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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적외선분광분석기 및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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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fication of the geographical origin of cheonggukjang by using
fourier transform near-infrared spectroscopy and 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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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geographical origin of soybeans in Cheonggukjang by analyzing its
organic components and inorganic elements with Fourier transform near-infrared spectroscopy (FT-NIRS) and with energy
dispersive X-ray fluorescence (ED-XRF) coupled with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For method development, 280
samples from various region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e discriminant accuracy for the developed methods was
97.5% for FT-NIRS and 98.0% for ED-XRF with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A validation test confirmed the
discriminant accuracy to be 96.3% for FT-NIRS and 95.0% for ED-XRF. Overall, the results showed that methods using
FT-NIRS and ED-XRF could be used to identify the geographical origin of Cheongguk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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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청국장은 콩을 이용한 대표적인 발효 식품 중의 하나로 최근

웰빙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소비·유통이 증가 추세에 있다. 청국

장은 대두를 물에 불려서 삶은 후 Bacillus subtilis를 접종하여 2-

3일 발효시켜 만든 식품으로 발효과정 중의 독특한 향기와 함께

생성되는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이 혈전 용해, 항암 및 산화방

지 기능의 효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우리나라에서 콩

의 연간 소비량은 약 41만톤인데 반해 국내 생산량은 14만톤으

로 나머지 약 65%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수입 콩의

21%가 청국장 등 장류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국내산 콩 가격은

수입산 콩 가격보다 약 1.3배 높아(2), 수입콩을 사용한 청국장을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불법 유통한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

청국장은 외형으로 원산지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과

학적으로 원산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Zheng 등(3)의 액

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한 국내산 청국장과 중국산 청국장에서

의 아이소플라본 함량의 차이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콩의 아

이소플라본 daidzein 함량이 국내산 3.55±0.28 μg/g, 중국산 6.37±

0.55 μg/g이며, 청국장의 아이소플라본 daidzein 함량은 그 보다 약

10배 많은 국내산 38.14±1.49 μg/g, 중국산 68.08±6.38 μg/g라고 보

고되어 원산지 간에 1.7배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실

제 분석에 활용하기에는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전처리 과정이 수

반되어 장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의 근적외선분광분석기와 X선 형광분석

기를 이용한 원산지 판별 방법은 국내산과 수입산 간의 유기성

분 또는 무기성분 함량의 상대적 비교 분포도를 이용한 방법으

로 전처리가 간단하고 분석이 신속한 장점을 갖는다.

근적외선분광분석법은 근적외선 흡광 스펙트럼을 이용해 시료

유기성분의 함량과 물리 화학적인 결합 정보를 얻어 이를 통계

분석하여 원산지 판별연구에 이용하고 있다(4-11). 근적외선분광

분석법을 이용한 원산지 판별 연구로는 Kwon and Cho(4)는 참

깨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였고, Lee 등(9)은 송이버섯에 대한 연

구를, Gonzalez-Martin 등(10)은 밀에 대한 원산지 판별 연구를,

그리고 Ahn and Kim(11)은 콩의 원산지 판별이 가능함을 발표

하였다.

또한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법은 시료에 X선을 조사하

여 무기성분이 나타내는 고유의 형광에너지를 측정하여 무기성

분의 종류와 함량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농산물과 금속 재료의 무

기성분 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법을

이용한 원산지 판별 연구로는 Moon 등(12)이 황금의 원산지를

판별하였고, Jeong and Lee(13)는 방풍과 황기의 원산지 판별을

연구하였다.

청국장의 원료가 되는 콩의 원산지 판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있었으나(11) 콩과 달리 청국장은 발효 식품으로서 미생물 및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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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에 의한 발효 과정을 통해 성분 변화가 이루어지므로 콩의 분

석방법을 그대로 청국장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14,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국장의 원산지를 판별하고자 근적외선

분광분석기와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를 이용하여 원산지

판별법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판별식 설정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는 국내 41개 지역 산지 및 중국, 미국 등 현지 또는 유통 중인

원산지가 명확한 청국장 국내산 시료 100점, 수입산 시료 100점

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시료들의 제조 일자는 2013년 11월 14일

부터 2014년 5월 19일까지의 약 6개월 기간 내로서, 유통기한 내

에 구입되어 전처리 되었다. 청국장 200 g을 1 cm의 절편으로 만

들어 초저온냉동기(SF-53U, Korea freezer, Cheonan, Korea)에 −40
oC에서 5시간 냉동 한 후 동결건조기(LP20, Ilshin, Dongducheon,

Korea)에서 72시간 건조한 후 Food mixer기(FM-681, Hanil,

Seoul, Korea)로 20 mesh 이하로 분쇄하여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

였다(9).

