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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on functional properties of chokongs produced with black soybeans and three kinds of commercial
vinegars was performed to establish the basal preparation condition for chokong. When chokongs were prepared
with different vinegars for different soaking times, total phenolic compound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otal
flavonoids showed a trend of small increasing after 4 days of pickling. The electron donating ability, nitrate
scavening ability and antioxidant capacity for chokongs tended to increase along with pickling of black soybeans.
Also the values were overall high in 70 % ethanolic extracts compared to water extracts for each chokong. When
the chokongs were produced by pickling in 7 days, the electron donating ability, nitrate scavening ability and
antioxidant capacity were higher in chokongs prepared with persimmon vine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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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초콩은 콩을 식초에 절임 하여 제조한 것으로 민간에서

건강식으로 이용해 왔다. 근래에는 콩 제품 및 식초의 유용

한 생리작용이 알려짐에 따라 이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초

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콩에는 일반 영양성분

이외에 isoflavone, phytic acid, saponin, 펩타이드 등 여러

생리활성 성분이 존재하여 항산화 및 항종양작용(1,2), 혈압

저하(3), 골다공증 예방(4)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

고 있다. 초콩 제조에는 한방에서 약콩이라 불리기도 하는

검정콩을 많이 이용해 왔으며, 또 다른 재료인 식초는 식욕

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피로회복, 면역기능 향상, 동맥경화

예방 등의 생리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5-7)되고 있다.

현재 초콩은 대부분 구전되는 방법에 의존해서 소규모 가

내공장에서 여러 제조조건으로 생산되고 있으며, 초콩환이

나 초콩분말 이외에 초콩스낵, 초콩차 등 다양한 형태로 제

품화 되고 있다. 초콩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진한 실정

이지만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초콩은 체내 지방세포의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8,9) 혈당강하 및 인슐린 감수성 개선 효과

가 있으며(10), 영양소의 체내 이용 면에서도 검정콩의 필수

아미노산 비율과 단백질 소화율이 초콩 제조를 통해 증가되

는 것으로 나타나서(11)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우수한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일반 검정콩

이외에 청국장 발효콩(12)이나 발아콩(13)을 이용한 초콩,

한약재와 혼합한 초콩(14) 등 초콩의 기능적 특성을 강화한

제품 개발에 많은 노력이 집중되는 실정이다. 초콩 제품은

초콩의 제조방법에 따라 품질 차이가 클 것임으로 초콩의

기본 제조조건을 확립하여 신제품 생산에 적용할 필요가 있

겠다.

이에 본 연구는 초콩 제조에 보편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검정콩과 3종의 시판 식초(현미식초, 감식초, 사과식초)를

이용하여 초콩을 제조하고 이들의 기능적 특성을 비교하여

초콩의 제조조건 확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검정콩(서목태)과 3종의 식초(사과식초, 현미식초, 감식

초)는 대구 지역 할인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

구에 사용한 감식초의 산도는 5.57%였고 사과식초와 현미

식초는 총 산도를 6%로 보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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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콩 및 추출물의 제조

검정콩 800 g과 각 종류별 식초 2.4 L를 유리용기에 넣고

25
o
C에서 일정기간(1일, 4일, 7일, 10일, 14일) 동안 담금한

후 잔여 식초를 분리하고 40oC 이하에서 열풍 건조하여 초콩

을 제조하였다. 제조한 초콩은 수분함량이 10.12% 내외였으

며 추출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80 mesh로 분쇄하였다. 각각

의 초콩 분말 50 g에 10배의 추출용매(물, 70% 에탄올)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12시간 교반하며 추출한 뒤, filter paper

(Watman No. 1)로 잔류물을 제거하고 회전식 감압농축기

(model N-1000, EYELA Co, Tokyo, Japan)로 농축한 다음

최종 부피가 50 mL이 되도록 정용하여 -20oC에 보관하면서

추출물로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을 변형한 방법(15)에

따라 측정하였다. 먼저 초콩 추출물 0.2 mL에 10 % 탄산나

트륨 용액 2.0 mL를 첨가하고 상온에서 2분간 반응시킨 후

50% Folin-Denis 시약을 0.2 mL 첨가하여 균일하게 혼합한

다음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켜 UV spectrophotometer(UV

1601, Shimadzu, Kyoto, Japan)로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

한 표준곡선으로 함량을 구하여 초콩 g당 함량으로 표시하

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Moreno 등의 방법(16)에 따라 초콩 추출물 0.5 mL에 10%

aluminum nitrate 0.1 mL를 첨가한 후 1 M potassium

acetate 0.1 mL, ethanol 4.3 mL를 순서대로 혼합하고 상온

에서 40분간 반응시켜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catechin을 표준물질로 한 표준곡

선을 이용하여 초콩 g당 함량으로 계산하였다.

