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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bulbifer sp. AJ-3 was used to acquire the degrading products from Capsosiphon fulvescens (DPCF),
which were investigated to determine its physiological activities. A crude enzyme extract from
Microbulbifer sp. AJ-3 hydrolyzes polysaccharide substrates such as agar, agarose, alginic acid, fucoi-
dan, laminaran, starch, and chitin. Among them, agarose, laminaran, and alginic acid showed higher
activities, especially alginic acid. The antioxidant activity of DPCF was measured by using 2,2-di-
phenyl-1-picryl-hydrazyl (DPPH) and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ies and were about 32%
and 93% at 2 mg/ml, respectively. In addition, the nitrite-scavenging activity of DPCF was about 82%,
53%, and 12% at pH levels of 1.2, 3.0, and 6.0, respectively.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DPCF on
alcohol metabolism, the generating activity of reduced-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NADH) by
alcohol dehydrogenase (ADH) was measured. The facilitating rate of ADH activity by DPCF was
130% at 2 mg/ml. The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of DPCF was slightly increased in a dose-depend-
ent manner and was about 28% at 2 mg/ml.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nzymatic products from
DPCF have a strong antioxidant, nitrite scavenging, and alcohol metaboliz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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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경제수준과 의식수준의 향상에 따라 식생활과 보건

의료에 있어 기호가 다양해지고 고급화, 간편화 및 건강화를

지향하면서 새로운 신․의약 원료의 개발과 생리기능성 물질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원료 물질에는 기본적

으로 육상생물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해양생

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양생물종은 지구 전체 생

물종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육상식물과는 다른 진화과

정의 독자성과 서식환경의 특이성으로 생리활성 물질과 신종

효소 등을 보유하여 고부가가치 상품으로서의 활용도와 소비

수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어 새로운 유용물질의 개발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해조류는 천연 소재로서 자연 친화적이며, 특히 다양한 다

당류를 함유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풍부한 무기질과 비타민

이 함유되어 있다[10]. 해조류의 특성 성분에서는 항균, 항산

화, 항고혈압 및 항암, 항바이러스 활성을 비롯하여 동맥경화,

심근경색, 고혈압, 협심증, 뇌졸중 등의 성인병 예방에도 효과

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매생이(Capsosiphon fulvescens)는 갈파래목 갈파래과 매생

이속에 속하는 녹조식물로서 우리나라 해안의 청정지역에서

널리 분포하며 단백질과 아미노산 및 다당류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11,12]. 매생이는 다른 해조류에 비해서 보다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생이에 대한 연구는 종의 분

류학적 기재 및 번식, 생태 및 생활사, 분포, 형태 및 분류,

인공채묘 등 생물학적인 기초 재배적인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있다[12].

해조류 유래 기능성 신소재 연구에서는 주로 열수 추출법과

알코올 추출법 등의 추출법들을 사용하여 생리활성 연구를

수행하여 왔는데, 매생이에 대한 생리활성 연구는 Park 등[19]

이 간 독성을 유발한 흰쥐의 in vivo 및 in vitro 연구에서 매생

이 추출물이 지질과산화의 생성을 감소시키고 xanthine oxi-

dase 활성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Kim 등[13]

은 최근에 매생이 당단백질의 위암세포사멸기전에 대해서,

Yu [26]는 매생이의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에 관한 연구를 하

였으며, Han [7]과 Lee 등[15]은 매생이 추출물의 경구투여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예방과 지방축적 억제효과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 또한, 매생이의 수용성 다당류가 항암 및 면역력을

촉진한다는 연구가 최근에 보고되고 있다[14,17,18].

