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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ti-inflammatory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Ulva lactuca Linnaeus extracts were measured. 
As a result of the MTT assay of the extract, it was found that the cell viabilities were higher than 
90% at all concentrations, and the cell promotion rate exceeded 100% at a certain concentration. 
Therefore, in all subsequent experiments, the highest concentration was set at 500 μg/ml. In the nitric 
oxide (NO) assay, one of the anti-inflammatory experiments, the Ulva lactuca Linnaeus extracts ex-
hibited inhibitory effects of 16%, 19%, and 62% at concentrations of 5, 50, and 500 μg/ml,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LPS-only group. In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assay, the extracts showed 
inhibitory effects of 16%, 17%, and 27% at concentrations of 5, 50, and 500 μg/ml,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LPS-only group. In the interleukin-6 (IL-6) assay, the extracts also showed in-
hibitory effects of 15% and 28% at concentrations of 50 and 500 μg/ml,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LPS-only group. In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assay, the extracts exhibited 8.02, 9.90, and 23.8 
mg GAE/g at concentrations of 0.3, 3, and 30 mg/ml, respectively. In the ABTS assay, the extracts 
exhibited scavenging activities of 2.6, 12.6, and 77.3% at concentrations of 0.3, 3, and 30 mg/ml, 
respectively.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Ulva lactuca Linnaeus extracts can be used as anti-in-
flammatory and antioxidant substances for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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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양성 조류는 육상생물에 비하여 미네랄, 비타민 및 

식이섬유의 함량이 높고 철, 마그네슘, 요오드, 아연 등의 

필수 미네랄이 많이 존재하는 해양성 식물이다[31, 32]. 
녹조류 중 갈파래는 유럽에서 식용으로 이용되어 다양한 

식품학적 및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15, 
32]. 갈파래의 주요 특성 중 하나로 육상 식물과 달리 황산

기를 함유하는 다당을 다량 함유하며 이 산성 다당은 항

바이러스성, 면역증강 효과, 혈액의 항응고, 항종양성 작

용 등이 보고되어 있고, 국내의 경우, 홑파래에서 추출한 

당단백질이 면역활성 및 항암효과가 보고된바 있다[15, 
32]. 국내 해안가에 자생하는 참갈파래(Ulva lactuca 
Linnaeus)는 녹조류의 일종으로 파래과에 속하는 녹조식

물로서 엽체는 엷은 녹색을 띄고 암반에 착생한다. 엽체

는 분지하지 않고 길이 10~15 cm, 폭 7~10 cm의 피침형이

나 신장형으로 존재하고 가장자리는 파형으로 굴곡을 가

지는 것이 특징이다[4, 27, 32, 33].
면역(immune)이란 생물이 외부의 공격 및 침입으로부

터 방어하는 것을 뜻하며, 염증반응이란 미생물 등의 체

내 감염 또는 외부의 물리적 상해 시에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생체 조직에서의 국소적 방어반응이다[5, 14, 41]. 이
원자 자유 라디칼인 nitric oxide (NO)의 경우 염증반응의 

대표적인 매개체로서 NO synthase에 의해 L-argine에서부

터 생성되며, 신경전달, 혈관의 이완 및 세포 매개성 면역

반응에 관여한다[41]. 유리기(free radical)나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생성과 항산화 물질로 인

한 불균형으로 정의되는 산화적 스트레스의 경우 노화 

및 당뇨와 퇴행성 신경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환과 관련

이 있다[1, 7, 16]. 세포 내의 산화적 손상을 억제시키거나 

지연시키는 효소로는 catalase, peroxidase, superoxide dis-
mutase (SOD) 등이 있다[9]. 지속적인 염증반응의 진행은 

세포조직의 손상을 유발하여 뇌질환, 암, 관절염, 천식, 
알츠하이머병, 염증성 장질환 및 동맹경화 등의 여러 질

병뿐 아니라 노화의 간·직접적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7, 16, 17, 30, 35]. 대식세포는 염증반응에 관여하

