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J Korean Soc Food Sci Nutr
37(8), 957～964(2008)

DOI: 10.3746/jkfn.2008.37.8.957

곶감 생감 및 감잎 추출물의 생리활성 효과
,

홍정희 김현정 최용화 이인선 †
1

․

1

․

2

․

1

계명대학교 전통미생물자원개발 및 산업화연구
상주대학교 식물자원학과

1

(TMR)

2

센터

Physiological Activities of Dried Persimmon, Fresh
Persimmon and Persimmon Leaves
Jung-Hee Hong1, Hyun-Jeong Kim1, Yong-Hwa Choi2, and In-Seon Lee1†
1

The Center for Traditional Microorganism Resources, Keimyung University, Daegu 704-701, Korea
2
Dept. of P lant Resources Sangju National University, Sangju 702-711, Korea

Abstract
Antioxidative, antidiabetes, antibacterial, anticancer and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ACE) inhibitory
activities of methanol extracts of dried persimmon, fresh persimmon and persimmon leaves were investigated.
Total polyphenol content of dried persimmon, fresh persimmon and persimmon leaves were 147.79, 301.45 and
315.90 μg/mg, respectively, of which fresh persimmon and persimmon leaves had significantly higher total
polyphenol than dried persimmon. Activities of DPPH radical scavenging, lipid peroxidation inhibition and
salivary α-amylase inhibition were increased in persimmon leaves related to total polyphenol contents.
Anticancer activities against AGS of fresh persimmon and persimmon leaves were 65～70%;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dried persimmon and fresh persimmon on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inhibitory activity of salivary α-amylase. Also, extracts of dried persimmon, fresh persimmon
and persimmon leaves showed good ACE inhibitory activities. Dried persimmon and fresh persimmon showed
antibacterial activities on E.coli O157:H7. Therefore, there are many difference activities by dried and parts
of persimmon. From this result, it is suggested that persimmon leaves is believed to have possible antioxidative,
antidiabetes and anticancer capacities by polyphenol, but further studies on the identification of the active
compound(s) as antioxidant, antidiabetic, antihypertensive and antibacterial materials will be needed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its potency on persimm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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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수많은 식품소재들의 건강증진효능 및 질병예방효
과가 밝혀지면서 소비자들은 과거 식품이 갖는 영양소 공급
을 위한 1차적 기능을 넘어 식품의 생리활성 측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1) 식물성 소재 및 약용식물을 이용
한 다양한 기능성식품이 출시 또는 연구되고 있다.
감나무(Diospyros kaki THUNBERG)는 온대 아시아 지
방,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의 중, 북부
및 일부 산간 지방을 제외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재배가 가능
하고 성숙 후에도 1～2%의 탄닌을 함유하고 있어 수확 후
반드시 탈삽 혹은 연시 제조과정을 거쳐야만 식용이 가능한
과실로(2) 비타민 A와 C가 풍부한 알칼리성 식품이며, 장내
분비액의 분비를 촉진하는 등의 효능을 갖고 있어 전통적으
로 애용되어 온 과실이다(3). 감에서 떫은맛을 내는 것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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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성 탄닌이며, 탄닌 성분은 과실, 야채류 및 식물종자 등의
식물체에 널리 함유되어 있으며 수렴성이나 지혈작용 등의
약리적 효과와 더불어 단백질이나 알칼로이드와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4), 항균, 항산화, 항종양작용 및 중금
속 제거능과 같은 생리활성이 보고되었다(5,6). 또한 감에는
녹차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성분인 catechin, epicatechin, epicatechingallate, epigallocatechin, epigallocat-

