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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antioxidant substances (phenolic compounds and brown pigment), 
antioxidative effect and nitrite scavenging ability (NSA) of solvent extracts (hexane: HE, methanol; ME, water: 
WE) from fermented soybean foods, Chungkukjang and Doenjang.  The antioxidant activities were determined 
by the measurements of peroxide value (POV) on the linoleic acid system,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and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y. The contents of phenolic compounds and total brown pigments 
in Doenjang were 28.5±0.3 mg/100 g and optical density (OD) 1.98±0.03, respectively, whereas their contents 
in Chungkukjang were significantly lower with 5.8±0.3 mg/100 g and OD 0.95±0.02.  The brown pigment 
contents of hydrophilic extracts increased more than that of lipophilic extracts through the fermentation and 
ripening processes. The ME of Doenjang exhibited higher inhibitory effects against the peroxidation of a 
linoleic acid system than that of Chungkukjang.  The EDA and NSA of MEs were higher than those of WEs. 
Among the MEs, Doenjang showed the highest levels of EDA and NSA. On the other hand, the SOD⁃like 
activities of WE were higher than those of ME at the same concentrations and their activities of Doenjang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Chungkukjang.  In conclusion, the antioxidative effects and NSA of 
Doenjang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Chungkukjang. It seemed that phenolic compounds and brown 
pigments formed during fermentation and ripening partly affect the antioxidative activities of fermented 
soybean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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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체의 노화나 암, 심장병 등의 질환은 생체내에서 산화  

스트 스에 의해 생성되는 자유라디칼(free radical)에 기인

하는데 자유라디칼은 세포 구성성분과 강하게 반응하여 세

포와 조직에 손상을 가하고 계속 인 DNA 손상은 돌연변이

를 일으켜 암, 노화 등을 유발하게 된다(1,2). 산화  스트

스는 반응성의 활성 산소종과 항산화제간의 불균형 상태로

서 항산화 성분 결핍식이나 흡연과 같은 환경  독성분 증가

에 기인한다(2). 이러한 측면에서 항산화식품 섭취가 요시

되면서 이에 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그 에서 

두 섭취는  도 콜 스테롤의 산화를 억제함으로

써 동맥경화 방  심장병 발병률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두가 주성분인 된장과 청국장은 오랫동안 즐겨 

섭취해오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통발효식품으로서 

두에 본래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물질 뿐만 아니라 발효  

숙성과정 에 새로이 생성된 항산화물질인 이소 라본의 

aglycones, 유리아미노산, 펩타이드, 갈변물질 등을 함유하

고 있다(4,5). 이러한 물질들에 의해 용해능(6)과 항돌연

변이, 항암작용(7), 압강하작용(8)  면역증강 효과(9) 등 

두에서 발견되지 않은 생리활성이 밝 지면서 사회

의 웰빙 식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두발효식품은 발효균종

(10), 발효  숙성기간(7,11), 갈변물질의 생성 정도(12-14)

와 페놀물질 분획(15,16)에 따라 항산화력이 다르다. 일반

으로 두나 증자 두에 비해 두발효식품은 토코페롤 함

량은 낮으나, 발효미생물이 생성하는 β-glucosidase의 작용

에 의한 isoflavone aglycones(genistein, daidzein) 증가로 

항산화효과가 증가한다(4,17). 두발효식품의 항산화효과

를 TBARS(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로 측정

한 Yang(18)의 연구에서 된장과 청국장의 메탄올추출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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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력은 유사하 으나 물추출물에서 청국장이 된장보다 

