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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inhibition effect of soybean protein isolate hydrolysate was studied
using protease. Soybean protein isolate was hydrolysed by seven enzymes (Alcalase 2.4 L, Flavourzyme 500
MG, GC 106, Multifect Neutral, Neutrase 0.8 L, Papain 30,000 and Protamex), enzyme concentrations (0, 0.5,
1.0 and 1.5%), at various hydrolysis times (0, 1, 2, 3, 4, 5 and 6 hr) and suspension concentrations (1, 5, 7,
10 and 15%). Absorbance at 280 nm, brix and ACE inhibitory activity of soybean protein isolate hydrolysates
were investigated. Absorbance at 280 nm and brix of Alcalase 2.4 L treatment were higher than other enzyme
treatments. The optimum condition of hydrolysis was Alcalase 2.4 L, 1% enzyme concentration, 5% suspension
concentration for 4 hr. IC50 value of ACE inhibitory activity of soybean protein isolate hydrolysate was 79.94
μg/mL. These results suggest that soybean isolate protein hydrolysate from Alcalase 2.4 L may be of benefit
for developing antihypertensive therapeu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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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가 원산지로, 우리

나라는 약 1,500년 전부터 재배되고 있다. 대두의 구성은 가

식부와 배아로, 가식부인 종실의 자엽(떡잎)이 약 90～92%

를 구성하고 있으며,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각각 40% 및

20% 정도 함유되어 있어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단백질 급원

일 뿐만 아니라 콩이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혈중 콜레

스테롤치를 낮추고,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및 고혈압

등의 예방과 당뇨병, 간장병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어 영양

학적 가치와 생리활성물질로서의 중요성도 인정되고 있다

(1,2). 이러한 대두는 발효제품(된장, 청국장, 고추장, 간장),

발아제품(콩나물), 기타 가공식품(두유, 두부, 식용유) 등의

식품으로 널리 애용될 뿐만 아니라 식품의 소재로써 탈지

대두, 농축대두단백(soy protein concentrate), 분리대두단백

(soy protein isolate) 및 조직대두단백(textured soy protein)

등이 이용되고 있다(3). 대두 단백질은 종류별로 각 기능 특

성이 달라 식품소재의 기능성 및 생리활성 효과를 입증하려

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고 있는데 단백질의 기능특성을 개선

하는 방법 중 가수분해 효소 처리를 통한 변형대두단백질을

제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용 가능성이 크다(4,5).

대두단백질의 효소분해물이 단순히 아미노산 집합체로만

설명할 수 없는 생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6), 주로 대두단백질의 가수분해물인 대두 펩타이드들이 콜

레스테롤 저하효과, 항고혈압활성, 항암활성, 항산화활성,

항동맥경화성 등에 관여한다고 밝혀져, 영양공급과 기호성

을 충족시키는 기본 목적 이외에 질병예방 및 기능적 효능을

갖춘 새로운 식품소재로서 재평가되고 있다(7-9). 대두단백

질 뿐만 아니라 casein(10), 된장(11), 정어리(12), 오징어

(13), 문어(14) 및 번데기(15) 등의 식품단백질의 효소가수분

해물에서 다수의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저

해 펩타이드가 보고되고 있어 혈관확장의 촉진, 혈소판의

흡착저해 등의 효과를 보이는 bradykinin의 C 말단(Phe-

Arg)을 분해하여 혈관 이완을 억제함으로써 혈압을 상승시

키는 ACE를 저해시켜 혈압강하를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16,17). 본 연구는 대두단백질을 단백질 가수분해효소를 이

용하여 가수분해 시킨 후 생성된 가수분해물의 in vitro 상에

서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의 억제로 항고혈

압 생리활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두 단백질의 효소

적 가수분해 조건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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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대두는 경동시장에서 탈지대두분말을 구

입하여 -4
o
C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단백질 분해

효소로는 Alcalase 2.4 L(Novozyme, Bagsvaerd, Denmark),

Flavourzyme 500 MG(Novozyme), GC 106(Oka Zone

International, Seoul, Korea), Multifect Neutral(Oka Zone

International), Neutrase 0.8 L(Novozyme), Papain 30,000

(Oka Zone International), Protamex(Novozyme)를 사용하

였다. 실험에 사용한 가수분해 효소의 최적온도와 pH는

Alcalase 2.4 L(60oC, pH 7), Flavourzyme 500 MG(50oC, pH

7), GC 106(55oC, pH 4), Multifect Neutral(50oC, pH 6),

Neutrase 0.8 L(50
o
C, pH 6.5), Papain 30,000(70

o
C, pH 6),

Protamex(50oC, pH 6)이었다.

