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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 대두 및 검정콩으로 제조한 된장의 품질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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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ree types of doenjang were prepared with regular soybean, germinated regular soybean, and a mixture of
germinated regular and black soybean. After 90 days of fermentation, pH, moisture, and salt contents of doenjang were
6.01±0.01-6.72±0.01, 53.78±0.22-57.99±0.11, and 14.17±0.06-15.03±0.21%, respectively, showing slight differences
according to soybean germination. Amylase and protease activity of doenjang changed similarly during fermentation in all
samples. Amino-type nitrogen and free amino acid content of germinated black soybean doenjang after 90 days of
fermentation were 1256.21±1.86 and 994.46 mg%, respectively, which we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samples. A sensory
evaluation of germinated regular soybean doenjang showed the highest scores for color,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high sensory quality doenjang can be prepared using germinated regular soybean and a mixture
of germinated regular soybean and black soy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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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된장은 저장성이 뛰어난 조미식품이며, 예로부터 곡류 위주의

식단을 가진 우리 식생활에 부족하기 쉬운 필수 아미노산 및 지

방산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영양공급원으로서 식문화적 관점뿐만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으로 평가되는 우리나라의 전

통발효식품이다(1). 최근 된장의 항암효과(2), 항산화효과(2,3), 콜

레스테롤 저하효과(4) 등과 같은 장류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결과

가 활발하게 발표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맛과 영양이

라는 1차역할 이외에 식품의 기능성이라는 또 다른 잠재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된다(1).

된장의 주원료가 되는 대두는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풍부하여 쌀이나 보리 중심의 우리 식생활에 부족하기 쉬운 필

수 아미노산 및 지방산을 보완해 주는 식품으로 두유, 두부 또는

된장, 청국장, 간장과 같은 우리나라 전통 장류를 제조하는데 중

요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질병양상의 변화와 함께 두류에

함유된 여러 기능성 성분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고 있다(5,6). 그

중에서도 특히 검정콩은 약콩 또는 밥밑콩이라고 불리며, 종피에

안토시아닌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인데 일반 노란콩과 성분

면에서 큰 차이가 없으며, 검정콩의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효과(7)

등의 생리활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검정콩의 건강기능성에 대

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검정콩 색소(8) 및 검정콩을 이용하여 제

조한 청국장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9)와 노란콩과 검정콩의 섭

취에 따라 흰쥐의 항산화 및 항노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10),

검정콩 추출물이 흰쥐의 혈청 지질성분에 미치는 효과(11)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식물 종자는 발아가 진행됨에 따라 생리적 활성이 증대되고 성

분의 변화가 일어나며, 콩의 발아 또한 호흡과 대사작용으로 영

양 성분 및 기능성 물질의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5,6,12),

콩우유 제조시 발아콩을 이용하였을 때 관능적 특성이 향상되었

다는 연구 결과(13)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양성분 및 관능적 특성을 향상시킨 된장을 제

조하고자 발아 대두 및 발아 대두에 발아 검정콩을 첨가하여 제

조된 된장을 제조하여 일반 대두 된장과 발효기간에 따른 수분,

pH, 식염함량 등의 일반성분과 효소 활성, 아미노태질소 및 유리

아미노산 함량을 비교하여 발아 대두와 발아 검정콩의 첨가가 된

장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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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의 발아

대두와 검정콩은 5배의 증류수(20oC)에 5시간 동안 수침한 후

종자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였고, 다시 같은 온도의 무기염류용액

(0.3 M NaCl)에 5시간 수침하여(14,15), 항온기(Universal Scientific

Co., Ltd, Gimpo, Korea)에서 48시간 동안 발아(20oC, 85% 상대

습도)시켜 메주 제조에 이용하였다.

