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대두 올리고당류

1) 대두 올리고당류의 조성, 구조, 물리적

및 화학적 성질

대두 올리고당류는 대두 중 함유되어 있는 저분자

가용성 당류로서 대두 조성의 약 10%를 차지한다.

주요 성분은 stachyose, raffinose와 자당, 그리고

약간의 포도당, 과당, pinitol, galactopinitole 등

이다. 올리고당의 조성은 다음 표와 같다.

당의 종류 함량(%)

Stachyose 24

Raffinose 8

자 당 39

과당, 포도당 16

기 타 13

Oligosaccharide의 구조는 모두 분자량이 비교적

낮은 당류이다. Raffinose는 3탄당 galactose 고리가

α (1,6) 결합으로 자당의 포도당과 연결되어 있다.

Stachyose는 4탄당이며 raffinose의 galactose의 α

(1,6) 결합으로 galactose와 연결되어 있다. Raffinose

와 stachyose도 galactose류의 oligosaccharide이다.

대두 중의 oligosaccharide의 함량은 품종, 재배

조건, 기후, 토양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

중에 일부 oligosaccharide는 대두 종자 중의 함량

은 각각 대략 다음과 같다. Stachyose는 약 4%,

raffinose는 1%, 자당은 5%이다. 대두를 가공한

후의 완제품은 oligosaccharide의 손실이 크며 함

량에도 차이가 있다.

다음 표는 대두 제품 중의 oligosaccharide의 함

량이다.

대두 oligosaccharide는 다음과 같은 물리적 성

질이 있다.

① 당도 : 단맛이 있으며 자당에 가까우며 당도는

약 자당의 70~75%이다.

대두의생물활성물질연구·개발및응용

이 부 용

특용작물이용팀

대두, 소위 황두는 중국,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서 예로부터 광범위하게 식용으로 재배
한 두류이다. 대두에는 식물성 유지와 단백질이 풍부하다. 역사 이래 인류는 콩으로부터
착유하거나 두부를 만들거나 동시에 가공하지 않고 직접 식용으로 이용하여 왔다. 근래
에 두류에는 식물성 유지와 단백질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다는 것 이외에 새롭게 알려진
특수한 생물학적 작용을 하는 생리 활성 물질이 있다고 밝혀졌다. 그 예로는 대두
oligosaccharide, 대두 사포닌, 대두 이소플라본, 대두 인지질, 비타민 E 등이 있다.

특 집 세계 대두 가공산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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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두 가공 식품 중의 oligosaccharide 함량>

품 명 Stachyose Raffinose 자당

대두분 5.9 1.1 3.1

익힌 콩 0.5 1.0 7.1

두 부 0.3 0.1 0.5

납 두 0.0 0.0 0.0

② 점도 : 자당과 fructoglucose 시럽보다 높으

며 맥아당 시럽보다 낮다.

③ 삼투압 : 대략적으로 자당보다 높다.

④ 빙점 : 농도가 약 10~40%의 대두 oligosa-

ccharide는 빙점이 낮아져서 자당과 같다.

⑤ 열안정성 : 온도에 비교적 안정적이며

stachyose과 raffinose는 140℃(pH5~6)에서

안정적이다. 그러나 pH가 3인 경우 120℃까

지 가열하면 70%만이 남아 있다. Stachyose

는 melitriose로 분해되며 raffinose는 이당

으로 분해된다. 분해된 당은 비피더스균의 생

장을 촉진하는 인자이다.

2) 대두 oligosaccharide의 생물학적 활성

인체의 장내에는 약 100조 개의 세균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100 여종의 세균은 장내의 균체

를 형성한다. 이리하여 현재 인류는 비피더스균과

같은 유익한 균주를 성장 시켜 그 분비물이 인체의

장내에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

구 중이다. Oligosaccharide는 비피더스균 생장에

필요한 필수 영양 물질로서 비피더스균은

oligosaccharide로부터 생산한 초산, 유산 등의 대

사 물질을 이용하여 Clos tridium P erf ringens 및

대장균 등의 유해균의 번식을 억제함으로서 암모니

아, 인돌, 아민류의 부패 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며,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여 변비를 예방한다. 비피

더스균은 비타민 B군을 합성하며 약간의 발암물질

을 분해하며 인체의 면역력을 증강한다.

