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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초균에 의한 탈지대두 grits 발효물의

항혈전 및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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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antithrombotic and hypocholesterolemic activities of defatted soybean grits (DSG) and
fermented DSG (FD). The FD was prepared by the solid state fermentation using Bacillus subtilis NUC1 at 40oC for 24h.
The water extracts of fermented DSG (FDW) exhibited higher fibrinolytic activity and inhibition of platelet aggregation
induced by ADP than water extracts of DSG (DW). However, the DW and FDW inhibited HMG-CoA reductase activity
and significantly decreased the intracellular cholesterol contents in HepG2 cells. In addition, DW treatment did not show
any cholesterol adsorption capacity, while FDW demonstrated the highest cholesterol adsorption by 90%. The results
suggest that fermented DSG have significant antithrombotic and hypocholesterolemic effects in vitro and these activities
were improved during fermentation by B. subtilis NU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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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도의 산업화와 경제적 수준의 향상으로 식생활 패턴이 서구

화되면서 한국인의 사망 원인 중 뇌혈관계 질환, 악성 종양, 고

혈압 및 심장 질환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크게 증가

하고 있으며, 소아 성인병 또한 증가추세에 있어 국민 보건에 심

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1,2). 특히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

한 동물성 식품과 정제된 식품의 섭취량 증가로 지방간, 동맥경

화, 심혈관계질환,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질환 이완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고지혈증은 혈장 내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상태이고, 그 중 고콜레스테롤혈증

은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지혈증

개선을 위한 콜레스테롤 합성저해제가 다방면으로 연구되고 있

다(3-7).

콜레스테롤 생합성 과정중 HMG-CoA(3-hydroxy-3-methylglutaryl

coenzyme A)로부터 mevalonate로 전환시키는 효소인 HMG-CoA

reductase는 cholesterol의 합성속도를 조절하는 효소로 간 내에

HMG-CoA reductase 활성이 저하되면 간의 LDL-receptor의 활성

이 증가되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되고 있

다(8-10). 따라서 최근에는 HMG-CoA reductase의 활성을 조절하

는 statin류의 물질들이 고지혈증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치료제

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11), 여러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알려져

있어 식품으로부터 부작용이 없는 cholesterol 합성 저해 생리활

성물질을 찾아내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대두는 우수한 단백질원으로 그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동물성 단백질인 casein에 비해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킨다는 연구들이 많은 동물실험(12-14)과 임상실험(15)을

통해 보고되고 있다. 또한 대두를 Bacillus subtilis균으로 발효시

킨 청국장의 경우 soy peptides, glubulins, isoflavones, saponin 등

의 생리활성 물질이 생산되어(16) 혈전용해능(17), 항암(18), 항산

화 및 항동맥경화 효과(19), 그리고 혈당조절 및 혈중 중성지질

및 콜레스테롤 감소로 인한 지질대사를 개선하는 기능(20) 등이

보고되었다. 그렇지만 대두가 발효되면서 새로 생성되는 이들 성

분들은 사용하는 균주에 따라 성분의 함량이나 생리활성에서 차

이가 날 수 있다(2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두 대신에 탈지대두 grits (defatted

soybean grits, DSG)를 Bacillus subtilis균으로 발효시켜 청국장과

유사한 항혈전 및 콜레스테롤 개선능을 가지는 소재로의 가능성

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DSG는 대두유 제조로 생산되는 부산

물인 탈지대두박 분말(100 mesh 이하)보다 더 큰 알갱이 형태로

제조한 것으로, 단백질을 60% 이상 함유하고 있는 대두단백 제

품의 가장 간단한 형태이다. 이 DSG를 단백질 분해 및 점질물

생성능이 우수한 Bacillus subtilis NUC1 균주로 발효시킨 발효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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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발효하지 않은 DSG의 추출물을 각각 제조하여 in vitro

상에서 항혈전 및 콜레스테롤 개선능이 있는지 비교 검토해 보았다.

