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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red pepper paste (RPP) added with
garlic during aging at 10

o
C for 56 days. RPP was evaluated for pH, acidity, free sugar contents, Hunter's color

values, flavor patterns, and sensory characteristics. The initial pH and acidity of the RPP with garlic were 5.07～
5.18 and 0.33～0.35%, respectively. The pH of RPP increased as the amount of garlic added increased, whereas
the acidity decreased. The pH and total acidity changed gradually until day 28, after which they changed rapidly.
The initial fructose and glucose contents of the RPP with garlic decreased to 2.32～2.41% and 1.94～2.09%,
respectively. The fructose and glucose contents further decreased gradually to 1.81～1.94% and 1.54～1.71%,
respectively, during aging. The Hunter's L- and b-values of the RPP increased, whereas the a-value decreased
as the amount of garlic added increased. The flavor patterns of the RPP with garlic noticeably differed from
those of the control RPP during aging. Sensory evaluation indicated that garlic could enhance the overall flavor
characteristics of R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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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추(Capsicum annum L.)는 가지과(Solanacea)에 속하

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원산지는 남아메리카이며 열대에서

온대지방에 걸쳐 널리 재배된다. 우리나라에는 16세기경에

도입되어, 현재는 한국인 식생활의 중요한 조미채소로 주로

고추장, 김치류, 양념류 등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매운

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고추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1-3). 고추의 매운 맛 성분은 capsaicinoid로

capsaicin, dihydrocapsaicin, nordihydrocapsaicin, homo-

capsaicin, homodihydrocapsaicin 등의 동족체가 있으며, 이

중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이 매운맛 성분의 80～90%

를 차지한다(4). 고추에는 capsaicinoids 이외에 색소 성분인

carotenoids, phenolic compounds, ascorbic acid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존재하여 항산화, 항암, 항비만, 콜레스테

롤 저하 효과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단백질, 섬유소, 무기질, 각종 비타민 등의 영양성분

도 풍부하다(5-8).

현재 국내 고추 생산량은 건고추 기준 연간 13～15만톤이

며, 일인당 연간 소비량은 약 4 kg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추의 일반적 수확시기는 8～10월 사이로, 과채류 특유의

높은 수분함량으로 인하여 저장 및 유통 과정에서의 연화,

건조, 병해 등에 대한 품질저하가 문제시되고 있어 대부분

곧바로 건조하여 건고추나 고춧가루 상태로 사용되고 있다

(9,10). 고추 건조 방법은 크게 태양건조와 열풍건조로 나뉘

며, 건조과정 중 유용성분 파괴와 색상 및 풍미 등의 품질

저하를 야기하는 문제점이 있다(11). 최근 생고추 이용을 목

적으로 냉․해동 방법에 따른 마쇄 홍고추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12)와 생고추를 첨가하여 제조한 생면(13), 두부(14),

김치(15) 등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가 일부 보고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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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s for red pepper paste added with garlic (g)

Samples
1)
Red pepper

Crushed
garlic

Corn
starch

Salt

RPP-C
RPP-G1
RPP-G2
RPP-G3

93.02
88.89
86.96
85.11

0.00
4.44
6.52
8.51

2.33
2.22
2.17
2.13

4.65
4.44
4.35
4.26

1)
Red pepper paste samples incorporated with 4.44 g, 6.52 g,
and 8.51 g garlic.

만, 고추를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

정이다.

최근 들어 소비자들의 식품 소비 패턴이 더욱 고급화, 세

분화되면서 맛의 다양성을 부여하는 소스류의 소비가 증가

하고 있으며, 특히 강한 매운 맛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

서 타바스코, 칠리, 살사 등과 같은 핫소스의 소비와 cap-

saicin, 고추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13,16).