Oligosaccharide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를 들

면 대두 oligosaccharide, iso- ligosaccharide,

galactooligosaccharide, xylosal glycan 등이 있으며

일부에서는 비피더스균 생장의 촉진 인자라고 주장

하기도 한다.

대두 oligosaccharide는 많은 oligosaccharide

중 하나로서 독특한 구조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있으

며 특수한 생물학적 활성이 있다.

소화성 : 대두 oligosaccharide 중의 stachyose

과 raffinose는 체내의 소화 효소가 분해하지 못하

므로 소화될 수 없다. 일부 실험 결과 stachyose과

raffinose는 소장 내에서 흡수되지 않으며 비피더스

균이 비교적 많은 장의 하부에서 장내 세균에 의해

이용된다. Stachyose과 raffinose는 비피더스균의

생장에 매우 도움이 된다.

비피더스균 생장 번식 촉진 : 실험 결과 정제한

대두 oligosaccharide의 상당 부분을 비피더스균이

이용한다. 이용률은 fructooligosaccharide를 초과

하며 Clostridium P erf ringens과 대장간균 등의

장내 유해균은 대부분 대두 oligosaccharide를 이

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내 세균 조성 개선 : 대두 oligosaccharide의

임상 실험 결과 장내의 비피더스균은 2~3배 이상

으로 높아졌으며 Clos tridium P erf ringens과 기타

유해균은 두드러지게 감소하였으며 부패 세균도 억

제되었다.

대두 oligosaccharide를 섭취한 경우 변비에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열량 : 당뇨 환자의 당대사, 지질 대사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3) 대두 oligosaccharide 생산 및 이용

대두 oligosaccharide는 대두 단백질 생산시 글

로블린액 제조 시에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생산 과정

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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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gosaccharide액은 다시 한번 처리하여 분말 형

태의 과립 상태의 대두 oligosaccharide를 얻을 수

있다. 대두 oligosaccharide는 음료, 제과, 양과, 과일

잼, 유제품 등에 첨가한다.

2 . 대두 사포닌

사포닌은 식물계에서 일종의 복잡한 배당체

화합물이다. 특수한 생리적 특징이 있다. 예를 들면

인삼의 사포닌, 교구란 사포닌 및 시호 사포닌 등의

생리 기능과 약용의 가치 방면으로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두에 함유된 대두

사포닌은 중국에서는 아직 중요시 되지 못하고

있다. 국외에서는, 응용 가치가 매우 광범위한 천연

생물 활성 물질로 대두 사포닌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약품, 식품, 화장품 등에 대두

사포닌을 이미 이용하여 왔다. 중국은 세계에서도

유명한 대두 산지이므로 대두 사포닌의 생리 활성을

연구하여 제품 생산에 그 중요성을 두고 있다.

1) 대두 사포닌 근원, 분포 및 화학적 구조

대두 사포닌은 두류 식물에서 추출한 일종의 화학

물질이며 steroids와 triterpenoids가 결합하여 생

성된 것으로 분자식은 C 57H 90O 26이다. 대두

사포닌은 대두 중에 hypocotyl에 집중되어 분포되

어 있으며 그 함량은 대두의 품종, 부위, 생장기 등

<일반적인 대두 올리고당 시럽의 재처리를 통한 분말 또는 과립 대두 올리고당 제조공정>

대 두

콩기름 탈지 대두박

대두 글로블린액 처리 분리대두 단백질

침 전 침전물 상등액

탈 색

이온 교환 또는 삼투

소금 제거

농 축

대두 올리고당 시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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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 대두 사포닌은 대두 종자

의 각 부위 함량이 서로 같지 않다. Shimoyomada의

실험 결과 아세틸 대두 사포닌 A1과 A4는 대두 종

자의 hypocotyl에만 있으며 대두 사포닌 I는 줄기의

모든 기관에 있는 것으로 발표하였다. 대두

hypocotyl 중의 사포닌 함량이 비교적 높은 데, 잎의

사포닌 함량의 8~15배이다. 대두 사포닌의 함량은

종자가 발육함에 따라 계속 변하며 대두가 꽃이 피

기 시작하여 50일 이후에는 사포닌 함량이 절정에

이른다.

