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43(12), 1801～1807(2014)  http://dx.doi.org/10.3746/jkfn.2014.43.12.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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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lue mussels (Mytilus edulis) are widely distributed among the world's oceans in various habita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reeze-drying on the antioxidant and antigenotoxic activities 
of blue mussels collected in the Gyeongnam coast area of Korea. Raw (RM) and freeze-dried blue mussel flesh (FRM) 
were extracted with ethanol, methanol, and water. Antioxidant activities were evaluated on the basis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ORAC), cellular antioxidant capacity (CAC), and antigenotoxic 
activity (comet assay). Except for the water extract, RM and FRM showe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hich 
increased upon freeze-drying in MeOH extract. The highest ORAC value was observed in water extract of RM and 
MeOH extract of FRM. CAC was protected against AAPH-induced oxidative stress in HepG2 cells by both RM and 
FRM extracts. Freeze-drying lowered ORAC value of water extract, whereas it increased CAC activity, suggesting 
that antioxidant activities varied according to the generated radicals. All extracts from RM and FRM showed anti-
genotoxic activities by reducing H2O2-induced DNA damage in human leukocytes. Freeze-drying had no effect on 
antigenotoxicity of blue mussel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blue mussels possess antioxidant and anti-
genotoxic properties, and freeze-drying might be a useful processing method for blue mussels to retain their maximum 
physiological potential as a function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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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기오염, 흡연 등은 인체 내 유해한 물질의 축적을 유발

하고 이로 인해 체내 활성산소(ROS)의 발생이 증가되면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된다(1). 산화적 스트레스는 

DNA 구조 손상을 비롯한 변형을 유발하여 노화, 암, 심혈관

계 질환 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2,3). 과일과 채

소에 포함된 비타민 C, 비타민 E와 같은 다양한 항산화제의 

섭취는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널리 알려져 있으나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butylated hy-

droxyanisole(BHA)과 butylated hydroxytoluene(BHT) 

등의 합성 항산화제는 인체에 독성을 일으키는 등의 논란으

로 인해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4). 따라서 인체에 해가 없는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 자원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검색하

고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건강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5). 

해양생물은 구조적으로 다양한 생리활성 복합물과 함께 

기능성 식품, 약제, 화장품 등으로서의 가치가 풍부한 자원

으로 지금까지 미더덕, 해조, 아귀, 멍게, 해삼 등과 같은 

해양생물의 항산화 활성 또는 항유전독성이 보고된 바 있으

나(6-11) 농산물에 비해 해양생물의 기능성 연구는 아직까

지는 부족한 실정이다.  

홍합은 살이 붉어서 붙여진 이름으로 조개, 굴, 가리비 

등과 같이 두 개의 패각으로 이루어진 이매패류로 분류되며 

해산물임에도 불구하고 짜지 않고 담백하여 담채라고도 불

린다(12).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즐겨 먹는 기호식품으로써 

이용되어 온 홍합에는 셀레늄과 요오드같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고, 프로비타민 D의 함량이 높아 칼슘의 흡수를 높여 

주어 뼈의 골밀도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철분도 다량 함유되

어 있어 빈혈 개선에 도움을 준다(13). 홍합류에 속하는 진

주담치(Mytilus edulis)의 원산지는 지중해이며 빠른 번식

력과 환경적응력으로 세계적으로 분포하게 되었다. 현재 우



1802 이선우 ․최미주 ․김시경 ․이승철 ․박은주

리나라 전 연안에 널리 서식하고 있으나 주로 남해안에 분포

하며 특히 경남의 창원의 마산만 일대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

고 있다(14).

