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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nges in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doenjang prepared with a meju containing components of Acanthopanax 
senticosus, Angelica gigas and Corni fructus during storage were evaluated. Three types of doenjang produced using 
each of these components showed lower Hunter's L and a values than the values of the control during the initial stage of 
storage: however, these values were similar to those of the control after 60 days of storage. Doenjang containing A. 
gigas showed a similar degree of browning to that of the control during the early stage of storage, while the degree of 
browning observed in the other samples was much higher than that og the control during this period. Despite these initial 
differences, the browning in all samples became similar after extended storage. The level of acidity increased gradually 
for up to 60 days, after which it decreased slightly. The pH of all treatments decreased with storage time. The amino-N 
contents of all types of doenjang increased gradually, reaching peak values after 60 days. Doenjang with A. senticosus 
and A. gigas had a strong characteristic flavor that reduced the native flavor of doenjang. Doenjang with C. fructus 
showed a similar overall palatability to that of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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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우리 식생활에 이용되어 온 한

국의 재래식 된장은 타 조미식품과는 달리 단백질을 위

시하여 아미노산, 유기산, 미네랄 및 비타민류를 풍부히 

함유하여 조미목적 이외에도 된장 그 자체로서 훌륭한 영

양원이 되고 있다(Park KY 등 2002).
재래식 된장 제조의 마지막 과정인 된장과 간장의 분

리 과정에서 된장 및 간장의 아미노산 조성에 차이가 있

으며, 된장의 맛 성분 분포와 된장 향기의 주성분 분석, 
그리고 된장 발효 중 관여 미생물이 생성하는 향기의 특

징에 관한 연구와 된장 맛의 특징이 보고되어 왔다(Yang 

SH 등 1992, Kum JS와 Han O 1997). 그러나 맛 성분

들이 각각 한국 재래식 된장의 맛에 어떻게 영향을 미

치며, 이 맛 성분들의 함량조성이 어떠할 때 맛이 한국

인에게 최적으로 느껴지는지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

어져야 할 연구과제이다(Yang SH 등 1992, Park KY 등 

2002).
된장은 콩을 이용한 발효식품이므로 콩이 가지고 있는 

생리 활성이 된장에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최근 된장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미 일본에서는 일본 된장 및 간장에서 항암, 항돌연변이 

및 항산화 물질이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으며(Benjamin H 
등 1988, Benjamin H 등 1991, Nagahara A 등 1992, Oh-
saki Y 등 1992, Asahara N 등 1992), 한국에서도 전통 

된장에서 분리한 항돌연변이 및 항암 물질이 존재한다

는 사실이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Cheigh HS
와 Lee CY 1993, Cheigh HS 등 1993, Park KY 등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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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n KD 등 1996). 된장의 항암효과는 된장을 끓일 경

우에도 이러한 효과는 살아 있어 발암물질을 투여하여 

쥐를 암에 걸리도록 한 후 전통조리법인 된장찌개에서 된

장을 먹인 결과 된장을 먹이지 않은 쥐보다 암 조직의 

무게가 약 80%나 감소하였다(Park KY 등 1990). 특히 

된장은 발효 및 숙성 중에 원료에 함유된 아미노산화합

물과 당에 의해 발효 숙성 중 생성된 갈변 물질의 지질 

산화에 대한 항산화력이 있으며, 대두 중에 함유된 항산

화성 물질로써는 tocopherol, isoflavones 및 phenolic acids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Messina M 1995, Park KY 등 1990, 
Kim MH 등 1994, Kim HJ 등 2002).
한편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고조됨에 따

라 다양한 약용식물이 갖고 있는 생리활성을 이용하여 각

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 보조식품의 개발에 관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Lee DH 등 2003). 따
라서 전통차나 한약재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가시오가

피(Acanthopanax senticosus Harms, Eleutherocosis maxim), 
당귀(Angelica gigas Nakai)와 산수유(Corni fructus)를 전

