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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mixing ratio of Koji and rice Doenjang. Brown rice Doenjang 
(BR) was prepared with three different ratios of cooked soybean to brown rice Koji [1.5:1 (BR-1); 2:1 (BR-2); 
and 3:1 (BR-3)], and polished-rice Doenjang (PR) was prepared with cooked soybean and polished-rice Koji (2:1). 
The components related to the quality of Doenjang were analyzed during 60-day aging.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the moisture and salt contents between the brown rice Doenjang and the polished-rice Doenjang. 
The pH, titratable acidity, and bacteria cells increased at 20-30 days aging time, and decreased thereafter. The 
reducing-sugar and ethyl alcohol contents, on the other hand, increased at 10-20 days previously. These analytical 
values of the physicochemical and microbiological characteristics increased with the increase in the percentage of 
koji in each Doenjang. The amino-nitrogen and free-amino-acid contents showed the highest levels in BR-1: 887.6 
and 4047.0±1.5 mg%, respectively. The γ-aminobutyric-acid (GABA) contents sligh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aging time. In the color of Doenjang, the lightness and yellowness increased along with the aging time, but the 
redness decreased as the aging time increased. These results showed that BR-1 processed the fermentation the fastest 
compared with the others. Moreover, the reducing-sugar, ethanol, and free-amino-acid contents as palatable components 
increased rapidly until 30 days ag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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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된장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발효식품의 하나로

콩 또는 전분질원료를 혼합 사용하여 발효시킴으로써 단백

분해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의 구수한 맛과 전분질로

부터 유래하는 감미성분, 소금의 짠맛과 미생물에 의해 형

성되는 향미성분 등이 어우러져 복합적인 풍미를 나타내는

중요 조미식품이다(1). 된장은 제조방법에 따라 증자대두

에 자연계의 미생물들이 착생, 번식하게 하여 발효한 메주

를 소금물에 담가 제조함으로써 콩만을 원료로 하는 재래식

제조방법과 대두 또는 소맥분 등의 전분질 원료에 곰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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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rgillus oryzae)를 접종하여 배양한 코지와 함께 증자대

두 및 소금과 혼합하여 담그는 개량식 제조방법이 있다.

품질 측면에서는 일반적으로 재래식 제조방법은 메주의

제조과정에서 제조방법과 기후의 차이에 의해 다양한 미생

물이 관여하므로 메주의 품질이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옥외에서 항아리에 의한 담금, 숙성으로 인하여 장기간 일

정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으며

(1-3), 개량식 제조방법에 있어서는 대두, 소맥 등의 원료를

이용한 코지 된장의 경우 재래식 된장의 복합적인 고유풍미

에 미치지 못하므로 메주를 혼합 사용하거나 메주의 미생물

을 스타터로 이용하는 제조방법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며, 소맥분등의 원료에 따른 품질 저하의 문제

가 우려된다(4-6).

특히 산업적인 제조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개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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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방법의 경우에는 주로 소맥분코지를 원료로 하고 있으

며, 우수풍미의 된장을 제조하기 위해 메주와 미생물을 응

용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코지원료 또는

전분질 원료로써 소맥분이외의 쌀을 원료로 하는 된장 제조

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7). 즉 된장의 제조에 있어서

황국균과 납두균을 혼합 배양한 된장메주가 효소활성과

숙성품질이 우수하였으며(6,8), 재래된장의 풍미에 미치는

주요세균은 Bacillus subtilis, Bacillus licheniformis 및 일부

Bacillus 속 균으로 알려져 있으며(5, 9-12), 재래식메주,

Bacillus spp.를 접종한 콩메주 및 Asp. spp. 코지를 이용한

된장의 연구에서 재래식 메주를 이용한 메주가 향기성분이

가장 많았고(13), Asp. oryzae 코지와 Bacillus spp. 를 혼합

배양한 된장이 풍미가 양호하였다고 보고(14,15) 하는 등

코지와 메주 미생물을 이용하여 개량식방법의 장점을 이용

하고 재래식 된장의 풍미를 살리기 위한 연구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나, 원료 측면에서 소맥분 대신 쌀을 이용한

된장의 특성과 풍미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저조하여 전처리방

법 및 숙성온도 변화에 따른 쌀된장의 특성변화 연구(16)

쌀을 이용한 된장의 품질특성 및 기호성 연구(17)와 두유박

을 이용한 쌀된장의 연구(18) 등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 기호도의 변화와 국가 간 식문화의

교류에 따라 다양한 취향의 제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전통된장의 연구에만 집중되어 있어 원료나

