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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logical activities of the hot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Opuntia humifusa cladodes were investigated. 1,1-

diphenyl-2-picryl hadrazyl (DPPH)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hot water and ethanol extracts was 79.07 and 82.54%, respectively.

Hot water extract generally showed better cytotoxic activity than

ethanol extract against each cell line. HeLa and AGS cell lines

treated with hot water extract had more than 50% cytotoxic

activities. Based on the antimicrobial activities against four microbial

strains, both extracts inhibited growth of Staphylococcus aureus

KCCM 11593, whereas affected cell growth of three other

microorganisms, Escherichia coli (KCCM 11234), Pseudomonas

aeruginosa (ATCC 27853), and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1862), in proportion to the concentration of extracts. The

inflammatory activities against hot water extract (34.31%) showed

higher than that of ethanol extract (25.59%). The effect of extracts

on 3T3-L1 preadipocytes differentiation showed that differentiation

of treated group with 80 and 100 µg/mL of hot and ethanol

extracts were increased more than treated group with isobutyl

methyl xanthine (IBMX) + dexamethason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O. humifusa cladodes extracts can be used as a functional

material due to their effective biologic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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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경제성장과 더불어 식생활 습관이 서구화되면서 각종 성인

병의 발병이 증가되고 있어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으로

각종 천연물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선인장은 지구상에 약 4,000 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이중 열

매를 맺는 선인장을 손바닥 선인장이라고 불린다(Lee 등, 2005).

손바닥 선인장(Opuntia ficus-indica)은 선인장과(Cactaceae)에 속

하는 열대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등지에서 재배되며 백

년초라고도 잘 알려져 있다(Choi 등, 2005). 이것의 뿌리와 줄

기는 약으로도 이용되어 이질, 치질, 해수 및 화상 등의 치료에

도 이용되고(Lee, 1994) 있을 뿐만 아니라 줄기와 열매는 동맥

경화, 당뇨병, 위장염, 고혈당 등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Florian

과 Reinhold, 2005).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Chung과 Kim, 1996; Lee 등, 1997;

Chung, 2000; Lee 등, 2000; Galati 등, 2002; Lee 등, 2002)

은 이들(O. ficus-indica)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와 유사한 손바닥 선인장으로 내한성이 강한 천년초(Opuntia

humifusa)에 대한 연구는 일부(Lee 등, 2004; Choi 등, 2005;

Kim 등, 2007)가 연구되어져 있을 뿐 미비한 실정이다.

O. humifusa(천년초)는 O. ficus-indica(백년초)와 비슷한 손바

닥 선인장으로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상당량

이 재배되고 있으며, 영하 20oC에서도 얼지 않는 속성을 지니

고 있어 제주도에서 재배되고 있는 백년초와는 다른 특징을 보

인다(Choi 등, 2005). 일반적으로 손바닥 선인장 줄기는 강한

점액 다당체를 함유하고 있어 타 재료들과의 혼합이 매우 어렵

기는 하지만 백년초와는 다른 생리활성을 보여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소재로도 기대되는 식물이기는 하나 다양한 가공처리 방

법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영하 20oC에서도 생존이 가능해 한반

도 전역에서 대량 경작이 가능하고, 또한 손바닥 선인장(O.

humifusa) 생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줄기성분을 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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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원료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손바닥 선인장(천년초, O. humifusa)

은 2010년 전북 익산시 성당에서 유기재배한 것을 사용하였다.

시료의 추출. 시료는 동결건조 후 파쇄하여 열수와 75% ethanol

로 추출하였다. 열수추출물은 시료에 10배(20 g/200 mL water)

증류수를 첨가한 후 환류냉각장치를 부착하여 100oC에서 3시간,

에탄올추출물은 시료의 10배(20 g/200 mL 에탄올)에 해당하는

에탄올을 첨가한 후 환류냉각장치를 부착하여 80–85oC에서 3

시간 동안 추출한 것을 여과(No. 2)하여 사용하였다. 이때 열수

추출물의 수득율은 1.84 g이었고, ethanol 추출물의 수득율은

2.53 g이었다.

