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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ntioxidant, tyrosinase inhibitory, and anti-proliferative activities (A549, G361,
HT-29, and MDA-MB-231) of fermented gochujang (made from sword bean cheonggukjang powder (SBC) for 90 days.
Gochujang was prepared by adding 0 (SBC 0), 2 (SBC 2), 5 (SBC 5), 8 (SBC 8) and 10% (SBC 10) levels with SBC,
and all experiments were measured at diluted levels of 20, 50 and 100 times.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tyrosinase
inhibitory effect demonstrated that SBC 10 increased approximately 1.2 and 1.1 times compared with SBC 0, respectively,
at diluted levels of 50 and 100 times. The anti-proliferative effects of A549, G361, and HT-29 presented that SBC 10 were
2.8, 1.1, and 8.9 times higher compared with SBC 0, respectively, at diluted levels of 50, 20, and 100 times. In the case
of MDA-MB-231, SBC 10 was 3.7 times higher compared with SBC 5 at diluted level of 20 times. As a result, we
confirmed that SBC gochujang was improved for physiological activities and anti-proliferativ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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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산업의 발달로 현대인들은 영양이 풍부한 식사를 하고 있

는 반면 긴장의 연속, 업무량 과다 및 운동량의 감소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염려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 유지 및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기능성이 풍부하다 알려진 콩을 발효하여

제조한 청국장, 된장, 간장 및 고추장 등과 같은 장류에 대해 관

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 장류 발효 식품 중 특히 고추장은 메

주에서 유래되는 미생물들에 의해 분비하는 효소들과 복합적인

작용을 하여 고춧가루, 콩 단백질 및 전분질이 분해되고 매운맛,

단맛 그리고 구수한 향미를 조미료인 동시에 저장성이 우수한 가

공식품으로서 동양인의 식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1-3).

한편 고추장에 대한 연구동향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들어와 식

품을 조리하거나 가공하는데 있어 고추장의 풍미와 영양을 개선

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생리 활성을 확인 또는 증진시킬 수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면서 항비만 효과 및 항암 효과 등의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기능성 소재를 첨가하여 만든 고추장의 개발 연구

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16).

본 연구에서는 고추장의 주재료 중 하나인 대두의 일부를 작

두콩으로 대체하여 기능성 고추장을 개발하였다. 작두콩(Canavalia

gladiata (Jacq.) DC.)은 칼콩, 넝쿨 작두콩 및 줄작두콩 등으로 불

리는 콩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로 현재 식품으로 사용하는 콩

가운데 제일 큰 품종으로 개화기는 6-7월, 결실기는 8-10월로, 이

때 열매인 꼬투리가 맺고 늦가을에 익는다(17). 열매는 그 모양

이 작두 같다고 하여 일명 도두(刀豆)라 부르기도 한다. 작두콩

깍지의 길이는 10-30 cm 정도로 그 속에 10-14개의 콩이 들어있

다. 식용부위는 종실뿐만 아니라 뿌리, 꼬투리 및 잎 등 식물체

모두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한다(18). 또한 작두콩은 urease, 혈

구응집소(PHA: phytohemagglutinin) 및 canavanine이 함유되어 있

어, 유두에서는 canavalia gibberellin I 및 II가 분리되고 비타민

A, B1, B2, C, niacin 등이 풍부하여 종양 억제 작용, 소염 및 혈

액 순환 촉진 작용에 도움이 되며 딸국질, 축농증, 비염, 백일해

및 신허 요통 등의 개선 치료에 대한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고 있

다(18,19). 한편, 일본에서는 작두콩을 비염, 치통, 치조농루, 습진,

종기, 화농성 및 염증성 질환 등의 개선을 위한 민간치료 요법으

로 사용되고 있다(17). 이처럼 작두콩에는 영양 성분, 기능성 및

약리 효과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이용량이 많지 않은 것은 그

의 가공 방법이 확립되지 않은데 있고, 그 결과 작두콩의 소비가

*Corresponding author: Seung Hwa Baek, Department of Bio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Chungbuk Provincial University,
Okcheon, Chungbuk 373-806, Korea 
Tel: 82-43-730-6381
Fax: 82-43-731-8337
E-mail: jinho@cpu.ac.kr
Received November 6, 2012; revised December 19, 2012;
accepted January 2, 2013



