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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ybeans cultivated in different 
regions and the accompanying soybean curd properties. To produce soybeans with regional competitiveness and demon-
strate the distinctiveness of the soybean product, four regions(Paju, Andong, Muju, Hadong) and four varieties of 
soybean(Daewonkong, Daepungkong, Seonyukong, Cheogja 2) were selected for these experiments. There was a sig-
nificant difference in the isoflavone content of soybeans and soybean curds(p<0.05). Soybeans from Andong had the 
highest content of genistein, daidzein and total isoflavone and soybeans from Hadong had the lowest content of these 
compound. Fatty acid composition of soybeans demonstr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region(p<0.05). In 
particular, soybeans grown under adverse environmental conditions, such as high temperature and low latitude, contained 
the highest composition of oleic acid and the lowest composition of linoleic acid and linolenic acid. Although fatty acid 
content of soybean curd had a third of the fatty acid concentration of soybean, the same characteristic was observed in 
the fatty acid composition of soybean curd. In addition, both soybean and soybean curd had more than 80% unsaturated 
fatty acids and 50% of the unsaturated fatty acid content was linoleic acid. In conclusion, these results demonstr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of soybean and soybean curd originating from different regions and showed the transition of 
nutritional constituents from soybean to soybean curd as a function of environmental factors. Therefore, we must consi-
der these factors when manufacturing so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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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대두(Glycine max(L.).Merr)는 오랜 옛날부터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널리 재배되었고 식물성 단

백질과 지방의 공급원으로 이용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는 쌀, 보리, 조, 기장과 함께 주요한 작물 중 하나로 일

상생활에서 다량 소비되고 있으며, 콩을 이용한 된장, 간
장, 청국장, 두부, 비지, 콩나물, 콩기름 등으로 제조되어 

왔다. 특히, 두부는 콩 단백질을 식용으로 하는 대표적

인 비발효 콩 가공식품으로 영양분이 풍부하고 가격이 

저렴하며 현대 소비자들의 식생활 패턴인 편의와 건강, 

고급 맛 지향이라는 관점과 맞물려 식품 소재로서 재 각

광을 받고 있다(Lee BY 등 1990, Kim CJ 1998).
우리나라는 다양한 콩 가공식품이 존재하여 1인당 소

비량이 높고 점차 콩과 콩 가공식품의 중요성이 부각되

어 수요량이 늘고 있지만, 국내의 콩 자급도 및 생산기반

은 빈약한 실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2009)에 따르면, 우
리나라의 콩 시장규모는 연간 1,676천 톤 수준으로 국내

생산은 114천 톤뿐이었고 나머지 대두 공급량은 미국, 중
국 등지에서 수입하여 충당하고 있다. 이 중 식량으로 

연간 99천 톤과 가공을 포함한 식용으로 연간 296천 톤

이 소비되었다. 즉, 국내 콩 시장에서 콩 자급도는 7.1%
이고, 식량 자급도는 28.2% 수준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콩만으로는 국내 식용수요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식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식용

콩의 생산 및 영양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품질 면에서 우

수한 국산 콩의 공급이 절실하다. 그리하여 정부 및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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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단체에서 콩의 우수성을 알리고 대량재배를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고자 고품질의 국산 콩 생산기반 구

축 및 특산단지 조성과 경기도 파주 장단콩축제 등 고품

질, 우수 품종 지역브랜드화를 실시하여 국산콩과 콩 가

공제품에 대한 선호 수요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Kim YH 2002). 이에 국내산 콩 중에서 가공적성별 지

역경쟁력을 갖춘 대두의 생산 및 이를 이용한 가공제품

의 차별성을 살펴보기 위해 지역적 특성과 용도별 적합

성을 갖춘 제품 개발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지역적 특성 및 환경요인을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콩의 영양성분인 조지방, 조단백, 조회분, 이소플

라본, 지방산 등에서 위도, 고도, 온도, 강수량, 일조량 

등에 따라 물질 합성 반응 및 효소 활성에 영향을 받아 

함량 및 조성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다(Wolf RB 등 
1982, Cherry JH 등 1985, Tsukamoto 등 1995, Maestri 
DM 등 1998, Lee SJ 등 2003, Ha TJ 등 2009, Yi ES 
등 2009). 하지만 육종학적인 측면에서 콩의 성분 변화