품질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지향하는 소비자의 욕구에 미치

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일본 된장은 전통적으로 쌀코지를

이용하며, 엄격한 발효관리를 유지함으로써 온화한 풍미를

유지하므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장점은 본받을 만하다. 더

욱이 근년에는 쌀의 가공방법을 달리한 코지로부터 된장을

제조하거나, 잡곡류를 이용한 된장의 제조연구(19,20)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하는 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료의 사용이 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통적

인 제조기술의 고정관념에 만 집착하지 않고 여러 세대의

기호를 충족시키며 식생활의 변화에 부응하는 원료와 제조

기술로 새로운 형태의 제품들이 다양하게 개발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최근 품질고급화를 위해 쌀을 이용한

고추장이 시판되는 등 장류에서도 쌀의 이용측면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므로 쌀을 이용한 된장의 개발을 통해 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수한 품질의 된장을 개발하기

위해서 전보(21,22)에서와 같이 메주로부터 단백분해효소

활성이 우수한 균주를 분리하고, 원료미의 처리방법에 따

른 코지 효소활성을 검토한 결과 현미(7분도미) 코지가 효

소활성이 가장 우수하였기에 7분도미 코지를 이용하여 된

장을 제조하고 숙성기간동안 품질특성을 조사함으로써 쌀

된장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백미는 2010년 진천산 추청미, 현미는

추청미를 7분도미로 도정하여 사용하였고, 콩은 국산 백태

(태광)를, 소금은 CJ제일제당의 꽃소금을 시중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코지제조를 위해 곰팡이는 충주대학교 발

효가공실험실에 보관 중인 Aspergillus oryzae CJCM-4를

이용하였으며, 된장담금에이용된효모는 Zygosaccharomyces

rouxii (KCCM 12066)를 한국종균협회로부터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일반분석용 시약은 Sigma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코지 제조

원료미는 수세하여 백미는 6시간, 현미는 12시간 침지시

킨 후 2시간 물 빼기를 하고, 1 kg/cm
2
에서 20분간 증자한

다음 방냉하였다. 여기에 곰팡이(A. oryzae CJCM-4) 포자를

0.2% (W/W)접종하여 제국상자(45cm×30cm×5cm)에 2 Kg

씩 나누어 담고 발효기(SDCC-1P, KOMA Co, Japan)에서

30℃, 상대습도 90%의 조건하에서 72시간 제국하여 사용하

였다. 제국과정 중 품온이 36℃가넘지 않도록 3~4회헤치기

를 행하였으며, 제국 48시간 이후에는 발효기의 온도를 2

5℃로 내려서 품온 상승을 억제하여 코지를 제조하였다.

된장 제조

대두는 3회 수세하여 12시간 침지시킨 후 1 Kg/cm
2
에서,

30분간 증자하였다. 된장담금은 대두와 현미코지의 비율을

달리하여 (대두:현미코지= 1.5:1, 2:1, 3:1) Table 1의 배합비

율에 따라 담금하였고, 대조구로는 쌀코지(대두:쌀코지

=2:1)를 사용하였다. 효모스타터는 10%코지용액을 55℃에

서 4시간동안서서히교반하여얻은당화액에Zygosaccharomyces

rouxii를 접종 배양하여 얻은 균액(2×10
7
CFU/mL)을 된장

1g당 105수준이 되도록 첨가하였다. 대두, 코지, 소금 및

물과 함께 혼합한 조성물은파쇄하여 10 L 플라스틱황토용

기에 담가 30℃ 항온기에 저장 숙성하였다.

Table 1. Mixing ratio for rice Doenjang

(Unit:g)

Samples
Ingredients BR-1

1)
BR-2

2)
BR-3

3)
PR

4)

Cooked soybean 3600 4000 4500 4000

Rice koji 2400 2000 1500 2000

Sodium chloride 1000 1000 1000 1000

Water 1200 1200 1200 1200

Cultured yeast 100 100 100 100
1)BR-1: Doenjang prepared with the ratio of cooked soybean: brown rice koji (1.5:1)
2)BR-2: Doenjang prepared with the ratio of cooked soybean: brown rice koji (2.0:1)
3)BR-3: Doenjang prepared with the ratio of cooked soybean: brown rice koji (3.0:1)
4)PR: Doenjang prepared with the ratio of cooked soybean: polished rice koji (2.0:1)

BR means brown rice polished with 70% ratio of rice bran
PR means rice polished with 100% ratio of rice b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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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성분 분석

