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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배합 및 소금 농도에 따른 대맥장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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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black soybean paste(Daemacjang) with black soybean content and 
salt concentration. The total acidity increased as the pH decreased during fermentation period. The amino-type nitrogen 
content of all samples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fermentation time. Total cell counts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during 
fermentation, and mold counts decreased at 3 log cycles. The cell counts of lactic acid bacteria decreased approximately 2 to 
3 log cycles in 10% salt concentration (treat B and C), and were not detected in treat A and D.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treat A, B, and C were 42.77%, 52.99% and 52.95% during fermentation up to 70days, respectively, which 
was higher than D (39.86%). In a sensory evaluation, treat B showed the highest scores for overall accep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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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다양한 종류의 발효 식품을 섭취해 

왔으며, 그 중에서 된장은 청국장, 간장 등과 함께 콩을 주 

원료로 하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으로써, 발효․숙성과정 중 

생성되는 각종 펩타이드, 아미노산, 유리당 등에 의해 구수한 

맛과 향을 가지는 식품이다(Kwak 등 2003). 최근 된장의 면

역 증강(Lee 등 2011a), 암세포 성장 억제(kwon & Shon 2004), 
항산화 효과(Oh & Kim 2007), 항콜레스테롤(Lee 등 2011b) 
및 혈전용해능(Rhu BH 2003) 등의 다양한 기능성 효과가 알

려지면서 된장의 품질과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현대인의 기

호에 맞게 전통 된장을 변형시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Kim 등 2010 ; Lee & Mok 2010; Lim & Song 2010).

속성장은 대두를 주 원료로 제조한 메주를 다른 방법으로 

띄우거나, 부 재료를 첨가 혹은 특별한 재료로 장맛을 낸 장 

또는 계절에 따라 별미로 담는 단기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별

미장이라 표기하기도 하며, 이러한 별미장 중 대표적인 속성

장으로 생황장과 대맥장이 있다(Choi 등 2011). 생황장은 메

밀과 흰콩을 이용하여 단기간 발효시킨 속성장으로 메밀 첨

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혈전용해능과 항산화도 및 항고혈압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발효기간 30일만 경과하면 섭취할 수 

있을 정도의 발효가 진행된다고 보고하였다(Choi 등 2011). 
또한 대맥장은 검은콩과 보리를 이용하여 단기 발효시킨 별

미장으로 검은콩은 약콩 또는 밥밑콩이라고 불리며, 종피에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효과(Kim 등 2005) 등의 

생리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은콩 중에서도 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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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는 비타민 함량이 낮지만, 단백질과 식물성 지방질, 나이아

신 성분, 아이소플라본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Lim 등 2009). 검은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검은콩을 

원료로 한 된장의 품질(Kim 등 2011; Yoon 등 2011) 및 생리활

성(Park 등 2007; Lim 등 2009)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부 원료 및 배합비율(Ku 등 2009), 소금의 종류와 농도(Yoon 
등 2012)에 따라 된장의 특성이 다르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러나 검은콩을 이용한 대맥장에 관한 연구로는 메밀 속

성장에서 분리한(Lee 등 2011c) Bacillus subtilis HJ18-4를 이

용하여 제조한 대맥장의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가 있을 뿐이

다(Kim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대맥장을 전통 장류업체에

서 사업화하기 위한 제조 조건을 규명하기 위해 고문헌(산림

경제, 증보산림경제, 고사신서 등)에 기록된 속성장의 제조법

에 따라 검은콩과 보릿가루의 배합비율을 달리하여 메주를 

만들고, 염도와 수분첨가량을 달리하여 장을 담근 후 숙성과

정 중의 품질 특성 변화를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검은콩 속성장 제조 및 추출물 제조
메주는 검은콩과 보릿 가루의 배합 비율을 Table 1과 같이 

