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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anticancer activities of Berberis koreana extracts according to
different extraction processes. The highest extraction yield obtained was 8.26% following extraction by ultrasonification at
60 kHz and 60oC followed by high pressure at 500 MPa. Generally, the extracts from the ultrasonification process showed
relatively low cytotoxicities against the human normal cell line, HEK293 showing as low as 15%. This extract inhibited
the growth of the digestive related organs cell lines, human stomach adenocarcimoma cell and human epithelial
adenocarcinoma cell by up to 80% when administered at 1.0 mg/mL, and showed 2.5-3.5 of selectivity. It was also found
that this extract induced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levels as high 37.87 µM from macrophages. For the in vivo

experiment using ICR mice, the total serum IgG levels of mice treated with B. koreana extracts from ultrasonification
extraction were increased by up to 57 ng/mL. The survival time of this group was longer than that of the other group after
the injection of Sarcoma-180 and the increment of their body weights was also greatly suppressed. In addition, the extract
showed the highest tumor inhibition activities, leading to a reduction of 78.47%.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st
activities of B. koreana associated with this extraction process can be significantly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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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등의 목적(1)으로 약재로 널리 사용되어져 온 매자나무는

(Berberis koreana Palibin) 미나리아재비목 매자나무과의 낙엽관목

으로 국내 특산종으로 뿌리와 줄기부에서 높은 폴리페놀 함량과

더불어 높은 항산화 및 향균 활성이 보고되었으며(2), 매자나무

수피부에서 NK 세포의 활성 증진 효과(3) 및 높은 암세포 생육

억제 활성(4)이 보고되었다. 또한 매자나무의 ethyl alcohol 분획

물에서 강력한 항암활성이 있으며, 그 유효성분이 2-(3,4-dihydrox-

ybenzyl)-ethyl alcohol로 밝혀진 바 있다(5). 하지만 목질계 자원

인 매자나무의 단단한 조직으로 인해 기존의 단순 열수 추출 및

용매 추출 등으로는 유용 활성성분의 용출 증대 및 활성 증진에

한계가 있으며, 시료자체의 독성으로 인하여 그 활용이 매우 제

한적이었다. 따라서 매자나무를 대상으로 저온 초고압 공정을 적

용 시 매자나무의 단단한 조직에 영향을 주어 활성 성분의 용출

을 용이하게 하고 기존의 추출 공정으로는 용출이 어려웠던 성

분들의 용출을 가능하게 하여 독성 저감에 기여하는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어 매자나무가 항암 치료를 위한 면역 기능성 소재로

사용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6). 또한 초음파 공정이 높은

초음파 에너지의 충격 효과로 높은 압력을 유도하여 생물 활성

율과 식물 성분의 추출효율을 높인다고 보고된 바가 있어(7-9) 이

러한 추출 공정을 통해 매자나무의 기능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기능성 식약품 소재로서의 매자나무의

연구 및 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그 효과를 입증할 수 있

는 결과가 미미하여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더욱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인체의 면역감시체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못하였을 경우 세

포는 증식과 사멸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상성을 상실하고 비정

상적으로 증식을 계속하여 암 질환으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암은 유전적 변이 세포를 사멸하는 면역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

는 면역학적 질환으로 볼 수 있으며 면역학적 의미에서 종양을

하나의 이식된 항원으로 본다면 숙주의 일반적 면역반응을 회복

또는 증강을 통해 암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10). 현재

암의 치료는 주로 수술, 방사선, 항암제 요법 등을 통해 이루어

지고 있으나 치료에 대한 내성 및 부작용으로 인해 최근 악성 종

양의 치료를 위한 접근방법으로 면역치료(immunotheraphy)에 관

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항암 면역치료는 암 관련 항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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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기능을 회복 또는 증강시켜 체내의 면역기능에 의존하여 능

