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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of cultivated Korean blue mussel (Mytilus edulis) and New Zealand green-lip-
ped mussel (Perna canaliculus) were analyzed and compared. Both hot water extracts of blue mussel flesh (BMF) 
and green-lipped mussel flesh (GMF) showed increased activities of alcohol dehydrogenase (ADH) and acetaldehyde 
dehydrogenase (ALDH). BMF showed increased ADH and slightly decreased ALDH activities compared to GMF.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BMF was higher than that of GMF at the same concen-
tration. BMF and GMF showed similar inhibitory activity against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t a concentration 
of 30 mg/mL. These results suggest that cultivated Korean blue mussel has similar physiological activity with New 
Zealand green-lipped muss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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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홍합(sea mussel)은 동물계, 연체동물문, 이매패강, 익형

아강, 홍합목, 홍합과, 홍합속에 속하는 어패류이다. 홍합은 

접착성이 강한 단백질성 섬유 다발인 족사를 이용하여 바위

에 부착하여 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전 해안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홍합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널리 식품 소재로 이용되고 있

고 동의보감에서는 홍합의 성질이 따뜻하며 맛이 달고 독이 

없다고 하였으며, 중국에서는 홍합을 많이 먹으면 피부가 

좋아지고 피를 돌게 한다고 하여 ‘동해부인’이라고 불렀다. 

규합총서에서는 홍합을 바다의 ‘담채’, 즉 담백한 채소라 명

명하며 바다에서 유일하게 싱거운 해산물이라 하였다. 이로

부터 ‘담치’라는 이름으로 변형되었고 껍질 안쪽이 진주 빛

이 난다고 하여 현재 국내에서 양식되고 있는 홍합을 진주담

치(blue mussel, Mytilus edulis)라고 하며, 자연산 홍합

(Mytilus coruscus)과는 구분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혼

동하여 사용하고 있다. 2012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75

어가가 61,000톤의 홍합을 양식 생산했으며(1) 대부분이 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진주담치(또는 홍합)에 대한 연구보고

로는 양식이나 위생에 대한 내용이 많으며, 그 외에 홍합 

통조림(2), 효소를 이용한 홍합 가수 분해물(3), 양념젓갈(4) 

등의 가공식품 개발이 보고되었다. 국제적으로는 뉴질랜드

에서 생산되는 초록입 홍합(green lipped mussel, Perna 

canaliculus)의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함을 바탕으

로(5) 관절염(6)과 염증(7)에 효과적이라 보고하였다. 이와 

함께 초록입 홍합의 불포화지방산을 ‘리프리놀(liprinol)’이

라는 소재로 관절염 치료제로 판매하고 있으며, 리프리놀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개별 인정원료로 등록되

어 있다. 그러나 진주담치에서 추출한 지방산도 관절염 예방

과 치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으며(8), 국립수산과학원

에서 발표한 수산물 성분표의 지방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양식되는 진주담치에서도 초록입 홍합에 뒤

지지 않는 함량의 오메가-3 불포화지방산이 검출되었다(9). 

또한 진주담치와 초록입 홍합에서 각각 항균활성 펩티드가 

정제된 바 있다(10-12).

이상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 널리 양식되는 진주담치(이하 

국산 홍합)의 기능성을 연구하여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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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초록입 홍합(이하 초록입 홍합)과 비교하여 국산 

홍합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고 이를 이용한 가공제품을 개발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산 홍합과 초록입 

홍합의 열수 추출물을 제조하여 알코올분해효소에 미치는 

영향 및 항산화능과 항고혈압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된 국산 홍합은 창원시 마산수협으로부터 

2013년 5월에 채취된 것을 신선한 상태로 제공받았으며, 

초록입 홍합은 같은 시기에 롯데마트(서울역지점)에서 구입

하였다. 생리활성 분석을 위한 alcohol dehydrogenase 

(ADH), acetaldehyde dehydrogenase(ALDH), ascorbic 

acid, captopril,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rabbit lung acetone powder, hippuryl-L-histidyl-L- 

leucine(HHL), NAD+는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Hepos(조아제약, 서울)는 시

중 약국에서 구입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그 외 용매 및 시약

은 모두 일급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국산 홍합과 초록입 홍합 추출물 제조

국산 홍합과 초록입 홍합은 구입 후 수돗물로 껍질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껍질과 육질이 있는 전체의 형태와 껍질