우수하 다. 이때 사용된 청국장과 된장은 각각 제조사가 

다른 시  제품으로 동일한 두 원료를 사용한 것은 아니었

다. 한 Lee 등(19)은 수입산 두를 원료로 제조한 시  

청국장과 된장의 메탄올추출물의 수소공여능과 TBARS 측

정을 통한 항산화력이 된장보다 청국장이 약간 높았다고 보

고하여 두발효식품의 발효숙성기간이 길수록 항산화력이 

증가한다는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7,11)와는 다른 경향을 나

타내었다. 이러한 두발효식품의 선행 연구결과는 두 자

체의 품종에 따라 항산화성이나 항변이원성 등 여러 기능  

특성이 다르다(20)는 을 감안할 때 연구자들 간의 일치하

지 않는 청국장과 된장의 항산화 효능의 차이를 두의 서로 

다른 가공공정에 의한 효과만으로 보기엔 다소 어려움이 따

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 품종의 국산 원료 두로

부터 제조된 증자 두와 청국장과 된장을 동결건조한 후 항

산화 련 물질을 측정하고 용매 추출물의 항산화력  아질

산염소거능 조사를 통해 된장과 청국장의 기능  우수성을 

비교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원료로 사용한 두 품종은 국내산 태 콩으로 

알알이식품(주)로부터 직  제공받아 사용하 다. Fig. 1과 

같이 증자 두는 선별된 원료 두를 3배의 물에 침지(25oC, 

24 hr)시킨 후 10분간 물을 뺀 다음 가압멸균기(121
oC, 1.2 

kg/cm2, 30 min)를 사용하여 가압․증자하 으며, 청국장은 

증자 두를 50oC로 냉각시킨 후 채반에 담아 공기가 들어갈 

수 있도록 어  후 청국장제조기(NY-3200S, 엔유씨 자, 

한국)에 넣고 발효(38±1oC, 24 hr)시켜 제조하 다. 재래식 

된장은 공장으로부터 제공받았으며 그 제조방법은 청국장

에 사용된 동일한 품종의 두를 증자하여 40
oC로 냉각시킨 

후 분쇄하여 벽돌형의 메주를 성형하여 건조시킨 후 볏짚으

로 엮어 매달아 1개월 자연 발효시킨 재래식 메주와 냉각시

킨 증자 두에 Aspergillus oryzae를 종하여 발효

(30±1oC, 72 hr), 건조(40oC, 14 hr)시켜 제조한 콩알 메주를 

함께 혼합하 다. 혼합 메주를 염수에 담근 후 약 2개월의 

숙성기간을 거쳐 액체부분을 제외한 건더기를 항아리에 

러 놓고 5개월 숙성시켜 제조하 다. 두는 건조상태에서 

분쇄하여 체(80 mesh)로 친 후 분말화하 고 증자 두, 청국

장, 된장은 동결 건조(Freeze dryer, Bondiro, Ilshin Lab Co., 

Ltd., Korea)후 두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말화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비교군으로 녹차(지리산 화개 녹차엽 100%)와 

합성항산화제인 BHT(butylated hydroxy toluene)를 사용

하 다.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Folin Ciocalteau's phenolic reagent, 

Whole soybean

Soaking (25
o
C, 24 hr)

Cooking (autoclave) 
(121

o
C, 1.2 kg/cm

2
, 30 min)

Steamed 
soybean

Cooling 
(50oC)→

Fermenting 
(38±1oC, 24 hr)

 ← Cooling (40oC)

Chungkukjung Crushing, Molding
Inoculation with 
Aspergillus oryzae 

   Drying →            

Naturally fermenting 
(1 month)

Fermenting 
(30±1oC, 72 hr)
Drying →

Traditional Meju Soybean grain Meju

Mixed with brine

Fermenting 
(2 months)

 → Remove liquid  

Ripening 
(5 months)

Doenjang

Fig. 1.  The manufacturing processes for steamed soybean, 
Chungkukjang and Doenjang.

gallic acid, linoleic acid (99%), 2,2-diphenyl-1-picrylhy-

drazyl(DPPH),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EDTA, 

pyrogallol, sulfanilic acid, naphthylamine과 butylated hy-

droxy toluene(BHT)는 Sigma(Sigma Chemical Co., St. 

Louis, Missouri,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 다. 분석에 

사용된 추출용매인 헥산, 메탄올, 클로로포름 등과 다른 성

분 분석을 해 사용된 시약은 덕산(Korea)으로부터 구입한 

1  시약을 사용하 다. 

색도 측정

두, 증자 두, 청국장  된장 분말 시료의 색도 측정은 

colormeter(CM-3500d,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L(명도), a( 색도), b(황색도), ΔE(color difference)값으로 

표 하 으며 각 시료당 10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나

타내었다. 이 때 사용된 표  백색 의 L, a, b값은 각각 

96.88, -0.16, -0.29이었다. 

