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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수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통 된장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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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oenjang made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salt solution such as 13, 14, 15, 16, 17, and 18% for 
making low-salt Doenjang. Physicochem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Doenjang made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salt solution were analyzed. As a result, salt contents of Doenjang made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salt solution 
were 6.09∼13.47%. Amino-type nitrogen showed a higher value when prepared with lower salt solution. The pH 
value increased with lower concentration of salt solution, whereas total acidity decreased with lower concentration 
of salt solution. The pH values and total acidity of Doenjang made with more than 16% salt solution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The reducing sugar content ranged from 1.39∼6.30 mg/g, and higher salt content was associated with higher 
reducing sugar content. In the sensory descriptive analysis, Doenjang had the most salty taste at a salt concentration 
of 18%, whereas Doenjang at concentrations of 15%, 16%, and 17% did not show any statistical differences. In the 
consumer acceptance test, Doenjang made with 17% and 18% salt solution showed the highest score, followed by 
Doenjang made with 15% and 16% salt solution. In conclusion, the salty taste of Doenjang made with 16% salt 
solution might be used to make low-salt Doenjang. However, consumer acceptance of these Doenjangs was lower 
than that of Doenjang made with 17% and 18% salt solution.

Key words: low, salt, Doenjang, sensory, physicochemical

Received 30 June 2015; Accepted 2 September 2015
Corresponding authors: Gyu-Hee Lee, Culinary Science Research 
Center, Woosong University, Daejeon 34518, Korea 
E-mail: gyuhee@wsu.ac.kr, Phone: +82-42-630-9744

서   론

전통 된장은 대두를 삶아서 으깨어 형태를 만들고 건조 

및 발효하여 만들어진 메주를 약 2~3개월 동안 담금 한 후 

염수를 빼고 남은 메주를 으깨어 장독에 담은 다음 3개월 

이상 숙성이 끝나면 양념을 위한 된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전통 된장의 특성에 관여하는 미생물은 Bacil-

lus sp.와 Mucor sp.로 알려져 있으며(1) 공장식 된장을 제

조할 때 이들을 이용한 koji를 일부 대체 혹은 혼합하여 전통 

된장과 유사한 맛을 내고 있지만(2), 소비자들은 조금 가격

이 비싸더라도 전통 된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그 소비량

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전통 된장은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 식염을 공장식 된장보다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짠맛

이 강하며 식염의 양도 더 많다.

식품에 사용되는 식염은 짠맛으로 식품의 맛을 좌우하고 

수분활성도와 삼투압을 조절하여 식품의 저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며, 발효식품에서는 부패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하

고 내염성의 발효미생물이 선택적으로 생장할 수 있도록 조

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된장의 주원료인 콩 단백질은 식염의 

농도에 따라 발효과정 중 생성되는 성분의 특성이 달라지고 

저장기간에 따른 특성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된장 제조 

시 사용되는 식염의 농도는 최종 된장의 12% 이상을 첨가하

여 제조된다(3). 그러나 높은 양의 소금 섭취는 고혈압, 뇌졸

중, 위암과 같은 성인병의 요인이 될 수도 있어 발효식품을 

저염화하려는 연구가 진행되었다(3,4). 또한 발효식품에 식

염의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ethanol, 마늘, 겨자 및 살균 등

을 이용하여 변패미생물의 작용을 억제하려는 연구 등(5-7)

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첨가물을 이용하여 식염을 

대체하려는 연구는 첨가물로 인해 된장 고유의 풍미와 기호

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통 된장만의 독특한 특성을 갖는 저염 전통 된장

의 개발은 매우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식염의 농도를 일

반적으로 제조하는 최종 된장의 12% 식염의 농도보다 낮게 

전통 된장을 제조하여 이화학적 특성 및 관능특성의 변화를 

조사하여 전통 된장 제조 시 식염의 양을 줄일 수 있는 가능

성을 검토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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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염수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된장의 제조

염수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된장은 메주(Dorhimwon, 

Sangju, Korea) 1 kg을 13%, 14%, 15%, 16%, 17%, 18%

의 농도를 가진 각각의 소금물 2.5 L에 담가 2개월 동안 

불림 한 후 혼합하여 3개월 동안 숙성시킨 재래식 메주 제조

법으로 제조된 된장을 시료로 하였다. 숙성 후에는 냉장보관

(4°C) 하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수분 정량

각 된장의 수분 정량은 상압가열건조법을 이용하였다(8). 