산분해 이후에 대두 사포닌은 수용성인 포도당,

글루코알데하이드, galactose, aribinose와 xylose

로 존재한다. 사포닌 성분과 다른 당의 결합 그리고

결합 위치의 따라서 다양한 사포닌이 구성된다. 이

미 널리 알려진 대두 사포닌에는 대두 사포닌 A1,

A2와 대두 사포닌 I, II, III로 5 가지가 있다. 북

천등인(인명)이 앞에서 언급한 대두 사포닌을 가장

먼저 발견하였다. 추후에 추출 과정 중의 비누화 반

응 과정의 실수로 인해서 대두 사포닌을 처음부터

다시 분리하다가 A 계열의 사포닌 6 종류와 B 계

열의 사포닌 5 종류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사포닌은

대부분은 앞에서 언급한 사포닌의 아세틸화 결과물

로서 대두 사포닌 A1와 A4의 아세틸화가 가장 보

편적이다.

2) 대두 사포닌의 생리적 활성

대두 사포닌은 강력한 생리 기능이 있다. 오래 전

에는 대두 사포닌이 용혈 작용이 있어서 인체에 유

해하며 영양소에 불리한 인자로 생각했다. 또한 대

두 사포닌은 쓴맛이 있다. 이는 대두 제품의 씁쓸한

맛의 주요 원인이다. 그러므로 대두 가공 식품 제조

시에 항상 이 쓴맛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

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두 사포닌이 유익한 생리

기능도 많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었다.

혈중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 감소 :

Kitagawa 연구진은 대두 사포닌이 혈청 중의 지질

류의 산화와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억제하며 혈중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를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였다. Ohminami는 아드레날린 유도의 지질화

도중의 지방 세포는 대두 사포닌 I와 III가 있으면

지질화가 억제되며 대두 사포닌 I, II, III는 ACTH

유도의 지질화를 억제한다. 고귀청의 연구 결과, 대

두 사포닌은 고지방의 사료를 먹인 토끼의 혈청 중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의 함량이 낮아졌으

나 일반 사료를 먹인 토끼의 혈당 지질은 작용이 뚜

렷하지 않다고 한다. 대두 사포닌은 고지방 식이로

인해 발생하는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혈청 콜레스테

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항산화, 항 자유라디칼화, 과산화 지질 감소 :

Ohminami 등의 연구진은 대두 사포닌은 지질의

산화를 방지하고, 과산화 지질을 감소 시키며 간세

포 손상에 관련된 과산화 지질을 억제한다고 보고하

였다. 왕은평에 따르면 대두 사포닌은 스스로 SOD

의 함량을 증가 시키며 LPO(과산화 지질)을 감소

시키며 자유라디칼를 제거하고, 자유라디칼의 유해

작용을 감소 시킨다고 한다. 천정의 연구에 의하면

대두 사포닌은 일정량에 도달하면 쥐의 골수 세포

염색체의 기형과 micronucleus의 조성을 유도하는

전리 복사가 두드러지게 감소하였다고 한다. 자유라

디칼은 DNA 손상을 초래하며 대두 사포닌의 화학

구조에 따르면 사포닌이 DNA 손상을 직접 저지할

수 있는 없다. X선의 유전 물질 투과메카니즘을 저

하시키거나 가수분해산물 결합을 감소시키고, 자유

라디칼을 제거함으로서 자유라디칼 혹은 자유라디칼

대사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저지

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LPO는 자유라디칼의

대사 산물로써 대두 사포닌은 늙은 실험쥐의 간장과

혈장 중의 LPO의 함량을 감소 시키며 테트라클로

로메탄으로 인한 간장을 손상을 예방한다. 따라서

DNA의 손상을 회복을 촉진한다.

종양 세포 성장 억제 : 욱리평의 연구 결과에 따르

면 대두 사포닌은 S180 세포와 YAC- 1 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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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합성과 K562 세포와 YAC- 1 세포의 DNA 합

