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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determined the effects of the area under cultivation and cultivars, on the quality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of black soybeans. The crude contents of ash, fat and protein were determined to be 5.96∼6.62%,
12.22∼18.52%, and 40.06∼43.08%, respectively. Lightness of both cultivars were high in samples cultivated in
Milyang. Although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tained in redness and yellowness between cultivars, no differences
were observed with respect to the cultivation area. The total dietary fiber content ranged from 20.56 to 36.49%, with
Socheongja in Milyang and Cheongja in Suwon having the highest dietary fiber content. The phytic acid content
ranged from 1.76 to 2.1%, with highest content obtained in the Socheongja cultivar of the Suwon cultivation sample.
FRAP values were also found to be higher in the Socheongja samples of the Suwon cultivation (32.33 µM) as compared
to Socheongja obtained from Milyang cultivation (5.67 µM). The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was determined to
be twice as high in Socheongja as compared to Cheongja, with no difference observed by region of cultivation. Thus,
our study indicates that depending on the cultivation area, functional components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for the
same cultivar are different.
Key words: black soybean, cultivated area, cultivars, quality, activity

서

론

능성을 지닌 콩 및 콩 가공식품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콩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권은 물론 세계적으로 중

콩에 대한 연구는 용도별, 다수성, 내재해성(Kim 등,

요성이 큰 식량자원이며 양질의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

2019; Cho 등, 2009; Choi 등, 2011a) 등 다양한 콩 품종의

하고 이소플라본, 레시틴, 사포닌 등의 생리활성 물질을 함

육성과 재배 및 품질 특성(Shin 등, 2019; Yoon과 Nam,

유하고 있어(Lee와 Hwang, 2014)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큰

2009; Kim 등, 2006) 등이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콩과

작물이다. 콩은 다양한 형태의 식품으로 가공 및 이용되며

같은 식량작물의 품질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품종,

고추장, 된장과 같은 전통식품 시장의 규모는 연간 9,230억

재배법 외에도 재배 지역의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원, 두부류 제조업 4,170억 원, 두유 제조업 2,800억 원으로

콩 품종의 재배지역에 따른 영양성분 및 기능성과 같은 품질

전체 식품 시장의 4%를 차지할 정도로(Lee 등, 2019) 국민

특성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콩의 단백

들의 식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또한 소비자의 건강

질 등 영양성분 뿐 아니라 이소플라본과 같은 기능성분은

및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우수한 영양 및 기

동일 품종 내에서도 재배지역, 파종기, 온도 등 환경 조건에
따른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된 바 있다(Kim 등, 1990;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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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Hwang, 2014; Hong 등, 2010b). 특히 안토시아닌, 이소
플라본 등을 포함한 기능성분 함량이 높은 검정콩은 이러한
환경 조건에 따라 기능성분의 함량은 물론 생리활성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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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재배지역에 따른 기능성분 및 생

질소 함량에 단백질 환산계수로 5.95를 곱하여 계산하였다.

리 활성 분석을 통한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

또한 시료별로 수분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조회분, 조지방,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부 및 중북부지역에서 생산된 검
정콩의 품종에 따른 품질성과 기능성을 비교하여 고품질 검
정콩 생산 및 기능성 소재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조단백질 함량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고자 수분보정을
거쳐 건물 기준(dry matter basis)으로 환산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검정콩의 색도는 색차계(CM-3500d,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명도(L-value, lightness), 적색도(a-value, redness) 및 황색도(b-value, yel-

재료 및 방법

lowness)를 측정하였다.

식이섬유

실험재료 및 추출물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검정콩 품종은 2018년 경기도 수원 소

