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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qualitative property of MLT (mulberry leaf tea) and 
FMLT (fermented mulberry leaf tea) based on the antioxidant, anticancer activities of various extracts. When 
the antioxidant activity of MLT and FMLT extracts was evaluated, the electron donating activity was found 
to increase proportionally as the concentration of each extract increased. In addition, the extract of FMLT showed 
a higher electron donating activity than that of MLT. Furthermore, the ethanol extracts showed the highest 
electron donating ability. When the SOD activity was evaluated, it was also found to increase proportionally 
with the concentration of each extract. Furthermore, the SOD activity of the ethanol extract group was the 
highest, whereas the SOD like activities of both MLT and FMLT were similar. When nitrite decomposition 
was evaluated for each pH, the highest value was observed at pH 1.2. Finally, the nitrite deleting ability was 
the highest for the ethanol extracts. When each extract of MLT and FMLT was analyzed in vitro for anticancer 
effects, they were found to decrease the number of cancer cells proportionally as the concentration of extract 
increased for both HeLa cells and MCF-7 cells. Furthermore, FMLT was found to exert a greater inhibition 
of cancer cells than MLT. Among the extract groups, the ethanol extract induced the greatest inhibition of 
the development of cancer cells, and these effects were greater against MCF-7 cells than HeLa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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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차는 그 특유의 향과 맛을 즐길 뿐만 아니라 질병의 완화

와 치유를 목 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리 음용되어 왔으

며 그 기능성에도 심이 높아지고 있다(1). 천연물에 존재

하는 표 인 기능성 항산화물질로는 페놀류, 탄닌류, fla-

vonoid류, 비타민류 등이 있으며, 향신류와 차에 있어 주요 

항산화 물질들을 분석하고 검증하여 식품에 응용하거나 화

장품의 첨가제로 개발하려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2-4).

한 발효차는 발효과정에서 성분이 변화되고 새로운 성

분이 생성되어 새로운 맛과 향기가 부여되며, 장성도 높아

진다. 일반 으로 발효 식품에 사용하는 생균제 소재로는 

Bifidocacterium bifidum, Bifidocacterium longum, Bifido-

cacterium breve, Lactobacillus lactis, Lactobacillus acido-

philius 등이 있으며, 주로 음료에 목하여 사용하고 있다

(5). 그러나 재 녹차가 아닌 다른 잎차 소재에 한 발효제

품 개발은 무하여 자연 발효  생균제를 이용한 다양한 

잎차의 소재 개발이 필요하다.

천연물 소재 에서 뽕잎은 최근 들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 일본 등에서 성인병 방  치료효과가 밝 지면서 

기능성식품의 재료로서 각 을 받고 있다. 뽕잎에는 25종의 

아미노산이 함유 되어 있으며 alanine, aspartic acid, glu-

tamic acid의 함량이 많아서 숙취를 없애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serine과 tyrosine이 함유되어 있어 뇌의 액 순

환과 노인성 치매를 방해 주며, 녹차와 비교해 볼 때 각종 

미네랄 에서 뽕잎이 칼슘은 6배, 철분은 2배, 칼륨은 1.4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뽕잎에 존재하는 성분은 크게 휘발성 성분과 비휘발성 성

분으로 나  수 있으며 휘발성 성분으로는 guaiacol, eugenol, 

methy salicylate, benzaldehyde  phenylacetaldehyd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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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있으며, 비휘발성 성분은 rutin(8), quercetin(9), iso-

quercetin(10) 등의 flavonoid 화합물들이 있다. 이  rutin은 

인체 내 모세  강화작용과 수축작용을 나타내는 순환계 

질환 치료제(11)와 압 강하제(12)로 이용되고 있다.

