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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콩은 식물 분류학적으로 콩과(Leguminosae)에 속하는 식

물로 650속 18,000종이 있으며, 콩(Glycine max L. Merrill)
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

지에 널리 분포한다(Im 등 2016).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콩의 국내 재배면적은 2019년 58,537 ha, 생산량은 105,340 
톤으로 2018년 대비 각각 15.6%, 17.8% 증가하였다(Ji & 
Kim 2020). 콩은 단백질 40%, 지방 20%, 탄수화물 35%를 포

함하고 있는 고단백 고에너지 급원으로 토코페롤(tocopherol), 

이소플라본(isoflavone), 사포닌(saponin), 피트산(phytic acid), 
식물성스테롤(phytosterol), 기능성 펩타이드(peptide) 등 생

리활성성분들을 함유하고 있다(Isanga & Zhang 2008). 콩의 

대표적인 기능성 성분인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estrogen)
과 구조적으로 유사하여 식물성 에스트로겐(phytoestrogen)
으로 분류되며,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 효과가 보고

된 바 있다(Uesugi 등 2002). 또한, 토코페롤에 의한 항산화 

활성(Lee 등 2015a), 콩 펩타이드에 의한 항염증 효과(Kwak 
등 2016) 등 지속적인 연구가 보고되어 건강식품으로서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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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black soybean sediments to diversify the availability of soybean. The cooking 
method selected for black soybean sediment preparation was a pressure cooking process without soaking, considering the isoflavone 
content. The black soybean sediments were prepared by the addition of 0, 10, 30, 50 and 100% (w/w) black soybean. When 0% 
to 100% black soybean was added to the black soybean sediments, the moisture and crude protein contents increased from 53.17% 
to 54.41% and from 12.07% to 21.68%, respectively. The total isoflavone content of the black soybean sediments was increased 
from 2.69 μg/g to 696.09 μg/g, respectively, by the addition of black soybean. The anthocyanin content of the black soybean sediments 
ranged from 279.29 μg/g to 387.8 μg/g by the addition of black soybean.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the total flavonoid content 
of the black soybean sediments range from 1.72 mg/g to 2.00 mg/g and 0.89 mg/g to 0.92 mg/g, respectively, by the addition of 
black soybean. Given the isoflavones, total polyphenol, and anthocyanin content of the black soybean sediments, it is appropriate 
that the ratio of added black soybeans is at least 50% after the pressure-cooking process, regardless of so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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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식품 중 검은콩은 안토시아닌(anthocyanin) 색소

를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토시아닌 색소는 노화 

억제, 항균, 돌연변이성 억제, 콜레스테롤 저하, 시력 개선, 
혈관 보호, 항궤양 및 항산화 등 여러 가지 생리활성이 보고

되어 있다(Tsuda 등 1996; Kwon 등 2007). 또한 검은콩에는 

레시틴, 리놀산, 이소플라본, 사포닌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이외에 아미노산인 리신, 아스파라긴산, 글루타민산이 다

량 함유되어 있어 심장병과 고혈압의 치료에 좋은 생약이 되

며, 대사를 촉진시키고 피를 맑게 해 주며, 신장병 치료와 간, 
신장 해독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Jeong & Yoo 2010).

콩을 이용한 고추장, 된장 등 전통 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

는 2017년 기준 7,230억원, 두부 및 가공 두부 소매시장 규

모는 4,498억원, 두유 시장규모는 3,790억원이며, 두유 시장

은 전년대비 1.65% 증가하였다(aTFIS 2019). 콩 전통식품의 

국내 시장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간편식 콩 가공제

품, 디저트에 대한 요구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논 타작물 재

배지원 사업과 수매물량 확대 등으로 콩의 생산량도 증가하

고 있어 다양한 가공품 개발이 필요하다(Kim SR 2000; 
Park JS 2019). 혼반용으로만 주로 사용되던 검은콩은 기능

성이 알려지면서 두부, 요구르트(Bang & Jeong 2007), 냉동 

블루베리 분말 혼합 파운드 케이크(Lee HJ 2013), 스낵

(Song 등 2011a) 등 가공식품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앙금은 일반적으로 떡, 과자, 빵 등에 충전하는 재료(소)

