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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및 개량식 된장의 아이소플라본 분포 및 β-glucosidase 활성 연구

이승욱·박영우·장판식1·이재환*

서울산업대학교 식품공학과, 

1서울대학교 식품생명공학전공

Isoflavone Distribution and β-Glucosidase Activity in Home-made and
Factory-produced Doenjang

SeungWook Lee, YongWoo Park, Pahn-Shick Chang1, and JaeHwan Lee*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Technology
1Center for Agricultural Biomaterials, Department of Agricultural Biotechn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soflavone distribution and β-glucosidase activity in 16 commercially available doenjang samples were
determined. Twelve of the samples were home-made doenjang (HMD) with a relatively long fermentation period and 4
of the samples were factory-produced doenjang (FPD) from four different manufactures. Total isoflavones (TI) in the
HMD ranged from 370-723 µg/g, while those in FPD ranged from 179-537 µg/g. The isoflavone distribution in HMD was
different from those in FPD. Generally, the TI in HMD was higher than those in FPD. The major isoflavone was
aglycones, which ranged from 42.98 to 89.96% in HMD and from 35.51 to 93.48% in FPD. Isoflavones in the β-glucoside
forms were not detected in tested FPD samples.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PCA) of the isoflavone profiles showed
that HMD were differentiated from FPD. First principal component (PC1) and second principal component (PC2)
expressed 43.6 and 22.9% of the data variability, respectively. β-Glucosidase activity in doenjang was lower than that in
raw soybean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understand the differences in the isoflavone distribution in
traditionally manufactured and factory produced doe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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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된장은 대두를 주 원료로 제조된 전통 발효 식품으로 제조방

식에 따라 재래식 된장과 개량식 된장이 있다. 전통 방식의 재래

식 장류는 가정에서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찐 콩을 사용하여

Bacillus subtilis 등의 미생물 발효로 메주를 제조 후 이를 소금물

에 침지·숙성시켜 혼합물의 상층액은 간장으로 사용하고 메주

고형물에 소금을 추가로 첨가하여 발효시킨 부분은 된장으로 활

용되었다. 반면 개량식 된장은 찐 쌀, 보리 혹은 밀에 Aspergillus

oryzae를 접종 및 배양하여 koji를 제조하고 여기에 찐 대두와 소

금을 혼합한 후 2-3개월간 숙성시켜 제조된다(1-3). 재래식 된장

과 개량식 된장은 단백질, 수분, 회분, 염분 등의 영양소 및 생리

활성 측면에서 큰 차이를 갖고 있음이 보고되었다(3).

된장에 관한 연구는 저장 및 유통 변화에 의한 미생물과 효소

활성(1), 제조 원료(4), 제조 방법(5), 물리·화학적인 특성(2,6),

향과 맛(7) 등의 관능 품질과 영양소 변화(6)에 대해 주로 이루

어졌다. 최근에는 된장의 항암, 항돌연변이, 혈액응고저해활성 등

의 생리활성 보유 가능성이 보고 되었다(8-10).

대두 및 대두 함유식품에는 아이소플라본(isoflavone)이 약 0.1-

0.4% 함유되어 있으며 아이소플라본이 대두식품 섭취에 의한 항

암, 항골다공증, 항심혈관 질환 감소 등의 생리활성과 밀접한 관

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11,12). 대두의 아이소플라본은 genistein,

daidzein, glycitein이 각각 비배당체 형태, 혹은 이들의 β-glucoside,

acetyl-β-glucoside, malonyl-β-glucoside 등의 배당체 형태로 존재한

다. Malonyl-β-glucoside는 날콩(raw soybean)의 주요 아이소플라

본이며 발효과정 없이 열처리 제조된 대두식품에는 β-glucoside

배당체가, 된장과 같은 장기 발효 대두식품에는 비배당체 형태가

상당량 증가한다(13). 단기간 발효된 청국장의 경우, 발효조건에

따라 비배당체 및 배당체 분포가 다양하였다(13). 된장의 아이소

플라본에 대한 기존 연구는 시중에서 구입한 된장시료(14,15), 혹

은 개량식 된장시료(16), 시장에서 구입한 시료(17) 및 전통적인

방식으로 제조된 160일간 발효 숙성된 된장(18) 등이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중에서 구입한 재래식 된장 12종과 개량

