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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develop natural preservatives or functional health foods from soybeans (Baektae  and  Taekwang), the antioxidant 
and fibrinoytic activities of the water and 70% (v/v) ethanol extract of soybeans and fermented soybean paste 
(Chungkukjang) were examined. The polyphenol contents of water extracts from Baektae and Baektae Chungkukjang 
were 189.25 mg/100 g and 814.58 mg/100 g, respectively, whereas those from Taekwang and Taekwang Chungkukjang 
were 210.23 mg/100 g and 834.23  mg/100 g. The polyphenol contents of the water extracts from Chungkukjang 
was 4.0~4.3-fold higher than those from soybean. The electron-donating abilities (EDAs) and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ies of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Chungkukjang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extracts 
from soybean. Both extracts were found to have had fibrinolytic activity, and the highest activity was present in 
the water extracts of Baektae Chungkukjang. The polyphenol contents and antioxidative and fibrinolytic activities 
of the extracts from Chungkukjang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soybean extract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hungkukjang can be used as a material for health foods or natural antioxi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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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콩은 양질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특히 콩의

성분 중에서 40% 이상을 차지하는 단백질은 필수아미노산

이 고르게 함유된 우수한 식품이다(1). 콩은 이소플라본,

사포닌, 레시틴, 항산화물질 등과 같은 기능성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며(2-3), 일본의 기능성식품 시장에서는 가장

폭넓게 이용되는 것이 콩을 소재로 하는 식품들로서 시장규

모는 1조엔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3).

콩을 이용한 가공식품으로서 청국장은 삶은 콩에 식염이

나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약 40℃에서 2-3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Bacillus균을 번식시켜 발효하여 독특한 향과

맛을 내는 식품이다. 최근에 콩 발효식품의 생리활성에 관

한 많은 보고(4-6)가 있으며, 특히 청국장은 원료 콩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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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생리활성 물질이 크게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그

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콩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함유된 isoflavone 함량을 조사

한 결과, 원료 콩보다는 청국장의 함유량이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7). 콩의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발효가공식품

에 관한 연구 가운데 청국장에 대한 연구로는 혈전용해

작용(8,9), 항염증작용(10), 혈중 glucose 저하에 따른 항당

뇨작용(11,12), 혈당조절 및 지질대사 개선효과(13), 비만억

제 효과(14)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 청국장이 비만, 암, 혈전,

당뇨,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고 하여 가루, 환, 캡슐 등

건강식품으로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15).

본 연구는 여러 가지 기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대두 중에서 백태와 태광을재료로 각각의 청국장을 제조한

후, 원료 콩과 청국장의 기능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두와

청국장을 물과 에탄올로 추출하여 각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고 항산화능과 혈전용해능을 분석하여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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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보존료 및 건강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청국장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백태와 태광은 영주시 문수면의 우가

네 농장에서 재배한 것을 구입하여 4℃의 냉장고에 보관하

면서 사용하였다. 청국장의 제조는 Park과 Joo (16)의 방법

으로 백태와 태광을 3시간동안 물에 불린 후, 100℃에서

6시간 동안 삶아 물기를 제거한 후에 채반에 부직포를 깔고

콩을 고르게 펴서 5 cm 정도의 볏짚을 꽂은 후, 43℃에서

24시간 동안 발효시킨 후에, 50℃에서 48시간동안 건조하

였다.

추출물 제조

대두와 청국장의 물추출물은 증류수 1,000 mL에 100

g의 시료를 가하여 80℃에서 3시간 동안 3회 반복 추출하여

여과하였다. 에탄올추출물은 70%의 에탄올 1,000 mL에

100 g의 시료를 가하여 70℃에서 3시간 동안 3회 반복 추출

하여 여과하였다. 각 추출물은 회전식증발농축기(EYELA,

N-N type, Tokyo, Japan)로 농축하여 동결건조한 후, 기능성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추출 수율은 추출 전

시료의 중량에 대한 각 추출물의 동결건조 후 중량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Folin-Denis법(17)으로 측

정하였다. 동결건조한 추출물을 10 mg/mL 농도로 증류수

에 녹인 다음 0.2 mL를 시험관에 취하고 증류수를 가하여

2 mL로 만든 후, 여기에 0.2 mL Foiln-ciocalteu's phenol

reagent를 첨가하여 잘 혼합한 후 3분간 실온에 방치하였다.

