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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시 감나무 부위별 수용성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염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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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ojongsi persimmon (Diospyros kaki L.) is the major cultivar of dried persimmon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water-soluble extracts from the calyx
(PCE), peel (PPE) and leaf (PLE) of Kojongsi persimmon. PCE showed the highest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In addition, the antioxidant activities (diphenylpicrylhydrazyl,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nitric
oxide and reducing power) of PCE were higher than those of PPE and PLE. Moreover, PCE, PPE and PLE significantly
suppressed the production of inflammatory mediators (nitric oxide and prostaglandinE

2
)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tumor necrosis factor-α and interluekin-1β) by lipopolysaccharide-stimulated RAW 264.7 cells in a dose-dependent manner.
PCE showed the highest anti-inflammatory activity. Thu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alyx of Kojongsi persimmon may
be highly valuable as a natural product owing to its high-quality functional components as well as its-antioxidant, anti-
inflammatory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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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감나무는 식용 및 약용으로 재배적 가치가 있으며, 크게 단감

과 떫은 감으로 분류되는데, 단감나무는 주로 일본에서 재배되

고, 떫은 감나무는 우리나라와 중국에서 일반적으로 재배된다(1).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고유종인 떫은 감나무는 감의 가치

를 높이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개량되어 왔는데, 그 종류는 고종

시, 청도반시, 둥시, 사곡시, 단성시, 장등이, 월하시 및 갑주백목

등으로 지역의 기온 및 토양의 특성에 따라 재배되고 있다(2). 고

종시 감의 재배현황은 감 전체 품종에서 11.5%를 차지하고 있지

만,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는 경상남도에 이어서 2번째로 많이 고

종시를 재배하고 있어 지역 특화 품종으로 알려졌다(2). 특히 전

북의 완주군 동상과 진안군 정천등 운장산 일대에서 재배되고 있

는 고종시는 씨 없는 감으로 잘 알려져 있다(3).

감(Diospyros kaki L.)은 알카리성 과일로서, 영양이 풍부하여

포도당, 과당 등의 당질이 풍부하고, 떫은맛을 내는 탄닌산이 풍

부하며, 비타민 C의 함량은 사과의 약 5-20배 높고 무기질이 풍

부한 과일이지만, 단감을 제외하고는 숙성시킨 연시(홍시)와 곶

감용으로 주로 활용된다(4). 고종시 감은 주로 곶감용으로 활용

되고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곶감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감을

편절하여 감말랭이로 사용하고 있으며, 감과육에 내포된 영양물

질과 자연당분 성분은 피로회복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5). 일

반적으로 곶감을 만들 때 제거되는 감 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탄

닌(tannin) 및 프로안토시아니딘(proanthocyanidin) 성분은 수용성

으로 항균, 항산화, 항종양 및 중금속 제거와 같은 생리활성 효

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6-8). 감잎 또한 항산화, 항염증 및 항

가려움증에 대한 생리활성 효과가 있어 차(tea)로 이용되거나 화

장품 원료로 활용되고 있다(9,10).

알레르기 및 염증성 피부질환은 발열(fever), 발진(rash), 종창

(swelling) 및 가려움(itching)을 동반하면서 피부장벽(skin barrier)

붕괴의 주요원인으로 알려졌다(11,12).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와 interleukin-1β (IL-1β) 등과 같은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s)은 반응산소 중간물

질(reactive oxygen species, ROS)과 반응질소 중간물질(reactive

nitrogen species, RNS)을 대량생산한다. ROS는 O2
−과 OH 등 라

디칼을 생성하고, RNS는 라디칼을 비롯한 NO, ONOO− 등을 생

산하는데, 이들은 반응속도가 매우 빠르고 독성을 야기하여 주변

조직을 손상시켜 염증반응을 더욱 악화시킨다(12-14).

