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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changes in triglyceride and cholesterol synthesis and tyrosinase activity in-
duced by ice plant (Mesembryanthemum crystallinum L.) extract, which cannot be stored for long peri-
ods of time due to its high moisture content when it was fermented to improve its storage stability. 
The accumulation of triglyceride and cholesterol in HepG2 cells inhibited the accumulation with a rel-
atively large magnitude in n-butanol and aqueous fractions that generally have high polarity, how-
ever, changes in inhibition potency due to the fermentation were not significant. As for the effect to 
inhibit tyrosinase activity, when L-tyrosine was used as a substrate, the inhibitory activity was the 
highest for the aqueous fraction at 60.58±4.03% and 63.35±4.35%, before and after fermentation, re-
spectively, which amounted to 72% of that of the positive control group (arbutin, 100 μg/ml). In addi-
tion, when L-3,4-dihydroxyphenylalanine (L-DOPA) was used as a substrate, the inhibitory activity 
was also found the highest for the aqueous fraction at 56.85±1.57% and 59.38±1.74%, before and after 
fermentation, respectively, which amounted to at least 88% of that in the positive control (kojic acid, 
100 μg/ml). Overall, the activity of the fermented ice plant extract was similar or a little higher com-
pared to that of the one without fermentation, indicating that fermentation can be a good approach 
to improve the storage stability of the ice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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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위생의식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인간의 평균수명은 크게 

늘어났으나, 인스턴트 가공식품의 소비증대와 육식을 많이 섭

취하는 서구형의 식생활 패턴으로 인해 대사성 질환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16]. 이러한 대사성 질환은 심장병이

나 뇌졸중의 발생 위험을 증가시키며, 당뇨 및 고혈압을 유발

하여 사망 위험을 증가시킨다[6, 25]. 고지혈증(hyperlipider-

mia)은 대사성 질환의 주요 유발요인 중의 하나이며 지방질의 

과잉섭취, 저밀도 지단백(low density lipoprotein, LDL)의 증

가, 고밀도 지단백(high density lipoprotein, HDL)의 감소, 또

는 지방의 생화학적 대사 이상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하여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지질 등의 혈중 농도

가 높은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한다[18].

Melanin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하지만, 기미, 주근깨 등의 형태로 생성되어 피부에 침착된 

melanin은 피부암과 같은 질병과 주름 발생으로 인한 노화의 

원인이 된다[3, 22]. 또한 페놀성 화합물을 함유한 과채류와 이

를 이용하여 만든 음료의 효소적 갈변화로 생성된 melanin은 

상품의 가치 하락과 영양학적인 손실을 가져오기도 한다[11]. 

Melanin의 생성은 tyrosinase에 의해서 tyrosine이 L-3,4-dihy-

droxyphenylalanine (L-DOPA)으로 전환되고, 이어서 L-DOPA

가 L-DOPA quinone으로 산화되는 과정 등을 거쳐서 생합성

된다. Tyrosine이 L-DOPA로 대사되는 가역적인 산화반응과

정이 melanin 합성의 초기속도결정 단계이며, tyrosinase 이외

에도 tyrosinase related protein-1 (TRP-1), TRP-2와 dop-

achrome tautomerase (DCT) 등이 melanin 생성에 관여한다

고 알려져 있다[21, 23]. 최근에는 식용으로 이용되는 작물의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천연물 유래

의 cholesterol 합성억제제[14] 및 tyrosinase 활성억제제 개발

[4, 7, 23]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아이스플랜트(Mesembryanthemum crystallinum L.)는 일본

에서 성인병 예방에 탁월한 고기능성 식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도 최근에 기능성 작물로 각광받고 있다[1, 9, 10, 20]. 

아이스플랜트는 번행초과(Aizoaceae) 솔잎채송화속의 1년생 

초목으로 이노시톨류, 베타카로틴과 같은 인체에 유용한 성분

과 각종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으며, 항산화, 혈당저하, 항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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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9, 10, 15, 20]. 아이스플랜트의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우

리나라에서도 다량 재배하는 농가가 늘고 있으며 소비량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스플랜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지만, 생화학적 성분 및 항산화활성 연구

[10],  고혈압과 비만에 대한 효능 연구와 지방생성 예방 및 

지방분해력의 증가 등의 일부 보고가 있다[9, 12]. 그러나 발효 

아이스플랜트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는 항산화활성, 항당뇨 

및 간보호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을 뿐이다[20]. 한편 아이스플

랜트는 채소와 유사하여 수분함량이 높아 장기간 보관이 어려

운 문제점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발효하

여 저장성을 높이려고 하였으며, 발효에 의한 생리활성의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출용매에 따른 콜레스테롤의 합성억

