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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established the optimal conditions for obtaining water-soluble extracts with antioxidant
activity from Kalopanacis cortex. The extraction conditions tested included cold treatment, extraction time (1,
5, 10, 15, and 24 h), and extraction temperature (55, 75, and 95oC). The highest total polyphenol compound content
from water soluble extracts (612 μg/mL) was obtained at 95

oC for 15 h after cold treatment. The 1,1-diphenyl-
2-picrylhydrazyl (DPPH) free radical scavenger activity was also highest (78.8%) under these conditions, which
was comparable to 70.2% of ascorbic acid. The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HRSA) was also highest
(69.0%) under these conditions, stronger than 56.6% of ascorbic acid. These results may provide critical evidence
supporting the use of Kalopanacis cortex as a source of antioxidants in functi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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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체 내에서는 산화 촉진물질과 산화 억제물질이 계속적

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생성되며 축적된다. 인체

내에서는 이에 대한 방어기전으로서 산화 억제물질을 형성

한다. 인체 내에서 산화를 일으키는 활성산소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정상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생겨나며

이를 방어하는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및 gluta-

thione peroxidase 등의 효소에 의해 제거된다(1-3). 그러나

과다하게 생성되어 제거되지 않은 활성산소는 세포막의 지

질과 결합하여 과산화물을 만들고, 연속반응에 의해 alcohol

류, aldehyde류 및 ketone류 등을 생성함으로써 DNA를 손

상시켜 암을 유발하거나 세포노화 등을 촉진시키게 된다

(4,5). 항산화제는 산소를 제거하거나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free radical과 반응함으로써 산화의 연쇄반응을 차단하여

free radical이 특정 비타민류와 필수 아미노산 등과 반응하

여 파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까지 식품의 항산화제로 이용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 BHA와 BHT 등이 있는데, 이러한 합성

항산화제는 독성이 문제가 되어(6,7) 식품에 첨가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αtocopherol이나 ascorbic acid와 같은

천연 항산화 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있다. 이러한 천연

항산화 물질은 매우 적은 양으로도 현저한 활성을 나타내는

고부가가치 물질로서 여러 종류가 쓰이고 있으며, 새로운

물질들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8).

엄나무(Kalopanax pictum N. Araliaceae, 혹은 음나무)의

수피를 건조한 것을 해동피(Kalopanacis cortex)라고 부르

며 강장약 및 신경통약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해동피의 약

리작용에 있어서 Kim 등(9,10)은 kalopanaxsaponin의 항진

균효과와 항염증효과가 있음을 발표하였고, Park 등(11)은

항당뇨 작용, 콜레스테롤 저하 및 고지혈증 억제작용을 보고

하고 있으며, Choi 등(12)은 해동피의 항류머티즘 활성에 관

한 연구보고를 하였다. 또한 약용성분에 관하여 Sano 등(13)

과 Sun 등(14)은 kalopanaxsaponin 3종류, kalopanaxins 4

종류, 그리고 pericapsaponin P13, hederasponin 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Shao 등(15)은 페놀성 화합물로써 lirioden-

drin, syringin 및 chlorogenic acid 등이 있음을 발표하였다.

Cho와 Hahn(16)은 triterpenoidal saponin 종류인 saponin

F와 kizutasaponin K12를 분리 동정하여 보고한 바 있다. 그

러나 해동피에 높은 생리활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식

품으로 이용하기 위한 추출조건에 관한 연구는 Jeong 등(17)

의 논문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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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엄나무 이용에 있어서는 초봄의 엄나무 새순은 개두

릅이라 하여 3월～4월초에 채취 후 말려서 차로 이용하며

맛과 향기가 독특하여 기호도가 높은 산채로 이용되고 있고

(18), 또한 지역에 따라서 닭백숙을 끓일 때 엄나무 줄기를

첨가하여 비린내를 제거하거나 담백한 국물을 만드는데 사

용되는 조리방법이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해

동피를 항산화성이 있는 기능성 닭고기 수프를 제조하는데

이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을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강릉시 운계동에서 대량 재배되고 있는 엄나무의 새순 채취

이후에 일부 폐기되는 엄나무줄기를 해동피로 가공하고 이

해동피를 이용하여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을 열수로

추출할 경우 최적추출조건을 조사하였으므로 보고하는 바

이다.