정확히 3분 후 Na2CO3 포화용액 0.4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증류수를 첨가하여 4 mL로 만든 다음 실온에서 1시간 방치

하여 상징액을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총

폴리페놀 화합물은 tannic acid를 0, 50, 100, 150, 200 및

300 ppm 용액이 되도록 취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전자공여능 측정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Blois의 방

법(18)에 따라 측정하였다. 동결건조한 추출물 2 mL 에

0.2 mM DPPH (1-1-diphenyl-2-picryl hydrazyl)를 1.0 mL

넣고 혼합하여 30분 동안 반응시킨 다음 분광광도계로서

517 nm에서 반응액의 흡광도를 측정한 후, 시료 첨가 전․

후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Superoxide dismutase (SOD) 유사활성 측정

SOD 유사활성은 Marklund와 Marklund의 방법(19)에 따

라 동결건조한 추출물 시료 0.2 mL에 Tris-HCl buffer(pH

8.5) 3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가하고 25℃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1N HCl 1 mL로 반응을 정지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 사이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아질산염 소거작용(nitrite scavenging ability; NSA)의 측

정은 Kato 등의 방법(20)에 준하였다. 즉, 1 mM NaNO2

용액 2 mL에 동결건조한 추출물 1 mL를 가하고, 0.2 M

구연산 완충액으로 반응용액의 pH를 각각 pH 1.2, 3.0,

6.0으로 보정한 다음 반응용액의 부피를 10 mL로 하였다.

이 용액을 37℃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각 반응액 1 mL를

취하여 Griess 시약(1% sulfanilic acid : 1 % naphthylamine

= 1 : 1) 0.4 mL를 가한 다음 혼합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방치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

염의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공시험은 Griess 시약 대신

증류수를 가하여 동일하게 행하였다.

혈전용해능 측정

혈전용해능은 fibrin plate법(21)을 약간 수정하여 측정하

였다. 0.01 M phosphate buffered saline (pH 7.25)에 fibrinogen

을 0.5%가 되도록 용해시킨 후 10 mL를 petridish에 분주하

고 thrombin 10 unit를 가하여 균일한 두께의 fibrin clot를

형성시킨 후 실온에서 1시간 방치하여 fibrin plate를 제조하

였다. 혈전용해 효소활성은 직경 8 mm의 paper disc를 제조

한 fibrin plate에 놓고 각 농도의 콩 추출물과 청국장 추출물

을 20 μL 가하여 37℃에서 1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생성된

투명환 부위의 직경을 측정하여 면적을 계산하였으며, 이

때 대조구는 plasmin (Sigma, St Louis, MO, USA)을 농도별

로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콩과 청국장 추출액의 혈전용해

능은 plasmin의 농도별 fibrin 용해면적을 기준으로 작성한

표준곡선에 대하여 추출시료의 fibrin 용해면적의 상대적

비율로서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

(version 12.0)을 이용하여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산출하였

으며, one way ANOVA test 및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를 이용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추출물의 수율

실험에 사용한 백태와 태광 및 이들 콩으로 제조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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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의 추출수율은 Table 1과 같으며 2종류의 대두 물추

출물 수율은 백태가 50.12%, 태광이 48.34%로 큰 차이는

없었으며, 에탄올추출물의 수율은 백태가 19.39%, 태광이

19.12%로 거의 비슷한 수율이었고 물추출물의 수율이 에탄

올추출물보다 2.5배 이상 높았다. 한편, 2종류의 대두로 제

조한 청국장 물추출물의 수율은 백태 청국장이 41.59%,

태광 청국장이 41.81%로 거의 비슷하였다. 청국장 에탄올

추출물의 수율은 백태 청국장이 14.16%, 태광 청국장이

14.73%로 거의 비슷한 수율이었으나, 청국장 물추출물에

비하여 약 1/3 정도의 낮은 수율을 보였다. 백태와 태광

청국장 추출물의 수율은 원료 대두의 추출수율에 비하여

물추출물은 83.0~86.5% 수준의 수율을 나타내었으나 에탄

올추출물에서는 73.0~77.0%의 수율을 보여 청국장 추출물

의 수율이 콩 추출물의 수율보다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검은콩 청국장의 경우, 청국장 추출물의