제와 tyrosinase 저해 활성을 조사하였고 발효 아이스플랜트

의 생리활성 효과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기능성 식품 소재로

의 우수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시약

Dubel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fetal bovine serum (FBS)은 Welgene 

Inc. (Daegu, Korea)에서 구입하였다. Dimethylsulfoxide (DMSO), 

trimethyl silylimidazole (TMSI), pyridine, L-tyrosine, ty-

rosinase, L-3,4-dihydroxyphenylalanine (L-DOPA), arbutin, 

kojic acid 및 (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

lium bromide (MTT)는 Sigma-Aldrich사(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기타 유기용매는 Tokyo chem-

ical company (Chuo-ku, Tokyo, Japan)에서 구입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아이스플랜트는 송이애농장(Sacheon, Korea)

으로부터 구입하였으며, human liver hepatocellular carcino-

ma cell line (HepG2)는 한국세포주 은행에서 분양받아 사용

하였다. 또한 중성지방 측정 키트(AM101-L, Asan Pham. Co., 

Ltd., Hwaseong, Korea)와 콜레스테롤 정량 키트(cholesterol 

/ cholesterol ester quantitation kit, BioVision, Mountain 

View, CA, USA)를 사용하였다.

아이스 랜트의 발효  시료의 조제

아이스플랜트 1 kg에 대하여 5% 소금물 3 l를 가하여 10시

간 침지하였다. 이후 시료를 건져내어 표면에 묻은 소금기를 

증류수로 가볍게 헹구었으며 15±1℃에서 두면서 4일간 발효

시켰다. 발효기간은 전편의 연구결과에 따라 적정 발효기간을 

결정하였다[20]. 발효 후에 식품건조기(LD-918TH, L'EQUIP, 

Seoul, Korea)로서 건조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료는 발효

하지 않은 아이스플랜트를 그대로 건조한 것을 IP, 발효 후 

건조한 아이스플랜트를 IPF라고 하였으며, 발효 전 후의 건조

한 아이스플랜트 시료분말 20 g에 각각 300 ml의 methanol을 

가하여 5시간 실온에 방치하여 3회 반복추출하고 여과농축하

여 methanol 추출물을 조제하였다. 이 methanol 추출물을 물

로서 현탁하고 n-hexane, chloroform, ethylacetate, n-butanol

의 순으로 극성을 높여가며 순차적으로 용매분획하였다. 최종

적으로 남은 부분을 aqueous 분획으로 하였다. 분획된 각각의 

시료는 용매를 제거하고 DMSO에 재용해하여 콜레스테롤 합

성 및 tyrosinase 활성억제 등의 생리활성 실험에 사용하였다.

Organic acid 분석

유기산의 분석을 위하여 발효 전 후의 아이스플랜트 건조시

료 분말에 0.1% phosphoric acid 용액을 가하고 30℃에서 2시

간 방치하고 여과하여 추출한 후에 0.2 μm membrane filter 

(SmartPor-Ⅱ Syringe filter, Woongki science, Seoul, Korea)

로서 여과하였다. 유기산 함량은 HPLC (Agilent 1260 series, 

Agilent Co., Santa Clara, CA, USA)로 분석하였다. Analytical 

column은 Supercogel C-610H column (7.8×300 mm, Supelco, 

Bellefonte, PA, USA), column 온도는 30℃, mobile phase는 

0.1% phosphoric acid이었고, flow rate 0.5 ml/min, injection 

volume 10 μl이었다. 분리된 유기산은 UV 210 nm에서 검출하

였다. 한편 농도별로 분석한 유기산 표준물질은 농도에 따른 

peak의 면적으로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각각의 유기산을 정량

하는데 적용하였다[20].

Cyclitols 분석

발효 전 후의 아이스플랜트 건조시료 분말에 1 g에 40 ml의 

추출용매(water : ethanol = 1 : 1, v/v)를 가하고 100℃의 wa-

ter bath에서 1시간 가열하여 cyclitol 화합물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원심분리(4,000 rpm, 20 min)하여 cyclitol 화합물이 용

출된 상등액을 취한 후 vacuum concentrator (MAXI dry lyo, 

Heto-Holten, Gydevang, Denmark)로 추출용액을 완전히 제

거하였다. 이어서 시료에 TMSI : pyridine mixture (1:1, v/v) 