본 연구에는 고부가가치 해조류 유래 기능성 신소재 연구를

위해서 해조류로부터 다당류를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효소추출법[8]을 이용하여 비소화성 해조 다당류의 저분자화

를 통하여 해조 다당류의 생리활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

히, 기존의 효소추출법과는 달리 비소화성 복합다당류 분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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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수한 해양미생물을 이용하여 매생이 효소추출에 이용하

였으며, 매생이 효소분해산물의 기능성 효과를 검증하여 새로

운 천연물 소재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매생이(C. fulvescens)는 전남 장흥산을 냉동상태의 생체로

구입하여 깨끗이 씻은 후 일주일 동안 음지에서 자연 건조

시켰다. 매생이를 분쇄한 후 30 mesh 이하의 것을 효소추출용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매생이 효소분해산물은 해양미생물

Microbulbifer sp. AJ-3 [24]에 의해 추출되었다.

조효소 조제 및 기질 특이성조사

조효소의 조제를 위한 균주 배양은 0.35 g agar를 함유한

Marin broth (Difco, 37.4 g/l) 배지에서 37℃에서 3일 배양한

후 배양액을 30% ammonium sulfate로 포화시켜 4℃에서 24

시간 방치시킨 다음 원심분리(8,000 rpm, 10 min, 4℃)하였다.

상등액을 다시 70% ammonium sulfate로 포화시켜 4℃에서

방치시킨 후 원심분리(10,000 rpm, 30 min, 4℃)한 다음 침전

물을 TE buffer (25 mM Tris-HCl, 1 mM EDTA, pH 8.0)에

투석하였다. 투석된 조효소는 동결 건조시켜 매생이 분말의

분해를 위한 조효소로 사용하였으며 단백질 정량은 Bradford

방법으로 protein assay kit (Bio-Rad Laboratories Inc., USA)

를 사용하여 spectrophotometer로 595 nm의 흡광도를 측정하

여 단백질을 정량하였다. 효소의 기질 특이성 조사를 위해 TE

buffer에 agar, agarose, alginic acid, fucoidan, laminaran,

starch, chitin을 각각 1%(w/v) 첨가하여 각 기질에 대한 효소

활성을 측정하였다.

매생이 효소분해산물 조제

매생이 효소분해산물 조제는 매생이 분말(0.5%)과 조효소

를 혼합하여 섞어 37℃에서 반응시킨 다음 원심분리한 후 상

등액은 DNS (3,5-dinitrosalicylic acid)법으로 생성된

galactose함량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표준곡선은 galactose를 이용하여 작

성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매생이 효소분해산물의 전자공여능은 Blois의 방법[1]에 따

라 DPPH (2,2-Dip- henyl-1-picrylhydrazyl)에 대한 수소공여

효과로 측정하였다. DPPH 용액은 100 ml 에탄올에 DPPH

1.5×10-4 M을 녹인 후 증류수와 혼합하여 Whatman filter pa-

per No. 2로 여과하여 조제하였다. 96 well plate에 시료와

DPPH 용액을 1:4 비율로 혼합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20 nm (Molecular Device,

VersaMax Microplate Reader, Calfornia, USA)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그룹과 흡광도차를 비교하여 프리

라디칼의 제거활성을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EDA (%)=(대조

구흡광도-시료첨가구흡광도)/대조구흡광도×100으로 계산하

였다.

SOD 활성 측정

SOD 활성은 SOD Assay Kit (Dojindo Molecular

Technologie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6 well plate에

샘플을 넣은 후, 각 well에 효소를 20 μl씩 넣어 활성산소를

억제시킨다. 대조구 실험은 효소 대신 20 μl dilution buffer를

넣었으며, SOD 효소활성 측정은 ELISA reader를 사용하여

450 nm 흡광도에서 측정하였다. SOD 활성은 시료첨가구와

무첨가구 사이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 (%)로 나타내었으며,

SODA (%)=(1-시료첨가구흡광도/시료무첨가구흡광도)×100

으로 계산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아질산염 소거능은 Gray 등의 방법[6]을 변형하여 측정하

였다. 아질산염 용액에 시료 용액 1 ml을 가하고 여기에 0.1

N HCl (pH 1.2) 및 0.2 M 구연산 완충용액(pH 3.0과 6.0)을

사용하여 반응 용액의 pH를 각각 1.2, 3.0 및 6.0으로 조정하

였다. 반응용액을 37℃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 다음 Griess

시약을 가하여 혼합한 후 15분간 실온에 방치시킨 다음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아질산염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대조구 시험은 Griess 시약 대신 증류수를 가하여 상기와 동

일하게 수행하였다. 아질산염 소거율(%)=[1-(실험첨가구의

흡광도-실험무첨가구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100으로

계산하였다.

