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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fibrinolytic activities of fermented yellow agabean (FYA) and black agabean (FBA), and
the antioxidation efficiencies of 70% ethanol extract of fermented yellow agabean (FYAE) and black
agabean (FBAE) were investigated by selecting Bacillus sp. sm26 strain. Fibrinolytic activities of FYA
and FBA were 6.38±0.5 and 6.83±0.5 U/ml, which were 1.3 and 1.4 times higher than that of FSB,
respectively. With regard to total phenolic contents, FYAE and FBAE were 3.40±0.44 mg/g and
2.45±0.20 mg/g respectively, suggesting that their contents were about twice as high as that of fer-
mented soybean extract (FSBE) used as a control. In comparison with FSBE, total protein and sugar
contents of FYAE were 0.56±0.11 and 2.41±0.48 mg/g, respectively, and those of FBAE were 0.39±0.12
and 2.72±0.63 mg/g, respectively. This result suggests that FYAE was 4.7 and 1.7 times higher than
FSBE, respectively.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BAE was 79% at 1 mg/ml, which was
highest among the fermented bean extracts, and was twice as high as FSBE in regards to activity. In
addition, FBAE exhibited the highest reducing power at 1 mg/ml, which was higher than FSBE by
two-fold. With regard to lipid peroxidation, FBAE and FYAE were 93% and 80% at 1 mg/ml, which
were 3 and 2.5 times higher than FSBE, respectively. Of note, the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ctiv-
ities of FBAE and FYAE were 82% and 54% at 1 mg/ml, offering activity that was 4 and 2.5 times
higher than FSBE, respectively. Based on these results, the fibrinolytic activity and antioxidation effi-
ciency of the fermented agabean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soybeans. Therefore, these stud-
ies may suggest that the functional agabeans can be a potential candidate for a natural function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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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과학의 발달로 인해 건강 장수생활의 혜택이 커지면서

식품이 단지 영양공급과 기호성을 충족시키는 기본적인 목적

을 넘어서 꾸준한 일상섭취를 통하여 잠재적인 질병예방 및

치유의 능력까지 갖춘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7]. 특히 노화, 암, 뇌혈관과 심혈관계 질환 등은

free radical의 생성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 식품의 섭취를 통해 노화를 지연시키고

이러한 질병을 예방, 치료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5]. Free radical은 생체내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

해 생성되는데 세포 구성성분과 강하게 반응하여 세포와 조직

에 손상을 가하고 지속적인 DNA 손상을 주어 각종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9,18]. 생체는 이러한 free radical로부터 생체를

방어할 수 있는 superoxide dismutase (SOD), glutathione

peroxidase (GPX), catalase (CAT), glutathione reductase,

glutathione-S-transferase 등의 항산화 효소를 가지고 있으나

[1],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에게는 더욱 효

과적이고 안전한 식이성 항산화제가 필요하다. 근래에 과일과

채소 등에 포함되어 되어있는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

등과 같은 천연 항산화물질들은 순환계 질병과 암 발생율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어[3,8], 자연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천연 항산화제의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근래에 단백질과 지방질을 보충하는데 우수한 대두(Glycine

max L.)는 대표적인 식물성 단백질원으로써 saponin, phy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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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isoflavones, hemaglutinins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

을 포함하고 있어 그 기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10]. 과거

대두를 이용한 전통발효식품들은 육류의 섭취량이 부족한 동

양에서는 중요한 단백질과 지방질의 공급원으로 고초균이 생

산하는 효소에 의해 단백질과 당질이 분해되어 끈끈한 점질물

이 형성되면서 특유의 맛과 냄새를 가지게 된다[14,23,26]. 점

질물은 주로 glutamic acid로 이루어져 칼슘 흡수를 돕고 탁솔

이라는 항암 물질을 효율적으로 운반한다. 또한 노화 방지의

항산화 효과와 인슐린 분비를 원활히 하고 유산균 증식을 돕

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린다[2]. 발효과정 중 분비되는

nattokinase는 fibrin을 강력하게 분해하는 효소로 밝혀지면서

혈전용해제로서 이용되며, 체중감소 및 혈압강하 효과 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두에 다량 함유된 isoflavone은 높은