재료 및 방법

시료의 추출방법

본 실험에 사용한 해동피는 강원도 강릉시 운계동에서 경

작되고 있는 엄나무로써 4월 중순 경에 엄나무 새순인 개두

릅을 채취 후, 엄나무 줄기를 통풍이 잘되고 그늘진 곳에서

6개월 동안 건조한 엄나무 줄기의 수피를 사용하였다. 건조

된 수피를 얻어서 60 mesh로 분쇄하여 시료 중량 20배인

물을 첨가하고 4oC 냉장고에서 1시간 방치한 group(cold

treatment, CT)과 냉장고에 두지 않고 바로 추출한 group

(no cold treatment, NCT)을 각각 55, 75 및 95oC에서 추출시

간을 각각 1, 5, 10, 15 및 24시간 추출한 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만 진공동결 하였다. 건조한 시료는 농도별로 100,

250 및 1,000 μg/mL로 조절하여 eppendorf tube에 정확히

1 mL를 계량하여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화합물 정량

총 폴리페놀 화합물 정량은 Folin-Denis법(19)에 따라 측

정하였다. 각 시료 추출물의 농도를 일정하게 조절한 후 각

각 이 용액 1 mL에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0.2

mL를 가하여 진탕하고 3분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 20%

Na2CO3 포화용액 0.4 mL를 가하여 혼합하였다. 여기에 탈이

온 증류수 1.4 mL를 가하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725 nm에서 흡광도(model V-560, Jasco, Tokyo, Japan)

를 측정하였다. 각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함량은 tannic acid

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소거능

의 측정

시료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Blois(2)의 방법으로 측정

하였다. 즉 에탄올에 용해한 0.4 mM DPPH용액을 517 nm에

서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0.94～0.97이 되도록 에탄올로

농도를 조절하였다. 그리고 이 용액 4 mL에 100, 250 및

1,000 μg/mL의 농도로 조절한 시료용액 각각 1 mL를 첨가

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아래의 식과 같이 시료

첨가구와 무첨가구간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소거능(%)＝(1－
첨가구 흡광도

)×100무첨가구 흡광도

HRSA(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의 측정

HRSA의 측정은 Kawagan(20)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이용하였다. 즉 10 mM FeSO4․7H2O와 10 mM EDTA 용액

을 1:1(V/V)로 혼합하여 0.1 mL를 취하고, 10 mM 2-deox-

yribose 0.2 mL와 0.1 M phosphate buffer(pH 7.4) 1.0 mL를

첨가한 후 농도별 시료액(100, 250 및 1,000 μg/mL) 각각

1 mL와 10 mM H2O2를 0.2 mL 첨가하여 37
o
C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그리고 2.8% trichloroacetic acid 1.0 mL를 첨가

하여 100
o
C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냉각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HRSA는 아래의 식과 같이 시료 첨가

구와 무첨가군 간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이때 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를 1,000 μg/mL의 농도의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HRSA(%)＝(1－
첨가구 흡광도

)×100무첨가구 흡광도

통계처리

해동피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과 항산화 측정 결과

는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여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

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시료간의 유의차 검정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

해동피를 냉장 처리한 것(CT)과 하지 않은 것(NCT)을

각각 55, 75 및 95oC에서 추출한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CT는 NCT보다 추출온도와 시간이

같은 경우 유의적으로(p<0.05)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

것은 4oC에 1시간 냉장할 경우 냉장과정에서 건조된 해동피

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하여 해동피 조직 내의 성분들이 추출

되기 용이한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은 추출율에서도 CT의 경우가 NCT보다 높게 나타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그리고 냉장 처리의 조건과 추출온

도가 같을 경우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추출 함량은 추출 15

시간까지 추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p<0.05). 추출 5, 10 및 15시간에서 냉장처리 조건이 같은

경우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추출량은 추출온도가 증가할수

록 증가하였다. 추출시간의 증가에 따라 총 폴리페놀 화합물

의 추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Choi 등(21)의 분말 녹차 추출물

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실험결과에서 침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페놀화합물의 추출량이 증가한다는 연구 보고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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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추출시간 24시간에서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추출시간 15시간 때보다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추출과정 중

갈변반응이 일어나 이미 추출된 폴리페놀 화합물의 일부가

갈변물질의 기질로 사용되었기(22) 때문으로 생각된다.

