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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hysiochemical properties and biological activities of Gangwon-do 
endemic Makjang (MJ) products (12 types). The pH levels of all samples were in the range of 4.43 to 5.69, and 
MJ5 showed the highest pH (5.69). The salinities of all samples ranged from 11.1% to 16.9%. Hunter color values 
for L (lightness), a (redness), and b (yellowness) ranged from 26.2 to 36.9, 3.9 to 11.5, and 6.5 to 16.6, respectively. 
The amino nitrogen content of MJ2 was highest, whereas the total content of free amino acids of MJ11 (4,657.7 
mg%) was highest. Total fatty acid contents of all samples ranged from 1,598.6 mg% to 2,874.4 mg%, with MJ10 
showing the highest fatty acid content. The content of total polyphenolic compounds ranged from 401.48 to 746.67 
μg tannic acid equivalent/mL, with MJ11 showing the highest content. The 1,1-diphenyl-2-picrylhydrazyl and 2,2'-azi-
no-bis(3-ethylbenzothiozoline-6-sulfonic acid) radical scavenging effects of MJ11, MJ8, and MJ4 were 51.30% and 
82.5%, 41.29% and 67.0%, and 49.88% and 87.7%, respectively. MJ12 showed the strongest growth inhibitory effect 
on lung cancer A549 cells, whereas MJ5 showed the strongest growth inhibitory effect on AGS gastric cancer cell 
and MCF-7 breast cancer cell. MJ7 showed greater lipid accumulation inhibitory activity in HepG2 cells than the 
others. ACE inhibitory activity of MJ11 was the highest among th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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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장류제품은 콩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과정 중에 각종 미생

물의 효소작용에 의해 여러 가지 peptide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는 발효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다. 특히 된장

은 단백질과 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특유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 조미료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된장의 품질은 

주원료인 콩, 소금, 물 등과 발효･숙성과정 중에 관여하는 

다양한 미생물, 제조환경 등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난다(1). 

된장은 콩으로 메주를 만든 후 메주덩어리에 소금, 물, 숯, 

고추, 대추 등 다양한 부원료를 첨가하여 발효･숙성과정을 

거쳐 간장 제조에 사용되는 상등액을 제외한 고형분으로 제

조되는데, 된장의 한 종류인 막장은 메주덩어리로 간장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2). 이처럼 된장 제조과정과 차이를 보이는 막장은 간

장 제조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원부재료 및 제조조건에 

따른 품질 차이뿐만 아니라, 콩 유래 유용성분 및 발효과정

에서 생성되는 유용성분의 기능성 효과가 다를 것으로 생각

된다. 된장은 항암 효과(3), 항돌연변이 효과(4), 항고혈압 

효과(5), 항산화 효과(6)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된장과 유사한 막장제품에 대한 

생리활성 효과 및 이화학적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막장 중 강원도산 막장제품 12종을 수집하여 이화학적 품질

특성 및 생리활성 효과에 관한 기초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막장 제품은 2012년 2월 강원도 내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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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시군에 소재한 72개 장류업체 중 12개 막장제조업체로부

터 각각 구입하였고, -70°C에 보관하면서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성분 분석

pH는 막장 시료 10 g을 취하여 증류수 90 mL와 혼합하고 

균질한 후 원심분리 하여 얻어진 상등액을 여과한 다음 pH 

meter(SG2-ELK, Mettler, Zurich, Switzerland)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적정산도는 시료 10 g에 증류수 90 mL를 

가한 후 균질하였고,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 10 mL를 

0.1 N NaOH로 적정하여 pH가 8.3이 될 때까지의 소비량을 

lactic acid 함량%로 산출하였다(7). 염도는 Mohr법(8)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즉 시료 5 g을 회화한 후 증류수로 500 

mL 정용하였고, Whatman No. 2(Whatman, Maidstone, 

UK)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여과액 10 mL에 크롬삼칼륨 

시약을 2~3방울 떨어뜨린 후 0.02 N AgNO3 시약으로 미홍

색이 나타나는 시점까지 적정하였고, 이의 소비량을 계산하

여 나타내었다. 색도는 직시색차계(ZE 2000, Nippon Den-

shok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Hunter L, a, b 및 ΔE 

값을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백판은 L값이 97.59, a값이 

-0.02 및 b값이 1.83이었다. 수분활성도(Aw)는 수분활성

측정기(CH-8303, Dyconex, Bassersdorf, Switzerland)

로 측정하였다.

아미노태질소

아미노태질소(amino-nitrogen, NH2-N)량은 formol법

으로 측정하였다(9,10). 즉 시료 5 mL에 증류수 250 mL를 

가하여 30분 동안 교반하였고, 원심분리 한 후 얻어진 상등

액 25 mL를 0.1 N NaOH 용액으로 pH 8.5로 조정한 다음 

formaldehyde 용액(pH 8.5) 20 mL를 가하여 pH가 낮아지

면 0.1 N NaOH 용액으로 pH 8.5까지 다시 적정하였다. 

같은 조작으로 0.1 N NaOH 용액의 공시험을 실시하였다.

