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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개두릅 장아 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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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 Characteristics of Low Salt Kalopanax pictus 
Shoot Jangajji  Using Soybean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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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develop new Kalopanax pictus shoot Jangajji (KJ) with low salt concentration, phys-
icochemical changes of KJ soaked at different concentration of soybean sauce (10∼50%) were investigated for 50 
days. The pH of KJ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of soybean sauce in soaking solution (P<0.05). 
Titratable acidity and NaCl concentration of all KJ increased during storage for 50 days at 10°C. The total bacterial 
count slowly increased during early storage time and reached its highest level (4.74 log CFU/g) after storage for 
30 days. KJ-20 (KJ added with 20% soy sauce) showed the highest scores for taste, flavor, texture, and overall 
acceptability.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KJ extract increased with increasing concentration of 
soybean sauce.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KJ extract were 27.22% and 38.37% (control), 40.74% 
and 43.65% (KJ-10), 41.79% and 50.37% (KJ-20), 43.09% and 52.60% (KJ-30), 48.62% and 53.45% (KJ-40), and 
50.85% and 60.79% (KJ-5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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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전 지역에 자생하는 엄나무(Kalopanax pictus)

는 오갈피나무과로 음나무, 개두릅나무라고도 하며, phenol

성 화합물인 liriodendrin, syringin, chlorogenic acid와 

saponin인 kalopanaxsaponin 등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산

채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순은 일명 개두릅이라 하며 면역 

활성, 항산화 활성 및 소염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1-3). 그러나 지금까지 대다수의 개두릅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의 기능성을 검증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한 절임

식품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절임류는 채소류, 과실류, 향신료 등의 식재료를 식염, 식

초, 당류, 또는 장류 등에 절이거나 다른 식품을 가하여 가공 

저장한 것으로 장아찌로 불리며 밑반찬으로 주로 이용되어

온 전통 발효음식 중 하나이다(4). 이러한 장아찌는 제조 및 

발효 과정 중 생성된 각종 유기산과 알코올 성분, 비타민, 

무기질 그리고 풍부한 식이성 섬유소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식욕 촉진, 변비 및 대장암 등의 예방효과가 있으며, 유용한 

미생물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장아찌는 재료를 

소금물, 간장, 식초 등의 용액에 탈수시킨 후 다시 장류 등에 

넣어 발효시키는 과정으로 제조되고 있어 식재료의 수분 용

출과 염분의 조직 내 침투로 인해 소금 함량이 높은 식품으

로 인식되고 있으며(6), 이러한 절임식품의 섭취는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이어지고 있다. 소금 성분 중 나트륨은 다른 

영양 성분과는 달리 인체의 평행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량이 

적기 때문에 결핍 우려는 없는 반면, 인스턴트식품 등 여러 

가지 가공식품을 통하여 섭취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과잉 

섭취가 문제되는 성분이다(7). 이러한 나트륨 과잉 섭취는 

고혈압, 혈관질환, 신장질환, 위암 및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

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은 염도가 높은 장아찌를 기피하고 있어 전

통식품인 장아찌의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8,9). 

이러한 소비자의 기호성의 변화에 따라 저염 채소 절임식품

의 제조 및 발효 특성 구명이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금 농도를 달리한 개두릅 장아찌의 제조 중 품질 

특성과 식품학적 특성을 구명하여, 개두릅의 기능성식품의 

소재화와 전통발효식품의 저염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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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s of soaking solution of Kalopanax pictus shoot Jangajji 

Ingredients (g)
Sample1)

Control KJ-10 KJ-20 KJ-30 KJ-40 KJ-50

Jangajji
sauce

Water
Sugar
Vinegar
Salt
Black pepper
Bay leaf
Soy sauce

1,000
183
300
10
7

0.05
0

850
183
300
10
7

0.05
150

700
183
300
10
7

0.05
300

550
183
300
10
7

0.05
450

400
183
300
10
7

0.05
600

250
183
300
10
7

0.05
750

Kalopanax pictus shoot 500 500 500 500 500 500
Yield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1)Control: Kalopanax pictus shoot Jangajji added without soy sauce, KJ-10: Kalopanax pictus shoot Jangajji added with 10% soy 
sauce, KJ-20: Kalopanax pictus shoot Jangajji added with 20% soy sauce, KJ-30: Kalopanax pictus shoot Jangajji added with 
30% soy sauce, KJ-40: Kalopanax pictus shoot Jangajji added with 40% soy sauce, KJ-50: Kalopanax pictus shoot Jangajji added 
with 50% soy sauce.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개두릅은 2012년 5월 초순에 강원도 