200 μl를 가하고 heating block (70℃, 30 min)에서 유도체화 

반응을 진행한 후, gas chromatograph로서 분석하였다[2]. 즉 

HP-5 capillary column (0.32 mm i.d.×30 m, 0.25 μm film 

thickness, J&W Scientific, Folsom, CA, USA)과 불꽃이온화검

출기(FID)가 장착된 gas chromatograph (Model 6890, Agilent 

Technologies, Palo Alto, CA, USA)를 사용하였고, injector 및 

detector의 온도는 각각 280과 300℃로 설정하였으며, column 

oven의 온도는 150℃에서 7.5℃/min으로 하여 300℃까지 상

승시켰다. Carrier gas는 He, flow rate는 1 ml/min, split ratio

는 1:50, 시료의 주입량은 1 μl로 하였다[20].

세포(HepG2)의 배양 

Cholesterol의 합성능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HepG2 세포를 한국세포주 은행에서 분양받아 실험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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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traction yield of Mesembryanthemum crystallinum L. 

by solvent fractionation

Samples
Extraction yield (mg)

IP1) IPF2)

n-Hexane fraction

Chloroform fraction

Ethylacetate fraction

n-Butanol fraction

Aqueous fraction

 92.2

146.1

209.7

382.0

440.3

105.0

127.7

199.8

354.0

391.2
1)Ice plant, 2)Fermented ice plant.

였다. HepG2 세포의 배양은 10% FBS와 1% P/S가 첨가된 

DMEM에 배양하였다. 배양된 HepG2 세포가 80% 정도 배양

플라스크 바닥에 유착되었을 때 PBS로 세척한 후 0.5% tryp-

sin-EDTA를 처리하여 CO2 incubator (37℃, 5% CO2)에서 정

치하여 세포를 떼어내어 1,000 rpm에서 3분 동안 원심분리하

여 모은 세포를 8×104 cell/well이 되도록 희석하여 T-75 flask

에 분주하여 2일 간격으로 계대배양하였다[14, 19].

세포독성실험(MTT assay)

발효 전 후의 아이스플랜트 용매분획추출물에 의한 HepG2 

세포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9]. 즉 세포를 24-well plate에 2×104 cells/well로 분주하여 

10% FBS가 포함된 DMEM을 넣어 24시간 동안 안정화시킨 

후,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5% CO2, 37℃에서 다시 24시간 

배양하였다. 이어서 배지를 제거하고 5 mg/ml 농도의 MTT 

solution 200 μl를 각각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배양한 후에 용액

을 제거하고 PBS로 세척한 후, DMSO 1 ml를 가하여 생성된 

formazan 결정을 용해하여 540 nm의 microplate reader (EL 

800, BioTek, Winooski, PA, USA)로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ell viability (%)＝[1－(A－B)/A] ×100 

A: 음성대조구의 흡광도,  B: 시료처리구의 흡광도

세포 내 성지방 함량 측정

HepG2 세포를 24 well plate에 3×105 cell/ml로 분주하여 

24시간 배양 한 것에 발효 전 후의 아이스플랜트 용매분획추

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처리 24시간 후 배양액과 세포

를 균질화 한 다음 Folch법[5]에 따라 세포 균질물에 methanol

과 chloroform 혼합액을 가하여 지방성분을 추출하였으며, 지

방추출물은 isopropanol에 희석하여 -80℃에 보관하였다. 총 

중성지방은 중성지방 측정 키트(AM101-L)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세포 내 Cholesterol 함량 측정

HepG2 세포를 24 well plate에 3×105 cell/ml로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것에 발효 전 후의 아이스플랜트 용매분획추출

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처리 24시간 후 세포배양액을 vac-

uum concentrator를 사용하여 건조시켰다. 총 콜레스테롤의 

함량의 측정은 콜레스테롤 정량 키트(BioVision, Mountain 

View, CA, USA)를 사용하였다[14]. 즉 건조된 세포배양체에  

콜레스테롤 정량 시약 반응액을 섞은 후 빛을 차단하고 37℃

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여 530/590 nm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Cholesterol 합성 저해율(%) = [(대조군 흡광도-시료첨가군 

흡광도)/대조군 흡광도] ×100

Tyrosinase 활성억제효과  

발효 전 후의 아이스플랜트 용매분획추출물의 melanin 합

성 저해능을 평가하기 위해 L-tyrosine과 L-DOPA를 기질로 

사용하여 490 nm에서 dopachrome의 형성을 확인하는 방법

으로 tyrosinase의 활성 저해능을 측정하였다[17]. 우선 기질로

서 L-tyrosine을 사용할 경우에는 1.66 mM L-tyrosine 용액 

50 μl과 500 μg/ml의 아이스플랜트 용매분획추출물 50 μl에 

tyrosinase (200 unit/ml) 50 μ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30분 동

