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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cceptability of curried rice containing 
cheonggukjang powder for the using in a high school foodservice menu. The viscosity of the curry sauce with cheong-
gukjang powder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control and 15% sample group. As the level of cheongguk-
jang powder was increased, the Hunter's L value increased, whereas the a value decreased. In the results of the accep-
tance test, the 15% group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Therefore, the 15% group was selected 
based on the acceptance test for use by the school foodservice industr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boys and girls (p<0.01) in the acceptance test of curried rice with cheonggukjang powder in terms of flavor, color, aroma, 
density of sauce, overall acceptability. In regards to the reason why boys and girls did not consume the curried rice, 
‘because of unfavorable taste’ (51.0%), ranked highest followed by ‘because of other’ (34.2%). In conclusion, there was 
a high food acceptance food when cheonggukjang powder was added to curried rice. Also,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preference and consumption of cheonggukjang foods and through the development of proper recipes that contain 
cheonggukjang and through combination with other food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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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청국장은 대두를 이용한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식품 중 
하나이다. 발효과정 중에 고초균(Bacillus subtilis)이나 납

두균(Bacillus natto) 등이 생산하는 효소의 작용으로 콩 

단백질이 분해되어 가용성 질소 화합물인 펩톤, 펩타이

드, 아미노산 등이 생성되어 소화가 쉽고 특유의 구수한 

맛을 형성한다. 또한 콩의 당질과 단백질에서 유래된 레

반형 푸룩탄과 폴리글루타메이트의 혼합물질인 점질물이 
생성되면서 독특한 향미를 내게 된다(Lee YL 등 1992).

청국장에는 식이섬유, 인지질, 이소플라본, 폴리페놀산, 
사포닌, 트립신 저해제, 피틴산, 토코페롤 등의 성분이 들

어있으며 이 성분들은 동맥경화․심장병․당뇨병․노인성 치

매 예방효과, 항암효과, 골다공증 억제, 혈전 용해능, 혈
청 콜레스테롤 저해, 혈압상승 억제 등의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Kim BN 등 1995, Kim YT 
등 1995, Lee HJ 1998, Yoon HK 등 2001, Kim JI 등 

2003, Yang JL 등 2003, Chang JH 등 2005). 이와 같이 

청국장은 곡류와 채소 위주의 전통적 식생활로 인해 부

족했던 필수아미노산과 단백질을 공급하는 단순한 영양

적 기능 외에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는 기

능성 식품으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발

효과정 중 Bacillus로부터 알킬피라진, 암모니아 화합물, 
황 화합물과 같은 이취가 생성되어 불쾌한 냄새를 갖는

다(Choi SH와 Ji YA 1989, Kim DH 등 1997). 이러한 냄

새는 젊은 세대들의 기호에 맞지 않아 청국장의 섭취를 

기피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Kim SH 등 1999).
카레라이스는 카레가루로 루(roux)를 만들어 따로 지은 

밥에 곁들여서 먹는 일품요리로서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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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도 조사에서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고 있다(Kim MH 
1997, Yoon YO 등 2006, Kim GR와 Kim MJ 2007). 카
레라이스의 주재료인 카레가루는 보통 카레분을 원료로 

하여 소맥분, 유지 및 조미료 등을 첨가하여 식탁용으로 

쉽게 조리할 수 있도록 가공한 것으로(Chung MS 등 2003) 
강황, 후추, 생강 등을 섞어 만들므로 매운맛이 있어 위

장을 적당히 자극하여 식욕을 돋우며 소화액의 분비를 

도와준다(U IA 등 2003). 또한, 카레의 황색색소인 커큐

민은 항산화성, 항암성, 항염증성, 항돌연변이성, 항균성, 
항변이성 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Chung 
CK 등 1990, Ahn CK 등 2000, Kim JH와 Park KM 2000, 
Jung SH 등 2002), 상처치료 및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지연시키는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U IA 등 2003)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청국장과 카레 자체가 

갖는 효능이 입증됨에 따라 이를 응용한 연구들이 진행

되고 있다. 청국장을 제과제빵에 접목한 연구를 살펴보

면, 식빵제조 시 카레가루를 첨가하면 수분흡수력은 변화

가 없었으나 기호도는 1% 첨가한 군에서 높게 평가되었

고(U IA 등 2003), 청국장을 소량 사용한 롤빵은 부피와 
조직감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기호성을 향상시킬 수 있