시료의 용매별 추출물 제조

시료의 용매별 추출물 제조는 각 시료 종류별 100 g에 

량비 10배의 헥산을 첨가하여 균질기(Ultra-Turax, T-25, 

Ika Werke, Staufen, Germany)로 균질화(9500 rpm, 3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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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실온에서 15시간 교반 추출하 다. 추출 후 원심분리

(10,000×g, 30 min)하여 여과(Whatman No. 2)한 것과 잔사 

량비 5배의 헥산을 넣고 4시간 추가 추출하여 합한 용액을 

35
oC로 감압농축(rotary evaporator, EYELA N-N series, 

Tokyo Rikakikai, Japan)하여 헥산추출물로 하 다. 헥산으

로 추출한 잔사 량비 10배의 메탄올로 헥산추출물 제조와 

동일한 방법으로 메탄올추출물을 제조하 다. 물추출물은 

메탄올로 추출한 잔사(100 g) 량비 10배의 물로 의 추출

물 제조시와 동일한 방법에 의해 추출한 용액을 동결건조하

다. 녹차물추출물은 분쇄한 녹차잎 20 g에 량비 10배의 

물로 의 물추출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하 다.

페놀화합물 측정

Benvenuti 등의 Folin Ciocalteu법(21)에 따라 동결건조분

말 시료 20 g에 메탄올/HCl 2%(95:5 v/v)용액 20 mL을 넣고 

균질화한 후 원심분리(3000 rpm, 15 min)하여 여과한 여여

과액(①)과 잔사에 다시 메탄올/HCl 2%용액 20 mL을 첨가

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여과한 여과액(②)을 합하여 메탄올

/HCl 2%용액으로 50 mL 정용하 다. 50 mL 용액  1 mL

를 취하여 Folin Ciocalteau 시약 5 mL와 7.5% Na2CO3 용액 

10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물로 100 mL 정용한 것을 실온에

서 2시간 방치한 뒤 분 도계(UV-VIS spectrophoto-

meter, Shimadzu, Kyoto, Japan)를 사용하여 7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물질로는 gallic acid를 사용하여 

작성된 표 검량곡선으로부터 페놀화합물 함량을 정량하

으며 100 g 건식 량에 한 mg gallic acid(GAE)로 나타내

었다. 

지용성․수용성 추출물의 갈색도 측정

갈색도는 Chung과 Toyomizu의 방법(22)에 따라 지용성 

갈변물질(lipophilic brown pigment; LBP)은 동결건조분말 

시료 5 g에 헥산 50 mL를 가하여 3회 탈지시킨 후 여과하고 

잔사를 클로로포름/메탄올(2:1, v/v) 혼합액 50 mL로서 3회 

추출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 으며, 한 수용성 갈변물질

(hydrophilic brown pigment; HBP)은 추출 잔사에 메탄올-

증류수(1:1, v/v) 50 mL를 가하여 5
oC에서 48시간 동안 교반 

추출한 것을 시료로 하여 분 도계를 사용하여 420 nm에

서의 흡 도를 측정하 다. 

Linoleic acid 상에서의 지방질 산화 측정

Hayase와 Kato의 방법(23)에 따라 linoleic acid 1 g에 에

탄올 20 mL를 가해 용해하고 인산완충용액(0.2 M, pH 7.0) 

25 mL를 혼합하 다. 이 때 첨가하는 항산화제는 그 용해성

에 따라 에탄올 는 인산완충용액에 용해시켜 해당농도 

200 ppm으로 만든 다음, 그 1 mL를 삼각 라스크에 첨가하

다. 그 다음 50
oC에서 72시간 동안 산화시킨 후 이들 반응

용액을 분액여두에 옮긴 후 물 5 mL와 식염 2 g을 가하고 

클로로포름 25 mL를 사용해 2회 추출하여 하층을 삼각 라

스크에 모으고 산 25 mL와 포화 KI 용액 1 mL를 가해 

1분간 진탕한 후 암소에 5분간 방치하 다. 여기에 증류수 

50 mL를 가하고 1% 분용액을 지시약으로 하여 0.01 

N-Na2S2O3 용액으로 정하여 과산화물가를 측정하 다. 