를 가리키는 말로써(KoSFoST 2004), 팥은 20~25% 단백질

과 비타민 B1, 글루타민산, 리신을 함유하고 있으며, 55~ 
70%의 탄수화물을 포함하고 있어 앙금 제조에 이용되고 있

다(Lee 등 2015b). 팥에 대한 연구로는 물엿농도와 열처리

에 따른 팥앙금 변화(Rho & Lee 2006), 품종에 따른 팥 앙

금의 품질특성(Song 등 2011b)과 재배방법에 따른 팥의 항

산화성 및 앙금 특성(Woo 등 2016) 등이 보고되어 있다. 팥 

이외에도 전분 함량이 높은 완두나 밤고구마 등도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호도의 다양성을 위하여 유자, 커피, 호
박, 쑥 등으로 맛과 향을 낸 앙금도 시판되고 있으며, 팥죽이

나 떡, 빵, 과자 등의 속 재료뿐만 아니라, 양갱, 빙과 제조용

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Song 등 2011b).  이처럼 팥 앙

금의 소비 증가로 국산 팥가격이 증가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검은콩 앙금 제조 방법을 개발하여 베이커리 등 다양

한 가공식품에 이용하고자 검은콩 첨가 비율에 따른 앙금의 

이화학적 품질 특성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험재료 및 시약
시험에 사용된 콩은 2018년 전북 김제에서 생산된 검은

콩(서리태)을 농업회사법인(유) 두레마을에서, 팥은 부안 해뜰

참 영농조합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약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rutin, gallic acid, ABTS(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및 이소플라본 표준품 

daidzin, genistin, glycitin, daidzein, genistein, glycitein은 

Sigma 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앙
금의 분석 시료는 시험처리별로 제조된 앙금을 동결건조기

(PVTFD 10R, Ilshinlab, Korea)로 건조한 후 100 mesh로 분쇄

하여 －20℃에서 냉동(C110AHB, LG Electronics, Changwon, 
Korea)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2. 시료 전 처리 및 앙금 제조
앙금 제조 전 적정 전처리 조건을 선발하기 위하여 삶기 

전 침지 방법을 16시간 침지, 무침지로 나누어 처리한 후 각

각의 시료를 고온고압(Hirayama, JP/HVA-85, Tokyo, Japan), 
상압(RSB-2PRF, Rinnai, Seoul, Korea)으로 가열하였다. 시
료로 사용한 검은콩 100 g을 3회 세척한 다음 사용하였으

며, 무게 대비 3배 물에 침지 후 고온고압 처리는 침지한 물

은 버리고 콩 무게 대비 1.5배의 물을 첨가하여 121℃, 
0.1MPa 압력으로 20분 동안 처리하였다. 침지 후 상압 처리 

역시 침지한 물은 버리고 물 1 L를 첨가한 후 상압에서 강불

로 가열하여 끓어오르면 중불로 조절한 후 40분 동안 가열

하였다. 무침지 고온고압 처리는 침지처리 시와 동일하게 

실시하였으며, 무침지 후 상압처리는 침지 상압처리와 동일

하게 처리하여 가열 시간을 70분으로 조정하였다.
앙금 제조는 침지하지 않고, 고온고압으로 삶아 마쇄(HBS- 

D1100P, Printec Co., Daegu, Korea)한 후 원료 무게의 70%
를 설탕과 올리고당을 1 : 1 비율로 첨가하였고, 소금은 0.25%
를 첨가한 다음 중불로 가열 후 방냉하여 앙금 시료로 사용

하였다. 검은콩 첨가 비율은 팥 대비 0% 10%, 30%, 50%, 
100%로 하였다.

3. 품질 분석

1) 수분 및 조단백질 함량
수분 함량은 AOAC(1990)에 따라 105℃ 상압건조법으로 

분석하였는데, 앙금시료 1 g을 dry oven(WTC BINDER 
GmbH, Tuttlingen, Germany)에서 105℃에서 5시간 가열한 

후, 30분 방냉을 반복하여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백분

율(%)로 계산하였다. 조단백질 함량은 동결건조된 시료 1 g을 

AOAC(1990)에 따라 켈달자동분석기(2300 Kjeltec Analyzer 
Unit, Foss Tecator AB, Hoganas, Sweden)를 이용하여 분석

을 수행한 후 질소 계수 5.71를 곱하여 조단백질 함량을 계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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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H와 당도
pH와 당도는 시료 1 g을 10배 증류수로 희석하여 pH 미

터(Seven Excellence TM, Mettler Toledo, Switzerland)와 디

지털 당도계(Atago, PAL-1,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한 후 당

도는 희석배수를 곱하였다.

