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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emical characteristics of Gochujang with different amounts of sweet 
persimmon powder added during fermentation at 20℃ for 90 days, in an effort to improve its taste and organoleptic 
quality. The moisture content was shown to be inclined to increase in all the treatments throughout the fermentation.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paste with sweet persimmon powder and the control. The pH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with increased fermentation time in all the samples during fermentation, keeping 
a pH range of 4.64-4.67 after 60 days of fermentation. On the contrary, the titratable acidity increased during 
fermentation, showing a level of 0.147-0.156 mg% in the paste with sweet persimmon powder on the 90th day 
of fermentation. The sugar content was shown to be 33.67-39.67˚Brix in the early stage of fermentation, revealing 
a tendency to in crease with an increase in the amount of sweet persimmon powder added. The amino-type nitrogen 
content was at the 241.27-245.47 mg% level in the early stage of fermentation, and appeared to be significantly 
high (p<0.05) in the treatments with 3 and 4% sweet persimmon powder added, respectively, after 60 days of 
fermentation. The content was within the range of 357.47-371.53 mg% on the 90 th day of fermentation in the 
final stage, showing an increase trend throughout the fermentation. The alcohol content gradually increased with 
an increase in fermentation time, showing a range of 0.94-0.10% on the 90th day of the final stage of fermentation. 
Moreover, the content was highest (0.96-0.108%) on the 70th day of fermentation, demonstrating a trend to slightly 
decline in all the treatments there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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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고추장은 콩과 전분질에 고춧가루를 혼합해서 발효시킨

우리나라 특유의 발효 식품으로 amylase에 의한 당화작용

으로 전분질에서 생성되는 저분자 당류의 단맛, protease의

단백질 분해 작용으로 생성된 아미노산의 구수한 맛, 고춧

가루의 매운맛 그리고 소금의 짠맛 등이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맛을 형성하는 발효식품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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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의 품질은 제조원료, 혼합비율, 담금 방법, 담금

시기 등에 따라 크게 다르고 그 제조방법 역시 일정한 기준

이 없어 지역 및 각 가정마다 다르며, 시대변화에 따라 변화

되어 왔다(2). 고추장의 맛은 혼합된 원재료가 분해되어

생성된 발효산물에 의한 것으로(3) 원부재료의 종류와 배합

비에 따라서 품질의 차이가 크며 숙성도에 따라 크게 좌우

되는 특징이 있다.

소비자들이 고추장을 선택하는 기준 또한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달라졌는데 맛, 색 그리고 향기와 같은 관능적 특성

못지않게 기능성을 중요시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

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최근에는 고추장의 기능성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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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약리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능성 식품소재를 첨가하여 고추장을

제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5). 최근에는 고추장의 생리학적 기능과

숙성 과정 중 고추장의 품질변화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고추장의 기능적 특성과 관능적 품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원료를 첨가한 고추장의 제조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고추장에 사과, 오렌지,

파인애플, 포도와 같은 여러 가지 과실 주스(6), 호박분말

(7,8), 마늘(9), 구기자(10), 홍삼(11), 자색고구마 (12) 등을

이용하여 고추장 제조를 시도하였다.

완숙 단감에는 탄수화물 13～15% 함유되어 있고, 이 중

포도당이 6%, 과당 2～3%, 자당이 5%의 비율로 존재한다.

또한 provitamin A, vitamin C가 30 mg 이상 함유되어 있고,

완숙 단감의 경우 carotenoid색소의 영향으로 등황색을 띤

다. 특히 다른 과실과 달리 탄닌(tannin)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덜 익은 과일에서는 떫은맛을 가지나 감이 성숙하면

탄닌이 변화하여 불용성으로 되는 동시에 당분이 증가하여

단맛을 낸다(13). 이러한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감을 한국의

전통식품인 고추장의 제조를 위한 부재료로 이용한다면

감이 가진 풍미와 기능성이 고추장의 품질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감식초나 곶감 등 국한되어 개발

