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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 중 발광다이오드 광 조사가 타이로시네이스 활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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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Light Emitting Diode Irradiation on Tyrosinase
Activity during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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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light irradiation on tyrosinase activity during storage in a low temperature incubator
was investigated, with the goal of identifying the appropriate wavelength and intensity of light for inhibiting tyrosinase
activity. Fluorescent light and blue light emitting diode (LED) irradiation were found to inhibit tyrosinase activity. In
particular, tyrosinase activity was significantly inhibited under high intensity blue LED irradiation, suggesting that the
activity of tyrosinase present in vegetables or fruits might be inhibited by LED irradiation. Therefore, blue LED irradiation
during food storage and the distribution stage would be useful for ensuring good quality of food, owing to the inhibition
of the enzymatic browning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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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품의 갈변 현상은 소비자의 기호성을 저하시키고 좋지 못한

향기를 생성하며 영양가의 손실을 가져와 식품의 품질을 떨어뜨

린다. 타이로시네이스는 식품의 효소적 갈변을 일으키는 산화효

소로서 여러 아미노산이나 단백질과 중합하여 갈색 멜라닌을 생

성하여 과일 및 채소류에서 갈변 현상을 일으킨다(1). 이러한 식

품의 갈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실 및 식품에 첨가물을 사용하

거나(2,3), 고전압 펄스 전기장 이용에 관한 연구 등(4)이 많이 진

행되어 왔다. Lee 등(2)은 우렁쉥이 육의 갈변 억제를 위해 타이

로시네이스 활성을 저해하는 첨가물로 아스코르브산, 아황산수소

소듐, 시트르산 등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나 육의 조직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3)

은 배에 함유된 갈변효소인 폴리페놀 산화효소의 활성을 억제하

는데 양파 추출물의 첨가가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나 양파의

풍미가 강하기 때문에 양파 사용 시 배의 고유 풍미의 변화가 예

상된다. Mun (4)은 타이로시네이스를 대상으로 고전압 펄스 전

기장의 처리가 효소의 활성 감소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나

고전압의 사용으로 전력소비가 크며 설치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

점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식품의 풍미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절약 효

과가 큰 갈변 억제 방법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소비자가 증가하

면서 친환경적이면서 고품질 식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light emitting diode (LED)를 식품에 적용시켜 빛에 의한 식품의

변화를 알아보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LED 광원을 이용하여

딸기를 재배하여 과실 생산량과 성숙시기를 조절하였으며(5), 브

로콜리 새싹 재배 시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 증가하였고(6), 방울

토마토에 자외선 LED를 처리하여 방울토마토의 호흡을 조절하

여 저장성이 향상되었고(7), 참다래의 후숙 기간을 단축시켰다(8).

이처럼 LED 조사는 식물체의 성장에 관여하는 효소에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며 식물의 재배과정에서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식물체의 숙성 후 저장, 유통과

정에서 LED 조사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Park 등(9)

은 콩기름에 LED와 형광등을 조사하여 저장 중 휘발성분 변화

를 알아본 결과, 초록색 LED를 사용하였을 때 휘발성분의 변화

가 가장 적어 콩기름의 품질유지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이

는 식품의 품질변화를 최소화하는데 LED가 활용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주었다. Park 등(10)이 냉장고에 적색 LED를 부착하

여 저장 중 양배추의 영양성분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영양성분

이 증가하여 선도를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한

가지 파장의 LED만 사용하여 어떤 파장에서의 LED가 영향을

미치는지는 관찰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효소는 생물체 내에서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며 식품의 품

질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효소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식품이 아닌 효소에 직접 LED를 조

사하여 다양한 파장이 효소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필

요가 있다. 식품 내에서는 효소가 유리된 상태로 있기 보다는 다

른 식품 성분들과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LED의 영

향을 직접 받는데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정도를 파

악하기 앞서 유리된 상태의 효소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알아보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본 실험에서는 모델시스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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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된 형태의 효소를 가지고 관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갈변 효소인 타이로시네이스를 선

택하여 정제된 효소에 다양한 파장의 LED를 조사하고 이를 모

델 시스템으로 하여 타이로시네이스를 함유한 식품의 갈변 억제

를 예측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에 사용한 버섯 타이로시네이스, L-DOPA (3,4-dihy-

droxy-L-phenylalanine)은 Sigma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사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분광광도계는 UV/VIS 분

광광도계(X-ma 1000, Human Corporation, Seoul, Korea)를 사용

하였다.