메주 및 된장 제조

메주의 제조에는 대두 메주의 경우 발아하지 않은 콩을 100%,

발아대두메주는 발아한 대두를 100% 사용하고, 발아검정콩메주

는 발아한 대두 70%와 발아한 검정콩 30%를 혼합하여 메주제

조 원료로 사용하였다. 원료 대두를 NK증자관을 이용하여 121oC

에서 30분 증자 한 후 냉각하여 Aspergillus oryzae(Hagyeong Fer-

mentation Research Center, Suwon, Korea)를 이용하여 만든 쌀

koji 0.5%(w/w)와 Bacillus subtilis(Daesang Foods Co., Sunchang,

Korea) 배양액을 메주에 대하여 0.5%(v/w) 섞어 분무한 다음

18×10×3 cm3인 국상자를 이용하여 메주를 성형하였다. 상기 방법

으로 성형된 메주를 상대습도 85%, 25-28oC로 유지한 발효실에

서 12일간 띄워 메주를 제조하였다. 발효된 메주는 건조실로 옮

겨 38oC에서 3일간 건조한 후 겉에 묻은 곰팡이를 제거하여 된

장 제조에 사용되었다. 된장의 제조는 메주, 소금과 정제수를

33:13:54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며(16), 70% 에탄올로 살

균한 항아리에 15 kg씩 담아서 25oC에서 90일간 발효시켰다.

일반성분 분석

된장의 수분함량은 105oC 상압 가열건조법으로 분석하였으며

(17), pH는 시료 5 g을 45 mL의 증류수로 희석하여 진탕시킨 후

pH meter(ORION model 3star, Orion Research Inc., Beverly,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18), 적정산도는 시료 10 g을

증류수에 10배 희석하여 진탕시킨 후 0.1 N NaOH로 pH 8.3으로

적정한 후 적정에 소비되는 0.1 N NaOH 용액의 mL수로 비교하

였다(19). 식염의 양은 식염계(SALT meter model TM-30D, Take-

mura Electric Works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0).

효소 활성도 측정

된장의 효소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된장시료 10 g에 증류

수 100 mL를 넣고 실온에서 4시간 동안 진탕 추출한 후 4oC에

서 17,000×g로 10분간 원심분리(Model J2-21 Centrifuge, Beck-

man LTD., USA)하여 얻은 상징액을 조효소액으로 하였다(21).

α-Amylase 활성은 40oC에서 예열한 1% soluble starch용액

1 mL에 조효소액 1 mL를 가하고 40o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1 M acetic acid 10 mL를 가하고 반응을 중지시켰다. Iodine 용액

1 mL를 가하여 6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효소액 1 mL가

나타내는 흡광도를 효소역가로 표시하였다.

β-Amylase 활성은 dinitrosalicylic acid(DNS)법에 의하여 측정하

였다(22). 즉 0.5% soluble starch용액 1 mL를 시험관에 넣고 30oC

수조에서 예열한 후 조효소액 1 mL를 가하여 30분간 반응시켰

다. 반응용액과 동량의 DNS 시약을 넣고 끓는 물에서 5분간 반

응시키고 빨리 냉각시킨 후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

1 g이 1분 동안 생성한 환원당을 maltose로 환산하여 µM로 표시

한 것을 1 unit로 하였다.

Protease 활성은 pH 7.0 또는 pH 3.0으로 조정한 0.6% casein

용액 3 mL를 30oC, 2분간 예열하여 조효소액 1 mL를 첨가한 후

30oC에서 10분 반응시키고, 0.4 M trichloroacetic acid(TCA) 5 mL

를 첨가하여 30o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액을 여과하여 여액 2

mL에 0.4 M Na2CO3 5 mL와 folin시약 1 mL를 혼합한 후 30oC에

서 30분 동안 발색시켜 660 nm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효소액 1 mL

에서 1분간 1 µM의 tyrosine을 유리할 때를 1 unit로 하였다(23).

아미노태 질소 측정

아미노태 질소는 Formol법(24)으로 측정하였다. 즉, 시료 2 g을

비커에 취하고 증류수 100 mL를 가하고 1시간 동안 교반하여 충

분히 용해한 다음 0.1 N NaOH 용액으로 적정하여 pH 8.4로 한

다. 여기에 중성 formalin 20 mL를 가하고 다시 0.1 N NaOH 용

액으로 pH 8.4가 되도록 중화적정 하였다. 별도로 증류수에 대한

바탕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식에 따라 아미노태 질소 함량을

구하였다.