DPPH에 의한 free radical 소거 측정. 항산화 활성은 먼저 추

출물 200 µL에 100 mM Tris-HCl (pH 7.4) 800 µL를 잘 혼합

한 다음 500 µM 1,1-diphenyl-2-picryl hadrazyl (DPPH) in

MeOH 용액 1 mL를 넣고 vortexing하였다. 반응물을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하고, 여과(0.45 µm)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이때, blank는 시료용액 대신 순수한 각 용매를 사용하

였다. 전자공여효과는 시료첨가구와 첨가하지 않은 경우의 흡광

도를 아래 식에 따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양성 대조구로는

butylated hydroxy anisole (BHA)와 butylated hydroxy toluene

(BH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Electron donating ability (%) = (1−A/B) × 100

A: Absorbance of sample, B: Absorbance of blank

세포독성 측정. 손바닥 선인장 줄기 추출물의 동물 세포주에 대

한 세포독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정상세포(NIH3T3)와 암세포주

인 AGS(위암), HeLA(자궁암), HT-29, HepG2(간암) 및 A549

(폐암)는 한국세포주은행(KCLB)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각

각의 세포주 배양은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에 10% fetal bovine serum (FBS)와 1% penicillin-

streptomycin을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였다. 이들 세포는 5%

CO2, 37oC incubator에서 2~3일에 한번씩 배지를 교환하면서

75 cm2 culture flask에 배양하였다. 이후 70% 정도 증식된 세

포는 0.25% trypsin/EDTA를 처리하여 세포를 회수한 다음 세

포의 수가 2×104 cell/mL 및 105 cell/mL이 되도록 조절 후

96 well plate에 200 µL/well씩 분주하였다. 다시 이를 5% CO2

incubator에서 1일 동안 배양한 다음 배지를 교환하고, 손바닥

선인장 줄기 추출물을 첨가(100 µg/well) 한 후 37oC, 5% CO2

incubator에서 48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 후 세포독성 정도

는 450 nm 흡광도로 Enhanced Cell viability Assay Kit

(Itsbio, Korea)를 사용하여 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항균활성측정. 실험에 사용한 세균은 그람양성 세균으로는

Staphylococcus aureus (KCCM 11593)와 그람음성 세균으로는
Escherichia coli (KCCM 11234), Pseudomonas aeruginosa

(ATCC 27853), Salmonella typhimurium (ATCC 11862)을 사

용하였다.

이들의 항균 및 생리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각의 균체들

을 Luria Bertani broth (Difco Co., USA)에 전 배양하였다.

다음 추출물의 처리는 열수 추출물은 증류수에 에탄올 추출물

은 0.2% DMSO 용액에 일정 농도로 녹인 다음 0.45 µm

membrane filter (Milipore Co., USA)로 여과하여 제균하였다.

다음 각각의 멸균 배지가 들어있는 시험관에 0, 100, 500, 700,

1,000 µg/mL 농도로 조절하여 각각의 균체를 1 백금이 접종한

다음 37oC 항온기에서 하룻밤 배양하였다. 배양 후 균체의 생

장 억제 정도의 측정은 Spectrophotometer (Shimadzu Co. UV-

1601, Japan)를 사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itric oxide (NO) 생성량 측정. 손바닥 선인장 줄기 추출물에

대한 NO 생성 저해활성 정도는 RAW 264.7 세포를 사용하였

고, 세포는 각 well당 1×104 cells가 되게 96 well plate에 접

종하였다. 시료 처리 농도는 100 µg/well로 처리하였고, 측정방

법은 Yoon 등(2007)의 방법에 준하였다.

지방세포의 분화. 손바닥 선인장 줄기 추출물의 전구지방세포

분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구 지방세포인 3T3-L1을 사용

하였고, 세포배양은 10%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이

첨가된 DMEM을 표준배지를 사용하였다. 처리농도는 0, 10,

20, 40, 60, 80, 100 µg/mL이었고, 지방세포의 분화 실험은

Choi (2007)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결과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통계 package (SAS Institute, USA)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

차를 구하였으며, ANOVA분석(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

로 통계학적인 유의성을 검정하였고,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손바닥 선인장은 예로부터 민간 약제로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

라 현재는 손바닥 선인장의 재배에 있어서 생산이 어렵지 않아

대량생산이 가능한 식물이다. 따라서 손바닥 선인장의 다양한

생리 활성을 검토함으로서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원료로서의 가

능성을 검토하고자 다음과 같이 일부 생리 활성을 조사하였다.