수율이 원료 콩 추출물의 수율에 비하여 1.5~2배 높은 수율

을 나타낸 결과(16)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1. Yield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soybean and
Chungkukjang

(%)

Extract
Yield (%)

B/A
Soybean (A) Chungkukjang (B)

BWE 50.12 41.59 0.83

BEE 19.39 14.16 0.73

TWE 48.34 41.81 0.86

TEE 19.12 14.73 0.77

BWE; Baektae water extract, BEE; Baektae ethanol extract, TWE; Taekwang water
extract, TEE; Taekwang ethanol extract.

총 폴리페놀 함량

Table 2는 백태와 태광의 추출물 및 이들 콩으로 제조한

청국장 추출물의 총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백

태와 태광 물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189.25

mg/100 g, 280.23 mg/100 g이었으며, 백태와 태광으로 제조

한 청국장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백태 청국장이

814.58 mg/100 g, 태광 청국장이 834.23 mg/100 g으로 태광

청국장의 함량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콩추출물과 청국

장추출물 모두에서 콩의 종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

었다.

한편, 에탄올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백태가 86.02

mg/100 g, 태광이 90.12 mg/100 g으로서 태광의 폴리페놀

함량이 약간 높았다. 백태와 태광으로 제조한 청국장 에탄

올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백태 청국장이 324.24

mg/100 g, 태광 청국장이 359.64 mg/100 g으로 태광 청국장

이 백태 청국장보다 높았으나 물추출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콩과 청국장 모두 콩의종류에 따른 유의적인차이는없었다.

전체적으로 콩의 물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의 총 폴리페

놀함량은 백태와 태광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청국장의 물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역시 콩의종류에 따른

총 폴리페놀함량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백태

와 태광 청국장의 총 폴리페놀함량은 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원료 콩의 각 추출물보다 4.0~4.3배 높은 함량을 나타

내었다. 이 결과는 검은콩으로 제조한 청국장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함량이 검은콩에 비하여 2.8배 높았던 결과(16)

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wak 등(6)은 청국장이 삶은 콩에 비하여 isoflavone 함

량이 3.4배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발효과정에서

aglycone isoflavone 및 malonylglycoside isoflavone의 증가

가 그 원인인 것으로밝힌바있으며, 생성된 폴리페놀함량

의 증가와 더불어 기능성도 증가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Ryu

(22)도 콩 발효식품이 콩 자체보다 높은 생리활성을 나타내

는 것은 콩에 함유되어 있는 이소플라본 및 유용성분의

배당체가 당이 떨어진 아글리콘 형태로 변화하여 콩

자체보다 높은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Table 2.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soybean and Chungkukjang

(mg/100 g)

Extract
Total polyphenol

B/A
Soybean (A) Chungkukjang (B)

BWE 189.25±3.20a 814.58±2.47a 4.30

BEE 86.02±2.79b 364.24±4.05b 4.23

TWE 210.23±2.34
a

834.23±2.08
a

3.97

TEE 90.12±2.05
b

359.64±2.89
b

3.99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In each column,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WE; Baektae water extract, BEE; Baektae ethanol extract, TWE; Taekwang water
extract, TEE; Taekwang ethanol extract.

청국장 추출물의 항산화능

전자공여능

백태와 태광의 물추출물과 이들 콩으로 제조한 청국장

물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Fig. 1과 같으며, 백태와 태광

물추출물 500 ppm에서의 전자공여능은 각각 8.9%, 12.1%

였으며, 이들 콩으로 제조한 청국장 물추출물의 전자공여

능은 500 ppm에서 백태가 50.2%, 태광이 51.1%로서 콩의

종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1,000 ppm에서는

백태와 태광이 각각 28.2%, 35.2%로서 태광의 전자공여능

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p<0.05) 이들 콩으로 제조한 청국

장의 전자공여능은 백태가 65.3%, 태광이 66.1%로서 큰

차이가 없었다.