강릉시에서 재배한 것을 대관령영농회에서 구입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장아찌 제조에 사용한 설탕(큐원, 삼양, 서

울, 한국), 식초(양조식초, 청정원, 서울, 한국), 소금(꽃소금, 

샘표, 서울, 한국), 후추(순후추, 오뚜기, 서울, 한국), 월계수

잎(bay leaves, LACO, Tunis, Tunisia), 간장(양조간장, 청

정원, 서울, 한국)은 경북 경산시 하양읍 대형 마트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개두릅 장아찌 제조

개두릅 장아찌는 예비실험을 통하여 Table 1과 같은 배

합비율로 제조하였다. 장아찌 침지액은 총 1.5 L를 기준으

로 간장은 10%, 20%, 30%, 40%, 50%를 첨가하였고 설탕

(12.2%), 식초(12.2%), 소금(0.6%), 후추(0.4%), 월계수잎

(0.003%)을 첨가하였으며, 간장 무첨가구를 대조군으로 하

였다. 침지액을 10분간 끓여준 다음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냉각 후 사용하였다. 개두릅은 세척하여 끓는 물에 2분간 

가열한 다음 상온에서 30분간 냉각시킨 후 개두릅과 침지액

을 1:3(w/v) 비율로 침지액에 잠기도록 하여 폴리프로필렌 

수지 용기에 담아 10°C에서 50일간 저장하면서 10일 간격

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 변화를 측정하였다.

pH, 적정산도, 염도 측정

개두릅 장아찌 10 g에 멸균 증류수 90 mL를 넣은 후 ho-

mogenizer(Nissei, Nihonseiki Kaisha Ltd., Tokyo, Ja-

pan)로 마쇄하여 무균적으로 즙액을 여과하여 시료로 사용

하였다. pH는 pH meter(ORION 410A, Orion Research 

Inc., Boston, MA, USA), 적정산도는 0.1 N NaOH를 이용

하여 pH가 8.3이 될 때까지 소비된 NaOH 양을 젖산량으로 

환산하였고, 염도는 염도계(SALT meter model TM-30D, 

Takermura Electric Works, Ltd., Tokyo, Japan)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미생물수 측정

미생물수는 시료 1 mL를 무균적으로 취하여 0.1% pep-

tone 용액을 이용하여 적정 희석한 후 총균수는 plate count 

agar(Difco, Detroit, MI, USA), 대장균군수는 violet red 

bile agar(Difco)를 이용하여 37°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나타난 colony를 계수하여 CFU(colony forming unit)/g으

로 나타내었다. 

기호도 검사

기호도 검사는 식품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25명

을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측정 항목으로는 맛, 

색, 향, 조직감, 종합적 기호도를 5점 채점법으로 평가하였

다. 아주 좋다 5점, 보통이다 3점, 아주 나쁘다 1점으로 평가

하였다. 

개두릅 장아찌 추출물 제조

10°C에서 50일간 저온 숙성된 침지액과 개두릅 장아찌를 

동결건조(PVTFD20R, Ilshin Lab., Suwon, Korea) 한 다

음 분말화하여 10배(w/v)의 70% ethanol을 첨가한 후 24

시간 동안 교반하고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취하였다. 상등액은 0.45 μm membrane filter 

(Millipore Co., Billerica, MA, USA)로 여과하여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polyphenol 함량 측정

Singleton과 Rossi Jr(10)의 방법에 따라 각 추출물 1 mL

에 0.2 N Folin-Ciocalteu reagent 1 mL를 가하여 실온에

서 3분간 반응시킨 후 Na2CO3(75 g/L) 1 mL를 가한 다음 

암소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분광광도계(Pharmacia 

Biotech Ultraspec 1000, Cambridge, UK)를 사용하여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polyphenol 함량은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작성한 검량식 y=0.0232x+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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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 in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Kalopanax pictus shoot Jangajji added with different soy sauce concentrations
Storage time 

