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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essential oils (EOs) and their concentrations that improved the sensory charac-
teristics of Kochujang by analyzing the effect of the essential oil on the sensory characteristics of Kochujang. EOs from 
Chrysanthemum indicum, Chrysanthemum morifolium, Zanthoxylum piperitum and Zanthoxylum schnifolium, which 
have an outstanding flavor, were added to Kochujang and the resulting products were subjected to sensory evaluation as 
a function of storage period. The change in the color of Kochujang by the addition of these EOs from Chrysanthemum 
indicum, Chrysanthemum morifolium, Zanthoxylum piperitum and Zanthoxylum schnifolium was not observed. 
Kochujang's characteristic flavor was decreased by an increase in the concentrarion of EOs;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when 0.0005% EOs were added relative to the none-additive groups (p<0.05). EOs addition did 
not affect the hot taste of Kochujang and as the additive quantity increased Kochujang's characteristic taste signi-
ficantly decreased (p<0.05). After a storage period of 12 weeks, the overall preference of Chrysanthemum indicum, 
Chrysanthemum morifolium, and Zanthoxylum piperitum was same as the none-additive groups (p<0.05).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EOs from Chrysanthemum indicum, Chrysanthemum morifolium, and Zanthoxylum piperitum can be 
applied as additives to improve the characteristic taste and flavor of Kochujang and the recommended concentration 
level is 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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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고추장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식품의 하나로 매운맛, 단
맛, 구수한 맛, 짠맛뿐만 아니라 숙성기간 동안 생육하는 
젖산균 및 효모의 작용에 의해 생성된 알코올과 유기산

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 독특하고 고유한 맛을 낸다. 고
추장의 매운맛은 capsaicin(trans-8-methyl-N-vanillyl-6-none-
namide)에 의하며, 발효되는 동안 전분이 분해되어 단맛

을 내고, 단백질 분해로 생성된 아미노산에 의하여 구수

한 맛이 나며, 제조할 때 첨가한 소금에 의하여 짠맛이 

나는 기호성이 뛰어난 조미식품이다(Lee EY와 Park GS 

2009, Chae IS 등 2008, Lim SI 등 2006).
고추장은 2007년을 기준으로 연간 188,705톤이 제품으

로 생산되고 있으며, 국민 다소비 식품순위 20위를 차지

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고추장의 생산시스

템을 현대화 및 표준화하여 2009년에 CODEX 규격으로 

등록하여 세계 시장 진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하고 있다(김행란 2009, 신동화와 정도연 2009).
전통고추장을 저장하는 동안 가스 발생으로 부피가 팽

창되어 저장 및 유통에 어려움이 따르고 제품의 품질이 

손상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주로 내삼투압성이 있고 

가스를 생성하는 특성을 지닌 Saccharomyces cerevisiae 
및 Zygosaccharomyces rouxii 등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Jung YC 등 1996).
고추장의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

여 겨자 및 고추냉이와 같은 천연첨가물 첨가(Shin 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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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0, Jeong DY 등 2001, Oh JY 등 2002), 마늘과 양

파 첨가(Kim DH 2001, Kim DH와 Lee JS 2001), 알콜, 
마늘, K-sorbate, chitosan 및 겨자 첨가(Kim DH와 Kwon 
YM 2001, Kim DH 등 2002, Kim DH와 Yang SE 2004), 
키위 첨가(Kim YS와 Song GS 2002), 구기자 첨가(Kim 
DH 등 2003), 누에 동충하초 첨가(Bang HY 등 2004), 
동충하초 첨가(Kwon DH 2004), 배즙 첨가(Yoo MY 등 

2005) 양고추냉이 첨가(Oh JY 등 2005) 등의 연구가 수

행되어 있다.
국화과(Compositae)의 다년생 초본인 감국(Chrysanthe-

mum indicum)과 국화(Chrysanthemum morifolium)의 꽃은 

독특하고 좋은 향기를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차로 음용

되어 왔다(Yu JS 등 2008). 운향과(Rutaceae)에 속하는 다

년생 식물인 초피(Zanthoxylum piperitum)와 산초(Zantho-
xylum schnifolium)는 우리나라 중부 이남에서 자라며 독

