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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 분말 첨가 패티의 이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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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the hamburger patty to which Chungkukjang powder 
(CJP; 0, 2, 4, and 6%) had been added. The contents of moisture, crude protein and crude ash in the control group(0%) 
were significantly(p<0.01) lower than that of the CJP patties, but crude lipid content in the control group was 
significantly (p<0.01) higher than that of the treated group. The values of L(brightness) and b(yellowness) of the control 
group were lower than that of the CJP patties, but a-value(redness) of the control group exhibited the highest score. The 
texture of the control group was significantly(p<0.05) harder than that of the CJP patties. Among the mean scores of 
sensory characteristics of samples, the patty with 2% CJP powder showed the highest sensory score, and also, had 
significantly(p<0.05) higher chewiness than the control group. In preference, the control group showed a higher score 
than the treated group, but this difference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patty with 2% CJP had significantly 
(p<0.01) higher consumer sensory score in texture than that of marke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JP patties could 
contribute toward complementing the nutrients of hamburgers on sale. Furtherm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ward improving the nutritional and functional well-being of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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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국장은 우리나라 대두 발효식품의 대표로 발효 숙성 
과정 중 Bacillus natto, Bacillus subtilis 등이 생산하는 효

소 작용에 의해 콩 단백질이 분해되어 특유의 구수한 맛

과 냄새를 내는 동시에 끈적끈적한 점질물을 생성하는 웰

빙식품으로 소화율이 높은 고 영양 식품이며 기능성에 있

어서도 효과가 인정되었다.
청국장의 Bacillus균에 의해 분해되어 만들어진 분해산

물인 peptide는 고혈압 인자인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여 혈압강하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고(Oka-
moto A 등 1995) 청국장에 존재하는 trypsin inhibitor는 트

립신의 작용을 억제하여 암세포가 증식하는 것을 막는 것

으로 밝혀졌다(Takahashi C 등 1995, Fukutake M 등 1996). 

또한 청국장이 발효 되면서 대량으로 생성되는 protease는 
혈전을 녹이는 작용을 하여 뇌졸중, 심장병, 동맥경화 등

을 예방하며(Kudo T 1990),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

하여 당뇨병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되었다(Jenkins A 등 

1980, Fujita H와 Yamagami T 2001). 이외에도 청국장의 

식이섬유와 사포닌은 변비 개선에도 도움이 되며, 다량

의 칼슘과 genistein이 풍부하여 칼슘의 흡수율을 높여주

어 골다공증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Hosoi T 1996, 
Kim SH 등 1999, Lee JO 등 2005).

따라서 청국장을 소재로 한 식품개발에 대한 연구도 이

루어지고 있는데 청국장 분말을 이용한 청국장 크림스프

의 연구(Kong SK 등 2007)에서는 청국장 스프의 기호

성은 청국장을 첨가하지 않은 스프와 차이가 없었고, 청
국장․양파 첨가 피자에 대한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68.9%가 좋다고 응답하였다고 보고하였다(Sung CR과 Kim 
CS 2007). 또한 밀가루 제품에 청국장 분말을 첨가 카스

테라(Lee KA 2006), 롤빵(Jung IC와 OK M 2006), 마들

렌(Jang JO 2007), 식빵(Kim KH 등 2007) 등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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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있으며 우리 전통음식인 두부에 청국장 분말 첨가시

킨 연구(An SH 등 2008) 등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청국장은 특유한 이

취가 시판 시 소비자 불만의 요인이 되어(Choe JS 등 1996, 
Kim SH 등 1999) 이를 개선시키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

다. 쑥 추출물을 이용한 풍미 향상(Park WJ 등 2001), 동
결 처리된 콩으로의 청국장 제조(Joo HK와 Yun SE 1997), 
키위와 무 첨가를 통한 발효 과정 중 청국장의 화학성분 
변화에 관한 연구(Shon MY 등 2002), 청국장의 풍미 개

