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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utilize Cheonggukjang as a raw material of diverse foods, the quality characteristics of Cheonggukjang 
and its processed food were compared. Cheonggukjang (CGJ), red ginseng Cheonggukjang (RCJ), and red 
ginseng Cheonggukjang hydrolysate (RCH) were powdered, and their quality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The result showed that in regard to general components, carbohydrate content of RCJ was 
higher than other samples while crude protein content was lower. Free amino acid content of RCH was 2,157.16 
mg%, which was approximately 2 times higher than CGJ, and the content of essential amino acid was 812.18 
mg%, which was the highest. The result of SDS-electrophoresis pattern showed that CGJ and RCJ showed 
a molecular weight smaller than 33 kDa, and RCH showed a smaller than 17 kDa low molecular weight, 
confirming the hydrolysis to small molecular weight. Among the samples,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ACE inhibitory activity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nonetheless, RCH showed the highest activity while CGJ showed the highest fibrinolytic activity of 111.38 
unit.  In addition, in sensory evaluation, the peculiar bitter taste of red ginseng could be detected while the 
overall acceptability was improved. Based on the above results, in comparison with CGJ, as for RCJ and RCH, 
their function was strengthened and unpleasant odor was reduced, and thus it is anticipated that they could 
be used as a raw material of diverse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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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한국과 국 등에서 

2,000년 이상 가장 고귀한 생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 홍삼

은 수삼을 증숙한 후 건조하여 갈변화, 사포닌  아미노산 

등의 품질변화를 거치게 된다(1,2). 인삼과 홍삼의 효능이 

과학 으로 인정되고, 특히 기능성 식품의 소재로 크게 응용

되면서 국제시장에서의 인삼과 홍삼의 유통량은 격한 증

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3). 지 까지 홍삼에 한 연구는 

연근별 추출법, 향기성분의 변화, 사포닌 조성  함량 등 

많은 연구결과(4,5)가 있으며 주로 사포닌 성분을 비롯하여 

비사포닌 성분, peptide, 분성 다당체에 한 연구(6,7)가 

보고되었다. Kim(8)은 홍삼에 한 약효와 효능을 차 약

리  임상학 인 면에서 과학 으로 입증하 고, 홍삼이 

의약품은 물론 건강식품으로도 리 인정받게 되어 수요층

의 기호변화에 따라 이용과 가공방법도 차 다양하게 개발

되고 있다. 

통식품  하나인 콩을 가공한 청국장은 요한 조미료

일 뿐 아니라 양소의 공 원으로서 두 발효숙성 에 

Bacillus subtilis가 생산하는 효소에 의해서 독특한 풍미를 

내는 동시에 두의 당질과 단백질이 분해되어 가용성 질소

화합물 peptone, polypeptide, amide 등과 끈끈한 질 물질

이 생성되어 식품학  가치를 향상시킨다. 청국장 발효과정 

 콩 속에 함유된 isoflavone, phytic acid, saponin, tryp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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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or, tocopherol, 불포화지방산, 식이섬유  올리고당 

등의 각종 생리활성물질과 항산화물질  용해 효소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능성 식품으로 그 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9,10). 

청국장은 용해, 골다공증 방, 고 압, 동맥경화 

방, 액순환 진   알코올 농도 하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13). 이처럼 우수한 청국장의 

이용가치와 효율을 증 하고 심한 불쾌취를 개선하기 하

여 다양한 기능성 소재를 첨가하여 청국장을 발효하 고

(14), 효소  처리에 의한 단백질을 유리아미노산, oligopep-

tide, 분자 단백질로 변형하여 각각 원래 단백질에서 분해 

후 처음과 다른 생리활성을 지니게 됨으로써 기능성을 향상

시키려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다(14,15). 특히 Woo 등

(16)의 청국장 제조 방법, Jeong 등(17)의 홍삼청국장 제조 

방법, Lee 등(15)의 홍삼청국장 가수분해물의 다양한 활용방

안을 하여 각각의 특성에 한 비교가 요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국장 제품의 다양화를 하여 청