특한 향기를 지니고 있어 향신료로도 이용된다. 초피 정

유의 고유한 향은 β-myrcene, octanal, limonene, linalool, 
citronellal, geraniol 및 geranyl acetate 등에 의하며 초피 

정유의 향기는 감귤류와 유사한 향을 지니고 있어, 20대 

여성들이 ‘보통’ 정도의 선호도를 나타내며(Chung MS 
2005), 정유의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감귤류와 유사한 향

기성분의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다(Chung MS 2006)고 

보고되었다. 또한 초피 정유의 DPPH radical 소거능 및 

Helicobacter pylori, Porphyromonas gingivalis 및 Actino-
bacillus actinomycetemcomitans 등에 대한 항균활성이 보

고되어 있다(Cho EJ 등 2003, Lee JS 2005).
방향성 식물에서 추출한 향기성분인 정유(essential oils)

는 isoprene을 기본 단위로 하는 테르펜 화합물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화합물은 미생물의 세포막을 파괴

하여 생장을 억제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어 식품의 천연

보존제로 알려져 있다(Draughon FA 2004).
식물의 향기성분인 정유가 천연항균제 및 천연보존제

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Horseradish 정유를 이용하여 pre-cooked roast beef
의 저장 수명 연장(Delaquis PJ 등 1999), 과일의 저장수

명 연장(Lanciotti R 등 2004), frech-cut 과일과 채소의 안

전성 향상 및 향기 개선(Ayala-Zavala JF 등 2009), 오레

가노 정유를 이용한 신선한 황새치의 저장수명 연장(Gia-
trakou V 등 2008), allspice, cinnamon 및 clove bud 정유

를 혼합하여 만든 식용필름을 사용한 미생물 증식 억제

(Du WX 등 2009)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통 발표식품인 고추장의 품질특성

을 개선하고 저장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식물의 향기성

분인 정유를 사용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

유의 향기가 고추장에 미치는 관능적 특성을 분석하여 

고추장의 맛, 향기 등의 품질특성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유와 그 농도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향

기가 우수한 감국, 국화, 초피 및 산초 정유를 고추장에 

첨가하여 저장기간에 따른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시료

감국(Chrysanthemum indicum)은 강원도 인제군에서 2009
년 10월에 채집하였으며, 무농약 재배한 국화(Chrysanthe-
mum morifolium)는 2009년 4월에 경기도 고양시 화훼단

지에서 구입하였다. 초피(Zanthoxylum piperitum)와 산초

(Zanthoxylum schnifolium)는 2009년 10월에 경상남도 산

청군에서 구입하였다. 고추장은 좋은마을(전라북도 장수

군 번암면 유정리)에서 보존료를 첨가하지 않음을 확인하

고 제조 당일의 제품을 구입하였으며, 구입 후 바로 실험

실에서 정유를 혼합하여 저장하면서 숙성시켰다.

2. 정유의 추출

감국은 꽃받침이 붙은 상태로, 국화는 꽃받침을 제거하

고 꽃잎만 따로 분리하여 통풍이 잘되는 조건에서 자연 

건조하여 정유 추출에 이용하였다. 산초는 열매를, 초피

는 과피와 열매를 혼합하여 분쇄기(HMC-400T, Hanil Elec-
tronics, Seoul, Korea)에서 30초간 분쇄하여 정유 추출에 

사용하였다. 각 시료는 clavenger-type apparatus(Hanil Lab-
tech Ltd, Incheon, Korea)로 2시간 동안 수증기 증류하여 
정유를 얻었다. 정유의 추출률은 감국 0.16%(w/w), 국화 

0.01%, 초피 0.42% 및 산초 0.04%이었다.

