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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valuate peanut sprouts as a functional food material, the quality characteristic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soybean yoghurt with different percentages (0.5, 1.0, 2.0, and 3.0%) of peanut sprout powder (PSP) contents were 
investigated. The pH of soybean yogurt with PSP decreased in a time- and dose-dependent manner during fermentation, 
whereas the titratable acidity increased under the same conditions. The Hunter L value (lightness) decreased while 
the b value (yellowness) and a value (redness) increased as the PSP concentration in soybean yogurt increased. 
Prior to fermentation, the sugar content of the soybean yogurt increased as the PSP level increased, but the contents 
decreased as fermentation progressed. Meanwhile, the viscosity of the soybean yogurt increased during fermentation, 
and the lactic acid bacteria population was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The sensory properties, including the 
flavor, color, taste, and overall acceptability, of the soybean yogurt containing 0.5 and 1% PSP, respectively, were 
higher than those of other tested yoghurts (with 0, 2.0, and 3.0% PSP contents). The antioxidant activity of the 
soybean yogurt significantly increased at the PSP concentrations of over 1.0%.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addition 
of PSP has beneficial effects on the quality and functionality of soybean yogurt, and that the addition of 1.0% 
PSP is the most suitable for manufacturing soybean yog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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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땅콩(Arachis hypogagea L.)은 콩과(Leguminosae)에 속하

는 일년생의 초본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비교적

손쉽게 재배가 가능하여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

(1). 근래에는 비타민이나 미네랄과 같은 유용한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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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건강

식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을 비롯한

외국의 저가 땅콩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산 땅콩은 재배면적

및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어(2)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

해 땅콩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땅콩나물은 땅콩을 콩나물처럼 종자에 싹을 틔워

재배한 발아채소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 들어 국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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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 땅콩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땅콩나물은 콩나물에 비해

기능성 영양성분이 풍부하며, 수분함량이 높고 식미가 우

수하여 식품소재로서 활용가치가 매우 크다(3).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땅콩을 발아시킨 후 성분을 분석한 결과,

항암(4) 및 항산화(5)와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이 검증된

폴리폐놀계 물질인 resveratrol 함량이 땅콩종자보다 9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6).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땅콩

나물 대량재배 기술이 확립되지 않아 산업적으로 땅콩나물

을 이용하는데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땅콩나물을

이용한 가공품의 개발에 대한 연구 또한 전무한 실정이다.

요구르트는원유및탈지유를 Lactobacillus와 Bifidobacterium

속과 같은 젖산균이나 효모로 발효시켜 산미나 향미를 강화

시킨 것으로 젖산, peptide 및 미량의 생리활성물질들이 포

함되어 있어 생리 기능성이 우수한 식품으로 현대인에게

각광 받고 있는 식품이다(7). 최근 요구르트는 기호성 및

영양적 범위를 벗어나 건강지향적인 기능성 요구르트로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8). 특히, 발효기질로

오미자(9), 매실(10), 구기자(11), 오디(12), 인삼(13), 삼백초

(14), 자색 고구마(15) 등의 다양한 기능성 부재료들을 첨가

하여 우유에 부족한 성분을 보완하고 기능성을 강조한 요구

르트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땅콩나물을 첨가한 대두요구르트

를 제조하고 그 품질특성 및 항산화활성에 대해 조사하여

국내산 땅콩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땅콩나물을 기능성 식품

소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땅콩나물 요구르트의 제조

땅콩나물은 (주)이삭바이오로부터 제공받아 동결건조

후 분쇄하여 분말로 사용하였다. 땅콩나물 요구르트는 콩

물(함씨네 토종콩식품, 전주)에 0.5, 1.0, 2.0 및 3.0% 농도의

땅콩나물 분말을 첨가하여 균질화하고 멸균한 후 starter로

㈜Lyo-san Inc.의 yogurmet (Lactobacillus acidophilus +

Lactobacillus bulgaricus + Streptococcus thermophilus,

Canada)을 접종한 후 37℃ 항온기에서 12시간 동안 발효시

켜 제조하였다.

pH 및 총산 정량

요구르트 5 g에 증류수 45 mL을 가한 후 균질화 한 다음

10 mL을 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요구르트의 pH는 pH

meter (720p, Istek,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요구르트

의 총산의 함량은 Vanderzant와 Splettstoesser(16)의 방법에

따라 요구르트를 1 mL에 증류수 10 mL를 가하여 혼합한

다음 여기에 0.1 N NaOH로 적정하였다. 이때 0.1 N NaOH

의 소요량에 대하여 lactic acid(%) 양으로 환산하였다.