국장, 홍삼융합청국장  그 가수분해물의 기능  특성을 

각각 비교하여 식품소재로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 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콩은 2005년도 경북 상주지방에서 재배

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 고, 효소는 단백질 분해효소

(KMF-G, 70,000 PU/g, KMfoodex Co., Ltd., Korea)를 사용

하 으며, 홍삼농축액(사포닌 함량 기 : 200 mg/g이상)은 

(주)풍기인삼에서 제공받아 사용하 다. Woo 등(16)이 분리

한 질물 생성능과 용해능이 우수한 청국장 균주 B. 

subtillis N2를 이용하여 nutrient broth에서 37oC, 24시간 배

양한 후 4oC에서 보 하면서 사용하 다. 

시료의 처리

청국장 분말(CGJ)은 콩을 수세하여 4oC의 물에 24시간 

동안 침지시킨 후 약 30분간 물 빼기를 하고 100 g씩 담아 

autoclave로 121oC, 45분간 증자하 다. 이것을 50oC까지 냉

각한 후 B. subtillis N2 배양액을 3%(v/w) 종하여 40
oC, 

20시간 동안 발효시켜 청국장을 제조하 다(16). 홍삼청국

장 분말(RCJ)은 상기와 동일한 실험방법으로 B. subtillis 

N2 배양액을 3%(v/w)와 홍삼 농축액 4%(w/w)로 균일하게 

종하여 제조하 다. 홍삼청국장 가수분해 분말(RCH)은 

Lee 등(15)의 홍삼 청국장의 최 화 가수분해 조건에 하여 

제조된 홍삼청국장(RCJ)에 5배 정도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homogenizer(HF-93, SMT company, Japan)로 10,000 rpm, 

10분간 마쇄한 후 고형분 11%로 조 하여 500 mL 삼각 

flask에 200 mL씩 넣고 효소제 0.02%를 첨가한 다음 shak-

ing water bath(100 rpm) 50oC에서 60분 동안 가수분해한 

후 냉각시켜 홍삼청국장 가수분해물을 제조하 다. 제조된 

시료 모두 동결건조(Vacuum freeze dryer, SFD SM24L, 삼

원, Korea)하여 100 mesh 이상의 분말로 분석하 다.

일반성분  색도 

시료들의 일반성분은 동결 건조시켜 분말화하여 식품공

(18)에 따라 정량하 다. 색도는 시료 1 g을 screw cap 

test tube의 cap(Pyrex, diameter 13 mm)에 담아 color-

imeter(Color Reader, CR-10, Minolta, Osaka, Japan)를 이

용하여 L(lightness), a(redness), b(yellowness)값을 3회 반

복 측정하 다. 

유리당 분석

유리당 분석은 건조된 시료를 diethyl ether로 탈지하고, 

탈지 시료 10 g에 75% ethanol 200 mL을 가한 후, 80oC로 

유지된 수욕조에서 1시간 환류 냉각시키면서 유리당을 추출

하 다. 추출액은 냉각 여과하여 50oC에서 감압농축하고 증

류수로 100 mL로 정용한 후 sep-pack C18 cartridge로 색소 

 단백질성분을 제거한 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

하여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HPLC, 

Waters 2690, Japan)로 분석하 다. Column은 Shimpak 

CLC-NH2(4.6 mm I.D.×25 cm), detector는 RI, mobile 

phase는 80% acetonitrile, flow rate는 0.6 mL/min, injection 

volume은 20 μL로 정량하 다.

유리아미노산 분석

유리아미노산은 시료에 75% ethanol(v/v)을 가하여 80oC

로 유지되는 water bath에 1시간 추출하고 추출액은 여과지

(Whatman No. 1)로 여과하여 감압 농축시켜 증류수로 100 

mL이 되게 정용한 후 이  50 mL을 취하고, 여기에 25% 

TCA 용액을 동량 가하여 1시간 동안 냉장 보  후 원심분리

(3,000 rpm, 20 min)시킨다. 상등액을 취하여 diethyl ether 

100 mL을 가하여 3회 반복 추출하여 지질, 색소  지용성 

물질을 제거한 후 수용액 층은 40
oC에서 감압농축 건조시켜 

0.2 N lithium citrate buffer(pH 2.2) 10 mL로 용해하고 0.22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액을 아미노산자동분석기

(Biochem 20, Pharmacia Biotech. Ltd, England)로 분석하

다.