재료 및 방법

발효물 및 추출물 제조

탈지대두 grits(DSG)는 ADM사(Decatur, IL, USA)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였고, Bacillus subtilis NUC1 균주는 (주)NUC전자 바이

오연구소로부터 분주받아 사용하였다. 먼저 DSG 원료를 40oC에

서 12-18시간 동안 증자하거나, 증류수를 원료대비 2.5배 중량비

로 첨가한 후 고압 멸균기(JP/MIR 551, SANYO, Tokyo, Japan)

로 121oC에서 15분간 증자하였다. 증자된 DSG를 실온에서 50-

60oC로 냉각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B. subtilis NUC1균의 접종

을 위해 5%의 대두분말 용액에서 48시간 배양한 배양액을, 증자

한 DSG에 B. subtilis NUC1균이 2%가 되게 각각 접종 후 40oC

에서 24시간 발효시켜 DSG 발효물을 제조하였고, 발효된 DSG

는 열풍건조(60oC, 48 hr) 하였다. DSG 및 DSG 발효물의 물 추

출물의 제조는 각각의 시료에 10배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상온에

서 2시간동안 추출한 후 15,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한 후

여과하여 실험에 사용(22)하였다.

혈전용해 활성의 측정

혈전용해 활성은 Astrup과 Mullertz의 방법(23)을 응용한 fibrin

plate metho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Fibrin plate는 최종농도 0.5%

가 되도록 fibrinogen(Sigma, St. Louis, MO, USA)을 완전히 용해

시킨 후 10 mL당 thrombin(Sigma, St. Louis, MO, USA) 10

unit를 첨가하여 충분히 혼합한 후 상온에서 30분간 방치하여 고

형화 시켰다. 시료를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 20 µL을 fibrin plate

에 점적하여 37oC에서 2시간 반응 후 형성된 투명 환의 크기를

측정하였으며, 대조구로서는 5 unit/mL human plasmin(Sigma, St.

Louis, MO, USA)을 20 µL 사용하여 효소활성을 비교하였다.

Washed platelet의 조제

Rat를 ethyl ether로 마취하고, 항응고제 0.15M sodium citrate를

혈액과 1:9(v/v)의 비율이 되도록 함유한 주사기로 복대동맥으로

부터 채혈하였다. Platelet rich plasma(PRP)는 2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의 PRP를 얻었고, 계속하여 800×g에서 15

분간 원심분리하고, 침전된 혈소판을 washing buffer(137 mM

NaCl, 2.9 mM KCl, 1 mM MgCl
2 

5 mM glucose, 12 mM

NaHCO
3
, 0.34 mM Na

2
HPO

4
, 1 mM EDTA, 20 mM HEPES,

0.25% BSA, pH 7.4)로 2회 세척한 후 suspension buffer(137

mM NaCl, 2.9 mM KCl, 1 mM MgCl
2
, 5 mM glucose, 12 mM

NaHCO
3
, 0.34 mM Na

2
HPO

4
, 20 mM HEPES, 0.25% BSA, pH

7.4)에 현탁시켜서 washed platelet을 조제하였다(24). 혈소판 응집

억제능에 사용한 washed platelet을 cell counter(Hema-vet HV950FS,

Draw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혈소판 수를 계측하고 buffer로

희석하여 혈소판이 3×108 platelet/mL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혈소

판은 저온에서 응집되므로 이상의 실험은 상온에서 실행하였다.

혈소판응집 억제능 측정

Rat의 혈소판 응집 억제능은 aggregometer(Chrono-Log Co.,

Ltd., Havertown, PA, USA)를 이용한 탁도 측정법으로 측정하였

다. Washed platelet을 37oC에서 3분간 incubation 시킨 후 농도별

로 시료를 처리하고 2분후 혈소판 응집을 유도하는 물질 ADP(6

µM)로 응집을 유도하였으며, 10분간 측정한 후 억제정도를 계산

하였다. 억제정도(%)는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것을 control로 하

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구하였다.

