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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antioxidant activities of Mistletoe (MS) extracts by measuring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super 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y and total polyphenol content (TPC).
The extracts were obtained using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hot-water and ethanol extraction. EDAs was
the higher in ethanol extract (70.53%) than water (36.73%) or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extract (15.73% at
400 bar, 30

o
C) at concentration of 10 mg/mL. However, SOD-like activities and TPCs were the highest in the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extract. At concentration of 1 mg/mL,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extract (22.54%
at 200 bar, 40oC) was higher SOD activity than water (7.85%) and ethanol extract (6.12%). Regarding TPCs
of MS extracts, the content was the highest in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extract (17.57 wt% catechin equivalent
at 200 bar, 50oC) followed by ethanol and water extra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can be useful to develop
functional foods using antioxidative active compounds of MS with high polypheno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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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소는 생명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안정한 분자

상태인 triplet oxygen(3O2)이 각종 물리, 화학 및 환경적 요

인 등에 의하여 hydroxyl radical(․OH), superoxide anion

radical(O2
-
), hydrogen peroxide(H2O2), singlet oxygen

(1O2), 오존(O3) 등과 같은 반응성이 매우 큰 활성산소로 전

환되어 생체에 치명적인 산소적 스트레스를 야기한다(1,2).

현대인의 환경조건에는 각종 활성 산소종(reactive oxy-

gen species, ROS)은 체내에 축적될 기회가 많고 효소적,

비효소적인 방어 시스템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소거되지 않

게 되면 이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따라서

ROS를 비롯한 free radical들은 세포막 분해, 단백질 분해,

지질 산화, DNA 변성 등을 초래하여 세포의 기능장애를 유

발하고 암을 비롯한 뇌졸중, 파킨슨 병 등의 뇌질환과 심장

질환, 동맥경화, 염증, 노화, 자가 면역질환 등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겨우살이는 참나무, 팽나무, 오리나무 등에 기생하는 다년

생 식물로 최근엔 그 추출물이 항암활성 및 면역증강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5-7) 소위 mistletoe 요법이라는 이름으

로 암환자들에게 투여되고 있다. 항암활성의 본체는 주로

당단백질인 lectin(8)이 가장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작용 기작

은 T-세포 활성화(9) 및 apoptosis(10) 등과 관련이 있는 것

으로 밝혀져 있다. 그러나, Ribereau-Gayon 등(11)과

Holtskog 등(12)은 겨우살이의 항암활성은 주로 lectin 분획

에 존재하나 비단백질 분획에서도 많은 활성 성분이 남아

있음을 보고하여, 겨우살이 중에는 lectin 이외에도 다수의

소수성 활성성분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저분자 물질로는

viscotoxin(13), flavonoid(14) 및 이의 배당체(15) 등이 알려

져 있으나 한국산 겨우살이에 대한 저분자 화합물의 연구는

alkaloid에 관한 보고(16)가 있을 뿐이다. 또한 겨우살이가

생산하는 소수성 저분자 항산화 활성물질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수성 저분자 물질의

추출에 효과적이며, 임계 온도가 낮아서 활성물질의 열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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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막을 수 있고, 비가연성이며 값이 싸며 쉽게 구할 수 있으

고, 무엇보다도 독성이 없어 인체에 무해하고 친환경적 추출

법인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한국산 겨우살이를 추

출한 후 추출물의 전자공여능 등의 항산화활성 평가 및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된 겨우살이는 경북 영주산으로 2009년 1월

