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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임계수를 이용한 분리대두단백질의 가수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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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drolysis of isolate soybean protein (ISP) using subcritical water (SCW) was conducted to study the
feasibility for producing protein hydrolyzate. SCW hydrolysis of SPI suspension (5-15%) was conducted in an electrically
heated batch reactor (2 L). The effects of temperature (230 to 270oC) and holding time (10 to 50 min) on the degree of
hydrolysis (DH) and the production of amino acids were studied by surface response method. The DH was determined
by derivatizing the hydrolyzates with ortho-phthalaldehyde (OPA) solution. It was confirmed that reaction temperature and
holding time affected the hydrothermolysis of soybean protein. However, the holding time was less effective on amino acid
yield when the temperature was higher than 230oC. In order to achieve optimal yields of amino acids exceeding 43%, the
temperature should be within the range between 256 and 268oC with holding time from 29 to 41 min, respectively. A
maximum estimated amino acid yield of 43.5% was obtained at 268oC for 35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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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단백질은 우리들의 식생활에서 다양한 기능성과 필수아미노산

의 공급원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아미노산 및 저분자 펩티

드들의 여러 가지 기능성과 생리활성이 알려지면서 식품산업에

서는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대량 생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

다. 일반적으로 분자량 500-1,000 Da의 펩티드는 쓴 맛의 펩티드

함량이 적고 알레르기가 방지되며(1), 소화성도 개선되기 때문에

고흡수 단백질 에너지드링크 또는 소화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의

단백질원으로 첨가된다(2). 또한 아미노산은 사람 및 동물의 중

요한 영양 보충제이며 제약과 화장품 첨가제로 활용되는 소재이

다. 초기에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가수분해하거나 또는 천연물로

부터 추출하였으나 최근에는 화학적 합성, 발효, 효소공정 등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적 합성법은 위해물질이 생성

될 위험성이 있고 발효와 효소공정은 분리정제 등의 여러 공정

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아임계수는 상온, 상압 상의 물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니며

가수분해 반응을 촉진시키는 반응인자인 물의 이온적을 온도, 압

력에 따라 쉽게 제어가 가능하여 가수분해반응을 촉진시키는 역

할을 한다. 예를 들어 250oC에서 물의 해리상수는 실온의 물보

다 약 1,000배가 증가하게 되어 산 또는 알칼리 촉매로서 작용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아임계수는 저렴하고 손쉽게 구할 수 있

으며, 화학적으로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무해하기 때문에 여러 가

지 응용분야에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3,4). 아임계수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아임계수 가수분해(subcritical water hydrolysis,

SCWH)는 새로운 단백질 분해방법으로서 고단백질원으로부터 아

미노산을 회수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공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백질의 기능성 개선(5,6), 기능성 펩

티드 및 아미노산을 생산하기 위한 단백질원의 수열 가수분해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7-10).

일반적으로 단백질 가수분해물은 분자량에 따라 다양한 용도

로 사용되고 있으며, 특이적인 생리활성을 보이고 있다. 1 kDa

이하의 저분자량은 주로 조미료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 1-10

kDa 범위에서는 다양한 항균 및 항고혈압 기능, 10 kDa 주변에

서는 항산화 효과가 발견되고 있다. 기존 아임계수 처리 연구에

의하면, 단백질의 가수분해도 및 펩타이드 분자량은 처리 온도에

좌우되기 때문에, 용도에 따라 처리조건을 달리함으로써 다양한

분자량을 가진 가수분해물의 선택적 생산도 가능하다. 또한 분리

대두단백질은 콩에서 단백질만 분리하여 탄수화물과 지방을 제

거한 식물성 단백질원으로 수화력이 뛰어나 식품의 증량제, 건강

보조식품, 다이어트식품, 병원환자식, 이유식 등의 그 이용범위가

넓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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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원인 대두단백질을 활

용하여 아임계수 가수분해에서 중요한 인자인 단백질의 초기농

도, 반응온도, 반응시간의 영향을 연구하여 대두단백질로부터 아

미노산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최적화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실험에 사용한 분리대두단백질(Suihua Jinlong Vegetable Oil

Co. Ltd., Heilongjiang, China)의 조성은 단백질 82.7%, 조회분

5.19%, 조지방 2.27%이었다. 모든 분석용 시약은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Merck (Darmstadt, Germany) 등으로부터

구입하였다.

