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양(藏釀) 기술이 사용된 통 고숙성 된장에서 유래한 o-Dihydroxyisoflavone 

유도체의 생리활성

김 동 
†
⋅박  성⋅박 녹 ⋅문 은 정⋅유 선 혜⋅김 덕 희⋅김 한 곤

(주)아모 퍼시픽 기술연구원 피부과학연구소

(2009년 8월 13일 수, 2009년 8월 26일 수정, 2009년 9월 3일 채택)

o-Dihydroxyisoflavone Derivatives from Highly Aged Korean Fermented Soybean 

Paste by Jang Yang Process and Its Biological Activity

Dong Hyun Kim†, Jun Seong Park, Nok Hyun Park, Eun Jeong Moon, Sun Hye Yu, Duck Hee Kim, and

Han Kon Kim

Amorepacific Corporation R&D Center, 314-1, Bora-dong, Giheung-gu, Yongin-si, Gyeonggi-do 446-729, Korea

(Received August 13, 2009; Revised August 26, 2009; Accepted September 3, 2009)

요 약: 된장은 한국의 독특한 발효 식품이며 장양이라 불리는 전통적인 제조 방법에 의해 제조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숙성 된장에서 새롭게 생성된 성분과 그것의 생리활성을 측정하였다. 5년 숙성된 된장으로부터 새로운 o-dihydrox-

yisoflavone인 7,3',4'-trihydroxyisoflavone과 기존에 알려진 두 가지의 o-dihydroxyisoflavone을 각각 분리하여 다른 iso-

flavone과의 항산화 효과 및 미백효과를 비교 측정하였다. Diphenyl-1-picrylhydrazyl (DPPH) 활성 저해 효과는 

7,8,4'-trihydroxyisoflavone (compound 1), 7,3',4'-trihydroxyisoflavone (compound 2) 그리고 6,7,4'-trihydroxyiso-

flavone (compopund 3)은 각각 21.5 ± 0.2, 28.7 ± 0.4 그리고 32.6 ± 0.6 (IC50)을 나타낸 반면 daidzein은 이들에 비해 

약한 DPPH 활성 저해 효과를 나타냈다. Superoxide 소거 효과는 L-ascorbic acid에 비해 compound 1 (IC50 = 18.10 

± 0.2 µM)과 2 (IC50 = 10.54 ± 0.4 µM)가 보다 효과적인 반면 compound 3과 daidzein은 이들에 비해 낮은 활성을 

나타냈다. 또한 melan-a cells에서 o-dihydroxyisoflavone 유도체들의 티로시나제 활성과 멜라닌 생성을 비교 측정하였

다. 특히 Compound 1 (IC50 = 11.21 ± 0.2 µM), 2 (IC50 = 5.23 ± 0.6 µM)의 경우 compound 3과 daidzein에 비해 

티로시나제 활성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었으며 또한 멜라닌 생성을 50 % 억제할 때의 결과에서 이들 화합물은 각각 

12.23 ± 0.7 µM (1), 7.83 ±  0.7 µM (2)과 같이 멜라닌 생성 억제 효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고숙성 된장에서 유래한 

7,3',4'-trihydroxyisoflavone은 항산화 및 미백효과를 가지는 화장품 소재로써 사용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Abstract: Doenjang (Korean fermented soybean paste) is a unique fermented food in Korea. It has been traditionally 

manufactured from soybeans, by Jang Yang process. We focused on the newly formed compound in highly aged 

Doenjang and its biological activity. One new o-dihydroxyisoflavone, 7,3',4'-trihydroxyisoflavone and two known o-di-

hydroxyisoflavone derivatives were isolated from 5-year-old Doenjang and evaluated as potent antioxidant and 

whitening effect by comparing with other known isoflavone. 7,8,4'-Trihydroxyisoflavone (compound 1), 7,3',4'-trihy-

droxyisoflavone (compound 2) and 6,7,4'-trihydroxyisoflavone (compound 3) inhibited DPPH (diphenyl- 1-picrylhy-

drazyl) formation by 50 % at a concentration of 21.5 ± 0.2, 28.7 ± 0.4 and 32.6 ± 0.6 (IC50) respectively, whereas 

daidzein showed weak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superoxide scavenging effect were measured in one 

assay. Compound 1 (IC50 = 18.10 ± 0.2 µM) and 2 (IC50 = 10.54 ± 0.4 µM) show significant inhibitory activity and 

greater effect than L-ascorbic acid. But compound 3 and daidzein showed lower inhibition activity. Also, o-dihydrox-

yisoflavone derivatives evaluated as potent inhibitors on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in formation in melan-a cells. 