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측정

자공여능 측정은 Blois(24)의 방법에 하여 추출액 0.2 

mL에 4×10-4 M DPPH 용액 0.8 mL를 가하여 vortex mixer

로 10 간 강하게 진탕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분

도계로 흡 도(525 nm)를 측정하여 시료첨가구와 시료무

첨가구 사이의 흡 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시

료무첨가구는 추출물 신 추출용매 0.2 mL만을 넣어 측정

하 다.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 측정

SOD 유사활성은 Marklund와 Marklund의 방법(25)에 따

라 측정하 다. 즉 일정 농도의 추출물 시료 0.2 mL에 pH 

8.5로 보정한 tris-HCl buffer(50 mM tris [hydroxymethyl] 

amino-methane＋10 mM EDTA, pH 8.5) 3.0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첨가하여 항온 수조에서 25
oC에서 10분

간 반응 후, 1 N HCl 1 m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반응액  산화된 pyrogallol의 양은 분 도계를 사용하여 

4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시료첨가구와 시료무첨가

구 사이의 흡 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 scavenging ability; NSA) 측정

아질산염 소거능은 Kato 등의 방법(26)에 따라 일정 농도

의 추출물 시료 1 mL에 1 mM NaNO2 용액 1 mL를 가하고, 

이 용액에 0.1 N HCl을 가하여 pH 1.2로 조정하 다. 여기에 

증류수를 가하여 부피를 10 mL로 정용한 후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반응액을 1 mL씩 취하여 2% acetic acid 

5 mL, Griess 시약(A:B＝1:1, A: 1% sulfanilic acid in 30% 

acetic acid, B: 1% naphthylamine in 30% acetic acid)을 

0.4 mL를 가하여 잘 혼합한 후 실온에서 15분간 방치시킨 

후 분 도계를 사용하여 5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량을 산출하 다. 조구는 Griess 시약 

신 증류수 0.4 mL를 첨가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시료무첨가구 사이의 흡 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NSA (%)＝[1－{(A－C)/B}]×100
A: NaNO2 용액에 시료와 Griess를 첨가한 흡 도

B: NaNO2 용액에 Griess를 첨가한 흡 도

C: NaNO2 용액에 시료와 증류수를 첨가한 흡 도

통계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SPSS(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고 각 측

정 평균값의 유의성(p<0.05)은 Duncan's multiple range 



1506 오 주․김창순

test를 사용하여 검정하 다. 

결과  고찰

색도 

두, 증자 두, 청국장  된장 분말의 색도는 Table 1과 

같이 증자 두, 청국장, 된장으로 갈수록 L값이 유의 으로 

감소하여 어두워지는 경향을 보 다. a 와 b값은 L값의 큰 

감소에 비해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ΔE값에서 시료 간

에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발효와 숙성  

Maillard 반응과 효소  갈변반응에 의해 갈색 색소가 많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며, 이때 산소, 속이온, 각종 염, 온도 

등의 향을 받으며 특히 균주의 향을 크게 받는다고 보

고되고 있다(27).

용매별 추출 수율 

두, 증자 두, 청국장, 된장  녹차의 용매별 추출물의 

수율은 Table 2와 같다. 헥산, 메탄올과 물에 의한 추출수율

은 각각 11.5～16.9%, 11.1～32.0%, 11.8～18.7% 범 에 있

었다. 두의 추출수율은 용매 간에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증자 두와 청국장의 헥산과 메탄올에 의한 추출수율은 유

사하 으나 물 추출수율은 청국장이 6.1% 높았다. 청국장은 

증자 두 제조 후 발효과정을 통해 폴리 루타민산이라는 

아미노산과 락탄이라는 다당류가 결합한 수용성 질물

Table 1. Hunter color values of soybean, steamed soybean, 
Chungkukjang and Doenjang 

Hunter color values1)

L a b ΔE

Soybean
Steamed soybean
Chungkukjang
Doenjang 

79.71a2)

73.59b

70.61c

66.15d

2.14c

5.57b

6.04a

5.49b

26.05a

25.11b

25.62b

20.76c

31.49c

34.91b

37.38a

37.65a

1)L: lightness, a: redness, b: yellowness, ΔE: ΔL 2+Δa 2+Δb 2, 
color difference.
2)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10).

Table 2.  Extraction yield and content of phenolic com⁃

pounds of soybean, steamed soybean, Chungkukjang, 
Doenjang  and green tea 

Sample
Yield of extract (%) Phenolic com-

pounds1) (mg 
GAE/100 g dw)n-Hexane Methanol Water

Soybean
Steamed soybean
Chungkukjang
Doenjang 
Green tea

11.5
16.4
16.9
15.0
-

11.6
11.1
11.3
32.0
-

11.8
12.6
18.7
14.2
12.3

  5.0±0.3d2)
  4.3±0.1e
  5.8±0.3c
 28.5±0.3b
280.0±1.5a

1)
Phenolic compounds were expressed as gallic acid equivalents 
(GAE) in milligrams per 100 g dry material.
2)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5).