SDS-PAGE 기 동

각 시료를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에 sample buffer를 동량 

첨가한 후 100oC의 물에 5분간 가열하여 단백질의 완 한 

변성을 유도한 후 기 동을 하 다(Mini-PRO-TEAN 3, 

BIO-RAD Laboratories, Inc. USA). 기 동용 완충용액

은 0.1%(w/v) SDS를 포함하는 0.025 M-tris base, 0.192 M 

glycine(pH 8.3) 용액을 사용하 으며 이 게 얻어진 gel의 

염색은 Coomasie blue R-250로 상온에서 30분간 shaking하

면서 염색하 고, 탈색시약(100 mL methanol, 100 mL gla-

cial acetic acid, 800 mL H2O)으로 gel을 하룻밤 동안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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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색시켜 가용성 단백질의 기 동 패턴을 조사하 다(15).

자공여능 측정

자공여능은 α,α'-diphenyl-β-picrylhydrazyl(DPPH)

의 환원력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19). 즉, DPPH 12 mg을 

absolute ethanol 100 mL에 용해한 후, 50% ethanol 용액을 

조구로 하여 517 nm에서 DPPH용액의 흡 도를 약 1.0이 

되도록 희석하여 사용하 다. 시료 1 mL(시료 10 g을 100% 

ethanol에 30분 교반 후 8,000 rpm, 10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

액 사용)에 DPPH용액 4 mL을 혼합하여 정확히 30  동안 

반응시킨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UV-1601,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 도의 변화를 

측정해 아래의 식으로부터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계산

하 다.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1－
As
)×100Ac

As: 시료 첨가구의 흡 도

Ac: 시료 무첨가구의 흡 도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해활성능

Cushman과 Cheung의 방법(20)을 변형하여 다음의 방법

으로 측정하 다. 반응구는 시료액 50 μL에 ACE 조효소액 

50 μL  50 mM sodium borate buffer(pH 8.3) 100 μL를 

가하여 37
oC에서 5분간  배양시켰다. 여기에 기질용액 50 

μL를 가하여 다시 37oC에서 30분 반응시킨 후 1 N HCl 250 

μ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공시험은 시료 신 증류

수 50 μL를 가하 으며, 조구는 시료와 기질을 모두 포함

하나 1 N HCl 250 μ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시료 

50 μL를 가하 다.) 여기에 ethyl acetate 1 mL을 가하여 

15 간 교반한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시켜 상

층액 1 mL을 취하 다. 이 상층액을 120
oC에서 30분간 완

히 건조시킨 다음 1 M NaCl 3 mL을 가하여 15 간 교반하

여 용해시키고 228 nm에서 흡 도를 측정한 후 다음 식에 

의해서 ACE 활성 해율을 나타내었다.

해율(%)＝(
A－B

)×100A－C

A: 시료 신 증류수를 첨가한 반응액의 흡 도

B: 시료 첨가한 반응액의 흡 도

C: 반응 기에 1 M HCl을 첨가하여 반응 정지시킨 반응

액의 흡 도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

Superoxide radical(O2
․-1) 소거활성은 xanthine-xan-

thine oxidase cytochrome C 환원법(21)으로 측정하 다. 가

수분해물 0.2 mL, 50 mM 인산완충액(pH 7.8) 1.2 mL, 1 mM 

xanthine 0.2 mL, 0.05 mM cytochrome C 0.2 mL  550 

nm에서 분당 흡 도 변화가 0.02가 되도록 희석한 xanthine 

oxidase 0.2 mL을 가하여 혼합한 다음 정확히 3분 동안 반응

시킨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UV-1601,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아래의 

식으로부터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으로 나타내었다.

