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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덕을 첨가하여 속성시킨 된장형 제품의 품질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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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qualities of Deodeok  Doenjang including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sensory properties were 
investigated over the following range of Deodeok  levels: 5, 10, 15 and 20% (all w/w). The strains used in the 
manufacturing of Doenjang  were Bacillus  sp. B-3 and Aspergillus sp. M-9 with the highest enzyme activities 
like amylase and protease. In case of Deodeok Doenjangs prepared with Bacillus sp. B-3, the amino-type nitrogen 
of Doenjang containing 10% (w/w) Deodeok was produced more than others during fermentation for 40 days. 
Amino-type nitrogen produced in Deodeok Doenjang prepared with Aspergillus sp. M-9 was more than one 
of Deodeok Doenjangs with Bacillus sp. B-3 and a commercial Doenjang. When Deodeok content exceeded 15% 
(w/w), higher content resulted in lesser amino-type nitrogen produ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Deodeok had 
influenced growth of Bacillus sp. and Aspergillus sp. Sensory evaluation showed that Deodeok Doenjangs containing 
10% (w/w) Deodeok and 1% (w/w) Bacillus sp. B-3 and containing 20% (w/w) Deodeok and 1% (w/w) Aspergillus 
sp. M-9 were superior to the other Doenjangs  t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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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더덕(Codonopsis lanceolate)은 롱꽃과(Campahutaceae)

에 속하는 다년생 덩굴성 식품으로 주로 야생에서 자라는 

것을 채취하여 한약재와 식용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재배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다. 더덕은 편도선염, 궤양, 폐결핵, 천식, 

해독, 거담  진해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산삼에 버 가는 뛰어난 약효가 있다고 하여 로부터 사삼

이라 불려 왔으며, 인삼, 삼, 단삼, 고삼과 더불어 5삼 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1,2). 더덕의 뿌리에는 사포닌(saponin)

과 이 린(inulin) 성분 등이 있고, 잎에는 라보노이드(flavo-

noid) 성분의 일종인 라본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비

계통, 폐와 신장을 보호하는 약용식물인 동시에 최상의 

건강식품이다(3). 더덕은 한방에서는 인삼 용으로 민간요

법의 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한 독특한 풍미로 인하여 

생으로 구이, 임식품 등에 사용되어 왔으나, 특유의 맛과 

향으로 인하여 소비자계층이 한정되어 있으며 부가가치를 

높이는 가공식품으로의 활용이 매우 미미한 상태이다.

건 , 강장제  성인병 방 등의 약리작용이 뛰어난 더

덕을 이용한 가공제품은 재 생더덕, 깐더덕, 더덕무침 등 

단순가공에 치우쳐 있어 더덕의 활용증 와 더덕 생산 농가

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한 더덕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제품 

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된장과 같은 통 장류는 로부터 단백질 공 이 부족한 

우리 민족에게 불포화지방산  필수아미노산을 공 하는 

두 발효식품으로서 양학 으로 단히 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4,5). 된장은 양공 의 양학 인 기능 외에 

항산화성, 항암성, 항변이원성, 고 압 방, 용해  골

다공증 방 등의 3차 기능인 생체조 기능을 갖고 있는 건

강식품이라 할 수 있다(6-9).

된장에 한 연구는 지 까지 수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

으나, 더덕에 한 연구로는 Kim(1)이 자연산 더덕과 재배 

더덕의 일반성분  아미노산 조성을 비교한 것, Kim 등(10)

이 처리 방법을 달리하여 더덕의 휘발성 성분을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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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ratio of raw materials for Deodeok Doenjang  (Unit: g)

Samples 
No.

Strains
Deodeok Soybean1) Salt Water Total

Bacillus  sp. B-3 Aspergillus sp. M-9

1
2
3
4
5
6
7
8
9
10

8
8
8
8
8
0
0
0
0
0

0
0
0
0
0
8
8
8
8
8

  0
 40
 80
120
160
  0
 40
 80
120
160

677.2
637.2
597.2
557.2
517.2
677.2
637.2
597.2
557.2
517.2

84
84
84
84
84
84
84
84
84
84

30.8
30.8
30.8
30.8
30.8
30.8
30.8
30.8
30.8
30.8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800

1)Soybean steamed at 121oC for 15 min.

