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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rmal treatments, such as a sous-vide and a conventional hot

water cooking, on the texture changes of soybean sprout. A novel

method to measure texture properties of soybean sprout have been

determined because of the irregular geometry of soybean sprout.

The shape of cotyledon of bean spout was accurately analyzed

using an image processing and a geometry model. To minimize

the effect of the contact area on the texture measurement, a blade

type of probe was selected for the measurement. True stress was

evaluated to reflect the shape changes during deformation, and

demonstrated that the measurement accurately distinguished the

effect of thermal treatment on the texture. Different heating time

(i.e., 0, 10, 20, and 30 min) was applied for both sous-vide and

conventional cooking. Thermal processing caused hardening of

textures for both cotyledon and hypocotyl of soybean sprout. The

conventional cooking method showed higher stress values than

those of sous-vide cooking. Sprouts cooked by sous-vide released

the moisture after thermal processing while sprout cooked by a

conventional water bath method could hold the moisture content

during thermal processing. The soybean sprouts treated by

conventional cooking method showed a higher score in sensory

evaluation.

Keywords Conventional cooking · Hardness · Soybean sprout ·

Sous-vide · True stress

서 론

콩을 이용한 가공식품인 두부, 된장, 콩나물 등은 골다공증, 심

장병, 유방암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콩 발아식

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1]. 콩나

물(Glycine max (L.) Merr.)은 불린 콩을 광선을 쬐지 않고 일

정 시간 발아시킨 채소로서 한국 고유의 전통식품이며, 사시사

철 수확이 가능하여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콩나물

은 고려시대 일상생활에서 이전부터 이용되어 온 보편적인 농

산물로서 채소 공급이 힘들었던 겨울철에 thiamin, ascorbic

acid, carotene등의 비타민, 단백질, 식이섬유의 주요 공급원 역

할을 해왔다[1]. 콩이 발아하여 콩나물이 되면서 lutein, β-

carotene, 엽록소α는 감소하지만, 원료인 콩에 비해 isoflavone과

asparagine의 함량이 높아 소화율과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는 이

로운 영양식품이다[2,3].

현대인의 바쁜 생활 및 편리함 추구, 1인가구의 증가에 따라

조리식품, 반조리식품 등 Ready-to-eat (RTE), Ready-to-cook

(RTC), 가정 간편식(Home meal replacement, HMR)이 증가하

고 있다. 현대인들은 RTE, RTC, HMR을 주로 대형 할인점, 동

네 중소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통해 구입하며, 콩나물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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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 찌개, 밥 등에 포함되어 간편식의 식자재로서 이용되고

있다[4]. 이에 따라 식자재로서의 콩나물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

다. 더불어 소비자들의 가공식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종류 및 품질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간편식은 저장기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냉장, 냉동, 상온 유통

한다. 간편식에 이용되는 콩나물을 포함한 모든 식자재들은 산

업에서 건조 공정, 가열 공정 또는 냉각 공정에 의한 열의 이

동에 따라 내부 고형분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변화한다. 고온 가

열처리 시 식품의 품질이 변화하며, 특히 열에 약한 채소의 품

질은 더욱 낮아지므로 가열처리식품의 품질변화를 최소화하는

가열살균 방법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5,6,7].

콩나물은 채소의 한 종류이므로 가열 방법에 따라 조직감이

상이하다. 소비자의 기호도에 맞는 콩나물 조리 식품을 생산 하

기 위하여 조리 후 맛, 향, 품질 특성 변화와 같은 관능적 평

가가 중요하다[8]. 따라서 소비자들의 간편식품에 대한 품질평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간편식품의 재료인 콩나물의 가열 후 조

직감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조직감 측정 시, 콩나물

의 형상은 자엽과 배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콩나물의 자엽은 콩

나물 마다 형상이 상이하므로 변형 시 프로브의 종류에 따라

접촉하는 면적이 변화하여 값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변화하는 면적을 반영한 정확한 조직감 측정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열처리 과정이 콩나물의 조직감 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기기적인 측정법으로 정량화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부정형의 형상을 지닌 콩나

물의 자엽과 배축의 조직감을 정교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도출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콩나물(CJ제일제당(주), Seoul, Korea)은 춘천 소

재의 마트에서 구입하여 6 oC (±1 oC)의 냉장고에 냉장 보관하

였으며, 구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하였다. 이후 반복 실험

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동일한 콩나물 제품을 구매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영상분석