우리나라의 주요 고추 소비 패턴은 김치, 고추장, 양념장 제

조에 고춧가루를 이용하는 형태가 대부분으로 그 활용도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고추의 이용성 증대와 다양한 활용방법을 찾고 부

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다양한 양념류

의 중간소재로 활용될 수 있는 홍고추 페이스트를 제조하고

자 하였다. 예비실험 결과 마늘의 첨가량이 홍고추 페이스트

의 풋내 마스킹 및 풍미개선 등의 관능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하여 마늘 첨가수준을 달리하여 홍고추 페이스

트를 제조하고 숙성 중 품질특성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홍고추는 녹광 품종으로 2012년 4월 경

남 진주시 문산읍 문산농협에서 구입하였고, 옥수수전분, 마

늘, 소금은 수원시 대형유통업체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Capsaicin, dihydrocapsaicin, fructose, glucoses 표준품은

Sigma(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그 밖에 사용

된 시약은 analytical 및 HPLC 등급을 사용하였다.

홍고추 페이스트의 제조

홍고추는 꼭지 부분만 제거하여 흐르는 물에 3회 세척하

고 채반에 담아 1시간 동안 물기를 제거한 다음 3～4등분으

로 세절하여 가정용 분쇄기(HR-2870, Philips, Amsterdam,

Netherlands)로 1분간 작동하여 분쇄하였다. 분쇄한 홍고추

는 균일하게 섞은 다음 계량하여 분쇄마늘, 전분, 소금을

Table 1과 같이 혼합하였다. 이때 부재료의 종류 및 첨가수

준은 시판 소스류 제품의 제조 원료 조사 및 예비실험(date

not shown)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각각의 처리구는

스테인리스 냄비에 담아 인덕션(GKST 300Z, Thielmann,

Seoul, Korea) 중간불(6단)에서 15분간 팬에 눌러 붙지 않도

록 저어주면서 페이스트를 제조하였다. 완성된 페이스트는

살균 처리된 항아리(2 L)에 담아 clean bench에서 2시간 동

안 식힌 후 뚜껑을 닫아 10oC 냉장고에서 8주간 숙성하면서

품질변화를 관찰하였다.

일반성분

홍고추 페이스트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법(17)에 준

하여 측정하였다. 수분함량은 105oC 상압가열법, 조회분함

량은 550
o
C 직접 회화법, 조단백질은 semimicro-Kjeldhl법,

조지방은 Soxhlet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pH, 총산도 및 염도 측정

홍고추 페이스트의 pH는 시료 10 g에 증류수 100 mL를

가하여 homogenizer(T10 Basic, IKA, Guangzhou, China)

로 2분간 균질화한 다음 12,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HITACHI, Tokyo, Japan)하여 Whatman No. 1 여과지

(Whatman, Maidstone, UK)로 감압 여과하여 100 mL로 정

용한 후 pH meter(Orion 4 STAR, Thermo Scientific,

Beverly, MA, USA)로 측정하였다. 총산도는 여과액 40 mL

를 취하여 0.1 N NaOH로 pH 8.3까지 적정하여 소비된

NaOH 용액의 mL를 acetic acid 함량(%)으로 환산하여 나

타내었다(18). 염도는 염도계(PAL-ES2, ATAG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apsaicinoids 함량 분석

홍고추 페이스트의 capsaicin 및 dihydrocapsaicin 함량은

Hwang 등(19)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행하였다. 즉, 동결 건

조된 시료 1 g을 methanol 50 mL와 혼합하여 homoge-

nizer(Ultra-Turrax T25, IKA Labortechnik Co., Staufen,

Germany)로 2분간 교반하여 추출하였다. 균질화 후 50 mL

mass flask에 깔때기를 놓고 Whatman No. 5 여과지

(Whatman)로 여과 후 methanol로 정용하였다. 정용 후 2

mL를 0.20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Agilent Tech-

nologies 1200 series HPLC system(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으로 분석하였다. HPLC 조건은

Mightysil RP-18 GP column(4.6×250 mm, 5 μm, Kanto
Chemical, Tokyo, Japan)을 사용하였으며, fluorescence de-

tector(Exλ=280 nm, Emλ=320 nm)를 이용하여 검출하였다.

