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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루묵 가수분해물 유래 항염증 펩타이드 제조를 위한

효소 가수분해 최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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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conditions of enzymatic hydrolysis for producing anti-inflammatory 
peptides from sandfish (Arctoscopus japonicus) hydrolys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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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hydrolysis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f anti-inflammatory peptides from meat and roe
hydrolysates of sandfish (Arctoscopus japonicus) were determined by measuring the nitric oxide (NO) scavenging
enzymatic activity, experimental pH, temperature, enzyme concentration, and hydrolysis time. The optimal conditions
determined when using meat hydrolysate were a pH value of 5.0, at a temperature of 30oC, 1% enzyme concentration,
and 4 h hydrolysis time. The optimal conditions when using roe hydrolysate were a pH of 5.0, a temperature of 70oC,
enzyme concentration of 3%, and hydrolysis time of 3 h. The NO scavenging activities of meat and roe hydrolysate were
determined to be 18.94 and 19.81%, respectively. In summary, this study determined the optimum enzymatic hydrolysis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f anti-inflammatory peptides from san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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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염증반응은 산화질소(II)(nitric oxide, NO),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프로스타글란딘(prostaglandin, PG), cytok-

ine 등 다양한 염증매개인자에 의해 일어난다(Jang 등, 2017a). 그

중에서도 NO는 인체 내에서 혈관 확장 및 신경 전달을 비롯한

여러 생리화학적·병리학적 과정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 신호분자이다(Choi 등, 2013). 그러나 NO는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의 촉매 작용으로 합성되는 라디칼(radical)

로 매우 불안정하며, 인체 내에서 독성을 나타낸다(Bogdan, 2001).

Superoxide radical (O2
•−)과 반응하여 DNA를 손상시키는 perox-

ynitrite (ONOO−)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세포내에서 산화를 일으

키는 유발인자인 hydroxy radical (·OH)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

(Liu 등, 2002). 이에 따라 NO의 억제는 염증성질환 또는 산화에

의해 일어나는 노화를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전 세계적으로 현대의 소비자들은 경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

으로 건강한 식문화와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및 천연물에 대한 수요와 식품 안전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자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고 있는 추세이다. 폴리페

놀, 플라보노이드 및 카로테노이드와 같은 천연물은 항산화, 항

암, 항균, 항염증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 일부 단백

질 및 펩타이드 또한 그들이 가진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에 대

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천연물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얻어지

는데 그중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부터 효소적 가수분해에 의

해 얻어진 펩타이드가 항염증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활성에 관여

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Dia 등, 2009; Hernández-

Ledesma 등, 2009; De Mejia과 Dia, 2009; Nam 등, 2012;

Udenigwe 등, 2009).

효소 가수분해물은 고분자인 당질, 단백질, 지질 등의 대사에

장애가 있는 사람 또는 환자를 위한 식이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단백질 가수분해물은 오래전부터 단백질이 필요한 운동선수나 노

인을 위한 식이보충제로, 값비싼 단백질 급원을 대체하는 동물사

료의 급원으로 사용되는 등 다양한 가공 분야에서 이용된다

(Córdova-Murueta과 García-Carreño, 2002; Schmidl 등, 1994). 고

분자인 단백질에 비해 저분자의 펩타이드가 함유된 가수분해물

은 소화·흡수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식품 및 가공품에

서의 이용성이 높다.

도루묵(Arctoscopus japonicus)은 농어목에 속하는 한류성 어종

으로 일본의 중부 이북, 사할린, 알래스카를 비롯하여 한국의 동

쪽 해안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An 등, 2011). 다른 어류와 달리

옆줄이 없는 것이 특징이며, 100-200 m의 수심에서 서식하고 새

우나 해초 등을 먹고 산다(Jang 등, 2016). 도루묵은 한국의 겨울

철 별미 중 하나로 산란기인 겨울철에 어획량이 급증하며, 어육

및 알을 비롯한 가식부위의 단백질 함량이 약 72%로 매우 풍부

하다(Jun 등, 2016). 이에 따라 최근 연구에서는 도루묵 유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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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분해물을 생리활성 펩타이드의 소재로 사용하여 항산화 및 항

염증 효과를 입증하였으나(Jang 등, 2017a; Jang 등, 2017b), 항염

증 펩타이드를 생산하기 위한 가수분해 조건에 대한 연구는 보

고된 바가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도루묵의 어육과 알을

항염증 펩타이드를 생산하기 위한 천연 소재로 사용하였으며, 효

소적 가수분해에 대한 최적 조건을 설정하여 도루묵 단백질 가

수분해물 유래 항염증 펩타이드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루묵(A. japonicus)은 무게 95.0±5.0 g, 길

