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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춧가루 첨가시기를 달리한 사과고추장혼합물의 에탄올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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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ermentation patterns of apple Gochujang mash prepared with different addition times of red pepper powder
were investigated. Red pepper powder was added into Gochujang mash before and after fermentation of the
mash. In the apple Gochujang mash without red pepper powder, viable yeast cell counts of Zygosaccharomyces
rouxii Y-80 increased to 6.5 log CFU/g shortly after five days of fermentation, and ethanol concentration reached
its maximum value (3.8% of the total volume) after 15 days of fermentation. On the other hand, in apple Gochujang
mash prepared by the initial addition of red pepper powder before fermentation, viable yeast cell counts increased
to 7 log CFU/g after 20 days of fermentation, and ethanol concentration reached 1.3% after 25 days of fermenta-
tion. Yeast growth and ethanol production were stimulated in the Gochujang mash without red pepper powder.
Sensory evaluation scores were similar in the apple Gochujang regardless of addition time of red pepper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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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과일로 주로 생

과 형태로 소비되고 있으며 일부는 주스, 잼 및 젤리 등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1). 사과의 주요 구성성분은 수분(81

～86%), 당(10～13%), 식이섬유(2～3%)이며 칼륨 및 비타

민 C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영양학적으로 중요한 과실로

취급되고 있다. 또한 사과가 갖는 이러한 성분들로 인해 사

과는 고추장과 같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이용하기에 적합하

다(2,3). 본 연구는 사과고추장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제조

방식을 달리한 사과고추장혼합물에서의 몇 가지 발효 특징

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현재 고추장의 제조방법은 일반적으

로 재래식 고추장 제조법과 개량식 고추장 제조법으로 분류

되고 있으며, 특히 개량식 고추장 제조방법에서는 찹쌀, 멥

쌀 또는 밀쌀 등 전분질원을 증자한 후 미리 제조한 코오지

및 효모, 식염 등을 혼합하여 숙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고춧가루를 코오지, 종균과 함께 혼합하여 발효숙성하는 방

법과 고춧가루를 제외한 나머지 재료를 먼저 혼합하고 발효

숙성한 후 고춧가루를 나중에 혼합하는 방법이 있는데, 편의

상 전자를 전첨법 후자를 후첨법이라 부른다. 전첨법이 전통

적인 보통의 고추장 제조방식이며, 후첨법은 주로 상업적

생산공정의 편리성 때문에 산업체에서 부분적으로 이용되

고 있다.

본 연구는 제조방법 중 엿기름을 사용하여 전분질을 속성

으로 분해한 후 발효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여 사과고추장을

제조하였다. 또한 고춧가루 첨가시기를 달리한 전첨법과 후

첨법으로 사과고추장혼합물을 발효시키면서 발효양상을 조

사하였으며, 고추장 제조 후 관능검사를 수행하여 비교 평가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사용균주

실험에 사용한 쌀, 고추, 사과는 예산지역에서 생산된 것

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고추장용 메주는 순창에서 구입하

였으며, 효모는 본 실험실에서 분리하여 보관중인 Zygosac-

charomyces(Z.) rouxii Y-80 균주를 사용하였다.

고추장 제조

사과식혜(apple Sikhye) 제조: 사과고추장 제조를 위한

배합비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전통적인 식혜고추장

의 제조방법을 응용하여 사과식혜를 제조하였다. 먼저 쌀을

증류수로 3회 수세한 후 4
o
C에서 24시간 동안 침지하고 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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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the preparation of apple Gochujang

Ingredients Weight (g) Ratio (%)

Apple Sikhye
Red pepper powder
Meju
Salt
Yeast inoculum

640
200
50
100
10

64
20
5
10
1

Total 1,000 100

Fig. 1. Manufacturing processes of apple Gochujang. (A) A method of fermentation of apple Gochujang mash with red pepper
powder. (B) A method of fermentation of apple Gochujang mash without red pepper powder.

를 뺀 후 롤 밀을 이용하여 2회 제분하였다. 사과는 증류수로

3회 세척한 후 과피를 제거하지 않고 마쇄하였다. 마쇄한

사과(544 g)와 미분(64 g)을 혼합한 후 100
o
C로 가열하여

사과죽을 만들었으며, 60
o
C로 냉각한 후 추출한 엿기름을

첨가하여 60
o
C에서 4시간 동안 당화하여 사과식혜를 제조하

였다.

사과고추장혼합물(apple Gochujang mash)의 제조:

Z. rouxii Y-80 효모를 새로운 YM 고체배지에 이식하여

30
o
C에서 24시간 활성화시킨 후 YM 액체배지에 접종하였으

며, 30
o
C의 진탕배양으로 대수 증식기까지 배양한 후 사과고

추장 제조를 위한 종균으로 사용하였다. 사과고추장혼합물

은 미리 준비한 사과식혜, 고추장용 메주, 소금, 효모현탁액

을 균일하게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며, 30
o
C에서 25일 동안 발

효하였다. 고춧가루는 제조방법에 따라서 발효시작과 동시

에 첨가(전첨법, Fig. 1(A))하거나 25일 발효 후 첨가(후첨법,

Fig. 1(B))하는 방식으로 사과고추장혼합물을 제조하였다.