이동상은 80% acetonitrile로 flow rate는 0.6 mL/min이며

시료의 주입량은 10 μL였다.

유리당 함량 측정

홍고추 페이스트의 유리당 분석은 시료 10 g에 증류수

90 mL를 가하여 200 rpm, 3시간 진탕 추출한 후 Whatman

No. 5 여과지로 여과하여 100 mL로 정용하였다. 추출물은

0.20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Agilent Technologies

1200 series HPLC system(Agilent Technologies)으로 분석

하였다. HPLC 분석조건은 column으로 carbohydrate col-

umn(4.6×150 mm, 5 μm, Agilent Technologies)을 사용하

였고 검출기는 ELSD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은 acet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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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eral compositions, salinity and capsaicinoids of red pepper paste added with garlic

Samples
1)

RPP-C RPP-G1 RPP-G2 RPP-G3

Moisture (%)
Crude protein (%)
Crude fat (%)
Crude ash (%)
Salinity (%)
Capsaicin (mg%)
Dihydrocapsaicin (mg%)

76.76±0.18a2)
2.48±0.03a
1.99±0.15a
0.92±0.03a
4.42±0.24c
0.50±0.04a
0.29±0.01a

76.71±0.31a
2.60±0.08b
1.95±0.10a
1.02±0.05ab
4.14±0.30cb
0.46±0.06a
0.27±0.02a

76.84±0.12a
2.67±0.07bc
1.84±0.08a
1.05±0.05b
3.88±0.18ab
0.47±0.07a
0.28±0.02a

76.47±0.08a
2.74±0.07c
1.86±0.03a
1.07±0.02b
3.71±0.02a
0.44±0.05a
0.26±0.01a

1)
See the legend of Table 1.
2)Means in the same row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rile : water(70:30, %(v/v))를 1.2 mL/min 속도로 흘려주었

고 10 μL를 주입하여 분석하였다(19). 표준물질로는 fruc-

tose와 glucose를 사용하였다.

색도 측정

홍고추 페이스트의 색도는 색차계(color and color differ-

ence meter, CR-300, Minolta Co., Tokyo, Japan)를 이용하

여 명암도를 나타내는 L값(lightness), 적색도를 내타내는

a값(redness), 황색도를 나타내는 b값(yellowness)의 변화

된 값을 비교하였다.

전자코 분석

홍고추 페이스트의 향 패턴 분석에 이용된 전자코는 el-

ectronic nose system(α-FOX 3000, Alpha MOS, Toulouse,

France)이다. 각 시료 2 g씩 20 mL vial에 취하여 incubation

시간은 4분, 온도는 40oC, 진탕은 500 rpm으로 하여 얻은

headspace로부터 향기성분을 포집하였다. 획득한 향기성분

을 40oC 유지되는 주사기에 취해서 0.5 mL/sec의 속도로 in-

jection port에 주입하였고 자동 주입기와 sampler를 사용하

여 3회 반복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금속산화물 센서

(MOS, metal oxide semiconductor)를 이용하여 향기성분을

측정하였다. 사용된 센서는 12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센서들은 식품에서 서로 다른 휘발 성분들을 감지하므로 식

품 전체의 향 패턴을 구별하는데 용이하다. 분석결과는 공기

저항값(Rair)에 대한 시료 휘발성 성분의 저항값(Rgas)의 변

화율을 각 센서의 감응도(date Rgas/Rair)로 나타내어 이를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을 실행하

여 제 1주성분과 제 2주성분 값으로 숙성 중 홍고추 페이스

트의 향기패턴을 분석하였다(20,21).

