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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ifferences between organic and conventional soybean were studied based on their physicochemical properties by steaming 
treatmen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kinds of soybean regarding crude protein, crude fat and crude ash contents. 
Reduction in sugar content was higher in raw organic soybean than raw conventional soybean.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soybeans after steaming. Amino nitrogen content was higher in organic than conventional soybean. Further,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soybeans after steaming. Regarding pH, acidity and salinity, there was no differences between 
the two soybean after steaming. Organic soybean was more bright than conventional soybean after steaming. The yeafercontent 
and number of bacteria in raw soybean were not different between the two soybean types. The number of fungi was higher in 
organic tha[n conventional soybean. Upon steaming, the yeast number was different between two kinds of soybean. Further, the 
number of bacteria was higher in organic than conventional soybean. The number of fungi was not different between the two 
soyb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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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콩은 우리나라 전통 조미료인 된장, 간장, 고추장 및 청국
장의주 원료이다. 두유, 두부및 식용유등 가공제품의원료
로그 사용횟수도 매우높은식품이다. 또한콩나물의주원
료로 재배 기간이 짧고 사계절 내내 장소의 구분 없이 재배

가 가능하여 채소 생산이 불리하였던 겨울철에 생산하여 사

용하였던 상용 식품이다. 현재까지도 콩나물은 가격이 저렴
하고 기호성이 높다. 최근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관심의 고
조로 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고, 콩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었다. 콩가루 첨가 빵, 과자, 식육가공품, 이유
식, 영양 보충제, 시리얼 및 스낵 등이 개발되었고, 콩으로부
터 천연 유화제, 의약품, 화장품 및 비누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제품의 원료이다. 한편, 콩은 된장 및 간장의 starter cake 
즉 메주의 주 원료로서 발효 과정 중 풍미와 맛 그리고 위생

적인품질 지표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원료 소재이다(Choi 
et al 2002). Kennedy AR(1998)은 콩 속의 단백질이 항암 유
도 모텔 동물에서 Bowman-Birk inhibitor (BBI)로 작용해 항
암효과를나타낸다고보고하였다. 콩속의 genistein이 Cyclo-
oxygenase-2 inhibitor로 작용하여 유방암에 효과가 있다고 한
다(Jeune et al 2005, Song et al 2003). 대두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phytochemical 성분인 genistein, genistin, daizenin 등이
각종성인병예방에효과가있는것으로밝혀졌고, 항암작용
의 대부분이 콩속에 함유된 genistein에 의한 결과라고 밝힌
바 있다(Akiyama et al 1987). 대두 함유 난소화성 단백질이
담즙산 배설을 증가시키고, 혈중 콜레스테롤 대사를 조절하
여 내분비계를 조절함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

고(Baum et al 1998, Matthan et al 2007, Sacks et al 2006), 
LDL-receptor의활성을증가시켜혈중콜레스테롤농도및 LDL- 
콜레스테롤 저하를 유도한다고 한다(Cho et al 2008).
콩의 기능성이 과학적으로 밝혀지면서 해마다 콩의 소비

량은 증가하였지만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이상 기온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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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농경지의 산성화 및 농업 연령 고령화 등은 우리 농업을
크게 위축시켰고, 건강을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은 화학 비료
및 GMO 작물 등에서 자유로운 유기농 방법으로 재배된 유
기농 인증 식품을 선호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건강에 좋을
것이라고 믿는 친환경 농법 농산물이 관행 농산물과 비교해

건강에 유익할 것이라 믿고, 또 이 식품을 소비하면 질병의
예방및치료에효과가있을것이라믿는다. 친환경농법이란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을 추구하는

농업 형태로 화학 비료, 합성 농약 및 화학 원료의 사용량은
최대한 줄이고 환경을 보전하면서 투입재의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이로인해잔류화학원료의소재없이안전한식품을
생산 가능케 하는 농업을 말한다. 유기물과 자연자재를 이용
해 재배하면 토양에는 유용 미생물의 활동이 증가하고 각종

미량 원소 및 무기질 관련 성분의 흡수가 양호해져 일반 재

배에 의해 재배한 작물보다 기호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

다(Park et al 1995). Han et al(1999)은오리를이용한친환경
재배에 의해 생산된 쌀이 아밀로오스 함량이 낮고 Mg/K비가
낮다고 보고하였고, 유기재배쌀은 단백질함량이 6.8%로일
반 재배의 7.7%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유기농법에의해재배된유기콩과관