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효소

활성 저해는 시료용액의 첨가구의 무첨가구에 대한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아이스플랜트 용매추출물은 천연물인 혼합추출물이므로 

양성대조군에 비하여 높은 농도인 500 μg/ml의 농도로 사용

하였다. 한편 L-DOPA를 기질로 사용할 경우에는 아이스플랜

트 용매분획추출물 50 μl와 8.3 mM의 L-DOPA 용액 120 μl의 

혼합액에 40 μl의 tyrosinase (125 unit/ml)를 첨가하여 상온에

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동일한 방법으로 효소활성 

저해능을 측정하였다. 한편 L-tyrosine을 기질로 사용하였을 

때는 arbutin (100 μg/ml)을, L-DOPA를 기질로 사용했을 때

는 kojic acid (100 μg/ml)을 양성대조구로 이용하였다. L-ty-

rosine과 L-DOPA산화를 일으키는 tyrosinase의 활성저해능

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나타내었다.

효소활성 저해(%)= (1 - 시료첨가군 흡광도/무첨가군 흡광

도) ×100

통계처리

모든 분석자료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실험결

과는 SPSS (SPSS inc, Chicago IL, USA) program Ver. 21.0을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통계처리하였고, Duncan's multi-

ple range test로 시료 간의 유의차를 검정하였다.

결과  고찰

추출수율

발효 전 후의 아이스플랜트 건조시료 분말 20 g으로부터 

각각 7.88%과 7.41%의 methanol 추출물을 얻었다.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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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yclitol compounds compositions of Mesembryanthe-

mum crystallinum L.

Cyclitol 

compounds

Contents of cyclitol compounds 

(mg/g)

IP IPF

D-pinitol

myo-inositol

D-chiro-inositol

 6.670±0.1871)A2)a3)

 0.653±0.022Cb

 3.848±0.216Bb

 5.541±0.088Ab

 0.689±0.013Ca

 4.945±0.098Ba

Total 11.261±0.382 11.176±0.155
1)The values represent the mean ± SD (n=3).
2)Different capital letters within a sam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Different small letters within a same component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2. Organic acid compositions of Mesembryanthemum crys-

tallinum L.

Organic acids
Organic acid contents (mg/g)

IP IPF

Oxalic acid

Citric acid

Malic acid

Ascorbic acid 

Lactic acid

Acetic acid 

1.84±0.281)B2)

 nd3)

nd

10.16±0.21
A 

nd

nd 

 0.82±0.05E 

 0.83±0.20DE 

 6.49±0.63
C 

12.43±0.29
B 

23.67±3.74A 

 1.39±0.47
D

Total 12.00±0.49 45.63±5.83
1)The values represent the mean ± SD (n=3).
2)Different capital letters within a sam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No detected.

methanol 추출물에 대한 용매분획을 실시하여 얻은 분획별 

추출수율은 Table 1과 같이 용매의 극성이 높을수록 많았다. 

각 분획별 추출물의 수율은 발효 전 후의 aqueous 분획에서 

각각 440.3 mg과 391.2 mg으로 가장 많은 추출물을 얻었으며, 

n-hexane 분획에서 92.2 mg과 105 mg으로 가장 적은 추출물

을 얻었다. 

Organic acid 함량

아이스플랜트의 발효 진행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효과

정 중에 생성된 유기산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Table 2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발효 전의 아이스플랜트에서는 oxalic acid와 as-

corbic acid만 각각 1.84±0.28와 10.16±0.21 mg/g이 검출되었

으나, 4일간 발효 후에 새로 생성된 유기산은 lactic acid가 

23.672±3.74 mg/g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malic acid, 

acetic acid citric acid의 순이었다. 한편 ascorbic acid는 발효 

후에 약간 증가하였으나 oxalic acid는 1.84±0.28 mg/g에서 

0.824±0.45 mg/g으로 오히려 약간 감소하였다. Nam 등[20]의 

연구에 의하면 아이스플랜트 발효 중에 조사한 6종의 유기산

이 모두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Yoon 등[24]은 현미

식초의 발효과정에서 유기산의 생성에서 oxalic acid와 malic 

acid는 발효초기에 약간 늘어났다가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발효에 관여한 미

생물과 온도 습도 등의 발효조건이 약간 상이하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되며 대부분의 유기산이 증가하는 경향은 일치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oxalic acid를 제외한 5종의 유기산이 크게 

