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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hange in antigenicity and allergenicity of Meju, a traditional Korean soybean
product, by fermentation via 3 different microorganisms. The steamed soybeans were fermented with Lactococ-
cus lactis subsp. lactis and/or Aspergillus oryzae and/or Bacillus subtilis. Proteins in soybean were degraded
after fermentation. Antigenicity or allergenicity were analysed by immunoblotting and ELISA using soybean
protein-specific polyclonal antibodies or soybean allergic patient sera. The best degradation was achieved by
three step fermentation using nisin-producing Lactococcus lactis subsp. lactis IFO12007, A. oryzae and B.
subtilis. Allergenicity and antigenicity were also starkly reduced after three step fermentation. The three-step
fermentation method developed in our lab suggests an excellent alternative to reduce the allergenicity of
soyb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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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레르기 반응은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원인물질(알레

르겐)과의 반복되는 접촉으로 발생되는 신체 과민반응으로

다음과 같은 세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우선, 알레르겐과의

처음 접촉에서 알레르겐을 인식하는 면역물질(항체)이 체내

에 생성되고, 이 면역물질이 알레르기에 관여하는 세포에

부착된다. 이후 알레르겐과의 반복 접촉에서 면역물질과 알

레르겐이 결합함으로써 알레르기 관여 세포에서 화학매개

체가 세포 밖으로 분비되며 조직에서 여러 가지 알레르기 증

상을 일으킨다. 산업화에 따른 알레르기 발병 증가는 세계적

인 추세로서, 알레르기 환자의 대다수가 식품에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식품알레르기는

대부분 출생 후 1～2년에 발생하여 생후 1세경의 식품알레

르기 유병률은 5～8%로 알려져 있으며 성인이 되면 약 2%

의 유병율을 보인다(1). 식품에는 다양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 단백질은 알레르기를 유발시키는 알레르

겐으로 알려져 있다. 나라마다 문화의 차이로 인해 섭취되는

식품의 종류뿐만 아니라 섭취량, 조리법에도 커다란 차이가

있으며, 그 결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식품도 나

라마다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는 별로

유병률이 높지 않은 땅콩이 미국에서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

키는 알레르기 원인식품이며, 이러한 차이는 두 나라에서의

땅콩 조리법 차이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2,3). 갑각류에

대한 알레르기 유병률의 경우 캐나다(0.5%)에 비해 싱가포

르와 필리핀(4%)에서 높으며(4), 참깨 알레르기는 이스라엘

에 많고(5), 메밀 알레르기는 주로 일본과 우리나라에서 높

은 유병율을 나타낸다(6).

콩은 값싸고 질 좋은 단백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은 음식에 여러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식물성 콩 단백질의 건강증진 효과 등에

관한 기능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서구인들조차 콩의

유용성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자연계의

콩 단백질의 분해와 동시에 효소를 축적하여 생성된 메주를

이용하는 전통발효식품인 장류에는 간장, 된장, 쌈장 등이

있다(7). 장류는 예부터 전통적 방법에 의하여 각 가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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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shape of soybeans after individual treatment. Soybeans (1) were autoclaved (2), and fermented with Aspergillus oryzae
(3), Bacillus subtilis (4), Aspergillus oryzae and Bacillus subtilis (5), Lactococcus lactis and Aspergillus oryzae (6) or Lactococcus
lactis, Aspergillus oryzae and Bacillus subtilis (7).

제조되어 왔으나, 국민소득증가,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주

거양식의 변화 및 가사시간 단축을 목적으로 한 생활의 간소

화 등으로 품질과 제조방법 개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져 왔다(8,9).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콩의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그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

의 콩 단백질에 대한 알레르기 발생 빈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식품의 기능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

적으로 식품의 알레르기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황이다.