되어 이용의 한계가 있는 단감을 분말화 함으로써 가공

식품 소재로써 이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감의 이용적성을 확대하고, 전

통고추장의 종류를 다양화하기 위하여 단감을 분말화 하여

고추장에 적용하여 단감 분말을 첨가한 고추장의 제조 가능

성을 검토해 보고, 단감 분말의 첨가가 고추장의 품질 향상

에 미치는 영향과 단감 분말 첨가 고추장의 숙성 중 화학적

특성의 변화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감은 ‘서천조생’으로 2009년 10월

에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한 감 농가에서 공급받아 사용하

였다. 단감 분말을 첨가한 고추장의 제조를 위해 단감은

수세 후 껍질, 씨, 꼭지를 제거 하고 과육을 2 mm 두께로

슬라이싱 하였다. 다른 부 재료로는 찹쌀(ET Rice Processing

Complex, Kimje, Korea), 메주가루(Hamyang Nonghyup,

Hamyang, Korea), 고춧가루(Fresh Farm, Pocheon, Korea),

엿기름(Samgye Food, Gimhae, Korea), 그리고 소금(Shinan

Salt, Shinan, Korea)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단감 분말의 제조

단감을 수세 후 껍질, 씨, 꼭지를 제거하고 과육을 두께

2 mm, 직경 7~8 cm 정도로 슬라이싱 한 후 열풍건조기

(DS-80-1, Dasol Scientific, Hwa-seong, Korea)를 이용하여

50℃에서 18시간 열풍 건조시켰다. 건조 후 분쇄기

(FM-681C, Hanil,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분쇄한 후

40 mesh표준체를 거쳐 단감분말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단

감 분말은 공기 중 수분 유입 차단 및 caking 현상의 방지와

단감 분말의 색과 영양 성분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polyethylene/nylon film을 이용하여 진공 포장을 한 뒤 단감

분말을 이용하기 전까지 4℃에 저장하였다.

단감 고추장의 제조

고추장의 제조 시 Table 1에 주어진 재료들의 혼합비에

맞추어 단감 분말의 첨가 수준을 달리하여 고추장을 제조하

였으며, 단감 분말 첨가 고추장은 총 중량 2000 g을 기준으

로 제조공정은 찹쌀 400 g을 물에 한 시간 동안 침지하고

물기를 제거해 준 후 증기를 이용하여 40분 동안 증자하여

충분한 호화가 일어나도록 하였다. 증자된 찹쌀을 실온(2

0℃)으로 냉각시킨 후, 2600 mL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잘

혼합하여 60℃ 항온 항습기에 유지하여액체의 온도가 60℃

에 도달하였을때보리로부터만들어진 엿기름 분말을 첨가

하여 1시간 동안 당화공정을 행하였다. 위 공정을 거쳐 제조

된 당화액을 1200 mL가 될 때까지 열을 가하여 농축을

행하였다. 그리고 농축된 당화액 1200 mL에 소금 212 g과

메주 가루 120 g, 고춧가루 468 g을 잘 혼합하였다. 혼합된

고추장은 전체 고추장에 비례하여 고추장의 점도와 관능성

을 고려하여 단감 분말을 3, 4 그리고 5%를 첨가한 뒤,

혼합하여 단감 분말 첨가 고추장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단

감 분말 첨가 고추장은 소형 항아리에 담아 20℃로 설정된

항온 항습기(JSMI-04C, JS Research Inc Gongju, Korea)에서

90일 동안 숙성을 진행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고추장의 수분함량은 AOAC 방법(14)을 변형하여 측정

하였고, pH는 시료 5 g에 증류수를 45 mL을 첨가한 후

1시간 동안 교반하여 균질화 한 후 pH meter (Model 8000,

VWR Scientific, West Chester, PA, USA)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산도는 pH를 마친 시료를 10 mL를 취하고 0.1

