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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감마선 조사 기술 이용 미역 내 함유된 다당류의 추출효율 개선  생리활성 

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미역은 갈조류로서 식용으로 많이 섭취되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로서의 연구

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역은 해수의 온도에 따라 색이 변질되며, 이

에 따른 해양 미생물의 번식으로 인해 품질이 하된 미역은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 미역에는 다당류, 단백질, 폴리페놀 등과 같

은 기능성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세포벽이 두꺼워 유용성분을 추출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유용성분을 추출하기 해 유기용매를 이용한 화학  방법 

 효소를 이용한 생물학  방법이 보고되고 있으나 시간과 경제 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미역 내 함유된 기능성 다당

류  fucoidan  laminarin의 추출효율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구조  특성  

생리활성을 평가하 다. 그리고 이를 식품산업에 용하기 한 일환으로 돈육 

패티를 제조하여 이에 따른 품질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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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1.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laminarin의 구조  특성  생리

활성 평가

감마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갈조류 내 함유된 다당류인 fucoidan  

laminarin의 구조  특성  생리활성을 평가하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fucoidan  laminarin의 분자량이 감소되었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카

르복실 그룹이 형성되었음을 측할 수 있었다. 한 감마선 조사에 의해 항산

화 활성, 미백 효과  멜라닌 생합성 해효과 등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하 으

며,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fucoidan  laminarin의 생리활성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조사에 의한 카르

복실 그룹의 형성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2. 감마선 조사 이용 미역 내 함유된 fucoidan/laminarin의 추출효율 

개선  생리활성 평가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폐기되고 있는 미역에 감마선 조사를 용하여 기능성 

다당류인 fucoidan  laminarin의 추출효율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구조  특성 

 생리활성을 평가하 다. 감마선 조사 (0, 5, 10, 30, 50 kGy)에 의해 

fucoidan/laminarin의 수율이 증 된 것을 확인하 으며, 이는 조사에 의해 라디

칼이 형성됨에 따라 미역의 세포벽에 향을  것이라고 단된다. 추출한 

fucoidan/laminarin의 단당류  sulfate 함량 분석 결과 조사에 의한 함량 변화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자량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보 으며, 이에 따른 생리활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마선 조

사 기술은 해양 부산물인 미역에 함유된 fucoidan/laminarin의 추출효율을 증

하고 기능성을 증진시키는 효과 인 기술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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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역의 장안 성 개선

품질이 하된 미역은 일부 사료를 제조하는 데 이용되고 있으나 제조 과정 

 부패되기가 매우 쉽다. 따라서 미역에 감마선 조사를 하여 2주 동안 실

온에서 장하 을 때의 미생물 오염도, 색도  경도 변화를 측정하 다. 미생

물 오염도 평가 결과 3 kGy 이하의 선량에서 미역 내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미역의 명도가 소폭 증가하 는데 이는 미역 내의 

클로로필과 같은 카로티노이드 성분이 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한 조사

에 의해 미역의 경도가 감소된 것을 확인하 는데, 이는 미역의 세포벽에 향

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 5 kGy 이하의 낮은 선량으로 

감마선 조사를 하면 미역의 장 안 성이 개선되어 식품  사료를 제조하는 

데 있어 효과 으로 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4. 감마선 조사와 fucoidan/laminarin 첨가가 돈육 패티의 품질에 미치

는 향

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laminarin의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이용가능성을 평

가하기 해 돈육 패티에 이를 첨가하여 품질 평가를 진행하 다. 돈육 패티 제

조 후의 가열감량을 측정한 결과 약 40%로 첨가구  조사에 의한 유의 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한 돈육 패티의 지질산패도를 측정한 결과 

감마선 조사를 용하여 추출한 fucoidan/laminarin 첨가구가 효과 으로 지질

산화를 억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돈육 패티의 색변화는 첨가구에 따라 유의

으로 차이가 없었다. 돈육 패티의 경도를 측정한 결과 fucoidan/laminarin 첨가

구가 이를 첨가하지 않는 것보다 경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fucoidan/laminarin에 의해 패티의 보수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한 감마선 조사가 패티의 미생물학  안 성에 효과 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추출한 fucoidan/laminarin은 식품산업에서 천연 항산

화제로서의 이용가능성을 제시하 다.



- IV -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건의사항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미역 내 함유된 기능

성 다당류의 추출 효율을 증 하여 산업화에 용할 수 있는 기 자료를 확보

하 으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반 기술은 최근 Well-being 시 를 맞이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기능성식품 개발을 한 소재로 활용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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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of Title

Technical Report for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xtraction Process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of Polysaccharides from Undaria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Project

By reason of U. pinnatifida growth is temperature dependent, U. 

pinnatifida  produced in April and May are obtained as the main byproducts 

and it is normally waste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the improvement of extraction process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of 

polysaccharides from U.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For evaluation of 

the extract polysaccharides to real food products and successful 

implementation, a pork patty was used.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1.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the structural and physiological properties 

of fucoidan and laminarin from brown seaweeds

2. Improvements of yield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on fucoidan and 

laminarin in U.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3. Improvements of storage stability from U.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4. Effects of combined treatment of gamma irradiation and addition of 

fucoidan and laminarin extracts on ready-to-eat pork pat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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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Results of Project

Gamma irradiation was used for depolymerisation and the authors studied 

the structural modification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of the fucoidan and 

laminarin by irradiation. Molecular weight of fucoidan and laminarin was 

decreased by gamma irradiation. UV spectra and FT-IR changes of 

polysaccharides showed the increase of carboxyl groups by the irradiation. 

SEM results showed that the irradiated polysaccahride was deformed into 

smaller granules. Antioxidant activity and tyrosinase/melanogenesis inhibition 

effect of gamma irradiation fucoidan and laminarin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non-irradiated fucoidan and laminarin. Genotoxicological safety 

indicated that fucoidan and laminarin did not have any toxicity after gamma 

irradiation. Therefore, gamma irradiation could be an alternative method for 

a depolymerisation with increasing physiological activity of fucoidan and 

laminarin.

Gamma irradiation technology was used for the improvement of extraction 

process of fucoidan and laminarin from U.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and we examined the properties of structural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of 

fucoidan and laminarin extracts. The contents of fucoidan and laminarin 

were increased by gamma irradiation, and the reason for that was the cell 

wall depolymerization of U. pinnatifida, caused by radicals which were 

formed after irradiation. The monosaccharide and sulfate contents of 

extracted polysaccharides did not show any differences by irradiation doses. 

The molecular weight of polysaccharide extracts was decreased by 

irradiation doses. Increase of gamma irradiation doses caused structural 

changes and physiological properties of polysaccharide extracts. Therefore, 

gamma irradiation could be an effective method for an improvement of 

extraction yield with increasing physiological activity of fucoidan and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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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storage stability of U. pinnatifida 

wasinvestigated. Total aerobic bacteria of the U. pinnatifida were 4.77±0.05 

Log CFU/g. No viable cells were observed in samples irradiated at 3 and 5 

kGy to the U. pinnatifida. The Hunter L*-value of the U. pinnatifida was 

increased by irradiation. Texture properties of U. pinnatifida were decreased 

by irradiation and storage period. Results indicate that a low dose irradiation 

(less than 3 kGy) could be an effective method for an improvement of 

storage stability in U. pinnatifida.

Fucoidan and laminarin was applied in the pork patties, which were 

treated with iradiation and no irradiation, and different concentrations of 

fucoidan and laminarin. Pork patty formulated with fucoidan and laminarin 

showed lower lipid oxidation compared with the patty formulated without the 

fucoidan and laminarin extracts. The pork patty added with fucoidan and 

laminarin showed lower lipid oxidation. The L*-values of pork patty added 

with fucoidan increased significantly with an increase of irradiation dose at 

1%. The pork patty added with fucoidan and laminarin showed lower 

hardness profiles compared with the patty without the fucoidan and 

lamianrin extracts. Moreover, gamma irradiation, and fucoidan and laminarin 

treatments showed positive effects on microbial stability and quality of the 

pork patty. 

Ⅴ. Proposal and Applications

Gamma irradiation could be an effective method for an improvement of 

extraction yield with increasing physiological activity of fucoidan and 

laminarin. It can be considered a potential source of a functional ingredient 

for manufacturing functional food, pharmaceutical and cosmetic com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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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연구개발의 목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폐기되고 

있는 미역에 함유된 다당류인 fucoidan  laminarin의 추출효율을 개선하고 감마선 

조사에 의한 해조 fucoidan  laminarin의 구조   기능  특성변화를 찰하고

자 실시되었다.

2    연구개발의 필요성

최근 많은 생리활성이 밝 지면서 새로운 기능성 식품으로 개발되고 있는 해조

류는 단단한 조체  세포벽 충  물질로 인해 일반 인 육상생물에 비해 유용 성

분의 추출이 어렵다. 그러나 재까지의 천연물 추출방법이 육상생물 심으로 발

달됨에 따라 유기용매, 미생물  효소처리, 음  처리, 물리  처리 등과 같은 

기존의 방법으로는 해조류 추출의 수율이 낮고, 많은 비용이 요구된다. 뿐만 아니라 

공정  발생하는 열로 인해 유용성분의 손실  높은 성으로 인한 문제  등이 

발생되고 있다. 해조류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고 있는 미역은 해수의 온도가 높

아진 4~5월에 생산할 경우 해수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해양 미생물의 번식으로 미

역의 색이 변색되어 품질이 하된다. 품질이 하된 미역은 별다른 활용 방안없이 

바다에 그 로 폐기되어 해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는 세계 8  해양국  하나로 해양 자

원이 풍부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해조류는 주요 수출 자원 의 하나이다. 

따라서 풍부한 해양생물자원을 단순히 식량자원이 아닌 고부가가치 기능성소재로 

활용하여 최근 크게 감소하고 있는 어업인의 소득 증   련 산업의 활성화를 

한 방안이 시 한 실정이다.

인에게 있어서 고 압, 당뇨 등과 같은 성인병의 증가와 함께 건강에 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선하기 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

다. 이에 최근 해조류와 같은 해양자원은 웰빙시 를 맞이하여 소비자들로부터 각

받는 소재로 이를 활용해 개발된 기능성 식품  화장품등은 소비자의 욕구를 충

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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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 기술은 이미 식품의 유효성분의 추출  기능성 증진을 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어 해조류에도 본 기술이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된

다.

3    기술 상태의 취약성

재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의 부분은 단순히 식용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

며, 이에 한 기능성에 한 연구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고 있다. 한 미역을 

포함한 해조류의 산업  활용을 증진시키기 한 방법으로는 화학 , 생물학  (효

소) 처리가 이용되고 있으나 시간  경제 인 면에서 많은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폐기되고 있는 미역에 함유된 

기능성다당류인 fucoidan  laminarin의 추출효율을 개선하고 감마선 조사에 의한 

해조 fucoidan  laminarin의 구조   기능  특성변화를 찰하여 산업  활용

의 극 화를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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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황

1    식품의 방사선 조사

1. 방사선 조사의 개

식품 산업에서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하기 해 열처리, 냉장, 냉동 는 보

존제, 훈증제 등의 화학약품 처리가 되고 있지만 처리 효과, 비용, 건 성  환경

 측면으로 많은 문제 이 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거나 개

선할 수 있으며, 생 인 식품 생산  식품 매개성 질병을 방하기 한 안 한 

식품 생산이 가능한 새로운 식품 가공  장 기술의 필요성이 보건 당국  산업

계로부터 요구되고 있다.

