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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physicochemical and quality characteristics of fermented soybean paste sauce 
containing lotus leaf powder at concentrations of 0% (control), 2%, 4%, 6% and 8%. The color of increasing the amount of 
concentrated lotus leaf powder in the fermented soybean paste sauce tended to increase the pH, total soluble solids, saltinity and 
viscosity. It also tended to increase total polyphenol, flavonoids content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The total bacteria 
numbers increased with storage period, and those of fermented soybean paste sauce with 4% lotus leaf powder were lower 
compared to the other samp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lotus leaf is a beneficial ingredient for increasing quality 
characteristics and the functionality of fermented soybean paste sa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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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현대사회의 발전으로식생활이서구화가 됨에따라인스

턴트 식품이나 고지방 및 고열량의 패스트푸드의 과잉섭취

로 각종 암, 고혈압, 비만, 당뇨병 및 성인병 등의 만성질환
의 증가가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Jang, 2014). 따
라서 이러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생리활성 물질의 탐색

및 분리하여 기능을 해석하거나, 저열량 및 생리활성을 지
닌 기능성 물질을 부여한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

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를 활용하여 식품에 적용하는 연구
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Park & Choi, 2012).
웰빙 시대와 더불어 소스는 식재료의 풍미를 더해주고

맛이나색을좋게하고, 영양을높이며, 식욕을증진시켜음
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액상 또는 반유동상태의 배합형

액상 조미액이다(Choi, Jo, & Kim, 2002). 소스는 메인요리
에 맛과 색상을 부여하여 식욕을 증진시키고, 부재료 첨가
로영양가를높이며, 소화작용을도울뿐만아니라, 향기와

형태, 물성을 결정한다. 또한 조리 과정 중 재료들 간의 결
합력을 높여 음식에 적당한 수분을 가지게 하여 품질 유지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Cho, Park, Joung, Lee, & Lee, 2002)
그 중 된장은 대두를 원료로 하여 숙성 시 세균, 곰팡이, 

효모등여러미생물과복합적으로작용하는한국의대표적

인반고체상의대두발효식품으로(Oh et al., 2009; Ahn & Bog, 
2007), 곡류 위주의 식생활에서 부족해지기 쉬운 단백질 함
량이 높아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조미식품이다(Lee & Kim, 
2012). 또한된장은조미료및양념재료로많이이용될뿐아
니라, 최근에는 항암효과, 혈압강하, 항산화 효과, 혈전 용
해활성등여러기능적효과가보고되면서된장에대한관

심이높아져수요가증가되는추세이다(Byun, Nam, Chun, & 
Lee, 2014). 된장을식품에적용한연구를살펴보면참깨, 호
두 등천연 종실류를이용한된장소스개발(Joo et al., 2010), 
된장분말을첨가한두유마요네즈와일반마요네즈의저장안

정성 비교(Park & Lee, 2009), 시판 된장을 이용한 식빵제조
(Oh, Moon, & Kim, 2003) 등 된장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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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
한편, 연(Nelumbo uncifera)은 수련과의 여러해살이 수초

로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열대 및 온대의 동부 아시아를

비롯한한국, 일본등에널리분포되어있으며, 잎과뿌리는
주로 식용으로 이용하였다(Kim, Shin, & Kim, 2008). 연잎은
예로부터 맛이 쓰고 성질이 유하여 출혈성 위궤양이나 위

염, 치질, 출혈, 설사, 두통과 어지럼증, 토혈, 산후 어혈치
료, 야뇨증, 해독작용 등에 효과가 있어 민간치료제로 사용
하여 왔다(Shin, 2007). 연잎의 주요 성분으로는 진통작용과
진정작용이 있는 roenmerine, nuciferin, armepavinine, N-nor- 
nuciferine, pronuciferine 등의 alkaloid와 주석산, 구연산, 사
과산, 호박산, 탄닌 등이 있다(Lee & Byun, 2008). 연잎에
관한 연구로는 연잎차, 연엽주, 연잎가루첨가 설기떡, 연잎
어묵, 연잎 죽, 연잎 두부, 연잎국수 등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Park, Kim, Jeon, & Cho, 2012). 그러나 연잎의 약리성
분을 이용한 식품으로서의 가공이용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및 생리활성을 가

지고 있는 연잎의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연잎가루와 우리
나라 전통 발효 음식인 된장을 이용하여 된장소스를 제조

