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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increase the utilization of defatted sesame

meal (DSM), a by-product of sesame oil production, the conditions

of extraction of insoluble proteins from DSM by enzyme treatment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treatment results

of proteolytic enzymes Alcalase, Flavorzyme, Neutrase, and

Protamex with control, Protamex wa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total solid and protein content. At the reaction conditions of

Protamex (50 oC, pH 6.0), the dosage of enzymes was appropriate

for 1% of DSM and 3 h of enzyme reaction time.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enzymatic treatment, the protein content extracted

increased as the heat treatment temperature increased, and slightly

increased above 110 oC.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the effect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of cell lytic enzyme (Tunicase) and

protease (Protamex) on protein solubilization, it was most effective

to treat the cell lytic enzyme after processing the protease. After

heat treatment (110 oC, 10 min), sequential treatment of Protamex

and Tunicase increased the protein content by about 3.5 times

(9.85→35.58 mg/mL) of the non-heated control and 2.2 times

(15.83→35.58 mg/mL) of the heat treated control.

Keywords Cell lytic enzyme · Defatted sesame meal · Heat

treatment · Protein extraction · Proteolytic enzyme

서 론

우리나라의 중요한 유지자원인 참깨(Sesamum indicum L.)는 종

자에 45-63%의 지방이 함유되어 있어 식용유지를 얻는 자원으

로 오랫동안 선호되어 왔으며, sesamol, sesamin, sesamolin 등

과 같은 lignan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활성 등의 생리

활성도 갖는 우수한 식품재료이다[1]. 참깨의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 중 특이하게 필수 아미노산인 methionine과 tryptophan

의 함량이 우수하여[2] 상대적으로 methionine이 부족한 대두,

땅콩과 같은 식품의 영양학적 가치를 보완할 수 있으므로 음료

와 빵에서 활용[3]되는 것처럼 잠재력이 큰 식품소재이다. 또한

영양학적인 효과 이외에도 참깨 단백질의 콜레스테롤 대사를 조

절하는 항고지혈 효과[4,5]와, 참깨 단백질 가수분해물에는 ACE

저해 활성을 갖는 펩타이드가 존재하여 항고혈합 효과를 나타

낸다는 보고[6]를 참고하면 참깨 단백질은 생리적인 기능성 소

재로도 중요한 자원이다. 참기름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남는

참깨박은 단백질이 약 50% 정도 함유되어 있으며[2], 다양한

폴리페놀 화합물도 배당체로 함유되어 있어[7] 단백질과 폴리페

놀 화합물의 공급원으로 활용이 기대되는 자원이나 참깨박의 일

부가 사료로 이용되고 대부분은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깨

박으로부터 단백질 분리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로는 sodium

hexametaphosphate 처리[8], 한외여과[9], 방사선 조사[10], 효소

처리[11,12], pH조절과 NaCl 첨가[13] 등의 결과가 보고되어 있

다. 또한 참깨 단백질을 식품 소재로 이용하기 위하여 단백질

분해효소의 처리로 단백질 물성(용해도, 유화능과 유화 안정성,

기포 형성력과 기포안정성 등)의 변화에 관한 보고[14,15]도 있

다. 단백질 분해효소를 이용하여 참깨박에서 단백질을 용출하는

연구로는 단백질 분해효소를 생산하는 Bacillus속 미생물이 생

산한 효소의 사용[16], 단백질과 결합된 phytate를 제거하기 위

하여 protease와 phytase의 혼합 처리[11], 상업용 효소의 처리

[12] 등이 보고되어 있다. 상업용 효소 중에서 Protex 7L의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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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단백질 추출에 효과적이라는 결과[12]는 참기름 추출 향

상을 목적으로 단백질 분해효소를 참깨에 처리한 것이며, 상세

한 단백질 분해효소의 처리 조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다. 또

한 참깨를 볶는 참기름 착유 공정을 고려하면 효소 처리 효과

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참깨박의 전처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참기름 제조공정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참깨박을 활용하기 위하여, 특히 영양학적 및 생리적으로 유용