식 된장 4종의 아이소플라본 분포 및 β-glucosidase활성을 탐색하

여 재래식 및 개량식 된장의 아이소플라본에 대한 체계적 연구

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총 12가지 아이소플라본 표준물질은 Wako Chem. Co.(Osaka,

Japan) 에서 구입하였다. HPLC-grade 메탄올, acetonitrile, 염산,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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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Fisher Scientific사(Fairlawn, NJ, USA)에서 구입하였다. 또한

p-nitrophenol-β-D-glucopyranoside(pNPG), p-nitrophenol(pNP), for-

mononetin, sodium acetate, sodium carbonate 등은 Sigma-Aldrich

사(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된장 시료 준비

총 12개의 재래식 된장(home-made doenjang, HMD)과 4개의

개량식 된장(factory-produced doenjang, FPD)을 이용하였다. 재래

식 된장은 3종류의 다른 공급처(Y, O, M)에서 제공받았으며 Y

공급처 재래식 된장은 숙성 1, 2, 4, 5년, O 공급처 된장은 숙성

1, 2, 3, 4, 6년, M 공급처 된장은 숙성 1, 3, 5년이 경과한 것이

었다. 개량식 된장은 서로 다른 제조업체의 것을 한 종씩 서울

시내 마켓에서 구입하였으며, 모든 된장 시료는 동결건조기(Ilshin

Lab., Yangju, Korea)를 이용하여 감압·냉동 건조 시켰다.

β-Glucosidase 활성도 측정

β-Glucosidase 활성도 측정은 Yang 등(13)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된장 0.5 g을 15 mL 탈이온수에 혼합 및 교반 후 30분 간 정치

시키고, 원심분리기(Hanil, Incheon, Korea)로 10,000 rpm(8,832×g),

4oC에서 20분간 처리하였다. 상등액 0.1 mL에 0.1 mL pNPG(pH

4.6, 9 mM)와 0.8 mL sodium acetate buffer(pH 4.6, 0.1 M)를 혼

합 후, 37oC에서 30분간 반응 시킨 후 1 mL sodium carbonate

(pH 8, 100 mM)를 첨가하고, 4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UV-2101PC, Shimadzu, Kyoto, Japan). β-Glucosidase 1 unit은 1

분 동안 pNPG로부터 1 µmol pNP를 생산하는 능력으로 정하였다.

아이소플라본 추출 및 분석

된장의 아이소플라본 분석은 Lee 등(19)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된장 1 g에 2 mL 100 mmol/L HCl, 7 mL의 acetonitrile, 3 mL 탈

이온수를 첨가하고 1시간 동안 혼합하였으며, 시료를 10분 동안

5,000 rpm(2,208×g)의 속도로 원심분리 후 여과처리(No. 2, What-

man, Maidstone, England) 후 1 mL씩 분액하였다. 질소가스로 건

조시킨 시료는 −40oC에서 보관하였으며, 아이소플라본 추출효율

은 daidzein의 유도체인 formononetin을 이용하였다.

건조된 시료에 1 mL 메탄올을 첨가한 후 0.2 mm syringe filter

(Alltech Associates Inc., Deerfield, IL, USA)로 여과 후 HPLC-

UV 검출기(Hitachi, Tokyo, Japan)를 이용하여 260 nm에서 아이소

플라본을 정량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인 아이소플라본 분석 조건

은 Yang 등(13)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통계처리

측정된 결과는 SPSS program(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ANOVA 분산분석 후 유의차가 있는 경우, 다중비교법

인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비

교하였다.

또한 재래식 및 개량식 된장의 제조방법 및 숙성기간에 따른

아이소플라본의 함량 분포의 상관성을 요약 분석하기 위해 각 시

료의 아이소플라본 평균값에 대해 SPSS program(SPSS Inc.)을 이

용하여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된장의 아이소플라본 분포

재래식(HMD) 및 개량식(FPD) 된장의 아이소플라본 분포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HMD의 전체 아이소플라본 함량(TI)은 370-

723 µg/g이었고, FPD는 179-537 µg/g이었으며, 전체적으로 HMD

가 FPD보다 높은 TI를 나타내었다. 재래식 된장의 경우 HMD의

주 원료는 약 33% 메주, 13% 소금, 그리고 54% 물이 사용되었

다. HMD-Y계열은 숙성 기간이 다른 된장시료간에 TI의 평균값

은 다르나 통계적으로 유의적(p>0.05)인 차이가 없었고, HMD-M

계열의 시료간 TI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적(p>0.05)인 차이가 없

었다. FPD의 경우, 대두 이외에 koji가 사용되었기에 상대적으로

대두양이 적게 이용되어 아이소플라본 함량이 HMD에 비해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PD의 TI는 대두와 koji의 비율에 따

