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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velop food and organoleptic quality of gochujang 0, 3, 4, and 5% of sweet persimmon powder
were added to Korean traditional red pepper paste during fermentation and microbiological and
organoleptic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The total bacteria count of the gochujang tended to
increase slowly until a level of 108 CFU/g with increasing fermentation tim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p <0.05) between the control and the treatment during fermentation. The
number of yeast and mold was 104

−105 CFU/g during fermentation. Sensory evaluation after 30,
60, and 90 days of fermentation showed that addition of sweet persimmon powder to the
gochujang did not affect its color, but the level of sweetness and umami, increased as additional
level of sweet persimmon powder increased. In the overall acceptabilt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p <0.05) until 30 days of fermentation and the gochujang added with 4% sweet
persimmon powder showed the highest organoleptic value. And it showed high score in sweetness,
umami and overall acceptability at the end of fermentation. The results indicated that 4%
additional level of sweet persimmon powder was the best making gochu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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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은 간장, 된장과 함께 일상 식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

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발효식품으로 쌀, 보리, 밀가루 등의

전분질과 콩, 고춧가루, 소금 등을 원료로 하여 메주나 코오지

등의 발효제로 숙성 시켜 담금 한다[Kwon 등, 1996].

전통 고추장은 개량식 고추장과는 달리 메주를 띄우는 과정

에서 많은 종류의 세균이나 곰팡이류가 서식하기 때문에 고추

장 숙성과정에서 이들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작용에 의하여

원료성분이 분해되어 각종 맛 성분이 형성된다[Shin 등, 1996].

즉 당 성분에 의한 단맛과 단백질 성분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구수한 맛이 재래 고추장의 고유맛을 이루며 이와 함께 메주에

함유된 미생물의 대사산물로 유기산, 핵산, 알콜 등이 형성되어

감각적 기호성을 향상시킴으로서 단일 코오지나 효소제를 이용

한 개량식 고추장과 구별된다[Jeong 등, 2000]. 전통식 고추장

은 전분질원으로 찹쌀을 주로 사용하나 특징적으로 보리와 밀

을 사용하기도 하며[Kim, 1993], 메주를 띄우는 과정에서 많은

종류의 곰팡이와 세균이 증식하여 고추장의 숙성 과정에서 이

들의 발효 작용으로 고유의 풍미를 가지게 되며 비교적 숙성

기간이 길고[Shin 등, 2000a], 메주에 번식한 세균류의 작용으

로 제품에 이취가 생성되기도 한다[Choi 등, 2000]. 최근 식생

활 문화는 소비자들의 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관능적 품질 이

외에 식품이 갖는 기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

다. 따라서 최근에는 고추장의 제조 시 부원료의 첨가에 의하

여 고추장의 맛, 색, 향기 등의 관능적 품질과 기능적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추장 담금 시 전분질 원의 일부를 과즙[Park

등, 1993]이나 호박[Choo와 Shin 2000], 사과[Jeong 등,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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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체하거나 홍삼을 첨가[Shin 등, 1999]하여 고추장의 풍미

와 기능성을 향상시키려는 연구들이 시도되고 있다.

감 과실은 우리나라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전역에서 생산되

며, 폴리페놀류가 풍부하게 존재하며, 이러한 폴리페놀 성분은

미생물에 의해 생산된 독이나 뱀독에 대한 항독작용 및 항산화

작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생리학적 기능을 가진다[Park 등,

1993]. 또한 항발암성, 항돌연변이, 심장질환 예방효과 등을 나

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Hertlog 등, 1993]. 그러나 이러한 영

양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실에 감 이용 제품의 경우 곶

감이나 감 식초 등의 제품 밖에 개발되지 못해 이용의 한계가

있어 감의 기능성 및 관능적 특성을 이용하고 현대인의 취향에

적합한 가공제품의 제조기술을 정립화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감을 분말화 하여 이용함으로써, 수송이나 저장

중 발생하는 감 장해과를 가공 소재로서 이용의 다양성을 제공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고추장의 품질을 개선하고 기호

