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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호흡을하는생명체에서는에너지를얻기위한

전자 전달계의 최종 전자 수용체로 산소 분자를

이용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유 라디칼과 활성 산
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이 발생되며, 외부
물질을 해독하는 과정에서도 발생될 수 있다

(Aruoma OI 1994). 활성산소종은높은 반응성을
지니고 있어 체내에서 적절히 제거되지 못하면

산화적스트레스를유발하여 DNA를손상시켜암
을 유발하거나, 단백질의 일부 아미노산을 car-
bonyl화 시켜서 노화, 관절염,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며, 지질과산화를유도하여세포막을파괴
한다(Lai CS & Piette LH 1977; Halliwell B & 

Aruoma OI 1991; Blackeman DP et al 1995).
생체 내에는 catalase, superoxide anion radical 

dismutase(SOD), glutathione peroxidase와같은항
산화 효소계와 비타민 E, 비타민 A, 비타민 C, 
glutathione, 요산등의항산화물질이있어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보호작용을하는데, 활성산소종
이 체내의항산화방어 능력을 넘을정도로 생성

되면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발된다(Halliwell B & 
Aruoma OI 1991). 한편, 활성 산소종은식품에서
도산패와독성물질생성등유해한작용을하므

로, 식품가공업계에서는페놀계합성항산화제인
butylated hydroxyanisole(BHA)이나 butylated hy-
droxytoluene(BHT) 등을사용하여왔으나, 발암과
같은 독성 효과가 알려지면서 천연 항산화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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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Ames BM 1983; 
Baardseth P 1989). 
천연 항산화제 중 식물성 식품에 함유된 페놀

성 화합물은 그자체가갖는 기능성과 안전성 측

면에서주목받고있으며, 식품및생체내에서일
차적으로 항산화 작용에 관여하고, 더 나아가 노
화, 돌연변이 및 발암 과정 등에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고있다(Cheigh HS & Lee CY 1993). 페놀
성 화합물은 식물의 종류, 조직의 부위, 계절, 품
종 및 성숙도 등에 따라서 함유 물질 및 함량에

차이를 보고, 화학적 구조에 따라서 다양한 항산
화성을갖고있으며, 환원당, 금속류, 단백질등과
쉽게 반응하고, 이들의 산화는 catechol oxidase, 
laccase, peroxidase 등의 효소와 금속이온에 의하
여 촉진된다(Lee CY 1991; Ho CT 1992). 
대두(Glycine max (L.) Merrill)는 콩과(Faba-

ceae) 작물로 필수 지방산이 풍부하고, 필수아미
노산조성이 우수한 단백질 급원으로 그 이용 유

래가 깊다. 대두는 밥밑콩으로 직접 이용하거나, 
두부나 두유, 콩나물, 콩기름 등의 2차 가공식품
의 원료로 이용되거나,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전
통 발효식품의 제조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홍은
희 1995). 식생활이 심혈관계 질환과 암 등 사망
의 주요 원인이되는 만성질환의발병에 큰영향

을 미치며, 대두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동양
인이서구인에비해만성질환의발병률이낮다는

역학조사와동물실험, 세포실험결과에힘입어대
두의 식품 영양학적 가치는 날로 증대되고 있다

(Messina MJ et al 1994; Hawrylewicz EJ et al 
1995; Herman C et al 1995; Lim SY 2007; Moon 
SH 2013). 
대두에는페놀성화합물, 식이성섬유소, 엽산,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 사포닌, 올리고당 등의
기능성성분이존재한다(Anderson RI & Wolf WJ 
1995; Coward L et al 1993; Kennedy AR 1995; 
Messina MJ et al 1994). 대두에함유된페놀성화
합물은 플라보노이드, 이소플라본, 페놀산, 리그
난 등이 있으며, 페놀 구조의 수산기를 이용하여

자유라디칼에수소나전자를공여함으로써항산

화활성을보이므로, 산화적손상으로부터세포를
보호하여 심혈관계 질환과 암 등의 질병을 예방

할수 있는것으로알려져있다(Kurzer MS & Xu 
X 1997). 
우리나라는대두및대두가공식품의소비량이

높아 2013년총수요량은 126만 9천톤, 1인당연
간소비량은 8.0 kg에 달하였으나, 생산기반이빈
약하여 자급도가 9.7%로 낮은 실정으로 국내 생
산은 12만 3천톤에불과하고, 115만 3천톤을미
국, 아르헨티나, 중국등지의 수입에 의존하고있
다. 국내의대두생산면적과생산량은각각 1970
년 35만 8천 ha와 27만 1천톤이었던것이 2013년
9만 6천 ha와 12만 3천톤으로감소한반면, 중국
은 전국토에서대두를 재배하고있어 2011년 재
배 면적과생산량은각각 1,065만 1천 ha와 1,908
만 4천 톤이었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최근대두 가공식품중 두부시장의규모가지