는 중요한 세포로 손상 부위로의 면역세포의 이동과 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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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terleukin-1β (IL-1β) 및 in-
terleukin-6 (IL-6) 등의 pro-inflammatory cytokine의 분비에 

관여하는 등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3, 10, 11, 13, 17, 
21]. 대식세포에서 생성된 염증매개물질이 박테리아 내독

소인 lipopolysaccharide (LPS)와 같은 면역자극물질에 노

출될 경우, RAW264.7 macrophage에서 TNF-α, IL-1β, IL-6
와 같은 염증매개체들인 cytokine을 분비하며 cyclo-
oxygenase-2 (COX-2)와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가 활성화되어 NO를 생성한다[8, 12, 19, 22, 34]. 
NO의 경우 L-arginine을 기질로 하여 nitric oxide synthase 
(NOS)에 의해 생성되는 무기 유리체로서 LPS에 의해 염

증 반응을 유도해서 활성화된 세포에서 염증 반응의 중요 

매개물질인 NO의 생성을 억제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

한다[37]. NO는 활성산소 중 하나이고 염증 유발에 중요

한 역할을 하여 기관지염, 천식, 관절염, 다발성경화증, 
동맥경화증, 알츠하이머 병, 파키슨병 및 뇌졸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염증질환을 

유발하여 질환을 악화시킨다[18]. 대사증후군에서는 IL-6
의 증가가 염증신호에 깊은 연관성을 나타내고 체내의 

IL-6의 분비의 경우, 아디포카인으로서 지방조직에서 많

이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화기관의 점막에 분

포하는 대식세포는 박테리아의 자극 및 내독소에 반응하

여 염증을 유발하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및 IL-6
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많은 연구자들이 식물들에서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물

질을 발견하였으며, 비타민 C, 토코페롤,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화합물, 카로티노이드 등이 과일과 채소 등의 

육상식물에 존재하는 우수한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다

[24]. 총 폴리페놀은 항암 효과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

고 보고되어 있으며[6], 옥수수 수염 유래의 플라보노이드

로는 apimaysin, maysin, methoxymasin이 있으며 이중 may-
sin은 옥수수 수염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기능성 물질로, corn earworm의 종양세포주에 대한 세포

독성 효과, 생육 억제활성 및 라디칼 소거활성 등이 보고

되어 있다[23]. 인간의 수명단축에 큰 영향을 끼치는 활성

산소는 면역, 세포 내 DNA, 각 인체 기관에 치명적인 손상

을 유발하며, 피부노화 및 다양한 질병 또한 촉진하는 요

소 중 하나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항산화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buty-
lated hydroxyanisole (BHA)과 같은 합성 항산화제들은 과

량 사용할 경우, 암 및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인간의 몸에 안전한 천연물질을 

이용한 항산화제의 개발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성 천연물질인 참갈파래 추

출물을 이용하여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고, 
기능성 식품소재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MTT assay

본 실험에 사용된 참갈파래 추출물은 (주)지오에프앤

비케어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참갈파래 추출물의 세

포독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시행하였다. 10% 
(v/v) FBS가 첨가된 DMEM (WELGENE, South Korea) 배
지에 현탁시킨 RAW264.7 세포를 6×103/well의 농도로 96 
well plate에 100 μl씩 분주하고 CO2 incubator (37℃, 5% 
CO2)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하고 1X PBS 
(Gibco, UK)로 세척한 후, 10% (v/v) FBS가 첨가된 새로운 

DMEM 배지 200 μl를 첨가하고 DMSO에 용해한 참갈파

래 추출물을 다양한 농도로 처리한 후, CO2 incubator (37 
℃, 5% CO2)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MTT (USB, 
USA, final concentration: 1 mg/ml) 용액 100 μl를 첨가하고 

실온에서 차광한 상태로 3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배지를 

제거하고 DMSO 200 μl를 첨가하고 상온에서 30분 동안 

용해시킨 후 ELISA Reader (Multiskan Go, Thermo 
Scientific, Finland)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Nitric Oxide (NO) assay

