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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음파 처리 키토산과 메일라드 반응액 혼합물에 의한 tyrosinase 억제 활성과 항균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감자로부터 tyrosinase를 분리하여 SDS-PAGE후 일반 단백질 염색과 tyrosinase 활성 염색을 행하
여 tyrosinase를 확인하였다. 여러 가지 당 (glucose, fructose, galactose, xylose, arabinose or ribose)과 cystein과의 반응
으로 생성된 메일라드 반응 산물의 tyrosinase 억제 활성을 비교한 결과, glucose과 cystein 반응으로 생성된 메일라드 
반응 산물의 tyrosinase 억제 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5% 아세트산에 녹인 1% 키토산을 시간별로 초음
파 처리한 후 항균력을 조사한 결과 1 시간 이상 초음파 처리한 경우 E. coli 균주 와 S. aureus 균주에서 억제 활성
을 보였다. 갈변 억제 활성과 항균력을 가진 혼합물 제조를 위하여 초음파 처리 키토산과 메일라드 반응액을 혼합비
를 달리하여 조사한 결과 부피 비로 1 : 1 로 혼합한 경우가 tyrosinase 억제 활성과 항균력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and antimicrobial activity 
by mixtures of ultrasonicated chitosan and Maillard reaction products. Analysis of tyrosinase was purified from 
potato and confirmed by active staining after SDS-PAGE. Maillard reaction products (MRPs) were formed from 
various sugars (glucose, fructose, galactose, xylose, arabinose or ribose) and cystein. MRPs inhibited the 
tyrosinase purified from potato. The highest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was shown by MRP from glucose and 
cystein. Ultrasonicated chitosan (over 1 hr) showed antimicrobial activity at the concentration of 1% against E. 
coli and S. aureus. For the development of antibrowning agent with antimicrobial activity, tyrosinase inhibitory 
and antimicrobial activity by the mixtures of ultrasonicated chitosan and MRP were tested. 1:1 mixture of 
ultrasonicated chitosan and MRP from glucose and cystein was the best antibrowning agent having antimicrobial 
activity.

Key Words :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antimicrobial activity, ultrasonicated chitosan, Maillard reaction 
products, antibrown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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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신선편이 채소 및 과일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높

아짐에 따라 신선편이 제품의 제조 공정중 절단 등으로 
인한 조직 손상으로 제품의 색의 변화와 미생물 번식 등
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특히 절단 및 박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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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가공 제품의 표면 갈변[1]은 매우 중요한 지표로 작
용하여 상품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효소적 혹은 비효소적 갈변은 절단 직후 발생하는 경
우가 많다. 갈변 반응은 주로 tyrosinase에 의한 phenol성 
화합물이 산화되어 o-quinone과 같은 화합물을 만들기 때
문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quinine류는 중합되어 짙은 갈
색의 중합물을 만든다[2]. 이러한 갈변 반응으로 신선편
이 채소, 과일류의 상품성이 떨어지게 된다[3]. 
Tyrosinase(monophenol, dihydroxy-L-phenylalanine:oxygen 
oxidoreductase, EC 1.14.18.1)는 넓은 범위의 페놀 화합
물을 기질로 이용하는 구리 함유 효소[4.5]로 polyphenol 
oxidase(PPO), polyphenolase 등의 명칭으로 혼용되고 있
다[2,6]. 특히 감자의 경우 효소적 갈변에 매우 민감한데, 
본 연구에서는 갈변에 관여하는 tyrosinase를 감자에서 분
리하여 tyrosinase 억제제를 개발하고자 하였으며, 미생물
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균제를 동시에 처리하여 항균과 
항 갈변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의 혼합물의 비율을 조사
하고자 하였다. 키토산[7]의 기능적 특성은 키토산의 분
자량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분자량 키토산을 용
도에 따라 특정 분자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
분자량의 키토산은 항균 활성, 항암 활성 등을 가지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8,9]. 키토산을 초음파 처리하여 저분자
형으로 만들어 항균력을 조사하였으며, 갈변 억제제로 여
러 종류의 당과 아미노산의 메일라드 반응산물[10,11]로 
tyrosinase 억제 활성을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tyrosinase 억제 활성과 항균 활성을 가진 혼합물의 제조
를 위하여 초음파 처리 키토산과 메일라드 반응 산물의 
적절한 비율을 구하고자 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및 시약 

전기영동 용 시약 및 키토산(75% 이상 탈 아세틸화된 
것)등 일반 시약은 Sigma(St. Louis, USA)에서 구입하였
으며, 단백질 표준품은 Bio-Rad 제품을 사용하였다. 각종 
배지용 시약은 Difco Lab(Detroit, USA) 에서 구입하였으
며, 효소 분리에 사용한 감자는 재래시장에서 구입하여 
냉장고에 보관한 것으로 갈변도가 가장 심한 품종인 수
미(Superior) 품종을 사용하였다.