아임계수 가수분해

분리대두단백질의 아임계수에 의한 수열 가수분해는 회분식 아

임계수 장치를 이용하였다(Fig. 1). 장치는 Reaction Engineering사

(Anyang, Korea)에 의뢰하여 자체 제작하였으며 고압반응기는 스

테인레스강으로 제작하였고 용량은 2 L이다. 반응기의 외벽에 가

열망태를 설치하여 전기적으로 가열하였으며, 내부에는 코일형

냉각기와 U자형 교반기를 설치하였다.

분리대두단백질은 증류수에 고속 임펠러 균질기(HG-15A, Daihan

Scientific, Wonju, Korea)를 사용하여 5-15% 농도로 분산시켰다.

단백질 현탁액 1 L를 반응기에 넣고 밀폐한 다음 배기밸브를 열

어놓은 상태에서 가열하여 현탁액의 온도가 80oC에 도달했을 때

2 MPa의 질소가스를 약 1분간 퍼지한 다음 모든 밸브를 닫고 설

정온도로 가열하였다. 이때 반응기 내부 압력은 설정 온도에서

물의 포화증기압보다 약간 높은 압력을 유지하였고, 15-20분 이

내에 설정온도(230-270oC)에 도달하게 가열하였다. 현탁액의 온

도가 설정온도에 도달한 시점을 반응시간 시작점으로 하여 온도

를 ±1oC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일정시간(10-30분) 가

열하였다. 반응 종료 후 고압의 가수분해액은 재킷을 통하여 2oC

의 냉매가 흐르고 있는 상압의 저장용기(10 L)로 배출하여 급속

히 팽창시킴으로서 순간적으로 90oC 이하로 냉각되게 하였다.

대두단백질 수열분해액의 회수 및 분석

저장용기의 대두단백질 수열분해액은 냉장고에서 실온 부근으

로 냉각한 후 10,0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회수

하고 다시 0.45 µm PTFE 막여과기(Sartourius, Gottingen, Ger-

many)로 여과하여 냉동보관 하면서 분석용 수용액 시료로 사용

하였다. 수용액 시료 중의 고형분 함량은 105oC 건조법(11), 총수

용성 단백질 함량은 bovine serum albumin (BSA)를 표준물질로

하여 Lowry법(12),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닌히드린 반응에 의하여

글루탐산을 표준물질로 하여 분광분석법으로 측정하였다(13). 아

미노산 수율은 다음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아미노산 수율(%)=(수용액 중의 아미노산 함량(g)/가수분해에

사용한 대두단백질 시료의 질량(g))×100

단백질의 가수분해도

가수분해도(degree of hydrolysis, DH)는 Nielsen 등의 방법(14)

에 따라 ortho-phthalaldehyde (OPA) 용액으로 가수분해액을 유

도체화하여 340 nm에서 분광광도계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OPA

시약을 시험관에 3 mL 씩 분주하고 blank (증류수), standard

(serine), sample (희석된 가수분해물)을 각각 400 µL씩 투입하여

5초간 교반한 후 정확히 2분간 반응시키고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다음 식과 같이 계산하였다(15).

DH=(h/htot)×100

h=(serine-NH2-β)/α

Serine-NH2=((ODsample−ODblank)/(ODstandard−ODblank))×(S×V×100)/(X×P)

여기서

DH=degree of hydrolysis (%)

h=amount of hydrolyzed bonds determined by absorbance at

340 nm (mEq/g protein)

htot=total number of peptide bonds per protein equivalent for

soy (7.8 mEq/g)

Serine-NH2=mEq serine NH2/g protein

α and β=constants specific for soy protein (0.970 and 0.342,

respectively)

OD=optical density at 340 nm

S=serine concentration (0.9516 mEq/L)

V=volume (L) of the sample

X=mass (g) of sample

P=protein content (%) of the sample.

탁도

대두단백질 가수분해 장치에서 채취한 가수분해물을 ice bath

에서 실온으로 냉각한 후 분광광도계(Genesys 10S UV-Vis,

Thermo Fisher Scientific, Shanghai, China)로 60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한 후 탁도(turbidity)의 지표로 나타내었으며, 가수분해물

을 4oC에서 12시간 정치한 후 단백질의 현탁 상태를 관찰하였다.

UV 스펙트럼

아임계처리에 의한 분리대두단백질 가수분해물의 수용성 단백

질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분광광도계(Genensys 10S UV-Vis,

Thermo Fisher Scientific)를 이용하여 200-440 nm 범위의 흡광도

에서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실험계획 및 최적화

대두분리 단백질 가수분해조건에 대하여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을 사용하여 실험설계하였으며, 가수분해조건을

Fig. 1. Photographs of subcritical water reactor for hydrolysis of
isolate soybean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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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하기 위해서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사용하였다.