ADH 활성 영향 측정

ADH 활성도는 Choi 등[5]과 Racker [22]의 방법을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 반응용액은 NAD 300 μl, 증류수 1.4 ml, 1 M

Tris-HCl (pH 8.8) buffer 750 μl, 0.2 M 에탄올 300 μl, 시료

100 μl, 효소액 150 μl를 넣고 25℃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생성된 NADH의 양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는 시료 대신 TE buffer

를 사용 하였으며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hepos는 약국에

서 구입한 것으로 처방전에 따라 1/2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ADH의 활성은 반응 종료 시의 최대 흡광도를 대조구의 최대

흡광도에 대한 비율로 나타내었다. ADH activity (%)=실험구

의 최대 흡광도/대조구의 최대 흡광도×100으로 계산하였다.

Tyrosinase 저해 활성

매생이 효소분해산물의 tyrosinase 활성 저해능 측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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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gi의 방법[25]에 따라 측정하였다. 반응용액은 50 mM so-

dium phosphate buffer (pH 6.5) 10 μl, 기질( 2 mM L-ty-

rosine solution) 10 μl 및 시료 혼합용액 10 μl에 mushroom

tyrosinase (1,000 unit/ml) 20 μl, Degassed 증류수 9 μl를 첨

가하여 25℃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490 nm에서 흡광도

값 (SABs)을 측정하였다. 이때 효소액 대신에 50 mM so-

dium phosphate buffer (pH 6.5) 20 μl를 첨가하여 흡광도를

측정한 값 (BABs), 시료 용액 대신에 증류수 10 μl를 첨가하

여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다. 저해율 (%)=[1-(실험첨가구의 흡

광도-실험무첨가구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100으로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효소의 기질특이성

해양미생물로부터 추출된 효소들은 해조류의 세포벽에 있

는 섬유질이나 당단백질 혹은 알긴산 고분자 물질 등을 분해

시키는 작용을 하여 활성물질들이 원활히 추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agar

분해능이 높은 해양미생물 Microbulbifer sp. AJ-3 균주[24]로부

터 조효소를 분리하여 해조류에 많이 존재하는 복합다당류

(agar, alginic acid, fucoidan, laminaran, starch, chitin)와 반응

시켜 기질 분해능을 조사하였다(Fig. 1).

복합다당류에 대한 분해능은 agar에 대한 상대적인 활성으

로 나타내면 chitin 34.8%, fucoidan 36.8%로 비교적 낮은 활성

을 보였고, starch 51.2%, agarose와 laminaran은 agar와 비슷

한 수준인 115.6%, 103.1%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동시에

alginic acid에 대해서는 agar의 2배가 넘는 239.3%의 활성을

나타내고 있어 Microbulbifer sp. AJ-3 균주로부터의 agarase와

alginate lyase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Jonnadula 등[11]

Fig. 1. Substrate specificity of extracellular enzyme from

Microbulbifer sp. AJ-3 on various polysaccharides. The

enzyme activity was obtained from a calibration curve

prepared following the same procedure with D-

galactose as the standard. The enzyme activities were

measured by each 1% substrate (w/v).