근적외선분광분석기에 의한 분석

시료 15 g을 51 mm diameter 시료컵(IN311-S Low OH Quartz,

Bruker, Ettlingen, Germany)에 담아 근적외선 분광분석기(FT-NIRS

Tango, Bruker optics)를 사용하여 근적외선 영역 11,500-4,700 cm−1

범위에서 16 cm−1 간격으로 시료의 반사도(Reflectance, R)를 측정

하고 이를 토대로 흡광도(Log 1/R, Absorbance)를 분석하였다.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에 의한 분석

시료 5 g을 칭량하여 시료컵(Chemplex, 30.7 mm diameter×

22.9 mm height, Palm City, FL, USA)에 담아 에너지 분산형 X

선 형광분석기(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US/ARL QUANTX,

Thermo electron, Madison, WI, USA)를 이용하여 무기 성분별 형

광에너지를 측정하여 무기 성분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실험에 사

용된 1차 X선은 Rh target tube에서 얻었으며, 검출기(detector)는

Si(Li) 검출기를, 무기원소 분석을 위한 X선 형광에너지는 K-α선

을, beam path는 헬륨(helium)을, acquisition time은 180 s를, 전압

은 7, 8, 12, 20, 28, 50 kV를 이용했다.

근적외선분광분석법의 판별식 설정

판별식을 설정하기 위하여 스펙트럼 범위를 근적외선 영역 중

에서 국내산, 수입산 청국장의 흡광도 차이가 있는 구간을 선택

하였으며, 분석 조건 및 판별식 설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프로그

램은 Opus (Ver 7.0, Bruker optics)를 이용하였다. 본 판별식은 농

식품 분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변량통계분석법(Multi-

variate Statistic Analysis)의 부분최소제곱법(Partial Least Square)을

이용한 국내산 그룹과 수입산 그룹 간의 유기성분의 상대적 비

교분포도를 통한 판별 분석으로서(5,9,11), 회귀분석 판별식은 아

래와 같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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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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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흡광도, B: 절편)

근적외선분광법의 측정 결과를 다변량통계분석법에 적용하기

위하여 스펙트럼을 파수(cm−1)별 흡광도(X
i
)로 수치화하였다(5,9,11).

흡광도(X
i
)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예측값(Y)을 독립변수에 의해

예측되는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상관계수(Ai, correlation coeffi-

cient)는 이 둘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값이며, 절편 B는 흡광도(X
i
)

가 0일 때 예측값 Y를 의미한다. 판별식의 정확성은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로 확인하는데 0.7 이상이면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결정한다(17). 스펙트럼은 시료에서 오는 산란, 바탕선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정된 판별식을 설정하기 위해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전처리 기법으로 SNV (Standard Normal

Variate) 방법을 사용하였다.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법의 판별식 설정

국내산과 수입산 시료에 대하여 25종의 무기성분을 반정량법

인 Standardless Fundamental Parameter (SLFP) 방법으로 무기성

분의 함량 분석 데이터를 얻었다. SLFP법은 시료와 matrix 조성

이 동일한 인증표준물질이 없을 때 농산물과 광물 등에서 무기

성분의 함량 분석에 이용된다(12,18,19). 국내산과 수입산에서 차

이가 있는 무기 성분의 함량 데이터를 선택하여 이를 통계분석

software인 UNISTAT (Ver 5.6, London, England)에 다변량통계분

석법의 하나인 Canonical Discriminant Analysis를 이용하여 판별

식을 설정하였으며 판별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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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판별분석값, B
0
: 상수, Bn: 상관계수, Xn: 각 무기성분 함량)

25종의 무기 원소 중에서 원산지 간에 함량 차이가 큰 14종

무기 원소의 함량(Xn)을 선택하여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종속변

수 Y는 독립변수에 의해 예측하는 판별분석값이다(20). 판별식은

판별분석값(Y)과 각 무기성분 함량(Xn)의 관계를 보여주는 상관

계수(Bn, correlation coefficient)와 두 집단간의 거리(centroid)로 정

확성을 확인한다. 이 다변량판별분석법은 둘 이상의 모집단에서

선발된 다변량의 분석 정보를 이용하여 판별 함수를 만들고, 이

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구분하는 방법이다(12).