선에 관한 연구(In JP 등 2002) 등에서는 청국장의 이취

와 풍미 저하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기능성식품으로서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청국장은 높은 연령층에서 기호도가 높았으나 그 효능

이 알려지면서 최근 젊은 층에서도 청국장에 대한 인식

이 변화하고 있다. Sung CR와 Kim CS(2007)의 연구에서

도 청국장에 대한 기호도가 20대 이하에서도 높다고 보

고하였으며, 또한 서울지역 일부 중학생들도 청국장제품

에 대해 긍정적인 기호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Jung HJ 
등 2006). 이는 웰빙트랜드가 성인뿐 아니라 학생들에게

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우리 고유의 기능

성 식품인 청국장을 청소년이 선호하는 제품에 이용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보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에게서 선호도가 높은 식

품이지만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 및 영양상의 문제

점이 지적되어 식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패스트푸드 중 햄버거를 소재로 햄버거 패티에 청국장 

분말을 첨가하여 이화학적 및 관능적 특성을 분석하고, 
소비 기호도 조사를 통하여 전통적인 식재료를 패스트푸

드에 응용하여 새로운 맛의 영역을 넓히는데 도움을 주

고자한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청국장 분말은 (주)만포장식품(대구)에서 제조한 진가

루 청국장을 구입하였고, 쇠고기는 (주)그린힐(부산 M마

트)에서 수입한 뉴질랜드산 냉장우육(chilled beef meat)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소금은 백설 꽃소금(CJ(주)), 후추

는 맥코이 블랙페퍼(농심(주))를 사용하였다.

2. 청국장 분말 첨가 패티의 제조

패티에 사용한 청국장 분말의 배합 비는 여러 번의 예

비실험과 관능검사를 통해 확립하였다(Table 1). 패티의 

크기는 시판되고 있는 패티와 동일한 크기로 성형하였으

며 패티의 제조 공정은 Fig. 1과 같다. 쇠고기는 분쇄기

(Cutter C4, VV Inc Sirman, Italy)를 이용하여 10초간 마

쇄하여 청국장 분말, 소금, 후추를 넣고, 무게 50.6 g, 직

Table 1. Formula for Chungkukjang patty

Chungkukjang patty 
Chungkukjang

powder
(g, dry basis)

Beef(g) Salt(g) Black
peper(g)

0% Chungkukjang patty 0 50 0.5 0.1
2% Chungkukjang patty 1 49 0.5 0.1
4% Chungkukjang patty 2 48 0.5 0.1
6% Chungkukjang patty 3 47 0.5 0.1

Fig. 1. Manufacturing process of Chungkukjang patty.

경 9 cm, 두께 0.9 cm로 성형하여 냉동(-18℃) 보관하였

다. 가열 조건은 팬(지름 30 cm, 키세스)에서 패티의 한 

쪽 면을 2분간 가열한 후 뒤집어 1분 30초간 가열하였으

며 이때의 중심온도는 69～74℃로 탐침 온도계(CT Cooper 
Middlefield, USA)를 사용하여 중심 온도를 측정하였다.

3. 일반 성분 분석

시료의 일반 성분은 AOAC법(AOAC, 2000)에 따라 분

석하였다. 수분함량은 105℃에서 상압 가열 건조법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고, 조단백질은 semi-micro Kjeldahl법, 조
지방은 Soxhlet법, 회분은 건식회화법으로 정량하였다.

4. 색도 측정

패티의 색은 색도계(CM-3500d, Minolta, Japan)를 이용

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고, 그 평균값을 Hunter Lab Scale
에 의한 명도(L), 적색도(a), 황색도(b) 값으로 나타내었다. 
표준 백판의 L값은 95.99, a값은 -0.13, b값은 -0.26이었다.

5. 물성 측정

패티의 texture 측정은 Texture analyzer(TA-XT2, Stable 
Microsystems Ltd., UK)를 이용하였다. 패티 30 g을 채취

하여 force 100 g, distance 60 mm, test speed 1.0 mm/s의 
값을 조건으로 하여 견고성, 부착성, 탄력성, 응집성, 씹
힘성 등의 값을 8회 반복 측정하였다.