사과고추장혼합물의 분석

생균수 측정: Z. rouxii Y-80 균주의 생균수 측정용 선별

배지는 NaCl이 10% 첨가된 YM 고체배지에 chlorampheni-

col을 100 ppm 첨가하여 사용하였다(4). 생균수의 측정은

시료 1 g을 멸균수에 희석한 후 선별 배지에 0.1 mL를 도말

한 후 30
o
C에서 24시간 배양하였으며, 이때 생성된 colony를

계수하여 시료 g당 colony forming unit(CFU/g)로 나타내

었다.

환원당 측정: 환원당 함량은 DNS(3,5-dinitrosalicylic

acid)법으로 분석하였다(5). 시료 1 g을 증류수 10 mL에 완

전히 현탁한 후 여과지로 여과하였다. 여과액 1 mL에 DNS

시약 3 mL를 첨가하여 5분간 중탕으로 반응시키고 냉각 후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한 다음 6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에탄올 함량: 시료 1 g을 증류수 10 mL에 현탁한 후

1,400×g로 원심분리(4
o
C, 10분)하여 상징액 10 mL를 취해

분석에 이용하였다. CaCO3 1 g, 시료 10 mL, 증류수 100

mL를 순서대로 250 mL 환저플라스크에 넣은 후 가열 증류

하였으며, 수기에 약 70～80%가 채워지면 가열을 중지하고

증류수를 이용하여 100 mL로 맞추었다. 증류한 시료에서

1 mL를 취하고 0.2 N K2Cr2O7 2.0 mL, 진한 황산 1 mL와

혼합하여 암실에서 1시간 방치한 후 5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미리 작성한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에탄올 함

량을 계산하였다.

관능검사: 관능검사를 위해 공주대학교 식품공학과에 재

학 중인 학생 및 대학원생들 중 10명을 선발하여 품질평가에

적합한 관련 용어와 주의사항을 훈련시킨 후 관능검사를 실

시하였다. 관능검사는 25일간 발효시킨 사과고추장에 대하

여 색(약하다-1점, 강하다-5점), 향(약하다-1점, 강하다-5

점), 맛(약하다-1점, 강하다-5점), 전체적 기호도(비선호-1

점, 선호-5점)를 각 항목별로 5점 척도법으로 조사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어진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8.0K,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

으며,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여 시료 간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유의차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던컨

다중범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유의차

를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미생물의 변화

효모는 고추장 발효 중 에탄올 및 향미성분 등 고추장의

발효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물질을 생성하며(4,6), 일반적

으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생균수가 증가하다가 발효가 끝

나는 단계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7-9). 사과고추장

제조 시 고춧가루를 전첨한 혼합물의 경우 효모의 생육은

발효 초기부터 10일째까지 3 log CFU/g 정도였으나 20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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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growth, reducing sugar and ethanol con-
centration during the fermentation of apple Gochujang mash.
(A) A method of fermentation of apple Gochujang mash with red
pepper powder. (B) A method of fermentation of apple Gochujang
mash without red pepper powder. ―●―, growth; ―▼―, reducing
sugar; ―■―, ethanol.

Table 2. Sensory evaluation of apple Gochujang

Types of Gochujang Color Flavor Taste Overall acceptance

A1)

B
2)

T3)

3.00±0.814)ab5)
2.75±0.50b
3.25±0.50a

2.75±0.96b
2.25±1.50a
2.50±0.58ab

2.50±0.58ab
2.75±0.50b
2.00±0.82a

3.00±0.82a
3.00±0.82a
2.25±0.50b

1)
Apple Gochujang prepared by addition of red pepper powder before fermentation.
2)Apple Gochujang prepared by addition of red pepper powder after fermentation.
3)
Traditional Gochujang prepared by traditional method as control group.
4)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5)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약 7 log CFU/g으로 증가하였다(Fig. 2(A)). 반면 후첨한

경우 발효 5일째 약 6.5 log CFU/g으로 발효 초기부터 빠른

증식을 보였으며, 10일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2(B)). 그 후 약 4 log CFU/g 정도의 균체수가 유지되

어 일반적인 고추장 발효에서 효모의 생균수 변화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고춧가루를 전첨한 사과고추장혼합

물에서 균주의 생육이 고춧가루를 후첨한 혼합물의 경우에

비해 지연된 것은 고춧가루에 함유된 capsaicin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10).