수분은 적외선 수분측정기(FD-240, Kett, Japan)를 이용

하여 0.1%이하의 유의차를 항량으로 측정하였으며, 염도

는 시료 10g에 90ml의 증류수를 넣어 믹서로 균질화 시킨

혼합액을 염도계(TM-30D, TAKEMURA, Japan)로 측정하

였고, pH는 시료와 증류수를 동량의 비율로 혼합하여 직접

pH meter (PHM 210, Radiometer, France)로 측정하였고,

적정산도는 시료 10g에 증류수 40 mL를 가하여 교반하면서

0.1N NaOH 용액으로 pH가 8.3이 될 때까지 적정하여 그

소비량(mL)을 적정 산도로 나타내었으며(23), 에칠알코올

은 산화환원적정법, 환원당은 Somogyi변법으로 측정하였

다(24)

아미노산성 질소 분석

아미노산성 질소(NH2-N)는 포르몰 질소함량에서 암모

니아성 질소 함량을 뺀 것으로 하였는데, 포르몰질소의 측

정은 시료 1 g에 증류수 20 mL를 가하여 교반 후 원심

분리(1,000 g ×10 min)하여 상징액 10 mL를 formalin 10

mL과 혼합하여 pH 8.3이될때까지 0.1N NaOH로 적정하여

적정 mL수를 환산하였다(23) 암모니아성질소(NH3-N)는

된장추출액 20 mL, 30% NaOH 2 mL와 소포제로써 실리콘

수지 3 mL를 증류장치에 넣은 다음, 5분간 증류할 때에

발생하는 가스를 3% boric acid로 포집하여 0.02N HCl로

pH 4.0까지 적정하여 산출하였다(24)

미생물수 측정

시료 10 g을 Stomacher 전용의 무균 pouch에 취한 다음,

멸균 생리식염수용액(0.85% Nacl) 90 mL를 붓고 stomacher

(promedia SH-II M, Erlmex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1분간 균질화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차례로 10배희석액을

조제한 다음 균수측정에 사용하였다. 총균수는 PCA (plate

counting agar, DIFCO, USA)배지에 접종하여 37℃

incubator에서 48시간 배양 후 발생한 colony수를 계수하여

Table 2. Changes in moisture content and salinity during the aging of rice Doenjang

(Unit:%)

Samples
Aging time (days)

0 10 20 30 40 50 60

Moisture
content

BR-1 46.49 50.22 53.81 54.84 55.15 50.06 55.25

BR-2 50.68 53.78 53.45 56.58 56.42 57.45 57.52

BR-3 51.99 56.57 53.72 56.58 54.81 56.34 55.73

PR 52.59 58.56 56.38 57.48 55.61 59.04 59.25

Salinity

BR-1 11.9 11.9 12 11.6 12.2 11.6 13.7

BR-2 13.8 12.3 12.6 11.7 12.5 11.7 13.9

BR-3 14.4 12.8 13.2 12.5 12.9 12 14.3

PR 14.1 12.6 13.1 12.2 12.4 12.2 13.8

총 균수(CFU/mL)로 하였고, 효모수는 PDA (Potato

Dextrose Agar, Difco, USA)에 접종하여 30℃ incubator에서

48시간 배양 후 발생한 colony수를 계수하였다.

색도 측정

된장의 표면색도 측정은 색차계 (Colorimeter, Model

CR-300,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명도(L값), 적색도(a값,

+:적색, -:녹색), 황색도(b값, -:황색, +:청색)로 나타내었으

며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이 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의 L,

a, b 값은 각각 89.2, 0.921 및 0.78 이었다.

아미노산 분석

아미노산과 γ-aminobutyric acid 분석은 Waters AccQ-Tag

amino acid 분석법(Waters, USA)에 의하여 분석하였다(25)

된장 1.0 g을 증류수 10 mL을넣고 균질화한 후 trifluoroacetic

acid 용액 20 mL를 가하여 단백질을 제거하였고 이것을

1.0 mL 취하여 membrane filter를 이용하여 여과한 20 μL

취하여 borate buffer 60 μL와 혼합시키고 여기에 AccQ 유도

체용액 20 μL를첨가하여 1 분간 정치 후 55℃에서 10분간

반응을 하였다. 분석 조건은 HPLC (Waters 2695XC,

Waters, USA) 를 사용하여 컬럼은 AccQ-Tag (3.9×150 mm,

Waters, Ireland)을 사용하였고, 형광검출기(EX: 250 nm,

EM: 395 nm)로 검출하였으며, 이동상은 10% AccQ Tag

Eluent A(이동상 A)와 60% ACN(이동상 B)의 비율을 5:95(5

분) → 10:90(15분) → 15:85(19분) → 33:67(32분) →

100:0(34분) → 0:100(44분)으로, 유속은 1 mL/min의 조건으

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분 및 염도 변화

Table 2는 된장의 수분과 염도를 측정한 결과로 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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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직후 수분함량은 50.49～52.59%로 시료 간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숙성 40일째 이르러서는 현미코지로