후 연잎 분말 첨가량을 2%, 4%, 6%, 8%로 첨가한 후, 소스
의품질특성조사를통하여연잎분말을첨가한최적의된

장 소스 레시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연잎은 경남 함양군에서 2015년에 재
배한 것을 동결건조(FD SFDSM12, Samwon, Korea)하여 분
쇄기로 분말화 한 후 40mesh 체에 내려 —20℃에서 냉동보
관하면서 사용하였다. 된장은 청정원 순창 재래식 된장을, 
백설탕은 (주)제일제당, 간장은 (주)샘표식품과 마늘, 식초, 
레드와인, 참기름, 깨소금을 동마트(안동, 한국)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2. 된장 소스의 제조

된장소스의 제조 조건은 수회의 예비실험을통해 설정하

였다. 연잎분말의첨가비율은연잎의첨가량은 10회이상의 
예비실험을 통해 2%, 4%, 6%, 8%로 설정하였으며, 연잎 분
말을 첨가한 된장 소스의 재료배합비율은 Table 1과 같다.

3. 실험방법

Table 1. Lotus leaf fermented soybean paste sauce using 
processed fermented soybean paste (unit: g)

Composition
Treatments (%)

Con 2 4 6 8

Lotus leaf  0  3.62  7.24  10.86  14.48

Fermented 
soybean paste  40  40.00  40.00  40.00  40.00

Water  30  30.00  30.00  30.00  30.00

Soy sauce  10  10.00  10.00  10.00  10.00

Sucrose  35  35.00  35.00  35.00  35.00

White sugar  13  13.00  13.00  13.00  13.00

Fresh garlic  10  10.00  10.00  10.00  10.00

Fresh ginger  5  5.00  5.00  5.00  5.00

Rice wine  15  15.00  15.00  15.00  15.00

Sesame oil  15  15.00  15.00  15.00  15.00

Sesame  8  8.00  8.00  8.00  8.00

Total 181 186.62 192.24 197.86 203.48

1) 색도 및 pH

색도는색차계(Chromameter CR-200 Minolta, Tokyo, Japan)
로측정하였으며, 밝기를나타내는 L(lightness), 적색도를나
타내는 a(redness), 황색도를 나타내는 b(yellowness)를 측정
하였다. pH는 pH 미터(pH meter, Toledo Gmbh HG53, Swit- 
zerland)를 이용하여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2) 가용성 고형분 및 염도

소스 5 g을 취해 45 mL의 증류수를 가한 후 균질기(ho- 
mogenizer, Nissei AM-12, Nohonseiki kaisha LTD., Japan)로
10,000 rpm에서 1분간마쇄한후여과하여굴절당도계(Hand 
Refractometer, Atago) 및 염도계(GMK-525N, G-Won Hitech 
Co.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3) 점도

소스의 점도는 비커에 시료를 500 mL씩 담아 Brookfield 
viscometer(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Inc., Stough- 
ton, M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spindel No. 3을 이
용하여 회전속도는 20 rpm으로 상온에서 1분간 교반 후 측
정하였으며, 3회반복측정후평균값을사용하였다(Nam JS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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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폴리페놀 함량은 Dewanto 등(2002)의 방법에 따라 시액
100 μL에 2% sodium carbonate 2 mL와 50% Folin-Ciacalteu 
reagent 100 μL를 가한 후 7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
며 gallic acid(Sigma-Aldrich Co., USA)의검량선에의하여함
량을 산출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Saleh와 Hameed 
(2008)의 방법에 따라 시액 100 mL에 5% sodium nitrite 0.15 
mL를 가한 후 25℃에서 6분간 방치한 다음, 10% aluminium 
chloride 0.3 mL를 가하여 25℃에서 5분간 방치하였다. 다음
1N NaOH 1 mL를가하고, vortex상에서가한후 510 nm에서
흡광도를측정하였으며 rutin hydrate(Sigma-Aldrich Co., USA)
의 검량선에 의하여 함량을 산출하였다.

5) DPPH 라디칼 소거활성

Blois(1958)의 방법에 따라 시액 0.2 mL에 0.4 mM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용액 0.8 mL를 가하여 10분
간 방치한다음 525 nm에서흡광도를측정하였으며, 계산식, 
electron donating ability(%) = 100 — [(OD of sample/OD of 
control) × 100]에 의하여 활성도를 산출하였다.