성을 증대시키면서, 감을 가공소재로서 다양하게 이용하기 위

하여 단감을 분말화 하여 고추장에 적용하여 단감 분말을 첨가

한 고추장의 제조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또한 단감 분말의

첨가가 고추장의 품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과 단감 분말 첨가

고추장의 숙성 중 미생물학적, 관능적 특성의 변화를 조사하고

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감은 ‘사천조생’으로 2009년 10

월에 전라남도 장성군에 위치한 감 농가에서 공급받아 사용하

였다. 단감 분말을 첨가한 고추장의 제조를 위해 단감은 수세

후 껍질, 씨, 꼭지를 제거 하고 과육을 2 mm 두께로 썰어 준비

하였다. 다른 부 재료로는 찹쌀(ET Rice Processing Complex,

Kimje, Korea), 메주가루(Hamyang Nonghyup, Hamyang,

Korea), 고춧가루(Fresh Farm, Pocheon, Korea), 엿기름

(Samgye Food, Gimhae, Korea), 그리고 소금(Shinan Salt,

Shinan, Korea)은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단감 분말의 제조. 단감을 2 mm 두께로 썬 다음 열풍건조기

(DS-80-1, Dasol Scientific, Hwa-seong, Korea)를 이용하여 각

각 50oC에서 18시간 열풍 건조시켰다. 건조 후 분쇄기(FM-

681C, Hanil,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분쇄한 후 40 mesh

표준체를 거쳐 단감분말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단감 분말은 공

기 중 수분 유입 차단 및 caking 현상의 방지와 단감 분말의

색과 영양 성분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polyethylene/nylon

film을 이용하여 진공 포장을 한 뒤 단감 분말을 이용하기 전

까지 4oC에 저장하였다.

고추장의 제조. 고추장의 제조 시 Table 1에 주어진 재료들의

혼합비에 맞추어 단감 분말의 첨가 수준을 달리하여 고추장을

제조하였으며, 단감 분말 첨가 고추장의 제조 과정은 Fig. 1에

주어진 공정도에 따라 제조하였다. 단감 분말 첨가 고추장은 총

중량 2000 g을 기준으로 제조공정은 찹쌀 400 g을 물에 한 시간

동안 침지하고 물기를 제거해 준 후 증기를 이용하여 40분 동

안 증자하여 충분한 호화가 일어나도록 하였다. 증자된 찹쌀을

실온(20oC)으로 냉각시킨 후, 2600 mL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잘

혼합하여 60oC 항온 항습기에 유지하여 액체의 온도가 60oC에

도달하였을 때 보리로부터 만들어진 엿기름 분말을 첨가하여 1

시간 동안 당화공정을 행하였다. 위 공정을 거쳐 제조된 당화액

을 1200 mL가 될 때까지 열을 가하여 농축을 행하였다. 그리고

농축된 당화액 1200 mL에 소금 212 g과 메주 가루 120 g, 고춧

가루 468 g을 잘 혼합하였다. 혼합된 고추장은 전체 고추장에 비

례하여 고추장의 점도와 관능성을 고려하여 단감 분말을 3, 4,

그리고 5%를 첨가한 뒤, 혼합하여 단감 분말 첨가 고추장을 제

조하였다. 제조된 단감 분말 첨가 고추장은 소형 항아리에 담아

20oC로 설정된 항온 항습기(JSMI-04C, JS Research InC.,

Gongju, Korea)에서 90일 동안 숙성을 진행하였다.

미생물수. 고추장의 미생물의 수를 측정하기 위해, pour plate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고추장 시료 5 g을 멸균된

stomacher bag에 넣고 0.1% 펩톤수 45 mL로 희석한 다음 2분

간 균질화를 행하였다. 균질화된 시료 용액에서 1 mL를 취하

Table 1. Formulation of manufacturing Gochujang with different additional levels of sweet persimmon powder (g/2,000 g basis)

Persimmon 
powder (g)

Glutinous rice
(g)

Barley  malt
(g)

Salt (g) Water (mL)
Meju powder

(g)
Red pepper 
powder (g)

0% 0 400 100 212 2600 120 468

3% 60 340 100 212 2600 120 468

4% 80 320 100 212 2600 120 468

5% 100 300 100 212 2600 120 468

Soaking glutinous rice (30oC, 4 h)

Draining (Washing)

Steaming (100oC, 40 min)

Cooling (30oC)

Mixing (Barley malt 100 g, water 2600 g)

