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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ltra-fine powder (FA) extracts from persimmon were investigated as potential food materials in industrial processes 
because such extracts have various useful biological activities. We examined the antioxidant and anti-allergic activity 
of FA extracts using the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and ferric reducing activity of plasma (FRAP) models, 
and by measuring interleukin 4 (IL-4) expression in spleen cells and in an atopy animal model. FA extracts were 
prepared using solvents including distilled water and 50% (v/v) acetone. The results showed that FA extracts had 
potent DPPH and FRAP activities, decreased IL-4 expression in spleen cells, and inhibited ear thickness and 
inflammation in a mouse animal model. The data indicate that a FA extract could be used as an antioxidant and/or 
anti-inflammation agent, and in industrial food preparation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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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감(persimmon)은 비타민(vitamin) A와 C가 풍부하여 고

혈압과 숙취해소에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른

과일에 비해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며(1), 피부탄력유

지와 감기예방 및 성인병에 대한 약리작용과 효능이 검증되

어 이용이 확대되고 있으며(2,3), 이를 이용한 제품 또한

많이 개발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초미세 분쇄기술

(ultra-fine powder technique)은 물질의 표면적을 극대화하

여 난분해성물질의 용해도를 높임으로서 용해도가 매우

높아지는 장점을 가지며, 상대적으로 유용물질의 추출이

용이하고, 색이나 향기 등의 파괴를 줄이는 분쇄기술로서,

분쇄 중 저온을 유지함으로써 분쇄과정 중의 색깔이나 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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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최대한 유지시켜 주는 장점이 있다(4,5). 최근 출시된

초미세 분말을 이용한 음료의 경우를 보아도 목 넘김이나

복용 편이성, 건강기능성이 강조됨으로써 판매가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 관련 제품이 상품화된 경우는 3종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음료 등에 첨가가 가능한 입자

의 크기는d97
3 μm이하인데, 이는 침강속도와 Brownian운

동에 의한 전이거리의 상관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곶감과 같이 점성이 높고 당분함량이 많은 경우에는, 기존

기술로는 초미분화가 불가능하므로 이에 관련한 기술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이런 기술 개발로 농산물을

1차 가공품에서 탈피하여 용해도를 증진시키는(체내 흡수

율을 높이는) 기능성 식품소재나 식의약소재 등 고부가가

치 소재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외 생물 산업 및 나노산업 분야에서는 식품,

한방, 또는 전통 생물산업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로

부터 추출하고 있으며, 효율이 우수하면서 용해도가 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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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를 개발 하고 있다. 또한 타 원료와의 혼합능, 재료의

고유한 유효성분이나 색, 향, 풍미 등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성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콜로이드 용액 등을 형성 할 수

있는 5 μm 이하의 초미세분말 가공기술이 이용되고 있다.

이는 기능성 식품소재산업, 대체 의학인 한방소재 가공산

업, 향장소재산업, 화공소재산업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6).

본 연구는 이러한 초미세 분말 가공기술을 이용하여 감

의 초미세 분말을 제조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초미세 감

의 분쇄정도에 대한 항산화활성 및 항알러지 활성을 알아보

았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된 감은 청도반시(Diospyros kaki Thunb.)

로서 경북 청도군 이서면 소재의 농가에서 청도군농업기술

센터의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서 2008년 11월 중순에

수확된 감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감 초미세 분쇄 및 분말의 추출물

초미세 분말을 만들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에서 개발

한 초미세 분쇄기를 이용하였다(HKP-05, Korea Energy

Tech. Co., Ltd., Seoul, Korea). 본 실험에 사용된 초미세

분쇄물은 3종으로 각각 FA1 (400 mesh), FA2 (600 mesh),

FA3 (80 mesh)로 각 시료의 차이는 mesh의 크기로 분말입

자의 크기로 구분을 하였다. 추출물은 100 mg/mL의 농도로

DW와 50% 아세톤에서 overnight시킨 다음, 12,000 rpm으

로 10 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활성 측정

각 추출물의 시료에 0.2 mM DPPH (1,1-Diphenyl-2-

picrylhydrazyl)를 감 초미세 분말 추출물과 DPPH solution

을 1/20의 비율로 해서 실온서 10분간 incubation한 후 517

nm (Victor3, PerkinElmer)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비율 (% inhibition)은 아래와 같이

계산 하였다(7).

