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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된장에서 단백분해효소 활성이 우수한 미생물의 분리 및
이를 이용한 된장의 제조
선유경․박지선․양은주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식품산업연구센터

Isolation of Microorganism with High Protease Activity from
Doenjang and Production of Doenjang with Isolated Strain
Yoo Kyung Seon, Ji Sun Park, and Eun Ju Yang
Food Research Center, Jeonnam Bioindustry Foundation

ABSTRACT We isolated a bacterial strain with the highest protease activity from Korean traditional doenjang. From
the analysis of the gene sequence of 16S rRNA, the isolated strain TSD was identified as Bacillus subtilis and was
therefore named B. subtilis TSD. This strain showed maximal growth and the highest protease activity after 16 h
at 37°C. The protease activity of B. subtilis TSD was stably maintained at a high level in the pH range of 5∼9
but gradually decreased with increasing sodium chloride (NaCl) concentration. Starter doenjang was prepared using
B. subtilis TSD, and its quality and functional propertie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ntrol doenjang (without
starter) after 30 days of fermentation. The content of amino-type nitrogen, a quality index of doenjang, was 278 mg%
in the starter doenjang, which is more than 217 mg% seen in the control doenjang. The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nd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ACE) inhibition activities of starter doenjang were higher than those
of control doe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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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주의 내부와 표면에서 증식하게 되고, 이때 생성된 효소의
작용으로 만들어진 아미노산, 당, 유기산 등이 장류의 독특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식품인 된장은 콩을 주원료로

한 맛과 향을 형성한다(Kim 등, 2011; Cho 등, 2016). 그러

발효시켜 곡류 단백질에서 부족하기 쉬운 필수아미노산뿐

나 전통방식의 된장 제조는 기간이 오래 걸리고 저장성을

만 아니라 지방산, 유기산, 미네랄, 비타민 등을 풍부하게

확보하기 위해 높은 염도로 제조되며, 메주 발효 중 불필요

함유하고 있는 우수한 발효식품이다(Kim 등, 2011). 된장은

하게 유입되는 다양한 미생물에 의해 된장의 품질 규격화가

저장성이 우수하며 발효 과정 중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아미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Chang과

노산, 펩타이드, 유리당 등으로 분해되어 구수한 맛과 특유

Chang, 2007; Cho 등, 2016; Gil 등, 2017).

의 향미를 형성하므로 예로부터 식생활에서 중요한 조미식

최근 전통된장의 제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

품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Lee 등, 2012). 또한 전통

하기 위해 유용 미생물을 된장 종균으로 개발하여 적용하는

된장의 기능성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항산화 활성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해양심층수와 protease 고생산성

(Oh 등, 2014), 혈전 용해(Hyun 등, 2005), 항암 효과(Kwon
압 활성(Yu 등, 1996)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고 있다.

Bacillus subtilis 균주를 이용하여 영양성과 생리 기능성이
증진된 된장의 제조(Jung 등, 2009), B. cereus와 바이오제
닉 아민 저해 효과를 나타내는 B. amyloliquefaciens 균주

과 Shon, 2004), 항돌연변이 활성(Park 등, 1996), 항고혈
전통방식의 장류는 삶은 콩을 메주로 성형하고 볏짚으로

를 종균으로 활용하여 아미노태 질소와 총 폴리페놀 함량이

묶어 겨울 동안 매달아 자연 발효된 메주를 소금물에 침지하

높고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된장의 제조(Jeong 등, 2018),

여 된장과 간장을 제조한다. 메주는 발효 과정 중 볏짚에 있

안전하고 전통된장의 풍미를 보유한 된장의 생산을 위한 바

는 고초균과 공기 중의 곰팡이들이 자연적으로 접종되어 메

로 사용 종균의 개발 연구(Lee 등, 2019) 등이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된장 종균의 개발과 산업적 적용은 여전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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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한 실정으로 전통된장의 풍미와 기능성은 유지하면서 문
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된장은 발효에 관여하는 미생물이 생산하는 protease에

선유경 ․ 박지선 ․ 양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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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생성된 펩타이드와 아미노산에 의해 우수한 생리활성
과 구수한 감칠맛을 발현한다(Rhee 등, 2006; Lee 등,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된장 종균으로 선정된 TSD 균주의 동정을 위해 universal