중심합성계획법에서는 독립변수로 온도(230-270oC, X1), 반응시

간(10-50분, X2)을 5개의 수준으로 부호화하여 13개의 실험을 설

계하였다(Table 1). 또한 대두분리 단백질 가수분해의 특성에 관

련된 종속변수(Y)는 가수분해해도(DH, Y1), 유리 아미노산 수율

(AA Yield, Y2)으로 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하여 평

균값을 회귀분석에 사용하였다. 회귀분석에 의한 최적조건의 예

측은 SAS software system (Ver. 9.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과 Minitab software (Ver. 14.1, Mintab Inc., State

College, PA, USA)을 이용하였다. 이때 2개의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와의 2차회귀모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Y=b0+ΣbiXi+ΣbiiXi

2+ΣbijXiXj

위 식에서 Y는 예측 응답(response), Xi는 독립변수, b0는 상수

계수(constant coefficient), bi, bii와 bij는 교호 작용 계수(interaction

coefficient)이다. 2차회귀모형의 적합도의 질(quality of fit)은 상관

관계 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R2)로 표현하였고, 각 인자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유의성은 p-value로 판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

대두단백질의 아임계수 처리에 의한 물리적 특성의 변화

분리대두 단백질 10% 현탁액 1.2 L를 반응기에 넣고 200-270oC

에서 20분간 가수분해하였으며, 이 때 승온시간은 15-20분, 아임

계수 처리 시간은 목표 온도에 도달한 시점부터 20분이었다.

대두단백질은 아임계 조건에서 가열 시에 부분적으로 가수분

해 되어 수용성 폴리펩티드 및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대두단백

질 수열분해액의 pH는 Fig.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처리온도가 증

가할수록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00oC에서 7.3으로 중성

이었으나 270oC에서는 10.3으로 알카리성을 나타내었다. 일반적

으로 효소 가수분해의 경우 가수분해가 진행됨에 따라 pH가 감

소하는 것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아미노산의 열분해

과정에서 탈아미노화 반응에 의해 생성된 암모니아가 pH를 상승

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16).

아임계수 처리 직후 수열분해액의 탁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220oC까지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탁도가 증가하였으나 그 이

상의 온도에서는 급격히 감소하였다. 한편 4oC에서 12시간 정치

한 수열분해액을 보면 반응온도 220oC까지는 단백질이 분산상태

를 잘 이루었으나 230oC 이상에서는 분산상태가 파괴되고 단백

질이 분리되어 하부에 침강층을 이루었으며 240oC 이상에서는 이

단백질층이 현저히 감소하여 Fig. 2에 나타낸 탁도의 변화와 일

치되는 경향을 보였다. ISP 현탁액의 아임계수 처리에 대한 Zhang

등(17)의 연구결과를 보면 160oC 이상에서는 단백질 구형입자 내

부에 있던 소수성 및 -SH 그룹이 노출되어 응집이 일어나 평균

입도가 최대가 되어 탁도가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200oC에서는

단백질 입자의 응집과 붕괴가 동시에 진행되고 일부 단백질이 손

상되어 입도가 약간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아임계수 처리에

의한 단백질의 유화능은 120-200oC 범위에서는 온도가 증가할수

록 유화능 지수(emulsifying activity index, EAI)가 현저히 증가하

였는데, 이는 아임계수 처리에 의해 단백질이 unfolding되면서 소

수성 그룹이 노출되어 유화능을 향상시킨다고 하였다(18). 한편

Sunphorka 등(19)은 수열반응의 첫 단계로 단백질 응집반응이 먼

저 일어나고 응집된 단백질이 붕괴되면서 아임계수에 의하여 부

분적으로 폴리펩티드로 가수분해된 후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고

가정하였으며, 고온일수록 응집된 단백질이 급격히 분해되어 저

분자의 가용성 펩티드와 아미노산으로 가수분해 된다고 하였다.

Fig. 2. Turbidity and pH of ISP suspension (10%) after
treatment with subcritical water at different temperatures for

20 min.

Fig. 3. Photographs of ISP suspension (10%) after treatment

with subcritical water at different temperatures for 20 min.