아미노태 질소 (%)=
 (A-B)×1.4×F×100

                     시료량 (g)

여기서, A: 0.1 N NaOH용액의 적정량(mL)

여기서, B: 0.1 N NaOH용액의 공시험 적정량(mL)

여기서, F: 0.1 N NaOH용액의 농도 계수

유리아미노산 함량

된장 5 g을 취해 70% 에탄올 100 mL에 넣고 30분간 진탕시킨

후 12,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하고, 남은 잔

사를 다시 2회에 걸쳐 70% 에탄올 50 mL를 넣어 추출한 다음

원심분리(Model J2-21 Centrifuge, Beckman Coulter Ltd., Brea,

CA, USA)한 후 상징액을 취해, 앞의 상징액과 모두 합하여 45oC

이하의 온도에서 감압농축하여 에탄올을 제거 하였다. 이 농축액

을 분액깔대기에 넣은 후 에틸에테르 20 mL를 가하고 물층을

45oC 이하의 온도에서 감압농축 하였다. 농축액은 sodium citrate

buffer(pH 2.2)에 용해하여 0.45 µm membrane filter(Millipore Co.,

Billerica, MA, USA)로 여과한 후 amino acid analysis system

(Sykam S-4300, Eresing, Germany)을 이용하였고, column은 Cat-

ion separation Lithium. 4.6×150 mm, Cation Lithium filter

4.6×100 mm, detector는 UV-Vis(440-570 nm), buffer flow rate는

0.45 mL/min, reagent flow rate는 ninhydrin으로 0.25 mL/min로 분

석하였다.

된장의 관능검사

발아대두 및 검정콩을 이용하여 제조한 된장의 관능검사는 장

류의 관능검사 경험이 많고 잘 훈련된 관능요원 30명을 대상으로

관능검사의 목적과 시료에 대하여 설명한 후 대상으로 25oC에서

90일간 발효 숙성된 된장을 접시에 담아 관능요원들에게 제공하

였다. 관능검사는 색, 향, 맛 및 전체적인 기호도에 대하여 9점 척

도법(9; 아주 좋음, 1; 아주 나쁨)으로 평가하여 통계처리를 하였다.

통계처리

각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값의 유의성 검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version 9.1, SAS Institute, Cary, NC,

USA) 프로그램(25)을 이용하여 ANOVA분석(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시행하였다(p<0.05).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발아 대두 및 발아 검정콩을 이용하여 제조한 된장의 수분,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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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pH, 및 적정산도의 분석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된장의

수분함량은 발효 초기 53.78±0.22(대두된장)-56.17±0.01%(발아검

정콩된장)에서 발효 90일에 대두된장은 55.19±0.02, 발아대두된장

은 56.19±0.09, 그리고 발아검정콩된장은 57.16±0.12%였다. 발효

중 전반적으로 발아 검정콩 된장의 수분함량이 높게 유지되는데,

이는 된장 제조에 사용한 메주의 수분함량이 대두메주 11.57±

0.17%, 발아대두메주 17.81±0.12%, 발아검정콩메주 17.46±0.22%

의 수분함량과 비교해 볼 때(data not shown) 수분함량의 차이는

된장의 원료로 사용된 메주의 수분함량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생

각된다.

된장의 염도는 발효 초기 대두된장 12.71±0.02, 발아대두된장

13.80±0.00, 발아검정콩된장 13.67±0.06%에서 발효 기간 중 조금

증가하여 발효 90일에 각각 14.17±0.06, 14.60±0.10, 15.03±0.21%

였고, 발효 중 처리구 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Bacillus속과 Asp. oryzae로 만든 메주로 제조한 된장의 염도가 숙

성 초기 9.23-10.91%에서 시험구별로 발효 40-50일까지 차이가

없었으나 이후 약간 증가하여 발효 90일 13.22-15.22%를 나타내

었다는 Seo 등(26)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Joo 등(27)이 된장의

숙성기간에 따른 염도의 변화는 숙성초기와 같은 수준이라는 결

과와도 유사하였다.