2016b; Kang 등, 20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품질과 생리활

primer인

성이 우수한 된장 제조를 위한 종균을 개발하기 위해 전통된

907R(5′-CCGTCAATTCMTTTRAGTTT-3′)을 이용하여

장으로부터 protease 활성이 가장 높은 균주를 분리･동정

16S rRNA 염기서열을 결정한 후, NCBI(National Center

하고 생육 특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분리 균주를 이용한 된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의 BlastN 프로그램을 이

장을 제조하여 발효를 진행한 후 품질 특성과 항산화 및

용하여 GenBank에 등록된 염기서열들과 비교하였으며, 표

ACE 저해 활성을 평가하였다.

준 균주(type strain)와의 상동성은 Mega version 6.06 프

785F(5′-GGATTAGATACCCTGGTA-3′)와

로그램(http://www.megasoftware.net/)의 ClustalW를 이

재료 및 방법
균주의 분리 및 protease 활성 측정

용하여 분석하였다(Saitou와 Nei, 1987).

배양조건에 따른 종균의 생육 및 protease 활성 측정

전통된장으로부터 protease 활성이 높은 균주를 분리하

된장 종균으로 선정된 TSD 균주의 생육 특성을 확인하기

기 위해 가정에서 재래식으로 제조한 된장 22종을 수집한

위해 배양온도, 배양시간, 초기 pH 및 NaCl 조건을 달리하

후 된장 시료 1 g을 각각 멸균수 10 mL에 현탁한 희석액을

여 배양한 후 배양액의 생균수 및 protease 활성을 측정하

준비하여 2% skim milk를 첨가한 Tryptic Soy Agar(TSA,

였다. TSD 균주를 TSB 배지에 접종한 후 배양온도에 따른

Difco Laboratories, Detroit, MI, USA) 배지에 도말하였다.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30°C, 37°C, 50°C 온도에서 각각 24

도말한 배지를 37°C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시료당 skim

시간 동안 배양하였고, 배양시간에 따른 생육 곡선 측정을

milk 분해환을 가장 크게 형성하는 균주를 선별하였다.

위해 TSD 균주를 37°C에서 120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pH

선별된 균의 protease 활성은 azocasein법을 일부 변형

조건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TSB 배지의 초기 pH를

하여 측정하였다(Kim 등, 1998). 분리 균주 22종을 TSB

pH 4~9로 조정하였고, NaCl 농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Tryptic Soy Broth, Difco Laboratories) 배지에 접종하여

위해 TSB 배지에 NaCl 농도를 각각 0%, 5%, 10%, 15%,

37°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양액을 원심분리(8,000

20%로 조정한 후 TSD 균주를 접종하여 37°C에서 24시간

rpm, 10 min, Micro 17T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배양하였다. 배양조건에 따른 TSD 균주 배양액의 생균수

Ltd., Gimpo, Korea)하여 얻은 상등액을 조효소액으로 사

측정은 배양액 1 mL를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10배씩

용하였다. 기질용액은 100 mM sodium phosphate buffer

단계적으로 희석한 시료를 TSA 배지에 도말하여 37°C에서

(pH 7.0)에 azocasein(Sigma-Aldrich, St. Louis, MO,

24시간 배양한 다음 균주의 집락을 계수하여 측정하였으며,

USA)의 농도가 0.5%(w/v)가 되도록 용해하여 사용하였다.

배양액의 protease 활성은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

기질용액 150 μL에 조효소액 50 μL를 혼합하여 30°C에서

였다.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10% trichloroacetic acid 400 μL
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료하였다. 반응액을 원심분리(10,000

종균 된장 제조

rpm, 10 min)한 후 상등액 500 μL에 525 mM NaOH 700

종균 된장의 제조를 위해 마쇄한 증자 대두 100 g에 TSD

μL를 가하여 혼합한 다음, 432 nm에서 흡광도(PowerWave

균주 배양액을 1%(v/w) 접종하여 30°C에서 2일간 발효시킨

XS, BioTek Instruments, Inc., Winooski, VT, USA)를 측

후 (주)장흥식품(Jangheung, Korea)에서 제공받은 장 가르

정하였다. 효소 활성은 30°C에서 1시간 동안 효소반응에

기 한 생된장 900 g과 혼합하여 1 kg의 종균 된장을 제조하

의하여 유리되는 azo기에 의해 432 nm에서 흡광도를 0.01

였다. 대조구로 종균을 접종하지 않은 증자 대두와 생된장을

증가시키는 양을 1 unit/mL로 정의하였다.

