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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developed and investigated sugar-soaked black soybean snack (SSBSS) to increase the availability of
black soybean. The most desirable moisture contents and texture properties of hardness and gumminess in pre-
paring SSBSS were obtained at a sugar concentration of 40

o
brix for the first sugar soaking step and 50

o
brix

for the second sugar soaking process. Sensory evaluation also showed that SSBSS prepared with 40
o
brix for

first sugar soaking step and 50obrix for the second sugar soaking process was graded higher than the other
samples in all questionnaires. Prepared SSBSS had a final moisture content of 5.50±0.39%, crude protein content
of 16.25±0.07%, and crude lipid content of 34.26±3.95%. The ash and carbohydrate contents of SSBSS were
0.51±0.05% and 43.48±0.01%, respectively, and the final glucose content was 10.20±0.10obrix. GABA concen-
tration was 15.24±1.47 mg/g and the contents of daidzein, genistein, daidzin, and genistin were 695.7±6.08
μg/g, 810.6±3.9 μg/g, 755.8±39.6 μg/g, and 1640.7±390.8 μg/g,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phenolic compound
and flavonoid contents in SSBSS were 0.16±0.01 and 2.33±0.40 mg/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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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검정콩은 예로부터 약콩이라고 알려져 많은 사람들에게

민간요법으로도 사용되어 왔으며, 검은깨, 흑미 등과 더불어

기능성 물질의 함량이 높은 웰빙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1). 검정콩에 포함된 기능성성분은 필수아미노산이 약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타민 E, 카로티노이드, 사포닌,

안토시아닌 등 노화를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이 일반 콩보다

4배나 풍부하며, 탈모예방에 효과적인 cysteine 또한 풍부하

게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이들 중 페놀성

화합물에 속하는 안토시아닌은 적색, 자색, 청색을 나타내는

수용성 flavonoid계 색소로서 검정콩 종피에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암, 항산화(3), 항바이러스, 면역증강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외

에도 다양한 생리기능을 지닌 뛰어난 식품소재라고 할 수

있다(4,5). 더욱이 일반 콩에 비하여 검정콩에서 추출되어진

안토시아닌 첨가가 고지방 식이를 한 쥐 모델에서 항비만

효과뿐만 아니라 혈청 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낮춤으

로써 지질 패턴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가 되어

있으며(6), 특히 대표적 생리활성 물질인 이소플라본류는 여

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기능을 함으로써 폐경기

증후군, 골다공증(7), 대장암, 심장병(8) 등과 같이 호르몬

관련 질병예방에 뛰어난 효과를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이소

플라본의 배당체인 genistein 등은 유방암(9), 난소암(10), 자

궁암(11), 전립선암(12), 심혈관계질환(13), 간암세포 등의

성장저해 작용 및 면역증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졌다

(14). 이 외에도 호중구에 의한 superoxide 생성을 억제시키

거나 유해한 활성 산소종을 제거하여 항산화 효과와 lipo-

protein 산화 억제작용(15) 및 cyclophosphamide 같은 백혈

병치료제로부터 DNA 손상 요인을 제거한다고 보고되는 등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인들에 있어서 검정콩은 식생활 개선

및 건강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식품소재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유효 성분을 많이 지니고 있는 동시에 영양가도

풍부한 검정콩은 일반적으로 그 섭취 형태가 간장, 된장,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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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장 및 두부, 두유 등으로 제한적이며 비교적 오랜 시간의

발효, 조리과정을 거쳐야 하며 그 보급 형태가 다양하지 않

기 때문에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점점 그 비중이 낮아지면서

그 결과 영양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식생활의 서구

화 및 편의성, 그리고 저 연령층의 입맛이 인스턴트식품, 화

학조미료 위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콩 식품에 대한 기피현상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우수한 콩제품의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에 대한 유용가치뿐만 아니라 편리성을 추가한 신제품

의 개발을 통하여 콩의 영양성분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간편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기능적, 영양적으

로 우수한 검정콩을 섭취할 수 있도록 스낵 타입의 검정콩

제품을 개발하고자 당침지 스낵 제조과정을 개발하였다. 스

낵으로서의 기능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당액에 침지시켜

검정콩의 껍질이 박피되지 않고 검정콩 원형의 모습과 본연

의 색감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부드러운 질감을 부여할 필요

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의 당침지 검정콩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제조공정을 확립하고자 당침지 제조공정을

