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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동물모델에서 다시마(Saccharina japonica) 발효물의
기억력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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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ne organisms are sources of many bioactive compounds, such as essential fatty acids, essential amino acids, vitamins, and minerals, making them useful candidates for the production of safe bioactive substances. They also synthesize glutamic acid, which can be used to produce γ-aminobutyric acid (GABA), the major inhibitory neurotransmitter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CNS), via fermentation with Lactobacillus brevis BJ-20.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gree to which fermented sea tangle (FST) inhibits enzymes such as acetylcholine esterase (AChE) and prolyl endopeptidase (PEP) and affects memory of normal mice using the T-maze test. FST inhibited more than 90% of AChE
at 1 mg/mL and 50% of PEP at 8 mg/mL. Oral FST (100 mg/kg) significantly improved performance of normal mice
on the T-maze. Therefore, sea tangle fermented with L. brevis BJ20 effectively contributes to memory improvement
and might be a useful functional food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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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학습과 기억력의 감퇴를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노인
성 질환이다. 최근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의 예방 및 치
료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치매로 인한 기억
력과 인지기능의 감퇴현상은 뇌에 amyloid β 단백질이 과도하
게 축적되는 현상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Defelice and
Ferreira, 2002). 최근 proly endopeptidase (PEP)가 amyloid β
단백질의 생성에 관여하며 PEP 저해제가 동물모델에서 건망
증 개선 효과를 가지는 것이 밝혀지면서(Toide et al., 1997), 치
매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PEP 저해제의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
고 있다. 한편 뇌의 콜린성 기능의 저하, 즉 콜린성 체계에서 활
성화되는 효소의 저하로 인해 신경학적 퇴행이 야기되는 현상

또한 치매와 관련된 주요 기전으로 주목 받고 있다. Acetylcholinesterase (AChE)는 acetylcholine (ACh)을 acetate와 choline
으로 분해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세포 손상이 발생하여 학습
능력 및 기억력 감퇴와 인지능력 저하 등의 치매증상이 발생한
다(Vincenzo,2001; Buchet and Pikula, 2000). 이러한 작용 기
전에 따라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 용도로 AChE 저해제로
서 많은 의약품의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으나 독성과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 이를 대체하기 위한 천연물 유래 치료 약제의 개
발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Kim et al., 2013; Ikeya et
al., 2004).
억제성 신경전달물질인 GABA (γ-aminobutyric acid)는 뇌
혈류개선, 산소공급 증가, 뇌세포 대사 촉진, 스트레스 해소, 기
억력 증진, 치매 예방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Kalue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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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utt, 1997). 최근 해조류인 다시마로부터 유산균 발효를
통해 고농도의 GABA를 추출하는 발효기술이 개발되어, 이를
활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의 개발 및 검증이 활발하게 진행
되었다(Kang et al., 2013; Lee et al., 2010; Kang et al., 2012,
Park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GABA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유산균 발효 다
시마 추출물의 AChE 및 PEP 효소 저해활성 기능을 살펴보고,
정상 동물모델에서 학습 및 기억력 증진 효과를 검증하여 유산
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의 기억력 및 인지능력 개선 기능성을 평
가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다시마는 부산광역시 소재 서진기장영어조합법인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고, Lactobacillus brevis BJ20 (L. brevis BJ20)
은 Marinebioprocess Co., Ltd. (Busan, Korea)에서 분리 동
정한 균주를 사용하였다. PEP (Flavobacterium meningosepticum유래)와 기질(Z-Gly-Pro-pNA)은 일본 생화학공업사
(Seikagaku Co., Japan)로부터 구입하였으며, 기타 모든 시약
은 Sigma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다.