뉴질랜드에서 채취되는 초록잎홍합(Perna canaliculatus)

의 경우 염증성 장 질환과 관절염에 대한 효과가 보고된 바 

있고(15,16), 그 추출물을 이용해 제조한 기능성 식품이 판

매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내산 원료를 이용하여 동등한 

효과를 가진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게 된다면 수입대체 효과

의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17) 지금까지 우리나라

에서 생산되는 진주담치의 항산화 활성을 분석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진주담치와 같은 패류는 여름철에 

유통이 어려운 단점이 있어 건조 또는 분말 형태로 가공되어 

유통되는데 가공처리 중에 이로운 활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진주담치의 가공처리 후 품질의 안정

성에 대한 연구(18)는 이미 보고되어 있지만 가공 전후의 

활성 변화에 관해서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진주담치를 신선한 상태와 동결건조 한 상태에 따라 항산

화 활성 및 항유전독성 효과를 비교 조사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서 사용된 진주담치는 2013년 5월에 채취된 것

을 창원시 마산수협으로부터 신선한 상태로 제공받았다. 항

산화 활성 분석을 위한 2,2'-azobis(2-amidinopropane) 

dihydrochloride(AAPH)는 Wako Pure Chemical Indus-

tries, Ltd.(Osaka, Japan)에서 구입하였고, 2,2-diphenyl- 

1-picryl hydrazyl(DPPH), gallic acid, pyrogallol, Histo-

paque 1077, fluorescein은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Trizma hydrochlo-

ride(Tris-HCl),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diso-

dium salt dihydrate(EDTA), dimethyl sulfoxide(DMSO), 

6-hydroxy-2,5,7,8-tetramethylchroman-2-carbonyl 

acid(Trolox) 등을 비롯한 기타 시약 및 용매는 모두 일급 

이상의 등급을 사용하였다. 

시료준비

진주담치 시료는 껍질을 제거한 가식부만을 사용하였고, 

생 진주담치 추출물(raw blue mussels, RM)은 생 진주담치 

살 50 g, 동결건조 진주담치 추출물(freeze-dried blue 

mussels, FRM)은 생 진주담치 살 50 g을 동결건조 한 분말

에 각각 에탄올, 메탄올, 물 500 mL를 넣어 25°C에서 12시

간 추출하였다. 에탄올과 메탄올 추출물은 회전 진공농축기

(Eyela N-1000,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로 

농축하고, 물 추출물은 동결건조 다음 분말화하여 50 mg/ 

mL의 농도로 DMSO에 희석한 후 -20°C에 보관하면서 분

석에 사용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SA)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에탄올로 녹인 0.4 mM DPPH 

용액 80 μL에 각 농도별 시료(1, 5, 10 mg/mL) 20 μL를 

가한 후 10초 동안 혼합하고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켜 

ELISA reader(Sunrise, Tecan Co. Ltd., Grödig, Austria)

를 이용하여 49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에는 

20 μL의 DMSO를 처리하여 측정하였고 자체 흡광도를 측정

하여 원 시료의 색을 보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의 계산식을 이용해 값을 산출하였다. DPPH 라디칼을 

50% 저해하는 농도인 IC50(inhibitory concentration) 값을 

구하여 나타내었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SA, %)=(1－A/B)×100

A: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B: 대조구 흡광도

ORAC(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활성 분석

ORAC assay를 이용한 항산화 활성 측정은 Kurihara 등

(19)의 방법을 이용하여 신선한 상태와 동결건조 상태에 따

른 진주담치 추출물(10, 25, 50, 100 μg/mL)의 활성을 측정

하였다. AAPH를 peroxyl radical generator로 사용하여 

최종 반응 농도는 20 nM이 되도록 처리하였고, Ou 등(20)

의 방법에 따라 형광표준 용액인 fluorescein의 최종 반응 

농도는 40 nM이 되도록 처리하였다. 최종 반응 농도 1 μM

의 trolox를 control standard로 사용하였다. Fluorescein

은 free radical에 의해 감소되고 이는 FLUOstar OPTIMA 

micro-plate reader(BMG Lab Technology, Offenburg, 

Germany)를 이용하여 excitation wavelength 485 nm, 

emission wavelength 535 nm에서 150 cycle 동안 측정하

였다. ORAC value는 각 시료의 형광 감소 곡선 아래 부분의 

총 면적(net area under the curve)을 산출하여 1 μM tro-

lox equivalents(TE)로 나타내었으며 각 시료는 최소 3번 

반복하여 실험하였다.