3) 색도
색도는 색도계(CM-5, Konica Minolta, Osaka, Japan)를 

이용하여 L(명도), a(적색도), b (황색도)를 측정하였다.

4. 이소플라본 함량 분석
동결건조 분말 1 g을 메탄올 10 mL에 25℃, 30분 동안 

초음파 추출하여 원심분리(3,000 rpm, 10분, 20℃)하고 25 
mL로 정용하여 0.45 μm 필터로 여과 후 분석 시료로 사용

하였다. 이소플라본 분석은 Jung 등(2016)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y로 분석하였

다. 분석 장비는 Ultimate 3000 UHPLC system(Thermo 
Fisher Scientific, Sunnyvale, CA, USA)을 이용하여 칼럼 

Capcell Pak C18 MG(4.6×250 mm, 5 μm, Shiseido Co., Ltd., 
Tokyo, Japan), 칼럼 온도 40℃, UV 검출기 260 nm에서 분

석하였다. 이때 이동상의 gradient 조건은 A용매(water/ 
methanol/acetic acid, 88/10/2, v/v)와 B용매(methanol/acetic 
acid, 98/2, v/v)비율을 90 : 10(0분) → 60 : 40(21분) → 60 : 
40(32분) → 40 : 60(35분) → 90 : 10(36분)으로 하였으며, 
유속은 1.0 mL/min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5.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s법(Singleton & Rossi 

1965)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 g에 50% 메탄올 30 
mL를 넣고 14시간 실온 추출하여 여과(Advantec No. 2, 
Toyo Roshi Kaisha, Ltd. Tokyo, Japan)하여 추출액으로 사

용하였다. 각 추출액 100 μL에 2%(w/v) Na2CO3 용액 1 mL
를 첨가하여 3분간 방치한 후 50%(w/v) Folin-Ciocalteu’s 
reagent 100 μL를 첨가하여 반응액을 30분간 상온 방치한 후 

ELISA microplate reader(Epoch2, Biotek, Winooski, Vermont, 
USA)로 흡광도(750 nm)를 측정하였다. 추출물의 총 폴리페

놀 함량은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

한 후 시료 1 g 중 mg으로 표시하였다.

6.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avis WB(1947) 방법을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 시료는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 시료와 동일

하게 추출하였다. 즉, 시료 0.1 mL에 diethylene glycol 0.15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이어서 1 N NaOH 용액 20 μL를 

가한 다음 혼합 후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하여 42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Rutin을 이용하여 작성한 검량

곡선으로부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다.

7. 총 안토시아닌 함량 분석
총 안토시아닌 함량은 pH-differential법(Giusti & Wrolstad 

2001)으로 측정하였다. 앙금 시료 1 g을 80% 메탄올 25 mL
를 넣고 초음파 30분 추출하여 원심분리(4,500 rpm, 10 
min) 후 상층액을 취하여 여과(Advantec No. 2, Toyo Roshi 
Kaisha Ltd., Tokyo, Japan)한 후 이를 2회 반복하여 50 mL
로 정용하였다. 추출된 시료 각각 1 mL에 2.5 mM pota-
ssium chloride buffer(pH 1.0) 1 mL와 400 mM sodium 
acetate buffer(pH 4.5) 1 mL를 첨가한 후 실온에서 510 nm
와 7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안토시아닌 함량은 

cyanidin-3-glucoside equivalents의 molecular weight(MW)
와 molecular extinction coefficient(ε) 값을 통하여 산출하

였다.

8. ABTS 라디컬 소거활성 분석
ABTS 라디컬 소거활성은 Arnao 등(2001)의 방법을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분석시료는 80% 메탄올을 사용하여 이소

플라본 함량 분석법과 동일하게 추출하였다. ABTS 7 mM 
용액과 potassium persulfate 245 mM 용액을 조제한 후, 암
소에서 12~16시간 반응 후 100% 에탄올로 희석하여 흡광도

가 0.70±0.02가 되도록 조정한 후 ABTS 용액 3 mL와 시료 

30 μL를 혼합하여 30℃, 20분 반응시켜 흡광도 734 nm에서 

측정하였다.

