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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pplicability of the ultrasonic wave method to the extraction of useful components from seaweeds
was investigated. Extracts from freeze-dried Ecklonia cava powder were prepared with hot water
(65°C), water (24°C), 50% ethanol, and 100% ethanol, and ultrasonic extraction was also performed.
The content of phenolic compounds and the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of the extracts were analyzed, and differences in the data
obtained by the ultrasonic extraction and the traditional extraction methods were compared. The phe-
nolic content in the E. cava extract by ultrasonic extraction (142.80 mg/g) was approximately 14 times
higher than the phenolic content in the hot water extract (10.03 mg/g).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nd the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ies of the ultrasonic extract were approximately 4 times and 14
times higher than the hot water extracts, respective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henolic content
and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2=99.47) and between the phenolic content and the ty-
rosinase inhibitory activity (R2=99.99) was very high. These results indicate that ultrasonic extraction
is more suitable than traditional extraction for the extraction of useful components from E. ca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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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양에는 지구상 모든 생물종의 약 80%가 서식하고 있고,

막대한 자원량이 보고되고 있어, 미래 육상생물자원을 대체

할 중요한 식량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15]. 또한 해양의 환

경은 고염, 고압 및 저산소 등 육상과 매우 다르기 때문에,

해양에 서식하고 있는 해양생물은 물질대사 결과 생성될 수

있는 세포 내 구성성분이 육상생물과 크게 다를 것으로 예견

되고 있다[14, 23]. 따라서 해양생물로부터 기능성물질을 탐색

하고, 이를 식품 및 식품첨가제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

발하게 수행되고 있으며, 시장성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6].

전세계적으로 약 6,000 종의 해조류가 알려져 있으며[4], 약

150 여종의 해조류가 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20]. 해조류는

고대부터 식품, 사료 및 비료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원료로써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 해조류의 항산화 및 항박테리아 활

성이 알려지면서 식품과 화장품을 위한 원료로 주목받고 있다

[5]. 특히 감태(Ecklonia cava)는 페놀성 화합물인 phlorotannin

의 함량이 높고, 항산화, 항암 및 항고혈압 등의 기능이 밝혀지

면서 새로운 기능성소재로써의 가능성이 알려지고 있다[1, 10,

11].

식물로부터 유용성분을 획득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

되고 있으며, 열수추출법, Soxhlet법, 고온 용매 추출법 및 기

계적 압착법 등의 전통적인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3, 13].

전통적인 추출법은 수율이 낮고, 열에 의해 변성될 수 있으며,

추출용매의 소모량이 많아 비용이 높아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28]. 이에 따라 최근에는 초임계 유제법, 초고압 처리법,

막 분리법, 초음파 처리법 및 마이크로파 처리법 등이 이용되

고 있으며, 이 중 초음파 추출법은 천연물 산업에서 효율적으

로 활용되고 있다[17, 27]. 또한 초음파 추출법은 일반 실험실

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초음파 세척기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

하기 때문에, 해조류 추출을 위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측

되고 있다[25].

우리는 이전 연구에서[11] 우리나라 거제도 및 제주도에서

30여종의 해조류를 채집하고, 50% 에탄올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 및 생물학적 활성 분석을 수행한 바 있다. 분석된

30 종의 해조류 중 감태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 항산화

활성 및 tyrosinase 저해 활성이 가장 높았으며, 특히 ty-

rosinase 저해 활성은 합성항산화제인 butylated hydr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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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oluene보다 더 높아 천연 항산화 물질로써의 개발가능성을

제기하였다[11]. 이 연구에서는 초음파를 사용하여 감태로부

터 추출물을 얻고, 페놀성 화합물 함량, DPPH 라디칼 소거활

성 및 tyrosinase 저해 활성을 분석하고, 이를 일반적인 물 추

출물 및 에탄올 추출물과 비교하여, 해조류 유래 기능성 물질

추출에서의 초음파 추출법 활용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추출

실험재료인 감태(Ecklonia cava)는 울릉도에서 스킨스쿠버

를 이용하여 채집하였고, 한국 동해 연안 해조류 도감(국립수

산과학원)을 참고로 하여 동정하였다. 채집된 감태는 흐르는

물로 여러 번 씻어 염분을 제거한 뒤 동결건조기(일신랩,

PVTYFD 10A, Korea)를 이용하여 건조(<-40℃, 2∼3일)하였

다. 건조된 시료는 분쇄기(Lab. Blender, 51BL30, USA)를 이용

하여 분말화한 후, 초음파 추출과 용매 추출에 사용하였다.

초음파 저온 추출은 초음파 분산기(Sonics VC750, USA)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동결건조된 감태 600 g에 10배(w/v)의

정제수를 첨가하고, 40℃에서 12시간 추출한 후, 40 kHz에서

30분간 초음파 추출을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추출용액

을 원심분리(5,000 rpm, 5 min)한 후 상등액을 분리하였다.