하였으며, 검은콩(서리태; 청원군 오창농업협동조합)은 24시
간 수침 후, 가마솥을 이용하여 6시간 증자하고, 2시간 뜸들인 

후 마쇄하였고, 보리는 익히지 않고 분쇄한 것을 그대로 사용

하였다. 메주는 일정한 크기(400 g, 지름 12 ㎝, 높이 3 ㎝)로 

성형한 후, 양지에서 3일 동안 겉말림하고, 14일 동안 메주를 

띄워(25℃, 습도 35%) 단기 발효시켜 메주를 제조하였다. 메
주는 겉의 곰팡이를 닦아낸 후 다시 하루 겉 말리고, 분쇄하여 

Table 1과 같은 비율로 소금과 물을 혼합하여 2012년 4월 2일 

숙성을 시작하여 70일 동안 자연발효시키면서 일주일 간격으

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시료 채취는 발

효 초기 균일한 샘플을 취하기가 곤란하여 발효 7일째부터 채

취하였다. 대맥장 추출물은 시료 100 g에 증류수를 넣어 200 
㎖로 정용한 후, 300 rpm, 3시간 동안 진탕 추출하였고, 원심

분리(8,000×g, 20 min)하여 감압 여과(advantec No. 2, Tokyo,

Table 1. Mixing ratio of low materials for preparation of 
black soybean pasete (Daemacjang) 

Samples Black soybeans : 
Barley flour

Salt content 
(%)

Added water 
(%)

A 50:50 10 130
B 50:50 10 150
C 70:30 10 150
D 70:30 15 150

Japan) 후 분석용 시료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수분 함량, pH 및 총산 측정
대맥장의 pH는 추출시료 10 ㎖를 취하여 pH meter(Thermo 

Scientific Orion pH meter, M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산은 추출 시료 10 ㎖에 1% phenolphthalein 2~3방울 넣고 

0.1 N NaOH로 미홍색(pH 8.2~8.3)이 될 때까지 적정하였으

며, 적정에 소비된 NaOH 소비량을 acetic acid로 환산하여 총

산으로 나타내었다. 

3. 아미노태 질소 측정
아미노태 질소는 추출 시료를 5배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

였다. 시료 5 ㎖, 중성 formalin 용액 10 ㎖, 증류수 10 ㎖를 넣

은 플라스크에 0.5% phenolphthalein 용액을 2~3방울 가한 후, 
0.05 N NaOH로 미홍색이 될 때까지의 적정량과 시료 5 ㎖, 증
류수 20 ㎖를 넣은 플라스크에 0.5% phenolphthalein 용액을 

2~3방울 가한 후, 0.05 N NaOH로 미홍색이 될 때까지 적정량

을 이용하여 아미노태 질소 함량을 산출하였다(Choi 등 2007).

4. 미생물 분석
일반세균수 측정은 시료를 0.85% 멸균 생리식염수에 단계

적으로 희석하여 plate count agar(Difco, Sparks, MD, USA)에 

도말하여 배양(37℃, 24 hr)한 후, 결과를 계수하여 측정하였

다. 유산균 수 측정은 시료를 0.85% 멸균 생리식염수에 단계

적으로 희석하여 MRS agar(Merck, Darmstadt, Germany)에 0.1 
㎖씩 도말하여 배양(30℃, 48 hr)한 후, 결과를 계수하여 측정

하였다. 곰팡이 수 측정은 시료를 0.85% 멸균 생리식염수에 

단계적으로 희석하여 mold 3M petrifilm plate(3M Inc., St. 
Paul, MN, USA)에 희석액을 1 ㎖ 도말하여 배양(30℃, 48 hr) 
한 후, 결과를 계수하여 측정하였다.

5.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법(Amerine & Ough 1980), 

즉 Folin-Ciocalteu regent가 시료의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측정

하였다. 추출시료 0.1 ㎖에 2 N Folin-Ciocalteu regent(Sigma, 
st. Louis, MD, USA) 0.5 ㎖와 증류수 8.4 ㎖를 넣은 뒤, 20% 
Na2CO3 1 ㎖를 넣고 한 시간 방치한 다음 725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으며, 페놀화합물 함량은 표준물질인 gallic acid
를 이용한 표준곡선으로 양을 환산하였다. 그리고 모든 시료

에 대해여 3회 반복 측정하였다.

6. DPPH 라디칼 소거활성능
항산화도 측정방법인 전자 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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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A)은 Blois 방법(1958)에 따라 측정하였다. 추출 시료 0.2 
㎖에 0.4 mM DPPH 용액 0.8 ㎖를 가한 후, 10초간 진탕하고 

10분간 방치한 후, 분광광도계(Carry UV-Vis spectrophotometer,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로 흡광도(525 nm)
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능은 시료 첨가기구의 흡광도인 대

조구 흡광도의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Electron donating ability (%) =
[1－(Abs. of sample/Abs. of control) × 100]

7. 관능검사
대맥장의 관능적 품질평가를 위해 관능검사 요원 10명을 

선발하여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검사의 오류를 제거하기 위

해서 시료의 순서는 무작위로 정하였다. 외관, 색, 향, 짠맛, 
지미, 전체적 기호도를 9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각 항