통식품인 된장에 활용해보고자 하였다.
시베리아 인삼이라고도 불리는 가시오가피는 한반도

와 시베리아 및 중국의 고지대에 자생하는 다년생 낙엽

관목으로서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생체의 적응력 및 

피로회복에 탁월한 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

삼과 함께 국내외적으로 귀중한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

(Park JS 등 2002). 가시오가피의 근피와 수피의 추출물

은 기관지 천식, 체력증진, 근 골격 증진, 항암, 항노화, 
항피로, 항스트레스, 면역증진 등의 약리 작용을 가질 뿐

만아니라 항고지혈증, 항바이러스, 항알러지 효과 등의 

효과도 보고되고 있다(Lee S 등 2007). 현재 가시오가피

는 우리나라에서 식품원료로 고시되어 있으며 최근 다양

한 종류의 건강보조식품에도 응용되고 있다(Park JS 등 

2002).
당귀(當歸)는 산형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국가

별 기원식물에 따라 한국의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 
중국당귀(A. sinensis Diels)와 일본당귀(A. sinensis Kita-
gawa) 등으로 분류되는데 최근까지도 기원에 따라 효능

의 차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여러 

연구를 통한 당귀의 약리작용을 살펴보면 중국당귀를 중

심으로 조혈 작용, 진통․소염작용, 항균 및 항암작용과 

간 기능을 보호하는 작용 외에도 혈관계와 면역계 에 작

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kaki K 1982). 일본당귀에

서는 중추신경 억제 작용이 있으며 참 당귀는 혈관 신생

과 이완효과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Kang SA 등 

2003).
약간 따뜻한 성질과 신맛을 갖고 있는 산수유는 층층

나무과에 속하는 산수유나무(Cornus officinalis)의 과육으

로서 예로부터 중요한 한약재로 널리 사용되어왔다. 산수

유 추출물에는 ursolic, tartaric acid, malic acid 외에 4개
의 배당체가 함유되어 있는데 ursolic aicd는 항 당뇨병 활

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Toheu E와 Chiro TH 1973). 
산수유의 신맛은 근육의 수축력을 높여주고 방광의 조절

능력을 향상시켜 어린아이들의 야뇨증을 다스리며, 노인

들의 요실금 증상에도 효능이 있다. 약리작용으로는 피로 
회복작용, 면역기능 증강작용, 이뇨작용, 항균작용, 일시

적인 혈압 강화작용, 항암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eo KI 등 1999).
본 연구에서는 전통차와 한약재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

고 있는 가시오가피, 당귀, 산수유를 메주 제조 시 증자

과정에서 첨가하여 소비자의 기호 및 상품성이 높은 전통

된장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약재의 성분과 영양 및 
기능성이 부여된 된장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제조한 된장의 이화학적 특성과 관능특성을 분석

해 보았다.

II. 재료 및 방법

1. 된장의 제조

된장은 메주를 만들고, 메주로부터 장을 담근 후 간장

과 된장을 분리하여 제조하였는데 그 과정은 Fig. 1과 같

다. 가시오가피, 당귀 및 산수유의 세 가지 기능성 재료

는 각각 메주를 만드는 단계에서 첨가하였다.

1) 메주의 제조

메주 제조시에 약재 첨가량은 황기 추출액을 첨가한 된

장에 관한 연구(Min SH 2006)를 토대로 콩 무게의 5%로 
하였다.
대두를 정선한 다음 수세하여 실온에서 24시간 침지

한 후, 대조군은 콩을 그대로 증자를 하고, 가시오가피, 
당귀와 산수유를 첨가하는 경우에는 콩 무게의 5%에 해

당하는 양을 각각 첨가한 후 가압 살균기(NAPCO 9000-D, 
삼화공사, 한국) 에서 1시간 동안 증자하였다. 증자한 대

두는 찧어 도넛 모양(직경 15 cm)으로 성형하여 메주를

Fig. 1. Manufacturing process of preparation of doe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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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ppearance of (a) traditional meju(additive-free), (b) 
Acanthopanax senticosus meju, (c) Angelica gigas meju, 
and (d) Corni fructus meju after fermentation for 60 
days.

만든 후 볏짚 위에서 1일간 건조시킨 후 자연발효 시켰다. 
이 때 메주에는 된장의 주 발효균인 Aspergilus oryzae를 

접종하지 않고 콩 자체에 부착된 세균이나 혹은 볏짚이

나 공기로부터 곰팡이, 효모, 세균 등의 미생물이 자연적

으로 들어가 발육하는 전통의 발효방식을 이용하였다. Fig. 
2는 각각의 메주가 60일간 발효된 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 장의 제조

60일간 발효시킨 메주를 솔로 깨끗이 씻어 햇볕에서 

하루 동안 말리고, 항아리는 깨끗이 세척한 후에 짚불을 

태워 소독을 한 후에 잘 말려서 사용하였다. 이 때 항아

리는 입이 크고 유약을 바르지 않는 것을 사용하였다.
소금물은 된장의 맛을 위해서 지하수를 사용하였고, 소

금은 간수를 뺀 천일염(20% NaCl, w/v)을 사용하여 3일
간 가라앉혀서 만들어지는 웃물만 사용하였다. 준비한 항

아리에 메주와 메주무게의 3.5배에 해당하는 소금물을 넣

는다. 침장 후 3일이 지나면 숯과 말린 홍고추를 띄워 60
일간 숙성시켰다.

