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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발효기를 이용한 청국장 제조과정의 가스감지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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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 sensing pattern in chungkukjang production

using household fermentation system.

H. C. Jung, S. Y. Choi*†, and J. B. Kim**

Abstract

The sensing system was designed and fabricated to investigate the ferment environment of soybeans. NH3 gas was

saturated after about 7 h and CO2 gas was reached the peak after about 8 h in the inoculation of Bacillus subtilis. However,

times that CO2 gas and NH3 gas were reached maximum value without Bacillus subtilis were about 15 h and 18 h,

respectively. The sample that inoculated Bacillus subtils had deeper taste than one without it. We found that the peak

time of CO2 gas means the starting time of fermentation. If we control the operating time after the start of fermentation,

it is expected to make a suitable Chungkukjang to individual p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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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청국장은 된장, 간장 등과 더불어 한국인에게 매우

중요한 대두 발효식품으로, 전통 대두 발효식품 중 가

장 단기간에 제조 가능하며, 영양적,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콩의 섭취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1]. 그러나

청국장 특유의 냄새와 낮은 저장성 때문에 대량생산에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아왔다. 최근에

들어서 청국장의 영양적 측면 외에도 청국장의 혈전

용해능, 면역기능 강화, 항 산화효과, phytocstrogen 효

과 등이 있음이 규명 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청국장의 대량 생산 및 기능성, 관능성 개선

에 따른 소비 증대에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3].

또한, 시판 청국장과 더불어 개개인의 기호에 맞게 가

정에서 직접 청국장을 제조하여 먹을 수 있는 가정용

발효기 장비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가정에

서 쉽게 사용 가능한 용기에서 제조된 청국장의 발효

환경에 관한 연구가 절실한 실정이다.

발효는 크게 발효미생물, 원료, 환경조건(발효조건)

의 3요소에서 품질이 좌우된다. 즉, 김치, 요구르트 등

은 유산균에 의해 발효가 이루어지며, 청국장, 된장 등

대두류의 발효는 고초균(Bacillus subtilis)에 의해 발효

가 이루어지게 된다. 미생물들의 성장곡선을 보면 유사

한 패턴이 보이게 된다. 미생물은 유도기→대수기→

정체기→사멸기를 거치게 되는데, 대수기의 기간은

온도, 습도 등 발효환경에 의해 변화가 이루어진다. 또

한, 미생물이 원료(우유, 대두 등)를 분해함으로써, 효

소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효소작용으로 인해 발효가스

가 발생하게 된다. 즉, 미생물의 성장에 동반하여 발효

가스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실험을 통하여 인큐베이터로

청국장을 발효하는 중에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이산화

탄소 가스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발효 과정에서 발생

되는 가스의 양의 변화와 청국장의 초기 발효가 끝나

는 시점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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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장치 및 방법

예비 실험으로 청국장 발효환경의 가스 감지 패턴을

센서로서 관측가능한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화

가능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온도, 압력, 습도, 가스의 변

화를 측정하였다. 예비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청국장

발효 중에 발생되는 가스를 세분화 하여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가스 센서를 이용하여 가스 패턴을 분석하였

다.

Fig. 1은 실험을 위한 청국장 발효기의 모식도이다.

발효기의 하부에는 컨트롤러와 열선이 설치되어 있어,

설정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발효

균주로 사용된 고초균의 생육 최적온도는 40~50 oC로

알려져 있다[4]. 발효기는 이 조건을 맞추어 발효 시작

후 5시간 동안 50 oC로 온도를 상승시키고, 이후에 19

시간 동안 발효기 내부의 온도를 50 oC로 일정하게 유

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효환경을 관측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온도, 압

력, 습도, 가스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모듈을 발효기

내에 삽입하였다. 이 중 가스센서는 공기의 구성성분과

다른 분자가 감지되면 출력을 나타내는 형태의 센서로

서 가스종류에 따라 반응량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출

력은 특정가스의 정량적인 값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초기상태를 기준으로 감지량이 증가하면 상대적인 전

압(ADC: arbitrary DC)증가를 통해 데이터로 변환된다.

Fig. 2(a)는 온도센서로서 미리 정해진 값에 따라 가열

판에서 발생하는 열이 발효기 내부 분위기에 적절히

전달되는지를 관측하도록 설치하였고, Fig. 2(b)는 습

도센서로서 내부의 습도변화를 관측하였다. Fig. 2(c)

는 발효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량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서 범용 가스센서인 SNS-M150을 사용하였다. 삽

입된 센서는 습기로부터 보호된 케이블을 통하여 외부

에 준비된 데이터처리 시스템에 연결하였다. 센서자체

에서 측정된 값은 발효기 내에서 발생된 온도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4] 데이터처리 시스템을 통해

온도보상 및 보정과정을 거쳐 컴퓨터로 전송된다.

청국장 발효 중 발생하는 가스의 화학조성을 확인하

기 위해, 발효기 내의 기체를 채취하여

가스 크로마토그라피(Shimadzu Corporation, QP-

1000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스 샘플 채취를 위

해 발효기 뚜껑에 구멍을 뚫은 후 가스 콕을 설치하였

으며, 발효가 완전히 종료된 직 후 가스 밀폐형 주사기

를 이용하여 샘플을 채취하였다. 위 분석 결과를 바탕

으로 가스패턴을 인식하고,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가

스 센서를 사용하여 발효 중에 발생하는 암모니아, 이

산화탄소 가스 감지 패턴을 측정하였다.