상기와 동일한 배합비로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대조구와 종
균 된장은 30°C에서 30일간 발효를 진행한 후 분석 시료로

된장 발효 종균의 선정 및 동정

사용하였다.

된장 발효를 위한 종균을 선정하기 위해 protease 활성이
높은 분리 균주 4종을 이용하여 대두를 각각 발효시킨 후 발

염도, pH 및 아미노태 질소 함량 측정

효 시료의 prote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함평 농협(Ham-

된장 시료 10 g에 증류수 40 mL를 가하여 균질화한 후

pyeong, Korea)에서 구입한 대두를 실온에서 24시간 수침

3,000 rpm에서 20분 동안 원심분리한 상등액을 시료액으

후 100°C에서 1시간 증자하고 마쇄하였다. 증자 대두 100

로 사용하였다. 염도는 시료액을 염도계(PAL-ES2, Atago

g에 미리 배양한 분리 균주 4종의 배양액을 1%(v/w) 접종하

Co., Ltd., Tokyo, Japan)로 측정하였고, pH는 pH meter

여 30°C에서 2일간 발효하였다. 발효 대두의 protease 활성

(Mettler-toledo GmbH 8603, Schwerzenbach, Switzer-

은 각 시료 1 g을 증류수 4 mL로 현탁한 후 원심분리(8,000

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식품공

rpm, 10 min)하여 얻은 상등액을 조효소액으로 사용하여

전(MFDS, 2020)의 formol 적정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액

단백분해효소 활성이 우수한 미생물을 이용한 된장의 제조

5 mL, 중성 formalin 용액 10 mL, 증류수 10 mL를 넣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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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플라스크에 1% phenolphthalein 용액을 2~3방울 가한 후

7 mM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0.1 N NaOH로 pH 8.4(미홍색)가 될 때까지 적정하였다.

6-sulphonic acid),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와

이때 소모된 0.1 N NaOH mL 수를 아미노태 질소 함량으로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암소에서 16시간 동안

결정하였다. 대조구는 중성 formalin 용액 대신 증류수를

반응시켜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사용 직전 734 nm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에서 흡광도가 0.80±0.02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농도별 된
장 추출물 20 µL에 ABTS 용액 180 µL를 혼합하여 실온에

미생물 분석

서 6분 동안 반응시킨 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된장 시료 1 g을 멸균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10배씩 단
계적으로 희석한 다음 총 세균수는 희석액 1 mL를 PetriTM

film

Aerobic Count Plate(3M, Maplewood, MN, USA)

에 접종하여 37°C에서 24시간 배양하였으며, 효모와 곰팡
TM

이는 Petrifilm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ABTS 라디칼
＝ 1－
소거능(%)
무처리구의 흡광도

(

)×100

Yeast and Mold Count Plate(3M)에 접종

하여 30°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형성된 집락을 계수하여

ACE(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 활성 측정

측정하였다. TSD 종균 수의 확인은 종균 된장 희석액을

ACE 저해 활성은 ACE Kit-WST(Dojindo Molecular

TSA 배지에 도말하여 37°C에서 24시간 배양한 다음 일차

Technologies, Inc., Kumamot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

적으로 TSD 종균 집락의 특이적 형태를 관찰하고 광학현미

하였다. 농도별 된장 추출물에 substrate buffer와 enzyme

경(Olympus BX41TF, Olympus Co., Tokyo, Japan)으로

working 용액을 혼합하여 37°C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in-

세포의 형태를 관찰한 후, 이차적으로 16S rRNA 염기서열

dicator working 용액을 첨가하여 상온에서 10분 동안 반응

분석을 통해 rRNA 염기서열의 동일함을 확인하여 종균의

시킨 다음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는 시

집락 수를 측정하였다.