  


× 

(A : Absorbance O. D 517 nm)

Ferric ion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활성 측정

반응액으로 acetate buffer (pH 3.6, 300 mM) : 10 mM의

TPTZ (2,4,6-tripyridyl-s- triazine) : 20 mM의 FeCl3·6H2O를

10:1:1의 비율로 혼합하여 실험직전에 만들었다. 반응액과

추출물을 각각의 비율로 혼합 한 후 10분간 상온에서 보관

후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8).

마우스 비장세포를 이용한 사이토카인 측정

Balb/c (male, 5~6 주령, 효창사이언스) 마우스의 비장

세포(spleen cell)를 분리하여 이를 primary culture하면서

IL-4 (interleukin-4)의 cytokine의 발현 양을 측정하였다.

Spleen primary cell culture는 먼저, 마우스의 복부를 해부하

여 좌측 복부부분의 spleen을 절취하여 bench로 옮긴 다음,

spleen을 완전히 분쇄하여 clump로부터 fat 등을 제거한 후,

RBC를 제거하고, RPMI 1640 배지를 이용하여 3회 수세하

였다. Concanavalin A (Con A)를 3 μg/mL 농도로 처리하여

cell을 48시간 배양하면서 세포를 활성화시켰다. 감 초미세

분말 추출물을 50 μL/mL의 농도로 처리하고, 24시간 배양

후, ELISA 방법을 이용하여 IL-4의 발현량을 culture media

로부터 측정하였다.

마우스 동물모델을 이용한 항알러지 측정

마우스 동물모델을 이용한 anti-allergic activity실험은 다

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알러지의 대표적인 실험방법은

chemical을 이용한 알러지성 피부염모델이므로 이를 적용

하였다. 면역반응 유도물질은 DNFB (dinitrofluorobenzene)

를 처리하여 마우스의 귀 부분에 염증반응을 유도한 다음,

감 초미세 분말 추출물을 처리하여 귀에서의 염증반응

(inflammation)의 완화 정도를 확인하였다. 마우스는 샘타

코(주)에서 5주령의 Balb/c 수컷을 구입하여 사육장 내에서

약 일주일간 순화과정을 거쳤다. 실험 0일째 0.5% DNFB

50 uL를 복강에 감작 한 후, 일주일 후 1일 간격으로 3회

0.2% DNFB를 마우스의귀에 처리하여 알러지를 유도하였

다. 감 초미세 분말 FA(37, 41, 80)를 50% 아세톤(acetone)에

100 mg/mL의 농도로 추출과정을 거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상층액을 3회씩 5일간 20 ul를 각각의 귀에 처리

하였다. 마우스 귀를 절취한 다음 10% formalin을 이용하여

고정하였으며, 수세, 탈수, 파라핀 고정 등을 거쳐 약 6~7

μm의 두께로 절편을 만들었다. Hematoxyline (H), eosin (E)

을 이용하여 HE 염색과정을 거쳐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

하였다(10).

통계처리

각 실험에 이용된 그룹간 통계처리결과는엑셀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SD (standard deviation) 값을 구하여 산정하여

error bar로 산정하였으며, student t-test의 검정에 값으로

p < 0.05 수준의 값을 산정하였다(9).

결과 및 고찰

감은 예로부터 숙취해소, 피부미용, 면역력강화 등에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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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효과를 나타내는 과실로, 특히 청도반시는 탁월한 라디

칼 소거 활성능(radical scavenging activity)과 자가면역반응

(immune response)을 유도하는 사이토카인 IL-4를 억제하

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1). 초미세 분쇄법을 적용하여,

물질을 음용할 수 있는범위까지 아주 작은 미립으로 만들

어서 이를 식품가공 및 식품생물산업에 응용하는 것은 기존

의 식품을 자연적으로 섭취하여 소장에서 소화/흡수되는

방식과는 다른 차원에서 효용성을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미세 방법에 따른 입자의 크기는 섭취시 거친 느낌을 줄

수 있어 심감을 저해하고 섭취에 다소 불편을 느끼는데,

이의 입자를 더 작게 하는 초미세 방법을 이용하며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입자의 감소는 각종