동적으로 변이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방

법으로 항암제의 내성발현과 정상조직에의 독성유발이라는 한계

점을 극복하며 장기적인 치료효과를 상승시켜 전이암과 같은 악

성 종양에 대한 새로운 종양 치료법으로 보고되어지고 있으며

(11), 이러한 면역요법을 통한 암 치료의 효능 향상을 위해 다양

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12). 이러한 맥락에서 뛰어난 항암

및 면역 활성을 갖는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의 개발이 필수적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매자나무 활성성분의 용출 및 활성 극대화

를 위해 초고압 공정에 초음파 추출을 병행하여 매자나무 최적

추출 공정의 연구와 함께 in vitro, in vivo 실험을 통해 매자나무

추출물의 면역 증진 및 항암 활성을 평가하여 국내 수목자원인

매자나무의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고

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매자나무는 경기도에 분포하는 한국 특산종

인 Berberis koreana로써 2007년, 국립산림과학원 광릉시험림으로

부터 묘목을 지원받아 사용하였다.

추출조건

고압 추출은 매자나무 묘목의 수피만 분리하여 100 g을 진공

포장한 후 고압 추출장치(Ilshin autoclave, Daejeon, Korea)를 이

용하여 5,000 bar의 압력으로 25oC에서 5분간 고압 추출을 진행

한 다음 수직환류 냉각기가 부착된 추출 플라스크에 10배수의 증

류수를 사용하여 60oC에서 12시간 동안 2회 반복 추출하였다. 초

음파 추출은 수직 환류 냉각기가 부착된 플라스크에 시료와 시

료 중량의 10배수의 증류수를 용매로 넣고 60oC에서 12시간 동

안 2회 반복 추출한 후 60 kHz의 초음파 공정을 1시간 동안 추

가로 실시하였다. 초음파 병행 고압 추출은 상기 고압 추출 공정

후 환류 냉각 추출에 선행하여 60 kHz의 초음파 공정을 1시간

동안 병행한 후 추출하였다. 대조군으로 사용된 일반적인 열수

추출은 100 g의 매자나무 수피를 100oC에서 12시간 동안 2회 반

복 환류 냉각 추출하였다. 얻어진 각각의 추출물은 회전감압농축

기(rotary vacuum evaporator N-N series, Eyela,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여과 및 농축한 후 동결건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약

본 연구의 세포배양 시 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

Medium(RPMI 1640)과 Alpha Minimum Essential Medium(α-

MEM)의 배지와 Fetal bovine serum(FBS)과 Horse serum의 혈청

은 Gibco C.(NY, USA)사로부터 구입하였으며, Hepes buffer,

Gentamycin sulfate 및 Trypsin-EDTA는 Sigma사(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염색을 위한 SRB (sulphor-

hodamine B)는 Sigma사로부터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주 및 실험 동물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간 신장세포인

HEK293(human embryonic kidney cell, ATCC, Manassas, VA,

USA)을 이용하였으며, 세포 수준의 항암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인

간 유래 위암 세포인 AGS(human stomach adenocarcinoma,

ATCC, USA)와 대장암 세포인 Caco-2(human epithelial adenocar-

cinoma, ATCC)를 이용하였다. 상기의 인간 전과립 세포의 배양

은 37oC, 5% CO
2
 조건하에서 10% heating inactivated FBS를 포

함한 RPMI1640 배지를 이용하여 4-5 세대 계대 배양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Nitric oxide(NO) 생성능은 마우스 유래 macroph-

age(J774.1, ATC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In vivo 실험에 사용

된 실험 동물은 오리엔트바이오(Seongnam, Korea)로부터 구입한

4주령의 ICR(female, 22-24 g) 마우스이며 온도 20-25oC, 습도

55±10% 유지 가능한 사육실에서 일주일간 안정기를 취한 후 실

험에 사용하였다. 12시간 간격으로 점등하였으며, 멸균된 고형 사

료와 식수를 자유 급식하였다. In vivo 실험에 사용된 암세포주는

Sarcoma-180(CCL 8, ATCC)로 마우스 복강내에서 6-7일 간격으

로 계대배양하여 사용하였다.