․O2
- 

소거활성(%)＝(1－
As
)×100Ac    

As: 시료 첨가구의 흡 도

Ac: 시료 무첨가구의 흡 도

용해 활성

용해 활성은 Anson(22)의 방법을 변형하여 UV- 

visible spectrophotometer(UV-1601, Shimadzu, Japan)로 

66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분해물의 tyrosine양은 

tyrosine을 표 물질로 사용하여 작성한 표 곡선으로부터 

환산하 다. 효소활성은 조효소액 1 mL이 1분 동안 ty-

rosine 1 μg을 생성하는 능력을 1 unit로 하 다.

능검사

가수분해 시간에 따른 홍삼청국장 가수분해물의 능  

품질특성을 평가하기 해 훈련된 8인의 능요원으로 청국

장의 맛, 향, 색에 한 기호도  종합  기호도에 하여 

9  평 법(1: 아주 나쁨, 3: 나쁨, 5: 보통, 7: 좋음, 9: 아주 

좋음)으로 평가하 으며, 각각의 시료에 한 청국장 쓴맛, 

구수한맛, 청국장 이취발생 정도도 9  평 법으로 평가하

다.

통계분석

본 연구의 실험은 독립 으로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여 실

험결과를 평균±표 편차로 나타내었고, 통계분석은 stat-

istical analysis system (SAS) 통계 로그램을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유의성을 p<0.05 수

에서 검정하 다. 

결과  고찰

일반성분  색도의 변화

동결 건조시킨 청국장(CGJ), 홍삼청국장(RCJ), 효소 분해

한 홍삼청국장(RCH)의 일반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 CGJ

의 수분함량은 6.79%, 조단백질 50.45%, 조지방 23.47%, 조

회분 4.66%이었으며 탄수화물은 14.63%로 나타났다(Table 

1). 식품성분표에 의하면 청국장 분말은 수분 7.7%, 조단백

질 43.6%, 조지방 24.3%, 조회분 4.8%, 탄수화물 19.6%의 

결과와 유사하 다. 조지방과 조회분 함량은 RCJ와 RCH에

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조단백과 탄수화물에서 

RCJ는 함량 차이를 나타내었다. RCH는 효소처리에도 불구

하고 조단백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며 RCJ는 당질의 함량이 

21.79%로 상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일반성분 함량의 변화

는 CGJ와 RCH는 그다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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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Cheonggukjang pow-
der (unit: %)

Composition
Cheonggukjang flour1)

CGJ RCJ   RCH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Ash 
Carbohydrate

 6.79±0.092)
50.45±1.51
23.47±0.22
 4.66±0.01
14.63±0.46

 4.94±0.15
45.51±1.41
22.79±0.07
 4.97±0.03
21.79±0.41

 6.85±0.10
52.39±0.40
20.15±0.26
 4.76±0.05
15.85±0.20

1)CGJ: Cheonggukjang, RCJ: red ginseng Cheonggukjang, RCH: 
red ginseng Cheonggukjang hydrolysate. 
2)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

장의 일반성분 함량의 차이는 원료 두의 재배지역, 수확시

기, 품종 유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실험에 사용된 콩은 동일한 지역, 시기, 품종의 원료를 사용

했으나 발효과정의 방법, 조건, 기간 등에 따른 차이로 사료

된다. 청국장의 외형 인 품질평가에 요한 인자가 되는 

색도의 변화를 Hunter 색도계로 측정한 결과(Table 2), L값

은 RCH, CGJ  RCJ 분말의 순으로 밝게 나타났는데 그 

값은 각각 69.20, 69.10, 67.30으로 나타났다. 색도 a값은 

RCJ 8.17, CGJ 7.57, RCH 6.97로 홍삼청국장 가수분해 분말

이 가장 낮은 색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효소  가수분해 

과정에서 홍삼 본래의 색에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황색도 b값은 CGJ, RCJ  RCH의 순으로 모든 실험구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그 값은 각각 33.23, 33.10, 29.97로 나

타났다. 

