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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사과는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과실류 중 생산량이 2015
년 672,045톤인 감귤에 이어 582,845톤으로 다량 생산되는
과실로생산량 2위를차지하고있으며, 국내 전체과실 생산

량의 22%를차지하는중요한다년생작물이다(Korean Statis-
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 또한사과는기호적으로우
수할뿐만아니라영양성분외에도 flavonoid 성분인 cyanidin 
epicatechin, glycosides, quercetin 등과 페놀화합물인 ferulic 
acid, chlorogenic acid 등의 기능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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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hanges in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apples pre-treated 
differently with salt and sugar for apple Jangachi. When salt was used, moisture content was decreased 
by 28.41% to 57.67% at 24 hours and maintained an average 56.92% after 24 hours. However, when 
sugar was used, moisture content decreased steadily to 41.14% (60h). The pH of the apple pre-treated 
with salt decreased from pH 4.42 to pH 3.63 at 12 hours. However, in the case of apples pre-treated 
with sugar, pH decreased from pH 4.52 to pH 4.19 after 48 hours, bu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versely, total acidity of apple pre-treated with salt increased from 11.46% to 0.35% during 72 hours. 
But total acidity of apple pre-treated with sugar decreased to 0.11% at 24 hours and maintained. Sugar 
content of apple pre-treated with salt increased to 33.1% at 12 hours and maintained. Conversely, in 
case of sugar pre-treatment, sugar content of apple pre-treated with sugar increased steadily to 45.12% 
at 72 hours. Salinity of apple pre-treated with salt increased sharply to 15.74% during 24 hours. 
Lightness (L*) of apple pre-treated sugar was not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But apple pre-treated 
salt decreased slightly. Yellowness (b*) was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regardless of pre-treatment 
group. Sensory evaluation revealed that sugar pre-treatment apples were highly evaluated for flavor, 
taste, chewiness and overall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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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염증․항알러지․항암․항산화 등의 생리활성을 갖는 건

강식품으로 알려져 있다(Kim, 2015; Yun et al., 2007; Tsao 
et al., 2003). 특히, 최근 사과껍질에 다량 존재하는 ursolic 
acid에 의한 근육량 증가 및 체중 감소, 혈당강하등에대한
효과도 보고되었다(Bang et al., 2014; Kunkel et al., 2012). 
사과에 대한 기호도는연령대에따라다소차이가 있으나

조사대상의 70～90% 이상이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사과의 소비 형태는 조각을 내거나 껍
질을제거한후섭취하는등대부분생과형태로소비되고있

으며, 국내 사과가공품 또한 주스 및 음료가 가공품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소비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

양한 사과가공품의 개발이 필요하다(Seo & Jang, 2007; Huh, 
2010). 특히, 사과를이용한주스및음료, 유제품, 잼, 조미료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는 높으나 이외의사과 가공품

에 대한 인지도는 낮아 몇몇 제품 유형에 한정되어 있으며, 
장류 및 발효식품, 면류 등다양한 제품의개발을 통하여 소
비자의 인지도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Huh, 2010). 이에 저
자 등은 본 연구에 앞서 우리 전통발효식품인 장아찌의 재

료로서 적합성, 절임원 및 장아찌의 형태, 제조공정, 사과품
종에 따른 특성 등에 대해 보고한바 있다(Oh & Oh, 2016; 
Oh & Kang, 2016).     
한편, 장아찌는 다양한 채소류 및 어패류 등의 농수산식

품 재료를 데치거나 소금에 절이는 등 적절한 처리를 한 후

주박, 장류 등 절임원에 절여 숙성한 후 이용하는 저장 발효
식품이다. 일반적으로 장아찌는 제조방식에 따라 절임원에
절여서 제조한절임장아찌와 양념 등을 첨가한후 조리과정

을 거쳐 제조한 숙장아찌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절임장아찌
는 다시 절임원의 종류에 따라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주
박 장아찌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과채류를 이용한 절임장아찌의 제조는 보통 절임 재료의

