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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eongkookjang that was prepared with three kinds of soybeans [non-germinated soybean (NG), soybeans germinated 
for 12 hr (GS12), and soybeans germinated for 24 hr (GS24)] were investigated. The changes in the pH, total 
aerobes, and slime content of Cheongkookjangs that were prepared with NG, GS12 and GS24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during their fermentation for 48 hr at 40℃. The total aerobes of the Cheongkookjang variants reached  
108~109 CFU/mL after theirfermentation for 48 hr.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DPPH-radical-scavenging activities 
the germionated and non-germinated soybeans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but increas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germination degree during the fermentation. The isoflavone content of the Cheongkookjang with the  germinated 
soybean increased. The isoflavone content of Cheongkookjang  variant were 0.141 mg/g (NG), 0.369 mg/g (GS12) 
and 0.569 mg/g (GS24); their free amino acid contents were 254.26 mg% (NG), 337.49 mg% (GS12) and 528.78 
mg% (GS24); and their sensory characteristics such as their taste, color, flavor, bitter taste, texture, and overall 
acceptability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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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청국장은 전통 콩 발효 식품류 중 가장 짧은 기간(2-3일)

에 완성(1)할 수 있으면서도 그 풍미가 독특하고 여러 가지

필수아미노산과 식물성 지방 및 유기산들을 많이 함유하여

영양적으로도 우수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경제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콩의 섭취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특히

청국장은 소화흡수율이 높고, 소금이 들어가지 않는 무염

발효식품으로 고혈압, 위암, 뇌졸중 등의 발생과 관련이

높은 정제소금의 과잉섭취를 막을 수 있는 바람직한 식품이

라 볼 수 있다(2). 청국장의 품질을 나타내는 지표로는 맛,

향, texture, 색, 기능성 등이 있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원료, 발효조건 및 발효미생물 등이 있는데, 이들

중 청국장의 맛과 향의 생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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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은 발효미생물이다. 청국장의 발효미생물에 관한

연구보고로는 Bacillus subtilis (3), Bacillus licheniformis 및

Bacillus megaterium (4)과 같은 Bacillus sp.의 균주를 단독

으로 청국장을 제조하거나, 두 균주를 혼합하여 청국장을

제조한 연구가 있다(5).

콩은 우리나라 전통 콩 발효식품의 주된 원료 및 식물

유래의 기능성 소재로서 매우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다(6).

콩의 주요 생리활성물질인 isoflavone중 genistein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며 in vitro와 in vivo에서

종양 promoter에 의해 유도된 과산화수소의 생성을 억제하

였다는 Wei 등(7)의 보고가 있다. 그 외에도 구리에 의해

촉매 되는 LDL 산화에 있어서도 genistein이 항산화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들이 있다(8,9). 이러한 콩은 발아과정 동

안 발생하는 호흡과 대사 작용으로 비단백태질소성분은

증가하며, 지방질과 올리고당은 감소하고, isoflavone함량

은 발아초기에 증가하다가 차츰 감소하는 등 다양한 영양성

분 및 기능성 물질의 변화가 일어난다(10). Kim 등(11)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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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을 20℃에서 발아시켰을 때 isoflavone 함량이 증가된다

고 하였으며, Lee 등(12)은 발아초기 1∼2일에 isoflavone중

daidzein 와 genistein의 함량의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발아콩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콩나물에 집중되어

있으며(13), 발아콩을 식품에 적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

다. 본 연구는 발아콩을 이용한 청국장 제조의 가능성을

검증 위하여 발아콩과 생리적 특성이 있는 Bacillus

licheniformis B-59 (14)를 이용하여 제조한 청국장의 발효

및 품질특성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발아콩 청국장의 제조

발아콩을 이용한 청국장은 Choi 등(15)의 방법으로 제조

하였다. 정선한 콩을 깨끗이 세척한 후 25℃의 증류수에

6시간 수침시킨 다음 암소에서 2시간 간격으로 살수하여

12시간, 24시간 동안 발아 시켰으며, 대조구로 증류수에

6시간 수침시킨 콩을 사용하였다. 회수한 발아콩을 100 g씩

담아 121℃에서 45분간 증자 후 50℃로 냉각시켜 0.1 M

phosphate buffer (pH 7.0)에 적정 농도(10
8

CFU/mL)로 현탁

시킨 B. licheniformis B-59(14) 현탁액을 증자된 콩에 각각

2% (v/w)접종하였다. 청국장의 발효는 40℃에서 48시간 발

효시키면서 12시간 간격으로 발효특성을 조사하였다.