유리당 함량의 변화

청국장시료(CGJ, RCJ, RCH)의 유리당 함량을 분석한 결

과, 총 유리당 함량은 CGJ는 622.47 mg%, RCJ는 698.31 mg%, 

RCH는 662.14 mg%로 나타났으며, 모든 시료에서 maltose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2). Lee와 Suh(23)의 보고에 

의하면 청국장의 환원당 함량은 발효 기에는 격히 증가

하다가 이후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발효

기에 균체가 격히 증식되면서 생성된 amylase에 의해 

환원당 함량이 증가하다가 부분 균체증식의 기질로 다시 

이용됨으로 인해 그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리아미노산 함량의 변화

각 조건별 청국장분말(CGJ, RCJ, RCH)의 유리아미노산

을 분석한 결과(Table 3), 일반청국장(CGJ)의 유리아미노산 

조성은 phenylalanine, leucine, valine, tyrosine, isoleucine, 

lysine 등의 순이며, 홍삼청국장(RCJ)의 유리아미노산은 

phenylalanine, leucine, valine, isoleucine, alanine 등의 순으

로 총 유리아미노산 611.42 mg%, 필수아미노산 312.96 

mg%로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홍삼청국장 가수분

해물(RCH)은 aspartic acid, phenylalanine, leucine, isoleucine, 

lysine, valine 등 순으로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2,157.16 

mg%로 청국장(CGJ)의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1,018.61 

mg%)보다 2배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필수아미노산도 

Table 2.  Hunter's color and free sugar contents on 
Cheonggukjang powder 

Physicochemical 
properties

Cheonggukjang flour1)

 CGJ RCJ RCH

Hunter's 
color 
value

L
a
b

 69.10±0.722)
  7.57±0.23
 33.23±0.29

 67.30±0.35
  8.17±0.31
 33.10±0.20

69.20±0.20
 6.97±0.06
29.97±0.15

Free
sugar
(mg%)

Fructose
Glucose
Sucrose
Maltose
Raffinose

109.99
 88.28
127.26
210.66
  86.28

144.52
79.20
126.37
265.91
 82.31

 84.33
124.97
135.47
233.33
84.04

           Total  622.47 698.31 662.14
1)
See footnotes in Table 1.  
2)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

Table 3.  Comparison of free amino acid content on the 
Cheonggukjang powder (unit: mg%)

Amino acid
Cheonggukjang flour1)

 CGJ RCJ  RCH

O-Phospho-L-serine
Taurine
Urea
L-Aspartic Acid
L-Serine
L-Asparagine
L-Glutamic acid
L-Sarcosin
L-α-Aminoadipic Acid
L-Proline
Glycine
L-Alanine
L-Citrulline
L-α-Amino-n-butyric acid
L-Valine
L-Cystine
L-Methionine
L-Cystathionine
L-Isoleucine
L-Leucine
L-Tyrosine
β-Alanine
L-Phenylalanine
D,L-β-Aminoisobutyric Acid
L-Homocystine
γ-Amino-n-butyric Acid
Hydroxylysine
L-Ornithine
L-Lysine
1-Methyl-L-histidine
L-Histidine
3-Methyl-L-histidine
L-Anserine
L-Carnosine
L-Arginine

  -2)

0.25
4.18
3.79
28.61
60.68
 -
 -
5.08
 -
28.25
49.97
16.17
6.78
100.24
3.32
8.62
15.06
68.94
132.59
94.62
 -
158.84
12.58
35.71
13.88
5.71
16.71
63.87
4.40
54.33
 -
12.53
1.66
11.24

14.12
0.23
2.89
2.16
  -
29.00
2.33
  -
2.68
  -
14.44
40.60
5.48
4.65
60.31
1.27
4.91
33.00
41.19
85.92
35.82
7.49
90.32
1.15
31.36
5.18
2.44
8.13
30.31
1.48
26.17
  -
  -
3.50
22.89

 -
 -
 -
 -
 -
320.12
8.01
77.69
18.01
97.14
4.58
83.17
45.69
16.62
111.24
10.92
23.36
81.39
139.44
180.18
133.07
19.40
238.74
43.14
73.00
7.93
31.23
95.65
119.22
7.84
79.93
11.36
3.70
9.64
65.75

