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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jujube extracts on intestinal microflora, along with
their antioxidant activities, according to extraction method. The antimicrobial activities of the extracts were
measured using the agar diffusion method with a jujube extract concentration of 50 mg/mL. Neither the first
nor second jujube extracts were inhibitory against the tested intestinal bacteria. However, water extracts of
jujube significantly enhanced the growth of lactic acid bacteria, especially Bifidobacterium bifidum and Bifido-
bacterium adolescentis. Total phenol compounds and flavonoid compounds were higher in the 1st than in the
2nd water extracts. The EDA values of both water and ethanol extracts increased in proportion to the extract
concentration. The 1st water extract showed the highest value among all the others, which was 85.60% at the
concentration of 0.05 mg/mL. Furthermore, the 1st water extract showed stronger antioxidant activity than
the other samples with an activity of 679.91 mg AA eq/g. These results support the potential use of jujube
water extracts as a functional food component and a valuable re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nutraceutical
foods, to increase the growth of Bifidobacterium spp. in the human intes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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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추(Zizyphus jujuba Miller)는 갈매나무목 갈매나무과

의 낙엽성 교목으로 높이 15 m이며, 가지에 가시가 있다.

잎은 어긋나고 긴 타원형에서 달걀꼴로 길이 2～3 cm이며,

가는 톱니가 있고 3개의 주맥이 있다. 꽃은 작고 엷은 노란색

이며, 5～6월에 잎겨드랑이에서 2～3개가 모여 핀다. 열매는

타원형이나 달걀꼴로 9～10월에 익는데 암적갈색이며 5～

30 g이고, 과육 속에 핵이 1개 있다. 대추에 관한 우리나라의

전래에는《한서지리지》의 고대 낙랑에 관한 기록에 ‘낙랑에

대추와 밤이 많이 생산된다’고 하였고,《제민요술(齊民要

術)》에도 전쟁 시 비상식량으로 ‘대추초(멧대추와 보릿가루

를 찧어 만든 음식)’와 ‘대추포(대추를 쪼개서 말린 음식)’에

관한 기록이 있어, 역사가 매우 오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

다(1,2).

대추의 성분으로는 당질과 ascorbic acid가 다량 함유되어

있고, 약용성분으로는 과실 중 각종 sterol, 30여 종의 alka-

loids, sapogenin, vitamin C·P·K, rutin 등이 보고되어 뇌출

혈과 고혈압의 예방 등 순환기 계통의 건강 유지에 그 약리

효과가 크게 기대된다(1,3).

대추는 대추 주산지의 명칭을 붙여서 충청도의 보은대추,

경기도의 경대추, 논산의 연산대추, 밀양의 고례대추, 경상

북도의 동곡대추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이중 충북지역의 특

산물인 보은 대추(Z. jujuba var. boeunesis)는 충청 남·북도

일원에서 오래전부터 재배되어 오던 품종으로, 나무의 자람

세는 직립성이고 오전 개화성이며 숙기는 9월 하순경으로

조생종에 속한다. 과실의 크기는 5 g 정도로 작은 편이고 당

도는 보통이다. 핵 속에 종자가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1).

인체의 장내에는 100조의 세균이 존재하고 분변 고형물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4). 장내미생물은 인체의 장내에서

상호공생 또는 길항 관계를 유지하면서 섭취된 음식물과 소

화관으로부터 분리되는 생체성분을 이용하고 증식 및 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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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 이러한 장내미생물 균총은 사람의 나이와 식이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으며, 이들 균총의 조성은 노화,

변비, 장 관련 질환발생 등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장내 미생물은 크게 Bifidobacterium, Lactobacillus,

Streptococcus 속과 같은 유익균과 Clostridium, Eubac-

terium, Peptostreptococcus, Desulfotomaculum, Veilonella

속과 같은 유해균으로 나눌 수 있다. 대표적인 유익균

Bifidobacterium 속은 장내에서 유기산과 항생물질을 생산

하여 외부 병원균의 성장과 유해균총의 과잉성장을 억제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반면에 대표적인 유해균 Clos-

tridium perfringens는 여러 가지 다양한 독소를 생산하여

신생아의 괴사성 장염, 담석증, 간암 및 virus 감염 등에 깊이

관여하며, Clostridium difficile는 항생제의 사용과 관련해

설사와 대장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이다(7,8).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식량기구(FAO)의 합

