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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development of a hangover soup containing blue mussel, 11 kinds of hot water extracts were prepared – A (mistletoe); B 

(shepherd’s purse); C (arrowroot); D (bean sprout); E (oriental raisin); F (blue mussel); G (blue mussel and mistletoe); H (blue mussel 

and shepherd’s purse); I (blue mussel and arrowroot); J (blue mussel and bean sprout); and K (blue mussel and oriental raisin). Extract C 

showed the highest effect for increasing the activities of alcohol dehydrogenase (ADH) and acetaldehyde dehydrogenase (ALDH); 

however, the addition of blue mussel did not provide a synergy effect on extract C. Other than the arrowroot-containing extracts (C and 

I), extract H showed relatively higher ADH (237.4±1.7%) and ALDH (136.5±2.1%) activities. Moreover, extract H showed the highes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93.9±0.1%) and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ACE) inhibitory activity (42.7±1.6%). The 

combination of blue mussel with shepherd’s purse had a synergic effect on its ADH and ACE inhibitor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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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홍합은 우리나라에서 널리 소비되는 어패류의 하나로

서 전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산 

홍합(Mytilus coruscus)과 양식되는 진주담치(blue mussel, 

Mytilus edulis)를 학술적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이들 간

의 영양 성분은 큰 차이가 없으며(Kim SG 등 2013) 일

반적으로는 진주담치(이하 홍합)를 홍합으로 혼동하여 

인식하고 있다. 2012년도 수산정보포털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홍합은 832 ha에서 202건의 양식면허에 의

해 61,310 M/T가 생산되었으며, 수출은 거의 되지 않고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었다(Fisheries Information 

Portal Service 2014). 홍합은 주로 요리나 안주의 부재료

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홍합의 이용 다변화를 위하여 

조미 통조림(Noe YN 등 2011, Park TH 등 2012), 양념 

젓갈(Park JS 2011) 등의 다양한 가공 식품이 개발되고 

있다. 

홍합의 생리적 기능성의 경우에는 뉴질랜드의 초록입 

홍합(green lipped mussel, Perna canaliculus)에 함유된 

불포화지방산을 중심으로 관절염(McPhee S 등 2007)과 

염증(Treschow AP 등 2007)에 효과가 있음이 일반적으

로 잘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홍합에는 항산화

능과 항고혈압능이 있다고 알려진 DHA와 EPA가 전체 

지질의 각각 12.6%와 21.1%를 차지한다(National Fisheries 

Research Development Institute 2014). 또한 간기능 보호

와 시력회복 기능이 있으며 동맥경화와 고혈압예방 기능

이 있다고 알려진 베타인류의 일종인 글리신 베타인, 프

로린 베타인, 트리고넬린이 각각 1,630 µg/g, 26 µg/g, 83 

µg/g 함유되어 있다(de Zwart FJ 등 2003). 이외에도 홍

합 발효물로부터 ACE 저해능과 항산화능이 우수한 펩티

드가 분리되었다(Je JY 등 2005, Jung WK 등 2005). 국

내 연구로는 홍합 단백질을 가수분해하여 얻은 펩티드의 

항산화, 항암, 항염증에 대한 보고가 있으며(Park PJ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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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근래 홍합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능과 알콜분해효

소에 미치는 영향이 보고되었다(Kim SK 등 2014). 본 논

문에서는 홍합 육수를 기본으로 하여 일반적으로 숙취해소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겨우살이, 냉이, 칡, 콩나물, 헛개나

무를 각각 첨가한 육수를 제조하여 알콜분해효소에 미치

는 영향과 항산화능, 그리고 고혈압과 관련한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ACE)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홍

합 육수를 숙취 해소와 관련한 식품 개발의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된 홍합은 2013년 5월에 채취된 진주담

치로서 껍질이 있는 신선한 상태로 구입하였다(창원시 마

산수협). 겨우살이는 지리산 청정약초(경남 산청군)에서 

구입하였고, 냉이와 콩나물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창원시)