한 것, Jin 등(11)이 건조방법을 달리하여 제조한 생더덕의 

이화학   능  특성의 변화를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더덕의 기능성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Kang 

(12)은 더덕 부 별 세포벽 물질의 하나인 페놀성 화합물의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 고, Kim 등(13)은 더덕 추출물의 항

돌연변이  항종양 효과를 조사하 고, So 등(14)은 산더덕

에 의한 식세포의 일산화질소(NO) 생성  싸이토카인 

유도효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Kim 등(15)은 더덕의 항산화 

효과에 의한 세포보호에 하여 보고하고 있다. 한 더덕 

가공품에 한 연구로는 Jin 등(16)이 더덕을 첨가한 약주를 

개발하는 것과 Kwon과 Choi(17)가 더덕이 첨가된 침출주의 

품질 변화를 조사한 것이 있으나 더덕된장에 한 보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더덕 잔뿌리

의 활용도를 증 시키기 해 된장 제조에 더덕 잔뿌리의 

함량을 달리하여 첨가한 된장의 품질에 미치는 향을 조사

하여 더덕된장을 개발하기 한 기 자료로 제시코자 하

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더덕은 활용가치가 극히 낮은 잔뿌리로

서 강원도 횡성에서 2009년 구입하여 사용하 다. 된장을 제

조하기 해 두는 메주콩을, 식염은 굵은 소 을 시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한 더덕된장과 비교하기 해 시

에서 재래식된장 5종을 구입하 다.

균주

본 연구에 사용된 세균  곰팡이는 보(18)에서 나타낸 

국 17개 지역에서 수거한 재래식 메주에서 분리하여 API 

kit와 지방산 조성 등을 분석하여 속명까지 동정한 후 사용

하 다. 분리한 균주 에서 α-amylase, β-amylase  산성 

protease의 활성이 가장 우수한 균주인 Bacillus  sp. B-3, 

Aspergillus  sp. M-9를 동정하여 각각 PCA(Difco Lab., 

Michigan, USA)(19)와 PDA(Difco Lab.)(19) 배지에 보 하

면서 사용하 다.

된장 제조

더덕이 된장 품질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Table 

1의 비율로 원료를 첨가하여 제조하 다. 즉 두를 선별한 

후 두의 량비로 2배(v/w)의 물에 12시간 침지한 다음 

30분간 물 빼기를 하 다. 물을 뺀 두를 고압 증기살균기

(SH-AC1, SAM HUNG Machinery Corp., Seoul, Korea)에 

넣어 121oC에서 15분간 증자하 다. 더덕은 상품가치가 떨어

지는 잔뿌리 생체 그 로 이물질과 흙을 제거한 다음 깨끗한 

물에 씻은 후 얇게 썰어 열풍건조기(J-400M, JISICO Scientific 

Co., Seoul, Korea)에 넣어 60oC에서 5일간 건조하 다. 건조

한 더덕은 분쇄하여 60 mesh에 통과한 것을 된장 제조에 

이용하 다. 증자한 두, 분말 더덕, 식염  물을 첨가하여 

총 량 800 g으로 하여 25oC에서 40일간 숙성시켰다. Starter

는  처리구 No. 1∼5의 경우  Bacillus sp. B-3을, No. 6∼10

은 Aspergillus  sp. M-9를 각각 체 량의 1%(w/w)를 

첨가하 다. Starter는 각각 세균과 곰팡이를 1차 으로 액

체배양 시킨 후 증자한 두에 2차 으로 종하여 배양한 

두를 분쇄한 것이다. 더덕 첨가량은 처리구 No. 2와 7의 

경우 5%(w/w), No. 3과 8은 10%(w/w), No. 4와 9는 15% 

(w/w), No. 5와 10은 20%(w/w)를 첨가하 으며 염도는 

10%(w/w)가 되도록 조 하 다.