3. 고추장에 정유 첨가

고추장의 맛, 향기 등의 품질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정유의 종류 및 그 농도를 선정하기 위

하여, 고추장에 감국, 국화, 초피 및 산초 정유를 각각 

0.005%, 0.001% 및 0.0005% 농도로 첨가하였다. 정유가 

고추장과 잘 혼합되도록 10분간 휘저으면서 균질하게 하

였다. 정유가 첨가된 고추장은 투명한 vial(2.7×5.7 cm, 30 
mL)에 담고 테프론 inner seal이 내장된 뚜껑으로 밀봉한 
뒤 25℃ incubator(JISICO, J-IBO3, 서울)에서 12주간 저

장하면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4. 관능검사

고추장에 감국, 국화, 초피 및 산초 정유를 각각 첨가

하여 25℃에서 12주 간 저장하면서 저장 0일, 4주, 8주 

및 12주에 패널 10명을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수행하였으

며, 관능검사자는 식품영양학을 공부하는 대학원생 및 연

구원으로 평균 연령 30세의 여성으로 구성하였다. 평가

는 9점 척도법을 이용하였으며, 고추장의 색, 냄새(고추

장 고유의 향, 정유 향) 그리고 맛(매운맛, 고추장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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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nsory characteristics of Kochujang containing essential oil of Chrysanthemum indicum
Essential oil

(%, w/w)
Storage weeks

0 4 8 12

Color

0 7.20±1.69 6.70±1.25 6.40±1.26 6.50±1.18
0.0005 7.10±1.45 6.50±1.35 5.90±0.99 6.30±1.25
0.001 7.00±1.49B 6.70±1.34AB 5.70±1.16A 6.50±0.9AB2)

0.005 6.60±1.78 6.20±1.55 5.60±1.07 6.30±1.06

Smell

Smell of 
Kochujang

0 7.70±1.16b1) 7.50±1.78b 6.70±1.34b 7.4±1.17b

0.0005 7.00±1.33bB 6.30±1.25abAB 5.10±1.73aA 6.70±1.34bB

0.001 6.50±1.18abC 5.90±1.10aBC 4.50±0.85aA 5.10±1.20aAB

0.005 5.20±2.53a 5.00±1.49a 4.30±0.95a 4.10±1.29a

Aroma of herb

0 2.20±1.55a 1.70±0.95a 2.40±2.12a 1.60±0.97a

0.0005 3.00±1.63ab 2.90±1.66ab 2.80±2.10ab 2.80±1.48ab

0.001 4.70±1.83bc 4.20±2.15b 4.70±2.7bc 4.20±1.99bc

0.005 5.40±2.76c 6.00±2.05c 5.80±2.25c 5.30±2.31c

Taste

Hot
taste

0 5.50±2.17 5.60±1.58 5.70±2.06 5.80±0.92
0.0005 5.50±2.07 5.80±1.62 5.60±1.78 5.10±1.45
0.001 6.10±1.52 5.50±1.18 5.60±1.71 5.30±1.77
0.005 5.67±1.66 6.00±1.76 5.30±1.77 4.90±1.66

Taste of 
Kochujang

0 6.00±1.89 5.70±1.57 6.30±1.64b 7.20±0.92b

0.0005 6.30±1.57 6.00±1.94 5.60±1.65ab 5.70±1.06b

0.001 6.20±1.32 6.00±1.41 5.10±1.73ab 5.50±1.78b

0.005 5.10±2.38 4.60±1.35 4.30±1.34a 4.80±2.15a

Taste of herb

0 2.20±1.62a 1.80±1.03a 2.70±1.77a 1.70±1.06a

0.0005 3.40±1.35a 3.60±1.71b 3.00±1.76a 2.80±1.69ab

0.001 4.80±0.92b 5.00±1.89c 4.40±2.67ab 3.90±1.66b

0.005 5.80±1.69b 6.80±1.40d 5.60±2.50b 5.70±2.45c

Overall acceptance

0 6.80±1.03b 6.30±1.49 5.90±1.20b 7.00±0.94c

0.0005 6.40±1.26b 5.60±1.17 5.40±1.17b 5.90±1.45bc

0.001 6.40±0.84bB 4.80±1.23A 5.10±1.10abA 5.60±1.26bAB

0.005 5.20±1.14a 4.80±2.04 4.10±0.99a 4.30±1.34a

1)a-c Each values represents mean±SD; Values with the differen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2)A-C Each values represents mean±SD; Values with the differen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의 맛, 정유 맛)은 ‘대단히 약하다(1점)’, ‘보통이다(5점)’, 
‘대단히 강하다(9점)’로 평가하였다. 전체적인 선호도는 ‘대
단히 나쁘다(1점)’, ‘보통이다(5점)’, ‘대단히 좋다(9점)’로 

분석하였다.