다고 보고된다(Jung IC와 Ok M 2006). 청국장 카스테라

를 제조할 때 전반적인 수용도를 고려한다면 밀가루의 

30%를 청국장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며(Lee 
KA 2006), 청국장과 양파를 첨가하여 만든 피자는 식이

섬유, 유리아미노산이 증가하고 지방산 조성 개선과 함

께 연령에 관계없이 높은 기호도를 나타냈다고 보고된

다(Sung CR 2006).
청국장을 소스와 스프에 접목시킨 연구결과 청국장을 

첨가한 스프의 기호성이 무첨가군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Kong SK 등 2007), 청국장을 이용하여 제조

한 우스터소스를 돈가스에 이용 시 관능평가의 향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0.6% 첨가한 소스에서 조미제

로서 좋은 것으로 평가되었다(Yim CH 2008).
그 외에 청국장 패티의 연구에서는 시판 되고 있는 것

보다 콜레스트롤과 지방의 함량은 낮고 부드러운 경도

를 나타내었으나 청국장 특유의 불쾌취는 검출되지 않았

으며, 기호도도 시판 제품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Lee YM 2008). 청국장 김치제조 연구에서는 청국장 
가루 첨가량은 40%일 때 전반적인 수응도가 높았으나 

초등학생의 경우 20% 첨가 시 높게 평가되어 급식 대상

자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다(Yang ES 
2006). 두부의 경우는 시판 청국장 분말을 사용할 경우 

첨가량을 2% 이내로 하였을 때 관능적, 이화학적 특성에

서 대조군보다 높거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An SH 등 2008). 이렇듯 청국장을 식품에 응용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학교급식 메뉴에 청

국장 분말을 접목시킨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영양과 기능성이 우수한 청국장을 

기호도가 높은 일품요리인 카레라이스에 첨가량을 달리

하여 제조한 후 점도, 색도, 기호도 및 학생 수응도 평

가를 통하여 고등학교 급식에서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쌀(생거진천, 충청북도), 찹쌀

(생거진천, 충청북도), 카레가루(오뚜기, 경기도), 청국장가

루(시골전통식품, 전라북도), 후추(오뚜기, 경기도), 소금

(백설, 전라남도), 미정(청정원, 충청남도), 식용유(해표, 경
기도)였고, 감자, 양파, 당근, 청피망, 애호박, 돈육 및 마

늘 등은 국내산으로 청주시 소재의 소매업체에서 일괄구

매하여 실험에 사용했다. 조리수로는 정수기(CH-3000/S, 
청호정밀(주), 경기도) 물을 사용하였다.

2. 청국장분말 첨가에 따른 카레 소스의 이화학적 특
성 변화

1) 청국장 분말 첨가 카레소스의 비율

카레소스에 첨가한 청국장 분말의 비율은 15, 30, 45 및 
60%였고, 대조군은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하였다(Table 
1). 물의 양은 카레가루 제조사 홈페이지(오뚜기 2008)에 

명시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분말시료 100 g당 700 mL
를 사용하였다. 전체 물의 양 중 200 mL에 가루시료를 

개어 미리 끓여놓은 500 mL의 물에 넣고 10분간 가열

하여 소스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소스는 실온에서 4시간 

방치한 뒤 점도 및 색도를 측정하였다.

2) 점도 측정

카레소스의 점도는 높이 1.9 cm, 직경 3.4 cm의 용기

에 담아 상부를 용기와 수평이 되게 평평한 자로 한번 

깎아 담은 후 레오메타(COMPAC-100, sun scientific Co.

Table 1. Formulas of the curry sauce prepared by different 
ratio of cheonggukjang powder

Cheonggukjang 
powder 

contents(%)

Ingredients
Curry powder

(g)
Cheonggukjang

powder (g)
Water
(mL)

0 100 0 700
15 85 15 700
30 70 30 700
45 55 45 700
60 40 60 700



292 정미희ㆍ이인선ㆍ김향숙

한국식품조리과학회지 제 26권 제 3호 (2010)

Table 2. Operating condition of rheometer for measuring vis-
cosity characteristics

Table(head) speed 120 mm/min
Max wt 2 kg
Distance 63.16%

Deepness Depth 12.00 mm
Sample size 1.9 × 3.4 cm

Adaptor No. 25

LTD. Japan)를 사용하여 각 시료 당 30회 반복 측정하

였다. 레오메타의 측정조건은 Table 2와 같다.