총 식이섬유 함량은 AOAC 방법(2000)에 따라 total di-

재의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 및 경상남도 밀양 소재의

etary fiber assay kit(Megazyme, Bray, Ireland)을 이용

국립식량과학원 남부작물부 시험포장에서 재배 및 수확한

해 시료 1 g에 50 mM MES/Tris용액(pH 8.2) 40 mL를

소청자, 청자 3호를 시료로 사용하였다. 수확한 검정콩은

첨가한 후, α-amylase 50 µL를 넣어 98°C water bath에서

4°C에서 냉장 보관하였고 실험에 사용할 때 분쇄기를 이용

35분간 반응시킨 다음 60°C까지 냉각시켜 protease 100

해 분쇄하여 이화학적 특성 분석에 이용하였다. 검정콩의

µL를 첨가하여 30분간 반응시킨다. 그 후 0.561 N HCl을

생리활성 분석은 분쇄시료에 1:20 비율의 에탄올(w/v)을 가

5 mL 넣은 후 pH를 4.5로 조정하여 200 µL의 amyloglu-

하여 교반추출기(Daihan Scientific, Seoul, Korea)를 이용

cosidase 효소로 60°C에서 30분간 가수분해한 다음 4배의

해 1시간 동안 3회 추출하고, 이 추출물을 여과 후 감압농축

95% 에탄올을 가해 효소 활동을 정지시켜 침전된 부분을

(N-1000, EYELA, Tokyo, Japan) 하여 100 mg/mL 농도

여과 건조하여 식이섬유 함량을 측정하였다.

로 dimethyl sulfoxide에 용해하였으며 증류수로 희석해 이
용하였다.

Phytic acid

일반성분 및 색도

용한 phytic acid(phytate)/total phosphorous assay kits

검정콩의 phytic acid 함량은 AOAC(2000)의 방법을 응
검정콩의 일반성분 함량은 수분, 회분, 지방 및 단백질

(Megazyme International Ltd.)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함량을 AOAC 방법(2000)에 따라 정량하였다. 수분함량은

시료 1 g을 0.66 M hydrochloric acid 20 mL에 넣어 실온

건조기(DS-80-1, Dasol Scientific Co., Ltd., Hwaseong,

에서 교반 후, 추출액 1 mL를 취해 13,000 rpm에서 10분간

Korea)를 이용해 105°C에서 상압가열건조법으로 측정하

원심분리한 다음 상등액을 0.5 mL 취해 0.75 M sodium

였으며, 조회분 함량은 전기회화로(DS-84E, Dasol Scien-

hydroxide solution 0.5 mL를 가하여 중화시켜 추출물을

tific Co., Ltd., Hwaseong, Korea)를 이용해 600°C에서

제조하였다. 그 후, 튜브를 free phosphorus와 total phos-

직접 회화법으로 회화 후 측정하였다. 조지방 함량은 분쇄된

phorus 측정용으로 나누어 Table 1에 나타낸 효소성 탈인

시료 3 g을 에틸에테르를 용매로 Soxhlet 추출기(Soxtec

산화반응을 거쳐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후 상등

System HT 1043 extraction unit, Foss Tecator, Hoga-

액 1.00 mL를 취해 발색 시약 0.50 mL와 혼합한 다음 655

nas, Sweden)를 이용해 분석하였고, 조단백질 함량은 Mi-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Phytic acid 함량 측정을 위

cro-Kjeldahl법으로 자동 단백질 분석기(Kjeltec 2400

한 검량선은 phosphorus 농도에 따라 5개의 스탠다드를 이

AUT, Foss Tecator, Mulgrave, Australia)로 측정 후 총

용했으며 아래의 식을 통해 phytic acid 함량을 산출하였다.

Table 1. Enzymatic dephosphorylation reaction method
Free phosphorus
Distilled water
Buffer (25 mL, pH 5.5) and sodium azide (0.02% w/v)
Sample extract
Phytase suspension

0.62 mL
0.20 mL
0.05 mL
－

Total phosphorus
0.60
0.20
0.05
0.02

mL
mL
mL
mL

Mix by vortex and incubate in a water bate set at 40°C for 10 min.
Distilled water
Buffer (25 mL, pH 10.4), plus MgCl2, ZnSO4, and sodium azide (0.02% w/v)
Alkaline phosphatase suspension (1.2 mL)

0.02 mL
0.20 mL
－

Mix by vortex and incubate in a water bate set at 40°C for 10 min.
Trichloroacetic acid (50% w/v)
0.30 mL

－
0.20 mL
0.02 mL
0.30 mL

재배지역에 따른 검정콩의 품종별 품질특성

Phosphorus
＝
(g/100 g)

mean M×20×F
10,000×1.0×v

Phytic acid (g/100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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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Aphosphorus

결과 및 고찰

phosphorus (g/100 g)
0.282

일반성분 및 색도
검정콩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Ferric-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조회분 함량은 소청자의 경우 수원 재배시료가 6.62%로 밀

FRAP 측정은 Benzie와 Strain(1996)의 방법을 참고하

양 재배시료보다 높았으며(P<0.001), 청자 3호의 경우도 수

여 측정하였다. Sodium acetate buffer(300 mM, pH 3.6)

원 재배시료가 6.05%로 밀양 재배시료의 5.96%보다 높게

25 mL를 37°C에서 가온 후, 40 mM HCl로 용해한 10 mM

나타났다(P<0.01). 조지방 함량은 소청자의 경우 수원 및

2,4,6-Tris(2-pyridyl)-s-triazine(Sigma-Aldrich Co., St.

