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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Glycine max (L.) Merr.)은 우리나라에서 수천년동안 재

배되어왔으며, 화곡류를 주식으로 하는 아시아 사람들에게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하는 중요한 식량작물이다(Kim Y 2002; 
Seo 등 2017). 콩은 그 자체로 간단하게 발아시켜 콩나물로 

섭취하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다양한 형태의 가

공식품으로 이용되고 있고, 특히 전통 발효식품의 주원료로 

이용되어왔다(Jung 등 2018). 콩으로 만든 대표적인 가공식품 

중에는 장류(메주, 간장, 청국장 등), 두부, 두유 등이 있다

(Kim 등 2017).
이 중, 우리나라 발효 식품인 청국장은 세균(Bacillus subtilis 

등)으로 콩 단백질을 분해시켜 특유한 맛, 점질물 및 향을 내

는 전통음식이다(Park SI 2006). 청국장은 소화율의 향상과 

변비개선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 감소, 혈압강하, 항산화, 
항균, 혈전분해능 등 다양한 기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Kim 등 2003a; Kim 등 2003b; Zheng 등 2011).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청국장의 특유의 강한 냄새로 인해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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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engcheonggukjang, known as Natto in Japan, is a soybean fermented food which is made from steamed soybean, Bacillus and 
water. Demand of Saengcheonggukjang has increased because it does not have much smell compared to Cheonggukjang. Seven 
varieties of Saengcheonggukjang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in terms of 100 seed weight, quality characteristics, hard seed rate, 
and water absorption rate in order to determine the suitability of Korean soybeans. In addition, each characteristic of 
Saengcheonggukjang was compared. ‘Hoseo’ and ‘Haewon’ showed low 100 seed weight with 8.41 g and 8.11 g, respectively. The 
water absorption rate was higher in ‘Hoseo’ and ‘Pungwon’ than in Japan varieties. The yield of Saengcheonggukjang was significantly 
different for each variety. No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yield and hardness of Saengcheonggukjang with respect to the varieties 
and sowing date. ‘Haewon’ showed the highest amino nitrogen content with 575.0 mg%. Viscous material content did not appear 
to differ between varietie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Hoseo’ and ‘Haewon’ can be considered as suitable candidates for yield 
and quality of Saengcheonggukjang compared to Japan var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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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층이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다(Lee 등 2007). 우리나라 청

국장과 유사한 일본의 Natto는 증자한 콩에 순수하게 분리 

배양된 B. natto를 접종하여 발효시켜 그대로 먹는 발효 식품

으로 냄새가 많이 나지 않고, 다양한 영양학적 가치와 생리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Park SI 2006; Escamilla 
등 2019). 우리나라에서도 청국장을 가열하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는 생청국장을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이에 대한 수요

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T & MAFRA 2019).
생청국장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콩 품종, 가공 

조건(발효, 증자, 침지 등) 및 균주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 콩 가공식품의 품질과 유의

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은 품종이라고 연구 된 바 있다

(Wei & Chang 2004).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좋은 품질의 생

청국장을 생산하기 위한 적합한 콩 품종을 고르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원곡의 이화학적인 요소들이라고 밝혔다(Yoshikawa 등 

2014).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표된 생청국장과 콩 품종의 관

계에 관한 연구는 Park SI(2006)가 국내 육성 품종인 소원콩

과 특정 균주를 이용한 생청국장을 제조해 특성을 평가한 바 

있다. 또 Yoo & Chang(1999)이 국내 육성 콩 8품종으로 청국

장의 가공적성을 구명한 연구와, Baek 등(2014)이 국내 14개

의 품종으로 청국장을 만들어 비교한 연구 등이 있다. 하지

만 국내 육성 소립종 및 일본 도입 자원을 특정 균(B. natto)
을 이용하여 생청국장의 특성을 비교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

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청국장 제조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

되는 국내 육성 소립품종 5품종과 일본 도입 자원 2품종을 

이용하여 생청국장 품질을 비교하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는 소립종 콩 7품종(국내 품종: 풍산나물콩, 풍