Net area under the curve: net AUC=AUCsample－AUCblank

ORAC value=net AUCsample/ net AUCtrolox

HepG2 세포 배양

HepG2(ATCC 8065, human liver adenocarcinoma cell- 

line)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Rockville, MD, USA)에서 구입하였고, 비활성화한 fetal 

bovine serum(FBS) 10%와 1% 항생제(penicillin/ strep-

tomycin)를 함유하는 DMEM 배지를 이용하여 37°C, 5%의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MTT assay를 통한 세포 생존율 측정 

진주담치 육질 추출물에 대한 HepG2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MTT reduction assay를 실시하였다. 

96-well plate에 세포수를 1×105 cells/mL로 계산하여 

100 μL씩 가하여 37°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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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배양한 후 DMSO에 녹인 시료를 최종 농도가 5, 10, 25, 

50 μL가 되도록 각 well에 처리하였다. 37°C에서 3시간 배

양하고 PBS 완충액에 녹인 MTT(5 mg/mL) 용액을 10 μL

씩 처리하고 다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Formazan 형성

을 확인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100 μL의 DMSO로 각 well 

바닥에 형성된 formazan을 용해시켜 ELISA reader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처리하지 않고 배양

시킨 대조군 세포를 100%로 하여 상대적인 세포 생존율을 

산출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실험은 최소 3번 반복하여 실험

하였다.

ROS 소거능(cellular antioxidant capacity, CAC) 측정

HepG2 세포를 이용하여 진주담치 추출물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검색하기 위해 CAC assay를 실시하였다. 2',7'- 

Dichlorofluorescein diacetate(DCFH-DA) 방법(21)을 변

형하여 측정하였다. 96-well plate에 HepG2 세포를 5× 

105 cells/mL로 계산하여 100 μL씩 가하여 37°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배지를 제거하고 형

광에 안정한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을 200 

μL씩 분주한 후 최종 농도가 5, 10, 25, 50 μL가 되도록 

각 well에 처리하여 30분 동안 배양하였다. HBSS 200 µL

로 세척을 하고 다시 HBSS 200 μL를 분주한 후 peroxyl 

radical generator인 AAPH 8 mM을 2 μL씩 처리한 후 30

분 동안 배양하였다. 이때 AAPH는 매일 당일 제조하여 사

용하였다. 형광 probe로 40 mM DCFH-DA 2 μL를 빛이 

차단된 상태에서 첨가한 다음 30분 동안 배양한 후 FLUOstar 

OPTIMA micro-plate reader(BMG Lab Technology)를 

이용하여 excitation wavelength 485 nm, emission 

wavelength 535 nm에서 형광의 발생 정도를 측정하였다. 

Negative control은 DCFH-DA만을 처리하였고, positive 

control은 AAPH와 DCFH-DA를 처리하였다. Negative 

control의 형광 값을 100%로 하여 각 시료와 positive con-

trol인 AAPH의 형광 값을 비교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실험

은 최소 3번 반복하여 실험하였다. 