정상세포 독성 및 in vitro 항암활성 측정

SRB assay(13)방법을 이용하여 매자나무 추출물의 정상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및 세포 수준에서의 항암 활성을 평가하였다.

SRB assay는 세포 단백질을 염색하여 세포의 증식이나 독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인간 정상세포인 HEK293과 인간 소화기계

유래 암세포인 AGS와 Caco-2의 농도를 4-5×104 cells/mL으로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100 µL씩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배양(37oC,

5% CO
2
)한 후, 시료의 최종 농도를 0.2, 0.4, 0.6, 0.8, 1.0 mg/mL

로 조절하여 100 µL씩 첨가하여 4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완료

된 후에 상등액을 제거하고 차가운 10%(w/v) TCA(Trichloroacetic

acid) 100 µL를 가하여 4oC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증류수로

4-5회 세척하여 TCA를 제거하고 실온에서 plate를 건조한 뒤 각

well에 1%(v/v) acetic acid에 녹인 0.4%(w/v) SRB용액을 100 µL

씩 첨가하고 상온에서 30분 동안 염색시켰다. 결합되지 않은 SRB

염색액은 1% acetic acid로 4-5회 정도 세척, 건조시킨 후에

10 mM Tris buffer 100 µL를 첨가하여 염색액을 녹여낸 후

540 nm에서 microplate reader(THERMO max,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electivity는 SRB assay를 이용하여 각각의 시료 농도에서 정

상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및 각 암 세포주에 대한 생육 저해 활

성을 측정한 후 각 농도에서의 세포 독성에 대한 암세포 생육 억

제 활성의 비로 계산하였다.

대식세포에서의 Nitric Oxide 생성량 측정

J774.1 macrophage(mouse)를 이용하여, 홍경천 및 홍경천 callus

의 첨가를 통하여 활성화 된 대식세포 배양액에 축적되어 있는

nitric oxide의 양을 microplate assay를 통해 정량하였다(14). 10%

FBS를 포함하는 RPMI1640 배지에서 배양한 macrophage를 4-

5×104 cells/mL의 농도로 조절하여 24 well plate에 분주하여 실

험에 사용하였으며, 추출물은 상기의 정상 세포를 이용한 독성

측정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를 참고하여, 본 실험의 대상세포 활

성에 있어서 세포독성을 배제할 수 있는 농도로 조절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최종 농도가 0.5 mg/mL이 되도록 24 well plate에 첨

가하여 humidified 5% CO
2
 incubator에서 37oC, 48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배양이 완료 된 후 상등액 50 µL를 취하여 동일부피의

Griess 시약(1% sulfanilamide/0.1% N-(1-naphthyl)-ethylenediamine

digydochloride/2.5% H
3
PO

4
)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

킨 후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를 이용하여 54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itrite의 표준물질로 sodium nitrite를

사용하였으며 농도는 32 µM부터 0.25 µM까지 RPMI1640 배지를

이용하여 단계 희석하여 얻어지는 표준곡선과 비교하여 생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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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산하였다. Nitric oxide(NO) 생성의 양성 대조구 물질로는

Lipopolysaccharide(LPS)를 사용하였다.

마우스를 이용한 항체생성능(IgG) 평가

항체(antibody)는 항원과 결합하는 단백질을 말하며, 혈액과 체

액에 녹아있는 면역 글로블린(immunoglobulin, Ig)를 일컫는 말로

써, 항체는 B 림프구의 세포 표면에 존재함으로서 B세포의 증식

과 더불어 항체의 생성이 증가한다. ICR mouse를 이용한 항체

생성능은 15일 동안 3일 간격으로 mouse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후, 이로부터 혈청을 분리하여 Mouse IgG quantitative ELISA kit

(Bethyl laboratories, Inc., Montgomery, TX, USA)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Coating antibody와 coating buffer를 1:100으로 희석하

여 각 well에 100 µL씩 주입하고, 1시간동안 실온에서 배양한 후

각 well에서 antibody solution을 제거하고 wash solution으로 3회

세척한다. Blocking을 위해 각 well에 blocking solution을 200 µL

씩 주입하고, 30분 배양 후 wash solution으로 3회 세척한다.