원, 호서, 해원, 소청자, 일본 품종: Natto-shoryu, Kosuzu)를 사

용하여 생청국장을 제조하였다(Fig. 1). 콩은 농촌진흥청 국

립식량과학원 시험포장(경기도 수원)에서 2020년에 재배하

고 수확한 것을 재료로 사용하였다. 파종기는 6월 6일 및 6월 

26일이었고, 재식밀도는 70×15 cm, 1주 2본으로 재배하였으

며, 시비량은 N-P2O5-K2O: 3-3-3.4 (kg/10a)을 전량 기비로 사

용하였다. 기타 재배관리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길잡이 표

준재배법(RDA 2018)에 준하여 진행하였다. 성분 분석을 위

한 시료는 분쇄기(FM-700SS, Hanil, Seoul, Korea)로 분쇄하여 

4℃ 냉장고에 저장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원곡 100립중, 경실 종자 비율 및 수분흡수율
콩의 100립중을 측정하기 위해서 수확한 종자를 100립씩 

전자저울(PW 254, Adam, OF, UK)로 3반복하여 측정하였다. 
콩의 수분흡수율과 경실 종자 비율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

기술 연구조사분석기준(RDA 2012)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즉, 품종별로 콩 50립을 세어 20℃의 물을 넣고 Plant culture 
dish(SPL Life science, Pocheon, Korea)에 담은 후 항온기

(DS-10G2-H, Dasol Scientific, Hwaseong, Korea)에서 20℃에 

넣은 후 2시간, 6시간, 12시간 수침을 유지하였다. 이것을 표

면수를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하여 원곡 무게 대비 퍼센트로 

Fig. 1. Saengcheonggukjang made by seven varieties of soy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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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하여 수분흡수율을 조사하였다. 경실률 또한 수분흡수

율 방법에 준하여 6시간 침종 후 수분을 흡수하지 않은 콩 

종실의 수를 계산하여 표기하였다.

3. 원곡 일반성분 분석
콩 원곡의 일반성분(수분, 조지방 및 조단백질) 함량을 

AOAC 방법(2000)에 준하여 정량하였다. 수분은 105℃ 상압

가열건조법, 조지방은 에틸에테르를 용매로 soxhlet 추출기

(SOX 416, Gerhardt Ltd., Brackley, UK)로 분석하였고, 조단백

질은 자동 단백질 분석기(Trumac, Leco, MI, USA)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고, 질소계수 6.25를 곱하여 조단백질 양을 산출

하였다. 조지방과 조단백질 함량은 수분함량을 제외한 건량

기준(dry basis)로 표기하였다.

4. 생청국장 제조 방법 및 수율
생청국장 제조방법은 Park SI(2006)의 방법을 변형하여 제

조하였다. 즉, 콩 원곡 250 g을 물에 씻은 후 15시간 침지시킨 

후 Auto Clave(DS-60A, Dasol Scientific, Hwaseong, Korea)에 

121℃에서 30분간 증자시켰다. 증자된 콩을 방냉하고 상업용 

바실러스 균(B. natto, Shanghaihope Industry, China) 1 g과 

NaCl 0.8%(w/v) 5 mL를 첨가하고 교반 한 후 항온기(DS- 
10G2-H, Dasol Scientific, Hwaseong, Korea)에서 40℃로 20시

간동안 발효시켜 3반복 제조하였으며, －20℃에 냉동시킨 후 

실험에 필요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생청국장의 수율은 원료

곡 대비 발효 후 생청국장의 무게를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5. 생청국장 색도 및 경도
생청국장의 색도와 경도 측정은 Shin 등(2020)의 콩 발효

물을 측정한 방법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색도는 품종별로 

제조한 생청국장을 투명용기에 넣은 후 색차계(CM-3700A, 
Konica Minolta, Osaka, Japan)를 이용하여 각 시료마다 10반

복하여 측정하여 각 시료의 명도(L*, lightness), 적색도(a*, 
redness) 및 황색도(b*, yellowness)를 측정하였다. 표준백판의 

L, a, b값은 각각 98.82, －0.10, －0.39이었다. 생청국장의 경

도는 물성측정기(Texture analyzer, Zwick Roell, Ulm, Gemany)
를 이용하여 probe diameter 2 mm로 시료 중앙을 측정했을 

때 나타나는 force graph로부터 최고 peak 값을 150회 반복하

여 평균으로 표기하였다.