다시마 발효물의 제조
다시마 발효에 사용된 L. brevis BJ20은 Marinebioprocess
Co., Ltd. (Busan, Korea)에서 분리 동정한 균주를 사용하였다.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은 다시마(81.7%), 배지성분(효모농
축액 2%, 함수포도당 1%)과 유산균 배양액(15.3%)을 혼합하
여 발효하였다, 이때 사용된 다시마는 적당한 크기로 분쇄한 건
다시마를 사용하였고 물은 다시마의 15배(w/v)를 첨가하였다.
배지성분을 멸균(121℃, 30분) 후 균주(L. brevis BJ20, 15.3%)
를 접종하여 발효(37℃, 48시간) 후 멸균(121℃, 30분)하고 여
과 농축과정을 거쳐 건조한 분말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Acetylcholinesterase (AChE)저해활성
AChE 저해 활성 측정은 Ellman et al. (1961)의 방법을 변
형하여 측정하였다. AChE와 acetylthocholine iodine (ATC)
은 100 mM phosphate buffer (pH 8.0)에 녹여 각각 0.25 U/
mL와 75 mM을 제조하였으며, 발색시약은 39.6 mg의 DTNB
[5,5-dithiobis (2-nitrobenzoic acid)]와 15 mg의 sodium bicarbonate를 100 mM phosphate buffer (pH 8.0) 10 mL에 녹여 제
조하였다. 추출물 30 μL에 phosphate buffer (100 mM, pH 8.0)
2.8 mL, AChE (0.25 U/mL) 30 μL, DTNB 100 μL를 넣고 혼
합한 후, 37℃에서 10분간 preincubation을 한 다음 기질 ATC
30 μL를 첨가하여 37℃에서 3분간 반응시킨 후 412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로서는 추출물 대신 100 mM phosphate buffer (pH 8.0) 30 μL를 가하여 측정하였으며, 저해활성

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AChE inhibitory activity(%)=[1－(CAbs－SAbs)/(CAbs－
BAbs)]×100
*CAbs: 대조구 흡광도, SAbs: 시료 흡광도, BAbs: 시료 무첨
가구의 흡광도

Prolyl endopeptidase (PEP) 저해활성
PEP 저해활성 측정은 Toda et al. (1992)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0.1 M Tris-HCl buffer (pH 7.0) 200 μL와 0.25
unit/mL 효소 20 μL, 시료액 10 μL의 혼합액을 96 well plate에
넣고 37℃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20 mM Z-Gly-Pro-pNA 20
μL를 가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410 mM에서 흡광
도를 측정(A) 하였다. 따로 0.1 M Tris-HCl buffer (pH 7.0) 240
μL와 시료액 10 μL의 혼합액을 준비하여 역시 410 nm에서 흡
광도 측정(B) 후 아래와 같은 식으로 저해울을 조사하였다. 이
때 control은 시료액 대신 시료액을 녹인 용매를 사용하여 흡광
도를 (C)를 측정하였다.
Inhibition (%) = C-(A-B)/C ×100

실험동물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FST)의 기억력 증진 효과를 검증
하기 위하여 6개월령 FVB/N mice를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실험동물실에서 약 1주간 순화시키면서 예비사육을 실시하였
으며, 예비사육기간 동안 모든 동물의 일반 건강상태에 대한 수
의학적 검역을 실시하여 16마리를 선별하였다. 선별된 실험동
물은 각 군별로 8마리씩 구성하였으며, 군분리시 군평균체중
및 군표준편차를 계산하여 균등성 여부를 확인하였다. 실험기
간동안 FST (실험집단)와 증류수(통제집단)를 각각 100 mg/
kg을 증류수에 희석하여 10 µL/g 씩 2주간 매일 1회 경구 투
여하였다.

T-maze test
T자 형태의 미로의 긴 통로 쪽에 마우스를 위치하게 하고 갈
림길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특성을 이용하여, 이미 다녀온
통로를 순간적으로 기억(working memory)하는지를 검증하였
다. 첫번째 선택한 통로와 동일한 통로를 다시 선택한다면 point
0, 새로운 통로를 선택한다면 point 1을 부여하고 개별 마우스
당 하루에 2번, 이틀간 진행하였고 각 실험이 끝난 후에는 전 실
험동물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70% alcohol로 닦아 다음 실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였다.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SPSS version 15 software (SPSS Inc., USA)를
사용하였고, 실험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기하였다. 각 그
룹간 차이는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통계학적 유의성
을 판정하였고 P<0.05 수준에서 유의성 검정을 수행하였다.

