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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standardize a preparation method for low-salt yacon jangachi
using rice wine lees. The proximate composition of yacon was 81.08% (moisture), 0.77% (crude protein), 0.14%
(crude lipid) and 0.70% (crude ash). In order to determine the preferred sodium concentrations of soaking solution
and rice wine lees, we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yacon jangachi during storage for 50 days
at 18oC. The salinity of yacon jangachi using rice wine lees with 2% and 4% salt increased with storage time,
but the salinity did not rise above 3% during storage for 50 days. The salinity of rice wine lees with 4% salt
decreased during storage time. a and b color values along with sheared force of yacon jangachi increased as
storage time increased, but L color value was reversed. In the sensory evaluation, the color preference for yacon
jangachi increased during storage time, and the taste preference was highest at day 30. The flavor preference
decreased during storage time, but the texture preference was reversed. In the sensory evaluation of overall
preference, yacon jangachi using rice wine lees with 0% salt decreased at day 30, whereas yacon jangachi using
rice wine lees with 2% and 4% salt increased during storage time. In conclusion, the salinity of yacon jangachi
stored for 50 days with 4% salt did not rise above 3%, and softening was not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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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야콘(yacon)은 학명이 Polymnia sonchifolia Poepping &

Endlicher로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구근작물로서 원산지

는 남아메리카 안데스 산맥의 중부 고지대이다(1). 형태는

고구마나 다알리아와 비슷하고, 식용부위는 주로 괴근을 사

용하며, 수분이 많고 식감이 배와 비슷하여 디저트용으로

사용되어 왔다(1,2). 야콘은 fructose, glucose, sucrose,

fructo-oligo 당, inulin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이 중 fruc-

to-oligo 당은 체내에서 흡수되지 않아 변비 개선 기능을 가

지고 있고, 혈중 지질과 혈당을 감소시켜 당뇨병 등에 효과

적이며, 비만, 동맥경화 및 유해균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야콘은 가정에서 조리가 가능하나 아미노화합물에

의한 polyphenol 축합반응과 polyphenol 효소의 중합반응에

의해서 조직이 빠르게 갈변하고, 수분 함량이 높아 저장성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주박은 쌀, 물, 누룩, 효모 등을 이용하여 청주, 약주 등의

술을 만드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양조 부산물로써 원료 쌀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알코올, 효소, 유기산 등을 포함하

고 있고, 식량이 부족했던 시기에 대체식품의 역할을 담당했

을 만큼 영양적인 면에서 우수하며, 일본에서는 식용, 합성청

주와 소주의 향미액 원료, 사료 첨가제 등으로 이용되고 있

다(5-7). 또한 주박은 당뇨, 고혈압, 골다공증, 심혈관계질환

등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으며, 체질 개선 및 미백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이러한 주박을 식품소재로 이

용한 연구는 저식염 고추장 개발(8), 약과(9), 국수(10), 브라

운소스(11) 등으로 주박의 활용이 제한적으로 되고 있다.

현재 야콘은 샐러드, 칩, 냉면, 국수, 잼, 김치, 약재, 음료

등의 형태로 이용되거나 다이어트 식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12), 야콘을 이용한 연구로는 초음료(1), 설기떡(13), 잼(14),

코팅 쌀(15)과 저장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야콘 초절임제품

(12)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주박을 이용한 야콘 절임식품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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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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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s for yacon jangachi in different salt con-
centrations of soaking solution and rice wine lees

Samples
Yacon
(g)

Rice wine
lees (g)

Salt
(g)

Sugar
(g)

Soju
(mL)

YC-4-0
(JB-4-0)

200 1,000 0 360 45

YC-2-2
(JB-2-2)

200 980 20 360 45

YC-0-4
(JB-0-4)

200 960 40 360 45

YC-4-0: Yacon jangachi was soaked in 4% salt concentration for
3 hr and mixed with rice wine lees containing 0% salt. YC-2-2:
Yacon jangachi was soaked in 2% salt concentration for 3 hr and
mixed with rice wine lees containing 2% salt. YC-0-4: Yacon
jangachi was soaked in 0% salt concentration for 3 hr and mixed
rice wine lees containing 4% salt. JB-4-0: Rice wine lees was
to add with 0% salt. JB-2-2: Rice wine lees was to add with
2% salt. JB-0-4: Rice wine lees was to add with 4% salt.