일반분석

더덕된장의 수분은 105oC 상압건조법(20)으로 하 으며, 

아미노태질소는 식품공 에서 정한 formal 정법(21)으로 

하 고, pH는 된장 시료 10 g에 증류수 10 mL를 넣어 혼합한 

다음 여과하여 얻은 여액에 pH meter(8417, Hanna Co., 

Singapore)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염도는 시료 일정량을 

정평하여 물에 녹인 후 500 mL로 정용한 다음 100 mL를 

취하여 0.1 N AgNO3로 정하 다. 색도는 색차계(Color 

difference meter CM-3500d, Minolta, Osaka, Japan)를 사

용하여 Hunter scale에 의해 L(lightness), a(redness), b 

(yellow) 값으로 표시하 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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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검사

더덕된장에 한 능검사는 5  평 법(23)을 이용하여 

훈련된 능요원 12명을 상으로 맛, 향, 색  체 인 

기호도에 해 가장 좋다(5 ), 보통이다(3 ), 가장 나쁘다

(1 )의 수로 표기하 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치와 표 편차로 나타내었으며, 통

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Social Science, Ver-

sion 17.0)(24)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25)를 실행하

여 p<0.05 수 에서 각 시험구간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결과  고찰

Bacillus sp. B-3을 starter로 제조한 더덕된장의 숙성 

 아미노태질소 함량 변화

Table 1과 같이 제조한 10종의 더덕된장  Bacillus sp. 

B-3을 starter로 제조한 No. 1∼5의 더덕된장을 25
oC의 항온

기에 40일간 숙성시키면서 8일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숙성 의 지표물질인 아미노태질소 함량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는 Fig. 1과 같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구인 더덕을 첨가하지 않

은 된장인 No. 1은 무수물 기 으로 숙성 8일경에 84.43 

mg%를 생성하고 이후 완만히 증가하여 숙성 40일경에는 

461.10 mg%를 나타내고 있었다. 아미노태질소 함량이 가장 

많이 생성된 더덕된장은 10%(w/w)의 더덕을 첨가한 No. 

3로 숙성 16일경부터 격히 생성되어 숙성 40일경에는 

920.16 mg%를 생성하여 더덕 무첨가구인 No. 1에 비해 2.0

배 많은 양이 생성되었다. 그 외 더덕 5%  15%(w/w)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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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amino-type nitrogen of Deodeok Doenjang  
inoculated with Bacillus sp. B-3 during fermentation at 25

o
C 

for 40 days. ─●─: Doenjang without Deodeok, ─◯─: Deodeok 
Doenjang  containing 5% (w/w) Deodeok, ─▼─: Deodeok 
Doenjang containing 10% (w/w) Deodeok, ─▽─: Deodeok 
Doenjang  containing 15% (w/w) Deodeok, ─■─: Deodeok 
Doenjang  containing 20% (w/w) Deodeok.

더덕된장인 No. 2와 No. 4의 순으로 No. 1에 비해 약간 많은 

양의 아미노태질소가 생성되고 있으나 20%(w/w)의 더덕이 

첨가된 더덕된장인 No. 5는 더덕 무첨가구인 No. 1에 비해 

아미노태질소 함량이 약간 은 양이 생성되고 있었다.

이런 결과는 더덕 함량이 일정량 이상이 될 경우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 생성에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Jang 등(26)이 더덕과 유사 성분을 지닌 인삼 농축

액을 된장 제조에 0.24, 0.71, 1.20, 2.40%(w/w)를 각각 첨가

한 후 아미노태질소 함량에 향을 미치는 protease 활성을 

조사한 결과 인삼 농축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유사하 다. Bacillus sp. B-3으로 종

한 더덕된장 처리구에서는 통식품규격(27)에서 정한 아미

노태질소 함량인 무수물 기 으로 667 mg% 이상인 것은 

더덕 10%(w/w) 첨가 된장뿐이었다.

Aspergillus sp. M-9를 starter로 제조한 더덕된장의 

숙성  아미노태질소 함량 변화

Table 1과 같이 제조한 10종의 더덕된장  Aspergillus 

sp. M-9를 starter로 제조한 No. 6∼10의 된장을 25oC의 항

온기에 40일간 숙성시키면서 8일 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숙성 의 지표물질인 아미노태질소 함량의 변화를 살펴 본 

결과는 Fig. 2와 같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체 으로 Bacillus sp. B-3을 

starter로 한 더덕된장보다는 Aspergillus sp. M-9로 종한 

더덕된장이 아미노태질소를 약 2배 이상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덕을 첨가하지 않고 Bacillus sp. B-3로 제조