744 이용미․류은순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제 24권 제 6호 (2008)

6. 관능적 특성 검사

패티의 관능적 특성 검사는 정량적 묘사분석(Quantita-
tive Descriptive Analysis : QDA)을 실시하여 조사하였다. 
관능검사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단
맛, 쓴맛, 짠맛, 신맛의 4가지 기본 맛에 대한 일이점검

사와 삼점검사를 실시하여 정답률이 80% 이상인 10명을 
관능검사원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햄버거 

패티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패티 평가항목에 대

한 정의를 내렸다.
패티 평가항목은 색(color), 촉촉한 정도(surface mois-

ture), 고기 비린내(beefy), 씹힘성(chewiness), 다즙성(juici-
ness), 짠맛(salty)으로 구성하였다. 평가척도는 15 cm 선
척도를 이용하여 양쪽 끝에서 1.25 cm가 들어간 지점에 

양극의 강도(강하다; 질기다～약하다; 부드럽다)를 표시하

였으며, 관능검사원은 각 특성에 대한 강도를 선척도 위

에 수직선을 그어 나타내도록 하였다. 각 시료는 흰색 폴

리에틸렌 1회용 접시에 3×3×0.9 cm 크기의 패티를 2개
씩 담아 관능평가원에게 제시하였고 4회 반복 실시 평가

되었다.

7. 기호도 검사

기호도 검사는 식품영양학과 3～4학년 학생 50명을 대

상으로 실시하였다. 검사 전에 학생들에게 청국장 분말 

첨가 햄버거라고 미리 알리고 평가하였다. 청국장 분말 

첨가 햄버거 패티의 기호도 조사를 위해 사용된 시료는 

관능적 특성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패티를 실험군

으로 선택하였으며, 유명 패스트푸드점인 A사의 패티를 

구입하여 기호도를 비교하였다. 쇠고기 시료간의 차이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청국장을 첨가시키지 않은 패티(0% 
패티)에 대해서도 기호도를 같이 검사하였다.

시료는 A사의 햄버거를 빵과 패티 및 부재료를 별도로 
구입하였고, 시료 제시 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야

채와 피클은 제외하였으며, 시료 제시는 A사 빵에 패티

만을 넣어서 제시하였다. 소비자 기호도 평가 항목은 맛

(taste), 냄새(smell), 질감(texture), 전반적인 수응도(overall 
acceptability)로 구성하였고, 각 항목에 대한 측정 척도는 
7점 척도(1; 대단히 싫다～7; 대단히 좋다)를 사용하여 평

가하였다.

8. 통계 분석

통계분석에는 SPSS Windows 10.0(SPSS Inc.)을 이용하

였다. 각 시료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Chungkukjang patty(%)
0% 2% 4% 6% F-value

Moisture 59.81±0.06d1,2) 61.27±0.01c 62.56±0.16b 65.42±0.08a 1356.14***

Crude 
protein 24.06±0.60b 25.51±0.28a 26.38±0.04a 25.66±0.01a 17.24**

Crude 
lipid 13.97±0.37a 10.14±0.16b 6.35±0.07c 5.84±0.04c 692.52***

Ash 1.99±0.09c 2.17±0.03b 2.54±0.03a 2.22±0.01b 47.463**

1) Values are mean±SD
2)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
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 p<0.01, ***: p<0.001

1. 일반성분

청국장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패티의 일반성분은 Table 
2와 같다. 수분함량은 청국장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패티

인 대조군이 59.81%로 가장 낮았으며, 청국장 분말 첨가

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함량이 유의적(p<0.001)으로 증가

하였다. 이는 청국장 분말을 첨가한 두부(An SH 등 2008)
에서 청국장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은 결과를 보였으나 게 페이스트를 첨가

한 패티(Heu MS 등 2005)에서는 게 페이스트 함량이 

증가할수록 수분함량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과는 대조를 보였다. 조단백 함량은 실험군이 대조군

보다 유의적(p<0.01)으로 높았으나, 청국장 분말 첨가량

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조지방 함량은 대조군이 

13.97%로 가장 높았으며, 청국장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

에 따라 조지방 함량이 유의적(p<0.001)으로 감소하였고, 
조회분 함량은 대조군이 1.99%로 가장 낮았으며, 청국장 
분말 4% 첨가군이 2.54%로 유의적(p<0.01)으로 높았는데 
이는 청국장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쇠고기의 함량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고 사려할 수 있겠다.