Compound 1 (IC50 = 11.21 ± 0.2 µM), compound 2 (IC50 = 5.23 ± 0.6 µM) exhibited significant inhibitor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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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yrosinase activity. Furthermore, those compounds are significantly suppressed the cellular melanin formation by 

50 % at a concentration of 12.23 ± 0.7 µM (1) and 7.83 ± 0.7 µM (2). This result suggests that 7,3',4'- trihydroxyiso-

flavone from highly aged Doenjang could be used as an active ingredient for cosmetics.

Keywords: o-dihydroxyisoflavone, Doenjang, Jang Yang process, antioxidant, melanin

1. 서    론

  양서(梁書), 남사(南史)의 고구려전(高句麗傳), 삼국

지(三國志),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는 고구려 사람

들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장양(藏釀)을 잘한다고 기록

되어 있다. 장양(藏釀)이란 전통 식품문화 속에 자리 잡

은 우리 고유 발효 기술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으

로 된장, 고추장, 간장과 같은 장 담그기, 김치와 같은 채

소 절임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장양 기술이 적용된 된장은 청국장, 간장 등과 

함께 콩을 주원료로 하여 발효, 숙성시킨 우리나라의 대

표적인 대두 발효식품으로서 단백질과 아미노산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저장성이 뛰어나며, 그 특유의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 우리 조상들의 식생활에 널리 애용되

어 왔다. 된장은 영양학적으로도 우수하여 필수아미노산, 

지방산, 유기산, 미네랄, 비타민 등을 보충해 줄 수 있으

며[1], 각종 생리활성, 예를 들어 항산화 효과[2], 혈전용

해 효과[3], 항암효과[4], 고혈압 방지효과[5], 항돌연변

이성[6] 등에 대한 효과가 입증되면서 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한편 된장에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진 isoflavone 중 

특히 genistein과 daidzein은 그들의 항암효과와 항산화 

효과로 주목을 받아 왔으며 여러 가지 암뿐 아니라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 효과에도 기대가 크다[7-9]. 또한 

genistein과 daidzein은 에스트로겐보다 친화력은 낮지만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여 에스트로겐의 대체 물질

로 각광을 받고 있다[11,12]. 그리고 isoflavone은 β- 

1,4-glycoside 결합의 배당체 형태(daidzin, genistin)로 

존재하지만 발효 과정에서 β-glycosidase에 의해 당이 

제거된 genistein과 daidzein 등으로 전환되며, 이러한 

aglycone 형태가 흡수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1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미용 기능성 물질 개발

을 위해 5년 이상 숙성된 고숙성 된장으로부터 새로운 

형태의 isoflavone 유도체 물질을 발굴하고 그것의 구조

와 생리활성을 확인하여 화장품 소재로서의 응용 가능성

을 확인해 보았다.

2. 재료  실험

2.1. 된장 추출물의 제조

  된장(100 g)을 3 L n-hexane (Sigma, USA)을 사용

하여 탈지한 후 2 L methanol (Sigma, USA)을 사용하

여 6 h 동안 상온에서 환류 추출하고 제조된 추출물들은 

0.45 µm filter (Milipore, USA)에 통과시켜서 원료와 오

염물질들을 제거하였다. 추출에 사용된 용매를 감압 농

축하여 된장 추출물(15.8 g)을 제조한 후 효능 성분의 손

실이 없도록 4 ℃에서 냉장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고숙성 된장 라보노이드 분획  구조 확인

  제조된 된장 추출물의 유효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샘

플 분획을 실시하였다. 된장 추출물의 분획 샘플을 얻기 

위해 MPLC (Yamazen Co., Japan)를 사용하였으며 이

동상은 이온수와 acetonitrile (Sigma, USA)을 사용하였

고 gradient 조건에서 acetonitrile의 비율을 20 ~ 80 % 

변화시켰다. HPLC (Varian, USA) 결과를 확인하며 12

개의 분획물 각각을 얻고 LC/MS (LCQ Deca XP Plus, 

Thermo Finnigan, USA)와 NMR (VNMRS500, Varian, 

USA)을 이용하여 분자량 및 구조 확인을 실시한 후 3 

가지 새로운 물질의 구조를 확인하였다.

