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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abalone meat aged in Kochujang at 20
o
C were studied. Moisture 

contents of Kochujang, which contained raw, roasted, and steamed abalone, increased to 14.9, 10.7, and 7.8%, 
respectively, compared to control at day 1. The moisture contents of all products were equilibrated at 53.5% 
approximately after 2 weeks. Hunter's L, a, and b values increased in all products. Total microbial counts were 
5.74, 5.70, and 5.83 log CFU/g in the products and increased to 0.28, 0.30, 0.11 log CFU/g, respectively, after 
28 days storage at 20oC. After 8 days, the pH in the steamed abalone meat decreased gradually from 5.48 to 
5.16 and the titratable acidity was the highest at day 14. Volatile base nitrogens of raw, roast, and steamed 
abalone were 1.4, 0.9, and 2.7 mg%, but the values in the Kochujang products were 14.0, 13.8, and 11.6 mg% 
at day 1, and 15.5, 13.3 and 11.3 mg% at day 8, respectively. Quality of the product prepared with steamed 
abalone was the most acceptable by sensory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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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의 식생활 변화로 수산물의 소비 진과 새로운 건

강 기능성식품  편이 · 가공식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수산물은 각종 기능성 당류, 무기질  비타민 등이 풍부하

게 함유되어 있어 식용, 약용, 사료 는 해조공업의 원료로 

많이 이용되어져 왔다(1). 수산물은 장성이 매우 약하여 

신선한 상태로는 유통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공과정

이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수산물을 효율 으로 이용하기 

한 가공기술이나 방법이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2). 수산

물의 이용방법은 단순하여 부분 1차 가공품이나 사료로 

이용되는 정도에 불과하며, 이를 이용한 고차가공품의 개발

이 필요하다.

국내 복 생산은 2002년까지만 해도 연간 100톤 후로

서 주로 자연산이 부분이었으나, 2003년에 이르러서는 양

식산이 비약 으로 증가하여 1,065톤에 이르 고, 2007년에

는 체 생산량이 4,547톤에 달하 으며 이  양식산은 

95.7%인 4,350톤인 반면 자연산은 4.3%인 197톤에 불과했다

(3). 복은 재 100여종 이상 알려져 있으나 그  재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종류는 말 복, 까막 복, 참 복, 시

볼트 복, 오분자기, 둥근 복 등 6종이 알려져 있다(4). 

복은 부분 날 것으로 유통되어져 왔고, 일부는 건 복, 통

조림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증숙건조 복, 

훈제 복 등의 가공품으로도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복은 비타민 B1, B2가 많고 칼슘, 인 등의 미네랄과 타

우린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4), 오래 부터 우리

나라, 국  일본 등지에서 상당히 귀하게 여기는 수산물

이어서 시장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5). 국내 복의 

가공에 한 연구는 거의 무한 실정이며 최근 과잉 생산되

는 복의 소비를 진하기 해서도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이 필요한 시 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유의 

통 발효식품인 고추장을 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

려고 하 다. 고추장은 amylase에 의한 당화작용으로 탄수

화물에서 생성되는 당류의 단맛, protease의 단백질 분해 작

용으로 생성된 아미노산의 구수한 맛, 고춧가루의 매운맛 

그리고 소 의 짠맛 등이 잘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맛을 형

성하는 복합 향신조미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을 이용하여 고부가가치의 고추장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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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복을 개발하고, 복의 가공 처리 조건  숙성에 따

른 이화학  성분 변화와 물리  특성을 비교 찰하 다.

재료  방법

재료

복은 남 완도군에서 생산된 3년생 양식 참 복을 구

입하여 사용하 다. 모든 복은 껍질과 내장을 제거한 후 

실험에 사용되어졌다. 각 실험군별로 10개의 복을 취하여 

생것, 라이팬 에서 2분간 구운 것, 그리고 10분간 증숙한 

것을 사용하 다. 각 처리군별로 복과 고추장을 1:3(w/w) 

비율로 섞어 제조한 후 500 mL 시료병에 담아 20
oC 항온항

습기에 보 하면서 주기 으로 시료를 취해 그 변화를 찰

하 다. 고추장은 시 되는 공장산(D사, 북 순창)을 사용

하 다.

가열감량

10개의 복육을 각 처리구별 가열 후 다음과 같은 계산방

법으로 가열감량(%)을 조사하 다.

