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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 i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Acanthopanax and Cedrela Shoot by Salt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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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Acanthopanax and Cedrela shoots during their preservation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salting conditions to improve the use of the shoot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 pH of added ionization 
mineral during the storage did not change. The salinity of the salt-stored Acanthopanax and Cedrela tended to 
insignificantly change as their storage temperature changed and increase during the addition of the ionization mineral. 
In terms of the color values, the b value of the added non-ionization mineral tended to increase and that of the 
added ionization mineral tended to gradually decrease. The texture of Acanthopanax and Cedrela shoots to which 
an ionization mineral was added tended to decrease gradually during their storage, and was highest when 50 ppm 
of the ionization mineral was added. The total chlorophyll contents tended to decrease during the salt storage,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with the change in the added ionization mineral, and decreased at the storage temperature 
of 10℃.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quality of Acanthopanax and Cedrela shoots can be maintained when 
they are stored in ionization mineral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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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최근 친환경적 먹거리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서 식품학

적 가치가 확인된 식물들은 품종 개량 및 재배 방법이 개발

되어 생산량이 증가되어 농가 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다.

각 지역에서는 특화 작물을 이용한 음식을 개발하고 브랜드

화를 추진 중이며, 특히 엄나무, 참죽나무, 두릅, 오가피,

화살나무, 다래, 뽕나무 등 봄에 처음 돋아나는 새순을 식용

하는 햇순나물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

오가피(Acanthopanax)는 두릅나무과(Araliaceae)에 속하

는 오가피속 식물로 낙엽활엽수로서, 예로부터 한방과 민

간요법에서 강장, 거습, 진통효과가 있어 약재로 널리 사용

되어왔다(2). 특히 잎과 뿌리에 비타민 및 미네랄 성분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오가피의 주요 성분은 eleuthero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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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이며, oleanolate 계열의 saponin 배당체들이 항당뇨 활성

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3-5). 참죽나무(Cedrela)는 쥐손

이풀목 멀구슬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독특한 향

때문에 향춘수라고도 불리며(6), 참죽나무의 잎에는 단백

질, 당질, 지질, 철분인 무기질과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어

(7), 소염, 해독, 살충의 효능이 있어 장염, 이질 등의 치료에

이용하여 수렴제,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참죽 순은 오래전부터 식품으로 이용해 왔으며

특히 사찰에서 차와 나물로 즐겨먹던 고급 전통식품 중의

하나이다(7). 오가피와 참죽 순은 봄철 일시적으로 수확․

생산되며, 수분함량이 높아 저장성이 낮고 유통기한이 짧

은 문제점이 있으나(1),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참죽에 관한 연구에는 참죽나무 잎의 성분에 관

한 연구(8), 참죽나무의 종자성분 연구(9)에 대한 보고가

있을 뿐 저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염장을 하여

조사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오가피에 관한 연구로는 오

가피 추출물의 항암효과(10) 및 분말을 이용한 떡 제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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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가 보고 되었을 뿐 가공 및 활용방법에 관한

연구는 시작 단계이다. 오가피 및 참죽 순을 이용한 다양한

활용방법을 위한 가공방법 및 저장방법에 관한 연구가 필요

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채소절임가공품들은 가공방법이

용이하고 고액의 장비나 시설을 필요치 않으므로 다양한

가공기술이 접목되어진다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채소 절임

류가 발달 할 것으로 기대되며(12), 절임 방법 중 소금을

첨가하는 염장은 소금을 조직 내로 침투시켜 필요한 미생물

외에는 생육이 어렵게 되어 장기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13).

따라서 본 연구는 오가피와 참죽 순을 식품 소재로써의

활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염장 저장조건 및 이온화 무기염

류 첨가에 따른 저장 중 품질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된 오가피 및 참죽 순은 2011년 4월 중순

경상북도 상주시에서 재배한 것을 상주시 소재 외서농협에

서 구입하였으며, 염장에 사용된 소금은 일반 재제염(88%)

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액상의 이온화무기염류(이온

화율 90%이상)는 (주)KMF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오가피와 참죽 순의 염장

오가피 및 참죽 순의 염장은 8, 10 및 12%(w/v)의 염농도

및 저장온도 4℃와 10℃에 저장하여 예비 실험한 결과, 색도

변화 및 조직감에서 결과가 좋은 12% 염농도를 선택하여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오가피와 참죽

