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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soy hydrolysate fractions on appetite suppression and ghrelin 
releasing. In a short-term experiment, the cumulative food intake and serum ghrelin level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p<0.05) during a 4-hr period after the interperitoneal injection of soy hydrolysate fractions (0.5, 1 g/㎏ BW), following 
a 12-hr period of food deprivation. In a long-term experiment, food efficiency ratio (FER) was also reduced significantly 
(p<0.05), when soy hydrolysate fractions (0.5, 1% in drinking water) were given orally for 8 wks. Therefore, we found 
that soy hydrolysate fractions affected food intake through appetite and ghrelin releasing in short-term and long-term 
experim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d that soy hydrolysate fractions would diminish the sensation of hunger by 
reducing the secretion of orexigenic factors such as ghrelin that send satiety signals to the brain, terminating food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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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고단백 식이는 다른 영양소에 비해 체내 열발생과 포만

감을 증가시킨다는 점에서 비만 개선과 식욕 조절에 효과

적인 방법 중 하나로 주목 받고 있다(Halton & Hu 2004). 
특히 식물성 단백질인 대두단백질은 카제인이나 유청단백

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 열발생과 포만감 조절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등 1997; Veldhorst 
등 2009; Alfenas 등 2010). 또한 대두단백질 식이는 지질 대

사 개선에도 효과적이며, 이로 인해 고지방 식이와 대두단

백질을 함께 섭취 시 고지방 식이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지

질 증가를 개선시키고, 조직의 지방 독성을 예방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Baum 등 1998; Berger 등 2014). 따라서 대두단

백질은 체중 및 지질 증가를 억제시키고, 체지방량을 감소

시켜 비만과 관련된 여러 질환의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가진 

천연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다(Suh 등 1996; Velasquez & 
Bhathena 2007). 

이러한 대두단백질의 섭취 효과는 구성 성분인 아미노산 

또는 펩타이드 종류에 따라 검토되어 왔는데, 대두단백질 펩

타이드 구성 중 리신과 아르기닌의 비율 및 글리신 같은 아미

노산의 조성이 체내 지방 대사 작용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성분들을 가수분해물 형태로 섭취할 때 체내에서 더 효과적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urley 등 1998). Aoyama 등(2000)
은 대두단백질보다 대두 가수분해물 형태가 혈중 콜레스테롤

을 더 감소시키며, 체중 및 체지방 감소 효과 또한 더 크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처럼 대두단백질보다 대두 가수분해물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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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질 개선에 더 효과적인 것은 가수분해물 중 아미노산 

또는 여러 펩타이드 형태가 LDL-콜레스테롤 수용체에 영향

을 미쳐 혈청 콜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되고 있다(Cho 등 2007). 대두단백질의 가수분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Sugano 등(1990)이 대

두 가수분해물은 분자량에 따라 지질 대사와 더불어 식욕 관

련 호르몬에 영향이 다르며, 이로 인해 항비만 효과와 작용에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함에 따라 분자량에 따른 대두 가수

분해물의 분획물의 식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은 대두를 기반으로 하여 건강 지향적이

고 안전하며 대두의 긍정적인 식품이미지로 인하여 항비만 

제품으로 개발 시 매우 시장성이 높은 소재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항비만 소재로의 개발을 위해 분자량에 따른 대두 가수

분해물 분획물의 제조와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생체 내에

서의 식욕과 관련된 항비만 효과 검증 및 기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두단백질을 효소 처리하여 얻은 

대두 가수분해물을 한외여과하여 분자량에 따른 분획물을 

제조하고, 이에 대한 생체 내에서의 항비만 효과를 검증하고

자 하였다. ICR 마우스를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공복시킨 후,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 단발 투여에 따른 식욕의 영향과 장

기적으로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하여 8주 동안 대두 가수

분해물 분획물 투여에 따른 식욕의 영향을 조사하고, ghrelin 
분비와의 연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groups for appetite suppressive effect of soy hydrolysate fractions

Short-term experiment Treatment
Saline Vehicle (control)

>10 kDa-0.5 Soy hydrolysate (above 10 kDa fraction) 0.5 g/㎏ BW
>10 kDa-1 Soy hydrolysate (above 10 kDa fraction) 1 g/㎏ BW
<10 kDa-0.5 Soy hydrolysate (below 10 kDa fraction) 0.5 g/㎏ BW
<10 kDa-1 Soy hydrolysate (below 10 kDa fraction) 1 g/㎏ BW
Crude-0.5 Soy hydrolysate (crude fraction) 0.5 g/㎏ BW
Crude-1 Soy hydrolysate (crude fraction) 1 g/㎏ BW 