발아 된장의 pH는 발효 초기 대두된장 6.53±0.03, 발아대두된

장 6.72±0.01, 발아검정콩된장은 pH 6.65±0.01에서 발효 90일에

각각 6.01±0.01, 6.22±0.01, 그리고 6.25±0.01로 점차 낮아졌으며,

처리구간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표고버섯 첨가에 따

른 재래식 된장 발효 과정 중 pH가 표고버섯의 처리량에 관계

없이 된장 제조 직후의 6.19에서 발효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유사

한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보고(28)와 유사하였다.

Seo 등(26)은 메주나 초기 된장 중에 생육한 미생물의 대사작용

으로 유기산이 증가되어 담금 초기에 pH의 저하가 큰 것으로 생

각된다고 보고하였다.

된장의 발효 중 적정산도는 발효 초기 대두된장은 8.17±0.06

mL, 발아대두된장은 6.73±0.21 mL, 그리고 발아검정콩된장은 7.34±

0.15 mL로, 발효 15일에 각각 6.30, 6.27, 5.50 mL씩 증가하였고,

그 이후 큰 변화는 없었다. 된장의 발효과정 중에 pH가 감소하

는 정도에 따라 적정산도가 증가하여 pH 결과와 일관성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발효 90일째의 적정산도는 대두된장은 16.01±0.05

mL, 발아대두된장은 14.25±0.13 mL, 그리고 발아검정콩된장은

13.49±0.05 mL를 나타내었다.

효소활성의 변화

발아 대두 및 발아 검정콩을 이용하여 제조한 된장의 amylase

및 protease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된장 발효

초기 α-amylase의 활성은 1.64±0.02-1.79±0.00 unit/mL에서 발효

15일에 2.35±0.00-2.36±0.00 unit/mL으로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발효 90일에는 0.21±0.00-0.23±0.01 unit/mL으로 감소하였다. 발아

대두된장의 α-amylase 활성은 발효 중 모든 처리구에서 활성 및

변화 양상이 유사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모든 처리구에서

amylase 활성이 발효 15일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인 후 급격히 감

소하는 경향이었다는 Kim 등(16)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저염

된장 발효 중 효소활성의 변화에서 α-amylase 활성도가 발효 기

간 중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이었다는 Mok 등(29)의 결과와 유사

하였다. 발효 중 amylase 활성이 점차 감소하는 것은 담금 초기

된장의 원료인 콩에 소량 함유되어 있는 탄수화물이 amylase의

기질이 됨에 따라 효소 활성이 높았다가 발효가 진행되면서 기

질이 소모되어 그 활성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16).

된장 발효 중 α-amylase에 의해 액화된 전분질을 분해하여 당

을 생성시키는 당화효소인 β-amylase의 활성은 발효 중 뚜렷한

증감을 보이지 않았다. 발효 초기 0.21±0.01-0.24±0.01 unit/mL에

Fig. 1. Changes in moisture (A), salt content (B), pH (C), and titratable acidity (D) of doenjang prepared with germinated regular and

black soybean. -●-, Regular soybean; -■-, germinated regular soybean; -▲-, germinated black soybean. Vertical bars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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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효가 완료된 90일 0.15±0.01-0.18±0.01 unit/mL로, Bacillus

brevis로 제조한 된장의 당화력이 발효기간에 따른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결과(30)와 유사하였으며, 발효 2주까지 초기 활성 수

준을 보이다가 발효 3주 후에 급격히 증가하여 3-5주 후에 최대

활성을 보이다 이후 서서히 감소한다는 Mok 등(29)의 연구 결과

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발효기간에 따른 산성 protease 활성은 발효 초기 14.98±0.53-

18.10±0.26 unit/mL에서 발효 중 모든 처리구에서 완만하게 증가

하다가 발효 60일 이후 크게 증가하여 발효 90일에 39.55±0.53-

47.74±1.69 unit/mL이었으며, 발효 중 처리구간의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이 결과는 저염 된장 발효 중 된장 제조 후 완만한

증가를 보이다 제조 2-3주 후부터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후

7-10주 발효 후에 약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는 보

고(29)와 차이가 있었으며, 발효 초기부터 발효 40일까지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다 발효 60일에 약간 감소하며 다시 발효 100일

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Joo 등(31)에 의한 결과와는 유

사하였다.

