

Youngyang RPTC 19.31 11.53 6.70 1.08 

Namyoungyang 16.52 10.56 5.48 0.48 

Youngwol 19.13 11.55 6.85 0.73 

Umsung 18.12 10.70 6.62 0.80 

Chungyang 13.75 8.60 4.20 0.95 

Average 16.38 10.14 5.56 0.69 

Standard deviation 2.36 1.24 1.01 0.32

Table 6-3 Total sugar contents by each particle size of red-pepper 

powder produced from 14 area in Korea 

(Unit: g/100 g)

하) 및 Case Ⅱ (0.425 ∼ 0.71 ㎜)에서 전체 당 함량이 12.03 g/100 g

및 11.21 g/100 g으로 가장 적었으며 Case Ⅲ (0.71 ∼ 1.4 ㎜)의 입도에

서는 ‘청양’ 고춧가루의 당이 11.82 g/100 g으로 가장 적은 당을 함유하

고 있었다. 3수준의 입도에서 가장 많은 당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은 남

안동 고춧가루로서 각각 19.80 g/100 g(Case I), 19.30 g/100 g(Case Ⅱ)

및 19.88 g/100 g(CaseⅢ)로 분석되었다. 입도별 고춧가루 당 함량의 평

균은 Case Ⅰ 시료가 16.38 g/100 g으로 가장 높았으며 Case Ⅲ, Case

Ⅱ 순으로 각각 15.44 및 15.14 g/100 g이었으며 이때 표준편차는 각각

2.36, 2.19, 2.44 g/100 g으로 입도별 당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춧가루의 당 함량의 측정 결과에서와 같이 당이 가장 낮은

시료와 높은 시료 사이에는 약 2배 정도 당 함량이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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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cle size area Total sugar Fructose Glucose Sucrose

Case Ⅱ

Gochang 16.95 10.66 5.71 0.57 

Goesan 16.68 10.41 5.79 0.47 

Namandong 19.30 11.55 6.25 1.50 

Namjecheon 15.09 9.25 5.01 0.83 

Bongyang 11.21 7.49 3.03 0.70 

Shintaein 12.84 8.11 3.95 0.78 

Anmyeondo 14.01 9.11 3.96 0.94 

Youngkwang 13.27 8.56 4.36 0.35 

Youngyang 15.01 9.23 5.01 0.78 

Youngyang RPTC 17.87 10.07 6.22 1.58 

Namyoungyang 14.21 9.15 4.28 0.77 

Youngwol 17.74 10.44 6.85 0.46 

Umsung 15.95 9.46 5.33 1.16 

Chungyang 11.80 7.49 3.44 0.86 

Average 15.14 9.36 4.94 0.84 

Standard deviation 2.41 1.20 1.15 0.36

Case Ⅲ

Gochang 16.64 10.42 5.84 0.38 

Goesan 17.51 10.61 6.19 0.70 

Namandong 19.88 11.61 6.67 1.60 

Namjecheon 15.69 9.62 5.33 0.74 

Bongyang 12.94 8.58 3.92 0.44 

Shintaein 13.92 8.58 4.84 0.50 

Anmyeondo 13.95 8.87 4.32 0.76 

Youngkwang 13.78 8.81 4.55 0.42 

Youngyang 14.53 8.72 5.38 0.44 

Youngyang RPTC 17.30 10.33 5.74 1.23 

Namyoungyang 14.36 9.24 4.76 0.36 

Youngwol 17.05 10.14 6.20 0.72 

Umsung 16.83 9.93 6.02 0.88 

Chungyang 11.82 7.50 3.79 0.53 

Average 15.44 9.50 5.25 0.69 

Standard deviation 2.19 1.08 0.91 0.35

그림 6-3은 14개 고춧가루 제품을 3수준으로 입도 분리하여 HPLC로

분석된 42개 시료에 대한 당 함량이 분포되는 범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서 앞서 분석된 capsaicinoids 함량 분포와는 상대적으로 모든 당

함량 범위에서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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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Frequency of total sugar contents of red-pepper powders 

produced by different domestic area. 