TA3) 1,018.61 611.42 2,157.16

EA4) 533.10 312.96 812.18
1)
See footnotes in Table 1.  
2)
-: Not detected.
3)
TA: Total amino acid.
4)
EA: Essential amino acid (Thr＋Val＋Met＋Ile＋Leu＋Phe＋
Lys＋T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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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18 mg%로 가장 많이 함유되었다. 이는 증자  열처리, 

균주 종에 의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된 CGJ와 

RCJ에 비해 RCH는 상기와 동일한 조건에서 protease 효소

처리에 의해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된 것으로 추정된

다. 청국장은 발효숙성 에 B. subtilis의 작용으로 원료 콩 

단백질을 분해시켜 생성한 구수한 맛을 내는 glutamic acid, 

aspartic acid, 쓴맛을 지닌 valine, isoleucine, leucine, me-

thionine, phenylalanine  단맛을 내는 alanine, glycine, ly-

sine 등(24)의 17종의 유리아미노산이 어울려져 복합 인 청

국장 특유의 맛을 형성한다고 생각된다. 

SDS-PAGE 기 동 패턴

각 청국장 시료(CGJ, RCJ, RCH)가 분자량에 미치는 향

을 알아보기 해서 SDS-PAGE 기 동한 결과 Fig. 1에 

나타내었다. 일반청국장(CGJ)와 홍삼청국장(RCJ)의 단백

질 분자량은 체로 33,000 Da 정도 이하에서 나타났다. 효

소처리 가수분해에 의한 홍삼청국장(RCH)은 17,000 Da 이

하의 분자량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모

든 시료의 가장 주된 분리 는 분자량이 11,000 Da에서 넓은 

분포 를 나타냈다. Choi 등(25)은 인삼의 수용성 단백질 

20,000 Da～94,000 Da의 범 에서 8개의 밴드를 확인하 으

며, 특히 주 단백질의 분자량은 43,000 Da으로 추정하 다. 

Seok 등(26)은 청국장 발효시간 경과  주단백질의 분자량

을 측정한 결과 발효 48시간째의 수용성 단백질의 분자량은 

19,000 Da정도로 추정하 고, An 등(27)은 수용성 단백질의 

주된 분자량이 삶은 콩에서 66,000 Da이었고 6주 동안 발효

과정 의 주된 분자량은 12,000 Da이었다고 보고함으로써 

발효과정의 시간이 많이 길었다. 본 연구에서는 CGJ와 RCJ

의 고분자 peptide가 B. subtilis N2 단백분해효소  자가소

화효소에 의해서 분해되어 peptide가 생성되었지만, RCH는 

청국장 제조 후 protease 처리에 의해 단시간에 분해되어 

Fig. 1.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profile of 
the Cheonggukjang  powder flour.
Lane CGJ: Cheonggukjang, Lane RCJ: red ginseng Cheongguk-
jang, Lane RCH: red ginseng Cheonggukjang hydrolysate.

분자의 peptide가 많이 분리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자공여능 함량의 변화

각 조건별 청국장의 자공여능을 분석한 결과(Fig. 2), 

CGJ와 RCJ는 64.82%, 66.78%의 활성을 보 으며, RCH는 

가장 높은 77.99%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Kim 등(28)은 녹두

를 효소로 가수분해하지 않은 구간보다 효소  가수분해한 

시료에서 약 3배 이상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콩 속에 함유

된 토코페롤, 이소 라본, 사포닌과 같은 알려진 항산화 물

질의 효과로 추정되었으며 콩의 항산화 효과와 한 련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9). 최근에 Park과 Ryu(30)는 