2. 색 도

청국장 분말을 첨가한 패티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L값은 청국장 분말 4% 첨가군과 6% 첨가군이 
44.80과 44.78로 높았으며, 대조군이 43.64로 낮았고 유

의적(p<0.01)인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쑥 분말을 첨가한 

수육(Jung IC 등 2004)에서 쑥 분말 첨가로 수육의 L값
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나 게 
페이스트를 첨가한 패티(Heu MS 등 2005)에서는 붉은 

대게 페이스트의 첨가량에 따라 L값 낮아졌다는 결과와

는 차이를 보였다. a값은 대조군이 5.81로 청국장 분말을 
2%, 4%, 6%를 첨가한 패티 보다 유의적(p<0.01)으로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쇠고기의 고유 적색에 청국장 분말

이 첨가됨으로써 적색도가 낮아졌다고 사려할 수 있겠

다. b값은 청국장 분말 4% 첨가군은 12.04, 6% 첨가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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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exture of patty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Chungkukjang power
0% 2% 4% 6% F-value

Hardness 11071.79±1304.63a1,2) 6316.46±6755.18ab 3099.15±632.06b 3551.00±2326.12b 4.038*

Springiness 1.03±0.03 1.06±0.02 1.04±0.603 1.04±0.03 1.173
Cohesiveness 1.21±0.11 1.99±0.83 1.37±0.16 1.66±0.50 1.925
Gumminess 13349.54±1764.58 17010.68±24640.31 4223.98±895.24 6834.27±5666.88 0.856
Chewiness 13688.32±1685.18 18504.63±27140.53 4372.88±857.13 7052.67±5730.57 0.849

1) Values are mean±SD
2)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 p<0.05

Table 3. Color of patty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Chung-
kukjang power

0% 2% 4% 6% F-value
L-value 43.64±0.09b1,2) 43.64±0.30b 44.80±0.05a 44.78±0.16a 27.74**

a-value 5.81±0.36a 4.53±0.11b 4.09±0.08b 4.49±0.12b 27.23**

b-value 11.48±0.33c 11.57±0.07bc12.01±0.03ab 12.27±0.13a 8.32*  
1) Values are mean±SD
2)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
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 p<0.05, **: p<0.01

12.27로 대조군의 11.48보다 유의적(p<0.05)으로 높게 나

타났으며, 청국장 분말을 첨가한 식빵(Kim KH 등, 2007), 
카스테라(Lee KA 2006), 롤빵(Jung IC와 OK M 2006)의 

연구에서도 청국장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b값인 황

색도가 증가하였다는 결과와 같으며 이는 청국장 분말이 
황색이기 때문에 첨가량이 증감함에 따라 b값이 증가한

다고 볼 수 있겠다.

3. 물 성

청국장 분말을 첨가한 패티의 물성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견고성(hardness)은 청국장 분말을 첨가한 패티가 대

조군 보다 유의적(p<0.05)으로 낮았으며, 청국장 분말 4% 
첨가군이 가장 낮았다. An SH 등(2008)의 청국장 분말을 
첨가한 두부에서도 청국장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두

부의 견고성이 낮아졌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청국장 분말을 첨가한 롤빵(Jung IC와 