용적인 일반 농법에 의해 생산된 일반콩으로 메주를 만들기

전 증자처리한 콩의 상태를검토하기 위하여증자된일반콩

과 유기콩의 일반 성분, 색도, pH, 염도, 산도, 환원당, 아미
노태 질소 함량 및 미생물 분포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콩은 경기도 양평에서 유기농법에 의해

서 제조된 황금콩(Hwanggumkong)과 천안시 광덕면 농가에
서 일반 재배된 황금콩(Hwanggumkong)을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조리전과 후의 콩시료 제조
조리 전의 유기콩과 일반콩은 이물질을 선별하여 —20℃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각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리를 위해
생콩은 12시간수침한후가마솥에콩의 2배의물을붓고 5∼
6시간 동안 푹 삶는다. 한소끔 끓으면 뭉근할 정도로 불을
줄여서 뜸을 들인다. 콩이 잘 무르고 퍼지도록 젓고, 손으로
비벼보아 반쪽으로 갈라지지 않고 쉽게 뭉그러질 때까지 충

분히 익힌 것을 조리후의 콩으로 시료로 균질화하여 —20℃
의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각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미생물 동
정을 위한 시료는 잘 삶아진 콩을 실온에서 식힌 직후 미생

물 실험에 사용하였다.

3. 일반 성분 측정
시료의 일반 성분 함량은 AOAC법(1995)에 따라 수분은

105℃ 상압가열 건조법, 조지방은 Soxhlet법, 조단백질은
micro-Kjeldahl법, 그리고 조회분은 550℃ 직접회화법으로 각
각 측정하였다. 

4. 환원당 측정
환원당 함량은 DNS법(Miller GL. 1959)에 따라 위의 침출

한용액 1 mL에 DNS 시약 3 mL를넣고물중탕으로발색시킨
후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용액으로는 포도
당을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시료 중의 환원당량을
검량선에의해측정하였다. 각종분석은 3회반복측정하였다.

5. 아미노태 질소 측정
아미노태 질소 측정은 Formol 적정법(Ju et al 1994)에 따

라위의침출한용액을 10배희석한후 pH 8.4로조절하고여
기에 pH 7.0인 포르말린 20 mL를 넣고 다시 0.1 N NaOH로
pH 8.3까지 적정하여 소비된 0.1 N NaOH의 mL를 아래의
식을 사용하여 그 함량을 산출하였고, 3회 반복 측정하였다.
아미노태 질소 (mg%)=a×1.4×F×d×100/W
a : 0.1N NaOH의 소비량(mL)
d : 희석 배수
W : 시료의 양(g)
F : 0.1N NaOH의 factor

6. 색도 측정
색도는 색차계(Color-eye 3100, Gretag Macbeth)로 측정하

여 Hunter scale 법으로 반복적으로 5회 측정하고 이의 평균
값을 Hunter Color 체계인 L, a 및 b값으로 표시하였고, 이때
표준 백색판의 L, a 및 b값은 각각 95.03, —0.69 및 1.50이었
다.  L : lightness(100 = white, 0 = black), a : redness(—60～
+60, — = green, + = redness), b : yellowness(—60～+60, —
= blue, + = yellow).

7. pH 측정
시료 20 g에 5배의증류수를넣고 1시간동안교반후 10분

간 10,000 rpm에서원심분리하여불용성단백질을분리제거
하여 나온 상등액의 pH를 pH-meter로 직접 측정하였다. 각
종 분석은 3회 반복측정 하였다.

8. 산도 및 염도 측정
시료 10 g에 40 mL의증류수를넣고 1시간동안교반하여

충분히혼합한다음 10,000 rpm에서 10분간원심분리한다음
상등액을 0.1 N NaOH 용액으로 적정하였다. 이때 종말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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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meter를 이용하여 pH 8.3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하며 0.1 
N NaOH 적정하여 소비된 NaOH 용액의 mL수로 표시하였
다. 염도는 salt meter(JP/ES-421, Atago)로 측정하였다. 각종
분석은 3회 반복 측정하였다.