성을 억제하는 것 뿐 아니라 세포 독성을 억제하는

데도 두드러진 효과를 나타냈다. 해외 유수한 학자

의 보고에 따르면 대두 사포닌의 종양 억제 작용,

즉 대두 사포닌의 암 생성 메커니즘을 방해하는 기

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독성 세포,

면역 조절, 담즙산 결합 등에 직접 작용하며 발암

물질이 정상으로 전환되도록 촉진한다. 농도는

150mg~160mg으로 L- 1의 대두 사포닌은 인체의 암

세포(HCT - 15)를 억제하며 사용량과 반응은 상관성

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두 사포닌 분자량은 약

1000 정도이며 중간 정도의 분자에 속하며 가용성이

며 확산과 능동 이동하는 방식으로 종양 세포에 진

입한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으로 종양 세포 억제 작

용을 한다. 그러므로 대두 사포닌의 종양 억제 작용

의 메커니즘의 하나는 대두 사포닌이 직접 종양 세

포막을 파괴하거나 DNA의 합성을 억제하는 것일

수 있다. 이것은 대두 사포닌은 이 종양 세포에 직

접 작용한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것이고 종양에 간접

적으로 작용하며 면역과 상관 관계가 있는것으로 추

정하고 있을 뿐이다.

혈소판, 항응집 작용 : Kubo는 Wister 실험쥐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대두 사포닌은 혈소판과 피브

리노겐의 감소를 억제하며 내독소로 인한 피브린의

집합을 억제하고 혈전 섬유소 형성을 초래하는

thrombin을 억제한다. 대두 사포닌은 항혈전 작용

을 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Kubo 연구진에 따르

면 대두 사포닌 단량체 및 총 사포닌은 피브리노겐

이 피브린으로 변환되는 것을 억제하며 대두 사포닌

I, II은 피브린의 용해 효소의 계열을 활성화한다.

왕은평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대두 사포닌은 당뇨병

에 걸린 실험쥐의 혈당, 혈소판 응집율 및 TXA2,

PGI2 값을 저하 시키고 인슐린을 증가시켰다.

항바이러스 : 대두 사포닌의 항바이러스 작용은

최근 몇 년간 대두 사포닌 연구의 새로운 연구 분야

로 대두되었다. 해외 학자들도 이미 이 분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다. Nakajima의 연구에서

대두 사포닌은 인류의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치료

작용과 세포 생물 활성에 대해 일정한 억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대두 사포닌은 후천성 면

역 결핍이나 예방에 모두 매우 유용한 것으로 보고

하였다. 중국 내의 연구에 의하면 단순 포진 바이

러스 I 형(HSV- 1), Cox B3 바이러스의 복제를 확연

히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대두 사포닌

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세포에 강한 보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 실험 결과에 따르면 대

두 사포닌은 광범위한 바이러스 저항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NA 바이러스 뿐 아니라 RNA

바이러스 모두에 작용하여 응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다.

면역 조절 작용 : 대두 사포닌의 항종양 메커니즘

의 하나는 면역 조절 작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

정된다. 욱리평의 연구에 의하면 대두 사포닌을 실

험쥐에게 경구 투여한 결과 비장 세포의 증식에 반

응하는 ConA와 Lps를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L- 2에 대한 세포 반응성이 커지며 IL- 2 분비에 관

련된 비장 세포를 증가 시키며 NK 세포,와 LAK

세포의 독소 활성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대두 사포닌은 면역 조절 작용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 사포닌의 생물학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면 대두

사포닌은 중추 교감 신경의 활동을 강화한다. 외주

교감 신경절을 통과하여 신경 섬유를 거쳐

noradrenalin과 부신수질에서 분비되는 아드레날

린이 혈관 근육의 á 수용체에 방출되어 혈관을 수축

하고 심장의 â 수용체에 작용하여 동맥 경화를 방지

하고 석면 분진의 독성에 대해 저항성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 대두 사포닌은 비만 치료에도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3) 대두 사포닌의 향후 응용 전망

위의 내용에 의하면 대두 사포닌은 다음과 같은

방면에 향후 응용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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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첨가제와 건강 보조 식품 : 대두 사포닌은 발

포성과 유화성이 있으므로 식품, 약품, 화장품 등의

첨가제로 이용할 수 있다. 왕장존은 주류에 대두 사

포닌을 첨가하여 포말의 체적을 증가하며 포말의 안

정성을 유지하였다. 동시에 맥주의 맛을 개선하는데

도 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일부 학자는 이

러한 분야를 심도있게 연구하여 대두 사포닌이 함유

된 건강 보조 식품, 다이어트 식품 및 사포닌 쥬스,

사포닌 음료 등의 특허 출원을 신청하였다.