6.3.2. 고춧가루의 당 함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 결과

그림 6-4는 VNIRS를 이용하여 측정된 전국 14개 지역의 고춧가루

시료를 3수준으로 입도 분리한 42개의 조제 시료에 대해서 450 ∼ 950

nm 파장대역에서 획득한 1195개의 흡광 스펙트럼을 도시한 것이다.

표 6-4는 다양한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들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예측 및 검증된 결과를 RPD(실측값의 표준편차/SEP)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전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 RPD값이 입도에 따라

1.9 ∼ 3.0으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처리 방법에 따

라 약간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유의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

다. 그리고 입도별로 당을 예측하는 것이 전체를 합하여 예측하는 것 보

다 예측 정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입도별로 예측 결과를 살펴보면 Case I(0.425 ㎜이하)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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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도의 시료에서 획득한 흡광 스펙트럼에 대해 평균값을 이용한 정규화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이 가장 양호한 예측 성능을 보여

주었다.

n = 1,195

Fig. 6-4 VNIR absorbance spectra (n = 1195) of red-pepper powder in 

the wavelength rage from 450 to 9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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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1)
Normalization

1st D 2nd D SNV MSC SM4) BL5)

Mean Max2) R3)

Ⅰ6)

RC
2 0.917 0.921 0.921 0.920 0.719 0.400 0.909 0.913 0.917 0.920

SEC 0.593 0.577 0.579 0.582 1.088 1.591 0.621 0.605 0.592 0.582

RV
2 0.886 0.894 0.892 0.891 0.560 0.346 0.880 0.883 0.887 0.892

SEP 0.694 0.671 0.678 0.681 1.366 1.666 0.712 0.703 0.693 0.677

F7) 13 12 13 13 7 2 10 11 13 13

RPD 2.96 3.06 3.03 3.02 1.50 1.23 2.88 2.92 2.96 3.03

Ⅱ

RC
2 0.735 0.767 0.777 0.779 0.821 0.605 0.822 0.782 0.740 0.786

SEC 1.256 1.178 1.153 1.148 1.032 1.533 1.030 1.140 1.244 1.129

RV
2 0.738 0.728 0.740 0.743 0.633 0.470 0.784 0.745 0.742 0.746

SEP 1.253 1.276 1.247 1.240 1.482 1.782 1.136 1.236 1.243 1.234

F 8 10 10 10 10 6 10 9 8 11

RPD 1.92 1.89 1.93 1.94 1.62 1.35 2.12 1.95 1.94 1.95

Ⅲ

RC
2 0.869 0.866 0.877 0.874 0.798 0.729 0.817 0.845 0.869 0.855

SEC 0.853 0.862 0.825 0.836 1.059 1.226 1.008 0.928 0.853 0.897

RV
2 0.843 0.840 0.850 0.846 0.732 0.679 0.803 0.838 0.843 0.830

SEP 0.936 0.945 0.913 0.928 1.223 1.338 1.048 0.950 0.935 0.974

F 10 9 10 9 5 6 6 7 10 10

RPD 2.42 2.40 2.48 2.44 1.85 1.69 2.16 2.38 2.42 2.33

Ⅳ

RC
2 0.698 0.691 0.695 0.705 0.708 0.518 0.677 0.694 0.699 0.734

SEC 1.305 1.321 1.312 1.291 1.285 1.650 1.351 1.314 1.304 1.226

RV
2 0.677 0.672 0.678 0.685 0.633 0.483 0.665 0.677 0.677 0.697

SEP 1.352 1.362 1.350 1.335 1.440 1.710 1.377 1.353 1.351 1.310

F 11 10 10 11 9 4 8 9 11 13

RPD 1.73 1.72 1.73 1.75 1.62 1.37 1.70 1.73 1.73 1.78

1) X: Non-pretreatment, 2) Max: Maximum, 3) R: Range, 

4) SM: Smoothing, 5) BL: Baseline, 6) Particle size: (I) below 0.425 ㎜, 

(Ⅱ) 0.425∼0.71 ㎜, (Ⅲ) 0.71 ~ 1.4 ㎜, (Ⅳ) above 1.4㎜, 

7) F: Number of Factors

Table 6-4 Performance of PLSR model depending on pretreatment of 

VNIR spectra in predicting total sugar of red pepper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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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는 입자가 가장 작은 Case I(0.425 ㎜이하)에 해당되는 시

료를 대상으로 획득한 총 356개의 흡광 스펙트럼을 평균값을 이용한 정

규화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의 예측 및 검증 결과이다. 이 모

델의 예측 및 검증 결과는 각각 RC
2 = 0.92, SEC = 0.58 g/100 g 및 RV

2

= 0.90, SEP = 0.67 g/100 g이었으며 RPD 값은 3.06으로 예측결과가 우

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6-5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sugar content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having particle size below 0.425 ㎜ (PLSR model 

preprocessed by mean normalization). 