료 대신 증류수를 처리하였고 ACE 저해 활성은 아래의 식으
로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색도 분석
색도는 색차계(CM-3500d, Konica minolt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된장 시료 10 g을 petri dish

ACE 저해 활성(%)＝
대조구 흡광도－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대조구 흡광도－효소 무첨가구의 흡광도

(

)×100

에 담아 L(명도, lightness), a(적색도, redness), b(황색도,
yellowness) 값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이때 사용한 표준
백색판(standard plate) 값은 각각 L=99.03, a=-0.19, b=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수행되었으며 실험 결과는 평
균값±표준편차(mean±SD)로 나타내었다. 시험군과 대조군

-0.29였다.

간의 차이는 SPSS program(Statistical Package for the

된장 추출물 제조

Social Sciences, version 17.0, SPSS Inc., Chicago, IL,

된장 시료 10 g에 증류수를 첨가하여 200 mL로 정용한

USA)을 이용하여 Student’s t-test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

후 항온수조(37°C)에서 4시간 동안 추출한 추출액을 원심

고, 3군 이상에서의 유의적 차이 비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

분리(3,000 rpm, 10 min)하였다. 원심분리한 상등액을 여

(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과지(Whatman No. 2)로 여과한 후 동결건조기(PVTFD

test로 사후 검증하였다(P<0.05).

10R, IlShin Lab Co., Ltd., Seoul, Korea)를 이용하여 건조
하였다.

결과 및 고찰
Protease 활성이 높은 균주의 선별 및 동정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농도별로 제조한 된장 추출물 20 μL에 0.1 mM DPPH

Skim milk 2%가 포함된 TSA 배지에 전통된장 22종의

(2,2-diphenyl-1-picrylhydrazyl, Wako Pure Chemical

희석액을 각각 도말하여 평판 배양한 후 skim milk 분해환

Industries, Ltd., Osaka, Japan) 180 μL를 혼합하여 상온

을 가장 크게 형성하는 집락을 된장 시료별로 1종씩 선정하

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였다. 된장에서 분리한 protease 활성 균주 22종을 각각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DPPH 라디칼

TSB 배지에 배양하여 배양 상등액의 protease 활성을 측정

소거능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한 결과 Fig. 1과 같이 39~1,664 unit/mL의 범위에서 다양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DPPH 라디칼
＝ 1－
소거능(%)
무처리구의 흡광도

(

)×100

한 수준의 protease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이 중 1,000
unit/mL 이상의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HJD1(1,647 unit/
mL), SKD(1,664 unit/mL), TSD(1,502 unit/mL), J4(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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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tease activity in the culture supernatant of isolated
strains from traditional deon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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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temperature on growth and protease activity
of B. subtilis TS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종균으로 활용할 경우 아미노태 질소 함량의 증가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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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수한 맛이 증진된 된장의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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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발효 종균으로 선정된 B. subtilis TSD를 각각 다른

2400
1600

d

온도(30°C, 37°C, 50°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양
온도에 따른 배양액의 protease 활성 및 생균수를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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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 3과 같이 B. subtilis TSD를 37°C에서 배양했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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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otease activity of soybean paste fermented with isolated
strain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때 생균수가 8.72 Log CFU/mL로 가장 높은 생육도를 보였
고, protease 활성도 1,521 unit/mL로 가장 높았다. 30°C
배양 조건에서는 생균수 8.23 Log CFU/mL, protease 활성
1,392 unit/mL로 37°C 배양에 비해 좀 더 감소하였으며,
50°C 배양 조건에서는 생균수 6.91 Log CFU/mL, protease 활성 256 unit/mL로 균 생육도에 비해 protease 활

unit/mL) 4종을 1차 후보 균주로 선발하였다. 높은 pro-

성이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Baek 등(2014)은 전통

tease 활성을 보유한 4종(HJD1, SKD, TSD, J4)의 균주 중

장류에서 분리한 B. subtilis 균주를 온도별(20°C, 30°C,

된장 발효에 적합한 균주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 증자 대두에

37°C, 45°C)로 배양하였을 때 37°C에서 가장 높은 생육을

각각의 후보 균주를 1% 접종하여 2일 동안 발효시킨 후 발

보였고 30°C에서도 비교적 높은 생육을 나타내는 결과를

효 대두의 prote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Fig. 2와

보고하였다. 또한 Kim(2014)은 장류에서 protease 활성이

같이 TSD를 이용하여 발효한 대두에서 3,612 unit/g의 가

우수한 B. subtilis 균주를 분리하고 배양온도(20°C, 25°C,

장 높은 protease 활성을 나타내어 된장 제조를 위한 발효

30°C, 35°C, 40°C)에 따른 protease 활성을 비교한 결과

종균으로 TSD를 최종 선정하였다. TSD 균주의 동정을 위

35°C 배양 조건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해 16S rRNA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GenBank에 등록된 표

