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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장아찌는 무, 마늘, 오이, 살구 등의 채소류 또는 굴비, 해
삼, 전복등의 어패류 및김 등 해조류를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 술지게미 등의 절임원에 절여 절임원의 삼투작용과
효소 및 유산균 등에 의한 숙성을 통해 독특한 풍미를 갖게

되는 우리 고유의 전통 저장 발효식품이다. 일반적으로 장

아찌는 채소류를 절임의 형태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발달

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려시대 문헌인「동국이상국
집」에서는 <무장아찌>에 관한 기록을 볼 수 있으며, 조선
중기에와서 절임원이청장, 즙장, 된장, 젓갈 등으로 확대되
면서 장아찌의 종류 및 제조방법이 다양해져오늘날에이르

고 있다(Lim, 2002). 현재, 장아찌는 우리 식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기본적인부식으로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W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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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optimized pre-treatment conditions were investigated to improve the quality of gochujang 
apple jangachi. The moisture content was decreased by 14% in 60% sugar solution and 17% in 30% 
salt solution during 12 hours. On the one hand, in the case of dry sugar and salt method, moisture 
content was decreased rapidly by 20% and 24%, respectively during 12 hours. Compared with the sugar 
and salt solution method, the dry sugar and salt method was more effective in reducing moisture content 
during 12 hours. In the case of osmotic dehydration of the apple parts in the dry sugar method, the 
moisture content of the flesh, flesh including peel, and peel of apple decreased by 23%, 20%, and 16%, 
respectively during 6 hours. However, in the dry salt method, the moisture content of the flesh, flesh 
including peel, and peel of apple decreased by 19%, 12% and 13%, respectively during 2 hours. During 
this time, the pH tended to decrease, regardless of the presence of sugar and salt. Total acidity was 
slightly increased in the case of salt. In hot air drying after osmotic dehydration, the moisture content 
of flesh including peel of apple decreased from 64% and 67% to 31% and 27%, respectively at 90 
minutes, and from 64% and 67% to 11% and 18% at 150 minutes, respectively. The moisture content 
of the peel decreased from 51% to 10% at 120 minutes. As a result of the sensory evaluation, the 
overall acceptance of the flesh and flesh including peel was highly evaluated, resultantly, the products 
were considered to be suitable for the production of gochujang apple jang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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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2013; Yoon, 1995). 
장아찌는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 절임장아찌와 숙장아찌

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절임장아찌는 다시 절임원에 따라 간
장, 된장, 고추장, 젓갈, 소금과 식초, 소금과 술지게미 장아
찌 등으로 분류된다. 숙장아찌는 절임장아찌와 달리 양념류
를 첨가한 후 볶는 등의 가열처리를 거쳐 제조되고 있다

(Lim, 2002). 절임장아찌의 제조과정은 먼저 1차적으로 원료
가 되는 원물을 손질 및 세척한 후 원물의 특성 및 용도에

맞게 세절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원물의 수분함량에 따
라건조등의과정을거쳐 절임원에절여숙성하게된다. 즉, 
절임에 적합하도록 조작하는 전처리 과정과 절임원에 침지

한 후 숙성 및 발효하는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아찌
제조를 위한 전처리 공정은 사용하는 절임 재료의 특성에

따라 몇 단계의 조작으로 이루어진다. 보통 쓴맛 또는 매운
맛이있는재료는소금물, 식초물등에잠시담가쓴맛또는
매운맛 등을 제거하거나 완화시키며, 다량의 수분을 함유한
경우 소금 등에 절이거나, 끓는 물에 데치거나, 햇볕에 건조
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건조과정 중 건조물은 외부로부터 가해진 열

에너지에 의해표면의 수분이 제거되어 껍질이형성됨과 동

시에 내부의 수분이 표면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 두 현상의
진행속도에 의해 건조속도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가용물
질의 표면으로의 이동, 건조물 표면의 경화 및 수축, 휘발성
성분의손실, 갈변반응, 지질산화 및비타민 등의 성분파괴, 
단백질 변성 및 아미노산의 파괴 등의 물리적 조직 특성 및

화학적 특성의 변화가 수반된다(Youn, 1998). 반면, 절임에
의한 삼투건조는 고농도의 절임용액에 절임재료를 침지하

여 수분을 제거하는 과정으로 열풍건조 중 발생되는 영양소

의 파괴를 감소시키고, 건조시간을 단축시키는 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투건조를 위한 절임원으로는
설탕이나 소금이 주로 이용되며, 일반적으로 당은 침투력이
낮아절임재료의 표면바로아래층에 집적되는특성이있고, 
소금은 침투력이 높아 절임재료에 짠맛을 부여하는 특성이