일반성분 분석

대두의 일반성분 분석은 AOAC방법(18)에 따라 수분은

105oC 상압가열 건조법, 회분은 550oC 건식회화법, 조단백질

함량은 semi-micro Kjeldahl법으로 하였으며, 지방은 Soxthlet

으로 측정하였다. 당질은 100－(수분＋회분＋조단백질＋조

지방)으로 계산하였다.

분리대두단백질 제조

분리대두단백질(soybean protein isolate)의 제조는 Lee

등(19)의 방법으로 제조하였다. 탈지 대두분에 5배의 증류수

에 분산시켜 1 M NaOH용액으로 pH를 최대 용출 pH로 pH

7.5, 8.0, 8.5, 9.0으로 조절한 후 55
o
C에서 3시간 교반하였다.

이 분산액을 4oC, 50분간 6,5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상층

액을 모은 다음 1 M HCl 용액으로 pH를 3.5, 4.0, 4.5로 조절

하여 15분간 교반한 후 생성되는 단백질 침전을 4
o
C, 30분간

6,000 rpm으로 원심분리하고, 침전물을 취한 후 이를 3번

반복한다. 침전물을 증류수로 세척한 뒤 동결건조 하였다.

분리대두단백질의 효소 가수분해

분리대두단백질의 가수분해를 위한 효소처리는 Kim 등

(20)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분말시료에 증류수 10 배

에 분산시킨 후 효소처리를 하였다. 처리한 효소의 양은 시

료 중의 1%로 하였다. 가수분해는 효소의 최적온도와 pH에

서 4시간 실시하였다. 가수분해물 3 mL를 95oC의 물중탕에

서 5분간 열처리하여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다음 20% tri-

chloroacetic acid(TCA)용액 3 mL를 가하여 30분간 방치

후, 원심분리(3000 rpm, 10 min)해서 침전물을 제거한 후,

상징액을 가수분해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280 nm의 흡광도

와 brix를 측정하였다. 상기 방법에 의해 선정된 효소의 농도

를 선정하기 위하여, 효소 농도는 시료 중의 0, 0.5, 1.0, 1.5%

로 가수분해하여 280 nm에서의 흡광도와 brix를 측정하여

최적 효소 농도를 선정하였다. 분리대두단백질의 가수분해

시간을 선정하기 위해 0, 1, 2, 3, 4, 5 및 6시간 동안 가수분해

한 다음 280 nm에서의 흡광도와 brix 측정하여 최적 가수분

해 시간을 선정하였다. 분리대두단백질의 농도는 40 mL에

1, 5, 7, 10 및 15%의 농도에 해당하는 분리대두단백질 분말

을 첨가하여 가수분해 시킨 다음, 280 nm의 흡광도와 brix를

측정하여 농도를 결정하였고, 이 조건으로 가수분해물을 제

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분리대두단백질 가수분해물의 ACE 저해작용

ACE 저해활성 측정은 Cushman과 Cheung(21)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ACE 저해활성은 0.3 M NaCl을 함유한

0.1 M sodium borate buffer(pH 8.3)에 rabbit lung acetone

powder(Sigma, St. Louis, USA)를 1 g/10 mL(w/v)의 농도

로 4oC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한 후, 4oC, 4,000 rpm에서 40분

간 원심분리 하여 ACE조효소액을 얻었다. ACE 저해활성은

10 mg/mL의 농도로 제조한 시료 50 μL에 0.1 M sodium

borate buffer(pH 8.3) 100 μL와 ACE 조효소액 50 μL를 가한

다음 37
o
C에서 5분간 예비반응 시킨 후, 0.3 M NaCl이 함유

된 0.1 M sodium borate buffer(pH 8.3) 5 mL에 HHL(hip-

puryl-histidyl-leucine)(Sigma) 25 mg을 첨가하여 만든 기

질 50 μL를 첨가하여 37
o
C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이에 1

N HCl 250 μ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후, ethyl acetate

1.5 mL를 가해 15 sec 교반한 후 원심분리(4oC, 3000 rpm,

5 min)하여 상징액 1 mL을 얻었다. 이 상징액을 120
o
C에서

30분간 완전히 건조시켜 증류수 3 mL를 가한 다음 다시 용

해한 후 22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ACE 저해활성을

측정하였다. 대조구로서는 추출물 대신 추출용매 50 μL를

가해 실험하였으며, ACE 저해활성 효과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ACE inhibition (%)＝( 1－
S-SB