6일, 경동시장에서 미분된 것을 구입하여 0.2 mm PE film에

밀봉 포장하여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추출방법

유용성분의 추출을 위해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장비

(Greentek21 Co., Ltd., Anyang, Korea)를 이용하여 추출을

진행하였다. 추출조는 내용량 500 mL의 용량으로 energized

seal로 밀봉하였으며, extractor의 head 부분과 본체는

clamp 채결 방식을 사용하였다. CO2 cylinder에서 나온 CO2

gas는 condenser를 거쳐 액화되어 CO2펌프에서 압축된 뒤

추출조로 들어가게 된다. 추출조에서 나온 이산화탄소와 추

출물은 압력이 상압으로 낮아지면서 이산화탄소는 날아가

고 추출물은 receiver에 모이게 된다. 일반 용매추출은 환류

냉각관이 장치된 soxhlet을 이용하여 정제수와 ethanol을 추

출 용매로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추출물

을 whatman filter paper(No. 2)에 거른 후 회전 감압증발기

(Ratavapor R-123, Buchi, Flawil, Swizerland)로 감압 농축

하였고 50 mL MeOH로 정용하여 겨우살이 추출물을 얻었다.

전자공여작용의 측정

추출물의 전자공여작용(electron donating abilities, EDA)

은 Kang 등(17)의 방법을 변형하여 각각의 겨우살이 추출물

에 대한 DPPH(α,α-diphenyl-picrylhydrazyl)의 전자공여효

과로 각 시료의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즉, 추출물 0.2 mL에

4×10-4 M DPPH용액 0.8 mL를 가한 후, 0.1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5) 2 mL를 혼합한다. 그리고 99%

ethanol 2 mL를 가하여 총액의 부피가 5 mL가 되도록 하였

다. 이 반응액을 약 10초간 혼합하고 실온에 30분 방치한 후

분광광도계(UV/VIS spectrometer, Bio-Tek, Winooski, VT,

USA)를 사용하여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

공여효과는 추출물의 첨가 전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

었다.

E(%)＝ ( 1－ A )×100B

A: 추출물 첨가구의 흡광도

B: 추출물 무첨가구의 흡광도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

SOD 유사활성의 측정은 Marklund의 방법을 변형한 Kim

등(18)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즉, 각 추출물을 감압

농축한 tris-HCl buffer(50 mM tris[hydroxymethyl]ami-

no-methane＋10 mM EDTA, pH 8.5)를 이용하여 pH 8.5로

조절된 시료액을 만들었다. 각 시료 0.2 mL에 pH 8.5로 보정

한 tris-HCl buffer(50 mM tris[hydroxymethyl]amino-

methane＋10 mM EDTA) 3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가하고 25
o
C에서 10분간 방치 후 1 N HCl 1 mL로

반응을 정지시킨 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42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첨가 및 무첨가구 간의 흡광도 차이

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S(%)＝ ( 1－ A )×100B

A: 추출물 첨가구의 흡광도

B: 추출물 무첨가구의 흡광도

단, A, B는 대조구의 흡광도를 제외한 수치임.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의 함량(total polyphenol content, TPC)은 분

석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Folins-Denis방법(19)으로

측정하였으며, 각각의 추출조건에 따라 제조된 추출액의 2

배 희석액을 사용하였다. 즉, 희석액 0.5 mL에 Folin reagent

0.5 mL를 가하고 3분간 정치한 다음 0.5 mL의 10% Na2CO3

용액을 가하였다. 이 혼합액을 1시간 동안 정치한 후 분광광

도계를 사용하여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catechin으로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wt% catechin equivalent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추출수율

겨우살이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수율은 200 bar 30, 40,

50, 60oC에서는 각각 3.49, 6.01, 3.72, 2.44 wt%이었으며, 300

bar 30, 40, 50, 60
o
C에서는 각각 5.77, 12.16, 7.47, 7.03 wt%이

었으며, 400 bar 30, 40, 50, 60oC에서는 각각 6.30, 8.44,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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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traction yield of Viscum album by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 200 bar, ■: 300 bar, ▲: 400 bar. Values are
average of 5 re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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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Viscum album by super-
critical carbon dioxide. ◆: 200 bar, ■: 300 bar, ▲: 400 bar. Values
are average of 3 replications.