222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5권 제 2호 (2013)

적어 이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수익이 낮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여 농가 소득 작물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건강 증

진에 유익한 기능성 물질이 많이 함유되었음을 알리며, 다양한

가공방법을 개발함으로서 이용 분야를 확대시키는 일이 중요하

다. 이의 일환으로 전통식품이면서 다소비 식품인 고추장에 첨가

하여 그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작두콩의 다양한 기능성 활용과 부가가치 제

고 및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사철 다소비 식품인 고추장의 단백

질원인 메주 사용량을 줄이는 대신, 간편하게 제조할 수 있고 다

양한 생리 활성을 지닌 것으로 알려진 작두콩으로 제조한 고추

장의 항산화 활성, tyrosinase 저해 활성 및 A549 (Lung cancer),

G361 (Melanoma), HT-29 (Colon cancer) 및 MDA-MB-231 (Breast

cancer) 등 4종의 암세포 증식 억제에 의한 항암성에 대해 측정

한 결과를 보고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고추장의 원료는 찹쌀가루, 고춧가루, 메주가루, 작두콩 청국장

분말, 맥아 및 식염을 사용하였다. 고추장 제조에 사용된 메주가

루 및 작두콩 청국장 가루는 충북 진천군 초평면에 소재한 (주)

콩세상에서 직접 제조한 것을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작두콩 청국

장의 일반성분 함량은 수분함량이 10.5%, 조단백질 32.4%, 조지

방 23.1%, 조섬유 11.0%, 조회분 9.7%, 탄수화물이 24.4%이었다.

그리고 메주의 수분함량은 12.3%, 조단백질 38.1%, 조지방 16.9%,

조섬유 4.8%, 조회분 4.8% 및 탄수화물이 23.2%가 함유된 것을

고추장 제조에 사용하였다. 고춧가루는 전북 순창군에서 생산된

청양고추를, 소금은 꽃소금(Hanil Food, Andong, Korea)을 사용하

였다. 전통 고추장과 작두콩 고추장의 제조는 순창 전통 고추장

표준 배합비에 준하여 Table 1의 비율로 Fig. 1과 같이 고추장을

제조한 다음 고추장 8 kg을 옹기그릇에 담아 숙성실(27±1oC)에

서 90일간 발효한 고추장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시료 전처리

고추장 100 g을 마쇄한 후, 80% 에탄올 1 L씩 첨가한 후 3회

반복하여 상온에서 12시간 교반 추출하였다. 이를 여과한 후, 여

과액을 동결 건조하여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모든 분석은

시료를 20, 50 및 100배로 희석한 용액으로 측정하였다.

항산화 활성

항산화 활성은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test에 의해

Blois (20)와 Kim 등(21)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

2 mL에 0.2 µM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Sigma

chemical, St. Louis, MO, USA) 1.0 mL를 시험관에 넣고 30초 동

안 진탕한 액을 암소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UV-vis spectropho-

tometer(Jas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측정된 결과는 아래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Electron donating ability (%)= ×100

A: Absorbance of sample after reaction

B: Absorbance of sample

C: Absorbance of blank

Tyrosinase 저해 효과

Tyrosinase 저해 효과는 Yagi의 방법(22)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시험관에 0.2 mL의 0.175 M phosphate buffer solution (pH 6.8),

5 mM L-3,4-dihydroxyphenylalanine solution [w/v, L-DOPA, 0.175 M

phosphate buffer solution (w/v, pH 6.8); Sigma chemical)] 및

0.5 mL의 고추장 추출액을 넣어 혼합한 후 0.1 mL의 mushroom

tyrosinase solution [110 unit/mL, 0.175 M phosphate buffer solution

(w/v, pH 6.8); Sigma chemical]을 첨가하여 35oC에서 2분간 반응

시킨 후 반응액 중에 생성된 DOPA chrome을 UV-vis spectropho-

tometer (Jasco)를 이용하여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다음

과 같은 식으로 저해율을 산출하였다.