등과 같은 기능성 페놀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 물질은 항산화기능, 노화방지,
심혈관계 질환 예방 및 항암효과가 보고되어 있다(7-9). 떫
은 감을 박피한 후 건조하여 제조하는 곶감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용되고 있는 주된 과실 건조가공품으로 떫
은 감의 50% 이상이 곶감으로 가공되고 있다(10). 곶감은
가을에 일시적으로 다량으로 출하되는 감 과실의 이용기간
을 연장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건조하는 과정에서 생감
echingallate, betuli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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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4배 정도 단맛이 증가하며, 비타민 A의 함량도 증가한
다. 감잎은 심장병 및 고혈압 등의 순환기 질환에 효능이
있을 뿐 아니라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 및 당뇨병 등 만성질
환과 천식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1,12).
감잎의 성분으로는 astragalin, myricitrin과 같은 flavonoid
배당체, tannin, polyphenol류, 수지, coumarin류 화합물,
betulic acid, oleanolic acid, ursolic acid와 같은 유기산 및
엽록소, 비타민 A, 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으며 비타민
B1, 판토텐산, 엽산의 함유량이 많아 성인병 예방을 위한
좋은 식품으로 권장되고 있다(13). 감잎에 관한 국내외에 연
구동향은 감잎의 성분(7), 성장시기별 비타민 C의 변화(14),
항산화 효과(15,16), 열수추출물 및 탄닌의 항돌연변이 효과
와 항암효과(12-14) 등이 있으며 감잎에서 분리된 flavonoids의 angiotensin-converting enzyme(ACE) 활성 저해
작용(17) 등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특유의 유용성분과 다양한 페놀성 물질 및 flavonoids를 함유하고 있는 감잎에 의한 항산화, 항암 및 항고
혈압 활성에 관한 연구는 다소 되어 있으나, 생감, 곶감 및
감잎의 생리활성에 관한 비교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감, 곶감 및 감잎의 항산화, 항당뇨,
항고혈압, 항암 및 항균 활성을 측정하여 각각의 생리학적
활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였다. 이 혼합액을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UVIKON 922, Kontron, Italy)를 사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총 폴리페놀 화합물
은 tann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Tannic acid를 이용한 표준곡선은 tannic acid의
최종농도가 5, 25, 50 μg/mL이 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방법
으로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작성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oreno 등의 방법(19)에 의해
측정하였다. 각 시료 100 μL를 80% ethanol 900 μL에 희석한
후 100 μL를 취하여 10% aluminum nitrate와 1 μM potassium acetate를 함유하는 80% ethanol 4.3 mL에 혼합하여
실온에서 40분 방치한 뒤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total flavonoid 함량은 quercetin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α α
β
소거활성 측정
α-α-Diphenyl-β-picrylhydrazyl(DPPH) 라디칼 소거활
성은 Blois의 방법(20)에 따라 각 시료의 DPPH 라디칼에
대한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각 분획물을 농도별로 99% 메탄
올에 녹인 후, 800 μL을 취하여 메탄올에 녹인 0.15 mM
DPPH 용액 200 μL와 혼합하여 30분경과 후에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 분획물의 유리 라디칼 소거
활성은 IC 값으로 나타내었다.
간
에서의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 측정
Sprague-Dawley 종 수컷으로부터 간 microsome 분획을
Slater와 Sawyer의 방법(21)으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FeSO ㆍ7H O/L-ascorbic acid(22)에 의해 유도된 쥐 간 microsome의 지질과산화도를 Ohkawa 등의 TBA방법(23)으
로 TBARS를 측정하였다. 즉, 쥐 간 microsome(2 mg/mL,
0.1 mL), 50 mM Tris-HCl buffer(pH 7.5, 1.5 mL)와 각 시료
(0.2 mL)를 함유한 반응액에 5 mM FeSO ㆍ7H O와 0.1 mM
L-ascorbic acid를 각각 0.1 mL씩 가하여 37 C에서 60분간
반응시켜 microsome의 지질과산화를 유도하였으며, 이 혼
합액에 3.0 M TCA-2.5 N HCl 0.5 mL를 가하고 원심분리
(3,000 rpm)하여 얻은 상등액을 1 mL 취하여 여기에 0.67%
TBA 수용액 1 mL를 가하고 마개를 하여 100 C에서 30분간
가열시킨 후 얼음물에 냉각하고 이를 53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α
저해활성 측정
α-Glucosidase 저해활성은 nitrophenol 분석법(24,25)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0.2 U/mL α-glucosidase 효소액 50
- -Diphenyl-