담근 BR-1,2,3된장과 백미코지로 담근 PR된장 모두

54.81~56.42%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숙성 60일째에 55.2

5～57.52%로 초기에 비해 약 4.76～6.86%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된장은 숙성과정에서 제조 원료 자체의 수분 함량과

숙성 기간 중 상대 습도의 변화, 숙성 과정 중 고형분의

분해정도에 의해 수분 함량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데(17), 시판되고 있는 10종의 재래식 된장의 수분함량

의 경우 제법에 따라 수분함량이 46.90～57.60%의 범위로

차이가 있다고 보고된 결과(26)와 비교 시에는 본 연구에서

제조된 된장의 수분함량은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한국전통식품인증 규격의 된장 수분함량 기준인 55.0% 이

하(27)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된장 제조 시에

배합비의 조절에 의한 수분함량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염도의 경우에는 담금 직후에는 배합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숙성 30일 이후에는 전체

적으로 평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이며 숙성 40일 째에는

12.2~12.9%범위로 시료간의 큰 차이가없었으나 숙성 60일

째 이르러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에는

소금이 배합된 직후이므로 소금의 용해와 배합상태가불균

일한 것으로 보이며 숙성이 경과됨에 따라 점차 고형물의

분해가 일어남과 동시에 염에 의한 삼투압에 의해 수분이

유출되면서 내부에서 평형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숙성 30일 이후에는 전체적으로 안정된 경향을 나타내었고

숙성 60일째다소염도가 높아지는 것은 숙성기간 중 숙성

환경에 의해 일부 수분의 증발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나

염도의 변화는크지 않았으며 배합 시목표염도로 계산했던

12%보다는 다소 높아 향후 된장 담금 시에는 소금량의

감소가 요구된다. 이러한 경향은 숙성기간중의 염도의 변

화는 미미하였다는 다른 연구결과와 유사하며(17). 본 연구

와는 달리 혼합콩(강낭콩, 서리태, 서목태, 작두콩, 청태,

팥)을 사용하여 된장을 제조하였을 때 혼합콩의 함량이 증

Table 3. Changes in pH and acidity during the aging of rice Doenjang

Samples
Aging time (days)

0 10 20 30 40 50 60

pH

BR-1 5.46 5.12 5.01 4.99 5.02 4.97 4.88

BR-2 5.48 5.18 5.06 5.07 5.07 5.01 4.97

BR-3 5.48 5.27 5.16 5.08 5.13 5.04 5.03

PR 5.51 5.31 5.16 5.12 5.11 5.07 5.01

Acidity
(mL/g)

BR-1 9.38 16.83 21.23 19.80 20.35 22.33 24.31

BR-2 8.47 16.39 20.24 18.37 18.81 18.81 22.77

BR-3 8.47 16.83 18.81 18.81 19.36 20.79 24.31

PR 7.92 15.84 18.26 17.38 17.82 18.37 21.34

가할수록 염도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숙

성 과정 중 혼합콩이 가지고 있는 성분의 차이로 보고하였

다(28).

pH 및 산도 변화

Table 3에서와 같이 pH의 변화는 숙성기간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산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백미 코지를 이용한 된장 PR에 비하여 현미

코지를 이용한 된장 BR-1, -2, -3의 pH 감소와 산도 증가

폭에 차이를 보였으며 코지비율이 높을수록 pH변화와 산

도증가 폭은 커지는 경향이었다. 한편 코지비율이 동일한

BR-2와 PR의 비교 시에는 현미코지를 사용한 BR-2가 PR에

비하여 pH 감소와 산도 증가의 차이가큰것으로 나타났는

데, 현미코지로 담근 된장의 변화가 백미코지에 비해 빠른

것은 현미에 들어 있는 질소와 인과 같은 영양원이 미생물

의 생육에 영향을 미쳐 유기산이 증가하면서 숙성이 빨리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19).