가열감량(%)＝
가열  시료함량－가열 후 시료함량 ×100

가열  시료함량

갈색도

약 5 g의 복육에 7% trichloroacetic acid(TCA) 용액 

30 mL 넣어 균질화하 다. 이를 2000 rpm 10분 동안 원심분

리 하여 여과하 다. 이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약 100 mL 

제조하 다. 각각의 조리된 복육을 420 nm(A420)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면색도 검사

복의 색도는 색차계(Colorimeter, ColorQuest, Hunter-

Lab, Virginia, USA)로 측정하여 Hunter scale에 의해 명도

(L값), 색도(a값), 황색도(b값)로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표  백색  L, a, b값은 각각 97.06, +0.04, +1.84이었다. 각각

의 복은 10회 반복하여 측정하 다.

이화학  성분분석

시료의 수분함량은 105oC 상압가열건조법, 염분함량은 

Mohr법으로 측정하 다.  pH는 시료 5 g에 증류수 100 mL

을 가하여 1시간 교반한 후 pH meter로 측정하 다. 정산

도는 시료 5 g에 증류수 100 mL을 넣어 1시간 교반한 후 

0.1 N NaOH 용액으로 pH 8.3까지 정한 0.1 N NaOH의 

소비량으로 나타내었다. 아미노태질소는 상기 시료액 0.1 N 

NaOH 용액으로 pH 8.3까지 정한 후, 성 포르말린 용액 

20 mL을 가한 다음 다시 0.1 N NaOH 용액으로 pH 8.3까지 

정하여 다음 식에 따라 아미노태 질소함량을 측정하 다.

아미노태질소(%)＝(A－B)×1.4×F×100/ 시료량(g)

A: 0.1 N NaOH용액의 시료 정량(mL), B: 0.1 N NaOH용

액의 바탕시험 정량(mL), F: 0.1 N NaOH 용액의 농도계수

휘발성 염기질소 화합물(volatile base nitrogen, VBN)

의 함량

휘발성 염기질소 화합물은 Conway 용기를 이용한 미량

확산법으로 측정하 다. 고추장 시료 10 g을 7% TCA용액 

20 mL를 1분간 균질화한 후 여과하여 여과액 1 mL를 

Conway 용기 외실에 투입하고, 0.01 N 붕산용액을 내실에 

넣고, Conway 용기 1 mL를 내실에 투입하고 포화 K2CO3 

용액을 다시 외실에 투입한 후 배양기에서 37
oC에서 80분 

동안 반응시키고 표 화된 0.01 N HCl 용액으로 정하여 

휘발성 염기질소 화합물의 양(mg%)을 측정하 다.

총 미생물수  효모․곰팡이 수

총 미생물수를 측정하기 하여 시료는 Bufferfield's 

phosphate buffer(BPB)에 단계별로 희석하고 Tryptic soy 

agar(TSA, Difco, Detroit, USA)에 0.1 mL 분주하여 도말한 

후 35
oC 항온기에서 24～36시간 배양한 후에 colony 수를 

세었다. 효모  곰팡이는 총 미생물수와 마찬가지로 시료는 

멸균 BPB에 ten-fold serial dilution한 후 Dichloran rose 

bengal chloramphenicol(DRBC, Difco) 배지에 0.1 mL 분주

하여 spread한 후 25
oC에서 1～3일간 배양한 후에 나타난 

colony 수를 계수하 다.

조직감 검사

숙성 28일째 된 모든 고추장 숙성 복에서 복육을 채취

한 후 1 cm3 크기로 단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조직감을 

시험하기 해 Rheometer(Compac-100, Sun scientific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강도, 경도, 탄력성, 응집성, 씹음

성, 깨짐성을 10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Rheometer의 측정조건은 sample height는 10.00 mm, sam-

ple width는 1.00 mm, sample depth는 5.00 mm, critical di-

ameter는 0.79 cm
3, load cell은 2.00 kg, table speed 60.00 

mm/min로 하 다.