6. 생청국장 아미노태 질소 및 점질율 함량
생청국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Shin 등(2020)의 방법에 

준하여 진행하였다. 플라스크에 시료 추출액 5 mL, 중성 

formalin 용액(HT5012,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10 mL 및 증류수 10 mL를 넣어 잘 혼합한 다음 0.5%(w/v) 

phenolphthalein(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200 μL 
가한 후, 0.1N NaOH를 이용하여 미홍색이 될 때까지의 적정

량과 공시험으로 시료 추출액 5 mL에 증류수 20 mL를 넣어 

0.5%(w/v) phenolphthalein 200 μL 가한 후의 적정량을 이용하

여 아미노태 질소 함량을 계산하였다. 점질물질 측정은 Kim 
& Lee(2016)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즉, 생청국장 시

료 20 g에 1차 증류수를 80 mL를 첨가하여 Homogenizer 
(HG-15A, Daihan scientific, Wonju, Korea)로 균질화 한 후, 60
분 동안 진탕하고 여과 및 원심분리(15,000×g, 10분)하여 얻

은 상등액 5 mL를 Dry oven(DS-80C2, Dasol Scientific, 
Hwaseong, Korea) 105℃에서 증발 및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

한 후 시료에 대한 건물량(%)으로 나타내었다.

7. 통계분석
본 시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12.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을 사

용하여 각 실험군간의 유의성을 검증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s로 사후검증을 실시해 실험군간의 차이를 5% 유의

수준에서 분석하였다. 생청국장 경도의 경우에는 각 집단군

의 등분산성이 위배되었으므로 Dunnett’s T3 tests를 이용해 

실험군간의 차이를 5% 유의수준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실험 

항목별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

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원곡의 100립중 및 경실 종자 비율
생청국장 적합품종을 선정하기 위해 7품종의 100립중과 

경실 종자 비율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품종

간의 100립중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해원

의 100립중은 8.11 g으로 시험 품종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풍원이 11.63 g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
본 도입 품종인 Kosuzu는 11.49 g으로 풍산나물콩, 풍원, 소
청자와 크기가 비슷하였고, Natto-shoryu의 경우도 100립중이 

10.86 g으로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생청국장 제조에는 

100립중이 8 g 이하의 소립 콩이 주로 이용되고 입중이 품종

을 육성하는데 주요한 기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Geater 등 

2000).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콩의 100립중이 9 g 이하이고, 
콩의 크기가 균일하며 콩 배꼽색이 없는 것이 생청국장 산업

에서 선호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크기가 작은 종자가 증

자 시에 큰 종자보다 더 부드러워지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Hosoi & Kiuchi 2003). 소비자 선호도 측면에서는 크기

가 작은 종자로 만든 생청국장이 크기와 질감에서 쌀밥과 잘 

어울릴 것이라고 밝혀진 바가 있다(Salas 등 2006; Escami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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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9). 따라서, 종실 크기를 보았을 때, 시험 품종 중 호서

와 해원이 일본 도입 자원보다 종자 크기가 작아 생청국장 

제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실종자는 일정 조건에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고 딱딱하게 남아있는 종자로서, 
Mullin & Xu(2001)은 경실 종자들이 가공 과정에서 물을 흡

수하지 않기 때문에 최종 제품의 품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Zhang 등(2010)은 경실 종자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제거하는데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식품 가

공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혀 경실 종

자가 발생하지 않는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경실 종자 비율은 품종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풍산나물콩과 일본 도입 품종인 Natto-shoryu 및 