최적화 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조된 당침지 검정콩 스낵의

일반성분 및 기능성 성분을 분석함으로써 신규의 기능성식

품으로서의 가치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국내산 검정콩은 2010년 전북 순창군

일대에서 재배된 서리태를 사용하였다. GABA(γ-amino-
butyric acid)(Sigma Co., St. Louis, MO, USA) 및 이소플라

본의 정성 및 정량분석을 위해 daidzin(from soybean,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 daidzein

(Fujicco, Kobe, Japan), genistin(from glycin max, soy-

bean, Sigma Co.), genistein(Sigma Co.)의 표준물질을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플라보노이드 분석을 위한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Sigma Co.)를 사용하였다. 기타 중조(DC Chem-

ical Co., Ltd., Seoul, Korea)와 백설탕, 소금은 시약등급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당침지 검정콩의 제조

검정콩 125 g을 물 1 L, 백설탕 1.5%(w/v), 소금 1.5%

(w/v), 중조 3%(w/v)를 첨가하여 14시간 침지시킨 후 센

불에서 삶은 뒤 거품을 걷어내고 약한 불에서 7시간 동안

증자시켰다. 당침지 조건을 최적화시키기 위하여 1차 당침

지 조건(10obrix, 20obrix, 30obrix, 40obrix)과 2차 당침지 조

건(20
o
brix, 30

o
brix, 40

o
brix, 50

o
brix)을 달리하여 콩스낵을

제조하였다. 1차 당침지 조건의 당액에서 20시간 동안 60oC

의 건조기에서 1차 당침지 시킨 후 2차 당침지 조건의 당액

에서 24시간 동안 60
o
C의 건조기에서 2차 당침지 공정으로

수료한 후,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당액과 분리시켰다. 분리된

당침지 검정콩을 70oC의 건조기에서 4시간, 실온에서 12시

간 동안 자연 건조하는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40분 동안

70oC의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당침지 검정콩 스낵을 완성하

였다. 완성된 제품의 수분함량, 조직감, 관능평가를 실시하

여 최적조건의 당침지 검정콩 스낵을 선정한 후 최종 제품의

일반성분과 기능성성분 분석에 사용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 분석을 위하여 제조된 당침지 검정콩 스낵을 동

결건조 후 파우더 형태로 파쇄한 후, 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탄수화물 및 최종 당함량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조단백

질과 조지방의 함량은 AOAC법(16)에 준하여 조단백은

Kjeldahl 질소정량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조회분은 550oC 직접회화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탄수화물 함량은 100에서 다른 성분들의 함량을 뺀

나머지 값으로 하였으며, 최종 당함량은 동결건조 한 시료

5 g을 300 mL의 증류수에 희석한 후 3000 rpm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얻은 후 당도측정계(Refrac-

tomer PLA-1 ATAG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최종 당

함량을 측정하였다.

GABA 분석

당침지 검정콩 스낵의 GABA 함량분석을 위하여 동결건

조한 파우더 형태의 시료를 이용하여 증기화 광산란 검출기

(ELSD, Evaporative Light Scattering Detector)를 부착한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제조된 콩스낵 파우더 100

mg과 4%(v/v) acetic acid 6 mL을 혼합한 후 1시간 동안

침전시킨 후 8,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한 후 단백질을

회수하였다. 여기에 에탄올 4 mL을 첨가해 8,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염을 제거한 후 상층액의 acetic acid

와 ethanol을 기화시켜 농축하였다(0.1 Mpa, 45oC). 회수된

침전물은 0.5 mL 3차 증류수에 현탁 시킨 후 8,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불용성 성분을 제거한 후 상층액을

0.45 μm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하여 HPLC(Waters 1525

Binary HPLC pump, Waters, Deerfield, IL, USA)(17) 분석

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크로마토그래피는 C18 분석칼럼(Luna

5 μ 100A, 250×4.6 mm, 5.0 mm; Phenomenex, Torrance,
CA, USA)을 사용하였고, 이동상은 water : acetonitrile(90:

10, v/v)을 유속 0.5 mL/분, 칼럼 온도 37
o
C의 조건에서 분리

하였다. ELSD 800(Alltech, Deerfield, IL, USA)는 챔버온도

를 55oC로 고정시키고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drift pressure

를 3.0 기압으로 유지시키면서 용매와 혼합된 시료를 확산시

켜 레이저를 이용하여 검출하였다. 당침지 콩스낵에 함유된

GABA 성분의 정량분석은 표준용액을 구입하여 분석하였

으며 농도별로 분석한 표준곡선과 비교하여 콩스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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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sis conditions of texture analyzer

Caption Value

Pre test
Test speed
Post test
Distance
Time
Trigger type
Trigger force
Tare mode

3.00 mm/sec
1.00 mm/sec
5.00 mm/sec
5.00 sec
5.00 sec
Auto
5.0 g
Auto

GABA 함량을 산출하였다.