밀양 재배시료가 18.25, 18.45%로 두 품종 간의 유의적 차

Louis, MO, USA) 2.5 mL와 20 mM iron(Ⅲ) chloride

이는 없었으며(P>0.05), 청자 3호의 경우 18.22, 18.52%로

(FeCl3･6H2O) 2.5 mL를 가하여 제조한 FRAP reagent

두 품종 간의 유의적 차이는 있었으나(P<0.01) 그 차이가

180 μL에 시료 30 μL와 증류수 90 μL를 넣은 후 37°C에서

크지 않았다. 조단백질 함량은 소청자의 경우 수원 및 밀양

10분간 반응시킨 후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계

재배시료가 40.58, 40.06%로 수원 재배시료가 높았으며

산은 1,000 μM부터 반수희석으로 25 μM까지 6개 농도로

(P<0.001), 청자 3호의 경우에는 수원 및 밀양 재배시료가

하여 FeSO4의 검량식에 대입해 환산하였다.

40.07, 43.08%로 밀양 재배시료가 높게 나타났다(P<0.001).
이는 Lee 등(2019)의 연구에서 콩의 일반성분 분석 결과

α-Glucosidsase 저해 활성

조회분 함량 5.20~6.03%, 조지방 함량 16.33~17.55%, 조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Tibbot와 Skadsen(1996)

단백질 함량 33.35~36.45%라고 보고한 것에 비해 높았는

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α-Glucosidase(Sigma-

데, 이는 본 연구 결과가 수분함량을 고려한 건조중량으로

Aldrich Co.)와 p-nitrophenyl-α-D-glucopyranoside(p-

환산하였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콩은 재배온도, 토양비옥도

NPG; Sigma-Aldrich Co.)를 0.1 M sodium phosphate

와 같은 재배환경에 따라 단백질과 지방 합성 경로의 변화가

buffer(pH 7.0)로 용해하여 제조하였으며, positive control

달라져 일반성분의 함량이나 구성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로 acarbose(Sigma-Aldrich Co.)를 사용하였다. 시료 10

고되어 있어(Lee와 Hwang, 2014) 본 연구의 재배지역에

µL에 0.5 unit/mL α-glucosidase 90 µL를 혼합하여 37°C

따른 조단백질 함량 차이의 원인으로 예상되나, 조지방 함량

에서 20분간 incubation 한 후, 1 mM NPG 용액 100 µL를

은 유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에

가하여 ELISA microplate reader(Elx 808, Bio-Tek Inc.,

따라 추후 소청자와 청자 3호의 재배지역에 따른 일반성분

Winooski, VT, USA)를 이용해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함량 차이 구명을 위해 같은 지역에서의 연차별 검정을 통한

하였으며 이 값으로 저해율(%)을 계산하였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통계분석

명도(L-value)는 소청자의 경우 수원 재배시료가 75.33, 밀

재배지역에 따른 검정콩의 색도는 Table 3에 나타냈다.
실험 결과값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한 결과를 평균과 표준

양 재배시료가 83.39로 나타나 밀양 재배시료가 높았으며

편차로 나타냈으며, 통계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t-

(P<0.001), 청자 3호의 경우 수원 재배시료가 78.81, 밀양

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재배시료가 85.68로 나타나 두 품종 모두 수원 재배시료에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해 독립표본 Student’s t-

비해 밀양 재배시료의 명도값이 높게 나타났다(P<0.001).

test에 의해 실험군 간의 차이를 P<0.05, P<0.01, P<0.001

이는 Kim(2007)이 보고한 흑태의 명도 79.13, 백태의 명도

Table 2. Proximate contents of black soybeans by cultivation area and cultivars
Cultivars

Cultivation area

Moisture (%)

Socheongja

Suwon
Milyang

5.03±0.041)
6.26±0.04

t-value
Cheongja

Suwon
Milyang

−34.81

***

5.07±0.04
6.62±0.12

Proximate contents (%, dry base)
Crude ash
Crude lipid
Crude protein
6.62±0.02
6.10±0.01
49.02***
6.05±0.02
5.96±0.01