그림 6-6은 중간 크기의 고춧가루 시료에 대해 당 함량 예측을 위

해 개발된 PLSR 모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

여준 SNV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의 예측 및 검증 결과

는 각각 RC
2 = 0.7860, SEC = 1.1291 g/100 g 및 RV

2 = 0.7456, SEP =

1.2341 g/100 g이었으며 이때 RPD = 2.12였다.

그림 6-7은 가장 큰 입자 크기의 고춧가루 시료에 대해 당 함량 예

측을 위해 개발된 PLSR 모델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가장 우수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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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을 보여준 전처리는 최대값을 이용한 스펙트럼 정규화이며, 이 전처리

를 적용하여 개발된 회귀식의 예측 및 검증 결과는 각각 RC
2 = 0.88,

SEC = 0.83 g/100 g 및 RV
2 = 0.85, SEP = 0.91 g/100 g이었으며 이때

RPD = 2.48 이었다.

Fig. 6-6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sugar content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having particle size between 0.425 to 0.71 ㎜ (PLSR 

model preprocessed by S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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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7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sugar content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having particle size between 0.71 to 1.4 ㎜ (PLSR 

model preprocessed by maximum normalization). 

그림 6-8은 전국 14개 지역의 고춧가루 제품을 3수준으로 입도 분리

하여 조제된 42개의 모든 시료에 대해서 측정한 스펙트럼 데이터를 통합

하여 당 함량 예측용 PLSR 모델을 개발한 결과이다.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한 PLSR 모델이 가장 우수한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이 모델의

예측 결과는 RC
2 = 0.7075, SEC = 1.2852 g/100 g이었고 교차 검증법으

로 검증한 결과는 RV
2 = 0.6332, SEP = 1.4404 g/100 g이었다. 동일한

입도 크기에서 개발된 예측 모델들과 비교해서 성능은 양호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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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8 Calibration and Validation results in sugar content prediction of 

red-pepper powder having particle size below 1.4 ㎜ (PLSR model 

preprocessed by baseline). 

상기 결과는 지역별로 당 함량 예측모델을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별로 모델을 개발할 경우 상대적으로 예측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판

단된다. 4장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모델 개발 연구에서 전국 14개 농

협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를 대상으로 capsaicinoids 함량 예측모델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역별로 개발한 예측모델이 전체 지역을 통합하여 개

발한 모델보다 예측성능이 우수한 결과를 보여 준 사례를 감안하면 당

함량 예측용 PLSR 모델도 지역별로 개발될 경우 예측 성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당 함량 예측을 위해 활용이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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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요약 및 결론

고춧가루의 주요 품질인자 중의 하나인 당 함량을 비파괴적이고 실

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기 위해서 VNIRS를 이용하

여 개발된 고춧가루 품질 예측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고춧가루 당 함량

예측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의 당 함량은 11.80 ∼ 19.88

g/100 g 이었으며, 당 종류별 함량은 fructose 7.49 ∼ 11.92 g/100 g,

glucose 3.03 ∼ 6.85 g/100 g, sucrose 0.25 ∼ 1.6 g/100 g 범위였다.

2. 고춧가루를 입도별로 분류한 시료를 대상으로 다양한 전처리를 적용

하여 개발된 PLSR 모델의 RPD(실측값의 표준편차/SEP)는 전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1.9 ∼ 3.0으로 비교적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으

며 전처리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입도별

로 당을 예측하는 것이 전체를 합하여 예측하는 것 보다 예측 정밀도

가 높게 나타났다.