Long-term experiment Treatment
ND; normal diet group Vehicle (positive control)
HF; high fat diet group Vehicle (negative control)
>10 kDa-0.5 High fat diet+Soy hydrolysate (above 10 kDa fraction) 0.5%
>10 kDa-1 High fat diet+Soy hydrolysate (above 10 kDa fraction) 1%
<10 kDa-0.5 High fat diet+Soy hydrolysate (below 10 kDa fraction) 0.5%

<10 kDa-1 High fat diet+Soy hydrolysate (below 10 kDa fraction) 1%
Crude-0.5 High fat diet+Soy hydrolysate (crude fraction) 0.5%
Crude-1 High fat diet+Soy hydrolysate (crude fraction) 1%

Soy hydrolysate 0.5, 1% in drinking water are equivalent to a dose of 1, 2 g/㎏ BW based on daily water consumption, respectively. 

재료 및 방법

1.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

대두 가수분해물은 탈지대두분 3 ㎏을 증류수 20ℓ에 혼합

하고 Flavourzyme과 Alcalase(Nova Nordisk, Bagsvaerd, Denmark) 
3:1의 비율로 각각 180 g과 60 g을 넣어 50℃에서 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 후 100℃ 가열하여 효소 활성을 정지시킨 후, 
4℃, 3,0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징액 만을 회수하

였다. 회수된 상징액은 hydrosart membrane 10 K(Satorious AG, 
Goettingen, Germany)로 한외여과하여 10 kDa 이하 분자량의 

분획물과 10 kDa 이상 분자량의 분획물로 분리하여 이를 각

각 ‘<10 kDa’과 ‘>10 kDa’로 하여 대두 가수분해물 미분획물

인 ‘Crude’과 함께 본 연구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연구 그룹

모든 실험은 7주령 웅성 ICR 마우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단기 식욕 연구는 6마리씩 7개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장기 

식욕 연구에서는 6마리씩 8개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단기 식

욕 연구는 12시간 공복 후 복강 내로 시료를 투여하였으며, 
장기 식욕 연구는 8주 동안 정상식이군은 정상식이를, 그 외 

그룹은 고지방 식이를 제공하고, 시료는 음용수에 섞어 제공

하였다. 단기 식욕 연구에서 처치된 대두 가수분해물은 0.5 또
는 1 g/㎏ BW이었으며 장기 식욕 연구에서 처치된 대두 가수

분해물량은 음용수의 0.5 또는 1%의 양으로 이는 음용수 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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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iets composition of long-term experiment for 
appetite suppressive effect of soy hydrolysate fractions

Ingredient Normal diet 
(g/100 g diet)

High fat diet 
(g/100 g diet)

Casein 19.6 26.2

Corn starch 56.6 27.6
Cellulose  5.0  5.0
Sucrose  9.9  9.9
Lard  0.0 22.4
Soybean oil  4.0  4.0
Mineral mixture1)  3.5  3.5

Vitamin mixture2)  1.0  1.0
L-methionine  0.3  0.3

1) Mineral mixture (g/100 g mixture): CaPO4․2H2O, 14.6; KH2PO4, 
25.7; NaH2PO4, 9.4; NaCl, 4.7; calcium lactate, 35.1; ferric citrate, 
3.2; MgSO4, 7.2; ZnCO3, 0.1; MnSO4․4H2O, 0.1; CuSO4․

5H2O, 0.03; KI, 0.01. 
2) Vitamin mixture: ICN vitamin mixture (No904654, 1999).