Kosuzu 등에서 일부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어 생청국장 제조

를 위한 품종 선택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2. 원곡의 성분 분석
시험품종별 원곡의 조단백질과 조지방 함량을 분석해 

Table 2에 나타내었다. 조단백질 함량의 범위는 35.73~ 
41.24%로 나타났으며, 품종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시험품

종 중 검정콩인 소청자의 조단백 함량이 높았고, 풍원과 해

원의 단백질함량은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일본 도입 품종인 

Kosuzu와 Natto-shoryu는 단백질함량이 각각 39.31%, 38.24%
로 소청자를 제외한 나머지 품종 중에서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냈다. 조지방 함량의 범위는 15.90~21.87%이었으며 품종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해원의 조지방 함량은 21.87%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반대로 풍산나물콩은 낮은 값

을 보였다. 선행연구에서 콩의 일반성분과 생청국장의 품질

관련 미생물의 생장과 최종 산물의 풍미를 촉진시키기 위해 

높은 탄수화물 함량을 가진 품종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

다(Hosoi & Kiuchi 2003; Escamilla 등 2019). 그리고 Yoshikawa 
등(2014)은 단백질과 지방함량이 총 탄수화물 함량과 강한 

부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풍미가 높은 생청국장을 생산

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함량이 낮고, 단백질과 지방 함량을 

합한 수치가 낮은 유전자형을 가진 개체를 선발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종실성분 함량면으로 보았을 때, 조단백함량

이 낮은 해원, 풍원 및 호서가 일본 도입 자원보다 생청국장 

제조에 더 유망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풍원의 경우에는 

조단백질 함량과 조지방 함량을 더한 값이 약 52%로 시험품

종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 생청국장 제조에 유리할 것

으로 보인다.

3. 원곡의 수분흡수율
품종별로 원곡의 수분흡수율을 2시간, 6시간, 12시간으로 

나누어 Table 3에 나타내었다. 모든 침종시간에서 품종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침종 후 12시간에 수분흡수율

은 218.0~226.1%의 범위를 보였으며, 이는 생청국장 전용 품

종에서 수분흡수율이 215~225%였다는 Cook & Rainey(2010)
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초기 흡수율을 나타내는 침종 후 

2시간에는 풍원, 호서, 해원 그리고 Kosuzu의 수분 흡수율이 

높았고 최종 수분흡수율을 나타내는 12시간 후에서는 풍원, 
호서, 소청자의 수분흡수율이 각각 225.5%, 226.1%, 223.7%으

로 높게 나타났다. Escamilla(2019) 등은 종자 크기와 수분흡

수력을 연관해서, 종자 크기가 작은 품종들은 큰 종자에 비

해서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수분흡수력이 크고 접종한 균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생청국장 제조를 위

한 바람직한 수분흡수율을 210~230%라고 제시하고, 이 범위 

안에서 수분흡수율이 높을수록 품질과 수율 측면에서 유리

Variety 100 seed weight1) (g) Hard seed rate (%)
Pungsannamulkong 11.39±0.16b 2.7±3.9NS

Pungwon 11.63±0.08a 0.0±0.0
Hoseo 8.41±0.15d 0.0±0.0

Haewon 8.11±0.11e 0.0±0.0
Socheongja 11.40±0.04b 0.0±0.0

Natto-shoryu 10.86±0.11c 0.3±0.8
Kosuzu 11.49±0.12ab 0.7±1.6

1) Mean±standard deviatio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Table 1. 100 seed weight (g 100 seed－1) of 7 soybean 
varieties

Variety Crude protein1) Crude lipid
Pungsannamulkong 37.63±0.11d 15.90±0.10f

Pungwon 35.73±0.03g 16.27±0.11e

Hoseo 37.48±0.01e 21.56±0.15b

Haewon 36.91±0.04f 21.87±0.02a

Socheongja 41.24±0.15a 18.60±0.20d

Natto-shoryu 38.24±0.06c 20.89±0.10c

Kosuzu 39.31±0.06b 21.45±0.12b

1) Mean±standard deviatio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f)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Physicochemical properties (%) of 7 soybean 
var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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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높은 수분흡수율

이 식품 가공과정 중의 바람직한 풍미와 부드러운 식감을 나

타내는 것에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다(Cober 등 1997). 따라

서, 호서와 풍원은 12시간 침종했을 때, 일본 도입자원인 

Kosuzu나 Natto-shoryu보다 수분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

나 생청국장 제조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풍산

나물콩은 모든 침종시간에서 시험품종 중 가장 낮은 수분흡

수율을 보여 품질과 수율 측면에서 생청국장 제조 비교적 불

리할 것으로 보인다.