총균수 및 pH측정

총균수는 시료 10 g에 멸균 증류수 90 mL를 첨가하여

ACE homogenizer (Nissei, Nihonseiki Kaisha Ltd, Tokyo,

Japan)로 15,000 rpm에서 마쇄한 시료 1 mL을 무균적으로

취하여 0.1% peptone수로 적정 희석하고 nutrient agar에

접종하여 37℃에서 24시간 배양 후 나타나는 colony수를

계측하였다. pH 측정은 마쇄한 시료를 여과지(Whatman

No. 5)로 여과하여 그 여액을 pH meter (Orion Model 410-A,

Boston, MA, USA)로 측정하였다.

점질물 생성량 측정

청국장의 점질물량은 Lee 등(16)에 의한 방법에 준하여

청국장 시료에 동량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30분간 진탕한

후 centrifuge (Model 5810 R, Eppendorf, Hamburg, Germany)

로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 5 mL을

105℃에서 증발 건조시켜 그 무게를 측정하여, 시료에 대한

건물량(%)으로 나타내었다.

환원당 정량

환원당은 DNS 법(17)으로 정량하였다. 시료 5 g에 증류

수 100 mL를 가하여 3시간 진탕 추출시킨 후 여과지

(Whatman No 2)로 여과한 여액 1 mL에 DNS (dinitrosalicylic

acid)시약 3 mL을 첨가하고 5분간 끊인 다음, 냉각한 후

분광광도계(Pharmacia Biotech Ultrospec 1000, Cambridege,

UK)를 사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전자공여능 측정용 시료 조제

동결 건조한 발아콩 청국장 분말 10 g를 70% ethanol

100 mL을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추출한 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0.45 µ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100 mL (0.1 g/mL)을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Singleton 등(18)의 방법에 따라 추출

물 1 mL에 0.2 N Folin-ciocalteu reagent 1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3분간 반응시킨 후, Na2CO3 (75 g/L) 1 mL을 가한

후 암소에서 1시간동안 방치한 후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한 표준곡선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전자공여능(DPPH) 측정

Blois의 방법(19)을 변형하여 청국장 추출물 0.4 mL에

0.4 mM DPPH (α, α-diphenyl-β-picrylhydrazyl) 에탄올 용액

0.8 mL을 진탕 혼합하고, 10분간 방치 후 525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여 100 -〔(시료첨가구의 흡광도/무첨가구의

흡광도) × 100)〕의 계산식에 의하여 활성도 %를 산출하

였다.

이소플라본 분석

이소플라본 분석은 Song 등(20)의 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동결 건조한 청국장 분말 시료 1 g에 80% Methanol 5 mL에

넣고 6시간 실온에서 추출한 다음 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상등액을 0.45 µm membrane filter로 여과

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 HPLC 분석을 위해 사용된

column은 Inertsil
Ⓡ

ODS-3 LC-18 column (5 µm, 4.6×250

mm: GL Sciences Inc, Tokyo, Japan)을 사용하였으며,

detector는 UV detector (UV-2077 Plus, JASCO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유리 아미노산 분석

동결 건조한 시료 0.2 g에 ethanol 5 mL를 첨가하여 24시

간 동안 추출하여 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

액을 취하였다. 상등액은 감압농축한 후 아미노산 분석용

lithium citrate loading buffer로 용해시키고, 0.22 µm

membrane filter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아미노산 자동

분석기(Biochrom 30 amino acid analyzer, Cambridge, UK)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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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능검사

평소 청국장을 기피하지 않은 식품을 전공하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25명을 대상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하였다. 측

정항목으로는 색상, 조직감, 맛, 향기, 종합적기호도를 5점

채점법으로 평가하였다. 아주 좋다가 5점, 보통이다가 3점,

아주 나쁘다가 1점으로 평가하였다.