한 참깨 단백질의 가공 소재화에 관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효소를 이용한 참깨박 단백질의 추출 조건을 검토하였다. 상업

용 단백질 분해효소를 선별하고, 효소처리 조건을 확립하였으며,

효소의 처리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처리로 참깨박의 열처

리 조건을 조사하였다. 또한 전처리 후 세포벽 분해효소인 β-

glucanase와 단백질 분해효소의 병용처리가 단백질 추출에 미치

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탈지 참깨박은 (주)청양식품(안성, 대한민국)에서 참기름 재조

후 부산물로 얻어지는 것을 이용하였으며, 단백질 분해효소인

Alcalase, Neutrase, Protamex, Flavourzyme은 Novozyme사

(Bagsvaerd, Denmark), 세포벽 분해효소인 Tunicase는 Daiwa

Kasei사(Osaka, Japan)로부터 구입하였다.

탈지 참깨박 열처리

입도 200-300 μm의 탈지 참깨박 분말을 증류수에 10% (w/w)

로 현탁시킨 후 고압멸균기에서 90, 100, 110, 120 oC로 각각

10분간 열처리하였다. 열처리 후 실온에서 충분히 냉각시킨 다

음 효소처리 시료로 사용하였다.

단백질 분해효소 선별

탈지 참깨박 분말(입도 200-300 μm)을 증류수에 10% (w/w)로

현탁시킨 후 0.1 N NaOH 혹은 HCl로 각각의 효소 반응 최적

pH로 조절한 다음 효소를 참깨박 중량의 1% (w/w)로 가하고

효소 반응 최적 온도에서 3시간 동안 진탕하였다. 반응 종료 후

끓는 물에 5분간 열처리하고 원심분리(3,000× g, 10 min, 4 oC)

하여 상등액을 분석 시료로 활용하였다.

탈지 참깨박 효소처리

탈지 참깨박의 효소처리는 단백질 분해효소와 세포벽 분해효소

에 대하여 각 효소의 단독 처리(1단 반응)와 순차적 처리(2단

반응)의 두 가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1단 반응] 열처리 후 냉각시킨 탈지 참깨박 현탁액의 pH를

0.1 N HCl 또는 NaOH로 효소 반응의 최적 조건(Protamex

pH 6.0, Tunicase pH 8.0)으로 조절하고 효소를 참깨박 중량의

1% (w/w) 첨가한 후 효소 반응 최적 온도(Protamex 50 oC,

Tunicase 40 oC)에서 3시간 동안 진탕하였다. 진탕 후 열처리로

반응을 종료시킨 후 원심분리(3,000× g, 10 min, 4 oC)하여 고형

분을 제거하고 상등액을 분석 시료로 활용하였다.

[2단 반응] 열처리한 탈지 참깨박 현탁액에 대하여 Protamex

를 먼저 처리 후 Tunicase를 사용하는 것과 그 역으로 처리하

는 두 가지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열처리 한 참깨박 현탁액의

pH를 pH 6.0으로 맞추고 Protamex를 참깨박의 1%로 첨가한

다음 50 oC에서 3시간 반응시킨 후 Tunicase의 최적 반응 조건

(pH 8.0, 40 oC)에서 Tunicase를 1% 첨가하여 3시간 추가로 반

응시켰다. 두 효소의 처리 순서를 반대로 2단 반응도 각 효소

의 반응조건에 따라 실시하였다.

단백질 및 고형분 함량

효소처리 후 원심분리로 얻은 상등액의 단백질 함량은 bovine

serum albumin을 표준물질로하여 Lowry법으로 분석하였다. 또

한 상등액의 고형분 함량은 refractometer (PR-32α, Atago사,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결과는 SPSS Statistic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 version 23.0)를 이용하여 t-검

정으로 시료간 유의성을 조사하였다(유의수준 p <0.05).