증가하여 발효가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Cyclitols 함량

Table 3에는 발효 전후의 아이스플랜트로부터 cyclitol 화합

물들의 함량변화를 나타내었다. D-pinitol을 비롯한 myo-in-

ositol, D-chiro-inositol은 아이스플랜트의 항산화 및 항당뇨효

과를 나타내는 유효성분으로 알려져 있다[15, 20]. 발효기간 

중 D-pinitol은 발효 전 6.670±0.187 mg/g이었으나 발효 후에

는 5.541±0.088 mg/g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그러나 myo- in-

ositol과 D-chiro-inositol은 각각 발효 전 0.653±0.022 mg/g와 

3.848±0.216 mg/g에서 발효 후에 0.689±0.013 mg/g과 

4.945±0.098 mg/g으로 약간 증가하였다. 이는 Nam 등이 보고

한 내용과 일치하였으며, D-pinitol에 결합되어 있는 methyl기

가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가수분해되어 주로 D-chiro-inositol

로, 일부는 myo-inositol로 전환된 것으로 이해하였다[20]. 그

러나 전체 cyclitol 화합물의 함량은 발효 전과 후에 각각 

11.261±0.382 mg/g과 11.176±0.155 mg/g으로 큰 변화가 없었

다. 따라서 발효에 의한 아이스플랜트의 생화학적 활성은 차

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세포생존율 측정

HepG2 세포에 대한 발효 전과 후의 아이스플랜트 용매분

획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후, 24시간 배양한 다음 MTT as-

say로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았다. 즉 추출

물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의 생존율을 100%로 하였을 때, 

농도별 추출물을 처리한 모든 군에서 80% 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200 μg/ml 이하의 농도로 처리한 군에서는 모

든 용매분획물에서 90% 이상 생존하였다. 따라서 아이스플랜

트 용매분획추출물은 HepG2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이 거의 

없음을 인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효과는 200 μg/ml 이하로 처리농도를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세포 내 성지방 함량 측정

발효 전 후의 아이스플랜트 용매분획추출물을 HepG2 세포

에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경우, 세포 내 축적된 중성지방의 정

도를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한 정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세포 내 중성지방의 함량은 대조

구에 비하여 시료를 처리한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폭이 큰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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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ell viabilities of solvent fractions from Mesembryanthemum crystallinum L. against HepG2 by MTT assay

Treated conc. 

(μ g/ml)

Cell viabilities (%)

IP-H1) IP-C2) IP-E3) IP-B4) IP-W5) IPF-H IPF-C IPF-E IPF-B IPF-W

10 
99.33 

±0.61
6)Aa

 

98.70 

±0.39
A7)b8)

 

99.16 

±0.71
Aa

 

99.51 

±0.82
Aa

99.98 

±0.01
Aa

 

99.98 

±0.87
Aa

 

99.28 

±0.55
Ab

 

99.75

±0.49
Aa

 

99.98 

±0.44
Aa

 

99.67 

±0.21
Aa 

50 
98.15 

±0.60
Bb

 

98.82 

±0.97
Ab

 

98.67 

±0.43
ABb

 

98.68 

±0.86
Bb

 

98.93 

±0.24
Bb

 

99.32 

±0.38
Aa

 

96.90 

±1.06
Cd

 

98.38 

±0.33
Bb

 

98.20 

±1.20
Bb

 

97.83 

±1.25
Bbc 

100 
96.01 

±1.12
Cbc

 

96.42 

±1.29
Bbc

 

98.83 

±1.96
ABa

 

97.25 

±0.90
BCb

 

97.24 

±0.49
BCb

 

97.42 

±0.56
BCab

 

97.48 

±1.39
BCb 

97.38 

±0.22
Cb

 

97.43 

±0.50
BCb

 

97.43 

±0.60
Bb 

200 
93.71 

±1.02
Dd

 

94.45 

±1.03
Ccd

 

95.47 

±1.93
Cab

 

95.96 

±1.07
Cab

 

95.64 

±0.71 
Dab

96.56 

±1.46
Ca

92.87 

±3.78
De

 

95.02 

±0.29
Dbc

 

94.82 

±1.52
Dcd

94.24 

±1.77
CDcd

 

500 
86.47 

±1.94
Ee 

86.20 

±1.85
De 

84.27 

±1.87
Df

84.27 

±1.87
Df

 

94.52 

±1.03
DEa

89.74 

±2.19
Dcd

 

92.71 

±3.82
Dabc

 

