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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tter melon (Momordica charantia L.) has various biological functions, including anti-diabetic, anti-can-
cer, anti-inflammatory, anti-viral, and antioxidant activities. However, the development of foods using bitter melon 
(BM) is unexplored due to its bitter taste. In this study, BM pickle was prepared, and changes in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y during ageing were determined. After 4 weeks of ageing, pH levels, salinities, soluble solids, 
and reducing sugars of BM pickle decreased, whereas acidities increased. In addition, total viable, lactic acid bacteria, 
and yeast viable cell numbers greatly increased until 1 week, after which they slightly decreased. Levels of soluble 
phenolics increased during ageing, antioxidant activity increased accordingly. Crude protein, K, and P contents of 
pickles were lower than in raw material of BM, whereas crude fat and Na contents increased. Corn silk extracts 
were added to BM pickle during ageing in order to improve the bitter taste and flavor. The best sensory quality 
was obtained by adding 0.25% corn silk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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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여주(Momordica charantia L.)는 박과의 덩굴성 한해살

이풀로 bitter melon, bitter gourd, wild cucumber, karela 

그리고 ampalaya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1,2). 중

국과 일본에서는 영양가가 높은 기호성 음료 또는 약용식물

로서 외상 치료 및 궤양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으며, 인도네

시아, 인도 및 동남아시아의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등지

에서는 기능성 채소로 사용되고 있다(2,3). 한편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관상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

작과학원에서 2008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10대 아열대 도입 

작물로 선정하여 현재 지속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2년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는 21.79 ha에 75 농가가 

재배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그중 경상남도 함양군이 최대 

재배지역으로 10 ha에 40 농가로 집계하였으나 2013년 73 

농가에서 약 254톤 생산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

다. 여주는 glucoside, saponin, alkaloid, oil, terpenoid, 

protein, 스테로이드계, 비타민 C, β-carotene, Fe, K 등을 

함유한다. 여주의 쓴맛에는 혈당 강하에 기능이 탁월한 식물

스테롤 배당체들과 많은 종류의 amino acid, galacturonic 

acid, citrulline, pectin 등의 성분이 있으며, 특히 여주의 

열매와 종자에는 당뇨에 효능이 있는 식물성 인슐린인 char-

antin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1,3-7). 국외에서 여주의 다양

한 생리활성으로 항암 작용, 항괴사 작용, 항고혈당 작용, 

당뇨합병증 예방과 항균 작용뿐 아니라, 특히 항당뇨 효능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다(5,8-11). 그러나 국내에

서는 여주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고 대부분 

생과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나 여주의 쓴맛으로 인해 소비 

역시 제한적이며, 일부 환, 차 및 즙 형태로 가공되어 판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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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of pickle seasoning prepared with different 
conditions

Index Samples
Control Exp-1 Exp-2

Tap water
0.25% corn silk extract1)

0.50% corn silk extract2)

Sugar
Vinegar
Ginger
Red pepper
Salt
Garlic
Laurel tree leaf
Lemon
Whole peppercorn

2,400 mL
   －
   －
 180 g
 180 mL
  60 g
 120 g
  60 g
  80 g
  20 g
 120 g
  40 g

   －
2,400 mL
   －
 180 g
 180 mL
  60 g
 120 g
  60 g
  80 g
  20 g
 120 g
  40 g

   －
   －
2,400 mL
 180 g
 180 mL
  60 g
 120 g
  60 g
  80 g
  20 g
 120 g
  40 g

1)Extract was prepared by boiling the corn silks of 10 grams
in a 4 L tap water at 100°C for 30 min.

2)Extract was prepared by boiling the corn silks of 20 grams
in a 4 L tap water at 100°C for 30 min.

고 있다. 이에 기능성 식물로서의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쓴

맛 저감 등과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필요

가 있다. 

피클(pickle)은 우리나라 전통식품인 장아찌와 제조 방법

이 비슷한 서양요리로서 계절 및 지역별로 생산량이 많은 

채소류를 이용하여 만드는 것으로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사용하는 향신료에 따라 강한 방향과 독특한 

맛이 생겨 식욕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12). 피클은 원료

를 소금으로 절임하여 젖산발효를 일으킨 발효 피클과 발효

시키지 않고 식초에 담근 간이 피클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

라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은 초산이나 식초를 첨가한 스위

트 피클이다(13). 이러한 피클의 제조에서 일어나는 발효과

정은 저장온도 및 기간 그리고 소금물의 농도에 크게 의존한

다. 발효 초기에는 호기성 잡균이 주로 번식하여 약간의 산

을 생산하고 그다음은 이상젖산발효균이 번식하여 탄산가

스를 발생하게 되면 혐기성 조건이 속히 형성되므로 젖산균

의 번식이 왕성해진다(14). 피클에 대한 연구로는 오이 피클

(14), 연근 피클(15), 마늘 피클(16), 자연 송이버섯 피클

(17), 인삼 피클(18), 더덕 피클과 도라지 피클(19), 땅두릅 

피클(12), 콜리플라워 피클(20), 순무 피클(21), 키토산 첨

가 순무피클(22), 버섯 피클(23) 및 당근 피클(24) 등의 저장

기간 중의 이화학적 특성, 기호도 변화, 품질 특성 변화 및 

성분 변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한편 여주의 쓴맛 저

감에 대한 연구로 옥수수수염 및 볶음 둥굴레차 추출물을 

첨가하여 쓴맛 저감 기능성 음료 제조에 대한 보고가 되어 

있으나(25), 여주 피클 제조 및 숙성 기간 중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주의 이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환으

로 여주를 이용하여 피클을 제조하고 저장기간 동안 품질 

특성 변화를 조사하여 여주를 활용한 식품 제조의 기초 자료

로 제공하고자 하였다. 또한 여주의 쓴맛으로 우수한 영양학

적 및 기능적인 측면에 생과로서의 섭취가 어려워 여주의 

쓴맛을 저감시키기 위해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사용하여 피

클을 제조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여주 피클 제조를 위한 주요 재료인 여주는 2013년 7월에 