유리아미노산 함량

유리아미노산은 시료 2 g을 채취하여 50% ethanol 용액 

45 mL를 가한 후 3시간 동안 실온에서 교반하였고, 감압농

축기를 이용하여 에탄올을 제거하였다. 농축된 여액에 증류

수를 가하여 100 mL로 정용한 다음 일부를 취하여 아미노

산 자동분석기(L-8800, Hitachi, Tokyo, Japan)로 분석하

였다. 이때 칼럼은 ion exchange column(4.6 mm×60 mm), 

오븐온도는 30~70°C, 반응코일온도는 135°C였으며, 유속

은 분당 0.35 mL였다. 검출기는 UV detector를 사용하였

고, 검출파장은 570 nm(channel 1)와 440 nm(channel 2)

였다.

지방산 함량

지방산 분석을 위한 지질 추출은 Folch 등(11)의 방법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즉 20 g의 시료를 folch 용액(chloro-

form과 methanol=2:1) 150 mL에 넣고 5분간 균질한 후 

여과지(Whatman No. 2, Whatman)로 여과하고 1,500 rpm

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은 버리고 하층액은 

Na2SO4와 함께 여과하였으며, 농축기로 chloroform을 제

거한 후 지방을 회수하였다. 추출된 지질은 Metcalfe 등(12)

의 방법에 준하여 전처리 후 지방산을 분석하였다. 즉 추출

한 지질 5 mg 정도를 채취하여 methylation tube에 넣어 

0.5 N NaOH 1 mL를 첨가한 후 100°C에 15분간 가열하여 

냉각시켰다. Boron trifluoride methanol 14% solution(BF3 

methanol;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3 

mL를 넣어 다시 15분간 가열한 후 냉각하여 시험관에 옮겨 

1 mL heptane 및 5 mL NaCl 포화 용액을 첨가한 후 혼합하

였으며 층이 분리될 때까지 정치하고 상층액을 채취하여 

epp 튜브에 넣고 -80°C에 냉동 보관하면서 auto-sampler

가 장착된 gas chromatography(7890A, Agilent, Santa 

Clara,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사용된 GC 

column은 capillary column, carrier gas로서는 N2를 이용

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Singleton 등(13)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시료 1 mL에 2% sodium carbonate 용액을 

넣어 혼합하였고 1 N Folin Ciocalteu's reagent(Sigma- 

Aldrich Co.) 0.5 mL를 첨가하여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방치

한 후 750 nm에서 흡광도(Thermo Scientific, Waltham, 

MA, USA)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화합물은 tann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

다. 

항산화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능

은 Blois(14)의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시료 

1 mL에 2.0×10-4 M DPPH 용액에 혼합하여 30분간 25°C

에서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대

조구 대비 소거능을 100%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능(15)은 2.6 mM potassium persulfate에 녹

인 7.4 mM 2,2'-azino-bis-(3-ethylbenzothiozoline-6- 

sulfonic acid)(ABTS; Sigma-Aldrich Co.)를 실온 암소에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radical을 형성시켰으며, 실험 직전 

735 nm에서 ABTS 용액의 흡광도가 1.4~1.5가 되도록 물

의 흡광계수를 이용하여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ABTS 용액 

1 mL에 각 시료 30 μL를 첨가하여 암소에서 30분 동안 반응

시킨 다음 73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hiobarbi-

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TBARS)는 Buege와 Aust 

(16)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25 mg/mL linoleic acid

와 0.2 M phosphate buffer를 혼합하여 emulsion을 만들

고, emulsion에 각 시료 1 mL를 혼합한 다음 40°C에서 144

시간 반응시킨 후 500 μL를 분취하여 35% trichloroac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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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TCA) 250 μL와 0.75% 2-thiobarbuturic acid(TBA) 

500 μL를 각각 혼합하였다.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한 후 70 

% TCA 500 μL를 혼합하였고,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원심분리기(Mega17R, HANIL, Incheon, Korea)로 3,000 

rpm, 4°C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였으며, 상등액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BARS는 malonaldehyde

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 활성 측정은 Marklund

와 Marklund의 방법(17)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 시료를 pH 

8.5로 보정한 Tris HCl buffer(50 mM tris(hydroxy meth-

yl)amino-methane+10 mM EDTA)와 7.2 mM pyrogallol

을 혼합하여 25°C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1 N HCl 50 μL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암세포성장 억제 효과

실험에 사용한 인간 유방암세포주인 MCF-7 세포, 위암

세포주인 AGS 세포, 폐암세포주인 A549 세포는 한국세포

주은행(KCLB,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았으며, 세포배양

을 위해 10% fetal bovine serum(FBS)과 100 U/mL의 

penicillin, 100 μg/mL의 streptomycin을 포함하는 RPMI- 

1640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37°C(MCO-15AC, Sanyo, 

Osaka, Japan)에서 배양하였다. 시료의 세포독성은 3-(4, 

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assay(18)를 수행하였다. 즉 mitochon-

drial dehydrogenases에 의하여 MTT가 formazan으로 변

환되는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96 well plate(Corning, New 

York, NY, USA)에 1.0×106 cells/well로 각 세포를 분주하

고 16시간 동안 배양한 후 시료를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20 μL의 MTT solution을 첨가하여 

CO2 배양기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켰고 550 nm에서 흡광

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대조군에 대한 세포 생존율을 백분율

로 표시하였다(19).