5. 통계 처리

관능검사 결과는 SPSS 17.0(SPSS Inc., Chicago, IL, 
US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ANOVA처리를 하였으며 시료

간의 유의차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정유 첨가에 의한 고추장 색의 변화

정유의 향기가 고추장에 미치는 관능적 특성을 분석

하여 고추장의 맛, 향기 등의 품질특성을 개선하는데 활

용할 수 있는 정유와 그 농도를 선정하고자, 향기가 우

수한 감국, 국화, 초피 및 산초 정유를 고추장에 첨가하

여 4주 간격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감국 정유가 첨가된 고추장의 관능특성(Table 1) 가운

데, 고추장 색의 강도는 0.001% 첨가군에서 저장 0일보

다 저장 8주에 유의적으로 낮아졌다. 그러나 국화, 초피 

및 산초 정유를 첨가한 고추장의 색은 정유 첨가 유무 및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4).

고추장 품질개선을 위하여 정유를 첨가한 연구가 전무

하여 정유 첨가에 따른 고추장 관능특성을 비교 고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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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nsory characteristics of Kochujang containing essential oil of Chrysanthemum morifolium
Essential oil

(%, w/w)
Storage weeks

0 4 8 12

Color

0 7.20±1.69 6.70±1.25 6.40±1.26 6.50±1.18
0.0005 6.90±1.45 6.30±1.49 6.20±1.14 6.40±1.07
0.001 6.50±1.65 6.50±1.27 6.20±1.14 6.40±1.07
0.005 6.20±1.69 6.10±1.45 5.40±0.97 4.30±1.77

Smell

Smell of 
Kochujang

0 7.70±1.16c1) 7.50±1.78b 6.70±1.34b 7.4±1.17b

0.0005 6.90±1.29bcB 6.50±1.27abAB 5.40±1.58abA 6.70±1.34abAB

0.001 6.10±1.52ab 6.30±1.25ab 5.30±2.06ab 6.20±1.69ab

0.005 4.90±2.28a 4.90±0.88a 5.50±2.32a 5.30±1.16a

Aroma of herb

0 2.20±1.55a 1.70±0.95a 2.40±2.12 1.60±0.97a

0.0005 3.60±2.17ab 3.50±1.84b 3.20±2.20 2.60±1.26a

0.001 4.60±1.35bc 4.10±2.18bc 3.90±2.73 3.10±1.85ab

0.005 5.40±2.46c 5.10±1.66c 4.90±2.18 5.70±2.16b

Taste

Hot
taste

0 5.50±2.17 5.60±1.58 5.70±2.06 5.80±0.92
0.0005 6.00±1.33 5.90±1.52 5.40±1.96 6.00±1.49
0.001 5.80±1.55 5.40±1.43 5.40±1.65 5.20±1.69
0.005 6.50±2.12 5.40±1.51 7.00±1.56 6.20±1.81

Taste of 
Kochujang

0 6.00±1.89 5.70±1.57 6.30±1.64b 7.20±0.92b

0.0005 6.60±1.17B2) 6.20±1.55AB 4.90±1.45aA 6.20±1.32abAB

0.001 6.20±1.48 5.90±1.37 4.70±1.42a 5.50±1.84a

0.005 5.40±2.12 4.60±1.51 5.10±2.18a 5.10±1.85a

Taste of herb

0 2.20±1.62a 1.80±1.03a 2.70±1.77a 1.70±1.06a

0.0005 3.60±1.90ab 4.00±2.16b 3.40±1.58ab 2.90±1.45ab

0.001 4.20±1.87b 4.00±1.41b 4.00±2.40ab 3.70±1.89bc

0.005 6.50±1.90c 6.30±1.64c 5.60±1.90b 6.50±1.51c

Overall acceptance

0 6.80±1.03 6.30±1.49b 5.90±1.20c 7.00±0.94b

0.0005 6.00±1.33 5.50±1.18ab 5.30±0.95bc 6.00±1.41b

0.001 6.30±1.34B 5.50±1.51abAB 4.80±1.14abB 5.80±1.40bAB

0.005 4.50±1.96 4.10±1.52a 3.80±0.79a 4.50±1.51a

1)a-c Each values represents mean±SD; Values with the differen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2)A-B Each values represents mean±SD; Values with the differen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는 것은 어려우므로 본 실험 결과와 천연물질을 첨가한 

