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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갈파래의 면역활성 증진을 위한 추출방법 비교

한재건1·하지혜1·최영범3·고정림3·강도형4·이현용1,2
*

1강원대학교 BT특성화학부대학, 2강원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 3정우식품, 4한국해양연구원

The Comparison of Extraction Process for Enhancement
of Immunomodulating Activities of Ulva pertusa kjellman

Jae Gun Han1, Ji Hye Ha1, Yeong Beom Choi3, Jeong Lim Go3, Do Hyung Kang4, and Hyeon Yong Lee1,2*
1College of Bioscience & Biotechn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Research Institute of Bioscience and Biotechn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3Jeong Woo Foods Co.

4Korea Ocean Research & Development Institut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munomodulatory effect of Ulva pertusa kjellman extract
after undergoing a low temperature and high-pressure extraction process. First, the extracts obtained under the extraction
conditions of 150 MPa and 80oC showed a relatively high antioxidant activity, with 90% super oxide radical activity
compared to the extracts from conventional extraction process with water at 100oC. This extract also improved the growth
of both human immune B and T cells up to 14.5×104 cells/mL and 14.2×104 cells/mL compared to 9.1×104 cells/mL in
adding the extracts from conventional processes. It was found that the extracts obtained at 100 MPa and 60oC showed
better activities in NK cell growth and NO production from macrophage as 11.8×102 cells/mL and 30.0 µM. Overall, the
extracts from high pressure and low temperature extraction process had relatively higher immune activation activity,
possibly because the low temperature and high pressure extraction process may have higher yields of active compounds
and have less damage to useful ingredients from relatively weak marine natural resources, such as Ulva pertusa kjellmann
than that from the conventional extra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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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천연자원으로부터 신기능성 생리활성 물질들을 개발하려는 연

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그 대상이 식물체에만 편중되어

추출기술 등이나 그 활용이 제한적인 것이 현실이다(1,2). 최근

해양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해양 생물자원에서도 새로운 생

리활성 물질탐색 연구가 활발하다(3). 구멍갈파래(Ulva pertusa

kjellman)는 단독 또는 2-3가닥 뭉쳐서 나고 높이 10-30 cm 또는

그 이상에 달하며 제주도 연안 하부에 큰 군락을 이루며 계속 자

란다. 담수가 유입되는 지역에도 많이 생육하고 특히 겨울부터

늦봄까지 걸쳐 활발히 생육한다. 여름에는 쇠퇴하여 해안선에 주

로 남게 되고 연중 생육한다.

다른 해조류와 마찬가지로 표면 전체를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

여 수계에 비해 최대 수만 배까지 미네랄을 농축하고 있다(4). 또

한 다량의 미량성분이 함유되어 대사작용 개선에 관여하며, 식이

섬유에 의한 정장작용에 효능이 입증되었다(4-6). 갈파래의 주요

특성의 하나는 육상 식물과 달리 황산기를 함유한 다당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이 산성 다당은 항 종양성, 항 바이러스성, 면

역증강 효과, 혈액의 항 응고 작용 등이 보고되었다(4,7,8). 또한

국내에서는 홑파래에서 추출한 당 단백질의 항암효과 및 면역활

성이 연구 된 바가 있다(9).

반면, 구멍갈파래의 녹조현상으로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으

며, 폐기를 위해 자본 및 인력이 소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구멍갈파래를 비롯한 해조류의 복합 산성 다당은 산이나 알칼리

에 비교적 안정하고 특수한 세균효소에 의하지 않고서는 분해되

기 어려워 이용이 제한적이다(10). 또한 기존의 전통적인 추출방

법은 에너지 소비가 많으며, 열로 인한 유용성분의 파괴, 단백질

의 변성, 성분의 손실, 가용성분 위주의 추출과 열에 대하여 불

안정하여 구멍갈파래 추출의 효율을 떨어뜨린다(11). 이러한 단

점을 보완하고 수율을 증진하기 위해 저온, 고압 추출공정을 이

용해 실험하였다.