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데, 국내에서생산되는비
포장 두부는 대부분 중국산 수입콩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는 낮은 가격과 안정적인 물량
확보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중국산 수입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의 일환으로 원

료 콩의 원산지와 친환경성을 고려한 선호도 분

석결과, 국내산일반재배콩으로제조한포장두
부를 구입하겠다는 응답자는 85.8%이었던데 반
해, 중국산 유기재배 콩으로 제조한 포장 두부를
구입하겠다는 응답자는 14.2%로 나타나, 소비자
는 원료 콩의 원산지를 친환경성보다 더 선호하

였다(Choi SH et al 2011). 한편, 유전자변형식품
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관련하여 콩나물의 원료

콩(국내산 55건, 중국산 41건)과 완제품(국내산
82건, 중국산 31건)의유전자변형검사를실시한
결과, 원료콩에서는단한건의양성반응도없었
다(Yun SC 2004).
국내산대두와그가공및발효식품에관한연

구는대두및콩나물의항산화활성(Kim JY et al 
1995; Hong JY et al 2014; Park CH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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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의 항노화(Ryu SH & Moon GS 2003) 및 혈
관신생 저해효과(Jeon KS 2002), 된장의 항암 활
성(Lee KI et al 2011), 청국장의항염증개선효과
(Kim HG et al 2012), 콩다식의 품질 특성(Choi 
US et al 2010; Choi YS & Um YH 2013), 대두
분말 청가량에 따른 어육 패티의 관능적 특성

(Choi SK et al 2009), 탈지 대두 분말을 첨가한
설기떡의품질특성(Jhee OH 201) 등다양하게이
루어졌다. 그러나 중국산 대두에 관한 연구는 이
소플라본 함량 분석(Kim EM et al 2004; Lee JK 
et al 2005; Zheng J et al 2005)과 두부 가공적성
(Na MO 2004) 등이 보고되었을 뿐, 항산화활성
등의 생리활성과 그 기능성 성분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 유래가 깊고 기능

성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두및 그 가공식품

의소비증가와국내수급부족, 저렴한가격등을
배경으로 원료 콩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

으며,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재배
하는안전한중국산대두의총페놀및총플라보

노이드함량, 항산화활성을분석하여, 천연항산
화성소재로서의활용가능성에대한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대두(Heinong 48)는 중국북
동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재배되는 고단백질 품종

(Jie WG et al 2011)으로대두가공식품제조에적
합하며, 유전자 재조합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원료로서(Lei T 2013), 중국 산동성에서 2013년 9
월에 수확된 것을 현지에서 구매하여 분쇄기

(Food mixer, HR2171, Artreal Manufacturing Ltd, 
Guangdong, China)로 50 mesh 크기로 분말화한
후—20℃에서냉동보관하면서실험에사용하였다. 
페놀성화합물함량 및항산화 활성 측정에사용

된 시약인 Folin-Ciocalteu’s reagent, gallic acid 

(97.5%),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α- 
tocopherol(96.0%), butylated hydroxyanisole(BHA, 
98.5%), butylated hydroxytoluene(BHT, 99.5%),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98.0%), ascorbic acid는 Sigma(Sigma- 
Aldrich Co., Steinheim, Germany)로부터 구입하
였고, quercetin(97.0%)은 HWI(HWI Analytik Gm-
bH, Ruelzheim, Germany)로부터구입하여사용하
였다.

2. 물리적 특성 분석

대두를 25℃ 항온기에서 3일간방치한후무작
위로 100알씩 세어서 무게를 칭량하여 백립중을
측정하였으며, 마이크로캘리퍼를 사용하여길이
와폭을측정하였다. 대두분말시료의색도는색
차계(Color Difference Meter, JC801S, Daego Co., 
Korea)를 이용하여 Hunter scale에 의한 명도(li-
ghtness, L), 적색도(redness, a), 황색도(yellowne-
ss, b) 값으로 나타내었다. 