콩나물의 자엽 형상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영상분석장치

(RM-PB4040, RAMI, Seoul, Korea)와 카메라(EOS 500D,

Canon, Tokyo, Japan)를 이용하였다. 영상분석장치 중앙에 한

쌍의 자엽의 경계를 기준으로 절단하여 위치시켰다. 카메라를

영상분석 장치로부터 5 cm 수평으로 거리를 두어 콩나물 측면

의 이미지를 획득 하였으며, 영상분석장치로부터 9 cm 수직으

로 거리를 두어 콩나물 윗면의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두 가지

측면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이용하여 콩나물 자엽의 장축과 단

축의 길이 그리고 측면에서의 높이를 구하기 위하여 MATLAB

(Version 8.5, The MathWorks, Inc., Natick, MA, USA) 소프

트웨어를 이용하였다. 영상분석을 통하여 획득한 장축, 단축, 높

이를 통하여 콩나물의 단면적과 부피는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1)

(2)

S는 단면적을 의미하며 V는 부피, ai, bj, ck는 각각 장축의 반

지름, 단축의 반지름, 높이에 해당하며 1 pixel을 간격으로 x축

을 따라 이동하였으며, α는 pixel 단위를 mm 단위로 보정하기

위한 단위환산 인자로 실험을 통해 얻은 값인 0.0203이 입력되

었다.

조직감 측정

콩나물의 조직감 측정은 texture analyzer (CT3, Brookfield,

Stoughton, MA, U.S.)를 사용하여 경도를 측정하였다. 한 쌍의

자엽의 경계를 기준으로 절단된 자엽의 반쪽만을 측정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콩나물의 배축은 콩나물 자엽을 제거 후 측정 시

료로 사용하였다. Texture analyzer에 프로브로서 실린더형 프로

브 TA5 (직경 12.7 mm)와 칼날형 프로브 TA7을 이용하여 10

회 반복 측정 하였다. 측정 시 기기의 조건은 콩나물 자엽의 경

우 deformation 30%, 콩나물 배축의 경우 99.9%로 하였으며,

이후 test speed는 0.50 mm/s, trigger load는 7 g으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면적의 계산

본 연구에서는 콩나물의 조직감을 hardness와 true stress로서 비

교하고자 하였다. 조직감 측정 시 샘플의 면적이 필요하므로

true stress로서 조직감을 확인하기 위하여 콩나물 자엽이 texture

analyzer의 프로브에 의해 30% deformation이 되었을 때의 면

을 측정하였다. 30% deformation 시 실린더형 프로브와 샘플이

접촉하는 면적을 윗면에서 보았을 때 Fig. 1A와 같으며, 칼날

형 프로브와 샘플이 접촉하는 면적을 윗면에서 보았을 때는 Fig.

1B와 같다. Fig. 1에서 실선은 콩나물 자엽의 면적을 나타낸 것

이며, 점선은 프로브를 나타낸 것이다. 칼날형 프로브가 샘플과

접촉하는 두께는 0.88 mm이며, 30% deformation시 샘플과 프

로브가 접촉하는 면적을 고려한 true stress는 다음과 같이 구하

였다.

True stress by cylinder probe (g/mm2)=

 

(3)

True stress by blade probe (g/mm2)=

(4)

a와 c는 각각 타원의 장축과 단축의 반지름이며, b는 콩나물의

높이다. 실제 콩나물의 장축과 단축의 수치는 버니어 캘리퍼스

(BLUEBIRD, HongKong, China)를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높이

는 texture analyzer 기기를 통해 측정된 값을 사용하였다. 콩나

물의 배축은 조직감을 측정하고자 하는 부위의 두께를 버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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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 및 기기를 통해 얻은 값

을 식 (3)과 식 (4)를 이용하여 하여 30% deformation시 접촉

하는 면적을 구하였다.

Major axis of area by 30% deformation:

(5)

Minor axis of area by 30% deformation:

(6)

위 식에서 x는 30% deformation시에 해당하는 콩나물 자엽의

장축이며, y는 조직감 기기를 통해 측정된 콩나물 높이를 기준

으로 30% deformation시에 해당하는 높이이다.