에서 구입하였다. 칡은 지리산공동체(전북 남원시)에서 

판매하는 것을 구입하였으며, 헛개나무는 황금약초농장

(충남 공주시)에서 구입한 헛개나무의 가지 부분을 이용

하였다. 재료 중에서 겨우살이, 칡, 헛개나무는 건조품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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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하

였으며, Hepos(조아제약, 서울)는 시중 약국에서 구입하

였다. 연구에 사용된 그 외 용매 및 시약은 모두 일급 이

상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2. 홍합을 함유한 열수 추출물의 제조

껍질 홍합을 구입 후 수돗물로 껍질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껍질 홍합 1 kg에 2 L의 생수(마신다, (주)동아

오츠카, 서울)를 가하여 껍질이 완전히 벌어질 때까지 가

열하였다. 한편, 겨우살이, 냉이, 칡, 콩나물, 헛개나무는 

깨끗이 씻고 물기를 제거한 후 각각 100 g에 생수 2 L를 

가하여 가열하여 열수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겨우살이, 

칡, 헛개나무의 경우에는 가열 전에 10분정도 덖었다. 홍

합과 겨우살이, 냉이, 칡, 콩나물, 헛개나무를 각각 혼합

하여 열수 추출물을 제조한 경우에는 껍질 홍합 1 kg과 

각각의 혼합 소재 100 g에 생수 2 L를 가하여 가열하였

다. 가열 조건은 3구3열 버너(열량 35,000 kcal/hr, ㈜극동

주공, 인천)에서 5분 가열 한 후 중불에서 20분 동안 가

열하였다. 모든 열수 추출물은 상온에서 2시간 식힌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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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 그 여과액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3. Alcohol dehydrogenase(ADH) 활성 

각 열수 추출물의 ADH 활성에 미치는 영향은 Bergmeyer 

HU(1974)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증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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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ca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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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를 측정하여 대조군에 대한 상대적 활성을 비교하였다. 

음성 대조구는 시료 대신 증류수를 첨가하였고, 양성 대

조구는 2배 희석한 Hepos를 이용하였다. ADH 활성은 반

응 종료 시 흡광도를 대조구의 흡광도에 대한 비율로 나

타내었으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ADH 활성(%)

= (실험구의 최대 흡광도/대조구의 최대 흡광도) × 100

4. Acetaldehyde dehydrogenase(ALDH) 활성

각 열수 추출물의 ALDH 활성에 미치는 영향은 Koivula 

T와 Koivusalo M(1975)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

였다. 즉, 증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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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µ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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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가여 25°C에서 10분간 반

응하여 NADH의 생성을 340 nm에서 흡광도로 측정하였

다. 음성 대조구와 양성 대조구는 ADH 활성 측정과 동

일한 방법을 사용하였다.

5.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은 Jeong SM 등(2004)의 방법을 

이용하여 시료 0.1 mL에 0.041 mM DPPH 용액 0.9 mL

을 가한 후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켜 517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

의 식으로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무처리구의흡광도

시료첨가구의흡광도
×

6. ACE 저해활성 측정

ACE 저해활성 측정은 Cushman DW와 Cheung HS(1971)

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먼저, 50 mM sodium borate 

buffer(pH 8.3) 20 mL에 1 g의 rabbit lung aceton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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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11 hot water extracts on the activity of alcohol

dehydrogenase (ADH). A (mistletoe); B (shepherd's purse); C 

(arrowroot); D (bean sprout); E (oriental raisin); F (blue mussel);

G (blue mussel and mistletoe); H (blue mussel and shepherd's

purse); I (blue mussel and arrowroot); J (blue mussel and bean

sprout); and K (blue mussel and oriental raisin).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p<0.05).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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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한 후, 25 mM HHL 100 µL를 첨가하여 37°C

에서 6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액에 1 M HCl 250 µ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후, ethyl acetate 0.5 mL를 가하

여 30초간 교반하고 원심분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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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조구로서는 추출물 대신 증류수