이와 같은 경향은 쌀된장의 숙성경과에 따라 pH는 점차

감소하여 pH가 5.0~5.2수준으로 저하하였다는 보고(16,19)

와 유사하며, 이는 된장을 포함한 장류 제품의 경우 숙성중

미생물의 작용으로 lactic acid, acetic acid, oxalic acid 등의

유기산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산도는 된장의 산미와 관계

가 있으며 lactic acid, acetic acid, oxalic acid 등의 유기산에

많은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아미노산, 펩타이드등 된장

의 감칠맛에 관여하는 factor들에 많은 영향을 받는 항목이

라 할 수 있으므로 숙성의 지표가 되는 이유이다(29) 따라서

사용한 코지의 종류와 코지의첨가 함량에 따라 pH 및 산도

의 변화를 보임에 따라 된장의 품질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

로 추정된다.

미생물 변화

된장의 발효 중 미생물은 된장의 맛과 향기에 큰역할을

한다(30). Table 4에서와 같이 세균의 수는 숙성경과에 따라

숙성 30일 째 까지 약간 증가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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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약간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0
5
-10

4
CFU/g의 균수

를 보였으며, 초기의 백미 코지를 사용한 된장 PR은 숙성

60일째까지 105의 세균수를 유지한 반면, 현미 코지의 경우

에는 30일 이후에는 세균수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

다. 효모의 경우도 효모의 경우에는 배합 시에 접종된 효모

의 량이 숙성 20일째 까지 약간의 증가를 이루다가 시간이

경과할수록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10
5
-10

4
CFU/g의

균수를 보였으며, 숙성기간 40일까지는 효모의 수가 감소

하여 103 CFU/g의 균수를 보이다가 60일 숙성 후 104 CFU/g

로 다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im 등(31)이 재래식

된장의 발효 기간에 따른 곰팡이와 효모 변화를 조사한

결과 발효 60일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것과

Lee 등(32)의 표고버섯이 첨가된 재래식 된장의 경우 발효

초기에는 나타나지 않다가 발효 15일에 균수가 출현하여

발효 30일 이후에는 감소하였다는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

다. 그러나 Lee와 Oh(33)의 된장의 발효에 관계하는 효모의

경우 배양 온도와 조건에 따라 생육곡선이 다르고, 효모에

의해 된장 발효 중 향미에영향을 주는 알코올등이 생성되

다가 숙성이 더 진행되면 에탄올의 완만한 증가와 생성된

Table 4. Changes in viable cell count of bacteria and yeast during the aging of rice Doenjang

(CFU/g)

Samples
Aging time (days)

0 10 20 30 40 50 60

Bacteria

BR-1 1.45×105 1.10×105 3.20×105 5.45×105 5.00×104 6.53×104 8.50×103

BR-2 2.65×105 1.60×105 2.20×105 6.60×105 6.40×104 6.03×104 1.90×104

BR-3 2.25×105 2.10×105 3.25×105 1.70×105 6.60×104 7.23×104 1.32×105

PR 5.85×10
5

8.50×10
5

9.00×10
5

7.00×10
5

1.38×10
5

2.24×10
5

1.28×10
5

Yeast

BR-1 1.05×10
5

4.60×10
5

7.37×10
5

5.00×10
4

4.00×10
3

1.85×10
4

1.75×10
4

BR-2 2.70×10
5

3.60×10
5

7.20×10
5

7.00×10
4

3.33×10
3

1.10×10
4

1.90×10
4

BR-3 2.20×10
5

1.95×10
5

4.75×10
5

1.30×10
5

4.33×10
3

1.20×10
4

1.90×10
4

PR 1.10×10
5

1.13×10
6

5.17×10
5

6.00×10
4

8.67×10
3

1.35×10
4

1.80×10
4

1)Mean value of triplicate measurements

Fig. 1. Changes in reducing sugar during the aging of rice
Doenjang.

에탄올에 의한 효모의 생육억제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된

결과와 유사하였다. 다만 이들의 보고에서는 효모수가

106CFU/g이상으로 높게 나타난것에 비하여 본 연구결과에

서는 효모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효모첨가에

의한 풍미물질의 증진을 위해서는 배양효모수의 증가 또는

접종량의 증가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환원당과 알코올 함량 변화

된장 숙성중의 환원당의 함량 변화를 측정한 결과 (Fig.

