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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한 단감 고추장 장아  품질의 최 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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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optimum sodium concentration (0∼8%), soaking time 
(4∼20 min) and storage time (0∼60 day) for preparation of persimmon jangachi with kochujang sauce using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Physicochemical properties (salinity, pH, Hunter's color value, cutting force, and sensory evalua-
tion) of persimmon kochujang jangachi were analyzed during storage at 20°C for 60 days. When the proximate composi-
tion of persimmon was analyzed, moisture content, crude protein content, crude lipid content, and crude ash content 
were 85.41%, 0.51%, 0.22%, and 0.20%, respectively. For persimmon kochujang jangachi manufactured with different 
sodium concentrations, soaking times, and storage times, salinity, pH, Hunter's color value of L, a, and b, color, 
flavor, taste, texture, and overall preference were represented by a quadratic model. Cutting force was represented 
by a linear model pattern. In conclusion, the optimal formulation for persimmon kochujang jangachi, as assessed 
by numerical and graphical optimization methods, was a sodium concentration of 6.91%, soaking time of 11.36 minutes, 
and storage time of 25.18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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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감나무는 한국, 중국, 일본이 원산지이며, 쌍떡잎식물 감

나무목 감나무과의 낙엽활엽 교목으로 수세가 강하고 병충

해가 적어 다른 과실수에 비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많이 사용

하지 않아도 쉽게 재배할 수 있어 집 주위의 밭이나 산기슭

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1). 2013년 기준 우리나라의 단감 

생산량은 160,396톤이며, 10 ha당 생산량은 1,243 kg으로 

떫은감 1,179 kg에 비하여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더 많다

(2). 

감은 수확 당시 탈삽 유무에 따라 단감(Diospyros kaki 

L.)과 떫은감(Diospyros kaki T.)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

라의 고유한 감들은 대부분 떫은감이며, 재래종 단감으로는 

경남 김해지역의 진 반시가 있다(1).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

산되고 있는 단감은 다른 과일에 비하여 내한성이 약하고 

고온에 의해 탈삽이 잘되므로 남부지방인 경남과 전남 지역

에서 대부분 생산되고 있다(3,4). 

감은 오래 전부터 화상, 동상, 기관지염, 고혈압, 심장질

환, 중풍, 암 등의 예방과 해독 및 지혈 작용의 용도로 사용되

어 왔으며(3,5-9), 감잎은 항산화 작용, 항알레르기 작용, 

콜레스테롤 감소, 간 손상 예방, 돌연변이 억제 효과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10-13). 단감은 양 

가치가 높은 과일 중 하나로 당질의 함유량이 13.5% 정도이

고 비타민 A, B가 풍부하며, 특히 비타민 C가 110 mg% 

함유되어 있다(14). 또한 β-cryptoxanthin, zeaxanthin, β- 

carotene 등의 carotinoid와 tannin의 함량이 높으며(15, 

16), Ca, K, Mg 등 무기염류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알

칼리성 식품으로 다양한 생리활성과 양학적 특성을 가지

고 있다(17). 

최근 단감의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증가로 일시에 다량 출

하되고 있으나 수확량의 대부분이 생과로만 이용되고 있어 

효율적인 소비가 되고 있지 않다. 특히 단감은 수확 후 저장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호흡 및 수분 증발로 인하여 품질 저

하가 일어남과 동시에 후숙이 진행되어 연시가 되기 때문에 

장기저장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5). 이러한 단감의 품질 특

성 때문에 단감의 안정적 소비를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가공

식품 개발과 저장에 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식품의 

장기간 저장을 위한 방법 중의 하나인 장아찌는 건조법 다음

으로 오래된 저장법으로 소금, 간장, 된장 및 고추장 등을 

이용하여 제조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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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ded level of independent variables for experimental design of persimmon kochujang jangachi

Variables Code Coded-variable levels
-2 -1 0 1 2

Sodium concentration
Soaking time (min)
Storage time (days)

A
B
C

0
4
0

2
8
15

4
12
30

6
16
45

8
20
60

No. Code Sodium 
concentration

Soaking time
(min)

Storage 
time (days)

Kochujang
(%)

Maesil 
extract (%)

Grain syrup
(%)A B C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1
-1
-1
1
1
1
1
0