목에 대한 측정 기준은 매우 나쁘다(1점), 보통이다(5점), 매
우 좋다(9점)로 평가하였다.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 program 
(ver 8.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였으며, 
ANOVA 검정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법을 이용하여 실

험군의 평균값 간에 유의수준 p<0.05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수분 함량, pH 및 총산
대맥장은 검은콩과 보리의 비율을 각각 50:50, 70:30의 비

율로 하고, 물 첨가량과 소금 농도를 달리하여 총 4개의 처리

Fig. 1. Change of moisture content during the fermen-
tation of black soybean pasete (Daemacjang). -●-; 50%  
black soybean, 10% NaCl and 130% water, -○-; 50% black 
soybean, 10% NaCl and 150% water, -▼-; 70% black 
soybean, 10% NaCl and 150% water, -▽-; 70% black 
soybean, 15% NaCl, 150% water.

구로 제조하였으며, 수분 함량은 Fig. 1에 나타내었다. 대맥장

의 초기 수분 함량은 58~65% 범위에서 발효가 경과함에 따

라 56.3~60.2%로 약간 감소하였다. 검은콩과 보리의 비율이 

5:5이며, 장 배합 시 물을 1.3배 넣어준 A 처리구의 경우 초기 

수분 함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검은콩과 보리의 비율이 

70:30이며, 물을 1.5배 넣어준 C와 D 처리구의 경우, 초기수

분 함량은 높게 나타났다. 발효 70일째에는 A, B, C 처리구 

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지만, 염도가 15%인 D 처리구는 수

분 함량이 56.4%로 가장 낮게 나타나 다른 처리구와 유의적 

차이를 발생하였다. pH와 산도 변화는 Fig. 2에 나타내었다. 
대맥장의 pH는 발효가 경과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감소하였

으며, 발효 초기 5.6~5.9에서 발효 70일째 5.1~5.6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C 처리구의 pH가 가장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Ahn & Bog(2009)은 재래식 된장의 

pH가 5.0~5.76 범위라고 보고한 바와 유사하였다. 대맥장의

Fig. 2. Change of pH (A) and total acidity (B) during the 
fermentation of black soybean pasete (Daemacjang). -●-; 
50% black soybean, 10% NaCl and 130% water, -○-; 50% 
black soybean, 10% NaCl and 150% water, -▼-; 70% black 
soybean, 10% NaCl and 150% water, -▽-; 70% black 
soybean, 15% NaCl, 150%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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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산은 발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으며, 발효 초기 0.26~0.42%에서 발효 70일째 0.52~0.79%로 증

가하였으며, 처리구 C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

은 결과로 검은콩과 보리의 배합비, 소금 농도, 첨가하는 물

의 함량에 따른 일정한 상관관계를 찾기는 어려우나, Jung & 
Roh(2004) 등의 보고와 같이 발효 조건에 의해 다양한 유기

산이 생성되고, 함량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Park 등(2000)이 보고한 시판 전통식 된장 15종
의 총산 함량이 0.61~1.1% 범위에 속하였으며, 평균값이 

0.86%이었다는 보고와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Bae 등(2012)
이 유색고구마를 이용한 고구마 된장을 제조하여 발효 60일 

경과 후 분석한 총산은 1.7~1.9%이었다는 보고와는 큰 차이

를 보였다. 이는 대맥장이 전통식 된장 제조 방법과 유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아미노태 질소
검은콩 함량과 염도를 달리한 대맥장의 발효 과정 중 아미

노태 질소 함량은 Fig. 3에 나타내었다.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발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하였고, 발효 초기 39.90~79.34 
㎎%에서 발효 70일째 109.86~214.26 ㎎%로 증가하였다. 아
미노태 질소 함량은 된장의 고유한 맛인 구수한 맛과 된장의 

품질을 평가하는 지표로 사용되며, 된장의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서 함께 증가한다. 이는 된장의 주 원료인 콩이 단백질 

분해효소의 작용으로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을 생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JG 2004). 또한 본 연구에서 

염도가 가장 높은 D 처리구가 가장 낮은 아미노태 질소 함량

Fig. 3. The change of amino nitrogen content during the 
fermentation of black soybean pasete (Daemacjang). -●-; 
50% black soybean, 10% NaCl and 130% water, -○-; 50% 
black soybean, 10% NaCl and 150% water, -▼-; 70% black 
soybean, 10% NaCl and 150% water, -▽-; 70% black 
soybean, 15% NaCl, 150% water.