이소플라본 분석

각종 이소플라본의 분석을 위하여 건조된 당침지 검정콩

2 g을 36 mL의 60% ethanol에 첨가하여 40oC에서 2시간

동안 교반함으로써 추출되었다. 추출액은 필터 여과(0.22 mm,

Advantec, Tokyo, Japan)하여 HPLC/ELSD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칼럼은 Hypersil ODS 칼럼(250×4 mm, 5 mm;
Intersil ODS-3V, GL Sciences Inc., Tokyo, Japan)을 사용

하였고 검출기는 ELSD를 이용하였다. 이동상은 0.5%(v/v)

trifluoroacetic acid을 A용액으로 0.5%(v/v) trifluoroacetic

acid을 포함한 60% acetonitrile 혼합액을 B용액으로 이용하

여 17%에서 83%까지 linear gradient(농도구배)를 1.0 mL/

분의 유속을 이용하여 걸어줌으로써 시료의 이소플라본을

분리하였다. ELSD는 챔버온도를 60oC로 고정시키고 질소

가스를 이용하여 drift pressure를 3.0기압으로 유지시키면

서 용매와 혼합된 시료를 확산시켜 레이저를 이용하여 검출

하였다. 당침지 검정콩 스낵으로부터 이소플라본의 정량 분

석을 위한 표준물질은 daidzin, daidzein, genistin, genistein

을 사용하였고, 농도별로 분석한 표준곡선과 비교하여 콩스

낵의 각각의 이소플라본의 함량을 산출하였다.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총 페놀 함량은 Folin-Denis 변법(18)에 따라 동결건조 시

료 1 g에 80% methanol 100 mL을 가하여 37oC에서 하룻밤

동안 추출한 후 추출액 1.0 ml를 시험관에 취하고 0.1 mL의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를 혼합하여 반응시킨 후

1시간 동안 방치하여 발색시킨다. 그 후 혼합액을 8,000 rpm

에서 원심분리 하여 시료의 침전물을 제거한 후, UV-Vis

spectrophotometer(DU 800, Beckman coulter, Fullerton,

CA, USA)를 이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분석

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tannic acid(Sigma Co.)를 분석시료

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얻은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시

료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을 산출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의 분석은 Davis 변법(19)에 따라 동결건

조 시료 1 g에 80% methanol 100 mL을 가하여 37oC 항온수

조에서 하룻밤 동안 추출한 후 이 검액 1.0 mL를 시험관에

취하고 1 mL의 diethylene glycol을 가하여 혼합한 후 혼합

액에 1 N NaOH 0.1 mL를 혼합시켜 37oC 항온수조에서 1시

간 동안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

준물질로는 gallic acid(Sigma Co.)를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

로 분석하여 얻은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시료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산출하였다.

조직감 분석

당침지 조건을 달리한 편이식 검정콩 스낵의 조직감 분석

은 Texture analyzer(Model TA-XT2; Stable Micro Sys-

tems Ltd., Surrey, UK)를 사용하여 경도(hardness), 씹힘성

(chewiness) 및 점착성(gumminess)을 측정하였다. 조직감

분석 조건은 Table 1과 같다.

관능평가

전북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재학생 31명(여학생 15명, 남학

생 16명)을 대상으로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항목으로는 외

관, 색, 풍미, 질감, 전체적인 바람직성을 평가하였으며, 평가

방법으로는 5점 척도법(5점: 매우 좋다, 4점: 좋다, 3점: 보통,

2점: 나쁘다, 1점: 매우 나쁘다)을 사용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결과는 독립적으로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여 실험

결과를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실험군 간의 유의성

을 검정하기 위하여 SPSS 12.0 for windows program을 이

용하여 ANOVA test를 실시한 후 유의성이 있는 경우, p<

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당침지 공정의 확립 및 검정콩 스낵 제조공정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는 종래의 검정콩을 이용한 제품의 여러 가지 문제

