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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ascertained the characteristics of crude protease extracted from fruits (fig, kiwifruit 
and pineapple) as well as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s (bio nuruk, traditional nuruk, meju and rice koji) 
to determine their suitability for industrial application. Crude protease extracted from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s was found to have a higher optimum temperature (70°C) and salt concentration (1～3%) but a lower optimum 
pH (3～6) value compared to the corresponding values for the protease extracted from fruits. On comparison, the 
total activities of protease per gram unit follow the order: bio nuruk> rice koji> traditional nuruk> fig> pineapple> 
meju> kiwifruit. Based on our results, we conclude that protease extracted from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s 
has potential for application in food industry, for example, as a meat tenderizer for sausage manufacturing and as 
a protease for cheese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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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육류의 연한 정도는 소비자들에 의한 품질 평가 시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 중의 하나로 꼽힌다. 육류 식육을 

연화시키는 방법에는 기계적인 방법, 수화력 증가, 숙성, 단

백질분해효소의 이용방법 등이 있다(1–4). 이들 중 단백질

분해효소를 이용하는 것은 추출원이 자연에서 얻은 것이므

로 식품첨가물로서 안전하여 많이 이용되어 왔다. 기존의 

단백질분해효소에 관한 연구들은 파파야(5), 무화과(6), 아

스파라거스(7), 키위(8-12), 파인애플(13,14), 배(14,15), 

능이버섯(16), 닥나무 열매(17) 등 많은 식물성 원료에 함유

되어 있는 효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식육의 연화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단백질분해효소는 대부분 미생

물에서 기원한 효소를 주로 사용하며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생물 기원 단백질분해효소는 조미료의 제조, 맥

주·청주의 혼탁방지, 치즈의 숙성과 같은 식품공업, 소염진

통제나 소화제 등의 제약산업, 세제산업과 피혁공업 등 다방

면의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18). 미생물성 단백질분해효

소는 원하는 목적에 따라 곰팡이, 세균, 방선균 등 다양한 

미생물로부터 효소를 얻어내고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의 

장점을 근거로 산업적 규모로 대량 생산되고 있다. 

한국의 전통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원료 중 메주

나 누룩, 입국 같은 전통발효제들은 단백질분해효소를 함유

하고 있지만 이러한 발효제들이 포함하고 있는 효소를 이용

하여 전통발효식품 이외의 식품공업에 적용하는 경우는 거

의 없다. 메주는 간장, 고추장 및 된장과 같은 장류의 원료로 

대두 발효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발효

제이다(19,20). 개량메주 제조 시 Aspergillus(A.) oryzae 

혹은 A. sojae 곰팡이가 종국으로 주로 사용되지만, 전통메

주의 경우에는 Bacillus subtilis에서 유래한 세균성 단백질

분해효소를 비롯한 다양한 곰팡이와 효모 유래 효소가 존재

한다. 특히 subtilisin은 Bacillus 속의 미생물이 분비하는 

효소로 콩단백질이나 어육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식품용으

로 사용되고 있다(21). 누룩은 거칠게 빻은 날밀에 물을 가

하고 성형하여 배양실에서 자연의 미생물을 번식시킨 것으

로, 전통적인 술의 양조에서 발효제로 사용된다(22). 입국은 

증자한 쌀에 곰팡이를 인위적으로 접종한 후 배양한 것으로 

탁주, 약주 및 청주의 양조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발효제이

다. 전통적인 탁주와 약주의 제조에서는 누룩이 유일한 발효

제로 사용되었으나, 품질 컨트롤이 어렵고 당화효율이 낮으

며 특유의 누룩취를 보이므로 현재 산업적인 양조에서는 미

생물을 접종하여 제조한 입국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23). 

입국이나 개량누룩 제조 시에는 주로 A. kawachii 같은 

Aspergillus 속 균주를 사용하며, 여러 종류의 단백질분해

효소를 생산하고 다양한 pH 범위에서 활성을 나타낸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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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누룩의 경우에는 Aspergillus 속 곰팡이 이외에도 

Rhizopus, Mucor, Absidia 속 곰팡이 및 효모 등이 단백질

분해효소 분비에 관여한다. 