9. 물성 측정
물성은 제조된 앙금 시료를 페트리디쉬(450 mm×150 

mm)에 가득 채워 물성측정기(TA-XT 2 plus, Stable micro 
system, Godalming, England)를 이용하여 pre-test speed 1.0 
mm/s, test speed 40 mm/s, post-test speed 10 mm/s, 
distance 3.0 mm, P/5 stainless cylinder probe,  load cell 5 
kg으로 설정하여 Hardness(g), Adhesiveness(g․sec)를 측정

하였다. 처리당 5반복 실시하였고, 반복 시료당 5회 반복 측

정하였다.

10. 통계처리
실험값에 대한 통계분석은 SAS 9.1 program(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분석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송영은․한현아․이송이․신소희․최소라․송은주․권석주 한국식품영양학회지302

결과 및 고찰

1. 검은콩 전 처리 방법에 따른 이소플라본 함량 변화
가공 전 콩은 침지를 통해 조직의 연화와 조리 시간 단축

을 하지만 과침지 시 수용성 영양소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

다. 또한 생콩의 경우, 단백질 분해 저해인자(trypsin inhi-
bitor)로 인해 콩 단백질 흡수가 방해되고 소화에 지장을 주

기 때문에, 열처리를 통한 단백질 분해 저해 인자(trypsin 
inhibitor)를 불활성화시켜 콩 단백질의 소화와 흡수를 높여 

줄 뿐만 아니라, 식감을 좋게 할 수 있다(Anderson & Wolf 
1995). 본 실험에서는 침지 소요 시간 단축을 위하여 삶기 

전 16시간 침지와 무침지를 실시한 후 각 시료를 고온고압

과 상압으로 삶는 처리를 하여 콩 주요 성분인 이소플라본

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이 가열 처리

한 검은콩의 이소플라본 함량은 조리방법에 따라 달랐으나, 
가열 전 이소플라본 함량 94.06 μg/g보다 높았다. Chien 등
(2005)은 이러한 결과가 100℃ 이상의 열에 의해 malonyl-
genistin(MG), acetylgenistin malonyl기가 붙은 이소플라본 

이성질체들이 genistein와 genistein으로 전환되어 총 이소플

라본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침지 후 고온고압과 

상압처리에서 이소플라본 함량이 각각 750.76 μg/g, 438.38 
μg/g으로 고온고압 처리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무침지 

역시 고온고압, 상압 처리에서 이소플라본 함량이 각각 

736.30 μg/g, 306.69 μg/g으로 고온고압에서 유의적으로 높

았으나(p<0.05), 고온고압의 경우 침지 여부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소플라본 형태별 성분함량을 분

석한 결과, 배당체(glycosides) 이소플라본 가운데 genistin 
함량이 높았고, 비배당체(aglycones) 이소플라본 중에서는 

glycitein 함량이 가장 높았다. Shin & Joo(2016)도 역시 조

리방법별 쥐눈이콩의 이소플라본 함량을 비교한 결과, 고압

처리에서 725.12 μg/g, 상압처리에서 529.05 μg/g으로 고압

처리에서 높아 본 연구 결과와 같은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
러한 결과는 식품 내에 이소플라본은 콩 품종(Izumi 등 

2000; Setchell KDR 2000)에 따라 함량이 다르며, 조리과정 

및 조리방법에 따라 배당체와 비배당체의 함량 변화(Moon 
등 1996)가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고온고

압 처리 시 침지 여부가 이소플라본 함량에는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아 침지 소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앙금 제

조 전 검은콩을 침지하지 않고 고온고압 방법으로 삶기 처

리를 하였다. 

2. 검은콩 첨가비율별 앙금의 품질특성
검은콩 첨가비율별로 제조된 앙금의 품질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첨가비율별 앙금의 수분 함량은 53.17~54.51% 범
위를 나타내었으며, 검은콩 100% 첨가시 유의적으로 높았

다(p<0.05). 본 실험 결과는 검은콩 양갱 제조에 사용된 앙

금의 수분 함량이 56.07%라는 보고(Joo MJ 2007)와 비슷하

였으나, 강낭콩, 렌틸콩 건조 앙금의 수분 함량 9.5~10.13%, 
15.63%보다는 높았다(Noh 등 2016). 이들 건조 앙금은 전

분을 가라앉혀 그 전분을 이용하여 제조한 고운 앙금이며, 
본 연구는 콩을 삶은 후 껍질까지 으깨어 사용하는 으깬 앙

금으로 제조되어 수분 함량이 높았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pH는 검은콩 첨가비율에 따라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아 pH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Noh 등