-2
2
0
0
0
0

-1
-1
1
1

-1
-1
1
1
0
0
0

-2
2
0
0

-1
1

-1
1

-1
1

-1
1
0
0
0
0
0

-2
2

2
2
2
2
6
6
6
6
4
0
8
4
4
4
4

8
8
16
16
8
8
16
16
12
12
12
4
20
12
12

15
45
15
45
15
45
15
45
30
30
30
30
30
0
6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7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지금까지의 단감 이용에 대한 연구로는 단감 분말을 첨가

한 매잣과(6), 고추장(15), 식빵(18), 요구르트(19)와 단감

을 이용한 와인(20), 스테이크 소스(21), 조청(22), 식초

(23,24) 등의 제조 및 품질 특성이 보고되었다. 떫은감을 

이용한 장아찌에 관한 연구로는 감 장아찌 성분 특성 및 관

련 미생물(25), 둥시 장아찌 제조과정 중 이화학적 특성 변

화(26), 비단시 장아찌의 이화학적 특성 변화 및 최적 제조

조건(27)이 보고되었으며, 단감 장아찌에 대한 연구로는 적

과 단감의 장아찌 제조 중 이화학적 특성 변화(28), 단감 

장아찌의 유기산과 당의 종류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 변화

(29)에 대하여 보고되었다. 그러나 수확기간이 짧고 저장성

이 낮은 단감 장아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감을 썰어 침지액에 침지

한 후 반건조시킨 다음 고추장 소스를 넣어 단감 고추장 장

아찌를 제조하 고, 단감 침지액의 염 농도, 침지시간 및 단

감 고추장 장아찌의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 특성을 분석하고 

각 항목별 수치 최적화와 모형 최적화를 통하여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최적조건을 설정하고자 하 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 단감 고추장 장아찌 제조에 사용된 단감은 

전남 순천시 낙안읍에서 2011년 10월 초에 생산된 약 200 

g 정도 크기의 부유 품종 단감을 이용하 고, 고추장(순창 

쌀로 만든 진고추장, 청정원, 서울, 한국), 매실엑기스(청매

원, 가남농원, 광양, 한국), 조청(오뚜기 옛날 조청 쌀엿, 안

양, 한국), 소금(청정원 천일염, 전남, 한국), 함초분말(순천

함초자염, 순천, 한국)을 사용하 다.

단감 장아찌 제조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제조에 사용한 고추장 소스는 고추

장 : 매실엑기스 : 조청=7:1:2의 비율로 제조하 으며(염도 

5.66%), 단감(수분 함량 83.64%)은 세척한 후 박피기

(HFP-130 Hwajin Precision Co., Ltd., Guri, Korea)로 

박피하고 절단기(HMV-200 SP, Hwajin Precision Co., 

Ltd.)를 사용하여 1.0 cm 두께로 절단한 후 0~8% 염 농도

의 침지액(소금 : 함초분말=10:1)에 4~20분간 침지한 후 증

류수로 2회 세척하여 50°C의 건조기(HB-502L, Hanbaek 

Scientific Co., Bucheon, Korea)에서 8시간 건조하 다. 

건조된 단감(수분 함량 43.01%) 250 g에 고추장 소스 500 

g을 넣고 잘 섞은 후 밀폐 용기에 넣어 20±1°C의 in-

cubator(HB-103, Hanbaek Scientific Co.)에서 0~60일

간 저장하 다. 

단감 고추장 장아찌 실험계획

단감을 이용하여 제조한 고추장 장아찌의 최적조건을 분

석하기 위하여 중심합성계획법(30,31)으로 실험을 설계하

여 단감 침지액의 염 농도(A), 침지시간(B) 및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저장기간(C)을 독립변수로 하 고, Table 1과 같

이 –2, -1, 0, +1, +2의 5단계로 부호화하 다. 즉 단감은 

수분 함량이 많아 고추장 등의 절임원에 바로 넣어 담글 경

우 단감 장아찌의 수분 함량이 많아져 장아찌의 연화작용과 

더불어 절임원과 국물이 분리되어 장아찌의 품질과 저장성

이 낮아지기 때문에 단감을 반건조하여 장아찌를 제조하

다. 또한 절단한 단감 건조 시 단감의 갈변과 표면 건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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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기 위하여 함초 소금물에 침지한 후 건조하 다. 소금