Ok M 2006), 카스테라(Lee KA 2006), 식빵(Kim KH 등 

2007)에서는 청국장 분말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견고

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원재

료에 의한 차이라고 사려할 수 있겠다. 탄력성(springiness)
과 응집성(cohesiveness)은 대조군이 가장 낮았고, 청국장 

분말 2% 첨가군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검성(gumminess)은 청국장 분말 2% 첨가군

이 가장 높았고, 4% 첨가군이 가장 낮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Jung IC와 Ok M(2006)의 청국장 

분말 첨가 롤빵 연구에서는 청국장 분말 첨가에 따라 응
집성과 검성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고, Lee KA(2006)의 청국장 분말 카스테라 연구에

서도 청국장 분말 첨가량에 따른 탄력성과 응집성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씹힘성(chewiness)은 청국장 분말 

2% 첨가군이 가장 높았으며, 청국장 분말 4% 첨가군이 

가장 낮았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청국

장 분말을 첨가한 두부(An SH 등 2008)연구에서도 씹힘

성은 청국장 분말 2% 첨가군이 가장 높았고 4% 첨가군

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4. 관능 특성 검사

청국장 분말을 첨가한 패티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5
에 제시하였다. 색(color)은 청국장 분말 2% 첨가군이 가

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청국장 분말 4% 첨가군이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촉촉한 정도(moisture)는 청국장 분말 6% 첨가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대조군이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으

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기 비린내(beefy)
는 대조군이 가장 낮은 점수(비린내 강하다)를 나타냈으

며, 청국장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고기 비린내에 대

한 점수가 높게(비린내 약하다)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An HS 등(2008)의 연구에서, 두부 

제조 시 청국장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인 차

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구수한 냄새가 높게 나타났으며 

청국장이 가진 본연의 맛이 두부의 구수한 맛을 증가시

킨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청국장 냄새가 고기 

비린내에 다소 영향을 준다고 사료할 수 있겠다. 씹힘성

(chewiness)은 청국장 분말 2% 첨가군과 6% 첨가군이 대

조군보다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유의적(p<0.05)인 차이

를 보였다. 다즙성(juiciness)은 청국장 분말 2% 첨가군

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짠맛(salty)은 대조군이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청국장 분말을 첨가할수록 낮은 점수를 나타냈으나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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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nsory characteristics of patty with various concen-
tration of Chungkukjang power

0% 2% 4% 6% F-value
Color 8.3±2.31,2) 8.8±1.6 8.1±1.9 8.49±1.6 1.017

Moisture 8.0±2.5 8.9±2.1 8.2±2.5 9.1±2.0 1.914
Beefy 7.3±3.4 8.0±2.0 8.3±1.9 8.3±217 1.173

Chewiness 7.7±3.1b3) 9.2±2.0a 8.5±2.6ab 9.3±1.9a 3.452*

Juiciness 8.8±2.4 9.1±2.1 8.3±2.2 8.7±217 0.905
Salty 8.5±2.3 8.3±2.3 8.1±2.7 7.6±2.6 0.936

Overall acceptance 8.1±2.8 8.4±2.0 7.7±2.1 7.6±2.3 0.969
 

1) Values are mean±SD
2) 15 cm line scale(0: not at all, 7.5: moderate, 15: strong)
3)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 p<0.05

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전반적인 수응도(overall accep-
tability)에서는 청국장 분말 2% 첨가군이 8.4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0%는 8.1점, 4%는 7.7점, 6%는 7.6
점을 나타냈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관능검사에서는 색, 촉촉함, 비린내 정도, 향
미, 씹힘성, 다즙성 등의 전반적인 관능점수를 볼 때, 햄
버거 패티 제조 시 청국장 분말 2% 첨가시키는 것이 가

능하다고 사료 할 수 있는데, An SH 등(2008)의 연구에서 
시판 청국장 분말을 이용한 두부 제조시 첨가량은 2% 내
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5. 기호도 검사

청국장 분말을 첨가한 패티의 기호도 검사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맛(taste)에서는 청국장 분말 0% 첨가군이 4.0
점, 2% 첨가군은 3.5점, A사 제품은 3.6점을 나타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질감(texture)에서는 청국