(2016)의 연구에서도 렌틸콩 첨가량에 따라 pH의 유의적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아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당
도는 검은콩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높았으며, 이는 팥, 녹
두, 검은콩의 물 추출액의 유리당을 측정한 결과, 검은콩의 

fructose 함량이 2.7%, sucrose 함량이 30.1%이며, 팥 7.4%, 
녹두 10.7%보다 sucrose 함량이 높았다고 보고한 Koh 등

(1997)의 결과와 같다. 아로니아 분말을 2~10% 첨가한 앙금

의 당도 역시 첨가 비율에 따라 4.63~6.10 °Bx를 나타내었

Cooking process
Isoflavones (μg/g)

Glucosides Aglycones
Total 

Daidzin Glycitin Genistin Daidzein Glycitein Genistein

Soaking
Pressure cooked 235.87±0.042)a3) 34.49±1.31b 397.24±0.81a 8.72±4.04a 61.24±0.31b 13.20±4.62a 750.76±8.43a

Boiled cooked 138.98±7.81b 12.71±0.80c 265.38±17.98b 2.37±0.38b 15.35±0.01c 3.59±0.31b 438.38±25.89b 

Non-
soaking

Pressure cooked 224.07±12.68a 36.84±0.43a 380.15±29.94a 7.22±0.16a 80.83±7.99a 9.87±0.83a 736.30±52.74a

Boiled cooked 98.55±6.42c 14.11±2.13c 175.77±14.58c 1.74±0.51b 15.63±0.03c 2.68±0.01b 306.69±21.22c 
Control1) 94.06±4.65c 10.17±0.02d 160.51±7.81c 1.44±0.33b ND　 1.66±0.01b 267.85±12.52c

1) Un-cooking process.
2) Mean±S.D.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1. Changes of isoflavones components of black soybean according to the coo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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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Lee JA 2017), Choi 등(2011)은 덱스트린을 첨가하지 

않은 팥 혼합 단감 앙금의 당도가 41.4 °Bx에서 덱스트린 

10% 첨가시 53.1 °Bx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앙금의 조

단백질 함량은 검은콩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에서 12.07%를 
나타내었으나, 검은콩 첨가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검은콩 100% 첨가 시 21.68%로 가장 높았다(p< 
0.05). 이러한 결과는 Joo MJ(2007)의 연구 결과인 검은콩 앙

금의 조단백질 함량 25.31%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검은콩 50% 첨가 앙금에서 조단백질 함량 

17.11%를 나타내어 렌틸콩 앙금 17.31%(Noh 등 2016), 동부 

앙금 0.35%(Lee SY 1998)보다 비슷하거나 높았지만 강낭콩 

앙금 22.22~25.94%(Cho & Park 1997)보다 낮았는데, 이는 

콩 품종별 영양성분의 차이 결과로 생각된다. 
검은콩 첨가 비율에 따른 앙금의 색도 변화는 Table 3과 

같다. 검은콩을 첨가하지 않은 팥 앙금의 L값은 12.99, a값
은 14.02, b값은 14.75이었다. 품종별 팥 앙금의 명도를 측정

한 Song 등(2011b)의 결과에서는 L값은 54.0~66.1, a값, b값

은 각각 3.8~6.0, 6.4~12.8을 나타내어 본 시험 중 검은콩을 

첨가하지 않은 팥 앙금과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팥의 품

종, 앙금 제조과정 등에 따라 달라진 것으로 생각된다. 검은

콩 첨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L값은 12.99에서 21.07로, b
값은 14.75에서 17.62로 증가하였으나, a값은 14.02에서 

7.56으로 감소하였다(p<0.05). 이는 검은콩 첨가비율이 증가

하고 팥의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점차 적색도는 감소하고, 
명도, 황색도는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Joo MJ(2007)는 

검은 콩가루를 5~15% 첨가하여 앙갱을 제조할 때 콩가루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L값은 35.39~37.89까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a값은 2.41~1.55로 유의적으로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검은콩 분말을 첨가한 스펀지케이크 제조에서도 검은콩 분

말 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L값과 b값은 감소하고, a값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Jeong & Yoo 2010). 이는 검

은콩을 첨가한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원료, 배합비율, 제조방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생각

된다.