아미노태 질소 측정

된장의 아미노태 질소 측정은 각 처리구별 된장 5 g을 

취해 막자사발과 증류수를 이용하여 균질화한 후 증류수로 

100 mL 정용한 액을 원심분리기(Fleta 5, Incheon, Korea)

로 3,000 rpm에서 20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그 상등액을 

시료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시료용액 5 mL, 중성 formalin 

10 mL, 증류수 10 mL를 넣은 플라스크에 0.1% phenolph-

thalein 용액을 2~3방울 가한 후, 0.1 N NaOH로 적정하여 

미홍색을 종말점으로 보았다. 공시험은 중성 formalin 대신 

증류수를 10 mL 더 첨가함으로써 같은 조작으로 실시하였

다. 이때 본시험과 공시험에서의 0.1 N NaOH 적정소비량으

로 아미노태 질소 함량을 산출하였다(9).

식염 정량

각 된장의 식염 정량은 Mohr법(1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시료용액은 각 처리구별 된장을 정확히 5 g을 칭량하여 

소량의 증류수를 가해 막자사발로 마쇄한 후 여과(What-

man No. 2, Sigma-Aldrich, Lawrence, KS, USA)하고 

100 mL로 정용하여 시료용액 10 mL를 100 mL 삼각플라

스크에 취하고 10% K2CrO4 용액 1 mL를 가한 후 0.1 N- 

AgNO3 용액으로 침전 적정하여 NaCl 함량을 산출하였다.

환원당 측정

각 처리구별 된장의 환원당 함량은 3,5-dinitrosalicylic 

acid(DNS)법을 이용하였다(11). 된장의 환원당 함량은 각 

처리구별 된장을 5 g씩 칭량한 후 소량의 증류수를 가해 마

쇄하고 filter papers(Whatman No. 2)로 여과하여 100 mL

로 정용하여 시료용액을 제조하였다. DNS 용액 2 mL와 시

료용액 2 mL를 넣어 Vortex mixer(G-560, Scientific 

Industry, Bohemia, NY, USA)로 혼합한 후 수욕조에서 5

분간 발색시킨 다음 UV-visible spectrophotometer 

(Optizen POP,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5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glucose를 표준물질로 

하여 측정한 흡광도를 작성된 표준곡선으로부터 환산하여 

환원당을 산출하였다.

pH 및 유기산 함량 측정

각 된장의 pH는 된장 5 g을 취하여 증류수 20 mL와 함께 

마쇄한 후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여과(Whatman No. 5)

하여 옮겨 정용하고 이 여액을 pH meter(Orion 3-star,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pH를 측정하였다.

유기산 함량은 된장 5 g을 취해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마

쇄한 후 100 mL 메스플라스크에 여과(Whatman No.5)하

여 옮겨 정용하고 이 여액 10 mL를 취하여 0.1 N-NaOH 

용액으로 pH가 8.3이 될 때까지 적정하고 이때 소비된 0.1 

N-NaOH의 소비량을 적정산도(0.1 N NaOH mL/5 g)로 하

였다(9).

염수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된장에 대한 묘사분석

각 처리구별 된장의 관능적 특성 평가는 정량묘사분석을 

사용하였다(12). 묘사분석에 참가한 관능요원은 된장을 기

피하지 않으며 관능평가 경험이 있는 20~28세 범위의 대학

생 8명(남학생 3명, 여학생 5명)을 평가요원으로 하였다. 묘

사분석은 1시간씩 2회에 걸쳐 용어와 표준시료를 결정하였

고, 결정된 표준시료와 표준점수를 중심으로 1시간씩 3회에 

걸친 훈련을 실시하고 본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 방법

은 Byun 등(13)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된장의 도출된 용어

와 표준시료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은 15점 척도

법을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염수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된장과 된장국물에 대한 기

호도 평가

각 된장과 된장국물에 대한 기호도 평가는 평소 된장을 

기피하지 않는 20~28세 범위의 대학생 53명(남학생 23명, 

여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된장의 

시료 제시 조건은 묘사분석의 본 실험에서 사용한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된장국물의 시료 제시 조건은 각 처리

