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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logical activities of different parts (stems, leaves, roots, fruits) and solvents (water, ethanol) of seabuck-
thorn (Hippophae rhamnoides L.) grown in Korea were tested as follows. In the experiment of inhibiting α-
glucosidase activity, ethanol extract of Hippophae rhamnoides L. stem showed the highest inhibitory activity
by 93% and the next highest was the ethanol extract of its leaf by 88.7%. In the case of these two extracts,
the effect of inhibiting α-glucosidase activity was extraordinarily great when comparing with control group,
acarbose. In the experiment of inhibiting α-amylase activity, water extract of leaf showed the highest result
by 54.7%, among all extracts. Regarding anticancer effect for HT-29 cell and DU-145 cell, water extract of
root showed 47.1% and 32.3% activities, respectively. The experiment on antibacterial activity showed that the
ethanol extract from the leaf inhibitory activity of Clostridium butyricum, Proteus mirabilis, and Shigella flexneri
which are the several food borne pathogenic strains. In future research, materials for biological activity appear
isolated and purified and research should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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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타민나무(Seabuckthorn, Hippophae rhamnoides L.)

는 보리수나무과의 관목성 목본으로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해발 1200～4500 m의 높은 산지에서 주로 자생하고 있으며

(1,2), 예로부터 중국과 러시아에서 피부질환 및 화상, 상처

치유, 염증, 궤양을 치료하기 위한 민간요법으로 널리 활용

되어 왔다(1,3,4). 비타민나무 열매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하

고(5), 필수지방산인 linoleic acid와 α-linoleic acid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6). 비타민나무 씨앗의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Bacillus cereus, Bacillus coagulans, Bacillus subtilis 등에

대한 높은 항균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의약품과 식품보존을

위한 천연 방부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7). 비타민나

무 잎의 물 추출물은 높은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보였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 또한 높았다. 이는 비타민나무

잎이 덖음차나 발효차 등 기능성식품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8). 또한 Sprague-Dawley rats를 이용한

상처치유효과를 알아본 결과 1.0%의 비타민나무 잎의 물

추출물에서 대조군 대비 40%의 높은 상처치유효과를 보였

다(1). Ganju 등(9)은 염증을 유발한 쥐모델 실험에서 비타

민나무 잎의 70% 에탄올 추출물이 유의적으로 대조구와 비

교하여 관절염 치료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 핵가족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따라 암, 뇌혈관 질환 및 당뇨병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

성 식품과 의약품들이 개발되고 있다(10,11). 건강기능성 식

품에 관한 연구는 민간요법이나 한방에서 이미 효능이 검증

된 소재를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식이가 가능하고 부작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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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천연물을 이용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2).

비타민나무는 2005년 중국 흑룡강성에서 묘목을 도입한

이래로 현재까지 춘천, 철원, 포천, 화천 등 강원,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가 활성화 되고 있다. 최근 비타민나무

의 영양학적․생리학적 효능이 부각됨에 따라 비타민나무가

식품, 화장품 등의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아직은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미흡하며,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국내에서 재배된 비타민나무의 부위별 항당뇨, 항암

활성, 항균효과 검정을 통해 비타민나무의 생리학적 가치를

평가하고,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

고자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비타민나무 시료는 중국 흑룡강성에서

2005년 9월에 도입되었으며 HS-12 계통을 모본으로 강원도

춘천시 신북읍의 강원도 농업기술원 농산물이용시험장에서

재배되었다. 2008년 8월 중순에 비타민나무의 잎, 뿌리, 줄

기, 열매를 채취하여 50
o
C에서 원적외선 건조한 후 0.6 mm

이하로 마쇄하여 추출에 사용하였다(13).