-picrylhydrazyl radical

50

시료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곶감, 생감 및 감잎은 상주 감시험장으
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먼저 각 시료를 10배 용량의
80% 메탄올과 혼합하여 24 시간 동안 정치 추출하고, 이를
총 3회 반복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여과지(Whatman No. 1,
England)를 사용하여 2회 여과하고 회전감압 농축기(R3000, Buchi, Switzerland)로 농축하여 동결건조한 후 분말
화하여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세포주 배양
암세포주중 인간유래의 위암 세포주인 AGS와 간암 세포
주인 HepG2는 한국 세포주 은행으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
였다. 이들 암세포주는 각각 RPMI-1640배지 및 MEM배지
에 10% fetal bovine serum(FBS)과 1% antibiotics
(penicillin/streptomycine)를 첨가하여 37 C의 5% CO incubator에 배양하면서, 2～3일에 한 번씩 계대배양 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분석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Folin-Denis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18). 즉, 각 분획물
시료 1 mg을 증류수 1 mL에 녹이고 10배 희석한 희석액
2 mL에 2배로 희석한 Folin 시약 2 mL를 첨가하여 잘 혼합
한 후 3분간 방치한 후 2 mL의 10% Na CO 를 서서히 가하
o

2

2

3

microsome

4

2

4

2

o

o

-Glucosidase

μL, 2.5 mM p-nitrophenyl a-D-glucopyranoside(pNPG)

및 50 mM phosphate buffer(pH 6.8)
50 μL와 혼합하여 37 C에서 20분간 preincubation한 후 0.1
M NaOH 100 μ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405 nm에서
100 μL, sample 50 μ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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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광도를 측정하였다.
α
저해활성 측정
α-Amylase 저해활성은 환원당 분석법(24,25)을 응용하
여 측정하였다. 0.5 U/mL saliva 또는 pancrea 기원의 αamylase 효소액 50 μL, 0.5% starch 100 μL, sample 50 μL
및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6.8)와 혼합하여
37 C에서 20분간 preincubation한 후 DNS 발색시약(1%
-Amylase

o

3,5-dinitrosalicylic acid, and 12% sodium potassium tar-

를 넣고 100 C에서 10분간 끓여
발색시킨 후 충분히 냉각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고 저해율을 계산하였다.
저해활성 측정
Cushman과 Cheung의 방법(26)에 의하여 ACE 저해활성
을 측정하였다. 즉, angiotensin-I 전환효소는 ACE 1 g에
400 mM sodium borate buffer(pH 8.3) 10 mL를 가하여 용
해한 후 ACE 조효소액으로 사용하였다. 시료 50 μL에 ACE
조효소액 100 μL 및 0.1 M sodium borate buffer(pH 8.3)
200 μL를 가한 다음 37 C에서 5분간 preincubation하였다.
여기에 기질로써 0.5 mM Hip-His-Leu 50 μL를 첨가하여
37 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1 N HCl 250 μ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하였다. Ethyl acetate 2 mL를 가하여 15초간
교반한 후 3,000×g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징액 1 mL
를 취하였다. 이 상징액을 완전히 건조시킨 뒤 1 N NaCl
3 mL를 가하여 용해한 다음 22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ACE 저해 활성을 구하였다.
1－시료처리구의 흡광도
ACE 저해활성(%)＝
대조구의 흡광도 ×100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 측정
암세포주에 대한 세포증식 억제효과는 3-(4,5-dimetrate in 0.4 M NaOH) 250 μL

o

ACE

o

o

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bromide(MTT)

로 조사하였다. 배양된 cell에 RPMI-1640배지 또
배지를 첨가하고 잘 혼합하여 cell수를 1×10
cells/mL로 조정한 다음, 96-well microtiter plate에 준비된
cell을 100 μL씩 첨가하고, 각 농도의 곶감, 생감 및 감잎의
메탄올추출물을 10 μL씩 well에 첨가한 후 37 C의 5% CO
incubator에서 48시간 배양하였으며, 이때 대조군은 시료 대
신 DMSO를 동량 첨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배양 후 5 mg/mL의 MTT시약 10 μL를 각 well에 첨가한
후 다시 4시간 더 배양하였다. 배양종료 후 1,5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생성된 formazan 결정을 DMSO로
용해시켜 cell plate reader로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세포증식 억제 효과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Cytotoxicity(%)＝{(대조구의 흡광도－시료처리구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100
assay(27)