을 나타내는 것은 발효 중 생성된 단백질 분해효소가 염에 

민감한 성질을 갖고 있어 염 농도가 발효 속도에 영향을 미치

며, 염 농도가 낮을수록 아미노태 질소 함량이 급격히 증가한

다는 Lim & Song(2010)의 보고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

에서 대맥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10% 염도에서 Kim 등
(2012)이 보고한 30일 발효한 대맥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

이 173.78~195.63 ㎎%이었다는 보고와 유사하였으며, Park 
등(2000)의 보고한 시판 전통된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의 

평균 345.3 ㎎%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값이다. 이와 같은 결

과를 토대로 자연 발효 조건 하에서 대맥장의 발효기간은 최

소 70일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하여 숙성기간을 조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미생물 수의 변화
검은콩 함량과 소금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대맥장의 발

효 기간 중 미생물 수를 측정한 결과는 Fig. 4(A, B, C)에 나타

내었다. 일반세균(A)의 경우, 발효 초기 총 균수는 7.36~8.98 
log CFU/㎖로 발효 70일째는 7.10~8.13 log CFU/㎖의 분포를 

보이며 발효 기간 중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하였지만 큰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고, 염도에 따른 균수의 차이도 크지 않았

다. 이는 Lim & Song(2010)이 염도 별로 제조한 된장의 일반

세균수가 숙성기간 중 일정하게 유지되었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유산균 수(Fig. 4B)의 경우, 발
효 초기에는 6.98~9.0 log CFU/㎖ 정도의 균수를 나타냈으며, 
발효가 진행되면서 조금씩 감소하여 발효 70일째에는 B와 C 
처리구가 약 2~3 log cycle 정도 감소한 4.69 log CFU/㎖, 5.67 
log CFU/㎖를 각각 나타내었다. A와 D 처리구는 유산균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D 처리구의 경우 Lee & Ryu(2002)
가 내염성 유산균의 경우 된장에 첨가되는 식염(12%)에 의해 

유산균이 불활성화 되고, 결국은 사멸됨으로써 된장의 과도

한 pH 저하를 저지시켜 준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생각되며, A 처리구의 경우 다른 처리구에 비해 세균수

와 곰팡이 균수의 비율이 수분 함량에 의한 차이인 것으로 

생각된다. 곰팡이 균수(Fig. 4C)의 경우 발효 초기에는 

7.5~9.03 log CFU/㎖ 이상의 균수를 나타냈으며, 발효 70일째

에는 5.37~7.80으로 A 처리구는 균수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

며, C 처리구는 3 log cycle 정도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B와 

D 처리구는 2 log cycle 정도 감소하였다.

4. 총 폴리페놀 함량
처리가 다른 대맥장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Table 2와 같다. 

전체적으로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발효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발효 초기 19.63~34.68 ㎎%에서 70
일째 39.86~53.00 ㎎%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A 처리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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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in total cell count (A), lactic acid bacteria 
(B) and mold cells (C) of black soybean pasete (Daemacjang). 
-●-; 50% black soybean, 10% NaCl and 130% water, -○-; 
50% black soybean, 10% NaCl and 150% water, -▼-; 70% 
black soybean, 10% NaCl and 150% water, -▽-; 70% black 
soybean, 15% NaCl, 150% water.

우, 폴리페놀 함량이 발효 초기 34.68에서 발효 28일째 51.91 
㎎%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발효 70일째에는 약간 

감소하여 42.77 ㎎%를 나타내었다. B와 C 처리구의 경우 초

기에는 A 처리구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발효 70일
째에는 53.00 ㎎%를 나타내었다. D의 경우, 총 폴리페놀 함량

Table 2. Changes in total polyphenol content of black 
soybean pasete (Daemacjang) during fermentation

Samples
Total polyphenol contents (㎎%)

7 day 14 day 21 day 28 day 70 day
A 34.68a 40.75a 43.92a 51.91a 42.77a

B 23.25a 34.35a 37.48c 39.22b 52.99a

C 22.48a 30.53a 39.47b 41.08b 52.95a

D 19.63a 26.80a 28.18d 29.43c 39.86a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 50% black soybean, 10% NaCl and 130% water. 
B: 50% black soybean, 10% NaCl and 150% water. 
C: 70% black soybean, 10% NaCl and 150% water. 
D: 70% black soybean, 15% NaCl and 150% water.

