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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ntimicrobial activities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Korean mistletoe 
extract and its solvent fractions (e.g. n-hexane, ethyl ether, ethyl acetate, butanol). Ethyl ether fraction against Bacillus 
cereus showed stronger activities than benzoic acid (2.5 mg/mL). The MIC of korean mistletoe extract and slovent 
fractions were in the range of 6.25-25 mg/mL. The MIC (6.25 mg/mL) of ethyl acetate fraction onto Staphylocossus  
aureus was the lowest among them. Ethyl ether fraction which showed the strongest antioxidant activities by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and FRAP (ferric ion reducing antioxidant power) methods had the highest total 
phenolic contents. It is suggested that Korean mistletoe could be utilized as natural preservative material through 
the study of the active compounds from ethyl ether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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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국제교역과 해외여행의 급속한 증가로 국가와 민족 사이

의 식생활이 다양하게 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각종

대장균을 비롯하여 Salmonella, Vibrio, Listeria 속 등의 식중

독세균이 광범위하게 오염 및 분포하면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식품부패미생물이나 병원성미생물의 발육

을 억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합성보존료 중 일부는 지속적으

로 사용될 경우, 체내에 축적되어 돌연변이나 기형 유발

등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고 있어 그 위험성이 우려되고

있다(1). 따라서 위생적인 식품의 보존과 유통을 위해 안정

성이 확인된 천연 보존제의 개발과 이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향신료와 한약재와 같은

천연물을 대상으로 식중독 세균을 비롯하여 병원성 세균에

대한 항균활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4). 한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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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살이 (Korean Viscum album var. coloratum)는 겨우살이

과 (Loranthaceae)에 속하며 참나무, 팽나무, 물오리나무,

밤나무 및 자작나무 등에 기생하는 늘푸른떨기나무이다.

또한 한국산 겨우살이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질, 알카로

이드 등의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있으며 특히 당단백

성분인 lectin을 함유하고 있어서 강한 항암활성 및 면역증

강활성을 나타내고 있으며(5), 잎과 줄기 이외에도 열매

추출물에서 마우스의 대식세포에 대한 면역활성화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6). 겨우살이의 생리활성 성분은 lectin 이외

에도 viscotexin (7), flavonoid (8)등이 알려져 있으나, 한국

산 겨우살이에 대하여는 alkaloid 성분(9)에 대한 연구가

있을 따름이다. 식품으로서 겨우살이의 활용에 관하여는

추출물의 항돌연변이 효과(10), 추출 용매에 따른 생리활성

효과(11) 및 마이크로웨이브 추출 특성에 관한 연구(12)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겨우살이의 메탄올 추출물 및 용

매분획물에 대하여 주요 식중독세균의 증식 억제 효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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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 효과를 조사하여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을 증진하

고 나아가 천연보존료 개발 관련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실험에 사용한 겨우살이는 2008년도에 지리산 일대에서

채취하여 실온에서 건조하여 냉암소에 보관하면서 사용하

였다. Benzoic acid, 1,1-diphenyl-2- picrylhydrazyl (DPPH),

Folin-Ciocalteau's phenol reagent, gallic acid,

2,4,6-Tris(2-pyridyl)-1,3,5-triazine (TPTZ), trolox는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고, 추출

용매로 사용한 butanol, ethyl acetate, ethyl ether, n-hexane,

methanol, dimethylsulfoxide (DMSO)는 분석용 일급 시약

(Merck Co, Darmstadt, Germany)을 사용하였다.

추출 및 분획

분쇄한 겨우살이(40-60 mesh) 30 g에 10배 량의 methanol

을 첨가하여 30℃에서 24시간 동안 2회 반복 추출하여 여과

하고,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1000, Tokyo,

Japan)로 감압 농축하여 조추출물(10.8 g)을 얻었다. 조추출

물 일부(5.40 g)를 10% methanol 용액에 현탁하여 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용매분획하고 감압 농축하여 n-hexane

(1.23 g, 22.7%), ethyl ether (0.25 g, 4.4%), ethyl acetate

(0.31 g, 5.6%), butanol (1.30 g, 24.6%) 및 water 분획 (2.31

g, 42.7%) 시료를 얻었다(13).

