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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analyze the composition of the leaves and stems of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with the aim of obtaining basic data for utilizing the plant as a food ingredient,

as well as for processing.

Methods: Leaves and stems from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were harvested at Cheongcheon-myeon,

Geosan-gun, Chungcheongbuk-do, and were subsequently freeze-dried and ground to a fine powder for chemical

component analysis and safety evaluation.

Results: The moisture contents of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leaves and stems were respectively 65.07%

and 40.97%, and the crude ash contents were 1.32% and 0.91%. In addition, the crude protein contents were

11.97% and 3.77%, and the crude fat contents were 2.52% and 0.36%, respectively. The fructose and glucose

contents were 32.13 mg/g and 56.17 mg/g for leaves, and 11.38 mg/g and 10.59 mg/g for stems. The major fatty

acids of the leaves were palmitic acid (31.79%) and stearic acid (14.79%), and those for stems were linolenic

acid (32.78%) and palmitic acid (26.75%). The ascorbic acid contents of leaves and stems were 1.32 mg/g and

0.30 mg/g respectively. The calcium content was found to be the highest among the minerals tested, both in the

leaves and stems, with the levels being 166.17 mg/100 g for leaves and 592.34 mg/100 g for stems. The content

of organic acid was greater in leaves than in stems, with that of malic acid accounting for more than 75% of

total organic acids for both samples. The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flavonoid contents of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were 50.64 mg/g and 13.53 mg/g in leaves and 96.47 mg/g and 18.53 mg/g in stems,

respectively. No changes were shown in the number of micronucleated polychromatic erythrocytes (MNPCE)

among 2,000 polychromatic erythrocytes compared to the negative control.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was

administered orally to rats in order to investigate acute toxicity. The LD50 values in rats were above 2,000 mg/kg.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leaves and stems of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can be used as

natural ingredients in the development of nutritional and function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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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미선나무(Abeliophyllum distichum Nakai)는 물푸

레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관목으로, 세계적으로 우리

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한국 특산식물이다.1) 자생식물

은 자연에 저절로 나서 자라는 식물을 의미하는데,

특정 지역의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성과 생물학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2) 1917년 정태현박사가 충북

진천군 초평면 용정리에서 미선나무를 처음 발견하

였고, 1924년 일본인 학자 이시토야 쓰토무[石戶谷

勉]가 학계에 처음 보고하여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이라는 학명을 얻었다.3) 미선나무는 세계적으

로 1속 1종의 희귀식물로 괴산, 영동 및 부안 소재

의 미선나무 자생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

미선나무 자생지 주변의 민간에서는 오래 전부터 미

선나무를 이용하여 고기의 누린내 제거, 해충구제,

각종 염증질환, 배탈 등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하였다. 

미선나무에 대한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미선나무

의 형태적 특성 분석 및 화색의 특성 등 육종학적

연구,4,5) 자생지 내 생태적 특성 분석 및 분포규모,

신규 자생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연구 등의 자

생지와 관련된 특성연구,6-9) 미선나무의 삽목 조건에

따른 번식방법 및 종자에 존재하는 발아억제물질에

관한 연구10,11) 등이 주를 이룬다. 미선나무에 관한

특허로는 주로 미선나무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

유하는 피부노화 방지, 피부주름 개선, 미백 및 보

습 효과를 갖는 화장료 조성물에 대한 특허, COX-2

(cyclooxygenase-2) 활성 저해 효과 및 대장암 세포

증식 억제 효과 등의 항염증 및 항암활성에 관한 특

허 등이 있다. 최근 미선나무 대량증식의 성공과 이

에 따른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으로 미선나무의 이용

가공유통이 원활해짐에 따라 자생지 주변에서만 이

용되고 있는 미선나무의 다양한 생리활성기능 성분

에 관한 연구 활동이 가능해졌다. 미선나무의 유효

성분에 관한 연구로는 미선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연구가12) 있으나, 꽃, 잎, 줄기 뿌리 등의 부위

별 일반성분 및 기능성 성분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 또한 자생지 주변의 민간에서 미선나

무의 추출물을 육류 및 가금류에 첨가하여 누린내를

없애고 육질을 부드럽게 하며, 생선조리의 비린내를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등 식용으로 활용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식품 소재로써의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

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 미선

나무를 식품 소재로써 활용하기 위한 영양 및 기능

성 성분 분석과 생리활성에 관한 과학적 검증이 필

요한 실정이다. 