92.33 

±0.17
Eb

91.59 

±0.96
Ec 

92.21 

±1.83
Dabc

 
1-5)n-Hexane, chloroform, ethylacetate, n-butanol and water fraction
6)The values represent the mean ± SD (n=3).
7)Different capital letters within a sam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8)Different small letters within a same compon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Fig. 1. Inhibition of triglyceride synthesis of solvent fractions from Mesembryanthemum crystallinum L. against HepG2 cell. Each 

bar represent the mean ± SD (n=3). Mean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A-D) within a same sample and different small 

letters (a-g) within a sam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스플랜트의 발효 전 후의 세포 내 

중성지방의 감소율은 각각 3.04±1.70~35.73±5.06% 5.13±0.90~ 

53.32±1.79% 정도로서 발효 후의 시료를 처리하였을 경우에 

중성지방의 축적을 저해하는 효과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전

체적으로 분획 추출한 시료의 용매가 극성이 높을수록 대체로 

큰 폭의 중성지방 축적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시료를 

처리농도가 50 μg/ml 이상에서는 분획한 용매에 따라서는 친

유성이 큰 용매인 n-hexane, chloroform 및 ethylacetate 분획

에서는 발효 전 후에 각각 5.32±0.86~8.14±0.73 %과 8.40±1.18 

~12.57±0.98%로서 중성지방의 축적을 저해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친수성이 큰 용매인 n-butanol과 aqueous 분획에서

는 발효 전 후에 각각 25.93±1.47~35.73±5.06%과 26.26±2.07~ 

53.32±1.79%로서 비교적 큰 폭의 중성지방의 축적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스플랜트에 함유된 중성지방의 축

적을 억제하는 유효성분은 극성이 큰 수용성에 가까운 물질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한편 Lee 등[13]은 발효 전과 후의 

defatted soybean grits (DSG)에서도 극성이 큰 물추출물에서 

항혈전활성을 보였고, 발효 전보다 발효 후에 항혈전 개선효

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Jung 등[8]은 다양한 

조리방법을 가정한 생마늘, 구운 마늘 및 동결건조 마늘 등의 

물추출물이 HepG2 세포 내 중성지방의 축적을 유의적으로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Kang 등[10]은 아이스플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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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hibition of choresterol synthesis of solvent fractions from Mesembryanthemum crystallinum L. against HepG2 cell. Each bar 

represent the mean ± SD (n=3). Mean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A-D) within a same sample and different small letters 

(a-g) within a sam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추출물의 항산화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chloroform과 ethyl-

acetate 분획에서 가장 높게 났으나, α-glucosidase 및 α-amy-

lase 저해활성은 거의 모든 분획에서 활성이 나타났다고 보고

하였다. 그러나 아이스플랜트의 용매분획추출물에 대한 중성

지방의 축적억제과 관련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서 직접 비

교하기는 어려웠다.

Cholesterol 합성 억제 효과

발효 전 후의 아이스플랜트 용매분획추출물의 콜레스테롤 

합성억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HepG2 세포를 이용하여 

MTT assay에 의한 세포생존율이 90% 이상인 농도 200 μg/ml 

이하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발효 전 후의 아이스플랜트 용매

분획추출물을 HepG2 세포에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경우, 세포 

내 축적된 콜레스테롤의 정도를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

에 비하여 감소한 정도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세포 

내 콜레스테롤의 함량은 대조구에 비하여 시료를 처리한 농도

에 비례하여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아이스플랜트의 발효 

전 후의 세포 내 콜레스테롤의 감소율은 각각 4.02±1.50~56.34 

±5.55%와 6.56±1.46~64.52±5.50% 정도로서 발효 후의 시료를 

처리하였을 경우에 콜레스테롤의 합성 저해효과가 다소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분획 추출한 시료의 용매가 극성이 높

을수록 대체로 큰 폭의 콜레스테롤 합성억제효과를 나타내었

다. 특히 시료를 처리농도가 100 μg/ml 이상에서는 분획한 

용매에 따라서는 친유성이 큰 용매인 n-hexane, chloroform 

및 ethylacetate 분획에서는 발효 전 후에 각각 8.15±0.60 

~9.16±0.71%와 9.81±1.26~12.96±0.97%로서 콜레스테롤의 합

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친수성이 큰 용매인 n- 

butanol과 aqueous 분획에서는 발효 전 후에 각각 28.68±0.86 

~56.34±5.55%와 28.32±2.87~64.52±5.50%로서 비교적 큰 폭의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이스플