전자공여능 측정

전자공여능은 Kilani 등(17)의 방법에 의하여 시료의 1,1-

diphenyl-2-picrylhadrazyl(DPPH)에 대한 환원력으로 측

정하였다. 즉, 초콩 추출물 1 mL에 0.2 mM DPPH 2 mL를

첨가하고 잘 섞은 후 상온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능은 {1－(시료첨가

구의 흡광도/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100으로 나타냈으

며 대조구로서 기존의 항산화제인 BHT 용액(500 ppm)과

비교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TEAC법(18)에 따라 먼저 7 mM ABTS[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6-sulfonate)]에 2.45 mM potas-

sium persulfate를 첨가하고 암소에서 12시간 반응시켜 라디

칼을 발생시킨 후 pH 7.0 PBS 용액으로 734 nm에서 흡광도

가 0.7이 되게 희석하였다. 초콩 추출물 10 μL에 희석한

ABTS 용액 1 mL를 첨가한 후 30
o
C에서 4분간 반응시켜

734 nm에서 흡광도의 감소량를 측정하였고, vitamin C를

표준물질로 이용하여 라디칼 소거활성을 초콩 g당 mg

vitamin C equivalents(VCE)로 표시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아질산염 소거능은 Gray와 Dugan(19)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1 mM NaNO2 용액 1 mL에 일정 농도의

초콩 추출물을 1 mL 가하고 0.1 N HCl(pH 1.2)로 반응용액

의 pH를 1.2로 조정한 다음 총량을 10 mL로 하여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액을 1 mL 취하여 2% acetic

acid 용액 5 mL와 Griess 시약(30% acetic acid로 조제한

1% sulfanilic acid와 1% naphthylamine을 1:1로 혼합한 것)

0.4 mL을 넣고 잘 혼합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UV spectrophotomer(UV 1601, Shimadzu)를 이용하여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은 {1－(시

료 첨가구의 흡광도/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100으로 나

타냈으며 대조구는 ascorbic acid(500 ppm)를 이용하여 비

교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

으며, 유의성 검증은 SPSS software package(version 12)를

이용하여 p<0.05 수준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Table 1은 초콩의 제조조건에 따른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초콩 제조 시 검정콩

의 식초 담금 기간이 1～4일 경과하는 동안에 감소하였다가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식초에 단기간 담금 하여 제조

한 초콩의 폴리페놀 함량이 낮은 것은 검정콩의 폴리페놀

성분이 껍질 부위에 주로 함유되어 있어서(20) 식초로 빠르

게 용출됨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며, 검정콩을 식초에 4일간

담금 할 때 수용성 성분 대부분이 용출되었다는 보고(11)와

도 유사하였다. 한편 초콩 제조 시 검정콩의 식초 담금 기간

이 4일 이상 경과할 경우에는 식초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유

입 및 검정콩 성분의 산분해로 인해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측된다. Kim 등(21)은 검정콩에 함유된 폴리페놀

의 63～66% 내외가 초콩에 잔존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 검정콩(생콩상태)의 폴리페놀 함량(물 추출: 58.29 mg/g,

70 % 에탄올 추출: 76.51 mg/g)을 감안할 때 초콩의 폴리페

놀 잔존율은 32.0～61.4%였다. 또한 제조기간이 동일한 초

콩에 대한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감식초를 이용한 초콩에서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감식초에 함유된 폴리페놀(5)의

영향으로 생각된다.

Table 2에서 초콩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검정콩(생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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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Chokong  as affected by soaking time                             (mg/g)

Extracting solvents Chokong
1) Soaking time (days)

1 4 7 10 14

Water
Ⅰ
Ⅱ
Ⅲ

23.46±4.62b2)
21.72±2.77ab
28.59±2.52b

19.48±3.08b
18.63±2.75b
22.38±3.19c

20.13±3.41b
19.51±3.77b
25.65±4.89bc

26.22±3.39ab
22.70±4.81ab
30.83±3.64b

29.60±2.59a
25.08±2.30a
34.90±2.92a

70% ethanol solution
Ⅰ
Ⅱ
Ⅲ

35.16±1.83b
26.61±2.96c
40.35±4.06b

28.70±3.25c
30.29±1.64b
34.07±3.11c

33.29±1.38b
30.37±3.08b
43.68±3.14ab

35.86±2.32b
38.99±3.79a
42.27±4.30ab

44.83±3.71a
40.74±2.25a
46.97±4.15a

Values are mean±SD (n=3). 
1)
I: chokong prepared through soaking black soybean in unpolished rice vinegar, Ⅱ: chokong prepared through soaking black soybean 
in apple vinegar, Ⅲ: chokong prepared through soaking black soybean in persimmon vinegar.
2)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Changes in total flavonoid contents of Chokong  as affected by soaking time                              (mg/g)

