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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etoxification effects of enzymatic hydrolysate from oyster on acet-
aminophen-induced toxicity using HepG-2 cells. Oyster hydrolysate was made with 1% Protamex and 1% Neutrase 
after treatment with transglutaminase (TGPN) or without (PN). Two types of oyster hydrolysate were added to hu-
man-derived HepG-2 hepatocytes damaged by acetaminophen, after which the survival rate of HepG-2 cell was 
measured. In addition,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and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 activities 
in the culture media were evaluated. The survival rates of HepG-2 cells were 136.2±1.4% at 100 μg/mL of TGPN 
and 179.6±3.8% at 200 μg/mL of TGPN. These cell survival rates were higher compared to that of the negative 
control group (60.7±3.2%) treated only with acetaminophen. GOT activity was 38.3±0.2 Karmen/mL in the negative 
control group, whereas it was 19.9±0.5 for TGPN (200 μg/mL) and 22.0±2.4 Karmen/mL for PN (200 μg/mL). GOT 
and GTP activities were shown to be dependent on TGPN concentration, and significant reduction in activities could 
be conformed. The detoxification efficacy of TGPN was higher compared to that of PN. These results suggest that 
oyster hydrolysate has potential as a healthy food or pro-drug for liver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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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아세트아미노펜은 진통 및 해열제로 전 세계에 걸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 과도한 투약은 심각하고 치명적인 

간 손상을 유도하고 간세포 괴사의 원인이 된다(1,2). 아세

트아미노펜에 의해 유도된 간 손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아미노펜은 체내에서 시토크롬 P450에 의해 N- 

acetyl-p-benzoquinone imine(NAPQI)과 같은 높은 반응

성의 대사 중간생성물이 되는데 이것이 간 괴사의 원인이다

(3). 아세트아미노펜을 투여한 쥐의 간에서 nitrotyrosine의 

함량이 증가하였는데(4), nitrotyrosine은 peroxynitrite와 

tyrosine에 의해 생성되며 강한 독성을 나타내어 간 손상의 

원인이 된다(5). 즉 세포 내 NAPQI의 계속적인 공유결합(3), 

nitrotyrosine 생성(4), 막 지질의 과산화 및 세포 내 칼슘 

균형의 교란 등의 원인이 간세포 손상 혹은 사멸의 원인이다

(6,7). 그러나 정상 상태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은 글루타치온

에 의해 무독화되는데(8), 쥐의 간에서 글루타치온은 아세트

아미노펜 독성을 억제하는 물질로 작용하고 아세트아미노

펜과 글루타치온의 결합 속도 증가는 다른 무독화 경로로 

작용할 수 있다(9). 과량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노출될 때 간

의 글루타치온은 고갈되고 아세트아미노펜은 단백질과 공

유결합하여 간독성 물질로 작용하게 된다(10). 그러나 간 

조직 내의 글루타치온의 빠른 공급(8), nitrotyrosine의 생

성을 유도하는 iNOS 발현의 감소(4) 및 heat shock protein 

70의 생성량이 증가하면 ICR mice에서 아세트아미노펜으

로 인한 세포 사멸이 억제된다(2). 최근의 임상연구에서 

Buchard 등(11)은 hGSTP*C 변종에 의한 아세트아미노펜 

간독성의 억제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한편 간독성 측정을 

위한 세포주와 관련하여 간세포 독성에 미치는 식물 성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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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별과 영향을 평가하고(12,13) 지질 대사의 변화를 평

가하기 위하여 HepG-2 세포를 사용하였다(14). 

최근 보조 식품 및 대체 의약으로서 천연물 유래 생물 분

자들의 개발과 수행을 위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제약 

산업 연구를 위한 후보 물질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천연 

자원에서 얻은 이들 새로운 분자들은 일반 식품에서 유래하

여 안전하기 때문에 유력한 치료제로 간주되고 있다(15). 