량에 준해 계산 시 1 또는 2 g/㎏ BW에 해당되는 양이다. 단
기 및 장기 식욕 연구에서의 시료 처치에 따른 연구 그룹은 

Table 1과 같으며, 장기 식욕 연구에서의 실험식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3. 혈중 ghrelin 분석

단기 식욕 연구에서는 시료 투여 30분 후 미정맥에서 혈액

을 채취하였으며, 장기 식욕 연구에서는 실험 종료 시점에서 

12시간 절식시킨 실험 동물을 ethyl ether로 마취시켜 희생시

킨 후 흉강을 열고, 대동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시험관에 넣어 4℃, 3,000×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

여 상징액인 혈청을 취하고, 혈청내 ghrelin 농도는 ELISA kit 
(Bio-Plex Pro Mouse Diabetes kit, Bio-Rad Co., USA)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4. 장기 안전성 분석

Table 3. Cumulative food intake of ICR mice during 4 hr period after the interperitoneal injection of soy hydrolysate 
fractions following 12 hr of food deprivation

Time 
(hr)

Cumulative food intake (g)/100 g BW
Saline >10 kDa-0.5 >10 kDa-1 <10 kDa-0.5 <10 kDa-1 Crude-0.5 Crude-1

1 1.12±0.01d 0.00±0.00a 0.00±0.00a 0.29±0.32b 0.10±0.00a 0.76±0.02c 0.09±0.10a

2 2.51±0.03e 0.05±0.05b 0.00±0.00a 0.39±0.22c 0.24±0.15b 0.95±0.03d 0.33±0.06b

4 2.79±0.07e 0.98±0.12b 0.24±0.06a 1.20±0.28c 0.82±0.38b 1.56±0.07d 0.46±0.09b

Values are means±S.D. for 6 mic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혈액 채취 후 실험 동물의 간, 신장, 비장, 심장, 생식기를 

각각 적출하였다. 적출한 장기는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측정

된 장기 무게는 체중 100 g에 대해 상대적인 무게로 비교하

였으며, 독성과 관련한 장기의 전체적인 상태 검사를 실시하

였다.  
 
5. 통계 분석

실험 결과는 SPSS 12.0(SPSS Inc., IL, USA)을 이용하여 통

계 처리하였으며, 모든 측정 항목에 대한 평균(mean)과 평균

의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산출하였다. 실험군 간

의 유의성은 ANOVA test 후 구체적인 사후 검증은 p<0.05 수
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실시하였다.

결 과

1. 단기 식욕 연구: 식욕 섭취

ICR 마우스를 대상으로 12시간 공복 후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 투여에 따른 식이 섭취량을 4시간 동안 관찰한 결과

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Saline)에 

비해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 투여군은 식이 제공 1시간 이후

부터 계속적인 섭취량의 유의적 감소를 나타내었으며(p<0.05), 
모든 분획물은 용량의존적으로 투여량이 많을수록 섭취량의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p<0.05). 4시간 동안의 식이 섭취

량은 대조군이 2.79 g/100 g BW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

로는 Crude-0.5군(1.56 g/100 g BW), <10 kDa-0.5군(1.20 g/100 
g BW), >10 kDa-0.5군(0.98 g/100 g BW), <10 kDa-1군(0.82 
g/100 g BW), Crude-1군(0.46 g/100 g BW) 순이었고, 식이 섭

취량이 가장 적은 군은 >10 kDa-1군으로, 대조군에 비해 12
배정도의 낮은 식이 섭취량(2.79 g/100 g BW vs. 0.24 g/100 g 
BW, p<0.05)을 나타내었다.  

     
2. 단기 식욕 연구: 혈중 ghrelin 농도

ICR 마우스를 대상으로 12시간 공복 후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을 투여하고, 30분 후에 혈액을 채취하여 혈중 ghre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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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rum ghrelin level of ICR mice after the interperitoneal injection (IP) of soy hydrolysate fractions following 
12 hr of food deprivation

Hormone
Serum hormone level (pg/㎖)

Saline >10 kDa-0.5 >10 kDa-1 <10 kDa-0.5 <10 kDa-1 Crude-0.5 Crude-1
Ghrelin 3,363.6±394.8b 2,277.0±787.0a 2,087.2±642.5a 1,995.0±747.1a 2,090.3±778.7a 2,307.9±582.5a 2,017.4±856.9a

Values are means±S.D. for 6 mic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Ghrelin은 위

에서 분비되는 식욕 증진과 관련된 호르몬으로 식염수를 투

여한 대조군(Saline)의 혈중 ghrelin 농도 3,363.6 pg/㎖에 비해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 투여군의 혈중 ghrelin 농도는 1,995.0~ 
2,307.9 pg/㎖로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아(p<0.05), 대두 

가수분해물에 의해 포만이 유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두 

가수분해물에 의한 이러한 혈중 ghrelin 농도의 감소는 식욕 

억제 효과를 통해 식이 섭취량의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대두 가수분해물 분자량에 따른 분획물별 혈중 

ghrelin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투여량에 따른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았다.
 