6) 저장성 평가

연잎분말을 첨가한 된장소스의 저장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실온에서 10일 동안 보관하면서 측정하였다. 총 균수의
측정은 된장 소스 10 g에 멸균 증류수 90 mL를 첨가하여
stomacher(LB W400, TMC, Korea)로마쇄후여과한후 10배희
석법으로 희석한 시료를 plate count agar(PCA, Difco, USA)
에 접종하여 37℃에서 24시간 배양 후 나타나는 colony를
계측하였다. 저장기간 중의 pH는 소스를 실온에서 10일 동
안 보관하면서 pH 미터기(pH meter, Toledo Gmbh HG53, 
Switzerland)를 이용하여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4.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으로 행하여 평균치와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유의성검증은 version 12의 SPSS 프로그램(SPSS 
12.0 for windows, SPSS Inc.)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
을 실시하였으며, 각 측정 평균값 간의 유의성은 p<0.05 수
준으로 Duncan의 다중범위시험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연잎 분말을 첨가한 된장소스의 색도

연잎 분말을 첨가한 된장소스의 색도는 Table 2와 같다. 

전체적으로 시료의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

며, 밝기를나타내는 L값의경우연잎분말을첨가하지않은 
Control군이 46.12로가장높은 L값을나타내었으며연잎 분
말의 첨가량이높아질수록 L값이 낮아지며, 8% 첨가군에서
30.08로 나타났다. 적색도를 나타내는 a값과 황색도를 나타
내는 b값 역시 L값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첨가량에 따라 a와 b값의 감소도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연잎 분말에대한 영향으로사료되며, 이는 Choi 등(200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2. 연잎 분말을 첨가한 된장소스의 pH, 당도, 염도,

점도

연잎 분말을 첨가한 된장소스의 pH, 당도, 염도, 점도를
나타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pH는 전체적으로 4.89∼4.98
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연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pH 또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Park 등
(2014)의 연잎 분말을 첨가한 매작과의 품질 특성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당도의 경우, 연잎분말 8% 첨가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첨가량이 낮아질수록 시료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소스의 염도 또한 당도처럼 첨가량이 높아
질수록 염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Kim 등(2013)의 들깻잎을 첨가한 토마토 소스의 품질 특성
및 기호도 조사의 염도가 높아졌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소스점도의 경우, 연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Control군에
서 187.87 cP를 나타냈으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점도 또
한높아졌으며특히, 연잎분말 8% 첨가군에서는 2,833.28 cP
로 Control에비해약 15배정도증가함을알수있었다. 점도

Table 2. Color of Doenjang sauce added with freeze dried 
lotus leaf powder

Samples1)

(%)
Hunter's color value

Lightness (L*) Redness (a*) Yellowness (b*)

Control  46.12±1.352)a3)   6.54±0.34a 19.81±0.95a

2  39.17±1.51b —1.63±0.15b 14.93±0.34b

4  34.89±0.78c —1.90±0.09bc 12.03±0.20c

6  31.67±0.65d —2.13±0.11c  8.04±0.51d

8  30.08±0.39d —2.78±0.29d  6.14±0.26e

1) Abbreviations: See Table 1.
2)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3)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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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 total soluble solids (Brix%), saltinity and vi- 
scosity of Doenjang sauce added with freeze dried 
lotus leaf powder

Samples1)

(%) pH
Total soluble 

solids
(Brix%)

Saltinity
(%)

Viscosity
(cP)

Control 4.89±0.012)e3) 43.00±1.00e 3.43±0.06e  187.87±12.29e

2 4.92±0.01d 47.67±0.58d 3.63±0.06d  285.00±13.23d

4 4.95±0.01c 50.67±0.58c 4.18±0.06c  516.59±44.82c

6 4.97±0.00b 53.67±0.58b 4.33±0.13b  981.08±25.49b

8 4.98±0.00a 55.67±0.58a 4.96±0.05a 2,833.28±326.78a

1) Abbreviations: See Table 1.
2)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3)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의경우, 연잎분말의첨가량이증가할수록높아지는결과를 
보여, 이는 Kim과 Yoo(2012)의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3. 연잎 분말을 첨가한 된장소스의 항산화 특성

동결건조한 연잎분말을 첨가한 된장소스의 항산화 특성

을 나타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폴리페놀이란 산야초류, 
과채류등에함유되어있는주요성분중하나로항산화등

의 효과가 있는 한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phenolic hydroxyl
기를 가진 방향족 화합물을 말한다(Park & Byun, 2014). 폴

Table 4. Total polyphenol, flavonoid conten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of Doenjang sauce 
added with freeze dried Lotus leaf powder

Samples1) Polyphenols
(mg%, GAE1))