3. 검은콩첨가비율에따른앙금의이소플라본함량변화
검은콩 첨가비율에 따른 앙금의 이소플라본 함량은 Table 

4와 같다. 검은콩 첨가비율이 증가할수록 이소플라본 함량

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50% 첨가 시 353.01 μg/g, 100% 첨

Addition of black soybean (%) Moisture content (%) pH Soluble solid content (°Bx) Crude protein content** (%)
0* 53.17±0.291)c2) 6.67±0.01nd3) 27.00±0.06c 12.07±0.11e

10 53.75±0.43b 6.67±0.01nd 29.00±0.10c 13.08±0.03d

30 53.43±0.25bc 6.67±0.01nd 28.00±0.06c 14.43±0.06c

50 53.42±0.22bc 6.67±0.07nd 31.00±0.06b 17.11±0.04b

100 54.51±0.53a 6.69±0.04nd 33.00±0.01a 21.68±0.03a

1) Mean±S.D.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nd: Not different
*Red bean 100%, **Dry weight basis.

Table 2. Changes of characteristics of black soybean sediments according to addition of black soybean

Addition of black soybean (%)
Color value

L1) a b
0* 12.99±1.042)c3) 14.02±0.26a 14.75±0.47d

10 14.57±0.84b 12.98±0.12b 15.20±0.04c

30 15.57±0.69b 11.25±0.08c 15.72±0.02b

50 16.03±0.14b 10.10±0.15d 15.62±0.24bc

100 21.07±0.90a 7.56±0.08e 17.62±0.13a

1) L: Lightness (black (0)~white (100)), a: Redness (red (+100)~green (－80)), b: Yellowness (yellow (+70~blue (－70))
2) Mean±S.D.
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ed bean 100%.

Table 3. Changes of color value of black soybean sediments according to addition of black soy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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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 696.09 μg/g을 나타내었다(p<0.05). 배당체(glycosides) 
이소플라본에서는 검은콩 50%와 100% 첨가 시 genistin 함
량이 각각 184.84 μg/g, 359.24 μg/g으로 높았고, 그 다음으

로는 daidzin 함량이 114.88 μg/g, 229.94 μg/g을 나타내었다. 
대두의 이소플라본은 대부분이 glycoside 형태인 genistin과 

daidzin이 약 96~98%를 차지하며,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는 

효소 등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aglycone 형태로 전환되어 활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sukamoto 등 1995). 검
은 콩 50%와 100% 첨가 시 비배당체(aglycones) 이소플라

본 중에서는 glycitein 함량이 29.01 μg/g, 56.26 μg/g으로 나

타났는데, glycitein 성분은 검은콩 종피에 주로 많이 들어있

어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e & 
Moon 1997).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알려지

면서 골다공증(Somekawa 등 2001) 및 유방암(Wu 등 2008)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검은콩 앙금 섭취에 

따라 이소플라본의 기능성을 일부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콩을 첨가하지 않은 팥 앙금에서도 배당체(gly-
cosides) 이소플라본 genistin이 분석되었는데, Lee 등

(2015c)은 팥의 genistin과 비배당체 genistein이 예쁜 꼬마 

선충의 노화와 수명연장에 효능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Shim 등(2015)은 식품에서 14종의 이소플라본을 분석

한 결과, 팥에서도 glycitin과 glycitein 함량이 각각 3.96 
mg/kg, 2.19 mg/kg이 검출되었고, 검은콩에서는 배당체인 

daidzin, glycitin, genistin 함량이 각각 177.6 mg/kg, 26.84 
mg/kg, 244.56 mg/kg, 비배당체인 daidzein, glycitein, 
genistein 함량이 각각 159.09 mg/kg, 44.44 mg/kg, 199.24 
mg/kg이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 검은콩 첨가비

율이 증가됨에 따라 배당체(glycosides) 이소플라본 함량과 

동시에 비배당체(aglycones) 이소플라본 함량도 함께 증가

하였다.