지질 축적 억제 효과

세포배양 및 중성지질 축적: 실험에 사용한 인간 정상간

세포주인 HepG2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에서 분양받았으

며, 세포배양을 위해 5% CO2 배양기에서 MEM(10% FBS, 

100 unit/mL of penicillin G sodium, 100 μg/mL of strep-

tomycin sulfate)으로 배양하였다. 96 well plate에 5×104 

cells/well의 농도로 seeding 하여 배양하였고, 24시간 후 

2% FBS medium을 사용하여 100 μL의 0.5 mM FAs(con-

taining palmitate, oleate in proportion of 6:4)를 처리한 

후 30분 뒤에 추출물을 각각 100 μL씩 첨가하였다. 실험군

으로는 시료를 첨가하지 않고 중성지질 축적을 유도하지 않

은 control group, 시료를 첨가하지 않고 중성지질 축적을 

유도한 0.5 mM FAs군, 0.5 mM FAs군에 막장 열수추출물

을 첨가한 것을 실험군으로 하여 각각 나누었고, 24시간 동

안 배양한 후 ORO staining을 통해 각각에 대한 중성지질 

축적 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다(20). 

MTT assay: HepG2 세포에 대한 시판 막장제품의 독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MTT assay(18,19)를 시행하였다. 

96 well plate에 5×104 cells/well의 농도로 세포를 MEM 

배양액에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 각각의 시료

를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배양액을 제거한 후 

EZ-Cytox Cell viability assay kit(ITSBIO, Seoul, Ko-

rea)을 사용하여 MEM 배양액에 1/10로 희석하여 처리하였

고 37°C incubator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으며, 생성된 

formazan을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Oil Red O 염색 및 정량: 세포 내 중성지질 축적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Oil Red O 염색을 수행하였다. 즉 96 well 

plate에 1×105 cells/well의 농도로 seeding 한 후 각각의 

시료를 처리하고 5% CO2, 37°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

다. PBS로 각 well을 세척하고, 4% paraformaldehyde를 

1 mL씩 넣어 5분 동안 정치한 후 제거하였으며, 4% para-

formaldehyde를 1 mL씩 첨가하여 1시간 동안 실온에서 

정치하였다. Paraformaldehyde를 제거하고 60% iso-

propanol을 첨가하여 세척한 후 각 well이 완전히 마를 때까

지 실온에 방치하였다. 건조된 각 well에 Oil Red O work-

ing solution을 1 mL씩 넣고 1시간 동안 염색한 후 증류수로 

4회 반복하여 세척하였다. 세척한 well이 완전히 마른 후에 

100% isopropanol을 2 mL씩 넣어 염색된 시약을 용출시켰

으며 microplate reader(Thermo Scientific)를 사용하여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활성 억제 효과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 활성은 Yamamoto 등(21)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는 토끼의 허파

에서 아세톤 분말(Sigma-Aldrich Co.)로 정제한 시료 1 g에 

0.1 M sodium borate buffer(pH 8.3) 10 mL를 가한 다음 

5°C에서 24시간 교반한 후 4,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

리 하여 상등액을 얻었으며, 얻어진 상등액을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조효소액으로 사용하였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 활성은 각 시료 50 μL에 0.1 M sodium borate buf-

fer(pH 8.3) 100 μL와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조효소액 50 

μL를 가한 다음 37°C에서 10분간 preincubation 시킨 후 

0.3 M NaCl이 함유된 sodium borate buffer(pH 8.3) 5 

mL에 HHL(hippuryl-histidyl-leucine) 25 mg을 첨가하여 

만든 기질 50 μL를 첨가하여 37°C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이에 1 M HCl 250 μ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공시험

은 시료용액 대신 증류수 50 μL를 사용하였으며, 대조구는 

1 M HCl 250 μL를 먼저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후 효소액

을 가하였다. 여기에 ethyl acetate 1.5 mL를 가하여 15초 

교반한 후 3,000 rpm, 4°C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

액 1 mL를 취하였다. 이 상등액을 120°C에서 30분간 건조

시킨 다음 실온에서 5분간 방치한 후 증류수 3 mL를 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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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ommercial Makjang

Products     pH Acidity (%) Salinity (%) Activity water
Color

L      a      b     ΔE
MJ1
MJ2
MJ3
MJ4
MJ5
MJ6
MJ7
MJ8
MJ9

MJ10
MJ11
MJ12

5.23±0.03c1)2)