해동피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Fig. 1은 DPPH radical 소거능의 정도로써 55
o
C에서 추출

한 해동피의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냉장

처리의 조건과 추출시간이 동일할 경우 추출물의 첨가농도

가 증가할수록 DPPH radical 소거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p<0.05). 추출물의 농도가 1,000 μg/mL일 경우 CT와

NCT group 모두 5시간 추출하였을 때, DPPH radical 소거

능이 각각 70.0%와 65.3%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p<0.05), 냉장처리 한 CT가 냉장처리 하지 않은 NCT보

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았다. 이와 같

이 추출온도 55
o
C에서 추출 10시간 이상의 시료보다 5시간

에서 가장 높은 DPPH radical 소거능이 나타난 것은 60
o
C에

서 적포도 껍질로부터 추출할 경우 5시간 추출한 시료가 그

이상의 시간에서 추출한 시료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

(23)와도 일치한다. 또한 Zuniga Hansen과 Laroze(24)는 나

무딸기 잔사로부터 추출한 항산화물질은 추출온도 50
o
C 이

하에서는 단백질과 결합된 폴리페놀 화합물이 효소에 의해

서 단백질과 분해되므로 일정시간 추출할 경우 항산화 효과

가 높아진다고 보고한 것을 미루어 보면 55
o
C에서 5시간 추

출할 경우 효소의 분해 작용에 의해서 유리된 페놀화합물량

이 많아져 항산화효과 최대로 나타났다가 그 이후의 시간에

는 추출된 페놀화합물이 반응하여 갈변색소 등으로 변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추출온도를 75
o
C로 하였을 때 CT와 NCT group의 추출

시간에 따른 DPPH radical 소거능을 Fig. 2에 나타내었다.

10시간 추출하였을 경우 CT와 NCT의 DPPH radical 소거

능이 각각 68.5%, 61.3%로 CT가 NCT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추출시간이 같을 경우 CT group의 추출

5시간을 제외하고 냉장처리 한 CT group이 냉장처리 하지

않은 NCT group보다 DPPH radical 소거능이 유의적(p<

0.05)으로 높게 나타났다. Fig. 1과 2에서 CT의 경우가 NCT

보다 DPPH radical 소거능이 높게 나타난 것은 Table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CT의 경우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NCT보다 많이 추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3은 DPPH radical 소거능의 정도로써 95
o
C에서 추출

한 해동피의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추출

과정에서 냉장처리의 조건과 추출시간이 같을 경우 추출물

의 첨가농도가 증가할수록 DPPH radical 소거능이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p<0.05). CT group의 경우 추출 15시간에

서 DPPH radical 소거능이 최대인 78.8%였으며, NCT group

에서는 추출 10시간에서 DPPH radical 소거능이 최대인

77.0%였다. CT group의 경우 추출시간의 증가에 따른

DPPH radical 소거능의 변화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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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추출시간이 24시간일 경우 69.8%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

였다(p<0.05). 그 이유는 추출된 폴리페놀 화합물이 산화하

여 갈변물질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결과는

Table 1에서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24시간 추출하였

을 때 가장 적게 나타난 결과가 뒷받침해 준다. 또한 NCT

group의 경우 15시간을 제외하고는 DPPH radical 소거능이

모두 70% 이상을 나타내었고 추출시간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리고 추출온도에 따른 DPPH radical 소거능의 변화를

보면(Fig. 1～3), 추출온도 55와 75oC에서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1,000 μg/mL일 때 대조구로 사용된 ascorbic acid

70.2%(Fig. 3)보다 모두 낮게 나타났으나 95oC에서는 추출

시간에 관계없이 ascorbic acid보다 유의적(p<0.05)으로 높

게 나타남으로써 열수추출에 의한 해동피의 항산화 효과가

우수함을 보였다. 이와 같이 55, 75 및 95
o
C에서 추출한 해동

피의 항산화 효과가 추출온도가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난 것

은 열처리한 과채류에서 항산화활성이 증가한다는 보고

(25,26)와 포도씨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추출시

간이 증가함에 따라 같이 증가한다는 보고(27) 및 식물체를

열처리할 경우 결합형 폴리페놀성분이 유리형으로 되어 항

산화활성이 증가한다는 보고(28)를 미루어 보면 해동피에

유리된 상태로 존재하던 혹은 약간의 온도만 가하더라도 유

리될 수 있는 결합형 폴리페놀 화합물이 유리형으로 전환함

으로써 항산화활성이 증가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4는 HRSA 측정으로써 55oC에서 추출한 해동피의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추출과정에서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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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처리의 조건과 추출시간이 동일하면 추출물의 첨가농도