의 생성과 미생물이 분비한 효소의 작용으로 인한 가수분해

물인 유리아미노산, 펩톤, 펩타이드와 유리당 등의 수용성 

물질의 증가(28)로 물 추출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다. 

메탄올 추출수율은 된장이 32.0%로 가장 높았으나 청국장

은 11.3%로 낮았다. 이는 청국장보다 오랜 발효와 숙성과정

을 통해 가수분해물질  갈색물질의 증가(4)로 인한 것으로 

단된다. 

페놀화합물 함량

페놀성 물질은 식물계에 리 분포되어 있는 사산물의 

하나로서 다양한 구조를 갖는데. 특히 이  phenolic hy-

droxyl기가 항산화 등과 같은 생리활성 기능을 나타내게 된

다(1,29). Table 2에 제시된 페놀화합물은 100 g 건조 시료당 

gallic acid로 표 했을 때 된장이 28.5 mg으로 청국장 5.8 

mg, 두 5.0 mg, 증자 두 4.3 mg보다 약 5배 정도 높아 

원료가 동일한 두임에도 불구하고 발효  숙성과정이 길

수록 증가된 페놀화합물 함량을 보 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증자 두는 증자시 유출된 물은 제거하여 시료로 사용하

으므로 유용한 수용성의 페놀성 물질들이 유실되어 페놀화

합물 함량이 두에 비해 감소된 것(17)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증자 두의 페놀화합물 감소는 식품의 조리  가공

시 열처리로 인한 괴(30)도 그 일부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국장과 된장은 발효과정  페놀성 물질인 이소

라본의 배당체가 β-glucosidase에 의해 aglycone 형태로 변

화되어 genistein과 daidzein의 함량이 증가한 것(4,17,30)으

로, 특히 상 으로 숙성기간이 긴 된장은 청국장에 비해 

훨씬 많은 양이 환된 것으로 보인다(4). 폴리페놀 함량이 

높다고 알려진 녹차의 페놀화합물 함량은 280 mg으로 된장

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화합물의 약 10배에 해당된다. 

지용성․수용성 추출물의 갈색도

청국장과 된장의 발효숙성 의 갈변물질의 생성정도를 

알아보기 하여 지용성  수용성 추출물의 갈색도를 측정

한 결과(Fig. 2) 된장의 지용성  수용성 추출물의 총 갈색

도 OD값은 1.98로 가장 높아 다른 시료와 큰 차이를 보 으

며 다음은 청국장, 증자 두, 두 순으로 감소하 다. 모든 

처리구에서 지용성 추출물의 갈색도 OD값(0.05～0.58)보다 

수용성 추출물의 갈색도 OD값(0.36～1.40)이 높았으며, 특

히 증자, 발효 공정과 숙성과정을 가질수록 즉, 된장>청국

장>증자 두> 두 순으로 수용성 추출물에 의한 갈색도가 

증가하 다. Kim 등(12)의 보고에 의하면 된장의 숙성기간

에 따라 지용성 추출물의 갈색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수용성 추출물의 갈색도는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여 된장의 갈변 상은 수용성 물질에 의한 향이 더 높았다

고 하 다. 지용성 추출물의 갈색도는 된장> 두>증자

두, 청국장 순으로 높았다. Lee 등(14)의 연구에서 된장은 

메주와 달리 수용성, 지용성 갈변물질이 모두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여 높은 값을 나타낸 것과 일치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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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ipophilic and hydrophilic brown pigments of soy⁃
bean, steamed soybean, Chungkukjang and Doenjang. 
1)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5).

를 보 다. 된장은 오랜 숙성과정  미생물이 생성하는 

protease 작용으로 단백질이 분해되어 생성된 가용성 질소

화합물인 펩톤, 펩타이드, 아민 등과 amylase 작용으로 당질

이 분해되어 생성된 다량의 환원당간의 Maillard 반응에 의

한 갈변물질(Maillard reaction products; MRPs) 생성량이 

증가된 것(4,31)으로 단된다. 