결과  고찰

원료 복의 가공 조건에 따른 일반성분

본 실험에 사용한 원료 복의 가공조건에 따른 량  

수분함량의 변화, 갈변도와 색도는 Table 1과 같다. 처리 

방법으로 구운 복은 생 복 량 비 88.3%, 증숙 복은 

80.2%로 감소가 일어났다. 생 복의 수분함량은 72.8%인 반

면 구운 복은 굽는 과정을 통해 69.1%로 수분함량이 감소

하 고 증숙 복은 증숙과정을 통해 76.2%로 수분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운 복은 생 복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갈변도가 증가하 고, 색도는 L값이 낮아지면서 

b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숙 복은 생 복을 조

리하는 과정에서 갈변도가 증가하 고, 색도는 L값이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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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the moisture, weight, and color of raw, roasted, and steamed abalone meats

Parameters Raw abalone Roasted abalone   Steamed abalone

Moisture (%)
Weigh (%)
Degree of browning
Hunter's L-value
Hunter's a-value
Hunter's b-value

72.8
100
0.162
68.6
0.11
7.75

±0.5
±0.0
±0.006
±0.65
±0.10
±1.24

69.1
88.3
0.325
62.0
0.00
30.8

±6.4
±5.2
±0.004
±0.46
±0.29
±0.30

76.2
80.2
0.266
71.1
-1.86
18.3

±1.7
±4.5
±0.001
±0.52
±0.10
±0.32

Table 2. Changes in moisture contents of Kochujang pre-
pared with raw, roasted, and steamed abalone meats

Storage 
(day)

Moisture (%)

RAAK1) ROAK STAK

0
1
4
8
14
21
28

43.0±0.2
57.8±0.2
55.0±0.8
55.3±0.0
53.7±0.1
53.7±0.2
53.5±0.1

43.0±0.2
53.7±0.2
53.4±0.2
53.3±0.1
53.8±0.1
54.1±0.9
54.6±0.1

43.0±0.2
50.8±0.3
51.8±0.5
53.2±0.2
53.7±0.1
54.1±0.2
54.4±0.0

1)
RAAK: Raw abalone aged in Kochujang, ROAK: Roasted ab-
alone aged in Kochujang, STAK: Steamed abalone aged in 
Kochujang.

지면서 b값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구운 복보다는 

L값을 제외한 갈변도와 b값이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수분함량 변화

복육의 조리방법을 달리하여 제조한 고추장 숙성 복

에서 숙성  고추장의 수분함량 변화는 Table 2와 같다. 

고추장 숙성 복  구운 복, 증숙 복을 이용한 고추장의 

수분함량은 숙성과정 에 반 으로 서서히 증가하 고, 

생 복을 이용한 고추장의 수분함량은 숙성 1일째 57.8%로 

격히 증가한 후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수분함량은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고추장의 수분은 숙성 에 여러 가

수분해효소에 의하여 원료성분이 분해됨에 따라 유리수가 

증가하면서 수분함량이 차 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는 것으로 생각된다(6).

pH와 염도의 변화

복육의 처리 조리방법에 따른 고추장 숙성 복을 

20oC에서 숙성하는 동안 고추장의 pH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

는 Fig. 1과 같다. 생 복과 구운 복을 이용한 제품에서 고

추장의 기 pH는 5.25와 5.09에서 숙성 8일 후에는 5.54와 

5.49로 숙성기간  완만하게 상승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

하는 경향을 보 다. 증숙 복을 이용한 제품에서의 고추장

은 pH 5.06에서 숙성기간  계속해서 증가하 으며 숙성 

21일후 pH 5.64까지 상승하다가 감소하 다. 고추장 숙성

복의 숙성  복육의 pH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는 Fig. 2와 

같다. 고추장 숙성 생 복, 구운 복, 증숙 복의 복육은 

숙성 8일 후 각각 pH 5.54, 5.44, 5.48까지 약간 증가하 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 다. 고추장 숙성 복의 숙성  나타나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1 4 8 14 21 28

Storage times (days)

pH
Raw abalone
Roast abalone
Steam abalone

Fig. 1. Changes in pH of Kochujang in the products at 20
o
C 

for 28 days.

4.8

4.9

5.0

5.1

5.2

5.3

5.4

5.5

5.6

1 4 8 14 21 28

Storage times (days)

pH

Raw abalone
Roast abalone
Steam abalone

Fig. 2. Changes in pH of abalone meat  in the products at 
20oC for 28 days.