Mixing (Hot red pepper, salt, meju powder,
sweet persimmon powder 3, 4, and 5%)

Saccharification (60oC, 1 h)

Concentration (To make malt syrup to 1200 g)

Fermentation (20oC, 90 days)

Fig 1. Flow diagram for manufacturing of Gochujang with

different additional levels of sweet persimmon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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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vortex mixer (SNV-0809 009, DAEIL TECH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5차례로 나누어 희석하여 최종 희석농도를

106 되게 하여 배양액을 준비하였다. 총균수는 희석액 1 mL를

배양접시에 첨가하고 plate count agar (Difco, Detroit, MI)를

적절한 양을 부어 주었다. 효모와 곰팡이는 potato dextrose

agar (Difco)를 이용하였다. 총균수는 37oC에서 24시간, 효모 및

곰팡이는 30o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군집을 계수하였다.

관능평가. 단감 분말 첨가 고추장의 관능적 특성 평가는 관

능검사에 경험이 있는 훈련된 패널 25명을 선발하여 숙성 30

일, 60일 그리고 90일째에 각각 실시하였다. 관능검사를 위해

제시된 시료는 난수표를 이용하여 임의의 세 자리 숫자를 적은

개인용 접시(10 cm Φ)에 5 g씩 담고 플라스틱 랩을 덮은 후,

시료를 무작위로 배열하여 4개 시료를 함께 제시하였다. 시료

는 입 뒤쪽으로 가져가 약 5초간 맛보도록 하였다. 또한 한 가

지 시료를 맛 본 후 다른 시료를 맛보기 전에는 약 15초간 간

격을 두었으며, 다음시료를 검사하기전 물을 제공하여 입을 헹

구어 내도록 하였다. 관능검사는 소비자 기호도 검사방법으로

7점 기호 척도법[Meilgaard 등, 1987]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평

가항목은 외관, 색, 향, 단맛, 감칠맛, 신맛, 조직감, 전체적인

기호도(50명 이상)의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에 대해서

1점에서 7점까지 점수를 직접 기입하게 하였다 (7: 대단히 좋

다, 6: 보통으로 좋다 5: 약간 좋다, 4: 좋지도 싫지도 않다, 3:

약간 싫다, 2: 보통으로 싫다, 1: 대단히 싫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구는 3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을 구하였

으며, SPSS program (ver. 18.0, Chicago, IL)을 이용하여 분산

분석을 실시하여 유의차가 인정되는 항목을 다중 범위 시험 비

교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p >0.05 수준에서 각

처리구별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균수. Table 2는 단감 분말의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

한 고추장의 숙성 중 총균수의 변화이다. 단감분말을 첨가하여

고추장을 제조 하였을 경우 다른 부재료를 첨가하여 제조한 고

추장에 비해 총균수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한 단감분말 고추장의 총균수는 숙성 기간 내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숙성 초기 총균수는 106 CFU/g이었으나,

점차 증가하여 숙성 30일에서 60일까지는 107 CFU/g 수준이었

고, 숙성 70일 이후부터 숙성 마지막 단계까지 108 CFU/g을 유

지하였다. 또한 모든 숙성 과정에서 대조구와 단감 분말 사이

에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0.05). 따라서 고추장 제조

시 단감분말을 사용하여도 총균수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생적 부재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의 결과와 유사한 연구는 Shin 등[2000b]은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수집된 전통 고추장의 총균수는 107
−108 CFU/g 정도

검출된다고 밝혔으며, 겨자와 고추냉이의 첨가가 고추장의 총

균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Bae 등[2001]

은 다시마를 첨가한 고추장의 숙성 중 변화에서 세균수는 숙성

초기 104 CFU/g 수준이었는데 숙성 중기로 진행되는 기간 동

안 106
−107 CFU/g으로 증가하였고 숙성 후기에는 108 CFU/g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ang 등[2004]은 고추장

숙성 기간 중 총균수는 대체적으로 107 CFU/g 부근으로 나타

나 고추장 숙성 90일 까지 생균수가 107 CFU/g을 유지한다고

보고하였다. Lee 등[1996]의 재래식 고추장은 숙성 중 5.0×

106
−1.4×107 CFU/g 수준의 세균이 존재하고 이 중 38−50%가

Bacillus속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과 Song[2002]의 키

위를 첨가한 고추장의 총균수가 숙성의 최종단계에서 2.0−

Table 2. Changes of total bacteria counts in Gochujang added with different levels of sweet persimmon powder during fermentation at 20oC

for 90 days

Sweet 
persimmon 
powder (%)

