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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Korean soybean paste, Doenjang, fermented for 6 weeks at room temperature 
with the addition of 0, 10, 20 and 30% garlic. Samples were analyzed in one-week intervals. The lightness decreased in all samples as 
the fermentation period and garlic concentration increased. Yellow index decreased in weeks 5~6 compared with weeks 0-1, for which 
the values were lower for the garlic-added Doenjang than the control. The pH increased, greatly reducung the acidity in week 1 
compared with week 0.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H and acidity were not observed among the sample groups. Amino type nitrogen 
contents increased continuously up to weeks 5, displaying no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sample groups at weeks 5 and 6. In 
addition, reduction in the sugar content increased depending on the fermentation period. It increased in all sample groups by about 2.5 
times after 6 weeks compared with the initial levels. Isoflavone content was also reduced generally depending on the fermentation 
period. In the early fermentation periods, the aglycone contents were the higher than the glycosides, while the glycoside contents 
increased over the fermentation period. The presence of Bacillu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arlic added groups, but 
yeast was lower in the Doenjang with high garlic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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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장류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모아서 여러가지 형태로 

가공되어온 조미식품으로 콩을 원료로 한 발효식품이며

(Jun HI와 Song GS 2012), 특히 된장은 한국인의 식생활

에서 김치, 젓갈류와 함께 가장 중요한 식품으로(Seo JH

와 Jeong YJ 2001) 그 수요가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

다(Lee KI 등 2001). 또한 된장은 곡류단백질에서 부족하

기 쉬운 필수아미노산을 비롯하여 지방산, 유기산, 미네

랄, 비타민 등을 보충해 주는 영양학적 우수성을 지닌 식

품이다(Jun HI와 Song GS 2012). 최근에는 된장과 조화

를 이루며 기능성을 강화할 수 있는 소재를 첨가한 제품

이 연구 및 개발되고 있는데, 마 첨가 된장(Jun HI와 

Song GS 2012), 감귤, 녹차, 선인장 분말 첨가 된장(Kim 

JH 등 2010), 가시오가피, 당귀, 산수유를 첨가한 된장

(Lee YJ와 Han JS 2009), 유자즙 첨가된장(Shin JH 등 

2008) 등 첨가되는 소재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마늘(Allium sativum L.)은 백합과(Liliaceae)의 Allium속 

식물로 중앙아시아와 지중해 연안지역이 그 원산지로 추

정되며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것은 크게 난지형과 한지

형으로 분류하는데, 난지형은 제주, 남해, 해남, 무안 등

지가 주산지이며, 한지형은 의성, 서산, 삼척 등이 주산지

로 알려져 있다(Jo JS 1990). 마늘 중에는 알리신과 같은 

함황 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독특한 향미특성을 보이는

데, 이로 인하여 항균, 항암, 혈전 용해,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을 가지며 류머티즘을 예방하는 등의 여러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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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면서 지속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You BR 

등 2011). 또한 천연기능성 물질로 인정받은 여러 가지 

항산화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기능성 식품으로도 

이용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YH 등 2012).

마늘은 한국 식생활의 필수 조미재료로서 향신료, 조미

료, 절임 등으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된장을 이용하

여 만드는 쌈장과 된장찌개 등에도 향미를 더욱 좋게 하

기 위해 이용되는 등 우리 음식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큰 채소이다(Jang HS와 Hong GH 1988). 된장의 맛과 

잘 어우러지며 인체의 생리활성을 강화시키는 성분으로 

된장의 부재료로 이용되는 매실, 생강 및 마늘을 첨가한 

된장의 관능평가 결과 마늘된장은 전체적으로 가장 좋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특히 단맛과 구수한 맛이 강하고 색

과 향이 일반된장보다 좋은 것으로 평가된 바 있어(Lee 

KI 등 2001) 마늘은 된장에 첨가하기 좋은 부재료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마늘 

추출액을 사용하였거나, 관능평가, 항돌연변이 활성을 중

심으로 연구되어 있어 생마늘을 직접 활용하고, 그 품질

특성을 확인한 연구는 실시된 바 없어 마늘된장의 제조

조건 설정을 위한 다양한 측면의 연구들이 더 수행되어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된장과 함께 다양한 기능성

을 가지고 있으면서 된장과의 조화가 좋은 마늘을 10, 20 

및 30%로 첨가량을 달리해 된장을 제조하여 총 6주간 숙

성시키면서 1주일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특성의 

변화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마늘의 첨가가 된장의 품질특

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시료의 제조

된장 제조에 사용된 콩은 경남 함양농협에서 판매하는 

태광품종, 마늘은 경남 남해산 생마늘을 소금은 신안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구입하였으며, 소맥코지(wheat koji)는 

몽고식품주식회사(창원시)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된

장의 제조 비율은 산업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을 제공받아 

조성물의 비율을 조정하였다. 즉, 마늘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은 불린 콩 2,000 g, koji 1,080 g, 청국장 300 g, 

효모 120 g, 식염 500 g 및 물 1,000 g을 혼합하여 제조

하였으며, 마늘 첨가군은 대조군 총 양에 대하여 10, 20, 

30%에 해당하는 양의 마늘을 각각 첨가하여 제조하였다. 