18.25±0.13
18.45±0.05
−2.52
18.22±0.05
18.52±0.05

40.58±0.06
40.06±0.07
10.66***
40.07±0.06
43.08±0.06

***
8.22**
−8.17**
−64.43***
t-value
−21.59
Each value is mean±SD (n=3).
**
P<0.01 and ***P<0.001; a independent t-test comparison of different cultivation areas (Suwon, Milyang) in soybean cultivar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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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Hunter’s color value of black soybeans by cultivation area and cultivars
Cultivars
Socheongja

Cheongja

L*

Cultivation area

1)

a*

b*

Suwon
Milyang

75.33±0.30
83.39±0.14

−2.65±0.01
−2.82±0.01

14.43±0.19
15.19±0.15

t-value

−41.64***

18.74***

−5.47***

Suwon
Milyang

78.81±0.34
85.68±0.25

−2.39±0.00
−2.02±0.02

14.45±0.04
11.96±0.12

t-value

−28.10***

−41.58***

34.88***

1)

Each value is mean±SD (n=3).
P<0.05, **P<0.01, and ***P<0.001; a independent t-test comparison of different cultivation areas (Suwon, Milyang) in soybean
cultivars.

*

85.56과 비교해볼 때, 소청자, 청자 3호 모두 수원 재배시료

유 함량도 소청자의 경우 밀양 재배시료가 높았으며(P<

는 흑태와 유사하였고, 밀양 재배시료는 백태와 유사하였다.

0.05), 청자 3호의 경우 수원 재배시료가 높게 나타나(P<

콩을 이용한 가공제품인 두부의 경우 명도가 높을수록 기호

0.01) 불용성 식이섬유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Ryoo 등

도가 증가한다 하여(Sim 등, 2020), 본 연구의 재배지역에

(2004)은 콩의 총 식이섬유 함량이 16.83~21.71%라 보고

따른 콩의 명도 차이는 중요한 인자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했으며, Lee 등(2013)은 24.20~25.76%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소청자 밀양 재배시료의 경우 이

식이섬유

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였다. 본 실험 결과 소청자는 밀양

식이섬유는 식물의 세포벽 및 세포 내에 함유된 성분으로

재배에서, 청자 3호는 수원 재배에서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서 인간의 소화효소에 의해 소화되지 않는 난소화성 탄수화

것으로 미루어볼 때, 식이섬유 함량 또한 일반성분과 마찬가

물로 정의되며(Kang 등, 2003), 장 기능에 대한 생리적 효

지로 품종의 유전적 요인에 따라 환경에 대해 다르게 영향을

과,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혈장 포도당과 인슐린 조절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효과 등(Kim 등, 2014)이 보고된 바 있다. 콩에 풍부하게
함유된 불용성 식이섬유는 수분결합 능력이 뛰어나 위에 포

Phytic acid 함량 측정

만감을 주고 변을 묽게 하여 장에서의 이동시간을 감소시켜

검정콩 품종별 재배지역에 따른 phytic acid 함량을 분석

통변을 용이하게 하며(Baek 등, 2010), 식물 세포의 탄수화

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소청자의 경우 수원 재배시료가

물 방출을 느리게 해 혈중 당 농도를 낮추게 하는 기능이

2.17 g/100 g, 밀양 재배시료가 1.89 g/100 g으로 나타나

있어(Liu 등, 2012) 높은 식품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수원 재배시료가 유의적으로 높았으나(P<0.01), 청자 3호

연구에서 검정콩의 불용성, 수용성 및 총 식이섬유 함량 측

는 두 지역 간의 함량 차이는 있지만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

정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총 식이섬유 함량은 소청

았다(P>0.05). 본 시험 결과 phytic acid 함량은 1.76~2.17

자의 경우 밀양 재배시료가 36.49%로 수원 재배시료의

g/100 g 범위이며, Lee 등(2013)이 여러 종류의 검정콩에

23.66%보다 높았으며(P<0.01), 청자 3호의 경우 수원 재배

서 phytic acid 함량이 0.86~2.51 g/100 g으로 나타났고

시료가 26.80%로 밀양 재배시료의 20.56%보다 높게 나타

대부분 약 2% 정도를 함유한다고 발표한 결과와 유사하게

났다(P<0.05).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은 소청자의 경우 밀양

나타났다. Phytic acid(myoinositol 1,2,3,4,5,6-hexakis

재배시료가 25.06%로 수원 재배시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dihydrogen phosphate)는 곡류, 두류 중에서 Ca 또는 Mg