3. 메탄올 추출물 제조

대두분말시료중량의 5배량의메탄올을첨가
하고, 25℃에서 16시간 동안 3회 반복 추출하여
여과(Whatman No.1 filter paper)한후, 여액을 40 
℃에서 회전진공농축기(Eyela N-1NW, Rikakikai, 
Tokyo, Japan)로 감압 농축하여 dimethyl sulfo-
xide(DMSO)를 이용하여 회수한 후, —20℃ 냉동
고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4. 페놀성 화합물 함량 분석

대두메탄올추출물의총페놀함량은 Swain과
Hillis의방법에따라측정하였다(Swain T & Hillis 
WE 1959). 일정농도로희석된대두메탄올추출
물 50 μL에 2% sodium carbonate 용액 1 mL를
첨가하여 3분간 방치시킨 후, 50% Folin-Ciocal-
teu’s reagent 50 μL를 첨가하여 30분 동안 반응
시킨후, 750 nm에서흡광도를측정하였다. 총페
놀 함량분석은 gallic acid를 이용하여작성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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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검량선으로부터구하여, 건조시료 g 중의 mg 
gallic acid equivalent(GAE)로 나타내었다. 
대두메탄올추출물의총플라보노이드함량은

Dewanto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De-
wanto V et al 2002). 일정농도로희석된대두메
탄올 추출물 250 μL에증류수 1 mL, 5% sodium 
nitrite 용액 75 μL를 첨가하여 5분간 방치시킨
후, 10% aluminum chloride 용액 150 μL를 첨가
하여 6분간 방치시켰다. 위 반응액에 1N sodium 
hydroxide 500 μL를 첨가하여 11분간 반응시킨
후,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분석은 quercetin을사용하여 작성한
표준 검량선으로 부터 구하여, 건조 시료 g 중의
mg quercetin equivalent(QE)로 나타내었다.

5. 항산화 활성 측정

DPPH 라디칼에대한전자공여능은 Blois의방
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Blois MS 1958). 일정
농도로 희석된 대두 메탄올 추출물 시료 0.2 mL
와 에탄올에 용해시킨 0.2 mM DPPH 용액 0.8 
mL를진탕하고, 암소에서 30분간방치한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 공여능은 시
료첨가구와무첨가구의흡광도감소율을백분율

로나타내었으며, 시료무첨가구의흡광도에대해
50% 흡광도감소를나타내는시료의농도를 IC50

으로 표시하였다. DPPH 라디칼소거능의반응속
도론적(kinetics) 정상상태(steady state) 도달시간
은 60분동안 1분간격으로흡광도변화를관찰하
였으며, 양성 대조군으로 ascorbic acid, α-toco-
pherol, BHA, BHT룰 이용하였다. 

ABTS 라디칼소거능은 Roberta 등의방법으로
측정하였다(Roberta R et al 1999). 7.4 mM ABTS

와 2.6 mM potassium persulphate를 혼합하고, 암
소에서 하룻 동안 방치하여 양이온 라디칼 (ABT
S․+)을 형성시킨 후, 735 nm에서흡광도의 값이
1.5 이하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용액 1 mL에일정농도로희석된대두메탄올추
출물시료 50 μL를 첨가한 뒤 30분 후흡광도의
변화를측정하였다. 항산화활성은시료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을 백분율로 나타내었

으며,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에 대해 50% 흡광
도감소를나타내는시료의농도를 IC50으로표시

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ascorbic acid, α-toco-
pherol, BHA, BHT룰 이용하였다. 

6.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SPSS 19.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를 산출하고, 실험군 간의 차이 유무는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로 분석한 뒤, 신뢰
구간 p<0.05 수준에서 Duncan의다중범위시험법
(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물리적 특성

중국산 대두의 백립중과 장폭비는 각각 22.07 
±0.40 g과 1.00±0.01으로나타났다(Table 1). 국내
산 대두 25품종의 백립중은 12.1～27.1 g 범위로, 
장엽콩, 새알콩, 장경콩, 태광콩은 25～31 g의 분
포로대립종, 단엽콩, 황금콩 등 19품종은 15～24 
g의 분포로 중립종, 부광콩과 광안콩은 14g 이하
로 소립종에 속하는것으로 보고되었는데(So KH 

Weight of 100 seeds 
(g)