은 전반적으로 다른 처리구에 비해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
와 같은 결과는 Park 등(2007)의 보고에 비해 약간 낮은 값이

었으나, 검은콩 된장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발효 80일까지 증

가하다가 완만하게 감소하였다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5. DPPH 라디칼 소거 활성능
대맥장의 전자공여 작용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발효 초기 61.38~92.81%에서 발효 70일째는 92.44~93.82%로 

증가하였으며, B와 C 처리구는 발효 14일까지 급격히 증가한 

후 일정한 값을 유지하였으며, 염도 15%인 D 처리구의 전자

공여능은 완만하게 70일까지 증가하였다. Park 등(2007)이 12% 
염도로 검은콩 된장 제조 시 전자공여능이 50일까지 선형적

으로 증가한 후 약간 감소하였고, 총 폴리페놀 함량 변화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자유 라디컬 소거능

에 직접적인 활성을 갖는 이소플라본 중 genistin과 daidzin 함
량은 발효에 의해 감소하였으나, genistein과 daidzein 함량은 

증가하였다고 한다(Park 등 2007). 또한 Jang 등(2008)은 된장 

Table 3. Change of tota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uring fermentation of black soybean pasete (Daemacjang)

Sample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7 day 14 day 21 day 28 day 70 day
A  92.81a1) 94.89a 94.69a 94.79a 93.82a

B 61.38d 92.65b 94.37a 91.36c 92.44a

C 74.34c 90.76c 94.75a 93.06b 93.77a

D 79.23b 85.40d 85.83b 86.26d 93.55a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 50% black soybean, 10% NaCl and 130% water.
B: 50% black soybean, 10% NaCl and 150% water. 
C: 70% black soybean, 10% NaCl and 150% water.
D: 70% black soybean, 15% NaCl, 150%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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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fermented black soybean pasete (Daemacjang) 

Out appearance Color Flavor Salt taste Savory taste Overall acceptability
A   5.667b1) 6.333a 6.667a 5.333a 6.333b 5.833b

B 6.500a 6.000a 6.167a 6.167a 5.667b 5.833b

C 6.167a 6.000b 6.000a 5.167b 6.500a 6.667a

D 5.667b 5.500b 5.000b 3.667b 4.833c 5.000b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 50% black soybean, 10% NaCl and 130% water. B: 50% black soybean, 10% NaCl and 150% water.
C: 70% black soybean, 10% NaCl and 150% water. D: 70% black soybean, 15% NaCl, 150% water.

숙성 중 daidzin과 genistin 함량은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aglycone인 daidzein과 genistein은 발효 60일까지 증가한 후 

약간 감소하였다고 한다.

6. 관능검사
처리가 다른 대맥장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외

관은 검은콩과 보리비율 50:50인 B 처리구(염도 10%)와 검은

콩과 보리비율 70:30인 C 처리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색은 A처리구가 높은 값을 보였다. 지미는 C 처리구

가 가장 우수하였고, D 처리구가 가장 기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염도에 의해 발효가 지연됨에 따라 아미노산 

함량 등이 다른 처리에 비해 낮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전반적

인 기호도는 C 처리구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
와 B 처리구는 유의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대맥장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검은콩과 

보리를 50:50 또는 70:30의 비율로 메주를 만든 후, 10% 염도

에서 메주의 1.5배의 수분을 첨가하여 발효시키는 것이 바람

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검은콩 속성장인 대맥장의 실용화를 위해 검은콩과 보리 

함량을 달리하여 메주를 만든 후, 소금 농도와 수분 첨가량을 

다르게 하여 장을 담근 후 발효기간 중 품질 특성을 분석하였

다. 대맥장이 발효되면서 pH는 점차 감소하였고, 총산은 증

가하였다.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발효 중 현저하게 증가하였

으며, 15% 염도에서 보다 10% 염도 조건에서 아미노태 질소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맥장 발효 70일째, 일반세균

수는 발효기간에 따른 세균수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유
산균의 경우 10% 염도에서 발효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2~3 
log cycle 정도 감소하였고, 처리구 A와 15% 염도인 처리구 

D에서는 유산균이 검출되지 않았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발

효 중 증가하였으며, 10% 염도 조건에서 15% 염도 조건에서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능은 발

효기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발효 70일째에는 처리구 간 차

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효 70일된 속성장의 관능평

가를 실시한 결과, 전반적인 기호도는 검은콩과 보리를 5:5 
또는 7:3의 비율로 메주를 만든 후, 10% 염도에서 메주의 1.5
배의 수분을 첨가하여 제조한 B와 C처리구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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