)×100C-CB

S: sample absorbance, SB: absorbance of sample blank

C: control absorbance, CB: absorbance of control blank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AS(1999-200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

분석을 수행하였고, 평균간 유의성 검정은 Duncan의 multi-

ple range test로 처리간의 유의차(p<0.05)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분리대두단백질의 수율

pH 조절에 따른 탈지 대두분말의 대두 단백질 분리한 결

과는 Fig. 1, 2와 같다. 알칼리 처리에 따른 수율은 pH

7.5(16.32%), pH 8(17.82%), pH 8.5(19.90%), pH 9(20.45%)

로 pH가 증가할수록 수율도 높아지나 pH 8.5와 pH 9.0의

수율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어(p<0.05), 적정 pH를 8.5로 선

정하였다. 탈지대두분말을 pH 8.5에서 처리하여 얻은 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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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alkali treatment on yields of soybean pro-
tein isolate. Data are mean±SD (n=3). 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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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acid treatment on yields of soybean protein
isolate. Data are mean±SD (n=3). Values with the same super-
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액의 산 처리에 따른 수율은 pH 3.5(19.65%), pH 4(19.72%),

pH 4.5(20.72%)를 나타내어 적정 pH를 4.5로 선정하여 대두

분리단백질을 제조하였다.

일반성분

탈지 대두분말과 탈지 대두분말에서 분리한 분리대두단

백질의 일반성분은 Table 1과 같다. 분리대두단백질의 일반

성분은 단백질 87.54%, 수분 3.34%, 회분 3.48%, 지방 0.13%,

당질 5.51%로 구성되어 탈지대두의 일반성분과 비교하면

단백질 함량은 49.90%에서 87.45%로 증가하였으나, 수분,

회분, 지방, 당질 성분은 감소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soybean (Unit: %)

Sample1) Moisture Ash
Crude
protein

Crude
fat

Carbo-
hydrate

DS

SPI
2)

7.79

3.34

5.22

3.48

49.90

87.54

49.90.61

0.13

36.48

5.51

1)DS: defatted soybean, SPI: soybean protein isolate.

가수분해 효소 선정 및 첨가량

분리대두단백질에 대한 단백질 가수분해효소 Alcalase

2.4 L, Flavourzyme 500 MG, GC 106, Multifect Neutral,

Neutrase 0.8 L, Papain 30,000, Protamex의 가수분해성을

측정하기 위해 아미노산의 함량을 나타내는 280 nm의 흡광

도 값과 brix의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아미노산의

280 nm의 흡광도 측정결과, GC 106 효소처리 시 2.53으로

흡광도 값이 가장 높았고, Alcalase 2.4 L(2.40), Protamex

(2.29) 순으로 높았다. Brix 측정결과는 Protamex 효소처리

시 8.62로 값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Alcalase 2.4

L(8.54), Multifect Neutral(8.50)이 높았다. 두 결과 값을 토

대로 효소 가수분해 시 최적 가수분해 효소로는 Alcalase

2.4 L, Protamex, Multifect Neutral을 선정하였다. 분리대두

단백질의 가수분해 효소 농도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된 3

종의 효소(Alcalase 2.4 L, Protamex, Multifect Neutral)를

0, 0.5, 1.0, 1.5%의 농도로 가수분해하여 280 nm의 흡광도와

brix를 측정한 결과는 Fig. 3, 4와 같다. 280 nm의 흡광도는

Alcalase 2.4 L 1.5%에서 값이 2.60으로 가장 높았으며, brix

Table 2. Effects of enzyme on hydrolysis of soybean protein
isolate

Enzyme
Temp.
(
o
C)

Absorbance
at 280 nm

Brix

No enzyme
Flavourzyme 500 MG
Protamex
Papain 30,000
GC 106
Multifect Neutral
Neutrase 0.8 L
Alcalase 2.4 L

55
50
50
65
55
55
50
65

1.39
1.80
2.29
1.80
2.53
2.01
2.12
2.40

8.40
8.29
8.62
8.32
8.39
8.50
8.49
8.54

Substrate concentration: 1%, enzyme concentration: 1%,
hydrolysis time: 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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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enzyme concentration on hydrolysis of
soybean protein isolate in absorbance.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enzy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x-z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enzyme

concentration (%)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 Alcalase
2.4 L, : Protamex, : Multifect Neutral. Substrate concen-
tration: 1%, Hydrolysis time: 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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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enzyme concentration on hydrolysis of
soybean protein isolate in brix. a-cMeans with different super-
scripts in the same enzym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x-z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enzyme concen-
tration (%)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 Alcalase 2.4
L, : Protamex, : Multifect Neutral. Substrate concentration:
1%, Hydrolysis time: 4 hr.