특히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이러한 알레르기성 및

염증성 피부질환의 대표적인 예라할 수 있는데, 심한 가려움증으

로 인한 홍반(erythema), 종창, 발진, 까짐(erosion), 잔물집(vesicle),

농포(pustule) 및 태선화(lichenification)가 반복적으로 형성되면서

피부장벽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염증성 매개물질뿐만 아니라 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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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RNS와 같은 산화적 스트레스 물질이 대량 생산되어 치명적

인 조직손상을 야기한다(15). 그러므로 알레르기성 및 염증성 피

부질환을 치료 또는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항산화뿐만 아니라 항

염작용이 우수한 물질을 경구적으로 섭취하거나 피부에 도포해

야할 필요가 있다(14,15).

최근에 저자들은 고종시 감잎을 대상으로 시기별 항산화(3), 자

외선 차단(16) 및 항염 효과(17)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대봉시 감 부위별 추출물에 대한 효과는 보고된 바 있으나(18), 고

종시에 대한 부위별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에 대한 연구 보고는 없

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고종시 감나무의 감잎, 감꼭지 및

감껍질 등 부위별 수용성 추출물을 대상으로 2,2-diphenyl-1-picryl-

hydrazyl (DPPH), 2,2'-azino-bis (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및 nitric oxide (NO) 라디칼 소거 활성과 환원력 등 항산

화 효과를 조사한 후, lipopolysaccharide (LPS)로 활성화된 설치류

유래 RAW 264.7 세포에서 염증매개물인 prostaglandin E2 (PGE2)

와 염증성 사이토카인(TNF-α와 IL-1β) 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RPMI Medium 1640, fetal bovine serum (FBS)는 Invitrogen

(Carlsbad, CA, USA)에서 구매하였고, tumor necrosis factor

(TNF)-α, interleukin-1β (IL-1β) 및 prostaglandin E2 (PGE2)

ELISA kit는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에서 구입하

였다.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2,2'-azino-bis (3-eth-

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Butylated hydroxytolu-

ene (BHT), potassium persulfate, sodium bicarbonate, ascorbic

acid, 2-mercaptoethanol, lipopolysaccharide (LPS), (±)-6-hydroxy-

2,5,7,8-tetramethylchroman-2-carboxylic acid (Trolox), penicillin-

streptomycin 및 기타 시약은 시약급으로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고종시 감나무 부위별 채취 및 추출

실험에 사용한 고종시 감잎은 2013년 6월 20일에 채취하였고,

감껍질, 감꼭지 및 과육은 감이 성숙되는 시기인 2013년 10월 10

일에 전라북도 완주군 동상면 거인마을과 진안군 정천면 학동마

을에서 고종시 감나무로부터 채취하였다. 고종시 품종의 동정은

일차적으로 마을 주민과 각 면의 농촌지도사로부터 확인하였으

며, 최종적으로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방제학교실에서 동정

하였다. 감잎(#2013-06-20), 감껍질(#2013-10-101) 및 감꼭지(#2013-

10-103) 등 표본은 전주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연구실의 표본실에

보관하였다. 채취된 재료는 즉시 신선한 물로 세척한 후 감잎은

5분간 증기찜을 한 후 실온에서 선풍기를 활용하여 건조하였으

며, 감껍질과 감꼭지는 그늘에서 10일간 자연건조한 후 최종적으

로 45oC 건조기에서 12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된 감나무 부

위별 재료는 200 g으로 정량하여 증류수 1,000 mL를 첨가하고 5

분간 끓인 후, 추출물은 0.45 µm 필터를 사용하여 여과하고 동결

건조기(EYELA FDU-2100, Tokyo, Japan)에서 건조하였으며 부위

별로 5.6-23.5 g을 회수한 후 −20oC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

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의 측정은 Folin-Denis법(19)을 응용하여 측정

하였다. 즉, 메탄올 1 mg/mL의 농도로 용해한 각 용매별 추출액,

Folin-Ciocalteau시약 및 10% Na2CO3용액을 각각 1 mL씩 차례로

가한 다음 실온에서 1시간 방치한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Caffeic acid (Sigma Co., Ltd., St. Louis, MO, USA)를

0-100 µg/mL의 농도로 제조한 후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

하여 얻은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시료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

량을 측정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는 Moreno 등(20)의 방법에 따라 1 mg/mL 농

도의 시료액에 10% aluminum nitrate 0.1 mL, 1 M potassium

acetate 0.1 mL 및 ethanol 4.3 mL를 차례로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