(P<0.001), 청자 3호의 경우 수원 재배시료가 23.19%로 밀

의 염인 피틴(phytin) 형태로 존재한다(Lee 등, 2013). 또

양 재배시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P<0.05). 수용성 식이섬

한, phytic acid는 Ca, Mg, Zn, Fe, Cu, Mn 등의 2가 혹은

Table 4. Soluble, insoluble, and total dietary fiber contents of black soybeans by cultivation area and cultivars
Dietary fiber contents (%)
Cultivars
Cultivation area
Soluble dietary fiber
Insoluble dietary fiber
Total dietary fiber
Suwon
2.48±0.241)
21.17±0.73
23.66±0.96
Milyang
11.43±3.04
25.06±0.26
36.49±2.93
Socheongja
t-value
Cheongja

Suwon
Milyang

−5.09*
3.60±0.38
1.72±0.27

−8.63***

−7.22**

23.19±1.37
18.84±2.14

26.80±1.39
20.56±2.11

t-value
6.93**
2.97*
4.28*
Each value is mean±SD (n=3).
*
P<0.05, **P<0.01, and ***P<0.001; a independent t-test comparison of different cultivation areas (Suwon, Milyang) in soybean
cultivars.

1)

재배지역에 따른 검정콩의 품종별 품질특성

(P<0.05). FRAP는 낮은 pH에서 환원제에 의해 ferric tri-

3

Phytic acid contents (g/100 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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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idyltriazine(Fe3+-TPTZ) 복합체가 ferrous tripyridyltriazine(Fe2+-TPTZ)으로 환원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

**
2

으로, in vivo에서 혈장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제들의 농도
에 직선적으로 비례하여 FRAP 값이 증가하므로 혈장의 총
항산화능을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방법이다

1

(Moon 등, 2003). 콩의 항산화능은 이소플라본과 검정콩
종피에 함유된 안토시아닌 등 다양한 성분에 의해서 발생하
는데,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활성 및 자유라디칼 소거능뿐만

0
Suwon

Milyang

Suwon

Socheongja
Sochoengja

Milyang
Cheongja

아니라 혈압 강하, 콜레스테롤 저하 등 다양한 생리효과가
보고되어 있으며(Kang, 2013), Hong 등(2010a)은 위도에

Fig. 1. Phytic acid contents (g/100 g) of black soybeans by culti**
vation area and cultivars. P<0.01; a independent t-test comparison of different cultivation areas (Suwon, Milyang) in soybean
cultivars.

따라 이소플라본인 daidzein, glycitein, genistein의 함량
이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안토
시아닌은 적색, 자색, 청색을 나타내는 수용성 플라보노이드
계 색소로서 콩 품종 간 항산화 효과의 차이는 종피의 안토

3가 금속이온과 쉽게 결합하여 무기물의 체내 흡수를 저해

시아닌 함량과 높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하며(Ryoo 등, 2004), 현미의 소화흡수력과 식미 하락에 관

(Hwang 등, 2014). 이러한 안토시아닌의 함량은 품종, 생육

여한다(Kim 등, 2011)고 알려져 있어 항영양인자로 여겨졌

일수, 파종시기, 수확시기 등의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된 바

다. 그러나 지질과산화반응을 촉매하는 철 이온이 phytic

있고(Yi와 Kim, 2010), Hong 등(2010a)은 파종기 및 수확

acid와 복합체를 형성함으로써 하이드록시기를 가진 자유

기가 늦을수록 안토시아닌 함량이 증가한다 하였다. 따라서

라디칼 형성을 억제하여 산화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본 연구 결과의 FRAP 차이는 밀양과 수원 두 재배지역의

(Ha, 2009), 대장암 억제, 항산화 및 항암작용, 신장 담석증

위도 및 기후 차이에 따라 검정콩에 함유된 기능성분이 달라

치료제로서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기에(Choi

짐에 기인한 것으로 예측된다.