Extracting solvents Chokong1)
Soaking time (days)

1 4 7 10 14

Water
Ⅰ
Ⅱ
Ⅲ

2.17±0.12
2.03±0.25
3.02±0.33

2.20±0.10
1.92±0.46
2.50±0.31

2.15±0.29
2.10±0.09
2.54±0.17

2.33±0.30
2.16±0.24
2.66±0.28

2.30±0.40
2.19±0.27
2.75±0.42

70% ethanol solution
Ⅰ
Ⅱ
Ⅲ

3.73±0.51
3.59±0.42
4.39±0.29a2)

3.62±0.09
3.50±0.18
3.77±0.11b

3.70±0.48
3.42±0.19
3.80±0.31b

3.78±0.50
3.61±0.47
3.97±0.58ab

3.93±0.63
3.87±0.76
4.15±0.32ab

Values are mean±SD (n=3).
1)I: chokong prepared through soaking black soybean in unpolished rice vinegar, Ⅱ: chokong prepared through soaking black soybean 
in apple vinegar, Ⅲ: chokong prepared through soaking black soybean in persimmon vinegar.
2)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 day

4 day

7 day

10 day

14 day

1 day

4 day

7 day

10 day

14 day

(A) (B)

 I                 II                III                                  I                 II               III

  

Fig. 1. Changes in electron donating activities of water extracts (A) and 70% ethanol extracts (B) for chokong  as affected 
by soaking time. Ⅰ: chokong prepared through soaking black soybean in unpolished rice vinegar, Ⅱ: chokong prepared through soaking 
black soybean in apple vinegar, Ⅲ: chokong  prepared through soaking black soybean in persimmon vinegar. Different letters (a-c) 
within the same group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ample concentration is 100 mg of chokong  
per 1 mL.

태)의 라보노이드 함량(물 추출: 6.07 mg/g, 70% 에탄올 

추출: 7.49 mg/g)을 감안해 볼 때, 식 에 1일간 담  하는 

동안에 크게 감소하며 그 이후 소폭 증가 경향을 나타내었으

나 부분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라보노이드는 넓은 

의미에서 anthoxanthin류, tannin류, anthocyanin류 등으로 

분류되며, 검정콩에는 anthoxanthin류에 속하는 isoflavone 

성분과 anthocyanin 색소가 함유되어 있다(22,23). Isoflavone

은 콩을 식 에 담  한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

고(24)되기도 하 으나, Bang 등(25)은 감식 를 이용하여 

제조된 콩의 라보노이드 함량이 감소하 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 다. 이는 콩의 라보노이드 

함량이 검정콩의 식  담  시 anthocyanin 성분 감소에 크

게 향을 받은 결과로 추측된다. 콩의 총 폴리페놀과 

라보노이드는 물 추출보다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좀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자공여능  ABTS 라디칼 소거활성 

Fig. 1은 콩의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기 하여 자공여

능을 측정한 결과이다. 콩의 자공여능은 물 추출물보다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반 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

며, 콩 제조 시 검정콩의 식  담  기간이 길수록 증가하

는 경향이었다. 조구로 사용한 BHT 용액의 자공여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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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4 day

7 day

10 day

14 day

1 day

4 day

7 day

10 day

14 day

(A) (B)

 I                II               III                                  I                 II               III

Fig. 2. Changes in nitrite scavenging abilities of water extracts (A) and 70% ethanol extracts (B) for chokong  as affected 
by soaking time. Ⅰ: chokong prepared through soaking black soybean in unpolished rice vinegar, Ⅱ: chokong prepared through soaking 
black soybean in apple vinegar, Ⅲ: chokong  prepared through soaking black soybean in persimmon vinegar. Different letters (a,b) 
within the same group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ample concentration is 100 mg of chokong  
per 1 mL.

Table 3. Changes in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hokong  as affected by soaking time              (mg VCE/g)

Extracting solvents Chokong
1) Soaking time (days)

1 4 7 10 14

Water
Ⅰ
Ⅱ
Ⅲ

 63.5±7.2
 66.1±6.4
 69.2±4.7

 61.7±8.3
 62.1±6.8
 70.5±7.0

 65.2±4.8
 69.3±5.7
 72.6±5.3

 67.6±3.7
 70.9±8.1
 74.1±9.4

 72.1±9.5
 71.8±5.8
 73.5±7.3

70% ethanol solution
Ⅰ
Ⅱ
Ⅲ

107.4±5.1c2)
109.3±3.6b
117.6±6.9ab

105.6±2.6c 
106.6±5.5b 
110.8±4.4b

115.0±4.9b
114.8±9.1ab
118.3±8.9ab

121.9±2.9a
119.5±8.3a
122.6±5.8a

123.4±6.8a
122.1±6.0a
125.3±5.4a

Values are mean±SD (n=3). 
The level of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s expressed as mg vitamin C equivalents (VCE)/g.
1)
I: chokong prepared through soaking black soybean in unpolished rice vinegar, Ⅱ: chokong prepared through soaking black soybean 
in apple vinegar, Ⅲ: chokong prepared through soaking black soybean in persimmon vinegar.
2)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89.3% 으며, 검정콩을 감식 에 7일 이상 담  하거나, 