순은 이물질을 제거한 후 95℃, 1%(w/v) 소금물에서 오가피

순은 1분 40초, 참죽 순은 40초 동안 blanching 하였다. 그

후 흐르는 냉수(10∼20℃)에 헹군 다음 3시간 동안 실온에

서 물기를 제거하였다. Blanching한 오가피 및 참죽 순 60

g을 500 mL 용기에넣고 재제염으로 12%(w/v) 농도로 제조

한 염수 400 mL에 이온화 무기염류 50 및 100 ppm(w/v)을

첨가하여 4℃와 10℃에서 염장하면서 저장온도와 이온화

무기염류에 따른 변화를 2개월 간격으로 조사하였다.

pH

pH는 염장한 오가피와 참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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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 도

염장한 오가피와 참죽 순 5 g을 homogenizer (HF-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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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용하여 여과지(Whatman No 1, England)로 여과한 여액을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염도는 Mohr의 질산은 적정법

(14)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시료 10 mL에 10%

K2CrO4 1 mL을 첨가한 후 0.1 N AgNO3로 적정하여 적갈색

을 띄는 점을 종말점으로 하였다.

색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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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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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ellowness)값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표준 백판의 L값

은 93.4, a값은 -3.6, b값은 -4.3이었다.

총 클로로필 함량

총 클로로필 함량은 염장한 오가피와 참죽 순 10 g에

85% acetone 30 mL을 첨가하여 12시간 추출하였다. 추출액

을 여과지(Whatman No 1)로 여과하여 ethyl ether 30 mL로

클로로필을 분리한 후 absolute sodium sulfate로 ether층을

완전히 탈수 여과하여 UV-visible spectrophotomete

(UV-1601, Shimadzu Co, Kyoto, Japan)를 사용하여 642.5

nm 및 6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5).

조직감

염장한 오가피와 참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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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mm, adaptor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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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3회 반복하였으며, 조직감 실험은

5회 반복하여 실험군당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염농도 설정을 위한 오가피 및 참죽 순의 색도 및 조직감

변화

오가피 및 참죽 순의 염장농도 선정을 위해 8, 10 및

12% 염농도로 4℃ 및 10℃에 저장하면서 저장온도 및 저장

기간에 따른 색도 변화와 조직감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1과 2에 나타내었다. 오가피 순의 색도 변화는 저장초기

L, a 및 b값은 47.1, -15.2 및 16.5이었으나, 저장기간이 경과

할수록 b값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저장초기

선명한 녹색이었으나 저장온도가 높고 염장농도가 낮을수

록점점녹갈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오가



Change i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Acanthopanax and Cedrela Shoot by Salting Conditions 503

피 순의 염장저장 중 경도와 강도는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

으로 저장 4개월째 저장온도 4℃, 염장농도 12%에서 경도

와 강도는 10.9 kg/m2 및 5.1 kg/m2로 가장 높게 나타내었다.

참죽 순의 색도 변화는 저장초기 L, a 및 b값은 47.7,

-10.2 및 16.7이었으나,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a 및 b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참죽 순의 조직감 또한 저장

기간이 경과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부 구

간에서는 물러지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저장온도는

4℃보다 10℃에서 변화가크게 일어나, 오가피 및 참죽 순의

염장저장은 저장온도는 4℃, 염장농도는 12%로 선정하여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량에 따른 품질 변화를 조사하였다.

Table 1. Change in Hunter's color value and texture of Acanthopanax in different salt concentrations according to storage periods

Temp
(℃)

Salt conc
(%)

Storage period
(mon)

Hunter's color value Texture (kg/m2)