함양군 수동면 일대에서 생산된 것을 함양영농조합법인을 

통하여 구입하였다. 설탕, 식초, 생강, 홍고추, 소금, 마늘, 

월계수잎, 레몬 및 통후추는 진주시 소재 대형마트에서 구입

하였다. 한편 옥수수수염은 2011년 하동군에서 구입하여 

세척하고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미생물 배양용 

배지 PCA(Plate Count Agar), MRSA(Lactobacilli MRS 

Agar) 및 PDA(Potato Dextrose Agar)는 Difco사(Detroit, 

MI, USA)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기타 시약은 필요에 

따라 분석용 1급 또는 특급시약을 Sigma-Aldrich사(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여주 피클 제조 

여주 쓴맛 저감을 위해 Cho 등(25)의 연구에 따라 항산화 

활성과 쓴맛 저감이 뛰어난 옥수수수염 추출액을 이용하여 

피클 제조용 절임액을 제조하였다. 옥수수수염 추출액 제조

는 옥수수수염 10 g 혹은 20 g을 정제수 4 L에 가하고 100 

°C에서 30분간 추출하여 냉각한 후 치즈크로스로 여과하여 

여주 추출액 제조에 사용하였다. 

여주 피클 제조를 위한 절임용액에 사용된 재료 배합비율

은 Table 1과 같았다. 대조구(Control)는 설탕 180 g, 식초 

180 mL, 생강 60 g, 홍고추 120 g, 소금 60 g, 마늘 80 g, 

월계수 잎 20 g, 레몬 120 g 및 통후추 40 g을 정제수 2,400 

mL에 첨가해서 100°C에서 10분간 가열한 후 70~75°C까

지 냉각하고 여과하여 절임용액을 제조하였다. 한편 실험구

-1(Exp-1)은 절임용액의 재료 배합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정제수 대신에 0.25% 옥수수수염 추출액을, 실험구-2(Exp- 

2)는 0.5% 옥수수수염 추출액을 사용하였다. 여주는 반으로 

갈라 속을 파내고 0.5 cm 두께의 눈썹 모양으로 썰어 3% 

소금물에 30분간 절인 다음 깨끗이 씻어 준비하였다. 절인 

여주를 10 L 유리용기에 3,000 g씩 넣고 절임용액을 동량

(3,000 mL) 첨가하여 여주 피클을 제조한 후 25°C 항온기

에서 4주간 숙성시켰다. 이를 1주일마다 고형분과 액상 부

분을 1:1 비율로 채취하여 믹서기로 분쇄 후 10분간 13,000 

rpm으로 원심분리 한 다음 상등액을 0.45 μm 여과 필터로 

여과한 후 이화학적 특성, 수용성 phenolics 및 항산화 활성 

측정 시료로 사용하였고, 또한 고형분만을 따로 채취하여 

색도 및 일반성분, 무기질 분석에 사용하였다.

pH, 산도 및 염도

여주 피클 숙성 중 pH 변화는 여과한 시료 그대로 pH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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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odel 3510, Jenway, London, UK)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고 산도 변화는 여과한 시료 10 mL를 0.1 N NaOH 

용액으로 pH 8.2±0.1까지 중화시키는 데 소요된 0.1 N 

NaOH의 소비 mL 수를 구하고 젖산(lactic acid) 양으로 환

산하여 총 산도로 표시하였다(26). 한편 염도 변화는 여과한 

시료를 원심분리기(Hanil micro-12, Daejeon, Korea)로 

13,0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염도

계(PAL-03S, Atago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염도

를 측정하였다. 

가용성 고형분(Brix) 및 환원당

여주 피클 숙성 중 가용성 고형분량 변화는 여과한 시료를 

굴절당도계(N-1α, Atago Co.)를 이용하여 가용성 고형분

(Brix)을 측정하였다(26). 환원당 변화는 Miller(27)의 DNS

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여과한 시료를 적당히 희석하

여 당 농도가 1.0 g/L 이하가 되게 하였다. 이를 1 mL 취한 

후 여기에 DNS 시약을 1 mL 첨가하여 100°C의 끓는 물에

서 10분 동안 발색시킨 후 냉각하였다. 반응액을 분광광도

계(Spectronic 2D, Thermo Electron Co., Marietta, OH, 

USA)로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검량선과 비교하

였다. 검량선 작성을 위한 표준물질로는 glucose를 사용하

였다.

색도

여주 피클 숙성 중 색도 변화는 색차계(MINOLTA Spec-

trophotometer CM-3500d,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대조구로는 백색판을 사용하였다. 

생균수 

여주 피클 숙성 중 총 균수 및 젖산균수, 효모균수의 변화

는 채취한 시료를 멸균생리수로 적당히 희석하여 총 균수는 

PCA 배지에서 측정하였고, 젖산균수는 bromocresol pur-

ple(BCP) 0.02%를 함유한 MRSA 배지에 도말하고 배양기

에 30°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 후 황색 집락을 계수하여 

총 젖산균으로 계산하였으며, 효모균수는 chlorampenicol 

(1.5 mg/mL) 함유된 PDA 배지에 도말한 다음 30°C에서 

48시간 배양 후 생성된 집락을 계측하였으며 시료 mL당 

log colony forming unit(log CFU/mL)으로 표시하였다(26). 