점을 해결하고 이를 통해 간편하게 영양적으로 우수한 검정

콩 제품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몇 가

지 제조공정상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한다. 첫째는 당침지에

의해서 발생되는 콩의 물성의 문제로서 당침지 수료 후 건조

과정 시 검정콩의 물성이 매우 단단해짐으로써 식품으로서

의 가치가 하락되는 문제점과 또한 검정콩의 중요 영양성분

이 함유되어있는 표면의 겉껍질이 박피됨으로써 영양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제품으로서의 가치 또한 하락되어지는 두

가지 문제점이 가공공정상 대량생산에 응용하기가 어려운

단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점

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당침지 제조 시 당의 농도와

각각의 제조 조건 등이 콩제품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고자 하였다. 우선 당침지 검정콩 스낵의 물성에 가장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는 수분함량을 각 당침지 조건별로

측정함으로써 각각의 당 농도와 물성과의 관계를 조사하였

다. Table 2에 보이는 것처럼 1차 당침지 농도의 경우 가장

낮은 당 농도인 10
o
brix로 제조된 당침지 검정콩보다 40

o
b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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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수분함량이 유의적(p<0.05)으로 높았으며, 또한 2차

당침지 농도에서도 가장 높은 농도인 50obrix에서 가장 높은

수분함량을 나타냈으나 유의수준 범위(p<0.05)에서 차이는

없었다. 또한, 각각의 당침지 농도에서 제조된 검정콩 편이

식 제품의 조직감을 분석한 결과, 경도는 수치가 높을수록

스낵으로써 딱딱하여 잘 씹히지 않는 것으로 1차 당침지 농

도에 따라 그 값이 유의성(p<0.05) 있는 범위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차 당침지 30, 40, 50obrix의 조성에서 유의

수준 범위(p<0.05) 내에서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40
o
brix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부드러운 조직감을 제공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씹힘성은 1차 당침지 농도

가 증가할수록 통계적 유의수준 범위(p<0.05)내에서 감소하

였고 2차 당침지 농도 40
o
brix와 50

o
brix에서 낮은 측정치를

보였으나 통계적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타의 다른

농도에서 제조된 당침지 검정콩 스낵에 비하여 질기지 않고

질감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단단하지 않고 점

성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반고형상의 식품을 삼킬 수 있는 상

태에까지 압축, 파괴하는데 요하는 에너지가 낮아 결과적으

로 낮은 점착성 수치를 보이게 되는데, 실험의 결과 40
o
brix/

50obrix의 당침지 조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p<0.05)을

보이진 않았지만 가장 낮은 측정치를 보여 경도의 결과에서

와 마찬가지로 씹힘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Table 2에 보이는 것처럼 각각의 당침지 편이식 검정콩 제품

의 외관, 색, 향미, 질감, 전체적인 바람직성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평균을 산출함으로써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외관 면에서는 높은 1, 2차 당침지 조건인 40obrix/

50obrix에서 통계적 유의수준 범위(p<0.05)에서 선호도가

높았으며 질감 또한 40
o
brix/50

o
brix에서 유의적(p<0.05)으

로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 조직감 분석에서 1차, 2차 당침지

최적조건으로 보인 40obrix/50obrix에서 높은 관능평가 결과

를 얻었다. 색감과 풍미는 40
o
brix/50

o
brix에서 각각 3.50± 

0.53, 3.40±0.70로 선호도가 다소 높았으나 당침지 농도에

따른 통계적 수준의 차이(p<0.05)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체

적인 기호도는 1차 당침지 조건 40
o
brix, 2차 당침지 조건

50obrix에서 제조한 당침지 검정콩 편이식 제품이 3.44점으

로 유의적(p<0.05)으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이러한

외관, 색감, 풍미, 질감, 전체적인 바람직성을 고려한 결과를

검토하였을 경우, 최종적으로 40obrix/50obrix의 1차, 2차 당

침지 조건에서 선호도가 가장 뛰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설탕과 소금은 2 g 이상 첨가되면 단맛이 너무 강해지

고 또한 결정화되어 석출되기 때문에 1.5 g이 가장 적합했으

며, 그 이하일 경우 최종제품의 맛이 너무 강해 잘 맞지 않았

고 또한 중조는 콩의 표면 형상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인자로

3 g보다 과도하게 첨가 시 본 연구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콩

표면의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3 g/L의 농도로 사

용하였을 경우 가장 적합하였다. 또한 검정콩을 사용한 본

연구의 특성상 검정콩의 색상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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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Water-soaking (14 hr)1)