된장의 중성 protease 활성은 발효 초기 18.70±0.59-22.83±0.42

unit/mL에서 점차 증가하여 발효 60일에 39.70±1.13-47.87±2.81

unit/mL로 가장 높은 값을 보인 후 발효 90일에 39.44±0.03-

46.59±0.06 unit/mL로 다소 감소하였다. 발효 45일 이후 활성도가

다시 증가하는 것은 후 발효가 진행되면서 된장의 가용성 단백

질이나 peptide가 amino acid로 가수분해 되면서 protease 활성도

가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모든 효소 활성은 처

리구 간에 대체로 유사한 값을 보였는데, 이는 균주를 달리하여

제조한 메주의 효소 활성의 차이를 살펴본 Joo 등(31)의 결과를

볼 때 원료 콩에 의한 영향이라기보다 동일한 균주를 같은 양 혼

합하여 발효시킨 메주로 된장을 제조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아미노태 질소 함량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발효식품의 발효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으로, 된장의 제조와 발효 과정 중에 콩단백질이 효소작용으로

가수분해 되어 감칠맛을 내는 아미노산을 생성한다(32). 일반적

으로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된장의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서 함

께 증가한다. 발아 대두 및 발아 검정콩을 이용하여 제조한 된장

의 발효 중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발효 초기 대두된장 262.41±

12.93 mg%, 발아대두된장 306.38±20.41 mg%, 발아검정콩된장

369.39±23.54 mg%에서 발효 중 점차 증가하여 발효 90일에는 각

각 1178.35±16.24, 1160.58±6.67, 1256.21±1.86 mg%로 증가하였

고, 특히 발효 90일의 발아 검정콩 된장에서 발효 기간 중 유의

적인 차이(p<0.05)를 보이며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Fig.

3). 이와 같은 결과는 발효 20일까지는 크게 증가하였고 그 후도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었다는 Kim과 Rhee(33)의 연구결과와 유사

한 경향을 보였다.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은 장류 제품의 품질 규격상 중요하여 전

통식품 규격기준(34)을 설정하고 있으며, 된장은 160 mg%, 고추

장 150 mg%, 청국장 280 m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실

험결과에서는 262.41±12.93-369.39±23.54 mg%로 발효 초기 이미

그 수치를 넘었고, 전통 된장의 경우 발효 직후 474.1 mg%에서

발효 6개월 후에 454.1 mg%, 발효 12개월 후에 423.3 mg%였다

는 보고(32)와 비교하여도 그 품질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그

러나 대두된장과 발아대두된장 및 발아검정콩된장에서 모두 뚜

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미노태 질소 함량 역시

사용한 균주에 의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유리아미노산 함량

고단백 발효식품인 된장은 발효과정 중에 효소 작용으로 생성

Fig. 2. Changes in α-amylase activity (A), β-amylase activity (B), acidic protease activity (C), and neutral protease activity (D) of

doenjang prepared with germinated regular and black soybean. -●-, Regular soybean; -■-, germinated regular soybean; -▲-, germinated
black soybean. Vertical bars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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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을수록 맛과 영양이 뛰어난 우수

식품으로 평가되는데(26), 본 실험에서 발아 대두 및 발아 검정

콩을 이용하여 제조한 된장의 발효 기간에 따른 유리아미노산의

함량 변화(Table 1-3)를 살펴본 결과, 된장의 주요 유리 아미노산

은 aspartic acid, hydroxyproline, α-aminoadipic acid, leucine,

asparagine, proline, glutamic acid 등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된 유리