은 해조류로부터 분리된 Microbulbifer CMC-5 균주가 해조류

에 많이 존재하는 비소화성 복합다당류인 agar, alginate, car-

boxymethyl cellulose, carrageenan, xylan, chitin등을 분해하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Free radical은 생체 내에서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

소 종을 생성하게 되며, 이러한 활성산소 종은 각종 성인병과

노화, 피부 면역 기능을 억제시켜 염증을 유발시키고, 탄력감

소, 주름살 및 기미, 주근깨 등의 피부노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인체 내의 free radical을 제거할 수

있는 천연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소거능 측정법

이 천연 항산화제의 free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crobulbifer sp. AJ-3를 이용하여 조제한 매

생이 효소분해산물의 항산화 활성을 Fig. 2에 나타내었다. 매

생이 효소분해산물의 항산화 활성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2 mg/ml에서 32%의 항산화활성을 나타내었다.

Jeong과 Lee [10]는 매생이 에탄올 추출물에서 페놀 함랑과

항산화 활성을 연구하였는데 항산화 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우리의 선행연구에서도 10 mg/ml 농도의 매생이 열

수추출물에서 10.8%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고하였다

[3]. Seo 등[23]은 홍조류 메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다음으로 갈조류 추출물에서 63%, 녹조류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19%로 활성이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

에서 매생이 추출물보다 효소분해산물의 DPPH radical 소거

능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이러한 이유는 비소화성 다당

류의 저분자화로 항산화 활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

며, 따라서 효소추출법이 새로운 해조류 추출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2.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nzymatic

products from Capsosiphon fulvescens using Microbulbifer
sp. AJ-3. Results are mean±S.D. of triplicate data.

Ascorbic acid (0.1 mg/ml) is used as positiv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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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D 활성

모든 생물체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호기성대사 과

정에서 활성산소를 생성하게 되는데 적정량의 활성산소는 생

체면역기능에 관여하지만 그 양이 많으면 활성산소종이 DNA

및 세포막 손상 등을 유발한다. 따라서 생물체는 이러한 활성

산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항산화효소들을 가지고 있다.

Superoxide dismutase (SOD)는 superoxide (O2
-)를 과산화수

소(H2O2)로 전환시키는 반응을 촉매하고 다시 catalase에 의하

여 무해한 물 분자와 산소분자로 전환시켜 활성산소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의 해조류에 대한 SOD 활성은 주로 용매추출물에

대한 결과로 이러한 실험의 문제점은 수율이 낮고, 추출시 고

온을 이용하기 때문에 열에 불안정한 항산화 물질이 파괴되었

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매생이로부터 효소분해산물을 추출하여 SOD 유사활성을

분석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나있다. 매생이 효소분해산물 2

mg/ml의 농도에서 93%의 활성을 보였는데 이는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ascorbic acid (0.5 mg/ml)와 유사한 활성을

나타냈다. 저자들의 선행연구에서 매생이 열수추출물 SOD 유

사활성은 1 mg/ml에서 2.6%, 에탄올추출물 1 mg/ml에서는

1.7%로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생이 효소분해산물에

대한 SOD 활성은 거의 보고된 연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해조류 추출법인 열수추출법과 에탄

올추출법보다는 효소추출법으로 추출된 매생이 효소분해산

물의 SOD 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아질산염 소거능

발암물질로 알려진 nitrosamine의 전구체인 아질산염은 미

량이기는 하나 채소, 곡류 등 각종 농산물에 널리 함유되어

있고, 육제품이나 기타식품의 보존과 발색안전성을 위해 식품

첨가물로도 사용된다. 이러한 아질산염은 아민류를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과 동시에 섭취 하였을 때 동물이나 인체의 위

내에서 반응하여 발암성 물질인 nitrosamine을 생성하게 되며

pH가 낮은 환경에서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1].

매생이 효소분해산물에 대한 아질산염 소거능에 대한 실험

결과가 Fig. 4에 나타나 있다. 매생이 효소분해산물 1 mg/ml

농도에서 아질산염 소거능이 pH 1.2에서 82%, pH 3.0에서

53%, pH 6.0에서 12%를 나타내었다. 이를 positive control인

ascorbic acid (1 mg/ml)에 대한 아질산염 소거능과 비교한

결과 pH 1.2에서 85%, pH 3.0에서 49%, pH 6.0에서 10%로

같은 농도의 매생이 효소분해산물과 유사한 활성을 보였다.