장 분말 2% 첨가군이 4.5점으로 A사 제품의 3.8점보다 유

의적(p<0.01)으로 높은 기호도 점수를 보였다. 냄새(smell)
에서는 청국장 분말 0% 첨가군이 2% 첨가군과 A사 제

Table 6. Preference evaluation of Chungkukjang patty
0% 2% A Company F value

Taste 4.0±1.241,2) 3.5±1.34 3.6±1.44 2.296
Texture 4.1±1.09ab3) 4.5±1.35b 3.8±1.21a 5.274**

Smell 4.1±1.33b 3.5±1.15a 3.9±1.22a 3.226*

Overall acceptability 4.2±1.27 4.1±1.25 3.8±1.29 2.067
1) Values are mean±SD
2) 7-point hedonic scale(1: dislike extremely to 7: like extremely)
3)a,b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
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 p<0.05, **: p<0.01

품보다 유의적(p<0.05)으로 높은 기호도 점수를 보였다. 
전반적인 수응도(overall acceptability)에서는 청국장 분말 0% 
첨가군과 2% 첨가군이 각각 4.2점과 4.1점을 나타냈고 A
사 제품은 3.7점을 나타내 청국장 분말 2% 첨가군이 높

은 점수를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IV.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청국장 분말 0%, 2%, 4%, 6%를 첨가

한 햄버거 패티를 제조한 후, 일반성분, 물성 및 관능검

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일반성분 

분석결과 수분, 조단백, 조회분 함량은 대조군이 청국장 

분말 첨가군(실험군)보다 유의적(p<0.01)으로 낮았으며 조

지방 함량은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유의적(p<0.01)으로 높

게 나타났다. 색도 측정 결과 L값과 b값은 대조군이 실

험군보다 유의적(p<0.01, p<0.05)으로 낮았으나 a값은 대

조군이 실험군보다 유의적으로(p<0.01) 높게 나타났다. 물
성 측정 결과, 견고성(hardness)은 대조군이 실험군보다 유

의적(p<0.05)으로 높았으며, 청국장 분말 4% 첨가군이 가

장 낮았다. 관능검사 결과, 씹힘성(chewiness)에서만 대조

군이 가장 낮았으며, 청국장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유의적(p<0.05)인 차이를 보였다. 그러

나 각 관능특성에서 실험군 중, 청국장 분말 2% 첨가군은 
색(color), 다즙성(juiciness), 향미(flavor)에서, 4% 첨가군은 
고기 비린내(beefy)에서, 6% 첨가군은 촉촉한 정도(mois-
ture)에서, 0% 첨가군은 짠맛(salty)에서 높은 관능점수를 

나타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기호도 검사

에서는 청국장 분말 2% 첨가군이 질감(texture)에서 시판 
A사 제품보다 유의적(p<0.01)으로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냄새(smell)에서는 청국장 분말 0% 첨가군과 2% 첨가군

이 A사 제품보다 유의적(p<0.05)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으

나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 평균점수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청국장 분말을 첨가한 패티

는 대조군 보다 수분, 조단백, 조회분 함량은 높으나 조

지방 함량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대조군보다 청국장 분

말의 첨가로 패티의 경도가 부드럽게 나타났다. 관능검사

에서는 청국장 분말 첨가군이 대조군보다 씸힘성에만 높

은 점수를 보였고 다른 관능 특성에서는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며, 기호도 검사의 전반적인 수응도에서

도 청국장 분말 첨가 패티가 시판 햄버거와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청국장 분말 첨가 패티가 시판 
햄버거 패티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고, 영양적으로도 의

미가 있음을 시사하며, 나아가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제품

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국장 분말 첨가 패티는 

한국 전통 음식의 재료를 패스트푸드의 대표인 햄버거에 
접목시켜 맛과 영양을 향상시킨 건강식 햄버거 패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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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장기적으로는 젊

은 층의 입맛을 겨냥하며 청국장의 기호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웰빙 제품의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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