3) 색도 측정

카레소스의 색도는 분광색차계(Color JC801, Color Techno 
System Co., Ltd., Japan)를 사용하여 9회 반복 측정하였

다. 색도는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값으로 

측정하였으며, 이때 표준 색판으로는 백판(L=98.63, a=0.19, 
b=-0.67)을 사용하였다.

3. 청국장분말 카레라이스의 실험조리

1) 실험조리용 1인분 레시피 개발

카레라이스 조리법의 확립과 사용할 재료와 분량 선정

을 위하여 학교 단체급식 표준식단을 중심으로 문헌조

사를 하였다(한복려 등 1992, 전은자와 서민자 1997, 대
한영양사협회 2001, 강원도횡성교육청 2002, 농촌진흥청

농촌생활연구소 2002, 서울특별시교육청 2002, 충청남도

공주교육청 2002, 한화국토개발 FS부문 2004, 서울특별

시동작교육청 2005, 한국영양학회 2005, (주)이씨엠디 2006, 
정명옥 등 2008, (주)아워홈 2008). 수집된 문헌 자료들을 
각각 1인분으로 환산하여 사용된 식재료의 종류, 사용빈

도, 사용량을 비교ㆍ분석하였다. 식재료의 분량은 쌀 100 
g에 대한 비율로 계산하여 평균값, 최대값, 최소값의 범

위를 정하였다. 구해진 식재료의 평균값을 실험조리용 

레시피 개발을 위한 기본량으로 사용하였다.

2) 기호도 평가

기본 레시피에 청국장 분말 첨가량을 달리한 카레가

루를 각각 사용하여 청국장 분말 첨가 카레라이스를 조

리한 뒤 남녀 대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실험실 기호도 검

사를 실시하였다. 검사 전 시료에 대한 정보를 패널들에

게 알리지 않았으며, 시료별로 다른색의 스티커가 붙여진 
하얀색 접시에 밥 15 g을 담고 그 위에 청국장 가루 분

량별로 제조된 카레를 30 g씩 담아 뚜껑을 덮은 뒤 평가

지와 함께 시료를 한 개씩 제시하였다. 하나의 검사가 끝

나면 따뜻한 물로 입을 헹군 후 다음 시료를 검사하도록 
하였다. 평가 특성은 색(color), 냄새(aroma), 맛(flavor),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의 순서로 진행되었

으며, 9점 기호척도(hedonic scale)를 이용하여 1점으로 

갈수록 ‘매우 싫다’에서 9점으로 갈수록 ‘매우 좋다’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 기호도 검사 결과를 분석 종합하

여 학교급식에서 사용할 청국장 분말 카레라이스의 청

국장 분말 첨가비율을 선정하였다.

4. 급식 수응도

1) 다량조리를 위한 레시피 조정

기호도 검사 결과 선정된 청국장 분말 첨가 비율 15%
의 카레소스를 이용한 학교 급식용 다량조리 레시피를 

확립하였다. 다량조리 레시피는 1인 분량의 표준 레시피

를 근거로 변환계수(conversion factor) 방법을 사용하여 재

료량을 산출 조정하였다(Spears MC와 Gregoire MB 2004).

2) 조사대상 및 방법

충청북도에 소재한 2개 직영급식 고등학교(남고, 여고 

각각 1개교) 영양(교)사의 협조를 받아 남ㆍ여 고등학생 

630명(남학생 274명, 여학생 356명)을 대상으로 9월 중

순에 수응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제공된 급

식메뉴의 수응도’, ‘잔반 여부’, ‘음식을 남긴 이유’에 대

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제공된 급식메뉴의 수응도’ 평
가는 5점 척도를 사용하였고 급식 후에 조사 대상자가 직

접 기록하도록 하였으며 급식으로 제공된 청국장 분말 

첨가 카레라이스에 대한 학생들의 편견을 없애기 위해 메

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음식을 남긴 이유’
는 ‘잔반 여부’에서 “예”라고 응답한 학생만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객관식 문항으로 제시하여 복수응답이 가능하

도록 하였다. 총 회수된 설문지는 515부(회수율 81.8%)였
으며 그 중 응답이 불충분한 설문지 66부를 제외한 449
부(71.3%)를 통계 처리하여 자료로 이용하였다.