를 가해 실험하였으며, 양성 대조구로는 captopril(0.5 µ

g/mL)을 사용하였다. ACE 저해활성 효과는 다음 계산식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ACE 저해활성(%)

 
무처리구의흡광도

시료첨가구의흡광도
×

7. 통계처리

모든 분석은 3회 반복으로 이루어졌으며 SPSS 프로그

램(ver. 14, SPSS Academy, Seoul, Korea)을 사용하여 통

계 처리하였다. 각 항목에 따라 평균치±표준오차로 나타

내었고, 각 군의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을 위해 

one-way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였고, 사후 검증은 

Duncan의 다중 검정법을 이용하였다. 각 실험 항목에 대

해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95%(p<0.05) 

수준에서 평가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각 열수 추출물이 알코올 분해효소의 활성에 미치

는 영향

음주 직후에 체내에 흡수되는 알코올의 약 80%는 alcohol 

dehydrogenase(ADH, EC 1.1.1.1)에 의해 acetaldehyde로 

전환되고, 이후 acetaldehyde dehydrogenase(ALDH, EC 

1.2.1.10)에 의해 아세트산으로 산화되어 분해되며, 나머

지 20% 정도의 알코올은 마이크로좀 산화계에 의해 처리

된다(Liber CS 1991). 본 연구에서는 홍합을 함유한 여러 

열수 추출물의 ADH와 ALDH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되는가 여부를 판단하

였다.

Fig. 1에 ADH의 작용에 대한 홍합 추출물들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는데, 음성 대조군으로 추출물 대신 증류

수를 처리하였고, 양성 대조군으로 Hepos를 처리하였다. 

Hepos는 20 mL 기준으로 L-arginine 1.462 g, 구연산 0.588 

g, 베타인 HCl 1.00 g, 베타인 1.00 g이 함유되어 있으며, 

알코올 분해효소 실험에서 양성 대조군으로 널리 이용된

다. 그 결과, 음성 대조군을 ADH 활성의 100%로 계산하였

을 때 2배로 희석한 Hepos를 처리한 경우에는 195.5±0.7%

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소재인 겨우

살이, 냉이, 칡, 콩나물, 헛개나무와 홍합의 열수 추출물

을 첨가한 경우 ADH 활성은 각각 122.7±0.2, 113.5±0.7, 

793.8±6.5, 123.2±0.2, 117.9±1.1, 195.4±4.9%로 나타났다. 

즉, 모든 추출물들은 ADH 활성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칡

은 다른 어떤 소재보다도 ADH 활성을 크게 향상시켰으

며, 홍합의 경우도 양성 대조구인 Hepos를 첨가한 경우와 

비슷할 정도로 ADH 활성을 증가시켰다. 홍합과 다른 소

재들을 혼합한 경우에 대부분 상승효과를 나타내지 못했

다. 즉, 홍합에 겨우살이, 칡, 콩나물, 헛개나무를 각각 혼

합한 경우 ADH 활성은 186.5±3.4, 515.2±8.7, 155.4±1.1, 

182.0±1.1%로 나타났으며, 이는 홍합 단독을 첨가했을 때

의 활성(195.4±4.9%)보다 낮거나 칡 단독을 첨가했을 경

우(793.8±6.5%)보다 낮았다. 그러나, 홍합과 냉이를 혼합

한 경우에는 ADH 활성이 237.4±1.7%로 측정되어 상승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추출물의 ALDH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Fig. 2에 나

타내었다. 증류수만을 첨가한 음성 대조구의 ALDH 활성

을 100%로 할 때, 양성 대조군인 2배 희석한 Hepos를 첨

가한 경우에 138.0±2.0%의 ALDH 활성이 측정되었다. 겨

우살이, 냉이, 칡, 콩나물, 헛개나무와 홍합의 열수 추출

물을 첨가한 경우 ALDH 활성은 각각 95.0±1.7, 90.1±2.8, 

291.6±0.8, 86.1±1.4, 71.7±3.9, 132.9±1.7%로 나타났다. 즉, 

칡 또는 홍합의 추출물만 ALDH 활성을 증가시켰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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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11 hot water extracts on the activity of 

acetaldehyde dehydrogenase (ALDH). A (mistletoe); B (shepherd's

purse); C (arrowroot); D (bean sprout); E (oriental raisin); F (blue

mussel); G (blue mussel and mistletoe); H (blue mussel and 

shepherd's purse); I (blue mussel and arrowroot); J (blue mussel 

and bean sprout); and K (blue mussel and oriental raisin).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p<0.05).