한 된장을 40일 숙성시킨 결과 460.10 mg%를 생성한 반면 

Aspergillus sp. M-9로 제조한 된장은 1207.04 mg%를 생성

하고 있어 조구에 비해 2.6배 이상 생성되고 있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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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s of amino-type nitrogen of Deodeok Doenjang 
inoculated with Aspergillus sp. M-9 during fermentation 
at 25oC for 40 days. ─●─: Doenjang without Deodeok, ─◯─: 
Deodeok Doenjang containing 5% (w/w) Deodeok, ─▼─ Deodeok 
Doenjang containing 10% (w/w) Deodeok, ─▽─: Deodeok 
Doenjang containing 15% (w/w) Deodeok, ─■─: Deodeok 
Doenjang containing 20% (w/w) Deod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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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physiochemical components of Deodeok Doenjang fermented for 40 days

Sample No.
1) Moisture

(%)
NaCl
(%)

Amino-type nitrogen2) 
(mg%)

pH
Color

L a b

No. 1
No. 2
No. 3
No. 4
No. 5
No. 6
No. 7
No. 8
No. 9
No. 10
DJ3)

    64.46±0.75b
    63.16±0.07e
    63.10±0.57e
    63.32±0.43de
    62.03±0.34f
    65.62±0.44a
    66.09±1.63a
    64.24±1.11bc
    63.99±0.35bcd
    63.60±0.53cde
    60.01±2.29g

    9.27±0.00ef
    9.92±0.00bcd
    9.78±0.00bcde
   10.09±0.00bc
    9.46±0.00cdef
    9.01±0.00f
    9.78±0.00bcde
    9.81±0.00bcde
    9.40±0.42def
   10.23±0.41b
   12.04±2.42a

     460.10±3.25j
     549.29±0.00h
     920.16±6.67f
     525.60±3.27i
     348.59±0.00k
    1207.04±6.55c
    1238.40±3.92b
    1289.03±4.05a
    1179.76±3.97d
    1065.99±4.00e
     606.74±104.19g

5.30
5.40
5.26
5.33
5.40
5.53
5.56
5.60
5.62
5.47
5.39

    57.44a

    49.14b

    41.28d

    36.78ef

    35.42f

    46.83c

    41.85d

    37.91e

    35.98f

    35.39f

    29.70g

    5.64ab

    4.51d

    5.68ab

    5.71ab

    5.81ab

    5.87a

    5.16c

    5.11c

    5.39bc

    5.95a

    5.20c

   18.27a

   13.37b

   11.54d

    9.80e

    9.82e

   12.73bc

   12.21cd

   10.16e

   10.19e

   10.50e

    7.04f

1)Samples are the same in Table 1.
2)Anhydrous weight.
3)Commercial traditional Doenjang.
a-k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더덕 함량이 5, 10%(w/w) 첨가된 처리구의 아미노태질소 

함량이 조구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 15, 20%(w/w) 첨가

된 처리구에서는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이는 더덕 

함량이 Bacillus sp.  Aspergillus sp.의 생육에 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Yoo 등(28)이 통 

된장으로부터 분리한 Bacillus 속으로 제조한 된장의 아미

노태질소 함량이 Aspergillus oryzae보다 게 생성되었다

는 결과와 Seo 등(29)이 Bacillus속과 Aspergillus속으로 만

든 메주를 이용하여 개량식 된장을 제조하여 아미노태질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Aspergillus속이 Bacillus속보다 월등

히 많은 아미노태질소가 생성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

었다. 한 모든 처리구에서 통식품규격(27)에서 정한 아

미노태질소 함량인 무수물 기 으로 667 mg% 이상 생성되

고 있었다. 이런 결과로부터 더덕된장 제조할 때는 Bacillus 

sp.을 starter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Aspergillus  sp.를 

starter로 이용하는 것이 아미노태질소 함량이 많이 생성되

어 된장 품질에 좋은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덕된장의 일반성분

Table 1과 같이 제조한 10종의 더덕된장을 25oC에서 40일

간 숙성한 후 수분 등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체 으로 수분을 비롯한 모든 항목에서 5% 수 의 

유의성이 인정되어 시료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분의 경우 최  62.03%에서 최고 66.09%로 평균 63.16%