일부 식품의 가열처리에 따른 식품 알레르기성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가 알려지고 있다. 참치나 연어의 경우에는 가열처

리 후 알레르기성이 상실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11), 콩은

계란의 경우처럼 가열처리 후에도 그 알레르기성이 계속 존

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증자 콩에 증식하여 부패취를 유발하는 오

염균인 야생 고초균의 생육을 억제하고 정상발효를 유도하

기 위해 항균성 물질을 생성하는 유산균(Lactococcus lac-

tis)으로 1단계 발효 후 장류용 황국균(Aspergillus oryzae)

을 접종하여 2단계 발효시키고 이어 고초균(Bacillus sub-

tilis)으로 3단계 발효시킴으로 만들어진, 아미노산 생성량이

많고 독특한 향과 맛이 어우러진 고품질의 기호성 메주가

콩의 알레르기성 및 항원성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콩 특이 항체와 콩 알레르기 환자의 혈청을 이용하여 연구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사용균주

박테리오신 생산 유산균주는 IFO(Kisarazu, Japan)에서

분양받은 Lactococcus lactis subsp. lactis IFO12007을 사용하

였으며, 보존 및 계대배양은 1% 글루코스가 첨가된 M17-G

배지를 사용하여 30oC에서 배양하였다. 황국균은 충무발효화

학연구소에서 장류용 황국균 포자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고초균은 경상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분리한 단백질분해능

이 뛰어난 균주인 Bacillus subtilis GSK 3580(KFCC11293)

을 37
o
C에서 TSA 배지에서 계대배양 하여 사용하였다.

콩알메주의 제조

콩알메주는 경상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제공받았으며,

그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다. 콩을 수돗물로 2회 세척한 후

콩의 무게가 2.2배가 될 때까지 수침하여 1시간 이상 물을

뺀 후 115oC에서 가압증자하고, 충분히 냉각된 콩에 전배양

한 유산균을 대두 1 g당 106 CFU가 되도록 접종하여 30oC에

서 24시간 유산발효(1단계)하였다. 1단계 유산발효 된 콩에

황국균을 106 spore/대두 g 되도록 접종하고 콩 표면에 균사

가 완전히 덥일 때까지 30oC에서 발효(2단계)하였다. 2단계

발효 후 고초균을 대두 1 g당 10
6
CFU가 되도록 접종하여

배양(3단계)하였다. 콩알메주 제조과정 중의 콩의 변화는

Fig. 1과 같다.

환자혈청 및 다클론항체

환자혈청은 알레르기 증상 환자 중 콩에 대한 특이 항체

검사(CAP system, Pharmacia, Uppsala, Sweden)에서 CAP

class 2 이상의 결과를 나타낸 알레르기 환자들의 혈액에서

분리되었으며, 확보된 혈청은 -20oC에 보관하였다. CAP 검사

치와 존재하는 항체와의 관계는 CAP class 1(0.35∼0.69 U/

mL), 2(0.7∼3.49 U/mL), 3(3.5∼17.49 U/mL), 4(17.5∼49.99

U/mL), 5(50∼99.99 U/mL), 6(>100 U/mL)이다. 콩에 특이성

을 나타내는 다클론 항체(토끼에서 생산)는 시그마사(S2519,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단백질 추출 및 농도 측정

단백질 추출에 앞서 우선 시료는 액체질소와 함께 잘게 분

쇄되어 분말화 되었으며, n-hexane을 이용하여 탈지하였다.

콩 분말에서의 단백질 추출은 Awazuhara 등(13)의 방법에

따라 진행되었다. 간략하면, 탈지된 콩가루는 1:10으로 증류

수와 섞어 실온에서 배양 후 10,000 rpm에서 3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얻어진 상층액은 0.5 N HCl을 이용하여 pH 4.6

으로 조절 후 다시 10,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후 2차

증류수로 투석하였다. 분리된 단백질 농도는 Bradford법(14)

에 의해 측정되었고, 시약은 Bio-Rad(Hercules, CA, USA)

에서 제공된 Protein Assay ki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bovine serum albumin(BSA)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였다.

단백질 전기영동

단백질 전기영동은 Laemmli(15) 방법에 준하여 단백질을

환원 변성시킨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13%의 separation gel

을 미리 설치된 전기영동용 glass plate에서 중합시킨 후 그

위에 4.5%의 stacking gel을 중합시켰다. 준비된 gel은 전기

영동 버퍼(25 mM Tris, 192 mM glycine, 0.1% SDS)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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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DS-PAGE of extracted soy proteins and immunoblots with polyclonal antibody against soy proteins or soy allergic
patients' sera. M: molecular weight marker, lane 1: raw soybean, lane 2: autoclaved soybean, lane 3: autoclaved, fermented with
Aspergillus oryzae, lane 4: autoclaved, fermented with Bacillus subtilis, lane 5: autoclaved, fermented with Aspergillus oryzae, Bacillus
subtilis, lane 6: autoclaved, fermented with Lactococcus lactis, Aspergillus oryzae, lane 7: autoclaved, fermented with Lactococcus lactis,
Aspergillus oryzae, Bacillus subtilis. Soy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AGE and the gel was stained with Coomassie (A), or
transferred to NC membrane and immunodetected using anti-soy polyclonal antibody (B) or soy allergic patients' sera mixture (C).