아미노산의 종류는 처리구간에 유사하였다. 이는 전통된장의 유

리아미노산이 glutamic acid, aspartic acid, leucine, alanine 및

proline 등이 검출되었다는 결과(32)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또

한 Son 등(35)에 의한 콩 품종별 전통된장 가공적성 연구에서는

품종에 따른 된장의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glutamic

acid, threonine, proline, phenylalanine, lysine 등 5종의 아미노산이

전 품종에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유리아미노산의 개별적인 변화를 보면 정미성분인 aspartic acid

의 함량이 발효 전반에 걸쳐 모든 처리구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전통된장에서 glutamic acid가

aspartic acid 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36)는 결과와 차이가 있었

다. 대두된장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발효 초기 275.75 mg%에서

발효 15일 급격히 증가한 후 서서히 그 함량이 증가하여 발효

90일 888.39 mg%였다. 그 중 aspartic acid의 증가가 주를 이루었

으며, 발효 75일 이후 glutamic acid 함량도 11.88 mg%로 상승하

였다. 발아대두된장의 경우 발효 초기 유리아미노산함량은 206.56

mg%로 처리구 중 가장 낮았으나 발효 75일에 976.96 mg%로 증

가 후 발효 90일에 조금 감소한 866.54 mg%이었고, 발아대두된

장 역시 aspartic acid의 함량 변화와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발

아검정콩된장의 경우 발효 초기 253.49 mg%에서 발효 중 점차

증가하여 발효 90일 994.46 mg%로 발효 75일 발아대두된장의

796.96 mg%, 발아검정콩된장 904.58 mg%와 유의적인 차이(p<0.05)

를 보이며 발효 기간 중 가장 높은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나타내

었으며 발아검정콩된장 발효 90일에 aspartic acid 855.71 mg%,

glutamic acid도 14.47 mg%로 가장 높은 함량이었다.

발효 중 쓴맛을 내는 leucine의 함량은 발효 초기에 비하여 발

효 90일째에 조금 증가하였으며, isoleucine은 발효 75일 이후 모

든 처리구에서 검출되었다. Cysteine과 methionine은 발효 15일 이

Fig. 3. Changes in amino-type nitrogen contents of doenjang

prepared with germinated regular and black soybean.  -●-,
Regular soybean; -■-, germinated regular soybean; -▲-,
germinated black soybean. Vertical bars represents standard
deviation (n=3). 

Table 1. Changes in free amino acid content of doenjang prepared with regular soybean meju (unit: mg%)

Free amino acids
Fermentation period (day)

0 15 30 45 60 75 90

Aspartic acid 191.45 418.20 549.71 700.08 713.14 760.62 762.41

Hydroxyproline 28.17 5.13 7.22 8.97 8.82 41.06 53.33

Threonine 2.37 6.55 7.52 8.60 8.42 2.55 3.80

Asparagine 4.43 10.10 11.92 13.49 13.25 4.79 6.47

Glutamic acid 0.77 0.55 0.58 0.64 0.54 9.68 11.88

α-Aminoadipic acid 17.56 17.66 19.63 20.54 17.21 3.07 4.09

Proline 3.33 5.23 7.36 9.32 9.71 4.39 6.57

Glycine 1.36 3.85 4.21 4.57 4.50 1.89 2.56

Alanine 3.15 3.98 4.56 4.78 4.68 2.95 3.78

Citrulline 2.58 0.23 0.31 0.34 0.32 3.75 5.62

α-Aminobutyric acid 0.08 5.96 7.06 7.83 7.87 0.06 0.10

Valine 2.34 0.18 0.27 0.27 0.18 2.74 4.21

Cystine 0.11 3.10 4.46 4.75 4.61 0.11 0.16

Methionine 1.00 8.69 9.17 9.73 9.54 0.86 1.36

Isoleucine ND ND ND ND ND 2.80 3.82

Leucine 5.40 4.59 4.43 5.88 4.69 4.84 5.98

Tyrosine 3.10 7.51 8.13 8.84 8.39 2.27 3.42

Histidine 1.37 2.46 2.78 3.04 2.99 1.15 1.72

Carnosine 1.11 2.66 3.74 4.82 4.24 1.09 2.06

Ornithine 0.25 0.70 1.17 1.46 1.61 0.65 0.85

Lysine 2.85 3.48 3.84 4.05 3.94 2.62 3.01

Ammonia 0.33 0.32 0.34 0.36 0.35 0.27 0.30

Arginine 2.66 3.16 2.89 2.94 2.29 0.53 0.89

Total 275.78 514.30 661.30 825.27 831.32 854.73 888.39

ND=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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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free amino acid content of doenjang prepared with germinated regular soybean meju (unit: mg%)

