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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oxidant, α-glucosidase inhibition, and anticoagulant

effects of 80% ethanolic extract from mistletoe (Viscum album var.

coloratum) were investigated. The yield and polyphenol content of

the mistletoe extract were 30.9±0.4% and 57.6±1.5 mg gallic acid

equivalents/g, respectively. The antioxidant effects of the mistletoe

extract such as free and cationic radical scavenging ability, nitrite

scavenging ability, and reducing power increased in proportion to

its concentration. Also the mistletoe extract inhibited the activity

of α-glucosidase, and delayed plasma coagulation mainly by

inhibiting the extrinsic and common pathways in blood coagulation

system.

Keywords Anticoagulant · Antioxidant · α-Glucosidase inhib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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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겨우살이(mistletoe)는 잎과 줄기에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 광합성

작용을 하면서 부족한 영양분은 참나무속, 밤나무속, 팽나무속,

오리나무속, 자작나무속 등의 숙주식물로부터 얻는 반기생 식물

이다[1]. 우리나라에는 한국산 겨우살이(Viscum album var.

coloratum), 붉은 겨우살이(Viscum album f. rubroauranticum),

동백나무 겨우살이(Korthalsella japonica), 꼬리 겨우살이(Loranthus

tanakae) 및 참나무 겨우살이(Taxillus yadoriki) 등이 분포하고 있

다[2]. 겨우살이는 잎과 줄기에 우수한 약리 성분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예부터 민간요법에 사용해 왔

으며 건강을 위한 기능성 식품이나 와인 등으로도 개발하고 있다[1].

겨우살이 추출물은 항암 및 면역증강 효과가 우수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미슬토(mistletoe) 요법으로 암 환자에게 보조항암제

로 사용되고 있다[3-5]. 겨우살이의 주요 생리활성 성분으로는

항암 물질인 lectin을 비롯하여 viscotoxin, 플라보노이드, 테르

펜 화합물, 알칼로이드 등이 확인되었다[6]. 특히 겨우살이의 당

단백질인 lectin은 apoptosis와 T-세포 활성화를 유도함으로써 항

암 효과를 나타낸다[7,8]. 그 밖의 한국산 겨우살이의 생리활성

으로는 2형 당뇨 억제 효과[9]가 보고되었고, 추출 용매와 추출

조건에 따른 유리라디칼 및 아질산염 소거능의 항산화 효과

[10,11]가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겨우살이를 에탄올 수용액으로 추출한

후 유리라디칼 및 아질산염 소거활성뿐만 아니라 양이온라디칼

소거활성과 환원력을 확인함으로써 겨우살이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고, 또한 겨우살이 추출물의 α-

glucosidase 저해와 혈액 항응고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겨우살이

추출물을 생리활성 식품 소재로 활용하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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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겨우살이 추출 및 폴리페놀 함량

강원도 홍천에 서식하는 참나무에 기생한 겨우살이(Viscum

album var. coloratum)의 잎과 가지를 건조하여 미세 분말화한

것을 동의한약나라(서울,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여 200 mesh 채

로 거른 후 사용하였다. 겨우살이 분말에 40배(w/v)의 80% (v/v)

에탄올 수용액을 가하고 45 oC의 항온수조에서 2시간 추출한 후

원심분리(3,000×g, 10분)하여 겨우살이 추출물을 얻었다. 겨우

살이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은 겨우살이 추출물과 Folin 시약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섞어서 실온에서 5분

간 반응시킨 다음 10% Na2CO3 용액을 가하고 60분 정치시킨

후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gallic acid 당량으로 계산하

였다[12].

겨우살이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겨우살이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측정에 사용된 시약들은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의 제품이었다. 겨우살이 추출물

의 유리라디칼 소거활성은 겨우살이 추출물과 0.2 mM 2,2-

diphenyl-picryl-hydrazyl (DPPH) 용액을 섞어서 실온에서 30분

간 반응시킨 다음 517 nm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3]. 양이온

라디칼 소거활성은 7.5 mM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sulfonic acid (ABTS)와 2.5 mM potassium persulfate의 혼합

용액을 암소에서 15시간 정치시켜 ABTS 라디칼 용액을 만들

고 414 nm에서의 흡광도를 1.500±0.10으로 희석한 것을 겨우살

이 추출물에 첨가하여 실온에서 90분 반응시킨 후 41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4]. 환원력은 겨우살이 추출물과 1%

K3Fe(CN)6를 0.2 M phospahte 완충액(pH 6.8)과 혼합하고

50 oC에서 20분 반응시킨 후 10% trichloroacetic acid를 가하고

원심분리(3,000×g, 10분)하여 분리한 상등액에 0.1% FeCl3를 첨

가한 다음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5]. 아질산염 소

거활성은 겨우살이 추출물과 1 mM NaNO2를 0.2 M citrate 완

충액(pH 1.2)과 혼합하여 37 oC에서 60분 처리한 후 Griess 시

약을 첨가하고 실온에서 20분 반응시킨 후 52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16].