Blocking 후 sample를 50배수로 희석하여 각 100 µL씩 주입한 후

1시간 동안 배양한 후 wash buffer로 5회 세척한다. 그 후 HRP

conjugate를 1:100,000의 비율로 conjugate diluent를 이용하여 희

석한 후 각 100 µL씩 주입하고, 1시간동안 배양한 후 wash buffer

를 이용하여 5회 세척한다. TMB의 두 기질 용액을 동일 양을

혼합한 후 각 well에 100 µL씩 주입한 후 5-30분 동안 배양한 후

반응을 정지시키기 위해 2 N H2SO4를 동일양인 100 µL씩 주입한

다. 마지막으로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15).

Sarcoma-180 복수암 및 고형암에 대한 in vivo 항암 활성 측정

Sarcoma-180 세포를 10% heating inactivated FBS를 함유한

RPMI 1640의 기본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0.25% trypsin-EDTA로

배양 flask로부터 분리한 후 2×106 cells/mouse의 농도로 조절하

여 200 µL를 mouse 복강에 1 mL syringe를 이용하여 피하이식 하

였다. 상기의 방법으로 mouse 복강 내에서 6-7일 간격으로 계대

배양을 통해 보존된 sarcoma-180 세포를 취하여 복수암 실험군

mouse의 복강과 고형암 실험군 mouse의 왼쪽 대퇴부 근육에 200

µL씩 피하이식 하였다. 종양세포 이식 후 21일 동안 1일 투여량

0.5 mL, 최종 농도를 30, 100 mg/kg로 조절한 각각의 시료를 경

구투여 하였다. 실험군은 암을 유발시키지 않고 사료만 먹인 group

(negative control group), 암 유발 후 사료만 먹인 group(positive

control group), 암을 유발시킨 후 시료를 투여한 group(treated

sample group)으로 분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30일간 3일 간

격으로 복수암 유발 mouse의 체중을 측정하였고 생존율(survival

rate)을 측정하였으며, 고형암 유발 mouse에서 종양 세포이식 30

일 후 경추 탈골법을 통해 치사 후 고형암과 비장 및 간의 무게

를 측정하여 체중에 대한 장기의 중량을 측정하였다(16).

통계

본 연구에서 실험값의 통계는 SPSS package program(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의 paired t-test로 검정하였으며 모든

Data는 평균±표준오차(Mean±standard error)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추출공정에 따른 추출물의 추출수율

매자나무 수피부의 각 추출공정에 따른 추출물의 수율을 Table

1에 나타냈다. 일반 열수 추출물의 수율이 5.21%로 가장 낮았으

며, 초음파 추출물과 초고압 추출물이 각각 6.79%와 7.25%로 일

반 열수 추출물에 비해 약 1.3-1.4배의 추출 수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질계 시료인 고로쇠의 경우 초고압 공정을

통해 추출을 시행하였을 경우 열수 추출보다 약 1.7배 수율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17)된 바와 같이 매자나무 또한 초고압을 통

한 조직파괴에 의한 유용 활성 성분의 용출 증대를 통해 일반적

인 추출 공정을 통한 목질계 시료의 활성 성분 용출의 한계를 극

복하고 추출 수율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초음파 공정

또한 매자나무 추출수율 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

는 초음파 에너지의 탈기현상을 통해 성분이 용출이 증가하는 것

으로 보인다. 초고압 공정과 초음파 공정을 병행하여 추출한 매

자나무 추출물은 8.26%의 가장 높은 추출 수율을 나타내었다. 이

는 열수 추출물에 비해 약 1.59배 증가한 결과로 매자나무의 단

단한 조직이 초고압 공정을 통해 세포벽이 파괴되고 내부조직까

지 느슨해진 상태가 되면서 용매와 초음파 에너지가 더욱 용이

하게 내부까지 도달하여 성분 용출의 상승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정상세포 독성 측정 및 항암활성