항산화 효과 등 다양한 기능성을 지니고 있어 새로운 건강식

품으로써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1,25]. 한편, 황영현 등[5,13,

17]에 의해 새로이 육종 되어진 아가콩은 높은 질병 저항성과

isoflavone 함량을 지니고 있는 신품종 콩으로써 높은 항산화

활성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soflavone의 함량이 일반 대두에 비해

높게 육종된 아가콩 3호(노란 아가콩) 및 4호(검정 아가콩)의

기능성을 조사하고자 혈전용해능이 우수한 Bacillus sp.의 선

별과 이를 활용하여 대두, 아가콩 3호 및 4호를 발효시켜 생산

된 점질물의 항산화 효과를 알아보았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일반 대두(SB)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을 구입하여 사용

하였으며 육종 품종인 아가콩 3호(노란 아가콩, YA)와 아가

콩 4호(검정 아가콩, BA)는 경북대학교에서 제공받아 사용하

였다.

발효 균주의 선별

각각의 콩을 20
o
C의 물에 24시간 동안 침지하여 건져낸 후

30분간 물을 뺀 다음 50 g씩 담아 autoclave에서 30분간 가압

증자하였다. 증자대두를 50
o
C 이하로 냉각시킨 후 혈전 용해

능을 지닌 10가지의 Bacillus sp. 균주 배양액을 증자대두의 3%

(w/w)가 되도록 접종하고 45oC에서 72시간 발효하였다. 발효

된 콩의 혈전용해능을 Fibrin plate method [2]로 측정하고 혈

전용해능이 가장 우수한 균주를 발효 균주로 사용하였다.

발효콩 추출물의 제조

Bacillus sp. sm26 균주를 이용하여 발효시킨 콩 발효물을

70% ethanol로 추출한 후 여과(whatman paper No.2)하여 얻

어진 ethanol 추출액을 감압 농축하여 발효 대두 추출물

(FSBE), 발효 아가콩 3호 추출물(FYAE), 발효 아가콩 4호 추출

물(FBAE)를 각각 얻었으며 이를 본 연구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페놀 함량 분석

총 페놀 함량은 Singleton and Rossi method [27]을 이용하

여 Folin-Ciocalteu 시약이 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되어 몰

리브덴 청색으로 발색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SBE, FYAE, FBAE 40 mg 씩을 각각 증류수 1 ml에 녹인

후 96-microwell plate (Nunc, Roskilde, Denmark)에 20 μl씩

분주하고 sodium carbonate (0.7 M) 80 μl를 혼합한 후

Folin-Ciocalteu regent (Folin-Ciocalteu:Water=1:10 v/v) 100

μl 첨가하여 15분간 37
o
C에서 반응 후 microplate reader

(Versa Max, USA)를 이용하여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표준곡선은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

총 페놀 함량을 계산하였다.

총 단백질 및 당 함량 분석

단백질 함량 측정은 Bio-rad사의 protein assay kit를 사용

하여 정량 하였다. 각 추출물의 농도가 0.1～1.0 mg/ml가 되도

록 증류수로 희석하고, 이 시료 0.1 μl와 4배 희석한 protein

assay reagent 0.5 μl 혼합하여 25
o
C에서 5분간 방치한 후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BSA (bovine se-

rum albumin) standard curve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

로 총 단백질 함량을 구하였다. 총 당 함량은 시료 2 ml를 test

tube에 넣고 5% (v/v) phenol 수용액 100 μl를 넣은 후 95%

황산 500 μl를 첨가하고 30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4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은 glucose standard

curve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 총 당 함량을 구하였다.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의 측정은 Brand-Williams

method [4]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6×10
-5

M DPPH (1,1-

diphenyl-2-picrylhydrazyl) MeOH용액 195 μl와 증류수로 희

석한 추출물 5 μl를 96-microwell plate에 혼합하였다 이때,

혼합용액 중의 추출물 최종 농도는 1.0 mg/ml가 되도록 하였

다.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고 기존의 항산화제로 알려진 BHA (butylated hydroxy

anisole),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ascobic acid를 대

조구로 사용하였다. 시료의 항산화 효능은 시료 무첨가구에

대한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비로 산출하였다.