이 때 마늘의 첨가량은 동일한 조건에서 2~35%까지 구간

별로 마늘을 첨가하여 된장을 1차 제조하여 미생물 실험

과 기초 성분분석을 중심으로 예비 실험한 결과로부터 결

정하였다. 첨가시료에 첨가된 청국장은 상온에서 12시간 

동안 물에 불려 팽윤시킨 콩을 121±1°C에서 30분간 증자

한 다음 상온에서 충분히 식혀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된장으로부터 분리한 Bacillus amyloliquefaciens MJ1-4와 

EMD17 균주를 각각 3%씩 접종한 후 37°C 배양기에서 

72시간 배양하여 제조하였다. 효모의 경우는 재래된장으

로부터 분리한 Rhyzopus oryzae를 YPD 배지(Difco, USA)

에 접종한 후 30°C에서 48시간 진탕배양하여 준비하였

다. 된장 제조를 위한 콩도 세척해 12시간 수침 후, 고압

멸균기(121°C, 40분)를 이용하여 증자하였으며, 준비한 

재료를 비율대로 혼합하여 상온에서 6주간 발효시키면서, 

1주일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색도의 측정

된장을 60 mm petri dish에 빈 공간이 없도록 담아 색

차계(Ultra Scan VIS, Hunter Associates Laboratory Inc, 

Reston, VA, USA)로 측정한 후 Hunter scale에 의해 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 값으로 표시하였다. 각 

실험군별로 5개씩의 시료를 제조하여 측정한 평균±편차

값으로 나타내었다. 이 때 사용한 표준백판의 L, a 및 b 

값은 각각 99.40, -0.13 및 +0.04였다.

3. 염도의 측정 

시료 5 g을 칭량하여 증류수 50 mL에 희석한 후 침출

시킨 다음 여과지(No. 2, Advantec, Tokyo, Japan)로 여과

하여 그 여과액을 측정하였으며, 이때 saltmeter (Atago 

ES-421, Atago Co., Tokyo, Japan)로 3회 반복 측정한 값

에 희석 배수를 곱하여 평균값으로 표시하였다.

4. pH 및 산도의 측정 

시료의 pH와 적정산도는 G20 compact titrator (METTLER 

TOLEDO, Greifensee,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시료 5 g을 취해 증류수 50 mL를 가한 후 잘 균질화

하여 여과한 여액의 pH를 측정하고 적정산도는 시료액이 

0.1 N NaOH 용액으로 pH가 8.4가 될 때까지 적정하고 

초산 양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5. 환원당 함량의 측정

환원당의 함량은 dinitrosalicylic acid (DNS)법(Lee GY 

등 1997)에 따라 시료 5 g에 증류수 50 mL을 가하여 진

탕 혼합한 다음 여과지(No. 2, Advantec, Tokyo, Japan)로 

여과한 여액을 20배 희석하여 시료액으로 하였다. 희석액 

2 mL와 DNS 시약 6 mL을 혼합하여 100°C의 물에서 5

분 동안 중탕한 것을 충분히 식힌 후 spectrometer (Libra 

S35, Biochrome Ltd., Cambridge, England)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포도당을 표준물질로 

하여 작성한 검량곡선으로부터 환원당 함량(g/100 g)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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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미노태 질소 함량의 측정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Formol 법(Miller GL 1959)에 준

하여 측정하였다. 즉, 시료 5 g에 증류수 50 mL를 가하고 

교반하여 충분히 용해한 다음 원심분리기(Combi-514R, 

HANIL,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3000 rpm에서 10분

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 20 mL 취하였다. 그 후 pH 

meter를 이용하여 0.1 N NaOH용액으로 pH 8.4로 조정한 

후, 여기에 20 mL의 중성 formalin (pH 8.3)을 가하고 다

시 0.1 N NaOH 용액으로 pH 8.4가 되도록 중화 적정하

였다. 별도로 증류수에 대한 바탕시험을 실시하여 아미노

태 질소 함량을 구하였다.

7. 이소플라본 정량

이소플라본의 정량은 Cho KM 등(2011)의 방법에 준하

여 HPLC (Agilent 1200 series, Agilent Co., Santa Clara, 

CA, USA)로 분석하였다. 분석 column은 Lichrophore 100 

RP C18 column (4.6×250 mm, 5 μm, Merck, Darmstadt, 

Germany)을 사용하였고, 이동상 용매는 0.1% glacial acetic 

acid (solution A)와 100% acetonitrile (solution B)을 solution 

B 기준으로 각각 20, 10, 10 및 10분 동안 각각 10%, 

20%, 25% 및 35%로 유지시켰다. 시료는 20 μL를 주입하

였고 이동상의 속도는 30°C에서 1 mL/min로 유지하였다. 