왔다(16,17). 장아찌는 제조 및 발효과정에서 각종 유기산과

알코올 성분이 생성되어 식욕을 촉진시키고, 식이성 섬유소

가 매우 많아 장의 운동을 도와 변비 및 대장암 등의 예방효

과가 있다. 또한 비타민과 무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유용한 미생물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8,19). 그러나

전통적인 절임식품인 장아찌는 재료를 소금물, 간장, 식초

등의 용액에 탈수시킨 후 다시 장류 등에 넣어 발효시키는

원리로 소금물에 절여지면서 식재료의 수분이 용출되고 염

분이 조직 내로 빠르게 침투함으로 인해 소금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다(20,21). 실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

조한 된장의 소금 함유율은 15% 이상이며, 순창지역에서

생산되는 감장아찌의 경우에도 염도가 5%를 넘는다(22,23).

소금의 과잉 섭취는 고혈압, 혈관질환, 신장질환, 위암 및

골다공증 등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

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은 염도가 높은 장아

찌를 기피하고 있어 전통식품인 장아찌의 소비량이 줄어들

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야콘의 저장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

니라 생리적 기능과 영양학적 특성이 우수한 주박의 활용가

치를 높일 수 있는 절임식품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고염도 장아찌를 대체할 수 있는 저염도

장아찌 제조를 위하여 주박을 이용한 저염 야콘 장아찌의

품질특성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야콘은 2011년도 전남 순천시에서 수

확된 야콘을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장아찌 제조에 들

어가는 재료로 주박(롯데주류, 군산), 설탕(큐원, 삼양, 서

울), 소주(알코올농도 20.1%, 참이슬, 진로, 서울), 천일염(꽃

소금, 샘표, 서울)을 사용하였다.

야콘 주박 장아찌 제조

염용액 염도와 주박의 염도에 따른 야콘 장아찌의 품질특

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은 배합비율로 야콘 장아

찌를 제조하였다. YC-4-0 시료는 4% 소금물에 3시간 침지

한 후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주박을 이용하여 제조한 야콘

장아찌이고, YC-2-2 시료는 2% 소금물에 3시간 침지한 후

2% 소금을 첨가한 주박을 이용하여 제조한 야콘 장아찌이

며, YC-0-4 시료는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물에 3시간 침지

한 후 4% 소금을 첨가한 주박을 이용하여 제조한 야콘 장아

찌를 나타내었다. JB-4-0는 YC-4-0 시료를 저장한 주박이

고 JB-2-2는 YC-2-2 시료를 저장한 주박이며, JB-0-4는

시료 YC-0-4 시료를 저장한 주박이다. 이와 같이 제조한

주박 야콘 장아찌는 18±2oC에서 보관하면서 0일부터 50일

까지 10일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성분 측정

야콘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법(24)에 따라 행하였다.

즉, 수분은 상압가열건조법, 조단백질은 Kjeldahl법, 조지방

은 Soxblet법 그리고 조회분은 직접회화법으로 각각 측정하

였다.

주박과 야콘 장아찌 염도 측정

각각의 염도에 따라 제조한 주박 야콘 장아찌에서 야콘과

주박의 저장 중 염도 측정은 Mohr법(25)에 준하여 시료 5

g을 취하여 100 mL로 정용한 후 5분간 교반한 다음 여과한

후 여과액 10 mL를 취하여 10% K2CrO4 지시약 1 mL를

가하고 0.1 N-AgNO3로 적정하여 적갈색을 띄는 점을 종말

점으로 하였다.