DNA 손상도(comet assay) 측정

진주담치 추출물의 항유전독성 효과는 Singh 등(22)의 

alkaline comet assay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건강한 

성인 남성의 혈액을 채취한 후 동량의 histopaque 1077을 

사용하여 백혈구를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백혈구에 

DMSO로 희석한 시료를 농도별(1, 10, 50 μg/mL)로 처리하

여 37°C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세척한 다음 산화적 스트

레스를 유발하기 위해 H2O2를 처리하여 4°C에서 5분간 반

응시킨 후 다시 세척하였다. 반응을 끝낸 백혈구에 0.7% 

low melting agarose gel(LMA) 100 μL와 섞은 다음 1% 

normal melting agarose(NMA)로 precoating 된 슬라이드 

위에 현탁액이 골고루 분산되게 한 후 커버글래스로 덮어 

4°C 냉장고에 방치하였다. 젤이 굳으면 커버글래스를 벗겨

내고 그 위에 다시 0.7% LMA 100 μL를 분주하여 4°C에 

방치하였다. 젤이 다 굳으면 차가운 alkali lysis buffer(2.5 

M NaCl, 100 mM Na2EDTA, 10 mM Tris, 1% sodium 

lauryl sarcosine, 1% Triton X-100, 10% DMSO)에 슬라

이드를 담가 저온 암실에서 1시간 동안 방치시켜 DNA 이중

가닥을 풀어주었다. Lysis가 끝난 후 슬라이드를 전기영동

수조에 배열하고 4°C의 차가운 electrophoresis buffer 

(300 mM NaOH, 10 mM Na2EDTA, pH>13)를 채워 20분 

동안 unwinding 하여 alkali labile sites가 드러나게 한 후 

25 V/300±3 mA의 전압으로 20분간 전기영동을 실시하였

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슬라이드를 차가운 중성용액(0.4 

M Tris buffer, pH 7.5)에 5분간 3회 세척한 다음 에탄올에 

5분간 침지, 건조시켰다. 20 μg/mL ethidium bromide로 

염색한 후 슬라이드를 형광현미경(LEICA DMLB, Wetzlar, 

Germany)의 CCD camera(Nikon, Tokyo, Japan)를 통해 

보내진 세포핵 이미지를 comet image analyzing system 

(Komet version 5.0, Kinetic Imaging, Liverpool, UK)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백혈구의 산화적 스트레스 유발에 의한 

DNA의 손상 정도는 핵으로부터 꼬리 부분으로 떨어져 나간 

꼬리 부분 내 DNA 함량(% Tail intensity)을 측정하여 나타

내었다.

통계처리

모든 데이터의 통계처리는 SPSS, Windows 14.0(IBM,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는 평균±

표준편차(SD)로 나타내었으며, 신뢰 수준 95%(P<0.05)에

서 평균값들에 대해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Tukey's HSD 

test를 이용하여 각 구간의 유의성 차이를 검증하였다. 용매

별 또는 동결건조 전후의 평균값에 대한 유의적 차이는 

Student t-test를 통해 검증하였다(P<0.05).

결과 및 고찰 

DPPH 라디칼 소거능

진주담치의 용매별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DPPH 

RSA)은 Table 1과 같다. 생 진주담치와 동결건조 진주담치

의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1, 

5, 10 mg/mL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물 추출물

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 진

주담치과 동결건조 진주담치를 용매별 고농도에서 비교했

을 때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동결건조 전후의 값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생 진주담치

보다 동결건조 진주담치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동결건조가 DPPH 라디칼 

소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 

동결건조로 인해 오히려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Wang 등(23)의 연구에 의해 blue 

mussel의 단백질 가수분해효소(pepsin, papain, neut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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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xtracts from raw
and freeze-dried blue mussels                         (%)

Concentration 
(mg/mL)

Sample extraction
EtOH MeOH Water

RM1)
1
5

10

18.9±1.0a2)3)

50.7±2.1b 

66.5±2.4c

15.9±1.9a

27.3±7.7b

35.0±6.3c

－
－
－

FRM
1
5

10

18.6±0.6a

39.6±0.5b

71.1±1.8c

23.7±1.0a

39.8±0.3b

51.7±5.2c#

－
－
－

1)RM: raw blue mussels flesh, FRM: freeze-dried blue mussels
flesh.

2)Values are mean with standard deviation (n=3).
3)For all the values of each sample, different letters within each

column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y Tukey's HSD
test.

#Stands for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etween RM and 
FRM by Student's t-test.