4. 검은콩 첨가비율에 따른 앙금의 기능성 함량 변화
폴리페놀 화합물은 방향족환을 가지고 당과 결합하는 배

당체 형태로 존재하며, phenolic acid, quinone, tannin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항산화, 항균, 항암, 혈압 강하 등 다양

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플라보

노이드는 flavonols, flavones, cathechins 등 그 구조에 따라 

다양한 생리활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iddleton 
& Kandaswami 1994). 검은콩 첨가비율에 따른 앙금의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Fig. 1과 같다. 검은콩

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첨가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1.74 
mg/g에서 2.03 mg/g까지 증가하였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 역시 검은콩 첨가비율에 따라 0.87 mg/g에서 0.92 mg/g
까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콩을 첨가하지 않은 

팥 앙금의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1.74 

Addition of black
soybean (%)

Isoflavones (μg/g)

Glucosides Aglycones
Total 

Daidzin Glycitin Genistin Daidzein Glycitein Genistein

0* ND 1.13±0.03d 1.57±0.01d ND ND ND 2.69±0.04d

10 24.05±1.981)d2) 4.86±0.44d 45.56±3.73d 0.17±0.01d 4.36±0.35d 0.32±0.03d 79.32±6.54d

30 60.43±0.48c 12.81±0.06c 100.64±0.63c 1.00±0.03c 15.00±0.45c 1.33±0.01c 191.21±1.66c

50 114.88±1.51b 19.62±0.22b 184.84±2.63b 1.95±0.10b 29.01±0.12b 2.70±0.04b 353.01±4.42b

100 229.94±11.43a 40.72±1.97a 359.24±18.24a 4.48±0.10a 56.26±2.02a 5.44±0.22a 696.09±33.97a

1) Mean±S.D.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ed bean 100%.

Table 4. Changes of isoflavon contents of black soybean sediments according to addition of black soybean

Fig. 1. Changes of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of 
sediments according to addition of black soybean. 1) Total 
polyphenol content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Total flavonoid content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on the lin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Total polylhenol 
content: bar ( ), Total flavonoid content: lin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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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g, 0.87 mg/g이었고, 검은콩 100% 첨가 시 총 폴리페놀

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2.03 mg/g, 0.92 mg/g으로 

팥 앙금에 비해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Myung & 
Hwang(2008)의 연구 결과와 같이 검은콩 자체의 총 폴리페

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일반콩에 비해 높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 검은콩 50% 이상 첨가 앙금에서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져 검은콩이 

50% 이상 첨가되어야 기능 성분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안토시아닌은 검은콩 종피의 주색소 물질로써 대표적인 색

소로 delphinidin-3-glucoside, cyanidin-3-glucoside, petunidin- 
3-glucoside가 알려져 있으며, cyanidin-3-glucoside가 가장 

높은 비율로 포함되어 있다(Choung 등 2001). 검은콩 앙금

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Fig. 2와 같이 검은콩 첨가 비율에 따

라 292.3~387.8 μg/g을 나타내며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5). 검은콩 100% 첨가 시 앙금의 안토시아닌 함량은 

387.8 μg/g으로 콩을 첨가하지 않은 팥 앙금에 비해 1.39배 

높았다. 콩의 항산화성을 나타내는 성분은 phenolic acid, 
flavonoid aglycone 또는 glycosides 등이며, 특히 검은콩의 

종피에는 배당체 형태의 안토시아닌에 의해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uruta 등 2003). 또한 

Choung 등(2001)은 항산화 활성을 가진 검정콩의 안토시아

닌이 phenolic 물질들과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

하였다. 항산화 활성 측정 중 ABTS 라디컬 소거활성은 

potassium persulfate와 반응에 의해 생성된 ABTS 자유 라

디컬이 항산화 물질에 의해 제거되어 청록색으로 변화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친수성 및 색소 물질을 함유하는 

식물성 식품의 항산화 활성 측정은 DPPH 방법보다 더 높은 

값을 나타낸다(Floegel 등 2011). 검은콩 첨가비율이 증가할

수록 ABTS 라디컬 소거활성은 증가하여 검은콩을 첨가하

지 않은 팥 앙금에서는 17.83%를 나타내었으나, 100% 첨가 

시 20.77%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ABTS 라디컬 소거활성 

또한 검은콩 원료 자체가 가지는 안토시안 함량에 의한 효

과로 생각된다. 검은콩 앙금의 ABTS 라디컬 소거 활성도 

검은콩 50% 이상 첨가되었을 때 100% 첨가구와 비슷한 활

성을 나타내어 검은콩 앙금 제조시 첨가비율은 50% 이상 

첨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검은콩 첨가비율에 따른 앙금의 물성 변화
검은콩 첨가비율에 따른 앙금의 물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검은콩 첨가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는 