Linoleic acid 상에서의 항산화능 

Linoleic acid 상의 지방질 산화반응에 한 항산화효과를 

비교하기 하여 200 ppm 농도로 용매별 추출물(n-hexane 

extract, HE; methanol extract, ME; water extract, WE)을 

첨가하여 50oC에서 72시간 산화시킨 후 과산화물가를 측정

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두, 증자 두, 청국장, 된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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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eroxide values of extracts (200 ppm; 0.2 mg/mL) 
by various solvents of soybean, steamed soybean, Chung⁃

kukjang and Doenjang in linoleic acid system at 50
o
C. 

▨ Control, ▤ BHT, □ soybean,  steamed soybean,  
Chungkookjang,  Doenjang,  green tea.
Abbreviations: HE= hexane extract, ME=methanol extract, WE= 
water extract, BHT = butylated hydroxytoluene.
1)Error bars indicate the standard error of each mean value (n=5). 

HE, ME, WE는 무첨가구(control)에 비해 과산화물가가 크

게 낮았으며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특이성분들은 각 추출물

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매별 추출물의 과

산화물가는 HE>WE>ME 순으로 낮아 ME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성을 보 으며 ME의 과산화물가는 두>증자 두>

청국장>된장 순으로 낮았다. 모든 시료  된장ME의 과산

화물가가 23.3±0.78 meq/kg으로 유의 으로 가장 낮게 나

타났으며 이 값은 BHT(butylated hydroxytoluene) 26.5± 
0.68 meq/kg과 차이가 으며 녹차WE 35.9±0.78 meq/kg
보다는 훨씬 낮아 지질산화에 해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saki 등(32)의 연구에서 용매 종류에 

상 없이 증자 두보다 미소, 낫토, 템페 등 두발효식품

이 지방산화에 더 안정 이었으며 헥산<클로로포름<에틸

아세테이트<메탄올 순으로 유도기간이 길었다(10). 특히 메

탄올 추출물에서 템페가 증자 두와 BHT보다 더 높은 항

산화력을 나타내어 발효에 의한 항산화력 증진 효과가 있음

이 보고되었는데 이는 본 실험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Linoleic acid 상에서의 녹차WE가 BHT나 ME 4종과 된장

WE보다 항산화효과가 낮게 나타난 것은 녹차의 지질에 

한 용해성 부족(33)과 50
oC, 72시간의 장조건으로 인하여 

열에 약한 녹차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성분의 손실에 기

인하는 것(29,34)으로 여겨진다. Linoleic acid 상에서 된장의 

강한 항산화효과는 발효숙성과정 에 많은 분자 MRPs 

(4,31)와 두의 이소 라본 배당체의 aglycone 형태로의 

환이 많아지기 때문(17,35,36)으로 단된다. 한 발효과정 

에 삶은 두에 존재하지 않았던 caffeic acid와 ferulic 

acid 등의 유리 phenolic acid 함량이 증가하 다는 Lee 등

(17)의 보고도 본 실험의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 

MRPs는 reductone 구조에 의한 환원작용과 속 킬 이트

작용 등으로 BHT, BHA(butylated hadroxyanisole) 등의 기

존 합성 항산화제보다 우수한 항산화능을 보이며 페놀물질

과 같이 존재할 경우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38). 

자공여능 

용매별 추출물  HE는 linoleic acid 상에서 가장 낮은 

항산화효과를 보 을 뿐만 아니라 비 실험에서 다른 연구

결과들(11,35)과 같이 자공여능이 매우 낮게 나타났으므

로(data not shown) HE를 제외한 ME와 WE의 자공여능

에 한 결과만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ME시료군의 두 

농도 200 ppm과 1000 ppm에서의 자공여능은 각각 7.9～

10.3%, 11.2～16.2% 범 이고 WE시료군의 동일 농도 수

에서의 각각의 자공여능 범 는 2.0～6.2%, 6.7～12.8%로 

ME시료군 모두 WE시료군보다 높은 자공여능을 보 다. 