수용성 phenolics 

여주 피클 숙성 과정 동안 수용성 phenolics 변화는 

Folin-Denis법(28)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채취한 시료를 

원심분리 하고 상등액을 10배 희석하여 0.5 mL를 시험관에 

분주한 다음 25% Na2CO3 용액 0.5 mL를 첨가하여 3분간 

정치시켰다. 다시 2 N Folin-Ciocalteu phenol 시약 0.25 

mL를 첨가하여 혼합한 다음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정치시켜 

발색시켰다. 발색된 청색을 분광광도계(Spectronic 2D, 

Thermo Electron Co.)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수용성 phenolics 함량은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라디칼 소거 활

성은 여과한 시료 0.2 mL에 1.5×10-4 M DPPH 에탄올 용액 

0.8 mL를 가하고 vortex로 균일하게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6). 음성 

대조구 실험은 시료 대신에 증류수를 0.2 mL를 취하여 사용하

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다음 식에서와 같이 실험구와 

음성 대조구의 흡광도를 구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1－(실험구의 흡광도÷음성 대조구의 흡광도)]×100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7 mM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

fonic acid)(ABTS) 라디칼 5 mL와 280 mM K2S2O8 88 

μL를 섞어 어두운 곳에 14~16시간 방치시킨 후, 이를 무수 

에탄올과 약 1:88 비율로 섞어 734 nm에서 대조구의 흡광

도 값이 0.7±0.02가 되도록 조절한 ABTS 라디칼 용액을 

사용하였다. 여과한 시료 20 μL와 ABTS 라디칼 용액 0.98 

mL를 혼합하여 30초간 진탕한 후 2.5분간 반응시키고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6). ABTS cation(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실험구와 음성 대조구의 흡광도를 구하

여 아래 식에서와 같이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1－(실험구의 흡광도÷음성 대조구의 흡광도)]×100

FRAP(ferric reducing/antioxidant power)

FRAP 분석은 Cho 등(26)의 방법을 사용하여 발효액의 

항산화력을 측정하였다. FRAP 시약은 acetate buffer(30 

mM, pH 3.6), 2,4,6-tripyridyl-s-triazine(TPTZ) 시약

(10 mM in 40 mM HCl) 및 FeCl3 용액(20 mM in DW)을 

10:1:1의 부피 비율로 혼합하여 조제하였으며, 37°C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시료 50 μL와 FRAP 시약 950 μL를 

시험관에 분주한 후 37°C에서 15분간 반응시키고 분광광도

계(Spectronic 2D, Thermo Electron Co.)를 사용하여 

5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일반성분

여주 원료 및 피클의 수분, 회분, 조지방과 조단백 등 일반

성분 함량은 식품공전의 일반시험법(29)에 따라 분석하였

다. 수분 함량은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측정하였고, 회분은 

550°C에서 회화로를 사용한 건열회화법으로 회분 함량을 

분석하였다. 조지방 함량은 시료를 분쇄한 후 diethyl ether

를 이용하여 Soxhlet법으로 측정하였고, 조단백질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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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of pH, acidity, salinity, Brix, and reducing sugar during ageing of bitter melon pickle

Samples1)      Contents2) Ageing time (week)
0 1 2 3 4

Control

pH
Acidity (%)
Salinity (%)
Brix (°)
Reducing sugar (g/kg)

 4.02±0.20a3)

 0.06±0.01b

 6.00±0.30a

 6.80±0.34a

41.65±2.08a

3.29±0.12b

0.24±0.01a

3.50±0.14b

4.80±0.16b

6.72±0.03b

3.12±0.12c

0.24±0.01a

3.50±0.14b

4.00±0.16c

0.70±0.03c

3.20±0.16bc

0.21±0.01a

3.40±0.14b

4.00±0.20c

0.70±0.04c

3.24±0.16bc

0.22±0.01a

3.40±0.14b

4.20±0.17bc

0.69±0.03c

EXP-1

pH
Acidity (%)
Salinity (%)
Brix (°)
Reducing sugar (g/kg)

 3.96±0.20a

 0.07±0.01b

 6.20±0.31a

 6.80±0.34a

40.42±2.02a

3.27±0.16b

0.23±0.01a

3.80±0.19b

4.60±0.23b

5.49±0.27b

3.10±0.12c

0.25±0.01a

3.60±0.18b

4.00±0.16b

0.70±0.03c

3.19±0.16bc

0.22±0.01a

3.50±0.14b

4.00±0.20b

0.70±0.03c

3.23±0.13bc

0.23±0.01a

3.50±0.14b

4.00±0.20b

0.68±0.03c

EXP-2

pH
Acidity (%)
Salinity (%)
Brix (°)
Reducing sugar (g/kg)

 3.94±0.20a

 0.07±0.01b

 5.70±0.29a

 6.80±0.34a

42.25±2.11a

3.28±0.13b

0.23±0.01a

3.40±0.17b

4.60±0.23b

6.73±0.27b

3.19±0.13bc

0.23±0.01a

3.80±0.15b

4.00±0.16c

0.71±0.04c

3.20±0.16bc

0.21±0.01a

3.60±0.14b

4.20±0.17bc

0.70±0.03c

3.19±0.16bc

0.22±0.01a

3.50±0.14b

4.00±0.16c

0.69±0.03c

1)Control, general bitter melon pickle; Exp-1, bitter melon pickle supplemented with 0.25% corn silk extract; Exp-2, bitter melon
pickle supplemented with 0.5% corn silk extract.

2)Acidity: %, as lactic acid; salinity: %, as NaCl.
3)Values are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은 Kjeldahl법으로 측정하였다. 탄수화물의 양은 전체 100%

에서 상기 각 성분의 합을 뺀 값을 산술적으로 계산하였다. 