L a b Strength Hardness

4

8

0 47.1±0.11) -15.2±0.1 16.5±0.1 7.7±0.4 13.2±1.5

2 48.3±0.4 -3.2±0.2 23.8±0.7 5.6±0.4 10.6±0.5

4 40.4±0.9 6.8±0.1 28.8±0.8 3.4±0.5 8.7±0.5

10

0 47.1±0.1 -15.2±0.1 16.5±0.1 7.7±0.4 13.2±1.5

2 47.8±0.0 -9.8±0.1 29.2±0.5 6.6±0.2 11.5±0.7

4 43.2±0.0 5.2±0.2 32.8±0.8 4.7±0.1 9.0±0.5

12

0 47.1±0.1 -15.2±0.1 16.5±0.1 7.7±0.4 13.2±1.5

2 47.5±0.3 -7.6±0.0 28.3±1.0 7.6±0.5 13.6±0.2

4 37.4±1.8 -4.6±0.2 25.7±1.3 5.1±0.9 10.9±1.8

10

8

0 47.1±0.1 -15.2±0.1 16.5±0.1 7.7±0.4 13.2±1.5

2 46.9±1.3 -10.0±0.4 22.4±1.2 5.6±1.6 10.9±0.8

4 48.2±0.2 5.6±0.6 27.0±0.6 3.2±0.2 8.0±1.2

10

0 47.1±0.1 -15.2±0.1 16.5±0.1 7.7±0.4 13.2±1.5

2 43.5±0.2 -8.9±0.1 28.7±0.0 6.1±1.2 10.2±2.2

4 45.2±0.0 6.2±0.2 32.8±0.8 4.2±2.2 7.2±2.2

12

0 47.1±0.1 -15.2±0.1 16.5±0.1 7.7±0.4 13.2±1.5

2 50.0±0.1 2.8±0.6 29.6±0.2 6.7±0.3 12.5±0.4

4 45.3±0.4 4.8±0.4 28.4±1.1 4.7±0.3 9.5±0.4
1)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염장 중 오가피와 참죽 순의 pH 변화

염수 농도 12%에 이온화 무기염류를 각각 첨가하여 오가

피와 참죽 순을 침지시킨 후 4℃와 10℃에서 저장하면서

2개월 간격으로 pH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오가피 순은 저장초기 pH 6.0을 나타났으며, 저장 4개월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하지 않은 구는 pH 5.7∼5.6을 나타

내었으나,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한 구에서는 pH 5.8로

이온화 무기염류의 첨가량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참

죽 순은 저장초기 pH 5.8이었으며 저장 4개월 이온화 무기

염류를 첨가하지 않은 구에서는 저장온도 4℃에서는 pH

5.6, 저장온도 10℃에서는 pH 5.4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으나,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한 구에서는 첨가량 및

저장온도에 따른 변화는 오가피 염장과 비슷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16)이 오이의 건식 절임조건

에서 저장온도가 낮을수록, 절임 염도가 높을수록 pH는

감소하는 경향이 느리게 나타난다는 보고와 비슷한 결과이

다. 일반적으로 저장온도는 미생물의 생육과 효소의 활성

및 화학반응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쳐 식품의 품질 보존을

위해 조절되어야 하는 중요한 인자로써(17), 염장한 오가피

와 참죽 순의 저장 중 pH는 저장온도가 낮고 염수 농도가

높은 구간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오가피와 참죽

순을 염장하여 저장할 때는 pH의 변화가 미비한 4℃에서

저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염장 중 오가피와 참죽 순의 염도 변화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한 염수 12%에 염장한 오가피와

참죽 순의 저장기간 동안 염도를 조사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오가피와 참죽 순의 염도 변화는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오가피 순

의 염도는 저장온도 4℃, 저장기간 동안 변화를 살펴보면,

저장 2개월에는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하지 않은 구에서

는 8.6%이며, 50 ppm을 첨가한 구에서는 8.6%, 100 ppm을

첨가한 구에서는 8.8%을 나타내었으며, 저장 4개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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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하지 않은 구에서는 8.8%이며, 50

ppm을 첨가한 구에서는 8.7%, 100 ppm을 첨가한 구에서는

9.0%로 이온화 무기염류를 100 ppm 첨가한 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장온도 10℃는 저장 2개월에는 이온화 무기

염류를 첨가하지 않은 구에서는 8.9%이며, 50 ppm을 첨가

한 구에서는 8.7%, 100 ppm을 첨가한 구에서는 8.7%을

나타내었으며, 저장 4개월에는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하

지 않은 구에서는 8.9%이며, 50 ppm을 첨가한 구에서는

9.0%, 100 ppm을 첨가한 구에서는 9.1%로 저장 2개월에는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하지 않은 구에서 높게 나타났으