동전문가위원회는 probiotics를 ‘살아있는 미생물로 적당한

양을 섭취하면 건강에 유익한 세균’이라고 정의했으며(9),

앞서 설명한 Bifidobacterium, Clostridium 속을 포함하여

Lactobacillus 속, Bacillus 속, Saccharomyces 속 등이 이에

속한다(10). Prebiotics는 probiotics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

를 의미하는 것으로(9), fructooligosoccharide, galactoolig-

osaccharide, lactitol, lactulose 및 대두 oligosaccharide 등이

있다. 이 중 올리고당은 glucose나 galactose 등의 단당이

2～10개 정도 결합한 분자량 300～20,000가량의 저분자 물

질로, 신체 내의 소화효소에 의하여 분해되지 않고 대장에

도달하여 장내 유용세균의 대표적인 비피더스균에 의하여

선택적으로 이용된다(11). 최근에 많은 형태의 요구르트 및

유산균 함유 건강식품에서 유산균과 prebiotics가 혼합된 형

태의 제품이 유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조합된 제품을 syn-

biotic이라 하고 있다(12).

지금까지 대추에 관한 연구로는 대추 추출물의 항산화 작

용(13,14), 간 보호작용(15), 항암작용(16), 진정작용(17) 등

과 같은 약리작용을 하는 성분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

고, 천연물 유래 소재 중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추출물로는 쑥(18), 선인장(19), 민들레(20), 뽕잎(6) 등에 관

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미생물과 관련된 연구로는 대추 추출

물이 유산균 생육에 미치는 영향(21), 대추추출물 함량에 따

른 효모 발효특성 연구(22), 대추가 냉장 저장한 삼계탕의

산패와 미생물 증식에 미치는 영향(23), 대추 추출물이 난충

치성에 관련된 미생물 증식 억제 효과(24)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대추추출물이 장내 미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추 추출물과 장내 유익균의 생육

을 조절하여 장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probiotics로 유산균

을 조합하기 위하여 대추 추출물이 장내 유익균 중에서도

유산균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in vitro 상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증식인자로서 대추 추출물에 존재하는 당이 유산

균의 생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

출방법을 달리하여 당 함량이 다른 대추 1차 및 2차 열수,

에탄올 추출물을 각각 제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 특산물

인 보은대추를 기능성식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페놀성

화합물과 항산화성을 검색하여 기능성식품으로 상품화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사용균주

본 실험에 사용한 대추는 보은 황토 대추 연합회를 통해

구입, 마쇄하여 사용하였고, 사용균주는 한국생물자원센터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 Daejeon,

Korea)에서 분양받은 균과 Mitsuoka법(25)에 의해 분리된

균을 사용하였다. 한국생물자원센터에서 분양받은 장내 유

해균으로는 Clostridium difficile KCTC 5009, Clostridium

perfringens KCTC 3269, Eubacterium limosum KCTC

3266, Bacteroides fragilis KCTC 3688을 실험에 사용하였

고, 장내 유익균으로는 실험실에서 성인 남성의 분변을 채취

해 Mitsuoka법(25)에 의해 분리한 Bifidobacterium ado-

lescentis, Bifidobacterium bifidum KCTC 3472, Lacto-

bacillus acidophilus KCTC 3164, Streptococcus thermo-

philus KCTC 3658을 사용하였다. 전배양 및 본배양을 위한

생육배지로 장내 유해균들은 Reinforced Clostridial Medium

(RCM) broth(Difco, Detroit, MI, USA), 장내 유익균들은

Lactobacilli MRS broth(Difco)를 사용하였다. 이들 균주는

50% 글리세롤이 포함된 배지에 넣어 -85
o
C의 deep freezer

(Ultra-low temperature freezer, MDF-192, SANYO Elec-

tric Biomedical Co., Ltd., Osaka, Japan)에 보관하여 사용하

였으며, 실험에 사용하기 전 3회 이상 계대 배양하여 활성화

시킨 후 사용하였다.