Park [20]은 해조류의 메탄올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대부분 갈조류의 경우 높게 나타났으며, 녹조류나 홍조류는

갈조류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Park 등[18]은

매생이의 열수추출물의 다당류에서 면역기능과 항암효과 있

Fig. 3. Superoxide dismutase (SOD) like-activity of enzymatic

products from Capsosiphon fulvescens using Microbulbifer
sp. AJ-3. Results are mean±S.D. of triplicate data.

Ascorbic acid (0.5 mg/ml) is used as positive control.

Fig. 4.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enzymatic products (black

bar) of Capsosiphon fulvescens using Microbulbifer sp. AJ-3

at different pH (1.2, 3.0, 6.0). Results are mean±S.D. of

triplicate data. Ascorbic acid (1 mg/ml) (galy bar) is

used as positive control.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런데 매생이 추출물에 대한 대부분

의 항산화 실험에서 아질산염의 소거능에 대한 실험결과가

보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생이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우리들의 선행연구에서도 아질산염 소

거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왔다(data not shown). 이러한 결

과는 매생이의 효소분해산물의 경우 항산화 활성이 높은 as-

corbic acid와 같은 농도에서 유사한 아질산염 소거능을 나타

내고 있어 매생이의 기능성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을 위해서는

용매추출법보다는 우리들이 선발한 해양미생물이 생산하는

효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해조류 추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ADH 활성

체내로 흡수된 알코올의 대부분은 위장과 소장에서 흡수

되어 간으로 이동된 후 분해되는데 체내에 들어온 알코올은

간세포에 존재하는 alcohol dehydrogenase (ADH)에 의해

acetaldehyde로 분해된다[2]. 이와 같이 ADH는 체내 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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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의 1차 관여 효소로써 혈중 알코올 수치를 빠른 속도로

감소시켜 숙취 해소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ADH 효소활성에 미치는 매생이 효소분해산물의 영향에

대한 실험결과는 Fig. 5에 나타나 있다. 매생이 효소분해산물

에 대한 ADH 활성은 모든 실험구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

냈으며 대조구의 흡광도의 값을 100으로 하였을 때 매생이

효소분해산물을 첨가한 경우 농도 의존적으로 ADH 활성이

증가하였다. 매생이 효소분해산물 2 mg/ml 농도의 ADH 활

성은 30%로 나타났다. Positive control로 현재 시판되고 있는

숙취 해소제 hepos의 ADH 활성은 72%로 높게 나타났다. 저

자들의 선행연구에서 매생이 열수추출물의 ADH 활성은 10

mg/ml에서는 9.1% 로 활성이 낮았으며, 80% 에탄올 추출물

의 ADH 활성은 10 mg/ml에서는 13.3%로 나타났으며, 매생

이 열수와 에탄올 추출물의 ALDH 활성에는 전혀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3].

Kim 등[12]은 알콜 분해와 숙취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진 헛개나무 추출물이 알코올 분해효소(ADH)와 알데히

드 분해효소(ALDH)활성을 측정하였는데 헛개나무 추출물

의 농도 10, 30, 60 및 100% (v/v)에서 상대적인 활성증가가

각각 4.4, 14.4, 25.0 및 46.6%로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

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비해서 매생이는 숙

취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많이 섭취하고 있지만 매생이

추출물의 알코올 분해효소에 대한 저자들의 선행연구와 매

생이 효소분해산물의 알코올 분해효소에 대한 연구결과 매

생이가 ADH 활성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숙취해소 원인물질

인 아세트알데히드 산화에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data not shown). Hwang 등[9]은 녹조류인 매생이에 존

재하는 polysaccharides가 알코올 섭취로 인해 발생하는 위

장질환이나 면역기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지만

매생이의 숙취해소에 효과 대한 연구결과는 거의 없어 앞으

로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Fig. 5. Alcohol dehydrogenase (ADH) activity of enzymatic

products from Capsosiphon fulvescens using Microbulbifer
sp. AJ-3. Results are mean±S.D. of triplicate data. Hepos

is used as positive control.