↓
Boiling (7 hr)

↓
First sugar soaking process (20 hr)2)

↓
Second sugar soaking process (24 hr)3)

↓
Sugar solution separation (1 hr)4)

↓
Dry (4 hr)5)

↓
Natural dry (12 hr)

↓
Re-heating (40 min)6)

↓
Completion

Fig. 1. (A) Sugar-soaked black soybean snack sample; (B)
Process chart of sugar-soaked black soybean snack. 1)Black
soybean 250 g/L (distilled water), sugar 1.5%, salt 1.5%, sodium
bicarbonate 3%. 2)Dry for 20 hr at 60oC. 3)Dry for 24 hr at 60oC.
4)Separation of sugar solution using sieve for 1 hr. 5)Dry at 70oC
for 4 hr.

6)
Re-boiling at 70

o
C.

Table 3. General components of sugar-soaked black soybean
snack (%)

Control
Sugar-soaked black
soybean snack

Crude protein
Crude lipid
Crude ash
Carbohydrate
Final glucose content

40.35±0.02
16.79±0.10
9.27±0.50
33.59±0.13

16.25±0.07
34.26±3.95
0.51±0.05
43.48±0.01
10.20±0.10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Table 4. GABA contents of sugar-soaked black soybean snack

Control
Sugar-soaked black
soybean snack

GABA (mg/g) 1.70±0.62 15.24±1.47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데 인산철을 0.1 g/L보다 적은 양을 사용하였을 경우 색이

퇴색되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그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과도한 사용으로 표면에 최적의 물성을 제공하지 않았기 때

문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0.3 g/L의 첨가량이 가장 적합하였

다.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수치의 인산철을 첨가하였을 때

껍질과 분리되지 않고 알맞은 색과 맛의 수침 콩이 완성되었

다. 또한 60oC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너무 긴 시간 동안 삶는

과정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적절했으며,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콩 표면의 물성에 심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도는 60oC가 가장 적합하였다. 이와 같은 최적화된 제조공

정을 통하여 당침지 검정콩 스낵의 제조를 완성하였다(Fig.

1). 최적 수분 보유 당침지 조건은 1차 당침지 조건 40obrix,

2차 당침지 조건 50obrix로 나타났으며, 최적 조직감 보유

당침지 조건은 경도는 40
o
brix/ 40

o
brix, 씹힘성은 40

o
brix/

50obrix, 점착성은 40obrix/ 50obrix로 나타났으며, 관능평가

최적 조건 역시 40obrix/ 50obrix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적

당침지 조건을 1차 당침지 조건이 40
o
brix, 2차 당침지 조건

50obrix로 결정하였다.

일반성분 분석

최적 당침지 조건(1차 당침지 조건: 40
o
brix, 2차 당침지

조건: 50obrix) 하에서 제조된 시제품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조단백 함량과 조지방 함량은 각각

16.25±0.07%와 34.26±3.95%로 대조군으로 쓰인 일반 검정

콩의 조단백 함량(40.35±0.02%)보다는 낮고 조지방 함량

(16.79±0.10%)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산 검정콩을 대

상으로 지방산 함량을 조사한 연구에서 검정콩은 불포화 지

방산이 모든 지방산에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고된바 있

다(20). 따라서 지방의 함량이 다소 높으나 대부분 불포화지

방산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에 유익할 것으로 사료

된다. 탄수화물 함량은 대조군 검정콩의 33.59±0.13%에 비

해 당침지 콩스낵이 43.48±0.01%로 다른 선행연구에서 밝

혀진 검정콩(흑태)의 탄수화물 함량 26.30%보다 높은 수치

이며(21), 일반콩의 탄수화물 함량 30.40%보다도 높은 함량

을 나타내었다(22). 조회분은 0.51±0.71%로 당침지 하지 않

은 검정콩(9.27±0.50)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최종 당 함량은

10.20±0.10obrix였다.