겨우살이 추출물의 α-glucosidase 저해 및 혈장 항응고 효과

겨우살이 추출물의 α-glucosidase 저해활성은 겨우살이 추출물

과 0.4 U α-glucosidas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를 0.2 M phosphate 완충액(pH 6.8)에 넣고 37 oC에서 10분간

전처리한 후 3 mM p-nitrophenol-α-D-glucose (PNPG, Sigma-

Aldrich)를 넣고 37 o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0.1 M

Na2CO3 용액을 첨가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7].

겨우살이 추출물의 혈장 항응고 효과 측정에는 사람의 표준

혈장, thrombin, aPTT-XL 및 thromboplastin 시약(Thermo

Fisher Scientific, Middletown, VA, USA)을 사용하였고, 혈액응

고분석기(CM2, Behnk Elektronik, Norderstedt, Germany)로

prothrombin time (PT),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 thrombin time (TT)을 측정하였다[18]. APTT는 사람의

혈장, 겨우살이 추출물 및 aPTT-XL 시약을 혼합하여 37 oC에

서 3분간 preincubation한 후 20 mM CaCl2를 넣어 측정하였고,

PT는 겨우살이 추출물과 혈장을 혼합하여 37 oC에서 3분간

preincubation한 후 thromboplastin 시약을 첨가하여 측정하였으

며, TT는 혈장, 겨우살이 추출물 및 20 mM CaCl2를 섞어서

37 oC에서 3분간 preincubation한 후 0.5 U thrombin을 첨가하여

측정하였다[18].

결과 및 고찰

겨우살이의 80% (v/v) 에탄올 추출물의 수율은 30.9±0.4%였고,

폴리페놀 함량은 57.6±1.5 mg gallic acid equivalent (GAE)/g-

추출물로 나타났다(Table 1). 식물의 대표적 생리활성 물질인 폴

리페놀 화합물은 항산화 활성뿐만 아니라 항균, 항혈전 및 α-

glucosidase 저해 효과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9-21]. 겨

우살이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을 다른 약용식물과 비교하였을

때, 연잎 추출물의 186.2 mg/g [22]. 사자발약쑥 추출물의 106.9

mg/g [23], 두충잎 추출물의 64.1 mg/g [24] 보다는 낮게 나타

났는데 이는 겨우살이의 경우 잎과 줄기를 구분하지 않고 같이

약재로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폴리페놀 함량이 낮은 것

으로 여겨진다. 기존의 연구에서 겨우살이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은 물 추출물이 47.9 mg/g [11], 주정 추출물이 54.6 mg/g

[11]로 본 연구의 80% 에탄올의 폴리페놀 함량이 더 높게 나

타났는데, 이는 물이나 에탄올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에

탄올 수용액으로 추출하는 것이 식물 세포막에 용매의 침투가

더 용이하여 폴리페놀이 더 많이 추출된다는 보고와 일치하였

다[25]. 또한, 겨우살이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을 껍질과 뿌리

를 약용으로 사용하는 다른 식물과 비교하였을 때, 두충껍질 추

출물의 42.4 mg/g [24], 인삼뿌리 추출물의 10.3 mg/g [26], 전

칠삼뿌리 추출물의 10.4 mg/g [26]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실제

로 약용식물을 부위별로 추출하였을 때 폴리페놀 함량은 잎, 껍

질, 줄기, 뿌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27,28].

겨우살이 추출물은 농도의존적으로 유리 및 양이온라디칼을

소거하였다(Fig. 1A). 겨우살이 추출물이 DPPH 및 ABTS 라디

칼을 50% 소거하는 농도인 EC50값은 각각 806.8 및 513.8 μg/

mL로 나타났다. 겨우살이 추출물의 DPPH 유리라디탈 소거능

의 EC50값을 다른 약용식물과 비교하였을 때, 연잎 추출물의

205.1 μg/mL [22], 사자발쑥 추출물의 297.1 μg/mL [23], 두충

잎 추출물의 574.2 μg/mL [24] 보다는 높고 두충껍질 추출물

의 2,103.1 μg/mL [24] 보다는 낮게 나타나 각 추출물의 DPPH

유리라디칼 소거능은 폴리페놀 함량과 비례하였다. 겨우살이 추

출물의 ABTS 양이온라디탈 소거능의 EC50값을 다른 약용식물

과 비교하였을 때, 연잎 추출물의 274.1 μg/mL [22], 사자발쑥

추출물의 226.1 μg/mL [23] 보다는 높고 두충잎 추출물의

560.6 μg/mL [24], 두충껍질 추출물의 1,357.4 μg/mL [24] 보다

는 낮게 나타나 겨우살이 추출물의 ABTS 양이온라디칼 소거

Table 1 Yield and polyphenol content of mistletoe (Viscum album var.

coloratum) extract

Yield (%) polyphenol content2) (mg GAE/g-extract)

30.9±0.41) 57.6±1.51)

1)Data represented means and SD of triplicate measurements
2)Polyphenol content was expressed as gallic acid equivalents (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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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은 폴리페놀 함량에 비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겨우살이 추출물의 농도 증가에 비례하여 Fe3+ 이온을 Fe2+