뽕잎의 생리활성에 한 연구로는 piperidin계 alkaloid 화

합물의 분리, 표 인 지표물질의 구조규명[1-deoxyno-

jirimycin(DNJ), N-methyl-1-deoxynojirimycin 등]과 γ- 
aminobutyric acid(GABA)(13)  flavonoid 화합물(14)의 

압강하 효과에 한 것이 있다. 특히 압상승 억제효과

(15)와 식욕  포만감을 조 하여 체 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그 외 액 유동성 향상, 

속의 흡착과 해독효과, 암 발생 억제, 노화억제(17,18) 

 뽕잎의 항산화효과 련 연구결과가 보고(19)된 바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식용식물로의 가치뿐만 아니라 약용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뽕잎차와 뽕잎에 미생물 생균제를 이용한 

뽕잎발효차의 여러 추출물들의 항산화성, in vitro 항암성활

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소재  새로운 

제품 개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연구의 재료는 천지역 농가에서 재배한 청일 뽕잎

(mulberry leaves)을 2008년 6월 순에 채취하여 뽕잎차  

뽕잎발효차의 시제품을 제조하는데 사용하 다.

뽕잎차  뽕잎발효차의 제조

뽕잎차는 생 뽕잎을 수돗물에 세척한 것을 음건한 다음 5분

간 는 과정을 거친 후 2회에 걸쳐 건조(60
oC, 30 min), 비빔 

증제(10 min)하 다. 그리고 90
oC에서 3분간 볶은 후 80oC에

서 30분간 건조하여 포장하 다. 그리고 뽕잎발효차는 생 뽕

잎을 세척, 음건한 다음 5분간 는 과정을 거친 후,  뽕잎

에 발효용 종균(Bacillus subtilus, KCCM 12027, 한국미생

물보존센터)을 종하여 37
oC에서 2일간 발효하 다. 2회에 

걸쳐 건조(60
o
C, 30 min), 비빔 증제(10 min) 과정을 거친 후 

90
oC에서 3분간 볶는 과정 거친 뒤, 80oC에서 30분 건조(Dry 

oven, SPM-S560, 삼성제약기계, 구, 한국)한 후 포장하여 

시제품을 제작하 다. 완성된 시제품은 냉장 보 하면서 분

석 시료로 사용하 다.

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뽕잎차  뽕잎발효차의 각 추출물의 자공여능은 Blois

의 방법(20)에 하여 각 시료의 1,1-diphenyl-2-picryl 

hydrazyl(DPPH)에 한 자공여 효과로써 시료의 환원력

을 측정하 다. 즉, 각 추출물을 농도별로 제조하고 시료 2 

mL에 0.4 mM DPPH 용액 1 mL를 가하고, 10 간 vortex 

mixing 후 37
oC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이 반응액을 

spectrophotometer(U-3010, Hitach, Tokyo, Japan)를 사용

해서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SOD(superoxide dismutase) 유사활성

뽕잎차  뽕잎발효차의 각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 측정

은 Marklund와 Marklund의 방법(21)에 따라 시행하 다. 각 

시료 추출물 0.2 mL에 pH 8.5로 보정한 tris-HCl buffer(50 

mM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10 mM EDTA) 

3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첨가하 다. 25o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1 N HCl 0.1 mL로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spectrophotometer(U-3010, Hitach)를 이용하여 420 nm에

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아질산염 분해 작용 측정(nitrite scavenging ability)

뽕잎차  뽕잎발효차의 각 추출물의 아질산염 분해 작용

은 Kato 등의 방법(22)에 따라 측정하 다. 즉, 1 mM의 

NaNO2 용액 2 mL에 1 mL의 시료를 첨가하고, 여기에 0.1 

N HCl(pH 1.2)과 0.1 M citric acid 완충용액을 사용하여 반 

응 용액의 pH를 각각 1.2, 3.0, 6.0으로 보정한 후 최종 부피를 

10 mL로 하 다. 그리고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얻은  

반응 액을 1 mL씩 취하고 여기에 2% acetic acid를 5 mL 

첨가한 다음 Griess reagent(1% sulfaralic acid : 1% napht-

hylamine＝1:1)를 0.4 mL 가하여 혼합하 다. 실온에서 15

분간 방치시킨 후 spectrophotometer(U-3010, Hitach)를 사

용하여 5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염

의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공시험은 Griess reagent 신 

증류수 0.4 mL를 가하여 같은 방법으로 행하 다.