이소플라본의 일종인 genistein은 아세트아미노펜 생물 전

환을 저해하고 대사와 항산화 효소 활성의 조절을 통해 산화 

스트레스에 저항하기 때문에 아세트아미노펜 유도 간독성

을 방지하고 간을 보호한다고 보고하였다(16). 한편 기능성 

물질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식품 성분 중 하나인 단백질 

유래의 펩타이드는 혈압 강하, 면역 증강 및 칼슘 흡수 촉진 

등의 광범위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17-19). 그러나 특히 

해양생물 단백질 소재에서 유래한 펩타이드의 간 기능 개선

에 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굴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을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저분자의 펩타이드로 제조

하였으며, 아세트아미노펜 독성에 대한 간 보호 활성을 조사

할 목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세포 손상을 유도한 HepG- 

2 세포주에 미치는 굴 가수분해물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실험에 사용한 참굴(Crassostrea gigas, 각장: 5.8±0.4 

cm, 각고: 3.2±0.4 cm, 체중: 9.8±2.1 g)은 경남 통영 연안

의 양식장에서 2008년에서 2009년에 걸쳐 채취하여 인근

의 가공공장에서 알굴의 형태로 급속동결 한 제품으로 가공 

후 1∼2년 동안 냉동보관 한 제품을 단백질 가수분해 시료

로 사용하였다. 가수분해를 위한 단백질 분해 효소는 바이오

시스 사(Busan, Korea)에서 구입한 neutral protease 

(Neutrase)와 subtilisin protease(Protamex)를 사용하였

으며, 단백질의 가교결합을 위한 transglutaminase(TGase, 

TG-S)는 Ajinomoto 사(Tokyo, Japan)에서 구입하였다. 

HepG-2 세포주는 한국세포주은행(KTCC, Seoul, Korea)

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굴 가수분해물의 제조

굴 가수분해물의 제조는 Hur 등(20)의 방법으로 제조하

였으며 단백질 분해효소인 1% Protamex와 1% Neutrase

로 각각 40°C에서 1시간과 50°C에서 1시간 가수분해하였

다. 두 가지 단백질 분해효소로 가수분해하기 전에 굴 단백

질의 가교결합을 위해 transglutaminase로 전 처리한 가수

분해물을 TGPN이라 하고, 전처리를 수행하지 않은 가수분

해물을 PN이라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굴 가수분해

물을 증류수에 일정한 농도로 녹여 사용하였다.

굴 가수분해물의 아미노산 분석

굴 가수분해물의 아미노산 함량은 시료 50 mg을 5 mL의 

6 N HCl로 24시간 가수분해한 후 3G-4 glass filter로 여과

하여 40°C 이하의 회전진공증발기(N-1, Rikakikai Co., 

Ltd., Tokyo, Japan)에서 HCl을 완전히 증발시켜 농축한 

다음 citric buffer(pH 2.2)로 25 mL로 정용한 후 아미노산 

자동분석기(Biochrom 20, LKB Biochrom Ltd., Cam-

bridge, UK)로 정량 분석하였다.

굴 가수분해물의 분자량 측정

굴 가수분해물의 분자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Superdex 

HR peptide 칼럼(1.0×30 cm)을 장착한 AKTA Purifier 

(GE Healthcare Bio-Sciences AB, Rapsgatan, Uppsala, 

Sweden)에 0.20 μm nylon filter로 여과한 시료 50 μL를 

loading 하였다. 0.1 N NaCl을 포함하는 20 mM Tris-HCl 

(pH 7.5) 용액을 0.3 mL/min의 속도로 용출하면서 용출하

는 단백질과 펩타이드는 226 nm에서 검출하였다. 분자량은 

같은 조건에서 용출한 carbonic anhydrase(분자량 29,000), 

cytochrome C(분자량 12,400), aprotinin(분자량 6,500), 

vitamin B12(분자량 1,355) 및 carnosine(분자량 225)으로 

작성한 검량곡선에 따라 측정하였다.