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일반 재래식된장의 평균 60.01%

에 비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더덕된장의 제조 표

화를 해 수분조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염도의 

경우 10종의 더덕된장의 염도는 9.01∼10.23%로 10% 후

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실험 설계상 10% 후로 조정한 

결과인 것으로 단된다. 이에 반해 시 에서 구입한 재래식

된장의 평균 염도는 13.54% 다. 아미노태질소는 최  348.59 

mg%에서 최고 1289.40 mg%로 약 3.7배 차이가 나고 있으

며 평균 878.50 mg%로 재래식된장의 평균 606.74 mg%보다 

약 1.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H의 경우 5.26～5.62를 보이고 있었으며, 평균 5.45를 보

여 재래식 된장의 평균 5.39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색의 경우 밝은 색의 기 인 L(lightness)은 최  35.39에서 

최고 57.44로 시료 간에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더덕 함량의 많을수록 L값이 낮아져 더덕이 된장의 색깔에 

큰 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 starter로 

사용한 균주에 따라서도 더덕된장에 색깔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더덕을 첨가하지 않고 Bacillus sp. B-3

로 제조한 더덕된장의 경우 L값이 57.44를 나타낸 반면 

Aspergillus sp. M-9로 제조한 더덕된장은 46.83을 나타내

고 있어 세균보다는 곰팡이로 제조할 경우 L값이 낮았다. 

체 으로 더덕 된장이 시 에서 구입한 재래식 된장의 평

균 L값인 29.70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Bacillus sp. B-3을 starter로 제조한 더덕된장의 능

검사

효소 생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한 Bacillus sp. B-3을 

starter로 종한 후 25oC에서 40일간 숙성시킨 더덕된장의 

능검사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맛, 향  체 인 기호도에

서는 5% 수 에서 유의성을 볼 수 없었으나, 색에 있어서는 

5% 수 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어 시료 간에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색의 경우 더덕 15%(w/w) 함유 된장인 No. 

4가 가장 높은 4.17을 얻고 있는 반면 더덕이  첨가되지 

않은 조구인 No. 1이 가장 낮은 2.17을 얻고 있어 더덕이 

일정량 함유된 된장의 색이 기호도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맛의 경우 더덕을 첨가하지 않고 Bacillus sp. B-3

로 제조한 더덕된장인 No. 1은 3.08을 얻고 있는 반면 더덕이 

첨가된 처리구의 맛에 한 수가 높았으며 특히 더덕 5% 

(w/w) 첨가 된장인 No. 2가 가장 높은 3.58을 얻고 있어 더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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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nsory evaluation of Deodeok Doenjang  inoculated with Bacillus sp. B-3 by hedonic scale
1)

Treatment No. 12) No. 2 No. 3 No. 4 No. 5

Taste
Flavor
Color
Overall acceptability

3.08±1.04a
2.42±1.11a
2.17±0.69c
2.58±1.04a

3.58±1.04a
3.25±0.72a
3.17±0.89b
3.50±0.87a

3.25±0.92a
3.50±1.04a
3.96±0.95a
3.75±0.92a

3.33±1.25a
3.08±1.04a
4.17±0.99a
3.58±1.11a

3.17±0.90a
3.17±1.14a
3.92±0.76a
3.33±0.75a

1)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of 12 observations using hedonic scale of 1 (dislike very much) to 5 (like very much).
2)Samples are the same in Table 1.
a-c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Deodeok Doenjang  inoculated with Aspergillus  sp. M-9 by hedonic scale
1)

Treatment No. 62) No. 7 No. 8 No. 9 No. 10

Taste
Flavor
Color
Overall acceptability

2.42±0.76c
2.25±0.72c
2.08±1.04b
2.17±0.55c

    3.08±0.95bc
    3.00±1.00bc
    3.58±0.95a
    3.17±0.99b

    2.50±1.19c
    2.75±1.16bc
    2.08±0.95b
    2.42±1.04bc

    3.33±0.62ab
    3.25±0.82ab
    3.17±0.80a
    3.08±0.76b

3.92±0.95a
3.83±0.69a
4.00±1.08a
3.92±0.76a

1)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of 12 observations using hedonic scale of 1 (dislike very much) to 5 (like very much).
2)Samples are the same in Table 1.
a-c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Sensory evaluation of traditional Deonjangs purchased in the market by hedonic scale
1)

Treatment DJ-12) DJ-2 DJ-3 DJ-4 DJ-5

Taste
Flavor
Color
Overall acceptability

3.00±1.48a
3.17±1.27a
2.75±1.06a
2.91±1.17a

2.83±1.27a
2.67±1.37a
3.08±1.00a
2.83±0.94a

2.92±1.38a
2.83±1.27a
3.17±0.94a
3.08±0.79a

3.00±1.12a
2.83±1.11a
3.08±1.38a
3.00±1.04a

3.58±0.67a
2.92±0.90a
2.58±1.24a
3.17±0.94a

1)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of 12 observations using hedonic scale of 1 (dislike very much) to 5 (like very much).
2)Commercial traditional Doenjangs.