미선나무의 효능이 민간요법 및 특허에서 제시한

기능성 성분으로서 뿐만 아니라 식품소재로서 활용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근거에 의한 미선나무 재료의

안전성 평가 등 체계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선나무의 잎과 줄기 부위 등을 소재로 한 체계적

인 성분 규명은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식용식물의 개

발과 더불어 세계 유일의 종인 미선나무가 우리나라

고유의 천연자원임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선나무 잎과 줄기의 영양성

분 및 기능성 성분을 분석하여 미선나무에 관한 연

구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며,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

진 미선나무를 활용한 식품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고

자 한다. 더불어 미선나무 재료에 대한 안전성을 검

토할 목적으로 시료의 유전 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염색체 이상 시험과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단회 경구

투여 독성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미선나무 재료의 안

전성에 관한 기초실험을 수행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미선나무 잎과 줄기는 2013년

10월 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농가에서 재배되고 있

는 개체로부터 채취하여 동결 건조한 후 영양성분

및 기능성성분 분석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2. 방법

1) 일반성분 측정

미선나무 잎, 줄기의 일반성분은 AOAC방법12)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수분은 105oC에서 상압 건조하

여 측정하였고, 조단백은 micro-Kjeldahl 로 측정하

였으며, 질소계수 6.25를 사용하여 환산하였다. 조지

방은 시료를 Soxhlet 장치를 사용하여 65oC에서 8

시간 petroleum ether로 추출하였으며, 회분은 550oC

직접 회화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당 함량 측정

동결 건조된 미선나무 잎과 줄기분말 50 mg에



미선나무 잎과 줄기의 성분 분석 및 안전성 평가 236

http://www.kseh.org/ J Environ Health Sci 2014; 40(3): 000-000

water 1 mL를 가하여 voltex mixer로 2분간 추출한

후 상층액을 0.45 µm polyvinylidene fluoride filter

(Whatman, Maidstone, Kent, England)로 거른 후

HPLC에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표준물질은 fructose,

glucose와 sucrose를 사용하였다. Jasco사(Tokyo,

Japan)의 HPLC system를 이용하였으며 column은

Prevail Carbohydrate ES (5 µm, 4.6×250 mm,

Grace)을 사용하였고 Evaporative Light Scattering

Detector (ELSD)를 이용하여 drift tube temperature

60oC, spray chamber temperature 30oC에서 측정하

였다. Column temperature은 30oC이고, injection

volume은 10 µL이었으며 flow rate는 1.0 mL/min이

었다.

3) 지방산 함량 측정

시료 0.2 g을 정확히 취해 이형 플라스크에 넣고

0.5 N MeOH-NaOH 4 mL을 넣고 냉각관을 설치하

여 30분간 반응시킨 후 trifluoride methanol (BF3)

5 mL 첨가하여 2분 후 냉각관을 통해 hexane 3 mL

을 넣고 1분 후에 saturated salt solution을 첨가해

hexane 층을 플라스크에 옮겼다. 이에 과량의 무수

sodium sulfate를 넣고 hexane 층에 잔류하는 수분

을 제거한 다음 여과하여 GC (7890A, Agilent, Santa

Clara, CA USA)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GC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Table 1).

4) 수용성비타민 함량 측정

동결 건조된 미선나무 잎과 줄기분말 1 g에 4%

metaphosphoric acid 10 mL를 가하고 4oC에서 2시

간 동안 추출한 다음 10분 동안 9,000 × g에서 원

심분리기(Beckman, Pasadena, CA, USA)를 이용하

여 고형분을 제거하였다. 원심분리된 상등액만을 모

아 0.45 µm syringe filter 로 여과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동결건조된 미선나무 잎과 줄

기분말에 함유된 vitamin을 HPLC를 통하여 분석하

고 정량하였다. Column은 Capcell Pak C18 column

(4.6 mm × 250 mm I.D. 5 um)을 사용하였고, 이동

상은 두 가지 용매를 사용하였다. A 용매는 1.25 mM

PIC B7 (1-heptanesulfonic acid sodium salt) 를 첨

가한 증류수에 1% acetic acid를 첨가했으며, B 용

매는 methanol과 증류수의 비율이 60 : 40인 용액

에 1.25 mM PIC B7 와1 % acetic acid를 첨가하였

다. A 용액은 0분-43분 까지 100%를 흘려 주었고,

44분부터는 A 용액을 0%로 3분 정도 흘려 준 뒤

에 다시 처음상태로 복귀하였다. 이동상의 유속은

1.0 mL/min 이었고, 시료주입량은 20 µL, column의

온도는 40oC로 사용하였으며 280 nm에서 분석하였

다. 표준물질로 ascobic acid, nicotinic acid,

nicotinamide, pyridoxine, thiamin hydrochloride,

riboflavine, folic acid (Sigma, St. Louis, USA)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5) 무기질 함량 측정