항산화 활성. 전자공여능은 활성 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연

쇄반응을 중단시키고 식품 내 지질산화 억제나 인체 내에서 노

화를 억제하는 작용의 척도로 이용된다. 따라서 손바닥 선인장

줄기의 열수와 에탄올 추출물의 전자공여효과를 DPPH법으로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열수추출물에서의 전자공여능은

79.07%이었으며,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82.54%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손바닥 선인장 줄기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은 대조구로 사용한 BHA, BHT와 유사할 정도로 높은

전자공여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Table 1 Comparison of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Opuntia humifusa
cladode extracts extracted with different solvents

Solvents Electron donating ability (%)

Hot water 79.07

75% ethanol 82.54 

BHA 86.85 

BHT 81.76 

Electron donating ability was measured from extracting solution of 20 g
O. humifusa cladode powder dissolved in 200 mL hot water and 95 %
ethanol. BHA and BHT are butylated hydroxy anisole (0.01%) and buty-
lated hydroxy toluene (0.01%), respectively. DPPH concentration was
5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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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ng (2000)이 O. ficus-indica 열매의 물과 에탄올(30oC, 20

시간 추출) 추출물을 연구한 결과 전자공여능이 물 추출물이

19.4, 95% 에탄올 추출물은 89.8%라고 보고한 바 있어 에탄올

추출물은 본 연구 결과의 82.54%와 비슷할 정도로 높게 나타

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손바닥 선인장(O. humifusa)에 대한

항산화 효과는 이미 Cho 등(2006)이 연구한 바 있는데 이는 시

료처리에 있어서 methanol을 사용한 것으로 본 실험결과와는 약

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손바닥 선인장 줄기의 열수와 에탄올

추출물은 모두 기능성 식품 또는 화장품원료의 천연 항산화제

소재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항산화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

되나 실제 응용시에는 처리기간, 온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포독성 효과. 손바닥 선인장 줄기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조사

하기 위하여 정상세포주(NIH3T3)와 암세포주들에 100 µg/well

의 농도로 처리하여 48 시간 배양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손

바닥 선인장 줄기 열수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정상세포주인

NIH3T3은 세포 생존율이 71.56%로 각 대조구 세포주에 비해

28.44%의 세포독성이 있었다. 또한 암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

에서 A549는 21.08%, HepG2 29.83%, HT-29 44.44%, AGS

53.63%, HeLa 54.96%로 나타나 AGS와 HeLa 세포주에서는

50% 이상의 세포독성을 보여 이들 암세포주의 생장을 억제하

는 데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정상세포주인 NIH3T3에도

세포독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기능성 식품이나 화장품 원

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상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 경감을 위

한 연구가 더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에탄올 추

출물을 처리한 경우에 있어서는 NIH3T3 세포주에 대한 세포독

성은 대조구에 비해 약 4.04%로 아주 미비하였으나 열수 추출

물에서 보다는 약 24.4%의 세포독성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암세포주인 A549 세포에 대해서는 세포독성은 나타나

지 않았으나, HepG2 세포주에 대해서는 12.76%이었고, HT-29

24.61%, HeLa 27.91%, AGS 28.24%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천년초 줄기 열수 추출물은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 전반적으로 세포독성이 약 20–30% 더 많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외 유사한 연구로는 Choi 등(2005)은 손바닥 선인장(O.

humifusa)의 열매와 줄기를 물, 에탄올, 메탄올로 추출하여 추출

물을 자궁경부암 세포주(CaSki, SiHa, HaCaT)에 50 µg/mL 처

리한 결과 항암활성을 관찰할 수 없었으나 열매를 효모균으로

발효하여 발효액을 처리한 결과 CaSki와 SiHa 세포주에 대한

항암활성이 20 µg/mL 이상의 농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100 µg/well을 처

리한 결과로 Choi 등(2005)의 결과와는 처리 농도에 있어서 약

간의 차이가 있으며, 또한 Choi 등(2005)의 결과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선인장 성분이 효모에 의한 2차 발효 산물을 통해 항

암활성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고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도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열수 추출물의 항균효과. 손바닥 선인장 줄기 추출물에 대한 열

수추출물과 75% EtOH추출물의 그람 양성 세균과 그람 음성세

균에 대한 항균활성 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Fig. 2에서 보는 바

와 같다. 열수 추출물에서는 그람 양성 세균인 S. aureus

Fig. 1 Effects of hot water and 75% EtOH extracts of O. humifusa on
cytotoxicity in various cell lines (NIH3T3, AGS, HeLA, HT-29, HepG2,
and A549). The cells were stimulated with extracts of 100 µg/well for
48 h.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enhanced cell viability assay kit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0.05.