첨가가 된장의 맛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

의 경우 더덕 무첨가구인 No. 1이 가장 낮은 2.42를 얻고 

있는 반면 더덕 10%(w/w) 함유 더덕된장인 No. 3이 가장 

높은 3.50을 얻고 있어 더덕이 더덕된장의 향을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체 인 기호도의 경우 더덕 무첨가

구인 No. 1이 가장 낮은 2.58을 얻고 있었으며 더덕 10% 

(w/w) 첨가 된장인 No. 3이 가장 높은 3.75를 얻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Bacillus  sp. B-3을 starter로 사용하

여 더덕된장을 제조할 때 더덕 10%(w/w)를 함유토록 제조

한 된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Aspergillus sp. M-9를 starter로 제조한 더덕된장의 

능검사

효소 생성능이 우수한 곰팡이로 선정한 Aspergillus  sp. 

M-9를 starter로 제조한 된장으로 제조한 된장의 능검사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맛, 향, 색  체 인 기호

도에서 5% 수 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어 시료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맛의 경우 20%(w/w) 더덕 첨가구

인 No. 10이 가장 높은 3.92를 얻고 있는 반면, 더덕 무첨가구

인 No. 6이 가장 낮은 2.42를 얻고 있어 Bacillus sp. B-3으로 

제조한 더덕된장과 유사하게 더덕이 일정량 함유하는 것이 

맛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의 경우 더덕 20%(w/w) 

함유 된장인 No. 10이 가장 높은 3.83을 얻고 있는 반면, 더덕 

무첨가구인 No. 6이 2.25로 가장 낮은 수를 얻고 있었다. 

색의 경우 20%(w/w) 더덕 함유 된장인 No. 10이 가장 높은 

4.00을 얻고 있는 반면, 더덕 무첨가 된장인 No. 6이 가장 

낮은 2.08을 얻고 있었다. 체 인 기호도의 경우 20% 

(w/w) 더덕 함유 된장인 No. 10이 3.92로 가장 높은 수를 

얻고 있는 반면 더덕 무첨가 된장인 No. 6이 가장 낮은 2.17

을 얻고 있어 반 으로 Aspergillus sp. M-9를 starter로 

종한 경우 더덕 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수를 얻고 있는 

것에 반해 Bacillus  sp. B-3의 경우 10%(w/w) 더덕 함유 

된장이 가장 우수하 다는 결과와는 약간 차이가 있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Aspergillus sp. M-9를 starter

로 이용하여 제조하는 더덕된장의 경우 더덕을 20%(w/w) 

첨가하는 것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덕된장과 시  재래식된장과의 능검사

능검사 결과 Bacillus  sp. B-3과 Aspergillus sp. M-9

로 제조한 더덕된장 에서 능  기호가 높은 것을 시 에

서 구입한 재래식된장과 능검사를 실시하기 해 시 에

서 구입한 5종의 재래식된장의 능  기호도를 조사한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 으로 5% 수 에서 유

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시료 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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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맛의 경우 DJ-5가 가장 높은 3.58인 반면 DJ-2가 가장 

낮은 2.83을 나타내고 있었다. 향의 경우 DJ-1이 가장 높은 

3.17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DJ-2가 가장 낮은 2.67을 나타내

고 있었다. 색의 경우 DJ-3이 가장 높은 3.17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DJ-5가 가장 낮은 2.58을 나타내고 있었다. 체

인 기호도의 경우 DJ-5가 가장 높은 3.17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DJ-2가 가장 낮은 2.83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런 결과

를 종합해 볼 때 DJ-5가 가장 높게 평가되어 더덕된장과의 

비교 능검사를 한 시료로 선정하 다.