무기질 분석 

여주 원료 및 피클의 무기질은 나트륨(Na), 칼슘(Ca), 칼

륨(K), 인(P) 및 철(Fe)을 대상으로 식품공전법에 준하여 

분석하였다(29). 시료를 도가니에 넣고 탄화기로 예비탄화

를 한 후 회화로에 옮겨서 550°C에서 흰색이나 회색의 회분

이 생길 때까지 회화를 하였다. 회화가 끝난 회분을 방냉한 

다음 주의하여 증류수로 적신 후 염산 10 mL를 가해 수욕상

에서 완전히 증발･건조하였다. 이 건조물에 염산 10 mL를 

가해 수분 가열 후 50 mL 메스플라스크에 여과하였다. 불용

물은 여과지와 함께 사용했던 회화용기에 넣은 후 건조하여 

다시 회화하였다. 이 회분을 증류수로 적시고 염산 2 mL를 

가해 증류수 약 5 mL로 희석한 후 수욕상에서 가온하고 앞

의 50 mL 메스플라스크에 여과한 후 증류수로 50 mL를 

채운다. 이를 시험용액으로 하여 ICP(iCAP6300 Duo ICP 

spectrometer, Thermo Scientific, London, UK)로 분석

하였다. 

관능 평가 

숙성이 완료된 여주 피클에 대해서 관능 평가를 실시하였

다. 관능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여주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함양영농조합법인 직원, 뉴영남요리학원 수강생, 경남과학

기술대학교 학부생(3, 4학년)과 대학원생에게 관능 평가 전 

시료, 목적, 평가 시 유의 사항 등을 설명하고 1차적인 시험

을 통해 맛, 향 및 색감에 대해 분별력이 우수한 지원자 중에 

최종 20명을 패널로 선발하였다. 패널이 색, 맛, 향 및 기호

도를 1(very bad)에서 5(very good)까지의 점수로 평가하

여 평균값으로 나타냈었다.

통계분석

각 실험 결과는 SPSS 12.0 package(IBM,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분산분석을 수행하였고 평균±표준편차

로 나타내었다. 각 실험 분석 결과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분산분석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여주 피클 숙성 중 이화학적 특성 변화 

여주 피클 숙성 중 pH, 산도, 염도, 가용성 고형분 및 환원

당의 이화학적 특성 변화는 Table 2와 같았다. 

여주 피클 담금 직후 각각의 pH는 4.02(Control) 및 3.96 

(Exp-1), 3.94(Exp-2)로 옥수수수염 추출 농도가 높을수

록 낮은 pH를 나타냈다. Control과 Exp-1의 경우 숙성 2주

까지 pH는 급속히 감소하였고 이후에는 서서히 증가하여 

숙성 4주차에 각각의 pH는 3.24(Control) 및 3.23(Exp-1)

이었으나, Exp-2의 경우에는 숙성 2주까지 pH는 급속히 

감소하였고 이후에는 변화가 없어 최종 pH 3.19를 나타냈

다. 즉 숙성 2주까지 Control과 Exp-1은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고, Exp-2는 Control 및 Exp-1과 비교할 때 숙성이 

다소 지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이는 숙성 

초기에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작용에 의한 미생물의 생육이 

저해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Oh 등(21)은 순무 피클을 20°C

에서 35일간 숙성했을 때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pH는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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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였고 숙성 35일에는 3.0~3.2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

으며, Fleming 등(30)은 25°C에서 30일간 저장한 오이 피

클의 pH는 3.0~3.2이었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유사하였

다. 한편 Park 등(15)은 연근 피클의 pH는 3.5~3.51이었는

데 숙성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pH가 감소하여 3.45~3.48로 

보고하였으며, Han 등(12)은 땅두릅 피클의 저장 1개월까

지 pH가 빠르게 감소하여 3.50~3.85로 본 연구 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최근에 Lee 등(31)은 콜라비 피클의 담금 

직후 3.98~4.08이었으며 숙성이 28일째 3.79~3.86으로 

감소하여 역시 본 연구 결과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여주 피클의 담금 직후 산도는 각각 0.06%(Control) 및 

0.07%(Exp-1 및 Exp-2)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숙

성이 진행이 되면서 모든 실험군에서 산도가 점차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여주 피클의 숙성 1주 후 산도는 각각 

0.24%(Control) 및 0.23%(Exp-1 및 Exp-2)로 크게 증가

하였고 이후 숙성 2주까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숙성 3주부터 pH의 증가와 더불어 다소 감

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Table 2). pH가 낮아짐에 따라 

산도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숙성이 진행되면서 미생물에 의

해 생성된 젖산 등의 다양한 유기산 생성에 의해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버섯 피클 및 땅두릅 피클의 저장 중 pH는 

감소하고 산도는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12,23), 

Park 등(32)은 담금 방법을 달리한 오이지의 숙성 중 pH는 

감소하고 산도는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

(33)은 오이지 발효 중의 pH와 산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pH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고 숙성과정 동안 pH가 감소됨

에 따라 산도의 증가가 일어났다고 보고하였고, Park 등

(15)은 비트 추출물 첨가 연근 피클의 저장 중 pH가 감소함

에 따라 산도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결과와 유사하였다. 

Lee 등(31)은 콜라비 피클의 담금 직후 산도가 0.83~0.85 

%였으며 숙성 28일째 0.94~1.03%로 증가하여 본 연구 결

과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담금 직후의 염도는 각각 6.0%(Control), 6.2% 

(Exp-1) 및 5.7%(Exp-2)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

으로 숙성 2주까지 염도가 3.5%(Control), 3.6%(Exp-1) 

및 3.8%(Exp-2)로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큰 변화가 일어

나지 않았다. 이후 4주까지 Control과 Exp 간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Park 등(15)은 비트 추출물 첨가 연근 피클

의 저장 중 염도는 약간 낮아졌다고 하였으며, Lee 등(31)은 

콜라비 피클 숙성 중 염도의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상이하였다. 한편 순무 피클 제조 직후 염도는 

조미액이 0%, 고형물이 0.6%였으며 35일간 저장하는 동안 

조미액의 염도는 증가하여 저장 14일에 0.3~0.4%, 저장 35

일째에 0.7~0.8%를 나타내었으나 고형물은 점차 감소하여 

저장 14일에 조미액과 같은 0.3~0.4%, 저장 35일에는 0.1 

~0.2%를 나타내어 고형물 경우에는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21).