통계처리

관능검사와 유리 아미노산을 제외한 모든 실험은 3회

반복으로 행하였으며, 평균치간의 유의성은 SPSS system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version 12.0)를 이용, p<0.05수

준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균수 및 pH, 환원당의 변화

40℃에서 48시간 동안 발효한 발아콩 청국장의 총균수와

pH, 환원당의 변화는 Fig. 1와 같다. 대조구는 발아시키지

않은 콩(NG)을 사용하였으며, 12시간 발아 시킨 콩(GS12)

의 싹의 길이는 0.4 ± 0.2 cm이었으며, 24시간 발아 시킨

콩(GS24)은 0.8 ± 0.2 cm이었다. 총균수는 발효 12시간 후

모두 10
8

CFU/mL이었으며, 발효 24시간에서는 NG와

GB12의 경우 10
8

CFU/mL, GS24의 경우 10
9

CFU/mL이었

다. 발효 48시간의 경우 NG와 GS12는 108 CFU/mL, GS24는

10
9

CFU/mL으로 나타나 GS24가 가장 높았다. 이는 Youn

등(21)은 B. natto와 B. licheniformis를 이용하여 청국장을

제조하였을 때 청국장 발효 40시간이후 총균수 109

CFU/mL 이었다는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발아콩을 이용한 청국장의 pH는 각각 6.10(NG), 6.16

(GS12), 6.16(GS24)으로 나타났다. 발효 24시간째에는 NG

의 경우 6.41로 나타났으며, GS12와 GS24는 각각 6.46, 6.60

발효 48시간에는처리구간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

나 발효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pH는 증가하였다. 청국장은

발효전에 비해 pH가 증가한다는 Youn 등(21)의 결과와

Kim 등(22)이 보고한 우리나라 전통 청국장의 평균 pH값인

7.21과 유사하였다. 발아시간을 달리한 발아콩을 이용한

청국장 제조시 환원당의 변화는 발효 12시간째 환원당 함

량은 각각 3.72% (NG), 2.27% (GS12), 2.00% (GS24)를 나타

내었으며, 발효 12시간 이후부터 각 처리구별 환원당 함량

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NG에 비하여 발아콩을

이용한 청국장은 낮은 환원당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12시

간 이후부터는 급격한 감소현상을 나타내었다. Shon 등(23)

도 청국장 발효 24시간째에 가장 높은 환원당량을 나타내

었다가 그 이후부터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

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1. Changes in total viable cell and pH, reducing sugar during
Cheongkookjang prepared with germinated or non-germinated
soybean during fermentation for 48 hr at 40℃.

-■-, Non-germinated; -◆-, Germinated soybean for 12 hr; -▲-, Germinated soybean
for 24 hr.

점질물의 변화

발아콩을 이용한 청국장의 발효 중 점질물 함량의 변화

는 Table 1과 같다. 청국장의 점질물은 콩 탄수화물 분해물

인 levan form fructan과 단백질 분해물 중합체인

polyglutamate의 혼합물로 알려져 있으며(24), 일반 청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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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2.15∼6.03%가 함유되어 있다(25). 점질물의 생성량은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발

효 24시간의 경우 NG는 4.46%, GS12와 GS24는 각각

4.32%, 4.49%이었으며, 발효 48시간 후에 각 처리구별점질

물 함량은 각각 NG는 6.14%, GS12와 GS24는 6.22%, 6.34%

를 나타내었다. Woo 등(26)은 B. subtilis 6균주를 이용하여

청국장을 제조하였을 때, 40℃, 20시간 동안 발효시킨 청국

장의 점질물 양이 2.84∼5.66%라고 보고하였다.

