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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마선 조사에 의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생리활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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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siological activities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boiled⁃water of Enteroctopus dofleini (BE) upon 
a gamma irradiation were determined to examine the possible use of the food processing by⁃product as a 
functional material for food or cosmetic composition. Electron donating ability and the content of total phenolic 
compounds increased from 65% to 72% and from 406 ppm to 476 ppm, respectively, by 10 kGy gamma irradiation. 
A Salmonella  mutagenicity assay indicated that the gamma⁃irradiated BE did not show any mutagenicity.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of the irradiated BE also increased from 57% to 86% with irradiation doses. 
These results show that irradiation can be used to increase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of BE for its potential 
use as food or cosmetic materials.

Key words: boiled-water of Enteroctopus dofleini, physiological activity, gamma irradiation

†Corresponding author. E-mail: sjwlee@kaeri.re.kr
†Phone: 82-63-570-3204, Fax: 82-63-570-3207

서   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비교  수산 자

원이 풍부한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산 자원을 단순히 식량자원으로서만 이용할 뿐 다방면으

로 활용하기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기

능성 식품  의약품 소재로서 수산 자원의 유용성이 밝 지

면서 이를 이용한 생리활성물질 개발  기능성 소재의 개발

에 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 

최근에는 교통체증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같은 사회  

변화로 인해 간편성을 부여한 수산가공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수산가공품 제조 시 발생하는 가공부산물인 자숙액은 

다양한 양성분이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분 폐

기되고 있어 경제  손실이 커지고 있다(3). 건조 문어를 제

조하기 한 자숙공정에서 다량으로 발생하는 문어 자숙액 

역시 taurine, 단백질  리코겐과 같은 유용 양성분과 

같은 기능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기 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4).

한편, 감마선 조사기술은 식품의 장  양  능

인 품질의 하 없이 병원성  부패성 미생물을 없애는 가

장 효율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고(5), 세계 으로 그 사

용이 증가하고 있다. 한 감마선 조사기술은 잔류독성이 

 없고 식품 원래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정

인 효과가 보고되고 있고(6), 가공 공정  기능성 증진까지 

이용범 가 확 되고 있다(7). 한 천연물 추출물에 감마선 

조사를 용하여 첨가제 등으로 사용하기에 합하도록 색

상을 개선하면서 본래 가지고 있던 생리활성은 유지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산가공 폐자원인 문어 자숙액을 

식품  공 보건산물의 기능성 소재로서 활용하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하기 해 문어 자숙액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감마선 조사한 후 생리활성 변화를 알아보았다.



감마선 조사에 의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생리활성 개선 1613

재료  방법

시료 비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문어 자숙액은 부산 사하구 소재 우

수산에서 제공받았다. 시료 내의 유용성분을 효율 으로 추

출하기 해 에탄올을 70%로 제조하여 시료와 70% 에탄올

을 1:3 비율로 희석한 후 간헐 으로 흔들어 추출한 다음 

에탄올 추출액 상태에서 감마선 조사하 다. 

감마선 조사

감마선 조사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선과학연구소

(Jeongeup, Korea) 내 선원 30만 Ci, Co-60 감마선 조사시설

(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하여 실온(14±1
oC)에

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각각 0, 1, 3, 5, 7  10 kGy의 

총 흡수선량을 얻도록 하 다. 흡수선량 확인은 alanine 

dosimeter(5 mm, Bruker Instruments, Rheinstetten, Ger-

many)를 사용하 다. Dosimetry 시스템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규격에 용하여 표 화한 후 사용하 으며, 총 

흡수선량의 오차는 2% 이내 다. 조사된 문어 자숙액은 

screw-bottle에 하여 4
oC에 보 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자공여능 측정

문어 자숙액의 자공여능은 Blois(9)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료 1 mL에 0.2 mM 1,1-diphenyl-2-picryl- 

hydrazyl(DPPH, Sigma, St. Louis, MO, USA) 2 mL을 넣고 

교반한 후 30분 동안 실온에 정치한 다음 반응용액을 분

도계(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자공여능은 다음과 같

은 계산식에 의해 환산되었다.

자공여능(%)＝( 1－
시료첨가구의 흡 도

)×100무첨가구의 흡 도

총 폴리페놀 함량

감마선 조사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10)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시료 0.1 mL에 Folin-Ciocalteu's reagent(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0.2 mL을 첨가하고 23
oC에서 1분

간 유지시켰다. 그 후 5% Sodium carbonate 3 mL을 가하여 

23oC에서 2시간 방치 후 분 도계(UV 1600 PC, Shimadzu, 

Tokyo, Japan)를 이용하여 76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곡선은 gallic acid(Sigma)를 이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한 후 함량 계산에 활용하 다.

Tyrosinase 해효과

Tyrosinase 활성 해 측정 방법은 tyrosinase의 작용결과 

생성되는 dopachrome을 비색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11). Sigma사에서 구입한 mushroom tyrosinase(100 unit/ 

mL)를 0.2 mL, 기질로서 DOPA 0.4 mL,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6.8) 0.2 mL의 혼합액에 시료 0.2 mL을 

첨가한 후 37
oC에서 15분간 반응시켜 475 nm에서 측정하고 

dopachrome의 변화를 해능으로 환산하 다. Tyrosinase 

해능 환산식은 다음과 같다.