는

5

MEM

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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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균주 및 배양
본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Esherichia coli O157:H7 ATCC

43889, Staphylococcus aureus ATCC 23235, P seudomonas

으로 ACTT 및 KCTC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성장 배지는 tryptic soy broth(TSB,
Difco, USA) 및 agar(TSA, Difco, USA)를 사용하였으며,
37 C에서 24시간 3회 계대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항균력 검색
식중독균에 대한 곶감, 생감 및 감잎의 메탄올추출물의
항균효과는 inhibition zone diameter test로 조사하였다. 초
기 log phase 상태에 도달한 균을 10 ～10 CFU/mL의 농도
로 한천배지에 도말한 후 멸균된 paper disc(diameter 8 mm)
를 올려놓은 다음, 각 추출물은 10% 농도로 조제하여 membrane filter(0.45 μm)로 제균하고 paper disc에 50 μL씩 첨가
하여 37 C의 incubator에서 48시간 배양 후 paper disc 주위
에 생성된 clear zone의 유무 확인 및 직경을 측정하여 항균
력을 검색하였다.
통계처리
대조군과 각 시료에서 얻은 실험 자료로부터 ANOVA를
구한 후 Student's test를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aeruginosa KCTC 1640

o

8

9

o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식물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페놀성 물질은 phenolic hydroxyl 그룹 때문에 단백질 또는 효소단백질, 기타 거대분자
들과 결합하는 성질, 항산화 효과, 2가 금속이온과의 결합력
을 가진다. 또한 단백질과 결합하는 성질은 미생물 세포와
작용하여 성장저해를 유발시킴으로써 항균효과 등의 생리
활성을 가진다(28,29).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곶감(KK1), 생
감(KK2) 및 감잎(KK3)의 메탄올 추출물에 존재하는 총 폴
리페놀 함량은 tannic acid를 기준물질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quercetin을 기준 물질로 하여 측정 비교하였다
(Table 1). 폴리페놀 함량은 곶감, 생감 및 감잎 각각 147.79,
301.45 및 315.90 μg/mg으로 생감 및 감잎의 폴리페놀 함량
이 곶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곶감, 생감 및 감잎 각각 12.73, 19.09 및 43.64 μg/mg으로
대체로 감잎에 페놀성 화합물이 많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의 소거활성
활성산소는 생체막의 구성성분인 불포화지방산을 공격하
여 지질과산화를 형성하며, 이렇게 축적된 과산화지질이 생
체의 기능 저하 또는 노화 및 성인병의 유발 요인으로 알려
져 있다(30). DPPH 라디칼을 이용한 항산화능 측정법은 주
로 phenolic 구조와 aromatic amine 화합물에서 많이 사용되
는 방법으로 DPPH는 dioxane이나 carbone tetrachloride
DPPH free ra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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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 of total polyphenols and flavonoids in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persimmon, fresh persimmon
and persimmon leaves
Total polyphenols
(μg/mg)

1)

Total flavonoids
(μg/mg)

3)b

KK1
KK2
KK3

2)

c

147.79±39.20
a
301.45±13.11
a
315.90±57.36

12.73±1.57
b
19.09±1.29
a
43.64±3.86

KK1,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persimmon; KK2, methanol
extracts from fresh persimmon; KK3, methanol extracts from
persimmon leaves.
1)
Micrograms of total polyphenol content/mg of plants based
on tannic acid as standard.
2)
Micrograms of total flavonoid content/mg of plants based on
quercetin as standard.
3)
Each value is mean±SD (n 3).