각 콩으로 제조한 청국장 물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500

ppm 농도에서, 원료콩에 비하여 백태 청국장은 5.6배, 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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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국장은 4.2배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1,000 ppm에서

는 원료콩에 비하여 백태는 2.3배, 태광은 1.9배 높은 활성

을 나타내어 백태로 제조한 청국장이 태광으로 제조한 청국

장에비하여전자공여능의증가비율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서 Park과 Joo (16)의 검은콩(약콩과 서리

태)에서 전자공여능 측정결과 1,000 ppm에서는 콩 추출물

과 이들 콩으로 제조한 청국장 추출물의 전자공여능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지만 500 ppm에서는 검은콩 청국장

추출물이 검은콩 추출물보다 1.3~1.5배 높은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으며 대두로 제조한 청국장에서도 현저하게 높은

활성의 증가를 보였다는 보고와 함께 콩의 발효에 의한

전자공여능의 향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Lee 등(23)은 콩제품의 추출물을 항산화제로 활용하고자

기존의 항산화제인 BHT, BHA와 콩제품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비교, 조사하여 보고하였는데 그 효과는 청국장,

된장, 두유의 순으로서 청국장 추출물의 항산화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밝혔으며 식품 제조 시에 첨가제로서의

이용가능성도 제시하였다.

Fig. 1.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water extracts from soybean (A)
and Chungkukjang (B).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백태와 태광의 에탄올추출물과 이들 콩으로 제조한 청국

장 에탄올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Fig. 2와 같다. 백태와

태광 에탄올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500 ppm의 농도에서는

각각 35.3%, 29.6%로서 백태추출물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1,000 ppm에서는 각각 48.3%, 58.6%로서 태광이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백태와 태광으로 제조한 청국장의 에탄올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500 ppm에서 각각 54.7%, 55.3%였으며

1,000 ppm에서는 각각 69.1%, 68.7%로서 추출물의 농도에

비례하여 전자공여능이 증가하였으나 대두의 종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대두와 대두로 제조한 청

국장 모두 500~1,000 ppm에서 에탄올 추출물의 전자공여

능이 물추출물(Fig. 1)에 비하여 대두는 18~26% 높았으며,

청국장은 2.6~4.4% 높았다.

각 콩으로 제조한 청국장의 전자공여능은 에탄올추출물

500 ppm에서, 원료콩에 비하여 백태는 1.5배, 태광은 1.9배

높은 활성이었으며, 1,000 ppm에서는 원료콩에 비하여 백

태는 1.4배, 태광은 1.2배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청국장

제조에 따른 에탄올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의 활성 증가 비율

은 대두의 종류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며, 물추출물에

비하여 활성의 증가비율이 아주 낮은 편이었다.

Fig. 2.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ethanol extracts from soybean
(A) and Chungkukjang (B).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이상의 전자공여능 실험결과에서 백태와 태광 청국장의

물과 에탄올추출물 모두 콩 추출물에 비하여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본 실험에서 측정된 청국장의 폴리페

놀함량(Table 2)이 콩 추출물보다 4배 이상 증가한 결과에

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Kwak 등(6)은 청국장이 삶은

콩에 비하여월등하게 항산화능이 증가한 것은 발효과정에

서 생성된 폴리페놀함량의 증가와 더불어 isoflavone 함량

이 3.4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aglycone isoflavone 및

malonylglycoside isoflavone의 증가가 그 원인인 것으로 밝

힌 바 있다.

특히 된장과 청국장의 주성분인 대두는 발효․숙성 과정

중에 미생물과 여러 효소들의 작용으로 isoflavone, trypsin

inhibitor, 식이섬유소, 비타민 E와 발효과정 중에 삶은 대두

에 존재하지 않았던 caffeic acid와 ferulic acid 등의 유리

pheolic acid 함량이 증가되어(24,25), 이러한 생리활성이

성분들로 인하여 대두 발효식품은 비발효식품에 비하여

생리활성이 뛰어나 건강 기능성이 증진될 것으로 추정

된다.