효소는 생물계 전반에 걸쳐 분포하지만 이 중 동·식물은 

원래 효소 생산을 목적으로 해서 사육 혹은 재배되는 것이 

아니며, 세대시간이 길고, 지리적, 계절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수확량이 달라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미생물의 경우에

는 효소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우량균주를 쉽게 얻을 수 있

으며, 배양방법을 고안해서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

이 있다(24). 이러한 장점을 근거로 효소의 자원을 미생물에

서 구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지만, 실제 식품현장에서는 

미생물을 순수 배양하여 원하는 효소를 분리 정제하기 위해

서는 숙련된 기술력이 요구되므로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식육연화 목적을 위한 기초 연구로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식물 유래 단백질분해효소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전통발효식품의 제조를 위해 사용되는 

발효제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의 활성을 비교 분석하

였다. 단백질분해효소 활성이 강한 키위와 파인애플 그리고 

무화과로부터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와 전통발효제인 메

주, 누룩, 입국으로부터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의 활성을 비

교하여 최적의 효소반응 조건을 찾고, 나아가 한국의 전통발

효제로부터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의 식품 산업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원료의 기원

본 실험에서 사용한 키위는 뉴질랜드산, 망고와 파인애플

은 필리핀산, 무화과는 전남 영암에서 재배된 것을 2012년 

10월에 광주광역시 L마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전통

누룩은 광주광역시의 (주)송학곡자, 메주는 경상북도 성주

군의 문화메주, 개량누룩으로는 바이오 누룩(bio nurook, 

Hankuk hyoso, Hwasung, Korea), 입국은 경기도 이천시

의 백암 양조장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하였다. 파파인(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등 실험에 사용한 시약

은 일급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조효소의 추출

과일의 단백질분해효소는 Cho 등(12)의 방법을 참고하

여 추출하였다. 과육의 껍질을 박피하고 가식부분을 잘게 

썬 후 2배(w/v)의 0.1 M sodium phosphate buffer(pH 

7.0), 5 mM cysteine, 2 mM EDTA를 가하여 blender로 

균질화하고 cheese cloth로 여과하였다. 여과액을 5,5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조효소액으로 사

용하였다. 발효제로부터 효소의 추출은 건조된 발효제를 곱

게 파쇄한 후 20배(w/v)의 증류수를 넣고 blender로 균질화

한 뒤 shaking incubator(SI-300R, Jeio Tech, Daejeon, 

Korea)에서 30°C, 140 rpm의 조건으로 60분간 추출하고 

원심분리한 뒤 상등액을 조효소액으로 사용하였다.

효소 활성 측정

효소의 활성은 Kim 등(6)의 방법을 변형하여 효소액 1 

mL를 시험관에 취하고 0.6% casein 용액 5 mL를 가하여 

잘 흔들고 10분간 30°C 항온수조에서 반응시킨 후 0.44 M 

trichloroacetic acid(TCA) 5 mL를 넣어 반응을 중지시키

고 항온수조 내에 약 30분간 방치시켰다. 침전이 완료되면 

와트만 여과지(#40)로 여과하여 여액 1 mL를 0.55 M 

Na2CO3용액 5 mL와 Folin 시약 1 mL를 넣어서 흔든 후 

30°C에서 30분간 방치시키고 UV spectrophotometer 

(UV-1601,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660 nm

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6). 효소 활성도는 일정량

의 효소가 촉매하는 반응의 속도로 나타내며, 효소 활성도의 

단위는 기준 측정 조건하에서 단위시간(1분) 동안에 1 μmol

의 기질을 전환하는 효소 활성을 1 국제단위(international 

unit, IU)로 나타내었다(24). 본 연구에서는 tyrosine 함량

을 기준으로 표준곡선(y=1.5719x+0.0205, r2=0.9957)을 

작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효소 활성도를 계산

하였다.