5. 통계분석

통계처리는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산분석과 Dun-
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시료 간 평균치 차이 유무와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t-test를 실시하여 남ㆍ여 학생간

의 급식 수응도를 비교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카레소스의 이화학적 특성

1) 점도

청국장분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된 카레소스의 점

도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청국장 분말을 15% 
첨가한 시료군은 대조군과 차이가 없으나 30% 이상 첨

가한 시료군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점도가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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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ngredients of curried rice included in various literatures1)

Ingredients A B C D E F G H I J K L M N Frequency
(N=14)

Selected 
ingredients

Main
rice O O O O O O O O O O O O O 13 √
glutinous rice O O O 3 √
barley O O 2
potato O O O O O O O O O O O O O 13 √
carrot O O O O O O O O O O O O O 13 √
onion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4 √
squash O O O 3 √
pork O O O O O O O O 8 √
beef O O O O O 5
apple O 1
pea can O O 2
raisins O 1
mushroom O 1
green pepper O O O O 4 √
red pepper O 1
curry powder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4 √
farina O O 2
ham O 1
celery O 1

Table 3. Viscosity of curry sauce prepared with cheongguk-
jang powder (Mean±SD)

Cheonggukjang powder 
contents(%) Viscosity (kdyne/cm2)

0 11.42±1.57d

15 12.88±1.80d

30 22.14±4.05c

45 32.09±6.93b

60 51.77±11.34a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01).

2) 색도

청국장분말을 대체한 카레소스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카레소스의 명도(L)는 60% 시료군이 53.60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밝게 평가되었고 청국장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더 높아졌다. 적색도(a)는 청국장 분

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0% 
이상에서는 첨가군 별 차이가 크지 않았다. 황색도(b)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첨

가량 증가에 따라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으며 변화

의 범위도 37.33～40.54로 작은 편이었다.

Table 4. Colorimetric characteristics of curry sauce prepared 
with cheonggukjang powder (Mean±SD)

Cheonggukjang
powder 

contents(%)

Hunter's color values1)

L a b

0 47.25±0.16e2) 9.60±0.09a 38.67±0.77bc

15 48.55±0.46d 8.63±0.21b 37.33±0.52d

30 50.26±0.65c 8.02±0.15c 38.25±1.25c

45 52.02±0.45b 7.83±0.09d 40.54±0.96a

60 53.60±0.16a 7.92±0.13cd 39.32±0.28b

F-value 330.02*** 248.74*** 19.03***
***p<0.001
1) L, Lightness(100 = pure white, 0 = black); a, redness(+100 = red, 

-80 = green); b, yellowness(+70 = yellow, -70 = blue)
2) Means of nine replications. Means in each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따라서 청국장분말의 대체율이 높아질수록 명도는 높

아지고 적색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 SH 등
(2008)에 의하면 두부의 경우에는 청국장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명도는 낮아지고 적색도는 증가하였다. 이는 

청국장 분말을 대체하는 식품에 따라 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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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wheat flour O O 2
margarine O O 2
butter O O O 3
soybean oil O O O O O O O O O O O 11 √
black pepper O O O O O O O 7 √
garlic O O O O O O 6 √
salt O O O O O O O O O 9 √
ginger O 1
cooking alcohol O 1 √
water O O O O 4 √

1) A, 충청남도교육청(2002); B, 강원도횡성교육청(2002); C,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2005); D, 서울특별시교육청(2002); E, 정명옥 등(2008);
F, 농촌진흥청농촌생활연구소(2002); G, 한국영양학회(2005); H, 오뚜기(2008); I, 한복려 등(1992); J, 전은자, 서민자(1997); K, 대한영양
사협회(2001), L, (주)이씨엠디(2006); M, (주)아워홈(2008); N, 한화국토개발(주)FS부문(2004)

Table 6. Quantity of selected ingredients used in various literature(adjusted to 100 g of rice)