N NaOH를 가하여 pH 8.3에 도달했을때소비된 양을측정

한 후 그측정한 양을 0.1 N NaOH에 해당하는젖산환산계

수 0.009로환산하여 나타내었다. 당도는 시료 1 g을취하여

증류수 10 mL를 첨가한 후 굴절 당도계(ATAGO 1T,

ATAGO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고추장의 당도를

측정한 후 평균 값을 희석배수로 곱한 뒤 °brix로 표시하였

다.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은 Shin 등(15)의 Formol 적정법,

알코올 함량은 산화 환원 적정법(16)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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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tion of manufacturing Gochujang with different additional levels of sweet persimmon powder

(g/2,000 g basis)

% Persimmon powder (g) Glutinous
rice (g)

Barley
malt (g)

Salt (g) Water (ml) Meju
powder (g)

Red pepper powder (g)

0 0 400 100 212 2600 120 468

3 60 340 100 212 2600 120 468

4 80 320 100 212 2600 120 468

5 100 300 100 212 2600 120 468

통계분석

모든 실험구는 3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을 구하였으며,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차가

인정되는 항목을 다중 범위 시험 비교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p<0.05 수준에서 각 처리구별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분함량의 변화

고추장에서 수분은 관능적 특성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이

며, 수분함량이 너무 적으면 유동성이 없고 고추장으로서

의 상품적 가치가 하락되어 다른 식품에 첨가하기가 부적당

하다. Table 2는 단감 분말의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고추장의 숙성 중 수분함량을 나타내었다. 수분함량은 모

든 첨가구에서 숙성 기간 내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대조구의 수분함량은 숙성내내증가하여 숙성 마지막단계

에 가장 높은 수분함량인 52.07%를 나타내었으며, 3, 4,

5% 단감 분말 첨가구는 숙성초기에 48.71-48.80%의 수분

함량을 나타내다가 점차 증가하여 숙성 최종 단계에서

52.05-52.17% 정도를 유지하였으며 숙성기간 동안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으나 전반적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단감 분말

첨가 고추장과 대조구 사이에 유의적 차이를뚜렷이 확인할

수 없었다.

Park (17)등의 한약재를 첨가한 고추장의 수분함량은 저

장초기에 33-38%였으나 90일 저장 후에는 48-51%로서 저

장기간이 길수록 수분함량이 증가하며, 한약재 첨가구의

수분함량이 대조구에 비하여 낮은 경향은 한약재 농축액

자체의 수분함량의 차이, 항균작용을 나타내는 한약재가

발효과정에 미친영향 등의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

다. An 등(18)의버섯을 첨가한 고추장의 경우모든시료에

서 발효 120일까지는 수분함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

나 그 이후에는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Chae 등(19)은 감귤농축액첨가 고추장의 수분함량이 숙성

이 진행되는 동안 서서히 증가하여 담금 초기 52.54-53.5%

에서 12주 숙성 후에는 54.70-54.92%로 약 1.62-2.16% 증가

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Joo와 Shin (7)의 호박첨가 고추장은 숙성이 진행

되는 동안 호박의 첨가량에 관계없이 감소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고추장 용기의밀봉상태및햇빛에 노출유무에 기인

한 것으로 숙성기간 동안 일주일에 한번 씩항아리뚜껑을

열어 햇볕을 쪼여주었는데 이 과정에서 수분이 증발된 것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고추장의 숙성동안 수분의 함량이 증가하였

는데 이는 전분이나맥아당이 가수분해 되는데필요한 수분

의 양 보다는 포도당이 유기산이나 알코올등으로 전환되면

서 생성되는 수분의 양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11,20).

pH 변화

단감 분말의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고추장의 숙

성 중 pH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pH는 숙성 초기에는

4.86-4.87정도를 나타냈으나 점차 감소하여 숙성 후기에는

4.64-4.67을 나타내었다. 이는 고추장 숙성 중 미생물의 대

사 작용에 의한 유기산 생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pH는 숙성 기간 중모든시료에서 숙성 기간이 증가