유효성분의 추출을 쉽게 할 수 있게 한다(6). 본 연구는

감의 유용 성분이나 효능에 기반하여 이의 활용범위를 높이

는 방법으로서 감의 초미세 분말을 제조하여 이의 항산화

(anti-oxidant) 활성 및 항알러지(anti-allergic) 활성을 검증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초미세 감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청도반시는 미숙과에서 수확기로 갈수록 과실이 커지면

서 항산화 활성은낮게나타난다. 이는 감의 유용물질 중의

하나인 탄닌(tannin)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숙과로 되

면서 탄닌의 양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하지만

감 자체의 항산화 활성은 잘 알려진 바 있어서(11-14), 감

초미세 추출물을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 측정법인 DPPH와

FRAP을 이용한 활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감 초미세 분말을

이용한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추출물의 농도에 따라 증가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 FA1 추출물의 농도를

1, 3, 10 μl/mL의 농도로 처리한 결과, DPPH 활성이 약

18%, 25%, 70%로 농도에 따라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A2와 FA3 또한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mesh의 종류에 따른 활성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

A B

Fig. 1.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persimmon ultra particular power (FA1, 400 mesh; FA2, 600 mesh; FA3, 80 mesh) extracts by DPPH
(A) and FRAP (B) assay.

Data are denoted as means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RAP을 이용한 실험 또한 농도에 따른 활성 증가를 알

수 있었는데, DPPH 활성과는 달리 mesh에 따른 활성의

차이가 다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A1, FA2, FA3

모두 농도에 따른 활성증가를 나타내었으나, FA2의 경우

다른 2종에 비해 활성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DPPH 활성과는 달리 mesh가 가장 큰 FA2가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활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작은 입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입자에 비해 같은 양을녹일 경우접촉

면적이커지게되고 이에 따른 용해도의 증가로 활성물질이

더욱 쉽게 녹아나오는 것으로 사료된다.

감나무과의 일종인 고욤나무 (Diospyros lotus L.) 추출물

내에서는 gallic acid, methylgallate, ellagic acid, kaempferol,

quercetin, myricetin, myricetin 3-O-beta-glucuronide, and

myricetin-3-O-alpha-rhamnoside 등이 유효성분으로 검출되

었으며, DPPH와 FRAP 항산화 활성이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11). 또한감나무(Diospyros kaki Thunb.)의proanthocyanidin

이 항산화 활성을 가지며, 과실에 중요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12). 본 실험에서 감 초미세 분말의 항산화 활성이

농도에 따른 증가양상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초미세 분말

과정 중 항산화 활성능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초미세 분말법은 저온을 유지하여 분쇄과정

중에 색깔이나 향기를 최대한 보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데 항산화 활성이 유지되는 것은 분쇄방법에 따른 효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효과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연구

가 필요하다.

초미세 감 추출물의 IL-4 억제활성

자가면역반응(auto-immune response)은 신체 내 과민반

응으로 대표적으로 천식(asthma), 아토피(atopy), 비염

(rhinitis) 등이 알려져 있다(15,16). 이에 대한 정확한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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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많은 경우 사이토카인 IL-4, IL-13

및 IgE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장은 면역세포

가 성숙하는 곳으로 다량의 면역세포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이다. 감 초미세 추출물이 면역세포의 IL-4의 발현을 억제

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비장세포를 이용하여 IL-4의 발현

을 확인하여 보았다. 마우스 비장세포에서의 IL-4의 발현은

무처리군에 비해 Con A를 처리한 군에서 약 1.6배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감 초미세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

Fig. 2. Inhibition effects of persimmon ultra particular power
extracts on mouse spleen cells (NT, no treatment; FA1, 400 mesh;
FA2, 600 mesh; FA3, 80 mesh).

Data are denoted as means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Fig. 3. Persimmon ultra particular power (FA; FA1, 400 mesh; FA2, 600 mesh; FA3, 80 mesh) extracts inhibits the dermatitis in mouse
atopic models.