물에 함초분말을 첨가하면 칼슘, 마그네슘 등 무기질의 함량

이 높아 아삭거리는 단감 장아찌의 질감과 더불어 색, 향미, 

맛 등의 전체적인 선호도가 좋아지기 때문에(32) 여러 가지 

예비실험을 통하여 소금 : 함초분말=10:1의 비율로 만든 침

지액의 염 농도(0, 2, 4, 6, 8%), 침지시간(4, 8, 12, 16, 

20분),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저장기간(0, 15, 30, 45, 60

일)을 달리하여 단감 고추장 장아찌를 제조하 다. 단감 고

추장 장아찌의 품질 특성으로 예상되는 염도, 당도, pH, 색

도(L, a, b), 절단력, 관능검사(색, 맛, 향미, 질감, 전체적인 

선호도)를 종속변수로 하 다.

염도 측정

각 시료별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NaCl 함량은 Mohr법

(33)에 준하여 시료 5 g을 취하여 100 mL로 정용한 후 5분

간 교반한 다음 여과지(No. 20, Hyundai Micro Co., Ltd, 

Seoul, Korea)로 여과하 다. 여액 10 mL를 취하여 10% 

K2CrO4 지시약 1 mL를 가하고 0.1 N AgNO3로 적정하여 

적갈색이 나타나는 점을 종말점으로 하 다. 시료 중의 염의 

함량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 다.

NaCl (%)=
0.00585×V×F×D

×100
S

V: 0.1 N-AgNO3 용액의 적정소비량(mL)

F: 0.1 N-AgNO3 용액의 역가

D: 희석배수

S: 시료채취량(g)

당도 측정

각 시료별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당도는 시료 2 g에 증류

수를 10배 넣고 교반한 다음 당도계(507-I, Nippon Optical 

Works Co., Ltd., Tokyo, Japan)로 측정한 후 희석배수로 

환산하 다.

pH 측정

각 시료별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pH는 시료 3 g에 증류수

를 10배 넣고 교반한 다음 pH meter(Accumet 925 pH/ 

ion meter, Fisher Scientific, Hanover, IL, USA)로 측정

하 다.

색도 측정

각 시료별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색도는 색차계(JC 801S, 

Color Techno System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

여 L(백색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을 5회 반복 측정하고 

평균값을 구하 다. 

절단력 측정

각 시료별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cutting force는 texture 

analyzer(TA-XT2i, Stable Micro System Co., Surrey, 

UK)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Cutting force의 측정조건은 

pre-test speed 5.0 mm/s, test speed 5.0 mm/s, post- 

test speed 5.0 mm/s, strain 90%, calibrate probe craft 

knife로 하여 3회 반복 측정하 다.

관능검사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관능검사는 조리과학과 대학(원)생 

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 다. 각 시료의 용기에는 난수표에

서 선택한 세 자리 숫자를 표시하 고, 제시 순서는 무작위

로 제시하 다. 전 시료와의 혼란과 감각의 둔화를 줄이기 

위해 시료와 시료 사이에 입을 헹굴 수 있도록 정수된 물

(20±1°C)과 뱉는 컵을 함께 제공하여 2~3회 정도 충분히 

입 헹굼을 하도록 하 다. 평가항목은 색(color), 맛(taste), 

향미(flavor), 질감(texture) 및 전체적인 선호도(overall 

preference)이며, 각각의 특성을 15점 line-scale로 평가

하 고 1점은 ‘매우 좋지 않다’, 15점은 ‘매우 좋다’로 평가

하 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 결과는 SPSS(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0.0 for Window, SPSS Inc., Chi-

cago, IL, USA) 프로그램과 Design Export 8.0(Design- 

Expert V8 Software for Design of Experiment, Stat- 

Ease, Inc., Minneapolis, MN,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결과 및 고찰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염도 