Free amino acids
Fermentation period (day)

0 15 30 45 60 75 90

Aspartic acid 162.24 402.61 520.99 632.08 692.42 836.71 739.48

Hydroxyproline 2.02 4.82 6.71 7.85 8.31 59.20 57.43

Threonine 3.01 6.44 7.32 8.08 8.35 3.94 3.78

Asparagine 7.05 11.44 13.72 14.90 15.28 11.08 6.55

Glutamic acid 0.21 0.45 0.55 0.53 0.50 14.20 13.57

α-Aminoadipic acid 6.16 15.28 18.23 19.10 17.25 4.72 3.92

Proline 1.59 5.07 7.11 8.65 9.71 6.71 3.41

Glycine 2.16 3.74 4.10 4.35 4.42 2.73 2.72

Alanine 2.06 4.53 4.81 4.96 4.91 3.83 3.71

Citrulline 0.10 0.32 0.33 0.36 0.32 6.37 5.96

α-Aminobutyric acid 2.23 5.77 6.84 7.63 7.81 0.13 0.08

Valine 0.08 0.16 0.27 0.25 0.18 4.28 4.18

Cystine 1.32 3.14 3.81 3.92 4.10 0.24 0.19

Methionine 5.57 8.44 8.99 9.22 9.47 1.14 1.11

Isoleucine ND ND ND ND ND 3.89 3.78

Leucine 1.70 3.67 4.44 5.07 3.59 6.01 5.84

Tyrosine 3.10 7.12 7.81 8.33 8.23 2.07 1.89

Histidine 1.04 2.26 2.64 2.85 2.90 1.77 1.67

Carnosine 1.10 2.67 3.24 4.38 4.26 2.38 2.16

Ornithine 0.31 1.15 0.37 2.08 2.19 1.84 1.67

Lysine 2.56 3.43 1.76 3.91 4.02 3.35 3.07

Ammonia 0.34 0.35 0.55 0.35 0.35 0.32 0.30

Arginine 0.64 0.23 0.15 0.14 0.11 0.06 0.05

Total 206.56 493.11 624.72 749.00 808.69 976.96 866.54

ND=not detected

Table 3. Changes in free amino acid content of doenjang prepared with germinated black soybean meju (unit: mg%)

Free amino acids
Fermentation period (day)