3. 장기 식욕 연구: 식이 섭취

대두가수분해 분획물의 장기 독성에 대한 관찰 결과, 8주
동안 대두가수분해 분획물 투여로 인한 체중 대비 측정한 모

든 장기의 상대적인 무게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장기의 

이상 증후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데이터 미게재). 실험 전 ICR 
마우스의 체중은 34.08~35.23 g, 식이 섭취량 3.8~5.0 g/day, 
식이효율은 0.013~0.015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고지방 식이

로 비만을 유도한 ICR 마우스를 대상으로 8주 동안 대두 가

수분해물 분획물 투여에 따른 식이 효율(Food efficiency ratio, 
FER)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식이 효율은 실험 전기간 동안

Table 5. Food efficiency ratio (FER) of ICR mice treated orally with soy hydrolysate fractions for 8 wks

FER1)

ND HF >10 kDa-0.5 >10 kDa-1 <10 kDa-0.5 <10 kDa-1 Crude-0.5 Crude-1
0.015±0.003a 0.035±0.004c 0.028±0.008bc 0.027±0.007bc 0.022±0.011ab 0.020±0.007ab 0.021±0.007ab 0.018±0.008a

Values are means±S.D. for 6 mice.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1) FER= body weight gain (g)/ food intake (g). 

Table 6. Serum ghrelin level of ICR mice treated orally with soy hydrolysate fractions for 8 wks

Hormone
Serum hormone level (pg/㎖)

ND HF >10 kDa-0.5 >10 kDa-1 <10 kDa-0.5 <10 kDa-1 Crude-0.5 Crude-1

Ghrelin 5,146.6±278.3ns1) 2,643.6±101.3 2,946.9±154.8 3,688.3±208.9 3,783.2±194.7 4,088.8±347.9 4,50.8±280.3 4,169.8±247.8
Values are means±S.D. for 6 mice. 1) ns; not significant. 

의 체중 증가량을 같은 기간 동안에 섭취한 식이 섭취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는데, 이는 정상식이(ND; normal diet group, 
0.015)가 고지방 식이(HF; high fat diet group, 0.035)에 비해 

유의적으로 식이 효율이 낮으며(p<0.05), 대두 가수분해물 분

획물 처치 시 고지방 식이의 식이 효율을 유의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특히 분자량 10 kDa 이하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10 kDa-0.5군: 0.022, <10 kDa-1군: 0.020)
과 대두 가수분해물 미분획물(Crude-0.5군: 0.021, Crude-1군: 
0.018)은 유의적으로 고지방 식이의 식이 효율을 용량의존적

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p<0.05).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 간의 식이효율의 차이를 보면 대두 가수분해물 미분

획물(Crude-0.5군: 0.021, Crude-1군: 0.018)은 분자량 10 kDa 
이상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10 kDa-0.5군: 0.028, >10 
kDa-1군: 0.027)에 비해 식이 효율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4. 장기 식욕 연구: 혈중 ghrelin 농도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ICR 마우스를 대상으로 8주 

동안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 투여에 따른 혈중 ghrelin의 농

도의 분석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위에서 분비되는 

ghrelin은 체지방 분포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 체질량지수와 

반비례하고, 복부 내장지방량에 반비례한다고 보고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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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비만 척도의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체중 및 체지방 

증가로 인해 정상식이군에 비해 고지방 식이군의 혈중 ghrelin 
농도(5,146.6 pg/㎖ vs. 2,643.6 pg/㎖)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고,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 투여로 인해 체중 및 체지방 

증가 억제의 결과로 혈중 ghrelin 농도는 정상식이군과 유사

한 수준을 나타내었으나, 본 연구에서 혈중 ghrelin 농도는 그

룹별로 통계적 차이가 없었다.