에서 40분간 방치한 다음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Quercetin (Sigma Co.)을 표준물질로 하여 0-100 µg/mL 농도 범위

에서 얻은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을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Blois(21)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를 메탄올로 녹여 최종 농도가 31.25, 62.5, 125, 250, 500 및

1000 µg/mL이 되도록 정량하여 96 well plate에 각 시료를 100 µL

을 주입하고, 동시에 0.3 mM DPPH 100 µL를 넣어 총량이

200 µL가 되도록 하였다.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 (Tecan Group Ltd., Mannedorf, Swizerland)로 540 nm 파

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시료 용

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 사이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

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1−(시료 첨가군 흡광도/시료 무첨가군 흡광도)}×100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은 Re 등(22)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

다. ABTS 7.4 mM과 potassium persulphate 2.6 mM을 혼합한 다

음 빛이 차단된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radical을 형성

한 다음 ABTS 용액을 실험 직전에 732 nm에서 흡광도가

0.70±0.03이 되도록 메탄올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각 추출물과

Trolox의 최종농도가 31.25, 62.5, 125, 250, 500 및 1,000 µg/mL

이 되도록 정량하여 50 µL에 준비된 ABTS 용액 950 µL를 첨가

하여 암소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7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시료 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

사이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1−(시료 첨가군 흡광도/시료 무첨가군 흡광도)}×100

NO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Gray와 Dugan의 방법(23)에 따라 일정 농도의 시료 1 mL에 1

mM NaNO2 용액 1 mL를 가한 뒤 0.1 N HCl과 0.2 M citrate

buffer를 이용하여 각각 pH 1.2, 3.0 및 6.0으로 보정한 다음 총

부피를 10 mL로 하였다. 이 용액을 37oC에서 1시간 반응시킨 다

음 각 반응액 1 mL를 취하여 2% acetic acid 3 mL과 30% acetic

acid 용액으로 용해한 Griess reagent (1% sulfanilic acid:1%

napthylamine=1:1) 0.4 mL를 가하고 잘 혼합하여 실온에서 15분

간 방치한 후 ELISA reader로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아질산염 소거 활성은 시료 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 사이의 흡

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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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질산염 소거 활성(%)

={1−(시료 첨가군 흡광도/시료 무첨가군 흡광도)}×100

환원력 측정

Reducing power는 Oyaizu(24)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추출물과 Vit C.의 농도가 31.25-1,000 µg/mL이 되도록 정량

하여 0.2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6) 250 µL, 1%

potassium ferrycianide 250 µL를 각각 혼합하여 50oC에서 20분 동

안 반응시킨 후 10% trichloroacetic acid 250 µL을 가하였다. 위

반응액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500 µL에 증

류수 500 µL, 0.1% ferricchloride 100 µL를 가하여 혼합한 흡광도

값을 700 nm에서 측정하였다.

세포배양

설치류 유래 대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Manassas, VA, USA)으로부터 구입했

다. RAW 264.7 세포는 10% FBS, penicillin G (100 IU/mL)와

streptomycin (100 µg/mL)이 첨가된 RPMI 1640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세포(2×105 cells/mL)는 24 well 배양 플라스크에 접

종하여 약 70% 성장이 도달되었을 때 고종시 감나무 유래 부위

별 수용성 추출물을 처리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측정하였다.

PGE2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측정

사이토카인의 측정은 각 부위별 추출물을 2시간 동안 전 처리

한 후 LPS (1 µg/mL)로 RAW 264.7 세포를 자극한 후 18시간

후에 상층액을 취하여 PGE2, TNF-α와 IL-1β 측정에 사용하였다.