Fermentation time (days)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6.35±0.13nsF 6.54±0.14nsF 6.81±0.13nsE 7.14±0.19nsD 7.14±0.08nsD 7.41±0.07nsC 7.56±0.11nsC 7.94±0.11nsB 8.15±0.15nsB 8.37±0.16nsA

3 6.28±0.11H 6.54±0.10G 6.82±0.08F 7.09±0.23E 7.22±0.12E 7.46±0.10D 7.69±0.13C 7.97±0.08B 8.16±0.05B 8.50±0.13A

4 6.30±0.05H 6.57±.0.18G 6.81±0.06F 7.09±0.13E 7.34±0.18D 7.52±0.03D 7.75±0.14C 8.01±0.04B 8.21±0.19B 8.53±0.08A

5 6.33±0.08G 6.50±0.09G 6.85±0.09F 7.00±0.18F 7.27±0.06E 7.50±0.14D 7.69±0.14D 7.98±0.13C 8.24±0.10B 8.57±0.07A

Dissimilar capital alphabe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issimilar small alphabe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at p <0.05

Table 3. Changes of yeast and mold count in Gochujang added with different levels of sweet persimmon powder during fermentation at

20oC for 90 days

Sweet 
persimmon 
powder (%)

Fermentation time (days)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0 4.15±0.04nsF 4.28±0.07nsE 4.58±0.07nsD 4.65±0.08nsD 4.86±0.10nsC 5.02±0.10nsB 5.20±0.07nsA 5.22±0.03nsA 5.22±0.03abA 5.2/±0.01nsA

3 4.28±0.07E 4.26±0.10E 4.55±0.06D 4.65±0.09D 4.84±0.06C 5.07±0.06B 5.17±0.13AB 5.23±0.02A 5.21±0.01abA 5.17±0.04AB

4 4.23±0.06F 4.30±0.13F 4.50±0.07E 4.66±0.05D 4.82±0.06C 4.96±0.06B 5.25±0.06A 5.24±0.02A 5.23±0.03bA 5.19±0.03A

5 4.18±0.10E 4.25±0.09E 4.54±0.06D 4.66±0.06CD 4.80±0.12C 5.07±0.04B 5.31±0.13A 5.32±0.16A 5.24±0.05aA 5.17±0.03AB

Dissimilar capital alphabe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issimilar small alphabe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a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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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6 CFU/g 수준을 보고하였으며 본 실험에서 단감 분말을

첨가한 고추장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나 숙성기간 유사

한 변화 경향을 보였고, Shin 등[1997]은 고추장의 숙성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고추장의 미생물상의 변화는 첨가되는 부 원

료에 의한 차이는 적고 메주의 제조조건이나 숙성조건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총균수 변화도 부

원료에 의한 차이보다 제조 조건이나 숙성조건에 의한 영향으

로 보여진다.

효모 및 곰팡이. 단감 분말의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고추장의 숙성 중 효모 및 곰팡이 수의 변화는 Table 3에 나타

내었다. 당류로부터 알코올을 생산하여 고추장 숙성 과정 중에

유기산과 ester류의 향기성분 생성에 관여하는 효모는 숙성기간

동안 104
−105 CFU/g을 유지하였으며, 숙성 초기에 비해 후기

에 약간 증가하였으나 숙성 60일 이후에는 유의적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p <0.05). 또한 대조구와 단감 분말 첨가구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단감 분말의 첨가가 효모수

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유사하게 Shin 등[2001]은 102
−103 CFU/g수준에서 시

작하여 숙성 60일과 90일에 많이 증가하여 104
−105 CFU/g 수

준을 유지한다는 결과와 Kim 과 Song[2002]의 키위를 첨가한

고추장의 효모수는 발효 초기 1.3−5.0×105 CFU/g이었던 것이

10일 째에 7.8×105
−4.9×106 CFU/g으로 상당한 증가를 보였다

가 발효 중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60일 경과 후에는 5.7−

9.1×104 CFU/g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Chae 등[2008]의 감