가 증가할수록 HRSA radical 소거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p<0.05). 첨가농도가 1,000 μg/mL일 경우 CT는 추출

5시간에서 HRSA가 7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NCT에

서는 추출 15시간에서 62.5%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추출 1시간과 5시간의 경우 CT group이 NCT

group보다 HRSA가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그러나 추

출 24시간에 있어서 두 group 모두 HRSA가 가장 낮았다.

Fig. 5는 75
o
C에서 추출한 해동피의 항산화 효과를 HRSA

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추출과정에서 냉장처리의

조건과 추출시간이 동일할 경우 추출물의 첨가농도가 증가

할수록 HRSA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첨가농도

가 1,000 μg/mL일 경우 CT group에서는 24시간 추출했을

때 70.2%를 나타내었고, NCT group에서는 15시간 추출하

였을 때 76.4%를 보여 가장 높은 HRSA를 나타내어 NCT가

CT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Fig. 4와 5에서

CT의 경우가 NCT보다 HRSA가 높게 나타난 것은 Table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CT의 경우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

이 NCT보다 많이 추출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ig. 6은 냉장처리 조건과 추출시간을 달리하였을 때 95oC

에서 추출한 해동피의 항산화 효과를 HRSA로써 측정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추출과정에서 냉장처리의 유무와 추출시

간이 같을 경우 추출물의 첨가농도가 증가할수록 HRSA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95oC에서는 항산화제 대조

군으로서 ascorbic acid의 농도가 1,000 μg/mL일 때 HRSA

가 56.6%임을 비교해 볼 때 CT와 NCT group 모두 추출시



532 양훈석․이양봉․유병진

간에서 매우 높은 HRSA를 나타내어 열수추출에 의한 해동

피의 항산화 효과가 우수함을 보였다. 한국산 약초 잎 추출

물의 HRSA를 조사한 보고(29)에 따르면 삼나물, 삽주, 오갈

피 나뭇잎에서 90% 이상의 HRSA를 나타낸다고 하였지만,

본 실험의 대조구로써 사용한 ascorbic acid와 비교하지 않

았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할 수 없었다.

Fig. 4～6의 결과를 미루어 보면 추출물의 첨가농도가 증가

할 때 HRSA는 뚜렷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55oC

추출의 경우를 제외하고 75와 95oC에서는 추출시간의 변화

에 따라서는 HRSA가 민감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55
o
C

추출할 경우 폴리페놀 화합물량의 변화와 HRSA변화가 비

슷한 경향을 보여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추출되거나, 유리상

태로 존재하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주로 HRSA를 나타내며,

75와 95oC에서는 다른 성분과 비교적 강하게 결합되어있던

폴리페놀 화합물이 높은 온도로 추출할 경우에 유리됨으로

써 비교적 높은 HRSA를 나타내며 24시간 추출 시에 낮은

활성을 나타낸 것은 이미 유리된 폴리페놀 화합물들이 갈변

색소와 같은 물질 등(25)으로 바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요 약

해동피 항산화 물질을 추출하기 위한 열수 추출조건을 냉

장처리 여부, 추출온도 및 추출시간을 달리하여 검토하였다.

이러한 조건을 달리하여 추출된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화합

물의 함량, DPPH radical 소거능 및 HRSA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은 냉장처리 후 추출온도 95
o
C,

추출 15시간에서 612 μg/mL로써 가장 높았다. DPPH radi-

cal 소거능은 냉장처리 후 추출온도 95oC, 추출 15시간에서

가장 높은 78.8%이었고 대조구인 ascorbic acid의 70.2%보

다 높게 나타났다. HRSA는 냉장처리 후 추출온도 95oC, 추

출 15시간에서 ascorbic acid 56.6%보다 높은 69.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열수추출에 의한 해동피의

항산화성 활성 및 그 최적 조건을 확립한 것으로 향후 해동

피의 기능성식품으로서의 이용개발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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