Table 1. Experiment design with effective variables (X
i
) and

values of corresponding experimental responses for hydro-

thermolysis of ISP (10%)

Run
Temperature 

(X1, 
oC)

Time
(X2, min)

Degree of 
hydrolysis 
(DH) (%)

Amino acid 
(AA) Yield 

(%)

1 230 (-1.4) 30 (0) 14.2 31.8

2 250 (0) 10 (-1.4) 13.3 31.6

3 250 (0) 30 (0) 19.7 40.0

4 250 (0) 30 (0) 19.7 40.0

5 235.8 (-1) 44.1 (1) 19.8 37.3

6 264.1 (1) 44.1 (1) 24.9 41.7

7 235.8 (-1) 15.9 (-1) 11.8 30.3

8 250 (0) 30 (0) 20.6 42.7

9 264.1 (1) 15.9 (-1) 20.9 39.0

10 270 (1.4) 30 (0) 21.1 41.2

11 250 (0) 50 (1) 21.1 40.3

12 250 (0) 30 (0) 21.4 40.9

13 250 (0) 30 (0) 21.4 40.9



아임계수를 이용한 분리대두단백질의 가수분해 775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Fig. 3의 관찰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

로 220oC까지는 단백질의 저분자화와 unfolding에 의한 응집으로

분산되어 있었으나 230oC 이상에서는 단백질/폴리펩티드의 분해

와 소수성그룹의 노출로 용해도가 감소하여 침강현상이 발생하

게 되고 온도가 증가할수록 침강된 단백질이 감소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UV 흡수스펙트라

단백질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족 아미노산인 페닐알라닌(Phe),

타이로신(Tyr), 트립토판(Trp)은 280 nm부근에서 자외선을 흡수하

므로 동일한 아미노산 분포를 가진 단백질 용액의 280 nm에서의

흡광도는 단백질의 농도와 비례한다.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대두단백의 아임계수 처리한 열수분해액의 UV 흡수펙트라를 측

정한 결과 최대 흡광도는 285 nm에서 나타났으며,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흡수강도는 증가하였다. 즉, 200oC 아임계수로 20분간

처리한 수열분해액의 최대 흡수강도는 0.43, 210oC인 경우 0.49

이였으나 230oC인 경우에는 0.6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250℃인

경우 최대 흡수강도 0.74를 나타내었다. 한편 270oC인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하여 230oC 경우와 거의 같은 최대흡광도를 나타내었다.

아임계수 조건에서 대두 단백질은 수용성 펩타이드 및 아미노

산으로 가수분해 된다. 반응온도에 따라 흡수강도가 증가하는 것

은 수용성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의 생성량이 증가되기 때문이며,

270oC에서 흡광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은 생성된 수용성 펩타

이드와 아미노산이 고온에 의하여 열분해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수열분해에 미치는 대두단백질 초기농도의 영향

대두단백질의 초기농도가 수열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반응온도는 250oC, 반응시간 20분으로 고정한 조건에서

ISP 농도를 5-15% 범위에서 변화시키면서 아임계수 처리에 의한

가수분해도(DH)와 아미노산수율(YAA)을 살펴보았다. Fig. 5에 나

타낸 것과 같이 초기농도 10% (w/v)일 때 가수분해도 및 아미노

산 수율이 각각 16.2% 및 22.3%로 가장 우수하였으며, 특히 초

기농도 15% (w/v)일 때 가수분해도는 10.1%로 현저히 감소하여

가수분해도는 초기 단백질 농도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inkowska와 Oliveros(10)는 ISP 농도 5-15%의 현탁액

을 반응온도 140-300oC 범위의 아임계수로 가수분해 했을 때,

10% 농도에서 260oC의 온도로 14분간 처리하였을 때 가장 높은

수율을 나타내었고 10% 이상의 농도에서는 아미노산 생산이 저

해되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대두단백질의 수열분해에 미치는 처리시간 및 반응온도의 영향

대두단백질 10% 현탁액을 반응온도 250oC에서 반응시간을 달

리하여 수열분해 하였을 때 수용액 중의 단백질 가수분해도와 유

리 아미노산 수율의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가수분해도는

반응시간 20분까지는 완만히 증가하였으나 그 이후는 거의 일정

하였다. 한편 아미노산 수율은 반응시간 30분까지 증가하였으나

그 이상의 반응시간에서는 생성된 아미노산이 분해되어 수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반응시간을 20분으로 일정하게 고정한 조건에서 대두단

백질 10% 현탁액을 200-270oC로 반응 온도를 달리한 후 아임계

Fig. 4. UV absorption spectra of ISP suspension (10%) treated with subcritical water at different temperatures for 20 min.