여주 피클 숙성 중 가용성 고형분(Brix)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았다. 담금 직후 여주 피클의 가용성 고형

분은 각각 6.8°(Control) 및 6.8°(Exp-1 및 Exp-2)로 각 

실험군의 가용성 고형분량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주 

피클의 가용성 고형분의 변화는 숙성 1주에 각각 4.8°(Con-

trol) 및 4.6°(Exp-1 및 Exp-2)로 큰 감소 변화를 보이다가 

2주 후부터 일정하게 유지되어 숙성 4주째 4.2°(Control) 

및 4.0°(Exp-1 및 Exp-2) 있었다(Table 2). Oh 등(21)은 

순무 피클의 제조 직후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조미액이 28.0 

~28.4°, 고형물이 25.2~28.4°이었으며, 35일간 저장하는 

동안 조미액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이 약간 감소하여 저장 

14일에 27.3~28.0°, 저장 35일에 27.0~27.6°로 나타내었

으나 고형물은 점차 증가하여 저장 14일에 조미액과 같은 

27.3~28.0°, 저장 35일에 27.0~27.6°를 나타냈다. 고형물

은 점차 증가하여 저장 14일에 조미액과 같은 25.9~28.5°, 

저장 35일째 27.7~30.4°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보다 높은 

가용성 고형분 함량을 보였다.

한편 담금 직후의 환원당은 각각 41.65 g/kg(Control) 

및 40.42 g/kg(Exp-1), 42.25 g/kg(Exp-2)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총 당의 감소와 동일하게 모든 실험군에서 

숙성 2주까지 급격하게 환원당이 0.70~0.71 g/kg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Table 2). 이는 미생

물 생육을 위해 소비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형적인 발효 피

클인 경우에는 저장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당 함량이 급격하

게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다(30,34,35). Lee 등(31)은 콜라

비 피클 숙성 중 환원당은 담금 직후 37.45~39.43 g/kg에

서 숙성 중 감소하여 숙성 28일째 7.79~17.07 g/kg으로 

나타나 숙성 중 환원당이 서서히 감소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약간 상이하였다. 냉동 송이버섯 피클의 저장 중 환원당은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17). 한편 순무 피클 및 버섯 

피클의 경우 피클 저장 중 환원당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

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였다(21,23).

여주 피클 숙성 중 색도 변화 

여주 피클 숙성 경과 중 색도 변화를 L(명도), a(적색도) 

및 b(황색도) 값을 구분하여 기계적으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숙성 초기 L 값은 23.65로 Control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22.61(Exp-2), 20.69(Exp-1)로 나

타났다. 이는 조미액 중에 분산된 옥수수수염 추출물이 빛의 

투과를 방해함으로써 명도 값이 낮아지는 데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여주 피클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명도 값이 점차 

증가하다가 숙성 4주차에 Control은 29.61, Exp-1은 30.17 

및 Exp-2는 30.61이었다(Table 3). 

Park 등(15) 및 Song 등(16)은 연근 피클 및 마늘 피클 

숙성 중 명도 값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Han 등(12) 역시 

땅두릅 피클과 마늘 피클 저장 중 3개월까지 명도 값은 증가

한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a 값은 옥수수수염 

추출물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모든 시료에서 

음의 값을 나타내어 녹색의 경향을 나타냈었다. 숙성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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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s of color value during ageing of bitter melon pickle

Samples1) Contents
Ageing time (week)

0 1 2 3 4

Control
L
a
b

23.65±1.18b2)

-3.69±0.18b

10.86±0.65a

23.78±0.95b

-0.67±0.03a

11.17±0.56a

27.37±1.09ab

-0.61±0.03a

10.40±0.52ab

27.11±1.36ab

-0.55±0.03a

10.14±0.61b

29.61±1.48a

-0.58±0.03a

10.03±0.60b

EXP-1
L
a
b

20.69±1.03b

-3.63±0.18b

10.26±1.36a

27.41±1.37ab

-0.63±0.03a

11.13±0.56a

27.69±1.38ab

-0.59±0.02a

11.03±0.44a

30.90±1.55a

-0.62±0.04a

10.96±0.66a

30.17±1.81a

-0.61±0.04a

 9.86±0.49a

EXP-2
L
a
b

22.61±1.13b

-3.73±0.22b

10.78±0.65a

28.72±1.15ab

-0.65±0.03a

10.88±0.54a

28.84±1.44ab

-0.62±0.03a

10.33±0.52a

31.69±1.90a

-0.69±0.04a

10.73±0.64a

30.61±1.53a

-0.59±0.03a

10.18±0.61a

1)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2.
2)Values are the mean±SD of five replications (n=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within a row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4. Changes of microbe during ageing of bitter melon pickle                                    (unit: log CFU/mL)

Samples1) Contents2) Ageing time (week)
0 1 2 3 4

Control
Total
LAB
Yeast

3.11±0.12c3)

2.72±0.14c

2.56±0.10c

7.56±0.30a

7.52±0.38a

6.08±0.30a

5.63±0.28b

5.58±0.33b

5.73±0.34b

5.08±0.20b

5.08±0.25b

4.82±0.24b

4.59±0.23bc

4.75±0.24b

3.34±0.20bc

EXP-1
Total
LAB
Yeast

3.08±0.12c

2.76±0.12c

2.49±0.12c

7.32±0.37a

7.34±0.26a

6.40±0.32a

5.69±0.34b

5.61±0.28b

5.60±0.34b

5.11±0.26b

5.00±0.20b

4.59±0.18bc

5.08±0.30b

4.34±0.26bc

3.70±0.22bc

EXP-2
Total
LAB
Yeast

2.41±0.10c

2.66±0.11c

2.30±0.12c

7.00±0.28a

7.30±0.35a

6.32±0.37a

5.30±0.32b

5.34±0.27b

5.74±0.34b

5.18±0.21b

5.15±0.26b

4.86±0.24b

4.87±0.29b

4.56±0.27bc

3.48±0.17bc

1)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2.
2)Total: total viable cell numbers, LAB: lactic acid bacteria viable cell number, yeast: yeast viable cell number.
3)Values are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row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동안 적색도는 모두 시료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숙성 4주차에 Control은 -0.58 및 Exp-1은 -0.61, Exp-2