뽕잎차  뽕잎발효차 추출물의 in vitro 항암효과 검정 

세포주 배양

인체 유방암 세포주 MCF-7(KCLB 30022), 인체 자궁경부

암 세포주인 HeLa(KCLB 10002)는 한국세포주은행(KCLB)

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 다. RPMI 1640 배지, DMEM 배지, 

FBS(fetal bovine serum)은 Gibco-BRL Co.(Grand Island, 

NY, USA) 제품을 사용하 다.

in vitro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

유방암 세포주, 자궁경부암 세포주는 10X antibicotic- 

antimycotic(Gibco-BRL Co.) 1%와 FBS를 10% 첨가한 

RPMI 1640 배지를 사용하여 계 배양 하면서 실험에 사용

하 다. 자궁경부암 세포주는 5×105 cells, 유방암 세포주는 

1×106 cells 를 37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각 시료 추출물을 최종 농도가 100 μg/mL, 500 μg/mL, 

1,000 μg/mL가 되도록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다시 배양시켰

다. 배양된 세포는 상차 미경(NICON TMS, Tokyo, Ja-

pan)으로 찰하고, 0.4% trypan blue로 염색하여 세포 증식 

억제율을 계산하 다(23).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12.0 for windows pro-

gram(SPSS, Chicago, IL, USA)을 이용(24)하여 통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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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여 실험군당 평균±표 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군의 

평균차에 한 통계  유의성 검정은 Duncan의 다 검증법

(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분석하 다(p< 

0.05).

결과  고찰

뽕잎차  뽕잎발효차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자공여능: 뽕잎차와 뽕잎발효차의 조 틴과 열수 추출

물,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농도

별 DPPH에 한 자공여능을 측정하 다.

각 시료별 추출물의 농도별(100 μg/mL, 500 μg/mL, 1,000 

μg/mL) DPPH에 한 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먼  뽕잎차 조 틴의 100 μg/mL, 500 μg/mL, 1,000 

μg/mL 농도에서 각각 18.06%, 27.96%, 42.11%의 자공여

능을 보 으며, 뽕잎차의 열수 추출물의 각 농도별 자공여

능은 각각 21.05%, 29.46%, 46.43%로 나타났다. 그리고 뽕잎

차의 에탄올 추출물의 각 농도별 자공여능은 각각 16.69%, 

54.35%, 59.39%이었다. 따라서 뽕잎차의 각 추출물에 있어

서 자공여능은 조구인 ascorbic acid와 같이 농도가 높

아질수록 자공여능은 증가하 다. 뽕잎차의 각 추출물을 

100 μg/mL 농도로 처리했을 때에는 ascorbic acid보다 항산

화활성이 낮은 경향을 보 다. 500 μg/mL의 농도에서는 조

틴군과 열수 추출물군이 자공여능이 비슷한 경향으로 

보 으며 같은 농도 조구인 ascorbic acid와 비교했을 때 

약 43%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같은 농도의 

에탄올 추출물군은 조구인 ascorbic acid 자공여능의 약

86%로 나타나서 같은 농도의 다른 추출물과 비교했을 때

Fig. 1.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the extracts from the 
mulberry leaf tea and fermented mulberry leaf tea according 
to concentration.  A: ascorbic acid, B: crude lectin from the 
mulberry leaf tea, C: crude lectin from fermented mulberry leaf 
tea, D: extract from the mulberry leaf tea by hot-water, E: extract 
from fermented mulberry leaf tea by hot-water, F: extract from 
the mulberry leaf tea by 80% ethanol, G: extract from fermented 
mulberry leaf tea by 80% ethanol. The results are mean±SD. 
Means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in each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높은 자공여능을 보 다. 1,000 μg/mL 농도에서는 조 틴

군과 열수 추출물군의 자공여능이 조구인 ascorbic acid

와 비교했을 때 약 57%를 보 다.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조구와 비교하 을 때 76.6%의 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

뽕잎발효차의 각각의 시료를 100 μg/mL, 500 μg/mL, 1,000 

μg/mL 농도로 처리했을 때 조 틴은 각각 5.68%, 37.16%, 

53.11%의 자공여능을 보 으며, 열수 추출물은 각각 24.61 

%, 33.96%, 48.21%로 나타났다. 그리고 에탄올 추출물의 각 

농도별 자공여능은 각각 17.26%, 49.72%, 65.40%이었다. 