이는 Choe 등(11)의 된장과 Cui 등(39)의 청국장의 WE가 

ME보다 낮은 자공여능을 보인 결과와 일치하 다. ME시

료군 에서 된장의 자공여능은 200 ppm과 1000 pp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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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different solvent 
extracts from soybean, steamed soybean, Chungkukjang 
and Doenjang (%)

Extraction 
fraction

Sample 200 ppm 1000 ppm

ME

Soybean
Steamed soybean
Chungkukjang
Doenjang

 7.9±0.37c1)
 7.3±0.35c
 8.5±0.32b
10.3±0.15a

11.2±0.71b
 9.1±0.55c
 9.6±0.40c
16.2±0.62a

WE

Soybean
Steamed soybean
Chungkukjang
Doenjang
Green tea

 2.0±0.35d
 2.3±0.28d
 4.7±0.35c
 6.2±0.19b
34.8±1.46a

 6.7±0.08d
 3.7±0.27e
 7.0±0.08c
12.8±0.38b
66.7±0.95a

BHT 24.3±0.46 59.9±0.60
Abbreviations: See the footnotes of Fig. 3.
1)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n=5).

각각 10.3%, 16.2%로 가장 높았다. WE의 경우도 원료 두, 

증자 두, 청국장의 자공여능은 각각 200 ppm에서 2.0, 

2.3, 4.7%를, 1000 ppm에서 6,7, 3.7, 7.0%를 나타낸 반면에 

된장은 200 ppm과 1000 ppm에서 각각 6.2%, 12.8%로 높은 

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 타이완 연구  Yang 등(40)은 비

발효 두음료보다 21일 발효 두음료에서 자공여능이 

더 높았다고 보고하 다. MRPs의 자공여능에 의한 환원

력은 반응온도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되며 갈색도가 높

을수록 환원력이 크게 증가된다고 한다(41). 녹차WE와 

BHT의 경우 200 ppm과 1000 ppm에서의 자공여능은 각

각 34.8%, 24.3%와 66.7%, 59.9%로 된장의 자공여능보다 

히 높으며 녹차WE의 자공여능이 BHT보다 우수함

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Rhi와 Shin(42)의 결과와도 일치하

다. 녹차WE의 총 폴리페놀함량이 두  두발효식품

에 비해 히 높아 DPPH 라디칼 소거능에 크게 향을 

미친 것으로 단된다. 

SOD 유사활성 

시료의 용매별 추출물(ME, WE) 200 ppm과 1000 ppm 

농도에서 측정한 SOD 유사활성 결과는 Table 4와 같다. 

SOD 유사활성은 동일농도에서 체 으로 ME보다 WE가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WE시료군에 비해 ME시료군에서 

더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 던 linoleic acid 상에서의 항산화

력이나 자공여능과는 상반되며 Kim 등(43)의 연구에서 

식물체추출물(팽이버섯, 마늘, 녹차, 솔잎)의 항산화 효과 비

교시 자공여능은 메탄올추출물이 물추출물보다 높았으나 

SOD 유사활성은 반 로 물추출물이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

었다는 결과와 일치하 다. ME나 WE의 증자 두의 SOD 

유사활성은 원료 두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한편 짧은 

발효과정을 거친 청국장의 SOD 유사활성은 게 증가하

으나 이보다 발효, 숙성과정이 길었던 된장ME는 크게 증가

하 으며, 특히 WE 200 ppm과 1000 ppm에서는 각각 

16.7±0.33%와 18.7±0.20%로 원료 두의 15.2±0.33%와 

Table 4.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y of 
different solvent extracts from soybean, steamed soybean, 
Chungkukjang  and Doenjang (%)

Extraction
fraction

Sample 200 ppm 1000 ppm

ME

Soybean
Steamed soybean
Chungkukjang
Doenjang

 8.2±0.31b1)
 2.0±0.15d
 3.1±0.13c
12.5±0.26a

14.2±0.66b
 5.2±0.23d
10.0±0.24c
18.5±0.21a

WE

Soybean
Steamed soybean
Chungkukjang
Doenjang
Green tea

15.2±0.33b
10.8±0.57d
13.3±0.27c
16.7±0.33a
15.7±0.31b

16.8±0.46c
15.3±0.35d
17.5±0.51bc
18.7±0.20a
17.7±0.40b

BHT 24.9±1.10 36.4±0.15
Abbreviations: See the footnotes of Fig. 3.
1)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n=5).

16.8±0.46%보다 유의 으로 높은 SOD 유사활성을 보 다. 