수분함량

수분함량은 105 oC 상압가열 건조법으로 A.O.A.C. 표준시험법

에 의하여 3회 반복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

가열처리 방법

가열처리 방법에 따른 콩나물의 조직감을 비교하기 위하여 처리

를 하지 않은 생 콩나물(raw)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Conventional

cooking은 12×14 cm 크기의 레토르트 파우치(NY15 LLDPE70)

에 생 콩나물 10 g과 84 oC의 물 90 mL을 넣고 포장한 것을

84 oC의 항온수조(BW-05G, JEIO TECH, Daejeon, Korea)에서

20 min간 처리하였다. Sous-vide는 동일한 레토르트 파우치에 생

콩나물 10 g을 넣고 진공포장 한 후 84 oC의 항온수조에서 20 min

간 처리하였다. 가열처리 후 시료는 수돗물에 5 min간 냉각하

였다.

콩나물 자엽의 미세구조 관찰

동결건조한 생 콩나물과 conventional cooking 처리한 콩나물의

미세구조 관찰을 위하여 납/백금으로 코팅한 후 전계방사형 주

사전자현미경(Hitachi S-4300, Hitachi Ltd., Tokyo, Japan)을

사용하여 1.0 kV에서 500배율로 관찰하였다.

관능검사

강원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 재학생 10명에게 실험목적을 설명

하고 7점 척도법을 이용하여 관능검사를 하였다. 20 min간의

conventional cooking 가열처리한 콩나물과 sous-vide 가열처리

한 콩나물에 대해 맛, 색, 향, 조직감, 전체적인 기호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맛은 고소한 콩나물의 맛이 강할수록, 자엽의 색은

노란색이 진할수록, 배축의 색은 더 하얄수록, 향은 콩나물의

고소한 향이 진할수록, 조직감은 단단할수록, 기호도는 높을수

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도록 하였다.

통계분석

실험 결과는 SPSS 통계프로그램(version 23.0, SPSS Institute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

으며, 결과의 차이를 분산분석(ANOVA)을 통하여 p <0.05 수준

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시료 간 유의성을 검정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영상분석을 통한 콩나물 형상 확인

콩나물은 컨트롤 박스에서 정적인 상태로 획득하여 배경을 제

어하였으므로 콩나물의 관심영역을 추출하기 위해서 이진화된

콩나물 이미지의 콩나물 부분만을 잘라내었다. 이에 대한 결과

를 Fig. 2에 나타내었으며 원본 이미지(Fig. 2A)와 관심영역 이

미지(Fig. 2B), 관심영역을 binary로 추출한 이미지(Fig. 2C)을

나타낸다. Fig. 2C에서 콩나물을 윗면에서 촬영한 이미지의 관

심영역 행은 pixel이 가장 많은 행에 해당하는 pixel을 계수하

여 장축의 길이를 확인하였으며, 단축은 Fig. 2C에서 콩나물을

윗면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90 o 방향으로 회전하여 동일한 방

법으로 구하였다. 콩나물의 높이는 Fig. 2C에서 콩나물을 측면

에서 촬영한 이미지를 −90 o 방향으로 회전하여 동일한 방법으

x 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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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2

b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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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ontact area of texture analyzer probe and samples

Fig. 2 Captured image of the top and side view (A), the region of interest

(B), the region of interest by bi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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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하였다. 영상분석을 통해 얻은 콩나물의 단면적은 148.29±

18.47 mm2이었으며, 부피는 302.21±123.20 mm3이었다. 콩나물

의 높이가 증가할수록 부피도 증가했으며, Fig. 3를 통하여 콩

나물의 형상은 콩나물 마다 높이가 상이하며 체적에 의한 차이

가 큰 것을 확인하였다. 수화 시 건해삼에 대한 연구에서 건해

삼의 두께와 단면적에 따라 체적이 상이 하였다[9].

콩나물의 조직감 측정방법

콩나물 자엽의 축에 따른 조직감 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생

콩나물의 장축과 단축 방향으로 콩나물의 true stress를 측정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다. Texture analyzer의 칼날형 프로브

를 기준으로 칼날형 프로브와 콩나물 자엽의 장축이 수평을 이

루도록 콩나물 자엽을 위치시키고 조직감을 측정한 것이 major

axis이며, 칼날형 프로브와 콩나물 자엽의 단축이 수직을 이루

도록 콩나물 자엽을 위치시키고 조직감을 측정한 것을 minor

axis로 하였다. Minor axis의 true stress는 45.53±11.41 g/mm2

이며, major axis의 true stress는 43.45±6.66 g/mm2로 축 방향

에 따른 조직감 측정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콩나물 자

엽은 장축을 기준으로 조직감을 측정하는 것이 단축을 기준으

로 측정하는 것보다 편차가 작으므로 콩나물 자엽의 조직감 측

정은 장축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품질에 따른 유의적인 조

직감 차이를 확인하기에 적합한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유

사하게 일반 게맛살은 가로, 세로, 대각선의 결 방향에 따라 조

직감에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10].