6.49 wt%를 나타냈다(Fig. 1). 일반 용매를 이용한 추출수율

은 정제수의 경우 18.32%이었으며, 주정을 이용한 추출수율

은 23.84%를 나타냈다(Fig. 5). 실험 결과 일반 용매 추출물

의 수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 용매 추출법에 비해

초임계 추출법의 추출 선택성이 높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전자공여 작용

항산화물질은 free radical에 전자나 수소를 공여하여 복

합체를 만든다. DPPH는 항산화물질로부터 전자나 수소를

받아 불가역적으로 안정한 분자를 형성하므로 전자공여능

으로부터 항산화 활성을 추정할 수 있는데 항산화 활성이

있는 물질과 만나면 radical이 소거되며 이때의 DPPH 고유

의 청남색이 엷어지는 특성이 있고 이 색차를 비색 정량하여

전자공여능력을 측정한다(20-24).

Fig. 2는 겨우살이의 초임계 추출압력과 추출 온도에 따른

각 추출물의 전자공여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각 추출물의

농도를 10 mg/mL로 처리하였을 때 200 bar, 30, 40, 50, 60oC

추출물의 활성은 11.39, 9.44, 4.34, 3.80%이었으며, 300 bar,

30, 40, 50, 60oC 추출물의 활성은 15.08, 9.44, 10.85, 9.54%이

었으며, 400 bar, 30, 40, 50, 60oC 추출물의 활성은 15.73,

8.03, 9.87, 8.35%를 나타냈다. 일반 용매추출물의 경우 정제

수를 이용한 추출물의 활성은 36.73%, 주정을 이용한 추출

물의 활성은 70.53%를 나타내(Fig. 5), 겨우살이 추출물은

일반용매를 이용한 추출물이 초임계를 이용한 추출물보다

높은 전자공여능을 보였다.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

SOD(Superoxide dismutase)는 산패로 인하여 형성된 세

포에 해로운 환원산소종을 과산화수소로 전환시키는 반응

(2O2
-
＋2H

+
→ H2O2＋O2)을 촉매하고 catalase는 SOD에 의

해 생성된 H2O2를 무해한 물 분자와 산소 분자로 전환시키

는 역할을 하는 효소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생체내의 항산화

방어기구 중 효소적 방어체계의 하나로서 superoxide radi-

cal을 환원시켜서 산소독으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su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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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D-like activity of Viscum album by supercritical
carbon dioxide. ◆: 200 bar, ■: 300 bar, ▲: 400 bar. Values are
average of 3 replications.

oxide radical 소거활성을 pyrogallol 자동산화로 생성되는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 여부로 확인하였다(25,26).

겨우살이 초임계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은 Fig. 3과 같

다. 각 추출물의 농도를 1 mg/mL로 처리하였을 때 200 bar,

30, 40, 50, 60oC 추출물의 활성은 21.23, 22.54, 20.15, 17.86%

이었으며, 300 bar, 30, 40, 50, 60
o
C 추출물의 활성은 13.24,

12.85, 10.16, 9.85%이었으며, 400 bar, 30, 40, 50, 60
o
C 추출물

의 활성은 8.85, 8.12, 8.32, 8.25%를 나타냈다. 일반 용매추출

물의 경우 정제수를 이용한 추출물의 활성은 7.85%, 주정을

이용한 추출물의 활성은 6.12%를 나타내(Fig. 5), 초임계 이

산환탄소를 이용한 추출물이 일반용매를 이용한 추출물보

다 2～3배 높게 나타났다. 특히, Choi 등(27)이 보고한 식품

의약품안전청에서 인정한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는 홍삼 뿌

리 주정 추출물의 20.2%와 유사한 활성을 나타낸 결과는

초임계 겨우살이 추출물이 우수한 SOD 유사활성을 보여주

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총 폴리페놀 함량

식물체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성 화합물들은 항돌연변이

원성, 콜레스테롤 저하작용, 정장작용, 항암 및 항산화작용

등의 다양한 항산화 생리활성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분자 내 phenolic hydroxyl기가 효소 단백질과 같은 거대

분자들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 이러한 생리활성 기능을 나

타내는 주체로 인정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28). 특히 항산

화 작용과 관련하여 최근 생체 내에서의 산소 free radical

반응이 생체조직의 노화나 질병과 관련이 있으며 페놀성물

질의 hydroxyl group은 유지의 유리기 수용체로서 유지 산

패의 초기 단계에 생성된 유리기들이 안정된 화합물을 형성

하도록 하여 산화억제 작용을 한다(29).