는 -0.59이었다. Han 등(12) 및 Park(17)은 땅두릅 피클 

및 냉동 송이버섯 피클 저장 중 적색도 값이 증가한다고 하

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최근에 Lee 등(31)은 콜라비

(Kohlrabi) 피클 숙성 중 적색도는 담금 직후 -3.67~ -2.18

에서 숙성 중 증가하여 숙성 28일째 1.03~0.37로 나타나 

숙성 중 적색도가 서서히 증가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

다. 이처럼 적색도가 높아지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

색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b 값은 숙성 기간 일정하게 

유지되어 숙성 중기 Control은 10.03 및 Exp-1은 9.86, 

Exp-2는 10.18이었다.

여주 피클 숙성 중 미생물상 변화

여주 피클의 숙성 중 미생물상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Table 4와 같았다. 담금 직후 각각의 총 균수는 3.11 log 

CFU/mL(Control) 및 3.08 log CFU/mL(Exp-1), 2.41 log 

CFU/mL(Exp-2)이었고, 젖산균수는 2.72 log CFU/mL 

(Control) 및 2.76 log CFU/mL(Exp-1), 2.66 log CFU/ 

mL(Exp-2)이었으며, 효모균수는 각각 2.56 log CFU/mL 

(Control) 및 2.49 log CFU/mL(Exp-1), 2.30 log CFU/ 

mL(Exp-2)이었다.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여 숙성 1

주째 최대 균수를 나타낸 후 숙성 중기부터 감소하여 숙성 

4주째 총 균수는 4.87 log CFU/mL(Exp-2)에서 5.08 log 

CFU/mL(Exp-1) 수준이었고, 젖산균수는 4.34 log CFU/ 

mL(Exp-1)에서 4.75 log CFU/mL(Control)이었으며, 효

모균수는 3.34 log CFU/mL(Control)에서 3.70 log CFU/ 

mL(Exp-1) 수준이었다(Table 4).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총 균수 및 젖산균수, 효모균수는 증가하여 최고치에 달한 

후 서서히 감소하는 회분배양에서와 같은 일반적인 증식 양

상을 나타내고 있었다(36). 숙성 1주까지 총 균수, 젖산균수 

및 효모균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환원당의 소

비가 급증하였으며, pH는 감소하고 산도는 증가하였다. 순

무 피클 숙성 기간이 지남에 따라 환원당 함량의 변화가 거

의 없었으므로 젖산균에 의한 당 소모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된다(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젖산균수의 증가보다

는 효모균수의 증가에 따른 당의 소비에 의해 환원당이 감소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땅두릅 피클 저장 중 총 균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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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oluble phenolic contents during ageing of bitter melon
pickles. 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2. Values are the mean±
SD of three replications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ame ageing
time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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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A) and ABTS (B)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FRAP (C) assay during ageing of bitter melon pickles. 
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2. Values are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same ageing time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서서히 증가한 후 저장 중기에 약간 감소하였고 유산균수는 

초기에는 거의 측정이 되지 않았으나 저장 중기에 나타난 

후 후기에 역시 거의 측정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는 상이하였다(12).

여주 피클 숙성 중 수용성 phenolics 함량 변화

여주 피클 숙성 중 수용성 phenolics 함량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 Fig. 1과 같았다. 수용성 phenolics 함량은 Exp-2

가 가장 높았고 Control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숙성 기간 

동안 수용성 phenolics 함량은 약간 증가하였다. Control의 

경우 담금 직후 430.99 mg/L에서 숙성 중기 468.51 mg/L 

수준이었고 Exp-1의 경우에는 441.09 mg/L에서 472.68 

mg/L 수준이었으며, Exp-2는 448.28 mg/L에서 478.78 

mg/L 수준이었다. 

폴리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며 식물자원

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물질로서 다양한 구조와 생리활성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폴리페놀성 화합물들은 생체 내에서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천연물로

부터 항산화 물질을 추출하려는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이

루어지고 있다. 항산화 효과적인 측면에서 볼 때 총 폴리페

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높은 품종일수록 항산화 효과 또한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18,37,38). Boo 등(39)은 여주 

품종별 폴리페놀의 함량을 살펴본 결과 12.82 μg/mL(Verde 

Beuhas, 필리핀 품종)에서 16.82 μg/mL(한국 재래 품종, 

필리핀 품종) 수준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여주 피클 숙성 중 항산화 활성 변화

여주 피클 숙성 중 항산화 활성은 Fig. 2와 같았다. 여주 

피클 숙성 중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Fig. 2A와 같았다. 

담금 직후부터 숙성 1주까지 소거 활성은 Control이 28.21 

%에서 44.01%로, Exp-1는 34.08%에서 48.94%로, Exp-2

가 37.26%에서 50.15%로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활성의 변

화가 있었으나 이후 숙성 기간 동안 서서히 활성이 증가하였

다. 숙성이 진행되는 동안 Exp-1 및 Exp-2가 Control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숙성 중 생성된 유기산과 

옥수수수염 추출물에 함유된 폴리페놀 화합물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Blois(40) 및 Joung 등(41)의 보고에 따르

면 수소전자 공여능력은 인체 내에서 지질, 단백질과 결합하

여 각종 질병 및 노화를 일으키는 산화성 자유 라디칼의 반

응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폴리페

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본 실험에서도 이러한 경향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Boo 등(39)은 여주 품종별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을 살펴본 결과 여주 품종의 폴리페놀 함량과 정의 상관관계