결과 및 고찰

단백질 분해효소 선별

시료로 사용한 탈지 참깨박의 조단백질 함량을 micro-kjeldahl

법으로 분석한 결과 33.5±1.12%로 참깨박의 단백질 함량이 약

50%라는 기존의 보고[2,9]와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참깨의 품

종과 참기름 제조방법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탈

지 참깨박으로부터 단백질 추출에 활용할 수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선별하기 위하여 10% 참깨박 현탁액에 참깨박 중량의

1%로 효소를 첨가하여 반응시킨 후 효소 처리 상등액의 고형

분과 단백질 함량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Table 1), 효

Table 1 Effects of proteolytic enzyme treatments on protein concentration and total solid content in defatted sesame meal hydrolysate

Enzymes Total solid content (bx) Protein content (mg/mL) Reaction conditions

Alcalase 02.9±0.141)* 16.30±1.95* pH 7.5, 50 oC, 3 h

Flavourzyme 02.9±0.071* 15.84±2.11* pH 6.0, 50 oC, 3 h

Nutrase 2.6±0.14* 11.50±0.590 pH 6.0, 50 oC, 3 h

Protamex 03,2±0.010* 18.11±2.00* pH 6.0, 50 oC, 3 h

Control 1.9±0.035 9.85±1.71 pH 6.0, 50 oC, 3 h

1)Values were means ± SD
2)Data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the value of control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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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처리구에서 단백질 함량은 Protamex > Alcalase > Flavourzyme

> Neutrase 순으로 대조구보다 16.8-84.5% 증가하였으며, 특히

Protamex를 처리한 조건에서 18.1 mg/mL로 대조구의 9.8 mg/

mL보다 80% 이상 증가하였다. 고형분 함량도 단백질 함량과

매우 유사한 경향으로 Protamex 처리에서 3.2 bx로 대조구의

1.8 bx보다 70% 이상 향상되었다. 따라서 참깨박 단백질의 가

용화를 위한 단백질 분해효소는 Protamex가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는 식물 세포벽에 함유된 peptidoglycan

의 단백질 부분이 단백질 분해효소의 처리로 분해되어 다당류

와 단백질의 용해도가 증가하였다는 보고[17] 및 홍삼박의 가

용화를 위한 효소 처리 결과[18]와 매우 유사하였다

단백질 분해효소의 처리 최적화

선별한 단백질 분해효소 Protamex의 처리 농도와 반응시간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최적 처리 농도를 설정하기 위하여 참깨박

10% (w/w) 현탁액(pH 6.0)에 Protamex를 참깨박 중량의 0.1-

5.0%로 첨가하여 50 oC에서 3시간 반응시키고 상등액의 단백질

과 고형분 함량을 측정하였다. 단백질 함량은 효소 처리 농도

1.0%까지 효소 사용량에 비례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그

이상의 조건에서 단백질 함량은 매우 완만하게 증가하였다(Fig.

1A). 또한 고형분 함량도 단백질 함량과 매우 유사하게 증가하

였다. Protamex 1.0% 처리 결과를 대조구와 비교하면 단백질

함량은 8.3 mg/mL에서 15.4 mg/mL로, 고형분 함량은 1.9 bx에

서 3.1 bx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인 측면까지 고려하면

Protamex의 사용량은 참깨박 중량의 1.0%가 적합한 것으로 판

단된다. 최적의 효소 반응시간을 결정하기 위하여 Protamex

1.0% 조건에서 반응시간에 따른 고형분과 단백질 함량의 변화

를 조사하였다. 고형분과 단백질 함량은 반응 1시간까지 빠르

게, 그 이후 3시간까지 완만하게 증가하였으며 5시간까지는 미

미하게 변화하였다(Fig. 1B). 따라서 Protamex의 최적 반응시간

은 3시간으로 결정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단백질 분해효소를 클

로렐라와 홍삼 추출물의 제조에 활용하는 기존의 보고와 매우

유사하였다. 즉, 클로렐라 추출물에는 Esperase 1.0% 첨가와 3

시간 반응[19], 홍삼 추출물 제조에는 Alcalase 2.0% 첨가와

1.5시간 반응[20]시키는 것이 최적 조건이었다.