Enzyme activity (unit)=(E-B)×
11

×
1

×F
2 10

E=실험구의 tyrosine 환산 함량

B=대조구의 tyrosine 환산 함량

F=효소액의 희석배수

효소의 특성 

온도에 따른 효소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용액에 casein 0.6%를 녹이고 pH를 7.0

으로 조정한 뒤, 20~70°C의 온도에서 효소액과 10분간 반

응시켜 효소 활성을 측정하였다(8). 효소의 최적 pH는 pH가 

2~9가 되도록 조정한 buffer 용액에 casein 0.6%를 녹인 

후 30°C에서 효소액과 10분간 반응시켜 효소 활성을 측정

하였다(10). 효소의 최적 염 농도는 0.1 M sodium phos-

phate buffer 용액에 casein 0.6%를 녹이고 pH를 7.0으로 

조정한 후 0~4% 농도로 NaCl을 첨가하고, 30°C에서 효소

액과 10분간 반응시켜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였다(6).

결과 및 고찰

조효소의 최적 온도

과일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의 온도에 대한 활성은 

Fig. 1(A)와 같다. 키위의 경우 50°C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인 후 급격히 활성이 감소되었다. 이는 50°C까지는 키위 

단백질분해효소의 역가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그 이상의 온

도에서는 급격히 활성의 감소를 보인다는 연구결과와 일치

한다(8). 무화과와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조효소의 경우 온도

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60°C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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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relative activity of crude protease extracted from fruits (A) and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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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pH on the relative activity of crude protease extracted from fruits (A) and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s 
(B).

효소활성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이는 기존 연구결

과와 유사하다(6,13).

전통발효제의 조효소 활성은 Fig. 1(B)와 같이 개량누룩, 

전통누룩, 입국의 경우에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70°C에서 최고 활성을 보였다. 

메주의 경우 특이하게 온도가 낮은 조건에서 활성을 보이다 

50~60°C에서 낮은 활성을 나타내고 70°C에서 효소활성이 

다시 증가하였다. 이는 메주에 존재하는 곰팡이 중 저온에서 

활성화되는 Mucor, Cladosporium, Penicillium과 고온에서 

활성화되는 Lichtheimia, Aspergillus, Eurotium, Scop-

ulariopsis 등이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낮은 온도와 높은 온

도에서 활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24). 과일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의 경우 50°C 전후에서 활성이 높아 식품산

업에서의 응용이 제한적이었다면, 전통발효제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의 경우에는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도 효소 

활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조효소의 최적 pH

과일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의 pH에 대한 활성은 

Fig. 2(A)와 같다. 카제인 단백질의 등전점은 pH 4.6으로 

pH 4와 5의 경우 카제인이 녹지 않아 pH 2, 3, 6~9를 측정

하였다(25). 무화과와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조효소의 경우 

pH 7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고 pH 8 이상에서는 효소활

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키위의 경우 pH 8에

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고 pH 9에서는 활성이 급격히 저

하되었다. 과일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는 pH 6 이하에

서 활성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키위는 pH 7.0~ 

8.5에서 안정하며 pH 2~3의 강산에서는 실활되었다는 연

구결과와 유사하다(10). 

전통발효제의 조효소 활성은 Fig. 2(B)와 같다. 개량누룩

의 경우 pH 6까지 활성이 점차 증가하다 pH 7 이후에는 

활성이 저하되었다. 전통누룩은 pH 3의 산성조건에서 활성

이 가장 좋았으며 중성과 알칼리 조건에서는 활성이 떨어지

는 모습을 보였다. 메주는 pH 7~8에서 활성이 가장 좋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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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salt concentrations on relative activity of the crude protease extracted from fruits (A) and traditional Korean fermenta-
tion starters (B).

