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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kalopanax pictus and Aralica elata shoots during their preservation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salt conditions and storage temperatures to improve the use of the shoo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pH of kalopanax pictus shoots duing their storage did not changes with 10%  and 12%  brine at 
4℃ and with 12%  brine at 10℃. The pH of Aralica elata shoots is at 4℃ tended to be similar to the kalopanax 
pictus shoot and decreased at the storage temperature of 10℃. The salinity of the kalopanax pictus and Aralica 
elata shoots tended to increase during their  storage and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s their storage temperature 
changed. The L values of kalopanax pictus and Aralica elata shoots tended to decrease gradually during their 
storage, and the salt concentrations appeared high. The b value of the kalopanax pictus shoot tended to increase 
and that of the Aralica elata shoots, to decrease gradually. The a value tended to increase gradually but did not 
differ with variations in the storage temperatures and salt concentrations. The strength and the hardness of the 
kalopanax pictus and Aralica elata shoots tended to decreased gradually during their storage and highest in 10% 
brine at 4℃, and those of Aralica elata shoots were highest in 8-10% brine at 4℃. The Chlorophyll contents 
of the kalopanax pictus and Aralica elata shoots tended to decrease during their salt storage and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s the temperatures and salt concentrations changed.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quality 
of  kalopanax pictus and Aralica elata shoots can be maintained when the are stored in 10% brine a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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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최근 식용 가능한 야생 식물들의 식품학적 가치가 확인

되면서 품종 개량 및 재배 방법의 개발, 식품으로의 이용도

를 증진시키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식용

야생 식물은 높은 시장성을 지닌 농촌 소득 작물로 각광받

으면서, 지역의 특화 작물로 개발 육성되어 해마다 생산량

증가와 생산 지역의 확대로 인해 지역 농가 소득에 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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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2). Well-being 추세에 맞춰 자연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면서 각 지역마다 특화 작물

을 이용하여 그 지방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고

브랜드화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특히 엄나무,

참죽나무, 두릅, 오가피, 화살나무, 다래, 뽕나무 등 봄에

처음 돋아나는 새순을 식용하는 햇순나물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3).

엄나무(Kalopanax pictus)는 오갈피나무과로 음나무, 개

두릅나무라고도 하며(4), 우리나라 전 지역에 자생하는 낙

엽활엽교목으로 군집성은 적으며, 우리나라, 중국 및 일본

등 동북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5). 엄나무에는 sapo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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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kalopanaxsaponin과 phenol성 화합물인 liriodendrin,

syringin, chlorogenic acid 등이 알려졌으며, 특히 엄나무

잎에는 polyphenol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 활성,

항산화활성 및 소염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있다

(6-8). 두릅나무(Aralica elata)는 두릅나무과(Araliaceae)에

속하는 약용식물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 온대 지역에서 넓게 분포되어 있다(9-10).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해발 1,500 m까지의 산간 기슭 등에서

군락으로 자생하며, 소비량 증가로 재배면적은 점차로 증

가되는 추세이다(1). 두릅나무 순에는 ascorbic acid, retinol,

β-carotene와 같은 비타민이 풍부하여 한의학에서는 당뇨

병, 간독성 보호 효과, 항산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 엄나무와 두릅의 새순은 성상과 식용방법이 유사하며

번식력과 자생력이 뛰어나지만 봄철 일시적으로 수확·생산

되며, 수분함량이 높아 저장성과 유통기한이 짧은 문제점

이 있다(3,12). 현재 채취되는 엄나무와 두릅 순의 대부분

생채로 소비되며(3), 장아찌와 같은 자반용으로 일부 가공

되어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13). 엄나무에 관한 연구로는

엄나무의 생리활성(14) 및 잎을 이용한 축산물 사료로의

활용(15)에 대한 연구가 일부 보고되었을 뿐 가공 및 활용방

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두릅도 땅두릅을

활용한 피클(16) 또는 장아찌(13) 등이 있으나 초절임, 간장

에 국한 되어 있어 엄나무와 두릅 새순과 같은 햇순나물의

다양한 활용방법을 위한 가공방법 및 저장방법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엄나무와 두릅 순의 식품소재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염장조건 및 저장온도에 따른 저장