0~8% 침지액 농도, 4~20분 침지시간 및 0~60일 저장기

간을 독립변수로 하여 중심합성법에 의하여 15가지 조건에

서 얻어진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염도, 회귀분석 결과 및 

반응표면분석 결과는 Table 2, 3 및 Fig. 1과 같다. Table 

1, 2의 14번 시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염도 4% 침지액에 

12분 침지하여 수세한 후 반건조시켜 염도 5.66%인 고추장 

소스로 제조한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0일째 염도는 2.21%

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각의 조건에서 단감 고추장 장아찌를 

20°C에서 저장하 을 때 침지액의 염 농도와 침지시간에 

따라 저장 15일째에는 3.55~3.94%, 30일째에는 3.72~ 

4.48%, 45일째에는 3.85~4.40%, 60일째에는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염도는 4.66%로 나타났다. Jeong 등(29)은 염도 

17% 소금침지액 대조구와 염도 10% 소금침지액에 당과 산

을 첨가한 처리구 단감 장아찌를 15°C에서 70일 저장했을 

때 염도가 3.30~6.69%로 나타났다고 하 고, Shin 등(28)

은 시판되고 있는 고추장에 적과 단감을 넣은 후 15°C에서 

60일 저장하 을 때 적과 단감의 염도는 초기에는 0.2%

으며 30일까지는 급속하게 증가하여 4.70%를 나타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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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째에는 5.80%를 나타냈다고 하여 염도는 본 실험 결과

보다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염도 측정 결과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 R2은 0.8139, P-value는 <0.0001로 model

의 적합성이 인정되었으며, 독립변수 간의 교호 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었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염도는 장아찌 저장기간이 길어질수

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저장 전반기가 저장 후반

기보다 염도의 증가율이 더 높았다.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염도는 단감 침지액의 염 농도와 침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약간 증가하 으나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저장기간에 비해

서는 증가 폭이 매우 낮았다. 떫은감(27), 적과 단감(28) 깻

잎(34), 오이(35) 등의 장아찌의 경우도 장아찌의 저장기간

이 길어짐에 따라 염도는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당도

각 조건에서 제조한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당도 측정 결과

와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 3과 같고, 반응표면분석 결과

는 Fig. 2와 같다.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당도는 36.50~ 

45.00°Brix의 결과를 보 다. 단감 침지액의 염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당도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저장기간이 길어질수

록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당도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는 단감의 당도보다 고추장, 매실엑기스, 조청으로 제조한 

고추장 소스의 당도가 더 높아 저장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단

감 고추장 장아찌의 당도가 증가되었다고 생각된다. Jeong 

등(29)의 보고에서도 단감 장아찌를 15°C에서 70일간 저장

하 을 때 염도 17% 소금침지액 대조구의 경우 14.5°Brix

에서 28.2°Brix로 증가하 고, 염도 10% 소금침지액 실험

구의 경우 첨가된 유기산의 종류에 따라 14.5°Brix에서 

18.4~23.8°Brix를 나타내 침지액의 염도가 높을수록,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도가 증가하 다고 하 다. 단감 고추

장 장아찌의 결정계수 R2은 0.7353, P-value는 <0.0001로 

model의 적합성이 인정되었으며, 독립변수 간의 교호 작용

하는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었다.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당도는 Table 3 회기방정식 41.36+1.47A+3.74C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침지액의 염 농도(A)와 장아찌의 저장기간(C)

에 따라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pH

각 조건에서 얻어진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pH 측정 결과

와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 3과 같고, 반응표면분석 결과

는 Fig. 3과 같다. 각 조건에서 제조한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pH는 4.59~5.80의 결과를 보 으며,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pH는 점점 낮아졌다. 침지액의 염 

농도와 침지시간보다는 장아찌의 저장기간에 큰 향을 받

았고, 장아찌의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pH는 낮게 나타났

다. 특히 저장기간에 따른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pH는 30일

까지 급속히 감소하 고 그 이후는 완만하게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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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olynomial equations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persimmon kochujang jangachi calculated by RSM program

Responses Model R-squared1) F-value P-value
Prob>F Equation of on terms of pseudo component2)

Salinity
Sugar degree
pH
L
a
b
Cutting force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Quadratic
Quadratic
Quadratic
Quadratic
Quadratic
Quadratic

Linear
Quadratic
Quadratic
Quadratic
Quadratic
Quadratic

0.8139
0.7353
0.8608
0.7997
0.7549
0.6105
0.5068
0.1337
0.0988
0.5591
0.0928
0.4592

17.01
10.80
24.04
35.49
27.37
13.93
29.45
 3.43
 2.44
28.18
 2.27
18.87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1***