Ingredients A B C D E F G H I J K L M N Max. Min. Avg. Amount 
used

Main
glutinous rice 19.0 30.0 20.0 30.0 19.0 23.0 23
potato 47.6 57.1 80.0 50.0 58.8 57.8 35.7 40.0 42.6 50.0 41.6 41.6 63.6 80.0 35.7 51.3 51
carrot 19.0 21.4 30.0 30.0 11.8 17.1 28.6 24.0 16.0 30.0 16.7 12.5  9.1 30.0 9.1 20.5 20
onion 28.6 42.9 60.0 30.0 29.4 29.3 28.6 60.0 16.4 16.0 30.0 25.0 29.2 27.3 60.0 16.0 32.3 32
squash 17.6 0.9 18.2 18.2 0.9 12.2 12
pork 28.6 47.1 17.6 42.9 30.0 8.3 25.0 18.2 47.1 8.3 27.2 27
green pepper 9.9 10.6 8.3 12.5 12.5 8.3 10.3 10
curry powder 28.6 28.6 36.0 24.0 28.2 11.5 21.4 20.0 16.4 13.3 24.0  16.7 16.7 18.2 36.0 11.5 21.7 21

Side
soybean oil 1.9 4.3 4.0 10.0 1.6 4.3 6.0 3.7 10.0 2.5 2.5 10.0 1.6 4.6 5
black pepper 0.02 1.8 0.1 0.2 0.02 0.3 0.1 1.8 0.02 0.4 0.4
garlic 1.4 0.2 0.7 0.5 0.8 0.8 1.4 0.2 0.7 1
salt 2.0 1.2 2.9 0.1 0.5 2.0 0.4 0.3 0.9 2.9 0.1 1.1 1
cooking alcohol 0.8 0.8 0.8 0.8 1
water 140.0 90.0 133.3 133.3 140.0  90.0 124.2 124

1) A, 충청남도교육청(2002); B, 강원도횡성교육청(2002); C, 서울특별시동작교육청(2005); D, 서울특별시교육청(2002); E, 정명옥 등(2008);
F, 농촌진흥청농촌생활연구소(2002); G, 한국영양학회(2005); H, 오뚜기(2008); I, 한복려 등(1992); J, 전은자, 서민자(1997); K, 대한영양
사협회(2001), L, (주)이씨엠디(2006); M, (주)아워홈(2008); N, 한화국토개발(주)FS부문(2004)

2. 청국장분말 카레라이스의 실험조리

1) 재료의 분석 및 선정

카레라이스 레시피에 사용할 재료 선정을 위하여 문

헌을 고찰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카레라이스의 재료

는 문헌 자료별로 다양하게 사용되었고 그 중 주재료는 

쌀, 감자, 양파, 당근, 돈육, 카레가루 등의 사용 빈도가 

높았으며, 그 뒤로 쇠고기, 청피망, 애호박, 완두콩캔 등 

다양한 재료들이 사용되었다. 부재료로는 마늘, 식용유, 
후추, 소금의 사용 빈도가 높았고, 다음에는 버터, 마가

린, 생강 등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이외에도 사과, 양송이, 
햄과 같은 재료를 넣고 카레라이스에 따라 특정 재료의 

명칭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선정된 재료는 Table 5에서 나타난 사용빈도를 근거로 

하였으며 사용빈도가 낮더라도 단체급식 레시피에서 보

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또한 

단체급식에서 단가 조정상 사용하기 어려운 식품은 제외

하였다. 그 예로 쇠고기는 빈도가 5회로 높은 편에 속하

였으나 단체급식에서는 높은 단가로 인해 카레라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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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 거의 사용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다. 반면 피망, 
애호박, 찹쌀, 맛술의 경우는 빈도가 다른 재료에 비해 

낮았으나 단체급식 레시피에서 보편적으로 자주 사용되

는 식품이므로 사용 재료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최종적

으로 선정된 재료는 쌀, 찹쌀, 감자, 당근, 양파, 돈육, 청
피망, 애호박, 카레가루, 식용유, 소금, 후춧가루, 마늘, 맛
술, 물 등이었다.
선정된 식재료의 분량을 정하기 위하여 14개 문헌의 

재료분량을 쌀 100 g 당 g 수로 환산한 결과는 Table 6
과 같다. 재료의 중량은 평균값을 기본으로 잡고 최대

값, 최소값과 비교하여 산출하였다. 산출된 평균값은 실

험조리용 1인분 레시피의 기본량으로 설정하였으며 조

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의 양은 조사된 자료

부족으로 인해 실험조리를 통해 보완하여 사용량을 결

정하였다.