로 환원시키는 환원력도 증가하였다(Fig. 1B). 겨우살이 추출물

의 환원력의 EC50값은 639.8 μg/mL로 나타났다. 겨우살이 추출

물의 환원력의 EC50값을 다른 약용식물과 비교하였을 때, 연잎

추출물의 238.1 μg/mL [22], 사자발쑥 추출물의 178.6 μg/mL

[23], 두충잎 추출물의 319.9 μg/mL [24] 보다는 높고 두충껍질

추출물의 705.9 μg/mL [24] 보다는 낮게 나타나 각 추출물의

환원력은 폴리페놀 함량과 비례하는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

한 겨우살이 추출물은 발암성 물질인 nitrosamine 생성의 원인

이 되는 아질산염을 효과적으로 소거하였다(Fig. 1C). 겨우살이

추출물이 아질산염을 50% 소거하는 농도인 EC50값은 849.4 μg/

mL로 나타났다. 겨우살이 추출물의 아질산염 EC50값을 다른 약

용식물과 비교하였을 때, 연잎 추출물의 580.3 μg/mL [22] 보다

는 높았지만 사자발쑥 추출물의 976.1 μg/mL [23], 두충잎 추출

물의 2,329.2 μg/mL [24], 두충껍질 추출물의 5,467.6 μg/mL

[24] 보다는 낮게 나타나 겨우살이 추출물은 폴리페놀 함량에

비해 아질산염 소거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겨우살이 추출물은 농도에 비례하여 α-glucosidase 효소활성

을 저해하였다(Fig. 2). 겨우살이 추출물은 480 μg/mL의 농도에

서 α-glucosidase의 활성을 46.8%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α-glucosidase의 활성을 저해하는 천연

Fig. 1 (A) DPPH free radical (-○-) and ABTS cation radical (-□-)
scavenging abilities, and (B) Reducing power, and (C)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80% ethanolic extract from mistletoe (Viscum album var.

coloratum). All data were means ± SD (n =3). Data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the value of previous group (*p <0.05)

Fig. 2 Effect of 80% ethanolic extract from mistletoe (Viscum album var.

coloratum) on α-glucosidase activity. All data were means ± SD (n =3).

Data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the value of previous group

(*p <0.05)

Fig. 3 Effect of 80% ethanolic extract from mistletoe (Viscum album var.

coloratum) on TT (-□-), PT (-○-), and aPPT (-▽-) in plasma
coagulation system. All data were means ± SD (n =3). Data were

statistically different from the value of previous group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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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비교적 독성 없이 혈당 상승을 억제함으로써 당뇨 관리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29]. 동백나무 겨우살이(Korthalsella

japonica) 추출물은 10 μg/mL 보다 낮은 농도에서 α-glucosidase

의 활성을 50% 이상 저해[30], 68.7 μg/mL의 연잎 추출물은

63.1% 저해[22], 250 μg/mL의 핑거루트 추출물은 60.7% 저해

[31] 및 137.4 μg/mL의 사방오리나무 추출물은 50.0% 저해[32]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겨우살이 추출물은 농도에 비례하여 혈액 응고를 억제하였다

(Fig. 3). 겨우살이 추출물은 7.73 mg/mL의 농도에서 외인성 경

로인 PT를 2.3배, 내인성 경로인 aPTT를 1.3배 또한 공동경로

인 TT를 1.7배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겨우살이 추출물

은 주로 외인성 경로와 공통 경로를 저해함으로써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잎 및 사자발쑥 추출물은 외인성

경로와 내인성 경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연잎 추출

물은 3.40 mg/mL의 농도에서 공통 경로인 TT를 2.2배 지연시

켰고[22] 사자발쑥 추출물은 3.22 mg/mL의 농도에서 TT를 1.8

배 지연시킨다는 보고[23]와 비교해 보아도 겨우살이 추출물은

혈전 형성의 외인성 경로에 대한 억제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

으로 여겨진다.

폴리페놀 화합물이 항산화, α-glucosidase 활성 억제 및 혈장

항응고 활성을 가진다는 기존의 보고[20,21,25]로 보아 겨우살

이 추출물의 생리활성도 폴리페놀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에서 겨우살이의 80% 에탄올 추출물은 우수한 항

산화, α-glucosidase 저해 및 항응고 활성을 나타내었다.

초 록

겨우살이(Viscum album var. coloratum)의 80% 에탄올 추출물

의 항산화, α-glucosidase 저해 및 항응고 효과를 확인하였다.

겨우살이 추출물의 수율은 30.9±0.4%이었고, 폴리페놀 함량은

57.6±1.5 mg GAE/g으로 나타났다. 겨우살이 추출물의 농도에

비례하여 유리라디칼 및 양이온라디칼 소거능, 아질산염 소거능,

환원력의 항산화 효과가 증가하였다. 또한 겨우살이 추출물은

α-glucosidase의 활성을 저해하였고, 혈액응고 체계의 외인성 경

로와 공통 경로를 주로 저해함으로써 혈장 응고를 억제하였다.

Keywords 겨우살이(Viscum album var. coloratum) · 폴리페놀

· 항산화 · 항응고 · α-Glucosidase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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