Table 1. Changes in slime content of Cheongkookjang prepared with germinated or non-germinated soybean during fermentation for 48
hr at 40℃

(%)

Sample
Fermentation time (hour)

12 24 36 48

NG
1)

2.55±0.34
aD

4.46±0.01
aC

5.25±0.26
aB

6.14±0.15
aA

GS122) 2.30±0.13aD 4.32±0.04bC 5.20±0.12aB 6.22±0.02aA

GS243) 2.42±0.41aD 4.49±0.03aC 5.03±0.08aB 6.34±0.08aA

1-3)NG; Non-germinated, GS12; Germinated soybean for 12 hr, GS24; Germinated soybean for 24 hr.
a,bMean within each column with no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A-DMean within each row with no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총 폴리페놀 함량과 전자공여능의 변화

페놀성 물질은 식물계에널리 분포되어 있는 대사산물의

하나로서 다양한 구조를 갖는데, 특히 이 중 phenolic

hydroxyl기가 항산화 등과 같은 생리활성 기능을 나타내게

된다(27,28). 발아시간을 달리한 발아콩을 이용한 청국장의

발효중 총 폴리페놀 함량과 전자공여능의 변화는 Fig. 2와

같다. 원료 콩의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304.18 µg/g (NG),

310.22 µg/g (GS12), 316.25 µg/g (GS24)로 발아시간에 따라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에서 48

시간 발효한 청국장의 폴리페놀 함량은 419.91 µg/g (NG),

453.03 µg/g (GS12), 519.05 µg/g (GS24)를 나타내어 발효전

의 콩은 발아시간에 따라 뚜렷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

나, 발효 후 NG는 1.4배, GS12 1.5배, GS24 1.6배 정도 증가

하여 발아에 의해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전자공여능은 인체 내에서의 활성 라디칼에

의한 노화를 억제하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29,30). 발효

전 원료 콩의 전자공여능은 각각 50.46% (NG), 50.77%

(GS12), 52.00% (GS24)로 발아 24시간 콩이 가장 높았다.

청국장 발효 시 전자공여능은 NG는 59.09%, GB12와 GB24

는 65.78%, 65.02%로 발아콩으로 제조한 청국장이 대조구

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발아시간에 따른 유의적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콩과 콩 발효식품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는 chlorogenic acid, iso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isoflavone, 펩타이드와 아미노산 및 갈변

물질 등이 알려져 있다(31). 총 폴리페놀과 전자공여능 측정

결과 발아콩 청국장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는 발아콩에 함유

되어있는 isoflavone(daidzein, genistein 등) 및 peptide와 유

리 아미노산 등의 화합물들이 발효과정에서 미생물의 작용

에 의해 생성된 여러 가지 성분 및 기능성 물질들과 서로

작용하여 상승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사료된다.

이소플라본의 변화

이소플라본은 식물계에 널리 존재하는 diphenol화합물

로서 배당체인 genistin, daidzin, glycitin과 비배당체인

Fig. 2. Comparison of total polyphenol conten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of Cheongkookjang prepared with germinated or
non-germinated soybean after fermentation for 48 hr at 40℃.

genistein, daidzein, glycitein등으로 존재한다(32). 대두를 발

효시키면 대부분의 이소플라본이 비배당체로 전환하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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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isoflavone contents of Cheongkookjang
prepared with germinated or non-germinated soybean after
fermentation for 48 hr at 40℃

(mg/g, dry basis)

Sample
Compounds

Daidzein Genistein Total

Before
fermentation

NG
1)

0.062±0.00
a

0.038±0.00
a

0.100±0.00
a

GB122) 0.038±0.00c 0.024±0.00b 0.062±0.00c

GB243) 0.048±0.00b 0.022±0.00b 0.067±0.00b

After
fermentation

NG 0.095±0.00c 0.046±0.00c 0.141±0.00c

GB12 0.218±0.00b 0.151±0.00b 0.369±0.00b

GB24 0.344±0.00a 0.225±0.00a 0.569±0.00a

1-3)See the legend of Table 1.
a-cMean within each column with no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리활성이 증가한다(33). 발아시간을 달리한 콩의 발효 전