2.3. 고숙성 된장 유래 물질의 항산화 효과 측정 

  2.3.1. DPPH법을 이용한 Free Radical 소거 활성

  Free radical은 노화, 특히 피부노화의 원인 물질로 간

주되고 있다. 고숙성 된장 추출물에서 확인된 3가지 물

질에 대한 free radical 소거활성 측정은 DPPH를 이용하

였다. 실험방법은 methanol에 용해시킨 0.2 mM DPPH 

용액 1 mL에 ethanol (Sigma, USA) 1 mL를 첨가하고 

준비된 샘플을 1 mL 첨가하여 섞은 다음 실온에서 10 

min 동안 방치 후 spectrophotometer로 517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그 활성의 크기는 기존에 많이 알려

진 다양한 isoflavone 계열의 물질을 넣었을 경우를 대조

군(control)으로 하고 고숙성 된장에서 발견된 새로운 3 

가지 성분을 넣었을 경우를 실험군(experiment)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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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음 식에 의해 DPPH의 농도가 50 % 감소되는데 필

요한 시료의 농도(inhibition concentration, IC50 µM)로

서 표기하였다.

Inhibition (%) = [1 - {(AExperiment - ABlank)/AControl}]  

× 100

  2.3.2. NBT법을 이용한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 활성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 활성은 NBT 법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13]. Xanthine과 xanthine oxidase의 

반응에서 생성된 superoxide anion radical로 인해 nitro-

blue tetrazolium (NBT)이 formazan의 형태로 환원되

고, 환원된 formazan의 흡광도를 560 nm에서 측정하여 

고숙성 된장 유래 물질에 대한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하였다. 0.1 M phosphate anion buffer

에 용해시킨 0.4 mM xanthine과 0.24 mM nitroblue tet-

razolium에 시료와 0.049 units/mL의 xanthine oxidase

를 넣은 후 37 ℃에서 20 min 동안 배양시킨다. 배양 후, 

69 mM sodium dodecylsulfate (SDS)를 넣고, 565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소거활성은 xanthine oxidase의 

활성을 50 %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inhibi-

tion concentration, IC50, µM)로 표기하였다.

 

2.4. 고숙성 된장 유래물질의 미백 효과 측정

  2.4.1. Tyrosinase 해 활성 측정

  L-Tyrosine으로부터의 멜라닌 생성과정에는 tyro-

sinase가 핵심효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tyrosinase의 저해

활성은 미백활성을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L- 

Tyrosinase (0.3 mg/mL) 1.0 mL, potassium phosphate 

buffer (0.1 M, pH 6.8) 1.8 mL, 시료 0.1 mL를 혼합한 

후 37 ℃에서 10 min 동안 항온 배양한 다음, 반응혼합물

을 얼음수조에 넣어 반응을 종결시키고, 475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활성의 크기는 0.1 mL tyrosinase의 

활성을 50 %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IC50, 

µM)로 표기하였다.

  2.4.2. Melanin 정량

  Melanin 정량을 위해 10 % FBS이 함유된 phenol red 

free DMEM (Lonza, USA)용액에서 배양한 B16 mela-

noma 세포를 48 well plate에 2 × 104 cells/mL로 분주하

고 12 h 경과 후 각 시료와 arbutin 50 ppm을 앞서 첨가

하고 α-MSH 1 µM을 첨가한 뒤 48 h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나면 1 % (w/v) Triton X-100을 함유한 10 

mM phosphate buffer (pH 7.4)를 100 µL 가하고 5 min 

동안 shaking 한 후에 eppendorf tube로 옮기고 원심분

리하여 얻은 cell pellet에 1N NaOH 100 µL와 증류수 

200 µL를 가하고 60 ℃에서 1 h 동안 배양하여 melanin

을 완전히 녹인 후 ELISA kit (USCN&LIFE, USA)을 

사용하여 4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5. 통계처리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여 평균값과 표준 오차를 구하

고, 미니탭 통계 소프트웨어(MinitabⓇ, Minitab Inc., 

USA)의 이표본 t 검정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유의수준

을 평가하였다.

