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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at the optimal hydrolysis conditions of endo- and exo-type enzymes were selected to 
utilize organic cheese byproducts. Optimal substrate concentration and optimum enzyme ratio were measured by using 4 
kinds of endo-type enzymes (alcalase, neutrase, protamex, and foodpro alkaline protease) and two exo-type enzymes 
(flavourzyme and prozyme 2000P) for whey protein hydrolysis were analyzed using liquid chromatography. As a result, 
the optimal endo-type enzyme through the first enzyme reaction was selected as alcalse, and as a result of the secondary 
enzyme reaction, flavourzme was selected as the Exo type enzyme. The concentration of whey protein substrate for optimal 
primary and secondary enzyme reactions was 10%. In addition, the optimum ratio of enzyme was 0.5% of alcalase and 
0.2% of flavourzyme, which showed low molecular weight chromatography pattern compared to 2% of alcalase and 1% 
of flavourzyme hydrolyzate. Therefore, hydrolyzing the endo-type enzyme alcalase at a concentration of 0.5% for 10 hours 
and then hydrolyzing the exo-type enzyme flavouryme at a concentration of 0.2% for 4 hours was considered to be the 
optimum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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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청(whey)은 치즈 제조 과정 중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치

즈(우유농축물 커드)를 제외한 나머지 수용성 부분을 총칭으

로 말하고 있다. 유청은 치즈를 만드는 카제인을 제외한 대부

분의 유효성분인 단백질, 유당, 무기질, 비타민, 무기성분들

을 함유하는 부산물로서 영양적 또는 생리학적으로 높이 평

가되고 있다(Kimball & Jefferson 2001; Kim 2015). 유청은 크

게 sweet whey(pH 6~7)와 acid whey(pH 5이하)로 나누어진다. 
Sweet whey는 치즈 제조 시 린넷을 가하여 우유로부터 카제

인과 지방의 응고물인 커드 제거로 얻어지며, acid whey는 탈

지유에서 식용산을 사용하여 pH 4.3~4.6 수준이 되도록 조정

하여 얻어지게 된다(Kosikowski FV 1979). 통상적으로 만들

어지는 sweet whey의 경우는 대부분이 치즈 제조 시 린넷 분

리를 통해 부산물로서 만들어지고, acid whey는 카제인나트

륨, 카제인칼슘 등을 만든 이후의 부산물로 만들어지게 된다. 
Sweet whey는 acid whey보다 미네랄 함량은 낮지만, 상대적

으로 단백질, 유당 및 지방 함량이 높게 나타난다(Siso MG 
1996). 유청 성분 중에서도 특히 유청단백질은 영양성, 생리

활성과 더불어 폭넓은 식품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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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식품에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수행되고 있다(Lagrange V 1998; Son 등 2003). 특히, 
최근에는 유청 단백질이 대장암, 간의 해독, 통풍, 혈중 콜

레스테롤, 면역력 및 어린이의 뼈 성장 촉진 등에 대한 생

리활성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관심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Hayes & Cribb 2008; Pal 등 2010). 따라서, 이러한 치즈 부산

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원료를 분리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

되고 있는 실정이다.
효소적 단백질 분해는 용해성이 증가하고, 생물학적 활

성 펩타이드를 유리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어, 효소에 의

한 가수분해물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Bae 등 2012; 
Spellman 등 2003). 그러므로, 치즈로부터 분리된 유청 단백

을 기능성 소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수분해의 최적 조건

을 선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Lagrange V 1998; Ortiz & 
Wagner 2002). 특히 가수분해 조건에 따라 그 가수분해의 특

성이 달라지게 된다. 효소는 단백질을 rough하게 가수분해하

는 endo type 효소와 단백질의 말단부터 분해하는 exo type의 

효소 조합 및 가수분해 순서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지게 된다

(Villanueva 등 1999). 
한편, 유기가공 식품은 건강을 보다 지향하는 소비자의 니

즈로서, 지속적으로 그 시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기가공식

품에 적용할 수 있는 유기농 소재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에 기존 제품이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기농 치즈 부산물을 활용한 기능