Fig. 5. Effect of initial concentration on the hydrothermolysis of

ISP at constant temperature (250oC) and holding time (20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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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로 20분간 가수분해하였을 때 수용액 중의 단백질의 가수분해

도와 유리 아미노산 수율의 변화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온도

200-220oC 범위에서는 가수분해도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230-250oC

영역에서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50oC 이상에서는 완만히 증가

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가수분해도와 아

미노산 수율이 증가하는 것은 대두단백질의 용해도와 물의 이온

적이 증가하여 H+와 OH− 이온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면서 산 또

는 알카리 촉매 반응이 촉진되어 펩티드 결합이 파괴되기 때문

이다. Rogalinski 등(20), Watchararuji 등(9), Zhu 등(21) 및 Luo

등(22,23)도 반응온도와 반응시간이 단백질의 수열분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Watchararuji 등(9)은 반응온도가 220oC 이상 일 때는 아미노산 수

율에 미치는 반응시간의 영향은 적었다고 보고하였고, Rogalinski

등(20)은 250oC 이상에서 아미노산 분해속도는 단백질 분해속도

를 초과하게 되고 330oC에서는 모든 아미노산이 암모니아, etha-

nolamine, ornithin 및 acetic, propanic, n-butyric, isobutyric와 같

은 카복실산으로 분해된다고 보고하였다. 고온영역(260-280oC)에

서 처리시간이 증가하면 아미노산이 감소하게 되는데 이 온도영

역에서는 아미노산이 탈아마이드화에 따른 암모니아의 생성과 탈

카르복시화에 의한 carbonic acid 및 ethylamine과 methylamine 등

의 아민이 생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었다(20,24-26).

최적조건의 설계

아임계수 처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인자는 기질의 초기

농도, 처리온도 및 처리시간이다. 앞선 실험에서 아미노산 수율

이 가장 높았던 분리대두단백농도 10%에서 아임계수의 온도범

위 230-270oC, 처리시간 10-50분의 범위로 실험조건을 달리하여

실시한 후 표면반응 분석법에 의해 최적 조건을 구하였다. 각 실

험조건에 가분분해도와 아미노산 수율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250oC에서 10분 처리 했을 때 가수분해도와 아미노산 수율이 가

장 낮았으며, 각각 13.3% 및 31.6%를 나타내었다. 처리온도가 상

승하고 처리시간이 길수록 가수분해도와 아미노산 수율은 증가

하였으며, 가수분해도는 온도 264.1oC, 처리시간 44.1분에서 24.9%

의 최대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 최대로 얻을 수 있는

분리대두단백질의 가수분해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Fountoulaki와

Lahm의 방법(27)으로 산분해 했을 때 가수분해도는 99%로 분리

대두단백질이 거의 완전히 분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2에 나타낸 반응표면 회귀분석 결과, 가수분해도(Y1)의

R2은 0.93, 아미노산의 수율(Y2)의 R2은 0.96으로 p<0.01의 유의성

을 나타내었다. 독립변수는 온도와 시간 모두 가수분해도와 아미

노산 수율에 유의한 영향(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수분해도의 회귀식은

Y1= −423.484891+3.096184X1+1.849210X2−0.005469X1
2

−0.005X2
2−0.006594X1X2

아미노산 수율의 회귀식은

Y2= −779.901024+6.038339X1+2.298008X2−0.011288X1
2

−0.005375X2
2−0.012663X1X2

가수분해도에 대한 3차원 반응표면 곡선은 Fig. 8(A)에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대두 단백농도를 10%로 고정한 후, 반응온도와

처리 시간이 가수분해도에 대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이 때, 반응

온도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가수분해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정준분석(canonical analysis)에 의해

Fig. 6. Effect of holding time on the hydrothermolysis of ISP

(10%) at constant temperature (250oC).

Fig. 7. Effect of reaction temperature on the hydrothermolysis of
ISP (10%) at constant holding time (20 min).