Table 2.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ORAC) of ex-
tracts from raw and freeze-dried blue mussels

TE (1 μM trolox equivalent)
Concentration 

(μg/mL)
Sample extraction

EtOH MeOH Water

RM1)

10 
25
50

100

1.3±0.1a2)3)

2.7±0.2b

4.4±0.1c

6.7±0.2dA4)

2.2±0.1a

3.8±0.2b

5.9±0.0c

9.0±0.1dB

 2.9±0.1a

 5.5±0.1b

 8.2±0.4c

13.2±0.1dC

FRM

10 
25
50

100

1.5±0.2a

3.0±0.1b

4.6±0.1c

7.0±0.4dB

2.0±0.2a

3.5±0.3b

6.1±0.1c

9.1±0.5dC

 1.4±0.1a

 2.4±0.1b

 3.4±0.2c

 5.4±0.0dA###

1)RM: raw blue mussels flesh, FRM: freeze-dried blue mussels 
flesh.

2)Values are mean with standard deviation (n=3).
3)For all the values of each sample, different small letters within 
each column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y Tukey's 
HSD test.

4)Different capital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olvent extracts at the highest concentration (100 μg/mL) of 
RM or FRM (P<0.05) by Tukey's HSD test.

###Stands for significant difference (P<0.001) between RM and 
FRM at 100 μg/mL by Student's t-test.

alcalase) 처리에 의해 생성된 단백질 가수분해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지질과산화 억제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그 밖에 해양생물에 대한 DPPH 라디칼 소거능

에 관한 연구로는 미더덕, 아귀, 멍게 등의 활성이 보고된 

바 있다(6-11). 진주담치와 유사한 해양생물인 미더덕 살 

부위의 동결건조 전후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비교한 결

과 1 mg/mL 농도에서 신선 미더덕의 에탄올과 메탄올 추출

물에서 각각 8.8%와 9.4%로 나타났고, 동결건조의 경우 

8.3%, 7.7%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

되었다(7). 이에 비해 동일한 농도인 1 mg/mL에서 생 진주

담치는 18.9%와 15.9%의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동결건조 

진주담치의 경우 18.6%와 23.7%의 활성을 나타내어 미더

덕에 비해 더욱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더덕의 물 추출물에서는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나타난 반면, 진주담치의 물 추출물에서 활성이 나타

나지 않은 것은 진주담치의 경우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이는 물질이 물에 의해 추출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ORAC)

진주담치의 용매별 추출물을 각각 10, 25, 50, 100 μg/ 

mL의 농도에서 ORAC 수치를 측정한 결과 모든 시료의 

ORAC 수치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Table 2). 100 μg/mL의 농도에서 각 시료의 ORAC 수치를 

비교하였을 때 생 진주담치의 경우 물> 메탄올> 에탄올 추

출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동결건조 진주담치의 경우 

메탄올> 에탄올> 물 추출물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에탄올

과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 동결건조 후 ORAC 수치의 변화가 

없었으나 물 추출물의 경우 동결건조에 의해 ORAC 수치가 

유의적으로 59.1%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진주담치의 동결건조과정에서 AAPH(peroxyl radical 

generator)에 의해 생성된 peroxyl radical(ROO･) 억제 활

성을 나타내는 성분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진주담치 물 추출물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과는 달리 우수한 ORAC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두 방법에서의 소거 대상이 되는 라디칼(DPPH: 

nitrogen radical vs. ORAC: peroxyl radical)의 차이로 인

해 진주담치 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

로 사료된다(24,25). 

ROS 소거능(CAC) 측정

CAC assay는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 probe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fluorometric as-

say로 항산화제의 세포막 침투 정도와 세포 내에서 AAPH

로 유도된 peroxyl radical을 소거하는 항산화제 활성 정도

를 측정할 수 있다. CAC 측정 시 시료의 세포독성으로 인해 

세포가 사멸되면 감소한 세포수로 인해 형광 값이 낮게 측정 

되어 시료의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으로 오인될 수 있기 때

문에 CAC assay를 수행하기에 앞서 MTT assay를 실시하

여 진주담치 처리에 의한 HepG2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하였

다. 모든 시료를 5, 10, 25, 50 μg/mL가 최종 농도가 되도록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HepG2 세포의 생존율은 80% 이상으