Redcing power activity

Reducing power activity의 측정은 Oyaizu method [22]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50 μl에 Phosphate buffer (200

mM, pH 6.6) 50 μl와 1% potassium ferricyanide 50 μl를 넣고

50oC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이때, 혼합용액 중의 추출물 최

종 농도는 1.0 mg/ml가 되도록 하였다. 반응 종료 후 반응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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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richloroacetic acid 용액 50 μl를 가하고 5,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을 100 μl 취하여 증류수 100

μl와 1% ferric chloride 20 μl을 혼합한 후 10분간 반응시킨

뒤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β-carotene-linoleic acid activity

β-carotene-linoleic acid activity는 Miller method [20]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0.1 mg의 β-carotene을 chloroform 500

μl에 용해시킨 후 20 mg의 linoleic acid 및 100 mg의 Tween

40을 첨가하여 50
o
C에서 chloroform을 감압 농축하여 제거하

고 얻어진 잔류물에 증류수 50 ml를 가하여 정용한 것을 기질액

으로 사용하였다. 기질액 10 μl와 시료 200 μl를 96-microwell

plate 가하여 혼합하였다. 이때, 혼합용액 중의 추출물 최종

농도는 1.0 mg/ml가 되도록 하였다. 50
o
C 에서 2시간 반응시

킨 후 4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시료의 항산화 효

능은 시료 무첨가구에 대한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비로 산출하

였다.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ctivity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ctivity의 측정은 Miller

method [21]을 이용하여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6-

sulfonicacid (ABTS)-peroxidase system에서 측정하였다. 96-

microwell plate에 시료 80 μl, 10 mM H2O2 20 μl, phosphate

buffer (pH 5.0, 0.1 M) 100 μl를 넣고 혼합하였다. 이때, 혼합용

액 중의 추출물 최종 농도는 1.0 mg/ml가 되도록 하였고 37
o
C

에서 5분간 반응하였다. 반응액에 1.25 mM ABTS 30 μl와 1

U/ml peroxidase 30 μl를 가하고 혼합한 후 37
o
C에서 10분간

반응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시료의 항산화

효능은 시료 무첨가구에 대한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비로 산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혈전용해효소 생산 균주의 선별 및 혈전용해 활성

콩 발효물의 혈전용해효소 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동아대

학교 연구실에서 보관 중인 10가지 균주(Bacillus. sp LC-1,

LC-3, LC-5, CKJ, #15, #18, #20, #38, BB-1, sm26)를 이용하여

대두콩(SB) 발효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Bacillus sp. sm26로 발효한 발효물의 혈전용해효소가

4.80±0.3 unit/ml로 가장 높은 혈전용해 활성을 나타내었고

이 결과를 토대로 Bacillus sp. sm26을 이용하여 YA 및 BA를

발효시키고 발효물의 혈전용해 활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FYA에서는 6.38±0.5 unit/ml, FBA에서는 6.82±0.5 unit/ml의

혈전용해 활성을 나타내었으며(Table 1) 이는 발효 대두인

FSB에 비하여 각각 1.3배와 1.4배 높은 혈전용해 활성을 나타

내었다. 한편, FSB, FYA, FBA의 형태학적인 측면에서는 큰

A B C D E F G H I J

U
ni

t/m
l

0

1

2

3

4

5

6

Fig. 1. Fibrinolytic activity of fermented soybeans by (A)

Bacillus. sp LC-1, (B) Bacillus. sp LC-3, (C) Bacillus. sp

LC-5, (D) Bacillus. sp CKJ, (E) Bacillus. sp #15, (F)

Bacillus. sp #18, (G) Bacillus. sp #20, (H) Bacillus. sp #38,

(I) Bacillus. sp BB-1 and (J) Bacillus. sp sm26. The results

represents the means±SE and averages of triplicate

experiments.

Table 1. Fibrinolytic activity of fermented beans by Bacillus. sp

sm26

FSA FYA FBA

Fibrinolytic activity (U/ml)
a

4.80±0.3 6.38±0.5 6.82±0.5
aThe results represents the means±SE and averages of triplicate

experiments.

차이점을 나타내지 않았으며(Fig. 2) 특히 시판의 콩 발효물인

낫토와도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아 아가콩이 혈전용해 효소의

생산적인 측면과 형태학적인 측면에서도 적합한 재료인 것으

로 사료된다.