귤농축액 첨가 고추장에 관한 연구에서 효모수는 숙성 초기

4.3−4.8×103이었으나 숙성 6주 후 1.4−5.8×106 CFU/g으로 상당

한 증가를 보이다가 그 이후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hin 등[2000b]의 양 고추냉이와 겨자 첨가

고추장에 관한 연구에서 효모수는 발효가 진행되면서 60일 또

는 90일 이후에는 검출되지 않은 반면에 양 고추냉이와 겨자

를 넣지 않은 대조구에서는 발효 120일 째 1.2×104 CFU/g이상

검출되어 양 고추냉이와 겨자분말이 효모 증식 억제 효과가 있

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Park 등[2007]의 매실분말과 매실농축

액을 첨가한 고추장의 효모수가 2.0×107
−3.6×107 CFU/g이었다

는 보고와는 차이가 있었다. 이 또한 고추장의 원료 및 담금

방법 그리고 숙성조건의 차이에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관능평가. Table 4−6은 단감 분말의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고추장을 숙성 시기별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다.

숙성 30일 째 소비자가 품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항목인 색은

단감분말 첨가구에 비해 대조구가 5.30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

고, 이것은 단감 분말을 첨가할수록 숙성 과정 중 색이 어둡게

변해 관능 평가 결과 낮은 값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외관은

대조구와 3% 단감분말 첨가구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

다(p <0.05). 또한 단맛은 대조구에 비해 단감 분말 첨가구에서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특히 4% 단감분말 첨가구에서 4.40으

로 유의적으로 높았다(p <0.05). 이러한 결과는 [Oh와 Park,

1997]의 재래식 고추장의 단맛이 3.0으로 가장 높은 반면, 단감

을 부재료로 사용하여 고추장을 제조하였을 경우 고추장의 단

맛은 4.0~5.0의 결과를 보여 재래식 고추장에 비해 단맛에서 높

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Gochujang added with different

levels of sweet persimmon powder during fermentation at 20oC for

30 days

Sweet persimmon powder (%)

0 3 4 5

Color 5.3±0.67abA 4.5±0.71cdB 4.5±0.53bcB 4.4±0.70bcB

Appearance 5.6±0.52aA 5.8±0.63aA 4.7±0.67abcB 4.6±0.52abcB

Flavor 5.2±0.63abNS 5.3±0.67ab 5.3±0.67a 5.2±0.79a

Sweetness 4.1±0.74cC 4.4±0.70dBC 5.1±0.57abA 4.8±0.79abcAB

Sourness 4.7±0.82bcNS 5.2±0.63abc 4.7±0.95abc 5.1±0.74ab

Umami 5.1±0.74abNS 4.8±1.14bcd 4.9±0.57abc 4.7±0.67abc

Mouthfeel 4.2±0.63cNS 4.7±0.67bcd 4.3±0.67c 4.1±0.99c

Overall 
acceptability

5.2±0.63abNS 5.3±0.67ab 5±0.67ab 4.8±0.63abc

Dissimilar capital alphabe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issimilar small alphabe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at p <0.05

Table 5. Sensory evaluation of Gochujang added with different

levels of sweet persimmon powder during fermentation at 20oC for

60 days

Sweet persimmon powder (%)

0 3 4 5

Color 5.5±0.53aA 4.9±0.57Bns 4.8±0.63Bns 4.8±0.42abB

Appearance 5.3±0.67aNS 0.5±0.67 5.4±0.70 5.3±0.67a

Flavor 4.9±0.74abNS 0.5±0.67 5.2±0.79 5.2±0.79ab

Sweetness 4.2±0.79cB 0.5±0.67A 5.1±0.88A 5.1±0.57abA

Sourness 4.2±0.79cB 4.8±0.63AB 5.1±0.74A 5.2±0.63abA

Umami 0.5±0.67abNS 0.5±0.82 5.2±0.79 5.1±0.74ab

Mouthfeel 5.2±0.63abNS 5.2±0.79 0.5±0.82 5.1±0.88ab

Overall 
acceptability

4.6±0.70bcB 5.1±0.54AB 5.3±0.48A 4.6±0.84bB

Dissimilar capital alphabe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issimilar small alphabe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at p <0.05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Gochujang added with different

levels of sweet persimmon powder during fermentation at 20oC for

90 days

Sweet persimmon powder (%)