Light Emitting Diode (LED) 조사

형광등과 각기 다른 파장을 가진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의 LED

장치(B&B Co., Seoul, Korea)를 설치하였다. LED는 근적외선분

광광도계(LapSpec. Pro., Analytical Spectral Device Inc., Boulder,

CO, USA)를 이용하여 각 광원에서 모든 LED가 일정한 빛의 감

응강도 값을 갖도록 조절하여 빛의 강도조절기(light intensity

controller, DC 12-24V. 8A, B&B Co.)로 고정한 뒤 실험에 사용

하였다. 시료구의 지름은 2.5 cm로 하여 시료를 72개까지 놓을

수 있도록 하였고 LED장치의 전체 크기는 가로×세로가 34 cm×

41 cm로 제작하여 저장고에 넣어서 측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

작하였다. 또한, 저장고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저장고 내의 상황

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각 광원의 파장은 파란색

420-490 nm, 초록색 490-560 nm, 빨간색 600-650 nm, 형광등은

370-630 nm인 것을 이용하였다. 완충용액에 녹인 타이로시네이스

효소용액 62.5 unit을 0.5 mL 취하여 모든 파장의 빛을 통과시키

는 10 mL 투명유리병(La-Pha-Pack® GmbH, Langerwehe, Ger-

many) 에 넣은 후 PTFE/실리콘뚜껑(Pharma-Fix., Chemmea, Slo-

vakia)으로 밀봉하여 시료구 위에 올려놓았고 LED처리는 시료구

에 시료를 놓았을 때 양쪽에서 조사되게 하였다. 온도조건은 4oC

로 조절하였으며 저장 기간은 7일로 1, 4, 7일 차에 파장이 다른

빛의 조사에 따른 영향을 관찰하였고 빛을 차단한 조건인 암실

처리구를 만들어 이를 대조구로 하여 비교분석 하였다. LED 강

도를 조절하기 위하여 각 광원의 감응강도 값을 상대적인 비율

로 조절하여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LED의 강도를 각각 3단계

로 설정하고 강도조절기로 고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LED 색

깔 별로 파장과 진폭이 각각 달라 똑같은 조건하에서 LED 별로

비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각 LED의 파장에서 강도를

상대적인 비율로 세기를 조절하여 관찰하였다.

타이로시네이스 활성 측정

타이로시네이스의 활성도는 Ishihara 등(11)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타이로시네이스의 작용결과 L-DOPA가 갈변의 생성

물인 도파크롬으로 변화되는 것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시험관에 효소액 0.05 mL, 0.1 M 포타슘완충용액(pH 6.0)

0.3 mL의 혼합액에 L-DOPA 용액 0.7 mL를 첨가하여 30oC에서 1

분간 반응시킨 후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타이로시네이

스 효소활성 저해율을 구하였다. 시험시료가 포함되지 않은 반응

액을 대조구로 하였으며 다음 식에 의해 효소활성 저해율을 구

하였다. 각 반응은 3회 측정하였다.

타이로시네이스 저해활성(%)

=
 대조구의 흡광도−타이로시네이스 반응 후 흡광도 

×100
          타이로시네이스 반응 후 흡광도

결과 및 고찰

파장에 따른 타이로시네이스 활성

파장을 달리하여 저장한 타이로시네이스의 저해활성을 나타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형광등과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LED를 사용하였으며 대조구는 암실조건에서 저장하였다. 채소

및 과일은 유통 시에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일반적으로 형광등 하

에서 판매되거나 보관되어지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노출되

는 빛인 형광등을 비교군으로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형광등을 조사한 타이로시네이스가 저장 1일차부터 저해율이

15.6%로 다른 LED 광원 조사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저장

7일차에 저해율이 50.4%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파란색 LED를

7일 동안 조사한 타이로시네이스가 저해율 29.5%로 형광등 다음

으로 큰 저해율을 보였다. 이는 파란색 LED가 단파장에 속하는

광원으로서 빛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단백질 구조의 변성에 영

향을 미쳐 효소활성이 저해되었거나 완충용액에 녹인 타이로시

네이스 효소용액의 주변환경에 빛 에너지에 의해 산화제가 생성

되어 효소활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Yang 등(12)

이 인삼 모상근에 파란색광을 조사하였을 때 파란색광의 높은 빛

에너지에 의해 산화제가 생성되어 인삼 모상근의 성장이 억제되

었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빨간색 LED와 암실조건에서 저장한 타이로시네이스는 7일차