고추장과 비교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통고

추장에 식물에서 추출한 정유를 첨가하였을 때, 감국 정

유 0.001% 첨가군의 저장 8주에서 고추장 색 강도의 유

의적 감소를 제외하고는 정유 첨가 및 저장기간이 고추

장 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 나타난 고

추장 색 강도의 저하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우나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고추장 색도 저하를 보고한 연구를 살

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고추장에 사과즙을 첨가하였을 

때 외관의 색은 저장 90일이 지남에 따라 옅어졌고(Lee 
EY와 Park GS 2009), 동충하초의 첨가로 고추장의 색도

가 저하되었으며(Bang HY 등 2004), 감귤 농축액 6%를 

첨가하였을 때 고추장의 색이 밝아졌다(Chae IS 등 2008)

고 보고되었다.

2. 정유 첨가에 의한 고추장 향의 변화

고추장에 정유를 첨가하였을 때, 감국, 국화, 초피 및 

산초 정유 모두에서 정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고추장 

고유의 향이 감소하였고, 저장 12주 후 감국과 초피정유

의 0.0005% 첨가군보다 0.005% 첨가군에서 고추장 고유

의 향이 유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p<0.05). 또한 정유 

첨가 시 저장 12주 산초정유를 제외한 0.0005% 정유첨가

군은 무첨가군의 고추장 고유의 향과 유의적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저장 8주의 감국 및 

국화 정유 0.0005% 첨가군에서 고추장 고유의 향이 저장 



184 서지은․한혜경․정미숙․김건희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제 26권 제 2호 (2010)

Table 3. Sensory characteristics of Kochujang containing essential oil of Zanthoxylum piperitum
Essential oil

(%, w/w)
Storage weeks

0 4 8 12

Color

0 7.20±1.69 6.70±1.25 6.40±1.26 6.50±1.18
0.0005 6.80±1.48 6.10±1.52 6.20±1.14 6.30±1.25
0.001 6.50±1.65 6.50±1.18 5.70±1.25 6.20±1.48
0.005 6.80±1.48 6.20±1.32 5.80±1.32 6.30±1.25