이 20.0±2.0 cm로 2012년 12월 대구에 위치한 수산물도매시장에

서 구입하였다. 구입 즉시 얼음과 함께 실험실로 옮겨 차가운 물

로 씻은 후 어육과 알을 분리하고, 각각 믹서(M-1211, Starion,

Busan, Korea)를 사용하여 갈았으며, −40oC의 초저온냉동고(MDF-

435, Sanyo, Tokyo, Japan)에 저장하였다. 도루묵의 어육과 알은

단백질 추출 수율을 높이기 위해 각각 아이소프로필알코올(isopropyl

alcohol, IPA,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이용하여

지질을 제거하였다. 즉 시료와 IPA를 1:4 (w/v)의 비율로 섞어 실

온에서 50분간 혼합하였으며, 4oC, 700×g로 30분간 원심분리한

뒤 지질이 녹아있는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남은 침전물을 모아

동결건조기(FD-1, Eyel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냉동건조한 후

효소가수분해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가수분해에 사용된 5가지 효소(Alcalase, Collupulin, Fla-

vourzyme, Neutrase, Protamex)는 Novo Nordisk Co. (Bagsvaerd,

Denmark)로부터 구입하였으며, 각 효소의 특성, 단백질가수분해

효소(protease) 활성, 최적 pH 및 온도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Jang 등, 2017b). 효소의 단백질분해효소 활성은 Senphan과 Ben-

jakul(2016)의 방법에 따라 카제인(casein)을 기질로 하여 측정하

였으며, 최적 조건에서 단위시간(min) 당 1 µmol의 타이로신

(tyrosine)을 생성하는데 필요한 효소의 양을 1 단위(unit)로 정하

였다.

단백질 가수분해

가수분해는 Souissi 등(2007)의 방법에 따라 진탕배양기(KMC-

8480SF, Vision Scientific Co., Deajeon, Korea)를 사용하여 실시

하였다. 지질이 제거된 어육과 알을 증류수와 함께 1:10 (w/v)의

비율로 혼합하여 내인성 효소를 불활성화하기 위해 90oC에서 20

분간 끓였으며, 혼합물의 pH와 온도는 각 효소의 최적 pH와 온

도로 조정하였다. 즉 1 N 염산(HCl) 또는 수산화소듐(NaOH)을

사용하여 pH를 7.0으로 조정하였으며, 각 효소 Alcalase, Collupu-

lin, Flavourzyme, Neutrase, Protamex를 시료의 2%에 해당하는 양

을 첨가하여 55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반응물을

90oC에서 20분간 끓여 분해반응을 정지시켰으며, 1,600×g로 30분

간 원심분리하여 가수분해물을 얻었다. 가수분해물은 냉동건조하

였으며, 다음 실험에 사용할 때까지 −40oC에 보관하였다.

세포주 및 배양

본 연구에서 사용된 쥐의 큰포식세포, RAW 264.7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Rockville, MD,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10%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 (Hyclone, Logan, UT, USA)과 1% 페니실린(penicillin)/스트

렙토마이신(streptomycin) (Hyclone)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Hyclone) 배지를 사용하여 37oC의 5%

CO2 배양기(MCO-17AIC, Sanyo, Osaka, Japan)에서 배양하였다.

24시간 배양 후 부착되지 않은 세포들을 제거하고 부착된 세포

는 즉시 배양액을 교체해주었으며, 계대수가 15회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였다.

세포독성(cell cytotoxicity) 측정

RAW 264.7 세포는 96 well plate에 5×104개로 분주하였으며,

37oC의 5% CO2 배양기(MCO-17AIC, Sanyo)에서 배양되었다. 24

시간 배양 후 시료 20 µL을 첨가하고 37oC의 5% CO2 배양기

(MCO-17AIC)에서 다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으며, 각 well에

5 mg/mL 농도의 3-(4,5-dimethyl-2-thiazolyl)-2,5-diphenyl-2H-tet-

razoliumbromide (MTT, Sigma-Aldrich), 용액 20 µL을 첨가하여

3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비수용성의

MTT 포마잔(formazan)을 용해시키기 위해 150 µL의 다이메틸

설폭사이드(dimethyl sulfoxide, DMSO) (Sigma-Aldrich)를 첨가하

였다. 흡광도는 마이크로플레이트 분광광도계(microplate spectro-

photometer, BioTek, Winooski, VT, USA)를 사용하여 540 nm에

서 측정하였다.