Table 1. Distribution of isoflavones in doenjang1)

Samples DE DI ADI MDI GE GI AGI MGI GY GYI AGTI MGYI TI

Y01Y 220.752) 072.63 ND ND 369.62 ND ND ND 60.51 ND ND ND 723.50f3) 

Y02Y 197.48 177.10 ND ND 288.72 ND ND ND 51.20 ND ND ND 714.50f 

Y04Y 174.48 162.56 ND ND 278.78 ND ND ND 58.60 ND ND ND 674.42ef 

Y05Y 215.39 117.32 ND ND 293.94 ND ND ND 49.76 ND ND ND 676.42ef

O01Y 101.47 048.18 04.52 11.17 121.51 13.52 11.03 18.07 23.59 35.98 15.03 15.82 419.89bcde 

O02Y 088.33 104.54 06.80 06.45 102.25 04.78 09.78 14.67 22.17 25.17 12.75 05.76 403.46bcd 

O03Y 067.15 048.72 11.73 ND 112.45 12.18 11.14 17.24 18.22 54.85 11.56 05.54 370.80abc 

O04Y 104.91 038.77 23.49 ND 157.23 08.57 13.80 20.88 22.18 41.30 15.13 35.71 481.97bcde 

O06Y 104.14 ND 08.27 14.14 153.50 07.12 12.17 14.42 20.96 ND 12.32 167.880 514.94bcde 

M01Y 095.25 ND 17.02 10.06 184.39 12.14 08.36 26.34 22.56 ND 13.76 04.09 393.98bcd 

M03Y 104.86 035.53 32.05 30.84 144.04 120.320 10.72 24.42 34.71 51.19 18.69 35.53 642.90def 

M05Y 103.27 042.24 18.40 45.42 170.70 32.23 26.00 26.32 32.88 42.99 21.67 7.62 569.75cdef 

A 137.92 ND ND ND 193.54 ND 43.45 84.59 46.34 ND ND ND 505.84cdef 

B 171.32 ND ND ND 257.85 38.30 17.91 ND 52.47 ND ND ND 537.86cdef 

C 097.82 ND ND ND 111.98 ND 16.17 ND 29.29 ND ND ND 255.26ab 

D 026.43 ND ND ND 025.32 ND 23.05 91.63 13.18 ND ND ND 179.61a 

1)Abbreviations: DE, daidzein; DI, daidzin; ADI, acetyl daidzin; MDI, malonyl daidzin; GE, genistein; GI, genistin; AGI, acetyl genistin; MGI,
malonyl genistin; GY, glycitein; GYI, glycitin; AGYI, acetyl glycitin; MGYI, malonyl glycitin; TI, total isoflavones; ND, not detected. Home-made
doenjang: Y, O, and M. Factory produced doenjang: A, B, C, and D.
2)Average of triplicates (n=3) in µg isoflavones/g doenjang.
3)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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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변하는데, FPD-C와 FPD-D는 FPD-A와 FPD-B에 비해서 유의

적(p<0.05)으로 낮은 TI를 보였다. 이는 FPD-C와 FPD-D가 FPD-

A와 FPD-B보다 상대적으로 koji 함량이 높고 대두 함량이 적게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제조업체 및 된장의 숙성기간에 따라 아이소플라본의 분포는

상이하였다(Table 1). HMD-Y의 경우 비배당체와 β-glucoside만이

검출되었으며, 반면에 HMD-O 및 HMD-M은 숙성기간에 따른 차

이가 있었지만 일부 시료를 제외하고는 12종류의 아이소플라본

이 모두 검출되었다. FPD의 경우 예외없이 비배당체인 daidzein,

genistein 및 glycitein의 함량이 높았으며 acetyl-β-genistin, malo-

nyl-β-genistin이 검출되었고 그 이외의 아이소플라본은 검출되지

않았다. HMD와 FPD의 아이소플라본 분포의 차이는 사용된 재

료, 가열시간과 온도, 그리고 발효 조건에 기인한 것으로 예상된

다(20-22).