Fig. 2 Antimicrobial activities of hot water and 75% ethanol extracts of O. humifusa at 37oC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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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CM 11593는 700 µg/mL처리 농도까지는 무처리구와 비슷하

였으나 1,000 µg/mL처리구에서는 무처리구에 비해 약 33% 생

장이 저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람 음성 세균인 E.

coli KCCM 11234는 처리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장이 증가하였

으며, 1,000 µg/mL 처리구에서 무처리구에 비해 약 14.4% 증

가하였다. P. aeruginosa ATCC 27853도 처리농도에 비례하여

생장이 증가하여 1,000 µg/mL 무처리구에 비해 37.3% 증가하

였다. 또한 S. typhimurium ATCC 11862도 처리농도에 비례하

여 약간씩 생장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

은 결과로 볼 때 손바닥 줄기 열수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그람

음성 세균인 S. aureus KCCM 11593은 처리농도가 증가할수록

생장을 저해하였으나, 그람 양성세균들은 오히려 처리 농도에

비례하여 생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tOH 추출물의 항산화효과. 손바닥 선인장 줄기의 75% 에탄

올 추출물에 대한 항균 효과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에

탄올 추출물에서는 그람 양성 세균인 S. aureus KCCM 11593

는 열수 추출물 처리구에서와 마찬가지로 100 µg 처리 농도까

지는 무처리구와 비슷하였으나 500 µg 처리구에서는 약 43.2%

생장 저해 현상이 나타나다가 1,000 µg 처리구에서는 약 90.7%

의 생장 저해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그람 음성 세균인 E. coli

KCCM 11234는 처리농도에 비래하여 생장이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1,000 µg 처리 농도에 있어서는 무처리구에 비

해 약 8.98% 증가하였다. P. aeruginosa ATCC 27853도 처리

농도에 비례하여 생장이 증가하였으며, 1,000 µg는 무처리구에

비해 무려 60.5% 증가하였다. 또한 S. typhimurium ATCC

11862도 처리농도에 비례하여 약간씩 생장이 증가하는 경향이

었으나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에 천연 방부제로의 기능은 낮은 것으

로 보이나 특정 균 즉, S. aureus 제어에 있어서는 천연 방부제

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Lee 등(2004)이 손바닥 선인장 추출물

을 70% ethanol로 추출하여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water로 순차 분획하여 각각의 분획물을 일부 세균에

처리한 결과 ethyl acetate와 butanol, H2O 분획물에서 S. aureus,

E. coli, S. typhimurium에 대해 항균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Chung(2000)은 손바닥 선인장 (O. ficus-indica

var. saboten)의 열매를 각각의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한 다음 항

균효과를 조사한 결과 MeOH과 ethanol 추출물에서는 처리 균

주들에서 항균효과가 나타났는데 물, 아세톤, 핵산 등의 추출물

에서는 항균 효과가 없다고 보고한 바 있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거나 상이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는 백년초(O. ficus-

indica var. saboten)와 천년초(O. humifusa)의 성분조성이 약간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되다.

Nitric oxide 저해 활성. RAW264.7 세포를 lipopolysaccharide

(LPS)로 활성화시킨 후 손바닥 선인장 줄기 추출물이 NO의 생

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LPS 처리 후 발생되는 NO의 생성량을 각각의 추출물 100

µg/well로 처리한 다음 48 시간 배양 후 NO 생성량을 조사한

결과 열수 추출물은 대조구에 비해 34.31% 저해 되었으며, 에

탄올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에 있어서는 25.59% 저해효과를 나

타내어 열수 추출물은 에탄올 추출물보다 약 8.7% NO 생성 저

해효과가 높았다. 따라서 천년초 열수 추출물은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원료로의 사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와 같은 손바닥 선인장(O. humifusa)의 항염증에 대

Fig. 3 Effects of extract of O. humifusa on NO production in LPS-
induced RAW264.7 mouse macrophages. The cells were stimulated with
100 µg/well, and 1 µg/mL l of LPS for 48 h. NO production was
measured by the Griess reagent system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PBS sample indicates the LPS-stimulated cells. Each bar
represent mean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egative control (p <0.05).