을 제거한 가식부만 있는 육질 형태로 구분하였다. 전체 홍

합의 무게를 기준으로 3배의 물을 가하였으며, 30분간 끓이

면서 추출하였다. 전체 홍합 3.75 kg에서 육질 1.00 kg을 

얻게 되므로 육질 추출물은 이 비율을 이용하여 전체 홍합의 

무게를 기준으로 물을 가한 후 열수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이후 Whatman No.3 여과지(Advantec, Tokyo, Japan)로 

추출물을 통과시킨 여과액을 동결건조 하였다. 각 건조 고형

분은 증류수를 이용하여 10, 20, 30 mg/mL 농도로 희석하

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각 추출물들의 수율은 국산 홍합 전

체 14.1 mg/mL, 국산 홍합 육질 10.5 mg/mL, 초록입 홍합 

전체 11.4 mg/mL, 초록입 홍합 육질 6.5 mg/mL였다.

Alcohol dehydrogenase(ADH) 활성

홍합 추출물의 ADH 활성에 미치는 영향은 Bergmeyer

의 방법(13)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증류수 0.7 

mL, 1.0 M Tris-HCl buffer(pH 8.8) 0.38 mL, 20 mM 

NAD+ 0.15 mL, 0.2 M ethanol 0.15 mL, 시료 50 μL를 

혼합하여 25°C 항온수조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ADH(5 

unit/mL) 27.5 μL를 가하여 25°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생성된 NADH는 spectrophotometer(Optizen pop, Me-

casys Co. Ltd.,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대조군에 대한 상대적 활성을 비교하였

다. 음성 대조구는 시료 대신 증류수를 첨가하였고, 양성 대

조구는 2배 희석한 Hepos를 이용하였다. ADH 활성은 반응 

종료 시 흡광도를 대조구의 흡광도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었

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ADH 활성=(B/A)×100

A: 대조구의 최대 흡광도

B: 실험구의 최대 흡광도

Acetaldehyde dehydrogenase(ALDH) 활성

홍합 추출물의 ALDH 활성에 미치는 영향은 Koivula와 

Koivusalo의 방법(14)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증

류수 1.05 mL, 1.0 M Tris-HCl buffer(pH 8.0) 0.15 mL, 

20 mM NAD+ 50 μL, 0.1 M acetaldehyde 50 μL, 3.0 

M KCl 50 μL, 0.33 M 2-mercaptoethanol 50 μL, 시료 

50 μL를 잘 혼합하여 25°C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ALDH(1 

unit/mL) 50 μL를 첨가하고 25°C에서 10분간 반응하여 

NADH의 생성을 340 nm에서 흡광도로 측정하였다. 음성 

대조구와 양성 대조구는 ADH 활성 측정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은 Jeong 등(15)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료 0.1 mL에 0.041 mM DPPH 용액 0.9 mL를 가한 후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각 시료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

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1－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100
무처리구의 흡광도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저해 활성 측정

ACE 저해 활성 측정은 Cushman과 Cheung의 방법(16)

에 따라 측정하였다. 50 mM sodium borate buffer(pH 8.3) 

20 mL에 1 g의 rabbit lung acetone powder를 4°C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한 후, 10분간 원심분리(4°C, 5000×g) 

하여 ACE 조효소액을 얻었다. 각 농도로 희석한 시료 50 

μL에 ACE 조효소액 50 μL를 가하여 37°C에서 10분간 방

치한 후, 25 mM HHL 100 μL를 첨가하여 37°C에서 60분간 

반응시켰다. 1 M HCl 250 μ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후 ethyl acetate 0.5 mL를 가하여 30초간 교반하고 원심분

리(5000×g, 10 min, 4°C) 하여 상징액 200 μL를 얻었다. 

이 상징액을 80°C에서 30분간 완전히 건조시켜 증류수 1 

mL를 넣은 후에 22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

로서는 추출물 대신 증류수를 가해 실험하였으며, 양성 대조

구로는 captopril(0.5 μg/mL)을 사용하였다. ACE 저해 활

성 효과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ACE 저해 활성=(1－
시료첨가구의 흡광도

)×100
무처리구의 흡광도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였으며, 그 평균값은 SP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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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hot water extracts of domestic blue mussel and 
green-lipped mussel on alcohol dehydrogenase (ADH) activity. 
BMF, extract of domestic blue mussel flesh; BMW, extract of 
whole domestic blue mussel; GMF, extract of green lipped mus-
sel flesh; GMW, extract of whole green lipped mussel. Each 
value is the mean with 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 experi-
ments.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
ferent from one another (P<0.05).