미선나무 잎, 줄기 분말을 용해용액(HNO3 : H2O2

= 5 : 1(v/v)) 30 mL을 가한 다음 가열 판(100)에서

3시간 동안 용해시키고 1 mL로 농축시킨 후, 증류

수를 가하여 100 mL로 정용하였다. 유도결합 플라

스마 방출 분광기(ICP-AES : I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trometer)을 이용하여

시료의 무기질 함량을 측정하였다.

6) 유기산 함량 측정

유기산 분석은 미선나무 잎, 줄기 분말 1 g을 3차

증류수로 25배 희석한 후 10분간 sonication하여

0.2 µm filter (Whatman, CA, USA)로 여과시켜

HPLC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분석조건은 Rezex

ROA-organic acid (7.8×300 mm, Phenomenex,

Torrance, CA, USA) column, 이동상 0.005 N

H2SO4, flow rate 0.5 mL/min, UV detector 210 nm,

오븐온도 50oC이었으며, 표준 유기산은 citric, malic,

oxalic, succinic acid (Sigma, St. Louis, USA)를 사

용하였다. 

Table 1. GC conditions for analysis of fatty acid

Conditions

Column

DB-wax capillary column 

(30 m×0.25 mm, thickness 0.25 µm 

J&W Scientific, Folsom, CA, USA)

Detector MS detector (Agilent 5975C)

Carrier gas He (1 mL/min)

Injection 

temperature
250oC

Oven temperature 60oC to 200oC (rate 10oC/min)

Injection Vol. 1 µ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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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총 페놀 함량 측정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은 Folin-Denis 방법14)에 따라

분석하였다. 동결 건조된 미선나무 잎과 줄기분말

1 g에 70% methanol 9 mL를 가한 후, 25oC에서 15

시간 동안 추출한 후 10분 동안 12,000 rpm에서 원

심분리기(Beckman, Pasadena, CA, USA)를 이용하

여 고형분을 제거하고 상등액만을 crude 시료로 사

용하였다. crude 시료용액 1 mL을 시험관에 취하고

여기에 Folin-Ciocalteau reagent 0.1 mL을 가한 뒤

혼합하여 실온에 방치한 다음, Na2CO3 포화용액 0.2

mL을 가하여 혼합한다. 그 후에 증류수 2 mL을 가

하여 희석하고 실온, 암조건에서 1시간 방치한 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만을 취하여 725 nm에서 uv

spectrophotometer로 흡광도를 측정하여 정량하였다.

정량을 위한 검량선은 caffeic acid 1 mg을 70%

methanol 1 mL에 용해시켜 20, 30, 40, 50 µg/mL에

되도록 조제한 후 시료용액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

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작성하였다.

8)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Nieva 등15)의 방법을 변

형하여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한 crude

시료용액 0.5 mL을 시험관에 취하여 여기에 diethyl

glycol 5 mL을 가하여 혼합한 후 1 N-NaOH 0.5 mL

을 가한 후 37oC 수조에서 1시간 방치시킨다. 그 후

에 420 nm에서 uv spectrophotpmeter로 흡광도를 측

정하여 정량하였다. 정량을 위한 검량선은 rutin 1 mg

을 70% methanol 1 mL에 용해시켜 100, 200, 300,

400 µg/mL에 되도록 조제한 후 시료용액과 같은 방

법으로 처리하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작

성하였다. 

9) 소핵시험

미선나무 재료에 대한 발암성 유발 유·무 판단

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유전독성시험 중 ICR

마우스 골수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을 실시하였다.

약 8 주령의 수컷 마우스에 미선나무 시험물질을

2000 mg/kg, 1000 mg/kg, 500 mg/kg의 용량으로 경

구투여하고, 투여 후 24시간에 골수세포를 채취하여

소핵유발빈도와 세포독성을 평가하였다. 군 당 2000

개의 다염성 적혈구(pormochromatic erythrocyte;

PCE)를 관찰하고, 이중 소핵 다염성 적혈구(PCE

with one or more micronuclei; MNPCE)의 출현빈

도를 측정하였다. 결과의 판정은 PCE/(PCE+NCE)

비율(mean±SD, %)이 0.1 이상인 경우 시험이 타당

한 것으로 하고 소핵 유발빈도(MNPCE/2000PCES,

mean±SD, %)가 통계학적으로 유의하며, 용량 의존

적으로 증가하거나, 하나 이상의 용량에서 재현성 있

는 양성반응을 나타낼 겨우 양성으로 판정하였다. 본

실험과정은 한국건성생활환경시험연구원 동물실험윤

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수행되었다(승인번호 GT13-

00440).