구별 된장을 5% 농도로 희석한 된장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2분간 방치한 후 냉각하고 40°C 항온수조에서 5분간 방치

한 다음 1회용 10 mL test tube에 5 mL씩 된장국물을 넣어

준 후 기호도 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시료는 세 자리 code를 

부쳐 시료 제시 순서를 달리하였으며 시료와 시료 사이에는 

입안의 잔미를 충분히 제거하도록 약 3분간의 휴식 시간을 

두었다. 평가항목으로는 전반적인 기호도, 외관, 향미, 조직

감 4개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평가기준은 매우 나쁘다(1점), 

나쁘다(3점), 보통(5점), 좋다(7점), 매우 좋다(9점)로 하는 

9점 척도법을 이용하였다(14).

통계분석

분석실험은 3회 반복한 결과를 평균±편차로 표시하였고 

관능평가 묘사분석은 경험이 있는 평가자 8명의 결과를 평

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기호도 평가 결과는 53명의 결

과를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실험 결과에 대한 각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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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ors, definitions, and standard points of Doenjang made by various salt concentration solution for descriptive analysis
Attributes Descriptors                         Definitions Standard points

Appearance

Brown color
Grainy

Sticky

Munsell Color 2.5YR 3/3
The grainy appearance related with cooked soybean paste passed through 

50 mesh sieve 
The sticky appearance related with 10% wheat flour gel

7
7

7

Flavor
Sour
Sweet
Alcohol

The sour flavor related with 2% fermented rice vinegar solution
The sweet flavor related with 5% malt extract solution
The alcohol flavor related with 0.5% ethanol solution

5
7
5

Taste Salty
Umami

The salty taste related with 5% NaCl solution
The umami taste related with 0.05% MSG solution

7
5

Texture Softness
Sticky

The soft texture related with Philadelphia cream cheese
The sticky texture related with 10% wheat flour gel

10
5

Aftertaste Salty The salty taste related with 5% NaCl solution 5

Table 2. Contents of moisture, NaCl, amino type nitrogen, and reducing sugar of the Doenjang made with various salt concentration 
solution 

13% 14% 15% 16% 17% 18%
Moisture content (%)
NaCl content (%)
Amino type nitrogen (mg%)
Reducing sugar content (mg/g)

66.88±0.19a1)2)

 6.09±0.34d

464.2±0.00a

 1.39±0.02f

66.54±0.71ab

 7.02±0.28cd

441.4±0.01a

 1.80±0.07e

65.51±0.91bc

 7.96±0.37c

367.1±0.01b

 2.90±0.05d

65.19±0.66c

 9.00±0.12c

235.5±0.02c

 5.18±0.05c

61.78±0.26d

10.26±0.25b

249.9±0.01c

 5.59±0.07b

62.14±0.62d

13.47±1.35a

43.26±0.00d

 6.30±0.12a

1)Mean±standard deviation (n=3).
2)Means with the same letter at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리군 간의 유의성 검증은 SPSS(Version 21,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염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된장의 특성 분석 결과

각 처리구별 된장의 수분 함량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소금물 농도가 짙어질수록 수분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Park 등(15)은 된장의 수분 함량이 숙성과

정 중 증가되었으며 이는 발효과정 중 효소의 작용에 의해 

수용성 물질이 증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실험 결과

에서 소금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수분 함량이 낮아지는 것

은 소금 함량이 높은 된장에서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력이 

낮아져 수용성 물질의 생성이 더디게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각 처리구별 된장의 소금 함량은 Table 2에 나타냈다. 

소금 함량은 소금물의 농도가 진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Kang 등(16)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래식 된

장의 소금 함량이 12.53~16.51%의 범위를 나타낸다고 보

고한 바 있어 본 실험 방법으로 제조된 된장은 일반적으로 

제조된 된장보다 낮은 소금 함량을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처리구별 된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소금물의 농도

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18% 염수로 

제조된 된장의 아미노태 질소는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는

데 이는 염 농도에서 발효가 천천히 일어났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Table 2). 저염 된장의 발효 중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된장의 염 농도가 낮을수록 높았으며(17) 발효기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여(18) 본 연구의 결과와 일

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처리구별 된장의 환원당 함량은 소금물의 농도가 높을