에서는 Protamex 1.5%에서 8.39로 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이처럼 효소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가수분해율도 높아지

나, 효과 좋고 경제적인 효소농도를 1%로 선정하였다. 또한,

분리대두단백질을 3종의 단백질 분해효소에 1%의 효소를

넣고 가수분해하여 얻은 가수분해물의 AC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를 Fig. 5와 같이 나타났다. ACE 저해활성이

가장 높은 효소는 Alcalase 2.4 L로 59.48%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Protamex가 40.57%를 나타내었

다. Multifect Neutral은 17.92%로 효소의 가수분해 정도가

낮아 ACE 저해활성이 낮다고 판단되어진다. 위의 결과로

분리대두단백질의 최적 단백질 분해효소는 Alcalase 2.4 L

로 선정하였다.

가수분해시간

분리대두단백질 분말의 최적 가수분해시간을 선정하기

위하여 단백질 분해효소 Alcalase 2.4 L을 1% 첨가하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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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CE inhibitory activities of soybean protein isolate
hydrolysats by various enzymes. Data are mean±SD (n=3).
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Substrate concen-
tration: 1%, Enzyme concentration: 1%, Hydrolysis time: 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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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bsorbance and brix of soybean protein isolate hy-
drolysate according to hydrolysis times. Data are mean±SD
(n=3). 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are not significantly dif-
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 Brix, ◆ :
Absorbance at 280 nm. Substrate concentration: 1%, Alcalase 2.4
L concentration: 1%.

0.5 1, 2, 3, 4, 5 및 6시간 동안 가열 처리하여 가수분해 시간

별 가수분해물의 280 nm의 흡광도와 brix를 측정한 결과는

Fig. 6과 같이 나타났다. 280 nm의 흡광도 측정결과, 0시간

에서 2.09, 30분 가수분해 시 2.63, 4시간 가수분해 시 2.80,

6시간 가수분해 하였을 때 2.84의 값을 나타내었다. Brix는

6시간 가수분해 했을 때 9.0으로 값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이 4시간과 5시간 가수분해 시 8.90의 값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결과 처리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수분해에 따른 흡광도

와 brix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가수분해 시간으

로 효과는 4시간에서 높았고, 경제적인 면을 고려했을 때

1시간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나, 1시간과 4시간 가수분해한

분리대두단백질 가수분해물의 ACE 저해활성을 측정하였

다. 측정결과, 1시간 가수분해 시 33.33%, 4시간 가수분해

시 59.84%의 ACE 저해효과를 나타내어 최적 가수분해 시간

을 4시간으로 선정하였다.

분리대두단백질 적정 농도

분리대두단백질 분말의 분산농도를 선정하기 위하여 분

말의 농도를 1, 5, 7, 10 및 15% 범위로 제조하여, 이에

Alcalase 2.4 L 1%를 첨가하여 65oC에서 4시간 가수분해한

후 280 nm의 흡광도와 brix를 측정한 결과는 Fig. 7과 같이

나타났다. 기질인 분리대두단백질 가수분해물의 280 nm의

흡광도는 분말 1%에서 2.80를 나타내었으며, 5%(3.45),

7%(3.47%), 10%(3.53%), 15%(3.64)로 분말의 농도가 증가

하면 280 nm의 흡광도 값이 증가하였으며, brix 측정값도

1%(8.94), 5%(10.10%)에서 15%(12.57)로 분말의 농도 증가

와 함께 brix 값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리대

두단백질의 측정값에서 5%와 15%에서의 280 nm의 흡광도

값에서 유의적 차이는 있으나(p<0.05), 많은 양의 대두단백

질 분말을 10% 이상으로 물에 분산 시 포화상태가 되어 효

소반응을 일으키기 어려워진다. 효소반응 효과와 경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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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bsorbance and brix of soybean protein isolate hy-
drolysate according to substrate concentration. Data are
mean±SD (n=3). 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are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 Brix, ◆ : Absorbance at 280 nm. Alcalase 2.4 L concentration:
1%, Hydrolysis time: 4 hr.

Weighing the soybean protein isolate (SPI) flour

↓

Adding distilled water (5% SPI solution)

↓

Adding Alcalase 2.4 L 1%(v/w) in SPI flour

↓

Heating at 65
o
C for 4 hr

↓

Heating at 80
o
C for 5 min

↓

Let the hydrolysate cool (4
o
C)

↓

Centrifuge the SPI hydrolysate for 40 min at 7000 rpm

↓

Filtering off impurities through filter paper
(No. 2, Toyo Roshi Kaisha, Ltd.)