산화질소 소거활성 측정

NO는 iNOS에 의해 생성되며,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염증매개

물질이다(Southan과 Szabó, 1996). 이는 O2
•−와 반응하여 DNA 손

상물질인 ONOO−를 형성하고 세포내에서 ·OH로 전환된다(Pacher

등, 2007). 또한 ONOO−는 염증매개인자인 PG 생합성 조절 효소,

cyclooxygenase (COX)를 활성화한다(Salvemini 등, 1993). 이에 따

라 NO의 생성억제는 자체 생성량뿐만 아니라 염증매개인자의 생

성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항염증 활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Table 1. The specification, optimal pH, and temperature for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various enzymes

Enzyme Enzyme composition
Protease activity1)

(unit/g)

Optimal conditions

pH Temperature (oC)

Alcalase Endopeptidase 2.4 6.5-8.5 55-70

Collupulin Endopeptidase 4.6 5.0-7.5 50-70

Flavourzyme 
Aminopeptidase

Exopeptidase
5.0 5.0-7.0 40-60

Neutrase Endopeptidase 0.8 7.0-8.0 40-60

Protamex Endopeptidase 1.5 5.0-7.0 50-60

1)One unit of protease activity means as the amount of enzyme that produces 1 μmol of tyrosine from 0.1% casein per min under the optim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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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거능은 Griess(1879)의 방법에 의해 비색법으로 측정되었

다. 즉 RAW 264.7 세포를 96 well plate에 5×104개로 분주하여

37oC의 5% CO2 배양기(MCO-17AIC)에서 배양하였으며, 24시간

후 시료와 1 µg/mL 농도의 lipopolysaccharide (LPS, Sigma-Ald-

rich)를 각각 20 µL씩 첨가하여 37oC의 5% CO2 배양기(MCO-

17AIC)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액 100 µL를 다른 96

well plate에 옮겨 Griess 시약(Sigma-Aldrich) 100 µL와 혼합하였

으며, 이를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가수분해 최적 조건 설정

최적의 pH 및 온도를 설정하기 위해 지질이 제거된 어육과 알

을 서로 다른 pH (5.0, 6.0, 7.0, 8.0, 9.0) 및 온도(30, 40, 50,

60, 70oC)에서 1시간 동안 가수분해하였다. 이때 효소는 시료의

2%에 해당하는 양을 첨가하였으며, 효소분해하여 얻은 가수분해

물을 1,600×g로 원심분리하고, 이때 얻은 상층액의 NO 소거활성

을 측정하였다.

최적의 효소 농도를 설정하기 위해 지질이 제거된 어육과 알

은 이전 실험결과에서 얻은 최적의 pH 및 온도에서 수행되었다.

시료의 1-5%에 해당되는 각기 다른 효소 농도(Alcalase: 0.12,

0.24, 0.36, 0.48, 0.60, Collupulin: 0.23, 0.46, 0.69, 0.92, 1.15

unit)를 처리하여 1시간 동안 가수분해하였으며, 가수분해물을

1,600×g로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의 NO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

최적의 가수분해 시간을 설정하기 위해 어육과 알은 이전 실

험에서 결정된 최적의 pH 및 온도에서 최적의 효소농도를 첨가

하여 수행되었다. 시료는 1-5시간 동안 가수분해하였으며, 효소

가수분해물을 1,600×g로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의 NO 소거

활성을 측정하였다.

단백질 함량 및 가수분해도 측정

가수분해물의 단백질 함량은 BCA법(Smith 등, 1985)에 따라

소혈청알부민(bovine serum albumin, BSA, Sigma-Aldrich)를 표준

품으로 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에 의해 산출하였다. 가수분해도

(degree of hydrolysis)는 Jang 등(2017a)의 방법에 따라 제조한 가

수분해물에 동량의 20% 트라이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TCA, Sigma-Aldrich) 용액을 넣어 10% TCA 가용성 단백질을 얻

은 후 이를 1,600×g로 3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의 단백질 함

량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 degree of hydrolysis

=10% TCA-soluble protein/total protein×100

통계처리

각 가수분해 조건에서 측정된 NO 소거활성은 3회 이상의 반

복 실험으로 측정된 값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실험군의 유의적 차이를 SPSS 프로그램(Ver. 21.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던컨