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다가 숙성 60일부터 4.64-4.67 수준

을 유지하였는데 이는 발효초기에는 당을 발효원으로 하는

각종 미생물의 대사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유기산의 증가에

의하여 pH가 감소하다가 발효 후기에는 알코올과 유기산

의 esterification으로 유기산이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조구와 3, 4, 5% 단감분말 첨가구들 사이의 pH는 숙성

초기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지만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대조구에 비해 단감분말 첨가구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p<0.05). 이것은 감에 함유되어 있는 유기산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전북지역 전통 고추장의 평균 pH가 4.49

이며 전국의 전통 고추장의 평균 pH가 4.60이라는 Shin

등(15)의 연구결과 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키위 첨가 고추장

의 pH가 4.58-4.64였다는 Kim과 Song (21)의 결과 및 양념

류 첨가 고추장의 pH가 4.65-4.78이었다는 Park 등(6)의 결

과와 유사하였다. 이는 숙성과정 중에 유기산의 생성량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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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of moisture contents in Gochujang with different additional levels of sweet persimmon powder during fermentation at
20℃ for 90 days (%)

Sweet
persimmon
powder (%)

Fermentation time (days)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48.76±0.10
nsI

49.04±0.10
nsH

49.52±0.17
nsG

49.84±0.10
nsF

50.35±0.09
nsE

50.63±0.08
nsD

51.03±0.09
nsC

51.20±0.15
nsC

51.60±0.13
nsB

52.07±0.17
nsA

3 48.71±0.14
H

48.94±0.14
H

49.46±0.09
G

49.79±0.13
F

50.38±0.12
E

50.71±0.19
D

51.05±0.19
C

51.24±0.19
C

51.70±0.12
B

52.17±0.08
A

4 48.76±0.05I 48.98±0.17H 49.53±0.12G 49.86±0.17F 50.40±0.17E 50.79±0.13D 50.96±0.09D 51.32±0.11C 51.66±0.10B 52.05±0.10A

5 48.80±0.04H 48.94±0.19H 49.56±0.02G 49.85±0.29F 50.32±0.07E 50.77±0.07D 50.93±0.17D 51.36±0.10C 51.63±0.27B 52.14±0.07A

Dissimilar capital alphabe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issimilar small alphabe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at p<0.05.

Table 3. Changes of pH in Gochujang with different additional levels of sweet persimmon powder during fermentation at 20℃ for 90
days

Sweet
persimmon
powder (%)

Fermentation time (days)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4.87±0.01
nsA

4.85±0.01
aB

4.80±0.01
aC

4.73±0.00
aD

4.71±0.01
aE

4.68±0.01
aF

4.66±0.01
aG

4.67±0.01
nsG

4.67±0.02
nsG

4.67±0.01
aG

3 4.87±0.01
A

4.82±0.01
bB

4.76±0.01
bC

4.70±0.01
bD

4.69±0.01
bE

4.67±0.01
bF

4.66±0.01
aFG

4.66±0.01
FG

4.65±0.01
G

4.65±0.00
bG

4 4.87±0.01
A

4.82±0.01
bcB

4.74±0.01
bC

4.72±0.01
bD

4.67±0.01
cE

4.66±0.01
bEF

4.65±0.01
abF

4.66±0.01
F

4.66±0.01
F

4.65±0.01
bF

5 4.86±0.01
A

4.81±0.01
cB

4.74±0.01
bC

4.71±0.01
bD

4.69±0.01
bE

4.65±0.01
bF

4.66±0.01
bG

4.65±0.01
G

4.65±0.01
G

4.64±0.01
bG

Dissimilar capital alphabe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issimilar small alphabe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at p<0.05.