중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된 엄나무와 두릅 순은 2010년 4월 중순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재배한 것을 상주시 소재 외서농협에

서 구입하였으며, 염장에 사용된 소금은 일반 재제염(88%)

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엄나무와 두릅 순의 염장

엄나무와 두릅 순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95℃, 1% 소금물

에서 엄나무 순은 1분 10초, 두릅 순은 1분 20초 동안

blanching 하였다. 그 후 흐르는 냉수(10∼20℃)에 침지한

다음 3시간 동안 실온에서 물기를 제거하였다. Blanching한

엄나무와 두릅 순 60 g을 500 mL 용기에 넣고 재제염으로

8, 10 및 12%(w/v) 농도로 제조한 염수 400 mL을 각각

첨가하여 4℃와 10℃에서 염장하면서 염 농도와 저장온도

에 따른 pH, 염도, 색도, 조직감 및 총 클로로필 함량을

조사하였다.

pH

pH는 염장한 엄나무와 두릅 순 5 g을 homogenizer

(HF-93, SMT Co. Ltd., Tokyo, Japan)로 10,000 rpm, 5분간

균질화한 후 300% 가수하여 pH meter(Metrohm 691,

Metrohm UK Ltd, Herisau,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염도

염장한 엄나무와 두릅 순 5 g을 homogenizer(HF-93, SMT

Co)로 10,000 rpm에서 5분간 균질화한 후 100 mL로 정용하

여 여과지(Whatman No 1,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England)로 여과한 여액을 분석 시료로 사용하

였다. 염도는 Mohr의 질산은 적정법(17)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분석 시료 10 mL에 10% K2CrO4 1 mL을 첨가한

후 0.1 N AgNO3로 적정하여 적갈색을 띄는 점을 종말점으

로 하였다.

색도

색도는 Color reader (CR-10, Konica Minolta Sensing, Inc,

Osaka, Japan)를 이용하여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값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표준 백판의 L값은

93.4, a값은 -3.6, b값은 -4.3이었다.

총 클로로필 함량

총 클로로필 함량은 염장한 엄나무와 두릅 순 10 g에

85% acetone 30 mL을 첨가하여 12시간 추출하였다. 추출액

을 여과지(Whatman No 1, Whatman International Ltd.)로

여과하여 ethyl ether 30 mL로 클로로필을 분리한 후

absolute sodium sulfate로 ether층을 완전히 탈수 여과하여

UV-visible spectrophotometer(UV-1601, Shimadzu Co,

Kyoto, Japan)를 사용하여 642.5 nm 및 66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18).

조직감

염장한 엄나무와 두릅 순의 줄기부분을 길이 50 mm,

높이 5 mm로 시료를 제조한 후 Rheometer (CR-100, Sun

scientific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load cell 10

kg, table speed 80 mm/min, set value 2.5 mm, adaptor No

20(∅ 20 mm)으로 하여 경도(hardness)와 강도(strength)를

조사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3회 반복하였으며, 조직감 실험은

5회 반복하여 실험군당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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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염장 중 엄나무와 두릅 순의 pH 변화

엄나무와 두릅 순을 각각 염장한 후 4℃와 10℃에서 저장

하면서 pH를 조사한결과는 Fig. 1과 2와 같다. 엄나무 순의

저장 초기 pH는 6.2∼6.5로 나타났으며, 저장 기간이 길어

지면서 저장온도 4℃, 10%와 12% 염수에서는 pH에큰변화

가 없었으나 8% 염수에서는 저장 12주째 pH 5.8로 감소하

였다. 저장온도 10℃에서 8%와 10% 염수에서도 저장 12주

째 pH 5.3 및 pH 5.5로 감소하였으나 12% 염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두릅 순의 저장 초기 pH는 6.2∼6.3이며,

저장온도 4℃에서는 엄나무 순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

으나, 저장온도 10℃에서는 모든 염수 농도에서 pH는 감소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Park 등(19)이 취청오이로 피클을

제조할때실온, 25% 염수에서는 pH가 감소하고, 30% 염수

에서는큰변화가없다고 보고한 것과 Kim 등(20)이 오이의

건식 절임, Kim 등(21)이 오이지를 저장하였을때염수 농도

가 높을수록 pH가 느리게 감소한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경향으로 염장한 엄나무와 두릅 순의 저장 중 pH는 저장온

Fig. 1. Changes in pH of Kalopanax pictus shoots in different salt
concentrations and storage temperature during storage period.