있다(Lenart & Flink, 1984; Lerici et al., 1985). 특히, 당에 의
한 삼투건조의경우 흡수된 당은 흡수정도에 따라 최종건조

제품의 기호성 증대 및 열풍 또는 동결건조 중 절임재료의

조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Islam & 
Flink, 1982; Youn, 1998). 
한편, 장아찌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주로 채소류 등에 한정되어 있으며, 과실을 이용한 장아찌
에 대한 연구는 감, 복숭아, 매실, 사과 등 몇 가지 과실에
국한되어 진행되었다(Cha et al., 2003; Chung & Chung, 1995; 
Hong, Kim, & Yook, 2012; Jeong et al., 2006). 특히, 사과장아
찌는 간장을 이용하여 만들어져 왔으나 현재는거의 사라져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거의 진행되지않았다. 또한, 

팩틴질은 절임원에서 장기간 숙성하는 과정에서 분해되어

조직이 물러지고 식감이 달라지는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Kaneko, Kurasaka, & Maeda, 1982; Woo, Chung, & Kang, 
2005), 이로 인해 숙성 후 조직감 등에서 기호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과 전처리방법 및 제조방법에
대한 연구도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 이에 따라 저자 등은
이를 개선하고 현재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선행연구를 진행하여 보고한바 있다. 본 연구자 등은
선행연구를 통해 절임에 의한 삼투건조와 열풍건조를 이용

하여 식감 등 품질을 개선한 고추장사과장아찌를 개발하였

으며, 고추장사과장아찌 제조공정 중 전처리 과정에서 조직
특성 등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설탕과 소금을 절임원으로

사용하여 삼투건조했을 경우 사과의 이화학적 특성변화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다(Oh & Kang, 2016; Oh & Oh, 
2016). 본 연구에서는 고추장사과장아찌 제조과정에서 사과
장아찌의 식감 및 조직특성 등 중요한 품질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전처리 조건을 최적화 하여 효율적인 고추장사과장

아찌의 제조공정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사과 과수농가
및 사과가공농가에서고추장사과장아찌 제조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사과는 홍로품종으로 예산지역의 사과

생산농가에서 8월 중 생산된 것을 농가로부터 직접 구매하
였다. 구입한 사과는 저온저장고에서 보관하였다. 절임원으
로 사용한 소금(청정원)과 설탕(삼양)은 대형 식자재 유통업
체로부터 구입하였다.

2.2. 고추장사과장아찌 전처리 및 제조공정

고추장사과장아찌의 전처리 공정을 포함한 전체적인 제

조공정은 Fig. 1과 같다. 먼저사과를 멸균증류수로 3회세척
한 후 물기를 제거하였다. 그 후 사과를 실험 목적에 맞게
두께 0.5 cm 또는 1 cm × 1 cm × 4 cm의 막대모양 등으로 세
절하였으며, 설탕, 소금, 설탕물, 소금물에 혼합 및 침지하여
삼투건조를 실시하였다. 마른 소금과 설탕을 직접 절임에
사용한 절임법의 경우 사과무게의 50% 소금과 설탕을 각각
의 세절한 사과에켜켜이뿌려서고르게혼합되도록하였다. 
절임용액을 사용한 삼투건조법의 경우, 사과무게 2배의 물
(w/w)과 물 무게의 10%, 20%, 30%, 60% 소금 또는 설탕을
사용하여 절임용액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각각 잘 혼합한
후 20℃ 정치상태에서 절임에 의한 삼투건조를 진행하였다. 
절임에 의한 삼투건조 후 사과를 다시 대류형 식품건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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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treatment

Washing the apple
↓

Cut 
↓

Add desired amount of sugar and 
salt to each apple

↓

Pickled in sugar or salt
↓

Removing sugar or salt
↓

Drying pickled apple in the 
food dryer at 55℃

↓

Fermentation 
aging

Combine gochujang and apple
↓

Storage in polyethylene 
container at 20℃

↓

Gochujang apple jangachi

Fig. 1. The procedure of the gochujang apple jangachi.