판별식의 검증

확립된 판별식을 검증하기 위하여 개발에 사용된 시료와는 별

도로 전국 17개 지역 산지와 시중 유통 중인 청국장 국내산 40

점, 수입산 40점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제3의 시료에 대해서 확

립된 근적외선분광분석법과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법 각각

의 판별식으로 분석하여 국내산을 국내산으로, 수입산을 수입산

으로 판별하는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근적외선분광분석법의 판별식 확립

청국장의 근적외선 흡광도 스펙트럼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산과 수입산 청국장은 9,116-9,141 cm−1 (구간 A), 6,090-

6,116 cm−1 (구간 B), 5,543-6,061 cm−1 (구간 C)에서 흡광도의 차

이를 보여준다. 구간 A에서는 2차 아미드(secondary amides,

-CONH-)의 2차 배음 피크가 나타나는 영역으로 이는 청국장에

존재하는 단백질류에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되며(21), 구

간 B에서는 메틸기(methyl, -CH
3
), 메틸렌기(methylene, -CH

2
)의

결합 피크영역에서의 차이가 나타났으며(22), 구간 C에서는 메틸

렌기(methylene, -CH
2
)의 1차 배음대의 대칭 스트레칭 피크에서

차이가 나타나, 이는 지방질류의 차이 때문으로 추정된다(21).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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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서 오는 산란을 방지하고 안정된 판별식을 얻기 위해 흡광

도에 차이가 있는 범위의 스펙트럼 자료를 SNV 방법으로 데이

터를 전처리하였다. 데이터 전처리 한 스펙트럼 자료를 다변량통

계분석하였다. Fig. 2는 부분최소제곱법에 의해 얻어진 값을 그

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시료의 로딩값(loading value)을 국내산은

100, 수입산은 1로 설정하였으며, 농식품의 근적외선 스펙트럼 분

석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다변량통계분석법의 부분최소제곱법

(PLS)으로 판별식을 설정한 결과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는 0.92로 매우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17). 국내산과 수입산

의 판별 결과, 국내산 판정범위(Fig. 2의 y축 값)는 65-129이었으

며, 수입산 판정범위는 −39-49이었다. 판정범위는 국내산 시료와

수입산 시료를 근적외선분광분석기로 분석하여 판별식에 의해 예

측한 유기성분 흡광도에 따른 원산지 판별값의 분포 범위를 말

하는 것으로(9), 국내산 그룹의 분포 범위, 수입산 그룹의 분포

범위를 말한다. 국내산은 판별식의 Y 값에 해당하는 예측값의 범

위가 65-129에 분포하며, 수입산은 범위 −39-49에 분포하고 있

다. 예측값이 국내산 범위 안에 분포하는 시료는 국내산으로, 수

입산 범위에 분포하는 시료는 수입산으로 판정할 수 있으며 국

내산과 수입산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 판별식으로는 판

별이 불가능하다.

판별식의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국내산의 경우 100점 중 97점

을 국내산으로 판정하여 97.0%의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 수입

산은 100점 중 98점을 수입산으로 판정하여 98.0%의 정확도를

나타내었으며, 전체 평균 판별식의 정확도는 97.5%로 높게 나타

났다(Table 1).

근적외선분광분석법 판별식 검증

근적외선분광분석법을 이용하여 확립된 판별식을 시중 유통 시

료로 검증한 결과 국내산의 경우 40점 중 37점을 국내산으로 판

정하여 92.5%의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 수입산은 40점 중 40점

을 수입산으로 판정하여 100.0%의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 전체

평균 판별정확도는 96.3%로 나타났다(Table 1).