(days)
Sample1)

Control KJ-10 KJ-20 KJ-30 KJ-40 KJ-50

pH

0
10
20
30
40
50

3.82±0.02aF2)

3.55±0.01aE

3.42±0.03aD

3.26±0.05aC

3.12±0.03aB

3.06±0.02aA

3.82±0.02aF

3.77±0.02bE

3.62±0.02bD

3.43±0.02bC

3.31±0.01bB

3.26±0.06bA

3.82±0.02aC

4.02±0.01cD

4.02±0.01cD

3.83±0.03cC

3.72±0.01cB

3.67±0.03cA

3.82±0.02aA

4.15±0.01dD

4.16±0.01dD

4.06±0.01dC

4.04±0.01dC

4.01±0.01dB

3.82±0.02aA

4.25±0.01eD

4.23±0.05eD

4.15±0.04eBC

4.17±0.00eC

4.09±0.04eB

3.82±0.02aA

4.39±0.01fE

4.41±0.01fE

4.35±0.01fD

4.30±0.01fC

4.22±0.02fB

Titratable
acidity (%)

0
10
20
30
40
50

0.11±0.00aA

0.21±0.01eB

0.23±0.00eC

0.25±0.00eD

0.28±0.00eE

0.32±0.00eF

0.11±0.00aA

0.20±0.02deB

0.22±0.00deC

0.24±0.01dD

0.28±0.01eE

0.29±0.01dE

0.11±0.00aA

0.18±0.00cdB

0.21±0dC

0.23±0.00dD

0.25±0.00dE

0.27±0.00dF

0.11±0.00aA

0.17±0.02bcB

0.20±0.01cC

0.21±0.00cC

0.23±0.00cD

0.25±0.00cE

0.11±0.00aA

0.15±0.01abB

0.18±0.00bC

0.19±0.00bD

0.20±0.00bE

0.24±0.01bF

0.11±0.00aA

0.14±0.00aB

0.17±0.00aC

0.17±0.00aCD

0.17±0.01aCD

0.19±0.02aD

NaCl
(%)

0
10
20
30
40
50

0.50±0.00aA

0.50±0.05aA

0.70±0.00aB

0.85±0.05aC

0.90±0.00aC

0.95±0.00aD

0.50±0.00aA

1.05±0.05bB

1.30±0.00bC

1.25±0.05bC

1.30±0.00bC

1.30±0.00bC

0.50±0.00aA

1.87±0.06cB

1.83±0.06cB

1.90±0.10cB

2.03±0.06cC

2.30±0.00cD

0.50±0.00aA

2.37±0.06dB

2.43±0.06dB

2.53±0.06dC

2.67±0.06dD

2.87±0.06dE

0.50±0.00aA

2.63±0.06eB

2.83±0.06eC

3.00±0.10eD

3.07±0.06eD

3.33±0.06eE

0.50±0.00aA

3.03±0.06fB

3.23±0.06fC

3.35±0.05fD

3.40±0.00fD

3.67±0.06fE

1)All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Means±standard deviation (n=3).
a-f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A-FValue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R2=0.998)에 의해 산출하였다.

총 flavonoid 함량 측정

Saleh와 Hameed(11)의 방법에 따라 각 추출물 0.1 mL

에 5% sodium nitrite 0.15 mL를 가한 후 25°C에서 6분간 

방치한 다음 10% aluminium chloride 0.3 mL를 가하여 

25℃에서 5분간 방치하였다. 다음 1 N NaOH 1 mL를 가하

고 vortex 상에서 가한 후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으며, rutin hydrate를 표준물질로 작성한 검량식 y= 

44.337x+0.047(R2=0.997)에 의해 산출하였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 측정 

Blois의 방법(12)을 변형하여 각 추출물 0.4 mL에 0.4 

mM DPPH(α,α-diphenyl-β-picrylhydrazyl) 용액 0.8 mL

를 진탕 혼합하고 10분간 방치 후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계산식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100－[(OD of sample/ OD of control)×100]에 의하

여 활성을 산출하였다.