 

2.2 실험 균주 및 항균력 조사

항균력 조사용 균주들 Escherichia coli, Salmonella 
typhimurium, Staphylococcus aureus 의 배양과 항균력 조
사는 Nutrient Agar(NA, Difco Lab, USA)를 사용하였고, 

Listeria monocytogenes는 Brain Heart Infusion Agar(BHI, 
Difco Lab, USA)를 사용하였다. 항균력 조사는 실험 균
주를 도말한 배지에 시료를 50μL씩 묻힌 항생제 감수성 
조사용 8mm 디스크를 이용하여 agar diffusion assay법으
로 37℃에서 24시간 배양 후 억제 직경을 측정하였다.

 

2.3 키토산의 초음파 처리

키토산의 초음파 분해[7]에서 최적 조건을 구명하기 
위하여 초음파 조사 시간을 변화시키면서 초음파 분해 
실험을 행하였다. 0.5% 초산에 녹인 1%(w/v) 키토산 용
액 200 mL을 초음파 발생기(Branson Co. VCX 400)를 이
용하여 30분, 1 시간, 2시간, 4 시간 동안 초음파 분해하
여 시간 별로 Ostwald 점도계를 이용하여 점도법으로 점
도 평균 분자량을 조사하고 항균력 실험 시료로 이용하
였다.

 

2.4 메일라드 반응[12]

0.5 M의 당(glucose, fructose, galactose, xylose, 
arabinose 혹은 ribose)과 0.5M의 cystein을 같은 부피 비
로 혼합한 후 105℃에서 1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Whatman No.4 여과지로 여과하여 항산화 활성과 
tyrosinase 억제 활성을 조사하였다.

 

2.5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항산화 활성은 DPPH 라디칼 소거능[13]으로 측정하
였다. 시료 0.1mL과 에탄올에 녹인 0.5mM의 
DPPH(1,1,-dipheny-2-picrylhydrazyl) 용액 0.9mL을 혼합
한 후 상온에서 30분간 둔 다음 517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대조군은 시료대신으로 녹인 완충액을 첨가하
여 반응시킨 후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DPPH 라
디칼 소거능은 다음과 같은 식에 의거하여 계산하였다. 

% DPPH 라디칼 소거능 = 100ｘ(1−Abs. sample/ 
Abs. control)

이때 Abs. sample는 시료의 흡광도, Abs. control 은 대
조군의 흡광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2.6 Tyrosinase 준비

감자 껍질을 제거하고 칼로 잘게 잘라 g당 1 mL의 인
산 완충액 (100mM, pH 6.8)을 첨가하여 homogenizer로 
1분간 처리한 후 4겹의 거어즈로 여과한 액을 30-70% 
(NH4)2SO4 염석 후 완충액으로 투석하여 Sephadex 
G-100 column chromatography 후 tyrosinase 활성 분획을 
모아 동결 건조 후 완충액에 녹여 tyrosinase 억제 활성 
측정용 효소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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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Tyrosinase 활성 및 억제 활성[14]

인산 완충액(100 mM, pH 6.8) 1mL에 같은 완충액에 
녹인 2.5 mM의 L-DOPA(3,4-dihydroxyphenylalanine) 용
액 0.3mL을 첨가 한 후 37℃에서 0.1mL의 효소액을 첨
가하여 475nm에서의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대조군
으로는 효소액 대신 완충액을 첨가하여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효소액의 1분당 흡광도 변화에서 대조군의 1
분당 흡광도 변화를 뺀 수치를 tyrosinase 활성으로 정하
였다. 시료의 tyrosinase 억제 활성은 시료와 tyrosinase를 
37℃에서 10분간 미리 반응시킨 후 효소 활성 측정법에 
준하여 tyrosinase 활성을 측정 후 억제 정도는 다음과 같
은 식에 의거하여 조사하였다.

Tyrosinase 활성 억제 % = 100 ｘ[1- (Abs. sample- 
Abs. control / Abs.tyr-Abs. control)]
이때 Abs. sample은 시료와 tyrosinase 첨가 후 반응액

의 1분간 흡광도 변화, Abs. control은 tyrosinase 대신 완
충액을 첨가한 후 반응 액의 1분간 흡광도 변화, Abs.tyr
은 tyrosinase를 첨가 한 후 반응 액의 1분간 흡광도 변화
를 나타내는 것이다.