식품의 시료들은 모형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조직

감 측정 시 프로브와 샘플이 접촉하는 면적이 일정하지 않으면

조직감 측정 편차가 크기 때문에 모형이 일정하지 않은 시료는

조직감 측정을 위하여 일정한 모형으로 절단하여 시료로 사용

한다. 일정하지 않은 두께를 가진 감자, 고구마, 당근, 호박의

경도 측정시 사각썰기와 채썰기를 통하여 동일한 모형으로 조

직감을 측정하였다[11]. 콩나물 자엽의 경우 조직감 측정 시 프

로브와 시료가 접촉하는 면적이 굴곡지므로 프로브의 모형과 동

일한 모형으로 시료를 절단하여 사용해야 조직감 편차가 낮지

만, 콩나물 자엽의 경우 크기가 작아 조직감 측에 적합한 크기

로 절단하는 것이 어렵다. 이에 따라 콩나물 자엽의 조직감 측

정법에 따라 조직감 측정 값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콩나물 자엽 면적의 고려 유무에 따른 조직감 특성에 대한 연

구를 진행하였다. 콩나물 자엽의 조직감 측정 시 프로브와 접

촉하는 콩나물 자엽의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hardness는 Fig.

5A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면적을 고려한 true stress는

Fig. 5B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콩

나물 자엽의 조직감을 실린더형 프로브와 칼날형 프로브로 측

정하였을 때 각각 2214.55±304.90, 341.36±44.05 g이었으며, 프

로브 종류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실린더형과 칼날

형 프로브에 따른 면적을 고려한 콩나물 자엽의 조직감은 40.52

±5.08, 35.78±6.76 g/mm2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콩나물 자

엽의 조직감을 측정하는데 있어 자엽의 모형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브와 닿는 면적을 고려해주지 않으면 측정 프로브

인 실린더형과 칼날형 프로브 종류에 따라 가열처리 방법에 따

른 조직감 측정 시 측정 값을 유의미하게 식별할 수 없다. 이

Fig. 4 True stress of cotyledon of soybean sprout by axis

Fig. 5 Hardness (A) and true stress (B) of cotyledon of soybean sprout

Fig. 3 The relationship between cross section and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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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현상으로 조직감 측정 시 크기가 일정치 않은 콩나물

을 true stress로서 조직감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열처리 방법에 따른 콩나물 조직감 측정

생 콩나물과 conventional cooking 가열처리한 콩나물, sous-

vide 가열처리한 콩나물의 조직감을 분석하였으며, 가열처리 방

법에 따른 콩나물 자엽과 배축의 수분함량은 Table 1에 나타냈

다. 채소류와 과일류는 가열처리 시 세포막의 단백질이 변성되

어 수분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연구결과에 따르면[12], 본 연구

에서 conventional cooking 가열처리한 콩나물의 부피가 sous-

vide 가열처리한 콩나물의 부피보다 큰 것은 콩나물 내부의 수

분함량 차이로 인하여 외부 수분이 콩나물 자엽과 배축으로 이

동하여 수분함량 증가에 따른 부피 증가로 사료된다. Sous-vide

가열처리한 콩나물은 진공상태이므로 수분의 이동이 없으므로

콩나물 자엽의 수분함량은 생 콩나물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으며 부피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열처리 방법에 따라 수

분 함량의 차이가 있는 콩나물 자엽의 조직감은 Fig. 6에 배축

의 조직감은 Fig. 7에 나타내었다. 조직감 측정 기기의 실린더

형 프로브와 접촉하는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콩나물 자엽과 배

축의 hardness는 가열처리 방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으

며, 블레이드형 프로브와 닿은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콩나물 자

엽의 hardness는 생 콩나물과 conventional cooking 가열 시 조

직감 값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생 콩나물과 sous-vide

가열 시 조직감 값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콩나물

배축을 블레이드형 프로브로 측정한 후 프로브와 샘플이 접촉

하는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hardness에서는 raw, conventional

cooking, sous-vide 가열처리 방법에 따라 각각 405±45.58,

785.83±113.55, 474.62±74.73 g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면