는 pH의 변화는 복육의 수분함량이 가장 높은 증숙 복을 

이용한 제품에서 고추장의 pH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복

육에서의 수분 유출이 고추장의 pH에 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한 고추장의 기 NaCl 함량은 6.32% 으나 

생 복, 구운 복, 증숙 복을 넣고 14일간 숙성시킨 후 고

추장에서의 NaCl 함량은 각각 4.98, 4.73, 4.21%로 감소하

고, 복육의 NaCl 함량은 2.36, 2.15, 1.66%로 나타났다. 이

는 Oh 등(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징어에 낮은 염 농도를 

처리하 을 때는 오징어 젓갈을 숙성하는 과정에서 pH 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도 14일째 고추장 증숙

복 제품의 pH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 이후 숙성이 진행되

면서 고추장과 복육간의 염분의 이동으로 28일째 고추장 

숙성 생 복에서의 고추장은 5.49%, 복 3.52%, 고추장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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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in volatile base nitrogen (VBN) values of Kochujang  and abalone in the products

Storage
(day)

VBN (mg%)

RAAK1) ROAK STAK

Kochujang Abalone Kochujang Abalone Kochujang Abalone

0
1
4
8
14
21
28

16.3±2.1
15.6±0.2
18.6±1.9
18.4±2.9
17.1±1.0
13.6±3.9
10.5±4.5

 1.4±0.0
14.0±7.9
17.5±0.4
15.5±0.0
13.8±0.0
 3.7±0.0
 5.8±0.9

16.3±2.1
19.0±3.8
17.6±0.2
15.1±1.2
12.1±1.9
12.5±1.4
 8.2±0.0

 0.9±0.7
13.8±1.9
16.6±0.0
13.3±0.6
11.4±0.0
 5.8±0.0
 7.5±0.8

16.3±2.1
15.2±0.0
17.5±1.2
12.3±2.0
14.6±0.0
 8.0±3.9
 3.4±0.4

 2.7±0.0
11.6±0.2
15.4±1.1
11.3±1.1
13.4±0.0
 5.2±0.0
 5.1±2.3

1)RAAK: Raw abalone aged in Kochujang, ROAK: Roasted abalone aged in Kochujang, STAK: Steamed abalone aged in Kochu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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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titratable acidity of Kochujang  in the 
products at 20

o
C for 28 days.

성 구운 복에서 고추장은 3.77%, 복 3.74%, 고추장 숙성 

증숙 복에서 고추장은 5.58%, 복은 3.83%를 나타내었다.

정산도 변화

고추장 숙성 복에서 고추장 정산도의 변화를 나타낸 

결과는 Fig. 3과 같다. 생 복을 이용한 경우 고추장의 정

산도는 숙성 기에는 3.46에서 숙성 28일후에 4.40로 완만하

게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 고, 구운 복을 사용한 제품에서

의 고추장은 숙성 기 3.98에서 숙성 8일 후 3.69로 감소하

다가 그 이후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증숙 복 제품의 

경우 고추장의 정산도가 숙성 기에는 4.64에서 숙성 14

일 후 4.0으로 감소하 고 그 이후에는 증가하 다. 고추장 

숙성 복에서 복육의 정산도 변화를 나타낸 결과는 

Fig. 4와 같다. 생 복, 구운 복, 증숙 복을 이용한 제품에

서 복육의 정산도는 기 3.15, 2.40, 2.36에서 숙성 14일

째 각각 5.37, 5.43, 5.40으로 최고치를 보인 후 다시 감소하

다. 따라서 복의 처리 가공방법과 숙성기간에 따른 pH 

변화  정산도의 경향을 보면 숙성 의 고추장에서의 

pH 변화는 주로 유기산 생성량과 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고추장 숙성 복 제품은 28

일간의 숙성기간을 거치는 동안 복육의 pH 하로 인한 

산미형성과 같은 이상발효가 일어날 수 있고 복육의 수분 

유출로 인한 고추장의 품질 열화와 색도의 변화가 일어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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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titratable acidity of abalone meats in the 
products at 20oC for 28 days.

따라 14일 정도면 숙성이 완료될 수가 있고 이후에는 새로운 

고추장으로 교체한 후 장을 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휘발성 염기질소의 변화

고추장 숙성 복을 20oC에서 숙성시키면서 휘발성 염기

질소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제품에 사용

한 고추장의 휘발성 염기질소는 16.3 mg%이었고 원료인 생

복, 구운 복, 증숙 복육의 기 휘발성 염기질소는 각각 

약 1.4 mg%, 0.9 mg%, 2.7 mg%로서 아주 낮은 값들을 보

다. 이들 휘발성 염기질소(VBN)는 장  인지질 산화에 

의해 생성되는 트리메틸아민이나 단백질의 분해로 생성되

는 암모니아가 장  서서히 제품에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고추장 숙성 복을 제조하

여 숙성 1일 후에 복에서는 각각 14.0 mg%, 13.8 mg%, 

11.6 mg%로 나타났고, 숙성 14일 후에는 13.8 mg%, 11.4 

mg%, 13.4 mg%, 숙성 28일째는 5.8 mg%, 7.5 mg%, 5.1 

mg%를 보여주어 상과는 다르게 진 으로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고추장에서의 변화도 유사한 경향을 보