나, 저장 4개월에는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한 구에서 높게

Table 2. Change in Hunter's color value and texture of Cedrela in different salt concentrations according to storage periods

Temp
(℃)

Salt conc
(%)

Storage period
(mon)

Hunter's color value Texture (kg/m2)

L a b Strength Hardness

4

8

0 47.7±0.31) -10.2±0.1 16.7±0.3 7.9±0.6 12.2±1.0

2 46.8±0.4 0.9±0.5 26.8±0.8 3.5±0.1 8.3±0.3

4 47.3±0.7 5.1±0.6 22.6±2.0 1.8±1.3 7.7±0.8

10

0 47.7±0.3 -10.2±0.1 16.7±0.3 7.9±0.6 12.2±1.0

2 47.3±0.2 1.5±1.1 27.4±0.7 3.3±0.5 10.3±1.2

4 43.5±0.1 4.3±0.1 27.4±0.6 2.0±0.3 7.1±0.9

12

0 47.7±0.3 -10.2±0.1 16.7±0.3 7.9±0.6 12.2±1.0

2 45.4±0.2 4.4±0.3 25.4±0.8 4.4±0.0 11.5±0.9

4 48.3±0.9 7.8±0.2 28.4±3.3 2.5±0.4 9.6±0.3

10

8

0 47.7±0.3 -10.2±0.1 16.7±0.3 7.9±0.6 12.2±1.0

2 45.3±0.1 -5.8±0.0 28.2±0.6 4.1±0.5 8.3±0.2

4 48.4±0.1 8.9±0.2 28.1±0.2 2.0±0.0 6.1±0.3

10

0 47.7±0.3 -10.2±0.1 16.7±0.3 7.9±0.6 12.2±1.0

2 48.8±0.2 4.4±0.1 27.7±0.1 4.3±0.0 7.8±0.4

4 47.8±0.2 8.2±0.1 28.8±1.0 1.3±0.0 5.3±0.2

12

0 47.7±0.3 -10.2±0.1 16.7±0.3 7.9±0.6 12.2±1.0

2 50.7±0.1 2.7±0.7 32.0±3.7 3.6±0.5 10.9±0.6

4 50.0±0.9 7.5±0.3 32.9±0.1 1.2±0.1 8.2±0.3
1)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Table 3. Changes in pH of Acanthopanax and Cedrela in different ionization mineral concentrations during storage period

Temp
(℃)

Storage period
(mon)

Acanthopanax (NaCl 12%) Cedrela (NaCl 12%)

Control 50 ppm 100 ppm Control 50 ppm 100 ppm

4

0 6.0±0.1
1)

6.1±0.1 6.1±0.1 5.8±0.1 5.8±0.0 5.8±0.0

2 6.0±0.1 5.9±0.0 5.7±0.0 5.8±0.1 5.8±0.0 5.7±0.0

4 5.7±0.1 5.8±0.0 5.8±0.0 5.6±0.1 5.8±0.0 5.8±0.0

10

0 6.0±0.1 6.1±0.1 6.1±0.1 5.8±0.1 5.8±0.0 5.8±0.0

2 5.9±0.1 5.6±0.0 5.9±0.0 5.7±0.1 5.6±0.0 5.8±0.0

4 5.6±0.1 5.8±0.0 5.8±0.0 5.4±0.1 5.8±0.0 5.8±0.0
1)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나타났다. 참죽 순의 염도는 저장온도 4℃, 저장기간 동안

변화를 살펴보면, 저장 2개월에는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

하지 않은 구에서는 9.9%이며, 50 ppm을 첨가한 구에서는

9.0%, 100 ppm을 첨가한 구에서는 8.7%을 나타내었으며,

저장 4개월에는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하지 않은 구간에

서는 9.7%이며, 50 ppm을 첨가한 구에서는 9.0%, 100 ppm

을 첨가한 구에서는 9.0%로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하지

않은 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저장온도 10℃는 저장

2개월에는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하지 않은 구에서는

9.8%이며, 50 ppm을 첨가한 구에서는 9.0%, 100 ppm을

첨가한 구에서는 8.7%을 나타내었으며, 저장 4개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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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salinity of Acanthopanax and Cedrela in different ionization mineral concentrations during storage period