사용균주

항균성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그램 양성균인 Bacillus

cereus, Bacillus subtilis, Listeria monocytogenes, Staphylococcus

aureus 4종, 그램 음성균인 Escherichia coli O157,

Salmonella typhimurium 2종을 사용하였다 (Table 1). 각 균

주의 생육과 보존을 위해 brain heart infusion, nutrient broth,

Table 1. List of microorganisms used for antimicrobial activity test

Microorganisms Strains

Gram (+)
bacteria

Bacillus cereus ATCC
1)

14579

Bacillus subtilis KCTC
2)

1021

Listeria monocytogenes ATCC 19111

Staphylococcus aureus ATCC 6538

Gram (-)
bacteria

Escherichia coli O157 ATCC 43894

Salmonella typhimurium KCCM
3)

40253

1)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2)
KCTC: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

3)
KCCM: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

tryptic soy broth에 agar (Difco, USA)를 첨가한 배지를 사용

하여 B. cereus, B. subtilis는 30℃, E. coli O157, L.

monocytogenes, S. typhimurium, S. aureus를 37℃에서 18∼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항균활성의 측정

항균활성의 측정은 paper disc를 이용한 agar diffusion

method(3,14)를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해서 각 broth에 균주

를 접종하여 Bacillus 2종은 30℃, 나머지 균주들은 37℃

incubator에서 배양하여 활성화 시킨 균을 UV/Vis-

spectrophotometer (UV/Vis 1601 PC, Shimadzu Co., Kyoto,

Japan)를 이용하여 660 nm에서 흡광도를 0.4로 조절한 후

각 평판배지에 200 µL씩 접종 도말하였다. 멸균된 paper

disc (Toyo Roshi 27, 8 mm)를 평판배지 표면에 밀착시키고

시료를 50 µL 만큼 흡수시켜 건조한 후, 30℃와 37℃

incubator에서 12∼24시간 배양하여 캘리퍼스 (Dial calipers,

Alltrade, US)를 이용하여 paper disc 주위의 inhibition zone

의 직경(mm)을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는 benzoic acid를

사용하였다. 최소저해농도 (minimum inhibitory concentration,

MIC) 측정은 96-well plate를 이용한 액체배지희석법으로

측정하였다. 준비한 plate에 각각의 broth와 일정한 농도의

시료를 각각 0.5 mL 넣고 각 2 배씩 순차적으로 희석한

다음 660 nm에서 흡광도가 0.4가 되도록 조절한 균주를

50 µL씩 접종하였다. Bacillus 2종은 30℃, 나머지 균주들은

37℃ incubator에서 18∼24시간 배양한 후 탁도를 나타내지

않는 농도를 MIC로 하였다.

총페놀화합물 (Total phenolic content)의 측정

Folin-Ciocalteu reagent 시약을 이용하여 시료 중의 총페

놀화합물 함량을 분석하였다(15). 시료 100 µL에 2 N

Folin-Ciocalteau’s phenol reagent 50 µL와 20% Na2CO3 300

µL를 가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한 후 증류수 1 mL을

넣고 10,000 rpm으로 원심분리하고 그 상등액을 725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를 사용하

여 얻은 표준곡선의 회귀식에서 시료 중의 총페놀화합물의

함량을 환산하였다.

DPPH ( 1 , 1 - d i p h e n y l - 2 - p i c r y l - h y d r a z y l ) r a d i c a l

소거 활성 측정

겨우살이 추출물과 분획물의 항산화 효과는 DPPH

radical 소거 활성으로 측정하였다(16). 시료 100 µL와

DPPH 용액 900 µL를혼합하고, 암실에서 30 분 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RAP (Ferric ion reducing antioxidant power)

활성 측정

FRAP 활성은 시료 중의 항산화 물질에 의해 Fe

(Ⅲ)-TPTZ가 Fe(Ⅱ)-TPTZ 혼합물로 환원되는 원리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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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zie등(17)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반응용액 (cocktail

solution)을 acetate buffer (pH 3.6, 23 mM), 10 mM TPTZ

(2,4,6-tripyridyls-triazine) 및 20 mM FeCl3·6H2O를 10 : 1

: 1의 비율로섞어 37℃를 유지하면서, 시료 25 µL와 cocktail

solution 175 µL를 혼합하여 암실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환원력은 표준물질로

사용한 trolox 농도에 상당하는 TE (trolox equivalent) µM로

환산하였다.