약품 : 대두 사포닌은 약품 분야에서 그 활용 범

위가 가장 광범위하다. 대두 사포닌의 다양한 생리

적 기능, 즉 혈중 지질 저하, 동맥 경화의 저항성,

면역 조절 등의 약품 분야에 향후 응용 전망이 넓

다. 해외에서는 이미 대두 사포닌을 약용으로 활용

한 바 있다고 보고되었다. 심혈관 관련 질병의 치료

를 위해 대두 사포닌을 개발하여 혈장 중의 콜레스

테롤 함량을 감소 시켜서 심혈관 질병 발생을 줄일

가능성이 가장 전망이 밝다. 동시에 대두 사포닌의

혈중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리세라이드를 감소 시키는

특성을 이용하여 체중 감량 약품을 제조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다. 대두 사포닌은 종양 억제, 바

이러스 저항성이 있다.

화장품 : 대두 사포닌을 화장품에 이용하는데 해

외 연구진의 보고에 따르면 일본 학자들은 일찍이

대두 사포닌을 함유한 화장품을 연구하였으며 특허

출원을 신청하였다. 사실 임상 실험 결과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 사포닌은 지질의 과산화

로 인해 피부가 색소 침착을 억제하며 피부병 발생

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두는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효용성이 큰 작물의

하나이다. 중국은 농업 국가로서 곡류와 콩의 생산

량이 풍부하며 매년 두류 제품을 가공하며 착유하는

것이 곧 대두 소비량으로 이어지므로 대두 소비량은

매우 크다. 대두박을 충분히 활용할 경우 외피와 배

축(hypocotyls)을 분리하여 대두 사포닌을 얻을 수

있으며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천연 식품, 약품, 화장

품 등을 개발하는데 현재 중점을 두고 있다.

3 . 대두 이소플라본

근래에 서방의 식이는 종양, 심장 및 뇌 혈관 등

의 질병의 점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연구 결

과에 따르면 대두 이소플라본 식이와 암 및 심장병

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genistin과 daidzein은

대두 이소플라본 성분으로서 다양한 생리 작용을 하

며 활용 가치가 매우 높다.

1) 대두 이소플라본의 근원, 분포, 조성 및

영향 인자

대두 이소플라본의 주요 성분은 대두의 잎과 배축

에 분포되어 있으며 종피에는 매우 적다. 이소플라

본은 80%~90%의 잎에 있으며 농도는 약

0.1~0.3이다. 배축 중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종류

는 다양하며 농도도 약 1%~2% 정도로 높다. 그

러나 배축은 종자 총 중량의 2%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농도가 아주 높다하더라도 점유율은

10~20%로 매우 낮다.

현재 발견된 대두 이소플라본은 총 12 종으로 유

리형과 배당체 성분과 결합형인 glucoside, 2 종류

이다. 배당체 성분은 총량의 2~3%를 차지하며

genistin, daidzein과 glycitein을 포함한 것이다.

Glucoside는 총량의 약 97~98%를 차지하는데 주

로 6″- 0- malonylgenistin, 6″- 0-

malonyldaidzin, genistin과 daidzin 형식으로

존재하며 총량의 약 95%를 차지한다.

가공 방법에 따라 대두 식품의 이소플라본 함량과

성분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

공 과정 중에 이소플라본이 손실되는데 (P<0.05) :

침수나 가열할 경우 malonyl- iso flavone 배당체

감소로 인해 아세틸 이소플라본 배당체가 증가하였

으며 유리 배당체 성분이 증가하였다. 발효와 염기

추출로도 유리 배당체 성분이 증가하였다.

NaHCO3 용액 0.25 M을 이용하여 두유 분말을

30분 끓이면 확실히 유리 배당체 생성이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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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수와 대사

이소플라본의 흡수와 대사 과정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 지지 않고 있다. 동물 실험 결과 식물 중에 있

는 배당체류의 플라빈계 화합물은 소장벽을 통과하

지 못한다. 소량의 배당체 성분(1%)만이 소장에서

직접 흡수된다. 그러나 흡수 메커니즘은 아직 알려

지지 않고 있다. 임상 실험 결과 대두 이소플라본은

장에서 흡수되며 흡수율은 10~40%이다. Xu

(1995) 연구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체의 이소

플라본의 생물 이용률은 장의 세균과 이소플라본 화

합물의 상대적인 분해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

Didzin 보다 genistin은 장세균에 의해 쉽게 용해

되며 생물 이용률이 낮아진다.