3. 결과  고찰

3.1. 고숙성 된장 신규 성분 구조 확인

  구조 확인 결과는 Figures 1, 2에 나타내었다. 고숙성 

된장 추출물(15.8 g)에서는 daidzein, genistein, glycitein 

뿐만 아니라 3가지의 신규 성분이 확인이 되었다. 구조 

분석 결과 compound 1과 3은 기존에 이미 보고된 7,8,4'- 

trihydroxyisoflavone (0.06 g), 6,7,4'-trihydroxyisoflavone 

(0.02 g)임을 분광학적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4,15]. Compound 2는 기존에 보고 되지 않았던 성분

인 7,3',4'-trihydroxyisoflavone (0.03 g)임을 새롭게 확인

할 수 있었다.

Compound 2 (7,3',4'-trihydroxyisoflavone): 1H NMR 

(300 MHz, DMSO-d6)δ 6.85(d, J = 2.5 Hz, H-8), 

6.96(d, J = 2.5 Hz, H-6), 7.47(d, J = 8.0 Hz, H-5'), 

7.61(d, J = 2.5 Hz, H-2'), 7.64(d, J = 8.0 Hz, H-6'), 

8.08(d, J = 8.8 Hz, H-5), 8.17(s, H-2); 13C NMR (75 

MHz, DMSO-d6) δ 102.6(C-8), 115.6(C-6), 115.8 

(C-2'), 117.1(C-5'), 117.1(C-10), 120.3(C-3), 124.1 

(C-1'), 127.8(C-5), 145.3(C-3'), 145.8(C-4'), 153.2(C-2), 

157.9(C-9), 162.9(C-7), 175.2(C-4); LC/MS m/z 271.2 

[M+H]

3.2. 고숙성 된장 유래 물질의 항산화 효과 측정

  3.2.1. DPPH법을 이용한 Free Radical 소거 활성

  생체막에 있어 활성산소 또는 지질 라디칼에 의해 개

시된 지질과산화 반응은 자동산화 과정을 경유한 연쇄반

응이다. (+)-α-Tocopherol 등의 항산화제는 연쇄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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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PLC profile of 5-year-old Doenjang extract.

Compound R
1

R
2

R
3

R
4

Compound 1 OH H H H

Compound 2 H H H OH

Compound 3 H OH H H

Daidzein H H H H

Glycitein H OMe H H

Genistein H H OH H

Figure 2. Structure of o-dihydroxyisoflavone isolated from 

5-year-old Doenjang and other isoflavones.

에서 지질 과산화라디칼에 수소 주개로 작용하여 연쇄반

응을 종결시킨다. 이때 수소주개로 작용하는 항산화제의 

능력은 안정한 free radical인 DPPH와의 반응을 통하여 

알아 볼 수 있다.

  고숙성 된장 추출물에서 분리한 3가지 성분과 daid-

Table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Dihydro-

xyisoflavone Derivatives and Other Isoflavones

Sample IC50
a
 (µM)

Compound 1 21.5 ± 0.2

Compound 2 28.7 ± 0.4

Compound 3 32.6 ± 0.6

Daidzein > 1,000

Trolox 48.9 ± 0.6

L-Ascorbic acid 52.3 ± 0.6

a IC50 denotes the antioxidant concentration causing 50 % reduc-

tion of the free radical from of DPPH in methanol after 30 min 

with each sample, respectively. It was calculated from regression 

line using different concentrations in triplicate experiments.

