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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nhance the quality of gochujang sauces containing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s at 
concentrations of 0%(C), 1%(RS-1), 2%(RS-2), and 3%(RS-3). Free sugars detected in gochujang sauce were sucrose, glucose, 
maltose, and fructose. pH level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amples. As the contents of S. herbacea L. extracts 
increased, the salinity decreased. The colors of the gochujang sauce as indicated by -L, a***, and b*  values decreased as 
contents of gochujang sauce S. herbacea L. extracts increased. Most of the mineral contents of gochujang sauce containing 
S. herbacea L. extracts were higher than that of control. Overall acceptabilities of the S. herbacea L. extracts-added groups 
were in the order of 2%, 3%, 0%, and 1%. The 2% (RS-2) S. herbacea L. extract-added group was highly rated in general 
charateristics, making it the most desirable for making S. herbacea L. extract-added gochujang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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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함초(Salicornia herbacea L.)는 명아주과에 속하는 식물로
우리나라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 울릉도 및 백령도 등 섬지
방의 바닷물이 닿는 해안이나갯벌그리고 염전 주위에 무리

지어 자생한다(Jang & Park 2006). 함초(鹹草) 또는 염초(鹽
草)라하여맛이몹시짜며희귀하고신령스러운풀이라하여 
신초(神草)라고도 한다(Song et al 2007). 다량의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천연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며(Han et al 2003), 
필수 지방산인 리놀렌산이 전체 지방산중 약 50% 함유되어
있으며, 필수 아미노산의 함량이 총 아미노산 함량 대비 약
40%를함유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
로매우유용하다(Kim et al 2006, Cho et al 2008). 또한동물
실험에의하여 함초추출물이동맥경화, 고지혈증, 지방간 및
체중증가억제효과가알려져있으며, 사염화탄소로인한간
독성 유발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Song et al 2007). 
짠맛은 단맛이 살짝 베인 짠맛으로 음식에 이용하면맛을향

상시켜주고(Han et al 2003), 유럽에는어린줄기를샐러드로

만들어먹는등음식재료로이용되고있다(Han & Kim 2003). 
최근 함초의 독특한 짠맛과 다양한 생리적 효능이 구전되어

식용재배및기능성식품소재로활용방안이이루어지고있

다(Jang & Park 2006). 하지만 함초에 대한 성분, 기능및약
리효과에대한연구가 대부분이고, 음식에함초를첨가한연
구로는 돈육 지방의 항산화 작용(Han SK 2004), 열무 물김치
(Lee JY 2005), 찜 케이크(Kim et al 2006), 설기떡(Jang & 
Park 2006) 등 음식에 적용한 논문들은 아직 많이 이루어지
지 않은 실정이라, 함초를 이용한 음식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서 콩 발효 제품의 거의 대부분 장류로 분류되

며, 간장, 고추장, 된장, 청국장 등이 있다(Chae et al 2008). 
이들 발효식품을 우리 민족의 중요한 식품으로 특히 고추장

은찹쌀. 밀, 대두 및고춧가루 등을 주원료로 코지, 소금 등
을섞어발효시킨고유의전통발효식품으로식생활에서빼놓

을수없는중요한조미식품중하나이다(Cho et al 1981). 발
효물에서유래된단백질, 당류, 카로틴, 비타민과캡사이신, 대
두 펩타이드 등 영양성분 및 생리활성물질이 함유되고, 매운
맛, 단맛, 감칠맛이잘조화된특성이있어칠리, 타바스코및
토마토케찹과같은서양의 다용도 소스 못지않게 각종 요리

에이용가치가높다(Yang & Choi 2005). 고추장의품질은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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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관여하는미생물에의해좌우되기때문에(Yang & Choi 
2005), 최근 고추장에 기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약
리 효능을 가지고있는알려진기능성 식품 소재를첨가하여

고추장을 제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고추장에 관한 연구로는 제조 방법에 관하여 코지나 효모

를 이용한 고추장의 제조 및 품질 특성(Kang et al 1997), 메
주를 첨가 시 품질 개선 효과(Oh & Park 1997), 담금 원료에
따른 숙성도에 대한 연구(Shin et al 1997)와 고구마, 과즙, 
홍삼 등을 첨가하여 개량 고추장 제조(Bae & Choi 2001)를
시도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고추장을 이용한 소스 개발은 아

직 미흡한 상태이다. 그 이유로는 우리 식생활에서의 부식
겸 조미료라는 개념의 인식이 큰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최
근 식생활 문화는 소비자들의 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관능