된장에서 아이소플라본의 상대적 함량비(%)는 Table 2에 나타

내었다. HMD에서 비배당체는 42.98부터 89.96% 범위였으며,

HMD-Y 시료들의 acetyl과 malonyl형태의 아이소플라본은 검출되

지 않은 반면에 비배당체 함량은 74.97-89.96%였다. HMD-O 시

료들의 비배당체와 β-glucoside는 각각 52.47-59.24%, 1.42-33.55%

이었다. 숙성기간에 따른 HMD 시료간의 아이소플라본 분포에서

일관된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는 데 이는 재래식 된장 제조가 일

관성 있게 이루어 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FPD-C와 FPD-D의

비배당체 함량은 93.48와 35.51%으로 유의적(p<0.05)으로 차이가

있었으며, malonyl-β-glucoside는 FPD-D에서만 51.52%의 함량을

보였다.

제조방법 및 숙성기간이 다른 16종의 시료와 12가지 아이소플

라본을 이용하여 주성분 분석(PCA)을 실시 한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제 1 주성분과 제 2 주성분은 각각 전체 데이터 변

동의 43.6과 22.9%를 기여하여 총 66.5%를 설명하였다. 제 1 주

성분에서는 HMD-M계열이 양의 방향에, HMD-Y계열이 음의 방

향에 위치했다. 제 1 주성분의 양의 방향에 위치한 M03Y와

M05Y는 GI(genistin), MDI(malonly-β-daidzin), AGYI(acetyl-β-gly-

citin), GYI(β-glycitin), ADI(acetyl-β-daidzin) 등의 함량과 높은 상

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1 주성분의 음의 방향으로는

비배당체인 DE(daidzein), GE(genistein)과 배당체인 GY(glycitin)과

DI(daidzin) 등이 HMD-Y계열과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제 2 주

성분에서 HMD는 양의 방향에, FPD는 음의 방향에 위치하였다.

또한 HMD-Y계열은 HMD-M계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숙성기

간에 따른 아이소플라본 함량 분포의 차이가 적은 것으로 나타

났다. HMD-Y계열과 HMD-O계열간에는 숙성기간에 따라 밀접한

상관성이 있었으나 HMD-M계열은 숙성기간에 의한 상관성이 적

었으며 개량식 된장은 제조사에 따라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적었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된장 시료들의 아이소플라본 함량 분포에

대한 주성분 분석(PCA) 결과 재래식 된장은 개량식 된장과 차별

화가 가능하였다.

전통적인 조리 과정, 즉 다량의 수분을 함유한 열처리 과정 중

malonyl 형태의 아이소플라본은 intra-conversion에 의해 β-glucoside

형태로 전환된다(20,21). 반면에, 볶음공정(roasting)이나 튀김(frying),

baking과 같은 수분이 적은 건열의 에너지가 공급되면 malonyl

Table 2. Relative contents (%) of isoflavones in doenjang1)

Samples Aglycones β-Glucosides
Acetyl-β-
glucoside

Malonyl-β-
glucoside

Y01Y 89.96fg2) 10.04bc ND ND

Y02Y 74.97d 25.03de ND ND

Y04Y 75.54de 24.46de ND ND

Y05Y 82.44def 17.56cd ND ND

O01Y 58.56c 23.37de 07.31cd 10.77d

O02Y 52.47bc 33.55f 07.27cd 06.71bc

O03Y 54.53c 30.11ef 09.24ef 06.11b

O04Y 59.24c 18.49d 10.77f 11.51d

O06Y 53.85c 01.42a 06.43c 38.30f

M01Y 76.64de 03.08ab 09.98ef 10.30cd

M03Y 42.98ab 33.62f 09.64ef 13.77de

M05Y 50.82bc 23.83de 11.05f 14.30de

A 73.93d ND 08.64de 17.42e

B 85.34efg 10.26bc 04.40b ND

C 93.48g ND 06.52c ND

D 35.51a ND 12.97g 51.52g

1)Home-made doenjang: Y, O, and M. Factory-produced doenjang: A,
B, C, and D. ND, not detected
2)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Fig. 1. Loading (A) and score (B) plots of PCA for isoflavone

profiles in home-made and factory-produced doenjang samples.
Abbreviations are shown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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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아이소플라본은 감소하고 acetyl 및 β-glucoside형태는 증