9. 미생물 측정
시료를 각각 1 g씩 무균적으로 취하여 멸균생리식염수에

10배 희석법으로희석하여시료액을조제하였다. 이검액 1 mL
를 곰팡이용으로 PDA(Potato dextrin agar, Difco, USA) 배지, 
효모용으로 YM(Yeast mold, Difco, USA) 배지 및세균용으로
NA(Nutrinent agar, Difco, USA) 배지에선택적으로도말한후
PDA와 YM은 30℃, NA는 37℃의 항온기(Jiotech co., Korea)
에서 24～48시간 동안 배양하여 colony 수가 25～250개가 나
타나는 평판을 선택하여 산출하여 CFU/mL로 표시하였다. 

10.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AS 프로그램(Atatistical Analysis System, 2000)

을 이용하여 mean±표준 편차로 나타내었다. 평균값의 통계
적 유의성 분석은 p<0.05 수준에서 paired t-test에 의해 검정
하였다(SAS 2000).

결과 및 고찰

1. 일반 성분
유기콩과 일반콩의 일반 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

다. 생콩에서 일반콩의 수분 함량은 6.58%, 유기콩은 6.68% 
이었다. 조회분은 일반콩 12.29%, 유기콩 11.75%, 조지방은
일반콩 25.60%, 유기콩은 25.50%, 조단백은 일반콩 31.45%, 
유기콩은 31.68%였다. 가마솥에증자하였을때일반콩의수분
함량은 58.59%, 유기콩은 58.09%로수분을 50% 이상함유하
는것으로나타났다. 증자할때조회분은일반콩 1.80%, 유기
콩은 2.57%이었고, 조지방은일반콩 16.42%, 유기콩 15.29%, 
조단백은일반콩 23.48%, 유기콩은 22.86%으로나타났다. 증
자하면일반성분이감소하는것처럼보이지만수분을함유하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organic and conventional soybean by steaming treatment

Moisture(%) Crude ash(%) Crude fat(%) Crude protein(%)

Raw
Conventional 6.58±0.001)NS2) 12.29±0.01NS 25.60±0.00NS 31.45±0.01NS 

Organic 6.68±0.01NS 11.75±0.00NS 25.50±0.03NS 31.68±0.03NS

Cooked
Conventional 58.09±0.03NS 2.57±0.00NS 15.29±0.02NS 22.86±0.02NS 

Organic 58.59±0.01NS 1.80±0.00NS 16.42±0.01NS 23.48±0.02NS 

1) All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
2) NS Not Significant.

므로일반성분의조성에변화를나타낸것으로생각된다. Yang 
et al(2005)의 연구에 의하면 황금콩(Hwanggumkong)은 풍산
콩(Pungsankong)과 두유콩(Duyukong)에 비교해 조지방 함량
이 높고 조회분과 수분 함량은 낮다고 보고하였고, 유전자
변형콩인 HS2906(WS82)의 일반 성분 분석 결과, 수분 4.2∼
4.7%, 조지방 23.55∼23.90%, 조단백 34.22∼35.55%, 조회분
6.25∼6.45%로 보고하였다. 이는 이미 보고(International life 
Science Ins. 2003)된 미국산 콩의 조지방 16.7∼20.9%, 조단
백 34.4∼42.6%, 수분 5.6∼8.6%, 조회분 4.84∼5.58%의범위
라고 보고하였는데, 본 실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일반 재배
및 유기재배 콩의 단백질이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일반 재배 방법과 유기농 재배 방법에 따라 일반 성분에는

큰변화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Yi et al(1999)은 된장을만
들기 위해 발효하기 전 콩 paste의 수분 함량은 53.2%, 단백
질 18.8%, 지방 10.9%로 보고한결과와 비교해 삶은 후의 조
성에 큰 차이가 없었다.