4.90±0.01e

4.86±0.01e

4.97±0.01d

5.69±0.07a

4.89±0.01e

4.43±0.01h

4.61±0.00g

4.64±0.00g

4.75±0.01f

5.41±0.00b

4.64±0.00g

39.5±6.2d

52.0±7.1abc

45.4±6.7bcd

47.4±6.8bcd

22.8±5.1e

56.4±8.0ab

63.4±7.6a

42.0±6.9cd

49.0±7.1bcd

49.2±7.3bcd

53.9±7.2abc

46.8±6.9bcd

11.7±0.2fg

16.3±0.7a

16.9±0.1a

14.4±0.1c

15.2±0.0b

12.4±0.1e

12.4±0.4e

 8.8±0.1h

13.3±0.3d

11.9±0.0ef

11.2±0.0g

11.1±0.3g

0.801±0.000h

0.775±0.000j

0.766±0.000j

0.808±0.000f

0.767±0.000j

0.841±0.000c

0.815±0.000e

0.859±0.000a

0.799±0.000i

0.805±0.000g

0.840±0.000d

0.855±0.000b

36.9±2.2a

32.0±0.7c

35.2±2.0b

28.5±0.2ef

33.9±0.3b

26.2±0.3g

27.2±0.2fg

27.4±0.2fg

33.7±0.1b

29.8±0.4de

27.3±0.4fg

30.5±0.6cd

11.5±1.2a

 7.8±0.6cde

 9.8±0.2b

 7.1±0.1e

 7.9±0.3cd

 3.9±0.2g

 5.2±0.3f

 4.9±0.2f

 8.5±0.2c

 7.4±0.1de

 5.1±0.3f

 8.1±0.4cd

16.6±2.7a

13.6±0.9c

15.6±1.6ab

10.1±0.1d

14.5±0.2bc

 6.5±0.4e

 7.7±0.2e

 7.6±0.1e

14.2±0.5bc

10.7±0.4d

 7.9±0.5e

12.7±0.4c

63.7±2.5g

67.3±0.4de

64.9±2.3fg

70.2±0.2abc

65.7±0.4ef

71.9±0.3a

71.0±0.2a

70.8±0.2ab

65.8±0.2ef

69.0±0.4bcd

71.0±0.3a

68.7±0.5cd

1)Values are mean±SD (n=3).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5초간 교반하여 용해시키고 22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으며, 시료 첨가 전후 활성의 백분율로 안지오텐신 전환효

소 저해율을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package program v18.0(IBM, New 

York, NY, USA)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두 집단 간 평균치 분석은 독립 T 검정을 수행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차 검증을 실시하였고, 세 집단 이상의 평균치 

분석은 one-way ANOVA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평균

들 간의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P<0.05)를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성분 분석

시판 막장제품의 pH 및 적정산도를 조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pH의 경우 MJ5(5.69)가 제품들 중 가장 높았고 

MJ11 및 MJ1이 각각 5.41, 5.23으로 높았으며, MJ7(4.43)

이 가장 낮았다. MJ1, MJ5 및 MJ11을 제외한 나머지 실험

군은 4.43~4.97 수준이었다. 적정산도는 pH가 가장 높은 

MJ5(22.8%)가 제품들 중 가장 낮았고, pH가 가장 낮은 

MJ7(63.4%)이 제품들 중 가장 높았다. 대부분의 실험군에

서 pH가 낮고 적정산도가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장류는 고

온에서 숙성하기 때문에 장류 저장 시 미생물의 활발한 작용

에 의해 각종 유기산이 생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22,23). Kim 등(24,25)은 발효 중 된장의 pH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염 함량이 낮을 경우 젖산균에 의해 젖산의 생산, 

효모 및 초산균에 의한 유기산의 생산 등에 의해 pH가 낮아

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판 막장제품의 

평균 제조일은 6~12개월 정도로서 발효 중에 젖산균, 효모, 

곰팡이 또는 초산균 등에 의해 휘발성 유기산이나 비휘발성 

유기산이 생성되어(26,27) pH는 낮고 산도는 높은 것으로 

여겨진다. Park 등(28)은 된장의 저장 중 산도의 증가가 발

효 중 생성되는 산에 의해 높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판 막장제품의 산도가 높은 것을 뒷받침

해 준다. 또한 막장은 주원료로 메주분 외에 보리를 첨가하

여 제조하기 때문에 일반 된장 제조방법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부원료로 사용된 보리가 초산균, 젖산균, 효모 등 

미생물의 성장 급여원 역할을 하여 일반 된장의 pH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기인하여 산도값도 

높게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시판 막장제품의 염도를 조사

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염도는 MJ2와 MJ3이 각각 

16.3%, 16.9%로 제품들 중 가장 높았고 MJ8(8.8%)이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제품들은 11.1~15.2% 수준으로 나타났

다. Park 등(29)은 시판 전통된장의 염도가 10.2~13.8% 

범위라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 분석한 대부분의 

제품이 이 범위에 해당되나 MJ2와 MJ3은 비교적 높은 염도

를 보인 반면 MJ8은 시판된장보다 낮은 염도를 보였다. 이

는 각 제품들마다 주원료로 사용되는 메주분, 보리, 식염, 물 

등의 혼합비율, 숙성기간, 조건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

효되는 동안 염도의 높고 낮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

다. 각 제품별 색도를 비교하기 위해 Hunter 체계를 이용하

여 L(명도), a(적색도), b(황색도) 및 ΔE(전체적인 색 차이)

를 측정하였고, Table 1에 나타내었다. 명도는 MJ1(36.9)

이 가장 높았고 MJ6(26.2)이 가장 낮았다. MJ3, MJ5 및 

MJ9는 33.7~35.2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제품들의 명도는 

26.2~32.0으로 조사되었다. 적색도는 MJ1(11.5)이 가장 

높았고 MJ6(3.9)이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제품들은 4.9~ 

9.8 수준이었다. 황색도는 MJ1(16.6)이 가장 높았고 적색도

가 가장 낮은 MJ6(6.5)이 가장 낮았으며, 나머지 제품들은 

7.6~15.6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E값은 명도와 황색도의 차

이로 인해 MJ6(71.9)이 가장 높았고 MJ1(63.7)이 가장 낮

았으며, 나머지 제품들은 64.9~71.0으로 나타나 제품들 간

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각 제품들 간의 원부재료 

즉, 메주분 및 보리분 첨가비율에 따른 차이에 기인된 것으

로 사료된다. 색도는 장류의 품질평가의 중요한 지표 중 하

나로서 관능적 기호도 및 숙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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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n total nitrogen and amino nitrogen content of commercial Makjang