후 이소플라본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원료 콩의 경우

daidzein함량은 NG가 0.062 mg/g로 가장 높았으며, GS12

0.038 mg/g, GS24 0.048 mg/g이었으며, 발효 후 daidzein

함량은 각각 0.095 mg/g (NG), 0.218 mg/g (GS12), 0.344

mg/g (GS24)로 발아콩으로 제조한 청국장의 daidzein 함량

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Genistein의 변화는 daidzein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발효에 의해 아글리

콘 형태의 이소플라본이 증가하는 것은 β-glucosidase에 의

한 배당체인 genistin과 daidzin의 가수분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유리 아미노산의 변화

콩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청국장 중의 단백질은 발효과

정 중 B. subtilis가 분비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의 작용으로

polypeptide → peptide → amino acid로 분해되어 소화 흡수

되기 쉬운 상태와 끈적한 점질물이 생성되어 고유의 맛과

향을 지니게 된다(34).

발아시간을달리한 콩을 이용하여 제조한 청국장의 유리

아미노산 변화는 Table 3과 같다. 발효 전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135.18 mg% (NG), 194 mg% (GS12), 262 mg%

(GS24)로 발아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필수아미노산 함

량도 증가하였다. 발아콩으로 제조한 청국장의 경우 필수

아미노산인 L-Valine, L-Methionin, L-isoleucine,

L-Phenylalanine, L-Lysine이 NG에 비하여 약 2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발아 12시간 보다 발아 24시간 시킨

콩으로 제조한 청국장의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총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NG 254.26 mg%, GS12 337.49 mg%, GS24

528.78 mg%로 발아콩이 높았으며 발아시간에 따라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청국장의 유리아미노산 함량 변화

에 있어서 Kim 등(35)은 볏짚을 이용하여 제조한 청국장에

는 arginine, glutamic acid, alanine 등이 많았고, 청국장 발효

제품의 유리 아미노산 함량이 원료콩의 것보다 많았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과 유사하였다.

Table 3. Comparison of free amino acid contents of
Cheongkookjang prepared with germinated or non-germinated
soybean after fermentation for 48 hr at 40℃

(㎎%, dry basis)

Amino acid
Before-fermentation After-fermentation

NG
1)

GB12
2)

GB24
3)

NG GB12 GB24

L-Threonine 3.06 7.96 11.23 1.67 2.41 7.46

L-Valine 8.03 12.84 16.81 27.53 33.75 44.44

L-Methionin ND 1.61 2.76 11.35 4.97 23.10

L-Isoleucine 3.49 8.11 11.58 14.53 17.18 29.00

L-Leucine 5.05 11.36 17.47 32.75 53.18 60.93

L-Phenylalanine 6.17 10.78 17.20 50.61 60.97 109.36

L-Lysine ND ND ND 3.00 4.71 10.73

L-Serine 3.07 5.64 7.90 ND ND 2.14

L-Asparagine 12.91 13.57 19.91 ND ND ND

L-Glutamic acid 16.80 29.02 37.94 7.77 28.66 22.29

Glycine 2.08 2.23 2.84 2.89 1.97 6.47

L-Alanine 17.22 31.68 44.18 15.85 15.32 46.32

L-Citrulline ND ND ND ND ND 3.71

L-α-Amino-n-butyric acid ND ND ND ND ND 2.71

L-Cystine 7.72 4.31 ND ND ND ND

Urea ND ND ND 13.33 19.21 23.82

L-Tyrosine 3.13 7.11 10.05 31.32 40.42 59.33

β-Alanine 1.55 1.53 2.90 ND ND ND

r-Amino-n-butyric acid 25.40 24.20 28.90 0.99 5.27 3.49

Ethanolamine ND 1.22 2.58 1.96 3.88 3.70

Ammonium chloride 1.11 2.58 2.97 8.17 6.93 11.03

δ-Hydroxylysine ND ND ND ND ND 1.40

L-Ornithine ND ND ND 0.64 2.74 2.24

L-Histidine 4.31 5.87 8.71 16.84 20.30 33.38

3-Methyl-L-histidine 11.19 10.26 12.98 13.06 15.63 21.73

L-Arginine 2.91 2.43 3.41 ND ND ND

Total 135.18 194.31 262.32 254.26 337.49 528.78
1-3)See the legend of Table 1.
ND; Not detected.