세포 독성 시험

인간 간암 세포인 HepG-2 세포는 10%(v/v) Fetal 

Bovine Serum(FBS), 페니실린(100 U/mL), 스트렙토마이

신(100 μg/mL), 1% 비필수 아미노산, 1 mM sodium pyr-

uvate를 첨가한 MEM 배지로 37°C, 5% CO2가 유지되도록 

배양하였다. 아세트아미노펜을 통한 간세포 독성 유도 실험

을 실시하기 전에 굴 가수분해물의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HepG-2의 독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즉 96 well plate에 세

포농도 2.5×105 cells/mL로 분주한 다음 세포부착을 위해 

24시간 배양한 후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세포의 독성 

유무를 확인하였다. 시료의 독성 측정을 위한 세포의 생존율

은 Cell Counting Kit-8(CCK-8, Dojindo, Kumamoto,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아세트아미노펜 유도 간 손상에 대한 굴 가수분해물의 간

세포 보호 효능

아세트아미노펜의 HepG-2 cell에 대한 독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아세트아미노펜을 농도별로 처리한 다음 세포 독성

을 측정하는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

였다. 아세트아미노펜 처리 시 세포 생존율은 30 mM에서 

약 50∼60%의 생존율을 보였고 이 농도로 간세포의 손상을 

유도하였다. 대조군은 무처리 배지로 배양하고, negative 

대조군에는 아세트아미노펜만을 첨가하였으며, 실험군에는 

30 mM 아세트아미노펜과 일정한 농도의 굴 가수분해물을 

함께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세포의 생존율을 측

정하였다. 세포의 생존율은 독성 시험과 같이 Cell Coun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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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amino acid composition of oyster hydrolysate 
(g/100 g-sample)

Amino acid  TGPN PN
Asp
Thr
Ser
Glu
Pro
Gly
Ala
Cys
Val
Met
Ile
Leu
Tyr
Phe
His
Lys
NH3
Arg

  2.92±0.01
  1.35±0.05
  1.51±0.04
  3.94±0.13
  3.88±0.04
  1.82±0.02
  2.50±0.01
  0.87±0.02
  1.97±0.03
  0.92±0.00
  1.54±0.02
  2.18±0.08
  1.25±0.00
  1.60±0.01
  0.91±0.00
  2.81±0.02
  2.27±0.00
  2.45±0.02

 2.51±0.14
 1.24±0.05
 1.42±0.01
 3.06±0.49
 2.72±0.08
 1.49±0.06
 2.03±0.10
 0.72±0.11
 1.74±0.11
 0.74±0.15
 1.38±0.19
 2.09±0.30
 1.07±0.16
 1.30±0.03
 0.75±0.02
 2.37±0.04
 2.14±0.01
 2.03±0.02

Total  36.69±0.06 30.77±0.41
Recovery (%) 104.67±0.18 92.99±1.99

Kit-8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CCK-8 kit 시약을 처리한 

후 ELISA Microplate reader(VersaMax ELISA Micro-

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

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세포의 생존율은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대비한 시료 처리군의 흡광

도 비의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GOT와 GPT 활성의 측정

아세트아미노펜을 통한 간세포 독성 유도 실험과 같은 방

법으로 시료를 처리한 후 배양액을 취해 배양액에 유리된 

GOT(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및 GPT(glu-

tamic pyruvic transaminase)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GOT와 GPT의 활성은 아산셋트 GOT, GPT 측정용 시액

(아산제약주식회사, 서울, 한국)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GOT 및 GPT 활성은 기질액인 L-aspartic acid 및 DL- 

alanine 1 mL에 배양액 0.2 mL를 가해 잘 혼합한 후 37°C

에서 GOT는 60분, GPT는 30분간 항온하였다. 정색시약 

1 mL를 가하고 잘 혼합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보관한 후 

0.4 N NaOH를 10 mL 첨가하여 10분간 정치하고 505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OT 활성은 표준곡선을 이용하

여 Karmen unit으로 나타내었다. GOT와 GPT의 활성 비교

를 위하여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대비한 시료 처리

군의 활성을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3회 이상 반복한 실험값의 평균으로 

표시하였다. 통계분석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였고, 대

조군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각 실험군 

평균값 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굴 가수분해물의 구성 아미노산 조성 

굴 가수분해물의 총 아미노산 조성의 합은 TGPN이 PN

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나, 조성 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1). 이 같은 결과는 단백질 가교결합을 위해 

사용한 TGase가 가수분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제시

한다. 가장 함량이 높은 아미노산은 glutamic acid, proline

과 aspartic acid였으며, arginine의 함량도 비교적 높아 전

형적인 패류 단백질의 특징을 보였다. TGPN과 PN의 조단

백질 함량은 각각 49.2%와 43.7%로(20), 총 구성 아미노산

의 함량인 36.69 g/100 g-시료와 30.77 g/100 g-시료에 

비하여 각각 12.51 g과 12.92 g의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차이는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Xie 등(21)은 같은 공정으로 제조한 TGPN 분무건조물의 

총 구성아미노산은 39.08 g/100 g-시료이고, 유리아미노

산의 함량은 17.49 g/100 g-시료라고 보고하여 총 구성아

미노산의 함량은 lot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약 37∼40 

g/100 g-시료의 범위임을 알 수 있었다. 