(HDG-111, HYNDAI ENERTEC Co., Ltd., Hwaseong, Korea)
로 55℃에서 건조하였다. 전처리가 완료된 건조사과를 절임
원인 고추장과 1:1.5 (w/w)의 비율로 혼합하였으며, 20℃에
서 발효숙성하여 고추장 사과장아찌를 제조하였다. 전처리
공정 중 측정에 사용한 각각의 시료는 여과지를 이용하여

표면의 수분을 깨끗이 제거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3. 분석 방법

2.3.1. 수분함량

전처리 중 사과 시료의 수분함량은 일정시간마다 9개씩
사과 시료를 꺼내어 드라이오븐(EDO-L, Dae Rim Instrument 
Co., Tokyo, Japan)을 사용하여 105℃ 상압건조법으로 측정
하였다. 시료가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한 후 건조한 사과의
무게를 측정하여 수분함량을 환산하였다.

2.3.2. pH 및 총산도

시료의 pH 및 총산도를 측정하기 위해 먼저 시료 10 g에
멸균증류수 20 mL를 첨가한 후 blander로 5분간분쇄하였다. 
그 후 분쇄한 시료를 멸균거즈를 사용하여 여과하였으며, 
여과액을 pH 및 총산도 측정에 사용하였다. 여과액의 pH는
pH meter (915DC, Istek,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총산도 측정을 위해 여과액 10 mL의 pH가 8.3이될때까

지 0.1 N NaOH로 중화시켰으며, 이 때 사용된 0.1 N NaOH
의 사용량을 lactic acid 함량으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2.3.3. 관능적 특성

절임에의한삼투건조후 열풍건조 공정을 통해전처리가

끝난 건조 사과의 관능적 특성을 평가하였다. 관능평가에
참여한 검사원은 사과와 장아찌에 대한 기본적인 품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중 3점 검사법을 이용한 평가에서 차
이식별능력이 60% 이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된 5명을 선발
하여 구성하였다. 관능평가를 위해 전처리가 끝난 건조사과
시료를 종류별로 일회용 용기에 각각 2조각씩 담아 제공하
였으며, 이 때시료별로 사용할수 있도록 젓가락과물을같
이제공하였다. 시료에대한평가는색(color), 경도(hardness), 
씹힘성(chewiness), 향(flavor), 전체적기호도(overall acceptance)
에 대해 5점 평점법(1: 매우 싫다, 2: 싫다, 3: 좋지도 싫지도
않다, 4: 좋다, 5: 매우 좋다)으로 평가하였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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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임방법 및 절임원에 따른 삼투건조의 최적화

3.1.1. 절임용액을 이용한 절임법

최적 절임 방법을 설정하고자 절임용액을 이용한 절임법

과 건조소금과설탕을 이용한직접절임법으로 세절(0.5 cm 
두께)한 사과를 절임하여 삼투건조 중 건조특성을 조사하였
다. 절임원을 달리한 절임용액을 사용하여 삼투건조할 때
수분함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당농도 10%
의 경우 수분함량의변화는 없었으며, 20%의 경우 12시간째
82%에서 80%로 2% 감소한 후 유지되었다. 당농도 30%의
경우 12시간째 사과의 수분함량은 77%로 5% 감소하였으며, 
36시간째 76%로 6%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당농도를 60%로
하여 침지한 경우 사과의 수분함량은 침지 12시간째 67%까
지 14%가 다소 빠른 속도록 감소하였으며, 이후 평균 2.5%
씩 완만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설탕절임용액을 사
용할 경우 본 실험에서는 당농도 60% 절임용액이 전처리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전처리시간은 12시간이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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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moisture contents of apple 
pre-treated by sugar solution(A) and salt solution(B) 

methods during storage times at 25℃.

효율 면에서 좋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소금을 절임원으로 하여 절임용액을 제조한 경우

염농도 10%일 때 사과의 수분함량이 84%에서 81%(24h)까
지 3% 감소한 후 유지되었으며, 20% 염농도에 침지하였을
때 24시간째 76%까지 9% 감소하였다. 이 후 사과의 수분함
량은 75%를 유지하였다. 반면, 염농도를 30%로 하여 사과를
침지한 경우 12시간째 68%까지 17%가 감소하였으며, 이 후
75%의 수분함량을 유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소금
을 이용한 절임용액의 경우 염농도 30% 절임용액에서 12시
간 동안 전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절임용액을 이용한 삼투건조에서는 절임원의 종류에 관

계없이 저농도에서는 삼투건조 효과가 적었으며, 절임용액
의 농도가 절임시간에 비해 삼투건조에 더 많은 영향을 주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과 건조제품, 건조단호박 제조, 
건조바나나 제조, 키위 건조제품 제조 등에서의 삼투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와 유사하였다(Choi et al., 2008; Hong & 