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가공제품으로의 성분 이

행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 isoflavone과 같은 특

정한 성분에 초점을 맞추어 물질 균형(Mass balance) 측면

에서 실시한 연구가 대부분이다(Wang HJ 등 1996, Jack-
son CJC 등 2002). 즉 두부와 같이 여러 가공과정을 거

치는 제품에서 원료콩의 지역적 특성 및 재배환경요인

에 따른 다양한 성분의 함량과 조성 변화를 관찰함으로

써 지역 경쟁력을 갖춘 대두를 선별하고 이를 이용한 가

공제품의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 

산지별로 재배된 콩의 이화학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콩 가공식품 두부로 이행되는 특성을 비교, 평가하

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콩은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Table 1. Test location and climatic data at four regions in 2009
Paju Andong Muju Hadong

Altitude
38° 36° 36° 35°

Month Temperature(℃)
June 21 22.2 21.35 22.4
July 23.3 23.6 23.05 24.2

August 24.2 24 23.55 25.7
September 19.5 20.5 19.8 22.6

October 13.2 14.2 12.9 16.6

자동기상관측연보(기상청, 2009)

에서 경기도 파주, 경상북도 안동, 전라북도 무주, 경상

남도 하동으로 지역별 농가를 지정하여 재배되어진 대원

콩, 대풍콩, 선유콩, 청자 2호로 2009년 12월에 분양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Table 1). 콩은 5℃ 냉장고에서 보관

하였고, 분석용 시료는 분쇄기(HR-2860, Philips, Korea)로 
분쇄하여 40 mesh의 체로 내린 후 동결 건조하여 -80℃
에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2. 두부제조

콩 100 g을 일정시간 수세하고 증류수 300 mL에 넣어 
실온에서 15시간 동안 수침시켰다. 수침된 콩과 증류수 

700 mL을 분쇄기(HMF-1000, Hanil. Korea)에 넣고 3분간 
갈은 후 타지 않게 저어주면서 17분간 가열하였다. 거즈 

2장을 덮은 체에 액을 여과시켜 두유를 얻었고, 비지를 

탈수기(Hanil. Korea)에 넣어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여액을 두유에 합하였다. 이렇게 만든 두유는 85℃ 항온

수조(BS-31, JEIO TECH, Korea)에서 중탕하여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였고, 75℃ 이상이 되었을 때 미리 준비해

둔 2.5% 염화마그네슘(Taejin GnS) 용액을 넣어 20분간 

응고시켰다. 응고물을 성형(10×75×55 mm) 틀에 넣어 20
분간 500 g추로 눌러 성형하였다. 이렇게 성형된 두부를 

증류수에 10분간 넣어두었고 증류수를 버리고 두부 표

면의 수분을 제거하였다. 완성된 두부는 동결 건조하여 

시료로 이용하였다.

3. 일반성분 분석

수분 함량은 105℃ 상압가열건조법을 사용하였고 조지

방 정량은 Soxhlet’s 추출법을 사용하였으며 조단백 정량

은 분해⋅증류⋅중화⋅적정 네 단계를 거치는 Kjeldahl 질
소정량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AOAC 1990). 조회분 함

량은 550℃ 직접회화법을 이용하였고, 탄수화물 정량은 

시료의 무게가 100%일 때 수분, 조지방, 조단백, 조회분

의 함량(%)을 빼서 탄수화물의 함량(%)을 구하였다.

4. Isoflavone 함량 분석

동결건조 시료 1 g을 취하여 1N HCl 15 mL을 넣고 

100℃ 항온수조(BS-21, JEIO TECH, Korea)에서 90분 동

안 가수분해를 하였다. 이를 상온에서 30분간 냉각한 후 

methanol 35 mL을 추가하여 4,000 rpm에서 1시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추출하였다. 상층액 일부를 취하여 0.2 µm 
PTFE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HPLC 분석 시료로 이용

하였다. 두부는 동결 건조시료 0.1 g을 취하여 1N HCl 
3 mL을 넣고 콩과 동일하게 가수분해 시킨 후 methanol 
7 mL을 넣어 추출하였고, 콩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

였다. Isoflavone의 표준물질은 genistein과 daidzein(Sigma 
Chemical Co., USA)을 methanol에 5～100 µg/mL의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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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용해시켜 분석에 이용하였다. 위의 시료를 측정하기 

위한 분석조건은 Dionex사의 HPLC system을 이용하였

으며 column은 Nova-pak C18(4 µm, 3.9×150 mm)을 사

용하고 mobile phase는 0.1% acetic acid water, 0.1% ace-
tic acid in acetonitrile(65:35, v/v)을 사용하였고, UV detec-
tor 254 nm에서 측정하였으며 sample injection volume은 

10 µL, flow rate는 0.5 mL/min이었다.