색도 측정

요구르트의 색도 측정은 요구르트 10 g을 투명한 pertri

dish에 담아 색차계(CR-300, Minolta, Japan)를 사용하여

Hunter L(lightness), a (redness), 및 b (yellowness) 값을 각각

3회 반복 측정하고 그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표준 백판(standard plate)의 L값은 97.10, a값이 0.13, b값이

1.88이었다.

당도 측정

요구르트 1 g을 취하여 당도계(PAL-3, Atago, Japan)를

이용하여 °Brix로 3회 반복 측정 후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점도 측정

요구르트의 점도 측정은 요구르트 50 g을 취하여 점도계

(Brookfield DV-II+ Viscometer, 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Inc., USA)의 4번 spindle을 사용하여 60 rpm에

서 1분 간격으로 점도를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17).

유산균수 측정

유산균수의 생균수는 균주 접종 후 4시간 간격으로 배양

용액 1 mL를 취하여 멸균 식염수로 10배 희석법으로 희석

한 후 MRS broth 한천배지에 도말하고 37 ± 1℃에서 2일간

배양하여 나타난 colony수를 조사하여 colony forming unit

(CFU/mL)로 표시하였다(17).

관능검사

관능검사 패널은 순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대학생 20명

에게 대상 특성의 개념과 강도 평가에 대하여 설명하고

익숙해지도록 훈련을 시킨 다음 본 실험에 임하도록 하였

다. 발효가 완료된 요구르트를 4℃에서 24시간 보관한 후

흰색의 종이컵에 담아 제공하였으며 각 시료를 먹고 난

후 입안을헹굴수 있도록물을 제공하였다. 요구르트관능

평가항목은 색깔(color), 향(flavor), 맛(taste), 질감(textur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이었고, 각 항목에 대

하여 최저 1점, 최고 5점의 5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요구르트 1 g에 메탄올을 9 m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안추출한 후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을 항산화 측정을 위한 시료 용액으로 사용하였

다. 시료에 대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α,α′-diphenyl-β

-picrylhydrazine (DPPH)의 환원성을 이용하여 540 nm에서

UV/Vis-spectrophotometer로 측정하였다(18). 시료 1 mL과

5×10
-4

M DPPH 용액 3 mL를 5초 동안 혼합하고 암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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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반응시킨 후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는 시료

대신 ethanol 1 mL을 첨가하였으며, DPPH 라디칼소거활성

을 대조구에 대한 흡광도의 감소 비율로 나타내었다.

환원력 측정

시료들의 환원력은 Yildirim 등(19)의 방법을 약간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2.5 mL에 0.2 M phosphate 완충용액

(pH 6.6) 2.5 mL와 potassium ferricyanide (1%, w/v) 2.5 mL

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50℃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반응시켰

다. 반응액에 trichloroacetic acid (10%, w/v) 2.5 mL를 첨가

하여섞은 후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징액

의 1 mL을 취해 시험관에 담고 증류수 1 mL와 FeCl3 (0.1%,

w/v) 0.2 mL을 첨가하여흡광도 700 nm에서 환원력을 측정

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Biglari 등(20)의 방법을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7.0 mM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

6-sulfonic acid) (ABTS,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한 후 23℃의

암소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ABTS˙+ 용액의 농도는

734 nm에서 흡광도가 0.700 ± 0.005 정도가 되도록 조정하

였다. 시료 0.1 mL과 ABTS˙+용액 3.9 mL을 혼합한 후 23℃

에서 6분간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땅콩나물 요구르트의 발효 중 pH 및 적정산도의 변화

땅콩나물의 농도별(0.5%, 1.0%, 2.0%, 3.0%) 첨가가 요구

르트 발효 중의 pH 및 적정 산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 및 2와 같다. 땅콩나물을 0.5%, 1.0%,

2.0% 및 3.0%로 첨가한 요구르트의 pH는 발효 시작전에는

(0시간) 각각 6.34, 6.30, 6.19 및 6.09로 나타났으며, 발효

12시간 후에는 3.68, 3.68, 3.77 및 3.80로 나타나 발효시간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Table 1). 한편, 발효 12시간

후의 대조구의 적정 산도는 0.74로 발효 시작전보다(0시간)

약 6배 증가하였으며 각 첨가군도 대조구와 유사하게 발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적정산도 값이 증가하였다(Table 2).