적정산도 변화

Table 4는 단감 분말의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고추장의 숙성 중 적정산도를 나타내었다. 적정산도의 변

화는 pH와 반대로 숙성기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60일 이후에는 0.114-0.156 mg%수준을 유지하였다. 이것

은 pH와 마찬가지로 고추장 숙성 중 미생물 대사 작용에

의한 유기산 생성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발효하는 동안

산도가 증가하다 숙성 후반에 정체되는 것은 생성된 산의

Table 4. Changes of total acidity in Gochujang with different additional levels of sweet persimmon powder during fermentation at 20℃
for 90 days. (mg%)

Sweet
persimmon
powder (%)

Fermentation time (days)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0.0087±0.00nsF 0.0084±0.00cEF 0.0093±0.00nsE 0.0105±0.00nsD 0.0113±0.00nsC 0.0132±0.00bB 0.0144±0.00bA 0.0147±0.00bA 0.0146±0.00bA 0.0147±0.00bA

3 0.0084±0.00
F

0.0101±0.00
aE

0.0102±0.00
E

0.0108±0.00
D

0.0116±0.00
C

0.0141±0.00
abB

0.0155±0.00
aA

0.0154±0.00
aA

0.0154±0.00
aA

0.0155±0.00
aA

4 0.0084±0.00
H

0.0090±0.00
bG

0.0102±0.00
F

0.0111±0.00
E

0.0120±0.00
D

0.0143±0.00
aC

0.0153±0.00
aB

0.0153±0.00
aB

0.0159±0.00
aA

0.0156±0.00
aAB

5 0.0083±0.00F 0.0095±0.00bE 0.0102±0.00DE 0.0105±0.00D 0.0116±0.00C 0.0141±0.00abB 0.0156±0.00aA 0.0156±0.00aA 0.0158±0.00aA 0.0156±0.00aA

Dissimilar capital alphabe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issimilar small alphabe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 Not significant at p<0.05.

일부가 효모에 의하여 ester화 되거나 이용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숙성 초기에 적정 산도는 0.087-0.083 mg%수준

이었고, 숙성 40일까지 0.113-0.116 mg%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구와 단감 분말 첨가구들 사이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

다. 그러나 숙성 50일 이후 대조구에 비해 단감 분말처리구

들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p<0.05) 이것은

재료 자체의 유기산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숙성 90일

째 단감 분말 첨가 고추장의 적정 산도는 0.147-0.156 mg%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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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실험결과는 Shin 등(22)이 보고한 전통 고추장의

평균 적정산도 27.6 mL/10 g에 비해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

으며, 또한 Chae 등(23)은 감귤 농축액을 첨가한 고추장에

관한 연구에서 산도는 숙성 12주 후 14.9-17.3 mL/10 g이었

고, Kwon과 Kim(24)은 다시마와 키토산을 첨가한 고추장

연구에서 숙성 12주 후의 산도가 16.5-17.4 mL/10 g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당도 변화

단감 분말의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고추장의 숙

성 중 당도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단감 분말을 첨가한

고추장의 당도는 숙성 초기 33.67-39.67 °brix로 나타났으며

단감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숙성 90일 후에는 33.67-39.00 brix로 나타났으

며, 숙성 초기와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단감 분말의

첨가가 고추장의 당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고추장의 당도에 관한 연구로 Lee와 Lee (25)은 매실

추출액을 첨가한 고추장에 관한 연구에서 숙성 초기에는

63.55-68.50
0
brix에서 숙성 100일 째에는 65.9-72.05

0
brix로

숙성이 진행될수록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대

조구에 비해 매실 추출액을 첨가한 고추장이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매실 추출액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도

높아졌는데 이는 매실 추출액첨가로 인한 절대 용질 양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rk 등(26)의 석류

Table 5. Changes of soluble solid contents in Gochujang with different additional levels of sweet persimmon powder during fermentation
at 20℃ for 90 days. (

0
brix)

Fermentation time (days)
Sweet persimmon powder (%)

0 3 4 5

10 33.67±0.58
Bns

37.67±1.53
ABns

35.67±3.22
Ans

39.67±1.16
Ans

90 33.67±1.53
C

36.67±2.08
AB

37.33±2.08
BC

39.00±1.00
A

Dissimilar capital alphabe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issimilar small alphabe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at p<0.05.