랜트에 함유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억제하는 유효성분은 극

성이 큰 수용성에 가까운 물질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이스플랜트의 용매분획추출물에 대한 콜레스테롤

의 합성억제와 관련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어서 직접 비교하

기는 어려웠다. 한편 발효 전과 후의 DSG에서도 극성이 큰 

물추출물에서 콜레스테롤 생합성 억제능을 보였고, 발효 전보

다 발효 후에 콜레스테롤 개선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

다[13]. 또한 Jung 등[8]은 다양한 조리방법을 가정한 생마늘, 

구운 마늘 및 동결건조 마늘 등의 물추출물이 HepG2 세포 

내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콜레스테

롤 합성의 제한효소인 HMG-CoA reductase의 발현량도 감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Kang 등[10]은 아이스플랜트 추

출물의 항산화효과 및 항당뇨효과에 대한 연구에서는 모든 

분획에서 활성이 나타났으나 chloroform과 ethylacetate 분획

에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Tyrosinase 활성억제효과 

Tyrosinase는 melanin합성초기에 관여하는 중요한 효소이

다. 즉 산화적 hydroxylation 반응을 통해 기질인 L-tyrosine을 

L-DOPA로 변환시키고, L-DOPA를 L-DOPA quinone으로 산

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본 연구에서는 아이스플랜

트 용매분획추출물에 존재하는 생리활성물질의 피부미백효

능을 평가해보기 위하여 기질인 L-tyrosine과 L-DOPA를 이용

하여 tyrosinase의 가역적 산화반응에 대한 활성억제효과를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평가해보고자 하였다. 아이스플랜트의 

용매분획추출물은 모두 500 μg/ml의 농도에서 측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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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hibition effects of solvent fractions from Mesembryanthemum crystallinum L. on tyrosinase for L-tyrosine as substrate. The 

concentrations of each solvent fractions were used at 500 μg/ml. Arbutin as positive control were used at 100 μg/ml for 

L-tyrosine as substrates of tyrosinase.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 SD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i) on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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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hibition effects of solvent fractions from Mesembryanthemum crystallinum L. on tyrosinase for L-DOPA as substrate. The 

concentrations of each solvent fractions were used at 500 μg/ml. Kojic acid as positive control were used at 100 μg/ml 

for L-DOPA as substrates of tyrosinase.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 SD (n=3).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i) on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L-tyrosine에 대한 tyrosinase의 저해활성은 전반적으로 발효 

후에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대체로 극성이 가장 높은 물 

분획에서는 발효 전 후에 각각 60.58±4.03과 63.35±4.35%로 

가장 높게 저해하였으며,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100 μg/ml

의 arbutin (83.72±2.87%)에 비하여 72% 이상의 저해활성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n-butanol (40.08±4.96%와 45,52±0.77%) 

분획에서 높았다. 그러나 극성이 비교적 낮은 용매의 분획에

서는 1.26±0.84~20.87±3.18%로서 비교적 낮은 활성을 보였으

며, chloroform ＞ ethylacetate ＞ n-hexane 추출물의 순이었다

(Fig. 3). 이와 같은 결과는 Cho 등[4]의 야관문의 chloroform 

분획과 물분획에서 각각 47.4%와 47.2%의 tyrosinase 활성억

제효과를 나타내었고, n-hexane 분획에서는 오히려 활성을 증

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ee 등[7]은 상백피의 열수추출

물과 ethanol 추출물이 각각 79.7%와 93.3%의 tyrosinase 활성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는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대체로 용매의 극성이 큰 물분획에

서 큰 효과가 나타난 것은 tyrosinase 활성억제 유효성분이 

물분획층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모든 용

매분획추출물을 500 μg/ml의 농도에서 L-DOPA에 대한 ty-

rosinase의 저해활성도 발효 후에 약간 높게 나타났다. 즉 

L-DOPA에 대해서도 극성이 가장 높은 물분획에서는 발효 전 

후에 각각 56.85±1.57%와 59.38±1.74%로 가장 높게 저해하였

으며,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100 μg/ml의 kojic acid 

(64.41±1.69%)에 비하여 88% 이상의 높은 저해활성이 나타났

다. 다음으로 n-butanol (40.84±6.64%와 44.80±1.59%)분획에

서 높았다. 그러나 극성이 비교적 낮은 용매의 분획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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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1.24~25.42±1.07%로서 비교적 낮은 활성을 보였으며, 

chloroform ＞ ethylacetate ＞ n-hexane의 순이었다(Fig. 4). 