통계처리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수행하였으며 측정한 결과를 평균

치±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또한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8.0, 2004)를 이용하여 Duncan의 다중검정

법으로 유의차를 검정하였다(p<0.05).

결과 및 고찰

겨우살이 분획물의 식중독세균 증식 억제 활성

겨우살이 추출물 및 용매분획물의 항균활성을 B. cereus,

B. subtilis, E. coli, L. monocytogenes, S. typhimurium, S.

aureus 의 6 종의 식중독세균에 대하여 paper disc diffusion

method를 이용하여 항균활성을 측정하고 간장, 청량음료

등의 식품보존제로 사용되는 benzoic acid와 비교하였다.

Table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겨우살이 methanol 추출물은

n-hexane, butanol, water 분획물과 같이 15 mg/disc 농도에서

는 공시 균주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ethyl ether 분획물과 ethyl acetate 분획물은 항균작용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ethyl ether 분획물이

억제 효과가 우수하였다. 겨우살이 ethyl ether 분획물은

B. cereus에 대해 inhibition zone이 1.8±0.2 mm로서 공시

균주 중에서 가장 우수한 항균력을 보였고, E. coli를 제외하

고 나머지 균주에서도 1.3∼1.4 mm의 저해환을 나타내어서

Table 2. Antimicrobial activites of the solvent fractions from Korean mistletoes by agar diffusion method

microorganisms
Inhibition zone (mm)

1)

1
2)

2 3 4 5 6 B

Bacillus cereus - - 1.8±0.2
a,3)

1.3±0.2
a

- - 1.5±0.2
a

Bacillus subtilis - - 1.3±0.1b 1.0±0.1b - - 1.4±0.2ab

Escherichia coli O157 - - 0.9±0.2c - - - 1.3±0.1b

Listeria monocytogenes - - 1.3±0.2b 0.9±0.1b - - 1.3±0.1b

Salmonella typhimurium - - 1.4±0.1
b

1.3±0.2
a

- - 1.6±0.3
a

Staphylococcus aureus - - 1.3±0.1
b

- - - 1.2±0.1
b

1)The concentration of sample and benzoic acid were 15, 2.5 mg/disc, respectively
2)1; methanol extracts, 2; n-hexane fraction, 3; ethyl ether fraction, 4; ethyl acetate fraction, 5; butanol fraction, 6; water fraction, B; benzoic acid.
3)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a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대조구로 사용된 benzoic acid (2.5 mg/mL)보다 높거나 비슷

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Ethyl acetate 분획물은 E. coli와

S. aureus에 대하여는 항균활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외의 균주에 대하여서는 ethyl ether 분획물보다 낮은 항균

효과를 보였다. 또한 Paper disc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B.

cereus, B. subtilis, L. monocytogenes, S. typhimurium 의 생육

억제 환을 Fig. 1 에 나타내었다. Ethyl ether 분획이 다른

분획에 비하여 B. cereus, B. subtilis, L. monocytogenes의

생육 억제 환의 크기가 확연하게 크고 S. typhimurium에

대하여는 ethyl acetate 획분과 비슷하였다. 그리고 이들 식

중독세균에 대한 겨우살이 추출 및 분획물의 최소저해농도

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겨우살이 methanol

추출물 및 헥산분획물의 최소저해농도는 실험에 사용한

〔A〕B. cereus 〔B〕B. subtilis

〔C〕L. monocytogenes 〔D〕S. typhimurium
Fig. 1. The food poisoning bacterial growth inhibition zones by
the solvent fractions from Korean mistletoes.