적 품질이외에 식품이갖는기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바

뀌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함초의 약리적인 효과를 이용하
여 기능성 식품 소재로활용하기 위해 함초 추출물을첨가한

고추장 소스 제품을 개발함으로써 함초를 활용한 다양한 식

품개발의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료는전라남도신안군, 장흥군 일대

의 염전에서 서식하는 함초를 채취하여 사용하였으며, 채취
한 함초는 차가운 물로 수세한 후 10일간 자연 건조하여 추
출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함초 첨가 고추장 소스 제조시 사
용한 재료는 고추장(청정원), 고춧가루(해찬들), 청주(백화수
복), 설탕(삼양사), 간장(청정원), 참기름(오뚜기), 후추가루
(오뚜기), 생강즙, 다진파, 다진마늘, 깨소금은 경북 안동시
소재 A마트에서 2010년 5월에 일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1) 함초 추출물 제조
자연건조된함초는작은조각으로만들어수직환류냉각

기가 부착된 추출 flask에 넣고, 시료 중량의 10배가 되는 증
류수를추출용매로사용하여 80℃에서추출한후여과하여이
여액을 감압 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시료를 조제하였다. 

 
2) 함초 추출물의 침전 방지 공정 개선
함초 추출물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 여과 및 원심분리를

실시하였다. 여과는 filter paper(Advantec No. 2), 0.45μm sy-
ringe filter(Advantec MFS 25)를 사용하여 여과하였으며, 원
심분리는 10 mL 추출액을 취해 1,000, 3,000, 5,000 rpm으로
각각 원심분리공정을 실시하였다. 각 조건의 침전 방지 효율
을 비교하기 위해 먼저 실험을 실시한 여액 1 mL를 취한 후
4℃에서 15,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한 후 침전된 pellet

의 양을 비교하였고, 이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흡
광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2. 실험 방법

1) 함초 추출물의 항산화성

(1) 함초 추출물의 DPPH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
항산화활성은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free radi-

cal 소거법을 이용하였다. 동결 건조 시료 1 g을 최종 14,000 
ppm이되도록MeOH을가하여녹이고, 이중 1,000 μL를 취해
MeOH 9 mL를 가하여 1,400 ppm이 되도록 희석하고, 그중
2.5 mL를취해 DPPH 소거활성측정에이용하였다. 항산화활
성은 일정 농도의 각 시료에 0.1 mM DPPH(2,2-diphenyl-1- 
picrylhydrazyl) 용액을첨가하여강하게 vortex한후 37℃에서
30분간반응시킨후 518 nm에서흡광도를측정하였으며, 항산
화활성은대조구와실험구의흡광도차를대조구흡광도로나

눈값을백분율로하여소거율을계산하고, 이를다시농도와
의상관관계로 50%의소거율을나타내는 IC50값을산출하였다.

(2) 함초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
SOD 유사활성은함초추출액 100 μL에 pH 8.5 tris-HCl bu-

ffer(50 mM tris+10 mM EDTA) 800 μL와 100 μL pyrogal-
lol을 첨가하여 25℃에서반응시킨 후 100 μL 1 N HCl로 반
응 정지시킨다. 이 반응액은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증류수를 첨가한 대조구의 흡광도와 비교 환산하였다.

2) 함초 고추장 소스 실험 방법
함초고추장소스의기본배합비및제조는 Table 1과같이

배합하였으며, Park et al(2009)의고추장소스제조법을참고
하여 고추장, 고춧가루, 생강즙, 설탕, 간장, 파, 마늘 등의모
든 재료를 실온에서 잘 혼합하여 실험 시료로 사용하였다.

(1) 총당 측정
시료를증류수로희석하여 phenol-H2SO4법에의해 47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당 표준용액으로 glucose를 사용
하였다.

(2) 유리당 측정
시료 1 g을 증류수로 희석한 후 초음파로 30분간 추출한

후 0.45 μm mambrain 필터로 여과하여 Table 2와 같은 조건
에서 HPLC 분석용 시액을 사용하였다.