Products Total polyphenolic compounds
(μg TAE/mL)

Total nitrogen content
(mg%)

Amino nitrogen content
(mg%)

AN/TN
(%)

MJ1
MJ2
MJ3
MJ4
MJ5
MJ6
MJ7
MJ8
MJ9
MJ10
MJ11
MJ12

576.94±32.25cd1)2)

448.45±11.92f

446.64±22.78f

661.79±10.50b

401.48±8.15g

583.30±11.72d

330.58±27.88h

621.39±13.08c

517.78±30.57e

407.50±5.83g

746.67±26.31a

453.89±14.91f

2,055.23±45.28b

1,940.35±44.16c

2,030.53±44.95b

1,790.57±41.83fg

1,735.68±42.07gh

2,015.23±44.94b

1,690.12±41.23h

1,800.12±42.19ef

1,860.20±42.78de

1,720.11±41.48h

2,340.31±48.49a

1,885.23±43.24cd

456.69±22.22b

605.92±31.23a

342.41±16.87f

414.30±23.14cd

422.78±24.37c

386.42±19.18de

424.19±25.10c

486.87±27.05b

368.69±19.82ef

463.86±26.97b

463.86±19.82b

463.86±24.61b

22.2
25.9
16.9
23.1
24.4
19.2
25.1
27.0
19.3
27.0
19.8
24.6

Sample concentration is 1,000 μg/mL.
1)Values are mean±SD (n=3).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숙성 중 생성되는 아미노산과 유리당에 의해 갈색색소인 멜

라노이딘이 생성되어 장류의 색이 점차 진한 갈색으로 변하

게 된다고 하였다(31). 된장의 경우에는 저장기간이 경과함

에 따라 과도한 착색현상으로 제품의 갈변, 흑변 및 향미 

저하까지 유도되어 품질 저하를 일으킴으로써 상품적 가치

를 저하시킨다. 그러나 막장의 경우에는 된장 제조 시 사용

되는 원부재료와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된장에 비해 명도, 

황색도 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MJ6의 경

우에는 발효 과정 중에 Maillard 반응에 의한 갈변으로 인하

여 다른 제품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명도값을 보인 것으

로 생각된다. 또한 막장 제품에 대한 갈변 또는 흑변이 상품

적 가치 저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는 없는 실정

이어 제품의 산업화 및 소비자 지향적 제품 개발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아미노태질소

발효식품의 숙성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장류의 제조, 숙

성과정, 맛 등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인 아미노태질소 함

량은 제품에 따라 342.41~605.92 mg%로 나타났고, MJ2 

(605.92 mg%)가 가장 높았으며 MJ3(342.41 mg%)이 제품

들 중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다(Table 2). 각 제품들 간의 

아미노태질소 함량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Yoo 

등(32)의 보고에서와 같이 원료 콩의 품종 또는 숙성도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또한 미생물이나 효소의 생성조건이 

각 제품들마다 각기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

라 전통식품 인증규격기준에서는 장류의 아미노태질소 함량

을 300 mg%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33), 본 연구에서의 

제품들은 모두 그 이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고, 특히 MJ2

의 경우에는 기준규격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Kim 

(34)에 따르면 전통된장의 경우 423~471 mg%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의 제품들이 비

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의 함량을 보였다.

유리아미노산

각 제품별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조사하여 Table 3에 나

타내었다. 유리아미노산 총량은 1,175.3~4,657.7 mg%로 

제품 간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 중 MJ11(4,657.7 mg%)

은 제품들 중 가장 높았고 MJ9(1,175.3 mg%)는 가장 낮았

다. 주요 아미노산은 glutamic acid, aspartic acid, alanine, 

lysine, leucine, isoleucine이었고, 제품에 따라 γ-amino 

butryric acid(GABA) 함량이 높게(MJ12, MJ8, MJ4) 나타

나기도 하였다. 유리아미노산 총량이 가장 높은 MJ11은 

glutamic acid 함량이 929.8 mg%로 총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특히 MJ5는 545.9 mg%로 

유리아미노산 총량 대비 39.3%를 차지하여 다른 제품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MJ4, MJ8 및 MJ12를 제외한 제품군에

서 glutamic acid 함량이 유리아미노산 총량 대비 16.5~ 

39.3%로 높게 나타나 막장의 중요한 아미노산일 것으로 생

각된다. MJ12, MJ8 및 MJ6의 glutamic acid 함량은 다른 

제품들에 비해 2~6배 가량 낮았으나, GABA 함량은 각각 

556.3 mg%, 280.9 mg%, 260.2 mg%로 조사되어 다른 제

품들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제품 간의 유리아미노산 총량 

및 glutamic acid, glycine, alanine 등과 같은 정미성 아미

노산 함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각 제품별 담금 원료, 숙성

온도,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고, 메주나 코오지 등의 효소 

활성 발효 조건이나 환경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35). 뇌기능 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기능성 

성분인 GABA 함량이 제품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Jo 등(36)이 보고한 것처럼 숙성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함량이 증가하였다고 하여 각 제품의 숙성기간의 차이에 

따른 영향에 기인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GABA 함량이 

높은 제품의 glutamic acid 함량은 GABA 함량이 낮은 제품

의 glutamic acid 함량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 숙성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러 가지 효소, 특히 glutamate de-

hydrogenase(GAD)에 의해 GABA의 전구체인 glutamic 

acid의 탈탄산이 더 많이 진행되어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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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된다(37,38).