Size (mm) Hunter's color value of seed

Length (L) Width (W) L/W ratio L a b

22.07±0.40 6.27±0.09 6.24±0.05 1.00±0.01 87.83±0.90 1.18±0.06 25.06±0.51

All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soy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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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0), 본연구에사용된중국산대두의백립
중은 국내산 중립종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배국별 대두의 백립중 비교 연구에서 국
내산, 중국산, 미국산의백립중이각각 22.8, 19.36, 
15.36 g이었다는 보고(Na MO 2004)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 사용된 중국산 대두는 선행 연구
결과에 사용된 것보다 백립중이 큰 품종으로 국

내산 대두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Na MO 
(2004)는 국내산과 중국산 대두의 장폭비를 각각
1.06과 1.02로보고하였는데, 이는 본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중국산대두의색채는명도(L), 적색도(a), 황색

도(b)가각각 87.83±0.90, 1.18±0.06, 25.06±0.51로
분석되었다(Table 1). 이런결과는 국내산 대두의
명도, 적색도, 황색도가 각각 84.40, 1.30, 20.10이
었다는 보고(Lee HJ et al 1996)와 유사하였으나, 
국내산대두의명도, 적색도, 황색도가각각 52.10, 
6.31, 32.80이었으며, 중국산대두의명도, 적색도, 
황색도가 각각 61.96, 5.48, 30.42이었다는 보고
(Na MO 2004)와는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품종
및재배환경등에따른차이에기인한것으로생

각된다.

2. 메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

노이드 함량

항산화성 물질인 페놀성 화합물, 방향족 아민
등의흡수가일어나는 285 nm에서의흡광도가상
온 추출(30℃, 24시간) 및 환류 추출(85℃, 3시간)
에서 메탄올 추출물이 가장 높았다는 선행 연구

(Kim JY et al 1995)를토대로중국산대두의메탄
올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측정한 결과,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9.91± 
0.57 GAE mg/g과 4.15±0.39 QE mg/g이었다
(Table 2). 이런 결과는 국내산 대두(진품콩 2호)
의 80% 에탄올 추출물(50℃, 24시간)의 총 페놀
함량이 10.15±0.01 mg/g이었다는보고(Jeon KS 2002)
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산 대두(쥐
눈이콩)의 열수 추출물(85℃, 3시간)과 70% 에탄

올 추출물(60℃, 3시간)의 총 페놀 함량이 각각
21.56±0.92 mg/g과 22.89±0.25 mg/g이었다는 보
고(Hong JY et al 2014)에 비해서는 낮았으나, 국
내산 대두인 백태와 태광콩의 열수 추출물(80℃, 
3시간)의 총 페놀 함량이 각각 189.25±3.20 mg/ 
100 g과 210.23±2.34 mg/100 g이었으며, 백태와
태광콩의 70% 에탄올 추출물(70℃, 3시간)의 총
페놀 함량이 각각 86.02±2.79 mg/100 g과 90.12± 
2.05 mg/100 g이었다는 보고(Joo EY & Park CS 
2011)에비해서는높은것으로나타났다. 한편, 국
내산 대두의 80% 에탄올 추출물(80℃, 1시간)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03±0.04 mg/g이었다는
보고(Lee HK et al 2010)와 국내산 대두(백태)의
70% 메탄올 추출물(60℃, 1시간)의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이 1.56±0.117 mg/g이었다는 보고(Park 
JW et al 2007)에비해서는높았으며, 국내산대두
(쥐눈이콩)의 70% 에탄올 추출물(60℃, 3시간)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4.70±0.30 mg/g이었다는
보고(Hong JY et al 2014)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3.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항산화 활성 측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인 DPPH 라디칼소거능은항산화물질에의한전
자 공여로 지질과산화 연쇄 반응에 관여하는 산

화성 자유 라디칼의 억제 정도를 간접적으로 측

정하는것으로간편하면서신뢰성이높은방법이

다(Kim HS et al 2009). 중국산 대두 추출물의

Total phenolic content
(GAE1) mg/g dw)

Total flavonoid content
(QE2) mg/g dw)

9.91±0.57 4.15±0.39

All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
1) Total phenolic content was expressed as mg gallic acid 

equivalent/g dry weight.
2) Total flavonoid content was expressed as mg quercetin 

equivalent/g dry weight.

<Table 2>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of 
Chinese soyb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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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sult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
vity.