에탄올 추출물 및 열수 추출물 제조

증식인자로서 대추 추출물에 존재하는 당이 유산균의 생

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초기 추출

방법을 달리하여 당 함량이 다른 대추 1차 및 2차 추출물을

제조하였다(Fig. 1).

1차 추출물: 보은대추 20 g에 20배의 99.9% 에탄올과 증

류수를 각각 가하여 교반 추출기(VS-8480, Vision Scien-

tific Co., Ltd., Seoul, Korea)로 25
o
C에서 24시간 동안 200

rpm으로 추출하여 여과지(Whatman No. 3, Bukingham-

shire, UK)로 여과한 다음, 회전진공농축기(EYELA CCA-

1110,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1차 추출

물로 사용하였다. 제조된 각각의 에탄올, 열수 추출물은 증

류수를 이용하여 50 mL로 정용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차 추출물: 대추에 존재하는 당을 제거하기 위하여 보은

대추 20 g에 3.5배의 증류수를 가하여 교반 추출기(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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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dure for the extraction
of jujube.

8480, Vision Scientific Co.)로 25
o
C에서 24시간 동안 200

rpm으로 추출하였다. 여과지(Whatman No. 3)로 여과한 다

음 용매를 제거하였으며 남은 고형분에 20배의 에탄올과 증

류수를 각각 가하여 1차 추출물 제조 방법과 동일하게 추출

하였다. 추출물을 여과한 다음 회전진공농축기(EYELA

CCA-1110)를 이용하여 용매를 제거한 후 2차 추출물로 사

용하였다. 제조된 각각의 에탄올, 열수 추출물은 증류수를

이용하여 50 mL로 정용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대추 추출물의 당 분석

TLC(thin layer chromatography): Silica gel TLC

plate(20×10 cm, Whatman) 하단에서부터 1.5 cm 위에

standard(1%의 fructose, glucose, galactose, sucrose, mal-

tose)와 대추 1차, 2차 추출물을 각각 1 μL씩 찍어 aceto-

nitrile : water(85:15-v/v) 전개용매에서 3회 전개시킨 후 발

색시약(0.5% α-naphtal, 5% H2SO4 in EtOH solution)을 이

용해 발색시켜 추출물 중의 당을 정성 분석하였다.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의 전처리는 추출물 중 단백질을 변성

시켜 침전시키기 위해 10분간 끓인 후 얼음으로 방냉,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를 하였으며 0.45 μm filter로 여과,

Sep-pak(Sep-PakⓇ Vac 3 cc C18 Cartridges, Waters,

Dublin, Ireland)을 이용하여 추출물의 색소를 제거한 후

HPLC 주입시료로 사용하였다. HPLC는 영린기기 Acme

9000(Acme 9000 HPLC, Young Lin Instrument Co., Anyang,

Korea)이며, 칼럼은 NH2P-50 4E(Asahipak NH2P-50 4E,

5 μm, 4.6×250 mm, Shodex, Tokyo, Japan)를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acetonitrile : water＝73:27(v/v%), 유속은 1 mL/

min, 검출기는 Refractive Index(RI, Acme 9000, Young Lin

Instrument Co.)를 사용하였으며 표준용액으로 검량곡선을

작성하여 추출물 중의 개별 당 함량을 정량하였다(26).

대추 추출물의 항균활성

항균활성 검색은 Agar diffusion test(27)를 응용하였다.

104~5 CFU/mL로 배양된 시험 균주들을 각각의 멸균된 RCM

(Difco), MRS(Difco) agar 배지에 2% 접종한 후 petri dish

에 pouring하여 배지를 조성하였다. Paper disc(ADVANTEC

8 mm, TOYO ROSHI Kashia Ltd., Tokyo, Japan)를 배지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시킨 다음, 대추 추출물{원하고

자 하는 추출물의 농도를 얻고 무게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질소농축 및 감압농축 후 30% DMSO에 녹임(고형분 함량

이 50 mg/mL)}을 30 μL씩 주입하여 혐기배양장치(일반 중

력 대류 배양기 혐기성 배양장치 MART Microbiology,

ANOXOMAT WS80, Lichtenvoorde, Netherlands)에 넣고

37oC에서 24～48시간 배양한 후 생육 저해 환 생성유무를

확인하였다. 추출물을 녹인 용매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조군으로 시험 균주에 대해 안정한 물질이면서 추

출물의 용질을 용해할 수 있는 30% DMSO(dimethyl sul-

foxide,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

하였다.