이소플라본은 254 nm에서 diode array UV detector (Agilent 

1200 series, Agilent Co., Santa Clara, CA, USA)로 분석하

였다. 검출된 이소플라본은 aglycone인 daidzein, genistein, 

glycitein (Sigma-Aldrich Co. Ltd, MO, USA)과 isoflavone 

glycoside인 gensitin, daidzin 및 glycitin (Indofine, Hills-  

borough, NJ, USA) 및 LC Laboratories (Woburn, MA, 

USA)에서 구입한 3종의 isoflavone malonylglycoside 

(malonylgenistin, malonyldaidzin 및 malonylglycitin)와 3종

의 isoflavone acetylglycoside (acetylgensitin, acetyldaidzin 

및 acetylglycitin)을 표준품으로 하여 각각을 시료와 동일

한 조건에서 분석하여 머무름 시간 비교를 통해 확인하

였으며, 농도별 표준품의 검량곡선으로부터 정량하였다.

8. 생균수 측정

된장 숙성기간 동안 1주 간격으로 Bacillus amylolique-  

faciens MJ1-4와 EMD17 혼합균주 및 효모의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시료 10 g을 0.1% 펩톤수를 이용하여 10배

씩 희석한 후 TSA (Trypticase Soy Agar) 평판배지를 이

용하여 Bacillus 혼합균주의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효모의 

생균수 측정은 chloramphenicol (10 μg/mL)이 첨가된 

YPD (Yeast Peptone Dextrose) 평판배지에 도말하여 30°C

에서 24~48시간 배양한 후 콜로니 수를 확인하고 희석배

수를 곱하여 생균수를 측정하였다.

9. 통계처리

측정값은 각 분석항목에 대하여 3회 반복 측정하였으

며,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시행

하였다(p<0.05).

Ⅲ. 결과 및 고찰

1. 색도의 변화

Table 1은 마늘을 0, 10, 20 및 30%의 농도별로 첨가하

여 제조한 된장의 숙성 기간에 따른 색도를 측정한 결과

로 Hunter's scale에 의한 L, a, b값으로 표시하였다. 색의 

밝기(lightness, L)는 모든 시료가 숙성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 값이 감소하였으며, 마늘 첨가 농도가 높아질수

록 L값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L값은 

제조 직후 52.5~53.2이던 것이 6주간의 숙성 기간을 거치

면서 44.0~46.5로 감소하였다. 적색도(redness, a)는 L값과

는 달리 특징적인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황색도

(yellowness, b)는 숙성 초기와 비교하여 후기에 그 값이 

감소하였는데 일반된장보다 마늘 첨가된장이 더 낮았다.

표고버섯 분말을 첨가한 된장은 버섯분말 첨가량이 많

을수록 L값은 유의적으로 낮았으며(Choi SY 등 2006), 

저장기간 중 전통된장과 가시오가피, 당귀 및 산수유 성

분이 첨가된 된장의 색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에서도 

전통된장이 약재를 첨가한 된장보다 L값이 높았으며, 약

재 첨가 된장에 비해 숙성 초기부터 황색도가 높았다고 

보고된 바 있다(Lee YJ와 Han JS 2009).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여 된장 중에 부재료로 첨가한 마늘이 

된장의 명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며, 숙성과 

더불어 지방질분해 및 중합반응, 환원당 및 아미노 화합

물과의 반응 등에 의해 생성된 갈변물질의 생성도 된장

의 색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된장의 색은 소비자의 품질평가 기준에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는데(Lee YJ와 Han JS 2009), 본 연구에

서 마늘을 첨가한 된장이 일반된장과 비교하여 명도가 

다소 낮았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부재료로 마늘

을 첨가한 된장의 색과 향이 일반된장보다 좋게 평가 받

은 사례(Lee KI 등 2001)를 비추어볼 때 향후 소비자들의 

기호도를 고려한 된장 제품 개발에서 마늘은 좋은 소재

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염도의 변화

마늘을 0, 10, 20 및 30% 첨가한 된장의 숙성 기간 중 

염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Table 2), 마늘의 첨가량이 많을

수록, 숙성 기간이 경과할수록 염도는 유의하게 증가하였

다. 즉, 된장제조 직후 염도는 3.77~4.90%로 대조군과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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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Garlic content

(%)

Fermentation periods (week)

0 1 2 3 4 5 6

L

0 53.2±1.0aE 49.5±1.3aD 48.6±0.7cC 47.5±0.8bB 47.6±0.6cB 47.2±1.1cAB 46.5±0.4bA

10 52.5±1.6aE 49.2±1.1aD 48.0±1.5bcCD 47.7±1.2bBC 46.7±1.2bcAB 45.8±1.7bA 45.7±1.2bA

20 52.5±1.1aE 49.8±1.2aD 47.1±1.5abC 47.1±1.4bC 45.9±1.8abBC 45.2±0.5bAB 44.5±1.7aA 

30 52.5±1.6aD 49.0±0.8aC 46.3±1.4aB 45.7±0.9aB 45.5±0.6aB 43.9±1.0aA 44.0±1.6aA

a

0 5.2±0.2cA 5.6±0.3cB 5.6±0.3cBC 5.5±0.2bB 5.7±0.4cBC 5.5±0.2cB 5.8±0.3bC

10 4.6±0.3bA 5.1±0.4abB 5.0±0.6bAB 4.9±0.5aAB 4.7±0.3aAB 4.9±0.6bAB 4.7±0.3aAB

20 4.2±0.3aA 4.8±0.3aCD 4.5±0.6abABC 5.1±0.5aD 4.6±0.3aBC 4.4±0.3aAB 4.5±0.4aABC

30 4.9±0.4cBC 5.2±0.2bC 4.5±0.3aA 5.0±0.3aBC 5.0±0.3bBC 4.5±0.5abA 4.7±0.4aAB

b

0 17.0±0.5bC 15.9±1.3aAB 16.5±0.5cBC 15.6±0.9bA 16.0±0.4bAB 15.2±1.1bA 16.4±0.5bBC