B. subtilis TSD 균주의 생육곡선을 측정하기 위해 37°C

준 균주들과 염기서열을 비교한 결과, B. subtilis DSM 10

에서 120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생균수를 측정하고 생육에

과 99%의 상동성을 나타내었으며 신규 균주로 한국미생물

따른 protease 활성을 측정하였다(Fig. 4). TSD 균주는 배

보존센터(KCCM)에 KCCM12595P로 기탁하였다. B. sub-

양 8시간까지 급격히 성장하며 대수기를 지나 배양 16시간

tilis는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인 된장(Yang 등, 2014;

후에 생균수 9.30 Log CFU/mL로 가장 높은 생육도를 보였

Lee와 Kim, 2017), 청국장(Moon 등, 2015), 메주(Choi 등,

으며 이후 사멸기에 접어들어 생균수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

2003; Lim, 2009) 등의 장류에서 주로 분리되며, amylase와

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B. subtilis 균주의 생육곡선을

protease 등의 효소 활성이 우수하여 된장의 풍미에 중요한

측정한 다수의 연구에서 B. subtilis 균이 생육 초기에 빠르

역할을 하므로 된장 종균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게 성장하여 균주에 따라 배양 9~28시간 사이에 최대 생육

되어 왔다(Chang과 Chang, 2007; Jung 등, 2009; Lee 등,

도에 도달한 후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과도 유사하다(Yang

2016b). 본 연구에서 분리된 B. subtilis TSD 균주는 대두

과 Chang, 2007; Kim, 2014; Jeong 등, 2015). 배양에 따

발효에서 우수한 protease 활성을 나타내므로 된장 발효

른 TSD 균주의 protease 활성도 생육곡선과 유사한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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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발효 종균으로서 B. subtilis TSD의 생육과 protease
Protease activity (unit/mL) .

Viable cell number (Log CFU/mL) .

단백분해효소 활성이 우수한 미생물을 이용한 된장의 제조

배지(pH 4~9)에서 균주를 배양한 후 생균수와 protease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B. subtilis TSD 균주
는 pH 5~8의 범위에서 생균수 9 Log CFU/mL 이상, protease 활성 1,558~1,583 unit/mL 수준으로 유사한 생육도
와 효소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pH 9 조건에서도 비교적 높은
생균수(8.82 Log CFU/mL)와 protease 활성(1,527 unit/
mL)을 나타내어 넓은 pH 범위에서 안정함을 확인하였다.
pH 4의 조건에서 TSD 균주의 생육도는 8.61 Log CFU/mL
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protease 활성(438 unit/mL)

Incubation time (h)

Fig. 4. Cell growth and protease activity of B. subtilis TSD
at 37°C for 120 h.

은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Yang 등(2014)은 된장에
서 분리한 B. subtilis CBD2의 pH 조건에 따른 생육 특성을
조사한 결과 생육도는 pH 7에서 가장 높았으나 pH 5~9의

보이며 배양 초기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배양 16시간 후에

범위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생육을 나타내어 본 실험의 결과

1,585 unit/mL로 최대 활성을 보인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와 유사하였다. 또한 Lim 등(2000)은 메주에서 분리한 B.

서서히 감소하였으나 배양 120시간 후에도 1,000 unit/mL

subtilis가 생산하는 protease 활성에 대한 pH의 영향을 조

이상의 활성을 유지하였다. Lim 등(2000)은 전통 메주에서

사한 결과 pH 7에서 최대 활성을 보였으나 pH 5~9의 범위

분리한 B. subtilis 균주의 생육에 따른 protease 활성을 조

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활성을 나타내었다. 반면 Lee 등

사한 결과, 생육도는 배양 24시간에 가장 높았으며 효소 활성

(2016a)은 Bacillus sp. 균주의 pH 조건에 따른 생육과

은 배양 20시간에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Lee 등(2016a)