Lee 등(9)의 근적외선 분광분석기를 이용한 송이버섯 원산지

판별 연구에서 판별식의 정확도는 92.9%였으며, Gonzalez-Martin

등(10)의 밀에 대한 원산지 판별 연구에서 판별식의 정확도는

76%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판별식의 정확도는 97.5%로 선행

연구되었던 근적외선 분광분석기를 이용한 원산지 판별 연구에

비해 높은 정확도를 보여 주었으며, 또한 확립된 판별식을 검증

시료로 분석한 결과의 판별정확도 또한 96.3%로 높게 나타났다.

판별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산과 수입산 간 흡광

도의 차이가 가장 큰 구간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내

산과 수입산 간 흡광도에 차이가 나는 특정 구간을 선발하지 않

은 전체 구간을 이용한 판별식의 경우 그 정확도는 87.0%로 상

대적으로 낮았다.

X-선 형광분석법의 판별식 확립

X-선 형광분석기(ED-XRF)를 이용하여 25종의 무기성분에 대

한 함량을 분석하였다(12). 25종의 무기성분 중 국내산과 수입산

에 차이가 나타나는 14종의 무기성분이 선발되었으며(Table 2) 그

함량 분석 결과, 특히 소듐(Na) 함량은 국내산 11.15%, 수입산

7.07%로 4.08%의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고, 그 외 대표적으로

염소(Cl) 함량이 국내산 32.18%, 수입산 35.17%로 2.99%의 차이

가 나타났으며, 포타슘(K) 함량은 국내산 36.39%, 수입산 37.97%

로 1.58% 차이가, 인(P) 함량은 국내산 4.90%, 수입산 4.36%로

0.54% 차이가, 마그네슘(Mg) 함량은 국내산 1.17%, 수입산 0.72%

로 0.45% 차이가 나타났다(Fig. 3, Table 2).

Fig. 1. The raw FT-NIRS spectra of domestic and imported cheonggukjang.

Fig. 2. Plot of discrimination of geographical origin for

cheonggukjang by partial least square (PLS)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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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별식 설정을 위해 총 14종의 무기성분 함량 값을 독립변수

(Xn)로 선택한 후 다변량통계분석 중 정준판별법(Canonical Dis-

criminant Analysis)으로 판별식을 설정했다. 판별식의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는 기준 0.7 이상인 0.88으로, 또한 두 그룹

간의 거리는 기준 2 이상인 3.6856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12,13).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산의 판별분석값 Y의 평균은

−1.8428이었으며, 수입산의 판별분석값 Y의 평균값은 1.8428로

국내산은 음의 방향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나, 수입산은 양의 방

향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두 그룹의 평균 간의 거리(Centroid)는

3.6856로서 일반적으로 이 값이 2 이상일 때 그룹 간 판별이 이

루어진다고 판단하는데 본 연구 결과는 그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므로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산과 수입산의 판별이

잘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12,13).

판별식의 정확도는 국내산은 100점 중 96점을 국내산으로 판

별하여 96.0%의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 수입산은 100점 중 100

을 수입산으로 판별하여 100.0%의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전체 평

균 판별식의 정확도는 98.0%로 높게 나타났다(Table 4).

X-선 형광분석법 판별식 검증 결과

X-선 형광분석법을 이용한 판별식을 시중 유통 시료로 검증한

결과 국내산의 경우 40점 중 40점을 국내산으로 판정하여 100.0%

Table 1. Discrimination of geographical origin for cheongukjang using FT-NIRS with partial least square(PLS) analysis

Geographical origin
Total

Domestic Imported

Result of development

Number of samples 100 100 200

Discrimination
Domestic 97(97.0%) 2(2.0%)

97.5%
Imported 3(3.0%) 98(98.0%)

Result of validation

Number of samples 40 40 80

Discrimination
Domestic 37(92.5%) 0(0.0%)

96.3%
Imported 3(7.5%) 40(100.0%)

Table 2. Analyzed* and selected elements for calibration in ED-
XRF

Selected
elements

(14)