특성에 따라 소금 등을 이용한 삼투건조 등 전처리를 통해

1차적인 가공을 한 후 다시 절임원에 넣어 장기간 숙성시켜
제조한다. 이러한 숙성 과정 중 과채류는 소금의 삼투작용
에 의해 조직을구성하는 팩틴질내 칼슘, 마그네슘 등의 다
가 양이온이 나트륨으로 치환되며, 이로 인해 팩틴이 분해
되어 조직이 물러지고 식감이 달라지는 등의 변화가 발생하

게 된다(Woo et al., 2005; Kaneko et al., 1982).
사과장아찌는 과일을 이용한 장아찌 중 하나로 오래전부

터 간장을 이용하여 만들어져 왔으나 현재는 거의 사라져

가고 있다. 또한숙성후 푸석푸석한 질감때문에 제품에 대
한 기호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저자 등은 이를 개선

하고 현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여 보고하였다(Oh & Oh, 2016; Oh & Kang, 
2016). 특히, 선행연구 결과 꾸들꾸들한 씹는 식감이 있는
고추장 장아찌를 선호하였는데, 이러한 식감을 갖기 위해서

는절임및건조등몇단계의전처리공정이필요하다. 이에
저자 등은 사과장아찌개발 및품질개선을 위한 연구과정에

서 확립한 전처리 공정에 대한결과를 절임과정에서 절임원

에 따른 이화학적 특성에 대한 부분과 식감 등 품질이 개선

된 고추장사과 장아찌 제조를 위한 전처리 공정 최적화 부

분으로 나누어서 보고하고자 한다. 
장아찌에대한연구는주로오이, 마늘, 깻잎, 고추등주로

채소류 등에 한정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과실을 주 절임재
료로하는장아찌에대한연구는감, 복숭아, 매실등몇가지
에대한연구만진행되었을뿐다른과실류를이용한장아찌

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Chung & Chung, 1995; Cha et al., 
2003; Hong et al., 2012; Jeong et al., 2006). 특히, 장아찌 제조
를 위한 전처리 과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절임은 식품을 고농도의 절임원 용액에 침지

함으로써 삼투작용에 의해 수분을 제거하는 건조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절임원 용액과 절임재료 사이에물질의 이동이

수반된다(Youn, 1998; Conway et al., 1983). 삼투건조는 낮은
온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열에 의한 재료의 열화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삼투건조 과정에서 흡수된 적절한 양
의 당 성분은 열풍건조 등 2차적인 열처리 가공에서 절임재
료의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삼투건조는 절
임원의 종류, 절임 온도, 교반 여부, 절임 시간 등에 의해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oun, 1998).
저자 등은 선행연구를 통해 고추장사과장아찌를 개발 및

제조하였으며, 고추장사과장아찌의 조직특성 등 품질을 개
선하기 위한 제조공정을 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사과장아찌를 제조하기 위한 1차적인전처리과정인절임공
정 중 절임원의 종류에 따른 사과의 이화학적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사과 과수농가 및 이를 가공하는 농
가에서 낙과 및 등외품 등을 이용한 사과장아찌 및 기타 절

임류 제조 시 절임원 선택 및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사과는 홍로품종으로 8월에 수확한 것
을 예산지역의 사과생산농가로부터 직접 구매하였으며, 절
임원으로 사용한 소금(청정원)과 설탕(삼양)은 대형 식자재
유통업체로부터 구입하였다.

2.2. 장아찌 제조를 위한 사과의 전처리

사과는 사과생산농가로부터 구입한 후 0℃에서 보관하였
으며, 실험에 사용하기위해 먼저사과를 증류수로 3회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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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물기를 제거하였다. 물기를 제거한 사과는 두께가 0.5 
cm가 되도록 세절한 후 씨가 있는 중심부분을 제거하였다. 
준비한 사과 1,000 g당 500 g의 소금과 설탕을 각각의 세절
한 사과에 켜켜이 뿌려서 절인 후 20℃에서 삼투건조하였으
며, 여과지를 이용하여 표면의 수분을 깨끗이 제거한 후 시
료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2.3. 수분함량 측정

시료의수분함량은 105℃ 상압가열 건조법을이용하여측
정하였다. 절임원에 절인 세절사과 표면의 수분을 깨끗이
제거한 후 105℃의 대류형 열풍건조기(EDO-L, Dae Rim Ins-
trument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항량이 될 때까지 건
조하였으며, 건조한 사과의 무게를 측정하여 수분함량을 환
산하였다. 측정에 사용한 시료의 양은 약 5 g이었으며, 장아
찌 제조를 위해 전처리를 할 때마다 3회 반복 측정하였다.