Kim 등(21)은 발효시간 및 버찌분말의 첨가량에 따라

요구르트의 pH가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유산균의 생육에 따른유산균의 생성과버찌에 함유된

유기산에 의해 pH가 감소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22)은 발효시간과 마늘 분말 첨가량에 비례하여

요구르트의 적정산도가 증가하였으며, 적정산도의 변화가

pH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1. Change in pH of peanut sprout yogurt during
fermentation period at 37℃

Mixing ratio1)
Fermentation time (hr)

0 4 8 12

SY 6.37 ± 0.01bD2) 4.52 ± 0.03C 4.10 ± 0.03B 3.84 ± 0.03A

SY+PS 0.5% 6.34 ± 0.02bD 4.59 ± 0.04C 4.06 ± 0.02B 3.68 ± 0.05A

SY+PS 1.0% 6.30 ± 0.04
aD

4.59 ± 0.01
C

4.06 ± 0.02
B

3.68 ± 0.04
A

SY+PS 2.0% 6.19 ± 0.05
aD

4.56 ± 0.02
C

4.03 ± 0.05
B

3.77 ± 0.05
A

SY+PS 3.0% 6.09 ± 0.02
aD

4.48 ± 0.01
C

4.03 ± 0.01
B

3.80 ± 0.06
A

1)
SY : soybean yogurt, PS : peanut sprout.

2)Dat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n=3). Means in the same row (A-D)
and the same column (a-b)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일반적으로 요구르트는 유산균으로 활동으로 생긴 젖산

량과 pH 변화가 주요 품질특성이기 때문에 시판되고 있는

농후 발효유의 최적 pH 범위는 3.27~4.59, 산도는

0.72~1.4%의 범위로 알려져 있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

땅콩나물을 이용한 대두요구르트 제조를 위한 발효시간은

12시간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Table 2. Change in titratable acidity of peanut sprout yogurt
during fermentation period at 37℃

(Unit: %)

Mixing ratio
1) Fermentation time (hr)

0 4 8 12

SY 0.12 ± 0.01
D2)

0.40 ± 0.02
bC

0.50 ± 0.02
cB

0.74 ± 0.02
cA

SY+PS 0.5% 0.12 ± 0.06
D

0.47 ± 0.03
aC

0.72 ± 0.04
bB

0.76 ± 0.03
cA

SY+PS 1.0% 0.14 ± 0.02
D

0.47 ± 0.03
aC

0.72 ± 0.05
bB

0.82 ± 0.02
bA

SY+PS 2.0% 0.16 ± 0.03
D

0.47 ± 0.01
aC

0.74 ± 0.01
bB

0.90 ± 0.01
aA

SY+PS 3.0% 0.20 ± 0.01D 0.56 ± 0.02aB 0.84 ± 0.02aA 0.94 ± 0.02aA

1)SY : soybean yogurt, PS : peanut sprout.
2)Dat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n=3). Means in the same row (A-D)
and the same column (a-b)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땅콩나물 요구르트의 발효 중 색도 변화

땅콩나물 분말의 첨가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요구르트의

발효 중 색도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조군

및 첨가군의 명도 L값은 발효 8시간 후부터 감소하기 시작

했으며 대조군에 비하여 땅콩나물 분말 첨가농도가 높을수

록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적색도 a값은 땅콩나물

분말의 첨가량 및 발효시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황색도

b값은 전반적으로 a값의 변화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Kim 등(21)은 버찌분말 첨가에 따른 요구르트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버찌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요구르트의

L값, b값은 감소하였고 a값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hun 등(24)의 자색고구마를 첨가한 요구르트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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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말 첨가량에 따라 명도 및 황색도는 감소하고 적색도는