있는 전기영동조에 설치하고, sample buffer(60 mM Tris/HCl

(pH 6.8), 25% glycerol, 2% SDS, 14.4 mM 2-mercaptoe-

thanol, 0.1% bromphenol blue)와 시료를 1:5로 혼합한 후

100
o
C에서 5분간 중탕 가열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전기영동

은 우선 100 V에서 10분간 시행하여 시료가 stacking gel에

진입한 후 200 V에서 35분 정도 추가로 전기영동 하였다.

전기영동 후 gel은 단백질 확인을 위해 Coomassie 용액(1

g Coomassie Blue R-250, 450 mL methanol, 450 mL H2O,

100 mL glacial acetic acid)으로 착색하거나 nitrocellulose

(NC) membrane으로 단백질을 전사하는데 사용하였다.

전기영동을 통해 gel 상에서 분리된 단백질은 NC mem-

brane으로 transfer buffer(20 mM glycine, 25 mM Tris,

20% methanol)에 침수된 상태에서 Bio-Rad사의 장비를 이

용하여 100 V에서 1시간 시행하여 전사하였다.

Immunoblotting

단백질이 전사된 NC membrane은 항혈청과의 반응성 조

사에 앞서 block buffer(PBS, 0.3% Tween 20)와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켜 비특이적 반응부위를 차단하였다. NC mem-

brane은 약 5 mm의 넓이로 잘라 Bio-Rad사의 mini in-

cubation tray에 넣고 희석된 1차 항체(다클론 항체 1:3,000

또는 환자혈청 1:10)와 각기 600 μL씩 4oC에서 16시간 반응

시켰다. 그 후 washing buffer(PBS, 0.05% Tween 20)로 3회

세척 후 희석된 2차 항체(Biotin-Protien G 1:2,000 또는

Biotin-goat IgG anti-human-IgE 1:4,000) 600 μL와 실온에

서 1시간 반응시켰다. 다시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하고

NeutrAvidin-HRP 희석액(1:10,000) 600 μL와 실온에서 30

분 반응시켰다. 다시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 후 기질

용액을 1 mL씩 첨가하여 색 반응시킨 후 증류수로 여러 번

세척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96-well plate의 well에 최종 농도가 1 μg/μL가 되도록

coating buffer(0.1 mol/L sodium carbonate-bicarbonate

buffer, pH 9.5)로 희석한 시료를 각 150 μL씩 분주하고 4
o
C

에서 16시간 반응시킨 후 ELISA washing buffer(42.7 g

NaCl, 5 mL Tween 20 in 500 mL H2O)로 3회 세척하였으며,

blocking buffer(TBS＋0.1% Tween 20)를 이용, 1시간

blocking 후 다시 ELISA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하였다.

여기에 blocking buffer를 이용해 1:50으로 희석한 혈청이나

1:2,000으로 희석한 다클론 항체를 100 μL씩 가하고 4oC에서

16시간 반응시켰다. 그 후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 후

2차 항체[환자혈청의 경우 Biotin-goat IgG anti-human

IgE(1:4,000) 또는 다클론 항체의 경우 Biotin-Protein G(1:

2,000)] 100 μL씩 가하고 37
o
C에서 1시간 반응 후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하고 Neutr-Avidin-HRP(1:8,000) 100 μL

와 37oC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그 후 well당 100 μL TMB

용액(0.02% TMB, 0.01% H2O2 in 5 mM phosphate citrate

buffer)을 가하여 37oC에서 1시간 발색시킨 후 6 N의 H2SO4

를 50 μL 가하여 발색 반응을 정지시킨 후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결과 및 고찰

단백질 전기영동

발효 미생물에 따른 콩 단백질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각 샘플에서 추출된 단백질을 13% SDS-PAGE로 분석하였

다. 그 결과 발효 미생물이 작용하지 않은 두 개의 샘플(생콩

과 가열처리된 콩)과 하나 또는 둘 이하의 발효 미생물(A.

oryzae, B. subtilis, L. lactis)에 의해 발효가 이루어진 콩

샘플 모두에서 동일한 단백질 양상이 확인되었다[Fig. 2(A)].