3) 간장과 된장의 분리

장을 담근 후 60일간 숙성한 후 액체부분은 달여 간장

으로 만들고, 건더기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항아리 

입구 부분까지 채운 후 꼭꼭 눌러 담고 낮에는 뚜껑을 열

어 햇볕을 쪼이고 밤에는 뚜껑을 닫아서 실온에서 80일
간 저장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전통 조리서(황해성 등 
1991)에 따르면 전통된장을 숙성시키는 기간은 60일이 가

장 일반적이지만 약재성분이 첨가되었기 때문에 80일까

지 저장하면서 일정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다.

2. 이화학적 특성 분석

1) 색도 측정

각 된장의 표면과 내부의 색상을 색차계(Minolta CR-300, 
Japan)로 측정하여,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값으로 

나타내었다. 먼저 각 저장기간별로 시료를 petri dish에 

담고 랩을 씌워 위를 편평하게 만든 후 색차계를 사용하

여 4번씩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된장의 

숙성 중 갈색도 변화도 측정하였다. 시료 2 g에 증류수 

100 mL를 가하여 마쇄하고, Whatman NO.2 여과지로 

여과한 후 100 mL로 정용한 후 분광광도계(UV-1601 PC 
UV-visible spectrophotometer, Shimidazu, Japan)로 아미노

-카르보닐 반응물의 흡광도인 490 nm과 42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3) pH 및 산도 측정

된장 2 g에 증류수 50 mL를 가하여 마쇄기로 마쇄하

여 고르게 교반한 후, 여과지로 여과한 다음 증류수를 가

해 100 mL로 정용한다. 정용한 여과액 중 20 mL를 삼

각 플라스크에 취해 0.5% 페놀프탈레인용액 3～4방울을 

떨어뜨린 후 0.1N NaOH로 적정한 소비량을 lactic acid
로 환산하였다. pH는 여과액을 pH meter(Corning 340, 
Mettler Toledo, UK)로 lactic acid 농도로 표시하였다.

4) 아미노태 질소(NH2-N)

된장 10 g에 증류수 100 mL를 가하여 마쇄기로 마쇄

한 후, 여과지로 여과한 후 증류수를 가해 100 mL로 정

용하였다. 정용한 여과액 중 20 mL를 삼각 플라스크에 

취해 0.1N NaOH로 pH 6.8로 맞추고, 포름말린 10 mL를 
비이커에 취해 0.1N NaOH로 pH 8.3으로 맞추었다. pH 
6.8로 맞춘 시료가 담긴 삼각 플라스크에 pH 8.3으로 

맞춘 포름말린 10 mL를 넣고 페놀프탈레인용액(지시약) 
2～3방울을 떨어뜨려 준 다음 잘 섞어준 후 0.1N NaOH
로 pH 9.1이 되도록 적정하여 아미노태 질소량을 계산하

였다.

5) 환원당

환원당은 125 mL용 삼각플라스크에 증류수 10 mL를 

가한 다음 Fehling B 용액과 Fehling A 용액을 각각 2 
mL씩 가하였다. 삼각플라스크에 적당한 농도로 희석한 

시료액 1 mL를 가하고(공시험치용은 물을 가한다) 2분간 
끓인 후 냉각시킨 다음 KI용액 2 mL를 가하였다. 이 용액

에 가용성 전분 용액 3～4방울 떨어뜨리고 0.05N Na2S2O3

로 적정하여 환원당 농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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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of Hunter's color values in various doenjang samples during storage.