분석용 시료 제조

마쇄한 비타민나무 부위별 건조시료 100 g을 취하여 각각

H2O와 에탄올 2 L가 담겨 있는 5-L erlenmeyer flask에 넣고

120 rpm의 진탕기(EURO STAR, IKA-Werke, Staufen,

Germany)로 12시간씩 2회 반복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여과

지(No. 40, Whatman, Maidstone, England)가 깔려있는

Buchner funnel을 통과시켜 잔재물을 제거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N-21NS, EYELA, Tokyo, Japan)를 이

용하여 40oC에서 완전 농축한 다음, 증류수를 50 mL 첨가하

였다. Flask 내의 건조물을 증류수를 이용하여 잘 용해시킨

다음 동결건조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α-Glucosidase 활성 억제 측정

최종농도가 5 μg/mL가 되도록 시료를 넣어주고, yeast

baker 기원의 α-glucosidase(Sigma, St. Louis, MO, USA)

200 μL, 0.2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6.8) 1 mL를

24-well plate에 넣고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14,15). 실온에서 10분간 배양한 후 5 mM pNPG 200 μL를

가하여 37o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뒤, 동일한 파장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고, 흡광도의 변화로부터 효소저해활성을 계

산하였다. 표준품은 acarbose를 시료와 같은 농도로 제조하

여 측정하였다.

α-Amylase 억제 활성 측정

1%의 agar와 1%의 가용성 전분을 증류수에 녹여 끓인

후, 121oC에서 15분간 멸균하여 약 20 mL씩 petri dish에 부

어 준비한 plate에 10 mg/mL로 준비한 시료 16.8 μL와 효소

액 13.2 μL(300 U/mL)를 섞어 plate에 놓인 disc paper 위에

각각 분주하였다(16). 대조구는 시료 대신 증류수를 넣어 37
o
C에서 3일간 배양하였으며, I2/KI(5 mM I2 in 3% KI) 2 mL

을 가하여 15분간 발색시킨 후 다음의 식으로 저해율을 계산

하였고, 각 시료는 3회 반복하여 평균하였다.

저해율(%)＝
대조구의 면적－반응구의 면적 ×100

대조구의 면적

In vitro 항암효과 측정

293 cell, HT-29 cell, DU-145 cell을 한국세포주은행으로

부터 분양받아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배양된 세포

는 96 well plate에 1×105 cells/mL가 되도록 100 μL씩 분주

하여 37
o
C CO2 incubator(Thermo-311, Thermo Forma,

MA, USA)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한 후,

serum free 배지 90 μL를 넣고 10 mg/mL의 농도로 제조한

시료를 10 μL씩 분주하였으며, 37
o
C CO2 incubator에서 24

시간 배양하였다. 여기에 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tetrazoliumbromide(MTT) 용액 20 μL를 첨가

하여 동일한 배양조건에서 4시간 동안 더 incubation하였다.

이때 생성된 formazan결정을 DMSO에 녹여서 ELISA

reader로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7).

생존율(%)＝
시료 처리군의 흡광도 ×100

대조군의 흡광도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효과 측정

항균활성은 paper disc(8 mm, Toyo Roshi kaisha,

Tokyo, Japan)를 이용한 disc 확산법으로 측정하였다. 시험

균주들을 평판배지에 접종하여 활성화시킨 후 액체배지(7

mL)에 1백금이 접종하여 37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시험

균액으로 사용하였다. 항균시험용 평판배지는 멸균된 각 기

층용 배지를 petri dish에 약 15 mL씩 분주하여 응고시키고,

전배양한 각 시험 균액을 무균적으로 중층용 배지에 첨가하

여 혼합한 후, 이를 7 mL씩 기층용 배지위에 분주하여 2중의

균접종 평판배지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미리 조제된 추출물

을 10 mg/mL의 농도로 희석한 후 0.45 μm membrane filter

로 여과 제균한 시료 용액을 멸균된 paper disc에 20 μL씩

흡수시킨 후 균접종 평판배지에 올려놓은 다음 37oC, 24시간

배양하여 disc 주위에 형성된 clear zone의 크기(mm)를 측

정하여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18).