10) 단회투여독성 시험

미선나무 재료의 독성증상과 반수치사량(LD50,

Lethal Dose 50)을 조사하기 위하여 Sprague-Dawley

(SD) 계통 암·수 랫드를 이용하여 시험물질을 단

회 경구투여 하였다. 대조군과 3개의 시험군(500,

1,000 및 2,000 mg/kg)으로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

험동물은 각 군에 암수 각 5마리를 사용하여, 밤새

절식시킨 후 실험하였다. 투여 후 14일간 매일 1회

일반증상 관찰을 실시하였으며, 투여 전, 투여 후 1,

4, 7 및 14일에 체중을 측정하였다. 투여 후 14일

째에 부검을 실시하고, 대사와 관련된 장기를 적출

하여 병리조직학적 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실험과정

은 한국건성생활환경시험연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의 승인 하에 수행되었다(승인번호 GT13-00436).

11) 통계

모든 시료의 분석은 3번 반복 수행되었고, mean±SD

값으로 표시하였다. 안전성 평가 시험의 경우 대조

군에 대한 실험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은 student’s

two-tailed t-test로 분석하였다.

III. 결 과

1. 일반성분 함량

미선나무 잎과 줄기에 함유된 수분, 조회분, 조단

백 및 조지방 등의 일반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Table 2). 잎에서는 수분 65.07%, 조회분

1.32%, 조단백 11.97%, 조지방 2.52%를 함유하였으

며, 줄기에는 수분 40.97%, 조회분 0.91%, 조단백

3.77%, 그리고 0.36%의 조지방이 함유된 것으로 분

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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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양성분 함량

미선나무 잎과 줄기의 당 함량은 Table 3과 같다.

잎의 당 함량은 fructose 32.13%, glucose 56.17%이

며, 줄기의 당 함량은 fructose 11.38%, glucose

10.59%를 나타내었다.

미선나무 잎과 줄기의 지방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잎의 지방산 함량은 myristic acid

1.75%, palmitic acid 31.79%, stearic acid 14.79%,

oleic acid 7.70%, linoleic acid 12.21%, linolenic

acid 5.40%, arachidic acid 5.01%, behenic acid

12.24%, lignoceric acid 9.11%로 palmitic acid의 함

량이 제일 높았다. 줄기의 지방산 함량을 살펴보면

palmitic acid 26.75%, stearic acid 14.79%, oleic

acid 9.10%, linoleic acid 15.25%, linolenic acid

32.78%, arachidic acid 4.16%, behenic acid 3.70%

를 나타내었으며, myristic acid와 lignoceric acid 는

검출되지 않았다. 

미선나무 잎 및 줄기의 수용성비타민 함량과 크로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leaves and stems

Abeliophyllu

m distichum 

Nakai

Proximate composition (%)

Moisture 
Crude

ash

Crude 

protein

Crude

fat

Leaves 65.07±0.02
*

1.32±0.04 11.97±0.10 2.52±0.02

Stems 40.97±0.41 0.91±0.06 3.77±0.06 0.36±0.0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Table 3. Contents of sugars in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leaves and stems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Contents of sugars (mg/g)

Fructose Glucose

Leaves 32.13±0.81
*

56.17±3.44

Stems 11.38±0.19 10.59±0.03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Table 4. Contents of fatty acid in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leaves and stems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Fatty acid (%)

Leaves stems

Myristic acid (C14:0) 1.75 ND
*

Palmitic acid (C16:0) 31.79 26.75

Stearic acid (C18:0) 14.79 8.27

Oleic acid (C18:1) 7.70 9.10

Linoleic acid (C18:2) 12.21 15.25

Linolenic acid (C18:3) 5.40 32.78

Arachidic acid (C20:0) 5.01 4.16

Behenic acid (C22:0) 12.24 3.70

Lignoceric acid (C24:0) 9.11 ND

SFA
†

74.69 42.87

USFA‡ 25.31 57.13
*Not detected
†Saturated Fatty Acid 
‡Unsaturated Fatty Acid

Table 5. Contents of water-soluble vitamin in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leaves and stems

Group Identy Leaves stems

Vitamin

(mg/g)