성 바이오 소재 개발을 위하여 endo type 및 exo type 효소의 

최적 가수분해 조건을 선정함으로써, 유청 단백 가수분해물

을 통한 고부가가치 식품기술 개발 및 적용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유청 단백 및 가수분해 효소
본 실험에 사용한 유청단백질은 (주)네오크레마에서 제공

받아 사용하였다. 치즈부산물로부터 분리된 유청 단백을 가

수분해하기 위한 효소를 선별하기 위하여 특성이 다른 2가
지, endo type과 exo type의 효소를 탐색하였다. Endo type pro- 
tease 3종과 exo type protease 효소 2종을 선별하여 endo-exo 
효소의 순서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선발된 효소는 식품가공

에 사용할 수 있는 효소들로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등 국

내법에 근거하여 선별하였으며,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제

조사의 제품으로 선별하였다. 또한, 효소의 활성과 수율 및 

생산성을 고려하여 열 안정성 및 pH 안정성과 같이 효소의 

기초적인 특징을 고려하여 선별하였다. 

2 유청 단백 가수분해물의 제조
유기농 치즈부산물로부터 분리된 유청 단백(whey protein)

을 50℃정도의 정제수에 10%(w/w) 되도록 녹여 slurry를 제조

하였다. 온도를 80~85℃까지 승온하면서 NaOH를 이용하여 

pH 8.1~8.5 정도로 맞춘 후, 다시 유청 단백 용액의 온도를 

50~55℃로 재조정하였다.

3. 1차 효소 반응 및 2차 효소반응
먼저 endo type 효소를 이용한 1차 효소 반응을 위한 최적 

효소를 선정하기 위하여 endo type 가수분해효소는 Bacillus 
licheniformis 유래 alcalase(Novo Nordisk, Clayton, NC, USA), B. 
amyloliquefaciens 유래 neutrase(Novo Nordisk), B. licheniformis 
유래 protamex(Novo Nordisk), B. licheniformis 유래 foodpro 
alcaline protease(DuPont Industrial Biosciences, Wilmington, 
DE, USA) 등 4종을 이용하여 반응 시간에 따른 pH 변화를 

측정하였다. 즉, 앞서 제조한 유청 단백 가수분해물 slurry에 

각각의 endo type 가수분해효소를 기질농도 대비 2%(w/v)를 

첨가하여 반응온도 50~55℃에서 10시간 동안 반응하여 pH를 

측정하였다. 
1차 효소 반응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alcalase endo type 효

소를 이용하여 50~55℃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킨 효소분해 

1차 산물에 각각의 exo type 효소는 Aspergillus oryzae 유래 

flavourzyme(Novo Nordisk)과 A. oryzae 유래 prozyme 2000P 
(DuPont Industrial Biosciences)를 첨가하여 가수분해하였다. 
반응 종료 후 가수분해도를 측정하여 exo type 효소를 선정하

였다. 

4. 가수분해도 측정
가수분해 반응 종료 후의 가수분해도는 액체크로마토그래

피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column은 내경 7.8 
mm, 길이 300~600 mm의 스테인리스관에 thiol화한 10 μm의 

실리카겔(protein pak 125)을 충전한 것으로 사용하였으며, 이
는 분자량 60,000 이하가 분리 가능한 것이다. 이동상은 0.5 
M K2HPO4+0.5M KH2PO4(pH 7.4), 유속은 0.5 mL/min, 검출 

파장은 UV 280 nm에서 수행하였다. 표준용액은 난알부민 

50,000 Da, 트립신 24,000 Da, Ribonuclease A 13,700 Da, 
Neurotensin 1,673 Da, Leucine Enkephalin 555.6 Da을 각각 이

동상 1 mL에 용해시켜 사용하였다.

5. 최적 기질(유청단백) 농도와 최적 효소 비율 설정
최적의 기질 농도와 최적 효소 비율을 선정하는 것은 scale 

up 공정 및 산업화 공정에 적용하여 제조원가 및 단백질 가

수분해물의 생산량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이다. 따
라서, 두 가지 최적 효소를 선정한 후에 다음과 같이 실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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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endo type protease on pH of whey protein 
hydrolysate according to reaction times.