감마선 조사는 식품 가공  장에서 유용한 기술이며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

키기 해 사용되어 왔다 (WHO, 1999). 방사선 조사 기술은 1905년 식품 의 미

생물을 사멸  식품 보존에 한 특허를 받아 시작되었다. 즉, 이 기술은 안 하며 

육류나 가 류에 오염된 Salmonella  (various species), Camphylobacter jejuni, 

Escherichia coli  O157:H7  Listeria monocytogenes과 같이 식품에서 유래된 병

원균을 감소하기 한 효율 인 수단이며, 발아  숙성의 지연, 향신료와 다른 조

미료의 오염 방지와 곡물, 과일, 채소의 해충 제어를 통해 식품의 장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식품 조사는 발아억제, 해충과 기생충의 제어, 숙성의 지연  장기

간 확 의 목 을 해 허가되었다. 게다가 기생충뿐 아니라 병원성  비병원성 

미생물을 모두 제어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기도 하다.

미국에서는 식품의약품안 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1963

년에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를 처음으로 승인하 다. 그 이후 채소, 향신료, 과일, 

가 류 그리고 최근에는 냉장, 냉동의 조리되지 않은 육류와 계란의 껍질과 같은 

제품에 조사가 승인되었다. 국내에서는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재 감자, 난백분  

향신료와 같은 식료 품목에 해 승인하 다.

식품조사기술에 한 이용의 확 는 한 조사기술의 이용은 인체 건강에 어

떠한 부작용 없이 식품 안   건 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보건기구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식량농업기구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에서 발표한 이후 크게 확 되었다 (WHO, 1999). 그리고, 조사된 식품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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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미국농림부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 원자력규제 원회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NRC), 근로안 과 건강 리국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OSHA)과 운송 리국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USDOT)와 같은 여러 연방기 에서 안 하다고 보고하 다.

2. 생분자물질 (수분, 탄수화물)에 한 방사선 조사의 향

방사선 조사는 부분 식품을 통과하거나 극히 일부분이 분자에 의해 흡수 

는 산란되어 자를 방출하고 radical을 생성한다. 식품에 한 방사선 조사는 식품

의 복합 인 특성에 의해 직 , 간 인 작용 모두 일어날 수 있다. 직 인 효

과는 생물체의 DNA와 같은 민감한 상에 손상을 주며 간 인 효과는 물의 이

온화에서 생성된 산물들에 의해 나타난다. 식품의 고형물의 상태라도 다수의 수분

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물의 이온화는 식품의 방사선 조사에서 일어나는 주요

한 반응이다.

가. 수분

수분에서 기의 이온화가 시작될 때 형성된 자유 radicals은 거 분자 

(macromolecules)에 생물학 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기작을 주로 간  

효과라고 일컫는다. 이온화 방사선에 의한 거 분자의 생물학 인 손상의 기 기

작은 물의 radiolysis로 시작되는 간 인 반응이다.

따라서 식품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물의 이온화에 의해 발생된 활성 radical에 

의해 일어나게 된다. 물은 방사선 조사에 의해 이온화하여 주로 hydroxyl radical 

(․OH)을 생성하며 주변의 성분들과 반응하여 2차 생성물을 형성하고 소멸하게 된

다.

수분의 radiolysis의 최종 산물은 주로 hydrogen free radical (․H) 과 

hydroxyl free radical (․OH)와 같은 반응성이 강한 자유 radicals을 형성하는 것이

다. Radiolysis에서 생성되는 다른 radical은 hydrogen free radical과 산소분자와 작

용하여 강력한 반응종인 hydroperoxyl radical (․HO2)을 형성하며 이 세 가지의 자

유 radicals은 물의 이온화와 radiolysis의 산물들이다. 한 물과 결합한 자유 자 

(e
-
)는 hydroxyl radical (․OH)의 구체를 형성한다. Radiolysis에 의해 형성된 화

학종에 한 4가지 추측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두 개의 hydroxyl radical이 

서로 결합하여 hydrogen peroxide (H2O2)을 형성하게 되며 이것은 peroxisome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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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소기 체에서 물로 다시 환원된다: ․OH + ․OH → H2O2, (2) hydrogen 

radical과 hydroxyl radical은 결합하여 물을 형성한다: ․H + ․OH → H2O, (3) 

hydrogen ion과 hydroxyl ion은 결합하여 물을 형성한다: H
+
 + OH → H2O, (4) 

hydrogen free radical은 산소와 결합하여 반응성이 강한 hydroperoxyl radical을 형

성하며 이는 생분자에 radical 손상에 한 연속 인 반응이 일어나도록 한다: ․H 

+ O2 → ․HO2. 즉, 물분자가 방사선 조사되었을 때, 물분자는 자를 잃어버리고 

양성의 물 radical을 생성하여 hydroxyl radical이 주로 물의 radiolysis에서 생성이 

되는 다음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다.

H2O → ․OH + eaq + ․H + H2 + H2O2 + H3O
+

여기서 ․OH = hydroxyl radical, eaq = aqueous (solvated or hydrated) 

electron, ․H = hydrogen atom, H2 = hydrogen, H2O2 = hydrogen peroxide, H3O
+ 

= solvated (or hydrated) proton를 나타낸다.

물의 이온화에 의해 생성되는 주요 산물은 강한 반응성을 갖는 ․OH, ․H  

eaq이다. ․OH는 산화제로 작용하는 반면 ․H은 환원제로 작용한다 (Stevenson, 

1992). 이 radical들은 다시 물을 형성하지만 일반 으로 새로운 물질 혹은 다른 

radicals을 생성한다.

나. 탄수화물

탄수화물은 탄소, 수소, 산소 원자를 함유하는 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이다. 

수용액에서 탄수화물에 한 방사선 조사의 주요한 작용은 거 한 polysaccharide 

사슬을 편화시키고, 분을 glycosidic bond의 괴로 glucose, maltose, ribose, 

mannose와 같이 단순한 형태로 분해하며, 단당류에서 sugar acids, ketones  다

른 당을 형성하기도 한다 (Cauphin and Saint-Lébe, 1977).

방사선 조사에 의한 탄수화물의 더 많은 분해는 formic acid, acetaldehyde, 

methanol, acetone, ethanol  methyl format를 포함하는 radiolytic products를 형

성한다. 분의 평균 합도는 조사에 의해 유의 으로 감소하고 그 결과 성이 

감소한다 (Molins, 2001). 

선량으로 조사된 분은 입자구조의 변화가 찰되지 않았으나 100 kGy 이

상의 고선량 조사에 의해 손상이 찰되었다 (Sokhey and Hanna,, 1993; Tomas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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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Zaranyika, 1995). 옥수수 분과  분의 결정성 (crystallinity)은 조사선량에 

비례 으로 증가되었다 (MacArthur and C'Appolonia, 1984). 방사선 조사선량의 증

가는 성의 감소와 분의 수용성  산도의 증가와 련이 있다. 분의 팽윤력

은 조사에 의해 일반 으로 감소되나 (MacArthur and C'Appolonia,, 1984) 20 kGy 

이하 조사 시에는 증가되나 그 이상의 조사에 의해서는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Roushdi et al/, 1981). Rayas-Duarte and Rupnow (1993)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의 호화 엔탈피가 증가하 으며 20 kGy로 조사된 건조 콩 분의 호화 

최  온도가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Rayas-Duarte and Rupnow, 1993). 아 로

오스와 아 로펙틴의 분자 길이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 다 (Sokhey 

and Hanna, 1993; Roushdi et al., 1981). 한 겔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한 연구에서 

조사된 분은 fraction Ⅰ 피크 (주로 아 로펙틴으로 구성)의 분열이 찰되었다

고 보고된 바 있다 (Sokhey and Hanna, 1993). 이러한 방사선 조사된 분은 구조

에 의해 α-  β-amylase 등 소화효소에 한 반응성이 달라졌다 (Ananthaswamy 

et al., 1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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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조류 (미역)  해조 다당류의 연구 동향

1. 미역

미역속 (Undaria)은 갈조식물문, 갈조강, 다시마목, 미역과에 속하는 형 갈조

류이며, 북서 태평양에서 일본의 따뜻한 지역의 연안, 한국과 국의 해역에서 성장

한다. 1971년 이래로 미역은 랑스와 뉴질랜드, 리튼, 호주  아르헨티나 해안

에서 발견되었다. 미역은 유용 갈조류로서 조선하의 암반에 서식하여, 해 림의 

주요 구성원으로서 연안 생태계에서 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Brown and Lamare, 

1994). 세계 으로는 3종이 알려져 있고 (Saito, 1972), 한국에는 미역 (Undaria 

pinnatifida (Harvey) Suringer)과 넓미역 (Undaria peterseniana (Kjellman) 

Okamura)의 2종이 보고되어 있다. 이 에서도 오랜 옛날부터 식용으로 리 이용

되고 있는 미역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외부형태와 상 생장의 차이에 따라 북방형 

(Undaria pinnatifida f. distans)과 남방형 (Undaria pinnatifida f. typica)의 2개의 

품종으로 구분하 다 (Okamura 1915). 

미역에는 양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Table 1). 이 

뿐 아니라 phloroglucinol, alginate, carageenan, fucoidan, fucoxanthin등과 같은 기

능성 성분이 존재하여 항산화, 항고 압, 항암, 항 액응고  항바이러스 활성 등

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미역 채취 시 해수의 온도가 비교  높은 4~5월에 채취하게 되는 경우 

해수의 온도 상승으로 인한 해양미생물의 번식으로 인해 미역의 고유의 색이 변질

되어 그 가치가 떨어져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해수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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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of dry

products (%)

Weight of reference

products (%)

 Water 16.0

 Protein 12.7 34.2 in Porphyra

 Lipid 1.5 1.6 in Laminaria

 Carbohydrate 47.8 61.5 in Enteromorpha

 Cellulose 3.6 13.0 in Hizikia

 Mineral 18.4 34.0 in Hizikia

Per 100g of dry 

products

Per 100 g of reference 

products

 Vitamin A (I.U.) 140 38400 in Porphyra

 Vitamin B1 (mg) 0.11 0.21 in Porphyra

 Vitamin B2 (mg) 0.14 0.32 in Laminaria

 Vitamin C (mg) 15 20 in Porphyra

 Niacin (mg) 10 8 in Enteromorpha

 Calcium (mg) 1300 1400 in Laminaria

 Iodine (mg) 7.9 260 in Laminaria

 Iron (mg) 13 106 in Enteromorpha

Table 1. Nutritional contents of Undaria pinnatifida (Jung,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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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조 다당류

가. Fucoidan

Fucoidan은 세포 내 골지체에서 합성되어 모든 갈조류의 주로 세포간 조직에 

존재하며 종에 따라 엽체의 삼출액 (exudate)에도 존재하는 다당류로서, L-fucose가 

주로 α-1,3 결합으로된 골격으로 D-xylose, D-galactose  uronic acid 등을 함유

한 함황 hetero형 산성 다당이다 (Fig. Ⅰ). 