1), 제조 직 후 환원당의 함량은 13.63-14.13 mg/g이었으나

숙성 10일째 급격하게 증가하여 20.27-25.56 mg/g을 나타낸

후 숙성 20일째 다시 15.73-17.18 mg/g로 낮아졌는데 이는

코지의 효소에 의하여 초기에 증가된 환원당이 20일 이후

에는 된장 숙성에 관여하는 미생물의 영양원, 알코올 발효,

유기산 발효의 기질로 당이 이용되었기때문에 감소된 것으

로 생각되며, 코지비율이 높을수록 환원당이 높았던 것은

코지의 효소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전처리방법을 달리한 쌀된장의 숙성 시 숙성 20일

에 환원당이 최대에 이르렀고 이후 감소하였다는 Chung

등(16)과 신 등(34)의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알코올의 함량은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20일째 까지 급

격하게 증가하여 1.50-1.36%로 최대 함량을 나타낸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60일 숙성 시에는 0.41-0.52%의 함량을

나타냈다(Fig. 2) 알코올의 생성은 담금 시 접종된 효모가

생육하면서 생성된 환원당에 의하여 초기에 집중적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후 효소에 의한 단백질의 분

해와 미생물에 의한 유기산의 생성과 함께 풍미에 관여하는

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경향은 된장의

숙성과정 중 Saccharomyces rouxii 등의 효모 발효에 의하여

생성되는 알코올은 초기에 급격히 증가하여 숙성경과에

따라 점차 감소하였으며 이들이 장류의 향미에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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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된 바와 일치하였다(5,34)

아미노산성 질소 변화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은 된장의 숙성 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기준이다(19) 된장의 한국산업규격과 전통식품규

격에 의하면 아미노태 질소 함량 기준을 300 mg%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제조 초기에 341.6-436.8

mg%에서 숙성이 진행됨에 따라 서서히 증가하여 숙성 60

일째에 현미 코지를 사용한 된장, BR-1, -2, -3은 887.6, 848.4

와 814.8 mg%를 보인 반면 백미 코지를 사용한 된장 PR은

770.0 mg%로 다소낮은 함량을 보였으며, 현미 코지의첨가

량이 높을수록 아미노태 질소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다. 이는 재래식 된장 제조 시 아미노태 질소 함량이 377.2

0～834.08 mg%이었다는 보고에 비해 함량이 높았으며

(7,9), 아미노태 질소함량이 된장의 숙성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는 경향과 일치하였다(10,18)

유리아미노산 함량 변화

코지 함량 및 종류에 따라 제조한 된장의 유리아미노산

함량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다. 유리아미노산은 된장의

맛을 좌우하게 되는데, 담금 원료, 숙성 온도, 숙성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된장에서 맛에 대한 기여도는 leucine

Table 5. Contents of free amino acids in rice Doenjang after aging
of 60 days

Amino acids
Content in sample (mg%)

BR-1 BR-2 BR-3 PR

Aspartic acid 379.2±0.4 307.6±0.9 304.4±5.8 332.0±1.9

Serine 230.8±0.4 220.9±5.4 204.6±0.7 201.0±1.2

Glutamic acid 526.2±1.6 456.0±5.9 456.6±1.4 461.8±2.1

Glycine 116.2±0.1 119.3±2.2 107.3±0.5 105.9±0.7

Histidine 139.7±0.0 112.1±1.7 119.5±0.2 114.6±0.9

Arginine 427.3±0.0 365.9±5.5 362.8±0.6 360.9±0.9

Threonine 164.3±1.8 147.9±1.7 140.7±1.4 140.3±1.3

Alanine 174.2±1.8 173.0±1.7 158.4±1.2 153.9±0.6

Proline 212.6±1.2 218.4±4.6 196.0±1.8 193.9±2.1

Cysteine 32.0±1.2 17.8±1.2 28.5±0.3 32.7±0.9

Tyrosine 177.3±0.6 184.8±3.4 166.4±0.7 173.7±0.3

Valine 230.4±0.4 205.4±3.4 199.4±0.6 196.4±1.1

Methionine 69.0±0 57.4±0.7 60.3±0.1 58.8±0.2

Lysine 326.6±5.5 263.9±6.9 275.6±5.2 275.0±5.3

IsoLeusine 232.0±2.5 198.3±4.6 198.7±2.5 195.8±2.9

Leucine 366.6±4.7 316.9±8.0 313.5±4.5 311.0±4.9

Phenylalanine 242.8±2.6 202.0±4.6 203.9±2.5 148.3±5.3

Total 4047.0±1.5 3567.6±3.7 3496.5±1.8 3455.9±1.9

1)mean±S.D

과 iso-leucine 같은 쓴맛 성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 cystine, aspartic acid, glutamic acid와 같은 구수한

맛 성분이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10). 본 실험의 유리

아미노산 분석 결과, 현미 코지 함량이 높은 BR-1과 백미

코지를 사용한 PR은 glutamic acid>arginine>aspartic acid의

순이었으나 BR-2과 BR-3는 glutamic acid>arginine>leucine

의 순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Kim과 Lee(35)는 미생물급

원을 달리한 숙성 된장의 유리아미노산을 측정한 결과 시험

된장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glutamic acid, tyrosine,

lysine, aspartic acid 등이 비교적 많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유리아미노산의 총 함량을 살펴보면