에 각각 14.1, 16.6%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다르게 초록색 LED

를 조사한 시료의 저해율은 7일차에 4.8%로 가장 낮은 저해율을

보였고 암실조건에서 저장한 것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초록색

LED에서 효소활성이 증가하였다. 초록색 LED의 파장이 효소의

활성부위에 작용하여 효소활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이

는 Kim(13)이 단백질 분해효소에 다양한 파장을 조사하였을 때

550 nm 파장에서 단백질 분해 효소의 활성부위가 활성화되었거

나 효소의 감광제를 자극하여 효소의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550 nm 파장은 이번 실험에

서 초록색 LED로 사용한 파장대에 속해있는 파장으로 같은 파

장 하에서 효소활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1. Effects of tyrosinase inhibition under the different LED

irradiation for 7 days. D; dark condition, B; blue LED, G; green
LED, R; red LED, F; fluor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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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의 강도에 따른 타이로시네이스 활성

LED의 강도에 따라 효소의 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파장별 강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효소에 조사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파란색 LED를 상대적 강도가 낮은 1부터 높은 3까지 타이로

시네이스에 달리 조사하였을 때(Fig. 2(A)), 파란색 LED의 강도

가 1에서 3까지 상대적으로 커질수록 효소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저장 시간이 길어질수록 초고강도 파

란색 LED에서 암실에 저장한 대조구에 비해 효소활성이 현저하

게 저하된 것을 알 수 있었다(p<0.05). 따라서 타이로시네이스에

의한 식품의 갈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고강도의 파란색 LED

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예상된다. 이는 Yang

등(14)이 연구한 광 처리에 따른 자리공 모상근에서 항산화 효소

의 활성에서 초과산화물제거효소, 과산화효소, 카탈레이스는 초

록색 파장과 빨간색 파장에 비해 파란색 파장에서 가장 낮은 효

소 활성도를 보였으며 특히 고강도의 파란색 파장에 의해 생성

된 유해산소에 의하여 효소활성이 억제되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복합물질인 일반 식품에서는 산화제의 생성이 일어

날 수 있고 또 다른 성분들이 LED 침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러한 영향을 모두 반영하기에는 한계

가 있어 모델시스템에서 효소에 미치는 영향만 먼저 관찰하였다.

추후 산화제에 의한 영향이라던가 다른 성분들이 LED 침투에 미

치는 영향 등은 더 관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빨간색 LED를 강도에 따라 조사하였을 때(Fig. 2(B)), 빨간색

파장에서는 강도를 달리하여도 대조구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고, 초록색 LED를 강도에 따라 조사하였을 때에도 강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Fig. 2(C)). 이는 장파장에 속하는 빨간

색, 초록색 LED가 효소의 주변환경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Jung (15)이 사람 피부

섬유아세포에서 과산화수소에 의해 증가된 항산화 효소 초과산

화물제거효소에 빨간색 LED를 조사한 결과, 초과산화물제거효소

발현이 감소하였고 빨간색 LED가 활성산소 신호 전달 기작과 노

화 관련 신호 분자들을 조절함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

호효과를 가진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빨간색, 초록색

LED 하에서는 파장의 강도에 상관없이 활성이 저해되지 않고 유

지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여러 가지 광원 중 식품의 갈변에 영향을

미치는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파장을 선택하여 제시

하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갈변 억제를 유도함으로써 식품의 품질

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향후 진행되는 연구에서는 식품 내에서

효소에 미치는 영향이 추가적으로 관찰되어야 할 것이다.

요 약

식품 저장 중 효소적 갈변을 일으키는 타이로시네이스의 활성

을 저해시킬 수 있는 LED의 파장을 구명하기 위하여 파란색, 초

록색, 빨간색 LED와 형광등을 이용하여 타이로시네이스에 7일

동안 조사하였다. 또한 강도에 따른 타이로시네이스의 활성을 조

사하기 위하여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LED를 선택하여 빛의 강

도를 3단계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파장에 따른 타이로시네이스

의 활성 저해율은 형광등에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 파란색

LED에서 높은 저해율을 보였다. 빨간색 LED에서는 대조구와 유

사한 저해율을 보였으며 초록색 LED에서 저해율이 가장 낮았다.

상대적 빛의 강도에 따른 타이로시네이스 활성은 초록색과 빨간

색 LED 조사 시 효소활성의 변화가 크지 않았고, 반면 파란색

LED에서 강도가 증가할수록 큰 저해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

를 토대로 볼 때 여러 가지 파장의 LED 중 고강도의 파란색

LED에서 타이로시네이스에 의한 식품의 갈변을 최소화 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갈변 억제를 유도함으로써 과일 및 채

소의 저장 중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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