3. 된장의 관능평가

10명의 훈련된 패널을 대상으로 60일간 저장한 된장

의 관능특성을 평가하였다. 관능검사 시료는 물과 된장을 
10 : 1의 비율로 희석하여 끓인 후 종이컵에 50 mL씩 담

아서 제공하여 평가하였다. 된장의 평가항목은 색, 맛의 

특성 강도와 전체적 기호도에 대해 9점 채점법으로 평가

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특성 강도는 없다(1점)에서 강도

가 증가함에 따라 대단히 강하다(9점), 전체적 기호도는 

대단히 싫다(1점), 보통이다(5점), 대단히 좋다(9점)로 하

여 평가하였다. 각 관능검사는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

값으로 나타내었다.
데이터의 통계처리는 Sigma stat3.5 프로그램을 이용하

였으며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p<0.05수
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 시료간의 유의

성을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이화학적 분석

1) 저장 중 색도 변화

된장의 색은 소비자의 품질 평가 기준 중 중요한 요

인으로 고려된다. 저장 기간 중 대조군 된장(전통 된장)과 
가시오가피, 당귀 및 산수유 성분이 함유된 된장의 색변

화는 Fig. 3과 4와 같다. 대조군 된장에서 L 값은 저장

기간 40일까지 서서히 감소하다가 그 이후에 60일까지 증

가하였다. 약재가 첨가된 된장도 대조군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60일 이후에도 L 값이 계속 증가하는 것은 대

조군과 달랐다. 대조군은 약재가 첨가된 된장보다 색이 

밝았으며 당귀를 첨가한 된장은 초기 명도가 아주 낮았

지만 60일간 저장된 후에는 명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a
값, 즉 적색도의 변화는 대조군에서는 저장기간 동안에 

서서히 증가하여 저장 60일에 최고값을 나타내다가 저

장기간이 더 길어지면 감소하였다. 당귀와 가시오가피를 

첨가한 된장은 초기에 낮은 값을 보이다가 저장이 진행

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60일 이후부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산수유를 첨가한 된장은 저장 초기에 

증가한 후 그 이후에 거의 변화가 없다가 80일 경에 약

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 중 b값의 변화에서 대

조군은 저장 초기부터 황색도가 높았고 숙정기간에 따라 
약간씩 감소한 반면 당귀와 가시오가피를 첨가한 된장은 
저장 초기에는 색도가 불안하다가 60일 정도 저장되었을 
때는 대조군과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고 산수유가 첨가된 
된장은 저장에 따른 변화가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산수유를 첨가한 된장은 저장기간에 따른 색의 변

화가 가장 적었고 당귀와 가시오가피를 첨가한 된장은 초

기에는 대조군과 매우 다른 색 특성을 가지지만 저장이 

진행되어 60일이 경과되면서 대조군과 유사한 색 특성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된장의 색은 된장의 기호도

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Kim SS 등 1983)으로 가시오

가피와 당귀가 첨가된 된장의 색이 어둡고 갈변도가 큰 

것은 품질특성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된장의 저장 중 갈색도 변화는 Fig. 4와 같다. 대조군 

된장의 갈색도는 그림에서와 같이 저장 30일까지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그 이후에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당귀를 첨가한 된장은 30일 이후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시오가피와 산수유를 첨가한 된장은 저

장 기간에 따른 갈색도의 변화가 심하여 초기에는 대조

군에 비해 매우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30일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40일 이후부터는 서서히 감소하여 

저장 60일 경부터 된장의 색도가 안정되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된장 저장 중의 갈변 물질 생성은 된장 중의 

지질분해 및 중합반응에 의한 것과 환원당과 아미노 화

합물과의 반응 등에 의해 생성된다(Kim HJ 등 2002).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된장 제조과정에서 간장을 빼기 때

문에 수용성 당이 간장으로 거의 빠져 나가 아미노카보

닐 반응은 된장의 색에 기여하는 정도가 적을 것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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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color intensity in various doenjang samples 
during storage.

상되었다. 반면 간장을 빼지 않고 개량식으로 된장을 제

조하는 경우에 된장내의 유리아미노산이 메주에서 용출

되거나 저장 기간 중 미생물효소에 의하여 메주에서 용출

되어 단백질이나 peptide로부터 생성되어 당과 반응하여 

된장의 색을 형성하게 된다(Cheigh HS(a) 등 1993, Cheigh 
HS(b) 등 1993).