10 16.4±0.8abC 16.2±0.8aC 15.5±1.1bBC 14.5±1.6aAB 14.1±1.6aA 13.9±1.7aA 14.1±1.2aA

20 15.7±0.8aC 15.8±1.1aC 15.4±1.3bC 15.2±0.7abC 14.3±0.5aB 13.3±0.7aA 13.2±1.1aA

30 16.6±1.2bE 16.1±0.8aDE 14.1±1.0aAB 15.2±1.0abCD 14.7±1.3aBC 13.4±0.9aA 13.6±1.1aA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5)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E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1. Change in Hunter's color value of garlic Doenjang during fermentation for 6 weeks

Garlic content

(%)

Fermentation periods (week)

0 1 2 3 4 5 6

0 4.90±0.10cA 5.73±0.06dB 5.80±0.17dB 5.93±0.21dBC 5.70±0.35dB 5.97±0.06dBC 6.20±0.00dC

10 4.87±0.40cA 5.23±0.12cBC 5.07±0.15cAB 5.23±0.06cBC 5.07±0.06cAB 5.47±0.06cCD 5.60±0.10cD

20 4.37±0.15bA 4.50±0.00bAB 4.50±0.17bAB 4.73±0.06bC 4.67±0.06bBC 5.00±0.00bD 5.20±0.17bE

30 3.77±0.15aA 4.10±0.00aBC 4.07±0.06aB 4.30±0.17aCD 3.80±0.10aA 4.43±0.06aD 4.77±0.15aE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E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2. Change in salinity of garlic Doenjang during fermentation for 6 weeks (%)

늘 10% 첨가군 간에는 유의차가 없었으나 20% 이상 첨

가시 염도는 유의적으로 낮았고, 숙성 기간의 경과와 더

불어 미량씩 증가하여 숙성 6주차에는 4.77~6.20%의 범

위였다. 이는 된장의 숙성과 더불어 제조 직후 첨가된 식

염의 농도가 재료에 골고루 혼합되면서 평형을 이루기 

때문이며, 마늘의 첨가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염도가 더 

낮게 측정된 결과로 판단된다. 인삼 농축액을 첨가한 된

장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게 시료 중 식염의 함

량이 발효 30일까지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된장 발효기간

이 경과함에 따라 염의 농도가 평형화되어가는 가정으로 

추정한 바 있다(Jang SM 등 2000).

된장에 있어 식염은 미생물의 생육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하며, 부패를 방지하고 제조 후 저장성을 부여한다

(Mok CK 등 2005). 그러나 과다한 식염의 사용은 강한 

짠맛으로 품질에 악영향을 주며 고혈압, 뇌졸중과 같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JD 등 1995, 

Park BJ 등 2002). 이로 인해 된장의 식염농도를 줄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생각되는데, 저장 및 유통과정

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식염의 첨가 농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저장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부재료

의 첨가를 통하여 상대적인 짠맛을 감소시키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면에서 

마늘은 항균활성이 강해 발효군의 생육조건 등을 고려해 

적정량 첨가할 경우 저장성의 향상과 기능성의 부여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재료로 판단된다.

3. pH 및 산도의 변화

마늘을 농도별로 첨가한 된장의 숙성 기간별 pH 및 산

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pH는 된장의 제조 

직후에 모든 시료에서 약 8.0에 가까운 값들을 나타내었

는데, 제조 직후에 비해 숙성 1주차에 pH가 큰 폭으로 감

소하여 6.78~6.84의 범위였고, 이후에는 불규칙한 증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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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Garlic

content (%)

Fermentation periods (week)

0 1 2 3 4 5 6

pH

0 8.15±0.02cE 6.78±0.05aC 6.48±0.01aA 6.96±0.02bD 6.79±0.02aC 6.59±0.13aB 6.82±0.01bC

10 8.07±0.04bE 6.83±0.03aCD 6.44±0.09aA 6.90±0.02aD 6.78±0.06aC 6.60±0.10aB 6.79±0.04abC

20 7.99±0.02aE 6.84±0.02aD 6.50±0.01aA 6.89±0.02aD 6.77±0.02aC 6.67±0.01aB 6.78±0.01aC

30 7.96±0.03aF 6.84±0.02aD 6.51±0.01aA 6.90±0.01aE 6.79±0.00aC 6.70±0.01aB 6.80±0.01abC

Acid

(%)

0 0.067±0.001aA 0.166±0.009bF 0.136±0.005bE 0.099±0.001dBC 0.095±0.001bB 0.106±0.002cC 0.118±0.001aD

10 0.070±0.002aA 0.154±0.003aD 0.128±0.003aC 0.098±0.001cB 0.099±0.001cB 0.099±0.003bB 0.128±0.002bC