(unit : %)

Temp
(℃)

Storage period
(mon)

Acanthopanax (NaCl 12%) Cedrela (NaCl 12%)

Control 50 ppm 100 ppm Control 50 ppm 100 ppm

4

0 0.0±0.0
1)

0.0±0.0 0.0±0.0 0.0±0.0 0.0±0.0 0.0±0.1

2 8.6±0.1 8.6±0.1 8.8±0.1 9.9±0.1 9.0±0.1 8.7±0.1

4 8.8±0.1 8.7±0.1 9.0±0.1 9.7±0.1 9.0±0.1 9.0±0.1

10

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2 8.9±0.1 8.7±0.1 8.7±0.1 9.8±0.1 9.0±0.1 8.7±0.1

4 8.9±0.1 9.0±0.1 9.1±0.1 9.6±0.1 9.0±0.1 9.1±0.1
1)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하지 않은 구에서는 9.6%이며, 50

ppm을 첨가한 구에서는 9.0%, 100 ppm을 첨가한 구에서는

9.1%로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하

지 않은 구에서는 높은 염도를 나타냈으며 저장 온도에

따른 차이는 미비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Han 등(18)의땅두

릅 김치에서 0.3% CaCl2를 처리 한 구간에서 염농도가 1%

정도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염장식품

은 저장 중 삼투압현상에 의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금이

다시 염수로 빠져 나오는 현상을 나타낸다(19). 또한, 오가

피와 참죽 순은 저장온도 10℃ 구간은 4℃에 비해 소금

침투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한

구에서 소금 침투력이 느린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염

장 중 염도 증가 현상은 저장기간 중 순 조직 내에 소금이

침투하여 상당량의 수분이탈수되는삼투현상에 의한 것으

로 침지 용액의 농도와 저장온도가 높을수록 염의 확산이

더 잘 일어나며 각 부위별로 농도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20,21).

염장 중 오가피와 참죽 순의 색도 변화

햇순나물의 색도 변화는 Table 5와 같이, 오가피 순의

blanching 후 L, a 및 b값은 47.1, -15.2 및 16.5, 참죽 순의

blanching 후 L, a 및 b값은 47.7, -10.2 및 16.7을 나타내었다.

염장 저장 중 오가피 순은 L 및 b값이 이온화무기염류를

첨가하지 않은 구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이

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한 구에서는 조금씩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낮은 온도에서 저장하는 구의 변화가 미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죽 순은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L

및 b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색변화는

오가피와 참죽 순에 있는 chlorophyll이 pheophorbide나

pheophytin으로 전환되면서 일어나는 색상 변화로 알려져

있으며(21), Kwon 등(22)은 건식 절임법으로 제조한 오이

지의 L값과 b값이 저장 중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저장

온도가 낮고 염수 농도가 높을수록 L값이 유지된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오가피 및 참죽 순의 색도 변화는 저장초기에

차이가 나타냈으나, 4개월의 저장기간 동안 이온화 무기염

류의 첨가량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았으며, L값과 b값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녹갈색으로 변화하는 것으

로 생각된다.

염장 중 오가피와 참죽 순 조직감의 변화

염장 저장중인 오가피와 참죽 순의 조직감을 조사한 결

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오가피 순은 blanching 후 강도

7.7 kg/m
2
, 경도 13.2 kg/m

2
였으며, 저장 2개월까지는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이온화 무기염류를 50

ppm을 첨가한 구에서 비교적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참

죽 순은 blanching 후 강도는 7.9 kg/m
2
, 경도는 12.2 kg/m

2
였

으며,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한 구에서는 저장 2개월에

조금 증가하였다가 저장기간 동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장기간 중 강도와 경도가 감소하는

것은 식물 조직 세포막사이에 존재하는 연화효소작용으로

불용성펙틴이 수용성펙틴으로바꾸면서 나타나는현상으

로(23), 저장초기에는 소금에 의해 연화효소가 억제되지만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숙성과 연화가 진행되어 강도와

