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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콩은 콜레스테롤이 존재하지 않고 양질의 단백질과 필수

지방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최근 WHO에서 콩단백질이 우

유 단백질과 대등한 품질로 확인됨에 따라 효용가치가 높은 

천연 식품소재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콩에 함유된 isoflavone

을 비롯한 각종 생리활성 물질이 체내에서 콜레스테롤치 

저하, 항암작용, 치매방지, 면역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고(1-3)됨에 따라, 청국장이나 두유와 같은 대두 제품

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콩가공제품은 콩 이

외에 분리 콩단백(soy protein isolate, SPI)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콩에서 비롯된 기능성 

peptide(4,5)나, 생리활성 물질(6-8)을 보강시킨 새로운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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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을 시도하고 있다. 

두유는 여름철 별미식인 콩국의 비린내를 제거하여 음료

형태로 개발한 제품으로, 과거에는 환자나 노인층에 국한

해서 특수 양식으로 이용되었으나 근래에는 대중화된 

음료식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전통식 두유 생산 이외에 소비자의 기호에 부응하여 맛을 

개선하는 동시에 기능성을 향상시킨 제품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관심중의 일부분은 칼슘을 보강한 고칼슘 제품으

로, 대다수의 현대인이 칼슘결핍에 따른 골질환 발병의 위

험(9)에 노출된 점을 감안할 때 시장성이 클 것으로 평가된

다. Protease를 이용한 콩 가수분해물 생산은 콩단백질의 

특성 변화로 고칼슘 두유(105mg/100 mL 이상 칼슘함유)를 

생산할 때 발생되는 응고, 침전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밖에

도 기능성 peptide 및 생리활성 성분의 유리현상 등으로 

새로운 건강음료의 개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콩단백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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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produce functional soy hydrolysates, we investigated the characteristics of soy hydrolysates prepared 
with 4 kinds of commercial proteases. The yield was high in protease (B), in which 43.2% soy flour and  61.6% 
SPI were obtained. The solubility and the contents of total phenolic compound were greatly increased by the treatment 
of protease (B) along with protease (C). The calcium intolerance was improved after the protease (B) treatment in 
soy flour or Soybean Protein isolate (SPI). Consideration for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including yield, 
protease (B) has potential application for the production of soy hydrolysates. After the protease treatment, the beany 
flavor of soy flour became weak and the bitter taste was strong in both soy flour and SPI.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of beany flavor and bitter taste among delete protease hydrolysates. Nevertheless, further modifications 
and  improvements to the sensory characteristics would be required for the development of a range of products 
with the hydrolys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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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제 처리에 관한 연구로는 Chae 등(10)과 Choung 등(11)

이 미생물을 복합처리한 두유박 단백질 제조 및 콩단백질 

특성에 대해, Pyun과 Hwang(12)이 Bacillus polymyxa에서 

분리한 protease를 처리한 단백질의 기능성에 대해 보고하

고 있으나, 아직 상업적 활용을 위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다른 4종의 protease 처리에 따른 

콩분말 및 콩분리단백(SPI) 가수분해물의 특성을 조사하여 

그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의 재료는 2004년 경북 상주군에서 재배한 메주

콩을 분쇄기로 100mesh 이상 분쇄시킨 분말과, (주)정식품

에서 제공받은 콩분리단백(soy protein isolate, SPI)을 각각 

증류수에 현탁하여 10%(w/v)용액으로 만들어 기질로 이용

하 다. Protease는 Daiwa kasei(Japan)에서 (A) Protin

90,000 PU/g, (B) Protin 70,000 PU/g, (C ) Protin -1 100,000

PU/g 및 (D) Protin- 2 100,000 PU/g를 각각 구입하여 사용

하 다. 