일반 으로 fucoidan은 L-fucose의 에스테르화황산을 주성분으로 하여 

flucuronic acid를 함유한 U-fucoidan, 황산 fucose로 구성된 F-fucoidan, 그리고 

galactose를 함유한 G-fucoidan으로 구분된다 (Sung, 2002). Fucoidan은 갈조류 등

에 존재하는 기타 식이섬유 다당인 alginate, carrageenan, laminarin 등과는 구조 

 생리  작용이 다르고 오히려 동물의 액응고 해능이 있는 산성 다당인 

heparin과 구조  작용이 매우 유사하여 항 액응고  액정화활성을 나타낸다 

(McCandless and Craigie, 1979). 한, antiinflammatory, antitumor, antiviral  

immunosuppressive 등의 탁월한 생리활성이 밝 지고 있다 (Nagumo and Nishino, 

1999). 이러한 생리  기능성 이외에도 fucoidan은 성이 낮고 우수한 용해성으로 

수용성 식이섬유 소재로서 응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fucoidan의 항암활성, 항 

HIV, 항 액응고 작용 등은 모두 polysaccharide 상태보다 작은 분자량 상태에서 

활성이 증가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Fucoidan을 분자화하는 방법으로 용매를 이용

한 화학 인 방법과 효소를 이용한 생물학  방법이 있으나 이 같은 방법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경제 인 손실이 크다는 단 이 있어 산업 으로 응용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Koyanagi et al., 2003; Nishino et al., 1991; Schaeffer 

and Krylov, 2000).

나. Laminarin

Laminarin은 갈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장다당류로 Painter (1983)  

Percival과 McDowell (1967)은 갈조류로부터 분자 laminarin을 분리, 정제하여 구

조분석한 결과 주로 β-1,3 결합으로 구성된 glucan이었으며, β-1,6결합을 35%정도 

함유하 다고 보고하 다 (Fig. Ⅰ). Laminarin과 유사한 다당으로는 일본에서 항암

제의 보조제로 사용하고 있는 schizophyllan이 있으며, 강한 면역 증진 작용이 보고

되고 있으며 (Matsuyama et al., 1992), 정제도, 용해도  분자량의 크기 등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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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생리활성이 달라진다고 보고하 다 (Usui et al., 1981). Laminarin은 구조  특

성으로 인해 β-glucan과 유사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며, 특히 식물  동물의 면역활

성 증진효과, radioprotective, antitumor  antibacterial activity에 여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 (Albersheim et al., 1992). 그러나 해조류 내 함유된 laminarin은 다양한 

기능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fucoidan, 알긴산 등과 같은 다른 다당류에 비해 연

구가 비교  미진한 실정으로 이를 활용하기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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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1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laminarin 의 구

조  특성  생리활성 변화 특성

1. 재료  방법

가.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fucoidan  laminarin은 Sigma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증류수를 이용하여 10 mg/mL의 농도로 용해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나.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Jeongeup, Republic of 

Korea) 내 선원 11.1 PBq, 
60
Co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 다. Fucoidan  

laminarin은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0, 10, 30, 50, 100  200 kGy의 흡수선량

을 얻도록 하 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용하여 표 화한 후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 다. 모든 실험은 25℃에서 2주간 장하여 실험하 다.

다. 구조  특성 변화

(1) 분자량 측정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laminarin의 분자량 변화를 측정하기 해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Waters 2690)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시 사용한 

컬럼은 PLaquagel-60 column (300 × 7.5 mm, 8 ㎛, Polymer laboratories, Ltd., 

UK)이었고, 검출기는 reflective index detector (RI, Waters 2410)를 사용하 으며, 

이동상은 0.1 M sodium nitrate를 사용하 고 유속은 1.0 mL/min이었다. 시료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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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200 ㎕ 으며, 표 물질은 pullulan (Showa Denko, Tokyo, Japan)을 사용하

다.

(2) UV scan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laminarin의 구조  특성을 측하기 해 분

도계 (UV-1601PC, Shimadzu, Tokyo, Japan)을 이용하 다. 흡수 장 역은 

200 ~ 400 nm 역에서 측정하 다. 

(3) FT-IR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laminarin의 기능기의 변화를 찰하기 해 

fourier-transform infrared spectra (Bruker Spectrophotometer VERTEX 70)를 이

용하여 200 ~ 400 cm
-1
의 역에서 측정하 다. 비된 시료와 KBr을  1 : 100의 

비율로 혼합하여 pellet을 만들어 사용하 다.

(4) SEM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laminarin의 입자 찰을 하여 scannning 

electron microscope를 이용하여 찰하 다. 

라. 생리활성 평가

(1) 항산화 활성

(가)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은 Blois (1958)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료 1 

mL에 0.2 mM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1 mL을 넣고 교반한 후 30

분 동안 실온에 정치한 다음 반응 용액을 분 도계 (UV-1601PC)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측정하 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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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보호 지수  =
시료 처리군 산패 시간

조군 산패 시간

자공여능(%) = (1-
시료첨가구의 흡 도

) × 100
무첨가구의 흡 도

(나) Reducing power

Reducing power는 Oyaizu (1986)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 다. 시료 1 mL, 

sodium phosphate buffer (0.2 M, pH 6.6) 1 mL과 1% potassium ferricyanide 1 

mL을 혼합하여, 50℃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10% trichloroacetic acid 1 mL을 가하

여 혼합한 후, 13,400 × g에서 5분 동안 원심 분리하 다. 상층액 1 mL을 증류수 1 

mL  ferric chloride ( 1 mg/mL) 0.1 mL과 혼합한 후 700 nm에서 흡 도를 측

정하 다.

(다) Rancimat test

Fucoidan  laminarin의 항산화지수를 알아보기 해 Metrohm Rancimat 

Model 743 (Herisan,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조군으로 두유 5 g

을 사용하 으며, 시료 처리군으로는 두유 4 g, 각 시료 1 g  유화제 0.1 g을 

넣어 사용하 다. 측정값을 산화 보호 지수로 환산하여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하

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진행하 다.

(라) 지질산패도 측정

Fucoidan  laminarin의 지질산패도를 측정을 해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를 이용하 다. 분쇄 돈육 5 g에 증류수 15 mL을 혼합하여 균

질화 (DIAX 900, Heidoph Co., Ltd., Germany)를 하 다. 균질액에 각 시료 1 mL

을 혼합한 다음 37℃에 장하여 1시간 간격으로 3시간동안 장하 을 때의 지질

산패도를 측정하 다. 균질액 1 mL에 TBA/TCA 혼합액 (20 mM TBA in 15% 

TCA) 3 mL  7.2 % butylated hydroxytoluene 용액 50 μl를 혼합한 다음 90℃에

서 15분간 반응하 다. 반응 후 냉각하여 600 × g에서 20 분간 원심분리 (VS-5500, 

Vision scientific Co., Ltd., Seoul, Korea)하 다. 그 후, 상층액을 취하여 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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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UV-1601PC)를 이용하여 532 nm에서 측정하 다. 측정한 값은 mg 

malondialdehyde/kg meat으로 환산하여 나타냈다.

(2) Tyrosinase 해 활성

Tyrosinase 활성 해 측정 방법은 tyrosinase의 작용결과 생성되는 dopachrome

을 비색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Jimenez et al., 2001). Mushroom tyrosinase 

(100 unit/mL)를 0.2 mL. 기질로서 DOPA 0.4 mL, 0.1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 0.2 mL의 혼합액에 시료 0.2 mL을 첨가한 후 37℃에서 15분간 반

응시켜 475 nm에서 측정하고 dopachrome의 변화를 해능으로 환산하 다.

해능 (%) = [1-{(A-C)/B}] × 100

A : 시료 자체의 흡 도

B : 시료 신 증류수를 첨가한 흡 도

C : 효소액 신 증류수를 첨가한 흡 도

(3) 멜라닌 생합성 해 효과

멜라닌 생합성 해 효과를 알아보기 해 Bilodeau 등 (2001)의 방법을 이용하

다. 100 nM α-MSH가 혼합된 media에 B16BL6 세포를 24-well plate에 1 × 105

에 옮겨 담은 후 시료를 넣어 72시간 동안 배양하 다. PBS를 이용하여 세척한 후 

시료에 1 N NaOH 100 ㎕를 혼합하여 70℃에 반응 후 잔존한 멜라닌 양을 405 nm

에서 측정하 다.

마.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1) Salmonella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 돌연변이 시험 (Ames test)

복귀 돌연변이 시험은 Ames test (Ames et al., 1975; Maron and Ames, 1983)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

주로 하는 S. typhimurium TA98과 TA100이었고, 이들 균주는 사용에 앞서 필요시 

균주의 유 자형 확인을 해 histidine 요구성 여부, UV에 한 민감도 (uvrB 돌

연변이), rfa 돌연변이의 유지여부  R-factor에 의한 ampicillin 는 tetracycline 

내성 등의 유 형질을 확인한 후 시험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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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Molecular Toxicology Inc. (Boone, NC, USA)에서 

구입하여 형질을 확인한 후 한국화학연구소 안 성 센터에서 계  배양 인 것을 

시험에 사용하 다. 유 형질이 확인된 균주는 nutrient broth No. 2 (Oxoid Ltd., 

Hampshire, England, UK)에 종하여 37℃에서 200 rpm으로 약 10시간 진탕배양 

(Vision Scientific Co., Korea)한 후 시험에 사용하 다.

사활성을 한 간 균질액 (S9 fraction)은  Sprague-Dawley rat의 간으로부

터 분리한 것으로 Oriental Yeast Co. (Tokyo, Japan)에서 구입하 으며, 5% (v/v)

의 S9 mixture를 제조하여 사용하 다. S9 mixture는 0.5 mL/plate로 처리했으며, 

그의 활성은 2-aminoanthracene (2-AA, Sigma, St Louis MO, USA)의 돌연변이 

유발로 확인하 다. 음성 조물질로는 시험물질의 조제에 사용한 증류수를 사용하

으며, 양성 조물질로는 4-nitroquinoline-1-oxide  (4-NQO), sodium azide (SA) 

 2-AA를 Sigma사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이용하 다.

시험물질의 처리는 사활성계 용 (+S)  미 용 (-S)하여 direct plate 

incorporation 방법으로 하 으며, 각 농도군당 2개 plate를 사용하 다. 시험물질 

0.1 ml과 S9 mixture ( 는 멸균증류수) 0.5 ml에 배양액 0.1 ml을 top agar에 혼합

하여 minimal glucose agar plate에 부어 고화시킨 다음, 37℃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계수하 다.

시험 결과는 복귀돌연변이 집락수의 평균과 표 편차로 나타내었으며, 돌연변이 

유발성의 정은 복귀변이 집락수가 용매 조군의 2배 이상이면서 용량의존성을 

갖는 경우를 양성으로 하 다.