Fig. 2. Changes in pH of Aralica elata shoots in different salt
concentrations and storage temperature during storage period.

도가 낮고 염수 농도가 높은 구간에서는 큰변화가없었으

나 두릅 순의 경우 저장온도 10℃, 12% 염수에서도 pH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나무와 두릅 순을 염장하여

저장할때는 pH의변화가없는 8% 이상의 염수로 염장하여

4℃에서 저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염장 중 엄나무와 두릅 순의 염도 변화

염장한 엄나무와 두릅 순의 저장 기간 동안 염도를 조사

한 결과를 Fig. 3과 4에 나타내었다. 엄나무 순의 염도는

저장 1주째 8% 염수에서는 6.4%, 10% 염수에서는 7.6∼

7.8%, 12% 염수에서는 9.5∼9.8%를 나타냈다. 염도는 저장

6주째까지 조금씩 증가하다가 이후 조금 감소한 후 저장

12주째 8% 염수에서는 7.0∼7.1%, 10% 염수에서는 8.1∼

8.2%, 12% 염수에서는 9.1∼9.8%로 나타났으며, 저장온도

에 따른 차이는크게 없었다. 두릅 순의 염도는 저장 1주째

8% 염수에서는 6.6∼7.1%, 10% 염수에서는 8.1∼8.3%,

12% 염수에서는 8.4%를 나타냈다. 8%와 10% 염수에서는

저장 12주까지 두릅 순의 염도에 큰변화가 없었으나, 12%

염수에서는 9.5∼9.8%로 조금씩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Fig. 3. Changes in salinity of Kalopanax pictus shoots in different
salt concentrations and storage temperature during storage period.

Fig. 4. Changes in salinity of Aralica elata shoots in different salt
concentrations and storage temperature during storage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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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저장온도에 따른 차이는크게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Han 등(16)이 땅두릅으로 피클을 제조할 때 저장기간에

경과할수록 염도는 증가한다고 보고한 것과 Jung 등(22)이

오이장아찌 피클 제조 중 염수의 농도가 높을수록 오이의

염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

다. 염장식품은 저장 중 삼투압 현상에 의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금이 다시 염수로 빠져 나오는 현상을 나타낸다

(23). Kim 등(21)은 10∼20% 염수로 오이를 염장한 결과

염도가 최고점에 도달한 후 서서히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엄나무 순의 경우 저장 6주 이후에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염도가 증가하다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두릅

순은 저장 1주째 염도가 최고점에 도달하였으며, 이후 큰

변화가 없어 엄나무 순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Park

등(24)은 침채류의 염장식품을 그대로 먹기에 적합한 염도

는 5.0∼7.0%라고 보고한 바 있어 10% 이상의 염수로 염장

한 엄나무와 두릅 순은 식용하기 전에 물에 침지하여 염도

를 낮추어 사용하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염장 중 엄나무와 두릅 순 색도의 변화

염장한 엄나무와 두릅 순의 저장 중 색도를 조사한결과

는 Table 1과 2와 같다. 염장 전 엄나무 순의 색도는 L 43.1,

a -9.3, b 20.1이며, blanching한 후 L 47.1, a -5.4 및 b 23.6로

L, a 및 b값 모두 조금씩 증가하였다. 엄나무 순은 저장

기간 동안 L값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며,

저장온도가 낮고 염수 농도가 높을수록 L값은 높게 나타났

다. b값은 저장 중 조금 증가하는 경향이며, 저장온도와

염수 농도에 따른큰 차이는없었다. a값도 저장 중 증가하

는 경향이며, 저장온도 10℃에서 조금더 높은 수치를 나타

내었고 염수 농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염장 전 두릅

순의 색도는 L 43.3, a -6.5, b 20.1이며, blanching한 후 L

47.9, a -11.3, b 25.5로 L값과 b값은 증가하고 a값은 낮아졌

다. 저장 기간 동안 L값은 지속적으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며, 저장온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으나 염수 농도