Fig. 3은 발효환경에서 발생 혹은 변화하는 여러 가

지 요소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사진이다.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센서는 발효기 상부에 위치하도록 설치하

였다. 설치된 센서에 의해서 발효기 내부에서 공기가

세어나가지 않도록 실리콘 러버로 단단히 고정하였다.

온도는 20 oC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사용되는 콩

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메주콩을 사용하였고, 접종

균은 고초균을 사용하였다. 청국장 제조 과정은 소이

멀티 쿠커를 이용하여 콩 400 g에 물 1200 ml를 넣고

12시간 삶은 후 50 oC로 식혔다. 식힌 콩에 고초균을

접종하고 발효기에 거치 후 24시간 동안 발효를 시켰

다. 발효기 내부의 온도 조절은 5시간 동안 50 oC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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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chematic diagram of the incub- ator for

Chungkukjang fermentation.

Fig. 2. The feature of sensor module inserted in the

incubator.

Fig. 3. The feature of tot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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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시킨 후에 19시간 동안 유지 되도록 제어하였다. 마 지막으로 발효기 내부의 가스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가스 센서를 설치하여 발효 중

발생되는 가스양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검토

Fig. 4는 시간에 따른 발효기내부의 온도, 압력, 습도,

가스양을 측정한 것이다. 그래프를 통하여 온도, 습도,

압력은 증가하다가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스양은 일정 시간 이후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청국장의 발효가 완료

되는 시기와 일치한다. 미생물은 유도기, 대수기, 정체

기, 사멸기를 거쳐 성장을 하는데, 미생물의 수는 정체

기에 접어들면서 최고조에 이르고, 이후 급격히 감소하

게 된다. 즉, 대수기는 거의 초기 발효 단계로 볼 수 있

으며, 정체기는 발효완료 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미생물이 각각의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외부환경 및 발효환경에 따라 많이 달라진다. 즉, 발효

환경의 내, 외부적 요인이 최상의 발효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미생물이 최적의 조건에서 발효가 진행될 수 있

고, 이에 따라 발효가 완료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걸리

는 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한편, 발효환경의 내, 외부적

요인이 나쁘다면, 초기 발효 단계 또는 발효 완료 단계

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Fig. 5는 가스 크로마토그라피의 분석 결과이다. 청

국장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된 가스 성분이 암모

니아와 이산화탄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분

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국장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 가스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

여 각각의 가스 센서에 대해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예

비실험에서 센서 모듈 시스템을 이용한 측정에서 가스

양이 감소하는 지점에서 암모니아 가스양은 최고치로

써 일정하게 유지되고, 이산화탄소 가스양은 최고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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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surement results for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Chungkukjang fermentation. (a) Temperature,

(b) pressure, (c) gas and (d) humidity. Fig. 5. Analysed result of GC-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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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 후에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와 동일하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에 대한 추가 실험

으로 Fig. 6과 같이 고초균을 접종하였을 때와 접종하

지 않았을 때를 비교하였는데, 그래프의 경향성에는 변

화가 없었으며, 단지 가스양이 최고 지점에 도달하는

시간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었다. 이는 미생물의 성장곡

선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미생물의 성장곡선과 발효가

스 발생곡선을 보면 발효과정에서 정점인 곳은 바로

미생물의 정체기 구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생물의

정체기 구간에 가장 많은 발효가스가 배출이 되며, 이

후 사멸기에서 미생물은 감소하게 되고, 발효가스 또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인다. 이 점을 측정 분석하여 청국

장의 발효 완료 단계를 알 수 있다. 고초균의 접종 여

부에 따라서 초기발효가 종료되는 시간의 차이를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추가 실험으로 발효기

를 교체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을 시에도 그래프의 경향

성은 바뀌지 않았으며, 이전 실험에서의 결과와 일치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가지 실험 중에서 가스

양의 최고점이 늦게 나타나는 고초균을 접종하지 않은

연구에서 제조된 청국장은 발효가 적게 일어났으며, 이

것은 발효가 끝나는 시간이 고초균을 접종한 실험에서

는 8시간 걸린데 비해 고초균을 접종하지 않은 실험에

서는 약 2배 정도가 증가한 15시간 정도로서 발효완료

단계까지 걸리는 시간이 큰 차이가 나타남으로서 고초

균을 접종한 실험에서는 보다 많은 숙성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산화탄소의 감소는 미생물의

수와 관계되어, 미생물이 정체기에 접어들면서 최고조

에 이르고, 이때 발생되는 발효 가스의 양도 최고조에

이르며, 이후 사멸기에 접어들면서 미생물의 수는 감소

하게 되고, 발효가스 또한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고초

균을 접종한 실험보다 고초균을 접종하지 않은 실험에

서 가스양이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정체기에서의 최

고조에 이른 미생물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멸기에 접어들면서 개체수의 감소에 따른 발효가스

의 감소도 크게 나타나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가정용 발효기를 이용한 청국장 발효는 발효 환경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발효품질을 얻을 수 없고, 또한 동

일한 가정에서도 어제와 오늘의 발효품질이 다르게 나

타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발효환경의 차이로

품질의 표준화가 어려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청국

장 발효 시 발생되는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발효가

스의 패턴을 분석하였다. 청국장의 초기 발효가 종료되

는 시점에서 암모니아 가스는 포화되며, 이산화탄소 가

스양이 최고점에 이른 후 감소되는 시점과 동일하게

측정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인 청국장

발효 중에 발생하는 가스의 패턴을 인식한 후, 그 결과

를 발효 시스템에 피드백 시키면 균일하게 청국장을

얻을 수 있는 발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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