0

100

200

300

10 20 30

mg/mL

A
LD

H
 a

ct
iv

ity
 (%

)  
.

BMF
BMW
GMF
GMW

g
d

ba
c

f
dc

e
g

ff

Fig. 2. Effect of hot water extracts of domestic blue mussel and 
green-lipped mussel on acetaldehyde dehydrogenase (ALDH) 
activity. BMF, extract of domestic blue mussel flesh; BMW, 
extract of whole domestic blue mussel; GMF, extract of green 
lipped mussel flesh; GMW, extract of whole green lipped 
mussel. Each value is the mean with 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 experiments.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P<0.05).

software(ver. 12)를 사용하여 General Linear Model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였다(17). 각 항목에 따라 백분율과 평균

치±표준편차를 구하고, 각 군 간의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위해 one-way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다. 

모든 처리값의 차이는 신뢰 수준 95%(P<0.05)로 비교 분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알코올분해효소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

일반적으로 홍합은 숙취 해소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

나 문헌상으로 홍합이 알코올분해효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논문은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양식 홍합인 진주담치(국산 홍합)와 세계적으로 기능성이 

높다고 잘 알려진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의 열수 추출물을 

제조하여 알코올분해효소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체내 흡수된 알코올의 약 80%는 alcohol dehydrogen-

ase(ADH, EC 1.1.1.1)에 의해 acetaldehyde로 산화된 후 

연이어 acetaldehyde dehydrogenase(ALDH, EC 1.2.1.10)

에 의해 아세트산으로 산화되어 분해되고, 나머지 20% 정도

의 알코올은 마이크로좀 산화계에 의해 처리된다(18). 본 

연구에서는 ADH와 ALDH 효소를 이용하여 알코올의 분해

에 대한 홍합 열수 추출물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 1에 

ADH의 작용에 대한 홍합 추출물들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

었는데, 음성 대조군으로 추출물 대신 증류수를 처리하였고 

양성 대조군으로 Hepos를 처리하였다. Hepos는 20 mL 기

준으로 L-arginine 1.462 g, 구연산 0.588 g, 베타인 HCl 

1.00 g, 베타인 1.00 g이 함유되어 있으며, 알코올분해효소 

실험에서 양성 대조군으로 널리 이용된다. 그 결과 음성 대

조군을 ADH 활성의 100%로 계산하였을 때 2배로 희석한 

Hepos를 처리한 경우에는 195.49%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모든 홍합 추출물은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DH 활성

을 향상시켰다. 국산 홍합 육질과 전체 추출물은 30 mg/mL 

농도에서 각각 220.25%, 219.10%의 활성을 유도하였다. 

한편 동일한 농도에서 초록입 홍합 육질과 전체 추출물은 

각각 212.63%, 167.11%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국산 홍합

은 전체와 육질 추출물 사이에 유의차가 없었고(P<0.05), 

초록입 홍합의 경우에는 육질 추출물이 ADH 활성을 더욱 

증가시켰다(P<0.05).

각 홍합 추출물의 ALDH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증류수만을 첨가한 음성 대조구의 ALDH 활성

을 100%로 할 때, 양성 대조군인 2배 희석한 Hepos를 첨가

한 경우에 137.95%의 ALDH 활성이 측정되었다. 홍합 추출

물들은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LDH 활성을 증가시켰

으며, 30 mg/mL 농도에서 국산 홍합 육질과 전체 추출물은 

각각 142.96%, 162.10%의 활성을 유도하였고, 같은 농도

에서 초록입 홍합 육질과 전체 추출물은 각각 156.24%, 

130.49%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국산 홍합의 경우에는 전체 

추출물이 육질 추출물보다 ALDH 활성을 더욱 향상시켰으

나, 초록입 홍합의 경우에는 육질 추출물이 전체 추출물보다 

ALDH를 더 향상시켰다. 이는 홍합 껍질 성분의 차이에 기

인하는 것으로 추측되며 향후 껍질만을 대상으로 알코올분

해효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육질 추출물을 비교한다면 초록입 홍합의 추출물이 국산 홍