5. 지방산 함량 분석

지방산 조성 분석을 위한 지방 추출법은 Bligh & Dyer
의 추출법(Christie WW. 1982)을 사용하였다. 시료 5 g에 
chloroform, methanol, 0.88 % KCl을 10:10:9(v/v/v) 비율

로 첨가하여 150 rpm에서 shaking하면서 30분, 10분, 10
분씩 연속추출하고 감압 여과하여 추출액을 모았다. 이
것을 separatory funnel에 옮겨 20분 이상 정치하고, 하층

부분인 chloroform 부분을 분리하였는데 수분을 제거하

기 위해 Na2SO4 0.2 g이 넣어진 여과지(Whatman no 2)에 
통과시켰고 모아진 chloroform을 감압농축한 뒤 질소를 

충진하였다. 지방의 methylation은 다음과 같다. 지방 약 

0.25 g에 0.5 N NaOH 메탄올 용액 6 mL를 가하여 녹이

고 80℃에서 10분간 가열 후 condenser를 통해 14% BF3 
methanol 7 mL(Sigma Chemical Co., USA)을 넣은 후 2
분간 끓이고 hexane 5 mL을 가하여 1분간 끓였다. 이후 

flask를 상온에서 식힌 후 hexane 층을 vial에 옮겨 Na2SO4 
0.2 g을 넣어 10분간 반응시켜 수분을 제거하였다. 상층

액 일부를 취하여 0.2 µm hydrophobic PTFE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GC 분석 시료로 이용하였다. 지방산의 

분석 조건은 Table 2와 같다.

6. 통계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12.0K for Windows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시료 간 평균차이를 알아

Table 2. Operating condition of fatty acid analysis
Instrument 
parameter Condition 

Model Gas Chromatography 6890 (Agilent, USA)
Column DB-23(J&W scientific, CA, USA)

Temperature
Initial 160℃ holding 

2 min
3.5/min 240℃ 5 min
25.0/min 260℃ 5 min

Injector 250 Splitless
Detector 260 FID detector

Carrier gas He 1.4 mL/min
Injection volume 1 µL

보기 위해 Two-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하였고, 품종

과 산지간의 교호작용이 존재할 경우 동일품종에서 산지

별로 One-way 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하였으며 산지

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을 경우 p<0.05 수준에서 

Duncan의 다중검정법을 이용해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원료콩의 일반성분 함량

원료콩의 일반성분은 Table 3과 같다. Two way ANOVA
를 실시한 결과 조회분 함량을 제외한 일반성분에서 산

지와 품종 간의 교호작용이 있었으며 조지방과 조회분 

함량에서 산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이 중 one 
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하동지역의 조지방과 조회분 
함량에서 동일한 품종 내 산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콩의 일반성분과 관련된 재배환경요인 연구에 의하면 

콩의 조단백과 조지방 함량은 유전자형, 재배온도, 토양

비옥도 등 각종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아 품종고유의 유

전자 발현뿐만 아니라 단백질 및 지방의 합성경로, 함량

이나 구성성분의 조성비에 대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Kim SL 등 2007). 또한 Wolf RB 등(1982)에 따르면 수

분 함량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조단백과 조지방 

함량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며 이 중 조지방 함량

은 온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Yang MH 
등(1997)과 Kumar V 등(2006)은 조단백 함량과 평균 기

온 간에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Kumar V 
등(2006)과 Han WY 등(2008)은 조단백 함량과 위도 간

에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Cherry JH 
등(1985)에 의하면 조지방 함량은 북쪽지역에서 재배된 

콩보다 남쪽지역에서 재배된 콩에서 많다고 하였으나 Han 
WY 등(2008)은 수집한 재래종에서 조지방 함량은 고위

도지역에서 높다고 보고하였고 Kumar V 등(2006)은 조

지방 함량은 위도와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일평균기온

과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한편 조회분 함량

은 기후나 품종보다는 토양의 종류 및 산출력(fertility)의 

영향을 더 받는다고 보고되었다(Harue T 등 1971).
이와 관련하여 본 실험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지방 함

량은 기온이 높은 하동지역이 전 품종에서 유의적으로 

높았고, 조단백 함량은 기온과 강우량 모두에서 상관관

계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수분함량은 one way ANOVA
로 살펴본 결과 동일 품종 내 산지별 차이에서 파주지

역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회분 함량은 하동지

역이 모든 품종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본 연구

의 일반성분 결과만으로는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 기온, 
위도, 강우량 등 다양한 재배환경의 영향을 받아 산지별

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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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ximate composition in soybean varieties at different regions (unit: %)
Variety Region Moisture Crude lipid Crude protein Carbohydrates Crude ash