색도 측정

주박 야콘 장아찌의 저장 중 색도 변화는 색차계(JC 801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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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백색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을 측정하였다.

절단력 측정

주박 야콘 장아지의 저장 중 절단력 변화는 texture ana-

lyzer(TA-XT2i, Stable Micro System Co., Surrey, U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heared force의 측정조건은 test

type: measure force compression, test speed: 5.0 mm/sec,

strain: 90%, calibration probe: shear blade set로 하였다.

관능검사

관능검사는 순천대학교 조리과학과 대학 및 대학원생 17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각 시료의 용기에는 난수표에서

선택한 세 자리 숫자를 표시하였고, 제시 순서는 무작위로

하였다. 시료와 시료 사이에 입을 헹굴 수 있도록 정수된

물(18±2oC)과 뱉는 컵을 함께 제공하여 시료를 평가하기

전에 시료의 특성에 따른 전 시료와의 혼란과 감각의 둔화를

줄이기 위해 2∼3회 정도 충분히 입 헹굼을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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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proximate composition of yacon root (%)

Sample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lipid

Crude
ash

Yacon 81.08±0.23 0.77±0.09 0.14±0.03 0.70±0.02

All values are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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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NaCl of yacon jangachi prepared in differ-
ent salt concentrations. YC-4-0: Yacon jangachi was soaked
in 4% salt concentration for 3 hr and mixed with rice wine lees
containing 0% salt. YC-2-2: Yacon jangachi was soaked in 2%
salt concentration for 3 hr and mixed with rice wine lees contain-
ing 2% salt. YC-0-4: Yacon jangachi was soaked in 0% salt con-
centration for 3 hr and mixed rice wine lees containing 4% salt.

주박 야콘 장아찌의 선호도에 대한 평가 항목은 색(color),

맛(taste), 향미(flavor), 물성(texture) 및 전체적인 선호도

(overall preference)로 15점 line scale을 사용하였고,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1점은 ‘매우 선

호하지 않는다’, 15점은 ‘매우 선호한다’로 평가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

ce,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으로 통계처리 하였

으며,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

하여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야콘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야콘

의 수분 함량은 81.08%, 조단백 함량은 0.77%, 조지방 함량

은 0.14% 그리고 조회분 함량은 0.70%로 나타났다. Lee 등

(26)의 연구에서 야콘의 수분 함량은 89.52%, 조단백 함량은

0.04%, 조지방 함량은 0.31% 그리고 조회분 함량은 0.40%로

나타났고, Kim 등(27)의 야콘의 이화학적 성분과 항산화 효

과에 대한 연구에서 야콘의 일반성분은 건물량 기준으로 수

분 함량은 3.53%, 조단백 함량은 1.13%, 조지방 함량은

0.40% 그리고 조회분 함량은 0.79%라고 하였다. 수분과 조

지방 함량은 Lee 등(26)의 연구보다는 약간 낮았다. Kim 등

(27)의 연구에 비하여 수분함량은 높고, 조단백, 조지방, 조

회분 함량은 낮았는데 이는 갓 수확한 야콘을 측정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분의 차이는 야콘의 품종, 산지, 수확시

기, 저장방법, 생육환경, 건조여부 등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

다. 야콘과 같은 근채류에 속하는 연근과 국화과에 속하는

우엉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 수분함량은 각각 87.59%와

78.37%, 조단백 함량은 0.29%와 0.98%, 조지방 함량은

0.05%와 0.11% 그리고 조회분 함량은 0.36%와 0.27%로 보

고하였다(28).