PGE2, TNF-α와 IL-1β 등은 각 primary antibody를 사용하여 각각

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ELISA kit을 사용하여 R&D Systems가

제공하는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고 정량하였다. 세포상층액 100 µL

를 각각의 항체가 코팅된 plate에 첨가하고 반응시킨 후 잘 세척

한 다음 horseradish peroxidase가 부착된 2차 항체를 처리하고 반

응시킨 후, 발색 기질을 첨가하여 반응시켜 ELISA reader로 측정

하였으며, 각 물질에 대한 정량은 각각의 물질을 농도별로 처리

하여 반응시켜 표준곡선을 정하고 세포 상층액에 함유된 물질의

양을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값은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통계분석은 SPSS

Statistics (version 20) Program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ANOVA와 Student’s t-test로 처리하였으며, 유의성 한계는 p<0.05

로 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고종시 감나무 부위별 총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함량

고종시 감나무 부위별 수용성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과 총 플

라보노이드 함량을 알아본 결과 Table 1과 같이 감꼭지 추출물

(PCE)의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157.44±0.51

mg/g과 6.69±0.02 mg/g으로 감잎(PLE)과 감껍질(PPE)에 비해서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감잎 추출물이 높았으며, 감껍질의 경

우 그 함량이 가장 낮았다. 총 폴리페놀의 경우 고종시 유래 감

꼭지에서 157.44±0.51 mg/g, 감껍질에서 20.89±0.69 mg/g이 함유되

어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고,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Jang 등(25)

의 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봉옥, 청도반시, 도근조생 품종의

감꼭지와 감껍질 수용성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보다 높은 것

으로 확인되었다. 즉, 감의 품종별부위별 항산화 활성에 대해 연

구한 Jang 등(25)의 결과에서 감꼭지 및 감껍질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봉옥 품종이 각각 30.72±0.04 mg/g 및 5.21±0.10 mg/g이었

고, 청도반시 품종이 각각 23.01±0.48 mg/g 및 13.80±0.29 mg/g,

그리고 도근조생 품종이 각각 13.05±0.33 mg/g 및 6.34±0.06 mg/

g으로 보고된 바 있다.

고종시 감나무 부위별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고종시 감나무 부위별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알

아보기 위해 합성 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BHT 또는 Trolox와 비

교하여 조사하였다. 그 결과 Fig. 1A와 같이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IC50은 감꼭지 추출물이 36.5 µg/mL으로 감잎(65.2 µg/mL)과

감껍질(319.7 µg/mL)에 비해 가장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으

며, 감잎의 경우도 그 활성이 높았다. 특히 감꼭지와 감잎 추출

물의 경우 참고 항산화제인 BHT (213.5 µg/mL) 보다 우수한 효

과를 보였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IC50은 Fig. 1B와 같이 감

꼭지 추출물이 246.5 µg/mL으로 감잎(319.7 µg/mL)에 비해서 항

산화 활성이 높았으나, 참고 항산화제인 Trolox (130.8 µg/mL) 보

다 그 활성이 낮았다. 감껍질의 경우 DPPH와 ABTS 라디칼 소

거 활성이 낮은 이유는 갑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감과육 때문이

라 사료된다. BHT와 Trolox 같은 합성 항산화제는 비교적 DPPH

또는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이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세

포의 대사 및 호흡작용을 방해하며 발암성(26,27) 및 독성(28)이

강하다는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어 부작용이 없는 대체 천연 항

산화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 고종시 감꼭

지와 감잎 수용성 추출물의 우수한 항산화 효과는 천연건강식품

에 활용할 수 있는 항산화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종시 감나무 부위별 NO 라디칼 소거 활성 및 환원력

NO 라디칼 소거 활성은 pH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산성에서 강한 활성을 보인다(29,30). 그러므로 고종

시 감나무 부위별 NO 라디칼 소거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비타

민 C을 표준 항산화제로 사용하여 pH 1.2, pH 3.0 및 pH 6.0 조

건하에서 비교 조사한 결과 감껍질을 제외한 감꼭지와 감잎의 경

우 pH가 낮을수록 그리고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NO 라디칼

활성이 증가하였다(pH 3.0과 pH 6.0의 결과 제시하지 않았음).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pH 1.2 상태에서 참고 항산화제인 비타민 C

와 고종시 감나무 부위별 NO 라디칼 소거 활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Fig. 2A와 같이 감꼭지와 감잎의 NO 소거 활성 IC50은

각각 330.5 µg/mL과 514 µg/mL으로 나타나 비타민 C (135.1 µg/

mL) 보다는 활성이 낮았으나, 감껍질에 비해서는 매우 우수한

NO 라디칼 소거 활성이 우수하였다. 또한 감꼭지와 감잎의 환원

력은 500 µg/mL 이하의 농도에서는 비타민 C보다는 낮았지만,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1,000 µg/mL 농도에서

는 그 활성이 유사하였다(Fig. 2B).