20 0.076±0.004bA 0.167±0.002bD 0.125±0.001aC 0.094±0.001bB 0.094±0.001bB 0.094±0.002bB 0.125±0.001bC

30 0.800±0.001cA 0.159±0.000abF 0.122±0.003aE 0.092±0.000aC 0.091±0.001aC 0.088±0.003aB 0.118±0.001aD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a-cMeans with differen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F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Change in pH and acid level of garlic Doenjang during fermentation for 6 weeks

Garlic content

(%)

Fermentation periods (week)

0 1 2 3 4 5 6

0 4.99±0.06aA 8.96±0.24dB 8.96±0.18cB 10.04±0.11dC 9.90±0.07bC 11.09±0.23cD 12.09±0.11bE

10 5.66±0.07dA 8.50±0.07cB 9.36±0.13dC 9.53±0.08cD 10.20±0.10cE 11.01±0.01bcF 12.45±0.04cG

20 5.18±0.05bA 8.00±0.08bB 7.71±0.01bC 9.16±0.06bD 9.62±0.09aE 10.83±0.05bF 12.38±0.04cG

30 5.31±0.05cA 7.27±0.14aB 7.49 ±0.04aC 8.51±0.01aD 9.68±0.08aE 9.93±0.02aF 11.87±0.05aG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G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4. Change in reducing sugar content of garlic Doenjang during fermentation for 6 weeks (g/100 g)

보이다가 숙성 6주에는 6.78~6.82였다. 마늘의 첨가량에 

따른 pH의 차이는 없어 첨가되는 마늘의 양이 된장의 pH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연근을 첨가하여 제조한 된장의 pH 및 산도의 변화에서

는 숙성 45일째까지는 pH가 전체적으로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시료구간의 유의차는 확인할 수 

없었다는 보고가 있다(Park IB 등 2005). 또한 된장은 숙

성 중에 당이나 단백질이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휘발성 

혹은 비휘발성의 여러 유기산을 생성하고 이에 따라 산

도가 증가되고 pH는 감소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Hong 

HJ와 Rhee HS 1994). 따라서 본 실험에서 제조 직후에 

비해 1주 뒤 pH가 감소한 것은 미생물의 작용에 의한 유

기산 생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70일 발효시킨 

된장의 유기산을 측정하였을 때 젖산, 호박산, β-글루탐산 

및 피로글루탐산이 검출되었으며(Yang SH 등 1992), 숙성 

중인 된장에서 아세트산, 숙신산, 구연산이 검출된(Joo 

HK 등 1992) 선행연구의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의 시료에

도 이러한 종류의 유기산이 생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산도를 측정한 결과 된장의 제조 직후와 비교하여 숙

성 1주차에 산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pH의 

변화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숙성 2주차부터 산도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숙성 6주에 다시 증가하여 

0.118~0.128%의 범위였고, 마늘의 첨가량에 따른 유의차

는 뚜렷한 경향이 없었다. 매실분말 및 농축액을 첨가한 

된장은 숙성 기간 중에 총산이 2주 동안 현저히 증가하

다가 그 이후에는 시험구에 따라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다소 감소한다고 보고되어 있다(Park WP 등 2006). 본 연

구에서 마늘 첨가 된장의 숙성 중 마늘의 첨가량에 따른 

pH와 산도의 변화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미루

어볼 때 30%까지의 마늘 첨가는 된장의 발효에 따른 기

본 품질변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환원당 함량의 변화

Table 4는 마늘을 0, 10, 20 및 30% 첨가하여 제조한 

된장의 환원당을 측정한 결과이다. 시료의 환원당은 숙성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함량 역시 증가하는 결과를 보

였는데, 제조 직후에 비하여 6주 뒤에는 모든 시료군에서 

약 2.5배 증가하였다. 된장의 제조 직후 환원당은 대조군

에 비해 마늘 첨가군에서 더 높았는데, 환원당의 함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숙성 1주차에 대조군에서 증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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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lic content

(%)

Fermentation periods (week)

0 1 2 3 4 5 6

0 231.58±15.14cA 283.38±26.41aB 356.79±25.01abC 523.38±2.23cD 539.23±10.51cD 592.45±7.21bE 546.88±12.30aD

10 195.40±13.39aA 266.37±13.33aB 328.75±27.52aC 516.25±12.06bcDE 511.70±7.41bD 543.07±15.58aE 535.33±14.96aDE

20 222.39±3.62bcA 269.98±28.49aB 401.42±18.87cC 500.07±6.89abD 500.73±4.76bD 566.68±16.87abE 551.19±9.58aE

30 206.06±5.53abA 243.32±12.27aB 376.43±10.89bcC 453.37±13.01aD 492.72±12.64aE 544.09±29.75aF 553.16±21.50aF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F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Change in amino nitrogen content of garlic Doenjang during fermentation for 6 weeks (mg%)

이 약 1.8배로 가장 컸으며, 마늘 30% 첨가군이 1.3배 정

도 증가하여 그 폭이 가장 적었다. 마늘은 당분의 함량이 

34% 정도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된장 제조 직후 

마늘 첨가군의 환원당 함량이 더 높은 것은 첨가된 마늘

에 기인하는 것이며, 숙성과 더불어 그 증가폭이 크지 않

은 것은 첨가된 마늘로 인해 당화효소의 작용이 미미하

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 마늘첨가 된장의 환원당 함

량이 숙성 6주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된장 중의 

당화효소에 의해 원료 중의 당이 서서히 분해되어 영향

을 준 결과로 추정된다.