굴 가수분해물의 분자량 측정

TGPN 및 PN 가수분해물은 약 360 Da에 해당하는 di- 

혹은 tripeptide가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TGPN은 PN에 

비하여 void volume에 해당하는 peak의 함량이 줄어든 대

신 480 Da에 해당하는 peak가 분명히 해리되어 차이를 보

이고 있었다(Fig. 1). 한편 TGPN은 PN에 비하여 360 Da 

이하에서 다양한 peak 분포를 보여 분자량 분포에 확실한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두 가지 형태의 가수분해물

의 주요 생성 펩타이드는 동일하나 저분자 펩타이드는 

TGase에 의한 공유결합의 결과로 절단 부위에 차이가 있으

며 아실기 전이반응과 탈아미노 반응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

으로 추정된다. TGase는 단백질의 Gln 잔기와 Lys 잔기 사

이의 ε-(γ-glutamyl)lysine 연결을 통해 분자 내 혹은 분자 

간 가교결합을 형성하고 아실기 전이반응과 탈아미노 반응

을 통해 암모니아를 형성한다(22). 

굴 가수분해물의 HepG-2 세포에 대한 독성 시험

아세트아미노펜 유도 간세포 생존율 측정에 앞서 HepG- 

2 세포에 대한 굴 가수분해물의 독성을 확인하였다. TGPN

과 PN 굴 가수분해물의 독성 측정은 각각의 가수분해물의 

최종 농도가 50, 100 및 200 μg/mL가 되도록 배지에 녹여 

사용하였다. 세포의 독성은 시료를 처리하지 않고 배양한 

대조군에 대비한 세포 생존율로 측정하였으며, 굴 가수분해

물 TGPN과 PN 모든 가수분해물에서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

다(Table 2). 이 같은 결과는 100 mg 및 200 mg/kg BW/ 

day를 급이하여 6주 동안 사육한 rat 군에서 치사 혹은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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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istribution of molecular weight of 
TGPN (A) and PN (B) by Superdex HR 
peptide column (1.0×30 cm). The peptides 
were eluted with Tris-HCl (pH 7.5) buffer 
solution containing 0.1 N HCl at flow rate 
of 0.3 mL/min, and detected at 226 nm.

Table 2. Cell toxicity of oyster hydrolysate on HepG2 cell 
Sample name Conc. (μg/mL) Cell viability (%)

Control
TGPN

PN　

　
50

100
200
50

100
200

100.0±5.2 
103.0±1.3 
105.7±2.6 
 99.0±3.9 
 99.4±4.4 
100.7±4.7 
 99.6±2.7 

을 보이지 않은 Choi의 보고(23)와 일치한다.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간 손상 유도 시의 간세포의 생존