Fig. 1은 인간 신장 정상세포인 HEK293을 이용하여 정상세포

Table 1. Yields of Berberis koreana extraction by different

extraction processes

Sample

Extraction process
Yield 

(%, w/w)Solvent
Temp.
(oC)

Pressure
(bar)

Ultrasonification
(kHz)

WE1) 

Water

100 - - 5.21±0.26

HPE2) 60 5,000 - 7.25±0.34

USE3) 60 - 60 6.79±0.36

HUE4) 60 5,000 60 8.26±0.41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0.05 by the student’s t-
test.
1)B. koreana bark extracts by normal extraction. 
2)B. koreana bark extracts under high pressure condition.
3)B. koreana bark extracts by ultrasonification extraction.
4)B. koreana bark extracts by ultrasoniciation extraction after high
pressure extraction.

Fig. 1. Cytotoxicity of B. koreana extracts from different

extraction processes on human embryonic kidney cell, HEK 293.
†WE: B. koreana bark extracts by normal extraction. HPE: B.
koreana bark extracts by high pressure extraction. USE: B.  koreana
bark extracts by ultrasonification extraction. HUE: B. koreana bark
extracts by high pressure and ultrasoniciation extraction.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0.05 by student t-test. Mean values
±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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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매자나무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측정한 결과로 각 공정

별 추출물이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독성이 증가하였으며 최고농

도인 1.0 mg/mL에서 매자나무 열수 추출물이 26.52%로 가장 높

았다. 동일 농도에서 초음파 추출물이 21.54%, 초고압 추출물이

23.54%로 각 공정을 통해 세포 독성이 저감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매자나무가 식물자체 독성을 가지는 시료임을 감안할

때 상기의 공정들이 매자나무 독성저감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기능성 소재로서의 활용 폭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특히 매자나무 초고압, 초음파 병행 추출물은 최고 농도에서

18.02%의 가장 낮은 독성을 나타내었으며, 열수, 초음파 및 초고

압 추출물이 0.6 mg/mL 농도 이상에서 독성이 비교적 급격히 증

가하는 패턴과 비교해 볼 때, 초고압, 초음파 병행 추출물은 전

농도에 걸쳐 특정 농도 이상에서의 급격한 독성의 증가 없이 완

만한 상승 패턴을 보여주어, 향후 기능성 소재로서 사용 시 추출

물의 고농도 첨가를 가능하게 하여 효과적인 유용 생리활성을 나

타낼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인간 유래 위암 세포와 대장암 세포인 AGS와 Caco-2를 이용

하여 소화기계 암세포에 대한 in vitro 항암 활성을 평가하여 각

각 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다. 위암 세포에 대한 매자나무 추

출물의 암세포 생육 저해 활성 측정 결과, 매자나무 열수 추출물

이 최고농도 1.0 mg/mL에서 67.3%의 가장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

으며, 초고압, 초음파 추출물에서 각각 71.82%와 68.32%로 열수

추출물에 비해 비교적 높은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열수

추출물이 최저농도를 제외한 모든 농도에서 약 2.3-2.7의 selectivity

를 나타낸 결과와 비교할 때 초음파, 초고압 추출물이 모든 농도

에서 3.0 이상의 selectivity를 나타내며 양호한 항암활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초고압, 초음파 병행 추출물이 최고농도 1.0

mg/mL에서 가장 높은 74.86%의 생육저해 활성을 보이며, 모든

농도에서 3.5 이상의 selectivity를 나타냈다. 특히 최고농도에서

4.15의 selectivity를 나타내어 동일 농도에서의 열수 추출물과 비

교할 때 약 38.91% 증가 된 우수한 선택적 암세포 사멸 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대장암 세포 대상 매자나무 추출