가열처리에 의한 콩 단백질 양상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Son 등(12)에 의해 이미 발표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 분석

된 발효 콩 단백질의 연구 결과에서도 가압증자에 의한 콩

단백질의 분포변화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콩에 포함된 단백질 중 알레르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

진 단백질로는 약 7 kDa 크기의 소수성 단백질(Gly m 1),

약 8 kDa 크기의 외피 단백질(Gly m 2), 거의 모든 식물체에

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진 약 14 kDa 크기의 Profil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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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3), 30∼34 kDa 크기의 소포성(vacuolar) 단백질(Gly m

Bd 30k), 6개의 subunits(58∼62 kDa)로 이루어진 320∼360

kDa 크기의 Glycinin, 3개의 subunits(알파: 76, 70, 57 kDa;

알파': 72, 57 kDa; 베타: 53, 42 kDa)로 이루어진 140∼180

kDa 크기의 β-Conglycinin, 20 kDa 크기의 Kunits-trypsin

Inhibitor(KTI) 등이 있다. 발효 미생물이 처리되지 않았거

나 하나 또는 두 종류 이하의 서로 다른 발효 미생물 종에

의해 발효가 이루어진 모든 콩 샘플에서 약 20, 37, 50과 75∼

100 kDa 위치에 또렷한 단백질 밴드가 확인되었다. 반면 유

산균, 황국균에 이어 고초균으로 3단계에 걸쳐 발효한 콩

샘플에서는 아무런 단백질 밴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치 우유의 알레르기성을 저감화하기 위해 우유 단

백질을 완전 가수 분해하여 만들어진 매일 HA 분유(exten-

sively hydrolyzed formula) 단백질을 SDS-PAGE상에서

검사했을 때와 같은 양상으로(결과 생략), 콩에 포함되어 있

던 모든 단백질들이 3단 발효과정 중에 접종된 미생물에 의

해 작은 펩타이드 이하의 절편으로 완전 분해되었음을 의미

하는 결과이다.

Immunodetection

토끼에서 생산된, 콩 특이성을 갖는 다클론 항체를 이용한

immunoblotting 실험 결과 생콩[Fig. 2(B), lane 1], 가압증기

멸균 콩[Fig. 2(B), lane 2], 가압증기멸균 후 황국균 또는

고초균을 각각 개별 접종[Fig. 2(B), lane 3, 4]하거나 황국균

과 고초균 또는 유산균과 황국균 두 종류의 균주를 접종[Fig.

2(B), lane 5, 6]하여 발효시킨 콩에서 얻은 샘플 모두에서

유사한 반응성이 관찰되었다. 다클론 항체에 의해 진한 밴드

로 인식된 콩 단백질들은 25 kDa MWM(molecular weight

marker) 아래쪽에서 인식되는 대략 20 kDa 크기의 단백질

과 37 kDa MWM 아래쪽 대략 32 kDa 위치에서 인식되는

단백질들이었으며, 이 두 단백질 외에 대략 50, 75 kDa 크기

위치의 단백질들이 인식되었다. 반면 콩을 가압증기멸균 후

유산균, 황국균, 고초균을 접종하여 3단계 발효한 샘플[Fig.

2(B), lane 7]에서는 다클론 항체에 의해 인식되는 단백질

밴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콩에 알레르기 반응이 CAP 검사를 통해 확인된 3명의 환

자혈청을 혼합하여 진행된 immunoblotting 검사에서도 다

클론 항체를 이용한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가 확인되었다.

혼합된 환자 혈청의 특이 IgE 항체에 의해 인식된 콩 단백질

들은 유산균, 황국균, 고초균을 접종하여 3단계 발효한 샘플

을 제외한 모든 샘플[Fig. 2(C), lane 1～6]에서 다클론 항체

와의 반응에서 인식된 20, 32, 75 kDa 위치의 단백질들이었

다. 3단계 발효된 샘플[Fig. 2(C), lane 7]에서는 다클론 항체

를 이용한 immunoblotting 결과와 마찬가지로 콩 알레르기

환자 혈청의 특이 IgE 항체에 의해 인식되는 단백질 밴드는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클론 항체와 환자혈청을 이용한 immunoblotting 결과

는 코마시로 염색된 젤에서 10 kDa MWM 위쪽에서 아무런

단백질 밴드도 확인되지 않은 것과 잘 일치하는 결과로 유산

균, 황국균, 고초균을 이용한 3단계 발효과정을 통해 항원성

을 나타내는 콩 단백질들이 10 kDa 미만의 크기로 모두 분해

되었음을 의미한다.