2.4. pH 및 총산도 측정

절인 세절사과의 pH 및 총산도를 측정하기 위해 시료 10 
g에 멸균증류수 20 mL를 첨가하여 blander로 5분간 분쇄하
였으며, 멸균거즈를 이용하여 여과한 여과액을 pH 및 총산
도 측정에 사용하였다. 여과액의 pH는 pH meter (915DC, 
Istek, Korea)로 측정하였으며, 총산도는 여과액(10 mL)의 pH
가 8.3이 될 때까지 중화시키는데 사용된 0.1 N NaOH를
lactic acid함량(%)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Total acidity(%) =
0.1 N NaOH 소비량(mL) × 0.009 × 100 ÷시료의 무게(g)

2.5. 당도 및 염도 측정

전처리 중 사과의 당도는 pH 및 총산도 측정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분쇄 및 여과한 후 여과액의 당도를 측정하였다. 
여과액 1 mL를 취한 후 디지털 당도계(Pocket Pal-1, Atog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염도는 Mohr법을 이
용하여측정하였다. 먼저시료 5 g을취하여 600℃회화로에서
4시간 동안 회화한 후 방냉하였으며, 방냉한 시료를 증류수
에 현탁하여 100 mL로 정용하였다. 현탁액 25 mL를 분취하
여 2% K2CrO4용액 1 mL를 가하고 0.1 N AgNO3로 적정하여

약한 적갈색이 나타나는 점을 종말점으로 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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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색도측정

전처리 중 사과의 색변화를 색차계(CR-400, Konica Minol-
ta Sensing INC., Osaka,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
정값은 ICE L*(명도, lightness), a*(적색도, redness), b*(황색
도, yellowness)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표준백판(standard 
plate)의 L*, a*, b* 값은 각각 97.62, -1.09, 4.25이었다.

2.7. 관능평가 및 외관관찰

절임원을 달리하여 처리한 세절사과를 25℃에서 72시간
동안 절인 후 각각의 사과에 대한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료에 대한 평가는 외관(appearance), 향(flavor), 맛(taste), 씹
힘성(chewiness),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nce)에 대해
5점 평점법(1: 매우 싫다, 2: 싫다. 3: 좋지도 싫지도 않다., 
4: 좋다, 5: 매우 좋다)으로 측정하였다. 관능평가에 참여한
검사원은사과와 장아찌에 대한기본적인 품성을 알고있는

사람 중 3점 검사법을 이용한 평가에서 차이식별능력이

60% 이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된 5명을 패널로 선발하여
교육 후 평가를 실시하였다. 시료의 제공은 시료표면의 절
임원을 제거한 후 종류별로 지름 9 cm의 일회용 용기에 각
각 2조각씩 담아 각각의 시료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젓가락과
물을 같이 제공하였다. 시료의 외관관찰에는 디지털 카메라
(DSC-F717, Sony Corp., Tokyo, Japan)를 이용하였다.

2.8. 통계처리

본연구의모든실험은 3회이상반복실시하였으며, 결과
에 대해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8.0K, SPSS Inc, Chicago, IL)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고,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실시하여
시료간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유의차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
는 던컨다중범위 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유의
차를 검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전처리 시간에 따른 수분함량 변화

절임원을 달리하여 전처리한 세절사과의 수분함량 변화

는 Fig. 1과 같다. 초기 세절사과의 수분함량은 85%였으나, 
전처리과정중시간이지남에따라감소하여유지되는경향을

보였다. 소금을 사용한 경우 수분함량은 24시간째 57.67%로
28.41%가 감소되었으며, 이후 평균 56.92%의 수분함량을 유
지하였다. 반면, 설탕을 사용한 경우 수분함량은 60시간째
까지지속적으로감소하였는데, 24시간째수분함량이 55.34%
로 소금으로 전처리한 시료와 비슷한 수분함량을 나타냈으

며, 60시간째 41.14%까지 감소하여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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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moisture contents of apple pre- 
treated by sugar and salt during storage times at 25℃.