Fig. 6. Tyrosinase inhibitory effect of enzymatic products from

Capsosiphon fulvescens using Microbulbifer sp. AJ-3.

Results are mean±S.D. of triplicate data. Kojic acid (1

mg/ml) is used as positive control.

Tyrosinase 저해활성

Tyrosinase는 멜라닌 합성의 초기단계인 L-tyrosine에서

L-3,4-dihyd-roxyphenylalanine (DOPA)를 거쳐 L-dopa-

quinone으로 전환에 관여하며 최종적으로 melanin 색소생성

에 관여하는 효소이다. 특히 피부는 자외선에 노출되면서

tyrosinase의 작용으로 melanosome에서 멜라닌이 형성되어

피부노화가 촉진되며, 색소침착과 피부 흑화 현상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tyrosinase 활성저해제는 의약품, 화장품 등에

널리 적용되며, 인체에 부작용이 적은 천연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13]. 잘 알려진 tyrosinase 활성저

해제로는 aromatic aldehyde, aromatic acids, tropolone 및

kojic acid가 있다.

Melanin 색소 생성에 관여하는 tyrosinase에 대한

Microbulbifer sp. AJ-3을 이용하여 만든 매생이 효소분해산물

의 농도별 저해효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매생이 효소분해

산물 2 mg/ml에서 28%의 저해활성 나타냈으며, positive con-

trol인 kojic acid (1 mg/ml)에서 98%의 활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활성을 보이나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Seo [23]의 연구에 의하면 녹조류인 떡청각과 잎파래의 추

출물이 24%, 36%의 활성을 보였으며 갈조류인 모자반과 톳에

서는 21%, 52% 정도 tyrosinase 저해 활성이 나타났고, Choi

등[4]의 보고에는 해조류의 메탄올 추출물 중에서 납작파래가

53%의 저해효과를 나타냈으며 매생이는 21%의 활성을 보였

다. 따라서 매생이 효소분해산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은 다

른 해조류와 비슷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해양미생물 Microbulbifer sp. AJ-3

에 의해서 생산되는 효소를 활용하여 다양한 해조류 추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매생이 효소분해산

물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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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해양미생물 Microbulbifer sp. AJ-3을 이용한 매생이 효소분해산물의 생리활성 연구

배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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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본 연구에서는 해수로부터 난소화성 복합다당류를 분해하는 해양미생물 Microbulbifer sp. AJ-3의 효소에 대한

기질 특이성을 분석하고 균주가 생산하는 효소를 이용하여 매생이의 효소분해산물을 조제하여 이에대한 생리활

성을 분석하였다. 효소의 활성은 agar에 대한 상대적인 활성으로 나타내었는데 chitin 34.8%, fucoidan 36.8%로

비교적 낮은 활성을 보였고, starch 51.2%, agarose와 laminaran은 agar와 비슷한 수준인 115.6%, 103.1%의 활성

을 나타내었다. 이 뿐만 아니라 alginic acid에 대해서는 agar의 2배가 넘는 239.3%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매생이

효소분해산물의 항산화능은 DPPH radical 소거능과 SOD 활성측정으로 분석하였는데 매생이 효소분해산물 2

mg/ml의 농도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은 32%, SOD 활성은 93%로 나타났다. 매생이 효소분해산물의 아질산

염 소거능은 pH 1.2에서 82%, pH 3.0에서 53%, pH 6.0에서 12%로 positive control인 비타민C와 유사한 활성을

보였다. 매생이 효소분해산물의 숙취해소 효능은 ADH 활성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효소분해산물

2 mg/ml 농도에서 30%의 증가된 알콜 분해능이 나타났다. 매생이 효소분해산물의 미백 효능에 대해서는 ty-

rosinase 저해능으로 분석하였으며 2 mg/ml에서 28%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었고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

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