적을 고려한 true stress도 가열처리 방법에 따라 유의미한 조직

감 차이를 확인하였다. 실린더 프로브와 접촉하는 면적을 고려

한 콩나물 자엽의 true stress는 가열방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

가 없었으나 칼날형 프로브를 사용한 경우에는 raw, conventional

cooking, sous-vide 실험군 순으로 각각 41.69±11.01, 89.08±

10.03, 68.16±5.93 g/mm2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열처리

방법에 따라 실린더형 프로브와 접촉하는 면적을 고려한 콩나

물 배축의 조직감 측정 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블레이드

형 프로브를 이용하여 면적을 고려한 조직감 측정 시 가열처리

에 따른 raw, conventional cooking, sous-vide는 각각 193.08±

34.32, 396.70±60.65, 284.69±39.86 g/mm2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측정 결과를 통하여 가열처리 방법에 따라

변화하는 콩나물 자엽과 배축의 조직감은 콩나물의 모형이 일

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린더형 프로브를 이용하여 deformation시

Table 1 Moisture ratio of cotyledon and hypocotyl of soybean sprout

Samples
Moisture content (%)

Cotyledon Hypocotyl

Raw 74.12%±0.92a 95.61%±0.19a

Conventional cooking 78.49%±0.29b 97.63%±0.01b

Sous-vide 73.53%±0.67a 94.74%±0.41c

a-cValu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
ferent at p <0.05

Fig. 6 Hardness (A) and true stress (B) of cotyledon of soybean sprout according to the heating methods

Fig. 7 Hardness (A) and true stress (B) of hypocotyl of soybean sprout according to the heating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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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변화하는 면적에 의한 조직감 측정보다 칼날형 프로브를 이

용하여 deformation시 프로브와 샘플이 닿는 면적이 일정한 조

직감 측정 시 가열처리 방법에 따른 조직감의 변화를 유의미하

게 확인할 수 있다. 콩나물의 자엽과 배축의 경도는 conventional

cooking 가열처리한 것이 sous-vide 가열처리한 것보다 높았다.

이와 같은 경향은 sous-vide 가열처리한 콩나물의 자엽과 배축

에는 starch가 함유되어 있어 conventional cooking 가열처리한

실험군이 수분함량 증가와 열에 의한 호화작용으로 sous-vide

가열처리 한 실험군 보다 경도가 높았다[13]. 브로콜리와 콜리

플라워의 경우에도 boiling과 sous-vide 방법으로 가열처리했을

때 boiling가열처리로부터 얻은 수분과 브로콜리와 콜리플라워

자체에 존재하는 starch로 인하여[14,15] 전분의 호화에 의한 경

도가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16]. Sous-vide 가열처리한 콩

나물은 생 콩나물과 비교하였을 시 부피와 밀도의 변화가 없었

으나 내부의 구조가 변화하여 생 콩나물 보다 높은 경도 값을

나타내었다. 콩나물과 같은 채소류의 가열처리 후 조직감의 변

화는 채소류에 함유된 셀룰로오스, 헤미셀룰로오스, 펙틴, 리그

닌과 같은 식이섬유에 의한 것이라 보고된 바 있다[17]. Sous-

vide 가열처리한 콩나물의 경도 증가는 펙틴에 의한 경도로 사

료된다. 채소류에 함유된 펙틴 가열 시 콩나물이 함유하고 있

는 칼슘과 펙틴이 가교결합뿐만 아니라 펙틴 분자끼리 새로운

결합을 형성함에 따른 조직감 증가이며, 새로운 결합은 열에 의

하여 깨지지 않는다[18,19]. Boiling과sous-vide 가열방법으로 브

로콜리와 콜리플라워를 가열 시 boiling 가열처리 한 것이 수분

함량 높으며 단단한 정도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16].

가열시간에 따른 콩나물 조직감 측정

생 콩나물, conventional cooking, sous-vide 가열처리 방법으로

하여 가열 시간 10분 간격에 따른 콩나물의 조직감을 Fig. 8에

나타내었다. Conventional cooking 가열처리에 따른 콩나물의 자

엽의 조직감은 초기 가열시간 0분과 10분 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가열시간 10분 이후부터는 true stress의 유의미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가열 초기 자엽의 true stress가 증가한 이

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열에 따른 펙틴의 구조 변화 때문이

다. Conventional cooking 가열처리 시 콩나물의 배축 조직감이

가열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은 콩나물의 자엽보다 배축에 상

대적으로 더 많은 starch를 함유하고 있으며 sous-vide 방법과

달리 콩나물 주위에 물이 존재하므로 호화에 의한 결과이다[13].