Fig. 4 Effects on the differentiation of 3T3-L1 fibroblast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O. humifusa cladode. All values are means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I+D : IBMX (0.5 mM) + dexamethasone (0.2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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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는 이미 Cho 등(2006)이 연구한 바 있는데 이들은 추

출용매로서 MeOH을 사용한 바 본 연구와는 구분된다. 이외에

도 천연물에서의 항염증 효과에 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이

계속적으로 탐색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식물들에서 항염증 정

도가 확인되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전구지방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 전구지방세포에서 형태학

적으로 완전히 성숙된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은 호르몬 사

이토카인 그리고 전사인자 등의 여러 인자들의 상호조절을 통

해 이루어지며, 항 당뇨 및 항 고지혈증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손바닥 선인장 추출물이 전구지방세포의 분화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Fig. 4와 같다.

손바닥 선인장 줄기 열수와 에탄올 추출물이 3T3-L1 전구지

방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모두 농도가 증가

할수록 지방세포의 분화가 증가되었으며, 열수와 에탄올 추출물

모두 80과 100 µg에서는 분화촉진제인 isobutyl methyl xanthine

(IBMX) + dexamethasone의 처리구보다 다소 높은 분화정도를

보였다(Fig. 4). 즉, 열수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에 있어서는 80

µg/mL 처리시 104%로 나타났고, 100 µg/mL 처리시에는 123%

로 나타나 100 µg/mL 처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조구(IBMX +

dexamethasone)에 비해 약 23% 증가하였다. 또한 에탄올 추출

물 처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80 µg/mL 처리시의 경우 107%이

었고, 100 µg/mL 처리의 경우에 있어서는 111%로 대조구에 비

해 약 11% 정도 분화를 촉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손바닥 선인장 줄기 추출물은 전구지방세포 분화에

있어서 80 µg/mL 이상 처리 시 분화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

나, 당뇨병 및 고지혈증 관리에 있어서 손바닥 선인장 줄기 추

출물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능성 식품의 개발 등 관

련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는 Kim 등(2004)이 옻나무 껍질 추출물

을 연구한 결과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

나 영지 추출물을 3T3-L1 지방전구 세포에 처리한 결과 지방

으로 분화되는 것을 억제하고 지방구형성을 억제한다는 연구들

(MacDougald 등, 1995; Gregoire와 Sul, 1998)도 있다.

초 록

손바닥 선인장(Opuntia humifusa) 줄기 열수와 75% 에탄올 추

출물의 일부 생리활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DPPH 전

자공여능은 열수 추출물에서 79.07%, 에탄올 추출물에서

82.54%를 보였다. 각 세포주에 대한 세포독성은 열수 추출물이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100 µg/well)한 경우에서 보다 전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열수 추출물은 HeLa와 AGS 세포주에서

50% 이상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다. 항균 효과를 조사한 결과

그람 음성세균인 S. aureus KCCM 11593에 대해서는 물과

75% 에탄올 추출물에 있어서 항균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나머지

세균에 있어서는 항균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세포 생장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O 생성 저해 효과에 있어서

는 물 추출물(34.31%)이 에탄올 추출물(25.59%)에서 보다 더

항염증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구지방세포(3T3-L-1)의

분화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처리 농도가 증가할수록 지방세포의

분화가 증가되어 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80과 100 µg/mL처

리구 에서는 분화촉진제인 IBMX + dexamethasone의 처리구보

다 다소 높은 분화정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천

년초 줄기는 항염, 항균, 항산화, 항암효과에서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어 앞으로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 소재

로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Keywords antimicrobial activity · cytotoxic activity ·

1,1-diphenyl-2-picryl hadrazyl electron donating ability ·

inflammatory activity · Opuntia humifusa clad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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