미식   사과식 에 10일간 이상 담  하여 제조한 콩의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50% 이상의 자공여능을 나타내

었다. 검정콩의 식  담  기간이 1～7일 내외일 때 자공

여능은 감식 로 제조한 콩(Ⅲ)에서 높은 경향이었으나, 

콩 제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식  종류에 따른 콩 간 

자공여능 차이는 근소해졌다. 콩에는 항산화 성분으로 폴

리페놀, isoflavone, tocopherol, peptide 등이 함유되어 있으

며(26), 검정콩에는 이밖에도 anthocyanin 색소가 존재하여 

항산화 성분의 작용에 시 지 효과를 기 할 수 있다(27). 

식  한 폴리페놀, 라보노이드 등의 함량에 따라서 다양

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며 발사믹식  이외에 석류식 , 

홍삼식 , 감식  등의 항산화 효과가 양호한 것으로 보고

(5,28)되고 있다. 

한편 DPPH법에 의한 자공여능은 항산화능 분석에 폭

넓게 이용되고 있으나 genistein이나 daidzein의 활성 측정

에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보고(29,30)가 있다. 이에 콩의 

항산화 활성에 한 부가 인 평가로 ABTS 라디칼 소거활

성을 측정하 다. 항산화능 분석법의 일종인 TEAC법(18)

은 ABTS 라디칼의 흡 도가 항산화성 물질에 의해 억제되

는 원리를 이용하며 DPPH법과 비교해 볼 때 isoflavone으로 

인한 항산화능 측정에 효과 인 것으로 보고(29)되었다. 

Table 3에서 콩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 한 콩의 

제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차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특

히 콩의 70% 에탄올 추출물은 물 추출물보다 ABTS 라디

칼 소거활성이 1.6～1.8배 높았고 검정콩의 식  담  기간

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 다. ABTS 라디칼 소거능도 

자공여능과 유사하게 콩의 제조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식  종류에 따른 차이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자공여능

과 ABTS 라디칼 소거능에 한 결과로 볼 때 콩 제조 

시 검정콩을 식 에 담  한 기간이 경과됨에 따라 식 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의 유입과 검정콩 성분의 산분해로 인한 

항산화 성분의 증가 등으로 콩의 항산화 효과가 향상될 

것으로 추측되며, 구체 인 항산화 성분의 변화에 해서는 

부가 인 연구가 요망된다.

아질산염 분해능

Fig. 2는 콩의 아질산염 분해능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구(ascorbic acid)의 아질산염 분해능은 73.2% 으며 

콩의 아질산염 분해능은 물 추출조건에서 20.37～ 28.01%, 

70% 에탄올 추출조건에서 25.32～38.51%를 나타내었다. 각 

콩에서 물 추출물은 아질산염 분해능의 유의 인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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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았으나, 초콩의 7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검정

콩의 식초 담금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질산염 분해능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었다. 식물에 함유된 폴리페놀이나 플라

보노이드는 체내에서 아질산염을 분해하는 작용이 있으며

(31), Bang 등(25)도 쥐눈이콩을 초절임하였을 때 아질산염

소거능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검정콩을 식초에 단기간(1～7일 이내)

담금 하여 초콩을 제조한 경우에는 감식초로 제조한 초콩이

품질 면에서 우수하였으나, 검정콩의 식초 담금 기간이 경과

됨에 따라 초콩의 항산화력 및 아질산염 분해능이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고 식초 종류로 인한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검정콩의 식초 담금 기간이 초콩의 항산화력과

아질산염 분해능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사료되며, 이

같은 측면에서 초콩 제조 시 검정콩의 식초 담금 기간을 7일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추측된다.

요 약

초콩의 기본 제조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검정콩과 3종의

시판 식초(현미식초, 감식초, 사과식초)를 이용하여 초콩을

제조하고 이들의 기능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초콩의 총 폴리

페놀 함량은 검정콩의 식초 담금 기간이 4일 이상일 때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고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소폭 증가하는 경

향이었다. 초콩의 전자공여능,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및

아질산염 분해능은 물 추출물보다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전반적으로 높았고, 검정콩의 식초 담금 기간이 길수록 증가

하는 경향이었다. 초콩 제조 시 검정콩의 식초 담금 기간이

단기간(1～7일 내외)인 경우 감식초로 제조한 초콩에서 전

자공여능,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아질산염 분해능이 높은

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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