3. 입자가 가장 작은 Case I(0.425 ㎜이하)에서 평균값 전처리를 적용하여

개발된 PLSR 모델의 예측 및 검증 성능은 각각 RC
2 = 0.921, SEC =

0.58 g/100 g 및 RV
2 = 0.894, SEP = 0.67 g/100 g이였으며, RPD 값은

3.06으로 3수준의 입도 중에서 가장 우수한 예측 결과를 나타내었다.

4. 중간 크기의 고춧가루 시료에 해당되는 Case Ⅱ(0.425 ∼ 0.71 ㎜)에

대한 당 함량 예측용 PLSR 모델에서는 SNV 전처리가 가장 효과적

이였으며, 이 모델의 예측 및 검증 결과는 각각 RC
2 = 0.822, SEC =

1.03 g/100 g 및 RV
2 = 0.784, SEP = 1.14 g/100 g이었으며 이때 RPD

= 2.12였다.

5. 고춧가루 입자 크기가 가장 큰 Case Ⅲ(0.71 ∼ 1.4 ㎜)에 해당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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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를 대상으로 개발된 PLSR의 예측 및 검증결과는 각각 RC
2 =

0.877, SEC = 0.83 g/100 g 및 RV
2 = 0.850, SEP = 0.91 g/100 g이었

으며 이때 RPD 값은 2.48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6. 전체 고춧가루 입도에서 획득된 스펙트럼을 대상으로 개발된 PLSR

모델의 예측 및 검증 성능에서는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한 모델이 가장

양호했으며 각각 RC
2 = 0.734, SEC = 1.23 g/100 g 및 RV

2 = 0.697,

SEP = 1.31 g/100 g로서 입도별 예측 성능에 비해 양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입도

별로 당 함량 예측모델을 개발한다면 예측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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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종합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매운 향신료인 고추는 대부분이 분말 상태인

고춧가루로 가공되어 김치, 고추장을 주원료로 사용되거나 다양한 매운

한식의 양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고춧가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인 매운

맛이외에도 소비자들은 색상과 당 함량도 중요한 품질 인자로서 인식하

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품질 인자들을 계측하고 정량화하여 규격화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만족감과 신뢰감을 향상시킬 수 있

다.

지금까지 일선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고춧가루의 매운맛, 단맛, 색상

과 같은 주요 품질인자들의 측정은 주로 시각, 후각, 미각 등을 이용하여

관능적으로 측정하거나 HPLC, GC와 같은 화학 분석 장비를 이용하여

실험실내에서 측정되어졌다. 관능 평가 방법은 간편하지만 측정자마다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기 힘들며 규격화된 제품

으로도 반영하기 어렵다. 화학 분석 장비를 이용하는 방법은 측정 정확

도는 높지만 복잡한 전처리 과정과 분석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 숙련된

전문가에 의해서만 측정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기에 고춧가루 가공공장에

적용되어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을 비롯하여 색상과 당 함량을 실시

간·비파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었으며 그중

NIRS를 이용했던 선행 연구에서 capsaicinoids 함량 측정에 대한 가능성

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기존의 상용 오프라인 NIRS 분석 장치는 고춧가

루 태좌의 물리적 특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매운맛 편차와 상용 분광 분

석 장비의 제한적인 사용으로 인해 정확성과 재현성있는 결과를 확보하

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 파장대역이 400 ∼ 1000 nm인 가시광선

및 근적외선 분광법(visible and near-infrared spectroscopy; VNIRS)을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색상 및 당 함량을 실시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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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온라인 품질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고, (2) 해

당 파장대역에서의 capsaicin의 흡수 파장을 구명하고, (3) capsaicinoids

함량과 색상 값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고자 수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스펙트럼 측정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고춧가루 투입부

(sample input unit), 고춧가루 표면을 균일하게 성형해주는 고춧가루

표면 균일화부(sample surface leveler), 이송 컨베이어(conveyor/

sample transfer unit), 자동 레퍼런스 측정장치(automated reference

measuring unit), 광 조사부(light illumination) 및 검출부(detector),

100 W 텅스텐-할로겐램프, charged-couple device(CCD) 분광센서부,

배출부(sample output unit), 시스템 제어와 데이터 획득을 위한 컴퓨

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시스템에서는 고춧가루 시료내에서

태좌 부위의 위치나 분포에 따라 capsaicinoids 함량의 편차가 크게

발생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고춧가루 표면을 균일화하고 연속적

으로 스캐닝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대표성이 있는 스펙트럼을 확보하

고자 하였다. 고추에서 태좌 부위는 무게 비율로는 전체 무게의 3 ∼

4%만을 차지하고 있지만 capsaicinoids 함량은 무려 97%이상이 집중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2. 관행 고춧가루 capsaicinoids 함량 정량법인 HPLC 분석법에 있어서