protease 활성을 측정한 결과 pH 9에서 균체 생육과 효소

도 토양에서 분리된 protease 생산 균주인 Bacillus sp. 균

활성이 최댓값을 나타내었으며, 효소 활성은 pH 8 이하에서

의 배양 시간에 따른 효소 활성을 측정한 결과 배양 24시간

현저히 낮아지는 호알칼리성 protease의 특성을 보고하였

에 최대 생육도를 나타내었으며, 효소 활성은 배양 20~24

다. 다양한 연구를 통해 Bacillus 속 균주에 따라 생육도와

시간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균주의 생육과 효소의

protease 활성에 대한 pH의 영향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생산성에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B. subtilis TSD
정한 결과 TSD 균주의 배양은 37°C, 16시간 배양 조건을

NaCl 농도에 따른 종균의 생육도 및 protease 활성
B. subtilis TSD의 NaCl 농도에 따른 생육도 및 protease

선정하였다.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NaCl의 농도에 따른

의 배양온도 및 시간에 따른 생육도와 protease 활성을 측

생균수 측정 결과 5% NaCl 농도까지 생육에 영향을 나타내

pH에 따른 종균의 생육도 및 protease 활성

지 않았고, 10% NaCl 농도에서는 8.13 Log CFU/mL로 비

된장은 발효 및 숙성이 진행되면서 pH가 변화하며 발효

교적 높은 생육도를 나타내었으나 NaCl 농도의 증가와 함께

조건에 따라 유기산의 생성 및 함량이 달라 다양한 pH를 나

생균수는 점차 감소하여 20% NaCl 농도에서는 3.80 Log

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등, 1996; Ahn 등, 2012).

CFU/mL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NaCl의 농도에 따른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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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pH on growth and protease activity of B. subtilis
TS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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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se 활성은 NaCl의 농도와 비례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10% NaCl 농도에서 초기 활성의 약 50% 수준까지
감소하였으나, 20% NaCl의 고농도에서도 낮은 활성(215
unit/mL)을 보유하였다. Lee 등(2011)은 메밀 속 성장 유래

B. subtilis 균의 NaCl 농도별(0%, 5%, 10%, 20%) 생육 특
성을 조사한 결과 5% NaCl에서 최대 생육을 나타낸 후 염
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육이 억제되었으며, 내염성을 나타내
므로 저염 및 고염 장류 제조에서 스타터로 활용이 가능함을
보고하였다. 된장에서 분리된 B. subtilis CBD2는 1~4%
NaCl 농도 조건에서 생육특성을 조사한 결과 3% NaCl 농도
에서 최대 생육을 보였으며 4% NaCl 농도에서는 생육이
감소하였다(Yang 등, 2014). NaCl의 농도별 배양 조건에
따라 Bacillus 균주가 생산하는 protease 활성을 비교한 연

Table 1. Fermentation properties of doenjang fermented with
B. subtilis TSD for 30 days
Type of doenjang
Items
Control
Starter
Salinity (%)
10.40±0.06 10.48±0.11
*
pH
4.40±0.02
4.43±0.00
278±1.08*
Amino-type nitrogen (mg%)
217±4.82
*
Total cell count (log CFU/g)
11.04±0.04 10.93±0.01
3.26±0.03
Yeast and mold count
3.26±0.01
(log CFU/g)
10.16±0.06
B. subtilis TSD (log CFU/g)
－
*
Color value L
52.83±0.01 50.73±0.11
*
a
10.01±0.01 10.77±0.11
*
b
21.75±0.01 22.68±0.14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
Significantly different by t-test (P<0.05).

구 보고는 많지 않으나 Kalwasińska 등(2018)이 분리한 호
염성 B. luteus H11 균주의 NaCl 농도(1~10%)에 따른

구 된장은 217 mg%를 나타낸 반면 종균 된장은 278 mg%

protease 활성을 측정한 결과 5% NaCl 농도에서 가장 높은

의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총 세균수는 대조구 된장에서

활성을 나타내었고, Suganthi 등(2013)은 호염성균으로 분

11.04 log CFU/g으로 종균 된장의 10.93 log CFU/g에 비

리한 B. licheniformis 균주를 0~2 M NaCl 농도 조건에서

해 좀 더 높았으나, 종균 된장에서 B. subtilis TSD가 10.16

배양한 후 protease 활성을 측정한 결과 1 M(5.85%) NaCl

log CFU/g의 수준을 나타내어 종균 된장의 세균 균총에서

농도에서 좀 더 높은 효소 활성을 나타내어 유사한 경향을

TSD 균주가 우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효모와 곰팡이

보였다. 일반적으로 호염성 세균은 2.5~4% NaCl 조건에서

수는 대조구와 종균 된장 간에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였다.