의 다중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실험군 내

유의적 차이를 확인하였다(p<0.05). 통계분석을 통해 나타난 유

의적 차이는 서로 다른 문자열을 표기하여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의 영향

항염증 펩타이드 생산을 위한 최적의 효소를 선택하기 위해 5

가지 각기 다른 효소(Alcalse, Collupulin, Flavourzyme, Neutrase,

Protamex)를 사용하여 어육과 알을 가수분해하였으며, 각각의 효

소에 의해 제조된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어육 및 알 가수분해물은 대부분의 농도에서 가

수분해하지 않은 도루묵의 어육과 알에 비해 낮은 활성을 보였

다. 그러나 가수분해되지 않은 고분자의 어육은 큰포식세포에 대

한 세포독성이 존재하였으며, 대부분의 어육 가수분해물은 큰포

식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이 없었다. 가수분해하지 않은 도루묵의

알은 큰포식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Alcalase

과 Protamex에 의해 얻어진 알 가수분해물을 제외한 모든 가수

분해물 또한 큰포식세포에 대한 독성이 없었다. 효소 가수분해물

은 저분자의 물질로 소화·흡수가 용이하며, 비가수분해물에 비

해 높은 용해도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식품 및 가공품에 사용된

다. 이에 따라 비록 가수분해하지 않은 도루묵의 알이 알 가수분

해물보다 높은 NO 소거활성을 보였으나 용해도가 높은 가수분

해물의 이용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Alcalase와 Neutrase에 의해 얻어진 어육 가수분해물은 다른 효

소에 의해 얻어진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보다 높았으며, 특

히 Alcalase에 의해 얻어진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은 다른 가

수분해물보다 모든 농도에서 가장 높은 소거활성을 보였다(Fig.

Fig. 1. NO scavenging activity of various enzymatic hydrolysates

from meat (A) and roe (B) of A. japonicus. M, meat hydrolysate;
MHA, meat hydrolysate prepared by Alcalase; MHC, meat
hydrolysate prepared by Collupulin; MHF, meat hydrolysate
prepared by Flavourzyme; MHN, meat hydrolysate prepared by
Neutrase; MHP, meat hydrolysate prepared by Protamex. R, roe
hydrolysate; RHA, roe hydrolysate prepared by Alcalase; RHC, roe
hydrolysate prepared by Collupulin; RHF, roe hydrolysate prepared
by Flavourzyme; RHN, roe hydrolysate prepared by Neutrase; RHP,
roe hydrolysate prepared by Protamex. The results are reveal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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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즉 Alcalase에 의해 얻어진 가수분해물은 800 µg/mL 농도에

서 34.55%의 소거활성을 보여 Neutrase에 의해 얻어진 가수분해

물보다 1.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Collupulin, Fla-

vourzyme 및 Protamex에 의해 얻어진 어육 가수분해물은 NO 소

거활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항염증 펩타이드

생산을 위한 도루묵 어육 가수분해물은 Alcalase를 사용하여 제

조되었다.

Collupulin에 의해 얻어진 알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은 600

및 800 µg/mL의 농도에서 Flavourzyme에 의해 얻어진 알 가수

분해물의 NO 소거활성보다 약간 낮았다(Fig. 1B). 그러나 Collu-

pulin에 의해 얻어진 가수분해물은 200 및 400 µg/mL의 농도에서

Flavourzyme에 의해 얻어진 알 가수분해물보다 적게는 1.7배, 많

게는 4.9배 이상 높은 소거활성을 보였다. Protamex에 의해 얻어

진 가수분해물은 NO에 대한 소거활성이 거의 없었으며, Neutrase

에 의해 얻어진 가수분해물 또한 활성이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

다. 이에 따라 항염증 펩타이드 생산을 위한 도루묵 알 가수분해

물은 Collupulin을 사용하여 제조되었다.

Alcalase는 펩타이드 내부 분해효소로 펩타이드 사슬의 내부에

있는 펩타이드 결합을 절단하고 동시에 펩타이드의 말단부분도

분해하는 효소이다. Bacillus licheniformis로부터 생산되며, 세린

(serine) 가수분해효소인 subtilisin A를 주요성분으로 하고 있어

serine 단백분해효소라고도 한다(Yust 등, 2003). 효소활성은 g당

2.4 unit이며, 가수분해 최적 조건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여 생리

활성 펩타이드를 생산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llupulin은 papain의 일종으로 파파야로부터 추출된 단백분해효