물의 항암활성 측정 결과도 마찬가지로 열수 추출물이 최고농도

에서 59.03%의 암세포 생육저해 활성을 나타낸 것에 비해 열수

추출물을 제외한 모든 추출물이 1.1-1.2배 증가된 활성을 나타내

었으며, 매자나무 초고압, 초음파 추출물이 0.4 mg/mL에서 4.14

의 selectivity를 나타내며 가장 양호한 암세포에 대한 선택적 사

멸 효과를 나타내었다. 마황, 당귀 및 홍경천과 같은 우수한 항

암활성이 보고된 약용 작물이 소화기계 암세포에 대해 높은 생

육저해 활성을 보여 주었지만 고농도에서 생육저해 활성에 비해

높은 세포독성으로 selectivity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데 반

해(18,19) 본 연구의 매자나무 추출물은 상기 두 가지의 소화기

계 암세포에 대한 선택적 사멸효과가 고농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선 정상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 측정 결과에 미루어 보아 초고압과 초음파를 병행하는 추

출공정에 의해 정상세포에 독성으로 작용하는 매자나무 성분의

파괴 및 변환 효과적으로 이루어내 고농도에서도 정상세포에 대

한 독성이 크게 증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 된다.

대식세포에서의 Nitric Oxide 생성량 측정

각 공정별로 추출한 매자나무 추출물을 이용하여 대식세포의

NO− 생성능을 확인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면역계에서

생성된 NO는 interferon-γ, TNF-γ 또는 TNF-α와 같은 여러 가지

cytokine과 LPS(E. coli derived lipopolysaccharide)와 같은 세균

내 독소에 의해 유도된 inducible NO synthase(iNOS)에 의해 생

성된다. 이러한 NO가 면역계에서 중요한 방어 분자로써 작용하

며 비교적 장기간 동안 많은 양이 분비되어 암세포의 사멸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NO

가 종양세포의 apoptosis를 유도하고(21) antigen-presenting cell

(APC)로 작용하여 T cell에 의한 특이적 면역을 개시 또는 조절

하며 활성화된 macrophage에서 생성되는 TNF-α는 종양세포의 용

혈성 괴사를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2).

각 공정별 매자나무 추출물과 LPS를 같이 투여하여 대식세포

로부터 NO의 생성능을 확인한 결과 J774.1 세포주에 LPS와 추

출물을 동시에 처리하여 이틀간 배양한 후 배양액 중에 NO− 농

도를 측정한 결과 LPS만 처리한 배양액과 비교하여 열수 추출물

이 9.1%, 초고압 추출물이 17.4%, 초음파 추출물이 12.5% 그리

고 초고압, 초음파 병행 추출물이 24% 생성량이 증가하였다. 이

러한 결과는 매자나무 추출물의 첨가를 통해 LPS 등 세균 내 독

소와 함께 상승작용을 이루어 NO 생성능을 증진시킴으로써 면

역체계에 활성 증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

해 모든 매자나무 추출물이 이러한 면역 증진 효과를 나타내었

Fig. 2. Inhibition effect (bar chart) of B. koreana extracts from
different extraction processes on the growth of human stomach

adenocarcinoma cell, AGS and its selectivity (line chart). †See the
Fig. 1 for abbreviation. Each value was compared with the control at
p<0.05 by student’s t-test. Mean values±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Fig. 3. Inhibition effect (bar chart) of B. koreana extracts from

different extraction processes on the growth of human epithelia
adenocarcinoma cell, Caco-2 and its selectivity (line chart). †See
the Fig. 1 for abbreviation. Each value was compared with the
control at p<0.05 by student’s t-test. Mean values±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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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특히 초고압, 초음파 병행 추출을 통한 매자나무 추출물이

샘플과 LPS를 함께 투여한 NO− 생성능 측정에서 37.87 µM로 가

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어 초고압, 초음파 병행 추출 공정이 면역

반응을 통한 항암 활성 증진에 기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우스를 이용한 항체생성능(IgG) 평가