다. 장아찌 제조를 위한 전처리 중 절임에 의한 삼투건조는
과채류를 고농도 용액에침지함으로써식품 내수분을 제거

하는 공정으로, 식품 내 수분과 삼투용액 내 용질 및용해된
성분이 서로 교차 확산되며, 절임 초기에 많은 양의 수분이
제거되는 특성이 있다(Youn, 1998; Conway et al., 1983; Far-
kas & Lazar, 1969). 절임원으로는 주로 설탕과 소금이 이용
되며, 당의 침투력은 소금에 비해 낮아 식품표면 바로 아래
층에 집적되어 삼투현상에 의한 수분감소가 방해받게 된다. 
반면, 이에 비해 소금을 절임원으로 사용한 경우 침투력이
높아 수분함량의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되는데(Youn, 1998; 
Lenart & Flink, 1984), 절임원에 따른 전처리 중 수분감소의
차이는 여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사과의
표면 아래층에 집적된 당은 2차 전처리 등을 거치면서 사과
장아찌의 씹힘성 및 식감 등 물리적 조직특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pH 및 적정산도

절임원을설탕 및소금으로달리하여전처리를한 사과의

pH 및 총산도의변화는 Fig. 2와같다. 소금을이용하여전처
리한 사과의 초기 pH는 4.42였으며, 12시간째 3.63으로 감소
한 후 pH 3.5를 유지하였다. 설탕으로 처리한 경우 초기 pH
는 4.52였으며, 48시간째 4.19까지 감소한 후 평균 pH 4.2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
편, 총산도는 초기 절임원에 관계없이 0.16이었으나, 소금을
절임원으로 사용한 사과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12시간
째 0.23, 24시간째 0.25, 36시간째 0.30이었으며, 72시간째
0.35까지 증가하였다. 반면, 설탕을 절임원으로 사용한 경우, 
24시간째 0.11로 감소한 후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소금을
이용한 절임과정에서 일반적으로 pH는 낮아지고, 총산도는

Fig. 2. Changes in pH(A) and total acidity(B) of apple 
pre-treated by sugar and salt during storage times at 25℃.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당분이 미생물에
의해 발효되어 젖산 등의 유기산으로 전환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e et al., 2011; Jeong et al., 2011). 이러
한 결과는 김치 등을 제조하기 위한 전처리 과정 중 절임

공정에서의 변화와 유사하였다(Bae et al., 2011; Jeong et al., 
2011; Shim et al., 2003). 그러나 설탕을 절임원으로 사용한
경우, 당에 의한 삼투건조 과정 중 유기산의 손실이 발생하
는데, 저온보다는 고온에서, 처리시간이 길어질수록 유기산
의 함량이 낮아지는 반면 삼투농도가 높을 때 총유기산 양

의 감소가 둔화된다(Youn et al., 1996; Hong et al., 1998; Di-
xon & Jen, 1977). 설탕을 이용해 전처리를한 본 실험에서는
고농도의당 성분으로인해 미생물의 생육이억제된 것으로

판단되어 미생물에 의한 영향보다 총산도의 감소는 삼투건

조에 따른 유기산의 손실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3.3. 당도 및 염도

당도 및 염도는 절임에 의한 전처리 후 2차 가공공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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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품의 물리적 특성 및 기호적 품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한 품질인자이다. 전처리 과정 중 처리시간에 따른 당도와
염도의 변화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소금을 절임원으로 사
용한 실험군의 당도는 초기 11.46%에서 12시간째 33.13%로
21.67%가 증가하였으며, 이후 평균 37%의 당도를 유지하였
다. 반면 설탕을 절임원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도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0시간째 12.67%에서 12시간째 24.30%로 증
가한 후 72시간째 45.1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사과의 총당은 11.0～16.0% 정도로 glu-
cose가 2.0～4.0%, sucrose가 3.0～6.0%, fructose가 4.0～8.0% 
정도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소금을 이용한
절임과정 중 절임재료와삼출액의 당함량은 미생물의 생육

과관계가있다(Youn et al., 1996; Han et al., 1998). 특히, 절임
배추의경우초기에일반미생물에의해, 삼출액은유산균의
증식에 따라 당이 소모되어 감소하는경향을 나타낸다고 보

고되었다(Han et al., 1998). 그러나 본 연구의 절임처리한 사
과에서는 당도가 증가한 후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Fig. 3. Changes in sugar contents and salinity of apple pre- 
treated by sugar(A) and salt(B) during storage times at 25℃.