등, 2011b) 재배지역에 따른 phytic acid 함량의 차이는 기
능성 검정콩의 육성 및 재배에 유의미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α-Glucosidase 억제 활성 분석
α-Glucosidase는 장의 세포 표면 막에 위치하며 올리고
당, 이당류 등에 존재하는 α-D-글루코시드 결합을 선택적

FRAP 측정

으로 가수분해함으로써 D-glucose를 유리시키는 효소의

본 실험에서 이용한 검정콩 추출물의 FRAP 법에 의한

총칭이다. 당뇨 환자의 경우 식후 급격한 혈당 상승이 문제

항산화 효과는 Fig. 2에 나타냈다. 소청자의 경우 수원 및

가 되기 때문에 단당류 형성과 같은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

밀양 재배시료가 각 32.33, 5.67 µM로 수원 재배시료가 유

는 α-glucosidase 억제제의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의적으로 높았으며(P<0.001), 청자 3호의 경우에는 수원 재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검정콩의 α-glucosidase 억제 활성

배시료가 밀양 재배시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은 Fig. 3에 나타내었다. 소청자의 경우 수원과 밀양 재배시
료가 각각 24.08, 24.89%의 억제 활성을 나타내 밀양 재배
시료가 높게 나타났으며(P<0.01), 청자 3호는 각각 12.82,

40
35

***

10.99%의 억제 활성을 나타내 수원 재배시료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01). 청자 3호의 경우 Hwang 등(2019)

FRAP (μM) .

30

*

25

의 연구에서 콩 메탄올 추출물에서 10.54~11.78%의 억제

20

활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소

15

청자는 이보다 약 10% 이상의 억제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10

나타났다. Ha 등(2019)은 콩에 함유된 daidzein, genistein,

5

glycitein 등의 isoflavone과 soyasaponin 성분이 우수한
α-glucosidase 억제 활성을 나타낸다 하였으며, Hong 등

0
Suwon

Milyang

Socheongja

Suwon

Milyang
Cheongja

Fig. 2. FRAP values of black soybeans by cultivation area and
*
***
cultivars. P<0.05 and P<0.001; a independent t-test comparison of different cultivation areas (Suwon, Milyang) in soybean
cultivars.

(2010a)은 재배지역에 따라 콩의 daidzein, genistein, glycitein의 조성 및 total isoflavone의 함량이 달라졌으나 그
차이는 품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보고한 바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소청자, 청자 3호가 재배지역에 따른 αglucosidase 억제 활성 차이를 보인 것은 품종의 유전적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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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 .

34

높았고, 수원 재배시료가 조단백질 및 phytic acid 함량,

30

FRAP 값이 높았다. 청자 3호의 경우 밀양 재배시료가 조단

**

25

백질 함량, 명도(L)가 높았고, 수원 재배시료가 식이섬유 함

20

량, FRAP 값, α-glucosidase 억제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15

결과적으로 동일 품종의 검정콩일지라도 재배지역에 따

***

라 식이섬유 함량, 항산화 활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는 것

10

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의 함
5

량 등 추가적인 분석 및 비교를 통해 고품질 검정콩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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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Milyang

Suwon

Socheongja

Milyang
Cheong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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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α-Glucosidase inhibition of soybean by cultivation area
and cultivars. **P<0.01 and ***P<0.001; a independent t-test
comparison of different cultivation areas (Suwon, Milyang) in
soybean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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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남부 및 중북부지역에서 생산된 검정콩의 품
종에 따른 품질 특성과 기능성을 비교하여 고품질 검정콩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사용한 검정콩
품종은 소청자, 청자 3호이며 일반성분, 식이섬유, phytic
acid 함량은 수확한 검정콩을 분쇄하여 측정하였고, 분쇄시
료를 100% 에탄올(v/v)로 추출 후 FRAP 활성 및 α-glucosidase 억제 활성을 측정하였다. 일반성분은 조회분 함량이
5.96~6.62%, 조지방 함량이 18.22~18.52%, 조단백질 함
량이 40.06~43.08%로 나타났다. 색도는 명도의 경우 두
품종 모두 밀양 재배시료가 높았으며, 적색도와 황색도는
유의적 차이가 있었으나 재배지역에 따른 경향성은 보이지
않았다. 총 식이섬유 함량은 20.56~36.49% 범위였으며 소
청자의 경우 밀양 재배시료, 청자 3호의 경우 수원 재배시료
가 높게 나타났다. 식이섬유 조성은 수용성 식이섬유 함량이
1.72~11.43%,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은 18.84~25.06%로
나타났으며, 두 항목 모두 소청자는 밀양 재배시료, 청자 3
호는 수원 재배시료가 높게 나타났다. 검정콩의 phytic acid
함량은 1.76~2.17% 범위였으며, 소청자의 경우 밀양 재배
시료에 비해 수원 재배시료의 함량이 높게 나타났으나 청자
3호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검정콩의 FRAP 측정은
소청자의 경우 수원 및 밀양 재배시료가 각 32.33, 5.67%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청자 3호의 경우에도 수원 재배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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