1; n-hexane, 2; ethyl ether, 3; ethyl acetate, 4; butanol, 5;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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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C of the solvent fractions from Korean mistletoe on food poisoning bacteria

microorganisms
Concentration (mg/mL) MIC

(mg/mL)
microorganisms

Concentration (mg/mL) MIC
(mg/mL)3.125 6.25 12.5 25 50 3.125 6.25 12.5 25 50

B. cereus

11) ++2) ++ ++ ++ - 50

L. monocytogenes

1 ++ ++ ++ ++ - 50

2 ++ ++ ++ ++ ++ >50 2 ++ ++ ++ ++ - 50

3 ++ + - - - 12.5 3 ++ ++ - - - 12.5

4 ++ + - - - 12.5 4 ++ ++ + - - 25

5 ++ ++ - - - 12.5 5 ++ ++ + - - 25

6 ++ ++ - - - 12.5 6 ++ ++ ++ - - 25

B. subtilis

1 ++ ++ ++ ++ - 50

S. typhimurium

1 ++ ++ ++ ++ - 50

2 ++ ++ ++ ++ ++ >50 2 ++ ++ ++ ++ + >50

3 ++ ++ ++ + - 50 3 ++ ++ ++ - - 25

4 + - - - - 6.25 4 ++ + - - - 12.5

5 ++ ++ - - - 12.5 5 ++ + - - 12.5

6 ++ ++ - - - 12.5 6 + + - - - 12.5

E. coli

1 ++ ++ ++ ++ - 50

S. aureus

1 ++ ++ ++ ++ - 50

2 ++ ++ ++ ++ + >50 2 ++ ++ ++ ++ + >50

3 ++ ++ - - - 12.5 3 + - - - - 6.25

4 ++ ++ ++ - - 25 4 ++ ++ ++ - - 25

5 ++ ++ + - - 25 5 ++ ++ ++ - - 25

6 ++ ++ - - - 12.5 6 ++ ++ + - - 25
1)1; methanol extract, 2; n-hexane fraction, 3; ethyl ether fraction, 4; ethyl acetate fraction, 5; butanol fraction, 6; water fraction
2)++; more growth, +; less growth, -; no growth.

모든 식중독 세균에 대하여 50 mg/mL으로 낮은 억제 효과

를 보였다. 그러나 용매분획물 중 ethyl ether, ethyl acetate분

획물은모든균주에 대하여 최소저해농도가 보다낮은 6.25

∼25 mg/mL로 나타났다. Ethyl ether 분획물은 L.

monocytogenes, E. coli, S. aureus에 대하여 낮은 MIC 값을

나타내었으며 B. subtilis, S. typhimurium에 대하여는 ethyl

acetate 분획물이 보다 낮은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ethyl ether 분획물은 S. aureus에 대한 MIC가 6.25 mg/mL로

200 mg/mL의 sodium benzoate 첨가로 S. aureus 증식이 억

제되었다는 보고(18)와 비교하면 상당히 우수한 항균효과

를 가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sodium propionate는

1.5∼11 mg/mL(19), sorbic acid는 3.0 mg/mL (20)에서 미생

물 증식 억제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로 미루어 보면 겨우살이

의 ethyl ether 분획물은 실험에 사용한 그램(+) 및 그램(-)

식중독 균에 대하여 폭넓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으므로

천연 보존제로서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박

등(3)도 환삼덩굴의 용매획분에 대한 항균성을 조사한결과

비교적 지용성이 강한 클로로포름과 아세테이트 분획에서

활성이 강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겨우살이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

항산화 실험에 주로 사용되는 DPPH는 안정한 radical로

서 이들이전자를공여할수 있는 다른 항산화 물질과 반응

하게 되면 본래의 자색에서 무색으로 변하게 된다(16). 겨우

살이 추출물 및 분획물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조사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겨우살이의 ethyl ether 분획물

이 84% 정도로 가장높은 DPPH radical 소거능력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ethyl acetate와 butanol 분획물이 비슷하게 51%

정도의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표준물질로 사용한

gallic acid (100 µM)

Fig. 2. DPPH radical scarvenging activities of the solvent fractions
from Korean mistletoes.