고압추출 공정기술은 시료가 받는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시료

의 유용성분 추출이 단시간에 가능하며, 불순물이 없으며, 단백

질이 변성되고, 세포벽 또는 단백질의 변성 및 파괴에 영향을 주

어 세포 내의 용매의 출입이 용이해 유용성분의 추출효율을 증

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13). 또한 구멍갈파래를 비롯한

해조류는 육상식물과는 다르게 ligno-cellulosic 구조를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초고압의 공정이 없이도 유용성분의 용출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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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할 것으로 사료된다(14).

따라서 기존 육상작물에 활용되는 고압 추출 공정기술을 해조

류인 구멍갈파래에 적용 하여, 유용성분의 용출을 증진 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압추출공정을 통한 구

멍갈파래의 추출 수율 및 이를 통한 유용 생리활성으로 노화억

제 면역 활성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구멍갈파래는 제주도 성산포해안 앞바다에

서 2008년 2월 채취한 후 35oC에서 4일간 열풍 건조하여 사용하

였다.

고압추출방법

고압 추출을 위해 구멍갈파래 100 g을 비닐 팩에 물과 함께 넣

어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밀봉과 동시에, 고압 추출기(FOOD

CIP-70-350-80, Ilshin autoclave,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100

MPa 60oC, 150 MPa 80oC의 조건으로 15분간 고압 추출을 시행

하였다(15).

대조군은 사용된 일반적인 열수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100 g의

구멍갈파래를 수직 환류냉각기가 부착된 추출 플라스크에 각각

10배의 증류수를 첨가한 뒤, 100oC에서 12시간 2회 반복 추출하

였다.

얻어진 각각의 추출물들은 감압여과장치로 여과하고 농축 및

동결건조 한 후 분말을 얻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약

실험에 사용하기 위한 세포는 미국 ATCC로부터 분양하여, 면

역세포 생육 증진 효과에 이용된 T cell(Jurkat(T lymphocytes:

acute T cell leukemia), ATCC, Manassas, VA, USA), B cell

(Raji(B lymphocytes: human burkitts lymphoma), ATCC), Natu-

ral Killer cell(NK-92MI cell, ATTC)을 사용하였다.

대식세포 생성능 실험은 macrophage cell(J774.1 cell(Mouse

(BALB/c), ATCC)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정상세포, 면역세포는 RPMI 1640 배지에 10%

heating-inactivated FBS를 첨가시켜 배양하였고, NK-cell은 α-

MEM배지에 2 mM L-glutamine, 0.2 mM myoinositol, 20 mM

folic acid, 2-mercaptoethanol, 12.5% fetal bovine serum을 첨가시

켜 배양하였다. 세포배양에 필요한 배지로 RPMI 1640과 Alpha

minimum essential medium(α-MEM)은 Gibco(Invitrogen, Carls-

bad, CA, USA)사로부터 구입하였고, Hepes buffer는 Sigma ald-

rich(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혈청은 Gibco

사의 fetal bovine serum(FBS)과 horse serum을 이용하였고 genta-

mycin sulfate, trysin-EDTA는 Sigma사(St. Louis, MO, USA)의

것을 사용하였다.

면역세포 생육 증진 효과

면역기능 증강 효과는 인간 면역 세포인 T cell(Jurkat)과 B cell

(Raji)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세포의 생육은 10% FBS를 함유하

는 RPMI 1640 배지를 이용하여 5% CO
2
, 37oC에서 배양하였으

며, 예비 실험으로 인간 신장 정상세포(HEK 293) 독성을 측정하

여 구멍갈파래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측정 0.6 mg/mL 이상의 농

도에서 세포독성이 증가하는 결과, 면역세포 독성으로 인한 세포

생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적 농도인 0.5 mg/mL로 실험을 수

행하였다. 면역기능 증강 효과는 6 well plate에 세포를 1.0×104

cells/mL의 농도로 조절한 후 시료를 투여하여 6일 동안 배양하

면서 매일 각 well의 cell을 hemacytometer로 세포 수를 측정하여

생육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16).