다. Oh 등(7)에 따르면 오징어 젓갈의 경우 5% NaCl 농도에

서 숙성과정 기에 VBN 값이 약 20 mg%에서 28일 후에 

440 mg%로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VBN 값이 숙성  비록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었

지만 이 같은 변화는 수치상 아주 미미한 것으로서 복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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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color values of Kochujang  in the products stored at 20
o
C for 28 days

Storage day Cooking type
Hunter's value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0 37.17±0.36 15.64±0.19 11.57±0.25

8
Raw abalone
Roasted abalone
Steamed abalone

38.99±0.71
38.68±0.24
38.55±0.28

16.97±0.20
16.91±0.39
16.58±0.18

14.63±0.20
14.12±0.36
13.62±0.11

14
Raw abalone
Roasted abalone
Steamed abalone

37.43±0.84
38.49±0.43
38.42±0.63

17.05±1.23
16.36±0.30
16.52±0.22

14.55±1.19
13.70±0.10
13.82±0.34

21
Raw abalone
Roasted abalone
Steamed abalone

38.20±0.45
38.25±0.24
37.42±0.95

17.27±0.15
17.26±0.54
18.82±0.66

14.55±0.24
14.59±0.35
16.16±0.80

28
Raw abalone 
Roasted abalone
Steamed abalone

39.30±0.16
39.08±0.85
39.15±0.41

17.32±0.36
17.66±0.86
16.74±0.22

14.45±0.31
15.01±0.65
14.07±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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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in amino type nitrogen of Kochujang in the 
products at 20

o
C for 28 days.

VBN값은 차이가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아미노태 질소

고추장은 숙성과정에 단백질이 유리아미노산 형태로 분

해되어 구수한 맛을 낸다. 아미노태 질소는 고추장과 같은 

발효식품에 있어서 숙성  품질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

표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생 복, 구운 복, 증숙 복을 원

료로 한 고추장 숙성 복에서 고추장의 아미노태 질소 변화

는 숙성 21일에 각각 234, 203, 205 mg%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인 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Fig. 5). 그리고 

복육의 아미노태 질소의 변화는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숙성 14일째 각각 186, 179, 173 mg%로 증가한 후 지속 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Cho 등(9)은 재래식 메주로 담

근 고추장을 25oC 항온실에서 숙성시키면서 아미노태 질소 

함량을 측정한 결과 숙성 기에 83～99 mg%에서 계속 으

로 증가하여 90일경에 191～314 mg%를 나타내었다고 하

다. 본 실험에서 고추장의 경우에는 이미 숙성된 완제품을 

사용하 기에 기값은 190∼200 mg%를 보 고 복을 넣

은 경우에도 숙성과정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제품에서 아미

노태 질소 함량이 숙성의 지표로 활용한다고 하면 고추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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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in amino type nitrogen of abalone meats in 
the products at 20

o
C for 28 days.

21일째 205∼234 mg%로 최고치를 보 고, 복육은 14일째 

173∼185 mg%로 최고치를 보인 후 감소하 으므로 고추장 

숙성 복의 숙성기간은 14∼21일 정도이면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색도

고추장 숙성 복을 20oC에서 숙성  고추장의 색도를 측

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숙성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고추장의 밝기를 나타내는 L값과 

색도를 나타내는 a값이 증가하 다. 고추장 숙성 복 제

품에서 고추장의 기 L, a, b 값은 각각 37.17, 15.64, 11.57이

었으나 28일 장 후 생 복 고추장은 39.30, 17.32, 14.45, 

구운 복 고추장은 39.08, 17.66, 15.01, 증숙 복 고추장은 

39.15, 16.74, 14.07을 보 다. 이들 모든 제품에서 색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추장 색도의 밝기는 복육

에서의 수분 유출로 인해 원료 고추장보다 복을 함유한 

숙성 고추장은 반 으로 밝은 색도를 보 다.