소이다. 이 효소는 미세한 과립형태를 띄고 있으며 루신(leucine),

글리신(glycine)과 같은 염기성 아미노산의 펩타이드 사슬 부위를

특이적으로 절단한다(Menard 등, 1990). 물에 잘 용해될 뿐만 아

니라 식품에 첨가 시 이취나 이미를 부여하지 않아 다양한 식품

산업에 이용되고 있다. 효소활성은 g당 4.6 unit이며, Alcalase와

마찬가지로 가수분해 최적 조건의 범위가 넓고 다양하다. 그러나

가수분해효소의 활성은 기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며, 가수분해 조

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Jang 등, 2017b). 이는 가수분해에 의

해 생성되는 가수분해물의 아미노산 조성이 가수분해에 사용된

특정 효소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며, 특정 아미노산의 존재가

항염증 활성에 관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pH의 영향

Alcalase를 사용하여 얻은 어육 및 Collupulin을 사용하여 얻은

알 가수분해물의 최적 pH를 설정하기 위해 시료는 다양한 pH에

서 가수분해 되었으며, 항염증 활성을 평가하기 위한 NO 소거활

성이 측정되었다(Fig. 2A). 대부분의 어육 가수분해물은 소거활성

이 없거나 매우 낮았으나 pH 5.0, 6.0, 7.0에서 각각 5.79, 1.58,

2.11%로 pH 5.0에서 가장 높은 소거활성이 확인되었다. 알 가수

분해물 또한 pH 5.0에서 10.53%의 가장 높은 NO 소거활성을 보

였으며, pH 7.0에서는 0.53%의 가장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

에 따라 도루묵의 어육과 알은 각각 pH 5.0의 최적 pH에서 제

조되었다. 이상의 결과 항염증 활성은 pH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며, 어육과 알 가수분해물 모두 중성 및 알칼리보다 산성 조건에

서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면역기능에 있어 pH가 영

Fig. 2. NO scavenging activity of hydrolysates under the different (A) pH, (B) temperature, (C) enzyme concentration, and (D)

hydrolysis time. MHA, meat hydrolysate prepared by Alcalase; RHC, roe hydrolysate prepared by Collupulin. The results are reveal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s. 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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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미치며, 산성의 pH가 알칼리성 pH보다 백혈구에 대한 항체

결합을 증가시켜 체액성 및 세포성 면역이 산성 pH에서 더 우

수하게 나타난다는 Lardner(200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

나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체 내 세포성 면역에 미치는 영향이므

로 pH에 의한 효소활성의 변화가 항염증 활성에 미치는 영향은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온도의 영향

적절한 온도는 효소 활성 및 가수분해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가

수분해를 촉진시킨다. 그러나 펩타이드 및 단백질은 가열이나 건

조, 기계적 교반 및 pH와 같은 여러 가지 물리적 요인에 의해

변성된다. 특히 열에 의한 변성은 본래의 펩타이드 구조의 파괴

와 생리활성의 상실을 초래한다(Bell과 Labuza, 1991; Bell, 1997).

이에 따라 어육 및 알 가수분해물의 최적 온도를 설정하기 위해

각각의 최적 pH에서 각기 다른 온도로 조정하여 가수분해하였

으며, 제조된 각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Fig.

2B). 어육 가수분해물의 경우, 30oC에서 9.25%의 가장 높은 NO

소거활성을 보였으며, 60 및 70oC의 온도에서는 비교적 낮은 NO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어육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은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알 가수분해물의

경우, 70oC에서 가장 높은 소거활성을 보였으며, 50oC에서 얻어

진 가수분해물을 제외한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이 온도가 증

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 가수분해물의

항염증 활성은 온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사용된 기질 및 효

소에 따라 경향 또한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효소 농도의 영향

도루묵의 어육과 알은 최적 pH 및 온도에서 가수분해 되었으

며, 최적 효소 농도를 설정하기 위해 다양한 농도의 효소를 첨가

하여 가수분해하였다. 가수분해된 혼합물의 NO 소거활성을 측정

하여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2C에 나타내

었다. 어육의 경우, 1% 농도의 효소를 첨가한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이 2, 3, 4 및 5% 농도의 효소를 첨가한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보다 높았으며, 이는 가장 낮은 활성을 보인 4% 효

소를 첨가한 가수분해물과 약 두 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효소

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소거활성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5%

농도의 효소를 첨가하였을 때에는 오히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가수분해 시 생성된 펩타이드가 지속적인 효소의

작용으로 더 많은 생성물을 생성하게 되었을 때 NO의 발현이 억

제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알의 경우, 3% 농도의 효소를

첨가한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이 16.23%로 다른 가수분해물

에 비해 가장 높았으나 각 가수분해물의 소거활성에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또한 알 가수분해물은 효소 농도에 따른 NO 소거

활성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보이지 않았다. 이상으로 어육 및 알

가수분해물의 최적 효소 농도는 각각 1, 3%로 결정되었다.