2. 환원당과 아미노태 질소
조리전후콩의환원당과아미노태질소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환원당은 일반콩 0.42±0.03%, 유기콩 0.69±0.01%

Table 2. Reducing sugar and amino nitrogen of organic 
and conventional soybean by steaming treatment

Reduce sugar
(%) 

Amino nitrogen 
(mg%)

Raw
Conventional 0.42±0.03b 224±15.03NS

Organic 0.69±0.01a 252±13.01NS

Cooked
Conventional 0.17±0.00NS 84±2.53NS

Organic 0.16±0.04NS 82±3.18NS

1) All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at p<0.05 by unpaired t-test(a>b).
3)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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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기콩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조리 후에는 일반콩 0.17± 
0.00%, 유기콩 0.16±0.04%로 차이가 없었다. 환원당은 단당
류 중 포도당, 과당, 맥아당 등이 포함되는데, 아미노산 등과
반응하여 갈변화 반응에 관여한다. 아미노태 질소는 일반생
콩 224 mg%, 유기생콩 252 mg%로 유의적인차이가없었다. 
조리 후에는 일반콩 84 mg%, 유기콩 82 m%로 조리 전보다
크게 감소하였지만, 두 콩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
았다. Kim et al(2006)은 된장 갈변에 관한 연구에서 환원당
과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환원당과 아미노산 함량이
저장 기간에 따라 계속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갈변
화 반응에 의해 갈변이되면서당과아미노산이 사용되어감

소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생것과 비교해
조리된 것의 환원당과 아미노산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열처
리에 의해 당과 아미노산이 반응하여 갈변화 반응을 일으켜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3. pH, 산도 및 염도
유기 농업에 의한 콩과 관용적인 일반 재배에 의한 콩의

pH, 산도 및 염도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pH는 조리
전 일반콩 7.34±0.01, 유기콩 6.95±0.00이었고 조리 후에는
일반콩 7.14±0.00, 유기콩 7.17±0.03으로 나타났다. 일반콩에
서 pH가 유의하게 높았으나, 조리 후에는 유기콩이 약간 높
았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콩 추출물의 적정 산도 분
석 결과 생콩 8.00이었고 조리 후에는 1.00으로 산도가 급격
히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도는 일반콩과 유기콩간에
차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도는 일반 생콩

0.14%, 유기콩 0.15%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고, 조리 후에는 일반콩과유기콩이 0.05%로 나타나전혀 차
이가 없었다. 그러나 생콩과 조리 후 콩간에는 pH, 염도 및
산도에 차이가 매우 컸다. Yoo et al(1998)은 메주를 처음 성
형했을 때 pH는 5.5로 보고하였고, Choi et al(2007)은 6.5로
보고하여제조되는 콩마다 pH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Table 3. pH, acidity and salinity of organic and conventional soybean by steaming treatment

pH Acidity Salinity (%)

Raw
Conventional 7.34±0.01a 8±0.00NS 0.14±0.03NS

Organic 6.95±0.00b 8±0.00NS 0.15±0.01NS

Cooked
Conventional 7.14±0.00NS 1±0.00NS 0.05±0.00NS

Organic 7.17±0.03NS 1±0.00NS 0.05±0.03NS

1) All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unpaired t-test(a>b).
3) NS Not Significant.

4. 색도
조리 전후 일반콩과유기콩의색도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Lightness 즉 L값은흑색 0에서 백색 100까지를나타내
는 값이다. 조리전 일반콩 66.02, 유기콩 62.97로 나타났고, 
조리 후에는 일반콩 55.66, 유기콩 59.4로 조리 후 유기콩이
약간 밝은 경향이었다. Yellowness는 황색이 진할수록 0에서
60까지 증가하는데 b값은 조리전 일반콩 30.46, 유기콩 29.06
이었고, 조리 후 일반콩 24.96, 유기콩 25.97로 조리 후 유기
콩이 약간 밝았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 값
은 녹색이 —60이고, 적색이 +60으로 나타나는데, 조리전 일
반콩 3.60, 유기콩 3.91이었고, 조리후 일반콩 7.15, 유기콩
7.05로 나타났다. 생시료에서 일반콩에 비교 해 유기콩이 각
종색도에서 좋은 지표는나타나지 않았지만 조리 후에는 개

선되는 것으로 나타나, 유기콩이 일반콩보다는 외관이 좋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지만 조리 후에는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

된다. 콩의 색도는 된장 및 콩을 이용한 제품의 품질을 결정
짖는 색깔에 영향을 미친다. 된장이 숙성되면서 아미노태 질
소가 증가되고(Joo et al 1992), 이와 함께 갈변화 반응이 진
행되어 낮은 L값을 나타냈으나 a, b 값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Yang et al 2005). 조리 즉 열처리에 따라 L 
값은 감소하였지만 a값은 증가하였고, b값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 다른 채소를 연구한 Lin et al(1995)의 보고

Table 4. Hunter's color index of organic and conventional 
soybean by steaming treatment