Table 6. Changes of amino type nitrogen in Gochujang with different additional levels of sweet persimmon powder during fermentation
at 20℃ for 90 days. (mg%)

Sweet
persimmon
powder (%)

Fermentation time (days)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245.47±8.08nsH 257.13±4.04nsG 271.13±4.04Fb 282.80±0.00Eb 308.47±4.04Db 336.47±4.04Cns 352.80±0.00Bb 359.87±7.00ABc 363.20±6.42Ab 357.47±8.08Bb

3 241.27±8.08
F

255.27±8.08
E

280.93±4.04
Dab

285.60±7.00
Dab

306.60±0.00
Cb

336.93±4.04
B

357.93±4.04
Aab

364.40±3.12
Abc

362.60±0.00
Ab

358.73±8.86
Ab

4 244.07±8.08E 260.40±7.00E 288.40±7.00Da 286.70±8.08Dab 321.07±4.04Ca 346.73±8.08B 360.73±4.04ABa 372.67±6.43ABab 381.13±11.74ABa 374.93±8.26Aa

5 241.27±8.08F 262.27±4.04E 287.93±8.08Da 294.93±4.04Da 322.93±4.04Ca 346.27±4.04B 360.27±4.04Aa 375.53±5.08Aa 377.20±2.55Aa 371.53±3.019Aab

Dissimilar capital alphabe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issimilar small alphabe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at p<0.05.

과즙농축액을 첨가한 고추장에 관한 연구에서 당도는 대조

군이 56.67
0
brix로 가장 낮았고석류 과즙 농축액첨가구들

은 56.37-58.13 0brix이었으며, 석류 과즙 농축액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석류 과즙 농축

액의 당도가 고추장 소스의 당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

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보다 더 높은 값을 보였다.

아미노태 질소 변화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고추장 숙성 정도의 측정과 품질

기준의 중요한 인자로서 유리아미노산의 함량과 관련이

있으며, 고추장의 구수한 맛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성분이

다. 고추장의 콩 단백질은 숙성 과정에서 peptidase와

protease 작용으로 유리아미노산 형태로 분해되는데 그 때

생성되는 구수한 맛은 단맛, 매운맛, 짠맛과 더불어 고추장

품질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이용된다.

단감 분말의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고추장의 숙

성 중 아미노태 질소는 숙성 기간 내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6). 이와 같은 경향은 발효 중 미생물에 의해

생성된 단백질 분해효소 작용에 의하여 유리아미노산이

점차 증가하기때문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숙성 초기 아미

노태 질소는 241.27-245.47 mg%수준이었고, 숙성 10일 째

까지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 숙성 최종

단계인 90일차에 아미노태질소 함량은 357.47-371.53 mg%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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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결과는 과즙을 첨가한 고추장의 아미노태 질

소 함량이 90일 경에 90-110 mg%라는 Park 등(6) 등의 보고,

재래식 찹쌀고추장과 보리고추장의 경우 각각 127.02

mg%, 121.30 mg%라는 Kwon 등(27)의 보고와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 Kim 등(24)의 키위첨가 고추장은 발효 60일 경과

후 키위 첨가구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이 364.87-400.58

mg%를 나타냈고 대조구는 360.08 mg%함량을 보이며, 강

원·경기도와 충청도 지역 전통 고추장의 평균 아미노태

질소 함량이 각각 410 mg%, 370 mg%였다는 Shin 등(15)의

보고와 발효 180일 경과 후 버섯첨가 고추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이 394-492 mg%였다는 An 등(18)의 보고와는

유사하였다. 이러한 아미노태 질소 함량의 차이는 대두단

백질의 분해정도, 발효에 관여한 미생물의 생육과 효소 생

성조건, 그리고 보관 및 숙성 조건 등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이일 것으로 추측된다.