(2) SOS chromotest

(가) 실험균주  균주의 형질확인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Escherichia coli GC4436으로부터 유래된 E. coli PQ37로

써 균주는 30% glycerol과 LB broth에서 하룻밤 배양한 균액을 1:1로 혼합하여 -2

0℃에 보 하 다. 사용균주는 6개월마다 새로 비하 으며 그때마다 uvrA 

mutation, rfa mutation과 PHOc gene의 constitutivity  sftA::lacZ fusion의 

inducibility를 검사하 다.

(가) 돌연변이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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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yme unit =
1000 × O.D. at 420 nm

Reaction time (30 min)

R-factor =
β-galactosidase unit

alkalinephosphatase unit

Induction Factor =
실험군의 R-factor

조군의 R-factor

Frame shift mutation과 point mutation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이 실험에서 

Quillardet와 Hofnung의 방법 (1985)을 변형시킨 Balk과 Ham의 방법 (1990)을 이용

하 다. 냉동 보 된 PQ37균액 50 μl를 12 ml Luria-Bertani (LB) medium 

(peptone 4 g, yeast extract 2 g  sodium chloride 4 g을 증류수 400 ml에 용해)

에 종하고 37℃에서 배양하면서 600 nm에서의 흡 도 측정치가 1.0에 이를 때까

지 2시간 정도 진탕 배양하 다. 얻어진 균액을 LB medium에 1/4로 희석하여 각 

농도별로 비된 시료 20 μl와 돌연변이원인 Mitomycin C (Sigma 사)를 30 μl 혼

합하여 90분간 37℃에서 배양하여 SOS 반응을 유도한 후 한쪽에는 β

-galactosidase 의 활성 측정을 하여 B-buffer 1.8 ml을 첨가하여 37℃에서 5분간 

배양한 다음 o-nitrophynyl-β-D-galactopyranoside (ONPG) 400 μl을 첨가하 고, 

다른 쪽에는 alkaline phosphate의 활성 측정을 해 P-buffer 1.8 ml을 첨가하여 

37℃에서 5분간 배양한 후 P-nitrophenyl phosphate disodium (PNPP) 400 μl를 첨

가하 다. 그 다음 37℃에서 30분간 발색한 후 β-galactosidase는 1.5 M Na2CO3 

1.6 ml로 alkaline phosphate는 2.5 N HCl 0.8 ml  2 M Tris 0.8 ml로서 효소에 

의한 발색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분 도계 (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420 nm에서 측정하 다. 측정된 수치를 이용하여 enzyme unit

으로 나타낸 후 R-factor로 환산하여 최종 으로 유도지수 (IF = Induction Factor)

로 나타냈다. 측정식은 다음과 같다.

바.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 (1997)에

서 로그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을 수행하고 유의 인 차이가 보일 

때 평균값 간의 차이를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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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고찰

가. 구조  특성

(1) 분자량 측정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laminarin의 분자량 측정 결과를 Fig. 1-1에 

제시하 다. Fucoidan의 경우 비조사군은 83 kDa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선량이 증가

함에 따라 유의 으로 감소하여 10, 30, 50, 100  200 kGy 조사 처리 시 각각 30, 

15, 11, 7  6 kDa로 나타났다. Laminarin의 경우 비조사군은 15 kDa으로 나타났

으며, fucoidan과 마찬가지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분자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감마선 조사에 나타난 변화는 다당류를 결합하고 있는 glycosidic 

bond가 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Sokhey and Hanna, 1993; Simic, 1983). 

본 연구 결과, 감마선 조사기술은 fucoidan  laminarin을 분자화하는데 효과

인 기술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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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weight average molecular weight of gamma irradiated 

polysaccharides with different doses;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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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V scan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laminarin의 UV spectra 찰한 결과를 

Fig. 1-2에 제시하 다. 실험결과, fucoidan  laminarin은 감마선 조사에 의

해 각각 280  260 nm에서 흡 도의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여 조사에 

의해 각 시료의 구조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측할 수 있었다. 한 두 시료 

모두 감마선 조사에 의해 pH가 감소하 는데 (data not shown), 이는 

carboxylic group이 형성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Ulanski and 

Rosiak (1992)에 따르면 키토산에 감마선 조사를 용하여 UV scan을 하

을 때 247  290 nm에서 흡 도의 수치가 변화하 으며, 이는 조사에 의해 

키토산의 carboxyl 는 carbonyl group에 향을 받았다고 보고하 다. 반

면, Nagasawa 등(2000)은 알긴산의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해 265 nm에서 

변화하 다고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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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UV spectra of gamma irradiated polysaccharides with different doses;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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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T-IR

Fig. 1-3에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laminarin의 FT-IR 측정

결과를 제시하 다. Fucoidan의 결과를 먼  살펴보면 3458, 2930, 1736, 

1639, 1251, 1056, 829  583 cm-1에서 흡수 장을 나타냈다. 3458, 2930  

1056 cm-1 장 역은 각각 OH, C-H  C-O를 나타낸 것이라 단된다 

(Yang et al., 2008; Chandia and Matsuhiro, 2008). 체 으로 감마선 조사

에 의해 fucoidan의 기능기의 변화는 찰되지 않았으나, 1736  1639 cm-1

의 두 장 역에서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크의 증폭이 달라짐을 

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carboxyl group의 형성에 따른 것이라 사료된다.

Laminarin의 경우 3399, 2921, 1641, 1077, 1039 cm-1에서 흡수 장을 나

타냈다. 3399, 2921, 1077  1039 cm
-1 역의 흡수 장은 각각 OH, C-H  

C-O를 뜻한다. C-O는 1200~950 cm-1 장에서 나타나는 기능기이며, 

950~750 cm-1은 α-D-glucan  β-D-glucan 구조에서 나타나는 특정 장

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 (Mathlouthi and Koenig, 1986). 한 fucoidan과 마

찬가지로 감마선 조사에 의한 laminarin의 기능기 변화는 찰되지 않았으

나, 1641 cm
-1 역에서의 변화가 찰되었는데 이는 carboxyl group의 형성

에 따른 것이라 사료된다.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glucan 내의 carboxyl 

 caybonyl group에 향을 받았다는 Huang 등(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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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FT-IR spectra of the (a) fucoidan and (b) laminarin treated by gamma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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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M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laminarin의 입자 균열 정도를 알아보기 

해 주사 자 미경을 이용하여 찰하 다 (Fig. 1-4, 1-5). 찰 결과, 두 

시료 모두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입자가 균열이 발생하 음을 찰할 

수 있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탄수화물 입자  다당류가 균열이 발생하

다는 연구는 발표된 바 있다 (Byun et al., 2008; Abu et al., 2006). Sokhey 

and Chinnaswamy (1993)의 보고에 따르면 선량의 감마선 조사는 분 입

자 구조에 향을 주지 않으나, 고선량의 감마선 조사는 분 입자 구조의 

괴 원인이 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fucoidan  laminarin의 glycosidic bond가 균열되어 구성하고 있는 입자가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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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SEM images of gamma irradiated fucoidan at different doses; (a) 0 

kGy, (b) 10 kGy, (c) 30 kGy, (d) 50 kGy, (e) 100 kGy and (f) 200 

kGy.



- 26 -

(a) (b) ((a) (b) (

Fig. 1-5. SEM images of gamma irradiated laminarin at different doses; (a) 0 

kGy, (b) 10 kGy, (c) 30 kGy, (d) 50 kGy, (e) 100 kGy and (f) 20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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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리  특성

(1) 항산화 활성

최근 다양한 종류의 천연 항산화제들이 보고되어 있지만, tocopherol만이 항산

화제로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수한 항산화력과 낮은 가격 때문에 리 사용

되고 있는 합성 항산화제인 butylated hydroxytoluene (BHT)와 butylated 

hydroxianisole (BHA)는 과량 섭취 시 심각한 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Kim et al., 2001), 인체에 독성을 나타내어 사용규제를 받고 있다. 반면에 천

연항산화제로 이용되고 있는 α-tocopherol  ascorbic acid 등은 그 항산화 효과가 

낮고 가격이 상 으로 비싸다는 단 이 있어(Oh et al., 2007), 보다 안 하고 효

력이 강한 천연 항산화제의 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laminarin의 항산화 활성을 4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

다.

(가)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Fig. 1-6에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laminarin의 DPPH 라디칼 소거

능 측정결과는 제시하 다. Fucoidan의 경우 비조사 처리 시 59.2%의 활성에서 조

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 으로 증가하 다. 50 kGy 조사 처리 시 89%까지 증

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Kuda 등(2005)은 Scytosiphon lomentaria에서 추출한 

fucoidan이 항산화 활성이 있다고 발표하 다. Laminarin의 경우 조사하지 않은 상

태에서 5.7%의 매우 낮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 으나 조사에 의해 그 활성이 

크게 증가하여 50 kGy 처리시 44.2%의 활성을 보 다. Kim 등(2008)은 감마선 조

사에 의해 hyaluronic acid의 DPPH 라디칼소거능이 증가하 으며 이는 조사에 의

해 새로운 double bond의 형성과 연 이 있다고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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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gamma irradiated 

polysaccharides with different doses;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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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Reducing power

본 실험법은 노란색의 반응액이 시료에 의해 녹색 는 란색으로 바 는 정

도의 값을 흡 도로 나타내는 방법이다. 즉 반응액에 항산화제 (시료)에 의해 

Fe
3+
/ferricyanide 혼합물이 ferrous form으로 환원된다. 따라서 Fe

2+
농도의 측정을 

700 nm에서 형성된 Perl's Prussian blue가 형성되어 측정되는 원리로 실험에 사용

한다 (Kim et al., 2008).

Fig. 1-7에는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laminarin의 reducing power 측

정결과를 제시하 다. 실험 결과 두 시료 모두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도에 

의존 으로 흡 도의 수치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연구에서 

Reducing power와 DPPH 라디칼 소거능의 결과는 서로 상 계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Ahn et al., 2004; Kim et al., 2008). 본 실험을 통해 감마선 조사에 의해 

fucoidan  laminarin의 항산화 활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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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he reducing power of gamma irradiated polysaccharides with different 

doses; (a) fucoidan and (b) laminarin.



- 31 -

(다) Rancimat test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an  laminarin의 산화안정성 평가한 결과를 Fig. 