Table 1.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water
soluble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Kojongsi persimmon

Extract Total polyphenol (mg/g) Total flavonoid (mg/g)

PCE1) 157.44±0.51 6.69±0.02

PPE2) 020.89±0.69 1.29±0.01

PLE3) 102.67±0.67 3.36±0.01

1)PCE: Water soluble extract of persimmon calyx.
2)PPE: Water soluble extract of persimmon peel.
3)PLE: Water soluble extract of persimmon 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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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감꼭지와 감잎의 라디칼 소거 활성 및 환원력이 우

수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폴리페놀 및 총 폴리플라보노이드 함량

이 높기 때문이라 사료된다(31).

RAW 264.7 세포에서의 고종시 감 부위별 NO 및 PGE2 생

성억제 효과

염증 매개 물질인 NO와 PGE2는 면역세포 중 탐식세포(phago-

cytes)가 활성화되면 대량 생산되는데, 이 물질에 의해서 염증반

응은 더욱 촉진되어 주변의 조직을 손상시킨다(12,13). 이러한 염

증 매개물을 억제할 수 있는 고종시 감 부위별 수용성 추출물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먼저 LPS로 자극된 RAW 264.7 세포를

대상으로 NO와 PGE2의 생성량을 조사하였다(Fig. 3). 그 결과

Fig. 3A와 같이 LPS로 활성화된 RAW 264.7세포에서 NO

(25.78±0.71 µM)와 PGE2 (7.41±0.17 ng/mL)의 생성은 정상군(NO:

0.68±0.12 µM, PGE2: 1.12±0.13 ng/mL)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다

(p<0.001). 그러나 LPS에 의해 활성화된 NO와 PGE2의 생성량은

고종시 감부위별 수용성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농도별로 감소

되었다. 즉, NO의 경우 200 µg/mL 처리 농도에서는 감껍질을 제

외하고 감꼭지 추출물(p<0.01)과 감잎 추출물(p<0.5)에서 유의하

게 NO 생성이 감소되었다. 특히 400 µg/mL 농도에서는 감꼭지

추출물(p<0.001)과 감잎 추출물(p<0.01)은 현저히 NO 생성을 억

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PGE2의 경우 모든 고종시 감 부위

별 수용성 추출물에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대조군에 비해서 현저

한 감소효과를 보여주었다. 흥미로운 것은 감꼭지와 감잎 추출물

에 비해서 감껍질은 항산화 활성과 세포에서 NO 및 PGE2 생성

억제 효과가 모든 농도에서 낮았지만, PGE2 생성 억제효과는 비

교적 낮은 농도에서도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껍질에 함

유되어 있는 proanthocyanidin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이 함유

되어 있기 때문인 것(32)으로 사료되며, 염증매개물인 PEG2는

cyclooxygenase-2 (COX-2)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유도성 NO합

성효소(inducible nitric oxide)로부터 생성되는 NO와 다를 수 있

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은 분자적 수준에서 더 조사해야할 필

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AW 264.7 세포에서의 고종시 감 부위별 TNF-α와 IL-1β

생성억제 효과

TNF-α와 IL-1β이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들 사이토카인에 의해 염증반응이 가속화되며 인체에 유해한 ROS

를 대량 생성하여 조직을 치명적으로 손상시킨다(13,14,16). 그러

므로 이러한 염증 매개물을 억제할 수 있는 고종시 감 부위별 수

Fig. 1. Effects of water soluble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Kojongsi persimmon on DPPH radical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extract of persimmon calyx (PCE), ▲: extract of
persimmon peel (PPE), □: extract of persimmon leaf (PLE), ●: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or Trolox. Values are shown as mean±SD of
3 replicates.

Fig. 2. Effects of water soluble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Kojongsi persimmon on NO-like radical and reducing power activity.