≥

와 같은 비극성 용매 내에서는 2,3차 산화 반응이 일어
나기도 하나 alcohol 용액 내에서는 DPPH의 질소원자와 alcohol 간에 수소결합의 형성으로 비교적 안정하다고 보고되
었다(30).
따라서 곶감, 생감 및 감잎 각각의 메탄올 추출물과 합성
항산화제인 BHA의 항산화 효과를 DPPH 라디칼의 소거활
성을 측정하여 비교하였다(Table 2). IC 값은 곶감, 생감 및
감잎 각각 74,40, 78.02 및 64.47 μg/mL로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많은 감잎이 free radical 소거활성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Kang 등(31)은 전자공여능이 phenolic acids와 flavonoids 및 기타 phenol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작용의 지표
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물질은 환원력이 큰 것일수록 전자공
여능이 높다고 하였으며, DPPH는 아스코르빈산, 토코페롤,
polyhydroxy 방향족 화합물, 방향족 아민류에 의하여 환원
되어 짙은 자색으로 탈색됨으로써 전자공여능의 차이를 측
정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폴리페놀 함량에 차이가
있는 곶감과 생감의 경우 free radical 소거능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곶감의 원인물질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
에서의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 측정
FeSO ㆍ7H O/L-ascorbic acid에 의해 유도된 쥐 간 mi(CCl4)

50

microsome

4

50

_
2

-Glucosidase

Table 3. Effect of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persimmon,
fresh persimmon and persimmon leaves on inhibitory effect
of lipid peroxidation in liver microsome
Lipid peroxidation inhibition
BHA
KK1
KK2
KK3

Scavenging effect

1)

3)a

108.76±7.66
bc
67.20±8.56
c
64.09±3.04
b
77.55±3.38

(%)

IC50

2)

(μg/mL)

35.97
74.40
78.02
64.47

BHA, butylated hydroxyanisole; KK1,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persimmon; KK2, methanol extracts from fresh persimmon; KK3, methanol extracts from persimmon leaves.
1)
The concentration of all test samples was 100 μg/mL.
2)
IC50 value is the concentration of sample required for 50%
inhibition.
3)
Each value is mean±SD (n 3).

≥

1)

(%)

2)

IC50

3)a

60.77±0.68
d
12.81±5.24
c
41.15±6.56
b
55.02±1.99

(μg/mL)

82.27
390.32
121.51
90.87

BHA, butylated hydroxyanisole; KK1,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persimmon; KK2, methanol extracts from fresh persimmon; KK3, methanol extracts from persimmon leaves.
1)
The concentration of all test samples was 100 μg/mL.
2)
IC50 value is the concentration of sample required for 50%
inhibition.
3)
Each value is mean±SD (n 3).

≥

2

Table 2. Scavenging effects of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persimmon, fresh persimmon and persimmon leaves on
DPPH radical
BHA
KK1
KK2
KK3

의 지질과산화 억제효과에 미치는 곶감, 생감 및 감
잎의 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IC 값은 곶감,
생감 및 감잎 각각 390.32, 121.51 및 90.87 μg/mL로 감잎의
지질과산화 억제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감잎으로부터
추출된 축합형 탄닌은 DPPH radical, O , OH 그리고 OOH
radical 등의 활성산소 유리기를 소거하는 효과가 있고, 이들
중 galloyl group을 가진 (-)-epigallocatechin 3-O-gallate
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된 바 있다(32). 한편 감잎의 flavonoids 성분인 astragalin(kaempferol-3-glucosidase)은
kaempferol로 쉽게 가수분해 될 수 있는데(33), 감잎 탄닌의
성분중 하나인 catechin과 함께 linoleic acid와 methyl linolenate의 trans, trans-hydroperoxide isomers의 형성을
억제함으로써 linoleic acid와 methyl linolenate의 자동산화
를 억제하는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34).
α
저해활성
α-Glucosidase는 소장점막의 미세융모막에 존재하는 효
소로서 다당류의 탄수화물을 단당류로 분해하는 탄수화물
의 소화와 흡수에 필수적인 효소이다. 이 효소의 억제제로서
대표적인 아카보스는 소장내의 점막에서 α-glucosidase의
효소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다당류의 분해를 방해하여 소장
에서 glucose의 흡수를 지연시켜주어 식후 혈당의 급격한
crosome