따라서 뽕잎발효차의 각 추출물에 있어서 자공여능은 

조구인 ascorbic acid와 같이 농도가 높아질수록 자공여능

은 증가하 다. 500 μg/mL 농도에서는 조 틴이 조구인 

ascorbic acid와 비교했을 때 59%를 나타내었으며, 열수 추

출물에서는 조구와 비교했을 때 53%의 자공여능을 보

다.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조구와 비교했을 때 78%로 

나타나서 같은 농도로 비교했을 때 각 시료  자공여능이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1,000 μg/mL 농도에

서 ascorbic acid와 비교했을 때 조 틴은 68%, 열수 추출물

은 62%, 에탄올 추출물은 84%로 높은 자공여능을 보 다. 

뽕잎차와 뽕잎발효차의 각 추출물에서 에탄올 추출물의 

자공여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뽕잎발효

차의 모든 추출물 군이 뽕잎차의 추출물군보다 자공여능

이 더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자공여능은 생체 내 활성라디칼에 의한 항노화 활성의 

지표로 활용되고 있으며(25,26), 항산화 성분의 flavonoid 화

합물(11)은 뽕잎의 우수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표 인 물

질로 알려져 있으며, 항산화성분인 chlorogenic acid가 함유

되어 있음(27)이 확인된 바 있다. Cho 등(28)이 품종이 다른 

뽕잎추출물의 Helicobacter pylori에 한 항균활성 탐색과 

항산화 효과를 연구한 결과 부분의 품종의 뽕잎에서 열수

와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높은 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 

An 등(29)은 뽕잎이 목단, 황 , 산수유, 작약과 같은 생약추

출물보다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 으며, 

Kim 등(30)의 꾸지뽕잎차의 품질  항산화 특성에 한 

연구에서 모든 에탄올 추출물이 농도가 증가할수록 자공

여능이 증가하 으며, 발효차가 건조생잎과 덖음차에 비하

여 자공여능이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

다. 표 인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catechin을 다량 함유하

고 있는 녹차의 경우 50.56%의 항산화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31)된 것과 비교할 때 뽕잎차  뽕잎발효차의 각각의 

추출물의 항산화효과가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SOD 유사활성: 항산화 효소 의 하나인 SOD는 세포에 

해로운 환원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을 과산

화수소로 환시키는데 매작용을 하는 효소이다(32). 이

러한 SOD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superoxide anion의 활성

을 억제시키는 pyrogallol과 뽕잎차와 뽕잎발효차 각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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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OD-like activity of the extracts from the mulberry 
leaf tea and fermented mulberry leaf tea according to con-
centration.  Symbols are same as those in Fig. 1. The results 
are mean±SD. Means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in each con-
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의 반응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뽕잎차의 조 틴을 100 μg/mL, 500 μg/mL, 1,000 μg/mL 

농도로 처리하 을 때 SOD 유사활성은 각각 8.94%, 11.00 

%, 21.36%이었으며, 1,000 μg/mL 농도에서 조군인 ascorbic 

acid와 비교했을 때 21.36%의 SOD 유사활성도를 나타내었

다. 열수 추출물을 각 농도별로 처리하 을 때에는 SOD 유

사활성은 각각 3.97%, 6.23%, 14.92%이었으며 에탄올 추출

물 각각의 농도에서 SOD 유사활성은 4.03%, 10.63%, 27.76%

이었다. 1,000 μg/mL의 농도에서 조구인 ascorbic acid와 

비교했을 때 31%로 나타나서 같은 농도인 1,000 μg/mL로 

처리했을 때 에탄올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모든 추출 군에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SOD 유사활

성이 증가하 다. 각 추출물별로 SOD 유사활성을 비교해 

보면 에탄올 추출물, 조 틴, 열수 추출물 순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eo 등(33)이 삼백 와 짚신나