 

2.8 SDS-PAGE와 tyrosinase 활성 염색[15]

감자에서 분리한 효소 액을 Laemmli(1970)방법[15]에 
따라 10% SDS-polyacrylamide gel 전기영동을 수행하였
으며, 표준 단백으로는 BIO-RAD사의 표준 단백을 사용
하였다. 효소의 일반 염색은 10% 메탄올 /10% 아세트산 
용액에 녹인 0.1%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 용액으
로 염색 후 10% 메탄올 /10% 아세트산 용액으로 탈색하
여 단백질 밴드를 관찰하였다. Tyrosinase 활성 염색은 전
기 영동한 겔을 인산 완충액(100 mM, pH 6.8)으로 세척 
한 다음 상온에서 평형 상태로 만들고 30분 후 다시 완충
액을 교환하여 한번 더 세척한 후  5 mM의 L-DOPA를 
함유한 완충액으로 37℃에서 3시간 동안 암실에서 반응
시켜 밴드를 확인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초음파 처리 키토산의 초음파 처리 시간

에 따른 점도 변화와 항균력 조사 

키토산의 기능적 특성은 키토산의 분자량에 크게 영향
을 받기 때문에 고분자량 키토산을 용도에 따라 특정 분
자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키토산의 분자량을 조
절하는 방법으로는 산, 알카리 분해 또는 효소에 의한 분
해 방법[16, 17]이 사용되고 있는데, 산, 알카리 방법은 

환경 문제를 유발시키고, 효소 분해 방법은 수율이 낮고 
분자량 별 분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 반면에 초음파를 이
용한 방법[18]은 환경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며 수율이 높
은 방법이다. 1% 키토산 200 mL의 초음파 처리시간에 
따른 키토산의 점도 평균 분자량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시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분
해가 둔화되었다. 평균 분자량이 감소된 1시간 이후의 시
료에서는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Escherichia coli 균과 
Staphylococcus aureus 균에서 항균력을 나타내었으며 
Salmonella typhimurium 균과 Listeria monocytogenes 균
에서는 항균력을 나타내지 않았다. 초음파 처리 시간을 2
시간, 4시간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1시간 처리한 것도 거
의 유사한 항균력을 나타내었다.

[표 1] 초음파 처리 시간에 따른 키토산a)의 분자량
Ultrasonic time(hr) Mυb) 

x 10
-4

0 35.6

0.5 25.7

1.0 9.1

2.0 5.4

4.0 4.2

a) 200 mL의 0.5 %(v/v) 아세트산에 녹인 1 %(w/w) 키토산.
b) Mυ는 점도법으로 측정한 것.

[표 2] 초음파 키토산a)의 항균력
Ultrasonic time(hr)    0 0.5 1 2 4

Microorganism inhibition zoneb)(mm)

E.coli 0 0 17 16 16

S.aureus 0 0 14 15 14

Listeria monocytogenes 0 0 0 0 0

Salmonella sp. 0 0 0 0 0

a) 200 mL 의 0.5 %(v/v) 아세트산에 녹인 1 %(w/w) 키토산.
b) E. coli, Salmonellasp.와 S. aureus균들은 한천아가배지, 

Listeriamonocytogenes균은 BHI (brain heart infusion) 한천 배지
에 골고루 도말하고, 50μL 시료들을 종이 디스크에 점적하여 도
말한 균 위에 얹어 37℃에서 하루 이상 배양하여 균주의 억제 
직경을 측정하였음.

3.2 감자에서 분리한 tyrosinase의 SDS-PAGE 

및 tyrosinase 활성 염색 

감자에서 분리한 tyrosinase의 SDS-PAGE 결과 약 30 
kDa의 분자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L-DOPA를 이
용한 활성 염색[19]에서 갈색의 밴드를 나타내는 단백질
의 위치로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1]. Glucose 와 cystein
과의 반응으로 생성된 메일라드 반응 액을 tyrosinase와 
반응시킨 후 활성 염색한 결과 tyrosinase[20]의 활성이 



초음파 처리 키토산과 메일라드 반응액 혼합물에 의한 tyrosinase 억제 활성 및 항균력 분석

2525

억제되어 나타났다[그림 1 : C and D]. 메일라드 반응 액
에 의한 tyrosinase 활성 억제를 겔 상에서 활성 염색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C    D

[그림 1] 감자에서 분리한 tyrosinase의 SDS-PAGE. 단백
질 염색(M: 표준 단백질, A: 감자 추출액의 
30-70% 염석한 분획, B: Sephadex G-100 분획)

과 tyrosinase 활성 염색(C: Sephadex G-100 분
획, D: 메일라드 반응 산물+Sephadex G-100 분
획).