3) pH와 산도의 변화

대조군 된장과 기능성 재료를 첨가한 된장의 저장기간

에 따른 pH와 산도의 변화 결과를 각각 Fig. 5와 6에 

나타내었다.
담금직 후 당귀 된장 pH는 5.95 정도로 대조군 된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저장 초기에 pH가 감소하다

가 저장기간이 60일 정도 되면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

었다. 반면 가시오가피와 산수유가 첨가된 된장은 담금

직 후 대조군 보다 높은 pH 6.5 근처였으며 저장 기간 

중 감소 경향은 대조군과 유사하였으나 60일 이후 pH는 

6.2근처로 대조군에 비해 높은 pH를 나타내었다. 첨가된 

약재에 따라 된장의 pH가 차이가 나지만 저장 기간 60
일 이후부터 pH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은 Shin AG 등
(2008)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조군과 

당귀된장은 Kim SS 등(1983)의 연구에서 개량된장이 담

금 초기에 pH가 5.5～5.7에서 담금 말기에는 pH 5.3으
로 나타났으며 저장기간의 경과에 따라 저하되었다는 보

고와도 다소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산도는 첨가된 

약재에 따라 담금 직후의 산도부터 차이를 보여 0.75～
1.14, 저장 60일에는 1.34～1.64였으며 그 이후로는 변화

가 적게 나타났는데 된장을 저장하는 동안 산도가 60일
에 최대치를 보인 후 감소한다고 연구보고와 일치하여

(Kum JS과 Han O 1997), 초기 원료 및 발효 과정 중 미

Fig. 5. Changes of pH in various doenjang samples during 
storage.

Fig. 6. Changes of acidity in various doenjang samples during 
storage.

생물의 대사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유기산의 증가가 pH
를 감소시키고 산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Park 
WP 등(2006)은 된장의 저장 중 일어나는 pH 감소와 산

도의 증가는 발효 중에 생성되는 산에 의한 영향이라 하

였고 염도, 발효온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첨가된 성분이 발효과정

을 변화시키는 인자로 작용하여 약재종류에 따라 대조

군과는 다른 pH와 산도 프로파일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4) 아미노태 질소(NH2-N) 함량의 변화

된장의 저장 중에 콩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성된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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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은 된장의 구수한 맛에 관계하며, 일반적으로 된

장의 저장 및 품질 변화 지표로 각각의 된장에 대한 발효 
기간에 따른 아미노태 질소 함량의 변화를 Fig. 7과 같

다. 발효기간 중에 대조군 된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초기에 60 mg% 정도에서 60일후에는 110 mg%, 80일에 

120 mg% 정도까지 증가하였다.
가시오가피를 첨가한 된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의 

변화도 그림에서와 같이 저장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된장이 저장되는 과정에서 

효소가 단백질을 분해하여 유리 아미노산을 생성하기 때

문이다. 저장 60일에 아미노태 질소 함량이 125 mg% 정
도로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그 이후로는 거의 변화가 없

었다. 당귀와 산수유를 첨가한 된장도 60일 정도에서 가

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그 이후로는 오히려 감소 경향

을 보였다. 대조군은 80일까지 아미노태 질소 함량이 증

가하였으나, 약재 성분이 함유된 된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저장 60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를 보이다가 80
일에는 다소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Kim JS 등(1999)
의 된장 저장 중 질소성분의 변화에 대한 보고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그 양에 있어서는 차이를 나타내었

다. 이러한 차이는 본 실험에서 제조한 된장은 특정 균주

를 시용하지 않고 자연발효 하였기 때문에 protease acti-
vity가 순수 균주를 접종한 경우보다 낮았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원료 중의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변화되면서 아미노

태 질소 함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저장 중 아미노태 질

소 함량 변화로 볼 때 약재가 함유된 된장의 저장적기

는 60일로 판단되었다.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된장 고유

의 맛인 구수한 맛 성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표로 

된장을 60일 정도 저장하였을 때 단맛과 쓴맛, 짠맛, 그
리고 맛난 맛 등이 잘 혼합된장을 제조할 수 있다.

Fig. 7. Changes of amino type nitrogen in various doenjang 
samples during storage.