수록 환원당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2). Lee 

와 Kim(19)은 된장 발효 과정 중 총당은 숙성과정에 환원당

으로 분해되어 단맛 성분이 되고, 환원당은 미생물에 의해 

알코올이나 유기산 생성의 기질이 되어 감소하게 된다고 보

고하였고, Lee와 Mok(17)은 된장 발효 중반까지는 환원당 

함량이 증가하나 발효 후기에는 미생물 생육과 Maillard 반

응에 의한 갈변이 계속되면서 생성된 당을 소비하므로 당의 

총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고찰하였다. Byun 등(13)은 염의 

함량이 높을수록 환원당 함량이 높아지는 것은 소금 함량이 

높으면 당이 유기산으로 넘어가는 단계를 지연시켜주는 것

으로 보고하여, 염의 농도가 낮으면 환원당이 Maillard 반응

에 사용되거나 유기산 발효에 사용되어 낮게 측정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각 처리구별 된장의 pH 값은 식염의 농도가 낮을수록 낮

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Table 3), Lee와 Mok(17)은 

식염 농도가 낮을 경우 젖산균의 증식과 효모에 의해 생성된 

알코올이 초산으로 산화되어 pH 값은 낮아진다고 보고하여 

이들의 실험은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yun 등(13)의 보고에서도 소금의 함량이 높으면 pH 

값이 높아지는데 이는 소금 함량이 높으면 당이 유기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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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value of pH and organic acid content of the Doenjang made with various salt concentration solution 
    13% 14% 15% 16% 17% 18%

pH
Titrable acidity

 5.25±0.01b1)2)

50.49±0.87a
 5.47±0.02b

42.15±0.96b
 5.69±0.02ab

39.97±0.64b
 5.87±0.02a

36.52±0.72bc
 5.87±0.02a

35.21±0.48bc
 5.90±0.04a

33.97±0.63c

1)Mean±standard deviation (n=3). 
2)Means with the same letter at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4. Sensory descriptive analysis results for appearance of the Doenjang made with various salt concentration solution
Attribute Descriptors     13% 14% 15% 16% 17% 18%

Appearance Brown color
Turbidity

6.50±0.97c1)2)

6.90±1.97c
8.70±1.89b

8.50±2.37b
10.20±1.81a

10.50±1.58a
 9.80±2.10ab

10.10±1.71ab
8.10±2.38b

8.40±2.17b
5.70±1.70d

6.30±2.00d

Flavor Sour
Soy sauce

8.80±3.71
5.20±4.08

8.40±4.70
4.30±2.71

 8.10±2.85
 4.30±3.23

 7.80±2.90
 4.10±3.11

7.10±2.28
4.40±2.01

6.70±2.75
4.60±3.50

Taste

Salty
Sour
Astringent
Umami
Nutty
Soy sauce

5.00±2.16b

5.60±2.55
4.20±2.04
4.90±1.37a

1.50±1.51
8.80±2.44

5.30±2.79b

5.30±1.70
3.40±1.84
4.20±1.14ab

0.90±0.99
8.10±2.69

 6.40±3.95ab

 5.00±3.16
 3.40±1.84
 3.20±2.62b

 1.40±1.26
 9.90±2.88

 6.50±2.95ab

 5.10±1.91
 4.00±2.36
 3.20±2.57b

 1.20±1.32
 9.00±3.37

6.60±3.13ab

4.30±2.63
3.80±2.49
3.10±1.60b

2.00±1.70
8.20±3.33

8.80±2.30a

4.80±1.75
2.90±1.60
2.80±1.69b

1.60±0.84
9.70±2.67

Texture Softness
Stickiness

6.90±2.88
7.00±2.00

7.30±2.50
6.90±2.77

 6.40±3.60
 6.40±2.12

 7.10±2.69
 6.60±3.10

6.80±2.97
6.50±3.17

7.10±2.33
6.40±3.13

Aftertaste Beany
Salty

6.40±3.63
8.10±2.23b

6.60±4.90
8.00±3.74b

 7.10±5.09
 8.90±2.42ab

 6.70±4.30
 8.70±1.95ab

6.10±4.23
9.30±2.95ab

5.10±4.65
9.90±3.41a

1)Mean±standard deviation (n=8). 
2)Means with the same letter at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넘어가는 단계를 지연시켜 pH 값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

다는 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염도를 낮추어 된장을 제조할 수 있는 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를 판단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소금의 염도가 낮아질수록 pH 값은 낮아졌지만 