zein 그리고 항산화 효능이  알려진 trolox, L-ascorbic 

acid의 free radical 소거활성 능력 측정 결과는 Table 1

과 같다. Compound 1, 2, 3의 경우 21.5 ± 0.2, 28.7 ± 0.4, 

32.6 ± 0.6을 나타내었고 daidzein 의 경우 1000 이상을 

나타냈으며 trolox, L-ascorbic acid는 각각 48.9 ± 0.6, 

52.3 ± 0.6을 나타내어 compound 1, 2, 3은 free radical 

소거제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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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ample IC50
a
 (µM)

Compound 1 18.10 ± 0.2

Compound 2 10.54 ± 0.4

Compound 3 > 500

Daidzein > 500

L-Ascorbic acid 65.10 ± 3.5

a IC50 denotes the antioxidant concentration causing 50 % reduc-

tion of the free radical from of superoxide radical. It was calcu-

lated from regression line using different concentrations in trip-

licate experiments.

  3.2.2. NBT법을 이용한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 활성

  Xanthine oxidase에 의해 생성되는 superoxide anion 

radical 생성 저해 활성 측정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

다. IC50이 각각 18.10 ± 0.2, 10.54 ± 0.4로 나타난 com-

pound 1, 2의 경우 superoxide anion radical의 효과적인 

소거제로 알려진 L-ascorbic acid의 IC50과 비교했을 때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제로 사용이 가능함을 시사

하였다.

3.3. Tyrosinase 해활성과 Melanin 정량 측정

  Tyrosinase는 melanogenesis의 주요 단백질로서 피부 

색소 조절 과정 연구에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며, L-ty-

rosine으로부터 도파퀴논의 전환과정에 관여하고 eume-

lanin의 중간 대사산물인 DHI를 indole-5,6-quinone으로 

전화시키는 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이다[16]. 

  고숙성 된장 추출물에서 분리한 3가지 성분과 daid-

zein 그리고 미백효능이 알려진 arbutin의 tyrosinase 저

해활성과 melanin 정량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yrosinase 저해활성의 경우 compound 1, 2는 각각 

11.21 ± 0.8, 5.23 ± 0.6을 나타냈고 compound 3과 daid-

zein의 경우는 500 이상을 나타냈으며 arbutin은 30.26 ± 

0.4를 나타내었다.

  또한 Melanin 생성을 50 % 억제할 때의 결과를 보면 

compound 1, 2는 각각 12.23 ± 0.7, 7.83 ± 0.7을 나타냈

고 compound 3과 daidzein의 경우는 500 이상을 나타냈

으며 arbutin의 경우 98.05 ± 0.4로 나타나 compound 1, 2

의 경우 미백효과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이번 연구는 목적은 고숙성 된장으로부터 미용 기능성 

물질을 발굴하고 그것의 생리활성을 확인하는데 있다. 

Table 3. Inhibitory Effect o-Dihydroxyisoflavones and Isofla-

vones on Tyrosinase Formation in Melanoma Cells 

Compound
Tyrosinase

IC50 (µM)

Melanin formation

IC50 (µM)

Compound 1 11.21 ± 0.8 12.23 ± 0.7

Compound 2 5.23 ± 0.6 7.83 ± 0.7

Compound 3 > 500 > 500

Daidzein > 500 > 500

Arbutin 30.26 ± 0.4 98.05 ± 0.4

고숙성 된장 추출물의 경우 저숙성 된장 추출물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신규 성분이 확인 되었는데 compound 1 

(7,8,4'-trihydroxyisoflavone), compound 2 (7,3',4'-tri-

hydroxyisoflavone), compound 3 (6,7,4'-trihydroxyiso-

flavone)가 바로 그것이며 특히 compound 2 (7,3',4'-tri-

hydroxyisoflavone)의 경우에는 최초로 그 구조가 밝혀

진 새로운 isoflavone 유도체이다. 