↓

Concentration (60oC)

↓

Freeze drying

Fig. 8. Product procedure of soybean protein isolate (SPI)
hydrolysate.

고려하여 분리대두단백질의 최적 적정농도는 5%로 선정하

였다.

분리대두단백질 가수분해물의 제조공정

분리대두단백질 가수분해물은 분리대두단백질분말을 5%

농도에 가수분해효소 Alcalase 2.4 L를 1% 첨가하여, 65oC에

서 4시간 가수분해하여 Fig. 8과 같이 나타내었다.

분리대두단백질 가수분해물의 ACE 저해활성

분리대두단백질을 Alcalase 2.4 L 단백질 분해효소로 4시

간 가수분해하여 얻은 가수분해물의 in vitro 상에서의 고혈

압을 저해시키는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ACE 저해활성

(IC50)을 측정한 결과, IC50는 79.94 μg/mL를 나타내었다. 본

태성고혈압은 혈액 내에서 angiotensin-I이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의 작용에 의해 고혈압성 peptide

호르몬인 angiotensin-Ⅱ로 전환시켜서 혈관수축작용과

adrenal cortex에서 aldosterone의 분비를 촉진하여 물과

Na+ 방출을 억제하여 혈압을 상승시키게 된다(22,23). ACE

저해인자는 angiotensin-Ⅱ의 생성을 억제하고 혈관 확장제

인 bradykinin을 증가시키고 특이적으로 신장혈관을 확장시

켜 나트륨 배설을 촉진함으로써 혈압을 강하시키게 된다

(24,25). 이러한 ACE의 저해인자로서는 저분자 peptide들과

그 유도체들, 차(tea)에 존재하는 catechin과 메밀의 rutin같

은 polyphenol 성분들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26-28).

Do 등(29)은 어육펩타이드의 항고혈압 효과 연구에서 멸치

육의 가수분해물의 ACE 저해활성(IC50)은 165 μg/mL, 명태

육의 가수분해물은 147 μg/mL의 활성을 보인다고 보고하였

고, Chung 등(30)은 굴 효소 가수분해물의 제조에 관한 연구

에서 Protamex 효소로 1시간 굴 가수분해 시 ACE 저해능

(IC50)이 1.49 mg/mL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Suh 등

(31)은 대두 가수분해물의 혈압강하 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7개의 가수분해효소 중 trypsin과 Bacillus subtilis 기원의

단백분해효소에 의한 대두 가수분해물이 99% 이상의 높은

혈압강하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Yeum과 Kim(32)은

식품단백질 효소가수분해물의 angiotensin-I 전환효소 저해

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효소의 복합적인 분해에 의해 생성되

는 서로 다른 구조나 사슬길이 및 아미노산 배열 순서를 가

지는 여러 종류의 peptide가 ACE 저해활성을 나타내는 것으

로 추정하였다. 이처럼 식품단백질 효소 가수분해물은 효소

에 따른 기질특이성과 가수분해 시간 등에 의해 ACE 저해

활성이 달라진다고 판단되어진다. 앞으로 대두 가수분해물

의 ACE 저해인자를 분리하여 그 구조와 아미노산 배열을

밝히고자 한다.

요 약

분리대두단백질의 가수분해물을 제조 시, 최적 가수분해

조건을 설정하기 위하여 총 7종의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를

이용하여 효소선정, 효소농도, 가수분해시간 및 분리대두단

백질분말의 첨가량에 따른 단백질의 함량 정도를 나타내는

280 nm의 흡광도 측정과 수율을 대신한 brix 측정, 가수분해

물의 ACE 저해활성 등을 조사하였다. 분리대두단백질 분말

에 증류수를 5%의 분산농도로 하여 분해효소 Alcalase 2.4

L을 1%(v/w) 첨가하여 65
o
C에서 4시간 동안 가열하여 가수

분해하였다. 가수분해를 마친 후 효소의 반응정지를 위하여

80
o
C에서 5분간 열처리한 후, 4

o
C로 냉각하여 원심분리

(7,000 rpm, 40 min) 하였다. 원심분리 한 상등액을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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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한 후, 60
o
C에서 농축하였다. 농축액을 냉동시켜, 진공

동결건조 하여 분리대두단백질 가수분해물을 제조하였다.

분리대두단백질 가수분해물의 수율은 38.32%를 나타냈으며,

ACE 저해활성(IC50)은 79.94 μg/mL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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