0.0006**

0.0119*

0.0001***

0.0191*

0.0001***

3.85+0.18A+0.37B+0.82C
41.36+1.47A+3.74C
4.81－0.44C+0.34C2

39.84－3.38A－2.37B－7.78C－4.54AB
8.32+0.68A+0.41B+1.28C
31.11+1.44B+5.64C－6.13C2

4.17+1.16A+1.25C
10.20－1.43C－2.57B2－2.32C2

9.13－0.80C－1.97A2－2.49B2

11.48+3.36A－3.06AB－2.35AC－3.81A2－7.61B2

8.27+1.27A－2.29B2

11.27+2.72A－0.84C－2.26AB－2.42AC－3.80A2－
  7.29B2－2.96C2

1)0< R2 <1, close to 1 means more significant.
2)A, sodium concentration (%); B, soaking time (min); C, storage time (days).
*P<0.05, **P<0.01, ***P<0.001.

Fig. 1. Response surface plots for the effect of sodium concentration (A), soaking time (B), storage time (C) on salinity of persimmon 
kochujang jangachi.

Fig. 2. Response surface plots for the effect of sodium concentration (A), soaking time (B), storage time (C) on sugar degree 
of persimmon kochujang jangachi.

Fig. 3. Response surface plots for the effect of sodium concentration (A), soaking time (B), storage time (C) on pH of persimmon 
kochujang jangachi.

Kim과 Jung(27)의 천일염수와 된장을 각각 이용한 떫은감 

장아찌의 pH도 초기 염도와 관계없이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되었다고 하 으며, Jeong 등(29)의 단감 장아찌 

경우 20일 이후 급격히 감소하 고 그 이후 완만하게 변화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한 단감 고추장 장아찌 품질의 최적화 연구 1369

Fig. 4. Response surface plots for the effect of sodium concentration (A), soaking time (B), storage time (C) on Hunter's color 
value (L, a, and b) of persimmon kochujang jangachi.

하 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깻잎 장

아찌의 경우 깻잎과 깻잎 침지액 모두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pH는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다(34). 이와 같이 저장 

중 pH가 낮아지는 것은 탄수화물 대사로 인한 산성 중간 

생성물과 숙성과정 중 유기산의 생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36). Table 3의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pH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결정계수 R2은 0.8608, P-value는 

<0.0001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으며, 독립변수 간의 

교호 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었고,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pH는 3가지 독립변수 중 저장기간에 가장 큰 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색도

각 조건에서 얻어진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색도 측정 결과

와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 3과 같으며, 반응표면분석 결

과는 Fig. 4와 같다.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L값은 29.45~ 

53.06, a값은 7.11~9.76, b값은 13.60~34.21의 결과를 보

다. 색도 측정 결과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 L값 R2은 

0.7997, P-value는 <0.0001, a값 R2은 0.7549, P-value는 

<0.0001, 그리고 b값 R2은 0.6105, P-value는 <0.0001로 

model의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L값, a값 및 b값 모두 독립

변수 간의 교호 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었다. 

Fig. 4의 반응표면 곡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L값은 단감 침

지액의 염 농도와 침지시간,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저장기간

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a값은 단감 침지액

의 염 농도,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b값은 단감 침지액의 염 농도

와 침지시간에는 거의 향을 받지는 않았고,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다가 45일 이후 감

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3가지 독립변

수 중 L, a, b값에 가장 향을 미치는 것은 장아찌의 저장기

간임을 알 수 있다. Jeong 등(29)의 유기산과 당의 종류에 

따른 단감 장아찌 연구에서는 염도 17% 고추장으로 제조한 

대조구의 L값은 저장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감소하 으나 

10% 염수와 유기산을 첨가한 실험구의 경우 증가 또는 유지 

경향을 나타냈다고 하 으며, 당의 종류에 따라서는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고 하 다. Shin 등(28)의 고추장