Smell

Smell of 
Kochujang

0 7.70±1.16c1) 7.50±1.78b 6.70±1.34b 7.4±1.17b

0.0005 6.70±1.64bc 6.60±1.51b 5.90±1.20ab 6.40±2.07b

0.001 6.00±2.00b 6.40±1.07b 5.10±1.97a 6.00±1.76ab

0.005 4.10±1.45a 4.60±2.07a 4.50±1.96a 4.80±1.55a

Aroma of herb

0 2.20±1.55a 1.70±0.95a 2.40±2.12a 1.60±0.97a

0.0005 3.20±1.81ab 2.40±1.35a 3.10±1.37a 3.40±2.01b

0.001 4.30±2.11b 4.10±2.02b 3.80±1.48a 4.80±1.55bc

0.005 7.50±1.08cB2) 6.70±1.77cAB 6.00±2.11bAB 5.30±1.95cA

Taste

Hot
taste

0 5.50±2.17 5.60±1.58 5.70±2.06 5.80±0.92ab

0.0005 5.50±2.46 6.30±1.49 5.50±2.01 6.00±1.25b

0.001 5.50±2.01 5.60±1.43 5.40±1.78 5.00±1.33ab

0.005 4.90±2.08 5.30±1.70 5.40±1.71 4.70±1.57a

Taste of 
Kochujang

0 6.00±1.89 5.70±1.57b 6.30±1.64b 7.20±0.92c

0.0005 6.10±2.02 6.10±1.20b 6.10±1.29ab 6.40±1.17bc

0.001 6.10±1.52 5.30±1.49b 5.80±1.81ab 5.50±1.51ab

0.005 5.10±2.42 3.60±0.70a 4.60±1.78a 4.50±1.51a

Taste of herb

0 2.20±1.62a 1.80±1.03a 2.70±1.77a 1.70±1.06a

0.0005 3.00±1.63a 3.40±1.58b 2.80±1.62a 2.50±1.65a

0.001 4.90±1.91b 4.20±1.48b 3.30±1.34a 4.30±1.83b

0.005 7.70±0.82cB 7.00±1.41cAB 6.10±1.52bA 6.50±1.35cAB

Overall acceptance

0 6.80±1.03b 6.30±1.49c 5.90±1.20b 7.00±0.94a

0.0005 6.40±1.26ab 5.50±0.85bc 5.70±1.16b 6.10±0.99a

0.001 5.90±1.52ab 4.80±0.92ab 5.60±1.35b 5.00±0.82b

0.005 5.10±1.97a 4.00±1.33a 4.40±1.17a 4.00±0.94c

1)a-c Each values represents mean±SD; Values with the differen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2)A-B Each values represents mean±SD; Values with the differen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0일보다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p<0.05). 또한 산초 정

유 0.0005% 첨가군에서 저장 12주의 고추장 고유의 향이 
저장 0일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p<0.05).
정유 첨가 고추장에서 감지되는 정유의 향은 정유의 

첨가농도가 증가할수록 강하였으며, 감국과 초피정유에서

는 모든 기간에, 국화는 저장 8주를 제외한 기간에서, 산
초는 저장 0일에만 0.0005% 첨가군보다 0.005% 첨가군

에서 정유 향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초피 

정유 첨가군을 제외한 감국, 국화 및 산초 정유 첨가군에

서는 저장 12주에 정유 무첨가군과 0.0005% 첨가군의 고

추장에서 감지되는 정유 향의 강도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고추장을 제조한 후 6개월 
이상 숙성시켜 섭취하는 것을 감안하면, 고추장을 제조할 

때 0.0005% 정유를 첨가하면 섭취할 시기에는 첨가한 정

유의 향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Lee EY와 Park GS(2009)는 전통고추장에 사과즙을 첨가

하였을 때, 고추장의 매운 향은 저장 0일에 비하여 감소

하였으며, Kim DH와 Yang SE(2004)는 겨자를 첨가하였

을 때는 고추장 향이 바람직하지 않게 평가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3. 정유 첨가에 의한 고추장 맛의 변화

고추장의 매운맛은 감국, 국화 및 산초 정유 첨가군과 

저장 12주를 제외한 초피정유첨가군에서 정유 첨가 유

무 및 저장기간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p<0.05). 저장 12주 후 초피정유에서 0.0005% 첨가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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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nsory characteristics of Kochujang containing essential oil of Zanthoxylum schinifolium
Essential oil

(%, w/w)
Storage weeks

0 4 8 12

Color

0 7.20±1.69 6.70±1.25 6.40±1.26 6.50±1.18
0.0005 6.90±1.52 6.50±1.08 6.20±1.14 5.90±1.45
0.001 6.60±1.65 6.20±1.14 6.10±0.88 6.00±1.15
0.005 6.40±1.84 6.20±1.55 5.50±0.97 4.60±1.43

Smell

Smell of 
Kochujang

0 7.70±1.16b1) 7.50±1.78b 6.70±1.34b 7.4 ±1.17b

0.0005 7.20±1.48abB 6.20±1.69abB 5.60±1.78abAB 4.40±2.07aA

0.001 7.00±1.41abB 6.40±1.35abAB 5.50±2.22abAB 4.80±1.93aA

0.005 5.30±1.70a 5.40±1.35a 5.40±2.37a 4.70±2.06a

Aroma of herb

0 2.20±1.55a 1.70 ±0.95a 2.40 ±2.12 1.60 ±0.97a

0.0005 3.30±2.06ab 3.40±2.12b 3.40±2.41 2.60±1.58ab

0.001 4.50±1.90bc 4.40±1.71b 3.80±2.94 3.70±1.89b

0.005 4.60±2.63c 5.10±2.18b 4.80±2.94 5.40±2.27b

Taste

Hot
 taste

0 5.50 ±2.17 5.60 ±1.58 5.70 ±2.06 5.80 ±0.92
0.0005 6.10±1.29 5.70±1.34 5.70±1.64 5.10±1.60
0.001 5.80±1.23 5.50±1.18 5.70±1.77 5.40±1.78
0.005 6.40 ±1.71 6.00±1.15 7.20±1.55 6.10±1.73