Inhibition= ×100

A: control의 aggregation %

B: sample 처리시의 aggregation %

HMG-CoA reductase 저해활성

간 조직의 효소원은 Hulcher 등(25)의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분리하였다. 적출한 간 조직 1 g당 4배량의 완충용액(0.1 M trieth-

anolamine, 0.02 M ethylenediminetraacetic acid, 2 mM dithiothrei-

tol, pH 7.4)을 가한 후 빙냉 상태에서 glass teflon homogenizer로

마쇄 균질화 하였다. 마쇄 균질액은 3,000 rpm, 4oC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만을 13,000 rpm, 4oC에서 20분간 원심분

리 하였고 상층액을 다시 20,000 rpm, 4oC에서 1시간 동안 초원

심분리하여 생성된 pellet을 microsomal 분획으로 사용하였다. 분

획은 일정량씩 나누어 실험에 사용할 때 까지 −80oC에서 보관하

였다.

측정 방법은 1 mL cuvette에 시료 20 µL, 0.5 mM phosphate

buffer(pH 7.0), 20 mM DTT 100 µL, 3 mM NADPH(Sigma-Ald-

rich Chemical Co., Mo. USA) 100 µL, 효소원 100 µL를 넣었다.

반응액의 온도는 37oC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약 10분간 preincu-

bation 한 후에 3 mM HMG-CoA(Sigma-Aldrich Chemical Co.,

Mo. USA) 100 µL를 가하여 효소 반응을 시작하였다. 반응이 시

작됨과 동시에 340 nm에서 5분간의 흡광도 변화를 기록하였다.

HMG-CoA reductase의 억제활성은 다음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HMG-CoA reductase inhibition rate (%)=1−  ×100

T: ∆O.D. of sample

C: ∆O.D. of blank

세포주를 이용한 총 콜레스테롤 함량 측정

세포주를 이용한 총 콜레스테롤 함량 측정은 Park 등(26)의 방

법을 일부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HepG2 세포

는 human hepatoma cell line으로서 한국세포주은행으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HepG2 세포는 DMEM(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과 10% FBS와 1% antibiotic-antimycotic가 첨가된

배지에서 37oC의 5% CO
2
 배양기에서 2-3일에 한 번씩 계대 배

양하였다. HepG2 세포를 6-well plate(Corning, Corning, NY,

USA)에서 DMEM (FBS 2%) 배지에 5×105 cell/mL로 분주하고

24시간 배양하여 이를 PBS로 세척한 후 10 µg/mL의 콜레스테롤

이 함유되어 있는 DMEM(FBS 0%) 배지에 시료 추출물을 최종

농도가 1 mg/mL가 되게 각각 첨가하여 8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상층액을 제거한 다음 1% 에탄올을 함유하는 PBS로 세포를 1회

세척하고 다시 에탄올이 첨가되지 않은 PBS로 세포를 3회 세척

한 후 lysis 시켜 총 콜레스테롤 함량을 효소법에 의한 kit(Asan

Pharm., Seoul, Korea)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단백질은

Lowry 법(27)으로 정량하여 콜레스테롤 양을 산출하였다.

총 콜레스테롤 흡착능 측정

총 콜레스테롤 흡착능 측정은 효소법에 의한 kit(Asan Pharm.,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 mL에 30 µg의 콜레

스테롤을 첨가하여 25oC에서 20분 동안 잘 섞어준 후, 0.1 M

A B–

A
--------------

C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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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adecyltrimethylamminium broimde 을 50 µL를 가하여 섞이게

한 뒤 15,000 rpm으로 4oC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

하여 효소액과 37oC에서 5분간 반응시켜 500 nm에서 측정하였다

(28).