경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Han

등(24)은 땅두릅 피클을 제조할 때 0.3% 염화칼슘 처리를

병행하면 저장기간 동안 경도가 유지된다는 보고와 Pek

등(25)은 배추김치의 연화 방지를 위하여 50℃의 0.05 M

CaCl2 용액에서 예열 처리한 결과 경도가 증가하고 연화가

현저히 방지되었다는 보고 및 Yoo 등(26)이 보고한 오이지

와 오이피클의 연부 현상을 지연시키기 위해 CaCl2를 첨가

하였을 때, 제조 당일보다 경도가 높게 나타내어 CaCl2의

경도 유지 효과 외에 증가 효과도 보였다는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Shim 등(27)은 항균력이 있는 솔잎,

양파 등을 첨가하여 오이지의 연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보고한바있다. 일반적으로 피클제조과정 중 CaCl2 용액을

첨가하는 목적은 pectin enzyme 중 PE는 펙틴의 methoxyl기

를 떼어내고 유리카르복식기를만들어펙틴물질들 사이에

Ca
2+
를 통해 가교 결합으로 식물조직의 경도를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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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 of Acanthopanax and Cedrela in different ionization mineral concentrations during storage period

Samples Addition
(ppm)

Temp
(℃)

Storage period
(mon)

Hunter's color value

L a b

Acanthopanax

Control

4

0 47.1±0.11) -15.2±0.1 16.5±0.1

2 47.5±0.3 -7.6±0.0 28.3±1.0

4 37.4±1.8 -4.6±0.2 25.7±1.3

10

0 47.1±0.1 -15.2±0.1 16.5±0.1

2 50.0±0.1 2.8±0.6 29.6±0.2

4 45.3±0.4 4.8±0.4 28.4±1.1

50

4

0 47.1±0.1 -15.2±0.1 16.5±0.1

2 40.7±0.2 -7.2±2.3 12.0±1.2

4 38.9±0.3 1.8±0.5 11.1±0.2

10

0 47.1±0.1 -15.2±0.1 16.5±0.1

2 37.8±0.2 -6.4±0.4 15.0±0.1

4 37.6±0.5 3.5±0.5 11.1±0.2

100

4

0 47.1±0.1 -15.2±0.1 16.5±0.1

2 43.5±0.6 -7.2±2.6 10.2±4.0

4 41.0±0.2 3.7±0.3 10.7±0.2

10

0 47.1±0.1 -15.2±0.1 16.5±0.1

2 43.1±0.5 -4.3±0.5 16.2±0.4

4 40.0±0.2 4.3±0.3 10.7±0.2

Cedrela

Control

4

0 47.7±0.3 -10.2±0.1 16.7±0.3

2 45.4±0.2 4.4±0.3 25.4±0.8

4 48.3±0.9 7.8±0.2 28.4±3.3

10

0 47.7±0.3 -10.2±0.1 16.7±0.3

2 50.7±0.1 2.7±0.7 32.0±3.7

4 50.0±0.9 7.5±0.3 32.9±0.1

50

4

0 47.7±0.3 -10.2±0.1 16.7±0.3

2 46.8±0.9 -6.6±3.1 16.3±3.5

4 42.1±0.1 -1.5±0.2 16.0±0.4

10

0 47.7±0.3 -10.2±0.1 16.7±0.3

2 44.9±0.5 -2.9±0.1 19.1±2.3

4 40.4±0.3 1.5±0.2 15.7±0.2

100

4

0 47.7±0.3 -10.2±0.1 16.7±0.3

2 49.6±2.6 -9.0±7.5 16.8±4.0

4 42.5±0.1 -1.2±0.6 16.4±0.4

10

0 47.7±0.3 -10.2±0.1 16.7±0.3

2 41.6±0.1 -4.2±0.3 12.4±0.0

4 38.9±0.1 1.2±0.6 15.4±0.4
1)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조직감에 영향을 주게 되기 때문(24)이라는 설명에서 보듯

이 오가피 및 참죽 순의 강도와 경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한 염수로 염장한 후 10℃보다 4℃

에서 저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염장과

정에서 칼슘과 항균성 원료 등을 병행처리 하면 저장 중

강도와 경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Change i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Acanthopanax and Cedrela Shoot by Salting Conditions 507

Table 6. Changes in texture of Acanthopanax and Cedrela in different ionization mineral concentrations during storage period

(unit : kg/m
2
)