대추 추출물이 유익균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인체 장내 유익균의 생육곡선은 B. adolescentis, B.

bifidum, L. acidophilus, S. thermophilus 4종에 대하여 시험

하였다. 멸균된 42.5 mL의 MRS broth에 시험균액(멸균식염

수로 균 현탁액을 만들어 균 농도를 660 nm에서 optical

density 값을 0.4가 되게 한 시험균액) 2.5 mL를 접종한 후

대추 1, 2차 추출물{원하고자 하는 추출물의 농도를 얻고

무게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질소농축 및 감압농축 후 30%

DMSO에 녹임(고형분 함량이 50 mg/mL)}을 각각 5 mL씩

가하여 37oC에서 7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균의 증식 정도는

spectrophotometer(UV-1650PC, Shimadzu, Kyoto, Japan)

를 이용하여 660 nm에서 초기 24시간까지는 4시간,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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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4시간 간격(0, 4, 8, 12, 16, 20, 24, 48, 72시간)으로 3일간

O.D.값을 측정하면서 관찰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추출물 대

신 추출물을 녹인 5 mL의 30% DMSO를 가하여 동일하게

측정하였다.

대추 추출물의 기능성 분석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Dewanto 등(28)

의 방법에 따라 Folin-Ciocalteu reagent가 추출물의 폴리페

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하

는 것을 원리로 분석하였다. 대추 추출물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한 다음 50%

Folin-Ciocalteu reagent 100 μL를 가한 후 30분 반응시켜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750 nm에서 측정하였다. 한 분자 내

에 2개 이상의 phenolic hydroxyl(OH)기를 가지며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폴리페놀계 물질인 gallic acid

(Sigma Chemical Co.)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

성하였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100 g 중의 mg gallic

acid로 나타내었다.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험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

였다(p=0.05).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ewanto

등(28)과 Choi 등(29)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대추

추출물 250 μL에 증류수 1 mL와 5% NaNO2 75 μL를 가하여

5분 반응 후 10% AlCl3․6H2O 150 μL를 가하여 6분 방치한

다음 1 N NaOH 500 μL를 가해 11분 반응시킨 후 반응액의

흡광도 값을 51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cat-

echin hydrate(Sigma Cemical Co.)를 사용하였고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험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p=0.05).

DPPH(α,α-diphenyl-β-picrylhydrazyl)에 의한 전자

공여능 측정: 대추 1, 2차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Blois의 방법(30)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2×10-4 M DPPH
(0.2 mM DPPH)(Sigma chemical Co.) 용액(0.00788 g을

99.9% ethanol 100 mL에 용해) 0.8 mL에 대추 추출물 0.2

m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방치 후, 520 nm에서 흡광

도의 감소치를 측정하였다. 흡광도를 측정할 때 셀에 분주되

는 각 시료에 의한 흡광도의 차이는 ethanol만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보정하였으며 이때 전자공여능은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EDA (%)＝
B－A ×100
B

A: 추출물을 넣었을 때의 흡광도 값

B: 추출물 대신 동량의 에탄올을 첨가했을 때의 흡광도 값

또한 추출물의 농도를 3구간으로 구배하여 흡광도를 측정

한 후 추출물의 EDA(%) 값을 50% 감소시키는 IC50(in-

hibition concentration)을 구하여 각 추출물의 수율에 대한

농도로 표현하였으며, 이를 2회 반복 실험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p=0.05).

ABTS
+
decolorization assay에 의한 총 항산화력: 대

추 1, 2차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Dewanto 등(28)의 ABTS+

decolorization assay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2,2'-

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Sigma Chemical Co.) 7.4 mM과 potassium persulphate 2.6

mM을 1:1로 혼합한 후 하루 동안 암소에서 방치하여

ABTS
+
을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5 nm에서 O.D.값이 1.4

～1.5가 되도록 몰 흡광계수(ɛ＝3.6×104 M-1cm-1)를 이용하

여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용액 1 mL에 추출

액 50 μL를 가하여 정확히 60분 후에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

였으며, 표준물질로서 L-ascorbic acid를 동량 첨가하였다.