합 추출물보다 ALDH 활성을 더 촉진하였으나, 전체 추출물

을 비교하면 국산 홍합 추출물이 초록입 홍합보다 더욱 

ALDH 활성을 촉진하였다. 그러나 추출 수율과 같이 고려한

다면 국산 홍합 전체는 초록입 홍합 전체보다 약 1.2배, 국산 

홍합 육질은 초록입 홍합 육질보다 약 1.6배의 추출 수율을 

나타내므로 같은 무게의 홍합 전체 또는 홍합 육질을 비교한

다면 국산 홍합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촉진 활성을 보였다.

Cho와 Choi(19)는 2배 희석한 양성 대조구(Hepos)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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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hot water extracts 
of domestic blue mussel and green-lipped mussel. BMF, extract 
of domestic blue mussel flesh; BMW, extract of whole domestic 
blue mussel; GMF, extract of green lipped mussel flesh; GMW, 
extract of whole green lipped mussel. Each value is the mean 
with 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 experiments.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
other (P<0.05).

용하였을 경우 ADH 활성이 149%인 조건에서 10 mg/mL의 

감태 열수 추출물은 153%의 ADH 활성이 확인되었다고 보

고되었고, 같은 조건의 양성 대조구(Hepos) ALDH 활성은 

160%였고 5 mg/mL의 감태 열수 추출물의 경우 164%의 

ALDH 활성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유산균에 의

한 다시마 발효물은 100 mg/mL 농도에서 142%의 ADH 

활성과 117%의 ALDH 활성을 나타내었다(20). Kang 등

(21)은 대조구의 ADH 활성을 0%라고 할 때 콩나물, 미나

리, 무의 수용성 분획물이 각각 125.75%, 104.94%, 87.63 

%라고 보고하였다. 헛개의 경우 숙취해소음료로 상용화되

어 있는데, 헛개 열매의 열수 추출물의 농도가 10, 30, 60, 

100%(v/v)에서 ADH의 상대적인 활성이 4.4, 14.4, 25.0, 

46.6%로 증가하였으며, ALDH의 활성은 13.1, 15.9, 29.0, 

40.7%로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22).

이상의 결과는 다른 추출물들의 알코올분해효소에 미치

는 영향과 비교해 볼 때 국산 홍합의 열수 추출물의 ADH, 

ALDH에 미치는 효과도 비교적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일반

적으로 Asp와 Asn은 체내에서 Asp-malate shuttle에 의해 

NAD+를 생성하여 ADH의 합성을 촉진시켜 숙취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23). 실생활에서 알코올 숙취에 도움이 

된다고 잘 알려진 콩나물의 경우 Asp와 niacin(NAD+의 전

구체)의 함량이 각각 775 mg/100 g, 0.7 mg/100 g이다(24, 

25). 한편 국산 홍합의 경우에는 Asp와 niacin 함량이 각각 

677 mg, 3.4 mg/100 g 가식부이므로(10) 콩나물에 견주어

도 결코 손색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국산 홍합에는 

베타인(betaine) 성분이 163 mg/100 g으로 매우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데(26) 베타인은 콩팥의 삼투압 유지에 기여

할 뿐만 아니라 메틸기 공여체로서 간과 콩팥의 Met 대사에 

기여함으로써 간과 콩팥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27) 향후 숙취 해소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같은 농도에서 홍합 추출물이 알코올분해효소인 

ADH와 ALDH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보면 ADH의 활성을 

더욱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ADH의 조효소는 NAD+

이며, His, Cys, Thr, Ile, Val, Ala, Leu 등이 활성 부위에 

존재하고, 기질인 알코올과 효소 활성 부위 사이에 아연이 

배위 결합한다(28). ALDH의 조효소로 NAD+이며, 활성 부

위에서는 Cys, Glu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29). 우리나라 식품성분표에는 진주담치의 아연 함량이 나