총 페놀, 단백질 및 당 햠량 분석

페놀화합물은 구조식에 hydroxyl group을 소유하며, 공명

안정화된 구조로써 전자를 수용하는 기작으로 항산화능에 직

접적으로 기여한다[24]. 발효 추출물들의 총 단백질, 당, 페놀

함량의 정량 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항산화 효능에 깊은

관여를 하고 있는 총 페놀 함량은 FYAE에서 135.9±17.8m

g/ml로 나타났으며 이는 FSBE보다 2배 높은 함량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단백질의 함량은 FYAE가 22.5±4.6

g/ml로, FSBE 보다 5배 많은 단백질 함량을 보였다. 또한, 총

당 함량은 FBAE가 108.9±25.3 g/ml로 FSBE보다 2배 많은 함

량을 나타내었다.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을 DPPH에 대한 전자 공여능(elec-

tron donation ability, %)으로 측정하였다. 전자공여작용은 활

성 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식품들의 지방 산화작용을 억제

하는 하고, 생체에서는 활성 라디칼에 의한 세포 손상과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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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rphological appearance of FSB (A), FYA (B) and FBA (C).

Table 2. Total phenolic, protein and sugar contents of 70% ethanol extract of fermented beans

FSBE FYAE FBAE

Total phenolic content (mg/g)
a

Total protein content (mg/g)b

Totla sugar content (mg/g)
c

1.58±0.31

0.12±0.04

1.46±0.27

3.40±0.44

0.56±0.11

2.41±0.48

2.45±0.20

0.39±0.12

2.72±0.63
aThe results represents the means±SE and averages of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e values were mean±SE analyzed using gallic

acid as a standard.
b
The results represents the means±SE and averages of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e values were mean ±SE analyzed using BSA

(bovine serum albumin) as a standard.
c
The results represents the means±SE and averages of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e values were mean±SE analyzed using glucose

as a standard.

를 억제한다[12,16]. 추출물의 DPPH radical scavenging 활성

의 결과는 Fig. 3와 같다. 추출물의 DPPH radical scavenging

활성은 농도의존적으로 농도의 증가에 따라 활성도 증가하였

고 FBAE의 농도가 1 mg/ml일 때 7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FYAE도 57%로 나타나 FSB에 비해 최대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대조구로 사용된 gallic acid, BHA, BHT의 경우, 추

출물과 동일하게 1.0～0.1 mg/ml의 농도로 측정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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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70% ethanol extract

of fermented beans. BHA: butylated hydroxy anisole,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FBAE: fermented black

agabean, FYAE: fermented yellow agabean, FSBE: fer-

mented soybean. The results represents the means±SE

and averages of triplicate experiments.

때, gallic acid와 BHA는 모든 농도에서 83% 이상의 높은 활성

을 나타내었고, BHT는 1 mg/ml의 농도에서 83%의 활성을

보였으나 농도가 낮아질수록 그 활성이 다른 대조구에 비해

급격히 낮아졌다.

Reducing power activity

활성 산소종 및 유리기에 전자를 공여하는 능력인 환원력은

항산화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항산화 활성에 주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환원력이

큰 것일수록 전자공여능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전자공여능은

phenol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 효능의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발효 콩 추출물의 환원력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추출물의 농

도가 높아질수록 환원력은 증가하였으며, 1 mg/ml의 농도에

서 FBAE가 0.85±0.23로 가장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었으며 이

는 대조구와 비슷한 환원력을 보였다. 또한, FYAE도 0.55±0.42

로 FSB의 0.45±0.11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추출물의 농도

가 줄어들수록 대조구에 비해 농도 의존력이 떨어지며 환원력

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Carotene-linoleic acid activity

추출물의 지질과산화 억제능을 β-carotene이 함유된 lino-

leic acid emulsion계에서 측정하였다(Fig. 5). 모든 추출물들

이 농도에 의존적인 지질과산화 억제능을 지니고 있었고 특히

FBAE의 경우에는 대조구인 galic acid, BHA와 비교하여 지질

과산화 억제능이 대등하게 나타났으며 1 mg/ml의 농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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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ducing power activity of 70% ethanol extract of fer-

mented beans. The abbreviations were shown in Fig. 3.

The results represents the means±SE and averages of

triplic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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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β-Carotene-linoleic acid activity of 70% ethanol extract

of fermented beans. The abbreviations were shown in

Fig. 3. The results represents the means±SE and averages

of triplicate experiments.