ABTS radical 소거 활성 측정

Re 등(13)의 방법에 따라 7.4 mM ABTS[2,2'-azino- 

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

ium salt]와 2.6 mM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하여 실

온･암소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한 다음 실험 직전에 ABTS 

용액을 732 nm에서 흡광도가 0.700±0.030이 되도록 phos-

phate buffer saline(PBS, pH 7.4)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

다. 희석된 용액 950 μL에 각 추출물 50 μL를 가하여 암소에

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7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

며, 계산식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100-[(OD 

of sample/ OD of control)×100]에 의하여 활성을 산출하

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으로 행하였으며 평균치 간의 유의

성은 SPSS system(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

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 

(version 12.0)를 이용, P<0.05 수준으로 Duncan's multi-

ple range test에 의하여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개두릅 장아찌의 이화학적 특성의 변화

개두릅 장아찌의 숙성 중 pH 변화는 Table 2와 같다. 숙

성 초기 장아찌의 pH는 3.82에서 숙성 중 간장 농도가 증가

할수록 pH는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는 염 농도가 증가할수

록 오이장아찌의 pH(14), 깻잎장아찌의 pH(15)가 높아졌다

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숙성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대조군과 

간장 10% 첨가군(KJ-10)은 점차 감소하였으나 기타 처리

군은 숙성 20일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두릅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산의 침출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되며 Lee 등(16)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장아찌의 먹기 좋은 

pH는 3.7~4.0이라고 하였는데(17), 숙성 50일째 간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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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in viable cell of Kalopanax pictus shoot Jangajji added with different soy sauce concentrations
Storage time 

(days)
Sample1)

Control KJ-10 KJ-20 KJ-30 KJ-40 KJ-50

TB2)

0
10
20
30
40
50

3.93±0.03aF3)

3.71±0.03aE

3.03±0.05aD

2.96±0.03aC

2.49±0.02aB

1.98±0.02aA

3.93±0.03aA

4.29±0.01eB

4.49±0.05cC

4.46±0.05dCD

4.56±0.03eD

4.50±0.08eCD

3.93±0.03aA

4.33±0.03eB

4.49±0.11cC

4.74±0.04eD

4.65±0.05fD

4.49±0.01eC

3.93±0.03aA

4.20±0.02dBC

4.54±0.20cE

4.69±0.03eDE

4.38±0.09dCD

4.04±0.14dAB

3.93±0.03aBC

4.14±0.04cD

4.13±0.05bD

4.05±0.05cCD

3.78±0.04cB

3.24±0.23cA

3.93±0.03aC

4.07±0.02bC

4.07±0.12bC

3.96±0.05bC

3.05±0.02bB

2.85±0.11bA

CF

0
10
20
30
40
50

1.01±0.06aB

0.60±0.21aA

   ND4)

   ND
   ND
   ND

1.01±0.06aB

0.49±0.20aA

   ND
   ND
   ND
   ND

1.01±0.06aB

0.32±0.28aA

   ND
   ND
   ND
   ND

1.01±0.06a

   ND
   ND
   ND
   ND
   ND

1.01±0.06a

   ND
   ND
   ND
   ND
   ND

1.01±0.06a

   ND
   ND
   ND
   ND
   ND

1)All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TB: total bacteria, CF: coliform bacteria. 
3)Means±standard deviation (n=3). 4)ND: not detected.
a-f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A-FValue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첨가군(KJ-20)과 간장 30% 첨가군(KJ-30)의 pH는 각각 

3.67, 4.01을 나타내었다. 적정산도는 숙성 초기 0.11%를 

나타내었고 간장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숙성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였다(Table 2). 숙성 50일째 대조군이 

0.32%로 가장 높았으며, 간장 50% 첨가군(KJ-50)이 0.19 

%로 가장 낮았다. 이는 당의 일부가 산으로 전환되었기 때문

(18)으로 판단된다. 간장 농도와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개두릅 자체의 염도는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2). 개두릅 장아찌의 침지 직후 염도는 0.50%를 나타내었지

만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숙성 50일째 각각 0.95%(대조군), 

1.30%(KJ-10), 2.30%(KJ-20), 2.87%(KJ-30), 3.33%(KJ 

-40), 3.67%(KJ-50)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경향은 오이장

아찌 제조 중 오이의 염 농도가 증가하였다는 결과(19)와 

일치하였다. 일반적으로 장아찌의 평균 염도는 5.00% 이상

(6)이며 시판 간장을 이용하여 제조한 장아찌의 평균 염도는 

9.15%(20)로, 본 연구에서 제조한 개두릅 장아찌는 시판 

중인 다른 장아찌와 비교하여 염도가 낮은 저염 장아찌인 

것으로 판단된다.