한편, Huang 등(26)은 45°C, 37°C, 25°C에서 두부를 발효

시킨 Sufu의 전자공여능이 각각 54.7%, 47.1%, 32.5%로서

발효 균주와 숙성온도에 따라 큰 차이가 있으며 발효하지

않은 두부에 비하여 발효두부의 전자공여능이 유의적으로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SOD 유사활성

백태와 태광의 물추출물과 이들 콩으로 제조한 청국장

물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은 Fig. 3과 같다. 1,000 pp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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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태와 태광의 물추출물은 각각 27.3%, 26.1%로서 비슷한

활성을 나타내었고, 청국장은 백태가 49.2%, 태광이 46.6%

로서 청국장 물추출물이 대두 추출물에 비하여 20% 이상

높은 활성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청국장 물추출물은 100, 300, 500 ppm에서도 동일한 농

도의 대두 물추출물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SOD 유사

활성을 나타내었으며(p<0.05) 청국장 제조에 의해 SOD 유

사활성이 1.8배 증가하였다.

Fig. 3. SOD-like activity of water extracts from soybean (A) and
Chungkukjang (B).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백태와 태광의 에탄올추출물과 이들 콩으로 제조한 청국

장 에탄올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은 Fig. 4와 같다. 1,000

ppm에서 백태와 태광은 각각 39.2%, 37.9%로서 비슷한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물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에 비하여

12% 높았다. 청국장 에탄올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은 백

태가 55.1%, 태광이 49.6%로서 백태로 제조한 청국장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p<0.05) 물추출물에 비해서는

3~6%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대두로 제조한 청국장 에탄

올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은 500~1,000 ppm에서, 원료콩

에 비하여 1.3~2배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Kwak 등(6)은 Sprague-Dawley를 이용한 in vivo 실험에

Fig. 4. SOD-like activity of ethanol extracts from soybean (A) and
Chungkukjang (B).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서, 고지방식이에 청국장을 10% 함유한 사료로 사육했을

때, 실험동물의 간장 Cu/Zn-SOD 활성이 고지방식이나 삶

은 콩을 급여한 실험동물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았다는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청국장의 우수한 항산화기능을밝힌

바 있다.

아질산염소거능

백태와 태광 물추출물과 이들 콩으로 제조한 청국장 물추

출물을 pH 1.2에서 아질산염소거능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1,000 ppm에서 백태와 태광 물추출물

의 아질산염소거능은 각각 33.6%, 30.2%로서 활성이 비슷

하였으나 청국장 물추추물에서는 백태가 51.4%, 태광이

53.2%로서 콩과 청국장의 추출물 모두 콩의 종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Fig. 5.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water extracts from soybean (A)
and Chungkukjang (B) at pH 1.2.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백태와 태광의 에탄올추출물과 이들 콩으로 제조한 청국

장 에탄올추출물을 pH 1.2에서 아질산염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1,000 ppm에서 백태와 태광은 각각

24.6%, 29.7%로서 비슷한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청국장은

백태가 61.3%, 태광이 61.9%로서 콩과 청국장의 추출물

Fig. 6.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ethanol extracts from soybean
(A) and Chungkukjang (B) at pH 1.2.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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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콩의 종류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에탄올추

출물과 물추출물의 아질산염소거능을 비교해 보았을 때

대두 추출물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청국장 추출물에

서는 백태와 태광의 에탄올추출물이 물추출물보다 10%

이상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청국장 추출물의 혈전용해능

대두와 대두 청국장 추출물의 혈전용해능을 측정하기

위해 각 추출물과 plasmin을 농도(0-1.0 unit)별로 fibrin plate

상에 처리한 결과, 각 추출물의 혈전용해작용에 의해 형성

된 투명환은 Fig. 7과 같으며 투명환이 타원형인 경우에는

긴 지름과 짧은 지름을 평균하여 면적을 계산하였다.

Plasmin Water Ethanol

0

0.25

1.0

0.5

A
A

B
B

C C
D D

Fig. 7. Fibrinolytic activity of extracts from soybean and Chungkukjang.

Plasmin (Unit); A: 0 Unit, B: 0.25 Unit, C: 0.5 Unit, D: 1.0 Unit.
Extracts; A: Taekwang, B: Taekwang Cheonggukjang, C: Baektae, D: Baektae Cheonggukjang

대두와 대두로 제조한 청국장 추출물에 의하여 형성된

투명환의 면적을 plasmin의 양으로 환산하여 혈전용해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본 실험에 사용한 각 콩과

청국장 추출물의 농도는 5%로서, 백태 청국장 물추출물의

혈전용해능은 plasmin 0.357 unit에 해당하는 활성으로서

4종의 물추출물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백태의 물추출물, 백태 청국장의 에탄올추출물과 태광 청

국장의 에탄올추출물의 혈전용해능이 모두 plasmin 0.257

unit의 동일한 활성을 나타냈다.