Tyrosinase inhibition rate (%)= ×100

SAbs: Absorbance of sample

BAbs: Absorbance of buffer solution except for enzyme

CAbs: Absorbance of buffer solution except for sample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는 A549, G361, HT-29, 및 MDA-MB-

231 4종으로 Korean cell line bank (KCLB, Daejeon, Korea)로부

100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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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
Abs

B
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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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xing ratios of materials for preparation of gochujang

added with cheonggukjang powder made from sword bean 

 Material
Gochujang

SBC 0 SBC 2 SBC 5 SBC 8 SBC 10

-------------------- w/w% ---------------------

Glutinous rice powder 27.8 27.8 27.8 27.8 27.8

Red pepper 16.6 16.6 16.6 16.6 16.6

Meju 10 8 5 2 0

SBC1) 0 2 5 8 10

Malt powder 4.2 4.2 4.2 4.2 4.2

Salt 9.8 9.8 9.8 9.8 9.8

Water 31.6 31.6 31.6 31.6 31.6

Sum (%) 68.4 68.4 68.4 68.4 68.4

1)SBC: Cheonggukjang powder made from sword bean.

Fig. 1. Schematic diagram of gochujang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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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각 세포의 배양은 10%(w/v) fetal bovine

serum (Sigma chemical), 100 units/mL의 penicillin (Sigma chemi-

cal) 및 streptomycin 1% (w/v, Sigma chemical)를 첨가한 RPMI

1640 배지(Invitrogen, Carsbad, CA, USA)를 사용하였으며, 37oC

및 5% CO2 incubator에 적응시켜 배양하였다. 암세포주에 대한

증식 억제 효과는 Charmichael 등(23)의 방법에 따라 MTT assay

를 실시하였다. 암세포주를 96 well plate에 1×104 cells/well이 되

게 180 µL 분주하고 각 시료를 2배 희석하여 20 µL 첨가한 후

37oC) 및 5% CO2(v/v) 항온기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또한, 대

조군의 경우에도 시료와 동일한 양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여기에 5 mg/mL로 조제한 MTT (N-meth-

ylthiotetrazol, Sigma chemical) 용액 20 µL를 첨가하여 4시간 더

배양하였다. 배양 종료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당

DMSO(Sigma chemical) 150 µL를 가하여 30분간 교반한 후

ELISA reader (ELISA processor II, Behring, Marburg, Germany)

로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는 다

음과 같은 계산식으로 산출하였다.

Anti-proliferative effect (%)= ×100

A: Absorbance of blank

B: Absorbance of sample

통계 처리

분석 항목에 대한 실험은 3회 반복하였고, 얻은 결과들은 Excel

software (Microsoft, Bellevue, WA, USA)를 사용하여 평균, 표준

오차 및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또한 One way ANOVA에 의해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test로 데이터들 간의 유의차를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항산화 활성

노화와 성인병 질환의 원인은 생체 내에서 발생하는 hydroxyl

radical (·OH), super oxide radical (O2
·−), hydroperoxyl radical (HO2

−),

singlet oxygen (1O2), hydrogen peroxide (H2O2) 등과 같은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에 의한 산화적 대사 부산물에 기

인할 수 있는데(24), 이런 활성산소 종들을 조절하는데 관여하는

물질로 여러 항산화제가 존재한다(25-28). 따라서 작두콩 청국장

분말(SBC: cheonggukjang powder made from sword bean)을 첨

가하여 제조한 고추장에도 천연 항산화제 물질로서의 기능이 있

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Fig. 2).

SBC 함량을 달리한 시료를 20, 50 및 100배로 희석하여 측정

한 결과,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즉, 100<50<20배순으로 증

가하였다. 특히, 50배의 결과에서 SBC 10의 경우가 85.5%로 SBC

0 (68.4%)보다 약 1.2배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BC 함량

이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20 및 100배

수준에서도 SBC 첨가량이 높을수록 항산화능이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SBC가 강한 항산화 능력을 보

유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메주만으로 만든 고추장에 비해 SBC 첨

가량이 높은 고추장일수록 항산화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작두콩으로 제조한 청국장의 항산화 능력이 전통 청국