한국 발효식품으로부터 항산화 물질을 생산하는 Bacillus 

sp.을 분리하여 항산화 물질을 조사하 고, Yee 등(31)은 

두단백질을 pepsin으로 가수 분해시킨 가수분해물의 항산화 

활성이 조구에 비해 약 80% 정도 활성이 높았다고 보고하

다. Yamaguchi 등(32,33)은 두단백질 효소 가수분해물 

에서 분자량 2.5～3.0 kDa 사이의 peptide가 항산화 활성

이 가장 뛰어났고, 두단백질, 우유 카제인, 난백알부민  

젤라틴 가수 분해물에 한 항산화력은 vitamin B12(MW 

1,350 Da)보다 약간 큰 분자량을 가진 분획에서 가장 높았다

고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 항산화 활성은 분자 peptide 

 아미노산 조성 등에 의한 향으로 생각되며, 분자량과 

구조분석에 한 보충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CE 해활성

각 조건별 청국장분말(CGJ, RCJ, RCH)에 한 ACE 

해활성을 분석한 결과(Fig. 2), 홍삼청국장 가수분해물

(RCH)에서 제일 높은 97.24%를 보 고, CGJ와 RCJ에서도 

각각 94.63%, 96.28%로 비교  높은 활성을 보 다. Cho 등

(34)은 청국장의 ACE 해활성이 발효시간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청국장 발효 에 단백질의 분해로 생성되는 pep-

tide가 ACE 해활성과 련이 있다고 보고하 으며, S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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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free radical activity and angiotensin convert-
ing enzyme activity of the Cheonggukjang powder.
CGJ:  Cheonggukjang, RCJ: red ginseng Cheonggukjang, RCH: 
red ginseng Cheonggukjang hydrolysate.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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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35)은 청국장내 ACE 해활성을 지닌 peptide는 histi-

dine을 풍부하게 지니며 이들 peptide의 아미노산 조성은 서

로 다르다고 하 다. 한 Yeum 등(36)은 ACE 해활성은 

peptide-nitrogen 생성량과도 련이 있지만 peptide의 사슬

길이나 구조  그 아미노산의 배열의 차이에 더 큰 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지 까지 알려진 간장, 된장, 청국장 

 콩 가수분해물에서 유래된 수용성 단백질, 펩타이드가 

부분의 ACE 해물질로서 압강하 효과를 보고하 으

며, 본 실험에서 청국장 제조과정에 여하는 미생물과 효소

제에 의하여 두단백질을 분해하여 ACE 해활성을 나타

내는 peptide 생성에 직  는 간 으로 여하 을 것으

로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홍삼청국장 가수분해물의 

높은 ACE 해활성은 앞으로 이들을 이용한 고 압 방용 

기능성 식품개발에 귀 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 된다. 

SOD 활성능

각 처리조건에 따른 청국장의 SOD 활성은 CGJ는 

24.01%, RCJ는 22.12%로 가장 낮은 활성을 보 으며, RCH

는 가장 높은 30.76%의 활성을 나타내었다(Fig. 3). 본 실험

에서 시료의 처리에 따라 SOD 활성이 다르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CGJ와 RCJ는 유사하 으며, 홍삼청국장 가수분해

물(RCH)은 가장 높은 활성을 보 다. CGJ, RCJ와 RCH의 

SOD와 같은 항산화 효소의 직 인 작용은 홍삼의 특정성

분  항산화력을 나타내는 물질과 두 자체에 들어있는 

성분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 으로 SOD 활성으로만 

항산화 작용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추출물 의 항산화물질

들은 유지의 자동산화 과정  생성되는 ROO, R, RO 등의 

라디칼에 자를 주는 능력인 자공여능이 요한 작용

(37)을 하는 것으로 앞서 연구결과(Fig. 2)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은 청국장 제조 시 1차 으로 B. subtilis N2 균주에 의

해서 두단백질이 peptide로 가수 분해되었고, 특히 홍삼청

국장 가수분해물(RCH)의 경우는 2차  효소  가수분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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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uperoxide radical scavening activity and fibrinol-
ytic activity of the Cheonggukjang powder.
CGJ: Cheonggukjang, RCJ: red ginseng Cheonggukjang, RCH: 
red ginseng Cheonggukjang hydrolysate.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의해서 용출된 peptide양이 많아 조구(CGJ, RCJ)보다 우

수한 SOD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단되었다. 