NK(Natural Killer) cell의 면역증진 효과

ATCC로부터 분양 받은 NK-92MI cell을 D-MEM 배지에 2 mM

L-glutamine, 0.2 mM myoinositol, 20 mM folic acid, 10-4M 2-

mercaptoethanol, 12.5% FBS와 12.5% horse serum(Myelocult)에

2×107 cells/mL의 농도로 희석시켜 이용하였다.

인간 T세포를 T-25 flask에 배양하면서 sample을 투여한 후 증

식정도를 관찰하면서 3-4번의 계대 배양 후 세포를 원심 분리하

여 상층액을 취하였다. NK-92MI cell을 24 well plate에 4-5×104

cells/mL 로 900 µL씩 분주하고 24시간 후 T세포의 상층액을 각

plate에 100 µL씩 투여하여 배양 48시간 후 6일 동안 NK-92MI

cell의 활성도를 cell counter를 이용하여 생세포수를 이용하여 NK-

92MI cell의 활성도를 측정하였다(17).

대식세포에서의 nitric oxide 생성능 측정

Macrophage의 생육은 10% FBS를 함유하는 RPMI 1640 배지

를 이용하여 24 well plate에 4-5×104 cell/mL의 농도로 넣은 5%

CO
2
, 37oC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macrophage에서 발생되는 nitric oxide의 양은 활성화 되는 대식

세포 배양액에 축적되어 있는 nitric의 양을 microplate assay를 이

용하여 정량함으로서 측정하였다. 먼저 시료를 처리하고 48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하고 상등액 50 µL를 취하여 동일 부피의 Griesst

시약(1% sulfanilamide/0.1%, N-(1-naphthyl)-ethylenediamine dihy-

drochloride/2.5% H
3
PO

4
)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Thermo max,.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540 nm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itrite의

표준물질로는 sodium nitrite를 사용하였으며 농도는 32 µM에서부

터 0.25 µM까지 RPMI 1640 medium으로 2배씩 희석하여 얻은 표

준곡선과 비교하여 계산하였다. NO 생성능의 양성 대조구 물질로

는 Lipopolysaccharide(LPS; Lipopolysaccharides from escherichia

coli K-235, Sigma)를 사용하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에 의한 항산화활성 검색

항산화활성은 DPPH(1,1-diphenyl-2-picrylhydrazy; Sigma)를 이용

하여 시료의 라디칼 소거효과(radical scavenging effect)를 측정하

는 Blois법을 활용하였다(18). DPPH 약 2 mg을 EtOH 15 mL에

녹여 DPPH 용액을 제조하였다. 그리고 1 mg/mL의 농도로 추출

된 시료분말을 충분히 녹인 후에, DPPH 용액 450 µL에 시료분

말 용액 50 µL를 섞은 후 실온에서 10분간 방치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는 sigma사의 ascorbic acid를 사

용하였다.

Superoxide Radical 소거효과

Super oxide radical 실험은 NBT(nitroblue tetrazolium, Sigma,

St. Louis, MO, USA)환원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19). 반응색은

3 mL의 16 Tris-HCL buffer(pH 8.0)에 78 mM NADH, 50 mM

NBT, 10 mM PMS(phenazin methosulfate, Sigma)를 포함하였다.

생성된 superoxide radical과 NBT와의 발색반응 생성을 uv/vis

spectrophotometer(Molecular devices Co.)를 사용하여 560 nm 파장

에서 측정하였다. 1 mg/mL로 농도로 고압 추출물과 일반 열수

추출물을 첨가하여 이들의 superoxide radical 제거능을 조사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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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조군으로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HPLC를 이용한 추출조건 별 peak pattern 비교

조건별로 추출된 생성 면역활성 물질의 비교를 위하여 고성능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

raphy)를 이용하여 조건 별 구멍갈파래 추출물의 peak를 얻고, 공

정 간의 상호 분석을 하였다. 분리 조건은 시료를 분석용 water

에 0.2 µm syringe filter로 여과하고 각각 100 ppm의 농도로 조제

하여 injection volume 20 µL로 측정하였다. HPLC 기기는 BIO-

TEK instrument(Italy)사 HPLC 500 series의 BIO-TEK 522 con-

troller Pump와 BIO-TEK HPLC 535 UV Detector(254 nm)를 사

용하였고, Column은 Alltech사의 Prevail C
18

(5 µm, 4.6×250 mm)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물과 메탄올(50:50, v/v)의 혼합용액을 사

용하였고, 유속은 0.50 mL/min로 흘려주었다.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관찰

조건별 추출된 구멍갈파래의 표면 조직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하여 진공주사현미경(S-3500N, Hitachi science systems, St.