3.3 메일라드 반응액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여러 가지 당과 cystein과의 반응으로 생성된 메일라드 
반응액의 항산화력을 DPPH 라디칼 소거능으로 조사한 
결과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glucose와 cystein과의 반
응으로 생성된 메일라드 반응 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메일라드 반응 액은 환원당과 아미노산과의 반
응에 의해 생성되는 산물로 항산화 활성, 항균 활성 등이 
보고되었다[9, 21]. 

 
[표 3] 메일라드 반응 산물들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시료*(+cystein) DPPH 라디칼 소거능(%)

con:(증류수)      0

glucose 89

fructose 80

galactose 75

xylose 76

arabinose 74

ribose 66

 * 메일라드 반응 산물들은 각 당과 cystein을 혼합 후 재료 및 방법
에서 언급한 조건에서 반응시킨 것임. 

3.4 메일라드 반응액의 tyrosinase 억제 활성 

조사 

여러 가지 당과 cystein과의 반응으로 생성된 메일라드 
반응액의 tyrosinase억제 활성을 조사한 결과, DPPH 라디
칼 소거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glucose 와 cystein
과의 반응으로 생성된 메일라드 반응액이 가장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표 4]. 이러한 Tyrosinase 억제 활성은 
겔 상에서 tyrosinase 활성 염색에서 재확인 되었다[그림. 
1]. 

 
[표 4] 메일라드 반응 산물들의 Tyrosinase 억제 활성
시료*

(+cystein) tyrosinase 억제 활성(%)

con:(증류수)      0

glucose 79

fructose 60

galactose 65

xylose 56

arabinose 54

ribose 76

 * 메일라드 반응 산물들은 각 당과 cystein을 혼합 후 재료 및 방법
에서 언급한 조건에서 반응시킨 것임. 

3.5 초음파 처리 키토산과 메일라드 반응액의 

혼합비에 따른 항균력 조사

항균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초음파 처리 키토산 1% 
용액과 DPPH 라디칼 소거능과 tyrosinase억제 활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난 glucose 와 cystein과의 반응으로 생성
된 메일라드 반응액의 혼합액을 비율을 달리하여 항균력
을 조사한 결과 동량 혼합한 경우 Escherichia coli 균과 
Staphylococcus aureus 균에서 가장 높은 항균력을 보였
다[표 5]. 

 
[표 5] 초음파 처리 키토산a) 과 메일라드 반응 산물b)의 비

에 따른 항균력c) 

초음파 처리 키토산과 
메일라드 반응 산물의 비

향균력
(억제 직경, mm)

E.coli S.aureus

0.5 12 10

0.8 14 11

1.0 16 14

1.5 14 12

2.0 14 12

 a) 200 mL의 0.5 %(v/v) 아세트산에 녹인 1 %(w/w) 키토산을 1 시
간 초음파 처리한 것.

 b) 메일라드 반응 산물은 glucose와 cystein을 재료 및 방법에서 언
급한 조건에서 반응시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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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초음파 처리 키토산과 메일라드 반응액의 

혼합비에 따른 tyrosinase억제 활성 조사

항균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초음파 처리 키토산 1% 
용액과 DPPH 라디칼 소거능과 tyrosinase억제 활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난 glucose 와 cystein과의 반응으로 생성
된 메일라드 반응액의 혼합액을 비율을 달리하여 
tyrosinase억제 활성을 조사한 결과 동량 혼합한 경우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6].

 
[표 6] 초음파 처리 키토산a)과 메일라드 반응산물b)의 비에 

따른 tyrosinase억제 활성
초음파 처리 키토산과 

메일라드 반응 산물의 비 tyrosinase억제 활성(%)

0.5 78

0.8 75

1.0 82

1.5 74

2.0 60

 a), b)는 [표 5]와 같은 조건.

4. 결 론 

감자로부터 tyrosinase를 분리하여 SDS-PAGE후 일반 
단백질 염색과 tyrosinase 활성 염색을 행하여 tyrosinase
를 확인하였다. 여러 가지 당 (glucose, fructose, galactose, 
xylose, arabinose or ribose)과 cystein과의 반응으로 생성
된 메일라드 반응액의 tyrosinase 억제 활성을 비교 한 결
과, glucose과 cystein 반응으로 생성 된 메일라드 반응액
의 tyrosinase 억제 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0.5% 아세트산에 녹인 1% 키토산을 시간별로 초음파 처
리한 후 항균력을 조사한 결과 1시간 이상 초음파 처리한 
경우 E. coli 균주와 S. aureus 균주에서 억제 활성을 보였
다. 갈변 억제 활성과 항균력을 가진 혼합물 제조를 위하
여 초음파 처리 키토산과 메일라드 반응 액을 혼합비를 
달리하여 조사한 결과 부피 비로 1:1로 혼합한 경우가 
tyrosinase 억제 활성과 항균력이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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