총 항산화력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으며, 2회 반복 실험

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

정하였다(p=0.05).

AEAC (mg AA eq)＝
ΔA ×Caa×V× 100

ΔAaa W

ΔA: 추출물을 넣었을 때의 O.D.의 변화

ΔAaa: AA std. soln.이 추출물 대신 동량 들어갔을 때의

O.D. 변화

Caa: AA std. soln.의 농도 (mg/mL)

V: 추출물의 정용부피 (mL)

W: sample homogenate의 weight (g)

결과 및 고찰

TLC를 이용한 대추 추출물의 당 분석

Standard는 Sigma사의 표준품 fructose, glucose, ga-

lactose, sucrose, maltose를 mix하여 1%로 제조하였고, 농

도가 0.4 g/mL인 대추 1차 및 2차 에탄올․열수 추출물을

각각 5배, 10배 희석하여 1 μL씩 spotting 한 결과, 대추 추출

물의 당 조성은 fructose, glucose, sucrose인 것을 알 수 있

었다.

Seok(31)은 중국산 흑대추의 경우 전체 유리당의 60%가

sucrose, 40%는 glucose와 fructose, 적대추의 경우 sucrose

20%, glucose와 fructose는 80%라고 하였고, Tomada 등

(32)은 일본산 대추의 경우는 glucose와 fructose만 존재한

다고 보고하였다. Baek 등(33)은 한국산 대추에는 glucose

와 fructose만 존재하고 Yook(34)은 보은대추에는 glucose,

fructose, galactose, sucrose가 존재한다고 하였지만 본 실

험에서는 Yook(34)의 보고와는 달리 galactose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1차 추출물에 비해 2차 추출물 spot의 발색정도가

감소한 것을 통해 추출방법에 따라 장내 유익균의 증식인자

로서 대추 추출물에 존재하는 당 함량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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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LC of sugar in jujube extracts.
Solvent; acetonitrile : water (85:15-v/v), F:
fructose, G: glucose, Gal: galactose, S: su-
crose, M: maltose.

Table 1. Sugar contents in jujube extracts

Sample
Sugar

1)
(mg/g) Reduction rate

2)
(%)

Fructose Glucose Sucrose Fructose Glucose Sucrose

Frist extract
Water
EtOH

197.12±9.61a
124.71±20.39b

254.75±13.25a
145.13±16.18b

52.77±8.63b
116.05±27.06a

－
－

－
－

－
－

Second extract
Water
EtOH

61.72±31.41c
46.45±21.45c

65.37±24.85c
55.16±28.66c

6.05±0.42c
19.27±8.78c

62.76
68.69

61.99
74.34

83.40
88.54

1)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experimen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thers at p<0.05.
2)
Reduction rate (%)＝(contents of first extracts－contents of second extracts/contents of first extracts)×100.

y = 974.4x - 85.882
R2 = 0.9993

y = 661.41x - 20.951
R2 = 0.999

y = 892.9x - 39.829
R2 = 0.9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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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libration curve of sugar standards.

HPLC를 이용한 대추 추출물의 당 분석

TLC 분석을 통해 대추 추출물에는 대표적인 유리당

fructose, glucose, galactose, sucrose, maltose 중 fructose,

glucose, sucrose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

로 대추 추출물의 주요 개별 당인 fructose, glucose, sucrose

의 표준 용액 검량선을 분석하였다(Fig. 3). 각 개별 당별로

검량선 분석 결과, sucrose 검량선의 R값이 0.9997, fructose

검량선의 R값이 0.9993, glucose 검량선의 R값이 0.999로 직

선성을 보여주었다. 대추 추출물의 개별 당 함량을 3반복

실험하여 분석한 결과, fructose, glucose, sucrose가 각각 1

차 에탄올 추출물에서 124.71 mg/g, 145.13 mg/g, 116.05

mg/g, 1차 열수 추출물에서는 197.12 mg/g, 254.75 mg/g,

52.77 mg/g의 함량을 보였다. 2차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fructose, glucose, sucrose가 46.45 mg/g, 55.16 mg/g, 19.27

mg/g, 2차 열수 추출물에서는 61.72 mg/g, 65.37 mg/g, 6.05

mg/g로 1차 추출물에 비해 에탄올 추출물에서 fructose,

glucose, sucrose가 63%, 62%, 83% 감소하였으며, 열수 추

출물에서는 69%, 74%, 89% 감소하였다(Table 1). 이는 당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물로 추출하였을 경우 검출되는 당의 함