Table 4.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ies of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persimmon, fresh persimmon and persimmon leaves
Inhibitory effect
Acarbose
KK1
KK2
KK3

1)

3)a

104.51±5.12
b
64.51±9.42
b
80.54±2.96
b
76.52±1.36

(%)

2)

IC50

(μg/mL)

4.80
77.51
62.08
65.34

KK1,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persimmon; KK2, methanol
extracts from fresh persimmon; KK3, methanol extracts from
persimmon leaves.
1)
The concentration of all test samples was 100 μg/mL except
acarbose (10 μg/mL).
2)
IC50 value is the concentration of sample required for 50%
inhibition.
3)
Each value is mean±SD (n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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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α-amylase inhibitory activities of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persimmon, fresh persimmon and persimmon leaves
Salivary α-amylase
1)
2)
Inhibitory effect (%)
IC50 (μg/mL)
3)a

Acarbose
KK1
KK2
KK3

116.47±1.48
c
53.41±6.66
c
52.63±3.88
b
86.04±8.42

Pancreatin α-amylase
1)
2)
Inhibitory effect (%)
IC50 (μg/mL)
a

4.29
93.62
95.00
58.11

111.28±2.18
b
80.67±5.33
c
38.60±9.32
c
35.55±6.92

4.49
61.98
129.53
140.65

KK1,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persimmon; KK2, methanol extracts from fresh persimmon; KK3, methanol extracts from persimmon leaves.
1)
The concentration of all test samples was 100 μg/mL except acarbose (10 μg/mL).
2)
IC50 value is the concentration of sample required for 50% inhibition.
3)
Each value is mean±SD (n 3).

≥

상승을 막는다(35). Matsui 등(36)은 다수의 식물에서 유래
한 폴리페놀 추출물이 제2형 당뇨병 치료 약제인 acarbose
혹은 voglibose와 유사한 소장 α-glucosidase 및 maltase 저
해활성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폴리페
놀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감 및 감잎의 α-glucosidase
저해활성을 기대하였으나, 대조군인 acarbose에 비하여 저
해율은 유의적으로 저하되었으며, 각 실험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Table 4).
α
저해활성
α-Amylase 저해제는 소장에서 전분의 소화를 저해하여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킴으로써 혈당 조절 목적으로 이용
된다. α-Amylase 저해활성은 식물의 폴리페놀 성분 중 특히
탄닌과 proanthocyanidins에 더 민감하다고 보고되었다
(37,3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α-amylase 저해제를 탐색할
목적으로 곶감, 생감 및 감잎의 메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salivary, pancreatin α-amylase에 대한 저해활성을 관찰한
결과(Table 5) IC 이 salivary α-amylase의 경우 각각
93.62, 95.00 및 58.11로 나타났다. 그러나 폴리페놀 함량에
차이가 있는 곶감과 생감의 경우 α-amylase에 대한 유의적
인 차이가 없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곶감의 원인물
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Pancreatin α
-amylase의 IC 의 경우 각각 61.93, 129.53 및 140.65로 나타
나 pancreatin 기원보다 salivary 기원에 대해 보다 강하게
저해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앞서 보고에 따르면 α-amylase
는 기원에 따라 구조적인 차이와 저해제에 대해 서로 다른
감수성을 나타냈다(39). 따라서 곶감, 생감 및 감잎의 메탄올
추출물의 두 효소에 대한 저해활성 차이는 효소의 구조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저해활성
ACE는 불활성형의 angiotensin-Ⅰ(decapeptide)의 C 말
단에 존재하는 His-Leu를 절단하여 혈관벽 수축작용을 하
는 angiotensin-Ⅱ(octapeptide)를 생성하고 혈압을 감소시
키는 bradykinin을 불활성화시키는 효소이다(40). ACE 저
해제는 ACE의 작용을 저해함으로써 angiotensin Ⅱ의 생성
저해, aldosterone 분비감소, 혈관확장제인 bradykinin의 증
-Amylase