결과 및 고찰

α-Glucosidase 활성 억제 측정

최근 당뇨병이나 비만 등의 치료를 위해 탄수화물의 소화

를 지연시키거나 억제시킴으로써 소장에서의 흡수를 억제

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에 α-

glucosidase는 소장의 brush-border membrane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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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of Hippophae rham-
noides L.

Samples
1) Extracting

solvent
Inhibition activity (%)

Hippophae
rhamnoides L.

Stem
Water
Ethanol

23.7±0.42)
93.0±0.0

Leaf
Water
Ethanol

45.7±2.5
88.7±1.4

Root
Water
Ethanol

34.6±0.1
51.2±0.2

Fruit
Water
Ethanol

7.6±0.1
7.2±1.9

Acarbose 20.2±4.3
1)Treatment concentration of samples: 5 μg/mL.
2)
All values are mean±SD (n=3).

소화효소로서 이당류나 다당류를 단당류로 가수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α-glucosidase inhibitor는 소장 점막의 미세융

모막에 존재하는 이당류의 분해효소를 가역적으로 억제하

고 탄수화물의 흡수를 지연시키며, 식후 혈당을 감소시킴으

로써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의 개선에 효과적이다(19). 비

타민나무추출물과 대조구인 acarbose를 5 μg/mL의 농도로

사용하여 α-glucosidase 저해효과를 측정하였다(Table 1).

효모기원의 α-glucosidase에 대한 저해활성은 줄기의 에탄

올 추출물이 93%의 가장 높은 저해활성을 보였으며, 그 다

음으로 잎의 에탄올 추출물이 88.7%의 높은 저해활성을 보

였다. 이 2가지 추출물의 경우에는 대조구인 acarbose와 비

교했을 때에도 α-glucosid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월

등히 높았다. 반면 뿌리 추출물은 α-glucosidase에 대한 저

해활성이 acarbose보다는 높지만 줄기와 잎 추출물에 비해

서 낮았으며 열매 추출물은 α-glucosidase에 대한 저해활성

이 acarbose보다 낮았다. Streptozotocin으로 당뇨를 유발한

쥐 모델 실험에서 비타민나무 열매 물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

군은 대조군과 대비하여 혈중 glucose, triglyceride, nitric

oxide의 함량을 유의적으로 낮추었다(20). 이는 비타민나무

의 각각 부위별 추출물들이 항당뇨 효과뿐만 아니라 항비만

메커니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비타민나

무 줄기와 잎의 에탄올 추출물은 우수한 α-glucosidase 활성

억제효과를 보였으며 분획 및 분리 정제를 통해 향후 항당뇨

효과를 갖는 후보물질 탐색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α-Amylase 억제 활성 측정

α-Amylase는 탄수화물의 소화에 관여하는 중요한 효소

로서 α-amylase inhibitor는 탄수화물의 소화속도를 조절하

여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현재 많은 α-amylase inhib-

itor가 의약품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지속적인 복용

시 설사와 같은 부작용으로 인해 새로운 대체자원이 요구된

다(19). 비타민나무 추출물의 α-amylase 저해효과를 대조구

인 acarbose와 함께 측정한 결과(Table 2), 대조구인 acarbose

Table 2. α-Amylase inhibitory activity of Hippophae rham-
noides L.

Samples
1) Extracting

solvent
Area of clear
zone (cm

2
)

Inhibition
activity (%)

Hippophae
rhamnoides L.

Stem
Water
Ethanol

6.57
7.84

39.8±1.02)
26.6±0.5

Leaf
Water
Ethanol

4.95
10.08

54.7±0.4
7.7±0.1

Root
Water
Ethanol

9.67
6.75

11.5±0.0
38.2±0.1

Fruit
Water
Ethanol

－
－

－
－

Acarbose 1.16 89.4±0.1
1)Treatment concentration of samples: 10 mg/mL.
2)
All values are mean±SD (n=3).