량이 에탄올 추출물보다 더 높게 나온다는 Ann 등(35)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하지만, Ann 등(35)은 씨를 제거한 무수

건조 대추의 당 함량 경우, sucrose 25%, fructose 21.2%,

glucose 20.7%로 본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

과의 차이는 품종, 추출 방법에 따라 당 함량의 차이가 많을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Kwon 등(26)은 감초 추출물 시료의 개별 당 분석

결과 각 개별 당 함량이 sucrose 11.69%, fructose 1.98%,

glucose 1.32%, maltose 1.06%로 보고하였고 Morton(36)은

건조 대추 중 수용성 추출액의 당질 조성 분석 결과에서 대

추는 주로 fructose, glucose, oligosaccharide로 조성되어

83.4～76.4%를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대추 추출물의 항균활성

대추 1, 2차 추출물을 각각 50 mg/mL의 농도로 하여 agar

diffusion test로 항균활성을 검색한 결과, 장내유해균인 Cl.

difficile, Cl. perfringens, Eu. limosum, B. fragilis와 장내유

익균인 B. bifidum, B. adolescentis, L. acidophilus, S.

thermophilus에서 모두 억제환이 생성되지 않아 항균 활성

을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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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1st jujube extracts on the growth of L. acidophilus KCTC 3164, S. thermophilus KCTC 3658, B. bifidum
KCTC 3472 and B. adolescentis.

장내 유익균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Agar diffusion test를 통한 항균효과에서 장내유해균들

에 대해 항균활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추출물 중에 존재

하는 당이 장내 유익균의 생육에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

하여 증진 효과를 분석하였다.

대추 1차 추출물에서 L. acidophilus, S. thermophilus, B.

adolescentis, B. bifidum 모두 대추 추출물 대신 추출물을

녹인 30% DMSO를 첨가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의 균주들은 대조군과 대수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비슷하였고 대조군보다 낮거나 비슷한 흡광도 값을

나타내어 생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열수 추출물에서 B. bifidum, B. adolescentis가

다른 시험균주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대조군에 비하여 대수

기에 도달했을 때의 흡광도 값이 크게 나타나 생육이 증진되

는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4).

2차 추출물에서 열수 추출물은 대조군, 에탄올 추출물과

비교하였을 때 탁도가 높아 초기 흡광도 값이 컸지만, L.

acidophilus, S. thermophilus, B. adolescentis, B. bifidum

모두 대수기에 도달하였을 때 흡광도 값이 대조군, 에탄올

추출물, 열수 추출물 모두 비슷한 값을 나타내어 대추 2차 추출

물은 장내 유익균의 생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추 1차 추출물에서 B. bifidum, B. adolescentis가 2차

추출물에 비하여 높은 흡광도를 나타내어 생육이 증진된 결

과를 통해 fructose, glucose, sucrose 등과 같은 유리당의

함량이 높을수록 유산균에 의한 발효가 촉진된다고 보고한

Oh 등(3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대추 추출물에 존재하는 당이 prebiotics로 작용하여 증진효

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Jung과 Noh(21)는 70% ethanol로 추출한 대추 추출

물을 첨가한 배지에 3종의 유산균 L. acidophilus, S. ther-

mophilus, B. longum을 각각 접종해 O.D.값을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유산균의 성장을 촉진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어 추출용매, 추출방법에 따라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대추의 추출방법에 따른 유익균의 생육 증진 성분으로 당

이외에 기능성 성분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총 폴리페

놀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알아본 결과가 Table 2와

같다. 대추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표준물

질로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은 (+)-catechin hydrate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검량선