증가하였는데, 이는 자색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anthocyanin

색소 성분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땅콩나물 분말 첨가량 및 발효시간에 따라 요구르트의

L값이낮아지고 a와 b값이 증가한 것은 땅콩나물에 함유되

어 있는 색소 성분이 요구르트의 색도값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Table 3. Change in Hunter's color value of peanut sprout yogurt
during fermentation period at 37℃

Mixing ratio
1) Fermentation time (hr)

0 4 8 12

L

SY 46.28 ± 0.08
bB2)

45.06 ± 0.22
bB

44.67 ± 0.18
bA

43.67 ± 0.11
bA

SY+PS 0.5% 46.46 ± 0.08
bB

45.73 ± 0.05
bB

44.90 ± 0.05
bA

43.03 ± 0.05
bA

SY+PS 1.0% 44.83 ± 0.18
cB

44.39 ± 0.14
cB

43.75 ± 0.26
bA

42.92 ± 0.03
bA

SY+PS 2.0% 43.80 ± 0.12
c

43.15 ± 0.03
c

42.44 ± 0.13
c

42.17 ± 0.20
b

SY+PS 3.0% 43.05 ± 0.61
c

43.56 ± 0.19
c

42.33 ± 0.33
c

42.09 ± 0.25
b

a

SY -0.85 ± 0.01cB -0.86 ± 0.08bB -0.05 ± 0.01aA -0.08 ± 0.01aA

SY+PS 0.5% -0.84 ± 0.02cB -0.82 ± 0.01bB -0.13 ± 0.01bA -0.10 ± 0.02aA

SY+PS 1.0% -0.73 ± 0.03bC -0.55 ± 0.04aB -0.52 ± 0.02cB -0.22 ± 0.02bA

SY+PS 2.0% -0.72 ± 0.05bC -0.56 ± 0.02aB -0.48 ± 0.02cB -0.34 ± 0.02bA

SY+PS 3.0% -0.68 ± 0.08aC -0.50 ± 0.07aB -0.36 ± 0.01cA -0.33 ± 0.04bA

b

SY 5.94 ± 0.01bC 6.68 ± 0.02cB 6.25 ± 0.04bB 7.08 ± 0.07bA

SY+PS 0.5% 5.80 ± 0.05
bC

6.69 ± 0.21
cB

6.31 ± 0.03
bB

7.19 ± 0.04
bA

SY+PS 1.0% 6.12 ± 0.03
aB

6.90 ± 0.09
cB

7.55 ± 0.06
bA

7.77 ± 0.03
bA

SY+PS 2.0% 6.08 ± 0.07
aB

8.17 ± 0.06
aA

8.24 ± 0.05
aA

8.47 ± 0.04
aA

SY+PS 3.0% 6.55 ± 0.12
aB

8.39 ± 0.56
aA

8.45 ± 0.11
aA

8.92 ± 0.07
aA

1)SY : soybean yogurt, PS : peanut sprout.
2)Dat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n=3). Means in the same row (A-D)
and the same column (a-b)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땅콩나물 요구르트의 발효 중 당도 변화

땅콩나물 분말 첨가량에 따른 당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발효 시작전의(0시간) 대조군의 당도는

14.5 °Brix이였으며, 땅콩나물 0.5~3.0% 첨가군의 당도는

14.6~15.7 °Brix로 나타나 땅콩나물 첨가량에 의존하여 요

구르트의 당도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효시간

에 따라 당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땅콩나물 분말에 함유되어있는 당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

며, 자색고구마의 첨가량에 의해 요구르트의 당도가 증가

하였다고 보고한 Jung 등(15)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한편, 발효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땅콩나물 요구르트의

당도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발효기간 동안 유산균에 의해

요구르트 내의 당이 분해 및 감소되고 유산 및 초산 등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결과는 Son 등(25)의

스피루리나 첨가 요구르트에서 발효기간 동안 요구르트의

당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Table 4. Change in sugar content of peanut sprout yogurt during
fermentation period at 37℃

(Unit: °Brix)

Mixing ratio1)
Fermentation time (hr)