물의 열수와 에탄올 추출물의 추출 용매별 SOD 유사활성을 

연구한 결과 에탄올 추출물에서 SOD 유사활성이 가장 높았

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뽕잎발효차의 조 틴을 100 μg/mL, 500 μg/mL, 1,000 μg/ 

mL 농도로 처리하 을 때 SOD 유사활성은 각각 5.57%, 

10.39%, 26.09%이었으며, 열수 추출물을 각 농도별로 처리

하 을 때 SOD 유사활성은 각각 3.40%, 12.72%, 23.79%이

었다. 그리고 에탄올추출물 각각의 농도에서 SOD 유사활성

은 6.03%, 15.15%, 26.32%이었다. 같은 농도인 1,000 μg/mL

에서 조구인 ascorbic acid와 비교했을 때 모든 추출 군이 

27～29% SOD 유사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농도와 비례하여 

SOD 유사활성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추출물 종류에 

따른 SOD 유사활성도 차이를 비교해 보면, 1,000 μg/mL의 

농도에서 조 틴  열수 추출물 군은 뽕잎발효차가 뽕잎차

에 비해 SOD 유사활성도가 각각 5%, 11%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에탄올 추출물 군에서는 뽕잎차와 뽕잎발효차의 SOD 

유사활성도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이상의 결과는 민자주 방망이버섯(34)과 뜰보리수 열수 

추출물(35)의 SOD 유사활성에 한 연구에서 추출물의 농

도와 비례하여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 다는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 다. 그리고 오미자의 에탄올 추출물이 SOD 유사

활성이 높다고 보고한 Kim 등(36)의 연구와 Choi와 Kim(37)

의 오미자의 항산화 활성에 한 연구, Kim 등(30)이 꾸지뽕

잎차의 품질  항산화 특성에 해 조사하 을 때 생, 덖음 

 발효꾸지뽕잎 에탄올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이 농도 의

존 으로 활성이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페놀화합물  flavonoid는 
1O2나 O2

-와 반응하여 안정

한 complex를 형성함으로써 지질과산화를 방지하기 때문에 

polyphenol 함량과 항산화 활성은 양과 계가 있다는 연구

(38)와 Song 등(39)의 일반보리 계통에 비해 페놀 함량이 

높았다는 결과를 미루어 볼 때, 폴리페놀 성분에 의해 SOD 

유사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질산염 분해작용: 뽕잎차와 뽕잎발효차의 조 틴과 열

수 추출물, 에탄올 추출물의 pH 변화에 따른 아질산염 분해

작용을 나타낸 결과는 Fig. 3～5와 같다. 

먼  뽕잎차와 뽕잎발효차의 조 틴과 열수 추출물, 에탄

올 추출물의 pH 1.2에서 100 μg/mL로 처리하 을 때 뽕잎차

와 뽕잎발효차의 조 틴과 열수추출물에서 체로 낮은 아

질산염 분해작용이 나타났으나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하

을 때에는 뽕잎차와 뽕잎발효차 각각 20.89%, 14.85%로 나

타나서 조구인 ascorbic acid를 같은 농도로 처리했을 때

보다 아질산 분해능의 증가가 미미하 다. 열수 추출물 군에

서는 아질산염 분해능이 뽕잎차와 뽕잎발효차에서 각각 

21.55%, 17.38%로 증가하 으며, 같은 농도 ascorbic acid와 

비교하 을 때 각각 39.42%, 31.79%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탄올 추출물 군의 아질산염 분해능이 뽕잎차와 뽕잎발효

차 각각 29.05%, 18.66%로 같은 농도 ascorbic acid와 비교하

Fig. 3. Nitrite scavenging ability the extracts from the mul-
berry leaf tea at pH 1.2 according to concentration. Symbols 
are same as those in Fig. 1. The results are mean±SD. Means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in each concentratio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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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itrite scavenging ability the extracts from the mul-
berry leaf tea at pH 3.0 according to concentration. Symbols 
are same as those in Fig. 1. The results are mean±SD. Means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in each concentratio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을 때 53.14%, 34.13%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1,000 μg/mL 

농도로 조 틴을 처리한 군에서는 아질산염 분해작용이 각

각 15.22%, 31.38%로 나왔으며, 열수 추출물 군에서는 각각 

23.73%, 28.07%로 나왔다. 그리고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한 

군에서는 각각 38.37%, 40.67%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군별

로 비교해 보면 아질산염 분해능이 에탄올 추출물 군, 열수 

추출물 군, 조 틴 처리군 순으로 분석되었다. 