2) 실험조리용 레시피

고등학교 남녀 학생을 위한 카레라이스 1인분의 재료

배합과 표준 조리법은 Fig. 1과 같다. 재료의 분량은 평

균값으로 제시된 분량을 총 8회의 실험조리와 예비관능

검사를 거쳐 적합한 분량으로 책정하였다. 예비관능검사

Fig. 1. Standard recipe of curried rice for high school girls 
and boys.

Table 7. Different ratio of curry powder and cheonggukjang 
powder for standard recipe

Cheonggukjang
powder 

contents(%)

High School girls High School boys
Curry 

powder(g)
Cheonggukjang

powder(g)
Curry

powder(g)
Cheonggukjang

powder(g)
0 22.0 0 29.0 0
15 18.7 3.3 24.6 4.4
30 15.4 6.6 20.3 8.7
45 12.1 9.9 15.9 13.1
60 8.8 13.2 11.6 17.4

는 재료 분량의 적합한 정도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

하여 식품영양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10명을 대상으로 

실험조리가 끝날 때 마다 실시하였다. 조리법은 다량조

리의 시설설비에 적합하게 만드는 방법을 제시하여 카레

라이스에 관한 레시피를 확정하였다.
카레라이스의 1인 기준 표준 조리법의 조리 후 산출

량은 여학생이 310 g, 남학생은 400 g이었으며, 적정 배

식온도는 76℃ 이상, 조리시간은 90～120분이었다.
청국장분말은 Fig. 1에서 제시한 표준 카레 양에 남녀 

각각 0, 15, 30, 45 및 60%를 대체였다(Table 7). 여학생

의 경우 각각 0, 3.3, 6.6, 9.9 및 13.2 g의 청국장분말을 

넣어 두 가루의 분량이 22 g이 되게 하였고, 남학생의 

경우 각각 0, 4.4, 8.7, 13.1 및 17.4 g의 청국장분말을 

넣어 두 가루의 분량이 29 g이 되게 한 뒤 1인분 카레

라이스 제조에 사용하였다.

3) 청국장 분말 첨가량에 따른 카레라이스의 기호도

청국장 분말을 대체한 카레라이스에 대한 기호도 검사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색은 대조군과 15% 및 30% 시료군이 5.75～6.18의 범

위의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시료간에 통계적 유

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냄새는 대조군이 6.10으로 높

은 기호도를 나타내었고 15% 시료군은 5.72, 30% 시료

군은 5.48의 중간점수를 보였다. 청국장분말의 대체율이 

더 높은 45%와 60% 시료군은 각각 3.53과 2.83으로 상

당히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맛의 경우에는 대조군

과 15% 시료군이 각각 6.93, 6.48로 다른 시료군에 비해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전반적인 기호도 역시 
대조군과 15% 시료군이 각각 6.82, 6.42점으로 두 시료군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른 시료군들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Jung IC와 Ok M(2006)의 롤빵 연구에서 청국장분말

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청국장 맛이 강해져 제품의 기

호도가 낮아졌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15% 시
료군을 제외하면 청국장분말의 대체비율이 높아질수록 

모든 기호도 항목에서 점수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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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he large quantity amounts of curried rice with cheonggukjang powder by conversion factor

Ingredients
High school girls High school boys

100 portions
(kg)

500 portions
(kg)

Adjusted by 
round off

100 portions
(kg)

500 portions
(kg)