로 시료에 의한 세포 독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data not 

shown). 이후 실시한 CAC assay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

였다. AAPH를 처리하지 않은 음성대조구의 형광 값을 

100%로 계산했을 때 8 mM의 AAPH만을 처리한 양성대조

구는 HepG2 세포 내 라디칼 활성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생 또는 동결건조 진주담치 추출물의 경우 농도 의존

적으로 세포 내 라디칼 활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농도(50 μg/mL)에서 용매별로 비교했을 때 생 진주담치

의 경우 용매별 활성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동결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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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dical scavenging capacity of raw and freeze-dried
blue mussels against 80 mM AAPH-induced oxidative stress in
HepG2 cell                       (% of negative control)

Concentration 
(μg/mL)

Sample extraction
EtOH MeOH Water

RM1)

NC
AAPH

1
10
25
50

100.0±1.5a2)3)

246.4±5.6e

201.4±1.7d

186.3±3.0d

166.5±7.7c

145.0±12.0bA

100.0±6.4a

226.4±3.7e

187.6±4.1d

180.6±0.4d

168.1±3.6c

128.9±5.3bA

100.0±1.9a

176.2±2.8d

141.1±2.1c

135.2±2.3b

130.9±0.8b

132.5±1.3bA

FRM

NC
AAPH

1
10
25
50

100.0±1.5a

246.4±5.6e

189.0±8.2d

176.0±0.6d

149.5±3.4c

127.2±6.6bA

100.0±6.4a

226.4±3.7e

176.8±4.1d

178.6±1.3d

154.1±1.3c

139.2±0.2bB

100.0±1.9a

176.2±2.8e

142.0±1.6d

133.3±1.6c

130.6±2.1c

120.2±1.3bA###

1)RM: raw blue mussels flesh, FRM: freeze-dried blue mussels
flesh.

2)Values are mean with standard deviation (n=3).
3)For all the values of each sample, different small letters within
each column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y Tukey's 
HSD test.

4)Different capital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olvent extracts at the highest concentration (50 μg/mL) of RM
or FRM (P<0.05) by Tukey's HSD test.

###Stands for significant difference (P<0.001) between RM and
FRM at 50 μg/mL by Student's t-test.

        

      

Fig. 1. Comet images of human leukocytes. A: negative control, B: 200 μM H2O2-treated positive control, C: ethanol extracts from 
raw blue mussels flesh (50 μg/mL)+H2O2 (200 μM), D: methanol extracts from raw blue mussels flesh (50 μg/mL)+H2O2 (200 
μM), E: water extracts from raw blue mussels flesh (50 μg/mL)+H2O2 (200 μM), F: ethanol extracts from freeze-dried blue mussels
flesh (50 μg/mL)+H2O2 (200 μM), G: methanol extracts from freeze-dried blue mussels flesh (50 μg/mL)+H2O2 (200 μM), H: water 
extracts from freeze-dried blue mussels flesh (50 μg/mL)+H2O2 (200 μM).

Table 4. Tail intensity of raw and freeze-dried blue mussels 
against 200 μM H2O2 induced DNA damage in human leuko-
cytes                                  (% Tail intensity)

Concentration 
(μg/mL)

Sample extraction
EtOH MeOH Water

RM1)

NC
PC
1

10
50

13.8±1.6a2)3)

87.0±1.1d

78.0±1.6c

71.5±3.0bc

65.2±1.5bA

13.8±1.6a

87.0±1.1d

71.3±4.6c

62.3±1.1c

47.3±2.7bA

13.8±1.6a

87.0±1.1d

79.0±3.4cd

70.7±2.2c

50.9±2.9bA

FRM

NC
PC
1

10
50

13.8±1.6a

87.0±1.1c

76.5±1.6bc

69.3±1.3b

70.3±5.4bB

13.8±1.6a

87.0±1.1d

72.2±1.2c

60.6±0.1c

47.7±6.8bA

13.8±1.6a

87.0±1.1d

78.0±2.7cd

66.7±6.8c

46.8±3.0bA

1)RM: raw blue mussels flesh, FRM: freeze-dried blue mussels
flesh.