장보다 높았다는 결과(29)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항산

화 활성의 증가 원인은 작두콩 유래의 phenolic acid와 당, 아미

노산 및 단백질 등이 상호 작용하여 생성된 화합물이 free radical

을 쉽게 소거시키거나 또는 phenolic acid와 금속이 결합하여 착

체를 형성하므로 free radical의 생성을 억제한 것으로 판단된다

(30,31). 또한, 청국장 발효 과정에서 작두콩에 들어있는 단백질,

peptide, 아미노산, amines 및 당류의 carbonyl기, 지방산화에 의한

carbonyl기들에 의해 maillard 반응으로 생성되는 물질인 3-deox-

yglucosone가 항산화 능력이 우수하다 한바 있어 발효 과정 중에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물질이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32). 한

편, Lim 등(3)에 따르면 마늘유를 첨가한 고추장의 경우, 40%의

전자공여능력을 나타내어 전통고추장보다 2배의 항산화 활성이

있다 보고하였다. 이를 본 연구와 비교한 바 마늘유 첨가 고추장

보다는 높지 않으나 전통고추장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낸 점이 유

사하였다. 또한 Song 등(8)의 결과에서도 생마늘 및 마늘죽 첨가

고추장이 일반고추장보다 각각 1.3 및 1.7배 높아 본 연구의 SBC

첨가 고추장도 이러한 항산화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Tyrosinase 저해 효과

Tyrosinase는 melanin 생합성 과정의 key enzyme으로 작용하는

페놀 화합물중 tyrosine을 기질로 이용하는 구리 함유 효소이다(33).

Tyrosine은 tyrosinase에 의하여 L-3,4-dihydroxyl-L-phenylalanine (L-

DOPA)로, L-DOPA는 dopaquinone으로 산화되어, 이는 다시 5,6-

dihydroxyindole 및 indole 5,6-quinone으로 산화되어 최종적으로는

중합에 의해 melanin이 생합성 된다. 이러한 melanin 생성이 과

도할 경우, 인체의 부작용(기미, 주근깨, 검버섯, 피부 노화 및 피

부암 유발)과 식품의 품질 저하(채소, 생선 및 과일 등의 갈변화

현상)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33-35).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검

증 방법으로 tyrosinase 활성 저해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안전성을 고려한 천연물에서의 tyrosinase 효소 활성 저해

연구가 보고되고 있는데, tyrosinase 저해제로서 aloesin, hinokitol,

hydroquinone, quercetin, 4-hydroxyanisole, azelaic acid, ascorbic

acid 및 kojic acid 등이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밝혀진바 있다

(36-38). 따라서 SBC 첨가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고추장이 이

와 같은 tyrosinase 저해 능력의 기능성이 있는지를 평가한 결과

는 Fig. 3과 같다.

SBC 첨가량을 달리한 시료를 20, 50 및 100배로 희석하여 측

정한 결과 100<50<20배순으로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높

았다. SBC 첨가 효과는 20 및 50배 희석 용액의 경우, 유의성은

관찰할 수 없었으나 평균값은 높아지는 경향이었고, 100배 희석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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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Electron donating abilities of gochujang by adding SBC

amounts and diluted levels. 1)a-c: Means with the same letter
superscript in histogram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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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의 경우는 SBC 10이 40.3%로 SBC 0 (34.0%)보다 약 1.2배

가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항산화 활성 결과와 유사하게

SBC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이었다. 한편 Kwak

등(36)에 의하면 치자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효과가 물 추출

의 경우 62.7%, 에탄올 추출의 경우 81.5%를 나타냈는데 본 연

구의 결과는 치자 추출물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20배 희석 용

액의 경우가 54.4-60.2% 수준으로 치자 추출물의 저해 활성도에

근접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Hwang 등(39)이 보고한 앵두 과즙

의 tyrosinase 활성 저해 효과가 10 및 20% 과즙에서 각각 34.2

및 52.1%이었는데 SBC 첨가 고추장 추출물의 경우 20배 희석

용액의 경우가 약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희석 수준에

따라 각기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SBC 첨가 고추장에도 이

러한 미백 효과 등의 기능성을 가진 tyrosinase 저해 능력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

암세포의 생성은 돌연 변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대부

분의 발암 물질은 돌연 변이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항돌

연변이원성을 가진 물질이 항암 효과를 가질 수 있는데(40), 이

러한 효과를 SBC 첨가 고추장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SBC 첨가 고추장을 농도별로 4종 암세포(A549 (Lung cancer),

G361 (Melanoma), HT-29 (Colon cancer), MDA-MB-231 (Breast

cancer))에 투여한 후 암세포주의 증식 억제 효과를 관찰한 결과

는 Fig. 4, 5, 6 및 7에 나타내었다.