Lee, 2004; Kim et al., 2011; Youn et al., 1999; Youn & Hong, 
1999). 따라서 농가 등에서 절임용액을 이용한 전처리의 경
우 절임원인 설탕 및 소금의 농도를 각각 60%, 30% 이상의
고농도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3.1.2. 건조 절임원을 이용한 직접 절임법

설탕과소금을직접사과에사용하는 절임법을 사용한 경

우 시간에따른 사과의수분함량 변화는 Fig. 3과같다. 설탕
을 절임원으로 하여 직접 절임한 경우 수분함량은 60시간째
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최초 0시간째 사
과의 수분함량은 83%였으며 침지 12시간째 63%까지 20%의
수분이 감소하였고, 이 후 36시간째 까지 평균 4.5%의 수분
이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였으며, 48, 60시간째 수분함량은
각각 53%, 5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반면, 건염법을 사용
하여 삼투건조 할 경우 수분함량은 12시간째 59%까지 24%
가 급격하게 감소한후 60시간째 55%까지 48시간 동안평균
1%의 감소율을 보이며 4%의 수분이 감소 및 유지되었다. 
절임에의한삼투건조에있어서수분함량감소 및속도는

일반적으로 절임원의농도, 절임원의 조성, 절임재료의크기
및형태, 절임온도및절임비율등에의해영향을받는것으
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 수분의 감소율은 설탕과 소금
모두에서 12시간째까지 초기 감소율이 각각 20%, 24%로 높
았으며, 이후 설탕은 다소 완만한 감소율을 보이며 삼투건
조가 이루어진 반면 소금의 경우 거의 변화가 없이 유지되

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설탕과 소금의 절임특성에서 기
인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절임과정 중 삼투현상에 의해
절임재료와 절임원 사이에서 수분과 용해된 성분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절임원의 농도를 높이게 되면 흡수되는
절임원의 양보다 제거되는 수분의 양이 더 많아져 건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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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moisture contents of apple pre- 
treated by dry sugaring and dry salting methods 

during storage time at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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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게 된다(Conway, Castaigne, Picard, & Vovan, 1983; 
Farkas & Lazar, 1969; Youn, 1998). 그러나 당은 소금에 비해
절임원에 대한 침투력이 낮아 절임재료의 표면아래 집적되

어 수분의 이동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었다(Lenart & Flink, 1984). 건조절임원을 이
용한 직접절임법 중 설탕을 이용하는 경우 12시간 또는 24
시간 동안, 소금의 경우 12시간 처리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그러나 절임재료와 삼투용액사이의 평행도달시간
은 통상 절임재료의 수분활성도 또는 고형분농도가 같아지

는 20시간 내외로, 용질의 흡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물질이
동특성은 절임 4시간 이후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Conway et al., 1983; Youn, 1998). 따라서 설탕을 이
용하는 경우에도 24시간보다는 12시간 처리가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절임재료의 표면아래에 집적된 설
탕성분이 열풍건조 등의 2차적인 전처리 과정을 통해 고추
장사과장아찌의 식감 개선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3.2. 세절 사과의 사용부위에 따른 삼투건조 및 절임시간 

최적화

3.2.1. 사용부위별 수분함량 변화

절임에 의한 삼투건조는 절임재료의 크기및형태에 따라

건조특성이 달라지며, 최종 고추장사과장아찌의 기호적 품
질 및 식감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일반적으로 표면적과 두
께의 비율에 따라 수분함량, 당의 흡수정도 및 당의 흡수속
도에 따른 수분의 감소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Farkas & Lazar, 1969; Lerici et al., 1985; 
Youn, 1998). 따라서 장아찌를 제조하기 위해 일정한 크기와
모양으로 세절한 사과의사용부위에 따른 전처리 조건을 조

사하였다. 이를 위해 사가를 부위별로(과육부분, 과피를 포
함한 과육부분, 과피부분) 1×1×4 cm 크기의 막대모양으로
세절한 후 건조 절임원을 사용한 직접 절임법으로 처리하였