타나 있지 않지만, 미국 농무성의 자료에는 같은 종의 홍합

(blue mussel) 100 g 가식부당 1.6 mg이 함유되어 있으며

(30), 일본의 식품성분표에서는 100 g 가식부당 1.0 mg의 

아연이 함유되어 있다고 나타나 있다(31). 또한 뉴질랜드의 

식품성분표에는 초록입 홍합의 100 g 가식부당 1.1 mg의 

아연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여(32) 홍합의 아연이 ADH의 

활성 증가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DPPH 라디칼 소거능

국산 홍합과 초록입 홍합의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DPPH 라디칼 소거능으로 분석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양성 대조구인 ascorbic acid는 20 μg/mL 농도에서 48.60 

%의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국산 홍합 육질과 전체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며, 10 

mg/mL 농도에서 각각 36.81%와 30.81%를 보였다. 한편 

초록입 홍합의 육질과 전체 추출물은 10 mg/mL 농도에서 

각각 19.88%와 31.08%를 보였다. 국산 홍합의 경우에는 

육질 추출물이 전체 추출물에 비해 더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고, 초록입 홍합은 전체 추출물이 육질 추출물에 

비해 더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이는 껍질만 비교할 

때 국산 홍합보다 초록입 홍합에 항산화능이 유리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미더덕의 경우에는 육질의 

물 추출물이 10 mg/mL 농도에서 채취시기에 따라 29.40~ 

53.02%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다고 보고되었다

(33). 이로 미루어 볼 때 국산 홍합은 미더덕과 유사한 항산

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저해 활성

Angiotensin Ⅰ은 ACE에 의해 Angiotensin Ⅱ로 전환되

며, 이 Angiotensin Ⅱ는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된다(34). ACE 

저해는 Angiotensin Ⅱ로 전환되는 것을 차단시켜 혈압 상

승을 막아준다고 보고되어 있다(35). 국산 홍합과 초록입 

홍합의 열수 추출물의 ACE 저해능을 Fig. 4에 나타내었다. 

국산 홍합 육질과 전체 추출물은 30 mg/mL 농도에서 각각 

50.27%와 28.99%의 저해능을 나타내었으며, 같은 농도에

서 초록입 홍합 육질과 전체 추출물은 각각 51.75%와 

41.01%의 저해능을 보였다. 국산 홍합과 초록입 홍합 모두 

육질 추출물에서 전체 추출물보다 더 높은 ACE 저해 활성을 

보였으며, 양성 대조구인 captopril은 0.5 μg/mL 농도에서 

85.16%의 저해능을 유발하였다. 

미더덕의 경우에는 육질의 물 추출물이 10 mg/mL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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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CE inhibitory activity of hot water extracts of domestic 
blue mussel and green-lipped mussel. BMF, extract of domestic 
blue mussel flesh; BMW, extract of whole domestic blue mus-
sel; GMF, extract of green lipped mussel flesh; GMW, extract 
of whole green lipped mussel. Each value is the mea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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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채취시기에 따라 10.57~65.22%의 ACE 저해능을 보

였다고 보고되었다(33). ACE 저해능은 주로 단백질 또는 

펩티드에 의해 유발되는데(34), 국산 홍합 전체 열수 추출물

의 고형분을 분석한 결과 단백질이 38.71%, 탄수화물이 

28.8%였으며, 이 단백질들이 ACE 저해능에 큰 기여를 하였

다고 생각된다. 

요   약

우리나라 남해안 연안에서 주로 양식되는 진주담치(국산 홍

합)와 세계적으로 기능성이 잘 알려진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의 열수 추출물을 제조하여 생리활성을 비교하였다. 모든 

홍합 추출물들은 알코올대사와 관련한 alcohol dehydro-

genase(ADH)와 acetaldehyde dehydrogenase(ALDH)의 

활성을 상승시켰으며, 특히 ADH의 활성을 크게 향상시켰

다. 국산 홍합의 육질 추출물은 초록입 홍합의 육질 추출물

에 비하여 ADH 상승 효과는 비슷하였으며, ALDH 상승 효

과는 약간 낮았다. DPPH 라디칼 소거능으로 조사한 항산화

능은 국산 홍합의 육질 추출물이 초록입 홍합의 육질 추출물

보다 높았다. 항고혈압과 관련한 ACE 저해능의 경우에는 

국산 홍합 육질 추출물이 초록입 홍합의 육질 추출물에 비해 

10 mg/mL 농도에서는 낮았으나 20 mg/mL 이상의 농도에

서는 유의차(P<0.05)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국내

에서 양식되고 있는 홍합도 세계적으로 초록입 홍합에 못지

않은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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