염도

0%, 2% 및 4% 소금물에 3시간 동안 침지한 야콘을 4%,

2%, 0% 소금을 섞은 주박과 각각 혼합하여 최종 염도를 일

정하게 조절한 후 50일 동안 상온에서 저장하면서 측정한

야콘 장아찌의 염도는 Fig. 1과 같다. 저장 0일째에 YC-4-0

에서 염도는 0.8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YC-2-2에

서 0.58% 그리고 YC-0-4에서 0.44%로 나타났다. 4% 소금

물에 3시간 동안 수침한 후 0% 소금을 섞은 주박에 50일

동안 저장한 YC-4-0은 저장 10일째에 0.41%로 야콘 장아찌

의 염도가 낮아졌고, 저장 50일째에는 0.52%로 나타났다.

2% 소금물에 3시간 동안 수침한 후 2% 소금을 섞은 주박에

50일 동안 저장한 YC-2-2는 저장 20일째에 1.00%로 높아졌

고, 그 이후에도 염도가 증가하여 저장 50일째에는 1.69%로

나타났다.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물에 3시간 동안 수침한

후 4% 소금을 섞은 주박에 50일 동안 저장한 YC-0-4는 저

장기간 동안 염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저장 50일째에는

2.72%로 나타났다. 주박에 4% 소금을 첨가한 YC-0-4 시료

와 2% 소금을 첨가한 YC-2-2 시료는 저장 30일까지는 야콘

장아찌의 염도가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Kang 등(29)의 양파장아찌 연구

에서도 저장 초기에는 장아찌의 염도가 급격하게 높아진 후

숙성시간이 길어질수록 염도가 서서히 증가한다는 경향과

일치하였다. 제조 당일에는 수침한 소금물의 농도에 따라

야콘의 염도가 차이가 있었고, 저장기간 동안에는 주박의

염도에 따라 야콘 장아찌의 염도가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주박의 염도를 4%로 하여 야콘을 저장하여도

50일 동안 야콘의 염도는 3% 이하로 나타났다. Cha 등(30)

의 연구에서 침지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동시 장아찌의 염도

가 높아지고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염도에 따라 동시 장아

찌의 염도 증가폭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0%, 2% 및 4% 소금물에 3시간 동안 야콘을 침지한 후

침지한 야콘을 4%, 2%, 0% 소금을 섞은 주박과 각각 혼합하

여 최종 염도를 일정하게 조절한 후 50일 동안 상온에서 저

장하면서 측정한 주박의 염도 변화는 Fig. 2와 같다.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주박은 저장기간 동안 염도가 0.37∼0.52%로

나타났고, 2%의 소금을 섞은 주박은 저장기간 동안 염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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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NaCl of rice wine lees prepared in differ-
ent salt concentrations. JB-4-0: Rice wine lees was added with
0% salt. JB-2-2: Rice wine lees was added with 2% salt. JB-0-4:
Rice wine lees was added with 4% salt.

Table 3. Changes in Hunter's color value of yacon jangachi
prepared in different salt concentrations

Days
Samples

1)