가 높을수록 L값은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b값도 저장

중 감소하는 경향이며, 저장 10주 이후에 급격하게 수치가

감소하였으며, 저장온도 4℃에서 조금더낮은 수치를 나타

내었다. a값은 저장 중 조금씩증가하는 경향으로 저장온도

와 염수 농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Han 등(16)은 땅두

릅으로 피클을 제조하여 저장할 때 산에 의해 엽록소가

변색되어 b값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Kim 등(20)은

건식 절임 오이지를 15℃, 15% 염수에서 저장할 때

chlorophyll이 생성된 산에 의해 pheophorbide나 pheophytin

으로 전환되기때문에 b값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Kwon 등(25)은 건식 절임법으로 제조한 오이지의 L값과

b값이 저장 중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저장온도가낮고

염수 농도가 높을수록 L값이 유지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염장 저장 중 엄나무와 두릅 순의 L값은 지속적으로 감소하

며, b값은 원료 및 저장방법에 따라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것으로 저장 중 엄나무와 두릅 순의 녹색이 녹갈색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Park 등(24)은 10% 염수 농도

에서 열수를 첨가하여 오이지를 제조하여 저장하였을 때

Table 1.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 of Kalopanax pictus
shoots in different salt concentration and storage temperature
during storage period

Temp.
(℃)

Salt
concentration(%)

Storage period
(Weeks)