93%로 galic acid와 BHT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FSBE와 비

교하면 FBAE가 FSBE보다 3배 정도 높은 활성을 나타냈고

FYAE는 2.5배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생체 내에서 Fe과 같

은 금속류는 과산화수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hydroxyl radical

을 형성함으로써 2차 산화가 진행되는데, 세포막의 지질과산

화 반응이 radical에 의해 진행되고 생체 내 DNA의 손상까지

초래한다는 것을 볼 때[6], hydroxyl radical 소거 및 지질과산

화 억제능이 우수한 FBAE와 FYAE는 2차 산화물의 생성억제

제로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Hydrogen peroxide activiy

과산화수소에 대한 추출물의 소거능 효과를 Fig. 6에 나타

내었다. Hydrogen peroxide (H2O2)는 세포에 대하여 독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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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ctivity of 70% ethanol

extract of fermented beans. The abbreviations were

shown in Fig. 3. The results represents the means±SE

and averages of triplicate experiments.

질로 작용하며 전이 금속이온과 함께 활성산소 종들을 생산하

며[21], 체내의 항산화 방어효소들의 작용으로 물로 전환되어

분해된다. 추출물의 1mg/ml 농도에서는 FBAE가 82%로 이는

FSBE와 비교해 4배 높은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FYAE의 경우

에도 FSBE보다 2.5배 높은 효과를 나타내어 FSBE에 비해 과산

화수소 소거능이 뛰어 났으며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의 증가를

나타내었다. 또한, galic acid, BHA, BHT와 과산화수소 제거

효과를 비교하였을 때 FBAE의 경우 그 효과가 높은 농도에서

대조구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기능성 콩 발효물인 FYA와 FBA는 FSB에

비하여 높은 혈전용해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발효 콩 추출물인

FYAE와 FBAE도 FSBE에 비하여 높은 항산화 효능을 지니고

있었다. 특히, FBAE는 FYAE에 비하여 항산화 효능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적었음에도 월등한

항산화 효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FBAE에

존재하는 안토시아닌이 항산화 효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아가콩을 이용한 발효물이 좋은 천연

항혈전과 항산화 식품으로서 높은 이용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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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Bacillus sp.에 의하여 발효된 신품종 아가콩 발효 산물의 혈전 용해 활성 및 항산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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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동아대학교 생명과학과,

2
Medi-Farm 산업화 연구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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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학교 생물학

과,
5
한서대학교 피부미용학과,

6
경북대학교 식물생명과학부)

본 연구에서는 혈전용해능이 우수한 Bacillus sp. sm26을 선별하고 신품종 기능성 콩인 노란 아가콩(YA)와 검

정 아가콩(BA)을 발효시킨 발효콩(FYA, FBA)의 혈전용해 활성과 70% ethanol 추출(FYAE, FBAE)에 대한 항산화

효능을 조사하였다. FYA와 FBA의 혈전용해 활성은 각각 6.38±0.5와 6.83±0.5 U/ml로 대두 발효물(FSB)보다 각

각 1.3배와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페놀 함량은 FYAE와 FBAE가 각각 3.40±0.44 mg/g, 2.45±0.20 mg/g

으로 나타나, 대두 발효 추출물(FSBE)에 비하여 약 2배 이상의 높은 페놀 함량을 나타내었다. FYAE의 총 단백질

과 총 당 함량은 각각 0.56±0.11 mg/g과 2.41±0.48 mg/g이었으며 FYBA는 각각 0.39±0.12 mg/g과 2.72±0.63

mg/g으로 나타나, FYAE가 FSBE보다 각각 4.7배와 1.7배 높은 총 단백질과 총 당 함량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FBAE가 1 mg/ml에서 79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배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환원

력은 FBAE가 1 mg/ml의 농도에서 가장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었으며 FSBE에 비해 2배 높은 활성을 보였다. 지

질 과산화능은 1 mg/ml일 때 FBAE는 93%로 FSBE의 약 3배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FYAE 또한 80%로 2.5배

높은 활성을 보였다. 과산화 수소에 대한 소거능은 1 mg/ml 농도에서는 FBAE가 82%로 FSBE에 비해 4배 높은

효과를 나타내고 FYAE의 경우 2.5배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기능성 콩인 아가콩 발효물의

혈전용해 활성과 항산화 효능은 일반 콩에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앞으로 새로운 천연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