특히 칡은 월등히 우수한 ALDH 활성을 보였다. 홍합과 

다른 소재들을 혼합한 경우에 대부분 상승효과를 나타내

지 못했다. 즉, 홍합에 겨우살이, 칡, 콩나물을 각각 혼합

한 경우 ALDH 활성은 119.4±3.3, 217.6±1.7, 101.5±2.1%

로 나타났으며, 이는 홍합 단독을 첨가했을 때의 활성

(132.9±1.7%)보다 낮거나 칡 단독을 첨가했을 경우(291.6  

±0.8%)보다 낮았다. 그러나, 홍합과 냉이를 혼합한 경우

에는 ALDH 활성이 136.5±2.1%로 홍합 단독보다는 약간 

높게 측정되었으나 유의차(p<0.05)를 보이지는 않았다.

ADH와 ALDH는 NAD+를 조효소로 이용하는 산화환

원효소이다. 홍합에는 아스파르트산과 니아신(NAD
+
의 전구

체) 함량이 각각 677 mg, 3.4 mg/100 g 가식부인데(National 

Fisheries Research Development Institute 2014), 일반적으

로 아스파르트산과 아스파라긴은 체내에서 아스파르트산

-사과산염 순환계에 의해 NAD
+
를 생성하여 ADH의 합성

을 촉진시켜 숙취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Park SC 

1994). 또한, 홍합에는 베타인(betaine) 성분이 163 mg/100 

g으로 매우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는데(de Zwart FJ 등 

2003) 베타인은 콩팥의 삼투압 유지에 기여할 뿐만 아니

라 메틸기 공여체로서 간과 콩팥의 메티오닌 대사에 기

여함으로써 간과 콩팥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raig SAS 2004).

한편, 우리나라 국립농업과학원의 국가표준 식품성분

표(Food Composition Table 2014)에는 콩나물 100 g의 아

스파르트산과 니아신의 함량이 각각 1,102 mg, 0.7 mg이며, 

냉이 100 g의 아스파르트산과 니아신의 함량은 각각 305 

mg, 1.1 mg이다. 칡의 경우에는 함유된 kakkalide(Yamazaki 

T 등 1997) 및 daidzin와 daidzein(Keung WM와 Vallee 

BL 1993)이 알코올 손상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 겨우

살이는 참나무. 밤나무 등에서 기생하는 관목식물로 lectin, 

amyrin, nositol, viscotoxin, viscine, flavonoid, tyramine 등

의 성분을 함유하며, 콜레스테롤 저하, 혈압 강하, 이뇨, 항

균 및 항바이러스 등의 약리적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Han SS 등 1998). 헛개나무에서 분리된 hovenitin 

I과 (+)-ampelopsin은 알코올 분해 및 간 기능 회복에 효

과가 있으며(Yoshikawa M 등 1997), 헛개나무 과병 추출

분말은 2008년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알코올

성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

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인증받았다. Kang BK 등(2002)은 

대조구의 ADH 활성을 0%라고 할 때 콩나물의 수용성 

분획물이 125.75%라고 보고하였다. Kim SM 등(2006)은 

헛개나무 열매의 열수 추출물의 농도가 10, 30, 60, 100%  

(v/v)에서 ADH의 상대적인 활성이 4.4, 14.4, 25.0, 46.6%

로 증가하며, ALDH의 활성은 13.1, 15.9, 29.0, 40.7%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겨우살이, 냉이, 칡, 

콩나물, 헛개나무는 각각 알코올 분해효소의 활성을 향상

시키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재료들이며, 실제로 각각의 

추출물들은 모두 ADH의 활성을 증진시켰으나, ALDH 

활성의 경우에는 칡 추출물만이 향상시켰다. 그러나, 홍

합과 이들 소재를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냉이의 경우만이 

유의적으로(p<0.05) ADH를 상승시키고 ALDH 활성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가장 긍정적인 조합임을 알 수 있었다. 