통계적으로 15% 이상의 염 농도에서 pH 값은 유의적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pH와 적정산도 측정 결과로는 

15% 염수로 된장을 제조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각 처리구별 된장의 적정산도 값은 식염의 농도가 낮을수

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3). Kum과 Han(10)

은 숙성과정 중의 된장의 pH 감소 및 산도의 증가는 미생물 

대사작용으로 생성되는 유기산의 축적에서 기인된 결과라

고 보고하였고, Lee와 Mok(17)은 식염 농도가 낮을 경우 

젖산균의 증식과 효모에 의해 생성된 알코올이 초산으로 산

화되어 적정산도는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

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본 실험에서는 염도를 낮추어 된

장을 제조할 수 있는 염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실험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산도가 낮아 신맛을 소비자들이 

느낀다면 제품으로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 적정산도 값이 

높지 않은 값을 비교하였다. 일반적으로 전통 된장 제조 시 

사용되는 18% 염수 농도로 제조한 된장과 비교하여 적정산

도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는 농도는 16% 

이상 염수 농도임을 알 수 있었다.

된장의 관능평가 묘사분석 결과 

각 처리구별 묘사분석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묘

사분석 결과 갈색 정도는 15%가 가장 진하게 평가되었으며, 

18%는 가장 연하게 평가되었고 전체적으로는 염수 농도가 

낮은 것으로 제조된 된장으로부터 점차로 갈색 정도가 진해

지다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Ogasawara 등(20)은 

미소된장의 발효 기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유리당은 5

개월까지 점차로 증가하고 그 후로는 유지하였고, 단백질 

가수분해율은 3개월까지 증가하다가 그 후로는 유지하는 형

태를 나타내었다. 대부분 효소 반응은 5개월 정도에 가수분

해 효소의 작용은 기질특이성 특성 때문에 효소 반응이 끝났

으나 미소로서의 맛을 제대로 느끼려면 약 11개월의 숙성기

간을 거쳐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또한 가수분해 작용

에 의해 단백질과 당들이 아미노산 혹은 peptide 형태와 유

리당 형태가 된 후에 Maillard 반응이 일어나 갈변도 진행되

고 맛 또한 미소의 복합적인 맛을 낸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13, 14, 15%까지는 점차로 갈색 정도가 높아졌

고 15% 이상의 농도에서는 점차로 갈색 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으로 고찰을 한다면 13, 14, 15% 염수를 사용하여 제조

한 된장의 가수분해가 빨리 진행되어 갈변의 진행속도가 높

아졌고, 식염 농도가 높으면 가수분해 속도가 늦어져(19) 

갈변이 천천히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염수의 농도

가 낮을 때 갈변이 덜 된 것은 가수분해뿐만 아니라 유리당

이 산의 형태로 빨리 분해되어 갈변의 촉진을 저해한 것(21)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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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sumer acceptance analysis results of the Doenjang made with various salt concentration solution
Attributes     13% 14% 15% 16% 17% 18%
Appearance
Flavor
Taste
Overall acceptance

4.48±1.51b1)2)

2.80±1.83c

3.58±1.78b

3.39±1.60b

3.27±1.16c

3.23±1.20bc

3.27±1.52b

3.50±1.54b

3.12±1.20c

2.95±1.65c

3.77±2.03ab

3.51±2.00b

3.44±1.44c

4.09±1.96ab

3.93±1.93ab

3.47±1.64b

5.19±1.86a

4.07±2.12ab

3.75±1.88ab

3.93±2.13ab

5.44±1.76a

4.44±2.31a

4.60±2.20a

4.53±2.06a

1)Mean±standard deviation (n=53). 
2)Means with the same letter at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6. Consumer acceptance analysis results for the Doenjang soup of the Doenjang made with various salt concentration solution
Attribute 13% 14% 15% 16% 17% 18%
Appearance
Flavor
Taste
Overall Acceptance

4.00±1.60b1)2)