으며, 삼투건조에 따른 수분함량 변화는 Fig. 4와 같다. 
설탕을 사용한 경우 전체적으로 6시간째까지 수분함량이

감소한 후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과육부분과 과피를 포
함한 과육의 초기 수분함량은 각각 82%, 80%였으나, 6시간
째 각각 59%, 60%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서로 비슷
한 수분함량 및 건조 경향을 보였다. 껍질부위의 경우 초기
수분함량은 69%였으며, 6시간째 53%까지 감소한 후 유지되
었다. 한편, 소금을 사용한 경우 과육, 과피를 포함한 과육
부분의 수분함량이 초기에 각각 82%, 80%였으나 2시간 후
67%, 68%까지 감소하였으며, 이 후 0.8～0.4% 수분함량 감
소율을 보이며 8시간째 각각 63%, 66%까지 감소한 후 유지
되었다. 껍질부위의 수분함량도 68%에서 55%(2시간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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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moisture contents of apple parts 
pre-treated by dry sugaring(A) and dry salting(B) 

methods during storage time at 25℃.

 

12%가 감소한 후 유지되는 경향을 보여 세절사과에서 절임
에 따른 삼투건조의 속도가 소금을 절임원으로 사용한 것

이 설탕을 사용한 경우에 비해 대략 4시간 정도 빠른 것으
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소금사용에 따른 염도 증가로 인해
짠맛이 매우 강해 설탕을 절임원으로 사용한 것과는 다르

게 염을 제거하기 위한 추가적인 공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되었으며, 이것으로 인해 설탕을 절임원으로 사용하여
삼투건조하는 것이 고추장사과장아찌 제조에 더 유리할 것

으로 예상되었다. 

3.2.2. 사용부위별 pH 및 총산도 변화

절임원에 따른 세절한 부위별 pH 및 총산도는 각각 Fig. 
5와 Fig. 6에 나타내었다. pH는 절임원에 상관없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설탕을 절임원으로 사용한 경우 초기 pH는
과육, 껍질이 포함된 과육, 껍질부분 각각 5.98, 6.21, 6.16이
었으며 절임 2시간까지 유지되었다. 그러나 4시간째 pH는
부위별로 각각 4.97, 5.23, 5.19로 다소 급격하게 감소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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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s in pH of apple parts pre-treated by dry 
sugaring(A) and dry salting(B) methods 

during storage time at 25℃.

유지되었다. 반면, 소금을 사용한 경우 pH는 2시간째 4.72
(껍질을 포함한 과육)～4.33(과피)으로 절임 초기부터 급격
한 감소를 보였으며 이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산은 당과 함께 관능적 특성을 결정 짖는 중요한

성분으로 총산도는 설탕을 절임원으로 한 경우 0.13(0h)에서
0.18～0.20으로 미미한 증가를 보였으나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소금을이용하여절임한경우총산도는 0시간째 0.14～
0.15에서 0.22～0.27까지 다소 증가하였다. 이는 배추 등의
절임에서절임시간에따라 pH는감소하는데 반해 총산도는
저장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 비

슷하였다(Bae, Wi, Lim, & Choi 2011; Shim et al., 2003). 설탕
을 이용한 삼투건조의 경우 산도는 침지온도 및 시간보다

당농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낮은 온도와 고농도의 당
사용시 총유기산의 손실이 적게 발생한다. 또한 처리 시간
이 길어질수록 유기산의 함량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Hong et al., 1998; Youn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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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in total acidity of apple parts pre- 
treated by dry sugaring(A) and dry salting(B) 

methods during storage time at 25℃.

3.3. 절임처리 후 열풍건조 특성

3.3.1. 열풍건조에 따른 수분함량 변화

설탕을 사용하여 직접절임법으로 삼투건조한 세절 사과

를 55℃에서 180분 동안 열풍건조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7과 같다. 절임에 의한 삼투건조 후 열풍건조 시 사과의 과
육부분과 과피를 포함한 과육부분의 수분함량은 비슷한 경

향을 보이며 감소하였다. 삼투건조 직후 두 부분의 수분함
량은 각각 64%, 67%였으며, 건조초기 60분 동안은 평균 4～
6%의 수분감소율을 보이며 다소 완만하게 각각 56%, 59%
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건조 60분 째부터 90분 째까지 30분
동안 과육부분과 과피를 포함한 부분 각각 31%(55.68%→
24.79%), 27%(58.68%→ 32.13%)의 수분이 급격히 감소되었
으며, 90분째부터 150분째까지 60분동안각각 14%의수분
이 감소하여 각각 11%, 18%의 수분함량을유지하였다. 과피
부분의 경우 초기 30분 동안 8%가 감소(51.02%→ 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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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hanges in moisture contents of apple parts 
pre-treated by the food dryer at 55℃ after osmotic 

dehydration by dry sugaring method.