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Kubola와 Siriamornpun(42)은 여



408 이희율 ․박경숙 ․주옥수 ․황정은 ․안민주 ․정영심 ․홍수영 ․권오경 ․강상수 ․육흥주 ․김행란 ․박동식 ․조계만

Table 5. Comparison of proximate composition of bitter melon raw material and pickles

Samples1) Contents (g/100 g)
Moisture Ash Crude protein Crude fat Carbohydrate

Raw material
Control
Exp-1
Exp-2

93.76±4.69a2)

93.69±4.68a

93.87±5.63a

93.38±5.60a

0.52±0.03b

1.28±0.08a

1.27±0.08a

1.31±0.07a

0.97±0.04a

0.69±0.03a

0.62±0.04a

0.64±0.04a

0.16±0.01a

0.28±0.01a

0.21±0.01a

0.18±0.01a

4.59±0.18a

4.06±0.20a

4.03±0.20a

4.49±0.22a

1)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2. Raw material: fresh bitter melon.
2)Values are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주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부위 추출물이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Song 등(16)은 마늘 

피클 저장 중 항산화 활성이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이는 마늘 

피클의 저장 중 여러 가지 함황 분해물질과 플라보노이드 

등 항산화 물질이 생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대조구보다 모든 실험구에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

은 이유는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수용성 phenolics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숙성 기간 중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의 증가도 수용성 phenolics 함량의 증가로 판단되었다. 

여주 피클 숙성 중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변화는 Fig. 

2B와 같았다. 전반적으로 50% 이상의 소거 활성을 보였으

며 담금 직후부터 숙성 1주까지 소거 활성은 Control이 

54.71%에서 75.94%로, Exp-1이 63.26%에서 75.72%로, 

Exp-2가 66.69%에서 78.70%로 활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이후 서서히 증가하여 숙성 4주째에는 Control은 75.94%, 

Exp-1은 83.09%, Exp-2는 84.10%였다. 숙성이 진행되는 

동안 Exp-1 및 Exp-2가 Control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

고 있는데 이는 숙성 중 생성된 유기산과 옥수수수염 추출물

에 함유된 폴리페놀 화합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이 DPPH 라디칼 소거 활성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ABTS 방법은 DPPH 방법과 비교하

여 수소공여 항산화제(hydrogen-donating antioxidant)로

서의 능력과 연쇄절단형 항산화제(chain-breaking anti-

oxidant)로서의 능력 모두를 측정할 수 있고 수용성 물질(수

용상) 및 지용성 물질(유기상) 모두에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43)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Boo 등(39)은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이 높은 품종일수록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폴리페놀 혹은 플라

보노이드 함량이 높을수록 ABTS 라디칼 소거 활성도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본 실험의 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대조구보다 모든 실험구에서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은 이유는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처럼 옥수수수염 추출물의 수용성 phenolics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숙성 기간 중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의 증가도 수용성 페놀화합물 함량의 증가로 판단되었다. 

여주 피클 숙성 중 FRAP를 살펴본 결과는 Fig. 2C와 같

았다. 숙성 전 기간 동안 활성의 변화는 거의 없었다. FRAP 

활성은 Exp-2가 가장 높았고 Control이 가장 낮게 나타났

으며, 숙성 기간 동안 FRAP 활성은 약간 증가하였다. Con-

trol의 경우 담금 직후 1.45에서 숙성 중기 1.51 수준이었고 

Exp-1의 경우에는 1.51에서 1.57 수준이었으며, Exp-2는 

1.55에서 1.64 수준이었다. 숙성이 진행되는 동안 Exp-1 

및 Exp-2가 Control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는 숙성 중 생성된 유기산과 옥수수수염 추출물에 함유된 

폴리페놀 화합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Kubola와 

Siriamornpun(42)은 여주 부위별 FRAP가 폴리페놀 함량

과 관계가 높음을 보고하였다. 역시 본 연구에서 대조구보다 

실험구에서 FRAP가 높은 것은 옥수수수염 추출물 유래 

phenolics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숙성 기간 중 활성

의 증가도 수용성 phenolics 함량의 증가로 판단된다.

여주 원료 및 피클의 일반성분 및 무기질 함량

여주 원료 및 피클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았다. 여주 원료의 수분 함량은 93.76 g/100 g, 회분 

함량은 0.52 g/100 g, 조단백질은 0.97 g/100 g, 조지방은 

0.16 g/100 g 및 탄수화물은 4.59 g/100 g이었다. 일반적인 

여주 피클(Control)의 수분 함량은 93.69 g/100 g, 회분 함

량은 1.28 g/100 g, 조단백질은 0.69 g/100 g, 조지방은 

0.28 g/100 g 및 탄수화물은 4.06 g/100 g이었고, 0.25%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첨가한 여주 피클(Exp-1)은 수분 함

량이 93.87 g/100 g, 회분 함량은 1.27 g/100 g, 조단백질

은 0.62 g/100 g, 조지방은 0.21 g/100 g, 탄수화물은 4.03 

g/100 g이었다. 0.5%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첨가한 여주 피

클(Exp-2)의 수분 함량은 93.38 g/100 g, 회분 함량은 1.31 

g/100 g, 조단백질은 0.64 g/100 g, 조지방은 0.18 g/100 

g 및 탄수화물은 4.49 g/100 g이었다. 여주 피클의 수분 

및 탄수화물 함량은 여주 원료와 거의 차이가 없으며, 조단

백질 함량은 약간 낮게 나타났다. 한편 회분과 조지방의 경

우에는 원료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절임용액과 숙성 중 

미생물에 생육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여주 원료 및 여주 피클의 무기질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았다. 나트륨 함량은 여주 원료가 9.79 mg/ 

100 g이었고 여주 피클은 각각 247.13 mg/100 g(Control), 

247.81 mg/100 g(Exp-1) 및 247.76 mg/100 g(Exp-2)으

로 나타났다. 칼륨은 여주 원료가 195.46 mg/100 g이었고 

여주 피클은 각각 129.62 mg/100 g(Control), 133.15 mg/ 

100 g(Exp-1) 및 139.56 mg/100 g(Exp-2)으로 낮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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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mparison of mineral contents of bitter melon raw material and pickles