Daewonkong Paju 8.56±0.09a1) 18.42±0.20c 39.06±0.78a 29.38±0.44b 4.59±0.09c

Andong 7.86±0.13b 19.52±0.25b 37.81±0.46a 29.99±0.11ab 4.82±0.08b

Muju 8.27±0.02a 17.17±0.14d 38.69±0.48a 31.12±0.75a 4.75±0.13b

Hadong 6.76±0.26c 21.32±0.25a 35.99±1.25b 30.31±0.84ab 5.62±0.05a

Daepungkong Paju 7.68±0.16a 19.18±0.07c 38.34±1.35 30.08±1.28 4.73±0.09b

Andong 7.57±0.10ab 19.54±0.13b 37.14±0.38 30.48±0.33 5.27±0.13b

Muju 7.43±0.04b 18.89±0.07d 38.69±1.32 30.04±1.11 4.96±0.19b

Hadong 7.16±0.08c 19.93±0.07a 37.82±1.21 29.11±1.43 5.98±0.71a

Seonyukong Paju 8.54±0.15a 17.69±0.14a 37.28±1.37c 31.71±2.13 4.78±0.92
Andong 6.63±0.00d 18.12±0.15a 40.47±0.45a 29.80±0.44 4.98±0.11

Muju 7.54±0.34c 17.04±0.43b 39.65±0.94ab 30.91±1.69 4.85±0.11
Hadong 7.97±0.04b 17.69±0.07a 38.36±0.65bc 30.73±0.83 5.25±0.43

Cheongja 2 Paju 8.24±0.06a 15.45±0.05b 38.42±0.28b 33.10±0.24a 4.78±0.07b

Andong 8.58±0.32a 15.82±0.36ab 40.59±1.16a 29.84±1.33c 5.17±0.06a

Muju 8.56±0.06a 14.81±0.31c 40.24±0.23a 31.57±0.40b 4.81±0.27b

Hadong 6.98±0.18b 16.07±0.12a 38.93±0.46b 32.75±0.43ab 5.27±0.06a

p-value Region 0.170 0.030 0.234 0.478 0.000
V2)*R 0.000 0.000 0.002 0.020 0.488

1) Results are shown as mean±SD 
2) Variety
p-value about region at each variety by two-way ANOVA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each variety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원료콩의 Isoflavone 함량

대두의 기능성 성분이자 식물성 생리활성물질인 isofla-
vone 함량은 Fig. 1과 같다. 산지별 원료콩의 isoflavone 함
량 범위를 살펴보면 파주지역의 daidzein 함량은 424.40～
888.68 µg/g, genistein 함량은 645.77～1044.43 µg/g이고 

안동지역의 daidzein 함량은 392.35～941.00 µg/g, genis-
tein 함량은 744.08～1135.60 µg/g이며 무주지역의 daidzein 
함량은 268.54～645.32 µg/g, genistein 함량은 456.90～
833.81 µg/g이며 하동지역의 daidzein 함량은 207.20～
627.71 µg/g, genistein 함량은 374.09～757.36 µg/g이었다. 
Two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산지와 품종 간의 교호

작용이 있었으며 daidzein과 genistein에서 산지에 따른 차

이가 있었다. 안동지역의 daidzein, genistein과 total isofla-
vone 함량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하
동지역의 daidzein, genistein과 total isoflavone 함량은 유

의적으로 낮았다. 또한 품종과 산지에 관계없이 genistein
의 함량이 daidzein의 함량보다 많았다.

Cho YS 등(2007)은 종자 크기가 클수록 daidzein과 ge-
nistein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자 크기가 큰 선유콩의 isoflavone 함량

보다는 종자 크기가 작은 대풍콩의 isoflavone 함량이 더 

많게 측정되었다. 이는 종자 크기보다는 품종, 유전자형

Fig. 1. Isoflavone content of soybean varieties at different re-
g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each variety indicate signifi-
cant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의 특성이 isoflavone 함량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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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atty acid composition of soybean varieties at different regions (unit: %)
Variety Region C14:0 C16:0 C18:0 C18:1 C18:2 C18:3 C20:0 SFA* USFA**

Daewonkong Paju 0.07±0.00c1) 9.75±0.04b 4.27±0.15a 21.40±0.35b 56.92±0.34a 7.25±0.22c 0.35±0.02b 14.44 85.56
Andong 0.07±0.00b 10.37±0.16a 3.49±0.09b 20.95±0.14c 57.07±0.28a 7.74±0.12b 0.30±0.02c 14.24 85.76

Muju 0.07±0.00b 9.86±0.07b 3.34±0.02b 20.49±0.04d 56.10±0.07b 9.85±0.04a 0.28±0.00c 13.56 86.44
Hadong 0.08±0.00a 10.44±0.06a 4.24±0.01a 24.01±0.07a 54.31±0.06c 6.50±0.06d 0.41±0.00a 15.17 84.83