당침지 검정콩 편이식 제품의 기능성성분 함량

GABA(γ-aminobutyric acid)는 신경전달 물질로써 혈

압강하효과 및 갱년기에 발생하는 불면증, 우울, 불안 등에

대한 신경안정에 효과적인 생리활성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

려진 중요한 기능성성분의 하나이다(23). GABA는 대략 red

mold rice에 20 mg/100 g 건물량, Gabaron tea에 150 mg/

100 g 건물량, soaked rice gram에 400 mg/100 g 건물량이

함유되어 있고(24), 대조군인 검정콩 분석에서도 1.70±0.62
mg/mL의 GABA 함량을 보였다. 반면 본 실험결과에서는

당침지 검정콩에서는 GABA의 함량이 15.24±1.47 mg/g으
로 이보다 약 9배 높은 수치를 보여 당침지 과정을 거친 후에

GABA의 함량이 상당히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Table 4).

이러한 결과는 당침지 과정 중 장시간의 침지 및 열처리 과

정 중에 콩의 단백질 성분의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 구체적으로 연구

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한편, 콩의 가장 중요한

성분의 하나인 이소플라본은 aglycones(daidzein, genistein,

glycitein) 형태와 glucosides(daidzin, genistin, glycitin)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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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soflavone contents of sugar-soaked black soybean
snack (μg/g)

Isoflavones Control
Sugar-soaked

black soybean snack

Daidzin
Genistin
Daidzein
Genistein

202.67±6.52
270.81±31.32
1442.61±203.42

ND

755.8±39.6
1640.7±390.8
695.7±6.08
810.6±3.9

Total 1916.09 3902.8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ND: not detected.

Table 6. Total contents of phenols and flavonoids in sugar-
soaked black soybean snack (mg/g)

Component Control
Sugar-soaked black
soybean snack

Total phenols
Total flavonoids

1.22±0.06
8.50±1.78

0.16±0.01
2.33±0.40

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태로 나뉘는데 분석 결과 당침지 하지 않은 검정콩에 비해

당침지 한 콩스낵에서 aglucon 형태의 이소플라본은 감소하

고 glucosides 형태의 경우 상대적으로 증가되어있음을 확

인하였으며, 당침지 검정콩 스낵에서 이소플라본은 배당체

형태로 유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발효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발효당 침지 콩스낵 등의 도입 등에

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Lee 등(25)의 연구 결과에서 검

정콩에 함유된 aglycon 형태의 이소플라본이 daidzein 467

μg/g, genistein 342 μg/g이었던 것에 비해 본 연구결과

daidzein 695.7±6.08 μg/g, genistein 810.6±3.9 μg/g으로

daidzein 함량은 약 1.5배, genistein은 약 2.3배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Table 5). 일반 검정콩의 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수치에 비해 가공 후의 당침지 콩스낵의 총 페놀 함량은

1.22±0.06 mg/g으로 줄어들었고, Park 등(26)의 선행연구

에서 콩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56±0.117 mg/g로 본

연구에서도 2.33±0.40 mg/g으로 유사한 수치를 보였다

(Table 6).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결과 확립된 당침지 콩스낵

의 제조공정이 사용된 콩소재의 기능성성분의 증가 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나타냈다고 할 수 있다.

요 약

검정콩의 기능적, 영양적으로 매우 유용한 성분을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갖춘 형태인 스낵 타입의 검정콩

제품을 개발하였다. 부드러운 조직감과 높은 기호도를 위해

서 1차 당침지 조건/2차 당침지 조건을 달리하였으며 수분함

량, 조직감, 관능평가 등을 고려하여 1차 당침지 당액농도

40obrix, 2차 당침지 당액농도 50obrix로 침지하여 제조한 당

침지 콩스낵 제조공정을 확립하였고 그에 따른 최적 조건하

에 제조된 당침지 검정콩 편이식 시제품에 대한 일반성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분함량은 5.50±0.39%, 조단백질은

16.25±0.07%, 조지방은 34.26±3.95%, 조회분은 0.51± 
0.05%, 탄수화물은 43.48±0.01%이었으며 최종제품의 잔존

당 함량은 10.20±0.10obrix로 나타났다. GABA 함량은

15.24±1.47 mg/g으로 9배 정도 증가되었으며, 이소플라본

은 당이 분리된 alycon 형태로써의 daidzein(695.7±6.08 μg/
g), genistein(810.6±3.9 μg/g) 함량보다 배당체 형태인

daidzin(755.8±39.6 μg/g)과 genistin(1640.7±390.8 μg/g)
형태로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페놀성분과 플라보노이드 함

량은 각각 0.16±0.01 mg/g과 2.33±0.40 mg/g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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