A549 세포(폐암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는 SBC 첨가량의 증가

와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증식 억제 효과가 높아졌다. SBC

첨가 효과를 보면 메주로 담금한 SBC 0 고추장보다 SBC 2, 5,

8 및 10 고추장의 순서로 억제율 차이를 보였으며(p<0.05), 억제

효과가 가장 현저한 유의성을 보인 결과는 50배였다. 50배 희석

용액의 경우, SBC 0, 2, 5, 8 및 10 고추장의 폐암세포 증식 억

제율이 각각 22.2, 37.6, 40.4, 50.6 및 62.4%로 SBC 함량 증가에

따라 뚜렷한 유의성을 나타냈으며(p<0.05), SBC 10 고추장이 SBC

0 고추장보다 약 2.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am 등(16)에 따

르면 해양 심층수염 및 다시다 분말을 첨가한 고추장의 폐암세

포 증식 억제율이 1 mg/mL 농도 수준에서 77.7%를 나타내어 다

른 암세포에 비해 높은 억제율을 나타내었다 하였고, Song 등(8)

은 마늘죽 첨가 고추장이 폐암세포에 대한 성장 억제 효과가

49.7%이었다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두 대신 작두콩을 사용하여 고추장을 제조할 경우, 탁월한 폐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G361 세포(피부암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는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높았고, SBC의 첨가량 증가에 따라 높아져 메주로 담

근 SBC 0 고추장 보다 SBC 2<5<8<10 고추장 추출물의 순으로

억제율의 차이를 보여주었으며, 억제 효과가 가장 우수한 희석

배수는 20배였다. 20배 희석 용액의 경우, SBC 0, 2, 5, 8 및 10

고추장의 피부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각각 80.6, 83.5, 87.0, 89.8

및 91.1%로 SBC 첨가량 증가에 따라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p<0.05), SBC 0 고추장보다 SBC 10 고추장의 억제율이 약 1.1

배 정도 높아졌다. 이는 An 등(41)이 보고한 진달래꽃 추출물

(1000 ppm)의 피부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51.4-55.3%라 하였던 결

과보다도 SBC 첨가 고추장의 50배 희석 경우가 약간 낮았으나

20배 희석의 경우 83.5-91.1%로 더 높은 억제력을 나타내었다.

HT-29 세포(대장암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는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즉 희석 배수 100<50<20배 순으로 높았고, SBC의 첨

가량 증가에 따라 높았다. 이와 같은 억제 효과가 현저한 유의성

을 보인 결과는 100배 희석 용액이었고, 100배 희석 농도의 SBC

Fig. 3. Tyrosinase inhibitory effect of of gochujang by adding

SBC amounts and diluted levels. 1)a-b: Means with the same letter
superscript in histogram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ns: not significant.

Fig. 4. Effect of SBC gochujang on growth inhibition of A549

(lung cancer). 1)a-d: Means with the same letter superscript in
histogram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5. Effect of SBC gochujang on growth inhibition of G361
(melanoma). 1)a-c: Means with the same letter superscript in
histogram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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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5, 8 및 10 고추장의 증식 억제율은 각각 5.2, 15.4, 16.2,

38.0 및 46.4%로 첨가량 증가에 따라 뚜렷한 유의성을 나타내는

경향이었다(p<0.05). 따라서 SBC 10 고추장의 증식 억제 정도가

SBC 0 고추장보다 약 8.9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작두콩 청국장

으로 담근 고추장이 대장암세포의 증식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하였다. Song 등(8)에 따르면 시판 일반 고추장 및 생

마늘 첨가 고추장과 마늘죽 첨가 고추장의 대장암세포 억제 효

과가 각각 33.7, 35.3 및 45.7%으로 나타나 마늘죽 첨가 고추장

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였으며, Kong 등(13)은 푸코이

단 첨가 고추장의 대장암세포 항암 효과가 3 및 5% 첨가량에 따

라 1, 2, 4 및 5 mg/mL 농도에서 각각 5, 13, 55 및 67%와 16,

43, 64 및 70%의 수준 이었다 보고한바 있어 본 연구의 작두콩

청국장 첨가 고추장에도 이러한 대장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탁

월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MDA-MB-231 세포(유선암세포)의 증식 억제 효과는 SBC 첨