태좌 부위의 분포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시료 내에서 1

g씩 3지점에서 샘플링한 시료를 각각 3회씩 추출하여 총 9개의 추출액

을 HPLC로 정량화하였다. 9회 측정에 대한 capsaicinoids 함량의 표준

편차는 ±0.64 ㎎/100 g으로 정확성과 재현성있는 분석결과를 확보할

수 있었다.

3. VNIR 파장대역인 400 ∼ 1000 nm에서 고춧가루 매운맛 주성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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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의 흡수 파장대역을 구명하기 위해서 순수 capsaicin 분말과

용액에 대한 흡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1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capsaicin 분말은 OH의 2차 배음대에 해당되는 938 nm에서 최대 피크

가 발생했으며 capsaicin 용액은 CH의 3차 배음대에 해당되는 ROH,

CH, CH2 및 CH3와 연관되는 900 nm 대역에서 최대 흡수 피크가 관찰

되었다.

4. Capsaicinoids 함량과 색차계로 측정한 고추 부위별 분말 시료에 대한

색상 값들(L, a, b, R, G, B 등)중에서 적색도 a 값이 0.786으로 가장

높은 상관성이 나타났으며 B와 a2/b의 색상 정보를 독립변수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다중선형회귀모델에서 RV
2와 SEP는 각각

0.805 및 14.56 ㎎/100 g으로 매우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5. Capsaicinoids 함량, L, a, b 표면색도 값, ASTA 색상 값 및 당 함량

예측을 위해 PLSR(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모델을 적용하였

다. 새롭게 구축된 시스템으로 획득한 스펙트럼 데이터는 평균값 정규

화, 최대값 정규화, 범위 정규화, 1차 및 2차 미분(Savitzky-Golay

derivatives), SNV(standard normal variate), 다분산보정(multiplicative

scattering correction; MSC), 평활화 및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하여 예

측 성능이 우수한 최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5-1. VNIRS를 이용하여 고춧가루의 capsaicinoids 함량 예측은 시료 종

류 및 지역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1) 매운 정도가 다른 두 종류의 고춧가루를 11수준의 무게 비율로 혼

합하여 조제한 고춧가루를 다시 입도 크기별로 3수준으로 분리한

총 33개의 고춧가루를 대상으로 PLSR 모델을 개발하였다.

Capsaicinoids 함량 예측 결과에서 입자 크기나 스펙트럼 전처리 종

류에 상관없이 RV
2은 0.929 ∼ 0.991, SEP는 4.50 ∼ 12.98 ㎎/1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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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RPD(실측값의 표준편차/SEP)는 3.71 ∼ 10.17로서 전체적으

로 매우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2) 전국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를 대상으로 개발된

capsaicinoids 함량 예측용 PLSR 모델들은 몇 개의 전처리를 제외

하고는 입자 크기와 지역에 상관없이 양호한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이때 RV
2 = 0.678 ∼ 0.985, SEP = 0.87 ∼ 14.87 ㎎/100 g 및 RPD

= 0.88 ∼ 7.94에서 양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3) 개발된 온라인 고춧가루 품질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등급별

capsaicinoids 함량 판정 성능시험을 실시하였다. 예측 정확도는

87.72%(7/57)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품질 측정 시스템은 고춧가루의

실제 등급화 공정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2. 고춧가루의 색상 분포 특성과 PLSR 모델을 이용하여 색상 값을

예측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색차계를 이용하여 측정한 괴산 고춧가루 시료 40개의 L, a 및 b