(3) pH 측정
pH의측정은각시료 5 g을취하여잘혼합한후 pH meter 

(Mettler Toledo GmbH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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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ormula for gochujang sauce with concentrated 
Salicornia herbacea L. (g)

Sample1) C RS-1 RS-2 RS-3

Gochujang  46  45  43  41

Red papper powder   5   5   5   5

Ginger Juice   3   3   3   3

Chungjoo  10  10  10  10

Sugar   9   9   9   9

Soy sauce  17  17  17  17

Green onion  15  15  15  15

Garlic  23  23  23  23

Sesame salt   8   8   8   8

Sesame oil   3   3   3   3

Black pepper powder   1   1   1   1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0   1   3   5

Total 100 100 100 100

1) C : Control.
RS-1 : Gochujang sauce added with 1%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RS-2 : Gochujang sauce added with 3%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RS-3 : Gochujang sauce added with 1%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Table 2. Operating conditions of HPLC

Instrument

Detector

Column

Mobile phase

Flow rate

Injection volume

  Shiseido SI-2

  RI - Detector

  Carbohydrate column 
  (4.6*250 mm, Shodex NH2P-50, USA)

  Acetonitrile : water(75:25)

  1.0mL/min

  20 μL

(4) 식염 측정
시료의식염은식염계(SALT meter model TM - 30D, Taker-

mura electric works. LTD.,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 색도 측정
색도계(Minolta CR-400)을 사용하여 L, a, b 값을 측정하

였다. 사용한 백색판은 L=98.13, a=—0.11, b=—0.06의 값을
가진 표준색판을 사용하였다. 

(6) 무기질 측정
회분은 시료 1 g을 칭량하여 미리 항량한 도가니에 시료

를 넣고 예비 탄화시킨 후 550℃ 회화로에서 백색이나 회백
색이 될 때까지 회화시켜 분석하였다. 무기질 함량은 회화된
회분을 소량의 이온교환수로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적신 후

염산 용액을 가하여 hot plate에서 증발 건조시킨 다음 다시
염산용액을가하여 5분간가열용해한후여과하여 100 mL로 
정용하였으며, 이를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Jobin 
Yvon Co., France)로 정량 분석하였다. 

(7) 관능 검사
함초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고추장 소스의 관능검사

는대학생및 대학원생 12명을패널요원으로 선발하여검사
방법에대한교육을실시한후관능검사를시행하였다. 관능특
성은 누린내(burnt smell), 단맛(sweet), 색상(color), 짠맛(salty)
의항목과, 관능기호도는외관(appearance), 향미(flavor), 질감
(texture),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항목을 Likert 
5점법을 이용하여 1(very strong/bad)에서 5(very weak/good)
로 평가하였다.

3)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통계 package window용 SAS를 사용하여 분

산분석을 하였으며, p<0.05 수준에서 Duncan test를 통한 다
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각 시료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함초 추출물의 침전 방지 공정 개발
함초 추출물의 침전은 이를 이용한 소스 개발 시 소스 품

질및 소비자기호도의 저하를일으키는 요인으로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공정이다. 또한, 침전물 제
거 공정 개발 시 공정에 소요되는 예산 증가는 산업적인 측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본 실험의 목적은 최소의 비용

으로 효율적인 침전물제거 공정의 개발에 있다. 
먼저 원심분리에 의한 침전물 제거공정을 확립하기 위해

10 mL의 함초 추출액을 취해 0, 1,000, 3,000, 5,000 rpm으로
각각 15분간원심분리후 상등액 1 mL를마이크로피펫으로
정확하게 취해 4℃조건에서 15,000 rpm으로 30분간 고속 원
심분리하여 침전된 양을 비교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원심
분리 공정에 의해 효율적으로 침전물을 제거할 수 있었으며, 
1 L의 함초 추출물을 이용한 원심분리 공정 시 3,000 rpm에
서 0.64 g, 5,000 rpm에서 0.23 g의 침전물이 생성되어 5,000 
rpm에서 충분히목적으로하는 0.50 g의침전물 이하의결과
를 성공적으로 얻어낼 수 있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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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 공정을 이용한 침전물 제거를 위해 filter paper 및
0.45 μL membrain filter를 이용한 결과, filter paper 여과만
으로도목적으로하는 0.5 g/L의침전물형성이하인 0.45 g/L
로 충분한 침전물 제거가 이루어졌으며, 0.45 μL membrain 
filter를 이용하였을 시 모든 침전물이 제거됨을 Fig. 2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2. 함초 추출물의 항산화능

1) DPPH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
함초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 시료를 동결

건조하여 1 g을 취해 MeOH로 추출하여 농도를 맞춘 후 일
부를 취해 DPPH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함초 추출물의 RC50값은 1,100 mg/L였으며, 추출물의 농도

Fig. 1.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solution by contri-
fugal process.