YC-4-0 YC-2-2 YC-0-4

L value

0
10
20
30
40
50

59.46±3.74A
49.88±1.68aB
43.16±0.33bC
40.06±1.23CD
37.34±2.26D
33.23±0.37aE

59.46±3.74A
43.19±0.42bB
46.60±2.54aC
36.30±1.10D
34.22±2.50D
28.56±0.99bE

59.46±3.74A
47.98±0.72aB
40.83±0.38bC
36.93±4.13CD
36.81±2.34CD
33.57±2.22aD

a value

0
10
20
30
40
50

-6.80±0.47D
1.63±1.07C
1.77±1.32aC
2.37±1.88aBC
4.07±0.19aB
6.28±1.15aA

-6.80±0.47D
0.35±0.35A
-2.03±0.68bBC
-2.56±0.57bC
-0.68±0.78cAB
-1.43±1.30cBC

-6.80±0.47D
1.04±0.21AB
-0.47±0.55bBC
-0.74±0.45bC
1.08±0.97bAB
2.38±1.60bA

b value

0
10
20
30
40
50

14.06±1.99E
22.90±0.54aD
26.85±0.30C
28.94±2.01bC
34.90±1.20cB
41.46±2.09A

14.06±1.99F
20.53±0.72bE
29.28±1.80D
36.84±0.54aC
41.64±1.56aB
44.75±1.51A

14.06±1.99F
19.84±0.06bE
29.94±1.35D
34.63±3.07aC
38.00±0.64bB
43.14±1.24A

1)Samples are same as Table 1.
All values are mean±S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F) and a row (a-c)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30∼1.43%로 나타났으며, 4%의 소금을 섞은 주박은 저장

기간 동안 염도가 2.01∼2.60%로 나타났다. JB-4-0은 저장

기간 동안 염도가 변화가 적었고, JB-2-2는 저장 20일까지

염도가 감소하다가 30일 이후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JB-0-4는 저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염도가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으며, 40일과 50일 사이에 가장 크게 염도가 낮아졌

다. Cha 등(30)의 동시 장아찌 제조 연구와 Jung 등(31)의

단감 장아찌 제조 연구에서 염도가 높아질수록 동시와 단감

의 염도가 높아지는 것은 삼투압의 차가 커져 염이 장아찌

재료 내부로 침투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

과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색도

0%, 2% 및 4% 소금물에 3시간 동안 침지한 야콘을 4%,

2%, 0% 소금을 섞은 주박과 각각 혼합하여 최종 염도를 일

정하게 조절한 후 50일 동안 상온에서 저장하면서 측정한

색도 변화는 Table 3과 같다. 야콘 장아찌 제조 당일의 L값

은 59.46으로 나타났고, 저장 10일째에는 4% 소금물에 침지

한 후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주박에 섞은 YC-4-0 시료가

49.88로 가장 높았고, 2% 소금물에 침지한 후 2%의 소금을

주박에 섞은 YC-2-2 시료는 43.19로 가장 낮았으며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저장 20일째에는 YC-2-2 시

료가 46.60으로 가장 높았고, 저장 30일째와 40일째에는

YC-4-0가 각각 40.06과 37.34로 가장 높았으며, 저장 50일째

에는 0% 소금물에 침지한 후 4%의 소금을 주박에 섞은

YC-0-4 시료가 33.57로 가장 높았다. 각각의 저장기간에서

10일, 20일 및 50일에는 시료 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또한 모든 시료에서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L값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각각의 시료는 저장기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저장기간 동안 L값이 가장 크게

감소한 시료는 2% 소금물에 침지한 후 2% 소금을 주박에

혼합하여 제조한 야콘 장아찌인 YC-2-2로 나타났고, 그 다

음으로 YC-4-0, YC-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야콘 장아찌 제조 당일의 a값은 -6.80으로 나타났고, 저장

10일째에는 YC-4-0 시료가 1.63으로 가장 높았으며, YC-

2-2 시료는 0.35로 가장 낮았으나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저장 20일째부터 50일째까지는 YC-4-0 시료가

각각 1.77, 2.37, 4.07 및 6.28로 가장 높았고, YC-2-2 시료는

각각 -2.03, -2.56, -0.68 및 -1.43으로 가장 낮았으며, 각각의

저장 일자에서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소금물

4%에 침지한 후 주박에 소금을 첨가하지 않고 제조한 야콘

장아찌인 YC-4-0 시료는 저장기간 동안 a값이 계속 증가하

였고, 그 외에 YC-2-2 및 YC-0-4는 저장 10일부터 저장

20일까지는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모든 시료는 저장기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야콘 장아찌 제조 당일의 b값은 14.06이었고, 저장 10일째

에는 YC-4-0 시료가 22.90으로 가장 높았고, YC-0-4 시료

는 19.84로 가장 낮았으며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

다. 저장 20일째에는 YC-0-4 시료가 29.94로 가장 높았고

YC-4-0 시료는 26.85로 가장 높았으며,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저장 30일째부터 저장 50일째까지는 YC-2-