참갈파래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NO assay를 시행하였다. 10%  (v/v) FBS가 첨가된 DMEM 
(WELGENE, South Korea) 배지에 현탁시킨 RAW264.7 세
포를 12 well plate에 2 ml씩 분주하고 CO2 incubator (37℃, 
5% CO2)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하고 1X 
PBS (Gibco, UK)로 세척한 후, 10% (v/v) FBS가 첨가된 

새로운 DMEM 배지를 2 ml씩 분주하고 Lipopolysaccharide 
(LPS, Sigma, USA, final concentration: 1 μg/ml)를 처리한 

후, CO2 incubator (37℃, 5% CO2)에서 3시간 동안 배양하

여 염증을 유도하였다. 이 후, DMSO에 용해한 참갈파래 

추출물과 사포닌(Sigma, USA)을 각각 500, 50, 5 μg/ml의 

농도로 처리해서 CO2 incubator (37℃, 5% CO2)에서 24시
간 배양하였다. 배양 상등액에 Griess reagent (Sigma, 
USA)를 1:1로 혼합하여 15분 동안 실온에서 방치한 후, 
ELISA Reader (Multiskan Go, Thermo Scientific, Finland)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assay

참갈파래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Tumor necrosis factor-α assay를 시행하였다. 10% (v/v) FBS
가 첨가된 DMEM (WELGENE, South Korea) 배지에 현탁

시킨 RAW264.7 세포를 12 well plate에 2 ml씩 분주하고 

CO2 incubator (37℃, 5% CO2)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
지를 제거하고 1X PBS (Gibco, UK)로 세척한 후, 10% (v/v) 
FBS가 첨가된 새로운 DMEM 배지를 2 ml씩 분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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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TT assays of the Ulva lactuca Linnaeus extract using 
RAW264.7 cells. Star marks represent the significance 
of ANOVA with LSD’s post-hoc test (*p<0.05) com-
pared with no sample. This experiment was repeated 
at least twice yielding reproducible results.

Lipopolysaccharide (LPS, Sigma, USA, final concentration: 
1 μg/ml)를 처리한 후, CO2 incubator (37℃, 5% CO2)에서 

3시간 동안 배양하여 염증을 유도하였다. 이 후, DMSO에 

용해한 참갈파래 추출물과 사포닌(Sigma, USA)을 각각 

500, 50, 5 μg/ml의 농도로 처리해서 CO2 incubator (37℃, 
5% CO2)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상등액의 TNF-α 
함량을 Mouse TNF-α DuoSet ELISA kit (R&D SYSTEM, 
U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측정하였다. 

Interleukin-6 (IL-6) assay

참갈파래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Interleukin-6 assay를 시행하였다. 10% (v/v) FBS가 첨가된 

DMEM (WELGENE, South Korea) 배지에 현탁시킨 RAW 
264.7 세포를 12 well plate에 2 ml씩 분주하고 CO2 incuba-
tor (37℃, 5% CO2)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

하고 1X PBS (Gibco, UK)로 세척한 후, 10% (v/v) FBS가 

첨가된 새로운 DMEM 배지를 2 ml씩 분주하고 Lipopoly-
saccharide (LPS, Sigma, USA, final concentration: 1 μg/ml)
를 처리한 후, CO2 incubator (37℃, 5% CO2)에서 3시간 

동안 배양하여 염증을 유도하였다. 이 후, DMSO에 용해

한 참갈파래 추출물과 사포닌(Sigma, USA)을 각각 500, 
50, 5 μg/ml의 농도로 처리해서 CO2 incubator (37℃, 5% 
CO2)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상등액의 IL-6 함량은 

Mouse IL-6 DuoSet ELISA kit (R&D SYSTEM, USA)를 이

용하여 450 nm에서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참갈파래 추출물의 항산화 성분인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24]을 응용

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를 각 농도별로 희석한 후, 1 N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Sigma, USA)와 1:1로 혼합

하여 실온에서 3분간 정치반응을 하였다. 이후 10% (w/v) 
Sodium carbonate를 500 μl씩 넣고 vortex하여 실온에서 차