Fig. 2.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solution by filtera-
tion system

가 높아질수록 강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Han & Kim(2003)은 폐염전에서 채취한 함초를 식육에 첨

가하여 5℃에서 14일 동안 저장한 결과, 냉동 건조한 함초잎
이 BHT 다음으로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시료에 대한 함초의 함량이 증가됨에 따라 유지 산화

억제 효과가 증가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본 실험의 결과
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2) SOD 유사활성
Superoxide dismutase(SOD)는 생체에 매우 유해한 super-

oxide anion radical과반응하여과산화수소를생성하는효소로
알려져 있으며, 산소를 소비하는 모든 생물 종에 존재하여
생체 내에서활성산소장해에대한방어작용을하는대표적
인 활성 산소 저해제로 보고되고 있다. 함초 추출물에 대한
SOD 유사 활성에 대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함초추출액 1%, 10%, 30%, 50%의시료농도에서각각 15.5%, 

22.4%, 33.2%, 42.4%로 농도 의존적인 활성 증가를 보였다.

3. 함초 고추장 소스의 이화학적 특성 및 품질 특성

1) 총당 및 유리당
Table 3은 함초고추장소스의총당과 유리당의결과로총

당은 함초를 포함하지 않은 대조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함초
추출액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낮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함초
액첨가량에 맞추어감량된 고추장 함량 차이에따른것으로

당함량이 높은고추장 함량이감소되었기때문인 것으로 사

료된다. 
유리당은 sucrose, glucose, maltose, fructose 순으로 나타

났으며, 함초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리당 총량은

Fig. 3. DPPH radical scavenging of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1) a～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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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으나, fructose 함량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함초 추
출물첨가고추장에서많았으나시료간유의한차이는보이지

않았다. 또한, 고추장소스의특성상기본배합비조성에고추
장 함량이 많았고, 그 결과 고추장에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
려진유리당인 glucose와 maltose의함량이높게나타난것으
로 생각된다. 함초 추출물 첨가군 RS-3는 총당의 함량은 다
소 낮은편이었으나, 유리당 구성에서 maltose의비율이 현저
히낮은반면 glucose가차지하는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2) pH 
함초고추장소스 pH는함초추출물의첨가여부에따른유의

성은보이지않았으며, Fig. 5와같이시료의 pH 범위는 5.40～
5.53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추장에서 발견되는 주요 유기산

Fig. 4. Superoxide dismutase liked activity of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1) a～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 p<0.001.

Table 3. Total sugar and free sugar contents of gochujang sauce with concentrated Salicornia herbacea L.

Sample1) Total sugar
(mg/mL)

Free sugar (mg/mL)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C

RS-1

RS-2

RS-3

33.50±2.21a2)

30.72±0.16ab

29.28±0.54b

28.76±1.92b

12.70±1.23

14.04±1.31

13.62±2.40

13.73±1.79

50.45±3.98b

50.26±1.90b

43.26±1.03c

56.15±2.34a

55.05±3.07a

55.38±1.04a

39.76±0.23b

28.78±0.32c

45.08±0.61a

36.87±1.09c

41.72±2.63b

36.91±1.19c

F-value 6.12* 1.59NS 12.92** 187.71*** 19.43***

1) C : Control.
RS-1 : Gochujang sauce added with 1%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RS-2 : Gochujang sauce added with 3%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RS-3 : Gochujang sauce added with 1%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2) a～c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 p<0.05,   ** p<0.01,  *** p<0.001.

인 succinic acid, citric acid, pyroglutamic acid를 비롯한 다양
한 유기산들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이는 전국의 전통 고추장

의 평균 pH가 4.60이라고 보고한 Shin et al(1996)과 호박 첨
가고추장의 pH가 4.76이라고보고한 Joo & Shin(2000)와 배
즙을 첨가한 고추장의 pH가 5.08～5.23이라고 보고한 Yoo et 
al(2005)의 결과보다 높게 나타났다. 

3) 염도
염도는 고추장 소스에서 매우 중요한 인자로서 제품의 품

질과 맛에 큰 영향을 주며, 특히 관능적인 면에서 소비자가

Fig. 5. pH of gochujang sauce with concentrated Salicor-
nia herbacea L.
1) C : Control.