결과 및 고찰

DSG 발효물의 혈전 용해능

B. subtilis NUC1 균으로 제조한 DSG 발효물의 혈전 용해능은

fibrin plate를 이용하여 fibrin이 가수분해되어 투명해지는 면적을

측정하여 판정하였다. DW 및 FDW의 혈전용해 활성도를 측정

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DW와 FDW의 투명부위의 면적이 각

각 8, 15 mm로 FDW가 약 2배 정도 넓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조군으로 이용된 plasmin의 처리농도(1.25-5.0

unit/mL)가 증가할수록 투명부위의 면적도 비례하여 증가함을 확

인하였다. 특히 plasmin으로부터 얻은 표준곡선을 이용해 혈전용

해 활성도를 계산해 본 결과, DW와 FDW의 혈전용해 활성이 각

각 3.42와 8.75 plasmin unit/mL로 발효된 DSG 추출물에서 약 2

배의 높은 혈전용해 활성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혈전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는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혈전

용해제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대표적인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

은 효과는 뛰어나지만 위장관 출혈과 소화성궤양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며(29), 항응고제 등의 약제는 가격이 너무 고가인 문제가

있다. 이에 버섯, 대두, 그리고 청국장, 된장, 젓갈, 낫또와 같은

발효식품에서 혈전용해 활성이 확인되어 혈전용해 효소의 정제

및 생산 균주의 분리 등(30-32)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청

국장은 혈전용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

으며(33), 혈전을 용해시키는 물질의 섭취는 혈관계 질환의 예방

과 치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60%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34)하고 있는 DSG의 발효물에서도 높은 혈전용해 활성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여 청국장처럼 혈전용해 물질을 함유하고 있

는 식품 소재로 이용 가능할 것이다.

혈소판 응집 억제효과

DW와 FDW의 혈소판 응집 억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aggregometer로 응집 억제효과를 측정하였다(Fig. 2). 혈소판의 응

집 촉진제로 사용된 ADP에 의해서 rat의 washed platelet의 응집

이 유도되었으며, 혈소판을 시료와 2분간 전 처리한 후 ADP(6

µM)로 응집을 유도하여 DW와 FDW에 의한 혈소판 응집 억제

능을 관찰한 결과 DW는 응집 억제효과가 없었지만(data not

shown), 이에 반해 FDW는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판 응집 억제효

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FDW의 혈소판 응집능은 처리농도가 가

장 높은 1.0 mg/mL의 농도에서 29.7%의 가장 낮은 응집력을 나

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혈소판은 여러 물리, 화학적 자극에 의해 혈관이 손상되면 활

성화되어 지혈작용을 유도하여 혈액손실을 방지하지만 생리적인

요인들에 의해 혈액 순환장애나 혈관이 손상되어 혈소판이 과도

하게 활성화가 되면 심혈관계에서 혈전을 형성하여 동맥경화, 협

심증, 고혈압 등을 유발하게 된다(35,36). 따라서 혈소판 응집능

이 낮게 측정된 발효된 DSG는 혈소판응집 억제효과를 가지는

천연식품 소재가 되리라 생각된다.

HMG-CoA reductase 저해활성 및 콜레스테롤 생합성 억제능

DW와 FDW의 콜레스테롤 생합성에 미치는 영향은 HMG-CoA

reductase의 저해활성을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HMG-CoA reductase

는 콜레스테롤 생합성 단계에서 작용하는 조절 효소로서 스테롤

이나 isoprenoid계 화합물의 생합성 경로의 중간단계인 mevalonic

acid의 합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며, 여러 역학 연구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치나 혈중 LDL-콜레스테롤치가 높을수록 관상동맥성

심장질환에 걸릴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37).

DW와 FDW에 의한 HMG-CoA reductase 저해활성은 Fig. 3과

같이 나타났다. DW의 경우 약 23% 정도의 저해활성을 나타내

Fig. 1. Fibrinolytic activites of DW and FDW by the area of clear

zones on the fibrin plate. Concentration of sample was 100 mg/mL.
Values represent means±S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W: Water extracts of DSG. FDW:
Water extracts of fermented DSG

Fig. 2. Effect of water extracts from FDW on rat washed platelet
aggregation induced by ADP in a dose-dependent manner for 6

min. Values represent means±S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DW: Water extracts of
fermented D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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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고, FDW에서는 약 28%로 저해활성이 조금 더 증가되었다. 이

는 콩의 단백질, soy peptides, globulins 등이 콜레스테롤 및 지질

저하 효과(38,39)가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DSG 물추출물 및 발효된 DSG 물추출물에서 HMG-CoA reductase

저해활성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세포내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능을 알아보기 위해