3.19±1.66b

3.36±1.75b

3.43±1.76ab

4.29±1.74b

2.71±1.79b

3.17±1.75b

3.10±1.61b

3.12±1.84c

4.60±2.04a

4.33±2.09a

4.19±2.05a

3.17±2.15c

4.53±1.63a

4.25±1.47a

3.92±1.40a

5.81±2.00a

4.98±1.59a

4.36±1.95a

4.21±1.79a

4.45±1.77b

4.93±1.61a

4.10±1.74a

4.00±1.63a

1)Mean±standard deviation (n=53). 
2)Means with the same letter at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냄새에 관한 묘사분석 결과는 모든 처리구 간의 유의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맛에 관한 묘사분석 결과는 짠맛은 

18%가 가장 높았고 13%가 가장 낮게 평가되었으며, 15, 

16, 17% 처리구 간의 짠맛은 18%와는 차이가 있었지만 처

리구 간에는 유의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맛에 대한 나

머지 용어들은 처리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Ogasawara 등(21)이 미소의 맛을 숙성기간에 따라 

분석한 결과 미소 고유의 맛과 색을 결정하는 핵심 물질은 

Maillard-reacted peptide라고 분석하였으며, 이들 물질은 

11개월 이상의 숙성기간을 거쳐 생성된 물질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염수 농도를 달리하여 제조한 된장의 기간에 따른 

차이에 대하여 앞으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조직감 특성

과 후미 특성에서도 용어들은 처리구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

차를 나타내지 않았다.

된장과 된장국물의 기호도 평가 결과 

각 처리구별 된장의 기호도 평가 결과는 Table 5에 나타

냈다. 기호도는 외관, 냄새, 맛, 종합적 기호도로 하여 알아

보았는데, 외관에서는 17%와 18%를 가장 선호하였고 두 

처리구 사이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냄새에서는 18%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16%, 17%, 18% 처리구 사이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맛에서도 역시 18%를 가장 선호하였으나 

15%, 16%, 17%, 18% 처리구 사이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

다. 전반적인 기호도에서는 18% 처리구가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 결과는 Byun 등(13)이 된장에

서 짠맛은 소비자 기호도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으며, 본 실험에 참가한 소비자들도 짠맛의 

된장을 더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처리구별 된장국물의 기호도 평가 결과는 Table 6에 

나타냈다. 외관에서는 17%를 유의적으로 가장 선호하였고 

냄새와 맛에서는 17%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지만, 15%, 

16%, 17%, 18% 처리구 사이에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전반

적인 기호도에서도 17%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지만 15%, 

16%, 17%, 18% 처리구 사이에 유의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된장국물 기호도는 된장의 기호도와는 다르게 15%, 

16%, 17%, 18% 처리구 사이에 유의적 차이는 존재하지 

않아 조금 덜 짠 된장도 국물요리의 기호도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전통 된장이 최근 혈전용해능력, 피부병, 혈관질

환 예방, 면역강화,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 등의 우수한 기능

이 밝혀지고 있지만 식염 함량이 높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염 된장 제조를 목적으로 염수 농도를 

13, 14, 15, 16, 17, 18%로 하여 전통 된장을 제조한 후 수분 

함량, 식염 함량, 아미노태 질소 함량, pH 및 적정산도, 환원

당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관능평가 묘사분석을 통해 농도별 

특성의 강도와 기호도를 측정하였다. 소금물 농도를 달리하

여 된장을 제조하고 이화학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염수 농도

가 높아질수록 수분 함량과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소금 함량과 환원당 함량은 염수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각 처리구별 된장

의 pH 값은 염수의 농도가 낮을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

내었으나, 적정산도 값은 염수의 농도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소금물 농도를 달리하여 된장을 제조하

였을 때 정량묘사분석 결과 된장은 18%가 가장 높은 짠맛을 

냈는데 15%, 16%, 17% 처리구가 18%와 짠맛에서 유의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기호도 평가로 보면 된장은 17%와 

18%가 유의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되었다. 결론적으로 전통 

된장은 된장 숙성 시작 3개월 후까지 결과를 측정한 바로는 

물리화학적 특성이나 관능특성 강도 측면에서 유의차를 나

타내지 않는 농도는 16% 이상의 염수로 된장을 제조하였을 

때로 16%의 염수를 이용하여 전통 된장을 제조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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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호도 평가 결과와 저장기간

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1. Park SK, Seo KI, Shon MY, Moon JS, Lee YH. 2000. 
Quality characteristics of home-made doenjang, a traditional 
Korean soybean paste. Korean J Soc Food Sci 16: 121-127. 