Table 2. Analysis of variance showing effects of treatment

variables and interaction effects on response variables

Source
Degree of
freedom

Sum of squares

DH (%, Y1) AA Yield (%, Y2)

Model 5 160.16*** 223.12***

Linear 2 138.05*** 147.60***

Quadratic 2 18.11** 70.90***

Cross 1 4.00 4.62*

R2 0.93 0.96

X1 3 84.07*** 127.15***

X2 3 82.40*** 109.76***

***, **, * indicate significance at p<0.01, 0.05, and 0.1, respectively
aResponse surface model: Y=b0+b1X1+b2X2+b11X1

2+b12X1X2+b22X2

2,
where Y is dependent variables, X1 is Temperature, and X2 i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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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된 정상값은 최대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 때 반응온도 264.88
oC, 처리시간 39.79분에서 23.37%의 가수분해도로 예측되었다.

아미노산 수율에 대한 3차원 반응표면 곡선(Fig. 8(B))에서 반

응온도와 처리시간이 증가할수록 아미노산 수율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며, 정분분석에 의해 예측된 정상값은 반응온도

258.95oC, 처리시간 35.77분에서 43.047%의 아미노산 수율로 최

대값으로 예측되었다.

Fig. 8의 contour plot에서 43.0% 이상의 아미노산 수율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은 온도 256-268oC, 처리 시간 29-41분 범위로 나타

났으며, 이 온도와 처리시간 영역을 벗어나면 아미노산 수율은

감소하는데 이는 수열가수분해 과정에서 아미노산이 열분해 되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단백질 가수분해에서는 최적조건에서 수율이 23.4%로 상당히

낮은데 이는 펩티드 결합은 보다 안정하기 때문에 펩티드 결합

이 파괴되기 위해서는 상술한 것과 같이 고온의 아임계 조건 요

구되며 이러한 조건에서는 아미노산이 생성되는 동시에 생성된

아미노산이 부분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Rogan-

linski 등(28)은 단백질의 펩티드 결합은 전분의 β-1,4-glycosidic

및 셀룰로오스의 β-1,6-glycosidic 결합보다 훨씬 안정하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모델 단백질로서 BSA로 부터 아미노산 생성반응을

연구하였을 때 아미노산의 수율은 반응 온도와 처리시간에 에 따

라 강하게 영향을 받았으며 고온에서는 처리시간이 짧은 조건일

때 최대수율을 얻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온도가 높을수록 수

율은 낮아지고 그 대신 처리시간은 현저히 짧아진다는 사실을 염

두고 두고 최적 조건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3%

이상의 아미노산 수율과 최대의 단백질 가수분해도를 얻을 수 있

는 반응조건을 구하기 위해 최적화를 하였다. 그 결과 262.59oC

의 온도, 37.65분의 처리시간에서 단백질 가수분해도와 아미노산

수율은 각각 24.06%, 43.49%로 계산되었다.

요 약

최근 아임계수 가수분해는 전통적인 단백질 가수분해법의 대

체방법으로서 관심을 받고 있으며, 고단백질원으로부터 아미노산

을 회수하는데 효과적인 공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원인 분리대두단백질

을 선택하여 대두단백질의 아임계수 가수분해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인 대두단백질의 초기농도, 반응온도, 반응시간의 영향을 연

구하여 대두단백질로부터 아미노산을 생산할 수 있는 조건을 최

적화하고자 하였다. 대두단백질 수열분해액의 실온에서 pH는

200oC에서 20분간 처리했을 때 pH는 7.3으로 중성이었으나 온도

가 증가할수록 pH가 증가하여 270oC에서 10.3으로 알카리성을

나타내었다. 반응온도 220oC까지는 수열분해액은 분산상태를 이

루었으나 230oC 이상에서는 분산상태가 파괴되고 단백질이 분리

되어 하부에 침강층을 이루었으며 240oC 이상에서는 이 단백질

층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반응온도는 250oC, 반응시간 20분으로

고정한 조건에서 대두현탁액의 초기농도가 수열분해에 미치는 영

향을 살펴본 결과 초기농도 10% (w/v)일 때 가수분해도 및 아미

노산 수율이 각각 16.2% 및 22.3%로 가장 우수하였다. 또한 반

응온도 200-220oC 범위에서는 가수분해도와 아미노산 수율은 서

서히 증가하였으나 230-250oC 영역에서는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50oC 이상에서는 다시 완만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250oC 이

상에서 아미노산 분해속도는 단백질 분해속도를 초과하였다. 표

면반응분석법으로 예측한 결과 268oC, 처리시간 35분에서 최적

아미노산 수율 43.5%를 얻을 수 있었다.

Fig. 8. Response surface plots (1) and contour plots (2) for degree of hydrolysis (A) and yield of free amino acid (B) as a function of

reaction temperature and holding time during the hydrothermolysis of IS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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