을 이용한 적과 단감 장아찌와 Kim과 Jung(27)의 천일염수

와 된장을 각각 이용한 떫은감 장아찌 연구에서도 저장기간

이 길어질수록 L값이 감소되었다고 하여 본 실험 결과와 같

은 경향이었다. a, b값은 Shin 등(28)의 고추장을 이용한 

적과 단감 장아찌의 경우 a값은 저장기간 동안 증가하 고 

b값은 증가하다가 감소하 다고 하여 본 실험 결과와 같은 

경향이었다. 그러나 Cha 등(26)의 간장과 된장을 각각 이용

한 떫은감 장아찌의 경우 a값은 침지액의 농도가 낮을수록, 

저장기간이 길수록 높게 나타났고 b값은 저장기간 동안 서

서히 증가하 다고 하 으며, Jeong 등(29)의 유기산과 당

의 종류에 따른 단감 장아찌의 경우 a, b값은 비슷하 다고 

보고하여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절임원의 재료 및 장아찌 

제조방법 등에 따른 차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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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ponse surface plots for the effect of sodium concentration (A), soaking time (B), storage time (C) on and cutting force 
of persimmon kochujang jangachi.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절단력

각 조건에서 얻어진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절단력을 측정

한 결과와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 3과 같으며, 반응표면

분석 결과는 Fig. 5와 같다. 각 조건에 따라 제조한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절단력은 2.53~5.88 kg으로 나타났다. 절

단력 측정 결과 회귀곡선에 대한 R2은 0.5068, P-value는 

<0.0001로 모델의 적합성이 인정되었으며, linear model이 

선택되었다. Fig. 5의 반응표면 곡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감 침지액의 염 농도가 높아지고 침지시간 및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절

단력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단감 침지시간보다 단감 

침지액의 염 농도와 단감 장아찌의 저장기간이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절단력에 더 향을 주는 경향을 나타냈다. 저장 

중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절단력이 증가한 것은 전처리 과정

에서 단감에 함유된 연화효소 억제뿐만 아니라 고추장 소스

의 삼투압에 의해서 단감 고추장 장아찌 내부의 수분이 용출

된 결과로 생각된다. 그러나 Shin 등(28)의 적과 단감의 고

추장 장아찌의 경우 경도는 20일간은 급속히 감소하다가 

그 이후 10일간은 증가하 고 그 이후 서서히 감소하 다고 

하여 본 연구와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단감 적과 유무와 

장아찌 제조방법의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적과 단감을 

고추장에 직접 넣어 제조한 연구(28)와는 다르게 본 연구에

서는 단감을 1 cm 두께로 썰어 염 농도별, 침지시간별로 

전처리한 후 50°C 건조기에서 8시간 건조시켜 고추장 외에 

매실엑기스와 조청을 첨가하여 저장하는 과정에서 감의 연

화효소 억제작용과 삼투압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

된다. 

관능검사

각 조건에서 얻어진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관능검사 측정 

결과와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 3과 같으며, 반응표면분

석 결과는 Fig. 6과 같다. 각 조건에서 제조한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색에 대한 선호도는 5.62~11.12, 향미에 대한 선

호도는 5.29~9.71, 맛에 대한 선호도는 3.74~12.22, 물성

에 대한 선호도는 5.46~8.37, 그리고 전체적인 선호도는 

3.62~11.76의 결과를 보 다. 색에 대한 선호도 측정 결과 

회귀곡선에 대한 결정계수 R2은 0.1337, P-value는 <0.0006, 

향미에 대한 선호도 R2은 0.0988, P-value는 <0.0119, 맛

에 대한 선호도 R2은 0.5591, P-value는 <0.0001, 물성에 

대한 선호도 R2은 0.0928, P-value는 <0.0191, 전체적인 

선호도 R2은 0.4592, P-value는 <0.0001로 모델의 적합성

이 인정되었다. 색, 향미, 맛, 물성 및 전체적인 선호도 모두 

독립변수 간의 교호 작용하는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었

다. Fig. 6의 반응표면 곡선에 의하면 색에 대한 선호도는 

단감 침지액의 염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고, 침지시간

과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

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Fig. 4의 색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단감 고추장 장아

찌의 적색도가 계속 증가하 는데 적정 색도를 선호하기 때

문에 단감 장아찌의 색에 대한 선호도는 점점 증가하다 다시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향미에 대한 선호도는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단감 침지액의 염 농도와 침지시간에서는 높아지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맛, 물성, 전체적 선호도는 단감 

침지액의 염 농도, 침지시간,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저장기

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단감 고추장 장아찌 최적화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각 항목별 최적조건은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numerical optimization)와 모형 최적