DNFB atopic models were inhibited ear damages (*) by FA extracts (A), and the ear tissues of atopic animals hematoxyline and eosin (HE) stained (B) were showed cell
infiltration (arrowhead in g and h). (scale bar = 100 μm)

에서 IL-4의 발현이 감소되는 것을 ELISA를 이용해 알 수

있었다(Fig. 2). 발현량의 감소 정도는 Con A에 의해 증가된

부분의 약50%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esh의 종

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감잎 추출물은 아토피

유도 마우스인 NC/Nga 마우스에서 IgE의 발현과 아토피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이용한 마우스의 혈

장에서 IgE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7,18). 마우

스 비장세포를 이용한 실험 결과, 자가면역반응를 유도하

는 IL-4의 발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에 추가하여 감의 초미세 분말을 이용하여 이의 추출

물이 아토피에억제 효과가 있는지를 마우스모델을 이용하

여 실험을 하였다.

초미세 감 추출물의 항아토피 활성

감 초미세 분말을 이용한 항아토피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토피를 유도한 귀의 염증유도 반응을 유도하면 귀

의 미세부분이 팽창하며 여러 가지 면역반응으로 인하여,

귀의 형태가 정상 대조군에 비해 매끄럽지 않으며, 손상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Mesh별 3개 그룹을 이용한

실험 결과, FA3이 FA1과 FA2에 비해 귀의 손상 정도가

적은 것을 알 수 있었다(Fig. 3). 마우스 아토피 동물모델을

이용한 실험모델에 대한 HE염색 결과 아토피를 유도한

경우 마우스의 귀에 비후(ear thickness)가 일어나 두꺼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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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근육조직이느슨해지

면서 염증과 관련된 면역세포들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일어나는 반응으로무처리군에 비해 아토피 유도군이

약 1.7배 정도두꺼워진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에 감 초미

세 추출물 FA 시료를 처리한 결과 FA3이 다른 두 그룹

보다 귀에 비후정도가 약 50% 내외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시료별 비후 감소 정도는 mesh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FA3에서 약간 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4). FA3은 FA1, FA2에

비해 80 mesh로 가장 큰 입자를 가지고 있다. 반면 FA1과

FA2는 FA3에 비해 더 작은 분쇄과정을 거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활성 물질의손실이 다소 발생 할 수 있으리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하지만 FRAP 활성의 경우 입자가 상대

적으로 작은 FA2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기에쉽게

정의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초미세 분쇠과정 중

의 활성물질에 대한 소실여부는앞으로더연구가 필요하다

고 사료된다. 염증 부위로의 면역세포의 침투를 알아본 결

과, 아토피를 유도한 군에서 약 7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감 초미세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면역세

포의 침투정도가 50% 이상 크게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

는데 FA1 > FA2 > FA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감에는 다양한 종류의 생리활성 물질을 가지고 있으며

(11,19), 이는 항산화 활성뿐아니라 당뇨등에도좋은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미세 분쇄법은 식품의 가공

에 있어 음료 및 여러 가지 가공 분야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기술로 본 실험결과, 감이 가지고 있는 여러특성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감의 기능성에 용해도를 증가시켜 주는 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기술이라 판단된다. 이는 새로운 가공식품

이나 고부가가치의 소재산업으로 개발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리라 판단된다.

Fig. 4. Inhibition effects of persimmon ultra particular power extracts ear thickness (A) and cell infiltration (B) in DNFB-induced atopic
models (NT, no treatment; FA1, 400 mesh; FA2, 600 mesh; FA3, 80 mesh).

*, **, ***P < 0.05 compared with only DNFB-induced group.

요 약

초미세 분쇄법은 식품의 가공방법 중 하나로 특히 이를

이용하여 음용으로 활용범위를 넓힐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에착안하여 감을 이용한 초미세 분말을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과 자가면역질환인 아토피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

여 보았다. 감 초미세 분말을 이용하여 DPPH와 FRAP 항산

화 활성 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마우스 동물모델을 이용한

항알러지 피부염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항산화

활성 실험결과 감 초미세 추출물은 농도에 따른 활성 등가

를 나타내었다. DNFB (dinitrofluorobenzene)를 이용한 아토

피 유도 후 이의 억제 활성은 아토피 유도군에서 염증의

유도와 함께 약 1.7배 정도 귀의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감 초미세 추출물 FA 1, 2, 3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FA3이 다른 두 그룹 보다 귀에 비후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귀의 표피나 진피에서

발견되는 면역관련 세포는 대조군에 비해 아토피를 유도한

군에서 약 7배 정도의 세포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

며, 감 초미세 분말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수적으로 감소하

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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