냉이 이외의 소재들과 홍합을 혼합하였을 경우에는 시너

지 효과를 보기 어려웠는데, 추출물 성분 간의 상승효과 

및 간섭효과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DPPH 라디칼 소거능

각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DPPH 라디칼 소거능으로 분

석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양성 대조구인 ascorbic acid

는 20 µg/mL 농도에서 48.6±1.2%의 소거능을 나타내었

다. 겨우살이, 냉이, 칡, 콩나물, 헛개나무, 홍합의 열수 

추출물을 단독으로 첨가한 경우 DPPH 라디칼 소거능은 

각각 28.7±0.7, 43.9±2.9, 69.5±0.3, 21.8±1.0, 70.1±0.8, 

50.2±1.1%로 나타났다. 한편, 홍합에 겨우살이, 냉이, 칡, 

콩나물, 헛개나무를 각각 혼합한 경우 DPPH 라디칼 소거

능은 80.9±1.2, 93.9±0.1, 92.9±0.2, 42.6±0.6, 70.3±0.7%로 

나타났다. 이를 홍합 또는 소재 단독을 첨가했을 때의 활

성과 비교해 보면 홍합에 콩나물을 첨가한 경우만이 상

승효과가 없었으며 나머지 경우에는 모두 상승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홍합과 냉이를 혼합한 경우에 

가장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측정되었다.

겨우살이 1 g을 50 mL의 에탄올로 추출하였을 때 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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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11 hot water 

extracts. A (mistletoe); B (shepherd's purse); C (arrowroot); D 

(bean sprout); E (oriental raisin); F (blue mussel); G (blue mussel 

and mistletoe); H (blue mussel and shepherd's purse); I (blue 

mussel and arrowroot); J (blue mussel and bean sprout); and 

K (blue mussel and oriental raisin).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p<0.05).

Fig. 4. ACE inhibitory activity of 11 hot water extracts. A 

(mistletoe); B (shepherd's purse); C (arrowroot); D (bean sprout);

E (oriental raisin); F (blue mussel); G (blue mussel and mistletoe);

H (blue mussel and shepherd's purse); I (blue mussel and 

arrowroot); J (blue mussel and bean sprout); and K (blue mussel

and oriental raisin). Values not sharing the same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p<0.05).

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이며(Lee HJ 등 2010), 냉이

에는 kaempferol-3-O-rutinoside와 quercetin-6-C-glucoside 

등의 flavonoid를 다량 함유하며 DPPH 라디칼 소거능에 

대한 메탄올 추출물의 EC50은 1041.49 µg/mL이라 보고된 

바 있다(Grosso C 등 2011). 칡과 헛개나무의 DPPH 라디

칼 소거능에 대한 70% 에탄올 추출물의 IC50은 126.91 

µg/mL, 24.87 µg/mL로 보고되었으며(Joo SY 2013), 콩나

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에 대한 EC50은 0.339 g fresh 

weight/mL H2O라 보고되었다(Park CH 등 2014). 본 연구

에 사용된 것과 같은 홍합의 물 추출물도 농도 의존적으

로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였으며, 10 mg/mL 농

도에서 30.81%의 소거능을 나타내었다(Kim SK 등 2014).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소재들은 이상과 같이 DPPH 라

디칼 소거능을 보였지만, 홍합과 각각 혼합하였을 경우에

는 상승효과가 서로 다른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홍합

과 냉이를 혼합하여 추출한 경우에 DPPH 라디칼 소거능

이 유의적으로(p<0.05)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들 성분 간

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 ACE 저해활성

ACE는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되는 Angiotensin II를 

Angiotensin I으로부터 전환하는 효소로서, ACE 활성을 

저해하는 것은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지표로 널리 이용

되고 있다(Iroyukifujita H 등 2000). 각 추출물의 ACE 저

해능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양성 대조구인 captopril은 

0.5 µg/mL 농도에서 85.2±6.8%의 저해능을 유발하였다. 