Flavonoids
(mg RHE2)/g)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

Control 4.15±0.072)e3) 1.27±0.27c  9.18±0.12e

2 7.20±0.27d 2.75±0.32b 13.03±0.51d

4 8.33±0.28c 3.01±0.15b 17.09±1.64c

6 8.96±0.17b 3.86±0.24a 20.31±0.84b

8 9.74±0.24a 4.04±0.07a 23.33±1.87a

1) Abbreviations: See Table 1.
2) Values are means ± 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3)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리페놀 함량의 경우, 연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Control군
에서 4.15 mg%를 나타내었으며, 연잎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폴리페놀 함량 역시 증가하였으며, 특히 연잎분말 8% 첨가
군에서는 9.74 m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플라보노이드 함
량 역시폴리페놀과 같은경향을 나타내어연잎분말 8% 첨
가군에서 4.04 mg%을 나타내었다.
연잎분말을 첨가한 된장소스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Control군에서 9.18%의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소거활성 또한
높아져 연잎분말 8% 첨가군에서는 23.33%의 활성을 보였
다. Lee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연잎은 항산화 활성이 우
수한 물질로 보고하였으며, Park(2009)은 청태전의 연잎 함
유비율이 높아질수록 항산화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4. 연잎 분말을 첨가한 된장소스의 저장기간 중의 품

질 특성

동결건조 연잎분말을 첨가한 된장소스를 실온에서 10일
간저장하여측정한 pH 및총균수결과는 Fig. 1 및 Fig. 2와
같다. 저장기간에 따라 pH는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났
으나, 전체적으로 변화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연잎 분
말을첨가하지않은 Control군은저장기간에따라 4.80∼4.89
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연잎 분말 첨가 된장 소스는 4.80∼
4.95로 저장기간에증가함에 따라연잎분말 첨가량이많을
수록 pH의 값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Park 등(2009)의 보고
에 따르면 연잎 분말을 첨가할수록 pH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pH가 낮은 식품은 높은 식품에 비해 방부효
과가뛰어나, 저장성향상에도움을줄수있다고하였다. 또

Fig. 1. Changes in pH on Doenjang sauce added with freeze 
dried lotus leaf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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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in total microbial count (log CFU/mL) on 
Doenjang sauce added with freeze dried lotus leaf 
powder.

한 pH가낮아지는경향은연잎에함유된 malic acid, succinic 
acid, acetic acid 등의 유기산(Yang, Heo, Choi, & Ahn, 2007)
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연잎 분말을 첨가한 된장 소스의 총균수는 Fig. 2와 같이

저장기간에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균수가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저장 0일차에서 연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
은 Control군은 2.59 log CFU/mL로가장많은균수를나타내
었으며, 4% 첨가구에서는 1.89 log CFU/mL로 가장 낮은 균
수를 보였다. 저장 4일차에서는 연잎분말을 첨가하지않은
Control구는 3.38 log CFU/mL였으며, 4% 첨가구는 2.57 log 
CFU/mL로 Control에비해 낮은균수를 보였다. 저장 10일째
에서는 전체적으로모든구에서높은 균수를나타내었으나, 
연잎 분말을 첨가하지 않은 Control구는 4.87 log CFU/mL, 
연잎분말 4% 첨가구는 3.98 log CFU/mL, 연잎분말 8% 첨가
구는 4.58 log CFU/mL로 나타내어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총
균수의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잎분
말 4% 첨가구는 전체적으로 낮은 총균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저장 초기부터 균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제조과정중가열공정을거치지않았기때문으로판단되며, 
Lee 등(2006)은 연잎 추출물로 항균 효과실험을 하여 항균
활성을확인하였으며, Han과 Youn(2007)등의연구에서도절
편에연잎가루를첨가하여미생물생육억제를확인하여본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잎
에 함유된 폴리페놀 화합물의 항산화 활성 및 항균작용에

의하여 연잎첨가시저장안정성을가지는것으로판단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활성물질과기능성을함유하

고 있는 연잎을 된장소스에 첨가하여 기능성이 향상된 된

장소스를 제조하여 이화학적 및 저장성을 비교분석하였다. 
연잎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색도를 측정한 결과,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pH와
당도, 염도 및 점도를 측정한 결과, 연잎 분말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모든 항목에서 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총
폴리페놀과플라보노이드함량의경우, 연잎분말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8% 첨가
구에서는 각각 9.74 mg%, 4.04 m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실온에서 10일간보관하면서소스의저장성을평가한결과, 
저장기간에따라 pH는점점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었으나, 
전체적으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총균수의 경우, 전
체적으로 저장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균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나, 특히 4% 첨가구에서 가장 낮은 균수를 보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잎분말을 첨가한 된장소스
의 품질 특성 및 저장성을 평가한 결과, 연잎분말 첨가 시
높은 기능성과 저장안정성을 확인하였으며, 연잎분말은 된
장소스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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