율 측정

아세트아미노펜은 예비실험을 통해 세포 생존율이 미처리 

대조군에 비해 50∼60% 사멸되는 농도가 30 mM임을 확인

하였으며 동일 농도에서 HepG-2 세포의 손상을 유도하였

다. 96 well에 분주한 HepG-2 세포에 아세트아미노펜을 30 

mM의 농도로 처리하였고, 아세트아미노펜과 함께 굴 효소 

가수분해물을 1, 10, 50, 100 및 200 μg/mL의 농도로 배지

에 첨가하여 24시간 배양하였으며, 실리비닌은 간질환 및 

간경변 보조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로 굴 가수분해물의 아

세트아미노펜 유도 손상 간세포 생존율과 비교하기 위해 비

교 대조군으로 함께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TGPN과 PN 

굴 가수분해물은 매우 높은 간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시료 

무첨가 대조군의 세포 생존율을 100으로 보았을 때 아세트

아미노펜만을 처리한 negative 대조군은 60.7±3.2%의 생

존율을 보인 반면 TGPN 가수분해물의 경우 각각 50 μg/ 

mL, 100 μg/mL 및 200 μg/mL의 농도에서 92.1±6.7%, 

136.2±1.4% 및 179.6±3.8%의 높은 세포 생존율을 보여, 

아세트아미노펜으로만 처리한 negative 대조군에 비해 

31.4∼118.9%의 높은 간세포의 생존율 증가를 보였다

(Table 3). 즉 1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간 손상은 

관측되지 않았고 배양한 세포보다 오히려 세포 증식률이 높

은 것에 미루어 높은 간세포 재생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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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ffect of TGPN, PN, and silibinin on cell viability
against acetaminophen-induced damage in HepG-2 cell

Sample name Conc. (μg/mL) Cell viability (%)
Control
Negative control ACP (only)

100.0±2.8
 60.7±3.2

TGPN ACP+

1
10
50
100
200

 58.7±3.0
 75.1±7.0*

 92.1±6.7*

136.2±1.4*

179.6±3.8*

PN ACP+

1
10
50
100
200

 68.0±7.2
 62.4±10.6
 72.6±8.7
107.9±8.8*

130.6±7.6*

Silibinin ACP+
1

10
20

 44.1±2.5
 76.2±9.4*

 97.8±6.4*

*P<0.05; compared with negative control.

Table 4. The effect of TGPN, PN, and silibinin on GOT activity
against acetaminophen (ACP)-induced damage in HepG-2 cell

Sample name Conc. (μg/mL) GOT activity
(Karmen/mL) Ratio (%)

Control
Negative control

　
ACP (only)　

19.5±0.7
38.3±0.2

 50.9±1.8
100.0±0.5

TGPN ACP+

1
10
50

100
200

32.5±0.8
31.3±6.6
26.4±2.3
24.8±3.6
19.9±0.5

 84.8±4.2*

 71.8±3.0*

 71.4±3.4*

 61.3±8.2*

 51.9±1.3*

PN ACP+

1
10
50

100
200

38.8±3.4
33.1±4.8
29.5±1.5
23.5±0.7
22.0±2.4

101.2±8.7
 81.7±10.4*

 76.9±4.0*

 61.4±1.8*

 54.5±3.6*

Silibinin ACP+
1

10
20

 33.2±11.3
28.8±3.7
30.2±2.1

 86.6±10.6
 75.2±9.8*

 78.8±5.4*

*P<0.05; compared with negative control.
한편 PN 가수분해물은 100 μg/mL와 200 μg/mL의 농도에

서 각각 107.9±8.8%와 130.6±7.6%의 세포 생존율을 보

였다.

TGPN 굴 가수분해물 처리군은 PN 가수분해물 처리군에 

비하여 간세포 증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비교 

대조군으로 실험한 실리비닌은 아세트아미노펜과 함께 처

리 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간세포 생존율이 증가하였으나, 

2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오히려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

였다. 실리비닌 처리군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만을 처리한 

negative 군의 생존율에 비해 20 μg/mL의 농도에서 세포의 

생존율은 37.1%가 증가하였다. 굴 가수분해물의 간세포 생

존율과 실리비닌의 세포 생존율을 비교하면 실리비닌 20 

μg/mL 농도에서의 세포 생존율과 유사한 세포 생존율은 

TGPN과 PN의 경우 각각 약 50 μg/mL와 100 μg/mL이었

다. 이 같은 세포 생존율의 결과는 실리비닌 용량의 2/5∼

1/5에 해당하여 단일 물질인 약물과 비교할 때도 굴 가수분

해물의 간세포 재생 효능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세트아미노펜 유도 간세포의 GOT와 GPT의 변화

GOT는 생체의 심장, 신장, 뇌 근육 등 여러 장기 세포 

내에 존재하는 효소로 건강한 사람의 혈액 중에도 다량 함유

되어 있으나 장기의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면 세포 밖으로 

유출된다. GPT는 간세포 안에 다량 존재하는 효소로서 간 

손상에 의해 세포막이 파괴되면 세포 외로 유출된다. 간세포

에 손상이 생기면 배지로 유리되는 이들 효소의 양은 증가하

게 되고, 간세포의 손상이 억제되면 이들 효소의 양은 감소

한다(24).