Louis, MO, USA)을 촬영하여 구멍갈파래의 표면을 1000배율로

확대하여 관찰하였다(20).

통계

SPSS program(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의 t-

test로 검정하였으며 모든 data는 평균±표준편차(Mean±standard

devation)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추출조건별 수율비교

구멍갈파래의 추출수율은 Table 1과 같다. 모든 조건 중 150

Mpa 80oC에서 가장 높은 수율을 나타내었다. 추출 수율은 100oC

일반 열수 추출에 비해서 2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 MPa, 60oC 조건에서 각 150% 추출수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가 있었다. 이는 고압 처리를 통하여 시료의 조직과 세포벽

에 변형이 일어나고 세포 내에서 용매의 투입이 일반 열수 추출

공정 보다 높아져 용출되지 않았던 산성복합 다당류를 비롯하여,

새로운 성분이 용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면역 조절능 향상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100oC 이하의 저온 추

출 공정이지만 고압 추출공정을 병행하여, 일반 열수 추출보다

높은 추출 수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는 고압 공정의 영향에 의

한 것으로 사료된다.

면역세포 생육 증진 효과

면역증진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간의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B 세포와 T 세포에 대하여 면역세포 생육 촉진 효

과를 통한 세포 생육도 측정을 통해 면역증진 효과를 확인하였

다. 전체적으로 6일째에 최고로 높은 생육도를 보였으며 Fig. 3

에서 B cell의 경우 150 MPa, 80oC에서 14.5×104 cells/mL로 가

장 높은 생육도를 보였으며 Fig. 4에서 T cell의 경우도 역시 150

MPa, 80oC에서 14.2×104 cells/mL 로 가장 높은 생육도을 보여주

었다. 이는 고압 공정을 통한 복분자의 면역세포 증진효과와 비

교하였을 때의 경우 B cell과 T cell에서 13.5×104 cells/mL, 14.2

×104 cells/mL 의 결과를 보인 것과 비슷한 수치로 면역세포의 생

육을 증진 시키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고압 공정시 유용물

질의 용출량 증가와 신물질의 용출을 통한 면역세포의 증진을 가

져온 것이라 생각된다(15).

NK cell의 면역증진 효과

NK cell의 활성 측정을 위해 T cell 추출물을 첨가한 후 그 배

양액을 NK cell에 첨가하여 생육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5

에서 6일 동안의 NK cell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모든 처리조건

에서 생육도가 증가하였다. 6일째에 100 MPa, 60oC에서 11.8×102

cells/mL를 보여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구멍갈파래의 모

든 추출물에서 높은 NK cell 활성도가 높게 나타났다. 면역세포

증식세포에서는 150 MPa, 80oC에서 높은 활성을 보였지만 NK

cell 활성에서는 100 MPa, 60oC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높

은 수율을 보인 150 MPa, 80oC에서는 항산화 활성이 높은 추출

물이 많이 용출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100 MPa, 60oC에서는

면역 활성성분이 용출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상기 추출

Table 1. Comparison of extraction yields from Ulva pertusa

kjellman according to the differents extraction conditions

Pressure (MPa) Temperature (oC) Yields (%, w/w)

- 100 04.98±0.22*

100 60 08.31±0.50**

150 80 12.28±0.43***

Each value is presented as th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 *, **,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
100oC water extracts; **, 100 MPa and 60oC; ***, 150 MPa and
80oC)

Fig. 1. The cell growth of B cells in adding 0.5 mg/mL of Ulva

pertusa kjellman extracts. (a) 100oC water extracts (b) 100 MPa and
60oC (c) 150 MPa and 80oC. Each value is presented as th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 100oC water extracts; **, 100 MPa
and 60oC; ***, 150 MPa and 80oC).