1-8에 제시하 다. Rancimat test는 고온 (130℃ 내외)에서 공기를 유지에 불어넣어 

산화를 진하면 여기서 발생되는 휘발성 물질을 순수 증류수에 흡수시켜 기

도도로 산화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과정이 단순하고 재 성이 있으며 1회에 많

은 시료를 처리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Choi et al., 1992). Rancimat은 유지의 산

화안정도가 길수록 높은 값을 가지게 된다. 산화안정도를 평가한 결과 조구인 

두유의 산화보호지수 (protection factor, Pf)를 1로 산술하 을 때 모든 시료 처리군

이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증가하 다. 이  연

구 결과에 따르면hyaluronic acid  시나몬, 생강류와 같은 향신료는 유지의 지질

산화를 억제하 다고 보고하 으나 감마선 조사에 의한 차이는 없다고 보고하 다 

(Kim et al., 2008; Murcia et al., 2004). 본 연구결과, Fucoidan  laminarin에 감

마선 조사를 하게 되면 유지의 지질산화를 억제할 수 있어 식품산업에서 천연 항산

화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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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Antioxidant effect (Pf) of gamma irradiated polysaccharides with 

different doses; (a) fucoidan and (b) laminarin using Rancima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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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TBARS measurement

시료의 지질산화효과를 알아보기 해 돈육에 용하여 TBARS 법을 이용해 

측정하 다 (Fig. 1-9). 돈육에 시료  조군을 인 으로 첨가하여 37℃에서 3

시간동안 장하 을 때의 지질산화도를 알아보았으며, 조군으로는 시료를 용해

한 증류수를 사용하 다. 실험결과 조군보다 fucoidan  laminarin 첨가구과 돈

육의 지질산화를 억제하 음을 알 수 있었다. 3시간 장하 을 때의 결과를 보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돈육의 지질산화가 억제되었음을 확인하 으며 특히 

laminarin 첨가구에서 두드러지게 확인할 수 있었다. Pulla 등(1992)의 보고에 따르

면 카 의 성분  하나인 curcumin이 첨가된 돈육은 일반 돈육보다 지질산화를 

억제하 다고 발표하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감마선 조사한 fucoidan  

laminarin은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이용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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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values of gamma 

irradiated polysaccharides with different doses;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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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yrosinase 해활성

피부의 색은 멜라닌 같은 피부 색소의 양과 분포에 따라 결정되며 멜라닌

은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멜라노사이트의 멜라노좀에서 tyrosine이 

tyrosinase라고하는 효소에 의해 산화되어 생성되는데 여기에는 tyrosinase의 

합성  달에 여하는 세포 내 조 인자, tyrosinase, depachrom 

tautomerase, peroxidase, catalase, glutathione reductase 등의 gythh아 구리, 

아연, 철 등의 속이온  interferon, prostagrandin, cyclooxygenase등과 

같음 mediator가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은 피부노화  미백

을 개선하기 한 기능성성분을 개발하기 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

다 (Dooley, 1997; Huang et al., 2005). 감마선 조사에 의한 fucoidna  

laminarin의 tyrosinase 해활성 측정 결과를 Fig. 1-10에 제시하 다. 

Fucoidan이 laminarin보다 tyrosinase 해활성이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두 시료 모두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활성이 소폭 증가하 다. 

이  연구에서 fucoidan은 tyrosinase 활성을 해하 다는 연구보고가 있었

다 (Kang et al., 2006).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분자화

된 fucoidan  laminarin의 미백활성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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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0. Tyrosinase inhibition effects of gamma irradiated polysaccharides with 

different doses;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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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멜라닌 생합성 해효과

멜라닌은 자연계에 리 분포하는 페놀류의 고분자 물질로 검은 색소와 단백질

의 복합체이다. 멜라닌은 주  피부에 비해 비정상 으로 형성되면 기미나 주근깨

가 되고 주  피부에 비해 상 으로 피부 멜라닌이 부족할 때는  색소 침착증

이 생기며, 피부 멜라닌이 완 히 없을 때는 탈 색소증을 일으키게 된다. 멜라닌의 

과잉 생산은 인체에 기미, 주근깨를 형성하고 피부 노화를 진하일으피부암의 유발

에 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urm, 2002; Noriko et al., 2007).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멜라닌의 생합성을 해 하기 한 연구가 지속 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fucoidan  laminarin의 멜라닌 생합성 해 여과를 B16BL6.

 를 이용해서 알아본 결과 fucoidan의 경우 Normal 세포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

으나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멜라닌 함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11). Laminarin의 경우, Normal 세포보다 멜라닌 함량이 높았으나 조사에 의해 

효과 으로 멜라닌이 감소하 다. 

앞선 tyrosinase 해활성과 종합하여 볼 때 감마선 조사한 fucoidan  

laminarin은 화장품 산업에서 미백활성제로서 효과 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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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1. Inhibitory effect of melanogenesis by gamma irradiated (a) fucoidan 

and (b) laminarin with different doses. Sample final concentracion is 

1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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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 독성학  안 성 평가

(1) Salmonella typhumurium을 이용한 복귀 돌연변이 시험

Ames test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 strain에서 유래한 히스티딘 요구성 

돌연변이주를 이용하여 간단히 복귀돌연변이를 검출할 수 있는 시험법으로 TA100

은 base pair substitution mutaion을 TA98은 frameshift mutation을 검출하기 해 

만든 균주이다 (Ames et al., 1975). 이 시험법은 발암성 물질에 해 높은 감수성

을 나타내어 일본의 경우, 노동성의 노동안 생법 는 후생성․통산성의 화심법 

등에도 채택되고 있다. 감마선 조사한 fucoidan  laminarin을 첨가하 을 때 S. 

typhimurium TA98와 TA100에 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를 조사하 다. 실험에 

사용된 두 균주의 생균수는 1.8 × 10
9
ml
-1
 수 이었으며, 비시험결과에 따라 모든 

시료는 5,000 ㎍plate
-1
를 최고농도로 설정하여 복귀돌연변이 시험을 수행하 다. 우

선 사활성 부재 시의 경우,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 용 농도인 1,250～5,000 ㎍

plate
-1
의 범 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가 용매 조군과 비교하 을 때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활성계 (S-9 mixture)를 도입하 을 때 시

험물질에 해 S.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결과에서 시험한 모든 

검체는 용 농도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간의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Data not 

shown). 일반 으로 돌연변이원성의 정은 음성 조군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경

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톳, 문어  참치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에 한 시험 용농

도에서 복귀변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 독성학  변이원성 시험에서 감귤 정

유 (Kim et al., 2005)에 한 감마선 조사는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결과와 

감마선 조사한 육제품이 유 독성학 으로 안 하다는 Jo 등 (2005)의 결과와도 일

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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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OS chromotest

SOS chromotest에 사용되는 E. coli PQ37은 uvrA  돌연변이와 rfa 돌연변이로 

되어 있어 돌연변이원이 균주내로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어 SOS 반응이 증폭되어 

sifA의 발 이 일어나면 β-galactosidase의 활성으로 발색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때 

발색수 을 흡 도로 측정하여 유도지수로 환산하여 돌연변이 유발능을 알아볼 수 

있다 (Rueff et al., 1986; Ohta et al., 1984). SOS chromotest는 비록 식품 내 일부 

당 함량에 의해 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흡 도를 측정하여 정하므로 객 성이 

유지되며, DNA 손상을 주는 유 독성물질의 검색에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 한 

Ames test에서 밝 진 돌연변이물질의 약 90%가 SOS 유발물질이었으며 이 두 방

법간에 정량 인 상 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Quillardet et al., 1982; Quillardet 

et al., 1985). 감마선 조사한 fucoidan  laminarin을 첨가하 을 때 E. coli  PQ37

에 한 돌연변이원성을 조사한 결과를 Fig. 1-12에 제시하 다. 시험 용농도는 

비실험을 통하여 5,000 mgassay
-1
를 최고농도로 설정하여 수행하 다. 실험결과 모

든 시험 용농도에서 fucoidan  laminarin 한 유도지수 수치는 1.35～1.58로 나

타났다. 한 방사선 조사에 따른 유도지수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시험에서 

사용한 돌연변이원인 mitomycin C (0.01 mgml
-1
)의 유도지수가 4.48 나타난 것을 

볼 때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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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2. Genotoxicity of gamma irradiated (a) fucoidan and (b) laminarin in E. 

coli PQ37. The mitomycin C concentration is 0.01 m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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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역 내 함유된 fucoidan  

laminarin의 추출효율 개선

1. 재료  방법

가.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역은 남 완도에서 채취한 다음 흐르는 물로 세정하여 

실험에 사용하기 까지 4℃에 보 하 다.

나.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Jeongeup, Republic of 

Korea) 내 선원 11.1 PBq, 
60
Co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 다. 미역 내 함유

된 fucoidan  laminarin을 추출하기 해 실온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0, 

5, 10, 30  50 kGy의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용하여 표 화한 후 사용

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 다.

다. Fucoidan  Laminarin 추출

미역 내 함유한 려채야무  laminarin을 추출하기 해 Mian 와 Percival 

(1973)과 Rioux (2007) 방법을 변형하 으며, 추출을 한 용단계는 Fig. 2-1에 

제시하 다. 모든 시험의 농도는 10 mg/mL을 기 으로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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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Extraction methods of the fucoidan and laminarin from Undaria 

pinnatif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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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세포벽 찰

미역의 세포벽을 찰하기 해 일정한 크기 (1 mm × 1 mm × 1 

mm)로 자른 후 2.5% glutaraldehyde 용액에 침지하여 고정시킨 다음 PBS로 

세척하 다. 그 후 Epon 812 embedding media protocol에 의해 시료를 제조

한 후 ultra-thin sections (0.6 mm/s, 70 m thickness)를 거친 후 

Bio-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Bio-TEM, TecnaiG2 Spirit, FEI 

company, USA)로 찰하 다.

마. ESR measurements

시료를 분쇄한 후 일정량을 ESR 시료 용기에 충진하고 ESR spectrometer 

(JES-TE300, Jeol Co., Japan)에 의해 분석하 다. ESR spectroscopy의 실험조건은 

magnetic center field 337 mT, microwave frequency 9,431.859 MHz, microwave 

power 0.5 mW, signal channel의 time constant 0.1 sec, sweep time 1 min 등의 

조건으로 라디칼을 측정하 다.

바. 화학  조성  구조  특성

 (1) 단당류 분석

Fucoidan  laminarin의 단당류 함량 분석을 알아보기 해 산가수분해를 통해 

Bio-LC DX-600 (Dionex,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즉, 시료 

(100 ng)에 2 M trifluroacetic acid 400 μL 를 첨가한 후 100℃에서 4시간 가수분해

를 하 다. 반응 후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이동상 (0.1 M sodium 

nitrate)으로 용해하여 분석하 다. 유속은 1 mL./min이었으며 컬럼은 CarboPac 

PA1 (4.5 × 250 nm, Dionex)을 사용하 다.

 (2) sulphate 함량 측정

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의 sulphate 함량을 측정하기 해 

1,9-dimethyl-dimethylene blue (DMMB) 법을 이용하 다 (Farndale et al., 1986). 

즉 시료 0.1 mL에 0.2 mL의 DMMB 용액 (dimethyl-dimethylene blue 16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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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공여능(%) = (1-
시료첨가구의 흡 도

) × 100
무첨가구의 흡 도

glycine 3.04 g, sodium chloride 2.37 g/L)을 첨가하여 혼합한 다음 분 도계 

(UV-1601PC)를 이용하여 525 nm에서 측정하 다. 표 곡선은 

condroichin-6-sulphate (sigma)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3) 분자량 측정

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laminarin의 분자량 변화를 측정하기 해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Waters 2690)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시 사

용한 컬럼은 PLaquagel-60 column (300 × 7.5 mm, 8 μm, Polymer laboratories, 

Ltd., UK)이었고, 검출기는 reflective index detector (RI, Waters 2410)를 사용하

으며, 이동상은 0.1 M sodium nitrate를 사용하 고 유속은 1.0 mL/min이었다. 시

료 주입량은 200 μL 으며, 표 물질은 pullulan (Showa Denko, Tokyo, Japan)을 

사용하 다.