  고숙성 된장에서 이들 성분과 함께 확인된 daidzein과 

기존 항산화 효능이 보고된 trolox, L-ascorbic acid를 

DPPH법을 이용한 free radical 소거 활성 효능을 비교한 

결과 고숙성 된장 유래 신규 isoflavone 유도체 성분들

(compound 1 ~ 3)은 free radical 소거제로 사용이 가능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Compound 1, 2의 경우 superoxide anion radi-

cal의 효과적인 소거제로 알려진 L-ascorbic acid의 IC50

과 비교했을 때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제로 사용

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tyrosinase 저해활성과 melanin 정량 측정을 통해 

미백효능을 확인한 결과 신규  성분들 중 compound 1, 

2 효능이 arbutin 보다 월등하게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특히 compound 2 (7,3',4'-trihydroxyisoflavone)

의 경우 가장 좋은 효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고숙성 된장 추출물로부터 유래

한 신규 isoflavone인 compound 2는 항산화 및 미백 화

장품 소재로서 사용 가능성이 충분함을 확인하였다. 

참 고 문 헌

 1. S. H. Yang and Y. J. Chung, Optimization of the 

taste components composition in traditional Korean 

soybean paste, J. Korean Soc. Food Nutr., 21, 449 

(1992).

 2. L. A. Santago, H. Hiramatsu, and A. Mori, Japan-



208 김동현⋅박준성⋅박녹현⋅문은정⋅유선혜⋅김덕희⋅김한곤

대한화장품학회지, 제 35권 제 3 호, 2009

ese soybean paste miso scavengy free radicals and 

inhibit lipid peroxidation, J. Nutr. Sci. Vitaminol., 

38, 297 (1992).

 3. S. H. Kim, New trend of studying on potential ac-

tivities of Doenjang-fibrinolytic activity, Korea So-

ybean Digest., 15, 8 (1998).

 4. S. S. Hong, Anticancer effect of Korean traditional 

soy-bean paste, Food Technol., 7, 56 (1994).

 5. Z. I. Shin, C. W. Ahn, H. S. Nam, H. J. Lee, H. J. 

Lee, and T. H. Moon, Fractionation of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inhibitory peptides from 

soybean paste, Korean J. Food Sci. Technol., 27, 

230 (1995).

 6. K. Y. Park, S. H. Moon, H. S. Cheigh, and H. S. 

Baik, Antimutagenic effects of Doenjang, J. Food 

Sci. Nutr., 25, 151 (1996).

 7. S. Barnes, H. Kim, T. G. Peterson, and J. Xu, 

Isoflavones and cancer-the estrogen paradox, Korea 

Soybean Digest., 15, 81 (1998). 

 8. M. Messina and V. Messina, Increasing use of soy-

foods and their potential role in cancer prevention, 

J. Am. Diet Asso., 91, 836 (1991).

 9. F. H. Sarkar and Y. Li, Soy isoflavones and cancer 

prevention, Cancer Invest., 21, 817 (2003).

10. H. Wei, L. Wei, K. Frenkel, and R. Bowen, Inhibi-

tion of tumor-promoter induced hydrogen peroxide 

   formation by genistein in vitro and in vivo, Nutr. 

Cancer., 20, 1 (1993).

11. C. Pelissero, B. Bennetau, P. Babin, F. Le Mann, 

and J. Dunogue, The estrogenic activity of certain 

phytoestrogen in the Siberian sturgeon Acipenser 

baeri, J. Steroid Biochem. Mol. Biol., 38, 293 (1991).

12. R. J. Miksicek, Interaction of naturally occurring 

non-steroidal estrogens with expressed recombinant 

human estrogen receptor, J. Steroid Biochem. Mol. 

Bio., 49, 153 (1994).

13. Y. Lu and L. Y. Foo, Antioxidant and radical scav-

enging activities of polyphenols from apple po-

mance, Food Chemistry., 68, 81 (2000).

14. H. Esaki, H. Onozaki, Y. Morimitsu, S. Kawakishi, 

and T. Osawa, Potent antioxidative isoflavones iso-

lated from soybean fermented with Aspergillus 

isaitoii, Biosci. Biotechnol. Biochem., 62, 740 (1998).

15. E. Hido, K. Shunro, M. Yasujiro, and M. Toshihiko, 

New potent antioxidative o-dihydroxyisoflavones in 

fermented Japanese soybean products, Biosci. Bio-

technol. Biochem., 63, 1637 (1999). 

16. R. Han, H. P. Baden, J. L. Brissette, and L. Weiner, 

Redefining the skin's pigmentary system with a 

novel tyrosinase assay, Pigment Cell Res., 15, 290 

(2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