Ascorbic acid 1.32±0.01* 0.30±0.00

Nicotinic acid 0.19±0.00 0.08±0.00

Nicotinamide 0.08±0.00 0.06±0.00

Thiamin 0.10±0.00 0.08±0.00

Folic acid 0.16±0.01 0.10±0.0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Fig. 1. The chromatography



239 권순복·강희주·김민정·김진희·신해식·김강성

J Environ Health Sci 2014; 40(3): 000-000 http://www.kseh.org/

마토그램은 다음과 같다(Table 5, Fig. 1). 미선나무

잎의 수용성 비타민 함량은 ascorbic acid 1.32 mg/g,

nicotinic acid 0.19 mg/g, nicotinamide 0.08 mg/g,

thiamin 0.10 mg/g, folic acid 0.16 mg/g 이었다. 미

선나무 줄기에서의 수용성 비타민 함량은 ascorbic

acid 0.30 mg/g nicotinic acid 0.08 mg/g, nicotinamide

0.06 mg/g, thiamin 0.08 mg/g, folic acid 0.10 mg/g

을 나타내었다.

미선나무 잎과 줄기에 함유된 무기질 함량은 Table

6과 같다. 잎에 들어있는 무기질 함량은 Ca 166.17 mg

/100 g, Fe 3.61 mg/100g, Na 1.59 mg/100 g, Mg

37.72 mg/100g이 검출되었다. 줄기에 함유된 무기

질 함량은 Ca 592.34 mg/100g, Fe 11.29 mg/100g,

Na 1.30 mg/100 g, Mg 131.83 mg/100 g를 나타내

었다.

미선나무 잎과 줄기의 유기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와 크로마토그램은 다음과 같다(Table 7, Fig. 2). 잎

의 유기산 함량은 citric acid 0.39 mg/g, succinic acid

1.19 mg/g, malic acid 6.54 mg/g를 나타내었다. 줄기

에 함유된 유기산 함량은 succinic acid 0.28 mg/g,

malic acid 0.80 mg/g 이었으며, citric acid는 검출되

지 않았다. 

3. 기능성성분 함량

미선나무 잎과 줄기에 함유된 총 페놀과 플라보

노이드 함량은 Table 8과 같다. 잎에는 50.64 mg/g,

줄기에는 13.53 mg/g이 함유되어 잎의 총 페놀 함

량이 줄기의 함량보다 약 3배 이상 높았다. 미선나

무 부위별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잎에

서는 96.47 mg/g, 줄기에서는 18.53 mg/g을 나타내

었다

4. 안전성 평가

미선나무의 소핵시험 결과, 용매대조군과 비교하

여 500, 1,000, 2,000 mg/kg의 투여군에서 특이한 일

반증상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개체 당 약 2000개의

다염성 적혈구에서 관찰한 소핵 유발빈도는 모든 시

험물질투여군 용매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Table 9). mitomycin C

를 처리한 양성대조군은 소핵 유발빈도에서 용매대

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현저한 증가를 보

였다(P<0.05). 세포독성의 지표인 PCE/(PCE+NCE)

Table 6. Mineral contents of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leaves and stems

Items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mg/100 g)

Leaves Stems

Ca 166.17 592.34

Fe 3.61 11.29

Na 1.59 1.30

Mg 37.72 131.83

Table 7. Contents of organic acids in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leaves and stems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Organic acid (mg/g)

Citric acid Succinic acid Malic acid

Leaves 0.39±0.00
*

1.19±0.00 6.54±0.00

stems ND
†

0.28±0.01 0.80±0.0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ot detected

Fig. 2. Organic acid chromatography of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leaves and stems.

Table 8. The Contents of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total flavonoids in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leaves and stems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Leaves Stem

Total phenolic

compounds (mg/g)
50.64±0.16

*
13.53±0.22

Total flavonoids (mg/g) 96.47±0.15 18.53±0.82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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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도 실험에 적용한 모든 미선나무 투여군에서 멸

균증류수를 사용한 음성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감

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mitomycin C를 처리한 양성

대조군은 용매대조군과 비교하여 뚜렷한 골수세포의

증식억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미선나무의 단회 투여 독성 및 개략적인 치사량의

분석 결과, 실험기간 동안 시험물질에 의한 사망동

물 및 특이한 일반증상은 관찰되지 않았다. 체중측

정결과, 모든 동물에서 정상적인 체중증가가 관찰되

었으며, 시험군간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체중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Table 10). 실험종료 시 모든 생존

동물의 부검결과, 특이한 육안소견은 관찰되지 않았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본 시험조건에서 시험물질

미선나무주정추출물의 반수치사량(LD50, Lethal Dose

50)은 2,000 mg/kg 이상인 것으로 사료된다.