감소하고, 반면 부착성은 증가하였다. 검은콩을 첨가하지 않

은 대조구의 경도는 265.57 g을 나타내었고, 검은콩 50% 첨
가 시 73.66 g, 검은콩 100%로 제조된 앙금은 65.13 g을 나

타내었으며,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p<0.05). 
Joo MJ(2007)는 검은콩 양갱 제조 시 콩가루 함유량이 높을

수록 경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검은콩을 첨

가하지 않은 대조구(팥)는 전분입자가 단백질 matrix에 쌓여 

있는 특이한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도가 높았던 것

으로 생각되며, 검은콩 첨가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적색도가 

점차 감소되면서 경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검은콩

을 첨가하지 않은 팥 앙금에 비해 경도가 감소하므로 떡, 빵 

등의 충전 재료(소) 이외의 이에 맞는 앙금 적용 제품 개발

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Fig. 2. Changes of total anthocyanin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ediments according to addition of 
black soybean. 1) Total anthocyanin content means with diffe-
rent letters (A-E) within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on the 
lin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Total polylhenol content: bar ( ), 
Total flavonoid content: line (  ).

Addition of black soybean (%) 0 10 30 50 100
Hardness (g) 265.57±24.721)a2) 204.79±11.64b 119.08±12.27c 73.66±5.61d 65.13±2.16d

Adhesiveness (g․sec) －1.49±0.52a －2.44±0.23a －4.26±2.07a －26.17±6.20b －26.97±2.30b

1) Mean±S.D.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Change of texture properties of black soybean sediments according to addition of black soy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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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 재배면적 확대와 팥 소비 증가에 따른 국산 팥 가격 

상승으로 팥을 대체할 수 있는 검은콩 앙금을 제조하기 위

하여 검은콩 첨가비율별 이화학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앙금 

제조 전 적정 전처리 선발을 위해 침지와 무침지, 고온고압 

및 상압으로 삶기 처리하여 이소플라본 함량을 조사한 결

과, 침지 여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고온고압

에서 이소플라본 함량이 각각 750.76 μg/g, 736.30 μg/g으로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앙금의 수분 함량은 첨가비율

이 증가할수록 53.17~54.51%까지 증가하였으며, pH와 당도

도 첨가비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앙금

의 조단백질 함량 역시 검은콩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12.07~ 21.68%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p<0.05), 검은콩 

100% 첨가 시 21.68%로 가장 높았다. L값와 b값은 첨가비

율에 따라 각각 12.99~21.07, 14.75~17.62 범위를 나타내며 

증가하였으나, a값은 14.02에서 7.56으로 감소하였다(p< 
0.05). 검은콩 첨가 비율이 0%에 100%까지 증가함에 따라 

이소플라본 함량은 2.69 μg/g에서 696.09 μg/g으로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p<0.05). 배당체(glycosides) 이소플라본인 

genistin, 비배당체(aglycones) 이소플라본인 glycitein 함량

이 첨가비율 증가에 따라 1.57 μg/g에서 359.24 μg/g, 4.36 
μg/g에서 56.26 μg/g까지 높게 나타났으며, 총 폴리페놀 함

량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역시 검은콩 첨가비율이 증가

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p<0.05). 검은

콩을 0%에서 100%까지 첨가함에 따라 총 안토시아닌 함량

도 292.3 μg/g에서 387.8 μg/g까지 증가하여 검은콩 100% 
첨가시 검은 콩을 첨가하지 않은 팥 앙금 대비 1.39배 높았

으며, ABTS  라디컬 소거 활성도 첨가비율에 따라 증가하

였다. 물성은 검은콩 첨가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경도는 감

소하고 반면 부착성은 증가하였다(p<0.05). 본 연구 결과, 
이소플라본 함량, 안토시아닌 함량 등 기능성 함량과 이화

학적 품질 특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은콩 앙금은 원료의 침

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온고압으로 처리하여 검은콩을 50% 
이상 첨가하여 제조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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