2 시료가 각각 36.84, 41.64 및 44.75로 가장 높았고 YC-4-0

시료는 28.94, 34.90 및 41.46으로 가장 낮았으나, 저장 40일

째에만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모든 시료는 저

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저장기간

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Han 등(32)의 고추장과

된장을 침지물로 사용한 땅두릅 장아찌의 색도 변화에서 L

값은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였고, a값과 b값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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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sheared force of yacon jangachi prepared
in different salt concentrations. YC-4-0: Yacon jangachi was
soaked in 4% salt concentration for 3 hr and mixed with rice wine
lees containing 0% salt. YC-2-2: Yacon jangachi was soaked in
2% salt concentration for 3 hr and mixed with rice wine lees con-
taining 2% salt. YC-0-4: Yacon jangachi was soaked in 0% salt
concentration for 3 hr and mixed rice wine lees containing 4%
salt.

와 감소를 반복하였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

향을 보였다. 또한 양파 장아찌(33)에서는 L값은 저장기간

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였고 a값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b값은 저장 16일째에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

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되었다. 적과 단감

장아찌 제조 연구(34)에서는 고추장을 침지액으로 사용한

경우 L값은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였고 a값과 b값

은 증가하였으며, 10% 소금물을 침지액으로 사용한 경우에

는 L값과 a값은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고, b값은

40일째까지는 증가하였으나 50일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 장아찌 재료, 침지물 종류 및 염도, 저장조건 등에

따라 색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주박을

이용한 야콘 장아찌의 경우, 주박과 야콘의 염 농도가 각각

달라도 저장기간 중 야콘 장아찌의 색도의 변화 경향은 유사

하였다.

물성

0%, 2% 및 4% 소금물에 3시간 동안 침지한 야콘을 4%,

2%, 0% 소금을 섞은 주박과 각각 혼합하여 최종 염도를 일

정하게 조절한 후 50일 동안 상온에서 저장하면서 측정한

절단력 변화는 Fig. 3과 같다. 생 야콘의 절단력은 0.66 kg이

었고, 저장 10일째에는 YC-4-0 시료와 YC-2-2 시료는 0.72

kg으로 가장 높았고, YC-0-4 시료는 0.71 kg으로 가장 낮았

으나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저장 20일째에는

YC-0-4 시료는 0.76 kg으로 가장 높았고, YC-4-0 및 YC-

2-2 시료는 0.70 kg으로 가장 낮았으며,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저장 30일째에는 YC-2-2 시료가 0.83 kg으

로 가장 높았고, 저장 40일째와 50일째에는 YC-0-4 시료가

각각 0.96 kg 및 1.17 kg으로 가장 높았다. YC-4-0 시료는

저장 20일째와 마찬가지로 저장 30일부터 50일째까지도 각

각 0.74, 0.89 및 0.97 kg으로 가장 낮았다. YC-4-0 시료와

YC-2-2 시료는 저장 10일과 20일 사이에 약간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YC-

0-4 시료는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다. 주박의 소

금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저장기간 동안 절단력도 증가하였

는데, 이는 주박의 염도가 높아 야콘의 수분이 용출되어 나

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30)와 단감(31,34) 장아찌는

20∼40일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다가 그 이후에는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삼투압 차이에 의한 탈수현상

과 장아찌 재료의 연화와 관련된 효소작용이 억제되어 경도

가 증가하고, 그 이후에는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경도가 감

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Lee와 Lee(35)의 염장과정

중 무의 조직감에 대한 연구에서는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절단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였으며 야콘은 저장기간이 길어져도 연화현상은 거의 진행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능검사

0%, 2% 및 4% 소금물에 3시간 동안 침지한 야콘을 4%,

2%, 0% 소금을 섞은 주박과 각각 혼합하여 최종 염도를 일

정하게 조절한 후 50일 동안 상온에서 저장하면서 측정한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저장기간 동안 색에 대한