관능특성

홍고추 페이스트의 향에 대한 관능특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평가요원 10명을 선발하여 실험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이

해시킨 후 풋내, 달콤한 향, 시큼한 향, 매콤한 향, 전체적인

향에 대하여 9점 척도법으로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풋내

는 홍고추 페이스트의 냄새를 맡았을 때 풋고추 특유의 풋내

에 대한 강도(1점=전혀 나지 않는다, 5점=보통이다, 9점=아

주 많이 난다)로 나타내었고, 시콤한 향, 시큼한 향, 매콤한

향, 전체적인 향은 기호도(1점=아주 나쁘다, 5점=보통이다,

9점=아주 좋다)로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

을 이용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처리

간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tion)

로 분석한 뒤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홍고추 페이스트의 일반성분, pH, 총산도 및 염도

제조한 홍고추 페이스트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이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조회분 함량 및 염도

는 각각 76.47～76.84%, 2.48～2.74%, 1.84～1.99%, 0.92～

1.07% 및 3.71～4.42% 범위로 나타났다. 매운 맛 성분인

capsaicin 및 dihydrocapsaicin 함량은 각각 0.44～0.50 mg%

및 0.26～0.29 mg%로 마쇄홍고추의 함량 의존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홍고추 페이스트의 숙성 중 pH 및 총산도 변화

제조한 홍고추 페이스트의 숙성 중 pH 및 총산도 변화는

Fig. 1과 같다. 페이스트 제조 직후의 pH는 5.07～5.18 범위

로 마늘 첨가 시 증가하였으나 마늘 첨가량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숙성 중 마늘 무첨가구 RPP-C의 pH는 5.07～4.79

범위로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숙성

14일째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 첨가구

인 RPP-G1, RPP-G2와 RPP-G3의 경우 숙성 중 각각 5.18

～4.99, 5.18～4.97 및 5.17～5.05 범위로 서서히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고, 마늘 첨가량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않았다.

홍고추 페이스트의 총산도는 Fig. 1B와 같이 제조 직후

0.33～0.35%로 마늘 첨가가 초기 총산도를 낮추는 경향을

보였다. 숙성 중 RPP-C의 총산도는 0.35～0.41%까지 증가

하였고, 숙성 28일째까지는 변화량이 작다가 42일째부터 급

격히 증가하였다. RPP-G1, RPP-G2와 RPP-G3의 경우 각

각 0.33～0.38%, 0.33～0.39% 및 0.33～0.38% 범위로 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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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pH (A) and acidity (B) of red pepper paste
added with garlic during aging at 10

o
C for 56 days. RPP-C,

RPP-G1, RPP-G2 and RPP-G3 are abbreviations of the same as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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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fructose (A) and glucose (B) contents of
red pepper paste added with garlic during aging at 10oC for
56 days. RPP-C, RPP-G1, RPP-G2 and RPP-G3 are abbrevia-
tions of the same as in Table 1.

중 총산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RPP-C 처리구와 유

사하게 숙성 42일째부터 변화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중 식품의 pH 및 총산도 변화는 원료, 저장온도, 가공

조건 등에 의해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저장온도가

높고 초기균수가 많을수록 단기간에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15). 숙성 중 홍고추 페이스트의 pH 및 총산도 변화량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페이스트 제조 과정 중 가열

공정에 의해 미생물 대부분이 사멸되어 초기 균수가 적고

낮은 숙성 온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22). 또한 마늘 첨가

구에서 무첨가구에 비해 pH 및 총산도 변화가 적은 것은

마늘의 항균작용(23)로 인해 숙성 중 미생물의 생육을 저하

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홍고추 페이스트의 숙성 중 유리당 함량 변화

제조한 홍고추 페이스트의 숙성 중 유리당 함량을 분석한

결과 Fig. 2와 같이 fructose와 glucose가 검출되었고, 초기

홍고추 페이스트의 fructose와 glucose 함량은 각각 2.32～

2.41% 및 1.94～2.09%로 마늘 첨가 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마늘의 fructose, glucose 함량이 홍고추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8). Fructose 함량은 숙성 21

일째까지 2.44～2.59% 범위로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가 숙성 28일째에 2.42～2.53% 범위에서 숙성 56일째까지