 (4) UV scan

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laminarin의 구조  특성을 측하기 해 분

도계 (UV-1601PC)을 이용하 다. 흡수 장 역은 200 ~ 400 nm 역에서 측

정하 다. 

사. 생리활성 평가

 (1)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은 Blois (1958)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료 1 

mL에 0.2 mM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1 mL을 넣고 교반한 후 30

분 동안 실온에 정치한 다음 반응 용액을 분 도계 (UV-1601PC)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측정하 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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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educing power

Reducing power는 Oyaizu (1986)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 다. 시료 1 mL, 

sodium phosphate buffer (0.2 M, pH 6.6) 1 mL과 1% potassium ferricyanide 1 

mL을 혼합하여, 50℃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10% trichloroacetic acid 1 mL을 가하

여 혼합한 후, 13,400 × g에서 5분 동안 원심 분리하 다. 상층액 1 mL을 증류수 1 

mL  ferric chloride ( 1 mg/mL) 0.1 mL과 혼합한 후 700 nm에서 흡 도를 측

정하 다.

 (3) Tyrosinase 해 활성

Tyrosinase 활성 해 측정 방법은 tyrosinase의 작용결과 생성되는 dopachrome

을 비색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Jimenez et al., 2001). Mushroom tyrosinase 

(100 unit/mL)를 0.2 mL. 기질로서 DOPA 0.4 mL, 0.1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 0.2 mL의 혼합액에 시료 0.2 mL을 첨가한 후 37℃에서 15분간 반

응시켜 475 nm에서 측정하고 dopachrome의 변화를 해능으로 환산하 다.

해능 (%) = [1-{(A-C)/B}] × 100

A : 시료 자체의 흡 도

B : 시료 신 증류수를 첨가한 흡 도

C : 효소액 신 증류수를 첨가한 흡 도

 (4)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laminarindml 암세포주에 한 증식 억제 효과는 

Charmichael등(15)의 방법에 따라 MTT assay를 실시하 다. 본 실험에 이용한 세

포 HaCaT (human skin)  B16BL6 (skin cancer)등은 Korean Cell Line 

Bank(KCLB)로부터 구입하 다. 각 세포의 배양은 10% fetal bovine serum(FBS)과 

100unit/mL 의 penicillin/streptomycin을 1% 첨가한 DMEM(Gibco BRL Co, Grand 

Island, N.Y., USA) 배지를 사용하 으며,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배양된 암세포주를 96 well plate에 1 × 10
4
 cells/well이 되게 분주하고 시료를 

20 μL 첨가한 후 37℃, 5% CO2 incubator에서 48시간 배양하 고, 조군은 시료와 

동량의 DMSO를 첨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하 다. 여기에 5 mg/mL 농도로 

제조한 MTT 용액 30 μL를 첨가하여 4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 

당 DMSO 100 μL를 가하여 30분간 교반한 뒤 ELISA reader로 540 nm에서 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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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여 암세포주의 성장억제효과를 측정하 다.

 아.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 (1997)에

서 로그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을 수행하고 유의 인 차이가 보일 

때 평균값 간의 차이를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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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고찰

가. 수율 측정

감마선 조사를 용하여 fucoidan  laminarin을 추출하여 수율 측정한 결과를 

Table 2-1에 제시하 다. 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laminarin의 수율은 각

각 1.56  1.31%로 나타났다. Roiux 등 (2007)에 따르면 Fucus vesiculosis에서 추

출한 fucoidan, laminarin  alginate의 함량이 각각 2.6, 1.4  16.2 %라고 보고하

다. 해조류에 함유한 기능성 성분은 수확조건, 추출조건  계 에 향을 받는다

고 보고하 다 (Painter, 1983). 미역에 50 kGy로 조사하 을 때 fucoidan  

laminarindm 함량이 3.08  1.63%로 증가하 다. Ayed 등 (1999)의 보고에 따르면 

감마선 조사에 의해 과실에 함유된 anthocyanin 함량이 증가하 으며, 이는 조사에 

의해 과피  과육의 세포벽에 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하 다 (Voisine et a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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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kGy) Fucoidan Laminarin

0 1.56d 1.31d

5 2.30c 1.40c

10 2.59b 1.53b

30 3.05a 1.63a

50 3.08a 1.65a

SEM1) 0.09 0.04

Table 2-1. Total yield (%) changes of fucoidan and laminarin from Undaria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a-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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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포벽 찰

Bio-TEM을 이용하여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역의 세포벽 찰한 결과를 

Fig. 2-2에 제시하 다. 찰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미역 내 세포벽의 두

께가 얇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세포벽에 향을 받는

다는 보고가 있으며 특히 높은 선량의 감마선 조사는 세포벽의 균열에 향

을 미치게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Wi et al., 2007). Kwon 등 (1993)의 보

고에 따르면 감마선 조사에 의해 인삼의 세포벽에 향을 받아 사포닌의 함

량이 증가되었다고 발표하 다. 본 연구결과에서 역시 감마선 조사에 의해 

미역의 세포벽에 향을 받아 fucoidan  laminarin 수율이 증가하 다고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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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Bio-TEM images of U. pinnatifida  gamma irradiated at different doses; 

(a) 0 kGy, (b) 10 kGy and (c) 50 k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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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SR measurements

앞선 연구결과에서 감마선 조사에 의해 미역의 세포벽이 향을 받아 fucoidan 

 laminarin의 수율이 증가하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

에 의해 라디칼이 형성되어 세포벽에 향을 다는 가설하에 ESR을 이용하여 미

역의 라디칼 생성정도를 확인하 다 (Fig. 2-3). 연구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미역

의 라디칼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 고 이는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라디칼 형성

이 증폭되었음을 확인하 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마선 조사에 의해 라디칼이 형성되면서 미역

의 세포벽의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fucoidan  laminarin의 수율이 증가한 것이라

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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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ESR spectra of gamma irradiated U. pinnatif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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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화학  조성  구조  특성

 (1) 단당류  sulphate 함량 분석

감마선 조사를 용하여 추출한 fucoidan  laminarin의 단당  sulphate 함량 

측정 결과를 Table 2-2에 제시하 다. 단당류 분석 결과 fucoidan의 경우 fucose 

(12.8%)  galactose (10.8%)가 주성분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glucose  

mannose가 각각 0.2  0.4%로 확인되었다. Laminarin의 경우 glucoserk 76.1%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fucose  galactose가 소량 나타났다. 한 fucoidan의 주요 

기능기의 sulphate 함량을 측정한 결과 약 0.05%로 나타났으며, laminarin에서는 검

출되지 않았다. 모든 시료에서 단당  sulphate함량은 조사에 따른 유의 인 차이

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ucoidan  laminarin을 구성하는 단당의 함량은 이  연구결과에서 보고된 바 

있다. Rupérez 등(2002)에 따르면 Fucus vesiculosus에서 추출한 fucoidan의 성

당, uronic acid  sulphate 함량은 각각 48, 9  12%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Laminarin의 경우 Fucus vesiculosus 성당이 89.6%로 가장 많으며, 소량이 

uronic acids (약 9.3%)가 검출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다 (Rioux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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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rradiation

dose

(kGy)

Chemical composition (unit: g/100 g)

Fucose Galactose Glucose Mannose Sulphate

Fucoidan

0 12.80 10.80 0.20 0.40 0.05

5 12.70 10.50 0.20 0.40 0.05

10 12.90 10.70 0.20 0.40 0.05

30 12.60 10.80 0.10 0.30 0.05

50 12.60 10.70 0.10 0.30 0.05

SEM
1) 0.10 0.08 0.06 0.09 0.04

Laminarin

0 0.80 0.10 76.10 0.00 0.00

5 0.70 0.10 76.30 0.00 0.00

10 0.90 0.10 76.40 0.00 0.00

30 0.80 0.10 75.90 0.00 0.00

50 0.70 0.10 76.00 0.00 0.00

SEM 0.08 0.02 0.10 0.00 0.00

Table 2-2. The monosaccharide and sulphate contents of fucoidan and laminarin 

extracted from U.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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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자량 측정

감마선 조사를 용하여 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laminarin의 분자량 

측정 결과를 Fig. 2-4에 제시하 다. 미역에 조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출한 

fucoidan  laminarin의 분자량은 각각 88  25 kDa으로 나타났다. Fucoidan의 

경우 5, 10, 30  50 kGy 조사처리 시 79, 65, 64  64 kDa으로 감마선 조사에 의

해 분자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이는 laminarin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

다. 이는 감마선 조사에 의해 미역 내 함유된 fucoidan  laminarin을 구성하고 있

는 glycosidic 결합이 균열됨에 따라 나타난 것이라 단된다 (Sokhey and Hanna, 

1993; Simic, 1983). Rioux 등(2007)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추출한 fucoidan  

laminarin은 추출시 사용하는 유기용매에 의해 분자량에 향을 받았다고 발표하

다. 본 연구결과 감마선 조사를 이용하여 미역 내 함유된 다당류를 추출하게 되면 

추출효율이 개선되면서 분자화 하는데 효과 인 기술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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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The average molecular weight of polysaccharides extracted from U.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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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UV scan

감마선 조사를 이용한 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laminarin의 UV 

specra 변화를 Fig. 2-5에 제시하 다. 측정 결과,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고 fucoidan 

 laminarin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약 270 nm에서 흡 도가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Ulanski and Rosiak (1992)에 따르면 키토산에 감마선 조

사를 용하여 UV scan을 하 을 때 247  290 nm에서 흡 도의 수치가 변화하

으며, 이는 조사에 의해 키토산의 carboxyl 는 carbonyl group에 향을 받았다

고 보고하 다. 반면, Nagasawa 등(2000)은 알긴산의 경우 감마선 조사에 의해 265 

nm에서 변화하 다고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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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UV spectra of polysaccharides extracted from U.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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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생리활성 평가

 (1)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laminarin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결과를 

Table 2-3에 나타냈다.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출한 fucoidan  laminarin의 경

우 49.14  14.59%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다. 일부 연구에서 F. 

vesiculosus를 비롯한 해조류에 함유되어 있는 함황산성 다당류는 항산화 활성을 

갖는다고 발표한 바 있다 (Rupérez et al., 2002; Xue et al., 2001). 추출한 fucoidan 

 laminarin 모두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며, 

50 kGy 조사 처리 시 fucoidan  laminarin은 각각 55.40  29.82%로 라디칼 소

거능이 증가하 다. Feng 등(2008)은 분자화된 키토산은 고분자일 때보다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이 높았다고 보고하 다. 이는 앞선 연구결과와 마찬가지

로 감마선 조사에 의해 fucoidan  laminarin을 구조가 변형되어 DPPH 라디칼 소

거능에 향을 미쳤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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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kGy)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Fucoidan Laminarin

0 49.14b 14.59b

5 49.54b 15.77b

10 54.58a 27.91a

30 55.31a 28.03a

50 55.40a 29.82a

SEM1) 0.73 0.91

Table 2-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ucoidan and laminarin extracted 

from U.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a-b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 

0.05).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s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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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Reducing power

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laminarin의 reducing power 측정한 결과를 

Fig. 2-6에 제시하 다. 실험 결과 감마선 조사에 의해 fucoidan  laminarin 모두 

reducing power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 다. Feng 등(2008)은 분자화된 키토산이 

고분자일 때 보다 높은 환원력을 보 다고 발표하 다. 항산화 기작은 carboxylic 

group의 형성과 련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Kim et al., 2008). 본 연구에서

도 감마선 조사에 의해 fucoidan  laminarin의 carboxyl group이 형성됨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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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The reducing power of polysaccharides extracted from U.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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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Tyrosinase 해 활성

Melanin 생성 억제물질의 탐색법으로는 tyrosinase 활성 해실험, 배양색소 

세포를 이용한 실험, 실험동물에서의 in vivo  실험, 그  멜라닌 합성의 key 

enzyme인 tyrosinase활성 해실험이 melanin 합체 억제제 개발의 기 단계에서 

채택되고 있다 (Shaheen et al., 2005).