열처리 효과

참기름의 제조공정에서 참기름의 수율을 향상시키고 부수적으

로 풍미를 보완하기 위하여 참깨를 볶는 공정과 압착에 의한

채유 공정이 일반적이다[21]. 그러므로 탈지 참깨박의 단백질은

열과 압력으로 인하여 변성되어 탈지 대두박과 유사하게 단단

한 형태로 존재하므로 효소처리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시료의 전처리가 필요하다[22]. 참깨박 현탁액을 90-120 oC로 각

각 10분간 열처리한 후 단백질 분해효소인 Protamex를 본 연

구에서 확립된 조건으로 처리하여 단백질 함량의 변화를 조사

하였다. 또한 식물성 원료로부터 추출물을 제조하는 경우 세포

벽 분해효소의 사용이 효과적이라는 보고[18,20]에 따라 단백질

분해효소와 함께 세포벽 분해효소의 사용을 조사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Arthrobacter sp. ATCC 21712 기원의 β-glucanase

활성을 갖는 상업용 세포벽 분해효소인 Tunicase를 사용하였다.

Fig. 1 Effects of dosage (panel A) and incubation time (panel B) of Protamex on protein concentration (●) and total solid content (○) in defatted
sesame meal hydrolysate

Fig. 2 Effect of pre-treatment temperature on protein concentration in

enzymatically hydrolyzed defatted sesame m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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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Fig. 2),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추출되는 단백질 함

량은 증가하였으며 110 oC 이상에서는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110
oC로 10분간 가열 후 Protamex와 Tunicase를 각각 처리한 결과

단백질 함량은 26.98와 26.57 mg/mL로 가열 없이 효소처리한

결과(Protamex, 15.39 mg/mL; Tunicase, 11.24 mg/mL) 보다

크게(Proramex, 75%: Tunicase, 136%) 향상되었다. 이때 가열

처리만으로는 단백질 함량이 9.85에서 15.58 mg/mL로 58% 향

상되었다. 또한 가열 전처리에 의한 고형분 함량의 변화도 단

백질 함량의 변화와 유사한 경향이었다(데이터 제시는 생략함).

따라서 탈지 참깨박의 전처리로 110 oC에서 10분간 가열하는 것

이 적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탈지 대두박의 효소분해에서 가

수분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120 oC에서 10분간 가열처리하는

보고[22]와 매우 유사하였다.

세포벽 분해효소와 단백질 분해효소의 처리

복수의 효소를 사용하는 경우 효소들의 반응 조건이 비슷한 경

우 효소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23]. 그러나

본 연구에서 Protamex (50 oC, pH 6.0)와 Tunicase (40 oC,

pH 8.0)는 반응 온도와 pH가 상이하여 두 효소를 동시에 처리

하는 것보다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 열처리한

참깨박을 원료로 참깨박 10% 현탁액(pH 6.0)에 1차로

Protamex를 1% 첨가하여 50 oC에서 3시간 반응시킨 후 반응

조건(pH 8.0, 40 oC)을 조절하여 Tunicase를 1% 첨가하고 3시

간 추가로 처리한 후 상등액의 단백질 함량을 분석하였다. 또

한 Tunicase, Protamex의 순서로 반응시킨 결과와 Protamex와

Tunicase만을 각각 처리한 결과도 정리하였으며, 열처리 없이 효

소로만 반응시킨 결과도 함께 제시하였다(Table 2). 그 결과,

Protamex, Tunicase의 순서로 2단 반응 결과는 Protamex로 반

응시킨 결과보다 단백질 함량이 약 32% (26.98→35.58 mg/mL)