는 절임 중 삼투건조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설
탕을 절임원으로 사용한 경우 삼투효과에 의해 총당의함량

은 온도와 농도, 시간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나게 되며 사
용한용매의함량이증가하게되는데(Youn et al., 1996; Hong 
et al., 1998), 본실험에서도 유사한결과를 보인것으로사료
되었다. 
염도는 소금을 절임원으로 전처리한 사과의 경우 24시간

동안 15.74%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후 증가속도가 완화되어
72시간째 18.30%의 염도를 나타냈다. 절임배추 등에서도 절
임기간동안 염도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절임 초기에 빠른
염 침투를 보인 후 완만하여진다고 보고하여본 연구에서의

결과와 유사하였다(Shim et al., 2003; Jeong et al., 2011). 따라
서 소금을 이용한 전처리의 경우 장아찌 제조 시 탈염공정

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설탕을 절임원으로 사용한
경우 염도의 변화는 없었다. 

3.4. 색도

설탕 및 소금을 이용한 전처리 후 사과의 색도변화를 L*
값(lightness), a*값(redness), b값(yellowness)로 Table 1과 같이
나타내었다.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의 경우, 설탕을 절임원
으로사용한사과는 75.20으로대조군과차이가없었으나소
금을절임원으로 사용한 경우 70.59로 감소하였다. 적색도는
설탕을 사용한 사과가 5.24로 다소 증가하였다. 당을 이용한
삼투건조에서 당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갈변이 억제되어 색

변화가 지연되는데, 이는 농도가 높을수록 갈변의 원인이
되는 ployphenol oxidase의 활성이 강하게 억제되는데 기인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Youn & Choi, 1996B). 이러한 효과
는염에의한처리에서도유사한결과를나타내는것으로판

단되었다. 그러나 황색도는설탕및 소금 처리군 각각 28.33,

Table 1. CIE color values of apple pre-treated by sugar 
and salt after 72 hours at 25℃

Treatment
Color values1)

L* a* b*

No treatment 78.80±1.142)b3) 1.52±0.15a 19.89±2.04a

Sugaring 75.20±3.43b 5.24±1.48b 28.33±1.45b

Salting 70.59±1.04a 3.50±0.94ab 28.13±2.24b

F-value 10.789* 10.053* 18.500**

1)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2) Mean±S.D.
3)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5, ** p<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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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으로 대조군(19.89)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Fig. 4에
서와 같이 유관으로도 외관상 색 변화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었다. 

3.5. 관능평가 및 외관

사과장아찌 제조를 위한 1차적 전처리 작업으로 절임원
을 설탕과 소금으로 달리하여 처리한사과의 관능적 특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절임 72시간 후사
과의 외관에대한 평가는 처리를하지 않은대조군이 4.60점
으로 가장 높았으며, 소금을 사용한 사과가 3.40점으로 설탕
을 사용한 것에 비해 1.4점이 높게 평가되었다. 이는 설탕을
절임원으로 사용한 사과의 적색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연관

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으며, 특히 외관상 부분적으로
갈변된 부위가소금을 절임원으로 사용한 사과에 비해 비교

적 많이 관찰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Fig. 4). 향
에 대한평가 또한생과인 대조구의 점수가 4.60점으로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소금을 절임원으로 하여 처리
한 사과(2.40점)에비해설탕을절임원으로 한 사과가 3.40점
으로향에대해더높은평가를받았다. 설탕및소금에의한
전처리는 고농도의 설탕과 소금으로 사과에 직접 접촉하여

수분을 부분적으로 제거하는 것으로, 낮은 가공온도로 조직
의 변화 및 변색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당에 의해 건조되는
동안 휘발성 향기성분의손실이 억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Youn & Choi, 1996A; Ponting et al., 1996). 설탕을 절임원
으로 한 사과의 향에 대한 평가가 소금을 사용한 사과에 비