가한다(22). Malonyl형태의 아이소플라본이 검출되지 않은 HMD-

Y 된장은 다른 재래식, 개량식 된장보다 메주 제조 시 상대적으

로 더 많은 열처리를 받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β-glucoside에

서 비배당체 변환은 135oC보다 더 높은 열에너지가 공급되거나

β-glucosidase활성에 의해 가능하다(13,20,21). 따라서 비배당체가

높은 시료는 저장기간 중 발효 미생물 및 첨가된 원료 유래 β-

glucosidase활성이 높았거나 원료가 135oC 이상의 열처리를 받았

음을 의미한다. HMD-O에서 β-glucoside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숙성 중 β-glucosidase활성이 높지 않았거나 미생물의 발효

가 좋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FPD는 HMD에 비해

β-glucoside의 함량이 유의적(p<0.05)으로 낮았는데(Table 2), 이는

FPD 제조 시 대두가 135oC 이상의 고열처리를 받았거나 높은 β-

glucosidase활성을 가진 미생물 발효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Kim 등(15)은 시중 개량식 된장의 아이소플라본의 함량을 분석

하였고 비배당체가 주요 아이소플라본의 형태라는 것을 보고 하

였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β-Glucosidase 활성

날콩과 된장의 β-glucosidase 활성은 Fig. 2에 나타내었는데, 날

콩 및 찐 대두의 β-glucosidase 활성은 각각 8.22와 0.71 unit/g이

며 된장 시료는 0.61-3.53 unit/g의 범위였다. 된장 시료의 효소 활

성은 날콩의 7.42-42.94%로 유의적으로 낮았다. 재래식 된장의 숙

성 기간에 따른 효소 활성의 일관된 변화 및 아이소플라본 함량

간의 유의적인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HMD-Y와 HMD-M

의 경우, 숙성기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HMD-O 시

료의 경우는 4년 차 시료를 제외하고는 증가 경향을 나타내었다.

Kim과 Yoon(16)에 따르면, 메주와 된장에서의 β-glucosidase 활성

은 날콩의 각각 36과 12%였다. Zhang 등(23)은 콩 분말과 소맥

분말의 β-glucosidase 활성이 각각 10.7과 4.1 unit/g로 보고 하였

고 콩 분말로 만든 콩 빵을 만들었다. Yang 등(24)은 아몬드 가

루, 날콩, 불린콩, 열처리콩의 β-glucosidase 활성을 측정하여 각

각 20.80, 3.35, 5.20, 0.25 unit/g으로 보고 하였고 아몬드를 이용

하여 비배당체가 높은 아이소플라본을 제조하였다. Kim과 Chun(25)

은 아이소플라본 배당체들을 daidzein이나 genistein 형태로 전환

시키는데 있어 β-glucosidase 효소의 농도, 반응온도 및 pH, 반응

시간등의 조건을 탐색하여 비배당체 형태로의 최적 전환 조건을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곳의 제조업체에서 숙성기간이 다른 재래식 된

장 12종과 4곳의 개량식 된장의 아이소플라본과 β-glucosidase 활

성을 탐색하였다. 재래식 된장의 아이소플라본 함량이 개량식 된

장보다 높았으며 주요 형태는 비배당체였다. 숙성기간에 따른 아

이소플라본 분포의 유의적인 경향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본 연구

를 통해 재래식 및 개량식 된장의 주요 phytochemical인 아이소

플라본 분포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및 재래식 및 개량식 된장에

대한 분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숙성기간이 다른 재래식 된장 12종과 개량식 된장 4종의 아이

소플라본과 β-glucosidase 활성도를 비교하였다. 재래식 된장의 전

체 아이소플라본 함량(TI)은 370-723 µg/g이었고, 개량식 된장은

179-537 µg/g으로 유의적으로 낮은 함량을 보였다. 된장의 주요

아이소플라본은 비배당체 형태였으며 재래식 된장의 경우 42.98-

89.96%, 개량식 된장은 35.51-93.48%이었다. 아이소플라본 함량

분포에 대한 주성분 분석 결과 재래식 된장은 개량식 된장과 차

별화가 가능하였다. 개량식 된장의 경우 β-glucoside 형태는 검출

되지 않았는데 이는 과도한 열처리를 받았거나 발효에 관여한 미

생물의 β-glucosidase 활성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된장시료에서 β-

glucosidase 활성도는 날콩에 비해 낮았으며 재래식 및 개량식 된

장간에 유의적인 차이 및 아이소플라본의 분포와의 상관관계는

명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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