Daepungkong Paju 0.07±0.00b 10.01±0.20b 3.86±0.06b 19.34±0.24b 58.87±0.14b 7.60±0.12b 0.26±0.01b 14.20 85.80
Andong 0.08±0.00a 10.32±0.12a 3.60±0.04c 18.32±0.18c 59.31±0.23a 8.12±0.13a 0.24±0.01c 14.25 85.75

Muju 0.08±0.00a 10.30±0.06a 3.97±0.04a 19.59±0.02ab 57.58±0.11d 8.20±0.00a 0.28±0.01a 14.63 85.37
Hadong 0.08±0.00a 10.39±0.08a 4.03±0.06a 19.72±0.05a 58.13±0.10c 7.36±0.03c 0.29±0.01a 14.79 85.21

Seonyukong Paju 0.07±0.00c 10.96±0.11 3.95±0.07a 21.45±0.06c 55.24±0.23a 7.99±0.03b 0.34±0.01a 15.32 84.68
Andong 0.08±0.00b 10.99±0.15 3.37±0.10c 21.43±0.24c 55.18±0.29a 8.66±0.17a 0.30±0.02b 14.74 85.26

Muju 0.08±0.00a 10.72±0.16 3.62±0.11b 24.25±0.24b 52.43±0.37b 8.57±0.15a 0.33±0.02a 14.75 85.25
Hadong 0.08±0.00a 11.04±0.00 3.68±0.00b 25.55±0.10a 52.03±0.06b 7.28±0.04c 0.35±0.00a 15.14 84.86

Cheongja 2 Paju 0.07±0.00b 10.09±0.07 4.09±0.08a 19.65±0.08c 56.91±0.16a 8.85±0.06b 0.34±0.01ab 14.59 85.41
Andong 0.07±0.00b 10.19±0.06 3.60±0.06c 20.60±0.09b 56.08±0.15b 9.16±0.07b 0.30±0.01b 14.16 85.84

Muju 0.08±0.00ab 9.97±0.04 3.57±0.04b 19.18±0.05d 55.59±0.10b 11.31±0.05a 0.30±0.01b 13.92 86.08
Hadong 0.08±0.00a 10.39±0.35 4.13±0.16a 23.28±0.34a 54.36±0.55c 7.37±0.34c 0.38±0.03a 14.99 85.01

p-value Region 0.001 0.017 0.011 0.018 0.002 0.006 0.010 - -
V2)*R 0.006 0.011 0.000 0.000 0.000 0.000 0.000 - -

*SFA: Saturated fatty acid **USFA: Unsaturated fatty acid
1) Results are shown as mean±SD
2) Variety
p-value about region at each variety by two-way ANOVA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each variety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었다. 또한 Tsukamoto 등(1995)에 따르면 isoflavone 함량

은 온도가 올라갈수록 유의적으로 감소한다고 하였고 Yi 
ES 등(2009)은 강우량이 많은 지역에서 isoflavone 함량

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Lee SJ 등(2003a)은 1998～
2000년까지 3년간 같은 지역에서 재배된 콩의 isoflavone 
함량 차이를 통해 연간 평균 온도의 차이가 함량의 차이

를 가져왔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대

원콩을 제외한 품종에서 평균기온이 낮은 파주와 안동

지역의 isoflavone함량이 평균기온이 높은 하동지역의 함

량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전의 논문

들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재배기간 동안 강우량이 많았던 하동지역이 다른 지역

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isoflavone함량을 보였는데 이는 

Yi ES 등(2009)의 보고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Lee SJ 등(2003b)은 다양한 isoflavone의 함량 변화에 

주된 요인으로 환경요인과 유전자형과 환경간의 상호작

용을 보고하였고, Wang HJ 등(1994)은 재배지역보다는 

재배년도가 콩의 isoflavone 함량에 더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대두의 isoflavone 함량이 산지별 

평균온도 및 강우량 등 재배환경 요인에 의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원료콩의 지방산 조성

원료콩의 지방산 조성은 Table 4와 같다. 지방산 조성 

함량은 모든 산지에서 linoleic acid(C18:2) > oleic acid(C18:1) > 
palmitic acid(C16:0) > linolenic acid(C18:3) > stearic acid(C18:0) > 
arachidic acid(C20:0) > myristic acid(C14:0) 순서로 나타났다.