겨우살이, 냉이, 칡, 콩나물, 헛개나무, 홍합의 열수 추출

물을 단독으로 첨가한 경우 ACE 저해능은 각각 16.7±0.5, 

12.7±1.0, 17.6±1.2, 34.4±1.7, 14.1±1.0, 23.4±0.1%로 나타

났다. 한편, 홍합에 겨우살이, 냉이, 칡, 콩나물, 헛개나무

를 각각 혼합한 경우 ACE 저해능은 35.9±1.6, 42.7±1.6, 

29.4±1.8, 31.7±1.2, 26.6±0.5%로 나타났다. 이를 홍합 또

는 소재 단독을 첨가했을 때의 활성과 비교해 보면 홍합

에 콩나물을 첨가한 경우만이 상승효과가 없었으며 나머

지 경우에는 모두 상승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홍합과 냉이를 혼합한 경우에 유의적으로(p<0.05) 가

장 높은 ACE 저해능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소재에 대한 연구로서, 겨우살이속의 

Viscum triflorum의 ACE 저해능이 기생하는 숙주 식물에 

의존하며(Anne A 등 2011), 냉이의 70% 에탄올 추출물 

0.1 mg/mL 농도에서 23.3%의 ACE 저해능을 나타내고

(Ivanov SA 등 2013), 헛개나무 물 추출물 500 µg/mL 농

도에서 13.5%의 ACE 저해능을 보이다는(Lee SE 등 

2004) 보고가 있었다. 칡의 puerarin 성분이 ACE의 mRNA 

발현에 영향을 미치다는(Ye XY 등 2008) 보고가 있으며, 

콩나물의 ACE 저해능에 관한 자료는 찾기 어려웠으나 콩

의 페놀 추출물이 ACE 저해능을 보인다는 자료(Ademiluyi 

AO와 Oboh G 2013)가 있었다. 홍합 열수 추출물은 30 

mg/mL 농도에서 28.99%의 저해능을 나타내었다(Kim SK 

등 2014). 홍합과 다른 소재와의 혼합에 의한 ACE 저해

능 결과는 콩나물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알코올 분해효소와 DPPH 라디칼 소거능

과는 다른 경향이었다. 이는 각 생리활성에 관여하는 성

분들이 서로 다름을 의미한다. 냉이의 경우에는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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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항목에서 홍합과 상승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앞으로 

이를 혼합한 식품 소재의 개발이 기대된다.

IV. 요 약

홍합을 함유한 숙취 해소용 식품 개발의 근거를 확보

하기 위하여 12종류의 열수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 A(겨

우살이); B(냉이); C(칡); D(콩나물); E(헛개나무); F(홍

합); G(홍합과 겨우살이); H(홍합과 냉이); I(홍합과 칡); J

(홍합과 콩나물); K(홍합과 헛개나무). C 추출물이 alcohol 

dehydrogenase(ADH)와 acetaldehyde dehydrogenase(ALDH)

의 활성을 가장 크게 증가시켰으나, 홍합과 혼합한 경우

에는 상승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칡을 함유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H 추출물이 높은 ADH(237.4±1.7%)와 ALDH(136.5 

±2.1%) 활성을 보였다. 또한, H 추출물은 가장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93.9±0.1%)과 안지오텐신 전환효소(ACE) 

저해능(42.7±1.6%)을 나타내었다. 홍합과 냉이를 혼합한 

경우에는 alcohol dehydrogenase 활성과 ACE 저해능이 

상승되는 시너지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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