2. Eum BW, Kwak BY, Kim SY, Shon DH, Lee KH. 2003. 
Enhancement of chitooligosaccharides in doenjang (soybean 
paste) and kanjang (soy sauce) using Bacillus subtilis koji 
and Rhizopus oryzae koji. Korean J Food Sci Technol 35: 
291-296.

3. Mok C, Song K, Lee JY, Park YS, Lim SB. 2005. Changes 
in microorganisms and enzyme activity of low salt soybean 
paste (Doenjang) during fermentation. Food Eng Prog 9: 
112-117. 

4. Cao XH, Katoh H. 1993. On the quality of soy sauce made 
by Chinese method of low salt-solid fermentation－Evalu-
ation by analytical data－. J Brew Soc Japan 88: 811-817. 

5. Yamamoto Y, Higashi K, Yoshi H. 1984. Inhibitory activity 
of ethanol on food spoilage bacteria. Part Ⅱ. Studies on 
growth inhibition of food spoilage microorganisms for low 
salt foods. Nippon Shokuhin Kogyo Gakkaishi 31: 531-535.

6. Shim KH, Seo KI, Kang KS, Moon JS, Kim HC. 1995. 
Antimicrobial substances of distilled components from mus-
tard seed. J Korean Soc Food Nutr 24: 948-955.

7. Kim JS, Choi SH, Lee SD, Lee GH, Oh MJ. 1999. Quality 
changes of sterilized soybean paste during its storage. J 
Korean Soc Food Sci Nutr 28: 1069-1075.

8. Chae SK, Kang GS, Ma SJ, Bang KY, Oh MH, Oh SH. 
2000. Standard food analytics. Jigu Publishing Co., Seoul, 
Korea. p 221-222. 

9. Chae SK, Kang GS, Ma SJ, Bang KY, Oh MH, Oh SH. 
2000. Standard food analytics. Jigu Publishing Co., Seoul, 
Korea. p 460-463.

10. Kum JS, Han O. 1997. Changes in physicochemical proper-
ties of kochujang and doenjang prepared with extrudated 

wheat flour during fermentation. J Korean Soc Food Sci 
Nutr 26: 601-605.

11. Ju HK, Ro SK, Im MH. 1982. Studies on the fermentation 
of soy sauce by bacteria. Korean J Food Sci Technol 4: 
276-284.

12. Stone H, Sidel JL. 1993. Sensory evaluation. 2nd ed. Aca-
demic Press, San Diego, CA, USA. p 202-242.

13. Byun MW, Nam TG, Chun MS, Lee GH. 2014. Physico-
chemical and sensory characteristics of Doenjang made by 
traditional methods. J Korean Soc Food Sci Nutr 43: 1543- 
1548.

14. Meilgaard M, Civille GV, Carr BT. 1987. Sensory evaluation 
techniques. CRC Press, Boca Raton, FL, USA. p 161-170.

15. Park JS, Lee MY, Lee TS. 1995. Compositions of sugars 
and fatty acids in soybean paste (Doenjang) prepared with 
different microbial sources. J Korean Soc Food Nutr 24: 
917-924.

16. Kang JE, Choi HS, Choi HS, Park SY, Song J, Choi JH, 
Yeo SH, Jung ST. 2013.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com-
mercial deonjang certified for traditional foods.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4: 537-542.

17. Lee JY, Mok C. 2010. Change in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low salt soybean paste (Doenjang) during fermentation. 
Food Eng Prog 14: 153-158.

18. Cho KM, Kang JR, Kim GM, Kang MJ, Hwang CE, Jeong 
YS, Kim JH, Lee CK, Shin JH. 2014. Quality characteristics 
of low salted garlic Doenjang during fermentation. Korean 
J Food Preserv 21: 627-635.

19. Lee S, Kim DH. 2012. Changes in physicochemical proper-
ties of low-salt doenjang during fermentation. Korean J 
Food Sci Technol 44: 592-599.

20. Ogasawara M, Yamada Y, Egi M. 2006. Taste enhancer from 
the long-term ripening of miso (soybean paste). Food Chem 
99: 736-741.

21. Baardseth P, Blom H, Skrede G, Mydland LT, Skrede A, 
Slinde E. 2006. Lactic acid fermentation reduces acrylamide 
formation and other Maillard reactions in french fries. J 
Food Sci 71: C28-C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