값들의 범위는 각각 10.73 ∼ 35.44, 7.29 ∼ 30.30 및 1.19 ∼ 29.58

로서 폭넓게 분포하고 있어 괴산 지역 시료들의 변이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입도별로 분리된 영양 고춧가루 시료 24개의 L, a 및

b 값은 각각 28.07 ∼ 34.50, 29.03 ∼ 35.85 및 15.22 ∼ 21.38로서

좁은 범위 내에서 분포하고 있어 색상 품질이 균일한 것으로 예측

할 수 있으며 입도가 작을수록 색상 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 VNIRS를 이용하여 괴산 지역에서 생산된 입도별 고춧가루 시료

40개를 대상으로 표면색도 L, a 및 b 값을 예측하기 위해 개발된

PLSR 모델 중에서 가장 양호한 예측 성능은 L 및 a 값은 1차 미분

전처리, b 값은 2차 미분 전처리를 적용한 경우였다. 교차 검증법을

이용하여 개발 모델을 검증한 결과에서 L 값의 RV
2 = 0.977, SEP =

1.37, RPD = 6.50, a 값의 RV
2 = 0.980, SEP = 1.21, RPD = 7.02이었

으며 b 값은 RV
2 = 0.979, SEP = 1.13, RPD = 4.77로서 가장 양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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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을 나타냈다.

(3) 괴산 시료 24개에 대한 ASTA 색상 값 예측에 있어서는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한 PLSR 모델이 RV
2 = 0.718, SEP = 4.46, RPD =

1.88로서 다소 낮은 예측 성능을 보여주었다.

5-3. 고춧가루의 당 함량 분포 특성과 PLSR을 이용하여 당 함량을 예

측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1) 14개 지역에서 생산된 고춧가루 시료의 당 함량은 11.80 ∼ 19.88

g/100 g 이었으며, 당 종류별 함량은 fructose 7.49 ∼ 11.92 g/100

g, glucose 3.03 ∼ 6.85 g/100 g, sucrose 0.25 ∼ 1.6 g/100 g 범위

로 나타났다.

(2) 전체 고춧가루 입도에서 획득된 스펙트럼을 대상으로 개발된

PLSR 모델의 검증 성능에서는 기준선 전처리를 적용한 모델이 가

장 양호했으며 이때 RV
2 = 0.697, SEP = 1.31 g/100 g, RPD = 1.78

로서 입도별 예측 성능에 비해 양호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제 현장

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그리고 각 입도별로 당 함량

예측모델을 개발한다면 예측 성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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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Quality Prediction Technique of Red-pepper 

Powder using Visible and Near-infrared Spect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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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pepper (Capsicum annuum Longum) has been the most 

important spice in Korea for a long time because of its pungency, 

flavor, sweetness, and color. Especially, Korean red-pepper powder is 

a main ingredient in many kinds of Korean foods like Gochujang 

(Korean fermented red-pepper paste) and Kimchi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food so as to earn a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2001)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main quality factors of red-pepper powder for marketing are 

considered as pungency level (capsaicinoids content), the American 

Spice Trade Association (ASTA) color and surface color value,  

sweetness (total sugar content) and particle size, etc. Among the 

quality factors, measurement of capsaicinoids content takes long time 

because it uses complicated HPLC analysis method. Alternative 

techniques to measure capsaicinoids content have been attem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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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nano-tube, electronic nose, ultrasound, ultra-violet (UV), 

near-infrared (NIR), etc. However, any methods are not 

commercialized for on-site use because of the unsatisfied measurement 

accuracy and unstable output. 

The aims of this study are (1) to develop an on-line quality 

measurement system which can predict capsaicinoids content, color 

values, and sugar content of red-pepper powder by using 

visible/near-infrared spectroscopy (VNIRS) ranged from 400 to 1000 

nm, (2) to identify absorption bands of capsaicin in the above 

wavelength range,  and (3) to find correlations between capsaicinoids 

contents and color valu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An on-line spectrum measurement system was developed, which 

was composed of sample input unit, sample surface leveler, bifurcated 

fiber optic probe, automated reference measuring unit, sample transfer 

unit, 100 W Tungsten-halogen lamp, charged-couple device (CCD) 

spectrometer, sample output unit, and computer for the system control 

and data acquisition. Especially, this system was focused to obtain 

stable and representative spectra by scanning the large area of the 

well leveled sample surface since capsaicinoids distribution in a 

sample is materially affected by the distribution of the placenta part. 