본 연구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으로 간 손상을 유도하고 

굴 가수분해물을 함께 처리하여 HepG-2 세포 배양액에 유

출된 GOT와 GPT 효소 활성을 측정하였다. GOT 활성은 

아세트아미노펜만을 처리한 negative 대조군에 비해 TGPN

과 PN 처리군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인 감소 효과

를 보였다(Table 4). Negative 대조군의 경우에 38.3±0.2 

Karmen/mL이었으며, TGPN(100 μg/mL)과 PN(100 μg/ 

mL) 농도에서 각각 24.8±3.6 Karmen/mL와 23.5±0.7 

Karmen/mL로 나타났으며, TGPN(200 μg/mL)과 PN(200 

μg/mL)에서는 19.9±0.5와 22.0±2.4 Karmen/mL로 농도

에 따라 유의적인 활성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미처리 대조군 19.5±0.7 Karmen/mL와 거의 유사

한 수준까지 활성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실리비닌의 

경우에는 10 μg/mL와 20 μg/mL의 농도에서 유의적인 활성 

감소를 보였으나 굴 가수분해물보다 감소의 폭은 크지는 않

았다.

GPT 활성 측정에서도 GOT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Table 5). 아세트아미노펜만을 처리한 negative 대조군에 

비해 TGPN과 PN 처리군은 GOT와 마찬가지로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다. GOT의 활성은 미처리 대조

군의 경우에 18.5±2.9%이었으며, negative 대조군은 35.3 

±1.4 Karmen/mL이었다. TGPN(100 μg/mL)과 PN(100 

μg/mL)에서는 negative 대조군에 비해 32.6%와 19.5%까

지 활성이 감소하였다. 더욱이 TGPN(200 μg/mL)과 PN 

(200 μg/mL)은 미처리 대조군과 거의 유사한 정도까지 활

성이 저하하였다. TGPN과 PN 가수분해물 모두 GOT와 

GPT에서 활성이 감소하였고 TGPN이 PN보다 효과적인 것

으로 나타났다. 실리비닌의 경우에는 10 μg/mL의 농도에서 

유의적인 활성 감소가 인지되었으나 굴 가수분해물의 활성 

저하 효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N-acetyl cysteine(NAC)은 글루타치온의 전구물질로 

투여 시 글루타치온 합성이 증가하고 항염증 및 항산화 작용

이 있으나(25,26), 구토, 설사 및 위식도 역류와 같은 부작용

을 유발하기도 한다(27).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유도한 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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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effect of TGPN, PN, and silibinin on GPT activity
against acetaminophen-induced damage in HepG-2 cell

Sample name Conc. (μg/mL) GPT activity 
(Karmen/mL) Ratio (%)

Control
Negative control

　
ACP (only)　

18.5±2.9
35.3±1.4

 52.5±8.2
100.0±3.9

TGPN ACP+

1
10
50

100
200

32.8±2.7
28.1±2.1
27.2±3.1
23.8±1.4
19.5±1.9

 92.9±7.7
 79.6±5.9*

 77.1±8.8*

 67.4±3.9*

 55.4±5.4*

PN ACP+

1
10
50

100
200

32.7±3.3
33.0±3.1
28.6±2.3
29.9±1.3
22.4±1.2

 92.6±9.4
 93.5±8.7
 81.2±6.7*

 84.9±3.8
 63.6±3.4*

Silibinin ACP+
1
10
20

31.3±2.8
29.3±2.5
32.5±2.4

 88.9±7.9
 83.2±7.1*

 92.1±6.7
*P<0.05; compared with negative control.

상 쥐에 대한 ghrelin의 간 보호 효능 실험에서 ghrelin의 

공급은 혈중 ALT, AST뿐만 아니라 TNF-alpha의 생성을 

억제하였다(28). Ghrelin은 28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펩티드 호르몬으로서 항산화 작용 등이 밝혀진 물질이다

(29). 그 밖에 만성간염 등의 약물로 사용되고 있는 실리비

닌(30), 동물실험에서 간 손상과 지질의 과산화를 억제한다

고 보고한 hispidulin(6-methoxy-5,7,4′-trihydroxy-

flavone)(31) 및 indomethacin에 대한 연구(32) 등이 있으

나 간 보호 효능을 가지는 천연물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

루어지지 않았다. 