잘 성장하는 미생물이며 고염성 세균은 4~30% NaCl 농도

된장의 색도 분석에서 대조구에 비해 종균 된장은 명도(L)는

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미생물로 알려져 있다(Sohn, 2005).

약간 낮고, 적색도(a)와 황색도(b)는 약간 높은 값으로 측정

본 연구결과를 통해 B. subtilis TSD는 20% NaCl 농도에서

되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B. subtilis TSD를 이용

도 생육이 가능한 고염성 또는 내염성이 우수한 세균임을

한 종균 된장의 발효에 따라 대조구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

확인하였으며, 10%의 고염 조건에서도 50% 정도의 pro-

는 품질 특성은 아미노태 질소의 증가이며, 이러한 결과는

tease 활성을 보유하므로 된장의 종균으로서 발효 기간에도

B. subtilis TSD가 생산하는 protease 활성에 의해 단백질

생존력과 단백 분해능의 유지력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수분해가 촉진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생각된다. 된장의 구
수한 맛의 척도인 아미노태 질소는 장류 발효의 품질 지표로

종균 된장의 발효 특성

서 중요하며, 전통식품 규격에서 한식 된장의 아미노태 질소
함량 규격은 300 mg%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Lee 등,
2016b; Paek 등, 2019). 본 연구에서 종균 된장은 발효 30

trol)을 30일 동안 발효시킨 후 품질 특성을 비교하였다(Table

일 후에 아미노태 질소가 278 mg%의 함량을 나타내므로

1). 대조구와 종균 된장의 염도와 pH는 시료 간 차이를 보이

B. subtilis TSD를 이용하여 된장을 생산할 경우 기존의 된

지 않았으나 된장의 숙성 지표인 아미노태 질소 함량은 대조

장에 비해 아미노태 질소 함량 규격에 더 빠르게 도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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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S radical scaveng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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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ase 활성이 높은 B. subtilis TSD를 접종하여 제조
한 종균 된장(starter)과 메주로만 제조한 대조구 된장(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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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doenjang fermented with B. subtilis TSD for 30 days. *Significantly different
by t-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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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의 발효 숙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조구 된장과 종균 된장을 발효 30일 후에 항산화 활성
을 비교하기 위해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을 평가한
결과는 Fig. 7과 같다. 대조구와 종균 된장 모두 된장 추출물
의 농도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으나, 동일한 농도에
서 대조구 된장에 비해 종균 된장의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이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
능은 항산화 활성이 있는 물질이 안정한 DPPH 라디칼을
환원시켜 탈색반응이 나타나는 원리로써 대조구와 종균 된
장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DPPH 라디칼 소거능은 0.5 mg/
mL 농도에서 17.57%, 23.64%, 1 mg/mL 농도에서 24.46

100

ACE ihhibitory activ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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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CE inhibitory activity of doenjang fermented with B.
*
subtilis TSD for 30 days. Significantly different by t-test (P<
0.05).

%, 31.68%, 2.5 mg/mL 농도에서 42.57%, 49.05%, 5 mg/
mL 농도에서 60.63%, 74.11%의 소거능을 각각 나타내었
+

를 접종하여 제조한 종균 된장과 대조구 된장을 발효 30일

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ABTS･ 자유 라디칼이 된장의

후에 AC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8과 같다. 대조구

항산화 물질에 의해 제거되어 라디칼 특유의 청록색이 탈색

와 종균 된장의 ACE 저해 활성은 추출물의 농도에 따라 증가

되는 원리를 이용한 반응으로, 대조구와 종균 된장 추출물의

하였으며, 0.25 mg/mL 농도에서 31.25%, 41.18%, 0.5 mg/

농도에 따른 ABTS 라디칼 소거능은 0.25 mg/mL 농도에서

mL 농도에서 42.02%, 53.25%, 1 mg/mL 농도에서 61.96

9.25%, 9.97%, 0.5 mg/mL 농도에서 19.95%, 26.70%, 1

%, 72.63%, 2 mg/mL 농도에서 79.02%, 85.72%의 저해

mg/mL 농도에서 34.18%, 48.26%, 2 mg/mL 농도에서

활성을 나타내어 동일한 농도에서 대조구에 비해 종균 된장

55.27%, 71.22%의 소거능을 각각 나타내었다. Ahn 등(2012)