지방산

각 제품별 지방산 함량을 조사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

다. 각 제품의 지방산 총량은 제품에 따라 1,598.6~2,874.4 

mg%로 나타났고, MJ10(2,874.4 mg%)이 가장 높았으며 

MJ2(1,598.6 mg%)가 가장 낮았다. 주요 지방산은 linoleic 

acid, linolenic acid, oleic acid였고, 이 중에서도 w-6 지방

산이며 필수지방산인 linoleic acid가 지방산 총량 대비 약 

37.2~46.7%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MJ10의 linoleic 

acid 함량이 1,276.8 mg%로 제품들 중 가장 높았고, MJ2 

(588.0 mg%)가 가장 낮았다. Arachidic acid는 MJ2와 MJ8

에서만 각각 5.0 mg%, 7.1 mg% 검출되었고, palmitoleic 

acid는 MJ1(374.2 mg%)에서만 검출되었다. 불포화지방산 

함량은 MJ10이 1,631.1 mg%로 제품들 중 가장 높았고 

MJ8(1,592.5 mg%), MJ9(1,507.3 mg%) 순으로 높았으며, 

MJ12(809.1 mg%)가 제품들 중 가장 낮았다. Lee 등(39)은 

linoleic acid가 사람의 위암, 간암, 결장암, 골 육암세포 등

에 대한 높은 저해 활성과 항돌연변이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하였고, Sigel 등(40)은 암을 유발시킨 쥐에게 linoleic acid

와 linolenic acid 혼합액을 투여했을 때 생명연장 효과가 

매우 높았을 뿐만 아니라 불포화지방산이 포화지방산들보

다 암세포를 효과적으로 사멸시키며, 그중 linoleic acid의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MJ10, 

MJ8 및 MJ9 등이 불포화지방산과 linoleic acid 함량이 높

게 나타나 이들 제품에 대한 항암 효과 또는 항돌연변이 효

과가 기대된다. 한편 Kang과 Lee(41)는 90일간 숙성한 전

통된장의 지방산이 linoleic acid(52.23%), oleic acid 

(23.87%), palmitic acid(11.43%), linolenic acid(7.77%) 

순으로 높았다고 하였고, Park 등(29)은 시판 전통된장과 

가정식 전통된장의 지방산 조성을 조사한 결과 linoleic 

acid(52.17%, 49.24%), oleic acid(20.7%, 22.86%), pal-

mitic acid 순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 결과와 유

사하였다. 그러나 Choi 등(42)이 보고한 순창 재래식 된장의 

주된 지방산은 palmitic acid, stearic acid, oleic acid, li-

noleic acid 등이고, oleic acid의 함량이 5.934 g/100 g으

로 가장 높았으며, linoleic acid의 함량은 0.189 g/100 g이

었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는 arach-

idonic acid는 검출되지 않았다.

총 폴리페놀 함량

각 제품별 총 폴리페놀 함량을 조사하여 Table 2에 나타

내었다. Maxson 등(43)은 총 폴리페놀 함량이 실험절차, 

추출방법 등에 따라 실험군 간의 오차가 크게 나타나며 단순

한 수치적 비교는 적합하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제품에 따라 401.48~746.67 μg TAE/mL로 뚜

렷한 차이를 보였고 MJ11이 746.67 μg TAE/mL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MJ5(401.48 μg TAE/mL)가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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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antioxidant activity of Makjang                               

Products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

ABTS radical 
scavenging effect (%)

SOD like 
activity (%)

TBARS values
(μg/mL)

Ascorbic acid
MJ1
MJ2
MJ3
MJ4
MJ5
MJ6
MJ7
MJ8
MJ9
MJ10
MJ11
MJ12

96.45±0.101)a2)

38.03±4.92c

15.02±0.93g

23.04±1.54e

49.88±2.25b

21.65±2.55f

35.91±0.93d

21.72±3.13f

41.29±1.93c

36.53±2.51cd

22.91±2.46ef

51.30±1.82b

23.98±1.84e

99.4±0.0a

64.9±0.2e

41.5±1.7j

47.9±0.9i

87.7±0.4b

52.5±0.5h

66.4±0.4d

46.9±3.4i

67.0±0.8d

61.3±0.7f

60.2±0.3f

82.5±0.8c

57.9±0.7g

100.0±0.0a

  9.1±6.9cd

 28.8±6.6b

 12.7±7.5c

  3.0±1.3d

 19.8±2.0bc

 14.3±2.5bc

 20.0±5.9bc

 15.1±8.5bc

 17.3±6.6bc

 19.1±3.7bc

  2.9±1.6d

 28.5±2.2b

2.90±0.23a

1.42±0.19b

1.41±0.06b

0.87±0.05ef

1.12±0.04c

0.89±0.13ef

1.10±0.08cd

0.92±0.06e

0.97±0.06de

0.84±0.07ef

0.80±0.06f

1.02±0.05d

1.06±0.18c

Sample concentration is 1,000 μg/mL.
1)Values are mean±SD (n=3).
2)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았다. 이처럼 제품 간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발효숙성 기간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44, 

45). Kim(46)은 전통된장의 경우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56.25~91.83 mg%라 보고하였고, Lee(47)는 작두콩을 첨

가한 된장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928.59~1,583.7 mg/ 

kg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열수추출물로 실험한 

결과 40.1~74.6 mg%로 나타나 선행연구 결과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식물성 식품의 항산화 효과는 주로 페놀화합