환원당 및 에탄올의 변화

고추장이 함유하고 있는 주요 당류는 glucose, fructose,

maltose 등으로 발효 중 효모에 의해 CO2 가스, 에탄올 등의

생성에 이용되며, 잔류되는 당은 고추장에 단맛을 부여함으

로써 품질면에서 중요하다(11-13). 또한 에탄올은 발효 중

생성되는 휘발성 향기성분으로 고추장의 풍미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인자이다(14). 본 연구에서 고춧가루를 전첨한 사

과고추장혼합물의 경우 환원당은 약 11～12% 정도를 유지

하였으며, 20일 동안의 발효기간 중 에탄올은 거의 생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발효 25일 후 에탄올이 약 1.3% 생성되었으

며 이에 따라 환원당의 양도 감소하였다(Fig. 2(A)).

반면 고춧가루를 후첨하는 경우에 사과고추장혼합물의

에탄올 생성은 15일 후 최대 3.8%가 생성되었으며, 발효 종

료시점에서 3.3% 정도의 에탄올 농도를 보였다(Fig. 2(B)).

환원당의 함량은 발효 초기에 약 7.6～8.6%였으나 발효 15

일 후 3.5%로 감소한 후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

로 당류는 발효미생물의 기질로 이용되어 숙성기간의 경과

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에탄올의 농도는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13,14). 사과고추장혼합물의 발효 중 당류는 주

로 에탄올로 전환된 것으로 생각되며, 효모 생균수의 변화,

환원당 및 에탄올 변화의 추이를 감안할 때 고춧가루를 발효

후 첨가하는 후첨법의 경우 25일 내에 발효가 완료되었으나,

전첨법의 경우 에탄올 발효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사과고추장 제조 시 후첨법을 사용하는 것에 비해

발효 숙성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과고추장의 관능적 특성

상품으로서 사과고추장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춧

가루를 전첨하거나 후첨하여 제조한 사과고추장과 상업적

으로 생산된 전통고추장을 대상으로 관능평가를 하였다. 관

능검사는 25일간 발효시킨 완제품 사과고추장에 대하여 색

(고추장 색의 붉은 정도, 어두운 정도, 탁한 정도, 광택 및

윤기에 근거한 색), 향(고추, 사과, 메주 및 발효에 근거한

향), 맛(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에 근거한 맛), 전체적 선호

도를 조사하였다(Table 2). 고추장의 색은 고춧가루를 전첨

한 것(3.00±0.81)에 비해 고춧가루를 후첨한 것(2.75±0.50)
이 “밝고 약하다”라고 평가되었으며, 고추장의 향도 고춧가

루를 전첨하여 제조한 고추장(2.75±0.96)에 비해 고춧가루

를 후첨한 사과고추장(2.25±1.50)이 “약하다”라고 평가되

었다. 그러나 맛은 고춧가루를 후첨한 것(2.75±0.50)이 전첨

한 것(2.50±0.58)에 비해 “(조금 더) 강하다”라고 평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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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춧가루를 나중에 첨가하여 제조된 고추장이 전첨하여

제조한 고추장에 비해 고춧가루의 색 변화 및 매운맛 성분의

변화가 적어 고추장의 발효향과 색은 약하고 맛은 강하게

느낀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전통방식으로 제조한 일반고

추장의 경우 사과고추장에 비해 색은 3.25±0.50으로 가장

강하다고 평가되었으며, 향은 2.50±0.58로 전첨법으로 제조

한 사과고추장과 후첨법으로 제조한 사과고추장의 중간정

도로 나타났으며, 맛은 2.00±0.82로 가장 약한 것으로 평가

되었다.

사과고추장의 전체적 기호도는 고춧가루를 전첨하여 제

조한 것과 후첨하여 제조한 것 사이에는 차이가 크지 않았

다. 이상의 결과에서 사과고추장 제조 시 고춧가루를 후첨하

여 제조한 사과고추장이 전첨하여 제조한 고추장에 비해 발

효의 진행속도가 빨랐으며, 관능평가 등을 감안할 때 고춧가

루를 후첨하는 제조방식을 선택적으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요 약

고춧가루 첨가 시기에 따른 사과고추장혼합물에서의 에

탄올 생성과 고추장 제조 후 관능검사를 실시하여 사과고추

장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고춧가루 첨가 전의 사과

고추장혼합물에서 효모의 생육은 발효 5일 후 약 6.5 log

CFU/ g으로 빠른 증식을 보였으며, 에탄올 생성 농도는 발

효 15일 후 3.8%에 도달하였다. 고춧가루를 미리 첨가한 사

과고추장혼합물의 경우에 효모균주의 생육은 발효 20일 후

7 log CFU/g으로 증가하였고, 25일 발효 후에 에탄올 농도

가 1.3 %에 이르러 고춧가루 첨가 방법에 따른 에탄올 생성

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고춧가루 첨가시기에 따

른 사과고추장의 전체적인 기호성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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