총 미생물수의 변화

고추장 숙성 복의 장 기간  미생물의 변화는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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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abalone meat in the products

Samples
Mechanical properties

Strength (g/cm2) Hardness (g/cm2) Springness (%) Cohesiveness (%) Gumminess (g)

Raw abalone
Roasted balone
Steamed abalone

1934.0±318.3
1240.0±198.0
1355.0±106.1

9758.1±402.3
4772.0±318.1
3982.5±113.2

68.1±7.1
78.0±4.0
77.3±4.0

61.8±9.0
74.2±4.8
70.7±0.8

619.0±72.7
915.3±87.2
958.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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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s in total microbial numbers of Kochujang  in 
the products at 20

o
C for 28 days.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큰 변화는 보이지는 않았으나 일반미

생물의 수는 숙성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주었다. 생 복, 구운 복, 증숙 복을 고추장에 숙성한 

제품에서 고추장의 일반 미생물수는 기에 각각 5.74, 5.70, 

5.83 log CFU/g로 검출되었고, 숙성 28일후에는 0.28, 0.30, 

0.11 log CFU/g 정도만 증가하 다. 곰팡이는 숙성기간 동

안 검출되지 않았다. 고추장 발효과정에서는 다양한 균종이 

발견되는데 Bacillus 속이 5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되어

져 있다(10). 일반 으로 고추장에서의 미생물 수는 보통 107 

～108 CFU/g 정도로 알려지고 있으며 발효  미생물의 증

식 양상은 균종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세균의 경우 일정 수

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이고(11,12), 곰팡이는 발효 

기부터 균수가 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본 실험에서 사용된 고추장은 공장산으로서 재래식으로 직

 제조한 고추장에 비해 미생물수에 있어 낮게 나타났으며 

곰팡이류도 검출되지 않았다.

조직감

식품의 조직감을 표 하는 강도  경도, 탄력성, 응집성, 

씹음성을 고추장 숙성 복 제품으로부터 복육만을 상

으로 측정하 다(Table 5). 28일간의 숙성 후 생 복의 경

우 강도와 경도는 1934, 9758 g/cm
2로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구운 복과 증숙 복은 각각의 측정항목에서 1240, 

4772 g/cm
2  1355, 3982 g/cm2를 보여주었다. 반면 탄력

성은 생 복이 68.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구운 복과 증

숙 복에서는 78, 77.3%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씹음성에 있

어서는 증숙 복이 958 g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

로 구운 복, 생 복 순이었다. 이는 증숙하는 과정에서 

복 조직이 수분 손실에 의해 육질의 조직이 조 하게 되었

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 생 복의 경우에는 숙성과정 

에 조직의 경화 상으로 물리  측정치에서 경도나 강도

에서 상 으로 높은 값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

으로 고추장 숙성 복을 제조할 때 처리 가공방법은 증숙 

복을 이용하는 것이 이화학  분석 결과 가장 양호한 것으

로 단되었다.

요   약

복의 량 양산 체제에서 복을 활용도를 높이기 하

여 다양한 형태의 복 가공품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복을 생 복, 구운 복, 증숙 복의 형태로 처리하

고 얇게 슬라이스를 한 후 이를 고추장과 함께(1:3 w/w) 섞

어 제조한 후 20
oC에서 숙성시키면서 각각의 이화학  특성

을 조사하 다. 제조된 생 복, 구운 복, 증숙 복을 첨가

한 고추장을 1일 숙성 후, 고추장에서만의 수분(43%)은 각

각 57.9%, 53.7%, 50.8%로 증가하 고, 2주후에는 모든 제품

에서 수분함량이 약 53～54%에 도달하 다. 고추장의 색도

는 밝기에 해당하는 L-값과 색도인 a-값, 황색도인 b-값 

모두 진 으로 증가하 다. 고추장 숙성 복제품의 기 

일반미생물은 고추장에서 각각 5.74, 5.70, 5.83 log CFU/g로 

검출되었고, 숙성 28일후에는 0.28, 0.30, 0.11 log CFU/g 정

도만 증가하 다. 고추장 숙성 증숙 복에서 복육의 산도

는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pH의 하와 함께 14일째는 5.40으

로 최 치를 보인 후 차 감소하 다. 원료인 생 복, 구운

복, 증숙 복육의 기 휘발성염기질소는 각각 약 1.4 

mg%, 0.9 mg%, 2.7 mg%로 나타났으나, 고추장 복을 제조

하여 숙성 1일 후에 복에서는 각각 14.0 mg%, 13.8 mg%, 

11.6 mg% 나타났다. 숙성 8일 후 복육의 휘발성염기질소

는 각각 15.5 mg%, 13.3 mg%, 11.3 mg%로 보통 선도의 

어육에 해당되는 값을 나타내었고, 증숙 복육이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었다. 결과 으로 고추장 복을 제조할 때 처

리 가공방법은 증숙 복이 가장 효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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