과량의 아세트아미노펜에 노출되었을 때 글루타치온이 

결핍되어 이로 인해 간 손상이 일어난다(10). 동식물에서 

발견되는 유기화합물인 글루타치온은 시스틴의 아민기와 

glutamate의 side chain의 카르복실기 간의 감마 펩티드 결

합으로 이루어진 트리펩티드로서 프리 라디칼과 페록사이

드 등의 활성 산소종을 제거하는 항산화제이다(9). 글루타치

온은 L-cysteine, L-glutamic acid와 glycine으로부터 체

내에서 합성되며, cysteine의 thiol기가 양자 공여체로 작용

하여 글루타치온의 생리활성에 기여한다. 글루타치온의 구

성 요소 중 시스테인은 식품에 상대적으로 적게 함유되어 있

어서 글루타치온 합성속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33). 

시스테인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간 손상을 유발한 쥐에게 

공급하였을 때 간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었고, 동시에 혈중 

글루타치온의 함량도 증가하였다(25,34). Davern 등은 아

세트아미노펜 섭취 환자에게 시스테인을 같이 투여하였을 

때 ALT와 AST의 생성량이 감소하는 것에 미루어 시스테인

의 간 보호 효능을 입증하였다(35). 

굴 가수분해물에 함유된 아미노산 중에서 함황 아미노산

인 시스테인의 함량은 TGPN이 0.87±0.02 g/100 g-시료

였고 PN은 0.72±0.11 g/100 g-시료였으며, 메티오닌의 함

량은 TGPN과 PN이 각각 0.92±0.00 g/100 g-시료와 

0.74±0.15 g/100 g-시료였다. Cysteine과 methionine의 

함황 아미노산의 총량은 TGPN과 PN에서 각각 4.87 g/ 

100-g protein과 4.74 g/100 g-protein으로 필수 아미노

산의 기준인 2.5 g/100 g-protein에 비하여 두 배 정도 높은 

함량을 보였다. 함황 아미노산은 패류에 대체로 높은 함량으

로 함유되어 있으며(36), 굴에 다량 함유하고 있는 글루타치

온의 구성 아미노산인 시스테인, 글루탐산 및 글라이신이 

글루타치온의 빠른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간세포의 손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33). 특히 굴 가수분해물의 높은 

활성은 2단 가수분해를 통해 생성된 cysteine 잔기를 함유

하는 저분자의 펩티드에 기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외에 

펩티드의 저분자화도 세포 내 흡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37). 굴 가수분해물에 함유된 다량의 아미노산들

이 간세포의 재생을 유도하고, 굴 가수분해물의 항산화 효과 

등이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간 손상을 억제한 것으로 추정

된다(20). 

요   약

본 연구는 굴 가수분해물이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간독성

의 무독화 효과를 HepG-2 세포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굴 가수분해물은 굴 단백질의 가교연결을 위해 TGase로 전 

처리하거나(TGPN) 혹은 하지 않고(PN), 1% Protamex와 

1% Neutrase 단백질 분해효소로 2단 가수분해하였다. 두 

종류의 굴 가수분해물은 아세트아미노펜으로 간 손상을 유

도한 세포에 각각 처리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으며, 

세포 배양 시 배양액으로 유출된 GOT와 GPT 활성을 측정

하였다. TGPN 가수분해물의 경우 아세트아미노펜만을 처

리한 negative 대조군(60.7±3.2%)에 비하여 100 μg/mL와 

2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136.2±1.4%와 179.6±3.8%

의 높은 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PN 가수분해물은 100 μg/ 

mL와 2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107.9±8.8%와 130.6± 

7.6%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다. GOT 활성은 negative 대조

군의 경우에 38.3±0.2 Karmen/mL이었으며, TGPN(200 

μg/mL)과 PN(200 μg/mL)에서는 19.9±0.5와 22.0±2.4 

Karmen/mL로 농도에 따라 유의적인 활성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GPT 활성도 GOT와 같은 경향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미루어 굴 유래 가수분해물의 

간 보호 건강 기능 식품 혹은 약물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

였으며 앞으로 가수분해 펩티드 중의 유효성분에 대한 구조 

동정과 작용 기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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