Adjusted by 
round off

rice 9.0 45.0 45.0 12.0 60.0 60.0
glutinous rice 0.5 2.5 3.0 1.0 5.0 5.0
potato 4.5 22.5 23.0 5.0 25.0 25.0
carrot 2.0 10.0 10.0 2.5 12.5 13.0
onion 3.0 15.0 15.0 3.5 17.5 18.0
pork 2.5 12.5 13.0 3.0 15.0 15.0
green pepper 1.2 6.0 6.0 1.5 7.5 8.0
squash 1.0 5.0 5.0 1.8 9.0 9.0
curry powder 1.87 9.35 9.0 2.46 12.3 12.0
Cheonggukjang powder 0.33 1.65 2.0 0.44 2.2 2.0
water 19.5 97.5 98.0  23.0 115.0 115.0
Total 125.9 629.5.0 131.0 133.2 666.0 167

Table 8. Acceptance test of curried rice with cheonggukjang 
powder (Mean±SD)

Cheonggukjang
powder 

contents(%)

Acceptance characteristics (n=60)

Color Aroma Flavor Overall 
acceptability

0 6.07±1.59a1) 6.10±1.22a 6.93±1.51a 6.82±1.36a

15 6.18±1.38a 5.72±1.18ab 6.48±1.49a 6.42±1.25a

30 5.75±1.43a 5.48±1.36b 4.72±1.52b 5.00±1.41b

45 5.02±1.59b 3.53±1.48c 3.12±1.54c 3.27±1.45c

60 3.45±1.37c 2.83±1.30d 2.13±1.28d 2.32±1.19d

Based on 9-point hedonic scale
1) Means in each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

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다. 또한 15% 시료군이 색, 냄새, 맛 및 전반적인 기호

도에 있어서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고 높

은 기호도를 나타내어 수응도 평가를 위해 학교급식에 

제공하기로 결정하였다.

3. 급식 수응도

1) 다량조리를 위한 레시피 조정

완성된 1인분 표준 레시피는 Table 9와 같이 변환계수 
방법을 이용하여 다량 조리량을 산출하였으며, 다량조리

는 100인분 및 500인분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량 조리량 

산출시 양념류를 포함할 경우 실제 조리 후 총량과의 차

이가 크므로 양념류는 식재료에 포함하지 않았다(Han KS 
등 2008).

2) 청국장 분말 카레라이스의 급식 수응도

청국장 분말 카레라이스의 급식 수응도를 조사한 결과

는 Table 10과 같다.
5점 기호도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한 결과 남녀 학생 

모두 모든 항목에서 3점대의 점수를 보였다. Han KS와 

Hong SH(2002)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카레라이스의 

기호도를 조사한 연구결과(5점척도 사용) 3점대의 점수

를 나타내었으며, 본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청국장 분

말을 첨가한 카레라이스의 경우에도 약간 긍정적인 중

간점수라고 해석할 수 있었다. 남녀 학생의 기호도는 분

량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고 색, 향, 맛, 전반적인 수응

도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였는데 전반적으로 여학생이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개발된 청국장 분말 카레라이스의 기호

도는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

로 평가되었고, 3점(보통이다) 이상의 점수를 나타내어 

제품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Table 10. Acceptance test score of curried rice with cheong-
gukjang powder by gender (Mean±SD)

Characteristics Boys
(n=201)

Girls
(n=248) t value

Quantity 3.44±0.871) 3.49±0.70 -0.60
Color 3.23±0.84 3.42±0.62 -2.63**
Aroma 3.12±0.88 3.38±0.62 -3.51***
Flavor 3.02±0.98 3.32±0.69 -3.64***

Density of sauce 2.93±0.94 3.15±0.68 -2.83**
Overall acceptability 3.04±0.90 3.23±0.64 -2.59**

**p<0.01, ***p<0.001
1) Sensory acceptability were evaluated by acceptance test

Dislike extremely(1)～Like extremely(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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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Leftover of curried rice with cheonggukjang powder1) N(%)
Boys (n=201) Girls (n=248) Total (n=449) χ2-value

Did you leave curried rice?
13.79***Yes 98 (48.8) 164 (66.1) 262 (58.3)

No 103 (51.2) 84 (33.9) 187 (41.7)
Total 201 (44.8) 248 (55.2) 449 (100.0)

What is the reason of leaving curried rice? (multiple responses)2)

Unfavorable taste 50 (51.0) 29 (17.7) 79 (30.2)
Unfavorable color 2 (2.0) 0 (0.0) 2 (0.8)
Unfavorable smell 3 (3.1) 3 (1.8) 6 (2.3)
Unfavorable menu 24 (24.5) 28 (17.1) 52 (19.9)

Have a full stomach 8 (8.2) 53 (32.3) 61 (23.3)
Others 16 (16.3) 56 (34.2) 72 (27.5)

***p<0.001
1) This curried rice is added cheonggukjang powder. But the students were not provided that information.
2) The total numbers of responses don't equal 449 because only student having responded to ‘Yes’ were requested to answer the question

about ‘Did you leave curried rice?’.