0 15 30 45 60 75 90

Aspartic acid 200.16 476.71 573.76 726.68 751.38 766.26 855.81

Hydroxyproline 2.58 5.67 6.24 8.29 7.52 61.86 62.27

Threonine 3.87 7.14 7.61 9.01 9.53 4.08 4.03

Asparagine 8.64 13.64 14.23 16.52 3.56 6.86 6.87

Glutamic acid 0.21 0.50 0.49 0.49 0.35 14.72 14.47

α-Aminoadipic acid 6.85 14.86 16.13 17.53 14.79 3.82 3.74

Proline 2.60 6.36 7.96 10.13 8.68 7.02 7.34

Glycine 2.60 3.97 4.14 4.45 4.11 2.83 2.86

Alanine 2.51 4.78 4.77 4.98 4.52 3.86 3.89

Citrulline 0.14 0.34 0.33 0.32 0.26 6.46 6.17

α-Aminobutyric acid 2.86 6.65 7.07 7.98 7.07 0.09 0.12

Valine 0.07 0.22 0.23 0.24 0.13 4.50 4.49

Cystine 1.46 3.42 3.40 3.69 3.68 0.13 0.14

Methionine 6.24 8.95 9.02 9.55 9.19 1.05 1.22

Isoleucine ND ND ND ND ND 3.92 3.92

Leucine 2.08 4.46 4.77 5.50 4.13 6.01 6.03

Tyrosine 3.78 7.78 7.89 8.55 8.19 2.27 2.12

Histidine 1.16 2.70 2.76 3.03 3.03 1.80 1.80

Carnosine 1.13 3.48 3.70 4.68 4.63 1.84 2.01

Ornithine 0.44 1.32 1.81 2.09 2.37 1.66 1.71

Lysine 2.80 3.62 3.74 4.03 4.22 3.13 3.11

Ammonia 0.35 0.36 0.36 0.36 0.36 0.31 0.30

Arginine 0.95 0.37 0.23 0.21 0.16 0.08 0.07

Total 253.49 577.29 680.64 848.31 851.84 904.58 994.46

ND=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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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증가하였다 발효 75일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발효가 완료된

90일에는 미량으로 존재하는데, 이는 methionine과 cysteine이 발

효 180일경에 최저 비율로 존재하였다는 Kim과 Rhee(33)의 결과

와, 비교적 적게 검출된 아미노산이 methionine과 cysteine이라는

Kim(32)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된장의 유리아미노산은 제조 시 종균의 사용여부와 종류, 원료

배합, 발효기간 및 조건에 따라 유리아미노산의 조성과 함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36), 발아대두 및 발아검정콩을 이용한

된장의 경우 대두된장과 사용한 종균과 발효기간 및 조건을 동

일하게 발효시켜 함량에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검정콩의 첨

가에 의한 발아검정콩의 유리아미노산의 함량만 다른 처리구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보아 발아는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에 크게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관능적 특성

90일 발효한 된장의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Table 4), 색깔에

서는 발아대두된장이 7.47±1.85로서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

고, 향미는 발아대두된장(6.33±1.21) 및 발아검정콩된장(6.67±1.65)

이 대두된장(4.87±1.38)에 비하여 기호도가 높았으며, 맛은 전체

적으로 유의적인 차이(p<0.05)는 없으나 발아대두된장이 조금 높

게 평가되었다. 전체적인 기호도에서는 발아대두된장(7.00±1.53)

과 발아검정콩된장(6.60±1.28)은 대두된장(5.33±1.95)과 유의적인

차이(p<0.05)를 나타내었는데, 앞에서 살펴본 유리아미노산 및 아

미노태질소 함량이 높게 나타난 발아대두된장 및 발아검정콩된

장의 관능적 특성이 대두 된장에 비하여 우수한 것 을 알 수 있

었다.

요 약

발아 대두 및 발아 검정콩의 첨가에 따른 된장의 품질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발아 대두 및 발아 대두와 발아

검정콩을 7:3의 비율로 혼합하여 만든 메주를 이용하여 된장을

제조하였다. 대조구로는 발아하지 않은 대두로 발효한 메주를 이

용하여 대두된장을 제조하여, 25oC에서 90일간 발효시켰다. 된장

의 수분, pH, 염도와 같은 이화학적 특성은 모든 처리구에서 발

효기간에 따라 유사한 경향으로 변화하여, 발효 90일 각각

53.78±0.22-57.99±0.11%, 6.01±0.01-6.72±0.01, 그리고 14.17±0.06-

15.03±0.21%를 나타내었다. 아미노태 질소 및 아미노산 함량은

발아검정콩된장에서 발효 90일 각각 1256.21±1.86, 994.46 mg%

로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이며 높게 나타났다. 발효 90일된

된장의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발아대두된장에서 색과 맛 등의

항목에서 기호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전반적 기호도에서 대두

된장에 비하여 발아대두된장 및 발아검정콩된장의 관능적 특성

이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로부터 발아 대두 및 검정

콩을 첨가하여 제조한 된장은 발아하지 않은 대두를 이용하여 제

조한 된장과 이화학 및 효소화학적 특성에는 차이가 없으나 아

미노태 질소 및 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관능적 특성이 우수한 된

장을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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