해능(%)＝( 1－
A－C

)×100B

A: 시료 자체의 흡 도

B: 시료 신 70% ethanol을 첨가한 흡 도

C: 효소액 신 증류수를 첨가한 흡 도

돌연변이원성 시험

시험방법은 Ames 등(12)의 방법에 하여 실시하 다. 

시험에 사용된 균주는 Salmonella Typhimurium LT2를 친

주로 하는 S. Typhimurium TA98과 TA100으로 Molecular 

Toxicology Inc.(Boone NC, USA)에서 구입하여 형질을 확

인한 후 한국화학연구소 안 성 센터에서 계  배양 인 것

을 분양받아 시험에 사용하 다. 사활성을 한 간 균질액

(S9 fraction)은 Sprague-Dawley rat의 간으로부터 분리한 

것으로 Oriental Yeast Co.(Tokyo, Japan)에서 구입하 으

며, 5%(v/v)의 S9 mixture를 제조하여 사용하 다. S9 mix-

ture는 0.5 mL/plate로 처리했으며, 그의 활성은 2-amino-

anthracene(2-AA)의 돌연변이 유발로 확인하 다. 음성

조물질로는 시험물질의 조제에 사용한 에탄올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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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dium azide(SA)  2-aminoanthracene(2-AA)를 Sigma

사(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이용하 다.

시험물질의 처리는 사활성계 용(+S)  미 용(-S)

하여 direct plate incorporation 방법으로 하 으며, 각 농도

군당 2개 plate를 사용하 다. 시험물질 0.1 mL과 S9 mix-

ture( 는 멸균증류수) 0.5 mL에 Nutrient broth에서 12시간 

배양시켜 수기(약 2×109 cells/mL) 상태에 이르도록 한 

균의 배양액 0.1 mL을 top agar(Sodium chloride 6 g, Bacto 

agar 5 g per liter)에 혼합하여 minimal glucose agar plate에 

부어 고화시킨 다음, 37
oC에서 48시간 배양한 후 복귀돌연변

이 집락수를 계수하 다.

시험 결과는 복귀돌연변이 집락수의 평균과 표 편차로 

나타내었으며, 돌연변이 유발성의 정은 복귀변이 집락수

가 용매 조군의 2배 이상이면서 용량의존성을 갖는 경우

를 양성으로 하 다.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 으며, 얻어진 결과들은 

SPSS software(13)에서 로그램에 의한 ANOVA test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한 후 Duncan의 다 검정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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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고찰

자공여능  총 폴리페놀 함량

감마선 조사한 문어 자숙액의 자공여능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결과를 각각 Fig. 1  Table 1에 제시하 다. 자

공여능을 측정한 결과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65.87%에

서 72.88%로 증가하 음을 확인하 다. 한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406.32 ppm에서 476.25 ppm으로 증가하여 페놀성 물질과 

항산화 활성과의 상 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산

화 활성은 총 페놀함량이 크게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Oh 

등(14)은 참치, 문어  굴 자숙액의 항산화 활성을 시료의 

유도기로 측정한 결과 두유를 1로 기 으로 하 을 때, 

참치 자숙액은 1.32, 문어 자숙액은 1.30  굴 자숙액은 1.17

로 나타나 자숙액의 항산화 활성이 높았다고 보고하 다. 

Lu와 Foo(15), Kim과 Chung(16)은 자공여능과 총 poly-

phenol 함량과는 높은 상 계를 가진다고 보고하 고, 

Pyo 등(17) 역시 자공여능 증가에 polyphenol 함량이 요

한 역할은 한다고 보고하 다. Jeong 등(18)의 보고에서는 

감귤 과피에 공유결합되어 존재하는 페놀 화합물이 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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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lectron donating ability (%)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boiled⁃water of Enteroctopus dofleini.

Table 1.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the total phenolic 
contents (ppm)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boiled⁃
water of Enteroctopus dofleini

Irradiation dose (kGy) Total phenolic contents (ppm)

0
1
3
5
7
10
SEM1)

406.32c2)

449.15b

458.38ab

466.49ab

467.56ab

476.25a

  0.09
1)Standard errors of the mean (n=3).
2)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0.05).

선에 의해 단된 후 유리되어 페놀 함량이 증가되면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의 증가에 향을 다고 하 다. 본 

실험에서도 감마선 조사에 의해 유리된 페놀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측된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은 자공여능이 높은 천연 항산화제로의 이용가치

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Tyrosinase 해 효과

자외선에 심하게 노출된 피부에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유

도하여 피부노화나 피부손상을 래하는 tyrosinase에 한 

억제효과를 살펴보았다(Fig. 2). 실험 결과 조사선량이 증가

함에 따라 57.49%에서 86.27%로 활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 에 보고되었던 감마선 조사에 의한 녹차  감귤 

과피 추출물의 tyrosinase 해효과는 조사구와 비조사구의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상반된 결과 다

(19,20). Flavonoids와 같은 페놀 화합물이 tyrosinase 해 

활성에 련한 물질이라고 련이 있다는 연구결과(21)를 

볼 때 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tyrosinase 활성

이 증가된 것으로 단된다.