의 ACE 저해 활성이 유의적으로 높은 결과를 보였다. Rhee

은 국내 지역별 된장의 DPPH 라디칼 소거능 분석 결과 항산

등(2008)은 B. subtilis로 제조한 메주를 이용하여 담근 된

화 활성의 차이는 된장의 주원료인 콩의 발효 상태에 따라

장의 ACE 저해 활성을 대조구 된장과 비교한 결과, 숙성이

생성되는 아미노산의 종류와 함량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

진행되면서 대조구에 비해 종균을 이용한 된장의 활성이 좀

로 보고하였다. Jeong 등(2018)은 종균을 이용하여 제조한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Jung 등(2009)은 protease 고

콩알메주 된장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분석한 결과 대조

생산성 B. subtilis 균주를 접종하여 발효시킨 된장과 대조

구에 비해 종균 된장의 소거능이 높게 측정되었고, 된장 시

구 된장의 ACE 저해 활성을 비교한 결과 발효 30일 후 대조

료별 아미노산의 종류와 함량 차이에 의해 종균 된장의 소거

구 된장의 ACE 저해 활성은 14.11%지만 종균 된장은

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Jung 등(2009)

88.43%의 우수한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러한 결과

이 protease 고생산성 B. subtilis 균주를 접종하여 제조한

는 protease 생산성이 우수한 종균의 특성에 의해 유용 펩

된장의 발효 30일째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대조구에

타이드의 생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보고하였다. 된장의

비해 약 4배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B. subtilis TSD를 이용하여 제조한 종균 된장이 대조구 된장에

ACE 저해 활성은 혈압 강하제와 비교했을 때 낮은 활성을

비해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결과는 TSD 균주의 높은 pro-

유용성이 기대된다(Jang 등, 2000; Rhee 등, 2008).

나타내지만, 항상 섭취하는 식품 중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tease 활성으로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주는 아미노산의 생
성이 증가한 원인으로 생각된다.

요

약

종균 된장의 ACE(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
활성

된장 발효 종균의 개발을 위해 전통 된장으로부터 protease

ACE는 불활성인 angiotensin Ⅰ을 절단하여 활성형인

을 통해 B. subtilis로 동정되어 B. subtilis TSD로 명명하였

활성이 높은 균주를 분리하였고, 16S rRNA 염기서열 분석

angiotensin Ⅱ로 전환시키는 것을 촉매하는 효소로 혈압을

다. 배양온도 및 시간에 따른 B. subtilis TSD 균주의 생육도

상승시키는 동시에 혈압 강하 작용을 하는 bradykinin을 분

및 protease 활성을 측정한 결과 37°C, 16시간 배양에서

해하는 작용으로 생체 내에서 고혈압을 일으키는 중요한 효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된장 종균으로서 산업적 활용을

소로 알려져 있다(Hong 등, 2004). 된장, 청국장과 같은 대

위해 B. subtilis TSD의 생육과 protease 활성에 대한 pH와

두 발효식품은 발효 과정 중 단백질 가수분해에 의해 생성되

NaCl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 pH 5~9의 넓은 범위에서 비교

는 유용 펩타이드에 의해 ACE 저해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

적 안정한 결과를 보였으며, NaCl 농도와 비례하여 생균수

되고 있다(Rhee 등, 2006; Jung 등, 2009). B. subtilis TSD

와 protease 활성은 감소하였으나 10%의 고농도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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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0% 정도의 protease 활성을 유지하였다. B. subtilis
TSD를 이용하여 제조한 종균 된장을 30일 동안 발효시킨
후 품질 특성,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 ACE 저해
활성을 대조구 된장과 비교하였다. 발효 30일 후 종균 된장
은 된장의 발효 품질 지표인 아미노태 질소의 함량이 278
mg%로 대조구 된장의 217 mg%에 비해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종균 된장 추출물은 동일한 농도에서 대조
구 된장에 비해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과 ACE 저해
활성이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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