Samples1) Contents (mg/100 g)
Na  K P Fe Ca

Raw material
Control
Exp-1
Exp-2

  9.79±0.49b2)

247.13±12.36a

247.81±14.87a

247.76±14.87a

195.46±7.82a

129.62±5.18b

133.15±6.66b

139.56±6.98b

59.43±2.38a

23.90±0.96b

25.29±1.26b

27.77±1.39b

0.48±0.02a

0.56±0.02a

0.50±0.03a

0.50±0.03a

13.30±0.53b

14.73±0.74a

14.77±0.74a

15.17±0.76a

1)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2. Raw material: fresh bitter melon.
2)Values are th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7. Sensory evaluation of bitter melon pickles

Index Samples1)

Control Exp-1 Exp-2
Color
Flavor
Teste
Acceptable

 3.6±0.14a2)

3.0±0.15a

2.2±0.11b

2.7±0.16b

3.1±0.16b

3.2±0.13a

3.6±0.18a

3.4±0.20a

3.2±0.19b

3.2±0.16a

3.1±0.12ab

3.4±0.20a

1)Samples are the same as Table 2.
2)Values are the mean±SD of 20 replications (n=20).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within a row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타났다. 인 함량은 여주 원료가 59.43 mg/100 g이었으며 

여주 피클은 각각 23.90 mg/100 g(Control), 25.29 mg/ 

100 g(Exp-1) 및 27.77 mg/100 g(Exp-2)으로 역시 낮게 

나타났다. 철은 여주 원료가 0.48 mg/100 g이었으며 여주 

피클은 각각 0.56 mg/100 g(Control), 0.50 mg/100 g 

(Exp-1) 및 0.50 mg/100 g(Exp-2)으로 분석되어 거의 차

이가 없었다. 칼슘 함량은 여주 원료가 13.30 mg/100 g이고 

여주 피클은 각각 14.73 mg/100 g(Control), 14.77 mg/ 

100 g(Exp-1) 및 15.17 mg/100 g(Exp-2)으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나트륨 함량의 증가는 여주 절임 및 피클 제조 

시 첨가된 나트륨의 양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알

코올 불용성 고형물의 무기질 중 칼슘은 피클의 숙성 중 조

직 변화와 관련이 깊다(32). 즉 피클 숙성 중 pectin enzyme

은 펙틴의 methoxyl기를 떼어내고 유리카르복실기를 만들

어 펙틴물질들 사이에 Ca2+를 통한 가교결합으로 식물조직

의 경도를 증가시켜 조직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ark 등(32)은 오이지 숙성 중 칼슘 함량이 증가한다

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여주 피클의 관능 평가 

여주 피클 숙성 마지막 4주차에 색(color), 풍미(flavor), 

맛(taste) 및 전반적인 기호도(acceptable)에 대해 5점 기호

척도법으로 실시한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7과 같았다. 전

반적으로 실험구(Exp-1과 Exp-2)에서 비슷한 경향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맛에서 Exp-1이 3.6으로 

Exp-2의 3.1에 비해 기호도가 높았다. 반면 Control은 2.2

로 숙성 기간 동안 여주의 쓴맛이 많이 숙성되지 않은 것으

로 판단되며 옥수수수염 추출물이 여주 피클의 숙성 동안 

쓴맛에 대한 대비로 작용하고 풍미를 더한 것으로 사료되었

다. 색은 전반적으로 비슷한 평가를 보였으나 Control이 

Exp-1과 Exp-2에 비해 다소 높았다. 풍미는 숙성과 옥수

수수염 추출물 첨가로 Exp-1과 Exp-2가 약간 높은 기호도

를 나타냈다. 한편 전체적인 기호도는 Exp-1과 Exp-2> 

Control로 기호도의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항당뇨, 항암, 항염증, 항바이러스 및 항산화 

활성 등의 생리적 효능은 뛰어나나 쓴맛으로 극히 일부만 

식품 가공에 이용되고 있어 쓴맛을 저감시켜 이용성 증대를 

위한 일환으로 여주 피클을 제조하였다. 여주의 쓴맛 저감을 

위해 옥수수수염 추출물 첨가에 따른 여주 피클의 숙성 기간 

중 수용성 phenolics 함량 및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및 FRAP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그 외 부가적으로 

일반성분, 무기질 함량 및 관능 평가를 측정하였다. 여주 피

클의 숙성 기간 중 수용성 phenolics 함량 및 항산화 활성은 

숙성 기간 동안 증가하였으며, 옥수수수염 추출물 첨가에 

따라 여주의 쓴맛이 저감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

터 본 연구의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첨가한 여주 피클은 쓴맛

을 저감되어 다양한 여주의 이용성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요   약

여주는 항당뇨, 항암, 항염증, 항바이러스 및 항산화 활성의 

다양한 생리적 효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쓴맛으로 인해 

여주를 이용한 식품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여주를 이용하여 피클을 제조하고 숙성 기간 중 품질 

특성과 항산화 활성을 살펴보았다. 숙성 4주 후에 피클의 

pH, 염도, 가형성 고형분 및 환원당은 감소하였고 산도는 

증가하였다. 한편 총 균수, 젖산균수 및 효모균수는 1주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약간 감소하였다. 여주 피클 

숙성 중 수용성 phenolics는 증가하였고 이에 상응하여 항

산화 활성도 증가하였다. 또한 여주 피클의 조단백질, 칼륨 

및 인 함량은 여주 원료보다는 낮았으나 조지방 및 소금 함

량은 높았다. 여주 피클 숙성 중 쓴맛과 향의 개선을 위하여 

옥수수수염 추출물을 첨가하였는데 0.25% 옥수수수염 추

출물 여주 피클이 관능적으로 가장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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