DPPH 라디칼 소거능은 0.31, 0.50, 0.63, 1.25 및
2.50 mg/mL의 농도에서 각각 9.72±1.61, 13.08± 
3.70, 19.00±3.53, 27.78±5.73 및 63.44±2.74%로
농도의존적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Fig. 1). 이런결과는국내산대두(태광콩)의 80% 
에탄올 추출물(50℃, 24시간)의 DPPH 라디칼 소
거능이 0.08, 0.40 및 2.00 mg/mL의 농도에서 각
각 5.14, 15.72 및 57.76%이었다는 보고(Jeon KS 
2002)와국내산대두(쥐눈이콩)의 70% 에탄올추
출물(60℃, 3시간)이 0.63 mg/mL와 1.25 mg/mL의
농도에서 각각 18.38±2.38%와 21.33±0.72%이었

다는 보고(Hong JY et al 2014)와 유사하였으며, 
국내산 대두(백태)의 70% 메탄올 추출물(60℃, 1
시간)이 0.2 g/mL 농도에서 전자공여능이 21.34± 
1.04%이었다는 보고(Park JW et al 2007)에 비해
서는 낮았으나, 국내산 대두의 80% 에탄올 추출
물(80℃, 1시간)이 2 mg/mL 농도에서 DPPH 라디
칼소거능이 0.44±0.27%이었다는보고(Lee HK et 
al 2010)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DPPH 라디칼의 50%를 소거하는데 필요

한 농도(IC50)는중국산 대두 추출물과 양성대조
군인 ascorbic acid, α-tocopherol, BHA, BHT가 각
각 2.04±0.16, 0.29±0.01, 0.52±0.03, 0.50±0.06, 0.22 
±0.00 mg/mL로 나타났다(Table 3). 이런 결과는
국내산 대두인 태광콩과 백태로 제조한 두유의

DPPH 라디칼에 대한 IC50 농도가 각각 19.53 
mg/mL와 9.36 mg/mL이었다는 보고(Hwang JM 
2011)에 비해서 높은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
이었다. 한편, Kang SA & Han JA(2004)는대두와
약콩의 70% 메탄올 추출물(실온, 24시간)의 IC50 
농도가 각각 13 mg/mL와 1.41 mg/mL이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는 약콩과 유사한 전자공

여능을 나타내었다.  

IC50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mg/mL)1)

IC50 of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mg/mL)2)

Soybean 2.040±0.155a3) 3.312±0.313a

Ascorbic acid 0.291±0.010b 0.072±0.002b

α-Tocopherol 0.517±0.030c 0.072±0.001c

BHA 0.497±0.058d 0.097±0.003d

BHT 0.022±0.001e 0.114±0.001e

F-value 327.760*** 318.960***

***p<0.001.
1) IC50 values denote the concentration of the sample which is required to scavenge 50% of DPPH radicals. 
2) IC50 values denote the concentration of the sample which is required to scavenge 50% of ABTS radicals. 
3) a～e Means in a row by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5% significance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ll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

<Table 3> Result of ANOVA according to antioxidant activities with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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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 of kinetics of antioxidant activity 
using DPPH assay.

Bondet V et al(1997)에 의하면 대부분의 페놀
성 항산화제는 DPPH 라디칼과 느리게 반응하여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하는데 1～6시간이
소요된다. 중국산 대두 추출물(1.00 mg/mL)과 α- 
tocopherol(0.25 mg/mL)은 DPPH 라디칼과 빠르
게반응하여 DPPH 라디칼소거능이 10분이내에
정상상태에 도달한 반면, BHA(0.25 mg/mL)와
BHT(0.25 mg/mL)는 DPPH 라디칼과 느리게 반
응하여 반응 60분 경과 후에도 정상상태에 도달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ABTS 측정법은 과황산 칼륨과의 반응으로 생
성된 ABTS 양이온라디칼이항산화성물질에의
해제거되면서청록색이탈색되는원리를이용한

비색정량법이다(Van den Berg et al 1999). 중국산
대두추출물의 ABTS 라디칼소거능은 0.63, 1.00, 
1.25, 2.50 및 5.00 mg/mL의농도에서각각 19.55± 
0.58, 32.79±2.39, 37.96±0.24, 46.55±1.86 및 68.44 
±7.95%로 농도 의존적으로유의적으로증가하였
다(p<0.05) (Fig. 3). 
초기 ABTS 라디칼의 50%를 소거하는데 필요