폴리페놀 함량은 카테킨을 표준물질로 10～500 μg/mL 농

도 범위에서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이를 환산 정량하였다.

200 bar, 30, 40, 50, 60oC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은 10.32,

8.50, 17.57, 11.64 wt%이었으며, 300 bar, 30, 40, 50, 6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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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otal polyphenol content of Viscum album by super-
critical carbon dioxide. ◆: 200 bar, ■: 300 bar, ▲: 400 bar. Values
are average of 3 re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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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arative of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of Viscum
album extracts according to the extraction method. ■: super-
critical carbon dioxide, ⃞: ethanol, : distilled water. Values are
average of 3 or 5 replications.

추출물의 함량은 9.71, 13.11, 11.57, 4.43 wt%이었으며, 400

bar, 30, 40, 50, 60oC 추출물의 함량은 3.21, 9.11, 9.43, 8.96

wt%를 나타냈다(Fig. 4). 일반 용매추출물의 경우 정제수를

이용한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은 4.79 wt%, 주정을 이용한

추출물의 함량은 5.46 wt%를 나타내(Fig. 5) 겨우살이의 경

우 초임계를 이용한 추출물이 일반용매 추출물보다 약 3배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Kim 등(30)이 보고한 음양곽,

칡, 오가피, 해동피 등의 한약재 열수 추출물의 5.98～8.12

wt%보다 높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전자공여능, SOD 유사활

성 등의 항산화 활성이 폴리페놀 함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들을 통해 밝혀졌다. 그러나 겨우살이 추출물

의 경우 Lee(31)가 보고한 구릿대 잎 추출물의 가압열수 추

출물이 환류 에탄올 추출물 보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높았으

나, 전자공여능은 낮게 나온 결과와 유사하게 초임계 이산화

탄소를 이용한 추출물이 일반 용매추출물보다 많은 폴리페

놀을 함유하였음에도 전자공여능이 낮게 나온 원인(Fig. 5)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기

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SOD 유사활성과 전자공여능, 총

폴리페놀 함량은 200 bar의 조건이 우수하였으나 산업화를

위한 경제성 등을 검토한 결과, 추출수율이 가장 높았던 300

bar, 40oC의 조건이 최적의 추출 조건으로 판단된다.

요 약

소수성 저분자 물질의 추출에 효과적이며, 인체에 무해하

고 친환경적 추출법인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한국

산 겨우살이를 추출한 후 추출물의 추출수율, 전자공여능

등의 항산화활성 평가 및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초임계 이산환탄소를 이용한 추출수율은 300 bar,

40
o
C에서 12.16%, 정제수와 주정을 이용한 추출물은 18.32,

23.84%로 초임계 추출물보다 높은 추출수율을 보였다. 전자

공여능은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물이 15.73%(400 bar,

30
o
C), 정제수와 주정을 이용한 추출물이 36.73, 70.53%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추출물의 활성은 일반 용매추

출법으로부터 얻어진 추출물들에 비해 EDA 활성이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SOD 유사활성은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

용한 추출물이 22.54%(200 bar, 40oC), 정제수와 주정을 이

용한 추출물이 7.85, 6.12%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추출물이 일반용매를 이용한 추출물보다 우수한 활성을 나

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초임계 이산화탄소 추출물이

17.57 wt%(200 bar, 50oC), 정제수와 주정을 이용한 추출물

이 4.79와 5.46 wt%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추출물

이 일반용매 추출물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초임계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겨우살이 추출물의 전자공여

능은 높지 않지만 우수한 SOD 유사활성과 총 폴리페놀 함량

이 풍부하여 항산화 건강기능성 식품의 가능성을 갖는 것으

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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