물에 의해 나타나며, 총 페놀화합물의 양은 항산화 활성과 

밀접하다고 보고하였다(48). 이러한 항산화 효과는 대두 중

에 함유된 항산화물질인 tocopherol 및 유리 phenolic acid

와 장류제품의 숙성 과정 중 원료인 콩과 기타 곡류 등의 

분해에 의해 생성된 여러 아미노산, 펩타이드 성분들 및 용

출된 페놀화합물 등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49,50). 특히 

Lee 등(51)은 전자공여능과 총 항산화능의 측정 결과, phe-

nolic acids가 높게 함유된 시료의 경우 그 수치가 높게 확인

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높은 페놀화합물의 함유는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낼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에서 MJ11, 

MJ4 및 MJ8의 경우 다른 제품들에 비해 높은 총 페놀화합물 

함량을 보여 높은 항산화력을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항산화 효과

각 제품별 항산화 효과를 조사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

다.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의 경우 총 폴리페놀 함

량이 높았던 MJ11, MJ8, MJ4에서 각각 51.3%(82.5%), 

41.3%(67.0%), 49.9%(87.7%)로 나타났고, 총 폴리페놀 함

량이 낮았던 MJ5와 MJ2가 각각 21.65%, 15.02%로 낮게 

나타나 총 폴리페놀 함량이 항산화 효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im(52)은 라디칼 소거 활성을 

보이는 물질들이 대부분 ascorbic acid, polyhydroxy 방향

족 화합물, 방향족 아민류들이 DPPH를 환원시켜 짙은 자색

이 탈색됨에 따라 radical 소거 활성이 높게 측정된 것이라

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원료유래 페놀성 화합

물과 발효과정 중 생성된 아민류들에 의해 활성을 보인 것으

로 사료되며, Kim(53)과 Ahn 등(54)의 보고와 같이 장류의 

제조방법과 숙성기간에 따라 미생물의 생육환경이 다르고 

이에 따라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의 함량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제품 간의 라디칼 소거 활성의 차이가 나

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Park 등(55)은 폴리페놀 함량이 높

은 시료에서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SOD 유사 활성의 경

우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고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

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된 MJ11, MJ4 및 MJ8이 제품들 중 

가장 낮은 활성을 보였고, MJ12와 MJ2가 각각 28.5%, 

28.8%로 제품들 중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TBARS 값은 

linoleic acid 액상 시스템을 활용하여 50°C에서 7일간 자동 

산화시키면서 각 제품별 열수추출물을 첨가한 후 linoleic 

acid에 의한 과산화물을 측정하였고, Table 5에 나타내었

다. TBARS 값은 MJ10, MJ9 및 MJ3이 0.80~0.87 μg/mL

로 제품들 중 가장 낮게 나타나 높은 과산화 억제 효과를 

보였고, MJ1과 MJ2가 각각 1.41, 1.42 μg/mL로 낮은 과산

화 억제 효과를 보였다. Kim(53)은 linoleic acid 시스템에

서 된장의 숙성일에 따른 과산화물가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고 보고한 바 있어 각 제품별 기능성 성분들의 차이에 의해 

항산화에 기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과 같이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제품에서 

높은 과산화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강원도 시판 막장제품의 대장암, 위암, 유방암 세포주에 

대한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각각 열수추출

물을 제조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의 시료농도는 1,000 μg/mL였다. 대장암세포주(A549)에 

대한 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조사한 결과, MJ1과 MJ1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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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s of commercial Makjang on cell viability
   (unit: %)

Products
Cancer cell1)

    A549 AGS MCF

MJ1
MJ2
MJ3
MJ4
MJ5
MJ6
MJ7
MJ8
MJ9

MJ10
MJ11
MJ12

16.19±6.20a2)3)

10.53±2.33ab

   ND4)

13.72±3.53a

   ND
   ND
   ND
   ND
 1.34±1.39c

   ND
   ND
16.78±4.75a

10.43±8.16a

   ND
14.26±4.48a

13.60±2.16a

14.30±3.56a

   ND
 4.65±6.67ab

   ND
   ND
   ND
10.47±1.46a

 6.55±1.84ab

10.51±1.30bc

ND
ND

 6.43±0.52c

22.81±1.98a

ND
14.71±4.33b

10.61±1.37bc

15.62±0.51b

 5.42±7.11c

10.03±8.80bc

 5.10±2.25c

Sample concentration is 1,000 μg/mL.
1)A549, lung cancer cells; AGS, stomach cancer cells; MCF, 

breast cancer cells.
2)Values are mean±SD (n=3).
3)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

cantly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ND: not detected.

   

Fig. 1. Effects of commercial Makjang on lipid accumulation in HepG2 cells. Sample concentration is 1,000 μg/mL. Values are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bars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ntrol: not treatment.  