용해능

각 청국장분말 시료(CGJ, RCJ, RCH)의 용해 활성은 

CGJ가 111.38 unit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Fig. 3), 

RCH 103.87 unit, RCJ 93.21 unit로 가장 낮게 활성을 나타내

었다. 청국장은 통 으로 B. subtilis에 의하여 발효되어 

특이한 향과 맛을 나타내는 두발효식품이므로  Woo 등

(16)이 분리한 B. subtilus N2균주는 용해능이 우수한 

효소를 분비하는 균주이며, 홍삼융합 청국장이 용해능

이 있는 기능식품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 우리

나라 통 두발효식품으로서 용해능이 우수하다고 

보고된 된장(38)과 청국장(39) 장류의 용해 활성보다 우

수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식품의 다양한 활용성 등을 고려

할 때 높은 부가가치를 지닌 기능성 식품 소재로의 활용이 

기 되었다. 

능검사

각 청국장 시료에 하여 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통 

청국장에서 나타나는 쓴맛에 한 평가는 청국장(CGJ)과 

홍삼청국장(RCJ)에서 쓴맛이 강하 으나 홍삼청국장 가수

분해물(RCH)에서는 감소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4). 한 청국장 특유의 냄새는 RCJ에서 가장 심한 불쾌취가 

났으나, RCH의 시료는 다른 시료보다 불쾌취가 감소하

다. 일반 으로 가수분해 과정에서 쓴맛을 나타내는 아미노

산이 증가되어 산업  활용에 많은 문제 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과정에서 선별된 효소제를 이용한 홍삼청국

장 가수분해물은 쓴맛과 암모니아취와 같은 독특한 냄새 등

의 기호성이 개선되었다. 반  기호도는 RCH가 가장 높

은 수를 얻었고 CGJ시료와도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RCJ는 쓴맛, 짙은 갈색과 불쾌취로 인해 낮게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 홍삼청국장에 효소로 가수분해함으로써 

홍삼 특유의 진한 향과 청국장의 쓴맛과 냄새를 감소시키고, 

반  기호도를 향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우

리나라의 통 자원인 홍삼과 청국장을 융합하여 효소  가

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Cheonggukjang powder 

Characteristics
Cheonggukjang flour1)

CGJ RCJ RCH

Taste
Aroma
Color
Overall acceptability

4.67±2.252)a3)
5.17±1.84a
4.33±1.63b
5.08±2.09a

4.66±1.51a
4.67±1.51a
5.50±1.23ab
4.83±1.84a

5.17±2.04a
5.67±1.75a
6.33±1.63a
6.08±2.00a

1)
See footnotes in Table 1. 
2)
Each values represent the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of 
ratio by 8 judges using 9-point scale (1: very poor, 9: very 
good).
3)
Means and standard deviation in a row followed by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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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해에 의해 콩에서 유리되는 아미노산 함량을 높이고, 

독특한 향과 맛을 부여함으로써 청국장의 쓴맛과 불쾌취를 

감소시켜 인의 기호성, 기능성을 향상시킨 고품질 랜

드 개발  고 부가가치 단백질식품으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 된다.

요   약

청국장을 다양한 식품소재로 활용하기 하여 각 조건별 

청국장(CGJ), 홍삼청국장(RCJ)  홍삼청국장 가수분해물

(RCH)의 품질  기능  특성을 조사하 다. 일반성분은 

RCJ가 탄수화물 함량이 다른 시료에 비하여 높았으며 조단

백 함량은 낮았다.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CGJ에 비하여 RCH

가 2,157.16 mg%로 약 2배정도 높았으며 필수아미노산 함량

도 812.18 mg%로 가장 높았다. SDS- 기 동 패턴분석 결

과 CGJ와 RCJ는 33 kDa 이하의 분자량을 나타내었고, RCH

는 17 kDa 이하의 분자 분자량으로 나타나 분자화 가수 

분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DPPH free radical 소거활

성,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 ACE 해활성은 시료 간

에 유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RCH가 가장 높

은 활성을 보 고, 용해 활성은 CGJ가 111.38 unit로 가

장 높게 나타났다. 한 능평가에서 홍삼 특유의 쓴맛은 

있었으나 반  기호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 청국

장(CGJ)에 비하여 홍삼청국장(RCJ)  홍삼청국장 가수분

해물(RCH)이 기능성 강화  불쾌취가 감소되어 다양한 식

품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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