는 10 mg/mL의 농도에서 α-amylase에 대해 90% 정도의

저해율을 보였으며, 이에 대비하여 비타민나무 추출물(10

mg/mL)은 잎의 물 추출에서 가장 높은 54.7%의 α-amylase

저해 효과를 보였고 비타민나무 줄기, 뿌리 추출물에서는

40% 이하의 낮은 저해 활성효과를 보였다. 또한 열매추출물

의 경우에는 당 함량이 매우 높아 α-amylase 억제 활성을

측정할 수 없었다. 결국 비타민나무 잎의 물 추출물을 제외

하고는 α-amylase에 대한 저해활성이 높지 않아 포도당과

같은 단당류의 분해를 효과적으로 지연시키지 못하였다.

Kim 등(21)에 따르면 phenol성 물질이 α-amylase의 저해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비타민나무의 잎 추

출물이 다른 부위보다 페놀 함량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였

다(8).

In vitro 항암효과 측정

비타민나무 추출물에 대한 항암효과를 측정하였다(Table

3). 항암효과 측정은 일반신장세포주인 293 cell을 90% 이상

생존시킬 때에 그 활성이 유효하다고 인정된다. 줄기(에탄올

추출물)와 뿌리(물 추출물, 에탄올 추출물)를 제외한 다른

추출물은 일반신장세포주인 293 cell에 대해 독성이 강해서

암세포에 대한 활성이 있더라도 항암활성이 있다고 할 수

Table 3. Growth inhibitory abilities of Hippophae rhamnoides
L. on 293, HT-29 and DU-145 cells

Samples1)
Extracting
solvent

Cell viability (%)

293 cell HT-29 cell DU-145 cell

Stem
Water
Ethanol

41.0±9.12)
103.4±4.6

28.4±0.5
116.2±4.3

23.0±1.0
54.6±8.6

Leaf
Water
Ethanol

85.0±3.5
33.7±1.5

31.4±4.5
40.2±0.6

52.7±0.5
55.8±0.8

Root
Water
Ethanol

109.5±5.2
97.7±1.9

67.7±5.4
109.1±1.1

52.9±9.5
61.8±3.4

Fruit
Water
Ethanol

87.9±1.3
27.4±10.7

69.3±4.0
93.9±2.1

86.9±2.5
99.1±2.0

1)
Treatment concentration of samples: 10 mg/mL.
2)All values are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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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ntimicrobial activity of Hippophae rhamnoides L. extracts against various microbials

　Sample
1) Stem Leaf Root Fruit

Water EtOH Water EtOH Water EtOH Water EtOH

Bacillus cereus
Clostridium butyricum
Enterobacter agglomerans
Enterococcus feacalis
Esherichia coli
Lactibacillus plantarum
Listeria monocytogenes
Proteus mirabilis
Proteus vulgaris
Pseudomonas aeruginosa
Salmonella choleraesuis
Salmonella enterica
Salmonella typhimurium
Shigella flexneri
Staphylococcus aureus
Yersinia enterocolitica

NI2)

NI
NI
NI
NI
NI
NI

0.5 mm
NI
NI
NI
NI
NI
NI
NI
NI

0.5 mm
NI
NI
NI
NI
NI
NI

0.3 mm
NI
NI
NI
NI
NI

0.5 mm
NI
NI

NI
0.5 mm
NI
NI
NI
NI
NI

1.0 mm
NI
NI
NI
NI
NI
NI
NI
NI

1.5 mm
2.0 mm
NI
NI
NI
NI

0.5 mm
2.0 mm
1.0 mm
NI

1.0 mm
0.5 mm
0.5 mm
2.0 mm
1.5 mm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0.5 mm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NI

1)Treatment concentration of samples: 10 mg/mL.
2)
NI: not inhibited.

없다. 항암효과를 측정할 의미가 있는 3가지 추출물 모두

DU-145 cell(전립선암세포)에 대한 항암활성을 보였으며,

항암활성 효과는 뿌리 물 추출물에서 4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줄기 에탄올 추출물이 45.4%, 뿌리

에탄올 추출물이 38.2%의 암세포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다.