4. 생청국장 수율, 경도 및 색차 비교
품종별 생청국장을 제조한 후 수율과 경도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나타내었다(Table 4). 품종별 생청국장 수율은 

237.8~254.0%로 나타났고, 품종간 차이가 인정되었다. 호서, 
소청자, 풍원의 수율이 각각 254.0, 248.2, 246.6%로 일본 도

입자원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났고, 풍산나물콩은 두 파

종시기에서 가장 낮은 수율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품종간 

생청국장 수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생청국장 제조 

시 적절한 콩 품종을 선택하는 것이 생청국장 생산업계에 중

요할 것으로 보인다. 생청국장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 품종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풍산나물콩으로 만든 생청

국장의 경도가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는 수분흡수율과 

생청국장의 경도와의 관계를 밝힌 선행연구(Geater 등 2000)
의 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풍산나물콩이 낮은 수분흡수율을 

보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Orazaly 등(2015) 
등은 경도가 가공이나 조리가 필요한 콩 식품에서 콩의 질감

에 중요한 특성이라고 하였다. 다른 연구결과에서는 생청국

장 품종 선택에는 증자한 후에 부드러운 질감을 갖는 품종이 

선호되나, 콩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경도가 좋다

고 보고한 바 있다(Escamilla 등 2019). 시험품종 중 일본 도입

자원인 Kosuzu로 만든 생청국장의 경도 값이 74.44 g으로 가

장 낮은 값을 나타냈고, 외관상 콩의 형태를 유지했으므로 

국내 품종보다 비교적 부드러운 식감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콩 품종별 생청국장의 색도 비교를 위해서 명도, 
적색도 및 황색도를 측정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명도(L)
은 콩 품종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39.0~60.7의 범위를 보

였다. 시험품종 중 소청자에서 낮은 수치를 보였고 호서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본 도입자원과의 차이는 크

지 않았다. 생청국장의 적색도와 황색도의 범위는 각각 

Variety
Soaking time1)

2 hours 6 hours 12 hours
Pungsannamulkong 128.2±6.2c 179.3±9.6c 218.0±5.8c

Pungwon 148.6±4.4a 202.0±2.6b 225.5±1.4a

Hoseo 146.4±6.7ab 205.8±4.2a 226.1±2.2a

Haewon 149.8±4.4a 207.4±2.6a 221.8±2.5b

Socheongja 141.1±2.9b 193.4±4.2b 223.7±1.3ab

Natto-shoryu 141.2±3.5b 193.2±4.0b 220.6±2.5bc

Kosuzu 150.2±4.7a 198.5±3.0ab 221.6±1.6b

1) Mean±standard deviatio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Water absorption rate (%) of 7 soybean varieties

Variety Saengcheonggukjang 
Yield1) (%)

Hardness2) 
(g)

Pungsannamulkong 237.8±3.6c 94.05±20.17a

Pungwon 246.6±1.4ab 80.16±12.64c

Hoseo 254.0±3.6a 83.18±28.15bc

Haewon 243.8±3.6bc 84.03±22.92b

Socheongja 248.2±2.3ab 89.32±19.44ab

Natto-shoryu 243.5±4.3bc 82.17±23.70bc

Kosuzu 244.7±7.5bc 74.44±21.58c

Mean±standard deviation.
1)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nett’s T3 
test.