을 작성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1차 열수 추출물에서 11.63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1차 에탄올 추출물 10.41

mg/g, 2차 열수 추출물 4.37 mg/g, 2차 에탄올 추출물 3.77

mg/g의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내었다. Min과 Lee(38)는 제

천산 약용식물 추출물의 항산화 특성 실험에서 독활 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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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centration of total polyphenol compound and
flavonoid compound in jujube extracts

Sample
Total polyphenol
compound

1)
(mg/g)

Total flavonoid
compound

2)
(μg/g)

First
extracts

Water
EtOH

11.63±0.78a3)
10.41±1.32a

247.45±0.46a
76.39±19.85b

Second
extracts

Water
EtOH

4.37±1.52b
3.77±0.96b

83.90±9.23b
45.70±30.01b

1)
Milligrams of total polyphenol content/g of plants based on
gallic acid as standard.
2)
Milligrams of total flavonoid content/g of plants based on
(+)-catechin hydrate as standard.
3)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experi-
men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thers at p<0.05.

Table 3. EDAs and IC50 of jujube extracts

Sample
Electron donating ability (%) IC50

(mg/mL)0.05 mg/mL 0.01 mg/mL

First
extracts

Water
EtOH

85.60±5.82a1)
48.66±1.89b

24.68±0.35a
11.18±0.34b

0.024±0.002b
0.051±0.002b

Second
extracts

Water
EtOH

37.43±3.19d
12.36±1.53c

8.05±0.01d
4.19±0.66c

0.068±0.006b
0.243±0.060a

Ascorbic acid 95.92 19.74 0.022±0.005
1)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duplicate experi-
men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thers at p<0.05.

Table 4. AEAC of jujube extracts

Sample AEAC (mg AA eq/g)

First extracts
Water
EtOH

679.91±33.35a1)
343.18±1.14b

Second extracts
Water
EtOH

327.30±31.70b
176.65±15.22c

1)
Values are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duplicate experi-
men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others at p<0.05.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이 37.92 mg/g, 오가피 열수 추출물

29.23 mg/g, 독활 에탄올 추출물 29.23 mg/g, 오가피 에탄올

추출물 22.86 mg/g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에탄올 추출

물보다 열수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이 더 많게 나타난 본

실험과 일치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Ju 등(39)은 추출방법

에 따른 대나무 추출물의 폴리페놀 실험에서 물 추출액이

에탄올 추출액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많다고 보고하였다.

대추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폴리페놀 함량과

마찬가지로 1차 열수 추출물에서 247.45 μ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1차 에탄올 추출물 76.39 μg/g, 2차 열

수 추출물 83.90 μg/g, 2차 에탄올 추출물 45.70 μg/g의 플라

보노이드 함량을 나타내어, 20여종의 약용식물 물 추출물의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Kim 등(40)의 연

구에서와 마찬가지로 폴리페놀 함량이 플라보노이드 함량

보다 많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는 폴리페놀과 페놀 화합물

중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장 큰 그룹의 하나인 플라보

노이드를 다른 추출물에 비해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는 대추

1차 열수 추출물은 B. bifidum과 B. adolescentis의 생육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항산화 활성 및 생리기능이 우수할 것

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항산화 특성에 관여하는 성분에는 폴

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이외에도 많은 유효성분이 관여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실험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DPPH 및 ABTS free radical 소거활성

대추 추출물의 radical 소거활성 결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DPPH와 ABTS를 이용한 두 가지의 측정법을 사용하

여 대추 1, 2차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검색하였다.