0 4 8 12

SY 14.7 ± 0.01bA2) 10.2 ± 0.01bB 9.3 ± 0.04bB 8.6 ± 0.04bC

SY+PS 0.5% 14.6 ± 0.01bA 10.0 ± 0.02bB 9.4 ± 0.03bB 8.6 ± 0.05bC

SY+PS 1.0% 14.8 ± 0.02bA 10.1 ± 0.02bB 9.5 ± 0.10bB 8.6 ± 0.05bC

SY+PS 2.0% 15.2 ± 0.01
aA

11.5 ± 0.01
bB

9.9 ± 0.02
bB

10.2 ± 0.02
aC

SY+PS 3.0% 15.7 ± 0.03
aA

13.4 ± 0.05
aB

11.6 ± 0.03
aC

10.5 ± 0.02
aC

1)
SY : soybean yogurt, PS : peanut sprout.

2)
Dat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n=3). Means in the same row (A-D)

and the same column (a-b)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땅콩나물 요구르트의 발효 중 점도의 변화

땅콩나물 요구르트의 발효 중 점도 변화를 측정한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발효 4시간 후의 대조군의 점도는 298

cP이었으며, 땅콩나물 0.5, 1.0, 2.0 및 3.0% 첨가군은 각각

289, 297, 321 및 333 cP로 나타나 땅콩나물 분말 첨가 농도

가 증가할수록 점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효

12시간 후에 모든 군에서 점도가 발효 시작전보다(0시간)

약 2~3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구르트는 고형분 함량과 단백질 함량이 및 산 생성력

이 증가할수록 점도는 증가한다(11). Chun 등(24)은 자색

고구마를 첨가한 요구르트의 경우 고구마 중의 전분 및

섬유소가 자색 고구마 요구르트의 점도를 상승시키는데

기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땅콩나물

요구르트의 점도 증가는 땅콩나물 분말 첨가에 의해 증가한

산과 땅콩나물 분말 자체의 섬유소에 의한 것이라 생각된

다.

땅콩나물 요구르트의 발효 중 유산균수의 변화

땅콩나물 요구르트의 발효 중 유산균수의 변화는 Table

6과 같다. 발효 시작 전의(0시간) 땅콩나물 첨가군의 유산균

수는 대조군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발효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첨가군의 유산균수는 증가하였으며

특히, 발효 12시간 후의 땅콩나물 분말 1.0% 이상 첨가군에

서 대조군보다 많은 유산균수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땅콩나물 분말 첨가량이 많을수록 요구르트의 발효

중 유산균의 증식이 촉진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스

피루리나 첨가 요구르트에서 스피루리나 첨가가 요구르트

발효 중 유산균의 생육을 촉진시킨다는 Son 등(25)의 결과

와 유사하였다.

또한 현행 우리나라의 요구르트의 성분 규격에 의하면

호상 요구르트의 총 유산균수는 1×10
8

CFU/mL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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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는데(8), 본 연구에서 발효 12시간 후의 모든

첨가군에서 적정치 범위 이상의 유산균이존재하여 요구르

트의 성분 규격에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5. Change in sensory evaluation scores of peanut sprout
yogurt during fermentation period at 37℃

Attributes Mixing ratio
1) Fermentation time (hr)

0 4 8 12

Flavor

SY 3.5 ± 1.0
aA2)