Taste of 
Kochujang

0 6.00 ±1.89 5.70 ±1.57b 6.30 ±1.64b 7.20 ±0.92b

0.0005 6.70±1.49B2) 5.60±1.35bAB 5.70±1.57abAB 4.60±1.84aA

0.001 6.20±1.69 5.50±1.35ab 5.50±1.51ab 5.20±1.55a

0.005 5.40±1.78 5.50±1.18a 5.40±2.17a 4.00±1.83a

Taste of herb

0 2.20 ±1.62a 1.80 ±1.03a 2.70 ±1.77a 1.70 ±1.06a

0.0005 3.50±1.58ab 3.60±2.32b 3.60±1.65ab 3.40±1.84b

0.001 4.50±1.72bc 4.40±1.65bc 3.70±2.21ab 3.80±1.81b

0.005 6.50±1.35c 5.20±1.62c 5.10±1.97b 4.40±2.07b

Overall acceptance

0 6.80 ±1.03b 6.30 ±1.49b 5.90 ±1.20 7.00 ±0.94b

0.0005 6.50±0.97bB 5.90±1.10bB 5.90±1.10B 4.50±2.01aA

0.001 6.10±0.99abB 5.30±0.82abAB 5.30±0.95AB 4.80±1.03aA

0.005 4.10±1.37a 5.20±1.93a 4.50±1.90 4.10±1.85a

1)a-c Each values represents mean±SD; Values with the differen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2)A-B Each values represents mean±SD; Values with the differen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다 0.005% 첨가군의 고추장 매운맛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감국 및 국화 정유를 첨가하였을 때, 고추장 고유의 맛

은 저장 0일과 4주에는 정유 농도에 따른 유의적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장 8주와 12주에서는 고추장 고

유의 맛이 감국정유의 0.005% 첨가군과 국화의 0.001%와 
0.005% 첨가군에 비해 무첨가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평

가되었다(p<0.05). 초피와 산초 정유의 첨가시에는 저장 

0일의 고추장 고유의 맛은 정유 농도에 따른 유의차가 

없었으나, 저장 4주부터는 고추장 고유의 맛이 무첨가군

보다 정유 첨가 농도가 가장 높은 0.005% 첨가군에서 유

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p<0.05).
저장기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산초 정유 0.0005% 

첨가군은 저장기간이 증가할수록 고추장 고유의 맛이 감

소되었으며 저장 0일보다 저장 12주에 유의적으로 감소

되었다(p<0.05).
Lee EY와 Park GS(2009)는 전통고추장에 사과즙을 첨

가하였을 때, 사과즙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매운맛은 감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저식염 고추장에서는 알코올 첨가로 
맛이 상승되었고(Kim DH와 Yang SE 2004), 마늘 4%를 

첨가한 고추장의 맛이 양파 2%를 첨가한 고추장 보다 우

수하였으며(Kim DH와 Lee JS 2001), 고추장에 구기자 

3%를 첨가하였을 때 맛이 가장 좋게 평가되었다(Kim DH 
등 2003)고 보고되어 있다.

고추장에서 감지되는 정유의 맛은 4종의 정유 첨가군 

모두에서 정유 첨가 농도가 높을수록 강하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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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0일에는 무첨가군에 비해 모든 정유첨가군에서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저장 12주에는 산초정

유의 모든 첨가군에서 정유의 맛이 유의적으로 강하게 평

가되었다(p<0.05).