본 실험에서 비교군으로 사용된 녹차WE의 경우 된장WE보

다 유의 으로 낮은 SOD 유사활성을 나타내었다. Shon 등

(44)의 연구에서도 녹차물추출물 200 ppm에서 10% 이하의 

낮은 유사활성을 보 다. 한편 BHT의 경우 200 ppm과 1000 

ppm에서 SOD 유사활성이 된장WE보다 각각 8.2%와 17.7% 

더 높게 나타났다. SOD 유사활성을 가진 물질은 효소는 아

니지만 주로 phytochemical에 속하는 분자 물질이 SOD와 

유사한 역할을 하여 superoxide의 반응성을 억제하여 생체

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25). 따라서 SOD 유사활성을 

갖는 된장 섭취는 노화억제와 더불어 산화  장해를 방어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질산염소거능

용매별 추출물(ME, WE)의 200 ppm과 1000 ppm 농도에

서의 아질산염소거능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동일농도에서 

WE에 비해 ME의 아질산염소거능이 높았으며 200 ppm에

서 1000 ppm의 농도 증가로 니트로사민 생성이 더욱 억제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ME와 WE 모두 원료 두에 비해 증자

두와 청국장이 낮은 소거능을 보 고 반면에 된장은 두, 

증자 두, 청국장보다 약 2배정도의 높은 아질산염소거능을 

보여 하되었던 아질산염소거능이 숙성과정 에 다시 증

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Choe 등(11)과 Yoon 등(45)은 숙

성과정 에 생성된 펩타이드와 MRPs에 기인되며, Cooney 

등(46)은 페놀성 물질 한 니트로화 반응을 강력하게 억제

한다고 하 는데 본 실험에서도 총 폴리페놀 함량과 수용성, 

지용성 갈색물질 함량이 가장 높았던 된장의 아질산염소거

능이 가장 우수하 다. 그러나 녹차물추출물이나 BHT의 아

질산염소거능에는 훨씬 못 미치는 낮은 효능을 보 다. 녹차

물추출물 1000 ppm에서 95.7%의 아질산염소거능을 보인 본 

실험결과는 동일한 조건에서 녹차물추출물이 100%의 아질

산염소거능을 나타내었다는 Kim 등(43)의 결과와 유사한 

범 다. 된장은 두, 증자 두, 청국장보다는 아질산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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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solvent extracts from 
soybean, steamed soybean, Chungkukjang and Doenjang in 
pH 1.2 reaction system (%)

Extraction
fraction

Sample  200 ppm 1000 ppm

ME

Soybean
Steamed soybean
Chungkukjang
Doenjang

10.1±0.15b1)
 9.7±0.15c
 9.6±0.14c
18.3±0.10a

12.4±0.24b
10.7±0.72c
10.8±0.33c
21.9±0.08a

WE

Soybean
Steamed soybean
Chungkukjang
Doenjang
Green tea 

 7.5±0.52c
 4.2±0.27e
 6.0±0.30d
11.5±0.19b
48.7±0.72a

 8.3±0.24c
 6.7±0.35d
 8.9±0.38c
14.5±0.17b
95.7±0.41a

BHT 72.9±0.24 81.1±0.22
Abbreviations: See the footnotes of Fig. 3.
1)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n=5).

거능이 상 으로 높아 니트로사민 생성에 의한 암 발생 

방에 더 도움이 되리라 단된다(26). 

요   약

동일 품종의 국산 원료 두로부터 제조된 증자 두, 청국

장과 된장을 동결건조한 후 항산화 련 물질을 측정하고 용

매 추출물의 항산화력  아질산염소거능을 조사하 다. 페

놀화합물 함량과 총 갈색도는 두의 발효과정 에 증가하

으며 청국장보다 된장에서 크게 증가하여 두 시료 간에 

큰 차이를 보 다. 모든 처리구에서 수용성추출물의 갈색도

가 지용성추출물보다 높게 나타났다. 추출물의 linoleic acid 

상에서의 과산화물가와 자공여능 측정에 의한 항산화력

과 아질산염소거능은 ME시료군이 WE시료군보다 높았으

며, ME시료군 에서 청국장보다 된장추출물이 높게 나타

났다. 반면에 SOD 유사활성은 동일농도에서 WE가 ME보

다 더 높았으며, 청국장WE보다 된장WE가 높은 항산화능

을 나타내어 항산화능 측정치간의 다소 상이한 경향을 보

다. 된장이 동일 원료를 사용한 두, 증자 두, 청국장보다 

훨씬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낸 것은 된장의 오랜 발효숙성과

정 에 생성된 페놀화합물과 갈변물질의 증가가 일부 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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