Hunter's color value

L a b

- Raw leaves - 43.1±0.41) -9.3±0.4 20.1±0.1

- Blanching - 47.1±0.3 -5.4±0.0 23.6±0.1

4

8

1 43.0±0.4 -5.1±0.1 23.0±0.2

2 45.4±0.0 -3.4±0.0 26.5±0.1

4 44.6±0.0 -2.1±0.0 27.4±0.0

6 47.0±0.1 -1.5±0.1 29.2±0.1

8 42.5±0.1 2.4±0.0 26.5±0.0

10 42.3±0.2 3.6±0.0 25.5±0.0

12 38.0±0.1 4.4±0.0 26.5±0.0

10

1 45.4±0.6 -5.4±0.1 15.9±1.2

2 49.0±0.1 -4.3±0.1 21.5±0.3

4 43.4±0.3 -2.2±0.0 28.1±0.0

6 48.3±0.1 -2.6±0.0 28.1±0.1

8 46.6±0.1 1.3±0.0 27.6±0.0

10 44.3±0.0 1.9±0.0 27.2±0.0

12 42.6±0.6 2.6±0.0 26.7±0.0

12

1 48.7±0.4 -7.1±0.7 20.6±1.2

2 43.0±0.3 -5.1±0.0 28.7±0.1

4 46.4±0.1 -1.0±0.0 28.0±0.0

6 40.6±0.1 -2.5±0.0 28.8±0.1

8 42.3±0.1 0.4±0.0 28.9±0.0

10 46.4±0.0 3.8±0.0 28.9±0.0

12 42.0±0.0 4.8±0.0 28.8±0.0

10

8

1 46.6±0.7 -5.4±0.4 27.9±0.3

2 45.8±0.5 -1.3±0.3 26.4±0.3

4 41.4±0.0 0.9±0.0 27.6±0.0

6 47.7±0.1 0.4±0.1 28.2±0.1

8 48.4±0.0 2.4±0.0 29.5±0.0

10 36.9±0.0 3.5±0.0 27.3±0.0

12 33.7±0.0 5.2±0.0 25.5±0.0

10

1 48.4±0.1 -4.1±0.6 28.0±0.4

2 44.9±0.1 -2.5±0.1 26.6±0.2

4 42.5±0.6 -1.3±0.0 26.2±0.0

6 43.6±0.1 -1.2±0.0 27.4±0.2

8 40.3±0.2 -1.6±0.0 28.2±0.1

10 44.0±0.0 1.0±0.0 27.7±0.0

12 38.8±0.1 3.2±0.0 27.0±0.1

12

1 43.6±0.3 -4.4±0.1 24.4±0.2

2 48.5±0.5 -3.4±0.1 22.5±0.9

4 46.1±0.0 -1.3±0.0 28.3±0.1

6 42.2±0.0 2.8±0.0 28.1±0.0

8 44.6±0.1 3.2±0.0 28.8±0.0

10 44.0±0.0 3.8±0.0 19.0±0.0

12 40.7±0.0 6.0±0.0 19.5±0.0
1)Values are mean ± S.D.(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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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 of Aralica elata shoots
in different salt concentration and storage temperature during
storage period

Temp.
(℃)

Salt
concentration(%)

Storage period
(Weeks)

Hunter's color value

L a b

- Raw leaves - 43.3±0.3
1)

-6.5±0.2 20.1±0.3

- Blanching - 47.9±0.3 -11.3±0.3 25.5±0.4

4

8

1 54.0±0.1 -13.2±1.1 33.0±5.6

2 52.4±0.4 -14.5±0.1 27.9±0.3

4 43.3±0.5 -5.6±0.3 30.4±4.4

6 43.5±1.0 -3.7±0.4 30.9±1.0

8 42.2±0.3 -2.8±0.4 20.8±0.5

10 42.5±0.5 -1.8±0.9 21.2±0.6

12 38.7±0.7 3.3±0.6 15.5±0.1

10

1 47.2±2.1 -11.8±0.7 19.8±6.8

2 49.2±1.3 -11.5±0.1 28.2±1.7

4 41.2±1.0 -6.1±1.5 30.1±0.6

6 42.7±0.6 -5.5±0.1 27.5±0.9

8 43.9±0.8 -3.1±0.6 18.8±0.8

10 43.8±0.8 -2.4±0.8 20.1±0.9

12 43.0±0.5 4.2±0.9 18.4±0.5

12

1 54.3±0.5 -12.2±0.3 27.1±0.4

2 55.5±2.1 -14.6±0.2 33.9±6.2

4 40.7±0.3 -5.3±0.2 28.2±0.2

6 39.8±0.9 -7.6±0.5 26.1±0.2

8 42.4±0.1 -4.5±0.2 18.1±1.6

10 42.7±0.9 -3.0±0.8 19.7±0.5

12 42.3±0.5 5.3±1.6 12.9±1.2

10

8

1 50.0±0.4 -14.2±2.4 27.2±0.8

2 53.6±0.4 -12.2±0.4 27.1±0.4

4 40.9±5.8 -3.8±1.7 29.8±8.7

6 49.3±1.9 -3.1±0.8 39.1±6.1

8 44.2±0.2 -4.3±0.1 22.9±0.4

10 43.9±0.6 -2.4±0.6 21.5±0.8

12 42.7±0.1 4.7±0.9 22.8±0.1

10

1 47.1±0.4 -15.6±0.3 25.7±0.2

2 53.3±0.6 -9.7±0.1 27.3±0.2

4 45.2±0.3 -5.5±0.5 31.9±0.2

6 37.2±0.5 -3.4±0.6 25.8±0.3

8 42.2±0.8 -3.3±1.0 18.5±1.1

10 48.3±0.2 -3.8±0.1 22.2±0.7

12 45.8±0.1 5.0±0.0 22.1±0.4

12

1 51.4±0.1 -16.2±0.3 28.2±0.9

2 57.3±0.1 -11.4±0.1 31.6±0.1

4 39.9±0.5 -4.8±0.2 27.3±0.5

6 41.5±0.9 -4.3±0.2 27.7±0.8

8 43.7±0.2 -4.1±0.4 19.4±1.8

10 47.8±0.2 -1.9±0.3 19.4±1.2

12 41.3±0.3 3.8±0.8 17.7±0.6
1)
Values are mean ± S.D.(n=3)