Hunter's
color

Raw Cooked

Conventional Organic Conventional Organic

L 66.02 62.97 55.66 59.40

a 3.60 3.91 7.15 7.05

b 30.46 29.06 24.96 25.97

a/b 0.12 0.13 0.29 0.27



20(6): 963～968 (2010)                  증자 처리한 일반콩과 유기콩의 이화학적 특성 분석 967

Table 5. Viable cell count of microflora in organic and conventional soybean by steaming treatment (Unit : cfu/mL)

Fungi Yeast Bacteria

Raw
Conventional 5.80×104b 1.68×105b 6.00×104NS 

Organic 1.95×106a 1.39×106a 1.29×104NS

Cooked
Conventional 8.00×105NS 8.30×104NS 3.20×103b

Organic 2.31×105NS 8.20×104NS 6.87×105a

1) All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
2)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paired t-test(a>b).
3) NS Not significant.

에 의하면 열처리 시 green bean과 endive의 색의 변화를 저
해한 것으로 보고한바 있다. 

5. 미생물의 분포
유기콩 및 일반콩의 조리 전후의 미생물의 변화 측정 결

과는 Table 5와 같다. 생시료에서 곰팡이는 일반콩 1.68×105, 

유기콩 1.39×106, 효모는 일반콩 6.00×104, 유기콩 1.29×104, 
세균는 일반콩 5.80×104, 유기콩이 1.95×106으로 조사되어

일반콩과유기콩시료의세균조성에차이를나타내었다. 조리
과정을거치면곰팡이는일반콩 8.00×105, 유기콩이 2.31×105, 
효모는 일반콩 8.30×104, 유기콩이 8.20×104, 세균은 

일반콩

3.20×103 
유기콩

 6.87×105
로 조사되어 조리 과정에서도 크게

다르게나타났다. 발효식품을만드는원재료인콩, 즉메주의
발효 과정에 의해 곰팡이, 효모 및 세균 등 유용미생물은 콩
의 각종 영양소 조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생균을
이용하여 발효하는 된장및 청국장등의소재이므로조리전

후콩에있어미생물균의조성을살펴보는것은매우의미가

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우리의 발효식품에서 세균의 역할
이 매우 크므로 유용 및 유해 세균에 대한 검토는 앞으로 계

속이루어져야할부분으로여겨진다. Choi et al(2007)은발아
콩을이용하여메주를제조한결과발효전, 즉 조리후호기
성 세균 수는 3.6 log CFU/g이었고, 곰팡이 수는 6.1 log 
CFU/g으로 보고한 바 있다. 

요 약

유기 재배 및 일반 재배로 생산된 콩의 조리 전후의 이화

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콩과 가열 조리
한 후의 일반콩과 유기콩 간에는 조단백, 조지방 및 조회분
등과 같은 일반 성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생콩에서환원당은 유기콩이일반콩보다유의적으로높았다. 
조리 후에는 일반콩과 유기콩간에 차이가 없었다. 아미노태
질소는 일반생콩보다, 유기생콩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조리
후에는 일반콩과 유기콩의 두 콩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pH는 조리 전 일반콩이 유기콩보다 높았고, 조
리후에는일반콩과유기콩간에유의적인차이는없었다. 적
정산도분석결과생콩 8.00에서조리후에는 1.00으로산도가
급격히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콩과 유기콩 간에

차이는 전혀 없었다. 염도도 일반콩과 유기콩 간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조리 전후 일반콩과 유기콩의 색도 측정
결과, 조리 전 일반콩 66.02, 유기콩 62.97로 나타났고, 조리
후에는 일반콩 55.66, 유기콩 59.40로 나타나 조리 후 유기콩
이 약간 밝은 경향이었다. b값은 조리 전 일반콩과 유기콩간
에 차이가 없었고, 조리 후에는 일반콩에 비해 유기콩이 약
간 밝았지만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a 값은 조리
전 일반콩보다 유기콩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콩 및 유기콩의
미생물의 변화는 생시료 시 곰팡이와 효모는 차이가 없었으

나, 세균은 유기콩이 높았다. 조리 후에는 효모와 곰팡이는
차이가 없었으나 세균은 유기콩이 높게 나타났으므로, 향후
이부분에 대한유용성과유해세균에대한검토가 더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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