3) 청국장 분말 카레라이스의 섭취 정도

청국장 분말 카레라이스의 섭취 정도에 대한 조사 결

과는 Table 11과 같다.
급식메뉴인 카레라이스를 남겼는가에 대한 질문에 남

학생의 51.2%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였고, 48.8%는 ‘예’
라고 응답한 반면 여학생은 66.1%가 ‘예’라고 응답하였

으며, 나머지 33.9%만이 ‘아니오’라고 응답하여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제공된 카레라이스를 더 많이 남긴 것으

로 조사되었다(p<0.001).
카레라이스를 남긴 학생들에게 남긴 이유에 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남학생은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51.0%
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싫어하

는 음식이라서’가 24.5%, 기타 16.3%의 순으로 응답하였

다. 여학생은 ‘기타’가 34.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으로 ‘배불러서’가 32.3%, ‘음식이 맛이 없어서’가 17.7%
의 순으로 나타나 남학생의 응답과 차이를 보였다. 이는 

Kim YJ(2000)의 학교급식을 통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식품기호, 식습관 및 식생활태도의 비교에 관한 연구와 

Lee HM(2002)의 학교급식을 통한 남/여고생의 식습관 및 
메뉴선호도 비교 연구에서도 ‘음식이 맛이 없어서’ 남긴

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여학생의 응답 중 ‘기타’ 의견으로는 다이어트나 반식, 

소식을 한다는 응답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기 여

학생의 외모에 대한 관심과 날씬한 체형을 추구하는 풍

조로 인한 지나친 체중조절을 문제로 지적한 Ryu HK 
등(1999)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의 이유로 보인다. 따라

서 이에 따른 여학생들의 섭취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영양과 기능성이 우수한 청국장을 기호도

가 높은 일품요리인 카레라이스에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

조한 후 점도, 색도, 기호도 및 학생 수응도 평가를 통하

여 고등학교 급식에서 응용할 수 있는 새로운 메뉴를 개

발하고자 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국장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한 카레소스의 점도는 청

국장분말을 대체한 비율이 높을수록 점도가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15%와 대조군은 두 시료

군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낮은 특성을 나타

내었다. 색도 측정 결과 청국장 대체량이 많아질수록 명

도는 유의적으로 높아지고 적색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내었다. 청국장 분말을 첨가한 카레라이스에 대한 기호

도 검사 결과, 15% 시료군이 색(6.18), 향(5.72), 맛(6.48), 
전반적 기호도(6.42)에서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므로 급식 수응도를 평가하기 위한 시료군

으로 선정되었다.
청국장 분말 첨가 카레라이스에 대한 수응도 검사 결

과 맛, 색, 향, 소스의 농도에 대해서도 남녀 학생 간의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전반적 기호도 역시 남학생이 

3.04, 여학생이 3.23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내었다. 청국장 분말 첨가 카레라이스의 섭취 정도는 남

학생의 48.8%, 여학생의 66.1%가 남겼다고 응답하여 유

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남긴 이유로 남학생은 ‘음식이 

맛이 없어서’와 ‘싫어하는 음식이라서’로 조사됐고, 여학

생은 ‘기타’와 ‘배가 불러서’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 결과 청국장 분말을 첨가한 카

레라이스는 남녀 고등학생 모두 3점 이상의 비교적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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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를 나타내어 제품화의 가능성을 보였다. 하지만 남

녀 학생의 차이가 나타나 여학생들의 섭취를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청국장을 이용한 음식 개

발을 위해서는 카레라이스 이외에도 학생들이 선호할 수 
있는 기호도가 높은 음식 위주로 적용하고, 청국장이 포

함된 요리의 개발과 청국장과 다른 식재료와의 적절한 

혼합을 통해 영양뿐만 아니라 기능성에서도 우수한 청국

장에 대한 기호와 소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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