RS-1 : Gochujang sauce added with 1%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RS-2 : Gochujang sauce added with 3%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RS-3 : Gochujang sauce added with 1%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NS Not significant



김 영 선․박 금 순                                 東아시아 食生活學會誌944

제품을선택하는중요한기준중 하나로함초고추장소스의

염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함초 고추장 소스의 염도의 함량은 최고 6.73%에서 최저

6.53%를나타냈으며, 함초추출물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증
가하였으나,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함초가가지는 독특한짠맛 성분과다양한 천연 미네랄을다

량으로함유하고있기때문으로사료된다. Kwon & Kim(2002)
의 다시마를 첨가한 고추장에서도 수세하여 소금을 제거하

여도 상당량의 소금이남아 있었던것에기인하여 식염이대

조군에 비해 0.11～0.33% 높게 나타나, 본 실험과 동일한 결
과를 보였다.  

4) 색도
고추장 소스의 색도는 관능에 중요한 요인이며, 소비자들

이 평가하는기호도와가장 큰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한 고추장 소스의 품질 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색도의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명도(Lightness)를 나
타내는 L값은시료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대조군에비해 함
초 추출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약간 낮게 나타났다. 적색도
(redness)를 나타내는 a값에서는 대조군에서 9.93으로 가장높
았으며, 함초추출물이첨가되면서점차낮아지는경향을보였
다. 황색도를나타내는 b값은 RS-1시료에서가장높았으며, 함
초 추출물이 첨가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Kwon & 
Kim(2002)는 다시마를 첨가한 고추장의 색도에서 L값은 다
시마 첨가량이 증가될수록 감소하였으며, a값과 b값도 대조
군에 비해 낮게 나타나 본 실험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Fig. 6. Salinity gochujang sauce with concentrated Sali-
cornia herbacea L.
1) C : Control.

RS-1 : Gochujang sauce added with 1%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RS-2 : Gochujang sauce added with 3%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RS-3 : Gochujang sauce added with 1%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NS : Not significant.

5) 무기질 함량
함초 고추장 소스의 무기질 함량을 ICP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같이함초는 Na, P, Ca, K 및 Mg이다량함유된것
으로알려지고있는데, 대조군에비해함초추출물첨가군에서
Na, Mg, Ca 모두높은함량을보였다. 본연구에서제조한함
초 고추장 소스에서는 Na 함량이 3,848.42～5,896.12 mg/100 
g으로가장높았으며, 함초 추출물함량이 증가될수록 Na 함
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n은 RS-2가 0.73으로 가
장 낮게 나타났으며, Cu와 Zn은 RS-3이 대조군에 비해 0.01 
mg%, 0.03 mg/% 이상의 함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특성 검사와 기호도 검사
함초 추출물 첨가량에 따른 고추장 소스의 관능검사 결과

는 Table 6 및 Table 7과 같다. 관능검사 결과, 누린내(burnt 
smell)는 대조군이 가장 낮았으나, 함초 추출물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시료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단맛은 함초 추출물
첨가량 3%가 2.46으로높게나타났으며, 색상은대조군(3.25) 
보다 함초 추출물군(3.38～3.75)이 높게 나타났다. 짠맛은 전
반적으로 대조군(4.38)가 유의한 차이 없이 모든 시료군에서
높게 나타났다(4.25～4.48). 함초 추출물 첨가 고추장 소스는
일반 고추장 소스의 특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없어 소비자의 입맛에 거부감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기호
도 검사에서 외관에 대한 기호도(appearance)는 대조군에 비
해 RS-2와 RS-3군이 높게 나타났으며, 향미에 대한 기호도
(flavor)는 S>RS-1>RS-2>RS3 순으로 나타났다. 질감에 대
한 기호도(texture)는 대조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함초

Table 4. Color value of gochujang sauce with concen-
trated Salicornia herbacea L.

Sample1) L a b

C

RS-1

RS-2

RS-3

23.88±0.86

23.66±0.14

23.76±0.30

23.74±0.19

9.93±0.05a2)

9.57±0.23b

9.33±0.03c

9.26±0.05c

8.52±0.22a

8.61±0.11a

8.21±0.11b

8.37±0.05ab

F-value 0.11NS 19.35*** 4.55*

1) C : Control.
RS-1 : Gochujang sauce added with 1%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RS-2 : Gochujang sauce added with 3%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RS-3 : Gochujang sauce added with 1%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2) a～c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 p<0.05,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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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ineral contents of gochujang sauce with concentrated Salicornia herbacea L. 