광한 상태로 1시간 동안 반응을 진행하였다. 반응이 끝난 

후, 침전물이 있으면 원심분리(12,000× g, 10 min)를 진행

하고 상등액을 96 well plate에 200 μl씩 분주하여 ELISA 
Reader (Multiskan Go, Thermo Scientific, Finland)를 이용하

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에탄올에 녹인 gal-
lic acid를 최종농도가 0, 25, 50, 100, 200 μg/ml이 되도록 

희석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표준검량곡선

을 작성하였고,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의 계산에 사용

하였다.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radical 소거활성 측정

참갈파래 추출물의 항산화활성 측정을 위하여 ABTS 
assay를 시행하였다.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phonic acid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Re의 방법[26, 
37]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또는 에탄올 50 μl에 

ABTS (Sigma, USA) 용액 1 ml을 첨가하고 실온에서 차광

한 상태로 60분간 반응시킨 후 원심분리(12,000× g, 10 
min)하여 상등액을 96 well plate에 분주하였다. 흡광도는 

ELISA Reader (Multiskan Go, Thermo Scientific, Finland)를 

이용하여 734 nm에서 측정하였으며, 아래의 수식으로 

ABTS radical 소거활성을 계산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는 

gallic acid (Sigma, USA)를 사용하였다. 분석 시 사용된 

ABTS 용액은 7.4 mM ABTS 용액과 2.6 mM potassium 
persulphate를 혼합하여 암실에서 25℃에서 차광한 상태로 12
시간 이상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사용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S-C)}×100
S : Sample (sample added with ABTS solution)
C : Control (ethanol added with ABTS solution)

통계처리

연구결과로 얻어진 자료는 SPSS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하위그룹 각각의 기

술통계치(mean ± SD)를 산출하였다. 집단 간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LSD를 적용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 수준으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MTT assay

참갈파래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MTT 
분석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냈다. DMSO에 

용해한 참갈파래 추출물을 500 μg/ml의 농도까지 측정한 

결과, 모든 농도에서 90%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고 500 
μg/ml의 농도에서도 세포에 대한 독성을 보이지 않았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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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the Ulva lactuca Linnaeus extract on LPS-in-
duced nitric oxide (NO) production in RAW264.7 cells. 
Star marks represent the significance of ANOVA with 
LSD’s post-hoc test (*p<0.05) compared with LPS 
only. This experiment was repeated at least twice yield-
ing reproducible results.

Fig. 3. Effects of the Ulva lactuca Linnaeus extract on LPS-in-
duced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 RAW264.7 
cells. Star marks represent the significance of ANOVA 
with LSD’s post-hoc test (*p<0.05) compared with 
LPS only. This experiment was repeated at least twice 
yielding reproducible results.

로 이후 세포배양 실험에서는 500 μg/ml의 농도를 가장 

높은 농도로 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Nitric Oxide (NO) assay

참갈파래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LPS에 의해 유도된 NO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측정하

였고,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냈다. Lee 등[25]은 염증반응

이 활성화되면 L-arginine에서 nitric oxide synthase (NOS)
에 의해 NO가 합성되며 과도한 NO 생성은 염증의 심화와 

그로 인한 조직의 손상을 초래한다고 보고하였다. LPS만 

처리한 군을 100%로 정하여 비교하였을 때, 사포닌은 5, 
50, 5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36%, 73%, 74%의 억제효

과를 보였으며, 참갈파래 추출물은 5, 50, 500 μg/ml의 농

도에서 각각 16%, 19%, 62%의 억제효과를 보였다. 양성 

대조군인 사포닌에 비하여 참갈파래 추출물의 억제효과

가 전반적으로 낮았고, 가장 높은 농도인 500 μg/ml의 농
도에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하지만, 사포닌을 50 μg/ml로 처리한 군과 500 μg/ml로 

처리한 군의 억제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사포닌은 

50 μg/ml의 농도에서 이미 최대의 억제효과를 나타낸 것

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참갈파래 추출물은 500 μg/ml의 

농도에서 사포닌 50 μg/ml의 농도에서의 억제효과와 유사

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ark 등[36]은 톳

을 유산균을 이용하여 발효한 뒤 NO 생성 억제효과를 측

정하였는데, glucose+lactate를 첨가한 Weissella sp. SH-1 
접종군에서 1,000 μg/ml의 농도의 추출물이 43.44%의 억