1.81～1.94% 범위까지 감소하였다. Glucose의 경우 숙성 28

일째까지 1.91～2.08% 범위로 변화량이 적었으며, 숙성 42

일째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숙성 56일째에 1.54～

1.71% 범위로 감소하였다. 마늘 첨가량에 따른 숙성 중 fruc-

tose 및 glucose 함량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유리당 함량

변화 패턴은 pH 및 총산도의 변화 패턴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당은 숙성 중 미생물의 생장 및 증식을 위한 탄소원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며(15), 감소 속도는 원료, 저장온도, 초기균

수 등에 의해 차이를 보인다. 또한 당은 숙성 중 미생물에

의해 유기산으로 전환되며, 그 결과 식품에 독특한 향미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4).

Jo 등(25)의 연구에서도 생강 페이스트의 유리당 함량은 저

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이

는 저장 중 당이 비효소적 갈변반응에 이용되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홍고추 페이스트의 숙성 중 색도 변화

제조한 홍고추 페이스트의 숙성 중 색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이 나타났다. 제조 직후 마늘 무첨가구인 RPP-C

의 L, a 및 b값은 각각 32.23, 53.20 및 53.42였고, 마늘 첨가구

의 경우 L값과 b값은 33.42～33.57 및 55.32～55.53 범위로

RPP-C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a값은 52.46～52.78 범

위로 RPP-C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마늘을 첨가한

양념고추장의 품질특성(26) 연구에서도 마늘 첨가 시 L값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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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s of red pepper paste
added with garlic during aging at 10oC for 56 days. RPP-C,
RPP-G1, RPP-G2 and RPP-G3 are abbreviations of the same as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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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plot of red pepper
paste added with garlic during aging at 10oC for 56 days by
electronic nose analysis. RPP-C, RPP-G1, RPP-G2 and RPP-
G3 are abbreviations of the same as in Table 1.

b값은 증가하고 a값은 감소한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

였다. 이는 홍고추에 비해 L값과 b값은 높고 a값은 낮은 마

늘 색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숙성 중 마늘 무첨가구인

RPP-C의 L값과 a값은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각각 32.23～

30.68 및 53.20～52.00으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마늘 첨가구의 경우에도 마늘 첨가량에 따른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으며 각각 33.50～31.31 및 52.46～51.27 범위로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성 중 b값은 RPP-C가 53.42～54.12,

마늘 첨가구는 55.16～56.03 범위로 모든 처리구에서 숙성

기간에 따른 큰 차이를 보지 않았다. 고추장의 경우 저장

중 Maillard 반응, 산화작용 등에 의한 변색으로 인해 L, a

및 b값은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27), 본 연구에서도 숙성 중

색의 변화는 주로 비효소적 갈변반응에 의한 것으로 생각

된다.

홍고추 페이스트의 숙성 중 향기패턴 분석

제조한 홍고추 페이스트의 숙성 중 전자코로 분석한 향기

패턴 변화를 도식화하여 주성분 분석한 결과는 Fig. 4와 같

다. 제조한 페이스트의 제 1주성분의 기여도는 90.607%, 제

2주성분의 기여도는 7.878%로 제 1주성분 값만을 이용한

패턴 변화의 인식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숙성 중

마늘 무첨가구인 RPP-C의 향기성분 변화율은 21일까지 제

1주성분 값은 0.644～0.281 사이에 분포되었다가 28일째에

-0.048로 음의 값으로 이동하여 56일째 -0.291 값으로 숙성

중 향기패턴은 positive에서 negative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

였으며, 제 2주성분 값은 숙성 중 0.037～0.139 범위로 변화

율이 적었다. 마늘 첨가구의 향기성분 변화율은 제조 직후

제 1주성분 값은 0.030～0.059 사이로 분포하며 RPP-C와의

향의 구분이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고, 마늘 첨가량에 따른

향기패턴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숙성 14일째에 0.012

～0.024 사이의 양의 값에 분포되었다가 21일째부터 -0.024

～0.069 사이로 음의 값으로 이동하여 56일째 -0.076～

-0.266 사이로 이동하였다. 마늘 첨가구의 숙성 중 제 2주성

분 변화율은 -0.098～0.011 범위로 변화율이 적게 나타났다.