항체(antibody, Ab)는 항원과 결합하는 단백질을 말하며, 혈액

과 체액에 녹아있는 면역글로불린(immunoglobulin, Ig)을 일컫는

말이다. 항체는 B 림프구의 세포표면에도 존재하는데, 이를 표면

면역 글로불린(surface immunoglobulin)이라고 부르며, B 림프구

에서 항원수용체(antigen receptor)로 작용한다. B 림프구는 세포

표면의 항체 단백질 즉 면역글로불린을 이용하여 항원과 반응하

게 되며, 특정한 항원과 반응한 B 림프구 클론은 플라즈마 세포

(plasma cell)로 분화되어 자신이 세포표면에 가지고 있던 것과 똑

같은 항체를 세포 밖으로 분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B 림프

구 밖으로 분비된 항체는 혈액이나 체액에 있는 항원과 결합하

여 항원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항원이 제거되도록 만든다. 상기

in vitro 실험 결과 전반적으로 항암 및 면역 활성이 높게 나타난

매자나무 초고압, 초음파 병행 추출물에 대한 in vivo 실험을 실

시하였다. 매자나무 추출물의 농도는 각각 30 mg/kg/day, 100 mg/

kg/day로 정하여 경구투여 하였으며, 15일 동안 3일 간격으로 혈

액을 채취하여 IgG 항체 생성을 측정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모든 추출물을 경구투여한 모든 실험군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항

체의 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 중 초고압, 초음파 병행

추출물 100 mg/kg/day 실험군이 15일 째 57.25 ng/mL로 가장 많

은 양의 항체를 생성하였다. 이는 동일 투여 농도에서의 열수 추

출물 투여 실험군과 비교하였을 때 약 20% 증가한 수치로 in

vivo 실험을 통해서도 매자나무 추출물이 면역활성 증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arcoma-180 복수암 및 고형암에 대한 in vivo 항암 활성

측정

Fig. 5는 Sarcoma-180을 마우스 복강에 투여한 후 각각의 추출

물을 경구투여하며 45일까지 마우스의 수명기간을 측정한 결과

로 대조군이 14-24일 사이에 복수암에 의해 생존 수가 감소하였

으며, 매자나무 열수 추출물 30 mg/kg/day 실험군이 평균 27.5일,

100 mg/kg/day 농도 실험군이 평균 30일간 생존하여 대조군에 비

해 각각 23.64%, 30% 생존일수가 지연되었다. 또한 초고압, 초

음파 병행 추출물 100 mg/kg/days 투여 실험군이 28-42일 내에 생

존 수가 감소, 생존일수가 대조군에 비해 40% 이상 지연되는 결

과를 나타내어 매자나무 초고압, 초음파 병행 추출물이 복수암

유발 마우스의 수명을 효과적으로 연장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천연물을 대상으로 20-30% 이상 생명연장 효과를 보일 경

우,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항암효과로 인정된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통해(23) 매자나무 추출물이 매우 효과적인 복수암 증식

Fig. 4. Stimulation of nitric oxide production by adding 0.5 mg/

mL of B. koreana extracts from different extraction processes.
†See the Fig. 1 for abbreviation.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the
control at p<0.05 by student’s t-test. Mean values±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Table 2. Effect Berberis koreana extracts from different processes on total serum IgG level in ICR mice (ng/mL)

Sample*
Time (days)

3 6 9 12 15

Con 21.71±0.65b 19.32±0.21a 16.26±0.49b 16.95±0.51b 15.54±0.26a

WE301) 26.77±0.80b 25.17±0.43c 29.83±0.33a 31.25±0.34a 33.22±0.37a

WE1002) 35.10±1.05b 39.34±0.43a 38.12±0.42a 42.94±0.47a 39.09±0.51a

HUE303) 30.57±0.34a 28.21±0.48c 33.44±0.57c 37.03±0.63c 46.44±0.43a

HUE1004) 36.85±0.63c 42.94±0.47a 54.20±0.60a 55.13±0.94c 57.25±0.97c

Value are expressed as mean±SDM of dada obtaine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p<0.001, bp<0.005, cp<0.01 Vs. control.
1)B. koreana bark extracts by normal extraction at 30 mg/kg/day.
2)B. koreana bark extracts by normal extraction at 100 mg/kg/day.
3)B. koreana bark extracts by high pressure and ultrasoniciation extraction at 30 mg/kg/day.
4)B. koreana bark extracts by high pressure and ultrasoniciation extraction at 100 mg/kg/day.