대두로 제조한 청국장의 혈전용해능이 원료 대두에 비하

여 백태는 1.4~1.9배, 태광은 약 1.2배 증가하여 청국장 제조

에 의해 물과 에탄올추출물에서 모두 혈전용해능이 증가하

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청국장의 혈전용해능이 대두

의 혈전용해능 보다 증가하는 현상은 검은콩으로 제조한

청국장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가 보고되었으며(16), Chang

등(8)은 청국장의 발효에 의해 혈전용해능과 면역세포 활성

능이 증가하였다는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그리고 대두의종류와 추출물의종류에 따른 혈전용해능

을 비교한 결과, 백태의 물추출물과 백태 청국장의 물추출

물이 태광의 혈전용해능에 비하여 1.5~1.7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청국장 제조에는 백태가 적합한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3. Fibrinolytic activity of extracts from soybean and
Chungkukjang

Soybean Extract
Fibrinolytic activity (plasmin unit/mL)

B/A
Soybean (A) Chungkukjang (B)

Baektae
Water 0.257 0.357 1.39

Ethanol 0.129 0.257 1.99

Taekwang
Water 0.169 0.211 1.25

Ethanol 0.211 0.257 1.22

Oh 등(27)은 밥밑콩으로 이용되는 7종류의 콩에 대한

항산화활성과 혈전용해능을 측정하여 울타리콩, 강낭콩 등

에서 우수한 항산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특히, 선비콩, 황태, 강낭콩 등은 혈전용해능이뛰어난것으

로 밝힌바있다. 또, Chang 등(8)도 청국장의 발효과정에서

단백질 분해력과 점질물 생성능이 우수하고 혈전용해능과

면역세포 활성능이 뛰어난 Bacillus 속 균주를 분리․동정

함으로써 생리활성이 우수한 청국장을 제조하여 기능성식

품 재료로 사용할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Cho 등(28)

은 Bacillus subtilis CS90을 이용한 청국장 발효에서

phytochemical 구성성분의 변화가 나타나서 총 페놀함량이

253 mg/kg에서 9,414 mg/kg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자공여능

은 53.6%에서 93.9%로 높아졌다고 청국장의 우수한 기능

성을 보고하였다. 한편, 청국장의 기능성은 발효 온도와

발효 시간에 따라 유용물질의 생성량이 변하며, 발효시간

이 길어지면 생리활성 물질의 생성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발효시간의 적정성도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29).

이러한 결과를종합해볼때, 대두에 비하여 대두로 제조

한 청국장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이 매우 높고, 청국장

제조와 함께 항산화능과 혈전용해능도 증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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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되었으므로, 청국장은 건강식품의 개발이나 천연항산

화제로서의 이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청국장을 이용한 건강기능성식품의 개발을 위해서는 콩의

종류별 최적 발효시간의 분석 또는 특정 생리활성물질을

대량으로 추출할 수 있는 발효조건 등에 관한 연구도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요 약

대두를 이용하여 천연보존료나 건강 기능성식품을 개발

하기 위하여 백태와 태광으로 청국장을 제조하여 물과 70%

에탄올로 추출한 후, 폴리페놀 함량, 항산화능 및 혈전용해

능을 측정하였다. 백태와 백태 청국장에 대한 물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189.25 mg/100g, 814.58 mg/100g 이

었으며 태광과 태광 청국장에 대한 물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210.23 mg/100g, 834.23 mg/100g으로 대두 청

국장 물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의 대두에 비하여

4~4.3배 증가하였다. 대두로 제조한 청국장 물추출물의 전

자공여능과 SOD 유사활성은 원료의 콩에 비하여 높은 활

성을 나타내었다. 대두와 대두 청국장의 물과 에탄올추출

물은 모두 혈전용해능을 나타내었으며 백태 청국장의 물추

출물이 가장 우수한 혈전용해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

과를 종합해 볼 때, 대두에 비하여 대두로 제조한 청국장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청국장의

제조와 함께 항산화능과 혈전용해능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청국장은 건강식품의 개발이나 천연항산

화제로서의 이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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