숙성 중 미생물의 변화

숙성 중 개두릅 장아찌의 총균수의 변화는 Table 3과 같

다. 대조군을 제외한 모든 처리군에서 숙성기간 중 증가하다

가 감소하였으나, 장아찌 침지액의 간장 농도가 증가할수록 

급격한 감소현상을 나타내어 KJ-10은 숙성 40일 이후, 

KJ-20과 KJ-30은 숙성 30일 이후, KJ-40과 KJ-50은 숙

성 20일 이후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장 농도가 증가

할수록 염도 상승에 의해 미생물의 생육이 저해되어 총균수

는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Kim 등(21)의 연구와 일치하였

다. 대장균군수의 변화는 숙성 초기 1.01 Log CFU/g을 나

타내었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여 숙성 20일째는 모든 처리군

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기호도 

침지액의 간장 농도를 달리하여 10℃에서 50일간 저온 

숙성한 개두릅 장아찌의 기호도 검사 결과는 Table 4와 같

다. 맛은 KJ-20이 4.14로 가장 높았고, KJ-30(3.07)> KJ- 

40(2.00), KJ-10(2.07)> KJ-50(1.43)> 대조군(1.36) 순이

었으며, 간장 농도가 20% 이상 첨가할 경우 맛은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색은 대조군이 1.50으로 가장 낮았고, KJ- 

30이 4.07로 기호성이 가장 높았다. 향과 조직감은 KL-20

이 각각 3.93, 4.14로 가장 높았으며, 종합적 기호 역시 

KJ-20이 4.29로 가장 높아 개두릅 장아찌 제조 시 침지액의 

간장 농도가 20%일 때 기호성이 가장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KJ-50은 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기호성이 가장 

낮아 과도한 간장의 첨가는 오히려 기호성을 감소시키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장아찌의 polyphenol 및 flavonoid 함량 

Phenol은 식물성 식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한 생리활

성 물질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flavonoid는 식물에 

의해 합성된 polyphenol의 가장 큰 부류로써 모두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22). 간장 농도를 달리하여 10°C에서 50일

간 저온 숙성한 개두릅 장아찌의 polyphenol 함량은 Table 

5와 같이 간장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나, 20% 이상

에서는 농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

한 polyphenol 함량의 증가는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개두릅

의 polyphenol 성분이 삼투압에 의해 용출되었고 미생물의 

작용에 의하여 일부 고분자의 페놀성 화합물이 저분자의 

polyphenol로 전환되어 그 함량이 증가한 것(23)으로 판단

되었다. Flavonoid 함량은 KJ-50(5.73 mg RE/g)> KJ-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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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Kalopanax pictus shoot Jangajji added with different soy sauce concentrations during storage for
50 days at 10°C

 Sensory properties
Sample1)

Control KJ-10 KJ-20 KJ-30 KJ-40 KJ-50
Taste
Color
Flavor
Texture 
Overall acceptability

 1.36±0.50a2)

1.50±0.52a

1.57±0.51a

1.50±0.52a

1.21±0.43a

2.07±0.73b

2.29±0.47b

2.21±0.70b

2.14±0.66b

2.00±0.68bc

4.14±0.53d

3.71±0.83cd

3.93±0.62d

4.14±0.53d

4.29±0.61e

3.07±0.47c

4.07±1.00d

3.14±0.53c

3.07±0.47c

3.00±0.39d

2.00±0.78b

3.57±1.02cd

2.50±0.85b

2.14±0.66b

2.29±0.73c

1.43±0.51a

3.21±0.70c

2.00±0.68ab

1.93±0.83ab

1.64±0.63ab

1)All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Means±standard deviation.
a-e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5.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Kalopanax pictus shoot Jangajji added with different soy sauce concentrations
Sample1)

Control KJ-10 KJ-20 KJ-30 KJ-40 KJ-50
Total polyphenol

(dry basis, mg GAE2)/g)  7.66±0.28a4) 12.24±1.25b 15.99±0.38c 16.43±0.82c 16.95±1.67c 17.85±0.66c