Fig. 5. Survival rate of ICR mice inocultared by Sarcoma-180 in

feed of B. koreana extracts from different extraction processes.
†WE30: B. koreana bark extracts by normal extraction at 30 mg/kg/
day concentration, WE100: B. koreana bark extracts by normal
extraction at 100 mg/kg/day concentration, HUE30: B. koreana bark
extracts by high pressure and ultrasoniciation extraction at 30 mg/kg/
day concentration, HUE100: B. koreana bark extracts by high
pressure and ultrasoniciation extraction at 100 mg/kg/day concentration.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the control at p<0.05 by student’s t-
test. Mean values±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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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형암 유발 마우스에

매자나무 추출물을 경구투여하여 종양의 성장을 관찰한 결과 대

조군에 비해 모든 실험군의 종양 성장률이 낮았으며, 모든 농도

에서 매자나무 초고압, 초음파 병행 추출물이 매자나무 열수 추

출물에 비해 높은 종양 성장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매자나무

열수 추출물 30 mg/kg/day 실험군이 34.54% 가장 낮은 활성을 나

타낸 것에 반해 초고압, 초음파 병행 추출물 100 mg/kg/day 실험

군이 74.87%의 매우 높은 종양 저해 활성을 나타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초고압 및 초음파 공정을 병행하여 실시하는 추

출공정을 이용하여 매자나무 수피의 면역활성 및 Sarcoma-180에

의해 유발되는 복수암 및 고형암에 대한 항암활성 증진 효과를

평가하였다. 상기 추출 공정을 통해 매자나무 추출물의 수율이

일반 열수 추출에 비해 1.7배 증가하였으며, 정상세포에 대한 생

존율을 80%이상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독성 저감 효과도 갖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매자나무의 초고압, 초음파 병행 추

출물이 소화기계 암세포주인 AGS와 Caco-2에 대해서 약 70%의

암세포 생육 저해활성을 나타내며, 최고 4 이상의 selectivity를 나

타내며 선택적인 암세포 사멸 효과를 나타내었다. 기존의 연구에

서 항암성 면역증강제로 사용되고 있는 버섯의 단백 다당체와 관

련하여 영지버섯이 효과적인 항암 활성을 나타내며, 특히 위암

세포인 AGS에 대해 50 mg/mL의 고농도의 영지버섯 추출물이

76% 이상의 암세포 생육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24). 이러한 연

구 결과와 비교할 때 본 연구의 매자나무 추출물이 갖는 소화기

계 암세포 생육저해 활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항암

성 면역 활성 측정 결과 초고압, 초음파 병행 추출물이 일반 열

수 추출 공정이나 초음파, 초고압 단독 추출 공정을 통한 추출물

에 비해 nitric oxide 및 IgG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고압 및 초음파 추출 공정이 약용작물의 활성성분

용출에 기여하며, 특히 저온 초고압 추출 공정이 매자나무의 주

요 활성성분인 berberine의 용출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25,26)

에 미루어 볼 때 초고압, 초음파 병행 추출 공정이 매자나무 활

성 성분 용출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In vivo

실험을 통한 추출 공정별 매자나무 추출물의 항암 활성 평가를

통해서 상기 공정을 통한 매자나무 추출물이 40% 이상의 복수

암 유발 마우스의 수명율 연장과 약 75%의 고형암 억제 활성을

나타내며 효과적인 항암활성을 확인할 수 있어, 향후 항암성 면

역증강제 및 기능성 항암제로서의 기능성 소재화로서의 활용성

이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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