녹색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고한 바 있어 엄나무와 두릅

순의 색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염장할때열수처리와 같은

방법을 병행하여 저온에서 저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 Changes in texture of Kalopanax pictus and Aralica elata
shoots in different salt concentration and storage temperature
during storage period

(unit : kg/m
2
)

Temp.
(℃)

Salt
concentration

(%)

Storage
period

(Weeks)

Kalopanax pictus Aralica elata

Strength Hardness Strength Hardness

- Raw leaves - 7.9±0.6
1)

12.2±1.0 7.9±1.0 11.9±0.3

- Blanching - 7.0±0.6 9.0±0.3 7.2±0.6 9.0±0.1

4

8

1 5.7±0.1 11.8±0.9 7.8±1.0 9.3±1.1

2 7.1±0.2 13.4±0.3 6.0±1.8 7.3±2.2

4 5.5±0.3 13.7±0.5 5.5±1.6 9.1±2.9

6 4.8±0.3 12.0±0.9 6.3±0.4 9.6±1.5

8 4.5±0.3 11.0±0.3 5.9±0.7 9.8±1.1

10 5.2±0.0 9.9±0.5 4.5±0.4 7.9±1.0

12 4.6±0.3 8.8±0.4 4.5±0.1 7.8±0.5

10

1 5.5±0.1 11.5±0.1 7.3±2.1 10.6±3.2

2 8.6±0.3 13.5±0.1 7.1±1.6 9.6±2.1

4 6.5±0.1 14.5±0.3 6.4±0.3 9.1±0.7

6 5.4±0.6 13.8±1.0 6.2±0.6 9.5±0.6

8 5.2±1.0 12.9±2.2 6.6±1.1 9.1±2.1

10 5.4±0.3 11.6±1.8 4.6±0.4 8.1±1.2

12 5.4±0.2 11.0±1.2 4.4±0.5 8.2±0.1

12

1 6.0±0.0 11.4±0.1 7.6±1.1 11.2±2.7

2 6.8±0.3 12.2±1.1 7.6±0.9 9.2±1.0

4 5.8±0.1 12.6±0.5 5.6±0.9 10.0±2.1

6 4.9±0.1 11.2±0.5 5.3±0.6 9.2±1.3

8 3.6±0.5 10.9±0.6 3.9±0.9 7.1±1.5

10 2.5±0.2 9.5±0.2 3.0±0.1 4.9±0.1

12 1.2±0.1 8.2±0.3 2.8±0.1 4.7±0.2

10

8

1 5.1±0.5 10.6±1.0 7.7±0.2 9.3±1.2

2 7.5±0.2 11.6±1.3 6.5±0.7 9.1±2.9

4 5.2±0.6 12.7±0.3 5.2±1.1 8.1±3.6

6 5.1±0.7 11.2±1.5 6.6±1.0 9.8±2.5

8 3.7±0.1 11.1±0.6 3.6±0.1 7.2±1.8

10 3.5±0.3 9.3±0.2 3.5±1.0 6.2±1.6

12 3.4±0.2 6.4±0.2 3.0±0.1 5.9±0.5

10

1 7.8±0.5 11.1±0.1 6.9±0.3 10.6±0.3

2 8.1±0.1 13.2±0.2 7.1±1.1 9.6±1.1

4 5.2±0.6 14.5±0.6 5.0±0.8 9.2±2.7

6 5.2±0.0 12.0±0.9 6.0±1.0 9.1±2.4

8 5.2±0.3 11.4±0.6 5.3±1.7 9.1±3.0

10 5.2±0.0 11.1±0.0 2.2±0.9 4.6±0.2

12 4.8±0.5 10.1±0.8 2.0±0.1 4.0±0.9

12

1 5.4±0.3 10.3±0.3 7.6±0.3 11.2±0.3

2 6.1±0.4 12.3±0.4 6.3±0.6 9.5±1.2

4 5.4±0.4 13.2±0.8 6.7±1.5 9.7±3.2

6 5.5±0.1 13.1±0.4 5.4±0.8 8.5±1.9

8 4.4±0.0 11.5±0.9 2.4±0.3 4.1±0.2

10 3.9±0.2 11.3±0.6 2.2±0.1 3.5±0.1

12 2.5±0.4 9.6±0.3 2.3±0.1 3.3±0.3
1)Values are mean ± S.D.(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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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장 중 엄나무와 두릅 순 조직감의 변화