며 pH 9에서는 활성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이는 pH가 7.6인 

배지에서 Bacillus 균주가 가장 높은 단백질분해효소 생산

을 보였다는 연구와 pH 7.2 상태에서 효소 활성이 높게 나타

났다는 보고와 유사하다(26,27). 하지만 배양 pH가 10.2일 

때 높은 효소 활성을 나타난다는 보고와는 다소 상이한 결과

를 보였다(28). 입국의 경우에는 pH 3~6까지의 산성 환경

에서 높은 활성을 보였고, pH 7 이상의 중성과 약알칼리성 

환경에서는 활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조효소의 최적 염 농도

과일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의 염 농도에 대한 활성

은 Fig. 3(A)와 같다. 무화과에서 추출한 조효소의 경우 염 

농도가 높아질수록 효소활성이 감소하였으며, 무화과 단백

분해 조효소의 경우 NaCl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단백질분

해효소 활성이 감소된다는 보고와 일치한다(6). 키위와 파인

애플에서 추출한 조효소는 염 농도 2%가 염 농도 1%의 조건

보다 활성이 우수했다. 이는 키위의 경우 카제인에 대한 효

소활성은 염도가 0.5 M까지 증가하다가 급격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하다(8).

전통발효제의 조효소 활성은 Fig. 3(B)와 같다. 전통누룩

은 염 농도 3%에서 최적 활성을 보였고, 입국의 경우에는 

염 농도 1~2%에서 높은 활성을 보였으나 염 농도 3%에서 

활성이 급격하게 떨어져 전통누룩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

였다. 메주와 개량누룩의 경우에는 염 농도 4%까지는 단백

질분해효소 활성이 염 농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다. 과

일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에 비해 입국을 제외한 전통

발효제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가 높은 염 농도에서도 

활성을 잃지 않았으며, 이는 소시지 제조처럼 염을 가하는 

식품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효소의 최적 활성

효소는 촉매작용을 위한 최적의 pH와 온도가 있으며, 이

러한 최적 조건하에서 활성이 가장 높아지고, pH, 온도, 염 

농도의 변화에 따라 효소활성은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과일

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의 경우 pH 7~8의 조건에서 

최적의 활성을 보인 반면, 전통발효제에서 추출한 단백질분

해효소의 경우에는 pH 7 이하의 산성 조건에서 최적의 활성

을 보였다. 최적 pH는 효소 촉매 부위 근처의 양전하(proton) 

수여기 또는 양전하 수용기가 필요로 하는 최적 이화학 상태

와 관련되어, 기질과의 결합이 용이한 pH 범위를 벗어나면 

촉매반응을 하기가 어려워 반응에 중요하다(24). 전통발효

제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의 경우에는 과일에서 추출

한 단백질분해효소보다 활성을 나타내는 pH 구간이 넓었으

며 비교적 산성인 조건에서 최적의 활성을 보이므로 식품산

업에의 응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최적 pH 조

건은 기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제 현장에서는 기질

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과일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의 경우에는 50~60°C 

사이에서 최적의 활성을 보인 반면, 전통발효제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는 70°C에서 최적의 활성을 보였으며, 이는 

70°C까지는 전통발효제의 효소가 열 변성으로 실활되지 않

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에서 유래한 효소

의 최적 온도는 그 미생물의 생육 최적 온도보다 높다고 알

려져 있으며, 일부 내열성 효소는 80°C의 고온에서 최적의 

활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24). 식품산업 현장에서 온도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전통발효제에서 추출한 단백질분

해효소의 경우, 보다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산업에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과일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의 경우 염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활성이 저하되는 경향성을 보였지만, 전통발효제

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는 입국을 제외하고는 염 농도 

2~3%에서 실활되지 않았다. 미생물 유래 효소들이 염 농도

에 내성을 갖는 이유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염을 

2% 이상 사용하는 소시지 제조나 기타 발효식품 제조 시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은 pH 7, 37°C의 같은 조건에서 추출한 단백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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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 activity of crude protease extracted from fruits and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s

Source Sample
Protease activity 

(U/mL)1)
Total activity

(U)
Total weight

(g)
Specific activity

(U/g)2)

Fruits
Fig
Kiwifruit
Pineapple

 0.693)