인삼농축액을 첨가하여 제조한 된장의 발효과정 중 환

원당의 변화는 제조 직후 2.97%에서 발효 45일차에는 

6.02~6.26%로 증가하였는데, 발효 초기에는 당화 amylase

의 작용이 미약하여 환원당의 생성이 적었으나, 발효 45

일차에는 당화 amylase의 작용이 비교적 높아져 당 함량

이 최대치를 나타내었으며, 그 후에는 된장 중 미생물의 

영양원, 알콜 발효, 유기산 발효의 기질로 당이 이용되어 

환원당 함량은 감소한다고 보고되어 있다(Jang SM 등 

2000). 반면에 매실분말 및 농축액 첨가 된장의 숙성 중 

환원당 함량은 숙성 2주까지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

으나 숙성 4주까지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다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다(Park YH 

등 2012). 또한 된장의 환원당은 발효초기 빠르게 증가하

나 발효 20일부터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고, 발효 45일 

이후에는 점차 감소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Rho JD 등 

2008). 이처럼 된장의 환원당 함량이 시료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시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

료의 종류와 배합량, 그리고 제조환경 등이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아미노태 질소 함량의 변화

마늘 첨가량별 된장의 아미노태 질소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Table 5), 마늘의 첨가량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서로 

상이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숙성 3주에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여 그 이후부터는 523.38~  

592.45 mg%의 범위였다. 마늘 10% 첨가군의 경우 제조 

직후에 비해 숙성 3주까지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은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는 통계적인 유의차가 없

었다. 마늘 30% 첨가군의 경우에는 숙성 5주까지 지속적

으로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이 증가하였다. 마늘의 첨가량

에 따라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된

장 담금 직후에는 마늘 첨가군에 비해 대조군에서 더 높

은 함량이었으나 숙성 6주에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은 

535.33~553.16 mg%로 시료군 간에 유의차가 없었다.

아미노태 질소는 된장의 정미성분으로 발효기간이 경

과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므로 된장의 숙성도를 평

가하는 척도로 이용되며, 색도 및 다른 성분과 함께 기호

성과도 관계가 있다(Jun HI와 Song GS 2012). 또한 전통

식품 기준규격은 아미노산성 질소는 300 mg%인데, 국내

에서 생산되는 대두된장은 250~430 mg%의 함량을 보이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ho JD 등 2008). 본 연구결과에

서 숙성이 완료된 마늘 된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전

통식품의 기준 규격에 적합한 범위였다.

연근분말을 첨가한 된장의 발효숙성 중 아미노산성 질

소의 함량은 연근을 첨가하고 된장을 숙성하는 과정동안 

계속 증가하여 숙성 90일 경과시 시료구 모두 기준치의 2

배를 초과하는 값을 나타내었다고 보고되어 있다(Park IB 

등 2005). 매실분말을 첨가한 된장은 본 연구의 마늘된장

과 마찬가지로 일반된장에 비해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이 

더 낮았는데 이는 매실분말의 첨가로 인하여 된장의 pH가 

낮아짐으로서 protease의 작용을 저해하였기 때문이라고 

고찰하였다(Park WP 등 2006). 본 연구결과 마늘 된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숙성기간의 경과와 더불어 지속적

으로 증가하였으며, 숙성 5주 이후부터는 마늘의 첨가량에 

관계없이 대조군과 유의차 없는 수준의 아미노태 질소를 

함유하고 있어 마늘의 첨가가 protease 작용 등 숙성과 관

련한 인자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6. 이소플라본 함량의 변화

마늘을 농도별로 첨가한 된장의 이소플라본 함량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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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lic
Conc. 
(%)

Ferm.
periods
(week)

Glycosides Malonylglycosides Acetylglycosides Aglycones
Total

Daidzin Glycitin Genistin Daidzin Glycitin Genistin Daidzin Glycitin Genistin Daidzein Glycitein Genistein

0

0 196.36±9.82 100.19±4.01 206.33±10.32 22.22±1.33 31.47±1.89 37.27±1.86  nd nd nd 51.08±3.06 7.29±0.44 13.72±0.69 593.84

1 133.12±6.66 62.89±3.14 126.74±5.07 33.34±2.00 33.27±1.33 55.59±3.34 15.03±0.90 10.92±0.66 5.46±0.33 143.68±8.62 53.65±2.68 105.18±6.31 778.87

2 90.07±5.40 33.33±1.67 71.98±4.32 18.40±0.92 19.22±0.96 33.05±1.94  tr 4.98±0.25 nd 127.00±6.35 34.48±1.72 79.79±3.99 271.03

3 77.92±3.12 32.22±1.93 56.48±3.39 17.90±0.90 19.82±0.79 34.56±2.07 0.84±0.05 5.90±0.35 nd 153.22±7.66 41.22±2.47 98.78±4.94 538.86

4 55.76±2.79 25.90±1.55 32.43±1.95 13.78±0.69 17.68±0.88 29.79±1.79 tr 4.82±0.29 nd 141.35±7.07 36.82±2.21 92.92±4.65 451.25