알코올 함량 변화

단감 분말의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고추장의 숙

성 중 알코올함량은 Table 7에 나타내었다. 고추장의 풍미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휘발성 성분인 알코올은 숙성기간

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담금 직후

고추장의 알코올 함량은 0.47-0.48%로 시험구별 유의적 차

이가 없었으나,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숙성 최종 단계인 90일 차에는 0.94-0.10% 범위를 나타내었

다. 또한 숙성 70일 째 알코올 함량은 0.96-0.108%로 가장

높았고, 그 후모든첨가구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와 같은 고추장 발효 과정중의 알코올 함량 증가는

효모의 대사 작용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발효 말기

에서의 감소 현상은 증발에 의한 자연적인 감소 및 2차

대사산물로의 전환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이와 유사한 보고로는 Chae 등(19)의 감귤농축액을 첨가한

고추장의 알코올 함량에서 6주 이후부터 알코올 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12주 후에는 0.92-1.13%이었다는 보고와

Choi (29)의 팽화미를 첨가한 고추장의 알코올 함량이 저장

8주 째에 0.08%를 나타내었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그러

Table 7. Changes of alcohol contents in Gochujang with different additional levels of sweet persimmon powder during fermentation at
20℃ for 90 days. (%)

sweet
persimmon
powder (%)

Fermentation time (days)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0.047±0.005nsE 0.052±0.003bE 0.061±0.005bD 0.074±0.003nsC 0.080±0.006nsBC 0.084±0.003bB 0.092±0.005nsA 0.096±0.001cA 0.092±0.004nsAB 0.090±0.003bAB

3 0.047±0.006
G

0.059±0.007
abF

0.068±0.006
abE

0.077±0.003
D

0.086±0.006
C

0.089±0.002
abBC

0.095±0.003
AB

0.098±0.001
bcA

0.094±0.000
AB

0.094±0.003
bAB

4 0.047±0.003
F

0.068±0.006
aE

0.075±0.001
aE

0.083±0.005
D

0.086±0.002
D

0.094±0.005
aC

0.095±0.004
BC

0.106±0.005
abA

0.100±0.002
ABC

0.102±0.006
aAB

5 0.048±0.006
E

0.068±0.013
aD

0.072±0.006
aD

0.086±0.011
C

0.090±0.006
BC

0.094±0.003
aBC

0.096±0.003
ABC

0.108±0.008
aA

0.100±0.007
AB

0.100±0.002
abAB

Dissimilar capital alphabe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issimilar small alphabe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at p<0.05.

나 Shin 등(15)의 전통식 고추장의 알코올 함량이 평균

2.69%였으며, Kim 등(30)의 구기자 첨가 고추장이 숙성

12주 후 알코올 함량이 1.38-1.77%였다는 결과보다는 낮은

수치였으나, Joo와 Shin (7)의 호박고추장이 120일 숙성 후

알코올 함량이 0.46-0.58%였다는 보고보다는 높았다. 또한

호박고추장의 알코올함량은 대조구에 비해 호박 첨가구의

에탄올 함량이 64-1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호박첨가구의 환원당량이 대조구보다 높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알코올 함

량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은 메주, 전분질원, 숙성조건의

차이는 물론 수분함량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단감분말을 부재료로 이용하여 0%, 3%, 4%,

5% 별로 첨가량을 달리한 단감 고추장을 제조하여 20℃에

서 90일 동안 숙성 시키면서 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수분함량은모든처리구에서 숙성 기간내내증가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단감 분말 첨가 고추장과 대조구 사이에 유의

적 차이는 없었다. pH는 숙성 기간 중 모든 시료에서 숙성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숙성 60일부터 4.64-4.67 수준을 유지하였다. 적정산도의

변화는 pH와 반대로 숙성기간 동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숙성 90일 째 단감 분말 첨가 고추장의 적정 산도는

0.147-0.156 mg%수준이었다. 당도는 숙성 초기 33.67-39.67
0brix로 나타났으며 단감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당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아미노태 질소는 숙성 초기에는

241.27-245.47 mg%수준이었고, 숙성 60일 이후에는 단감

분말 3%, 4% 첨가구에서 아미노태질소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숙성 최종 단계인 90일차에 아미노

태 질소 함량은 357.47-371.53 mg% 수준이었다.숙성 기간

내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알코올 함량은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숙성 70일 째

알코올 함량은 0.96-0.108%로 가장 높았고, 이후 모든 처리

구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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