50

50

가 등의 과정을 통해 신장혈관을 확장시켜 sodium의 배설을
촉진함으로써 혈압을 낮추어 줄 수 있다(41).
추출물의 ACE에 대한 저해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항고혈
압 효과를 살펴본 결과 Table 6과 같이 곶감, 생감 및 감잎
추출물 10 mg/mL 농도에서 각각 88.04, 88.17 및 86.27%의
저해율을 나타내었다. 현재까지 captopril, enalapril과 같은
화학합성 ACE 저해제가 널리 상용되고 있지만, 높은 역가에
비해 각종 부작용이 많아 안정성 측면에서 가치가 더 높은
천연물질에 대한 탐색과 개발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
다. 일반적으로 phenol 유래의 화합물과 단백질과의 결합은
단백질의 아미드 결합과 페놀성 수산기 간의 수소결합에 의
한 반응으로 단백질과 복합체의 침전물을 형성하며, 이런
현상은 pH, 이온강도, 단백질 및 phenol 농도에 의한 상호작
용으로 비경쟁적으로 효소를 저해함으로써 효소의 용해성
및 안정성을 저하시켜 효소의 불활성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2).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ACE의 효소 작용
억제는 추출물의 phenol 유래 화합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
며, 이에 따른 추후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항암활성
암세포의 증식억제는 비 특이적인 방어기전으로서 암세
포에 직접적 손상을 줄 뿐 아니라 동물 생체내 림프구나 대
식세포와 같이 표적세포에 대해 세포 독성효과를 나타내는
작동세포를 자극함으로써 세포독성 효과를 항진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위암 세포주인 AGS에 대해 Fig. 1과 같이 시료 첨가량이
Table 6. Effect of inhibition on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by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persimmon,
fresh persimmon and persimmon leaves
1)

Inhibitory effect

ACE

(%)

2)NS

KK1
KK2
KK3

88.04±0.25
88.17±7.15
86.27±8.27

KK1,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persimmon; KK2, methanol
extracts from fresh persimmon; KK3, methanol extracts from
persimmon leaves.
1)
The concentration of all test samples was 10 mg/mL.
2)
Each value is mean±SD (n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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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0

0.1 mg/ml
1 mg/ml
a

80

0.1 mg/ml
1 mg/ml

100

80

a

a

Inhibition (%)

Inhibition (%)

(B)

60

a

40

20

b

60
b

40

c
NS

20

b
c

0

0
KK1

KK2

KK3

KK1

KK2

KK3

Fig. 1. Growth inhibitory effects of the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persimmon, fresh persimmon and persimmon leaves
on human gastric cancer AGS (A) and hepatic cancer HepG2 (B) cells.

KK1,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persimmon; KK2, methanol extracts from fresh persimmon; KK3, methanol extracts from persimmon
leaves.

증가될수록 세포증식 억제 활성이 더 증가하였다. 즉 시료농
도 0.1 mg/mL 처리 시에는 곶감, 생감, 감잎 각각 12.23,
33.26 및 5.56%의 저해율을 보였으나, 1 mg/mL 처리 시에는
곶감, 생감, 감잎 각각 14.87, 70.83 및 65.91%의 저해율을
보였다. Hibasami 등(43)에 의하면 감추출물은 human
lymphoid leukemia Molt 4B cell에 투여 시 세포의 성장저해
와 programmed cell death를 유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감추출물에 항암 효과를 가진 성분이 있을 것을 예시하였다.
또한 감잎의 항암연구로는 감잎에 존재하는 kaempferol이
종양세포의 핵산합성 및 RNA polymerase Ⅱ에 의해 전사를
저해하며(44), 사람의 위암 세포인 AZ-521 암세포 증식 억
제효과는 감잎의 수용성 성분보다는 헥산, 클로로포름 및
에틸아세테이트에 많이 용해되어 나오는 지용성 성분의 작
용이 크다는 Moon(45)의 보고 등이 있다. 감 및 감잎 추출물
이 강한 세포독성효과를 나타내었다는 보고(43-45)와 유사
하게 본 연구에서도 생감 및 감잎 모두 시료농도 1 mg/mL의
처리 시 65～70%의 높은 저해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간암
세포주인 HepG2도 AGS와 비슷한 경향이었다.
항균활성
곶감, 생감 및 감잎 추출물이 대표적인 식품 유해세균인