ELISA

Immunoblotting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다클론 항체를 이

용한 ELISA 검사 결과에서는 immunoblotting에서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유산균, 황국균, 고초균을 접종하여 3단계

발효된 콩 샘플에서 가장 낮은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A), lane 7]. 황국균 또는 고초균을 각각 개별 접종

[Fig. 3(A), lane 3, 4]하거나 황국균과 고초균 또는 유산균과

황국균 두 종류의 균주를 접종[Fig. 3(A), lane 5, 6]하여 발효

시킨 콩에서 얻은 샘플들은 생콩과 가압증기멸균 콩 샘플

[Fig. 3(A), lane 1, 2]보다는 약간 반응성이 줄어든 유사한

정도의 반응성을 나타냈다.

3명의 콩 알레르기 환자 혈청을 개별적으로 진행한 검사

에서는 생콩과 가압증기멸균 콩 샘플[Fig. 3(B～D), lane 1,

2]에서 제일 높은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환자 혈청에

따라 반응성 정도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환자 특이 IgE

항체는 황국균 또는 고초균을 각각 개별 접종[Fig. 3(B～D),

lane 3, 4]하거나 황국균과 고초균 또는 유산균과 황국균 두

종류의 균주를 접종[Fig. 3(B～D), lane 5, 6]하여 발효시킨

콩에서 얻은 샘플들에서 생콩과 가압증기멸균 콩 샘플 다음

으로 강한 반응성을 나타냈다. 조사된 3명의 콩 알레르기

환자 혈청 모두에서 유산균, 황국균, 고초균을 접종하여 3단

계 발효된 콩 샘플에서, 다클론 항체를 이용한 ELISA 결과

와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유산균, 황국균, 고초균을

접종하여 콩을 3단계 발효시키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으로

콩 단백질을 10 kDa 미만의 작은 펩타이드 조각으로 분해시

키는 것을 SDS-PAG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콩

단백질에 특이성을 갖는 다클론 항체와 콩에 알레르기성을

나타내는 3명의 환자혈청을 이용한 immunoblotting과 ELISA

검사 모두에서 특이 항원-항체 반응성이 가장 낮음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유산균, 황국균, 고초균을 이용한 3단

발효법이 콩에 알레르기 반응성을 나타내는 환자들을 위한

콩 발효제품 개발에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 방법임을 제시

하는 결과이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서로 다른 미생물을 이용하여 콩을

발효시킨 후 제품의 알레르기성 변화를 살펴보았다. 증자

후 가열 살균된 콩은 유산균(Lactococcus actis subsp. lac-

tis) 그리고/또는 황국균(Aspergillus oryzae) 그리고/또는

고초균(Bacillus subtilis)을 이용하여 발효되었다. 콩 단백

질이 발효과정에서 분해됨을 확인하였다. 발효과정 후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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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LISA analysis of extracted soy proteins with soy specific polyclonal antibody or with soy allergic patients' sera. lane
1: raw soybean, lane 2: autoclaved soybean, lane 3: autoclaved, fermented with Aspergillus oryzae, lane 4: autoclaved, fermented with
Bacillus subtilis, lane 5: autoclaved, fermented with Aspergillus oryzae, Bacillus subtilis, lane 6: autoclaved, fermented with Lactococcus
lactis, Aspergillus oryzae, lane 7: autoclaved, fermented with Lactococcus lactis, Aspergillus oryzae, Bacillus subtilis. Microtiter plate
were coated with extracted soy proteins and antigen-antibody reactions were detected with anti-soy protein polyclonal antibody (A)
or 3 individual soy allergic patient's serum (B-D).

단백질의 알레르기성과 항원성의 변화는 콩 단백 특이 다클

론 항체 또는 콩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환자들의

혈청을 이용하여 면역반응검사법으로 확인되었다. 콩 단백

질은 니아신 생성균주 L. lactis subsp. lactis IFO12007와

황국균 그리고 고초균을 이용한 3단 발효에 의해 가장 강력

한 분해가 이루어졌다. 3단 발효 후 콩의 알레르기성 및 항원

성도 크게 감소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3단 발효법은

콩의 알레르기성을 저하시키는 강력한 방법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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