0.11
0.57

189
 30
155

100
100
100

1.89
0.30
1.55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s

Bio nuruk
Traditional nuruk
Meju
Rice koji
Papain (0.01%)

0.30
0.10
0.06
0.12
0.07

30.45
 9.80
 5.46
11.76
 7.00

5
5
5
5

0.01

6.09
1.96
1.09
2.35
700

1)Protease activities were measured at 37°C, pH 7 and 0% NaCl concentration.
2)Specific activities are expressed as total activity per g of materials. 
3)Data represent average of triplicate determination. Standard deviations and statistical analysis are omitted for simplicity.

해효소의 활성을 보여준다. 효소 표준품의 활성도를 나타내

는 데 사용되는 비활성도(specific activity)는 효소활성도

를 단백질 함량으로 나눈 값인 units/mg protein으로 나타

내지만, 본 연구에서는 조효소의 활성을 units/g material로 

나타내었으며 상대적 비교를 위해 0.01%(w/v) 파파인 용액

을 제조하여 비교하였다. 파파인은 파파야에서 유래한 단백

질분해효소로 최적 pH는 7.0~7.5의 범위이며, 육류가공 등

의 식품산업에서 연육제로 사용되고 있다(15). 본 연구조건

과 같은 용매의 양과 추출 조건을 사용한 경우 메주를 제외

하면 전통발효제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 활성(Unit/ 

mL)이 0.01% 파파인 용액보다 높았다. 얻어진 효소액(mL)

과 사용한 원료(g)를 고려하여 원료 g당 효소활성(Unit)을 

비교하면 과일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의 경우에는 0.30 

~1.89 U의 값을 보였고, 전통발효제에서 추출한 단백질분

해효소의 경우에는 1.09~6.09 U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대개 동물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 내의 결체조직의 함량 

비율이 높아지고, 급속냉각에 의한 저온단축, 열안정성이 높

은 결체조직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고기가 질겨지며, 고기의 

연화를 위해 식물성 원료인 파파야, 파인애플, 무화과에서 

추출한 효소인 파파인(papain), 브로멜라인(bromelain), 피

신(ficin)을 이용한다. 이들 효소는 시스테인계 단백질분해

효소로 결체초직 내 단백질인 콜라겐과 근원섬유 단백질에 

강한 활성을 가지고 있어 육류 연화효소로 사용되고 있다

(24). 이러한 식물 유래 단백질분해효소는 열안정성이 비교

적 낮고 염 농도가 증가할수록 효소활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 전통발효제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효소는 효소

의 최적 온도가 높고 다양한 pH 범위에서 활성을 보였으며, 

염 농도가 증가해도 효소활성이 저하되지 않았다. 또한 같은 

조건에서의 효소활성이 식물유래 단백질분해 조효소보다 

높았으며 우리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이므로 고기 연화

의 목적으로 사용 가능하고, 나아가 치즈가공, 맥주와 와인 

제조, 제빵 등의 다양한 식품분야에서 적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실제 식품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목적에 따라 효소의 정제, 안전성, 기질특이성, 효소

의 첨가량, 반응시간 등의 세부공정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과일(무화과, 키위, 파인애플)에서 추출한 단

백질분해 조효소와 전통발효제(개량누룩, 전통누룩, 메주, 

입국)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 조효소의 특징을 비교하였다. 

전통발효제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 조효소는 과일에서 추

출한 단백질분해조효소보다 높은 온도(70°C), 높은 염 내성

(1~3%), 그리고 낮은 pH(3~6)에서 활성을 보였다. 같은 

조건에서 활성을 비교하였을 때, 바이오 누룩>입국>전통누

룩>무화과>파인애플>메주>키위 순으로 활성이 높았다. 이

러한 결과는 과일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 조효소보다 전통

발효제에서 추출한 단백질분해 조효소의 활성이 우수하고 

고온, 산성, 그리고 염의 조건에서도 활성이 저하되지 않으

므로, 소시지나 치즈 제조 등의 다양한 식품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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