식생활도 이소플라본 흡수에 영향을 미친다. T ew

의 보고에 따르면 소맥 섬유소 섭취가 혈액과 뇨 중

의 genistin 농도(P<0.5)를 낮추며 daidzin 농도

에 대한 영향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이소플라본의 많은 히드록실기 변환 및 섬유소와

결합하여 난용성이 되어 흡수에 방해가 된다.

동물 실험 결과 플라빈류 화합물은 간장에서 II류

반응에 관여한다. 즉, OH기와 Gluconic acid, 황

산의 결합, 이외에도 메틸화에도 개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들 결합형 산물은 담즙산의 분비로 장

까지 따라 가는데 결장 미생물이 만든 탈결합 효소

작용에 의해 배당체가 가수 분해되어 다시 혈액으로

흡수된다. 이와 동시에 대부분의 플라빈류 화합물

은 장내의 미생물에 의한 복소환 분해를 거쳐 분해

및 대사되고, 이 결과 산물은 혈액으로 흡수된 후

뇨중으로 배출된다. Kelly 연구진은 GC- MS 분석

을 이용하여 대두 섭취 후 뇨 중의 플라빈 대사 산

물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뇨 중에는 이소 플라

본 genistin, daidzin , Gly 및 이들의 대사 산물

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섭취한 이소플

라본의 흡수력은 개인차가 있었으며 흡수 이후 체내

에서 대사 정도에도 개인차가 있었다. 이소플라본

대사 경로 상에서 각 피실험자는 선택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3) 생리 작용

(1) 항암 작용

병리학계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과 일본이

상대적으로 유선암, 결장암, 전립선암 발병이 낮은

것은 genistin의 유일한 공급원인 대두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일본인 혈장의 총 이소플라본은 서양

인의 7~100 배이다. 그러나 하와이에 거주하는 일

본인은 전립선암 사망률이 높다. 부검 결과 암 발병

률이 서방 국가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Barnes은 genistin이 체외와 체내 악성 종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3분의 2가 암발

병 위험성(발병률, 잠복기, 암종양 수)이 명확하게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체외 악성 종양 중에

genistin이 억제하는 인체의 암 줄기 세포 증식의

IC 50값의 범위가 2.6~7.9µ mmol/L 혹은

1~30µg/ ml로 비교적 넓을 뿐 아니라 소수는 IC

50값이 13.2µ mmol/ L(5µg/ ml)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두 섭취로 소비되는 혈청 농도

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Daidzin은 B16

Melanoma 세포 성장을 억제하며 체내의 종양 생

성력을 저하시키고, 일찍이 유아 세포 HL- 60를 분

화 투과 시키며, retinoic acid 화합물과 함께 분화

투과 작용을 돕는다.

유행성 질병과 악성 종양 연구 결과, 이소플라본

이 암 예방에 기여하지만 그 작용에 대한 생리학적

메커니즘은 아직 밝혀 지지 않고 있다. 최근 몇 년

간의 연구는 다음 몇 가지 방면에 집중되어 있다.

(2) 효소와 성장 인자 억제 작용

Genistin은 T K의 특이성 억제제로서 T K는 신호

를 직렬로 늘리는데 개입하며 최종으로 세포 분열을

일으킨다. 그러나 연구 결과, genistin은 표피 성장

인자(EGF)를 활성화하는 인체 전립선 세포 성장

뿐만 아니라 혈청 인소를 활성화하는 세포 성장도

억제한다. 그리고 EGF에 대하여 수용체 T G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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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산화 작용을 하지 않는다. 암세포 실험 결과

genistin이 존재하는 경우 EGF와 기타 성장 인자 수

용체가 유사 분열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T oPoII에 대한 genistin의 억제 작용은 중요 관심

의 대상이 되고 있다. Genistin은 체외에서 정화의

T oPoII의 연결 분해 활성을 억제할 뿐 아니라 완전

한 세포내 단백질 결합의 DNA의 연결을 끊어 지게

한다. 이외에도 Genistin은 PHK를 억제하며 체내

관찰 결과, PHK 억제 관련성이 다소 있다고 나타

났다.