5 45.90±2.30 24.58±1.47 24.34±1.46 13.37±0.67 17.45±1.05 31.40±1.57 tr 4.54±0.27 nd 148.77±7.44 37.43±1.87 99.38±4.97 447.16

6 41.64±2.50 25.24±1.51 21.80±1.08 12.18±0.73 16.50±3.40 31.27±1.88 tr 4.52±0.18 nd 153.05±9318 38.16±1.91 103.69±5.18 448.05

10

0 200.08±12.00 107.98±5.40 207.70±8.31 20.89±1.25 18.22±1.09 29.25±1.76 5.20±0.26 1.43±0.06 0.72±0.04 36.70±1.84 6.84±0.41 15.05±0.75 650.06

1 93.31±5.96 29.91±1.20 74.38±4.46 14.13±0.71 15.30±0.77 23.35±0.93 3.36±0.17 0.71±0.04 0.35±0.02 89.65±4.48 28.43±1.42 56.91±3.41 429.79

2 79.07±4.74 25.06±1.50 58.86±2.94 14.01±0.70 15.13±0.76 23.53±0.47 4.64±0.28 0.58±0.52 0.29±0.02 114.24±5.71 35.35±2.12 76.67±4.60 447.43

3 67.36±3.37 25.11±1.00 44.73±2.24 13.85±0.83 15.55±0.47 23.63±1.42 7.63±0.31 0.54±0.03 0.27±0.02 135.26±6.76 42.04±2.10 92.59±4.63 468.56

4 47.54±2.38 15.71±0.94 25.81±1.55 9.56±0.57 12.28±0.74 21.49±1.29 1.07±0.06 3.61±0.18 1.80±0.09 140.77±8.45 42.40±2.12 102.92±6.18 424.96

5 34.16±1.37 13.76±0.69 11.97±0.72 6.33±0.25 10.96±0.44 17.78±0.71 tr 3.20±0.16 1.60±0.08 124.59±6.23 36.12±2.17 92.64±4.63 353.11

6 31.07±1.55 14.69±0.88 8.63±0.34 6.02±0.02 11.00±0.55 17.49±0.87 0.35±0.02 2.96±0.18 1.48±0.06 131.46±6.56 37.60±2.26 98.35±4.92 361.1

20

0 160.16±9.61 65.94±3.15 166.46±8.32 11.29±0.56 12.18±0.73 22.61±1.36 nd 0.75±0.04 0.38±0.02 40.54±2.43 5.12±0.31 13.33±0.80 498.76

1 87.13±4.36 26.11±1.57 59.87±2.99 14.25±0.86 17.37±1.04 23.05±1.38 4.54±0.07 0.80±0.05 0.40±0.02 110.83±5.54 38.79±1.94 74.77±3.74 457.91

2 54.70±2.73 14.81±0.89 26.53±1.06 8.81±0.53 13.10±0.66 16.63±2.83 tr 3.32±0.20 nd 114.95±6.90 36.99±1.85 84.33±4.22 374.17

3 37.45±2.25 25.65±1.54 12.87±0.77 5.60±0.34 11.02±0.44 15.22±0.91 tr 2.94±0.18 nd 120.61±6.03 37.08±1.85 87.33±4.37 355.77

4 28.82±1.73 24.88±1.49 5.79±0.29 4.39±0.22 11.24±0.67 14.55±0.73 tr 3.11±0.19 nd 118.15±5.91 39.70±1.96 85.44±5.13 336.07

5 21.03±1.05 nd  tr 1.30±0.08 nd 12.37±0.74 nd 2.59±0.16 nd 115.74±6.94 36.20±1.81 81.45±4.07 37.29

6 23.20±1.39 nd 1.84±0.11 2.22±0.13 9.77±0.59 12.46±0.75 0.46±0.02 2.70±0.16 nd 118.33±5.92 34.71±2.06 83.94±5.04 289.63

30

0 147.55±8.85 66.90±3.35 117.13±5.86 15.14±8.61 17.76±0.89 20.23±1.21 tr 0.45±0.02 0.23±0.01 48.24±2.41 5.39±0.27 12.79±0.64 385.39

1 73.02±3.65 23.97±1.20 47.47±2.37 11.39±0.68 14.45±0.87 142.47±5.70 0.38±0.02 4.20±0.21 2.10±0.13 88.39±5.30 30.83±1.85 62.09±3.73 500.76

2 37.70±1.86 nd 10.98±0.55 1.52±0.07 nd 13.61±0.82 nd 2.11±0.13 nd 98.98±5.94 32.78±1.64 70.32±3.52 268.00

3 33.41±1.67 nd 9.36±0.56 4.35±0.22 11.18±0.56 14.01±0.70 tr 2.84±0.14 nd 108.41±5.42 36.37±2.18 78.64±4.72 298.57

4 28.46±1.53 nd 6.10±0.37 4.16±0.21 10.78±0.65 13.21±0.79 1.61±0.10 3.19±0.19 nd 126.58±6.33 43.46±2.17 89.65±5.34 327.20

5 25.36±1.52 nd 3.51±0.21 3.07±0.18 19.82±0.79 11.33±0.57 nd 3.12±0.19 nd 118.94±7.14 39.63±2.38 82.38±4.94 307.16

6 24.30±1.22 nd 1.80±0.11 9.49±0.57 11.40±0.57 10.98±0.66 9.35±0.56 3.42±0.17 nd 131.71±7.90 40.59±2.44 91.19±4.56 334.23

All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 nd: not detected, tr: trace (<0.002 µg/g).