선호도에서 제조당일과 저장 10일째에는 시료 간에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다.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주박에 저장한 야

콘은 저장 20일째에 선호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후 다시

증가하였으나 저장 40일째 이후에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였다. 2% 소금을 첨가한 주박에 저장한 야콘은 저장 30일째

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 소금을 첨가한 주박에 저장한 야콘은 저장 30일째에 약

간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

20일의 경우에만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그 외

의 저장기간에는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각각의 시료는 저장기간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박의 색에 의해서 야콘 장아찌의

색이 노란색으로 변화하였는데, 그에 따라 색에 대한 선호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저장기간 동안 주박 야콘 장

아찌의 맛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 제조 당일에는 4% 소금물

에 침지한 야콘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으나, 시료 간에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주박에 저장한

야콘은 저장 30일째까지는 맛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였으며, 50일째에는 제조 당일 다음으로

낮았다. 2% 소금을 첨가한 주박에 저장한 야콘 장아찌는

제조 당일에는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였고, 저장 30일째까지

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4% 소금을 첨가한

주박에 저장한 야콘 장아찌도 저장 30일째까지는 증가하다

가 그 이후에는 감소하였다. 저장기간 동안 맛에 대한 선호

도는 염도가 높은 주박에 저장한 장아찌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한국인의 식단이 대체적으로 염도가 높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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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s in sensory evaluation of yacon jangachi
prepared in different salt concentrations

Days
Samples

1)

YC-4-0 YC-2-2 YC-0-4

Color

0
10
20
30
40
50

4.68±1.08C
7.98±1.42B
7.01±1.80bB
10.68±1.90A
11.27±1.88A
10.50±2.16A

4.47±1.47C
8.81±1.51B
10.01±2.33aAB
9.67±2.30AB
10.25±2.24AB
11.06±2.13A

4.88±1.77C
9.04±2.1B
8.72±1.59aB
9.19±1.69B
9.98±2.10AB
10.93±2.11A

Taste

0
10
20
30
40
50

5.90±2.65
6.89±2.30
7.24±1.72b
7.68±2.15b
6.49±1.96b
6.01±1.30b

4.27±1.31D
6.82±2.13C
7.21±1.52bBC
10.02±2.23aA
9.99±2.73aA
8.31±2.13aB

4.85±2.06D
8.18±2.18C
8.77±1.29aBC
10.72±1.55aA
9.86±1.73aAB
9.11±1.66aBC

Flavor

0
10
20
30
40
50

6.14±1.95aC
9.18±1.75aA
10.04±2.02aA
7.82±1.97bB
6.88±1.90bBC
6.62±2.12bBC

4.52±1.85bC
7.20±2.01bAB
7.43±1.86bAB
8.44±2.43abA
8.18±2.45abA
6.47±1.58bB

4.64±1.75bB
8.52±1.55aA
9.37±1.95aA
9.68±1.64aA
9.33±1.40aA
8.87±1.53aA

Texture

0
10
20
30
40
50

6.71±1.88
7.08±1.89
7.33±1.94ab
7.78±1.53ab
8.02±2.47
8.54±2.11

6.02±1.82C
7.31±2.05BC
6.42±2.20bC
6.63±1.93bC
8.46±1.77AB
9.55±1.87A

5.71±1.90C
7.52±1.27B
8.31±1.76aAB
8.15±1.92aAB
7.73±1.54AB
9.24±1.91A

Overall
preference

0
10
20
30
40
50

5.48±2.43C
8.51±2.29aAB
8.27±1.98aAB
9.32±1.72A
7.84±2.35AB
7.25±1.71B

4.69±1.70B
6.24±2.40bAB
6.66±1.75aA
7.83±2.96A
7.70±2.24A
7.93±2.46A

4.26±1.68B
7.89±1.89aA
8.53±2.54bA
8.78±2.40A
7.93±1.92A
8.53±2.60A

1)
Samples are same as Table 1.
All values are mean±SD.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C) and a row (a,b)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때문에 실험에 참여한 패널들도 염도가 낮은 야콘 장아찌보