Total flavonoid
(dry basis, mg RE3)/g) 2.04±0.69a  3.75±0.68b  4.04±0.04b  4.20±0.14b  5.12±0.53c  5.73±0.37c

1)All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GAE: gallic acid equivalents. 3)RE: rutin hydrate equivalents. 
4)Means±standard deviation (n=3).
a-c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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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Kalopanax pictus
shoot Jangajji added with different soy sauce concentrations.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Bars/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c) differ significantly
(P<0.05). All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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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Kalopanax pictus
shoot Jangajji added with different soy sauce concentrations.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Bars/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d) differ significantly
(P<0.05). All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5.12 mg RE/g)> KJ-30(4.20 mg RE/g)> KJ-20(4.04 mg 

RE/g)> KJ-10(3.75 mg RE/g)> 대조군(2.04 mg RE/g) 순

으로 polyphenol 함량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Free radical 소거능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인체 내에서 활성 radical에 

의한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의 척도로도 이용되고 있다(24). 

개두릅 장아찌 추출물 1 mg/mL 농도의 DPPH radical 소거

능 결과는 Fig. 1과 같다. KJ-50(50.85%)이 가장 높은 활성

을 나타내었고 KJ-40(48.62%)> KJ-30(43.09%), KJ-20 

(41.79%), KJ-10(40.74%)> 대조군(27.22%) 순으로 나타

났다. ABTS는 양이온 radical 소거 활성을, DPPH는 음이

온 radical 소거 활성을 흡광도로 측정하는 방법으로 두 방

법에 대한 기질과 반응물질과의 결합 정도가 달라 추출물을 

이용한 radical 소거 활성 측정값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

다(25). 개두릅 장아찌의 ABTS radical 소거능은 DPPH 

radical 소거능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2). 1 mg/ 

mL에서 KJ-50(60.79%)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

며, 대조군이 38.37%로 가장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

한 항산화성의 정도는 식물의 종류 및 이들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유효성분의 종류에 따라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보고

되고 있으며(26), 본 연구 결과 총 polyphenol과 flavon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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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가장 높게 측정된 KJ-50 추출물에서 DPPH 및 

ABTS radical 소거 활성 또한 높게 측정되어 각 추출물이 

함유하고 있는 총 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항산화 

활성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 간장 20% 첨

가한 저염 개두릅 장아찌(KJ-20)는 발효저장식품으로 적합

함을 확인하였고 관능적으로 소비자의 기호도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노화 억제와 함께 산화적 장애를 

방어하는 기능성 식품으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

다. 또한 지역별 특화작목으로 새롭게 재배 확대되고 있는 

우리 농산물의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두릅

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용화에 앞서 대량생산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제조 관련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전통발효식품의 저염화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설탕 및 식초

를 첨가한 간장 농도를 달리한 침지액를 이용하여 제조한 

개두릅 장아찌의 숙성 중 품질 특성을 조사하였다. pH 변화

는 숙성 초기 pH 3.82를 나타내었으며, 간장 농도가 증가할

수록 처리군 간의 pH는 유의적으로 높았다. 숙성기간에 따

른 pH의 변화는 숙성 20일까지 증가하여 pH 4.02~4.41을 

나타내었고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적정산

도의 변화는 pH의 변화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염도

는 간장 농도와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개두릅 자체의 

염도는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숙성 50일째 각각 0.95%(대조군), 1.30%(KJ-10), 2.30% 

(KJ-20), 2.87%(KJ-30), 3.33%(KJ-40), 3.67%(KJ-50)

를 나타내었다. 총균수는 숙성 과정 중 2.85~4.74 Log 

CFU/g의 범위를 나타내었고, 대장균군수는 숙성 20일 이후

부터 검출되지 않았다. 관능검사 결과 KJ-20이 색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가장 높았다. 개두릅 장아찌 추출물의 poly-

phenol 및 flavonoid 함량은 간장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

하였고, DPPH와 ABTS radical 소거능은 각각 대조군이 

27.22%, 38.37%, KJ-10이 40.74%, 43.65%, KJ-20이 

41.79%, 50.37%, KJ-30이 43.09%, 52.60%, KJ-40이 

48.62%, 53.45%, KJ-50이 50.85%, 60.79%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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