다시마 발효물의 기억력 개선

결과 및 고찰
Acetylcholinesterase (AChE) 저해 효과
AChE 저해제는 알츠하이머성 치료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치
료제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AChE 저해제는 AChE가 ACh를
가수분해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endogenous ACh의 함량을 높
여주는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의 뇌
에서 cholinergic neurotransmission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Colovic et al., 2013; Talesa, 2001; Buchet and Pikula, 2000;
Mehta et al., 2012). 현재 tacrine, donepezil, rivastigamine,
galanthamine, huperzine 및 대부분의 약들이 가역적인 AChE
저해제로써 치매환자의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몇몇
화학적으로 합성된 AChE 저해제들이 치매 환자의 치료과정에
서 nausea, vomiting, bradycardia, anorexia 및 sweating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Mehta et al., 2012). 따라
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천연물로부터 부작용이 없는 약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기억력 및 인기기능 관련 효소 저해 활성을 평가하기 위
해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 농도에 따른 AChE 저해활성을 평가한 결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L. brevis BJ20으로 발효한 다시마추출물에서
효소저해활성이 나타났으며, 시료 0.1, 0.25, 0.5, 1 mg/mL 처리
한 샘플에서 각각 8.2±0.4, 24.1±2.1, 46.3±2.4, 96.9±1.5%
의 AChE 저해 활성을 보여 농도의존적으로 억제활성이 증가하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생약추출물의 AChE 저해활성에 대한 다른 연구결과로 산
수유, 감초, 당귀 등이 효과가 뛰어나며, 대부분의 생약추출물
이 약한 AChE 저해활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지질과산화작용

Fig. 1. Acetylcholinesterase inhibitory activity of fermented sea
tangle Saccharina japonica (FST). Control, 100 mM phosphate
buffer. Data are presented as means ± S.D. from three independent
determinations.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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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를 통한 신경세포 보호효과에 따른 것이란 보고가 있었다
(Kwon et al., 2014; Kwak et al., 2009; Yuk et al., 2007). Jung
et al. (2012)에 의하면 10가지 식용식물추출물에서 ACh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오미자, 헛개나무, 측백엽, 가시오가피 추
출물 1 mg/mL에서 각각 33.0, 26.6, 20.7, 17.8%로 비교적 높
은 억제활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비교하였을 때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의 경우 1 mg/mL에서 96.9±1.5%
의 AChE 저해 효과를 보여 상대적으로 저해활성이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기억력 개선 효과가 우수한 기능성 식품
소재로 이용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Prolyl endopeptidase (PEP) 저해 효과
Prolyl endopeptidase (PEP)는 carboxyl 말단 prolyl 잔기에
작용하여 peptide 결합을 분해하기 때문에 proline을 함유한 학
습, 기억과 관계된 neuropeptide의 분해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
당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인간 대뇌 피질층에서 그 활성
이 높아 이부분에서 PEP가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추
정되고 있다. 다시말해 PEP는 중추신경계의 neurotransmitter
또는 neuromodulator로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neuropeptide들을 분해할 수 있으며 이러한 neuropeptide들의 결핍은 다
양한 행동적 장애나 인지력의 감소와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nnisto et al., 2007; Schneider et al., 2002; Shinoda et
al., 1997). 따라서 PEP를 억제하는 저해제의 개발은 치매의 예
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에 중요한 target이 된다(Toide et
al., 1997). 따라서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 농도별로(1, 2, 4,
8 mg/mL) PEP 저해활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유산균 발효 다
시마 추출물 4와 8 mg/mL 처리시 각각 28.2±1.2, 57.5±1.9%
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었고,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PEP 저
해활성 또한 AChE와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으며 농도 의존적
으로 저해활성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Fig. 2. Prolyl endopeptidase inhibitory activity of fermented sea
tangle Saccharina japonica (FST). Control, distilled water. Data
are presented as means ± SD from three independent determinations.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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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뇌 내의 β-amyloid protein이 병의 발생에 중요한 원인으
로 주목을 받고 있고, 이 단백질의 생성에 PEP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oyagi et al. (1991)에 의하면 노인성치매
환자 뇌 및 혈청에서 정상인보다 PEP의 활성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어, PEP 저해활성을 가지는 다양한 천연물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녹차를 포함한 가지, 호박, 생강, 당근 등 약 52종의 천
연 추출물이 약 50%미만의 PEP저해활성을 보인다는 연구결과
가 보고된바 있다(Lee et al., 1997; Lee et al., 1999; Kim et al.,
2001). Lee et al. (2003)에 의하면 건다시마의 경우 약 11.3%
의 PEP저해활성을 보고하였고, 해조류 중 모자반류 및 감태,
패, 톳의 메탄올추출물에서 90%이상으로 PEP 활성이 저해됨
을 확인한 바 있다.