고 찰

Ghrelin은 위에서 생산되는 2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호르몬으로 growth hormone secretagogue receptor(GHS-R)에 

대한 내인성 리간드로 작용하며, 식욕의 증진 및 에너지 항상

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Kojima 등 1999). Ghrelin
의 혈중 농도는 금식 시 혹은 식사 직전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식후 수 시간 이내에 저하되는 특징을 보여 ghrelin이 

식사의 시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Cummings 
등 2001). 설치류에서 ghrelin의 말초 및 중추 투여는 음식 섭

취를 신속하게 증가시키고, ghrelin에 대한 항체나 GHS-R 길
항제의 투여는 식욕을 억제하는 작용을 나타낸다(Tschop 등 

2000). Ghrelin의 음식 섭취 증진 작용은 궁상핵의 neuropeptide 
Y(NPY)/agouti gene-related protein(AgRP) 뉴론의 활성화를 통

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Willesen 등 1999). Ghrelin의 투

여는 이들 뉴론에서의 c-fos 발현을 증가시키고, 시상하부의 

NPY 혹은 AgRP 발현을 증가시킨다(Hewson & Dickson 2000; 
Kamegai 등 2000). 아울러 중추에서의 NPY 혹은 AgRP 신호

전달의 차단은 ghrelin의 식욕 증진 작용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Willesen 등 1999). 따라서  본 연구의 단기 식욕 연구에

서 통계적으로 체중과 체지방의 유의적 차이가 없는 상태에

서의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에 의한 ghrelin 분비의 감소는 

대두 가수분해물의 식욕 억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Ghrelin은 체질량지수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Caucasian

에서의 연구에 의하면 비만한 사람은 마른 사람에 비해 현저

히 낮은 농도를 보인다(Shiiya 등 2002). Ghrelin이 공복시에 

분비되는 호르몬이라는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체중의 항상

성 유지라는 관점에서 보면 잘 맞는다고 할 수 있다. 즉, 마른 

사람에서 혈액 내 ghrelin 농도가 높다는 사실은 음식 섭취를 

촉진하고, 양의 에너지 균형을 유도하는데 유리한 상황이라

고 할 수 있다. 비만한 사람에서의 체중 감소는 ghrelin 농도

의 상승을 초래하게 되는데(Hansen 등 2002), 이는 체중 감소 

후에 체중의 유지가 어려운 점을 일부 설명한다고 할 수 있

다. 또한 비만한 사람에서는 음식 섭취 후의 ghrelin 농도의 

감소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데(English 등 2002), 
이러한 사실 역시 비만한 사람에서의 식욕 억제가 쉽지 않음

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렇듯 ghrelin은 체지방량과 

관련성이 높으며, 비만한 경우 즉, 체지방이 많은 경우 항상

성 유지 기전에 의해 분비가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8주 동안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을 처치 시 식이 

효율의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체중과 더불어 

체지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체지방 감소

가 결과적으로 ghrelin 분비 증가를 야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기적으로 유의한 식욕 감소를 나타낸 고분자량의 대두 가

수분해물 분획물은 장기적으로 처치되었을 때 식이 효율이 

오히려 다른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

타나, 단기적인 효과가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Sugano 등(1990)이 대두 가수분해물은 분자량에 따

라 식욕 관련 호르몬의 영향이 다르며, 이로 인해 항비만 효

과와 작용에 차이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

는 분자량에 따른 항비만 효과 차이의 가능성은 있으나, 일관

성 있는 분자량에 따른 항비만 효과를 결론 지울 수 없었다. 
이에 대한 연구는 향후 이루어져 명확한 기전에 대한 과학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두단백질을 효소 처리하여 얻은 대두 가수

분해물을 한외여과하여 제조된 분획물의 생체내에서의 식욕 

관련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ICR 마우스를 대상으로 12시간 공

복 후 식이 섭취량 및 ghrelin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고지방 

식이로 비만을 유도하여 8주 동안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 투

여에 따른 식이 효율 및 ghrelin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기적으로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은 ghrelin 분비에 영향을 

미치며, 식이 섭취 감소를 초래하였다. 또한 장기적으로 처치

되었을 때 역시 식이 효율의 감소를 초래하며, 항비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나, 분자량에 따른 분획물의 일관성 

있는 결과는 도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두 가수분해물은 식

욕 억제와 관련하여 항비만 소재로의 가능성이 높으며, 대두 

가수분해물의 분획물에 따른 항비만 기전 연구가 향후에 보다 

구체적으로 뒷받침된다면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을 소재로 

한 항비만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이 ghrelin과 더불어 식욕과 관련한 말초의 포만 신호인 leptin 
호르몬 분비와 관련한 대두 가수분해물 분획물의 영향에 대한 

연구가 향후 병행되어 조사된다면 식욕에 대한 대두 가수분해

물 분획물의 영향을 뒷받침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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