증가하였다. 또한 Tunicase를 먼저 사용하는 2단 반응에서 단백

질 함량은 32.26 mg/mL로 Protamex를 먼저 사용하는 것보다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가열과 효소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

구(control 1)의 기준으로 단백질 함량은 단순한 열처리에 의하

여 1.61배, 열처리 후 Protamex 처리에 의하여 2.74배, 그리고

Tunicase를 추가로 반응시키면 3.61배 향상되었다. 따라서 탈지

참깨박을 열처리 한 후 Protamex와 Tunicase를 순차적으로 처

리하는 것이 단백질 추출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본 연구 결과

를 스피루리나 추출물의 제조에서는 1차 세포벽 분해효소, 2차

단백질 분해효소의 순차적 처리가 효율적이라는 보고[24]와 비

교하면 본 연구와 상이하게 스피루리나에서 세포벽 분해효소의

우선 사용이 효과적인 것은 건조한 스피루리나 세포와 착유 과

정에서 세포벽의 물리적인 손상이 발생된 참깨박의 시료 차이

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초 록

참기름 제조의 부산물인 참깨박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효

소 처리에 의한 참깨박 불용성 단백질의 추출 조건을 조사하였

다. 단백질 분해효소인 Alcalase, Flavourzyme, Neutrase,

Protamex의 처리 결과를 대조구와 비교한 결과 Protamex가 고

형분과 단백질 함량 증가에 효과적이었다. Protamex의 반응 조

건(50 oC, pH 6.0)에서 효소의 사용량은 탈지 참깨박의 1%, 효

소반응시간은 3시간이 적당하였다. 효소 처리 효율을 향상시키

기 위하여 참깨박을 열처리하면, 열처리 온도가 증가할수록 추

출되는 단백질 함량은 증가하였으며 110이상에서는 미미하게 증

가하였다. 세포벽 분해효소(Tunicase)와 단백질 분해효소의 병용

처리가 단백질 가용화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 단백질 분

해효소를 처리한 다음에 세포벽 분해효소를 처리하는 것이 가

장 효과적이었다. 열처리(110 oC, 10분) 후 Protamex와 Tunicase

를 순차적인 처리로 단백질 함량이 열처리와 효소처리하지 않

은 대조구의 약 3.6배(9.85→35.58 mg/mL), 열처리만 실시한

대조구의 약 2.2배(15.83→35.58 mg/mL) 증가하였다.

Keywords 단백질 분해효소·단백질 추출·세포벽 분해효소·

열처리·참깨박

Table 2 Effect of enzyme treatment methods on protein content in defatted sesame meal hydrolysate

Enzyme treatments Reaction conditions Protein content (mg/mL) Relative protein content

One-step hydrolysis, Non-heated

Protamex (1%) pH 6.0, 50 oC, 3 h 015.39±0.941)* 1.56

Tunicase (1%) pH 8.0, 40 oC, 3 h 11.24±0.870 1.14

Control 13) pH 6.0, 50 oC, 3 h 9.85±1.71 1.00

One-step hydrolysis, Heat treatment (110 oC, 10 min)

Protamex (1%) pH 6.0, 50 oC, 3 h 26.98±2.13* 2.74

Tunicase (1%) pH 8.0, 40 oC, 3 h 26.57±3.61* 2.70

Control 24) pH 6.0, 50 oC, 3 h 15.83±1.97* 1.61

Two-step hydrolysis, Heat treatment (110 oC, 10 min)

Protamex → Tunicase pH 6.0, 50, 3 h → pH 8.0, 40 oC, 3 h 35.58±1.02* 3.61

Tunicase → Protamex pH 8.0, 40, 3 h → pH 6.0, 50 oC, 3 h 32.26±1.40* 3.28

1)Values were means ± SD
2)Data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the value of control 1 (*p <0.05)
3)Non-heated defatted sesame meal was incubated at reaction conditions without enzyme addition
4)Heat-treated defatted sesame meal was incubated at reaction conditions without enzyme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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