IV. 고 찰

미선나무 잎의 수분 함량은 65.07%로 줄기의 함

량(40.97%)보다 많았다. 이는 약용식물인 산초(75.0%),

초피(66.1%), 헛개나무(72.5%) 및 생귀열나무(67.5%)

등의 잎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함량과 비슷한 수준

이었다.16-18) 미선나무 잎에 들어있는 조회분, 조단백,

조지방의 함량 또한 줄기보다 높았으며, 잎에 함유된

조단백은 11. 7%로 다른 성분들의 함량보다 높았다.

뜰보리수,19) 헛개나무,17) 밤나무20) 잎의 조회분, 조단

백질, 조지방을 분석한 결과는 각각 2.5, 11.5, 1.8%,

1.4, 4.5, 3.5%, 0.4, 12.0, 7.5%로 보고되었다. 위의

연구와 본 실험을 비교했을 때, 미선나무 잎에 함유

된 조단백은 다른 약용식물에 비해 높은 반면, 조회

분 및 조지방은 비슷하거나 대체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였다. Lee 등21)은 싸리나무 줄기에서 조회분 0.86%,

조단백질 2.80%, 조지방 0.61%의 함량을 나타내었

다고 보고하였는데, 미선나무 줄기에서의 함유된 함

량도 조회분 0.91%, 조단백질 3.77%, 조지방 0.36%

로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미선나무 잎과 줄기의 당 함량을 분석한 결과

fructose는 잎에 32.13 mg/g이 함유되어 줄기(11.38

mg/g)보다 3배 정도 높았으며, glucose의 함량은 잎

과 줄기 각각 56.17 mg/g, 10.59 mg/g으로 줄기보다

잎의 함량이 많았다. Lee 등22)에 의하면 올리브 잎

의 주요 당은 sucrose (1.55%)이었고, 월계수 잎에

는 glucose (1.54%)와 fructose (0.99%)가 주요 당이

었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Hur 등23)은 환삼덩굴 잎

과 줄기 당류 분석에서 glucose는 검출되지 않았지

Table 9. Micronucleus test of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in male ICR mice

Groups
Dose

(mg/kg)

MNPCE/2000

PCEs (%)

PCE/

(PCE+NCE)

Vehicle control 0 0.25±0.10 0.42±0.11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500 0.28±0.09 0.43±0.06

1,000 0.25±0.11 0.52±0.06

2,000 0.29±0.16 0.55±0.04

MMC 2.0 9.49±1.40* 0.43±0.06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at P < 0.05 (One-

way ANOVA, SPSS 12.0 k)

MNPCE; PCE with one or more micronuclei, PCE;

polychromatic erythrocyte, NCE; normochromatic erythrocyte,

MMC; mitomycin C

Table 10. Body weight changes of rats orally fed one time with Abeliophyllum distichum Nakai 

Sex
Dose

(mg/kg)
0 day 1 day 7 day 14 day

Male

0 241.91±7.57*
)

268.07±5.63 318.25±7.93 361.06±10.25

500 242.10±6.35 271.24±6.13 324.39±4.13 371.92±10.38

1,000 242.52±3.57 271.24±6.66 329.37±10.95 383.24±18.19

2,000 242.39±5.68 273.02±5.53 326.16±12.10 373.19±22.21

Female

0 193.39±4.26 209.46±9.78 235.01±11.24 253.82±17.37

500 196.65±4.51 212.79±3.21 231.61±8.26 249.88±11.47

1,000 197.49±3.13 216.54±3.68 235.24±7.49 257.52±5.85

2,000 198.57±4.52 216.67±6.12 238.76±8.61 255.01±7.02

*)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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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fructose 함량이 가장 높고, sucrose 및 maltose

등의 순으로 함유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들 결과와

미선나무 결과는 다른 경향을 보였으며, 당의 종류

및 함량은 식물의 종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으로 사료된다. 