Staphylococcus aureus(S.aureus) ATCC 23235, Esherichia
coli(E. coli ) O157:H7 ATCC 43889, P seudomonas aerugi-

등의 생육을 저해하는 지
를 조사하였다(Table 7).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항균작용
을 가진다는 Ueda 등(46)의 보고에 의해, 본 연구에서도 폴
리페놀 함량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감잎 추출물의
항균활성을 기대하였으나, 대부분의 균주에 대한 감잎 추출
물의 항균력은 없었다. 곶감 및 생감의 경우 E. coli O157:H7
에 대해서만 약한 항균력을 볼 수 있었다. Kim 등(47)의 보
고에 의하면 차조기의 30, 50, 70, 95% 에탄올 추출물과 물추
출물의 단계별 계통분획 하여 얻은 분획물의 항균력 실험에
nosa(P . aeruginosa) KCTC 1640

Table 7. Antimicrobial activities of various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persimmon, fresh persimmon and persimmon leaves
Source of
extract

Strains

1)

Size of clear
zone (mm)
2)

KK1

S. aureus ATCC 23235
E. coli ATCC 43889
P . aeruginosa KCTC 1640

3)
1.90±0.00
-

KK2

S. aureus ATCC 23235
E. coli ATCC 43889
P . aeruginosa KCTC 1640

1.55±0.00
-

KK3

S. aureus ATCC 23235
E. coli ATCC 43889
P . aeruginosa KCTC 1640

-

The concentration of all test samples was 20 mg/disc.
KK1, methanol extracts from dried persimmon; KK2, methanol
extracts from fresh persimmon; KK3, methanol extracts from
persimmon leaves.
1)
S. aureus ATCC 23235, Staphylococcus aureus ATCC 23235;
E. coli ATCC 43889, Esherichia coli O157:H7 ATCC 43889;
P . aeruginosa KCTC 1640, P seudomonas aeruginosa KCTC
1640.
2)
No inhibitory zone was formed.
3)
Each value is mean±SD (n 3).

≥

서는 ethyl acetate층이 실험 대상 미생물 모두에 대하여 항
균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에탄올 혼합율이 낮을수록 즉, 30%
에탄올과 물추출물의 ethyl acetate 분획물의 저해환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곶감, 생감 및 감잎의
항균활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물 추출물과의 비교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곶감, 생감 및 감잎의 메탄올 추출물을 제
조한 후 이들의 생리활성을 검색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곶감, 생감 및 감잎 각각 147.79, 301.45 및 315.90 μg/mg으로

곶감, 생감 및 감잎 추출물의 생리활성 효과

생감 및 감잎에 폴리페놀 함량이 곶감에 비해 유의적으로
많았다. 감잎의 경우 폴리페놀 함량에 비례하여 DPPH radical 소거활성, 지질과산화 억제효과 및 salivary α-amylase
저해활성이 증가되었다. 항암활성도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생감 및 감잎추출물이 위암 세포인 AGS에 대해 65～70%의
높은 저해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폴리페놀 함량에 차이가
있는 곶감과 생감의 경우 free radical 소거능 및 salivary
α-amylase 저해활성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항고
혈압 활성은 곶감, 생감 및 감잎 추출물 모두 80% 이상의
높은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항균활성은 감잎 추출물의 항
균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곶감 및 생감의 경우 E. coli
O157:H7에 대해서만 약한 항균력을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이
같은 감류임에도 건조 상태 및 부위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감잎의
항산화, 항당뇨 및 항암 활성은 폴리페놀 함량에 기인하나,
곶감은 생감 및 감잎에 비하여 폴리페놀 함량은 상대적으로
적으나 항산화, 항당뇨, 항고혈압 및 항균효과가 있는 물질
을 함유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효과를 나타내는 원인물질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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