Table 4. Saengcheonggukjang yield (%) and hardness (g) 
of 7 soybean varieties by sowing date

Variety L*1) a* b*

Pungsannamulkong 55.7±0.8d 9.0±0.4a 21.2±1.5d

Pungwon 58.4±0.9c 9.2±0.4a 22.2±1.1c

Hoseo 60.7±2.7a 8.2±0.6c 23.4±2.7b

Haewon 56.4±1.6d 8.3±0.4c 20.1±1.0e

Socheongja 39.0±0.9e 1.4±0.3d 0.8±0.5f

Natto-shoryu 59.8±1.3b 9.2±0.6a 23.6±1.6ab

Kosuzu 59.9±1.2b 8.7±0.5b 24.2±1.1a

1) Mean±standard deviation.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f)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Saengcheonggukjang color difference of 7 soy-
bean var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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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 0.8~24.2로 나타났다. Escamilla 등(2019)은 좋은 품질

의 생청국장에 대해서 발효 후 진한 색이 적은 밝은 노란색

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시험품종 중 호서가 일본 도

입품종들과 비교하여 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 국

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생청국장 색 기호도에 관한 연구

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생청국장 아미노태 질소 및 점질물질 함량 비교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콩 발효숙성 중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물질로서 콩 발효식품의 발효정도나 숙성도를 판

정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구수한 맛이나 감칠맛의 척도라고 

밝혀진 바 있다(Park 등 1994; Yoo & Chang 1999; Kim J 
2004).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발효기간 중의 아미노태 질소

의 함량이 어느 정도 높은 함량을 유지한 콩 발효 제품이 성

분 면에서도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발표하였다(Park 등 

1994; Park SI 2006). 따라서 품종별 생청국장의 아미노태 질

소 함량을 분석하여 Fig. 2에 제시하였다. 아미노태 질소 함

량은 품종간 차이가 인정되었으며, 이는 청국장에서 아미노

태 질소 함량의 품종간 변이가 컸다고 밝힌 Yoo & Chang 
(1999)의 연구결과로 미루어 봤을 때 생청국장에서도 품종간 

변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각각 

470.1~575.0 mg%의 범위를 보였다. 시험 품종 중 풍산나물콩

과 해원으로 만든 생청국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이 각각 

550.1 mg%, 575.0 mg%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본 도입자원

보다 발효가 우수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콩 품종별 생청

국장의 점질물질의 양을 측정하여 그림으로 나타내었다(Fig. 
3). 점질물질은 콩 발효과정에서 생성되는 작은 분자량의 단

백질과 단당류가 중합된 fructan의 혼합물로서 항균, 혈전용

해능, 혈압 강하작용 및 면역 증진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된 바 있다(Yang & Kim 2013; Shin 등 2020). 품종별 생청국

장의 점질물질 함량은 3.22~3.41%의 범위를 보였다. 이는 청

국장에서 점질물질 함량이 3.44%였다는 Kim & Lee (2016)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호서의 점질물질 함량은 

3.22%로 품종 중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고, 호서를 제외한 

다른 품종간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품종

별로 생청국장의 점질물질 함량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6. 원곡과 생청국장의 지표별 상관관계 분석
앞서 파종기별 원곡과 생청국장의 특성을 분석한 각각 요

인들의 상관관계를 Table 6에 제시하였다. 생청국장의 수율

은 100립중, 경실율 및 아미노태질소 함량과의 r값이 각각 

－0.416(p<0.01), －0.443(p<0.01) 및 －0.444(p<0.01)로 높은 부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조지방함량과 원곡의 수분흡수

율과는 r값이 각각 0.454(p<0.01), 0.702(p<0.01)로 정의 상관

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생청국장의 수율을 높이

기 위해서는 경실율이 낮고 종자 크기가 작으며, 조지방함량

과 수분흡수율이 높은 품종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청

국장의 명도는 조단백질 함량과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아미

노태 질소 함량도 원곡의 조단백질 함량과의 r값이 －0.309 

Fig. 2. Amino nitrogen (mg%) of 7 soybean varieties. PS: 
Pungsannamulkong, PW: Pungwon, HS: Hoseo, HW: Haewon, 
SCJ: Socheongja, NS: Natto-shoryu, KS: Kosuzu.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with the same pattern are signi-
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3. Viscous material content (%) of 7 soybean varieties. 
PS: Pungsannamulkong, PW: Pungwon, HS: Hoseo, HW: 
Haewon, SCJ: Socheongja, NS: Natto-shoryu, KS: Kosuzu.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with the same patter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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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로서 부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Yoshikawa 등(2014)은 