Table 6. Changes in isoflavone contents of garlic Doenjang during fermentation for 6 weeks (µg/g)

는 Table 6과 같다. 마늘된장에서는 공통적으로 12종의 

이소플라본 유도체가 검출되었다. 제조 직후 이소플라본 

함량은 498.76~668.93 µg/g이었으나 숙성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6주차에는 361.10~  

448.05 µg/g이었다. 마늘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에 비해 

마늘 첨가 된장의 이소플라본 함량은 다소 낮았으나 마

늘 첨가 농도에 따른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

다. 이소플라본 형태에 따른 함량을 보면 숙성 초기에는 

glycoside와 malonylglycoside 같은 배당체 형태의 이소플

라본 함량이 높았으나 숙성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함량

은 감소하고 비배당체 형태의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았는데, 

제조 직후 비배당체 형태의 daidzein, glycitein, genistein 

함량은 각각 36.70~51.08 µg/g, 5.12~7.29 µg/g, 12.79~15.05 

µg/g이었으나 숙성 6주차에는 크게 증가하여 118.33~153.05 

µg/g, 34.71~40.59 µg/g, 83.94~103.69 µg/g의 함량을 나타

내었다.

된장은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맛과 향뿐만 아니라 이소

플라본, 사포닌과 같은 여러 건강 기능성 물질들이 만들

어 진다고 알려져 있는데(Jo SJ 등 2011), 특히 이소플라

본은 콩의 유효성분 중 하나로 항산화활성(Wei H 등 

1993, Ruiz-Larrea MB 등 1997), LDL-콜레스테롤의 산화 

억제(Kwoon TW 등 1998) 및 콜레스테롤 저하작용(Kirk 

EA 등 1998)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된장 중의 

이소플라본은 발효가 진행되면서 glucoside 형태인 genistin, 

daidzin, glycitin이 효소 및 미생물의 대사에 의해 생체이

용률이 높은 aglycone 형태의 genistein, daidzein, glycitein

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Coward L 등 1993, 

Bowey E 등 2003). 그리고 Jo SJ 등(2011)이 장기간 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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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viable cell, Bacillus (a) and yeast (b) during

fermentation of different Doenjang for 6 weeks.

에 따른 전통된장의 이소플라본 함량을 측정한 결과, 배

당체 형태의 daidzin, glycitin 및 genistin은 미량 존재하였

으며, 비배당체 형태의 daidzein과 genistein은 숙성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

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7. 미생물 수의 변화

마늘의 첨가량을 달리한 된장의 발효기간 중 생균수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1주 간격으로 시료를 회수하여 

Bacillus와 효모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Bacillus 생균수는 효모와는 달리 발효초기부터 발효 완

료시점까지 유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마늘 함량에 

따른 생균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효모는 된장의 숙성기

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다가 숙성 4주부터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마늘의 첨가량이 높을수

록 효모수가 더 적어 마늘 함량이 높을수록 효모에 대한 

항균활성이 증가하였다.

마 첨가 된장은 발효초기에는 효모 수가 대조구와 큰 

차이 없이 마 첨가 된장과 대조구 모두 발효 40일경까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발효 80일 경과 시점에

서는 마 첨가 된장의 효모수가 더 높았다는 보고(Jun HI

와 Song GS 2012)와 비교해볼 때 된장에 첨가되는 부재

료가 숙성 기간 중 효모 수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가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Ⅳ. 요 약

마늘을 0, 10, 20 및 30% 첨가하여 된장을 제조한 후 6

주간 숙성시키면서 1주 간격으로 된장의 품질 관련인자

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명도는 마늘 농도와는 상관없이 

모든 시료가 숙성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 값이 감소하

였으며, 마늘 첨가 농도가 높아질수록 더 낮았다. 황색도

는 숙성 후기에 그 값이 감소하였는데, 대조군보다 마늘 

첨가된장에서 더 낮았다. 제조 직후와 비교하여 숙성 1주

차에 pH는 크게 감소하고 산도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

로는 불규칙한 증감을 보였으며, 마늘의 첨가 농도에 따

른 통계적인 유의차도 없었다. 아미노태 질소는 숙성 5주

차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숙성 

5주차와 6주에는 시료군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어 마늘

의 첨가가 된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에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원당 역시 숙성기간이 길

어짐에 따라 그 함량 역시 증가하였는데, 제조 직후에 비

하여 숙성 6주 뒤에는 모든 시료군에서 약 2.5배 증가하

였다. 이소플라본 함량은 숙성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숙성 초기에는 배당체 형태의 함

량이 높았으나 후기로 갈수록 그 함량은 감소하고 비배

당체 형태는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Bacillus는 마늘의 첨

가량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효모수는 마늘의 첨가량이 

높을수록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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