Temp(℃) 4 10

Storage period(mon) 0 2 4 0 2 4

Acanthopanax

Control
Hardness 13.2±1.5

1)
13.6±0.2 10.9±1.8 13.2±1.5 12.5±0.4 9.5±0.4

Strength 7.7±0.4 7.6±0.5 5.1±0.9 7.7±0.4 6.7±0.3 4.7±0.3

50
ppm

Hardness 13.2±1.5 15.2±1.2 11.2±0.2 13.2±1.5 11.5±0.2 10.2±0.2

Strength 7.7±0.4 8.1±0.7 7.1±0.3 7.7±0.4 6.2±0.8 6.1±0.3

100 ppm
Hardness 13.2±1.5 13.4±0.8 11.5±0.4 13.2±1.5 10.2±.9 9.5±0.2

Strength 7.7±0.4 7.2±0.4 7.0±0.1 7.7±0.4 6.0±1.1 6.0±0.1

Cedrela

Control
Hardness 12.2±1.0 11.5±0.9 9.6±0.3 12.2±1.0 10.9±0.6 8.2±0.3

Strength 7.9±0.6 4.4±0.0 2.5±0.4 7.9±0.6 3.6±0.5 1.2±0.1

50 ppm
Hardness 12.2±1.0 12.6±0.9 11.1±0.7 12.2±1.0 13.0±0.4 10.1±0.7

Strength 7.9±0.6 6.3±0.8 5.9±0.4 7.9±0.6 7.1±0.2 5.9±0.4

100 ppm
Hardness 12.2±1.0 12.4±1.0 11.7±0.1 12.2±1.0 10.8±0.6 9.7±0.1

Strength 7.9±0.6 6.6±0.5 5.6±0.1 7.9±0.6 5.7±0.9 5.6±0.1
1)
Values are means of quintuple determinations.

(a)

(b)
Fig. 1. Changes in total chlorophyll contents of Acanthopanax and
Cedrela shoots in different ionization mineral concentrations during
storage period.

(a) Acanthopanax (b) Cedrela.

염장 중 오가피와 참죽 순의 총 클로로필 함량 변화

저장온도와 염수 농도에 따라 오가피와 참죽 순의 총

클로로필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염장 전 총 클로로필 함량은 오가피 순 16.4 mg%, 참죽순

16.3 mg%를 나타냈으나, 저장기간 동안 오가피와 참죽 순

의총클로로필 함량은 조금씩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저장온도에 따른 변화는 저장 2개월에는큰변화를 나타

내지 않았으나, 저장 4개월에는 저장온도 10℃에서 클로로

필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Park 등(28)이 저장기간이 경과할수록 오이김치의 클로로

필 함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것과 비슷한 경향이다. Kim

등(20)은 저장 중 오이의 클로로필이 갈색의 pheophytin로

전환되어 함량이 감소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잎과줄기에 널리 분포하는녹색의 색소로 엽록체에 존재하

며 채소나 과일의 신선함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다양한 생

리 활성을 가진 성분(29)이기도 한 클로로필은 산, 가열,

알칼리에 의한 영향, 염류에 의한 영향, 지질 산화에 의한

영향, 빛에 의한영향 등으로 변화가 일어날수 있다(30)는

보고가 있듯이 오가피 및 참죽 순의 클로로필 함량의 변화

는 12% 염수에 침지시켜 저장기간 동안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이므로 염류에 의한 변화로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녹색이 옅어지면서 갈색의 pheophytin이 생성됨으로써 함

량이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염장한 오가피와 참죽 순의 활용도를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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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 위해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하여 염장조건에 따른

저장 중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그결과, 염장한 오가피와

참죽 순은 저장 중 이온화 무기염류 첨가에 따른 pH 변화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오가피와 참죽 순의 염도는 저장온

도에 따른 큰 차이는 없으며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한

구에서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색도는 염장저장

중 변화가 크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염장한 오가피와

참죽 순의 조직감은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한 구에서 서서

히 감소하였으며, 이온화 무기염류 50 ppm을 첨가한 구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클로로필 함량은 염장동안 감소

하는 경향이며, 이온화 무기염류 첨가량에 따른 큰 차이는

없었으나, 저장온도 10℃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따라서 염장한 오가피와 참죽 순은 이온화 무기염류를

첨가하여 저장하는 것이 품질 유지에 효과적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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