2)Values are mean with standard deviation (n=3).
3)For all the values of each sample, different small letters within
each column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by Tukey's
HSD test.

4)Different capital lette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solvent extracts at the highest concentration (50 μg/mL) of RM
or FRM (P<0.05) by Tukey's HSD test.

진주담치의 경우 에탄올 추출물과 물 추출물의 활성이 메탄

올 추출물의 활성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물 추출물은 

동결건조 처리로 인해 CAC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DNA 손상 보호 효과(comet assay) 

H2O2의 처리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한 백혈구의 DNA 

손상에 진주담치 시료의 보호 효과는 형광현미경으로 관찰

하여 손상된 DNA를 수치화하여 Table 4에, 그 이미지는 

Fig. 1에 나타내었다. 진주담치의 용매별 추출물을 1, 10, 

50 μg/mL 농도로 처리한 결과 H2O2만을 처리한 양성대조

구에 비해 DNA 손상 정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모든 시

료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DNA 손상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진주담치 추출물을 고농도의 값으로 비교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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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용매 추출물이 비슷한 DNA 보호 효과를 나타내어 동

결건조 전후에 대한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

라서 진주담치의 DNA 손상 보호 활성은 동결건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동결건조에 의해 DNA 손상에 대

한 보호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난 미더덕과는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26). 

지금까지 살펴 본 진주담치(Mytilus edulis)의 항산화능 

및 DNA 손상 보호 효과는 진주담치에 함유되어 있다고 보

고된 β-carotene, pectenolene, diatoxanthin, pectenox-

anthin, mytiloxanthin, 3,4,3'-trihydroxy-7',8'-didehy-

dro-β-carotene 등과 같은 carotenoid류와 lutein, zeax-

anthin 등의 xanthophyll류 성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

타난 것으로 사료된다(27-29). Partali 등(28)의 연구 결과

에 의하면 진주담치의 carotenoid 함량이 지역별, 계절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진주담치의 채취지역 및 채

취시기에 따른 항산화 및 항유전독성 효능의 차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동결건조 처리가 진주

담치의 항산화 및 DNA 손상 보호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물 추출물의 ORAC value를 제외하고는 동결

건조 후에도 활성이 유지되거나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식물유래 천연자원을 대상으로 동결

건조 후에 활성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더 증가했다고 보고한 

연구들(30-32)과 유사한 결과이다. 

요   약

동결건조에 의한 진주담치의 생리활성의 변화를 살펴보고

자 DPPH 라디칼 소거능, ORAC, CAC 등의 항산화 활성과 

comet assay를 이용한 DNA 손상 보호능을 측정하였다. 

생 진주담치 및 동결건조 진주담치에서 물 추출물을 제외한 

에탄올과 메탄올 추출물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을 확인

하였고,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 동결건조에 의해 DPPH 라디

칼 소거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 진주담치의 ORAC 

수치는 물 추출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동결건조 진

주담치의 경우 메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동결

건조 후 ORAC 수치는 물 추출물에서만 유의적으로 감소된 

반면 HepG2 세포의 라디칼 소거능(CAC)의 경우 물 추출물

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소거 대상 라디칼에 따라 항산화 

활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 또는 동결건조 진

주담치는 모든 추출물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DNA 

손상을 억제하는 보호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고 동결건조에 

의한 보호 효과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진주담치는 물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을 제외하고는 모든 추출물에서 항산화 활성과 더불어 DNA 

손상의 보호 효과가 관찰되었고 동결건조 가공처리에 의해

서 그 활성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나 추출물에 따라 오히려 

활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우

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진주담치의 식품 첨가물이나 기능성 

식품 개발을 위한 생리활성 소재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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