하였으며, 이후 120분째 10%까지 34%가 급격하게 감소

(43.02%→ 9.50%)한 후 유지되었다.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세균이발육할수 없는한계수분함량은 40%로 알려져있으
며(Hur, 1982), 과육부분과 과피를 포함한 부분의 경우 건조
90분 째에 한계수분함량 이하로 감소한 것(각각 24.79%, 
32.13%)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과피 부분의 경우 건조 30분
째(43.02%) 한계수분함량에 근접하였다. 그러나 고추장의
평균 수분함량은 47%로 고추장과 혼합 후 흡습을 고려할
때 150～180분 건조하는 것이 열풍건조 시간으로 적합할 것
으로 사료되었다(Lee et al., 2013; Lee et al., 2014). 특히, 이때
의 물리적 조직감이 사과에 축적된 당에 의해 꾸들꾸들 하

여 사과장아찌의 식감 등 조직특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3.3.2. 전처리 종료 후 건조사과의 관능특성

설탕을 이용한 직접절임법으로 1차 전처리한 후 다시 열

Table 1. Sensory evaluation of apple parts after pre-treatment by the food dryer at 55℃ after osmotic dehydration 
by dry sugaring method for gochugang apple jangachi

Sensory properties

Color Flavor Hardness Chewiness Overall acceptance

Flesh 3.60±0.551)b2) 2.80±0.45a 2.80±0.45a 4.20±0.45b 4.40±0.55b

4.00±0.71b 4.40±0.55b 2.00±0.71a 2.60±0.55aPeel 2.60±0.55a

4.80±0.45c 3.80±0.45b 4.60±0.55b 4.80±0.45bFlesh+Peel 4.00±0.71b

F-value 7.091* 16.889** 14.000* 29.400** 2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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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 p<0.001.

풍건조한 세절사과의 부위별 관능정 품질특성은 Table 1과
같다. 색에 대한 평가는 과육과 과피를 포함한 과육부분이
각각 3.60, 4.00으로 껍질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전처리
후 향과 경도에 대한 관능적 평가는 껍질부분과 껍질을 포

함한 과육부분의 점수가 각각 향 4.00, 4.80, 경도 4.40, 3.80
으로 과육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껍질 부위가 전처리

한 사과의 향과 경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씹힘성은 과육부분과 껍질을 포함한 과육부분의 점

수가 각각 4.20, 4.60으로 껍질부분(2.00점)에비해 높아 과육
부분은 주로 씹힘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전
체적인 선호도는 과육부분과 과피를 포함한 과육부분이 각

각 4.40, 4.80으로 껍질부분에 비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껍질부분의 다소단단한 식감이 전체적인 선호도에 긍

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사료되었다. 이 결과로 볼때 사과
를 과육부분과 과피를포함한 과육부분으로 세절한 후전처

리과정을 거쳐 고추장사과장아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이 적

합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절임에 의한 삼투건조와 열풍건조를 이용하여

품질이개선된고추장사과장아찌를제조하기위해최적화된

전처리 조건을 조사하였다. 절임용액을 이용한 절임법의 경
우 당농도 60%에서 12시간동안 14%의 수분이 감소하였으
며, 염농도 30%에서 12시간동안 17%의 수분이 감소하였다. 
반면, 건조 절임원을 이용한 직접 절임법의 경우 12시간동
안 설탕과 소금 각각 20%, 24%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직접
절임법을 이용한 12시간 처리가 효율적이었다. 사과의 사용
부위에 따른 삼투건조는 과육부분, 과피를 포함한 과육부분, 
과피부분이설탕의 경우 6시간동안 각각 23%, 20%, 16%, 소
금의 경우 2시간동안 각각 19%, 12%, 13% 감소하였다. 이
때 pH는 절임원에 상관없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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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도는 소금의 경우 다소 증가하였다. 삼투건조 후 열풍건
조 시 과육부분과 과피를 포함한 과육부분의 수분함량은 건

조 60분 째부터 90분 째까지 30분 동안 각각 31%, 27%가
감소되었으며, 150분 째 각각 11%, 18%까지 감소하였다. 껍
질부분은 120분 째 10%까지 42%가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관능평가결과 전체적인 선호도는 과육및 껍질을 포함한 과

육부분이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고추장사과장아찌 제조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추후 공정의 단순화, 농가 등에
서 간편하게 판단할 수있는 공정별품질인자및 지표 설정, 
보존 조건 및 상미기간 등 농가규모의 산업적 생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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