한 농도(IC50)는 중국산대두 추출물과 양성 대조
군인 ascorbic acid, α-tocopherol, BHA, BHT가 각
각 3.312±0.313, 0.072±0.002, 0.072±0.001, 0.097± 
0.003, 0.114±0.001 mg/mL로 나타났다(Table 3). 
이런 결과는 국내산 대두인 태광콩과 백태로 제

조한두유의 ABTS 라디칼에대한 IC50 농도가각

각 2.495 mg/mL와 4.738 mg/mL이었다는 Hwang 

<Fig. 3> Result of one-way ANOVA according to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JM(2011)의 보고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이용 유래가 깊고 기능성 식품

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두 및가공식품의 소비증

가와국내수급부족, 저렴한가격등을배경으로
원료 콩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

대두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및 항산화 활성을분

석하여천연항산화성소재로서의활용가능성에

대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하였으며, 그결과는
다음과 같다.   
중국산대두의백립중과장폭비는각각 22.07± 

0.40 g과 1.00±0.01이었으며, 색채는 명도(L), 적
색도(a), 황색도(b)가 각각 87.83±0.90, 1.18±0.06, 
25.06±0.51로 분석되었다. 중국산 대두의 메탄올
추출물의총 페놀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각

각 9.91±0.57 GAE mg/g과 4.15±0.39 QE mg/g이
었다. 중국산대두추출물의 DPPH 라디칼소거능
은 0.31, 0.50, 0.63, 1.25 및 2.50 mg/mL의농도에
서 각각 9.72±1.61, 13.08±3.70, 19.00±3.53, 27.78 
±5.73 및 63.44±2.74%로농도의존적으로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p<0.05). 초기 DPPH 라디칼의
50%를 소거하는데 필요한 농도(IC50)는 중국산
대두 추출물과 양성 대조군인 ascorbic acid, α- 
tocopherol, BHA, BHT가 각각 2.04±0.16, 0.29± 
0.01, 0.52±0.03, 0.50±0.06, 0.22±0.00 mg/mL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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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중국산 대두 추출물과 α-tocopherol은
DPPH 라디칼과 빠르게 반응한 반면, BHA와
BHT는 느리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산 대두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0.63, 
1.00, 1.25, 2.50 및 5.00 mg/mL의 농도에서 각각
19.55±0.58, 32.79±2.39, 37.96±0.24, 46.55±1.86 
및 68.44±7.95%로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초기 ABTS 라디칼의 50%를
소거하는데 필요한 농도(IC50)는 중국산 대두 추
출물과 양성 대조군인 ascorbic acid, α-tocopherol, 
BHA, BHT가각각 3.312±0.313, 0.072±0.002, 0.072 
±0.001, 0.097±0.003, 0.114±0.001 mg/mL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중국산 대두는 유전자 재

조합을 사용하지 않은 안전한 비유전자 변형 대

두로서(Lei T 2013), 페놀성 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천연물
유래 항산화성 소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

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중국 북동지역에서 일
반적으로 재배되는 고단백질 품종(Jie WG et al 
2011)으로 대두 가공식품 제조에 적합한 대두

(Heinong 48)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여 다양
한 재배 환경, 품종 등에 따른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항산화 효과
검증은 DPPH 라디칼과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였을 뿐, lipid aqueous system 또는 lipid 
system에서의 항산화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
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중국의 다
양한 지역에서 재배된 여러 품종의 대두를 대상

으로지방산화에대한산화억제효과, 다른천연
및 합성 항산화제와의 병용 사용에 대한 효과 등

폭넓은 항산화 효과 검증 시스템을 이용한 분석, 
그 기능성 성분의 분리․동정, 항산화 작용 기작
규명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 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국산 대두의 천연 항산화성

소재로서의활용가능성에대한기초자료를제공

하고자 페놀성 화합물 함량및 항산화 활성을측

정하였다. 중국산 대두(Heinong 48)의 메탄올 추
출물의 총페놀 및총 플라보노이드함량은 각각

9.91±0.57 GAE mg/g과 4.15±0.39 QE mg/g이었
다. 중국산대두추출물의 DPPH 라디칼소거능은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 
0.05), IC50는 2.04±0.16 mg/mL이었다. 중국산 대
두추출물의 ABTS 라디칼소거능은농도의존적
으로유의적으로증가하였으며(p<0.05), IC50는 3.31 
±0.31 mg/mL이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중국산
대두는페놀성화합물이풍부하며, 항산화성소재
로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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