다 염도가 높은 야콘 장아찌를 선호한다고 생각된다. 저장기

간 동안 주박 야콘 장아찌의 향미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주박에 저장한 야콘은 저장 20일째까

지 선호도가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박 염도 2%에 저장한 야콘은 저장 30일째

까지 선호도가 증가하였고, 50일째에 크게 감소하였다. 4%

소금을 첨가한 주박에 저장한 야콘은 저장 10일 이후부터

향미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였고, 저장기간 동안 크게 변화

하지 않았다. 저장기간 동안 주박 야콘 장아찌의 물성에 대

한 관능검사 결과, 소금을 첨가한지 않은 주박에 저장한 야

콘과 4% 소금을 첨가한 주박에 저장한 야콘은 저장기간 동

안 물성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소금을 첨가한 주박에 저장한 야콘은 저장 20, 30일째에 물

성에 대한 선호도가 감소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저장기간 동안 주박 야콘 장아찌의 전체적인

선호도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 소금을 첨가하지 않은 주박에

저장한 야콘은 저장 10일째에 가장 높게 선호도가 증가하였

고, 저장 30일째 이후에는 전체적인 선호도가 낮아지는 경향

을 보였다. 2% 소금을 첨가한 주박에 저장한 야콘은 저장기

간 동안 전체적인 선호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소금을 첨가한 주박에 저장한 야콘은 저장 30일째까지

는 전체적인 선호도가 증가하였고, 저장 40일째에 약간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이후에 다시 증가하였다. 주박을

이용한 야콘 장아찌는 갈변 등을 방지하기 위한 초기 소금물

의 염도보다 주박의 염도가 야콘 장아찌의 선호도 향상에

영향을 더 미친다고 생각된다. 주박을 이용하여 야콘 장아찌

제조 시 2∼4% 정도의 소금을 첨가하는 것이 선호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야콘의 침지액 소금물 농도와 주박의 소금 첨가량에 따라

제조한 주박 야콘 장아찌의 저장 중 품질특성을 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야콘의 수분 함량은 81.08%, 조단백 함량은

0.77%, 조지방 함량은 0.14% 그리고 조회분 함량은 0.70%로

나타났다. 0%, 2%, 4% 소금물에 3시간 동안 침지한 야콘을

4%, 2%, 0% 소금을 섞은 주박과 각각 혼합하여 최종 염도를

일정하게 조절한 후 50일 동안 18± 2oC에서 측정한 야콘

장아찌의 염도의 경우 0% 소금을 첨가한 주박에 저장한 야콘

장아찌는 저장 10일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2%와 4%

소금을 첨가한 주박에 저장한 야콘 장아찌는 저장기간이 길

어질수록 증가하였으나, 저장 50일 동안 염도는 3% 이하로

나타났다. 반면에 50일 저장기간 동안 주박의 염도의 경우

0% 소금을 첨가한 주박은 저장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고,

4% 소금을 첨가한 주박은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염도가

감소하였다. 색도에서 L값은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

였고, a값은 저장 10일째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b값은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다. 야콘 장아찌의

절단력은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다. 각각의 야콘

장아찌의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색에 대한 선호도는 저장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였고, 맛에 대한 선호도는 저장

30일째가 가장 높았으며, 향미에 대한 선호도는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박 특유의 향으로 인하여 감소하였다. 물성에

대한 선호도는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았고, 전체적인 선

호도는 주박에 0% 소금을 첨가한 야콘 장아찌는 저장 초기

에는 선호도가 높았으나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선호도가

낮아졌고, 2%와 4% 소금을 첨가한 야콘은 저장기간이 길어

질수록 선호도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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