Sous-vide 가열처리 방법에 의한 배축의 조직감은 자엽의 조직

감과 동일하게 가열시간 20분까지 조직감이 증가된 상태로 유

지된 후 가열시간 30분부터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내었으며,

sous-vide 가열처리한 콩나물의 자엽 보다 수부함량이 더 많은

배축에서 더 높은 true stress를 나타내었다. Sous-vide 가열처리

시간에 따른 콩나물의 자엽의 조직감은 가열시간 20 min까지

생 콩나물의 조직감 보다 유의미하게 증가하여 유지되었으나,

가열시간 30 min에서 true stress가 감소하는 것은 가열에 의하

Fig. 8 True stress of cotyledon (A) and hypocotyl (B) of soybean sprout according to the heating times

Fig. 9 FE-SEM images of cotyledon of soybean sprout at different heating method (magnification: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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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파괴된 세포막으로 팽압의 손실 때문이다[20]. 이와 같이 팽

압 손실로 인한 true stress 감소는 콩나물의 자엽과 배축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콩나물의 미세구조

생 콩나물과 conventional cooking 가열처리 후 동결 건조한 콩

나물의 미세구조를 전계방사형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결

과는 Fig. 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콩나물 자엽의 공극의 간격은

가열방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Conventional cooking 가열

처리한 콩나물은 수분함량의 증가로 전분의 호화 작용이 일어

나 공극의 크기가 작아지고 치밀한 구조를 나타내었다. 팥의 경

우에도 가열하는 동안 부피가 증가하고 자엽에 부착되어 있는

펙틴이 열에 의하여 저하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21].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로, 채소류 중 붉은 양배추를 전통적인 데

치기 방법으로 가열처리 하였을 때 미세구조 관찰 시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이 감소하는 것은 세포막의 파괴로 인한 것이

라 보고하였다[22].

관능검사

생 콩나물, conventional cooking과 sous-vide 가열처리한 콩나

물의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관능검사 결과(Table 2)에서 맛,

향, 색, 전체적인 기호도는 가열처리 방법에 따라 유의미한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콩나물은 자엽이 녹색을 띄지 않는 노

란색이어야 하며 배축은 유백색으로 맑아야 하고, 조리하였을

때 고소하고 너무 질기지 않아야 좋은 품질의 콩나물이라고 여

겨져 왔다[23]. Sous-vide 가열 처리한 콩나물은 conventional

cooking한 콩나물에 비해 고소한 향과 맛이 높은 점수를 보였

으며, 전체적인 기호도는 수분함량 감소로 인한 콩나물 줄기의

외형이 conventional cooking한 콩나물보다 낮은 점수를 부여

받았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Conventional

cooking 가열처리한 콩나물의 배축은 sous-vide 가열방법에 의

한 콩나물에 비해 유백색이 더 맑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조

직감은 기계적 측정과 동일하게 단단한 정도가 관능적으로 평

가되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체적인 기호도 역시 conventional

cooking을 통한 시료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관능평가 결과와

조직감 측정 결과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 된 형상이 일정하지 않은 콩나물 시료

의 조직감 측정방법은 가열처리 후 콩나물의 품질에 중요한 영

향을 주는 콩나물의 조직감의 측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사료된다.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형상이 일정하지 않은 콩나물의 조직감 측정 방

법을 도출하고 가열처리 방법 및 시간에 따른 콩나물의 물리적

품질인자를 분석하였다. 조직감 측정을 위하여 실린더와 칼날형

프로브를 이용하여 deformation 시 프로브와 샘플이 접촉하는

면적의 고려 유무에 따라 표준편차가 적은 측정법을 평가하였

다. 앞서 도출된 조직감 측정 방법으로 콩나물을 conventional

cooking, sous-vide 방법을 이용하여 콩나물을 0, 10, 20, 30

min 가열 하였을 때의 물리적 품질특성을 비교하였다. 콩나물

의 자엽은 조직감 측정 축 방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

으며(p <0.05), 칼날형 프로브를 이용하여 프로브의 칼날과 콩나

물의 장축이 수평인 방향으로 조직감을 측정하여, 프로브와 샘

플이 30% deformation시 접촉하는 면적을 고려한 true stress를

측정하는 것이 표준편차가 작았다. 콩나물의 배축은 프로브와

샘플이 접촉하는 면적을 고려한 조직감 측정법을 이용하여 실

린더와 칼날형 프로브로 측정 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가열처리 방법에 따른 조직감 측정 결과와 관능평가 결

과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콩나물은 conventional

cooking 방법으로 가열하는 것이 관능평가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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