조지방과 조단백을 더한 수치가 낮은 품종으로 만든 생청국

장이 품질이 좋을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본 연구에서 조지방

과 조단백을 더한 수치가 생청국장 수율과 정의 상관관계

(p<0.01)가 있어서 산업적으로 생청국장을 생산할 때 종합적

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곡의 100립중은 조지

방, 조지방+조단백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본 결과는 

종자의 크기와 조단백질 및 조지방 함량이 관계가 없다고 밝

힌 Maestri 등(1998)의 발표와는 달랐는데, 선행연구에서의 

종실 크기 범위는 100립중이 14.4~21.0 g/100 seed로 본 시험

보다 큰 종실로 실험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100립중은 

또한 생청국장 수율, 명도 및 원곡의 수분흡수율과도 부의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작은 종자들이 수분흡수율이 높

고 탄수화물 함량이 많아서 생청국장 제조에 적합하다고 한 

Wei & Chang(2004), Orazaly 등(2015)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 밝혔던 원곡와 생청국장의 품질 특성

들과 생청국장의 기호도와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생청국장에 적합한 국내 품종을 선정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국내 육성 콩 5품종과 일본 도입 자원 2
품종을 이용하여 원곡과 생청국장 품질의 특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시험 품종 중 호서와 해원의 100립중이 각각 8.41, 
8.11 g으로 작았고, 수분흡수율은 일본 도입자원보다 국내 

육성 품종 중 호서와 풍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곡의 

조단백질 함량은 일본 도입자원보다 국내 육성 품종이 적었

고 생청국장의 수율은 품종 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산업체에서 생청국장 제조 시에 품종 선택이 중요할 것

으로 보인다. 생청국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시험품종 중 

해원이 575.0 mg%로 일본 도입품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점질물질의 양은 품종별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원곡과 생청국장의 지표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실율이 낮고 종자 크기가 작으며 

조지방함량과 수분흡수율이 높은 품종으로 생청국장을 제조

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였

을 때, 국내 육성된 품종 중 호서, 해원 및 풍원이 일본 도입 

자원들과 비교했을 때 생청국장 수율과 품질이 우수한 적합 

후보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생청국장의 품

질 특성과 기호도와의 상관관계가 구명된다면 생청국장용 

품종을 육성하고 선정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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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 SW1) HSR2) Lipid Protein Lipid+
protein Yield Hardness Lightness Amino 

nitrogen VMS3) WAR4)

SW - 0.151 －0.627** 0.252 －0.423** －0.416** 0.068 －0.369* －0.055 0.195 －0.310*

HSR - - －0.366* 0.130 －0.256 －0.443** －0.042 0.108 0.249 －0.156 －0.205
Lipid - - - 0.016 0.876** 0.454** －0.294 0.174 0.185 －0.006 0.232

Protein - - - - 0.497** 0.012 0.104 －0.537** －0.309* 0.114 －0.125
Lipid+protein - - - - - 0.400** －0.205 －0.108 0.012 0.050 0.141

Yield - - - - - - －0.138 －0.160 －0.444** －0.330* 0.702**

Hardness - - - - - - - －0.229 －0.302 0.427** －0.163
Lightness - - - - - - - - 0.223 0.031 －0.178

Amino nitrogen - - - - - - - - - 0.010 －0.219
VMS - - - - - - - - - - －0.253
WAR - - - - - - - - - - -

1) SW: 100 seed weight.
2) HSR: Hard seed rate.
3) VMS: Viscous material content.
4) WAR: Water absorption rate.
*p<0.05, **p<0.01.

Table 6.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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