인간유래 간암세포주인 HepG2 세포주를 이용하여 콜레스테롤 함

량을 측정하였다. HepG2 세포내로 콜레스테롤이 가장 잘 유입되

는 조건을 검토하여 콜레스테롤 처리농도 10 µg/mL에서 8시간

세포 배양으로 실험하였다. 즉 콜레스테롤(10 µg/mL)만 투여한 대

조군 그리고 콜레스테롤 첨가배지(10 µg/mL)에 DW와 FDW를

1 mg/mL의 농도가 되도록 각각 처리해 8시간 배양한 다음 HepG2

세포 내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Fig. 4와 같

이, DW와 FDW 처리군 모두 세포 내의 콜레스테롤 함량이 대

조군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DW와 FDW 처리군간의 유

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DSG와 DSG 발효물은 콜레스테

롤 합성 효소인 HMG-CoA reductase를 저해하여 간 세포내의 콜

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총 콜레스테롤 흡착능

DW와 FDW의 콜레스테롤 흡착능을 관찰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DW에서는 콜레스테롤 흡착능을 보이지 않았지만, FDW에

서는 약 90% 정도의 우수한 흡착능을 보였다. 이는 탈지대두

grits에서는 점질물 함량이 거의 측정되지 않았으나, DSG 발효물

에서는 점질물 함량이 28.7%로 측정되었다는 보고(40)와 일치되

게 FDW에서만 우수한 콜레스테롤 흡착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두를 발효시키게 되면 대두에 함유되어 있는 생리활성 물질

이외에, 발효과정 중 polyglutamate, levan 등의 새로운 생리활성

물질을 생성한다고 보고(41,42)되고 있어, 당뇨증세 개선, 콜레스

테롤 개선, 지질대사 개선, 혈압 강하 및 항균작용 등이 기대되

고 있다. 이처럼 DSG도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점질물 등의 새로

운 생리활성 물질들이 생성되어 항혈전 및 콜레스테롤 개선효과

를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DSG 발효물의 활성성분 규

명과 동물실험을 통한 독성평가가 병행된다면 항혈전 및 콜레스

테롤 개선과 관련된 기능성 식품 및 치료 소재로서 DSG 발효물

의 유용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탈지대두 grits(DSG)와 B. subtilis NUC1균주로

발효시킨 탈지대두 발효물(FD)을 제조한 다음 열풍건조한 시료

를 물 추출하여 이들 DSG 물추출물(DW)과 발효된 DSG 물추출

물(FDW)의 항혈전 활성과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FDW는 DW보다 항혈전 활성 및 혈소판의 응고 억제

효과가 더 우수하였으며, 유의적으로 높은 HMG-CoA reductase

저해활성을 가졌다. 그러나 DW와 FDW 처리군 둘다 HepG2 세

포를 이용한 콜레스테롤 생합성 억제능을 보였고, 대조군에 비해

세포 내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그리고 콜

레스테롤 흡착능에서는 FDW만 약 90% 정도의 높은 흡착능을

보였고, DW는 콜레스테롤 흡착능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발효

된 DSG는 원료인 DSG 보다 항혈전 및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Fig. 3. In vitro HMG-CoA reductase inhibition rate of DW and
FDW. The reaction mixture consisted of sample solution 20 µL (100
mg/mL), 0.5 µM phosphate buffer(pH 7.0) 100 µL, 20 mM DTT 100
µL, 3 mM NADPH 100 µL, enzyme source 100 µL, and 3 mM
HMG-CoA 100 µL. Values represent means±S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W:
Water extracts of DSG. FDW: Water extracts of fermented DSG

Fig. 4. Total contents of cholesterol in intracellular of HepG2

cell.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cholesterol (10 µg/mL), and then
sample were treated at 1 mg/mL. Values represent means±S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W: Water extracts of DSG. FDW: Water extracts of
fermented DSG.

Fig. 5. In vitro cholesterol adsorption capacity of DW and FDW.

Values represent means±S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DW: Water extracts of DSG. FDW:
Water extracts of fermented D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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