물 및 에탄올 추출을 위해서 감태분말(5 g)에 65℃ 및 24℃

물과 50% 및 100% 에탄올을 40배(w/v) 첨가하고, 12 시간

동안 150 rpm에서 교반시킨 후, 원심분리기(Sorvall, USA)를

이용하여 상등액을 분리하였다(5,000 rpm, 5 min). 분리된 추

출액은 vacuum evaporator에서 건조하였고, 일정한 양을 각

각의 추출용매에 녹여 페놀성화합물 함량과 항산화 및 ty-

rosinase 저해 활성 분석에 사용하였다.

페놀성 화합물 정량

초음파 및 일반 추출법에 의해 추출된 각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시료 0.5 ml와 EtOH 0.5 ml 첨가

한 후 Folin-Ciocalteu 시약 0.5 ml, 1 ml의 7.5% Na2CO3를

첨가하고, 증류수로 최종 10 ml를 맞추었다. 60℃ 배양기에서

20분간 발색시킨 후 765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로서는 50% 에탄올을 사용하였고, gallic acid를 사용하

여 구한 검량 곡선으로부터 시료 중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계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측정은 Lu와 Foo의

방법[19]에 따라 실시하였다. 시료 0.2 ml에 0.1 ml의 DPPH

(16 mg/100 ml EtOH) 용액을 첨가하고 10분간 상온에서 반응

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리 래디칼 소거 활성을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Inhibition (%) ＝ [(A0-A1)/A0] × 100

(A0=대조군 흡광도 A1=실험군 흡광도).

실험은 3번 반복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평균값±SD로 표시

하였다.

Tyrosinase 저해활성

Tyrosinase 저해 활성은 김 등의 방법[10]에 따라 실시하였

다. Tyrosinase (100 unit/ml), 6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와 0.4 ml의 10 mM DOPA (dihydrox-

yphenylalanine)를 혼합하였다. 혼합용액에 0.2 ml의 감태 추

출물을 첨가한 후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저해활성

은 다음 방정식으로 계산하였다.

Inhibition (%) ＝ [(A0-A1)/A0]×100

(A0=대조군 흡광도, A1=실험군 흡광도).

실험은 3번 반복 수행하였으며, 결과는 평균값±SD로 표시

하였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통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데이터의 normality와 homogeneity는 ANOVA로 확인하였

고, 실험구 간의 차이는 one-way ANOVA와 Duncan’'s multi-

ple range test로 평가하였다.

결 과

페놀성 화합물 함량

동결건조한 감태 분말로부터 초음파, 물(65℃ 및 24℃) 및

에탄올(50% 및 100%) 추출법을 이용하여 추출물을 제조하고,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및

tyrosinase 저해 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페놀성 화합물 함량

은 gallic acid의 표준적정 곡선에 기초하여 감태 건중량 g 당

mg으로 표시하였다. 열수(65℃), 물(24℃), 50% 에탄올 및

100% 에탄올을 용매로 추출한 감태 분말의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각각 10.03, 6.89, 4.23 및 3.01 mg/g이었으나, 초음파

기기를 이용한 감태 추출물에서는 142.80 mg/g의 페놀성 화

합물이 추출되었다(Fig. 1). 즉, 초음파 추출이 열수추출에 비

해 약 14배 이상의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 증진 효과를 나타내

었다(p<0.05).

DPPH 라디칼 소거활성

감태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분석을 위하여 DPPH 라디칼

소거활성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Fig. 2) 초음파 추출법에

의한 감태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84.73%)은 열수 추출법에 의

한 항산화 활성(22.17%)보다 약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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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phenolic contents of E. cava extracts by various

extraction methods. Results are mean±SD of three paral-

lel measurements. UWE, ultrasonic wave extract; HWE,

hot-water extract; WE, water extract; EE(50), 50% etha-

nol extract; EE(100), 100% ethanol extract.

Fig. 2.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ies of E. cava extracts by

various extraction methods. Results are mean±SD of

three parallel measurements. UWE, ultrasonic wave ex-

tract; HWE, hot-water extract; WE, water extract; EE(50),

50% ethanol extract; EE(100), 100% ethanol extract.

(p<0.05).

Tyrosinase 저해 활성

해조류 추출물의 미백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tyrosinase

저해 활성 측정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초음파 추출법과

열수 추출법에 의한 감태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활성은

각각 25.95% 및 1.87%로 분석되어(Fig. 3), 초음파 추출법에

의한 감태 추출물에서 열수 추출법에 의한 추출물보다 ty-

rosinase 저해 활성이 약 14배 정도 높았다(p<0.05).

상관관계 분석

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한 추출법에 의한 감태 추출물의 페놀

성 화합물과 항산화 활성 및 tyrosinase 저해 활성간의 상관관

Fig. 3.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ies of E. cava extracts by vari-

ous extraction methods. Results are mean±SD of three

parallel measurements. UWE, ultrasonic wave extract;

HWE, hot-water extract; WE, water extract; EE(50), 50%

ethanol extract; EE(100), 100% ethanol extract.

Fig. 4. Correlation between phenolic content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 cava extracts by various ex-

traction methods.

Fig. 5. Correlation between phenolic content and tyrosinase in-

hibitory activity of E. cava extracts by various extraction

methods.