미선나무의 지방산 함량을 살펴보면, 잎에서는

palmitic acid (31.79%), stearic acid , behenic acid,

linoleic acid 순으로, 줄기에서는 linolenic acid

(32.78%), palmitic acid , linoleic acid의 순으로 함유

되었다. 환삼덩굴 잎과 줄기의 지방산 조성 결과,23)

linoleic acid, palmitic acid 순이었고, 한국산 들깻잎

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24) 녹색잎과 자색잎에

서 linoleic acid가 가장 많았고, palmitic acid,

linolenic acid 순으로 함유량이 들어 있어 본 실험

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미선나무의 수용성 비타민 함량을 분석한 결과 잎

과 줄기 모두에서 ascorbic acid가 제일 많았고, 줄

기에 비해 잎의 ascorbic acid 함량이 4.4배 더 높았

다. 유기체 내의 대표적인 항산화물질인 ascorbic

acid (비타민 C)는 비타민 E와 함께 유리된 라디컬을

효과적으로 소거하는 물질이다.25) 녹차, 우롱차, 및 홍

차의 ascorbic acid 함량이 각각 1.02 mg/g, 0.99 mg/g,

및 1.08 mg/g 이었다는 연구26)와 꾸지뽕나무 잎에

함유된 ascorbic acid 함량이 작은 잎 0.10 mg/g, 중

간 잎 0.37 mg/g, 큰 잎 0.43 mg/g에 함유된 연구 결

과27)를 본 실험과 비교하였을 때 미선나무 잎의

ascorbic acid (1.32 mg/g) 함량이 더 높다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C를 다량

함유한 미선나무 잎은 향후 건강차 개발에 유용한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선나무의 무기질 조성을 보면 잎과 줄기 모두에

서 Ca, Mg, Fe, Na 순으로 높았으며, 미선나무 줄

기의 Ca과 Mg은 592.34 mg/100 g, 131.83이었고, 잎

에서는 각각 166.17, 37.72 mg/100 g 함량을 나타내

었다. 싸리나무 줄기의 무기질을 분석한 Lee 등21)은

Ca, K, Zn, Mg, Mn, Na 등의 순으로 높은 함량을

보고하였고, 헛개나무의 연구17)에서는 잎, 줄기 모두

에서 K, Ca, Mg, Na의 순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미선나무 잎과 줄기에는 Ca 함량이 제일 높았고, 줄

기의 함량이 3배 정도 더 높았는데 이는 싸리나무

줄기의 결과와 유사하였으나 헛개나무의 결과와는

다른 경향을 보였다.

유기산은 대체적으로 잎에 많이 함유되어 있었으

며, 잎에서는 malic acid가 6.54(mg/g)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uccinic acid, citric acid 순이었다. 반면

줄기에서는 malic acid (0.80 mg/g), succinic acid 순

이었으며 citric acid는 검출되지 않았다. Park 등28)

의 돌산 갓 잎 및 줄기 유기산 함량을 측정한 결과

malic acid의 함량이 7.90 mg/g으로 가장 높았고, 뜰

보리수 잎의 주요 유기산은 malic acid (1.11 mg/g)

가 가장 높았고, acetic acid, citric acid, lactic acid,

succinic acid 순의 결과를 보였다.19) 산초와 초피 잎

의 유기산은 malic acid 및 citric acid 두 종류만이

동정되었으며,16) 헛개나무 잎에는 malic acid, malonic

acid, citric acid가 주요 유기산으로 보고되었다.17) 위

의 결과들은 미선나무에 함유된 유기산 조성과 유사

한 경향을 보였으며, 국내에서 자생하는 약용식물의

잎에 함유된 유기산 중에서 malic acid가 주요 유기

산임을 알 수 있었으나 그 조성과 함량은 식물의 종

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대부분의 항산화 물질은

phenolic 및 flavonoid 계통의 화합물로 알려져 있으

며,12) 페놀성 화합물은 나무, 줄기, 잎, 열매, 뿌리,

꽃, 씨앗 등의 모든 부분에 존재하며, 이들 성분은

유리 라디칼의 생성을 지연시키거나 활성을 저해하

는 항산화물질로,29-31) 생체 내에서 심장관련 질병, 뇌

혈관 질병과 암을 억제 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32) 미선나무의 총 페놀 함량 분석 결과 잎

의 함량(50.64 mg/g)이 줄기의 함량(13.53 mg/g)보다

약 3.7배 이상 높았다. 가죽나무의 부위별 총 페놀

함량은 잎, 뿌리, 줄기 순으로 잎의 총 페놀 함량 은

82.1 mg/g으로 뿌리와 줄기보다 2~4배 높았다는 결

과33)를 나타냈는데, 본 실험은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미선나무 잎은 줄기에 비해 더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미선나무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잎

에는 96.47 mg/g으로 줄기(18.53 mg/g)보다 5배 정

도 높았다. 봄부터 가을까지 시기별로 개나리 잎에

함유하는 플라보노이드의 양을 분석한 결과34)에 따

르면, 개나리 잎은 27.9-159.5 mg/g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내었고, DPPH (diphenylpicrylhydrazyl)