Sample Na Mg Ca Fe Mn Cu Zn

C

RS-1

RS-2

RS-3

3,848.42±81.94d

4,071.04±102.86c

5,065.40±84.12b

5,896.12±59.82a

55.10±1.65c

111.42±7.68a

89.04±3.34b

53.56±2.88c

43.96±1.27b

50.79±2.07a

36.22±2.57c

44.66±2.05b

2.05±0.04ab

2.09±0.03a

2.05±0.02ab

1.99±0.04b

0.76±0.04

0.81±0.03

0.73±0.05

0.79±0.06

0.29±0.04

0.33±0.05

0.32±0.04

0.28±0.01

0.75±0.02b

0.88±0.01a

0.76±0.01b

0.72±0.02c

F-value 384.04*** 116.39*** 25.63*** 5.21* 1.78NS 1.53NS 70.56***

1) C : Control.
RS-1 : Gochujang sauce added with 1%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RS-2 : Gochujang sauce added with 3%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RS-3 : Gochujang sauce added with 1%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2) a～c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 p<0.05,   *** p<0.001.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gochujang sauce with concentrated Salicornia herbacea L.

Sample C1) RS-1 RS-2 RS-3 F-value

Burnt smell 2.75±1.39 3.63±0.74 3.38±1.30 2.88±1.55 0.31NS

Sweet 2.18±1.32 1.63±1.06 2.46±0.80 2.38±1.30 0.32NS

Color 3.25±1.98 3.63±1.69 3.75±1.67 3.38±1.69 0.05NS

Salty 4.38±1.19 4.33±0.76 4.48±0.73 4.25±0.89 0.03NS

1) C : Control.
RS-1 : Gochujang sauce added with 1%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RS-2 : Gochujang sauce added with 2%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RS-3 : Gochujang sauce added with 3%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NS Not significant.

Table 7. Acceptability of gochujang sauce with concentrated Salicornia herbacea L.

Sample C1) RS-1 RS-2 RS-3 F-value

Appearance 4.00±0.00 3.88±1.25 4.13±0.99 4.88±1.13 0.64NS

Flavor 4.50±1.85 4.00±1.69 4.13±2.23 3.38±1.77 0.18NS

Texture 3.63±1.77 3.38±1.55 3.38±2.07 3.25±2.19 0.02NS

Overall acceptability 3.00±1.93 1.88±0.99 3.96±1.01 3.88±1.96 1.18NS

1) C : Control.
RS-1 : Gochujang sauce added with 1%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RS-2 : Gochujang sauce added with 2%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RS-3 : Gochujang sauce added with 3% Salicornia herbacea L. extract.

NS Not significant.

추출물 첨가군에서는 RS-2군이 다른 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
다. 전체적인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는 RS-2가가장높게 
나타나 함초 첨가 고추장 소스 제조 시 맛, 색깔, 향의 정도
가 적당하게 느껴졌으며, 전체적인 기호도에서 높게 평가된
함초 추출물 2% 첨가 고추장 소스가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요 약

고추장에 기능성 식품 소재인 함초를 첨가하여 고추장 소

스제품을 개발하여함초를 활용한 다양한식품개발을 모색

하고자함초추출물 0, 1, 2, 3%를첨가하여품질특성을살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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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 총당은 대조군이 함초 추출물 첨가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유리당은 sucrose, glucose, maltose, fructose 순으
로 나타났다. pH는함초 추출물에 따른시료 간의 유의한 차
이가 없었으며, 염도는 함초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
게 나타났다. 색도에서 밝기는 대조군이 가장 밝게 나타났으
며, 함초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적색도와
황색도는 대조군에 비해함초추출물 첨가 고추장 소스가유

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01, p<0.05). 무기질 함량에서
는 Na 함량이 가장 많았으며, 함초 추출물 첨가량이 증가할
수록높았고, Mg과 Cu의 함량은 시료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
다. 특성과기호도 검사에서 단맛은 RS-2가 높게 나타났으며
외관의 기호도는 RS-3>RS-2>C>RS-1순으로 나타났다. 향미
와 질감의 기호도에서는 함초 추출물 첨가군에서는 RS-2가
가장 좋게 평가되었으며, 전체적인 기호도에서도 함초 추출
물 2% 첨가군(RS-2)이 가장 높게 나타나, 여러 가지 기능성
이 함유된 함초 추출물을 이용하여 고추장 소스 제조 시 첨

가량 2% 정도가 적당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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