Two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모든 지방산에서 산

지와 품종 간의 교호작용이 있었고 개별 지방산에서 산

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산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하동지역은 전 품종에서 myristic acid, oleic acid, 
arachidic acid가 유의적으로 높았고 linolenic acid는 낮

았으나, 대원콩과 대풍콩에서만 palmitic acid가 높았다. 
무주지역은 linolenic acid가 모든 품종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Wolf RB 등(1982)과 Tsukamoto 등(1995)에 따르면 지

방산의 함량과 조성은 재배환경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

다. 특히 온도가 올라갈수록 다불포화 지방산인 linolenic 
acid와 linoleic acid의 함량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단순 

불포화 지방산인 oleic acid의 함량이 증가하며 palmitic 
acid와 stearic acid은 온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고

하였다. 이것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cytoplasm 내에서 O2

의 용해도가 감소하여 dehydrogenation 반응을 제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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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oximate composition in soybean curds made from four varieties at different regions (unit: %)
Variety Region Moisture Crude lipid Crude protein Carbohydrates Crude ash

Daewonkong Paju 79.50±0.711) 5.21±0.11b 11.55±0.64 2.95±0.60 0.79±0.01b

Andong 80.04±0.59 5.27±0.21b 11.09±0.40 2.83±0.11 0.77±0.01bc

Muju 79.97±0.65 5.09±0.20b 11.32±0.33 2.87±0.37 0.75±0.03c

Hadong 80.06±0.13 5.86±0.10a 10.55±0.22 2.69±0.04 0.85±0.01a

Daepungkong Paju 79.82±0.88b 5.60±0.35a 11.18±0.62 2.64±0.24 0.75±0.03
Andong 81.05±0.04a 4.93±0.48b 10.57±0.06 2.70±0.47 0.75±0.03

Muju 80.57±0.31ab 5.53±0.17a 10.62±0.08 2.57±0.14 0.71±0.02
Hadong 79.70±0.35b 5.85±0.09a 11.08±0.10 2.64±0.41 0.73±0.01

Seonyukong Paju 80.89±0.29 4.96±0.09a 10.58±0.36 2.77±0.17 0.80±0.01
Andong 80.92±1.58 4.33±0.31b 11.08±0.84 2.86±0.39 0.80±0.04

Muju 80.63±0.52 4.61±0.18ab 11.37±0.47 2.57±0.24 0.81±0.03
Hadong 81.67±0.32 4.25±0.15b 10.10±0.30 3.23±0.19 0.75±0.00

Cheongja 2 Paju 80.65±0.87 3.95±0.23 11.28±0.49 3.32±0.91 0.80±0.01
Andong 80.60±1.38 4.05±0.98 11.29±0.91 3.23±0.53 0.83±0.04

Muju 80.26±0.64 4.38±0.28 11.49±0.27 3.06±0.08 0.82±0.05
Hadong 80.89±0.61 3.97±0.24 10.97±0.41 3.05±0.64 1.12±0.51

p-value Region 0.511 0.507 0.256 0.585 0.448
V2)*R 0.406 0.013 0.092 0.850 0.345

1) Results are shown as mean±SD
2) Variety
p-value about region at each variety by two-way ANOVA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each variety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때문이며 지방산 합성에 참여하는 광민감성 desaturase 
enzymes의 활성이나 재배지역 토양의 수분에 따라서 지

방함량 및 지방산 조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SL 등 2007).
Cherry JH 등(1985)은 위도에 따라 남쪽지역 콩은 myri-

stic acid, linolenic acid가 낮고 oleic acid가 높았다고 보

고하였고, Ha TJ 등(2009)은 위도별 검정콩의 지방산 조

성에서 저위도지역인 밀양은 oleic acid가 높고 고위도지

역인 무주는 linoleic acid와 linolenic acid가 높다고 보고

하였다. 이를 통해 콩의 포화지방산은 재배환경에 따라 

조성비의 변화가 덜하나 불포화지방산은 재배환경의 영

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위도가 낮

고 온도가 높은 하동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oleic acid의 

조성이 높았으며 linolenic acid와 linoleic acid의 조성이 

유의적으로 낮았다. 즉, 콩의 지방산 조성에 산지별 재

배환경 요인이 유의성 있는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4. 두부의 일반성분 함량

두부의 일반성분은 Table 5와 같다. Two way ANOVA
를 실시한 결과 조지방 함량에서 산지와 품종 간의 교

호작용이 있었고 모든 성분에서 산지별 차이가 없었다. 