라디칼 활성 소거능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 항산화

능력이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개나리는 미선나무처

럼 이른 봄에 꽃이 피고 늘어진 줄기 형태가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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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물푸레나무과에 속하기 때문에, 미선나무 또한 개

나리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사료된다. Lee의

연구33)에 의하면 가죽나무 줄기와 잎에는 각각 0.67

mg/g와 25.02 mg/g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냈

으며, Kim 등35)의 자생식물과 약용식물의 총 플라

보이드 함량 연구에 따르면, 비수리가 90.15 mg/g으

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쑥(77.65 mg/g), 귀리

(71.60 mg/g), 각시둥글레(65.56 mg/g), 개구리밥

(63.27 mg/g)의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미선

나무 잎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96.47 mg/g)은 계

절에 따른 개나리의 최고 플라보노이드 함량보다는

낮았지만 다른 연구결과에 비하여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전독성 여부를 검사하는 연구 방법 중 소핵

(micronucleus)시험은 시험물질을 마우스에 경구 투

여하고, 24시간 후 골수를 채취하여 소핵 유발 유무

를 관찰하는 in vivo 독성실험법의 하나이다. 소핵의

생성은 마우스 골수 내에서 erythroblast가 최종 분

열 한 후 탈핵 과정을 거쳐 미성숙 적혈구인 다염

성 적혈구가 되고, 이 다염성 적혈구는 약 10시간

후 성숙 적혈구가 되어 혈관으로 가게 되는데, 핵이

있는 적혈구 상태에서 시험물질이 돌연변이를 유발

하는 특성이 있다면 염색체가 깨어져 더 이상 분화

하지 못하고 파편으로 남아 다염성 적혈구 내에 있

게 된다.36) 따라서 소핵이 많이 관찰될수록 돌연변이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소핵시험

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시험물질은 식품의약청안

정청 고시 제 2005-60의 의약품 등의 독성시험기준

에 명시된 마우스 최대 투여용량인 2,000 mg/kg/day

의 범위에서 마우스 골수세포에 소핵을 유발하는 유

전독성 효과는 없는 결과를 보였다.37) 단회 투여 후

14일까지의 체중 변화를 관찰한 결과, 모든 시험군

에서 시험물질에 의한 체중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본 시험조건에서 시험물질의 반

수치사량(LD50, Lethal Dose 50)은 2,000 mg/kg 이

상으로 판단되었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자생지 지역 민간에서 식용과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공 증식의 성공으로 활발한 연

구가 가능해 진 미선나무(Abeliophyllum distichum

Nakai)를 대상으로 영양성분 및 생리활성 물질 등

화학성분을 분석하여 식품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의

자료를 마련하고자 실시되었다. 일반성분 및 영양성

분 분석 결과 조회분, 조단백, 조지방 함량, fructose,

glucose 등 당의 함량 및 ascorbic acid함량은 미선

나무 줄기보다는 잎에서 더 높았다. 미선나무의 지

방산 함량을 살펴보면, 잎에서는 palmitic acid, stearic

acid , behenic acid, linoleic acid 순으로, 줄기에서

는 linolenic acid, palmitic acid , linoleic acid의 순

으로 함유 되었다. 무기질 함량을 분석한 결과, Ca

의 함량이 잎 및 줄기에 모두 높았으나 잎보다 줄

기에 더 많이 함유되었으며, Mg도 줄기에 더 많이

함유되었다. 유기산은 malic acid, succinic acid, citric

acid의 함량 순으로 높았고, 줄기보다 잎의 함량이

더 높았다.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물질로 알려져 있

는 총 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도 각각

미선나무 잎이 줄기보다 약 3.7~5배 정도 높았다.

소핵시험은 식품의약청안정청 고시 제 2005-60의 의

약품 등의 독성시험기준에 명시된 마우스 최대 투여

용량인 2,000 mg/kg/day의 범위에서 마우스 골수세

포에 소핵을 유발하는 유전독성 효과는 없는 결과를

보였다. 단회투여 독성시험은 모든 시험군에서 시험

물질에 의한 체중 변화는 관찰되지 않은 결과로 보

아 본 시험조건에서 시험물질의 반수치사량(LD50,

Lethal Dose 50)은 2,000 mg/kg 이상으로 판단되었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미선나무 잎에는 줄기보다

영양성분과 생리활성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소재로써 활용

가능성 매우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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