제효과를 보였고, glucose+citrate를 첨가한 Weissella sp. 
SH-1 접종군에서 1,000 μg/ml의 농도의 추출물이 46.53%
의 억제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ong 등[39]
은 발효하지 않은 톳 추출액은 1,000 μg/ml의 농도에서 

14.69%의 억제효과를 보였으며, 유산균 톳 발효액은 

1,000 μg/ml의 농도에서 21.95%의 억제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참갈파래 추출물은 위에서 

언급된 보고들보다 농도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약 3배
의 억제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아 높은 항염증 활성을 가

진 것으로 사료된다.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assay

참갈파래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LPS에 의해 유도된 TNF-α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측

정하였고,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냈다. TNF-α는 endotox-
in shock와 관련된 중요한 인자로 과발현되면 치명적인 

독성을 유발하여 패혈증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9]. LPS만 처리한 군을 100%로 정하여 비교하였을 

때, 사포닌은 5, 50, 5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8%, 19%, 
23%의 억제효과를 보였으며, 참갈파래 추출물은 각 5, 50, 
5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16%, 17%, 27%의 억제효과를 

보였다. 양성 대조군인 사포닌에 비하여 참갈파래 추출물

의 억제효과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고, 50 및 500 
μg/ml의 농도에서는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억제효과를 나

타냈다. Jo 등[8]의 보고에 의하면 우슬을 에탄올로 추출

한 시료가 LPS만 처리한 control군에 비해 54.7%의 저해율

을 보였으므로, 본 연구에 사용한 참갈파래 추출물보다 

더 높은 저해율을 보였다. Mun 등[30]은 발효톳 에탄올 

추출물의 L. casei 접종군은이 500 μg/ ml의 농도에서 TNF-
α의 발현이 현저히 억제하였으므로, 발효톳 에탄올 추출

물이 pro-inflammatory cytokine의 생성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Interleukin-6 (IL-6) assay

참갈파래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LPS에 의해 유도된 IL-6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측정

하였고,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냈다. LPS만 처리한 군을 

100%로 정하여 비교하였을 때, 사포닌의 경우, 50 및 500 
μg/ml 농도에서 각각 15%, 28%의 억제효과를 보였다. 참
갈파래 추출물의 경우, 500 μg/ml의 농도에서 29%의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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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Ulva lactuca Linnaeus extract on LPS-in-
duced Interleukin-6 (IL-6) in RAW264.7 cells. Star 
marks represent the significance of ANOVA with 
LSD’s post-hoc test (*p<0.05) compared with LPS 
only. This experiment was repeated at least twice yield-
ing reproducible results.

Fig. 5.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Ulva lactuca Linnaeus 
extract. Star marks represent the significance of ANOVA 
with LSD’s post-hoc test (*p<0.05) compared with 0.3 
mg/ml sample. This experiment was repeated at least 
twice yielding reproducible results.

Fig. 6. Effects of Ulva lactuca Linnaeus extract on ABTS radi-
cal scavenging. Star marks represent the significance 
of ANOVA with LSD’s post-hoc test (*p<0.05) com-
pared with the lowest concentration of each sample. 
This experiment was repeated at least twice yielding 
reproducible results.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동일농도에서의 사포닌의 억제효

과와 유사한 수치였다. Woo 등[40]은 우슬과 땅두릅을 2:1
의 비율로 섞은 복합 열수추출물의 경우에 30%의 억제효

과를 보였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에 사용한 참갈파

래 추출물과 비슷한 억제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Kim 등[20]의 보고에 의하면 어성초와 두충을 혼합하여 

열수추출한 시료를 이용해서 IL-6를 측정한 결과 90% 이
상의 아주 높은 억제효과를 보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참갈파래 추출물의 항산화 성분의 함량을 조사하기 위

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냈다. 0.3, 3, 30 mg/ml의 농도에서 각각 8.02, 9.90, 
23.8 mg GAE/g의 총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0.3 및 3 mg/ml의 농도에서는 시료의 