(3) 에스트로겐 약화와 항에스트로겐 작용

이소플로빈은 에스트로겐 길항제로써 에스트로겐

수용체(ER)와 성분적 결합 중 경쟁하여 유사 분열

을 억제한다. Daidzin과 estradiol은 실험 쥐의 자

궁 II 에스트로겐의 결합 위치(생물 플라빈 수용체

라함)에서 결합 중 경쟁하여 암세포 성장을 억제한

다. 이소플라본은 성호르몬을 자극하여 구형 단백질

합성과 결합하며 성호르몬의 생물학적 활성을 감소

시킨다. Peterson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방암 세

포에 대해 Genistin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억제 작

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항산화 작용

Micronucleus 실험 중, genistin과 daidzin가

상대적으로 농도가 높을 때 지질의 과산화를 억제하

는 것을 발견하였다. Genistin은 UVA와 UVB 혹

은 과산화기의 지질 산화 유도를 방지하는데 효과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Genistin과 daidzin은

Phorboester가 HL- 60 세포를 유도하여 과산화수

소를 형성하는 것을 억제한다. 이소플라본은

NADPH의 효소 촉진 작용을 억제하지 않는다. 이

항산화 메커니즘은 자유라디칼을 제거하는 작용으로

보인다.

(5) 기타

Fortsis 연구진은 체외에서 GENISTIN는 내피 세

포 성장과 혈관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대부분 억제 농도는 5, 150 µ mol/ L로

구분하였다.

(6) 심혈관 보호 작용

많은 양의 대두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심장병 발병

률이 낮으며 대두 단백질은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내 호해봉 등의 연구진은 1996년 처음으로,

daidzin이 체외에서 HMG- CoA에 대해 효소를 억

제하며 체내에서 DAIDZIN는 유사한 작용을 하며

체내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감소 시켜서 혈중 콜레스

테롤 농도를 낮추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체외에서 genistin은 T K 활성 억제제이며 혈

소판 원성 성장 인자(PDGF) 등의 성장 인자를 막

을 수 있으며 섬유소 군체 성장 인자와 기타 성장

인자의 작용을 기초로 하며 이러한 인자는 T K가 군

체 성장에 관여한다. PDGF는 혈전 형성 과정 중에

활성화된 혈소판을 방출하고 genistin은 thrombin

이 혈소판 활성과 응고를 유도하지 못하도록 한다.

혈소판과 thrombin의 작용에 관여하며 genistin은

전신 및 동맥의 경화와 관련 있는 혈전의 형성을 감

소 시킨다.

Genistin은 많은 혈관 세포 증식과 혈관 생성을

억제한다. 혈관 생성으로 손상 범위가 확대될 수 있

다. 평활근 세포 증가를 억제할 수 있으며 이것 또

한 동맥 경화 부위 확대의 중요한 단계이다. 백혈구

점착 분자(ß 2- 정합 단백질) 활성화는 초기에 손상

이 이루어 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증명된 사실에 의

하면 genistin은 세포 점착을 억제한다.

4) 대두 이소플라본의 개발 및 응용

대두 이소플라본은 매우 유망한 건강 보조 식품,

약품이며 유선암, 전립선암 등의 암예방 및 심혈관

계통 보호 등이 주요 응용 분야이다. 그러나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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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의 이소플라본의 함량은 극히 낮으므로 추출 제조

원가가 너무 높으면 시장에 상품으로 출시하기가 어

렵다. 정제, 정화의 순도가 높은 대두 이소플라본은

mg 당 13.9 달러에 달한다. 이소플라본의 개발 응용

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한다.

① 이소플라본 함량이 높은 대두 배양

②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대두 종자를 개량하여

이미 이소플라본이 1%에 달하는 대두를 개발

했다고 한다. 이것은 이소플라본 함량이 5 배

증가된 것으로 추출, 정제, 정화를 통해 이소

플라본을 추출할 수 있다.

③ 대두 이소플라본 합성

④ 대두 이소플라본 구조는 분명하게 밝혀졌으므

로 플라빈을 원료로 하여 이소플라본을 화학적

으로 합성할 수 있다.

⑤ 새로운 것을 연구 및 토론하여 효과적인 방법

모색

⑥ 대두 종자를 탈지, 알코올 추출, 수지 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순도 60% 이상의 이소플라본

을 추출하였다. 이 농도의 이소플라본은 건강

보조 식품과 약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역자주: 본 소고는 2001.9.3 ~ 9.7, 중국 할빈

에서 개최된 The International Seminar of

Soybean Processing T echnology 에서 최홍빈,

이백상, 방경위(하얼빈 의과대학 공공 위생학원)박

사가 발표한 내용을 번역.편집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