였다. 
최적의 기질농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50℃ 온도의 정제수

에 유청 단백을 10, 20 및 30%(w/v)의 농도가 되도록 하여 

1시간 동안 200~300 rpm 조건에서 교반하였다. 그리고 선정

한 최적 기질농도(10%, w/v)를 통해 최적 효소 비율을 설정하

였다. 10% 기질 농도에 endo type protease인 alcalase 효소농도

를 기질 대비 1% ⟶ 0.5%로 조정하고, exo type protease인 

flavourzyme 효소농도를 기질 대비 1% ⟶ 0.2%로 조정하였고, 
반응온도 50℃로 설정하여 1차 반응시간 4시간, 2차 반응시

간은 10시간으로 설정하여 반응을 수행하였다. 반응완료 후 

가수분해 정도를 측정하여 최적 효소 비율을 선정하였다. 

6. 통계분석
실험 결과는 SPSS program(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모든 측정 항목에 

대한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를 산출하

였다. 실험군 간의 유의성은 ANOVA test 후, 구체적인 사후 

검증은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실시하

였다.

결과 및 고찰

1. 1차 효소(Endo type enzyme)의 반응시간별 pH
네 가지 종류의 endo type 효소를 이용하여 유청 단백 가수

분해 반응 실험 결과, 4개 효소 모두 공통적으로 반응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pH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이는 단백질이 분해됨에 따라 생성된 아미노산의 의해 pH가 

감소하는 것으로, pH 조정으로 반응을 유지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선정한 4개의 효소 중에서 alcalase는 반응시간 2시간이 되

는 시점까지 pH가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그 이후 시간부터는 반응 종료 시점까지 일정 pH가 유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반응속도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가수분해 정도가 증가되어 분해된 펩

타이드에 의하여 pH가 감소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lcalase
의 최적 활성 조건은 온도 50~70℃및 pH 6~10이고, 그 활성

도는 1.01 AU/g이며, 85℃에 2분간 노출되면 불활성화 되는 

특징을 갖는다. Alcalase의 가수분해 반응속도상수는 최적 조

건에서 반응 시작 시간으로부터 반응시간 50분까지는 급속

히 증가하고, 반응시간 50분부터 약 150분까지 다소 둔감된 

반응속도 상수를 나타낸다(Costa 등 2007). 즉, 반응시작 시간

부터 약 150분까지는 가수분해 정도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다

가, 그 이후에는 일정한 반응속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Fig. 1과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반응 시간 120분 이후

에 일정한 pH를 유지하는 것을 통해 일정한 반응 시간 이후

에는 그 가수분해 정도가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다.
Alcalase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효소들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지속적으로 pH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neutrase 2.4L, protamax 및 foodpro alcaline protease의 경우는 

반응초기에 그 속도가 급격하지 않고,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

으로 반응속도가 유지됨을 의미하므로, 산업적인 측면을 고

려하였을 때 그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lcalase를 1차 효소 반응에 적합한 효소로 선정하였다. 

2. 반응시간에따른 2차효소(Exo type protease)의선정
1차 효소 반응 실험 결과를 토대로 선정한 alcalase를 유청

가수분해물 slurry에 첨가하여 50~55℃에서 4시간 동안 반응

시킨 효소분해 1차 산물을 대상으로 2차 효소 반응 실험을 

한 결과, flavourzyme이 prozyme 2000P보다 우수한 가수분해 

활성을 나타냈다(Fig. 2). Flavourzyme으로 2차 가수분해 반응

시킨 후 가수분해물의 분자량 분포도를 살펴보면, prozyme 
2000P보다 상대적으로 분자량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O'Keeffe & FitzGerald(2014)는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exo type 
효소를 반응시켰을 때, flavouryme의 경우, 5 kDa과 1 kDa 이
하의 분자량으로 가수분해되어 retention time이 상대적으로 

늦춰진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endo type 효소 중에서는 alcalse
를 반응시켰을 때, 저분자량의 가수분해물이 생성된다고 보

고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와 다른 연구자들의 보고 내용을 종

합하여 고려하였을 때, alcalse와 flavouryme를 가수분해 최적 

효소로 선정한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최적 기질(유청단백) 농도 및 최적 효소 비율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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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stribution of molecular weight of whey protein 
hydrolysate with endo type protease. (A) Protein standard, 
1: bovine thyroglobilin (670 kDa), 2: IgA (from human gamma 
globulin (300 kDa), 3: IgG (from human gamma globulin 
(150 kDa), 4: Ovalbumin (44 kDa), 5: Myohlobulin (17kDa); 
6: Uridine (0.244 kDa) (B) Flavourzyme; (C) Prozyme.