PR이3455.9 mg%, BR-1, -2와 -3는 각각 4047.0, 3567.6,

3496.5 mg%의 값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현미 코지의 함량

이 높을수록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았으며, 코지함량이

같은 경우에도 현미 코지를 사용한 BR-2 된장이 백미 코지

만을 사용한 PR된장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여 줌으로써

백미코지에 비해서 현미코지를 사용하는 것이 된장의 아미

노산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일반적으로 아미노산 조성의 차이는 종균의 사용

여부와 종류, 원료 배합, 발효 기간 및 조건에 따라 그 조성

과 함량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Park 등(36)이 전국에서 수거

한 전통된장의 분석에서, 전통된장의 유리아미노산이 일식

된장 보다 높았고 분포는 707.4~4403.5 mg% 범위이었으며

전통된장의 평균 유리아미노산 총량은 2908.9 mg% 으로

보고 하였는데 본 연구 결과는 더 많은 유리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γ-Aminobutyric acid(GABA) 함량 변화

GABA는 식품 중에 널리 분포하는 비단백태 아미노산으

로 야채, 과일, 녹차, 곡물류 등에 존재하며, 인체에서는

중추신경계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하며(37), 혈압상승억제,

혈중 cholesterol 및 중성지방의 증가 억제, 뇌의 혈류개선,

비만방지, 시력증진 작용 이외에 신경의 흥분을 억제하고,

긴장을 완화시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등의

많은 약리적 효과가 있어 의약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38).

Jo 등(39)은 된장의 숙성기간에 따른 GABA 함량을 연구한

결과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여러 가지 효소적 반응에

의해 GABA 함량은 증가하고, GABA의 전구체인 glutamic

acid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대조군 시료의 경우

GABA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24.9 mg/kg이었으나, 숙성기

간이 증가함에 따라 43.8, 120.6, 569.5, 930.7 그리고 10년

숙성된 된장의 경우 1,938.7 mg/kg으로 대조군시료에 비해

약 77배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다. Table 6에서와 같이

GABA 함량은 숙성기간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현미 코지를 사용한 된장(BR-1, -2, -3)은 백미

코지만 사용한 된장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특히

백미코지를 이용한 된장은 담금초기에는 GABA가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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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숙성이 진행되면서 생성되며, 현미코지 된장은 초기

에서부터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코지 제조과정에서 유래하

는 것으로 추측되었다. 숙성 60일째 생성된 GABA함량은

30.4~36.2 mg%수준으로 앞서 보고한 1년 숙성된 된장인

43.8 mg%에 비해 다소 적은 수준이었으나 숙성과 함께

GABA함량이 증가되고 현미된장이 유사한 수준이나 다소

높은 것으로 보아 향후 GABA함량을 증진 시킬 수 현미된

장의 연구를 통해 기능성 된장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6. Changes in GABA(γ-aminobutyric acid) contents during
the aging of rice Doenjang

(Unit : mg%)

Samples
Aging time (days)