1차 능검사 결과 능  기호도가 높은 Bacillus sp. B- 

3로 제조한 된장  가장 높은 수를 얻고 있는 더덕 10% 

(w/w) 함유 된장인 No. 3, Aspergillus  sp. M-9로 제조한 

된장  가장 높은 수를 얻고 있는 더덕 20%(w/w) 함유 

된장인 No. 10과 시 에서 구입한 재래식된장  기호도가 

가장 우수한 DJ-5와의 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맛, 색  체 인 기호도에

서 5% 수 에서 유의성이 인정되어 시료 간에 차이는 있으

나 향에서는 유의성을 볼 수 없었다. 맛의 경우 Aspergillus  

sp. M-9로 제조하고 더덕 20%(w/w)를 함유한 된장인 No. 

10이 가장 높은 수인 4.05를 얻고 있었으며 시  재래식된

장인 DJ-5가 가장 낮은 3.24로 시료간의 차이를 볼 수 있었

으나 Bacillus sp. B-3로 제조한 더덕된장과 Aspergillus sp. 

M-9로 제조한 된장 간에는 유의성을 볼 수 없었다. 색의 

경우 시료간의 유의성은 볼 수 없었으나 Aspergillus  sp. 

M-9  Bacillus sp. B-3로 제조한 더덕된장이 각각 4.05와 

3.98을 얻고 있는 반면 시  재래식된장의 3.03보다 높은 

수를 얻고 있었다. 색의 경우 Bacillus sp. B-3로 제조한 더

덕된장이 가장 높은 4.05를 얻고 있는 반면 시 에서 구입한 

재래식된장이 가장 낮은 3.03을 얻고 있었다. 체 인 기호

도에서는 Bacillus sp. B-3으로 제조한 더덕된장인 No. 3이 

가장 높은 수를 얻고 있는 반면 시 에서 구입한 재래식된

장인 DJ-5가 3.45로 낮은 수를 얻고 있었다. 반 으로 

시 에서 구입한 재래식된장보다는 더덕 함유 된장인 No. 

3과 No. 10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Deodeok Doenjang  and tra-
ditional Doenjang  selected by hedonic scale

1)

Treatment No. 32) No. 102) DJ-53)

 Taste

 Flavor

 Color

 Overall acceptability

 3.81±1.02a
 3.79±0.83a
 4.05±1.21a
 4.06±0.67a

 4.05±0.29a
 3.76±0.75a
 3.98±1.00a
 4.01±0.60a

 3.24±0.87b
 3.33±1.07a
 3.03±1.21b
 3.45±0.79b

1)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of 12 observations using 
hedonic scale of 1 (dislike very much) to 5 (like very much).
2)Samples are the same in Table 1.
3)Commercial traditional Doenjang.
ab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요   약

본 연구는 된장 제조에 더덕의 함량을 5, 10, 15  20% 

(w/w)로 달리하여 첨가 제조한 된장의 이화학   능검

사 등의 품질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된장 제조에 사

용한 균주는 재래식 메주에서 α-amylase, β-amylase  산

성 protease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된 Bacillus sp. B-3

과 Aspergillus sp. M-9이다. Bacillus sp. B-3을 starter로 

제조한 된장의 숙성  아미노태질소 함량을 조사한 결과 

10%(w/w) 더덕 함유 된장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가장 많이 

생성되고 있었다. 한 Aspergillus sp. M-9를 starter로 제

조한 된장의 경우 Bacillus  sp. B-3로 제조한 된장과 시  

재래식된장보다 월등히 많은 아미노태질소를 생성하고 있

었다. 한편, 더덕 함량이 15%(w/w) 이상 함유된 더덕된장에

서는 아미노태질소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더덕 함량

이 된장 의 Bacillus sp.와 Aspergillus sp.의 생육에 미치

는 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성이 끝난 된장에 한 

능검사에서는 Bacillus  sp. B-3로 제조한 더덕된장의 경

우 더덕 10%(w/w) 함유 된장이 가장 높은 수를 얻었으며, 

Aspergillus  sp. M-9로 제조한 더덕된장에서는 더덕 20% 

(w/w) 함유 된장이 가장 높은 수를 얻었다. 시 에서 구입

한 된장과 더덕된장을 비교한 결과, Bacillus  sp. B-3  

Aspergillus sp. M-9로 제조한 된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나 Bacillus  sp. B-3로 제조할 경우 더덕 10%(w/w)을, 

Aspergillus  sp. M-9로 제조할 경우는 더덕 20%(w/w)를 

첨가하는 것이 기호도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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