Fig. 3. Solubility of whey protein in different concentrations

유청 단백 기질 농도에 따라 용해한 액상을 확인한 결과

(Fig. 3), 농도가 20 및 30%인 농도에서는 유청 단백질의 응집

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교반기를 이용하여 교반하였

으나, 10% 이상의 기질 농도에서는 효소 반응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용해 물성이 좋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효소 반응을 위해서는 10% 이상의 기질 농도는 적합하지 않

으므로, 10% 기질 농도를 대상으로 최적의 효소 비율을 결정

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Alcalse 효소 반응을 통하여 생

리활성 가수분해물을 제조한 Zhu 등(2006)의 연구에서도 유

청단백 기질의 농도를 10%로 하여 유청 단백 가수분해물의 

항산화력을 측정한 것으로 보나(Zhu 등 2006), 10% 기질 농

도를 최적 기질 농도로 선정하는 것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

였다.
최적의 효소 비율을 선정하기 위하여 앞서 선정한 최적의 

효소, 반응시간 및 기질농도에서 효소 비율별로 반응시킨 후 

분자량을 측정한 결과, 그 가수분해물의 분자량 분포도는 

Fig. 4와 같다. 가수분해 반응후의 분자량 pattern은 Fig. 2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효소 농도에 따른 pattern을 보면 농도에 

따른 pattern 차이가 크지 않으며, alcalase 2%, flavouryme 1%
의 가수분해 결과보다 alcalase 0.5%, flavouryme 0.2%의 가수

분해 결과에서 retention time, 30분 이후의 저분자량이 더 많

음을 알 수 있다. 효소의 농도에 따른 가수분해 정도가 유의

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식품산업에 응용하기 위한 

가공비와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alcalase와 flavourzyme을 각각 

기질 대비 0.5%와 0.2%로 선정하는 것이 최적 효소 비율이라

고 판단하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기농 치즈 부산물을 활용하기 위하여 

endo type 및 exo type 효소의 최적 가수분해 조건을 선정하고

자 하였다. 유청 단백 가수분해를 위한 endo type 효소 4종, 
alcalase, neutrase, protamex, foodpro alcaline protease 및 exo 
type 효소 2종, flavourzyme, prozyme 2000P을 사용하여 최적 

기질농도와 최적 효소 비율을 측정하였고, 가수분해정도는 

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1차 

효소 반응을 통한 최적의 endo type 효소는 alcalse로 선정하

였고, 2차 효소 반응 결과, exo type 효소로는 flavourzme으
로 선정하였다. 최적의 1차와 2차 효소 반응을 위한 유청 단

백 기질의 농도는 10%로 나타났다. 또한, 최적 효소 비율은 

alcalase 0.5%와 flavourzyme 0.2%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이는 

alcalase 2%, flavourzyme 1% 가수분해물에 비하여 저분자량

의 크로마토그래피 페턴을 나타냈다. 따라서, 10%의 유청단

백 기질농도에 endo type 효소인 alcalase를 0.5%의 농도로 10
시간 동안 가수분해한 후, exo type 효소인 flavouryme을 0.2%
의 농도로 4시간 동안 가수분해하는 것이 최적 조건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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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lecular weight distribution of hydrolyzate ac- 
cording to enzyme concentration. (A) Protein standard; (B) 
Primary reaction: alcalse 2%, secemdary reaction: Flavour- 
zyme 1%; (C) Primary reaction: alcalse 0.5%, secondary re-
action: flavourzyme 0.2%.

판단하였으며, 이는 산업적으로 유기농 치즈 부산물을 이용

하여 기능성 바이오 소재를 개발 및 적용하기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되리라고 사료된다. 또한, 최적 조건에서 최적 효소에 

의해 생성된 가수분해물의 분자량별 정제 연구가 필요할 것

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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