pH 3.0에서 뽕잎차와 뽕잎발효차의 조 틴과 열수 추출

물, 에탄올 추출물의아질산염 분해능이 1,000 μg/mL의 농도

로 처리하 을 때 조 틴을 처리한 군에서는 뽕잎차와 뽕잎

발효차 각각 17.17%, 23.03%이었으며, 열수 추출물 군에서

는 각각 23.74%, 24.94%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에탄올 추출

물 군에서는 각각 34.79%, 27.56% 아질산염 분해능이 있었으

며 조구인 ascorbic acid와 비교했을 때에는 53.59%, 42.45 

%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처리한 농도가 증가할수록 아질

산염 소거작용도 증가하 다. 추출물군간 비교 시 아질산염 

분해능이 에탄올 추출물 군, 열수 추출물 군, 조 틴 처리군 

순으로 분석되어 pH 1.2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뽕잎차와 뽕잎발효차 조 틴과 열수 추출물, 에탄올 추출

물을 pH 6.0에서 처리하 을 때 모든 농도가 아질산염 분해

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어 pH 6.0에서는 pH 1.2와 pH 

3.0에 비해 크게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질산염 소거능은 pH의 의존성이 매우 커서 pH가 낮을수

록 그 소거능이 증가하고 성에 가까울수록 소거능이 낮아

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40), Choi와 Kim(37)이 연구한 

오미자의 이화학  특성  항산화 활성에 한 연구에서 

오미자 추출물에 한 아질산염 소거 작용을 측정한 결과 

pH가 산성일수록, 시료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아질산염 소

거 작용도 유의 으로 증가하 다는 결과와 유사하 다. 

Kang 등(41)이 페놀성 화합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에 하

여 조사한 것에 따르면 부분의 페놀류는 아질산과 반응하

Fig. 5. Nitrite scavenging ability the extracts from the mul-
berry leaf tea at pH 6.0 according to concentration. Symbols 
are same as those in Fig. 1. The results are mean±SD. Means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in each concentratio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여 이를 분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catechin을 제외한 

flavonoid류는 소거능이 낮았다고 하 다. 한 이들 물질은 

내의 환경과 유사한 pH 1.2에서는 아질산염 소거활성이 

강하 으나, pH 6.0 이상에서는 아질산염 소거능이 아주 미

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산염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다량 

섭취하 을 때에는 아질산염과 제2   제3  아민의 nitro

화 반응이 장내의 낮은 산성조건에서 쉽게 일어나 발암물

질인 nitrosamine을 생성한다(42). 그러나 caffeic acid, ferulic 

acid 등의 phenolic acids와 catechol 등의 phenol류 그리고 

ascorbic acid와 erythorbic acid와 같은 환원물질이 아질산

염과 반응하게 되면 nitrosamine의 생성을 해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43,44). 

이상의 결과에 있어서 1,0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 을 

때 아질산염의 분해능은 pH 1.2의 조건에서 뽕잎차의 에탄

올 추출물을 처리한 군에서는 38.37%, 뽕잎발효차의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한 군에서 40.67%의 분해능을 나타내었고, 

pH가 낮을수록, 처리한 농도가 증가할수록 아질산염 분해활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아질산염 소거능이 있는 뽕잎기능

성 제품으로의 응용가능성이 있다고 단된다.

in vitro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

HeLa cell에 한 증식억제 효과: 인체유래 자궁경부암 

세포주인 HeLa 세포에 뽕잎차의 조 틴, 열수 추출물, 에탄

올 추출물에 있어서 암세포 증식 억제율(Fig. 6)은 500 μg/ 

mL 농도로 처리하 을 때 조 틴과 열수 추출물 처리 군에

서는 10% 미만으로 증식 억제율이 미미하 고, 에탄올 추출

물 군에서는 25.89% 암세포 증식 억제율을 나타내었다. 1,000 

μg/mL 농도에서 조 틴, 열수 추출물 군의 암세포 증식 억

제율이 각각 11.96%, 13.10%이었으며,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38.24%로 나타나서 같은 농도의 경우 에탄올 추출물 처리 

군이 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찰되었다.