One way ANOVA로 동일 품종 내 산지에 따른 차이를 살

펴보았을 때 조단백과 탄수화물 함량은 산지별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고 수분, 조지방, 조회분 함량은 일부 품

종에서만 산지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특히 하동지역의 대원콩과 대풍콩 두부는 조지방 함량

이 유의적으로 많았고 대원콩 두부는 조회분 함량이 많

았다. 이는 산지별 대두에서도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콩

에서 두부로 만들어 질 때 대두의 산지별 특성이 두부의 
일반성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두부의 Isoflavone 함량

두부의 isoflavone 함량은 Fig. 2와 같다. 본 연구에서 

산지별 두부의 isoflavone 함량 범위를 살펴보면 파주지

역 두부의 daidzein 함량은 317.65～681.18 µg/g, genis-
tein 함량은 293.91～460.42 µg/g이고 안동지역 두부의 

daidzein 함량은 291.50～671.99 µg/g, genistein 함량은 

318.91～493.31 µg/g이며 무주지역 두부의 daidzein 함량

은 217.82～612.51 µg/g, genistein 함량은 233.54～424.83 
µg/g이며 청자 2호 두부의 daidzein 함량은 141.52～520.50 
µg/g, genistein 함량은 145.09～350.88 µg/g이었다.

Two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daidzein, genistein, total 
isoflavone 함량에서 산지 간, 품종 간에 유의적인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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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atty acid composition of soybean curd made from four varieties of soybean at different regions (unit: %)
Variety Region C14:0 C16:0 C18:0 C18:1 C18:2 C18:3 C20:0 SFA* USFA**

Daewonkong Paju 0.08±0.00b1) 10.25±0.02c 4.35±0.04a 22.12±0.15b 55.65±0.12b 7.19±0.08c 0.36±0.01b 15.04 84.96 
Andong 0.08±0.01b 10.75±0.33ab 3.52±0.07b 21.48±0.37c 56.31±0.34a 7.56±0.28b 0.30±0.02c 14.65 85.35 

Muju 0.08±0.00ab 10.45±0.16bc 3.49±0.04b 21.07±0.25c 54.95±0.36c 9.65±0.12a 0.31±0.01c 14.33 85.67 
Hadong 0.09±0.00a 10.85±0.09a 4.29±0.06a 24.13±0.14a 53.68±0.17d 6.55±0.13d 0.41±0.01a 15.64 84.36 

Daepungkong Paju 0.08±0.00 10.51±0.09 3.94±0.03 19.62±0.20 57.99±0.18 7.58±0.05 0.27±0.00 14.81 85.19 
Andong 0.09±0.01 11.50±0.86 3.96±0.28 19.34±1.03 57.11±1.66 7.71±0.53 0.28±0.02 15.83 84.17 

Muju 0.09±0.00 10.72±0.16 4.08±0.08 19.90±0.15 56.83±0.23 8.08±0.07 0.29±0.01 15.19 84.81 
Hadong 0.09±0.00 10.83±0.08 4.11±0.08 19.71±0.17 57.46±0.24 7.49±0.11 0.29±0.01 15.34 84.66 

Seonyukong Paju 0.08±0.00 11.19±0.06 3.92±0.03a 21.85±0.20d 54.57±0.04a 8.05±0.11b 0.34±0.00bc 15.53 84.47 
Andong 0.09±0.00 11.71±0.18 3.57±0.08c 22.32±0.14c 53.52±0.44b 8.48±0.12a 0.32±0.01c 15.69 84.31 

Muju 0.08±0.00 11.36±0.26 3.78±0.08ab 24.59±0.19b 51.35±0.38c 8.47±0.16a 0.36±0.01a 15.59 84.41 
Hadong 0.09±0.00 11.43±0.05 3.76±0.07b 26.32±0.24a 51.02±0.22c 7.02±0.09c 0.35±0.01ab 15.63 84.37 

Cheongja 2 Paju 0.08±0.00 10.53±0.55 4.11±0.24a 20.41±1.06bc 56.09±1.04a 8.44±0.84b 0.34±0.02b 15.06 84.94 
Andong 0.09±0.00 10.75±0.17 3.70±0.05b 20.98±0.29b 54.96±0.41ab 9.20±0.11b 0.31±0.01b 14.86 85.14 

Muju 0.08±0.00 10.01±0.23 3.44±0.07c 19.45±0.31c 55.36±0.32a 11.38±0.25a 0.28±0.02c 13.81 86.19 
Hadong 0.09±0.00 10.68±0.41 4.11±0.02a 23.22±0.24a 54.00±0.21b 7.53±0.25c 0.37±0.00a 15.25 84.75 

p-value Region 0.032 0.013 0.065 0.036 0.025 0.008 0.091 - -
V2)*R 0.194 0.235 0.000 0.000 0.000 0.000 0.000 - -

*SFA: Saturated fatty acid **USFA: Unsaturated fatty acid
1) Results are shown as mean±SD
2) Variety
p-value about region at each variety by two-way ANOVA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each variety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2. Isoflavone of soybean curd made from four varieties of 
soybean at different reg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each variety indicate signifi-
cant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 있었다. 또한 one way ANOVA를 실시한 결과 대원콩, 
선유콩, 청자 2호에서 안동지역과 파주지역의 total iso-
flavone 함량은 유의적으로 높았고 하동지역의 함량은 

유의적으로 낮았다.