Capsaicinoids is mostly concentrated to the placenta part which 

accounts for 3 to 4% in weight of red-pepper but which contains 

97% or more capsaicinoids.

2. Actual capsaicinoids contents of red pepper powder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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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ed by HPLC with 9 extracts made from three 1 g samples 

taken at three points within completely mixed sample to minimize the 

effect of distribution of the placenta part. Average standard deviations 

(STD) of 9 measurements were ±0.64 ㎎/100 g, with which  accuracy 

and repeatability could be guaranteed.

3. Absorption bands of capsaicin in red-pepper powder were identified 

with pure capsaicin liquid and powder. 900 nm band which is related to 

the 3rd overtone of ROH, CH, CH2, and CH3 and 938 nm band related 

to the 2nd overtone of OH were found as absorption bands.

4.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capsaicinoids contents and color 

values (L, a, b, R, G, B, etc) showed the highest correlation of about 

0.786 and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leaded to a prediction 

model having 0.805 and 14.56 ㎎/100 g of RV
2 and SEP, 

respectively.

  5. Partial least square regression (PLSR) model was adopted to 

predict capsaicinoids content, L, a, b surface color values, ASTA 

color values, and sugar contents. The spectrum data measured with 

the newly constructed on-line system and preprocessed by mean 

normalization, maximum normalization, range normalization, 1st 

derivatives, 2nd derivatives, standard normal variate (SNV), 

multiplicative scattering correction (MSC), smoothing, and baseline 

was used for the mode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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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Prediction results of capsaicinoids content in red pepper 

powder using by VNIRS were as follows depending on the type of 

samples: 

   (1) PLSR models developed with the intentionally mixed samples 

having 3 levels in particle size indicated very successful results 

showing RV
2 = 0.929 ∼ 0.991, SEP = 4.50 ∼ 12.98 ㎎/100 g, and 

RPD = 3.71 ∼ 10.17 regardless of the particle size and spectrum 

pretreatment. 

   (2) PLSR models developed with samples collected from 14 

domestic areas and sized in 3 levels of particle size indicated RV
2 = 

0.678 ∼ 0.985, SEP = 0.87 ∼ 14.87 ㎎/100 g, and RPD = 0.88 ∼ 
7.94 except for a few worst pretreatments regardless of the particle size 

and regions. Predicting by particle size and region showed better results.  

   (3) To verify the grading performance of the developed on-line 

system, a calibration PLSR model was developed for predicting 

capsaicinoids content with the red-pepper samples produced in Goesan 

area and used for classifying unknown samples into 5 grades. The 

grading accuracy was 87.72% (7/57), which implies that the developed 

system can be used on-site for grading pungency level. 

   5-2. Color distribution of red pepper powders and prediction of 

color values with PLSR models are as follows:

   (1) L, a, and b color values measured by colorimeter with the 

red-pepper samples indicated large variations in L, a, and b values, 

respectively. Samples produced at Goesan area showed L-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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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to lightness were 10.73 to 35.44, a-values related to redness 

were 7.29 to 30.30, and b-values related to yellowness were 1.19 to 

29.58. The samples from Youngyang area showed similar distribution. 

   (2) Predictions of L, a, and b values with the PLSR models were 

very successful. One of the best results showed that RV
2, SEP, and RPD 

in prediction of  L-values were, 0.977, 1.37, and 6.50, a-values were 

0.980, 1.21, and 7.02, b-values were 0.957, 0.36, and 6.82, respectively.

   (3) Predictions of ASTA values with the PLSR models were not 

successful as much as the L, a, and b values but they were also 

reasonable, indicating that RV
2, SEP, and RPD were 0.718, 4.46, and 

1.88, respectively. 

   5-3. Sugar content distribution of red pepper powders and 

prediction of sugar content with PLSR models are as follows:

   (1) Total sugar contents measured by HPLC with the samples collected 

from 14 domestic area were distributed from 11.12 to 19.88 g/100 g.

   (2) Predictions of total sugar contents with the PLSR models 

developed with total samples collected from 14 domestic regions 

indicated RV
2, SEP, and RPD equal to 0.697, 1.31 g/100 g, and 1.78, 

respectively. The prediction performance indicated better when they 

were calibrated by production region and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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