가량이 5% 이상인 SBC 5, 8 및 10 고추장에서 억제 효과가 나

타났으며,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억제 효과가 높았다. 이

외에 SBC 첨가량이 5% 미만인 SBC 0 및 2 고추장의 경우, 유

선암세포주의 증식 억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SBC

5<8<10 고추장 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억제 효과가 우수

한 희석 배수는 20배였다. SBC 5, 8 및 10 고추장의 증식 억제

율은 50배 희석 용액의 경우, 각각 6.9, 7.2 및 25.3%로 SBC 10

고추장의 경우가 SBC 5 고추장보다 억제율의 차이가 약 3.7배

높았고, 20배 희석 용액의 경우는 50배 희석 용액보다도 훨씬 증

가하여 각각 36.9, 53.4 및 65.6%로 유의성을 나타냈고(p<0.05),

각각 5.4, 7.4 및 2.6배 높게 나타났다. Jang(42)에 따르면 MDA-

MB-231 유선암 세포주에 대한 청국장 물 추출물의 증식 억제 능

력이 500 및 2000 ppm에서 각각 11.9 및 18.7%이었던 결과보다

SBC 첨가 고추장의 경우가 100배 희석 용액은 SBC 10 고추장,

50배 희석 용액은 SBC 5, 8 및 10 고추장이 더 탁월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SBC의 첨가가 4종의 A549, G361, HT-

29 및 MDA-MB-231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특히 MDA-MB-231에 SBC 첨가와 더불어 첨가량 증가가 선

택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보였다. Tiisala 등(43)은 콩에 함유되

어 있는 isoflavone 성분이 유방암과 난소암의 증식을 억제 한다

보고한바 있어, 작두콩에 함유되어있는 isoflavone류가 증가함에

따라 작두콩에 함유되어 있는 여러 성분들과 함께 상승 요인으

로 작용하여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SBC 첨가로 인한 암세포 증

식 억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성분을 동정·분

리하고 동물 및 임상 실험을 통해 유효 성분에 대한 기능성 확

인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었다.

요 약

본 연구는 고추장을 제조할 때 품질 향상 및 기능성을 부여하

기 위한 방법으로서 생리 활성 기능이 높다고 알려진 작두콩으

로 제조한 청국장 분말을 메주 대신 사용하여 그 첨가량을 0, 2,

5, 8 및 10%로 하여 고추장을 제조한 후, 90일 숙성된 고추장에

대해 생리 활성 그리고 in vitro에서 A549, G361, HT-29 및

MDA-MB-231 등 4종의 암세포에 대한 증식 억제 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항산화 활성은 50배 희석 수준의 경우, SBC

10 고추장이 85.5%로 SBC 0 고추장(68.4%)보다 약 1.2배 증가

되었으며, SBC 첨가량이 많을수록 증가되었다. Tyrosinase 저해

효과는 100배 희석 수준에서 SBC 10 고추장이 40.3%로 SBC 0

고추장(34.0%)보다 약 1.1배 증가되었다. 암세포주인 A549, G361,

HT-29 및 MDA-MB-231에 대한 SBC 0, 2, 5, 8 및 10 고추장의

증식 억제 효과는 농도가 높을수록 억제 효과가 우수하였다. A549

폐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는 50배 희석 용액 기준에서 SBC 0보

다 SBC 10의 억제율이 2.8배 높았다. G361 피부암세포 증식 억

제 효과는 20배 희석 용액 기준에서 SBC 0보다 SBC 10의 억제

율이 1.1배 높았다. HT-29 대장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는 100배

희석 용액 기준에서 SBC 0보다 SBC 10의 억제율이 8.9배 높았

다. MDA-MB-231 유선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는 20배 희석 용액

기준에서 SBC 5보다 SBC 10의 억제율이 3.7배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고추장 제조 과정 중 작두콩 청국장의 첨가 효

과는 항산화 및 tyrosinase 저해 효과의 생리 활성 증진과 인간

암세포주의 증식 억제 등 다양한 기능성을 향상시킴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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