가수분해물의 제조

Cha와 Yoon의 방법(13)에 준하여 콩분말 및 SPI 기질용

액을 200mL씩 취한 후 각각의 protease를 기질용액에 대해 

0.2%(v/w)의 농도로 첨가한 다음, 50℃에서 2시간동안 100

rpm으로 진탕하면서 가수분해 시켰다. 각 반응액은 80℃에

서 10분간 처리하여 잔존 protease를 불활성화 시킨 후, 

8,000 rpm에서 2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징액을 사용하

으며, 대조구는 기질용액에 protease 처리를 하지 않은 것을 

동일하게 비교하 다.

수율 및 용해도 측정

수율은 원료량에 대하여 가수분해 후 남은 잔사의 건조

중량을 뺀 값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용해도는 Edwards와 

Shipe의 방법(14)에 따라 가수분해물 10 mL에 10%(w/v) 

trichloroacetic acid(TCA)용액을 동량으로 넣어 혼합한 후 

원심분리(3,000 rpm, 10분)하여 불용성 물질을 제거한 후, 

분리된 상징액의 가용성 단백질을 정량하여 총 단백질에 

대한 가용성 단백질의 백분율로 표시하 다. 이때 10% 

TCA용액에 침전하지 않는 단백질을 가용성 단백질로 정의

하 다.

총 페놀성 물질 및 칼슘내인성 측정

총 페놀성 물질은 A.O.A.C(15) 방법으로 정량하 으며 

tannic acid를 표준물질로 이용하 다. 칼슘내인성은 Pyun

과 Hwang의 방법(16)에 따라 각각의 가수분해물 10 mL에 

30 mM CaCl2용액 10 mL을 첨가하여 25℃에서 30분간 반

응시켰다. 반응액은 원심분리(8,000 rpm, 10분)하여 침전물

을 제거한 후, 2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칼슘내인성

으로 나타내었다. 

관능검사

관능검사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거치게 한 후 신뢰성과 

실험에 대한 관심도 등을 고려하여 식품 양전공 대학생 

15명을 선발하여 관능검사를 실시하 다. 각 가수분해물의 

비린향(1점:비린내가 매우 강하다, 5점: 전혀 나지 않는다)

과 쓴맛(1점:매우 쓰다, 5점: 전혀 쓰지 않다)에 대하여 5점 

평점법으로 평가하 으며(10) 이때 시료는 4℃에서 보관 

후 제공되었다. 관능검사 결과는 PC-SAS system을 이용하

여 통계처리 하 으며, 시료간의 유의성 검증은 ANOVA를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 다(17).

결과 및 고찰

콩분말 및 SPI 일반성분

본 실험에 사용된 콩분말과 SPI의 일반성분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수분함량은 콩분말이 8.5%, 

SPI가 7.9%로 나타났으며, 조단백질은 SPI가 콩분말보다 

2배(90.6 ± 0.12 %)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SPI에서는 

조지방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콩분말은 SPI보다 조회분과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았다.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 of soy flour and  soy protein 
isolate

(unit : %)

Composition Soy flour Soy protein isolate

Moisture 8.5 ± 0.21
1) 7.9 ± 0.16

Crude protein 40.8 ± 0.13 90.6 ± 0.12

Crude fat 20.5 ± 0.12 -

Crude ash 4.2 ± 0.14 1.0 ± 0.10

Crude carbohydrate 26.0 ± 0.13 0.5 ± 0.13
1)
Mean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수율 및 용해도

콩분말과 SPI에 4종의 protease를 각각 처리하여 얻은 

가수분해물의 수율은 콩분말을 기질로 하 을 때 각 

protease 처리군의 수율은 39.8∼ 43.2%로, 대조군의 수율 

33.5%와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나, SPI에서는 protease (A)

를 비롯해서 3종의 protease 처리로 수율이 2∼10배까지 

큰 폭으로 증가하 다(Fig. 1). 이는 콩분말의 경우 가용성

을 가진 비단백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SPI에 비해 수율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수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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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질 모두 protease (B)처리 시에 가장 높았다. 