뽕잎발효차의 조 틴, 열수 추출물  에탄올 추출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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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Growth inhibition of HeLa cells by the extracts from 
the mulberry leaf tea. A: crude lectin from the mulberry leaf 
tea, B: extract from the mulberry leaf tea by hot-water, C: extract 
from the mulberry leaf tea by 80% ethanol. The results ar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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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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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rowth inhibition of HeLa cells by the extracts from 
fermented mulberry leaf tea.  Symbols are the same as those 
in Fig. 6. The results are mean±SD. Means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in each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100 μg/mL, 500 μg/mL, 1,000 μg/mL 농도에서 암세포 증식 

억제율(Fig. 7)을 찰한 결과, 조 틴, 열수 추출물을 500 

μg/mL, 1,000 μg/mL로 처리하 을 때에는 암세포 증식 억

제율이 20% 이하로 나타나서 뽕잎차 추출물을 처리하 을 

때와 유사한 경향을 보 고,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하 을 때

에는 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67.05%로 나타나 각 추출물 군별

로 비교하 을 때 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가장 높은 것을 

찰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뽕잎차 군과 뽕잎발효차 군을 비

교해보면 각각의 조 틴과 열수 추출물 군에서는 암세포 증

식 억제율의 차이는 찰되지 않았으나, 에탄올 추출물에서 

뽕잎발효차 추출물 군이 뽕잎차 추출물 군에서보다 더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Choi 등(45)이 겨 추출물의 항암효과에 

하여 연구한 것에 따르면 추출물을 1,000 μg/mL로 처리하

을 때 열수 추출물보다 에탄올 추출물에서 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더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 다. Bae 등이 연구한 

감 (46), 황기(47), 인동 (48)로 각각 배양한 표고균사체 

추출물의 항암효과  알 르기 억제 효과에 한 보고에서 

각 약재 모두 발효하지 않은 약재보다 균사체로 발효하 을 

때 암세포의 증식을 더 많이 억제하 고, 처리한 농도와 비

례하여 암세포에 한 증식 억제율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유

사한 경향을 보 다. 한 Choi 등(49)의 버섯균사체  청국

균 발효 두의 항산화능과 암세포 증식 억제 능에 한 연구

에서 발효 두의 추출물 1,000 μg/mL 농도에서 암세포 증식 

억제효과는 57～40%로 나타났다는 결과와 비교했을 때, 같

은 농도에서 뽕잎발효차의 에탄올 추출물이 뽕잎차의 에탄

올 추출물 보다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가 더 높은 것과 유사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뽕잎발효차 군이 뽕잎차 군에

서보다 암세포 증식 억제에 효과 인 것은 발효과정을 통해

서 비활성형 배당체인 isoflavone의 활성형 aglycone으로 

환율의 증진과 발효생성물 등의 증가(49)가 원인인 것으로 

사료된다.

MCF-7 cell에 한 증식억제 효과:  인체유래 유방암 

세포주인 MCF-7 세포에 뽕잎차의 조 틴, 열수 추출물, 에

탄올 추출물을 각 농도로 처리하 을 때 암세포 증식 억제율

(Fig. 8)을 찰하 다. 각 농도별 암세포 증식 억제율은 각 

시료를 100 μg/mL 농도로 처리하 을 때 조 틴, 열수 추출

물,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3.03%, 33.68%, 29.01%로 나타

났으며 조 틴에서는 암세포의 증식 억제율이 미미하 으

나 열수와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에는 약 30%인 것으

로 찰이 되었다. 1,000 μg/mL 농도에서는 조 틴, 열수 

추출물,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35.26%, 48.33%, 63.42%로 

찰되었으며 에탄올 추출물, 열수 추출물, 조 틴의 순으로 

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뽕잎발효차의 조 틴, 열수 추출물, 에탄올 추출물을 각 

농도에서 암세포 증식 억제율(Fig. 9)을 찰한 결과, 100 

μg/mL 농도로 처리하 을 때에는 조 틴, 열수 추출물, 에

0

20

40

60

80

Control 100 500 1,000

Concentration (μg/mL)

G
ro

w
th

 in
hi

bi
tio

n 
ra

tio
 (%

)  .

A B C

b

  a a

  c

b

a

c

 b

a

Fig. 8. Growth inhibition of MCF-7 cells by the extracts from 
the mulberry leaf tea. Symbols are the same as those in Fig. 
6. The results are mean±SD. Means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in each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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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Growth inhibition of MCF-7 cells by the extracts from 
fermented mulberry leaf tea.  Symbols are the same as those 
in Fig. 6. The results are mean±SD. Means with different alpha-
bet letters in each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탄올 추출물에서 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각각 15.8%, 20.35%, 

18.62%로 찰되었고 군 간의 억제율의 차이는 미미하 다. 