가수분해 시간의 영향

도루묵 가수분해물의 최적 가수분해 시간을 설정하고자 이전

실험에서 결정된 최적 pH, 온도 및 효소 농도를 바탕으로 어육

과 알의 가수분해물을 제조하였으며, 이를 1-5시간 동안 가수분

해하여 각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Fig. 2D). 1

시간 동안 가수분해된 어육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은 15.77%

로 가수분해물 중 가장 낮은 활성을 보였으며, 4시간 동안 가수

분해된 어육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이 18.94%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각 실험군 간 유의적인 차이는 거의 없었으나 가

장 높은 소거활성을 보인 가수분해물과 가장 낮은 소거활성을 보

인 가수분해물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알 가수분해

물의 NO 소거활성은 3시간까지 증가하였으나 다시 감소하여 3

시간 동안 가수분해하였을 때 가장 높은 NO 소거활성을 나타내

었다. 이때의 소거활성은 약 20%로 1시간 동안 가수분해된 가수

분해물을 제외한 다른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과 유의적인 차

이는 보이지 않았다. 즉 NO 소거활성은 가수분해 시간에 따른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도루묵 어육과 알 가수분해물의

최적 가수분해 조건이 설정되었다(Table 2). 어육 가수분해물은

5.0의 pH 및 30oC의 온도에서 1% 농도의 효소를 첨가하여 4시

간 동안 가수분해한 가수분해물이 가장 높은 항염증 활성을 나

타내었으며, 알 가수분해물은 5.0의 pH 및 70oC의 온도에서 3%

농도의 효소를 첨가하여 3시간 동안 가수분해한 가수분해물이 가

장 강한 항염증 활성을 보였다. 이러한 최적의 가수분해 조건에

서 어육 및 알 가수분해물의 단백질 함량은 각각 2.14 mg/mL와

1.13 mg/mL이었으며, 가수분해도는 57.30% 및 71.41%였다. 또한

어육과 알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은 각각 18.94 및 19.81%

로 확인되었다. 즉 최종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은 초기 조건

에서 얻어진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보다 어육은 약 3배, 알

은 약 2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최적 조건에서 얻어

진 가수분해물의 항염증 효과는 400 µg/mL 농도에서 NO 소거

능이 약 50%로 측정된 연어 펩타이드의 항염증 활성과 큰 차이

를 보였다(Ahn 등, 2012). 또한 틸라피아 껍질로부터 제조된 펩

타이드(1 mg/mL)의 NO 소거활성은 약 30%를 보여, 본 연구결

과에서 확인된 도루묵 펩타이드의 활성이 다른 천연 항염증 소

재에 비해 활성이 다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Zhuang과 Sun,

2011). 이에 따라 분리정제를 통한 증가된 항염증 효과뿐만 아니

라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아미노산의 조성 및 서열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항염증 펩타이드를 생산하기 위해 도루묵

(Arctoscopus japonicus)의 어육과 알로부터 가수분해물을 제조하

였으며, 단백분해효소, pH, 온도, 효소 농도 및 가수분해 시간에

Table 2. The optimal hydrolysis conditions for A. japonicus meat- and roe-derived hydrolysates

Optimal conditions NO scavenging 
activity

(%)

Protein
concentration

(mg/mL)

Degree of
hydrolysis

(%)pH
Temperature 

(oC)
Enzyme concentration 

(%)
Hydrolysis time

(h)

Meat 5.0 30 1 4 18.94±2.77 2.14±0.02 57.30±0.98

Roe 5.0 70 3 3 19.81±0.79 1.13±0.02 71.41±0.52

The results are revealed as Mean±SD of trip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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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NO 소거활성을 측정함으로써 최적 가수분해 조건을 설정

하였다. 어육 가수분해물의 최적 조건은 pH 5.0, 온도 30oC, 효

소 농도 1%, 가수분해 시간 4시간으로 확인되었으며, 알 가수분

해물의 최적 조건은 pH 5.0, 온도 70oC, 효소 농도 3%, 가수분

해 시간 3시간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최적의 가수분해 조건에

서 어육 및 알 가수분해물의 NO 소거활성은 각각 18.94 및

19.81%로 측정되었다. 이는 도루묵 단백질 가수분해물 유래 항

염증 펩타이드를 생산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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