Protease 처리 후 용해도는 가수분해물의 가용성 단백질 

비율을 측정한 것으로, 가수분해로 생성된 peptide의 용해

도와 분자크기 등을 간접적으로 나타낸다(Fig. 2). 용해도는 

protease (D)을 제외한 나머지 protease를 SPI에 처리하 을 

때 크게 증가하여, 단백질의 가용화가 급속히 진행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Protease (D)는 가수분해물의 수율은 양호

하 으나 분해 특성상 좀더 고분자의 peptide를 생산하기 

때문에 용해도가 낮은 것으로 예상되었다. 용해도는 

protease (B)처리구와 (C)처리구에서 높았으며, 콩분말에서

는 용해도가 약 22%, SPI에서는 약 43%정도로 나타났다. 

단백질의 용해도는 등전점일 때 최소이고, 양 극단의 pH로 

갈수록 증가하는 유형을 나타낸다(18). 본 연구에서 얻은 

가수분해물의 pH는 5.6∼5.9 범위로, 본 연구결과는 Pyun과 

Hwang(12)이 두유단백질에 효소제를 처리하여 동일한 pH

에서 얻은 38% 내외의 수율을 얻은 것과 유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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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yield of soy flour and soy protein isolate 
hydrolysate prepared by different prot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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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solubility of soy flour and soy protein isolate 
hydrolysate prepared by different proteases. 

□; soy flour, ■; SPI.

총 페놀성물질 및 칼슘내인성

각각의 protease 처리에 따른 총 페놀성 물질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SPI를 protease 

(B)와 (C)로 처리한 경우 총 페놀성 물질은 249.9 mg%, 

222.2 mg%로, 대조구 137.6 mg%에 비해서 1.6배 이상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rotease (A)처리구의 총페놀

성 물질은 167.9mg%로 대조구와 차이가 없었으며, protease 

(D)처리구는 총 페놀성 물질 함량이 대조구보다 낮아 가수

분해물간 상호작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Pratt 등(8)이 

콩단백질을 가수분해하면 페놀성 항산화성분인 isoflavone

인 genistein과 daidzein, glycitein 등을 추출된다고 보고된 

바 있어, 가수분해 후 페놀성 물질의 증가는 isoflavone 성분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함유된 페놀성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콩분말은 대조구의 총 페놀성 물질이 57.4 mg%로 나타났

으며, protease (A)와 (D)처리구에서 58.0 mg%와 64.9 mg%, 

protease (B)와 (C)에서 83.1 mg%와 77.3 mg%를 나타내었

다. 앞서 SPI에 대한 결과와 관련지어 볼 때, protease (A),(D)

의 분해기전은 기질의 총 페놀성 물질 유리현상과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Table 2. Comparison of total phenolic compound contents of soy 
flour and soy protein isolate hydrolysate prepared by different 
protease

     (mg %)

Protease kinds Soy flour Soy protein isolate

Control 57.4 ± 0.931) 137.6 ± 2.41

A 58.0 ± 1.91 167.9 ± 3.68

B 83.1 ± 3.27 249.9 ± 1.06

C 77.3 ± 1.82 222.2 ± 0.95

D 64.9 ± 1.85 69.6 ± 1.22

1)Values are mean ± S.D.

Protease 처리 후 가수분해물의 칼슘내인성을 조사한 결

과를 콩분말의 칼슘내인성은 protease (A), (C) 및 (D)처리구

에서 0.105∼ 0.188로 대조구의 0.107과 차이가 없었으나 

protease (B)처리구는 0.42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Table 3). 