저장온도와 염수 농도에 따라 엄나무와 두릅 순의 조직

감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엄나무 순의 강도는

7.9 kg/m
2
, 경도는 12.2 kg/m

2
로 나타났으며, blanching 후

강도 7.0 kg/m
2
, 경도 9.0 kb/m

2
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엄나무 순의 강도는 저장 1주째 조금 증가한 후 저장

기간 동안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며, 10℃보다 4℃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엄나무 순의강도는 10% 염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2% 염수에서는 8주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경도도 강도와 비슷한 경향

으로 저장 12주째 저장온도 4℃, 10% 염수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두릅 순의 강도와 경도도 저장 1주째

조금 증가한 후 저장이 진행되면서 감소하는 경향으로, 1

0℃에서 8주 이상 저장할 때 강도와 경도가 급격히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온도 4℃에서 8%와 10% 염수에서

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냈으나 12% 염수에서는강도와 경도

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Park 등(19)이 염수 농도와 관계없이 저장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취청오이의 경도가 지속적으로 상승

하였다고 보고한 한 것과는 다른 경향이다. Kim 등(20)은

건식 절임법으로 오이지를 제조할 경우 염장 중에 오이에서

수분이 빠져나오면서 조직 중의 섬유소가 상대적으로밀집

되기 때문이며, 경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한 바

있어 엄나무와 두릅 순의 경우도 강도와 경도가 저장 초기

증가한 후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저장 기간

중 강도와 경도가 감소하는 것은 식물 조직 세포막 사이에

존재하는 연화효소작용으로 불용성 펙틴이 수용성 펙틴으

로 바꾸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26) 저장 초기에는 소금에

의해 연화효소가 억제되지만(27) 저장 기간이 경과할수록

숙성과 연화가 진행되어강도와 경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

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Kim 등(20)은 건식 절임법

으로 오이지를 제조할때 Han 등(16)은 땅두릅 피클을 제조

할 때 염화칼슘 처리를 병행하면 저장 기간 동안 경도를

유지할 할 수 있으며, Shim 등(28)은 항균력이 있는 솔잎,

양파 등을 첨가하여 오이지의 연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엄나무와 두릅 순의강도와 경도를 유지하

기 위해서는 10% 이하의 염수로 염장한 후 4℃에서 저장하

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염장과정에서 칼슘

과 항균성원료 등을 병행처리 하면 저장 중강도와 경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요구된다.

염장 중 엄나무와 두릅 순의 총 클로로필 함량 변화

저장온도와 염수 농도에 따른 엄나무와 두릅 순의 총

클로로필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염장

전 총 클로로필 함량은 엄나무 순 24.9 mg%, 두릅 순 19.1

mg%로 나타났으며, blanching 후 엄나무 순 21.0 mg%, 두릅

Table 4. Changes in chlorophyll of Kalopanax pictus and Aralica
elata shoots in different salt concentration and storage temperature
during storage period

(unit : mg%)

Temp.
(℃)

Salt
concentration(%)