0 30 60

BR-1 27.3±1.2 36.5±1.2 35.6±1.6

BR-2 27.1±1.5 33.3±1.4 30.6±1.0

BR-3 27.3±0.9 34.4±1.2 36.2±1.1

PR trace 27.4±1.0 30.4±1.2

Table 7. Changes in Hunter color values during the aging of rice Doenjang

Aging time (days) Hunter
Samples

BR-1 BR-2 BR-3 PR

L 45.98±0.27 46.95±0.49 48.86±0.07 49.92±0.36

0 a 2.79±0.13 2.87±0.15 3.08±0.09 2.84±0.11

b 15.31±0.1 15.69±0.22 16.17±0.28 16.29±0.16

L 42.16±0.22 42.32±0.38 42.78±0.33 45.80±0.3

10 a 3.47±0.23 3.39±0.03 3.82±0.17 3.61±0.09

b 14.59±0.04 15.49±0.28 15.51±0.1 15.69±0.17

L 41.22±0.2 41.21±0.45 40.79±0.13 43.33±0.44

20 a 3.65±0.09 3.62±0.07 4.14±0.09 3.56±0.1

b 16.16±0.05 15.59±0.15 16.14±0.15 17.06±0.27

L 41.49±0.61 41.35±0.47 40.63±038 42.90±0.32

30 a 4.83±0.6 4.65±0.19 4.53±0.16 4.64±0.06

b 14.69±0.35 14.66±0.2 14.31±0.17 15.27±0.1

L 38.47±0.18 39.07±0.17 40.84±0.15 42.36±0.03

40 a 4.90±0.04 4.88±0.08 5.42±0.33 4.88±0.1

b 17.99±0.04 15.35±0.22 15366±0.08 16.53±0.08

L 36.27±0.04 38.07±0.41 38.36±0.18 40.43±0.17

50 a 5.29±0.26 5.14±0.27 5.48±0.03 5316±0.22

b 13.95±0.14 14.85±0.15 14.33±0.14 15.63±0.20

L 34.75±0.39 36.63±0.41 36.39±0.46 38.34±0.21

60 a 5.54±0.04 5.79±0.35 6.03±0.1 5.86±0.14

b 11.68±0.14 12.63±0.35 11.95±0.31 13.54±0.38

색도 변화

색도는 숙성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L값(lightnesss)과 b값

(yellow)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a값(redness)는 증가

하는 경향을 보여 된장의 색상은 숙성 경과에 따라 점차

어두어 지며 적갈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성

30일 이후부터 색상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된장 제조 직후 L값은 BR-1 45.98, BR-2 46.95, BR-3 48.86,

PR 49.92로 현미 코지 사용 시 보다 백미 코지 사용 된장에

서의 L값이 높았으며, 숙성 60일에도 이러한 경향을 보였

다. 현미 코지를 사용한 된장은 현미 코지의첨가량이 높을

수록 L값이낮아 도정도가 높은 백미 코지 된장(PR)이 다소

색상이 밝은 것을 알 수 있다. 60일 숙성 후 현미 코지를

사용한 된장의 a값은 숙성 초에 비하여 2.75(BR-1),

2.92(BR-2)와 2.95(BR-3)의 증가를 보여주었으나, 백미 코

지를 사용한 된장(PR)은 3.02가 증가하여 유사한 증가폭을

보여주었다. 특히, 밝기와 황색도는 숙성기간에 따른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는데, 효소작용에 의해 생성된 유리아

미노산은 효소의 분해 작용으로 생성된 유리당과

amino-carbonyl 반응을 일으켜 이 반응의 최종산물인

melanoidin을 형성하게 된다. 된장의 색이 이들 melanoidin

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공기와 접촉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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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의 존재 하에서 더욱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특히 된장은 가열공정이 없으므로 비효소적갈변이 심각하

지 않은 반면에 효소적 갈변의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41).

Fig. 2 Changes in ethyl alcohol content during the aging of rice
Doenjang.

Fig. 3 Changes in amino nitrogen during the aging of rice Doenjang.

요 약

코지와 대두의 혼합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된장을 60일

간 숙성하면서 품질을 비교 평가하였다. 대두와 현미코지

의 비율은 1.5:1 (BR-1), 2:1 (BR-2), 3:1 (BR-3)로 하고, 대조

구로써 대두와 백미코지를 2:1 (PR)로 하였다. 60일 숙성

후 수분과염도는 시료 간에큰차이가없었으나, 숙성 경과

에 따라 pH, 산도 및 미생물수는 숙성 20~30일째에 최대에

이르렀고. 이에 앞서 10~20일째에환원당 함량과 에칠알코

올함량이 최대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는 코지비율이

높을수록 빠르고 변화 값이 높은 경향이었다. 된장의 숙성

지표가 되는 아미노태 질소 함량도 숙성 경과에 따라 증가

하여 60일 숙성 후 BR-1이 가장 많은 887.6 mg%이었으며,

유리아미노산 함량도 BR-1이 가장 높아 4047.0±1.5 mg%이

었으며, 코지비율이 높을수록 아미노산 생성이 많았다.

GABA함량은 숙성 경과에 따라 소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색도는 숙성 경과에 따라 L값과 b값은 점차 감소하였

으며 a값은 점차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현미코지

를 이용한 된장은 백미코지를 이용한 된장에 비하여 숙성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와 함께 된장의 풍미를 결정하는 환

원당, 에칠 알코올 및 아미노산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변화는 숙성 30일 까지 뚜렷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현미코지 된장은

백미코지 된장에 비하여 단백효소활성이 우수하므로 상대

적으로 숙성이 빠르게 진행되며 에칠알코올과 아미노산

성분 등의 풍미물질이 많이 생성될 뿐만 아니라 현미의

영양성분이나 기능성물질인 GABA성분의 생성이 유도되

어 산업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현미코지

비율이 가장 높았던 BR-1이 품질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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