916 생명과학회지 2013, Vol. 23. No. 7

계를 분석하였다(Fig. 1, 2). 다양한 추출방법에 따른 감태 추출

물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간의 상관

관계 값은 R2=99.47 (Y=0.5139X+11.5872), 페놀성 화합물과

tyrosinase 저해 활성간의 상관관계 값은 R2=99.99 (Y=0.1813+

0.0506)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Fig. 4, 5). 이러한

결과는 감태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과 항산화 활성 및

미백효과 활성간에 강한 연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페놀성 화합물이 감태의 항산화 활성 및 미백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고 찰

초음파는 20 kHz 이상의 높은 주파수의 음파로서, 초음파

가 용매를 통과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동현상(cavitation)으로

인하여 매우 높은 에너지가 발생하게 된다. 높은 에너지의 충

격으로 인하여 고압이 발생하게 되고, 발생된 높은 압력은 세

포벽 및 세포 내부구조를 쉽게 파열시킨다. 또한 초음파의 기

계적 효과로 인하여 용매가 세포로 침투하게 되어, 초음파 추

출은 식물의 추출 효율을 증가시킨다[21, 22]. 초음파 추출은

전통적인 추출법에 비해 열로 인한 유용성분의 파괴 및 가용

성분 위주의 추출 등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추출 시간을 단축

하고, 높은 추출 수율과 생리활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추출

방법이다[7, 22]. 초음파를 이용한 추출효율 증진보고에 의하

면, 아마란스유와 키틴의 추출시간 단축[2, 16], 향기성분의 추

출효율 증진[26], 색소 추출량 증가[12], 항암활성[22] 및 생체

방어기능 증진[8] 등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열수 및 에탄올을 이용한 추출법

외에 해조류 추출을 위한 초음파 추출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

다. 열수추출(65℃), 물추출(24℃), 50% 에탄올 추출 및 100%

에탄올 추출 뿐만 아니라 초음파 추출을 수행하여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및 tyrosinase

저해 활성을 분석하고, 초음파 추출과 전통적인 추출법의 차

이를 비교하였다. 감태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및 미백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DPPH 라디칼 소거활성 및 tyrosinase 저해

활성법을 적용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항산화제가

안정한 자유라디칼인 DPPH와 반응하면 DPPH를 DPPHH로

환원시키고, 흡광도를 감소시키는 원리를 이용하는, 가장 널

리 사용되는 항산화활성 측정법이다[20]. Tyrosinase 저해 활

성은 항산화제 존재하에서 L-lysine 또는 L-DOPA로부터 형성

된 dopachrome을 475 nm에서 측정하는 방법이다[7].

초음파 추출에 의한 감태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열수 추출물의 약 14배 이상 높았고(Fig. 1), DPPH 라디칼 소

거 활성은 약 4배(Fig. 2), tyrosinase 저해 활성은 약 14배 이상

(Fig. 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열수 추출물에 비해 초음

파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크게 증가된 결과는 carbo-

hydrase, protease 및 메탄올을 이용한 감태 잎 추출물에서

각각 평균 18.98 mg/g, 1953 mg/g 및 35.45 mg/g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보고한 연구[18]와 비교하였을 때, 추출물의 페

놀성 화합물 함량(142.80 mg/g)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거제 및 제주에서 채집한 30종의 해조류의 페놀성화

합물을 분석하였을 때 감태의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페놀성 화합물 함량(2.27 mg/g)이 보고된 바 있는데[11],

이 연구에서의 50% 에탄올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4.23 mg/g로 크게 차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초음파 추출

법을 사용하였을 때는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크게 증가하였

다(Fig. 1). 상관관계 분석 결과, 초음파 추출법에 의한 추출물

에서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활성 및 페놀

성 화합물 함량과 tyrosinase 저해 활성간의 상관관계가 R
2
=9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4, 5).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인

용매 추출법보다 초음파 추출법이 감태의 유용성분 추출에

더 적합함을 의미하며, 초음파 추출법에 의한 감태 추출물은

천연 항산화제 및 향장산업의 원료로 활용가능성이 매우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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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초음파 추출법에 의한 감태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및 tyrosinase

저해 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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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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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조류 유래 유용성분 추출을 위한 초음파 추출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동결건조한 감태 분말로부터 열수

(65℃), 물(24℃), 50% 에탄올 및 100% 에탄올 뿐만 아니라 초음파 추출을 수행하여,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추출물

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및 tyrosinase 저해 활성을 분석하고, 초음파 추출과 전통적인

추출법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초음파 추출에 의한 감태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142.80 mg/g)은 열수 추

출물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10.03 mg/g)의 약 14배 이상 높았다. 열수 추출물에 비해 초음파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약 4배, tyrosinase 저해 활성은 약 1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음파 추출법에

의한 추출물에서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활성 및 페놀성 화합물 함량과 tyrosinase 저해 활성

간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각각 R2=99.47 및 99.99)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전통적인 용매 추출법보다

초음파 추출법이 감태의 유용성분 추출에 더 적합함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