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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콩 품종의 두유 가공적성 및 기호도 평가

서민정1*, 박명렬1, 이유 2, 손유림2, 심은 2, 윤홍태1

1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26,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2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호로 54, 국립식량과학원 수확후이용과

[서론]
아몬드, 호두 등 견과류, 코코넛, 귀리 등을 이용한 식물성 음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식물성 단백질 음료로서 

과거에는 주로 유당불내증 등 건강상의 이유나 다이어트를 위해 섭취했던 두유가 최근에는 일반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 두유 시장 규모는 증가 추세이나 국산콩의 사용 비중은 3.1%(‘13,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매우 낮아 

국산콩을 활용한 프리미엄급 두유 생산을 위한 유망자원을 선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 다.

[재료 및 방법]
무비린내 콩, 서리태 등 육성종과 재래종이 포함된 25개 콩 품종을 2018년도 국립식량과학원 밭작물시험포장에서 생산하여 

종실 성분특성, 가공특성 및 관능검사를 통한 두유 기호도를 조사하 다. 종실 성분으로는 조단백질과 조지방함량 등을 분석

하 고, 가공특성 검정과 관능검사를 위해서는 두유를 제조하 다. 건조된 콩 150g을 15시간 침종시키고 9분간 가열한 후 두

유제조기를 이용하여 두미를 만든 후 면보로 비지를 걸러낸 액을 30°C이하로 식혀 두유 수율, 가용성 고형분 등 가공특성을 

조사하 으며, 11~13°C내외로 식힌 후 관능검사 패널들에게 제공하 다. 

[결과 및 고찰]
단백콩, 두유콩 등 25품종의 조단백질과 조지방함량은 품종간 유의적인 차이가 인정되어 본 시험에서 이용된 품종 간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유의 수율은 평균 638.2%로서 606.7%~676.5%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소청자가 

가장 높았으며, 청자5호와 진품콩이 그 뒤를 이었고 재래종인 선비잡이의 수율이 가장 낮았다. 가용성 고형분은 평균 

5.1Brix%로서 3.8~6.2Brix%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녹채가 가장 낮았고, 대원콩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유색 녹자엽 품종

인 청두1호와 태청은 6.0Brix% 이상을 나타내었다. 두유 관능검사는 대원콩을 표준으로 하여 비교하 는데, 장류용 콩 중에

서는 진품콩에 대한 기호도가 가장 높았으며 검정콩을 포함한 유색콩 중에서는 소청2호가 가장 높은 기호도를 보 다. 두유 

수율이 가장 높았던 소청자는 본 시험품종들 가운데 기호도가 낮은 편에 속하 으며, 진품콩은 두유 수율이 높으면서 관능검

사에서도 기호도가 높게 나타나 두유용으로 우수하 다. 소청2호는 시험 품종 중에 두유 수율(633.1%)과 가용성 고형분 함량

(5.3Brix%)은 높지 않은 편이었으나, 관능검사 결과에서는 시험 품종 가운데 가장 높은 종합적기호도를 나타내어 유색 두유

용 품종으로 유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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