HT-29 cell(대장암세포)에 대해서는 줄기와 뿌리 에탄올 추

출물 모두 암세포를 저해하지 못하였으며, 뿌리 물 추출물에

서는 32.3%의 저해 효과를 보였다. 결국 비타민나무 뿌리에

항암활성 물질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어진다. Olsson 등(22)

은 비타민나무 열매 추출물이 유방암세포인 MCF-7 cell을

저해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Grey 등(23)은 비타민나무 열

매 ethyl acetate 추출물에서 ursolic acid에 의해 Caco-2 cell

을 저해한다고 하였고, 또한 에탄올 :물(1:1) 추출물에서 phe-

nolic 화합물과 proanthocyanidin으로 인해 Hep G2 cell을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적용 target

에 대한 추출용매의 선택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의 문헌에서는 대부분 비타민나무 열매에

서 대부분 항암효과를 검정하였다. 하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각각의 부위별, 용매별로 스크리닝 차원에서 항암효과를 측

정하였다. 이로 인해 다소 높은 농도로 실험을 하였고, 향후

활성이 좋았던 추출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독성 실험 및 활성

물질의 구명 등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식품위해균에 대한 항균효과 측정

식품위해균에 대한 비타민나무의 항균활성을 측정하였다

(Table 4). 항균활성 검정은 disc 확산법으로 측정하였고, 균

주는 식중독 균인 Bacillus cereus 외 15종의 식품위해성

균을 사용하였다. 비타민나무의 잎, 줄기, 뿌리, 열매 추출물

의 항균활성을 검정한 결과, 잎의 에탄올 추출물(10 mg/mL)

에서 다양한 항균활성이 나타났다. 부위별로는 전체적으로

잎(에탄올추출물)이 다른 추출부위에 비해 좋은 항균활성을

보였으며, 뿌리와 열매에서는 식품위해균에 대한 활성이 나

타나지 않았다. Negi 등(7)은 비타민나무의 열매 메탄올 추

출물에서 높은 항균활성을 보고하였지만 이번 연구결과에

따르면 열매 추출물에서는 항균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추출 방법과 용매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된

다. 비타민나무 잎은 항균활성이 대체로 낮았으나 여러 균주

에서 활성을 나타내었으므로 식품에 대한 항균소재로서 유

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국내에서 재배된 비타민나무의 부위별 다양

한 생리활성 효과를 평가한 결과, 항당뇨 효과가 우수했던

줄기, 항암효과가 좋았던 뿌리 그리고 여러 균주에서 항균효

과를 나타내었던 잎 등 각각의 부위별로 유용한 생리활성효

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기능성 식·의약품 소재 등 비타

민나무의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요 약

국내에서 재배된 비타민나무(Hippophae rhamnoides L.)

의 생리활성을 부위별(줄기, 잎, 뿌리, 열매), 용매별(물, 에탄

올)로 시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α-Glucosidase 활성 억제

실험에서, 비타민나무의 저해활성은 줄기의 에탄올 추출물

이 93%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잎의 에탄올 추출물이 88.7%

순으로서 대조구 acarbose의 20.2%보다 훨씬 높았다. Pan-

creatin 기원의 α-amylase 억제 활성 측정 실험에서는 잎의

물 추출물이 54.7%로 다른 추출물에 비해 가장 높았다. HT-

29 cell과 DU-145 cell의 암세포에 대한 항암효과 시험 결과

뿌리의 물 추출물에서 각각 47.1%, 32.3%의 항암효과가 나

타났다. 또한 항균활성 실험 결과 잎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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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균주인 Clostridium butyricum, Proteus mirabilis,

Shigella flexneri에 대한 저해활성이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

서는 생리활성 효과가 나타난 물질에 대한 분리, 정제 등의

연구가 계속 수행되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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