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laminarin의 tyrosinase 해 활성 측정 결과

를 Fig. 2-7에 제시하 다. Fucoidan이 laminarin보다 tyrosinase 해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fucoidan이 tyrosinase 해활성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Kang et al., 2006). 앞선 연구에서 fucoidan  laminarin 용액을 

감마선 조사하 을 때 tyrosinase  멜라닌 생합성 해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는

데, 미역에 조사하여 추출한 두 시료 모두 조사에 의해 tyrosinase 해활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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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Tyrosinase inhibition effect of polysaccharides extracted from U.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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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MTT 검색법은 96-well plate를 사용하며 검사결과를 ELISA reader (Multiwell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많은 시료를 간단하게 독할 수 있어 세포독성  

세포증식 검색법으로서 sulforhodaminb (SRB) 검색법과 더불어 리 사용되고 있

는 방법  하나이다 (Ahn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  laminarin의 화장품 산업에서

의 이용가능성을 알아보기 한 기 연구로 피부 정상세포인 HaCaT 세포와 피부

암 세포인 B16BL6를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실험에서 사용한 농도는 4 mg/mL을 최

고 농도로 하여 실험에 진행하 다. 먼  정상세포인 HaCaT 세포에 한 결과를 

보게 되면 laminarin은 독성이 찰되지 않았으나 fucoidan의 경우 2 mg/mL이상의 

농도에서 세포의 수가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8). Fig. 2-9에

서는 피부암 세포인 B16BL6에 한 효과를 나타냈는데, 두 시료 모두 0.5 mg/mL 

이상의 농도에서 효과 으로 억제하 음을 확인하 으나, 조사에 의한 유의 인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귤정유에 감마선 조사하 을 때 피부  간암

세포의 성장을 효과 으로 억제하 으나 조사에 의한 차이는 없다는 연구결과와 일

치하 다 (Kim et al., 2005). 본 연구결과 fucoidan  laminarin 모두 0.5 mg/mL의 

농도를 첨가하 을 때 정상세포에 향을 주지 않으면서 암세포의 성장을 효과 으

로 억제할 수 있어 공 보건산업에서의 이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된다.



- 67 -

 
0

20

40

60

80

100

120

0.03125 0.0625 0.125 0.25 0.5 1 2 4

Conc. (mg/ml)

C
el

l s
ur

vi
va

l (
%

)

0 kGy
5 kGy
10 kGy
30 kGy
50 kGy

(a)

0

20

40

60

80

100

120

0.03125 0.0625 0.125 0.25 0.5 1 2 4

Conc. (mg/ml)

C
el

l s
ur

vi
va

l (
%

)

0 kGy
5 kGy
10 kGy
30 kGy
50 kGy

(b)

Fig. 2-8. Cell survival rate of polysaccharides extracted from U. pinnatifida  on 

HaCaT cell line;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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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Cell survival rate of polysaccharides extracted from U. pinnatifida  on 

B16BL6 cancer cell line;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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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역의 장안 성 개선

1. 재료  방법

가.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역은 남 완도에서 채취한 다음 흐르는 물로 세정하여 

실험에 사용하기 까지 4℃에 보 하 다.

나.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Jeongeup, Republic of 

Korea) 내 선원 11.1 PBq, 
60
Co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 다. 미역 내 함유

된 fucoidan  laminarin을 추출하기 해 실온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0, 

1, 3  5 kGy의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 다. Dosimetry 시스템

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용하여 표 화한 후 사용하 으며, 총 흡수

선량의 오차는 2% 이내 다. 모든 실험은 25℃에서 2주간 장하여 실험하 다.

 다. 미생물 분석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역의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하기 하여 시료 10 g에 멸

균된 식염수 (0.85%, NaCl) 90 mL를 첨가하여 Bag mixer
Ⓡ
(Model 400)를 사용하여 

120  동안 혼합한 후 10진 희석법으로 희석한 희석액을 total plate count agar 

(Difco)에 도말하 다. 미생물의 증식은 표 한천배양방법으로 각각 30℃에서 48 시

간 배양한 후 30 ～ 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내었다.

라. 색도 측정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역의 색도 변화를 Color Difference Meter 

(Spectrophotometer CM-3500d)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Illuminant D65 10°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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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 다. 기계는 측정  표 흑 과 표 백 을 표 화한 후 사용하 으며 

Hunter color L* (명도, lightness), a* ( 색도, redness)  b* (황색도, 

yellowness)을 측정하 다. 측정된 값은 Spectra Magic Software (version 2.11, 

Minolta Cyber Chrom Inc.)를 이용하여 기록하 다.

 마. 경도 측정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역의 경도 변화를 Texture analyzer (TA XT2i, SMS 

Co. Ltd.,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Plastic plunger (cylinderical type, 10 

mm diameter)로 test speed 2.0 mm/s, deformation ratio 25%, load cell 5 kg의 조

건으로 1회 압착 시험을 실시하여 경도를 측정하 다.

 바.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1997)에

서 로그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을 수행하고 유의 인 차이가 보일 

때 평균값 간의 차이를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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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고찰

 가. 미생물 분석

감마선 조사에 의한 미역의 미생물 오염도 측정 결과를 Table 3-1에 제시하

다. 비조사군의 경우 4.77 ± 0.05 Log CFU/g의 일반호기성미생물이 검출되었으며, 

3 kGy 이상의 조사 처리 시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장기간에 따라 미생물의 

수는 증가하 으며, 2주 장하 을 때 비조사군의 경우 6.33 ± 0.02 Log CFU/g의 

미생물이 검출되었다. 3 kGy 처리군에서도 3.33 ± 0.06 Log CFU/g이 검출된 반면, 

5 kGy에서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5 kGy의 감마선 조사는 미역의 

미생물학  안 성을 개선하는데 효과 인 기술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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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7 14

0 4.77±0.05
1) 6.10±0.04 6.33±0.02

1 3.47±0.04 4.50±0.04 4.61±0.02

3 ND2) ND 3.33±0.06

5 ND ND ND

Table 3-1. Microbial population (Log CFU/g) of the U. pinnatifida treated by 

gamma irradiation at 25℃

1) 
Mean±standard deviation (n = 3).

2) Viable colony was not detected at detection limit < 102 CF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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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색도 측정

감마선 조사한 미역의 색도 변화를 장기간에 따라 찰하 다 (Table 

3-2). 명도의 경우 5 kGy 조사 처리 시 명도가 감소하 으며, 장기간에 따른 차

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색도  황색도는 조사선량  장기간에 따

른 값은 일 이지는 않았으나 유의 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녹차 잎의 명도가 감소하 다는 연구보고가 있으며 (Jo et 

al., 2003), 이와 유사한 결과로 carotenoids 색소 (Byun et al., 2002), 간장 (Song et 

al., 2001)등이 감마선 조사에 의해 명도가 감소하 다고 발표된 바 있다. 본 연구결

과 5 kGy 이하의 감마선 조사는 미역 고유의 색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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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nter
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7 14

L

0 32.66a 32.54a 32.50a

1 32.80a 32.45a 32.50a

3 32.96a 32.21a 32.33a

5 34.40b 34.48b 33.45b

SEM1) 0.62 0.60 0.59

a

0 1.52 1.53 1.55

1 1.80 1.80 1.81

3 1.77 1.75 1.73

5 1.76 1.76 1.75

SEM 0.18 0.17 0.16

b

0 6.27 6.17 6.25

1 7.11 7.63 7.55

3 6.93 6.73 6.85

5 5.96 6.22 6.15

SEM 0.65 0.64 0.67

Table 3-2. Hunter color values of the U. pinnatifida  treated by gamma 

irradiation at 25℃

1) 
Mean±standard deviation (n = 3).

a-b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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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직감 측정

Table 3-3에는 감마선 조사한 미역의 경도 측정 결과를 제시하 다. 측정결

과 5 kGy 조사 처리시 경도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 으며 장기간에 따른 유의

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마선 조사가 미역의 조직감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Byun 등 (1991)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감마선 조사에 

의해 미역의 경도가 감소하 다고 발표하 으며, 이는 조사에 의해 미역 내 알

긴산이 분화가 된 것과 연 이 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5 kGy 미만의 감마선 

조사는 미역의 경도에 미치지 않고 장안 성을 개선하는 데 효과 인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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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kGy)

Storage period (days)

0 7 14

0 386.49a 385.10a 383.44a

1 386.15a 385.30a 381.49a

3 382.61a 381.85a 380.78a

5 323.30b 320.76b 320.29b

SEM1) 5.25 8.83 8.05

Table 3-3. Texture (hardness) changes of the U. pinnatifida treated by gamma 

irradiation at 25℃

1) 
Mean±standard deviation (n = 3).

a-b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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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마선 조사와 fucoidan/laminarin 병용처리가 돈육 

패티의 품질에 미치는 향

1. 재료  방법

 가.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미역은 남 완도에서 채취한 다음 흐르는 물로 세정하여 

실험에 사용하기 까지 4℃에 보 하 다.

 나. Fucoidan  Laminarin 추출

미역 내 함유한 fucoidan  laminarin을 추출하기 해 Mian 와 Percival 

(1973)과 Rioux (2007) 방법을 변형하 다. 즉, 미역 60 g에 85% 에탄올 600 

mL을 가한 후 70℃에서 6시간 동안 환류 추출하 다. 추출한 상등액을 제거한 후, 

남은 잔사에 2% CaCl2 용액 600 mL을 가하여 70℃에서 6시간 동안 환류 추출한 

다음 여과하여 (Whatman filter paper No.4, England) 조 laminarin 층을 얻은 후 

남은 잔사에 0.01 M HCl 600 mL을 가하여 와 같은 조건으로 추출하여 조 

fucoidan 층을 얻었다. 얻어진 fucoidan  laminarin 층을 여과하 다. 추출한 조 

fucoidan  laminarin을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Waters 2690)를 이용하

여 분획하여 회수한 다음 투석(cut off 1,000 Da)하 다. 투석시료는 농축하여 동결

건조한 후 냉장보 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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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돈육 패티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돈육 패티는 Table 4-1과 같이 주원료에 시료를 혼합하여 제

조하 다. 분쇄 돈육, 돈지방  식염은 시 에 매되는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시료의 혼합은 각각의 원료를 배합순서에 맞게 혼합기 (M15 mixer, Falsf Co., 

Spain)에 넣은 후 혼합하 다. 혼합육을 100 g 정도의 무게와 10 mm의 두께를 갖

도록 성형한 후 Cooker (NUVUES-3 cooker, Menominee, MI, USA)를 이용하여 

95℃에서 30분간 가열처리 하 다. 조리된 돈육 패티는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방냉

하고 알루미늄과 PE가 라미네이 된 복합필름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하 다.