감마선 조사 문어 자숙액의 돌연변이원성 유무 검증

감마선 조사한 문어 자숙액을 첨가하 을 때 Salmonella 

Typhimurium TA98와 TA100에 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

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비시험결과에 따라 모

든 시료는 최  포화농도인 5,000 μg/plate를 최고 농도로 

설정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재 정기 은 식품의약품

안 청 기 으로 사활성 유, 무에 계없이 최소 1개 균주

에서 평 당 복귀변이 집락수에 있어서 1개 이상의 농도에

서 재 성이 증가를 나타낼 때 양성으로 정한다. 우선 

사활성 부재시의 경우, 감마선 조사한 문어 자숙액은 모든 

시험균주에서 시험 용 농도인 1,250～5,000 μg/plate의 범

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가 용매 조군과 비교하 을 

때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활성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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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yrosinase inhibition effect (%)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boiled⁃water of Enteroctopus doflei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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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vertant colonies in the Salmonella  Typhimurium reversion assay of the 70% ethanol extract from boiled⁃water 
of Enteroctopus dofleini

Irradiation dose 
(kGy)

Dose
(μg/plate)

Number of revertant colonies (His+) per plate

TA98 (-S9) TA98 (+S9) TA100 (-S9) TA100 (+S9)

0
1,250
2,500
5,000

 30±52)
 33±2
 31±1

  37±4
  35±4
  40±4

162±24
182±25
148±2

 160±21
 190±1
 184±4

1
1,250
2,500
5,000

 33±1
 30±1
 23±4

  30±3
  28±4
  21±1

206±7
205±5
200±2

 172±4
 211±1
 203±8

3
1,250
2,500
5,000

 28±4
 29±4
 28±1

  32±7
  29±1
  22±1

222±11
203±3
208±11

 231±28
 231±8
 222±1

5
1,250
2,500
5,000

 25±5
 29±1
 26±3

  30±3
  29±5
  37±4

155±16
197±27
195±9

 197±1
 216±6
 186±35

7
1,250
2,500
5,000

 36±2
 24±8
 27±9

  33±7
  37±1
  34±1

209±3
190±16
160±3

 220±7
 206±21
 186±8

10
1,250
2,500
5,000

 22±6
 31±3
 30±1

  34±6
  26±5
  30±1

165±51
197±13
143±11

 196±9
 187±12
 197±3

Negative control EtOH  26±3   41±1 191±37  206±31

Positive control1)

4-NQO
2-AA
SA
2-AA

0.5
2
0.5
2

734±4
1051±6

692±61
1477±398

1)Abbreviations: 4-NQO, 4-nitroquinoline-1-oxide; SA, sodium azide; 2-AA, 2-aminoanthracene.
2)Values are the mean±SD (p<0.05).

(S-9 mixture)를 도입하 을 때 시험물질에 해 Salmonella 

Typhimurium을 이용한 복귀돌연변이 시험 결과에서도 시

험한 모든 검체는 용 농도에서 복귀돌연변이 집락수의 유

의 인 차이가 없었다. 

일반 으로 돌연변이원성의 정은 음성 조군 복귀변이 

집락수의 2배 경우를 양성으로 하므로 문어 자숙액에 한 

시험 용농도에서 복귀변이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마선 조사에 의한 돌연변이원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이 직 변

이원이나 간 변이원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 독성학  변이원성 시험에서 쇠고기

의 감마선 조사가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았다는 Kang 등

(22)의 결과와 감마선 조사한 생약재가 유 독성학 으로 

안 하다는 Jo 등(23)의 결과와도 일치하 다. 따라서 감마

선 조사한 문어 자숙액은 독성을 일으키지 않으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식품  화장품 소재로서 합할 것이라 사료

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감마선 조사에 의해 문어 

자숙액의 생리활성이 증진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산 가공 폐

자원인 문어 자숙액을 산업 으로 재활용하고 폐기물 처리

에 따른 비용  환경문제의 경감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사료

된다. 

요   약

수산가공 폐기물  하나인 문어 자숙액을 이용하여 천연 

기능성 소재로 개발하기 한 기 자료를 마련하고자 감마

선 조사(0, 1, 3, 5, 7, 10 kGy)에 의한 문어 자숙액 에탄올 

추출물의 생리활성 변화를 알아보았다. 감마선 조사한 문어 

자숙액의 자공여능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자공여능의 경우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65.87%에서 

72.88%로 증가하 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의 경우는 406.32 

ppm에서 476.25 ppm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리고 

tyrosinase 해 효과를 측정한 결과 조사선량이 증가함에 

따라 57.49%에서 86.27%로 활성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하

다. 따라서 감마선 조사기술은 수산가공 폐자원인 문어 자숙

액의 생리활성을 개선하여 식품  공 보건산물의 첨가제

로 활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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