Gallic acid; 100 µM, extracts; 1.0 mg/mL, fractions; 2.0 mg/mL.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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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 2 배 이상의 높은 수준이었다.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이용하는 FRAP 방법으로 겨우살이 추출 및 분획물의 항산

화 활성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겨우살이의 물

분획물과 n-hexane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이 아주낮게 나타

난것에 비하여, ethyl ether 및 ethyl acetate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은 표준물질인 trolox 기준 활성으로 비교할 때 거의

10 배 이상높게 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앞부분에서 서술

한 DPPH radical 소거 활성의 경향과 거의 유사하였다. 따라

서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표준물질과 비교하여 식중독세균

에 대한 증식억제 활성과 항산화성이 확인된 겨우살이의

ethyl ether 및 ethyl acetate 분획물은 가공 식품의 품질 수명

을 연장할수 있는 첨가물 및 식품 보존제로서 활용이 가능

한 소재로서 향후 더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FRAP activities of methanol extracts and solvent
fractions from Korean mistletoes

TE (µM)

Methanol extract 99.535 ± 0.65
c,1)

n-Hexane fraction 22.870 ± 0.668
d

Ethyl ether fraction 261.698 ± 4.075
a

Ethyl acetate fraction 180.648 ± 1.697
b

Butanol fraction 98.302 ± 2.501
c

Water fraction 17.562 ± 0.283
d

The test concentration were 0.5 mg/mL.
1)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겨우살이 분획물의 총페놀화합물의 함량

식물 중의 페놀성 화합물은 산소라디칼을 포촉하거나

산화 반응의촉매 작용을 하는 Cu와 같은금속이온을 환원

하는능력을 가지므로 생체 내에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거

나, 또한 단백질 등의 거대 분자와결합하여 미생물 세포의

성장저해를 유발하거나 효소 활성을 저해하여 항균효과

등의 생리활성을 나타낸다(21, 22). 본 연구에서 겨우살이

추출 및 분획물에 대한 총페놀화합물의 함량을 조사한결과

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겨우살이의 총페놀화합물의 함량

은 ethyl ether 획분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ethyl

acetate, n-hexane, butanol 및 methanol 조추출물과 물 획분

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Clark 등(23)은 식물체 중의 페놀

성 물질이 항균작용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암대극

추출물에서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높을수록 항산화 및

항균활성이높게 나타났다(24)는 보고가 있다. 따라서 ethyl

ether 획분이 식중독 세균에 대한 증식 억제 활성과 항산화

활성이높게 나타난것은 획분 중에풍부한 총페놀화합물이

활성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한국산 겨우

살이의 ethyl acetate 가용성 분획으로부터 항산화 활성이

있는 homo-flavoyadorinin-B가 분리된 보고(25)는 있으나,

ethyl ether 획분 중의 활성 물질에 관하여는 보고된 바가

없으므로 항균 및 항산화 활성이 높은 페놀성 화합물의

분리가 후속 연구로서 기대된다.

Table 5. Total phenolic contents of methanol extracts and each
solvent fractions from Korean mistletoes

Contents (mg%)

Methanol extracts 8.64 ± 0.04
e,1)

n-Hexane fraction 16.8 ± 0.32
c

Ethyl ether fraction 28.17 ± 0.27a

Ethyl acetate fraction 19.70 ± 0.44b

Butanol fraction 12.54 ± 0.49d

Water fraction 2.57 ± 0.15f

The concentration of sample was 2.0 mg/mL.
1)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s with the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요 약

국내산 겨우살이를 천연소재 및 천연 보존료로서 활용가

능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겨우살이의 methanol 조추출물과

n-hexane, ethyl ether, ethyl acetate, butanol 분획물의 식중독

세균 억제 활성과 항산화활성을 조사하였다. Ethyl ether와

ethyl acetate 분획물은 공시균주에 대하여 0.9∼1.8 mm의

inhibition zone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ethyl ether는 B. cereus

에 대하여 가장 강한 항균효과를 보였다. 또한 겨우살이의

ethyl ether 분획물은 S. aureus에 대하여 가장 낮은 6.25

mg/mL의 MIC를 나타내었다. 겨우살이 추출물 및 용매분

획물의 항산화 활성은 ethyl ether 분획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겨우살이의 총 페놀함량은 ethyl ether 획분에서

가장 높았으며 ethyl acetate, n-hexane, butanol 및 methanol

조추출물과 water 획분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ethyl ether 획분의 강한 항균활성과 항산화 활성은 획분

중에풍부한 총페놀화합물과 상관이 있으므로 향후 이 획분

중의 활성물질의 분리 연구가 한국산 겨우살이의 기능성

소재화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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