이와 같은 결과는 Cho 등[4]이 야관문의 L-tyrosine에 대한 

tyrosinase 활성억제효과가 chloroform 분획과 물분획 추출물

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하였으며, 또한 Jee 등[7]은 L-DOPA에 

대한 tyrosinase 활성억제효과가 상백피의 열수추출물과 

ethanol 추출물이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하였다. 

그러나 아이스플랜트의 tyrosinase 활성에 관련된 연구는 찾

아볼 수 없어서 본 연구의 결과와 직접 비교할 수 없었다. 그러

나 Kang 등[10]은 아이스플랜트 추출물의 항산화효과 및 항당

뇨효과에 대한 연구에서 모든 분획에서 활성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Nam 등[20]은 아이스플랜트 발효추출물의 항

당뇨 효과에서 발효 전에 비하여 상당히 증가하였으나 간보호

효과는 발효 후에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이와 같

은 결과는 대체로 발효 후에 활성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뿐만 아니라 아이스플

랜트는 3T3-L1 전지방세포의 분화와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의 활성도 억제하여 항비만과 항고혈압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9]. 이와 같은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아이스플랜트는 발효하여 저장성을 개선할 경우에 아이스

플랜트의 생리활성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생리활성

을 나타내는 유용한 자원으로서 기능성 식품소재로서의 활용

가치가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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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발효 아이스 랜트(Mesembryanthemum crystallinum L.) 추출물의 triglyceride, cholesterol 

합성 해  tyrosinase 활성억제 효과

남상해1*․김선정2․고건희2

(1경남과학기술대학교 식품과학부, 2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

본 연구는 수분함유량이 많아 장기간의 보관이 어려운 아이스플랜트의 저장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효하였을 경

우, triglyceride, cholesterol 합성 및 tyrosinase 활성 등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유기산의 함량은 발효 후에는 lactic 

acid가 23.672±3.74 mg/g으로 가장 많았으며 malic acid, acetic acid citric acid의 순이었다. 발효 전 후의 cyclitol 

화합물의 변화를 보면, D-pinitol은 각각 6.670±0.187 mg/g과 5.541±0.088 mg/g으로 감소하였으나, myo-inositol은 

0.653±0.022 mg/g과 3.848±0.216 mg/g, D-chiro-inositol은 3.848±0.216 mg/g과 4.945±0.098 mg/g으로 증가하였

다. HepG2 세포 내 중성지방의 감소율은 발효 전 후에 각각 3.04±1.70~35.73±5.06%와 5.13±0.90~53.32±1.79%로서 

발효 후 저해효과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극성이 큰 n-butanol과 aqueous 분획에서는 각각 25.93±1.47~ 

35.73±5.06%과 26.26±2.07 ~ 53.32±1.79%로서 발효 후에 비교적 큰 폭으로 중성지방의 축적을 저해하였다. HepG2 

세포 내 콜레스테롤의 감소율도 발효 전 후에 각각 4.02±1.50~56.34±5.55%와 6.56±1.46~64.52±5.50% 정도로서 발

효 후에 콜레스테롤의 합성 저해효과가 약간 크게 나타났다. 특히 처리농도가 100 μg/ml 이상에서 n-hexane, 

chloroform 및 ethylacetate 분획에서는 발효 전 후에 각각 8.15±0.60~9.16±0.71%와 9.81±1.26~12.96±0.97%로서 저

해효과가 크지 않았으나, n-butanol과 aqueous 분획에서는 발효 전 후에 각각 28.68±0.86~56.34±5.55%와 

28.32±2.87~64.52±5.50%로서 비교적 큰 폭으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저해하였다. Tyrosinase 활성억제효과도 발

효 후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이었다. 기질로서 L-tyrosine을 사용하였을 경우, 극성이 큰 aqueous 분획에서 발효 

전 후에 각각 60.58±4.035와 63.35±4.35%로서 저해활성이 가장 높았으며, 양성대조군(arbutin, 100 μg/ml)의 72%

에 달하는 활성이었다. 또한 기질로서 L-DOPA을 사용하였을 경우에도 aqueous 분획에서 발효 전 후에 각각 

56.85±1.57%와 59.38±1.74%로서 저해활성이 가장 높았으며 양성대조군(kojic acid, 100 μg/ml)의 88% 이상의 높은 

활성을 가지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발효 아이스플랜트의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합성억제 효과, tyrosinase 활성

억제효과는 대체로 발효 전에 비하여 다소 향상되었다. 특히 극성이 큰 용매의 분획추출물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발효 등의 다양한 가공방법이 개발되어 저장성과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계기

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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