(A): NO-lik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 reducing power activity. ○: extract of persimmon calyx (PCE), ▲: extract of persimmon peel
(PPE), □: extract of persimmon leaf (PLE), ●: ascorbic acid (Vit. C) or Trolox. Values are shown as mean±SD of 3 replicates.



고종시 감나무 부위별 항산화 및 항염 활성 509

용성 추출물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LPS로 자극된 RAW 264.7

세포를 대상으로 TNF-α와 IL-1β의 생성량을 조사하였다(Fig. 4).

그 결과 Fig. 4와 같이 LPS로 활성화된 RAW264.7 세포에서

TNF-α (4.21±0.17 ng/mL)와 IL-1β (405.08±10.71 pg/mL)의 생성

은 정상군(TNF-α: 0.68±0.12 µM, IL-1β: 102.31±10.28 pg/mL)에

비해 현저히 증가되었다(p<0.001). 그러나 LPS에 의해 활성화된

TNF-α와 IL-1β의 생성량은 고종시 감부위별 수용성 추출물을 처

리하였을 때 농도가 증가할수록 억제되었다. TNF-α의 경우 100 µg/

mL 농도에서 감꼭지와 감잎 추출물은 유의하게 억제되었고(p<0.05),

400 µg/mL 처리 농도에서는 모든 부위의 추출물에서 현저히 억

제되었다(p<0.001). 또한 IL-1β의 경우에서도 200 µg/mL 농도부

터 유의하게 모든 농도에서 억제되었고, 400 µg/mL 처리 농도에

서는 TNF-α와 유사하게 모든 부위의 추출물에서 현저히 억제되

었다(p<0.001). 이러한 결과는 고종시의 감꼭지와 감잎뿐만 아니

라 감껍질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식품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고종시 감나무 부위별 수용성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염증에 대한 효과를 조사하였다. 감꼭지와 감잎은 DPPH, ABTS

및 NO 등 라디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활성뿐만 아니라 환원

력도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또한 LPS에 의해 활성화된

설치류 유래 대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에서 NO 생성억제는

감꼭지 추출물이 가장 우수하였지만, PGE2 생성의 경우 모든 부

위의 추출물에서 탁월한 억제 효과가 있었다. 더욱이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에서 감꼭지, 감잎 및 감껍질 추출물은 농도에

의존적으로 TNF-α와 IL-1β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고종시 감나무 부위별 추출물 중 감꼭지와 감잎은 항산화

제뿐만 아니라 항염증에 효과적인 물질이라는 것을 제시해주었

고, 감껍질의 경우 비록 항산화 효과는 낮았지만, 우수한 항염효

과를 나타내는 물질임을 제시해주었다. 그러므로 고종시 감나무

수용성 추출물은 항산화와 항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식품으

Fig. 3. Effects of water soluble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Kojongsi persimmon on LPS-induced NO and PGE2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A): NO production, (B): PGE2 production. RAW 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or without the different concentration (50-
400 µg/mL) of water soluble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Kojongsi persimmon for 2 h. Then it was incubated with or without LPS (1 µg/mL)

for 18 h at 37oC. NO content was measured by Griess reagent assay and PGE2 content was measured by ELISA assay. □: normal (non-
treatment), ■: control (LPS alone), ▧: extract of persimmon calyx (PCE), ▥: extract of persimmon peel (PPE), ■: extract of persimmon leaf
(PLE). Values are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01 versus the non-treated control group. *p<0.05, **p<0.01 and
***p<0.001 versus LPS-treated control group.

Fig. 4. Effects of water soluble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Kojongsi persimmon on LPS-induced TNF-α or IL-1β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A): TNF-α production, (B): IL-1β production. RAW 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or without the different
concentration (50-400 µg/mL) of water soluble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Kojongsi persimmon for 2 h. Then it was incubated with and

without LPS (1 µg/mL) for 12 h at 37oC. Cytokine was measured by ELISA assay. □: normal (non-treatment), ■: control (LPS alone), ▧:
extract of persimmon calyx (PCE), ▥: extract of persimmon peel (PPE), ■: extract of persimmon leaf (PLE). Values are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01 versus the non-treated control group. *p<0.05, **p<0.01 and ***p<0.001 versus LPS-treate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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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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