Average (%) Standard deviation

Domestic Imported Domestic Imported

Na 11.15 7.07 5.31 5.36

Cl 32.18 35.17 15.28 11.02

K 36.39 37.97 7.87 6.30

P 4.90 4.36 1.37 0.79

Mg 1.17 0.72 0.68 0.65

Ca 8.29 8.53 2.63 2.31

S 4.92 5.06 1.41 0.85

Si 0.04 0.18 0.06 0.12

Fe 0.39 0.35 0.29 0.09

Ni 0.01 0.03 0.01 0.01

Zn 0.22 0.20 0.09 0.05

Cu 0.06 0.07 0.02 0.02

Hg 0.057 0.064 0.03 0.03

Pb 0.0053 0.0052 0.01 0.01

*Analyzed elements were 25 including Na, Cl, K, P, Mg, Ca, S, Si,
Fe, Ni, Zn, Cu, Hg, Pb Sn, Ba, Ag, Mo, Cd, Al, Ti, Cr, Mn, Co, W. 

Fig. 4. Plot of discrimination of geographical origin for

cheonggukjang by canonical discriminant analysis.

Table 3. Comparison of discriminant scores between domestic
and imported cheonggukjang using ED-XRF with canonical

discriminant analysis 

Parameters Score

Distance between centroid  3.6856

Discriminant Score
Domestic -1.8428

Imported  1.8428

Fig. 3. Comparison of inorganic elements’ contents in domestic

and imported cheonggukjang using ED-X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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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정확도를 보여주었고, 수입산은 40점 중 36점을 수입산으로

판정하여 90.0%의 정확도를 보여주었으며, 전체 평균 판별정확

도는 95.0%로 나타났다(Table 4).

Jeong 등(13)의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를 이용한 방풍,

황기 원산지 판별 연구에서 판별식의 정확도는 각각 93.3%, 87.5%

였으며, Moon 등(12)의 한약재 황금에 대한 원산지 판별 연구에

서 판별 정확도는 95.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판별식의 정

확도는 98.0%로 기존 연구에 비해 높은 판별정확도를 나타내었

으며, 확립된 판별식에 대한 검증 시료 분석 결과 또한 판별정확

도가 95.0%로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 결과로부터 발효된 가공식품인 청국장에서 콩의

분해산물로부터의 유기성분과 무기성분을 원산지 판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nn 등(14)의 청국장의 성분 변화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청국장의 환원당, 아미노산 함량은 발효 초

기 변화가 있고, 발효 72시간 이후 환원당 함량과 발효 180시간

이후 아미노산 함량은 안정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청국장의 성분 변화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일

정 시간 이후에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므로(15), 이

를 판별 물질로 이용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청국장에서의 발효

과정 중 미생물과 효소에 의해 변화되는 성분들을 대상으로 하

는, 근적외선분광분석기를 이용한 청국장 판별법 개발 결과, 국

내산과 수입산 간의 흡광도 차이가 나타나는 스펙트럼 구간대가

콩의 원성분(7,052-8,606, 4,880-5,247 cm−1)과 청국장의 분해산물

(9,116-9,141, 6,090-6,116, 5,543-6,061 cm−1)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

콩과 청국장은 각기 개별적인 판별법을 적용해야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11).

또한, X선 형광분석기를 이용해 개발된 판별법에 있어서는 분

석 대상인 무기성분의 특성상 발효 과정에 의한 성분 변화의 영

향은 크게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23).

특히 본 연구에서 개발된 판별법은 농산물의 특성상 매년 변

화되는 기상환경, 토양환경, 재배지역 등에 큰 영향을 받게 되어

판별법의 정확도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러한 한계점을 보

완하기 위해서 매년 새로 수집한 시료 정보를 추가하여 판별식

의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근적외선분광분석기와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

석기를 이용하여 개발된 본 분석방법은 청국장에 대한 국내산과

수입산 원산지 판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요 약

근적외선분광분석기와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를 이용

한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각각 97.5, 98.0%의 높은 정확도의 판별

식을 확립하였고, 시중 유통 시료를 분석하여 검증한 결과 각각

96.3, 95.0%의 판별 정확도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

하여 근적외선분광분석기와 에너지 분산형 X선 형광분석기를 이

용하여 청국장 원산지 판별이 가능함을 확인하였고 이는 유기성

분 함량에 따른 근적외선 흡광도와 무기성분 함량에 따른 X선

형광에너지 강도가 국내산과 수입산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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