500 μg/mL 농도로 처리하 을 때에는 조 틴  열수 추출

물을 처리한 군에서는 22～25%로 찰되었고 에탄올 추출

물에서는 73.76%로 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0 μg/mL 농도에서는 조 틴과 열수 추출물을 

처리한 군에서 41～47%로 분석되어 암세포 증식 억제율의 

차이는 미미하 다. 에탄올을 처리한 군에서는 90% 이상의 

높은 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찰되었다. 조 틴, 열수 추출

물, 에탄올 추출물 에서는 에탄올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가장 높았고, 조 틴, 열수 추출물은 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뽕잎차와 뽕잎발효차 간에 비교를 해보면 조 틴과 열수 

추출물에서는 암세포 증식 억제율의 경향이 유사하고 억제

율의 차이도 미미하 으나,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500 μg/ 

mL, 1,000 μg/mL 농도로 처리하 을 때 뽕잎발효차가 암세

포에 한 증식 억제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ae 등

의 감 (46), 황기(47), 인동 (48)로 각각 배양한 표고균사

체 추출물의 항암효과  알 르기 억제 효과 검증에 한 

연구에서 각각의 약재 모두 발효하지 않은 약재보다 균사체

로 발효하 을 때 암세포의 증식을 더 많이 억제하 고, 처리

한 농도와 비례하여 암세포에 한 증식 억제율이 증가하

다는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뽕

잎발효차군이 뽕잎차군에서보다 암세포 증식 억제에 효과

인 것은 뽕잎이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배당체인 isoflavone 

화합물이 aglycone 화합물의 환과 발효부산물에 따른 

향(49)인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식용식물로의 가치뿐만 아니라 약용으로 가치

가 인정되는 뽕잎에 미생물 생균제를 이용한 뽕잎발효차 개

발을 통하여 기능성 소재 개발  새로운 제품개발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뽕잎차  뽕잎발효차의 여러 추출물의 항산화

성  in vitro에서의 항암활성을 비교분석 하 다. 뽕잎차 

 뽕잎발효차의 각 추출물에 있어 항산화 효과를 조사한 

결과 각 추출물의 농도와 비례하여 자공여활성이 증가하

고 체로 뽕잎발효차 추출물이 뽕잎차의 추출물보다 

자공여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추출물의 종류 

 에탄올 추출물의 자공여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

었다. SOD 유사활성도를 조사한 결과 각 추출물의 농도와 

비례하여 SOD 유사활성도는 증가하는 경향이었고, 추출물 

 에탄올 추출물군의 활성도가 가장 높았으며 두 시료의 

SOD 유사활성도는 비슷하 다. 각 pH별 아질산염 분해 작

용을 분석한 결과 pH 1.2에서 아질산염 분해 작용이 가장 

컸으며, 추출물 군 에서 에탄올 추출물 군이 아질산염 소

거능이 가장 높았다. 뽕잎차  뽕잎발효차 각 추출물의 in 

vitro 상에서 항암효과를 분석한 결과 HeLa cell과 MCF-7 

cell 모두 뽕잎발효차가 뽕잎차보다 암세포 증식 억제율이 

더 높았다. 추출물 군에서는 에탄올 추출물군이 암세포 성장

을 가장 많이 억제하 고 MCF-7 cell이 HeLa cell에서 보다 

더 효과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

합해 보면 식용식물로서 뿐만 아니라 약용으로도 가치가 있

는 뽕잎에 생균제를 이용하여 개발한 뽕잎발효차를 뽕잎차

와 비교하 을 때 항산화성, in vitro에서의 항암활성을 검증

한 결과 생균제를 이용한 뽕잎발효차가 뽕잎차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뽕잎발효차 추출물의 기능성이 더 우수

한 것은 발효를 통해 생리활성 물질이 생성된 것이 원인으로 

사료되며 이 에 있어 구체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단된

다. 이러한 을 보완하여 제품개발에 응용하고 인 

면을 좀 더 개선한다면 새로운 기능성소재  제품이 될 것

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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