3.6 ± 0.5
aA

3.6 ± 0.5
aA

3.7 ± 0.5
aA

SY+PS 0.5% 3.7 ± 0.0aA 3.7 ± 1.1aA 3.8 ± 1.1aA 3.9 ± 0.5aA

SY+PS 1.0% 3.2 ± 0.0aB 3.8 ± 1.1aA 3.8 ± 1.0aA 4.0 ± 0.5aA

SY+PS 2.0% 2.6 ± 0.5bC 2.5 ± 0.5bC 2.6 ± 1.0bC 2.6 ± 0.1bC

SY+PS 3.0% 2.0 ± 0.5cD 2.0 ± 0.5cD 1.9 ± 1.0cD 1.9 ± 0.5cD

Taste

SY 3.8 ± 1.5aA 3.6 ± 0.5aA 3.7 ± 1.0aA 3.6 ± 0.5aA

SY+PS 0.5% 3.5 ± 0.5aA 3.6 ± 1.1aA 3.6 ± 1.0aA 3.8 ± 0.5aA

SY+PS 1.0% 3.4 ± 1.0
aA

3.5 ± 0.5
aA

3.7 ± 1.0
aA

3.8 ± 0.5
aA

SY+PS 2.0% 2.5 ± 0.0
bB

2.6 ± 0.5
bB

3.3 ± 0.5
bA

2.3 ± 1.5
bB

SY+PS 3.0% 2.3 ± 0.5
bA

2.2 ± 1.0
bA

2.2 ± 1.5
cA

2.0 ± 0.0
bA

Texture

SY 3.6 ± 1.1
aA

3.7 ± 0.5
aA

3.7 ± 0.5
aA

3.7 ± 0.5
aA

SY+PS 0.5% 3.4 ± 0.0
aA

3.4 ± 1.0
aA

3.3 ± 1.0
aA

3.2 ± 0.5
bA

SY+PS 1.0% 3.2 ± 0.0
aA

3.0 ± 1.0
bA

3.0 ± 0.5
bA

2.8 ± 0.5
cB

SY+PS 2.0% 2.5 ± 0.0bA 2.5 ± 1.0cA 2.6 ± 0.5cA 2.3 ± 1.1cB

SY+PS 3.0% 2.2 ± 0.5cA 2.1 ± 1.0dA 2.1 ± 2.0dA 2.0 ± 0.5dA

Color

SY 3.6 ± 0.5aA 3.5 ± 0.0aA 3.4 ± 1.1aA 3.4 ± 0.0aA

SY+PS 0.5% 3.5 ± 1.1aA 3.3 ± 1.1aA 3.4 ± 0.5aA 3.4 ± 0.0aA

SY+PS 1.0% 3.5 ± 1.0aA 3.3 ± 1.0aA 3.2 ± 1.1aB 3.0 ± 0.5bB

SY+PS 2.0% 2.3 ± 1.1bA 2.2 ± 0.5bA 2.0 ± 1.0bA 2.0 ± 1.1cA

SY+PS 3.0% 2.2 ± 1.5
bA

2.3 ± 0.5
bA

1.9 ± 1.0
bB

1.8 ± 0.5
cB

Overall
acceptability

SY 3.5 ± 1.0
aA

3.5 ± 0.5
aA

3.6 ± 1.0
aA

3.6 ± 0.0
aA

SY+PS 0.5% 3.5 ± 0.5
aA

3.4 ± 1.1
aA

3.5 ± 1.0
aA

3.5 ± 0,5
aA

SY+PS 1.0% 3.6 ± 0.5
aA

3.6 ± 1.1
aA

3.8 ± 1.0
aA

3.8 ± 0.6
aA

SY+PS 2.0% 2.6 ± 0.5
bA

2.6 ± 0.5
bA

2.4 ± 0.5
bA

2.4 ± 1.1
bA

SY+PS 3.0% 1.6 ± 0.5
cA

1.6 ± 0.5
cA

1.3 ± 1.5
cB

1.0 ± 0.0
cB

1)SY : soybean yogurt, PS : peanut sprout.
2)Dat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n=3). Means in the same row (A-D)
and the same column (a-b)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땅콩나물 요구르트의 관능적 특성

땅콩나물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요구르트의 기호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향(flavor), 맛(taste), 질감(texture), 색

(color), 전체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에 대하여 5점

척도법으로 관능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땅

콩나물 분말 0.5, 1.0% 첨가군은 향기, 맛, 색 및 전체적인

기호도면에서 좋은 선호도를 보였으며 2.0, 3.0% 첨가군은

질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대조군 보다 낮은 기호도를

나타내었다. 이는 땅콩나물 고유의 비린내 및 풀냄새 등이

맛에 영향을 주었으며, 땅콩나물 첨가에 따라 색이 어두워

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Chung 등(8)의 마카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요구르트의 관능검사 결과에서 마카 추출

물의 첨가에 따라 요구르트의 색이황색으로변하여흰색의

대조구에 비하여낮은 기호도를 보였다는 보고는 본 연구와

유사하였다. 요구르트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는

일반적으로 외관, 향미, 맛, 조직감을 들 수 있는데 0.5 및

1% 땅콩나물 대두요구르트가 관능 평가의 모든 항목에서

높은 기호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1. Change in viscosity of peanut sprout yogurt during
fermentation period at 37℃.