화(graphical optimization)를 통해 단감 침지액의 염 농도, 

침지시간 그리고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저장기간을 측정 범

위 내로 하 을 때를 최적조건으로 설정하 다. 설정한 모델

화에 의해 결정된 반응식을 이용하여 만족하는 수치점

(numerical point) 예측과 모형의 최적화를 나타낸 결과는 

Table 4 및 Fig. 7과 같다. 독립변수인 단감 침지액의 염 

농도와 침지시간 그리고 단감 고추장 장아찌 저장기간의 측

정 범위 내에서 반응표면분석에 의해 유의적으로 평가된 항

목 중 장아찌는 장기 보존을 목적으로 가공 중에 과다한 식

염과 당류를 첨가하기 때문에 성인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 염도와 당도의 최적조건을 최소로 설정하

고, pH는 낮을수록 미생물 등에 의한 변질이 우려가 낮기 

때문에 최소로 설정하 다. 절단력은 단감 장아찌 고유의 

특성인 쫄깃거리는 질감을 기준으로 하여 최대로 설정하

다. 색도는 붉은색의 단감과 고추장 색을 고려하여 a값, b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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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ponse surface plots for the effect of sodium concentration (A), soaking time (B), storage time (C) on the sensory evaluation 
of persimmon kochujang jangachi.

은 최대로 설정하 고, L값은 최소로 설정하 다. 관능검사 

결과 색, 향미, 맛, 물성 및 전체적인 선호도는 최적조건을 

선호도가 가장 높을 때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로 설정하 다. 

이와 같은 조건에 의하여 예측된 값에서 가장 이상적인 de-

sirability를 갖는 최적 값은 단감 침지액의 염 농도 6.91%, 

침지시간 11.36분 그리고 20°C에서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저장기간은 25.18일로 나타났다. 즉 단감 고추장 장아찌를 

제조할 때 단감을 6.91%의 염 침지액에 11.36분 동안 침지

했다가 건조하여 고추장 소스에 버무려 25.18일 동안 저장

하 을 때 가장 적절한 조건으로 나타났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추장 소스를 주 절임원으로 하여 단감 침지

액의 염 농도(0, 2, 4, 6, 8%)와 침지시간(4, 8, 12, 16, 20

분)을 달리하여 단감 고추장 장아찌를 제조하 다. 20°C에

서 0~60일간 저장하면서 경시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단감

과 소스를 분리한 후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염도, 당도, pH, 

색도, 물성 및 관능검사를 측정하 고, 반응표면분석법을 이

용하여 단감 고추장 장아찌 최적 제조 조건을 설정하 다. 

단감 침지액의 염 농도, 침지시간,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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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ptimum constraint values using three analytical methods for the object goal
Goal Numerical optimization solution

Independent variables
Sodium concentration (%)
Soaking time (min)
Storage time (days)

In range
In range
In range

 6.91
11.36
25.18

Response variables

Salinity
Sugar degree
pH
Hunter's color value
 L
 a
 b
Cutting force
Sensory evaluation
 Color
 Flavor
 Taste
 Texture
 Overall preference

Min.
Min.
Min.

Min.
Max.
Max.
Min.

Max.
Max.
Max.
Max.
Max.

 3.88
41.19
 4.90

38.27
 8.70
30.40
 4.80

10.05
 8.72
12.29
 8.50
11.63

Fig. 7. Overlay plot the optimal mixture by desirability.

장기간을 달리하여 제조한 단감 고추장 장아찌에 대한 분석 

결과 염도, 당도, pH, 색도의 L, a, b 값, 관능검사의 색, 향

미, 맛, 물성 및 전체적 선호도는 독립변수 간의 교호 작용하

는 quadratic model이 선택되었고, 절단력은 linear model

이 선택되었다. 독립변수인 단감 침지액의 염 농도, 침지시

간, 단감 고추장 장아찌의 저장기간의 범위 내에서 반응표면

분석에 의해 유의적으로 평가된 각 항목별 최적조건으로 

canonical 모형의 수치 최적화를 통하여 설정된 최적조건은 

침지액의 농도 6.91%, 침지시간 11.36분, 저장기간 25.18

일이 가장 적합한 장아찌 품질 조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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