마늘 첨가구의 숙성 중 향기패턴은 Fig. 4와 같이 숙성 28일

째를 기준으로 두 그룹으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고추 페이스트의 숙성 중 관능평가

제조한 홍고추 페이스트의 숙성 중 풋내, 달콤한 향, 시큼

한 향, 매콤한 향, 전체적인 향에 대한 관능특성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 제조 직후 마늘 무첨가구

인 RPP-C에 대한 풋내강도, 달콤한 향, 시큼한 향, 매콤한

향 및 전체적인 향은 각각 7.10, 4.40, 4.20, 5.50 및 3.90으로

나타났다. 마늘 첨가구의 제조 직후 풋내강도는 3.80～5.00

범위로 무첨가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전체적인

향의 경우 6.40～6.80 범위로 무첨가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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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nsory characteristics of red pepper paste added with garlic during aging at 10
o
C for 56 days

Sensory
characteristics

Fermentation period
(days)

RPP-C1) RPP-G1 RPP-G2 RPP-G3

Grassy flavor

0
7
14
21
28
42
56

7.10±0.57bB2)
6.40±1.78bB
6.20±1.48aAB
6.20±1.40bAB
6.80±0.63bB
5.80±1.81bAB
5.20±1.87aA

3.80±1.32aA
5.00±1.33abA
5.20±1.55aA
4.80±1.48abA
4.70±1.25aA
4.00±1.15aA
4.60±1.90aA

4.50±1.43aA
4.60±1.65aA
4.90±2.13aA
4.90±1.73abA
4.80±1.32aA
4.30±1.49aA
4.40±1.90aA

5.00±1.70aA
4.50±1.65aA
4.90±1.97aA
4.30±1.42aA
4.80±1.81aA
4.00±1.33aA
5.00±1.56aA

Sweet flavor

0
7
14
21
28
42
56

4.40±1.43aA
4.90±1.97aA
4.60±1.71aA
4.40±1.26aA
4.70±2.06aA
5.10±1.79aA
4.50±1.43aA

5.40±1.65aA
5.90±1.20aA
5.40±1.58aA
5.70±1.57bA
6.20±0.92bA
5.70±1.57aA
5.50±2.17aA

5.60±1.58aA
5.50±1.65aA
5.30±1.34aA
4.60±1.07abA
5.60±0.97abA
5.20±1.23aA
5.10±1.29aA

5.90±1.85aA
5.30±1.95aA
5.30±1.16aA
4.80±1.32abA
5.80±1.32abA
5.20±1.40aA
4.70±1.49aA

Sour flavor

0
7
14
21
28
42
56

4.20±1.93aA
3.30±1.25aA
4.00±0.94aA
3.40±1.58aA
4.30±1.42aA
3.70±1.42aA
4.40±1.58aA

4.50±1.58aA
3.70±1.06aA
4.80±1.40abA
3.80±1.40aA
3.70±1.06aA
4.80±2.15aA
4.20±1.40aA

4.10±1.85aA
4.20±1.48aA
3.80±1.14aA
3.60±1.65aA
4.10±0.88aA
4.40±2.01aA
4.60±1.51aA

4.50±2.22aA
4.00±1.33aA
5.20±1.40bA
3.90±1.52aA
4.30±1.25aA
3.80±1.93aA
4.20±1.48aA

Hot flavor

0
7
14
21
28
42
56

5.50±1.35aA
4.90±1.29aA
5.80±1.81aA
5.10±2.02aA
5.10±2.13aA
4.90±2.33aA
5.80±1.87aA