Fig. 2. The cell growth of T cells in adding 0.5 mg/mL of Ulva

pertusa kjellman extracts. (a) 100oC water extracts (b) 100 MPa and
60oC (c) 150 MPa and 80oC. Each value is presented as th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 100oC water extracts; **, 100 MPa
and 60oC; ***, 150 MPa and 8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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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으로 미루어 보아 각기 조건에 따른 활성성분이 구분될 수

있다. 고압 공정의 최적의 압력과 온도를 연구한다면 여러 활성

효과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식세포에서의 nitric oxide 생성능 측정

대식세포를 이용하여 NO 생성능을 확인한 결과를 Fig. 6에 나

타내었다. 대식세포의 NOS(nitric oxide syntase)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TNF-α와 같은 여러 가지 cytokine과 LPS와 같은 세

균 내 독소의 영향을 받아 NOS 유전자의 발현이 유도되기 때문

에 이번 실험에서는 시료를 LPS와 같이 투여하여 NO의 생성능

을 확인하였다.(B) 결과에서 보여 지듯이 LPS와 J774.1 세포주에

시료를 처리하여 배양한 후 배양액 중에 NO 농도를 측정한 결

과 아무처리도 하지 않은 대조군(A, C)과 비교했을 때 각 시료

의 NO 생산량에는 큰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시료처리 후

높은 생성능을 확인하였다. 특히 10 MPa, 60oC에서 가장 높은

30.0 µM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모든 추출물에서 높은 NO 생성

율이 보여지고 있다. 또한 같은 갈파래류의 열수 추출물의 경우

NO 생성율이 27.0 µM 보여 구멍갈파래의 일반 열수 추출물과 같

은 양상을 보인다(22). 이는 NO의 높은 생성율은 구멍갈파래에

면역생리 유용성분이 풍부하여 대식세포의 활성을 높인 것으로

생각된다.

항산화활성 비교

항산화 물질의 특징적인 기작은 유리기와 반응하는 것이며 유

리기 소거작용은 활성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인체 내,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어 노화억제와 면역기능이 유지 될 있으므로 구멍

갈파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에 대해서도 연구를 진행하였다(21).

구멍갈파래의 고압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결과는 Fig. 1

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1는 DPPH radical 소거능을 통해 항산화 활성을 여부를

확인 하였다. 전자공여능 측정에 사용된 DPPH는 안정한 자유 라

디칼로서 대조군인 아스코르빈산 및 방향족 아민류, tocopherol,

polyhydroxy 방향족화합물에 의해 전자나 수소를 받아 안정한 분

자로 환원되어, 진보라색의 DPPH 색깔이 점점 옅어져 흡광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흡광도의 감소를 측정함으로써 radical 소거 활

성을 측정할 수 있다.

모든 샘플에서 대조군의 활성도인 95%와 비슷한 항산화 활성

을 보이며 150 MPa, 80oC에서 91.4%의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인

다. 또한 ethyl-ether와 ehyl-acetate 추출물과도 91%의 유사한 수

치를 나타낸다. 하지만 고압 공정의 장점인 공정의 단순화와 용

매가 순수한 물이라는 점에서 생체 안정성 면에서 우수할 것으

로 사료된다(22).

Fig. 2는 생체내의 항산화 방어기수 중 효소적 방어계의 하나

로서 superoxide radical을 환원시켜서 산소 내 독성물질로부터 생

Fig. 3. The NK cell density of human B cell in adding the extract

from Ulva pertusa kjellman. (a) 100oC water extracts b) 100 MPa
and 60oC c) 150 MPa and 80oC. Each value is presented as th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 100oC water extracts; **, 100 MPa
and 60oC; ***, 150 MPa and 80oC).

Fig. 4. Stimulation of ntric oxide production by adding the
extracts from Ulva pertusa kjellman. (a) 100oC water extracts (b)
100 MPa and 60oC (c) 150 MPa and 80oC. Each value is presented as
th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 100oC water extracts; **, 100 MPa
and 60oC; ***, 150 MPa and 80oC). 