라.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Jeongeup, Republic of 

Korea) 내 선원 11.1 PBq, 
60
Co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 다. 미역 내 함유

된 fucoidan  laminarin을 추출하기 해 실온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0 

 30 kGy의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으며, 돈육 패티의 경우 0, 2, 4, 6  8 kGy

의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 (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many)를 사용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

력기구 (IAEA)의 규격에 용하여 표 화한 후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

는 2% 이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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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Contents (g)

Ground pork 70.7

NaCl 1.3

Water 7, 8

Pork back fat 20

Sample 1, 0

Total 100

Table 1. Formulation for manufacturing pork patty

 

 



마. 지질산패도 측정

지질산패도는 Jo와 Ahn (2000)의 2-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법으로 측정하 다. 즉, 시료 5 g에 50 ㎕의 BHA (7.2% in ethanol)와 증

류수 15 mL을 넣은 후 homogenizer (DIAX 900)로 균질화시켰다. 균질물 1 mL에 

TBA/TCA 용액 (20 mM thiobarbituric acid in 15% trichloroacetic acid) 3 mL을 

넣은 후 끓는 물에서 15분 간 가열하 다. 냉각 후 원심분리기 (UNION 5K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Inchon, Korea)를 이용하여 원심분리 (3,000 rpm, 

20분)한 후, 상층액 1 mL을 취하여 532 nm에서 흡 도를 측정한 후 검량선을 이용

하여 malondialdehyde의 농도를 구하 다. 이 때 얻어진 결과는 ㎍ 

malondialdehyde/g meat (wet weight basis)으로 표시하 다.

바. 색도 측정

돈육 패티의 시료 단면을 Color Difference Meter (Spectrophotometer 

CM-3500d,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Illuminant 

D65 10° 원을 사용하 다. 기계는 측정  표 흑 과 표 백 을 표 화한 후 

사용하 으며 Hunter color L* (명도, lightness), a* ( 색도, redness)  b* (황색

도, yellowness)을 측정하 다. 측정된 값은 Spectra Magic Software (version 2.11, 

Minolta Cyber Chrom Inc., Osaka, Japan)를 이용하여 기록하 다.

 사. 경도 측정

Fucodian/laminarin 첨가에 따른 돈육 패티의 경도 변화를 Texture analyzer (TA 

XT2i, SMS Co. Ltd., Eng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Plastic plunger (cylinderical type, 

10 mm diameter)로 test speed 2.0 mm/s, deformation ratio 25%, load cell 5 kg의 조건으

로 1회 압착 시험을 실시하여 경도를 측정하 다.

 아. 미생물 분석

Fucodian/laminarin을 첨가하여 제조한 돈육 패티의 미생물 오염도를 측정하기 

하여 시료 10 g에 멸균된 식염수 (0.85%, NaCl) 90 mL를 첨가하여 Bag mixer
Ⓡ

(Model 400, Interscience, France)를 사용하여 120  동안 혼합한 후 10진 희석법으

로 희석한 희석액을 total plate count agar  potato dextrose agar(Difco)에 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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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다. 미생물의 증식은 표 한천배양방법으로 각각 30℃에서 48 시간 배양한 후 

30 ～ 300개의 집락을 형성한 배지만 계수하여 시료 1 g당 colony forming unit 

(CFU)로 나타내었다.

 자.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1997)에

서 로그램된 general linear model procedure을 수행하고 유의 인 차이가 보일 

때 평균값 간의 차이를 Duncan의 multiple range test법을 사용하여 평가하 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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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고찰

 가. 지질산패도 측정

감마선 조사 기술을 이용하여 미역에 함유된 fucoidan/laminarin 첨가한 돈

육 패티의 지질산패도 측정 결과를 Fig. 4-1에 제시하 다. 실험결과, 

fucoidan/laminarin 첨가군이 조군에 비해 돈육 패티의 지질산화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패티의 조사에 의한 지질 산패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Park 등(2004)의 감마선 조사와 로즈마리 추출물 병용 처리한 햄버거 스

테이크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일반 으로 감마선 조사는 산소가 있는 조건하에

서 지방의 산화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감마선 조사 시 tocopherol  ascorbic acid 

등 다양한 천연 항산화제의 첨가  진공포장 등의 방법을 이용할 경우 지방의 산

화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Lee et al., 2005). Kang 등(2003)은 고기완자에 로즈마

리, 슬리, 민트 등의 항산화제를 첨가하여 제조한 후 냉장 장 하 을 때, 무첨

가구와는 달리 냉장 기에 산가  TBARS 함량이 증가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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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TBARS values of the pork patties added with fucoidan and laminarin 

extract by gamma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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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색도 측정

Table 4-2는 fucoidan/laminarin을 첨가하여 제조한 돈육 패티의 색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색도  황색도의 경우 시료 첨가구  조사선량에 따른 차이는 일

이지 않았다. 그러나 명도의 경우 시료 무첨가군과 laminarin 첨가구는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fucoidan 첨가구의 경우 명도 값이 다른 처리구에 비해 

낮았으며 이는 패티의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값이 증가하 다. 이는 추출한 

fucoidan에 잔존하는 갈색색소인 fucoxanthin 색소의 괴에 의해 명도가 높아진 것

(Jeon et al., 2003)으로 생각된다. Bekhit 등(2003)은 항산화제가 냉장 장  우육 

패티에 한 색 변질 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으나,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제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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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rradiation dose 

(kGy)
L a b

Control

0 66.20 2.62 13.81

2 66.38 2.40 14.76

4 65.94 2.47 14.49

6 66.72 2.13 14.21

8 66.38 2.70 14.26

SEM
1) 1.29 0.30 0.53

Fucoidan

0 59.90b 2.80b 11.61b

2 63.76ab 3.42a 14.77a

4 62.55ab 3.35a 13.12ab

6 60.18b 3.50a 13.07ab

8 64.44a 3.25b 14.40ab

SEM 1.62 0.34 1.25

Laminarin

0 66.11 2.43ab 13.87ab

2 68.54 2.95ab 16.17a

4 68.08 3.06ab 13.97bc

6 68.02 3.56a 15.43ab

8 66.74 1.47b 12.88c

SEM 1.41 0.38 0.77

Table 4-2. Hunter color values of pork patties with extract fucoidan and 

laminarin treated by gamma iradiation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3).

a-c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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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경도 측정

추출한 fucoidan/laminarin 첨가 돈육 패티의 경도 변화를 Fig. 4-2에 제시하

다. 실험 결과 fucoidan/laminarin 첨가구가 무첨가구보다 경도가 약 2배 정도 감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조사에 의한 유의 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ucoidan/laminarin 첨가구가 무첨가구에 비해 낮은 경도를 나타내는 것은 패티의 

보수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라고 단되며, 이는 미역 페이스트 첨가 시 패티의 경

도를 감소하 다는 Hwang 등(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Moe 등(1995)에 따

르면 미역에 함유된 알긴산은 생고분자로서 분자간 matrix 내에 수분을 포집하는 

능력이 강하다고 발표하 다. 미역 내 함유된 생고분자 물질인 fucoidan/laminarin

을 패티에 첨가하면 체 으로 패티의 보수성이 증가하여 패티의 조직을 부드럽게 

만든 것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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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Hardness profile analysis of the pork patties added with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tract by gamma irrad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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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미생물 오염도 평가

Fucoidan/laminarin 첨가한 돈육 패티의 미생물 오염도 측정결과를 Table 4-3

에 제시하 다. 패티 비 조사구의 경우 모든 시료 처리구에서 3.17 ～ 3.48 Log 

CFU/g의 미생물이 검출되었으며, 조사에 의해 미생물이 사멸하 다. Oh 등(2004)에 

따르면 로즈마리 추출 분말을 첨가한 햄버거 스테이크에서 약 5 Log CFU/g이 검

출되었으며 조사에 의해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으며, 이는 실크 펩

타이드를 첨가한 햄버거 패티의 결과와 유사하 다 (Kim et al., 2007). 시료 무첨가

구의 경우 패티 2 kGy에서 3.07 Log CFU/g이 검출된 반면, fucoidan/laminarin 첨

가구에서는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는 미역에서 추출한 fucoidan/laminarin이 

패티 내에 있는 병원성 미생물을 억제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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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adiation dose 

(kGy)

Microbial contaminatin (unit : Log CFU/g)

Control Fucoidan Laminarin

0 3.48
a 3.17a 3.24a

2 3.07b NDb NDb

4 NDc2) NDb NDb

6 NDc NDb NDb

8 NDc NDb NDb

SEM1) 0.05 0.06 0.04

Table 4-3. Total aerobic bacterial counts of the pork patties added with (a) 

fucoidan and (b) laminarin extract by gamma irradiation

1)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 = 3).

2)
 Viable colony was not detect at detection limit < 10

2
 CFU/g.

a-c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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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15-20 내외)

  미역은 갈조류로서 식용으로 많이 섭취되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로서의 연구로도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역은 해수의 온도에 따라 색이 변질되며, 이에 따른 해양 미생

물의 번식으로 인해 품질이 하된 미역은 별다른 활용방안없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조사기술을 이용하여 미역 내 함유된 기능성 다당

류의 추출효율을 개선하고 이에 따른 구조   생리활성을 평가하 다. 감마선 조사에 

의해 fucoidna과 laminarin의 분자량이 감소되었으며, 항산화 활성, 미백효과  

melanogenesis 해 효과 등이 증가되었다. 한 감마선 조사에 의해 fucoidan/laminarin

의 추출 수율이 증 되었다. 미생물 오염도 평가 결과 3kGy 이하의 선량에서 미역 내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추출된 미역 다당류의 천연항산화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평

가하기 하여 돈육 패티를 제조한 결과 첨가에 따른 미생물 안 성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미역의 기능성 물질의 추출과 보 성에 방사선 기술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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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reason of Undaria pinnatifida  growth is temperature dependent, U. pinnatifida  

produced in April and May are obtained as the main byproducts and it is normally 

wasted. The objective of the this study was investigated to the improvement of 

extraction process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of polysaccharides from U. pinnatifida  

by gamma irradiation. The extraction yield of fucoidan and laminarrin was increased 

by gamma irradiation, and the molecular weight of extracted polysaccharides was 

decreased by irradiation. The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storage of U. pinnatifida 

was investigated. No viable cells were observed in samples irradiated at 3 andd 5 

kGy. Finally, fucoidan and laminarin were applied in the pork patty, and it was 

shown that lower lipid oxidation and positive effect on microbial stability and quality 

of the pork patty. These results will suggest that radiation technology can be applied 

for the extraction of functional materials and storages safe of the seaw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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