SPI 가수분해물의 칼슘내인성은 protease (B)처리구에서 

0.32로 다른 protease 처리구보다 높았다. 또한 Protease (B)

처리에 따른 칼슘내인성은 SPI 기질보다 콩분말을 기질로 

한 처리구에서 높게 나타나 콩분말과 SPI간 성분 차이에 

의한 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칼슘내인성은 콩단백

질의 칼슘에 대한 결합 억제능을 나타낸 값으로, 칼슘이 

강화된 음료형태의 콩제품 생산에 있어 잠재적 품질결정 

요인으로 인식된다(16). 따라서 칼슘내인성은 단백질의 용

해도와 함께 콩가공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주요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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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ase (B)는 칼슘내인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칼슘내인성에 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Table 3. Comparison of calcium intolerance capacity of soy flour 
and soy protein isolate hydrolysate prepared by different proteases

Protease kinds Soy flour Soy protein isolate

Control 0.107 ± 0.0021) 0.093 ± 0.004

A 0.116 ± 0.000 0.179 ± 0.003

B 0.421 ± 0.014 0.320 ± 0.008

C 0.188 ± 0.003 0.256 ± 0.012

D 0.105 ± 0.007 0.121 ± 0.011

1)
Turbidity at 280 nm of diluted(×100) supernatant of soymilk added 30 mM CaCl2.

관능평가

콩분말과 SPI의 protease 가수분해물의 관능검사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콩분말에서 콩 특유의 비린향은 대

조구와 protease 처리구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SPI

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콩분말을 protease로 

처리하면 lipoxygenase의 작용이 저해되어 콩비린내가 감

소한 것으로 생각되며, SPI는 콩에서 SPI를 분리․제조하는 

중에 lipoxygenase가 불활성화 됨으로서 콩비린향에 유의

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protease를 

처리한 후 잔존한 콩비린내는 본 연구에서 열처리되지 않은 

기질을 이용하여 저온(50℃)에서 가수분해물을 제조한 것

에 기인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맛에 대한 평가는 콩분말과 

SPI 모두 대조구보다 protease 처리구가 유의적으로 쓴맛을 

나타내었으며, 콩분말보다 SPI을 기질로 한 조건에서 쓴맛

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쓴맛은 가수분해물을 

제조할 때 고미성 아미노산이 함께 생성됨에 따른 것이며, 

콩분말에 비해 SPI의 가수분해도가 높아서 쓴맛이 좀더

Table 4. Sensory evaluation of soy  flour and soy protein isolate 
hydrolysate prepared by different proteases

Protease
kinds

Soy flour Soy protein isolate

Beany flavor Bitter taste Beany flavor Bitter taste

Control 2.59
b 3.87a 3.38a 3.66a

A 3.16a 3.66b 3.48a 3.50ab

B 3.21a 3.62b 3.52a 3.19b

C 3.18a 3.59b 3.42a 3.18b

D 3.09a 3.69b 3.45a 3.22b

ab
means in the column followed by the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쓴맛은 콩비린내와 마찬

가지로 protease 종류에 따른 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상

의 결과로 protease (B)를 이용한 기능성 콩 가수분해물의 

제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protease (B)의 

최적 처리조건과 관능적 특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며, 가수분해물을 음료 등으로 상품화할 경우에는 

제품의 concept 및 소비계층의 기호를 반 하여 관능적 보

완이 요구되었다.

요   약

콩 가수분해물의 기능성 강화를 위하여 콩분말 및 SPI에 

4종의 protease를 처리하여 가수분해물의 특성을 조사하

다. 수율은 protease (B)를 처리하 을 때 콩분말에서 43.2%, 

SPI에서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용해도와 총페놀성 

물질은 protease (B)와 (C)처리구에서 크게 증가하 으며, 

칼슘내인성은 protease (B)를 처리하 을 때 향상되었다. 콩

분말에서 콩 특유의 비린내는 protease처리로 감소하 으

나 콩분말과 SPI 모두 protease 처리로 쓴맛이 강해졌으며 

protease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수분해

물의 수율을 비롯한 이화학적 특성을 감안할 때, protease 

(B)가 가수분해물 제조에 적합하 으며, 가수분해물의 활

용 형태에 따라 관능적 특성의 보완이 요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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