Storage
period

(Weeks)
Kalopanax pictus Aralica elata

- Raw leaves - 24.9±0.1 19.1±0.1

- Blanching - 21.0±0.0 18.1±0.1

4

8

1 21.7±0.1 18.9±0.1

2 24.1±0.0 18.6±0.1

4 25.0±0.1 16.9±0.3

6 24.6±0.0 16.3±0.1

8 23.3±0.0 15.1±0.5

10 22.1±0.0 16.8±0.1

12 21.5±0.2 16.7±0.1

10

1 23.6±0.0 19.3±0.1

2 26.5±0.0 18.1±0.3

4 29.1±0.1 18.4±0.4

6 25.2±0.0 18.2±0.1

8 23.0±0.0 17.7±0.1

10 22.6±0.1 17.8±0.1

12 20.3±0.0 18.3±0.1

12

1 25.2±0.0 19.0±0.1

2 26.5±0.2 18.3±0.1

4 27.0±0.0 18.2±0.3

6 25.4±0.0 18.3±0.1

8 24.7±0.0 18.5±0.1

10 23.2±0.1 18.4±0.1

12 21.5±0.0 18.5±0.1

10

8

1 17.0±0.0 18.2±0.1

2 19.7±0.1 17.8±0.1

4 20.9±0.0 17.5±0.1

6 22.7±0.0 17.6±0.1

8 20.9±0.0 17.6±0.1

10 22.9±0.1 16.5±0.1

12 21.1±0.0 15.6±0.0

10

1 21.4±0.1 19.0±0.1

2 21.0±0.0 16.3±0.2

4 22.5±0.2 17.2±0.1

6 22.0±0.0 17.6±0.1

8 23.1±0.1 17.3±0.1

10 23.5±0.0 17.2±0.1

12 21.1±0.0 17.0±0.1

1 25.1±0.0 18.8±0.1

12

2 26.1±0.0 18.5±0.1

4 26.7±0.1 18.4±0.2

6 26.9±0.0 18.4±0.1

8 25.2±0.1 16.4±0.1

10 24.1±0.0 16.4±0.1

12 23.4±0.0 16.7±0.0
1)Values are mean ± S.D.(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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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18.1 mg%로 조금 감소하였다. 저장 동안 엄나무와 두릅

순의 총 클로로필 함량은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며, 엄나

무 순은 저장온도와 염수 농도에 따른큰차이는없었으나,

두릅 순은 저장온도 4℃에서 조금더높은 함량을 나타내었

다. 이러한 결과는 Park 등(29)이 저장 기간이 경과할수록

오이김치의 클로로필 함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

한 경향이다. Kim 등(30)은 저장 중 오이의 클로로필이 갈색

의 pheophytin로 전환되어 함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어 염장 중 엄나무와 두릅 순의 클로로필이 pheophytin

등의 물질로 전환되어 함량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클

로로필은 잎과 줄기에널리 분포하는녹색의 색소로 엽록체

에 존재하며 채소나 과일의 신선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진 성분으로(31), 염장한 엄나무와

두릅 순을 4℃에서 저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엄나무와 두릅 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

해 염장조건 및 저장온도에 따른 저장 중 품질특성을 조사

하였다. 저장 중 엄나무 순의 pH는 저장온도 4℃, 10%와

12% 염수에서, 저장온도 10℃에서는 12% 염수에서큰변화

가 없었다. 두릅 순의 pH는 저장온도 4℃에서는 엄나무

순과 비슷한 경향이며, 10℃에서는 모두 감소하였다. 엄나

무와 두릅 순의 염도는 저장 동안 증가하는 경향이며, 저장

온도에 따른큰차이도없었다. 염장한 엄나무와 두릅 순의

L값은 저장 동안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며, 염수 농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b값은 엄나무 순에서는 증가하였

으나 두릅 순은 조금씩감소하였다. a값은 조금씩증가하는

경향으로 저장온도 및 염수 농도에 따른 차이는크게 없었

다. 염장한 엄나무와 두릅 순의강도와 경도는 저장 중 조금

씩 감소하는 경향으로 저장온도 4℃에서 엄나무 순은 10%

염수에서, 두릅 순은 8∼10% 염수에서강도와 경도가 높게

나타났다. 엄나무와 두릅 순의 총 클로로필 함량은 저장

동안 감소하는 경향이며, 저장온도 및 염수 농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엄나무와 두릅 순은 10% 염수로

염장한 후 4℃에서 저장하면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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