정상 동물모델에서 유산균발효추출물의 기억력 개선
효과
기억력이란 뇌속에 주어진 정보를 받아들여 저장했다가 필
요한 시기에 꺼내어 사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기억력
은 크게 정보가 감각기관을 통하여 저장되는 감각기억(sensory
memory), 현재의 정보들을 처리하는 짧은 기간 동안의 단기기
억(short term memory), 나중에 재생되도록 비교적 영구히 저
장되는 장기기억(long term memory)으로 구별되어 진다(Choi
et al., 2012). 본 연구에서 수행된 T-maze test는 기억에 관한 연
구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실험으로 다양한 형태로 응용이 가
능하며, T-maze test를 통해 작업기억(working memory)을 검
증할 수 있다(Deacon and Rawlins, 2006; Shoji et al., 2012).
작업 기억은 장기 기억이 아니라 단기 기억의 일종으로 본 연구
에서는 행동실험을 통해 control 군과 시험군의 비교 분석을 통
해 단기기억력 개선 정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T-maze test를 통하여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이 마우스의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 Effect of the fermented sea tangle Saccharina japonica
(FST) on memory of normal mice in T-maze test. Control, water
injection; FST, FST injection (100 mg/kg b.w.).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n=8).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group

T-maze test에서 나타난 alteration (%)은 단기 공간인지 기억
력 회복의 지표로 사용 되며, 분석 결과 Control 그룹에서 56%
의 alternation을 보였고,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에서 78%
로 Control 그룹보다 alternation이 증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one–way ANOVA 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확인하였다(P <0.05).
기억력 저하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뇌조직의 콜린계 활성
의 감소이다. 뇌조직의 신경세포에서 choline과 acetyl CoA
는 acetyltransferase에 의해 ACh으로 전환되고 ACh은 AChE
에 의해 acetate와 choline으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계속적인
AChE의 작용으로 인해 ACh의 양이 감소 시 기억력 저하가 일
어난다(Choi et al., 2012).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을 치매유도 동물모델(TMT-induced rat)에서 Morris water-maze test를 이용하여 공간 기억
력을 연구한 결과 인지 및 기억력 손상에 대한 보호 효능을 나타
내었고, 이러한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의 효과는 신경돌기
세포 성장 및 ACh를 합성하는 효소인 choline acetyltransferase
(ChAT) 발현 증가를 통해 매개되었다(Park et al., 2016). 기억
력 향상효과는 콜린신경계 세포에서 ACh의 합성, 분해, 분비 및
ACh 수용체와 관련하여 그 기전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알츠하이
머병에서의 콜린성신경계의 손상에 의한 기억력 장애는 잘 알
려진 사실이다. ACh을 합성하는 효소인 ChAT의 활성은 기본
적인 뇌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콜린신경계의 신경발달 및 활
동과 관련하여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Jegal et al., 2010).
콜린성 신경계 결손에서 ChAT의 활성 감소는 여러 연구를 통
해 확인되었고 이러한 활성저하는 특히 해마에서 최대로 나타
나며 최대 95% 수준까지 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Kasa et al., 1997; Jegal et al., 2010).
정상마우스의 행동실험에서 나타난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
출물의 기억력 향상효과는 뇌신경세포에서 ChAT 증가에 의
한 ACh 활성 증가, AChE 억제에 의한 시냅스 연접에서 ACh
작용의 연장효과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외에도 유산균 발
효 다시마 추출물의 기억력 개선효과의 기전은 신경영양인자
(neurotrophic factor)의 발현 증가와 상위 전사인자 조절에 의
한 측면에서도 생각 해 볼 수 있다. Murray et al. (1994)에 따
르면 brain derivated neurotrophic factor (BDNF)는 중추신경
계 특히 해마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는 뇌신경조절인자로
신경세포의 성장과 생존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해마 형성체에 BDNF
mRNA의 발현이 현저히 감소된다고 보고하였다. BDNF는 해
마와 전뇌기저부(basal forebrain)의 콜린성 뉴런의 생존과 분
화를 촉진시키며 ACh의 합성과 관련된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
키고(Alderson et al., 1990), 시냅스 가소성을 향상시키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cAllister et al., 1999; Jegal et al.,
2010). 이러한 연구결과로 보아 BDNF의 부족이나 결핍이 기
억력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 행동

다시마 발효물의 기억력 개선

실험을 마친 실험동물의 해마에서 단백질을 분리하여 BDNF의
발현을 측정한 결과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
군에서 그 양이 유의적으로 증가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Park et
al., 2016). 따라서 유산균 발효 다시마 추출물의 투여가 AChE
저해, PEP 저해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해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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