관능검사

발아시간을 달리한 콩으로 제조한 청국장의 관능검사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색상의 경우 NG가 3.6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풍미의 경우 NG 3.40, GS12 3.30, GS24

3.00으로 발아콩으로 제조한 청국장의 기호성은 감소하였

다. 쓴맛의 경우 NG가 2.60으로 가장낮게 측정이 되었으며,

GS24를 이용한 청국장이 3.4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콩의 발아가 진행되면서 유리 아미노산 중 쓴맛에

관여하는 isoleucine과 leucine의 함량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종합적 기호도 결과 NG가 3.40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GS12, GS24를 이용한 청국장은 3.20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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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nsorial quality of Cheongkookjangs prepared with germinated or nongerminated soybean after fermentation for 48 hr at
40℃

　 Color Flavor Texture Bitter taste Taste Overall acceptance

NG1) 3.60±0.97a 3.40±0.52a 3.60±0.84a 2.60±1.35a 3.30±0.82a 3.40±0.97a

GS122) 3.10±0.57a 3.30±0.67a 3.30±0.67ab 3.00±0.82a 3.20±0.79a 3.20±0.63a

GS243) 2.90±0.57a 3.00±0.82a 2.70±0.82b 3.40±1.07a 3.10±0.57a 3.20±1.03a

1-3)See the legend of Table 1.
a,bMean within each column with no common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p<0.05).

나타내었으나, 처리구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발아 시간에 따라 종합적기호도에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실험 결과 발아 시킨 콩으로 청국장을 제조할

경우 기호성의 감소 없이 항산화활성의 증가, 이소플라본

의 증가, 필수아미노산의 증가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증가

되어 발아콩을 이용해 기능성이 강화된 청국장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규모로 제조할 경우 균주 및

제조조건에 에 관한 보다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짚에서 분리한 B. licheniformis B-59를 starter로 사용하여

12시간(GS12), 24시간(GS24) 동안 발아시킨 발아콩을 이용

한 청국장의 발효 및 품질 특성을 대조구(NG)과 비교하였

다. 청국장의 발효 과정 중 발아시간에 따른총균수와 pH의

변화는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총균수는 발효 48

시간 후 108∼109 CFU/mL, pH는 6.90∼7.01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발효 과정 중 점질물 함량은 증가하였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환원당 함량은 발효 12

시간째 1.5∼3배 증가하였으며, 이후 감소하였다. 발아시간

에 따른원료 콩의 총 폴리페놀 함량, 전자공여능은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발효 과정 중 발아시간에 따른

증가현상은 뚜렷하였다. 이소플라본 함량 중 daidzein함량

은 발효전 처리구간의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으나, 발효 후

NG 0.095 mg/g, GS12 0.218 mg/g 그리고 GS24 0.344 mg/g

로 원료 콩의 발아 시간에 따라 청국장의 daidzein 함량은

증가하였다. 발효 후 청국장의 genistein 함량은 NG는 0.046

mg/g, GS12 0.151 mg/g, GS24 0.225 mg/g로 발아에 의해

증가하였다. 원료 콩의 유리 아미노산 함량은 각각 135.18

mg% (NG), 194.31 mg% (GS12), 262.32 mg% (GS24)로

발아시간에 따라 증가하였다. 발효 후 총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은 각각 254.26 mg% (NG), 337.49 mg% (GS12), 528.78

mg% (GS24)로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맛, 색상, 풍미, 쓴맛,

조직감, 종합적기호도 등 청국장의 기호성은 처리구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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