Data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Y: soybean yoghurt,
PS: peanut sprout.

땅콩나물 요구르트의 항산화 효과

땅콩나물 요구르트의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에 사용되는 짙은

자색을 띄는 DPPH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서 천연

소재로부터 항산화 물질을 검색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26). 땅콩나물 요구르트의 수소공여능은 1.0% 이상 첨가군

에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대조군에 비해 높은 DPPH

radical을 소거활성을 보였으며, 특히 3% 첨가군에서 38.5%

의 높은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환원력은

Fig. 2. Change in lactic acid bacteria of peanut sprout yogurt
during fermentation period at 37℃.

Data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Y: soybean yogurt,
PS: peanut spr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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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Antioxidant activities of peanut sprout soybean yogurt.

(A) DPPH radical scavenging. (B) Reducing power effect. (C)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ata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dThe
means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p<0.05).

시료에 존재하는 reductones가 제공하는 수소원자가 활성

산소 사슬을 분해함으로써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항산화 활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땅콩나물 요구르트의 환원력은 1.0% 이상의 첨가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값이 증가하여 DPPH

라디컬 소거활성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potassium persulfate와 반응에

의해 생성된 ABTS·+ free radical이 시료 내의 항산화 물질

로부터 수소를 제공받아 안정한 물질로 변화됨에 따라

radical 특유의푸른색을잃게 되는 성질을 이용한 방법이다

(20). ABTS·
+

radical 소거능은 땅콩나물 분말 첨가량이 증

가할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Kim 등(28)은 홍삼 추출물을 첨가한 요구르트에 홍삼

첨가량의 농도에 따라 DPPH radical 소거능이 증가하였다

고 보고하였으며, Chung 등(8)은 마카 추출물을 첨가한 요

구르트는 마카 추출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항산화활성

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땅콩나물을 이용한

요구르트 제조시, 땅콩나물 분말 1% 이상 첨가한 요구르트

에서 항산화활성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식물종자들이 발아할 때 곰팡이, 박테리아 등 외부의 적

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무기로써최대한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29), 폴리페놀성 물질인 resveratrol의 항산화

작용과 관련하여 각종 라디칼 소거능 및 지질 산화 억제

효과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다(30,31). 이전 연구에서 우리

는 땅콩나물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이 원산지별로

9.4~22.4 mg/g로 나타났으며, 땅콩나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원산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다고 보고한 바 있다(32). 따라서 본 연구에서 땅콩나물

분말의 첨가에 따른 땅콩나물 요구르트의 항산화 활성의

증가는 resveratrol과 같은 폴리페놀 성분들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땅콩나물 분말을 다양한 농도(0, 0.5, 1.0,

2.0, 3.0%)로 첨가한 요구르트의 품질 특성 및 항산화활성

측정을 실시하였다. 요구르트의 발효 중 pH는 발효시간

및 땅콩나물 분말 첨가량에 의존하여 감소한 반면, 적정

산도는 발효시간 및 땅콩나물 분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산도가 증가하였고 요구르트의 명도는 감소하였으며, 황색

도 및 적색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땅콩나물 요

구르트의 당도는 땅콩나물 분말 첨가량에 의존하여 증가하

였으며,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였다. 한편, 요구르트

의 점도는 발효시간과 땅콩나물 분말 첨가 농도가 증가할수

록 높아졌으며, 첨가군의 유산균수는 대조군에 비하여 높

게 측정되었다. 땅콩나물 요구르트의 관능평가에서는 질감

에 대한선호도를 제외하고 향미, 색, 맛및 전반적인 기호도

에서 0.5 및 1.0% 땅콩나물 분말 첨가군에서 다른첨가군보

다 높은 선호도를 나타내었다. 요구르트의 항산화활성은

1.0% 이상 땅콩나물 분말 첨가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항산

화활성이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요구르트를 제

조 시 땅콩나물 분말의 첨가는 산 및 유산균과 같은 품질특

성을 증가시키고, 항산화 효과와 같은 기능성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1.0% 농도의 땅콩나물 첨가는

땅콩나물 대두 요구르트 제품 개발시 기능성 및 기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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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에 가장 적합한 조건으로 이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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