Jackson CJC 등(2002)과 Kim CJ 등(2009)은 여러 형태

의 isoflavone 가운데 물에 대한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높

으며 열에 의해 분해되기 쉬운 malonyl isomer가 수침 중 
감소되어 isoflavone이 손실된다고 보고하였고 마쇄과정

에서 끊는 물을 사용할 경우에도 isoflavone의 손실이 있

다고 보고하였다. 그리하여 두부 제조 시 침지뿐만 아니

라 가열처리, 여과 및 응고 과정 중에 초기 함량의 약 

67%를 잃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즉, 두부의 isoflavone은 

침지조건, 가열처리 조건, 여과방법, 응고제의 종류 등의 

영향을 받아 대두의 isoflavone이 상당량 손실된다. 본 연

구에서도 콩에서 두부로 제조될 때 isoflavone의 함량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산지별로 재배된 대두의 특성이 두

부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콩에서 두부로 제조될 때 대두의 isoflavone이 가공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고 지역경쟁력을 갖춘 두

부를 제조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산지별 특성에 따른 대

두와 이를 이용한 두부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두부의 지방산 조성

산지별 대두를 이용하여 제조한 두부의 지방산 조성은 
Table 6과 같다. 지방산 조성 함량은 모든 산지에서 l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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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c acid(C18:2) > oleic acid(C18:1) > palmitic acid(C16:0) > lino-
lenic acid(C18:3) > stearic acid(C18:0) > arachidic acid(C20:0) > 
myristic acid(C14:0)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원료콩의 지방

산 조성과 동일한 순서였다.
지방산 조성에서 two 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my-

ristic acid와 palmitic acid를 제외한 지방산에서 산지와 품

종 간의 교호작용이 있었고 stearic acid와 arachidic acid
를 제외한 지방산에서 산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있

었다. One way ANOVA로 품종별 산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파주지역은 대풍콩을 제외한 품종에서 stearic 
acid가 높았고 무주지역은 모든 품종에서 linolenic acid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하동지역은 모든 품종에서 myristic 
acid가 높았고 linolenic acid가 낮았으며 대원콩, 선유콩, 
청자 2호에서 oleic acid가 높았고 대원콩과 청자 2호에

서 arachidic acid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는 원료콩과 

마찬가지로 기온 등 재배환경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사

료된다.
두부의 지방산 함량은 원료콩의 1/3 수준이었지만 지

방산 조성은 원료콩과 마찬가지로 불포화지방산의 조성 

비율이 80% 이상이며, 필수 지방산인 linoleic acid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원료콩과 유사한 조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콩과 마찬가지로 위도가 낮고 

온도가 높은 하동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oleic acid의 조

성이 높으며 linolenic acid와 linoleic acid의 조성이 유의

적으로 낮았다. 두부에서도 isoflavone과 마찬가지로 대두

의 지방산 특성이 여러 제조과정을 거치는 두부의 특성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 또한 두부 제조 

및 가공적성 평가 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IV. 요 약

본 연구는 지역경쟁력을 갖춘 대두의 생산 및 이를 이

용한 가공제품의 차별성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도 파주, 
경상북도 안동, 전라북도 무주, 경상남도 하동에서 재배

되어 2009년 6월 15일에 파종한 대원콩, 대풍콩, 선유콩, 
청자 2호와 이들로 만든 두부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일
반성분에서는 대두의 산지별 특성이 두부의 일반성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었다. 대두의 isoflavone 함량

은 모든 품종에서 안동지역의 함량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았고, 하동지역은 낮았다. 두부의 isoflavone 
함량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대두의 지방산 
조성은 하동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oleic acid의 조성이 

높았으며, linolenic acid와 linoleic acid의 조성이 유의적

으로 낮았다. 이는 두부의 지방산 조성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지별로 재배된 대두의 이화학적 

특성이 산지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이로 만든 

두부에서도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콩에서 두부

로 제조될 때 산지별 대두의 특성이 최종 가공물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콩 가공제품을 제

조할 때 산지별로 재배된 원료 콩의 이화학적 특성 차이

를 고려한다면 보다 용도별 적합성이 뛰어나고 우수한 

콩 가공제품의 제조와 가공적성평가 항목의 설정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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