0 3 4 5

Color 5.6±0.84aA 4.8±0.63nsB 0.5±0.47bB 4.8±0.42nsB

Appearance 5.4±0.84aA 5.1±0.57AB 4.9±0.57bAB 4.7±0.67B

Flavor 5.1±0.57aNS 0.5±0.67 0.5±0.67ab 5.1±0.74

Sweetness 4.4±0.70bB 4.6±0.70AB 5.1±0.74abA 5.2±0.63A

Sourness 4.9±0.74abNS 0.5±0.47 5.1±0.57ab 0.5±0.67

Umami 4.2±0.79bB 4.5±0.71B 5.2±0.63abA 4.8±0.63AB

Mouthfeel 5.1±0.57aNS 5.1±0.57 5.1±0.74ab 5.1±0.57

Overall 
acceptability

4.3±0.67bC 4.7±0.82BC 5.7±0.67aA 5.1±0.57AB

Dissimilar capital alphabe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Dissimilar small alphabe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a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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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기호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성 30일 차에는 향미

와 신맛, 감칠맛, 전체적인 기호도에서는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

적 차이가 없었다(p <0.05). 숙성 60일 째 실시한 관능 평가에

서는 색에서 30일 째와 마찬가지로 단감분말 첨가구에 비해 대

조구에서 높은 값을 보였고, 외관, 향미, 감칠맛과 입속 느낌

(mouthfeel)에서는 모든 처리구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p

<0.05), 단맛은 3, 4, 5% 단감분말 처리구에서 5−5.1 범위로 대

조구에 비해 높은 값을 보였다. 신맛 또한 대조구에 비해 4,

5% 단감 분말 처리구에서 5.1−5.2범위로 나타나 유의적으로 높

은 값을 보였다(p <0.05). 또한 전체적 기호도는 4% 단감분말

처리구가 5.3으로 다른 처리구들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숙성 90일 째 실시한 관능검사에서는 색과 외관은 단감분말 첨

가구에 비해 대조구가 높은 값을 보였으나, 단맛에서는 4, 5%

단감분말 첨가구가 각각 5.1과 5.2로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

여(p <0.05) 홍시 분말의 첨가가 단맛을 증진 시킨다고 판단된

다. 감칠맛 또한 4% 단감분말 첨가구에서 높은 값을 보여 단

감 분말을 4% 내외로 첨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

미와 신맛 그리고 입속 느낌은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p <0.05). 전체적 기호도에서는 4% 단감분말 첨가구가 5.7로

다른 처리구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p <0.05).

전체적 기호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숙성 30일 경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p <0.05),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4% 단감분말

첨가구가 관능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숙성 최종 단계에

서 단맛과 감칠맛 그리고 전체적 기호도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

여 단감 분말을 첨가한 고추장을 제조 시 단감 분말을 4% 첨

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초 록

전통고추장의 품질을 개선하고 기호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감

을 분말화 하여 고추장에 0, 3, 4, 5% 첨가하여 단감 분말을 첨

가한 고추장을 제조하고 20oC에서 90일 동안 숙성시키면서 미

생물학적 특성 및 관능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고추장의 숙성 중

총균수는 숙성 초기부터 숙성 마지막 단계까지 서서히 증가하여

108 CFU/g 수준을 유지하였고 모든 숙성 과정에서 대조구와 단

감 분말 첨가한 것 사이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p <0.05). 효모

및 곰팡이 수는 숙성기간 동안 104
−105 CFU/g을 유지하였다. 고

추장의 관능검사를 숙성 30, 60, 90일 째 실시한 결과, 관능적

특성에 있어서 단감 분말의 첨가는 고추장의 색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단맛의 경우에 단감 분말 첨가량에 비례

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감칠맛의 경우에도 비슷한 경

향을 보였다. 전체적 기호도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숙성 30일 경

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p <0.05),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4% 단감분말 첨가구가 관능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숙성

최종 단계에서 단맛과 감칠맛 그리고 전체적 기호도에서 높은

선호도를 보여 단감 분말을 첨가한 고추장을 제조 시 단감 분

말을 4% 첨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Key words: gochujang, microbiological and organoleptic

characteristics, sweet persimmon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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