5) 환원당 함량

각각의 된장에 대해 환원당 정량 실험을 한 결과 공시

험치 부근인 10.3 정도의 적정치가 나와 된장의 환원당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된장을 만드는 과정에

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된장을 만들 때 간장을 빼

내게 되는데, 이때 수용성인 당 성분은 대부분이 간장에 

녹아서, 간장과 함께 빠져나가기 때문에 된장에는 소량의 
당만이 남게 되기 때문이다(Kim HJ 등 2002). Park JS 등
(1995)은 간장을 우려내지 않고 담근 재래된장은 저장 90
일이 되어도 환원당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2. 관능 평가

60일간 저장한 된장의 관능특성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된장을 80일간 저장시키면서 색도변화, pH 및 

산도의 변화, 그리고 아미노태 질소 함량의 변화에 대한 

실험결과와 여러 연구 보고를 토대로 된장은 60일 정도 

저장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60일간 저장시킨 

된장의 관능특성을 비교하였다. 당귀성분이 첨가된 된장

의 색은 유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산수유와 가시

오가피를 첨가한 된장의 색은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약재를 넣은 된장은 약재의 향이 강하여 된장 고유의 

향미가 감소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단맛의 경우 각 시료의 평균 간의 차이가 

p<0.05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지

만 패널들은 약재가 함유되어 있는 된장보다 대조군의 

단맛이 더 많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쓴맛의 경우에도 약

재성분이 함유된 된장이 대조군에 비해 쓴맛이 강한 것

으로 나타났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짠맛의 경우에는 가시오가피와 산수유 성분이 함유된 된

장은 대조군과 거의 유사하다고 평가하였으며 당귀성분

을 첨가한 된장만 유의적으로 짠맛이 적은 것으로 평가

하였다. 맛난 맛은 모든 된장에서 거의 비슷한 정도로 유

Table 1. Sensory characteristics of various doenjang samples 
after storage for 60 days

Sensory 
characters Control A. senticosus A. gigas C. fructus

Color 6.75±1.28a1) 5.25±1.04ab 4.00±1.69b 6.13±1.55a

Sweet taste 4.00±2.39 2.38±1.69 2.50±1.20 2.75±1.39
Salt taste 6.50±1.77a 7.88±0.99a 5.63±1.30ab 6.88±1.25a

Bitter taste 2.75±1.67 4.88±2.36 5.50±2.20 4.88±1.89
Umami 4.75±1.83 4.63±1.41 4.13±1.36 5.25±2.61

Overall eating 
quality 6.38±1.69a 4.75±1.39b 3.88±1.25b 6.88±1.55a

1) Means in a raw followed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at the p<0.05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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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전체적 기호도는 산수유, 대조군, 
가시오가피, 당귀 된장의 순으로 나타나 약재의 향이 강

한 당귀와 가시오가피는 된장 고유의 향미를 감소시켜 

전체적 기호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에 산

수유를 첨가한 된장은 관능특성이 대조군과 가장 유사한 
된장으로 평가되어 관능평가 항목 중 외관상 색이 된장

의 선호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약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음식에 

약재를 첨가하여 그 맛을 즐기면서 약재의 다양한 생리

활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약재를 첨가

한 된장의 쓴맛과 부족한 단맛은 조리과정 중에 다양한 

부재료를 첨가하여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시오가피, 당귀와 산수유를 콩의 증자

과정에서 첨가한 메주를 제조한 후 이 메주로 된장을 제

조하여 발효과정 중 된장의 이화학적 특성과 관능적 특

성을 시험하였다.
약재 성분이 함유된 된장은 저장 초기에는 대조군과 색 

차이가 많이 났으나 저장 60일이 지나면서 적색도와 황색

도에는 거의 차이 없었고 명도값은 대조군보다 낮았다. 
모든 된장은 저장동안 pH가 감소되면서 산도는 증가하

였는데 저장 60일이 지나면서 pH와 산도의 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된장이 저장되면서 아미노태 

질소 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60일 이후에는 변

화가 크지 않아 된장의 저장 적기는 60일로 판단되었다. 
60일간 저장시킨 된장으로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가시

오가피와 당귀성분이 함유된 된장이 대조구보다 기호도

가 유의적으로 낮게 평가되었고 산수유를 첨가한 된장

은 전통된장과 전체적 기호도가 비슷하게 평가되었다. 
관능평가 항목 중 외관상 색이 된장의 선호도를 결정짓

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시오가피와 당귀 
성분이 함유된 된장은 약제의 독특한 향미 때문에 된장

의 고유한 맛이 상쇄되어 전체적으로 기호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수유는 자체 향이 그다지 강

하지 않아 된장의 고유 맛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산수

유가 가지는 생리활성을 전통 된장에 가미할 수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앞으로 기능성을 증가시키면서 맛이 좋은 된장을 개발

하기 위해 첨가 액재의 종류, 첨가 방법과 첨가 비율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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