Fig. 5. The effect of extraction conditions on DPPH radical

generation. (a) 100oC water extracts (b) 100 MPa and 60oC (c) 150
MPa and 80oC. Each value is presented as th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 100oC water extracts; **, 100 MPa and 60oC; ***, 150
MPa and 80oC). 

Fig. 6. Comparison of extraction conditions on superoxide

radical generation. (a) 100oC water extracts (b) 100 MPa and 60oC
(c) 150 MPa and 80oC. Each value is presented as th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 ***,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 100oC water extracts; **, 100 MPa and 60oC;
***, 150 MPa and 8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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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를 보호하는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 여부로 확인하였으며

150 MPa, 80oC 조건의 추출물에서 90%의 활성도를 보이며 대조

군의 활성도인 95%와 유사한 활성을 보인다. 위의 결과로 보아

구멍갈파래 추출물은 모든 결과에서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며

이는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로 인한 항암 및 면역 작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19).

추출물의 HPLC pattern 비교

HPLC를 이용한 구멍갈파래의 분석 결과는 Fig. 7에 나타내었

다. 결과를 통해 peak가 유용 활성성분의 용출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a) 일반열수 추출물은 초기 5분대에 peak가 나타나며 (b)

고압추출물의 경우, 5분대 전후로 하여 30분대까지 높고 많은 종

류의 peak가 검출되었다. 이는 고압공정을 통한 단백질의 변성

및 세포벽의 변성 및 파괴에 따른 유용성분의 변형 또는 새로운

유용성분의 검출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면역 활성 실험에 있

어서도 일반추출물에 비해 높은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12,13). 따라서 추출공정에 따른 구멍갈파래의 유용활성 성분은

온도만 높이는 일반 추출공정 보다는 고압 공정을 통해 유용활

성 성분 및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관찰

Fig. 8에서(A)는 100oC 물에서 일반 추출 한 것으로 구멍갈파

래의 조직 표면이 비교적 대부분이 파괴되지 않고 정상 상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150 MPa, 80oC로 처리한(B)의 구멍

갈파래 조직 표면이 다 변성 또는 파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

며 위 결과로 말미암아 고압 기술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파괴

된 구멍갈파래를 추출물의 면역활성과 항산화활성의 활성증진정

도를 가늠할 수 있으며 일반추출의 단점인 유용성분의 손실과 낮

은 수율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추출조건

별로 용출되는 유용성분 및 용출량에 차이를 보이나 SEM 분석

을 통하여 고압 공정을 통한 구멍갈파래의 생리활성 연구에서 일

반 열수 추출보다는 용이하게 단단한 세포벽을 변성 또는 파괴

할 수 있으며 유용성분을 용출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저온에서

도 충분히 고압만으로 유용성분을 용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Fig. 7. Comparison of HPLC peaks of Ulva pertusa kjellman. (a) high pressure extraction (100 MPa and 60oC) (b) conventional extraction at
1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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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제주도의 녹조현상의 원인인 구멍갈파래의 활용을

위해 고압추출 공정을 통한 추출물의 면역활성 확인 하였다. 150

MPa, 80oC 조건에서 Superoxide Radical 소거효과에서는 90% 로

활성도가 제일 높았으며, 면역세포 생육도면에서도 B&T cell, 각

각 14.2×104 cells/mL 14.5×104 cells/mL 나타나 제일 높았다. 반면,

NK cell과 NO 면역능 실험에서는 100 MPa, 30oC 조건에서 각각

11.8×102 cells/mL, 30.0 µM을 보여 주었다. 결과를 통해 구멍갈파

래는 면역활성을 가지며 고압 공정을 통한 추출물의 활성이 일

반추출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해조류 및 다른 유

용 자원에서도 고압 공정이 기존의 추출방법보다 높은 활성을 나

타낼 것으로 판단되며 기능성 식품이나 기능성 소재로서 사용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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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Observation of 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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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oC (b) high pressure extraction at 100 MPa and 60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