4. 정유 첨가에 의한 고추장의 전체적인 선호도 변화

고추장의 전체적인 선호도는 정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0.005% 첨가군의 
선호도가 가장 낮았으며, 산초 정유 첨가군 저장 12주를 

제외한 나머지 실험군에서는 무첨가군과 0.0005% 첨가군

의 전체적인 선호도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고추장 

품질개선을 위하여 천연물질을 첨가한 보고에 의하면, 동
충하초의 첨가로 고추장의 선호도가 낮아졌으며(Bang HY 
등 2004), 배즙 6% 첨가군의 종합적인 기호도가 좋게 평

가되었다(Yoo MY 등 2005)고 하였다. 또한 양고추냉이 

0.6%를 첨가하여 고추장의 기호도가 상승되었고(Jeong 
DY 등 2001), 감귤 농축액 6%를 첨가하였을 때 전반적

인 기호도가 높아졌다(Chae IS 등 2008)고 보고하였다. 
또한 양고추냉이와 겨자분말을 첨가하였을 때 고추장의 

기호성이 증가하였으며(Shin DH 등 2000), 키위 9% 첨
가 고추장에서 종합적인 기호도가 가장 높았다(Kim YS
와 Song GS 2002)고 보고되었다.

정유 첨가 고추장의 전체적인 선호도를 비교하였을 때

(Table 5), 저장 0일에는 4종 정유 첨가군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저장 12주에는 산초 정유를 제외한 감

국, 국화 및 초피 정유 첨가군은 무첨가군과 유의적으로 

동일한 선호도를 보였다(p<0.05).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고추장의 맛과 향의 품질개선을 위하여 감국, 국화 및 

초피 정유를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식물의 향기성분인 정유는 식물체에 극미량 함유되어 

있으며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정유 추출률은 0.01～
0.42%를 보였다. 정유 추출률이 이처럼 낮으나 정유에는 
향기성분이 고도로 농축되어 있어 고추장에 첨가할 때 

미량을 첨가한다. 또한 관능검사 결과, 고추장 고유의 맛

과 향이 유지되는 고추장이 좋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고

Table 5. Comparison of overall acceptance of Kochujang con-
taining essential oils

Essential oils
Storage weeks

0 12
Control 6.80±1.03 7.00±0.94b1)

Chrysanthemum indicum 6.40±1.26 5.90±1.45b

Chrysanthemum morifolium 6.00±1.33 6.00±1.41b

Zanthoxylum piperitum 6.40±1.26 6.10±0.99b

Zanthoxylum schinifolium 6.50±0.97 4.50±2.01a

1)a-b Each values represents mean±SD; Values with the differen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추장에 0.0005% 정유를 첨가하여도 향기, 맛 및 전체적

인 선호도에서 무첨가군과 차이가 없다는 것은 정유의 

항미생물작용을 기대할 때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판단

된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정유의 향기가 고추장에 미치는 관능적 
특성을 분석하여 고추장의 맛, 향기 등의 품질특성을 개

선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유와 그 농도를 선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향기가 우수한 감국, 국화, 초피 및 산

초 정유를 고추장에 첨가하여 저장기간에 따른 관능검

사를 실시하였다. 무첨가군에 비해 국화, 초피 및 산초 

정유의 첨가에 의하여 고추장 색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

았다. 정유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고추장 고유의 향이 감

소하였으며, 저장 8주 국화정유와 저장 12주 산초정유를 

제외한 0.0005% 첨가군과 무첨가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유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고추장에서 정유의 향

이 강하게 감지되었으며 무첨가군보다 4종 정유의 0.005% 
첨가군에서 각각의 정유 향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정유 첨가가 고추장의 매운맛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고추장 고유의 맛은 감

소하였으나 고추장에서 감지되는 정유의 맛은 높게 나타

났다. 고추장의 전체적인 선호도는 정유 첨가량이 높을

수록 낮아져서 0.005% 첨가군이 가장 낮게 평가되었고 

저장 12주 산초정유를 제외한 0.0005% 첨가군과 무첨가

군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저장 0일에는 무첨가군과 

정유첨가군의 전체적인 선호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저장 

12주에는 산초정유를 제외한 감국, 국화 및 초피 정유의 

전체적인 선호도가 무첨가군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p<0.05).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고추장의 맛, 향기 등의 
품질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감국, 국화 및 초피 정유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농도는 0.0005%가 적절하다고 제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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