6.40±1.17aB
4.90±1.29aA
6.20±1.14aAB
5.40±1.17aAB
5.20±1.23aAB
5.10±1.91aAB
5.50±1.84aAB

6.00±1.49aB
5.00±1.15aAB
5.50±1.18aAB
5.50±1.27aAB
4.70±0.95aA
4.70±1.42aB
5.40±0.97aAB

5.70±1.34aA
5.20±1.99aA
5.80±0.92aA
5.60±1.65aA
5.10±1.52aA
4.70±1.42aA
5.10±1.60aA

Overall flavor

0
7
14
21
28
42
56

3.90±1.10aA
4.10±1.37aA
4.70±1.16aA
4.10±0.99aA
4.60±1.26aA
4.20±1.14aA
4.40±1.70aA

6.80±1.03bA
6.50±1.08bA
6.30±1.64bA
6.20±1.32bA
6.10±1.20bA
6.40±1.07bA
6.10±2.11aA

6.40±0.84bA
6.90±1.10bA
6.30±1.34bA
6.10±1.20bA
6.20±0.63bA
6.50±0.85bA
5.60±1.78aA

6.60±1.17bA
6.20±1.55bA
6.20±1.32bA
6.14±1.43bA
6.10±1.45bA
6.10±1.37bA
5.90±1.79aA

1)
See the legend of Table 1.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b) and a column (A,B) indicate significantly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은 점수를 받았지만, 마늘 첨가량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반

면에 제조 직후 마늘 첨가구의 달콤한 향, 시큼한 향 및 매콤

한 향은 각각 5.40～5.90, 4.10～4.50 및 5.70～6.40으로 무첨

가구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숙성 중 마늘 무첨가구인 RPP-C의 풋내강

도는 7.10～5.20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마늘 첨가구

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달콤한 향, 시큼한

향, 매콤한 향, 전체적인 향은 숙성 중 모든 처리구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풋내강도와 전체적인 향의 경우 숙

성 42일째까지는 마늘 무첨가구와 첨가구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지만, 숙성 56일째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관능평가 결과로부터 홍고추 페이스트 제조

시 마늘 첨가는 고추 풋내를 효과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으

며, 전체적인 향에 대한 기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마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홍고추 페

이스트를 10oC에서 8주간 숙성하면서 pH, 총산도, 유리당

함량, 색도 측정, 전자코를 활용한 향기패턴 분석과 관능평

가를 실시하였다. 홍고추 페이스트의 제조 직후 pH와 총산

도는 각각 5.07～5.18 및 0.33～0.35%로 마늘 첨가량에 따라

pH는 증가하고 총산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마늘

첨가량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숙성 28일째까지 pH 및 총산

도 변화량은 작다가 42일째부터 변화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

다. 초기 페이스트의 fructose와 glucose 함량은 각각 2.32～

2.41% 및 1.94～2.09%로 마늘 첨가 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숙성 중 fructose는 1.81～1.94%로, glucose는 1.54

～1.71% 범위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마늘 첨가량에 따

른 fructose 및 glucose 함량 차이는 크지 않았다. 홍고추



1784 황인국․신영지․이준수․정헌상․김혜영B․유선미

페이스트의 L, a 및 b값은 마늘 첨가 시 L값과 b값은 증가하

고 a값은 감소하였으며, 숙성 중 L값과 a값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고 b값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홍고추 페이스

트의 전자코 분석 결과 향기패턴은 숙성 중 마늘 무첨가구와

첨가구사이의 구분이 명확했으며, 마늘 첨가량에 따른 향기

패턴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관능평가 결과 숙성 중

마늘 첨가시 풋내강도는 무첨가구에 비해 낮았고 전체적인

향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늘 첨가량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달콤한 향, 시큼한 향 및 매콤한 향은 처리구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홍고추 페이스트

제조 시 마늘 첨가는 고추 풋내를 억제시키고 전체적인 향에

대한 기호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소스류 가공의

중간소재로 활용 시 숙성 기간은 28일 이내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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