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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참죽나무(Cedrela sinensis Juss.)의 어린순은 특유의 고기맛과 향이 나는 식재료로서,

예로부터 연엽채, 춘엽채로 불리며 부각, 나물 등으로 식용되고 있다. 엽장 20∼30cm의

순은 생체로 판매가 되나. 50cm이상 되는 큰 순은 상품적인 가치가 낮아 판매가 되지 않

으며, 이들 순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고추장 첨가 재료로 이용성을 검토하고

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경남농업기술원 약초시험사업장 포장에서 재배된 참죽나무(Cedrela sinensis Juss.)의
순 중 엽장 50cm이상인 것을 수확하였으며, 열풍 40℃에 건조하여 분쇄한 뒤 고추장 재

료로 사용하였다. 고추장 제조방법은 순창고추장의 전통 제조법에 준하여 제조하였고, 참

죽나무순 분말은 전체재료 대비 0, 2, 4, 6%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참죽나무순 첨가량별

고추장 저장중의 pH, 염도, 당도, 색도 및 미생물 생육변화를 관찰하였으며, 관능적 특성

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Results)

고추장 발효중 pH는 초기 4.8∼4.9에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4.7정도로 하락한 뒤 60일

차에 4.8로 증가하였다. 염도와 당도는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여 발효 60일차에 염

도는 초기보다 약 0.2∼0.4% 증가하였다. 고추장의 발효중 색도변화는 명도, 적색도, 황색

도 모두 초기에 비해 발효가 진행될수록 감소하였으며, 대조구의 전체 색변화(ΔE)는 발

효기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여 60일차에서 2.3으로 가장 큰 반면, 참죽나무순 분말 6%

첨가구는 15일차에서 2.1로 가장 높아 발효초기의 색변화가 컸다. 고추장 발효중 총균수

의 변화는 제조 직후에 5×104~1.1×105 CFU/g에서 발효 15일차에 2.2×104~4.7×104로 감소

한 뒤 조금씩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고, 대조구에 비해 참죽순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초기

균수는 적고 변화의 폭도 적었다. 곰팡이는 초기에 4% 첨가구가 11 CFU/g으로 가장 많

았고,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곰팡이의 양은 감소하였으며 발효 45일이후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참죽나무순 첨가 고추장의 관능평가 결과 색은 대조구가 8.1점으로 가장

우수한 반면, 2% 첨가구의 식감, 맛, 전체적 기호도는 각각 7.1점, 7.2점, 7.8점으로 다른

처리구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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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

Fig. 1. Changes in physico-chemical properites of Gochujang with Cedrela sinensis
Juss. ( ◆ : 0% ■ : 2% , ▲ : 4% , ● : 6% )

Fig. 2. Changes in color values of Gochujang with Cedrela sinensis Juss. 
       ( ◆ : 0% ■ : 2% , ▲ : 4% , ● : 6% )

Fig. 3. Changes in growth of microorganisms of Gochujang with Cedrela sinensis Juss.  
         ( ◆ : 0% ■ : 2% , ▲ : 4% , ● : 6% )

Table 1. Sensory evaluation score on Gochujang with Cedrela sinensis Juss.  
Gochujang Color Flavor Texture Taste

Overall

acceptability

0% 8.1 6.3 6.8 6.2 7.1
2% 7.0 6.2 7.1 7.2 7.8
4% 5.5 6.3 5.4 5.8 5.8
6% 5.3 5.8 5.8 5.8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