해 좋은 것은 여기에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되었다. 맛에 대
한 기호도는 설탕으로 처리한 사과가 4.2점으로 전처리를
하지 않은 생과(3.40점)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소금을 절임원으로 사용한
사과는 짠맛으로 인해 1.6점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식품
의 절임원으로 설탕이나 소금이 많이 사용되는데, 절임원으
로 당을 사용하는 경우 설탕 이외에 과당이나 포도당, 유당

Table 2. Sensory evaluation of apple pre-treated by sugar and salt after 72 hours at 25℃

Drying period(h)
Sensory properties

Appearance Flavor Taste Chewiness Overall acceptance

No treatment 4.60±0.551)c2) 4.60±0.55c 3.40±0.55b 4.80±0.45c 4.60±0.55b

Sugaring 2.00±0.71a 3.40±0.55b 4.20±0.84b 3.40±0.55b 3.80±0.84b

Salting 3.40±0.55b 2.40±0.55a 1.60±0.55a 2.60±0.55a 1.80±0.84a

F-value 23.091* 20.222* 20.462* 23.250* 18.353*

1) Mean±S.D.
2) Means in a column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01.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당은 소금에 비해 침투력이
높지 않아 재료의 표면 아래에 축적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
라 서서히 침투되어 기호도에 영향을 주는 당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침투력이 높은 소금은 채소류의 절임원으로
우수하나, 식품에 짠맛을 부여함으로 인해 과일류의 절임원
으로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Youn, 
1998). 씹힘성에 대한 평가는 처리하지 않은 대조구가 4.8점
으로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설탕처리 사과, 소금처리
사과 순으로 평가되었다. 전체적인 기호도는 생과가 4.6점, 
설탕처리 사과는 3.8점이었으나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소
금으로 처리한 사과가 1.8점으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아 사
과장아찌제조를위한 1차적 전처리로서 절임공정의절임원
은 당류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2차적인 건조작
업 등을 통해 사과 내부에 침투한 당분의 점성 증가 등에

의해 사과장아찌의 식감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

다. 전처리과정중사과의외관변화는 Fig. 4와같다. 초기와
비교할 때 절임원에 따라 사과의 모양에 큰 변화를 보이지

는 않았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탕으로 처리한 사과의
경우 소금에 비해 다소 수축되는 등 조직특성에 차이가 관

찰되었다. 특히, 12시간이 지나면서 당의 갈변에 의한 색변
화에서 유관상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색차계를 이용한
색도의 측정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추장사과장아찌 제조를 위한 1차 전처리 과
정 중 절임원에 따른 사과의 이화학적 품질특성 변화를 조

사하였다. 수분함량은 0시간째 85%였으나 전처리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여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소금을 사
용한 경우 수분함량은 24시간째 57.67%로 28.41%가 감소된
후 평균 56.92%를 유지하였으나 설탕을사용한 경우 41.14% 
(60시간째)까지 감소하였다. 소금으로 전처리한 사과의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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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appearance of apple pre-treated by sugar and salt during storage times at 25℃.
1) SU : Sugaring, SA : Salting; 2) Storage time(h).

는 12시간째 3.63으로 감소하였으며, 설탕의 경우 48시간째
pH 4.19까지 감소한 후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총산
도는 소금으로 전처리한 사과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0.35%까지 증가한 반면, 설탕처리구의 경우 24시간째 0.11%
로 감소하여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당도는 소금으로 처
리한 사과는 12시간째 33.1%까지 증가한 후 유지된 반면, 
설탕처리의 경우 72시간째 45.1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다. 염도는 소금처리 사과에서 24시간 동안
15.74%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설탕처리한 사과의 명도
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며, 소금처리 사과의 명도는 다
소 감소하였다. 황색도는 처리군에 관계없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관능평가결과 향, 맛, 씹힘성, 전체
적 선호도에서 설탕처리 사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처
리 공정에서 절임원으로설탕을 사용했을 때 완성제품인 고

추장사과장아찌의 기호도 및 식감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삼투건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당의 사
용방법, 농도 및 온도 등 공정최적화가 필요하며, 소금의 경
우 추가적인 탈염공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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