각각 16.19%, 16.78%로 나타나 제품들 중 가장 높았고 MJ4 

(13.72%), MJ2(10.53%), MJ9(1.34%) 순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제품들에서는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관찰되지 않

았다. 위암세포주(AGS)에 대한 세포 성장 억제 효과는 MJ1, 

MJ3, MJ4, MJ5, MJ7, MJ11 및 MJ12가 4.65~14.30% 수

준의 효과를 보였고,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에서는 관찰

되지 않았다. 유방암세포주(MCF)에 대한 세포 성장 억제 

효과는 MJ5(22.81%)가 높은 활성을 보였고, 대부분이 5.10 

~15.62% 수준으로 낮은 효과를 보였다. 막장제품의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으나 미약한 수준이었고, 일부 

제품에서는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는데, 

이는 열수추출물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메탄올추출

물에서는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Lim 등(56)의 연구 보고와 유사하였다. 또한 Cui 등(2)의 

연구에서도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는 막장 에탄올추출물에

서 효과를 보인다고 하여 본 연구에서 조사된 막장 열수추출

물의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미약하게 나타난 것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중성지질 축적 억제 효과

시판 막장제품 열수추출물이 정상 간세포(HepG2 cell)의 

중성지질 축적 억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Fig. 

1에 나타내었고, 이때의 시료농도는 1,000 μg/mL였다. 세

포독성의 경우 MJ4, MJ10 및 MJ11을 제외한 나머지 제품

들에서는 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정상 간세포

에 대한 중성지질 축적 억제 효과를 조사한 결과, MJ6과 

MJ9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들에서 0.5 mM FAs를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약 2.1~5.1%의 중성지질 감소 효과를 보였

고, 특히 MJ7은 0.5 mM FAs를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7.3%

의 중성지질 감소 효과를 보였으나, 모든 제품이 10% 미만

의 미약한 효과를 보였다. 이는 Lee 등(57)의 된장 속 필수 

지방산인 linolenic acid와 linoleic acid가 혈관질환 예방 

및 콜레스테롤의 체내 축적을 방지한다는 연구 결과에서 보

듯이 항비만 효과는 장류유래 지용성 성분들이 관여하는 것

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열수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수용성 성분들은 중성지질 축적 억제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상 간세포에 대한 열수추출물의 중성지질 축적 억

제 효과가 매우 미약하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저해 활성

강원도 시판 막장제품의 항고혈압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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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inhibi-
tory activity of commercial Makjang. Sample concentration is 
1,000 μg/mL. Values are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ove bars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각각 열수추출물을 제조하였고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내

었으며, 이때의 시료농도는 1,000 μg/mL였다. MJ11의 ACE 

저해 효과는 44.0%로 제품들 중 가장 높았고 MJ12가 35.5 

%, MJ4가 32.5%로 각각 높았으며, MJ5가 13.9%로 제품들 

중 가장 낮았다. 특히 MJ11은 총 폴리페놀 함량,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이 다른 제품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았고 ACE 저해 효과도 제품들 중 가장 높았는데, 이는 헛개

나무의 ACE 저해 효과 및 항산화 활성에서 총 폴리페놀화합

물 함량과 ACE 활성 저해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다

(58)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막장제품의 

ACE 저해 활성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처럼 된장이 발효, 

숙성됨에 따라 미생물들이 내는 protease에 의해 원료인 

콩으로부터 분해된 다양한 peptide 성분들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전통 막장제품(MJ) 12

종을 수집하여 이화학적 품질특성 및 생리활성 효과에 대해 

조사하였다. pH는 4.43~5.69로 나타났고 MJ5가 가장 높았

으며, 염도는 11.1~16.9%로 분포되어 있었고 MJ3이 가장 

높았다. 명도는 26.2~36.9, 적색도는 3.9~11.5, 황색도는 

6.5~16.6으로 분포되어 있어 제품들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아미노태질소 함량은 제품에 따라 342.41~605.92 

mg%로 나타났고 MJ2가 가장 높았으며, 유리아미노산 총량

은 1,175.3~4,657.7 mg%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특

히 MJ11의 유리아미노산 총량은 4,657.7 mg%로 제품들 

중 가장 높았고, 주요 아미노산은 glutamic acid, aspartic 

acid, alanine, lysine, leucine, isoleucine이었으며, 제품에 

따라 GABA 함량이 높게(MJ12, MJ8, MJ4) 나타나기도 하

였다. 지방산 총량은 1,598.6~2,874.4 mg%로 MJ10이 가

장 높았고, 주요 지방산으로는 linoleic acid, palmitic acid, 

linolenic acid, oleic acid, stearic acid였으며, 오메가 6 

지방산이며 필수지방산인 linoleic acid가 지방산 총량 대비 

약 37.7~46.7%를 차지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제품에 

따라 401.48~746.67 μg GAE/mL로 분포되어 있었고, 

MJ11이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MJ11, MJ8 및 MJ4가 

가장 높았고, SOD 유사 활성은 MJ12 및 MJ2가 가장 높았

다. 대장암세포주에 대한 세포 성장 억제 효과는 MJ1과 

MJ12가 가장 높았고, 위암세포주에 대해서는 MJ3과 MJ5

가, 유방암세포주에 대해서는 MJ5가 가장 높았다. 간세포에 

대한 중성지질 축적 억제 효과는 MJ7이 가장 우수하였고, 

항고혈압 효과는 MJ11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아

미노태질소 함량과 유리아미노산 총량이 높은 막장제품뿐

만 아니라, 항산화, 항암, 항고혈압 등의 효과를 보이는 막장

제품들의 주요 원부재료는 메주, 보리, 고추씨 등이었으며

(자료 미기입), 이들 원부재료의 배합비에 따라 함량과 효능

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났다. 향후 막장제품의 표준 제조방법 

및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기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막장 원부료의 정밀분석, 제조원료에 따른 제품들 간의 상관

분석 등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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