농도에 의존하지 않고 총 폴리페놀 함량이 나타났으므로 

0.3 mg/ml의 농도에서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제외한 다른 

농도에서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1 mg/ml의 농도에서의 

총 폴리페놀 함량으로 환산한 결과, 0.8-3.3 mg GAE/g의 

함량으로 나타났다. Kwak 등[24]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파래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1 mg/ml로 환산하면 8.97 mg 
GAE/g으로 나타났고, 미역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1 mg/ml
로 환산하면 2.43 mg GAE/g으로 나타나, 미역보다는 참갈

파래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

만, 파래의 경우는 참갈파래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보다 약 3배 정도의 높은 총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radical 소거활성

참갈파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2, 
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

냈다.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ABTS solution이 항산화 

물질과 반응하여 탈색된 색을 흡광도로 측정하는 것이다

[6]. 참갈파래 추출물은 0.3, 3, 30 mg/ml의 농도에서 각각 

약 2.6, 12.6, 77.3%의 소거활성을 나타냈으며, 시료의 농

도증가에 따라 소거활성이 증가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ascorbic acid의 경우, 0.3 mg/ml의 농도에서부터 

이미 포화상태가 되어 더 높은 농도에서의 측정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하여 최대 농도를 0.3 mg/ml로 정하여 실험에 

진행하였다. Ascorbic acid의 경우는 정제된 물질이고 참

갈파래 추출물의 경우는 정제가 되지 않은 물질이라 약 

100배 정도의 농도차이가 있으므로 30 mg/ml의 농도에서

의 참갈파래 추출물의 ABTS 소거활성이 0.3 mg/ml농도의 

ascorbic acid와 유사한 활성을 나타냈으며, 이 보다 더 낮

은 농도에서도 유사한 활성을 나타냈다. Lim 등[28]은 매

생이를 첨가한 절편의 ABTS를 측정한 결과, 7% 첨가한 

군에서 13.51%의 소거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ung 등[38]의 보고에서는 전나무 부산물 추출물의 경우 

35% (v/v) 에탄올로 추출한 군이 61.27%로 가장 낮은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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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으며, 100℃의 열수로 추출한 군이 77.98%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참갈파래 추출물

과 유사한 항산화 활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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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참갈파래 추출물의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

민경철
1
․김근대

2
․남현규

3
․이상현

1,2
*

(1신라대학교 일반대학원 바이오과학과, 2신라대학교 제약공학과, 3(주)지오에프앤비케어)

참갈파래(Ulva lactuca Linnaeus) 추출물에 대한 항염증 활성 및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참갈파래 

추출물의 MTT assay의 결과로 500 μg/ml 이하의 모든 농도에서 약 90% 이상의 세포생존율을 보였으며, 
일정 농도에서는 100%를 능가하는 세포생장 촉진율까지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이후 모든 실험

에서는 가장 높은 농도를 500 μg/ml으로 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항염증 실험 중 하나인 nitric oxide 
(NO)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LPS만 처리한 군을 100%로 정하여 비교하였을 때, 참갈파래 추출물은 5, 50, 
5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16%, 19%, 62%의 억제효과를 보였다.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의 경우, 
LPS만 처리한 군을 100%로 정하여 비교하였을 때, 참갈파래 추출물은 5, 50, 5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16%, 17%, 27%의 억제효과를 보였다. Interleukin-6 (IL-6)의 경우, LPS만 처리한 군을 100%로 정하여 비교

하였을 때, 참갈파래 추출물의 경우, 500 μg/ml의 농도에서 29%의 억제효과를 보였다. 참갈파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항산화 성분을 조사하는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의 경우, 0.3, 3, 30 mg/ml의 농도에서 각각 8.02, 9.90, 23.8 mg GAE/g의 총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BTS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0.3, 3, 30 mg/ml의 농도에서 각각 약 2.6, 12.6, 
77.3%의 소거활성이 나타났으며, 시료의 농도증가에 따라 소거활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

된 참갈파래 추출물은 향후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소재로서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