대조구로 천연항산화제인 ascorbic acid(95.92%, 0.05

mg/mL)를 사용하여 DPPH free radical 소거능에 의한 항산

화 활성을 검색한 결과(Table 3), 대추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

수록 우수한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으며, 대추 1차 열수 추

출물의 경우 다른 추출물에 비해 가장 높은 85.60%의 전자

공여능을 보여 천연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에 견줄 수 있

는 기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0.05 mg/mL 농도에서 대추

1차 에탄올 추출물은 48.66%, 대추 2차 열수 추출물은 37.43

%, 대추 2차 에탄올 추출물은 12.36%의 전자공여능을 보여

주었다. 또한 IC50 값의 경우도 대추 1차 열수 추출물이 0.03

mg/mL, 1차 에탄올 추출물 0.05 mg/mL, 2차 열수 추출물

0.07 mg/mL, 2차 에탄올 추출물이 0.24 mg/mL로 대추 1차

열수 추출물이 다른 추출물에 비해 가장 좋은 항산화 활성을

보여주었다. 본 실험의 결과를 통해 대추 1차 열수 추출물은

한약재 추출물의 폴리페놀 화합물과 항산화 활성을 연구한

Park(41)의 연구와 비교해 보았을 때 국화 물 추출물의 전자

공여능이 63.0%, 당귀 49.6%, 작약 49.6%를 보인 결과보다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준물질로 수용성인 ascorbic acid를 사용하여 항산화력

을 AEAC값으로 산출한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대추

1차 열수 추출물이 679.91 mg AA eq/g로 가장 높은 항산화

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1차 에탄올 추출물은 343.18 mg AA

eq/g, 2차 열수 추출물은 327.30 mg AA eq/g, 2차 에탄올

추출물은 176.65 mg AA eq/g의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었다.

ABTS radical 소거활성이 DPPH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ABTS 방법이 DPPH 방법보다 수소공여항산화제

(hydrogen-donating antioxidant)와 연쇄절단형 항산화제

(chain-breaking antioxidant) 모두를 측정할 수 있고, 수용

상(aqueous phase)과 유기상(organic phase) 모두에 적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ABTS radical 소거활성이 더

sensitive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는 Re 등(42)의 연구

와 일치하였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대추 추출물과 장내 유익균의 생육을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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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장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probiotics로서 유산균을

조합하기 위하여 대추 추출물이 장내 유익균 중에서도 유산

균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in vitro 상에서 알아보고자 하였

다. 또한 증식인자로서 대추 추출물에 존재하는 당이 유산균

의 생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출

방법을 달리하여 당 함량이 다른 대추 1차 및 2차 열수, 에탄

올 추출물을 각각 제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역 특산물인

보은대추를 기능성식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페놀성 화

합물과 항산화성을 검색하여 기능성식품으로 상품화하기

위한 기본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TLC와 HPLC 분석을

통해 장내 유익균의 증식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대추 추출물

의 당 조성은 fructose, glucose, sucrose인 것을 확인하였고,

1차 추출물에 비하여 2차 열수 추출물은 fructose, glucose,

sucrose가 각각 69, 74, 89% 감소하였으며 2차 에탄올 추출

물은 63, 62, 83%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체 장내세

균에 대하여 대추 추출물을 50 mg/mL 농도로 하여 생육증

진 효과를 분석한 결과, 대추 1차 열수 추출물에서 B. bifidum

과 B. adolescentis가 다른 시험균주들에 비하여 대조군과

대수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비슷하였지만, 대조군보다 높은

흡광도 값을 나타내어 생육을 증진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대추 추출물에 존재하는 당이 prebiotics로 작용하여

Bifidobacterium 속의 생육을 증진시킨 것으로 사료되며 인

체 장내 균총 조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시켜 장내 기능

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당이 아닌 다른 기능성

성분에 의해 생육이 증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능성 물

질인 페놀류의 함량과 항산화성을 분석하였다. 총 폴리페놀

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대추 1차 열수 추출

물에서 각각 11.63 mg/g, 247.45 μg/g으로 다른 추출물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여 주었다. DPPH에 의한 라디칼 소거능

을 살펴본 결과, 대추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우수한 전

자공여능을 나타내었으며 대추 1차 열수 추출물의 경우 다

른 추출물에 비해 가장 높은 85.60%의 전자공여능을 보여

천연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에 견줄 수 있는 기능성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ABTS free 라디칼 소거활성을 통해서도

대추 1차 열수 추출물은 679.91 mg AA eq/g의 항산화력을

지니고 있어 다른 추출물에 비해 가장 좋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추 1차 열수 추출물에는 당뿐만 아니

라 항산화능,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높아 B.

bifidum과 B. adolescentis의 생육이 증진된 것으로 사료되

며, 기능성 식품소재로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대추

추출물에 Bifidobacterium 속을 이용하여 유산발효를 진행

함으로써 기능성 발효 음료 개발 및 이유식과 같은 다양한

식품 개발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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