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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피 부위별 50% 메탄올 추출액의 기능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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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unctional properties of 50% methanol extracts from four
parts (root, stem, leaf and fruit) of Acanthopanax sessiliflorus by means of measuring the contents of eleutheroside B, E,
and total polyphenols as well as determining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nitrite scavenging ability (NSA), and
anticancer activity. The highest contents of eleutheroside B and E were found in the fruit (538.99 µg/g) and the stem
(556.00 µg/g). The root extract demonstrated the highest polyphenol content (2.97 mg/g). EDA of the stem and root
extracts were 90.21% and 85.71%. All of the extracts showed 81.5-93.0% of NSA at pH 1.2. In addition all extracts
indicated no cytotoxicity to normal cell line (DC2.4). The root extract had a 23% inhibitory effect against the stomach
cancer cell line (SNU-719). These results revealed that 50% methanol extracts from A. sessiliflorus can be used as a
potential resource of nutraceut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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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가피는 주로 강장, 강정, 신경통, 이뇨, 식욕부진, 고혈압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오래전부터 동양권에서 독성과 부작용

이 없는 상약으로 분류하여 뿌리와 껍질이 약제로 사용되어왔다

(1). 오가피류의 생물학적 효능으로는 항스트레스작용, 항피로작

용(2), 콜레스테롤 저하효과(3,4), 항산화작용(5), 항염증작용(6), 운

동능력 향상(7), 항고지혈 효과(8) 및 알콜분해활성 증가(9) 등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주로 lignan과 iridoid glycoside류에 의해서 생성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가시오가피의 다양한 glycoside들 중

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eleutheroside B, eleutheroside E

등이며, 특히 acanthoside D로 알려진 오가피의 대표적인 생리활

성 성분인 eleutheroside E는 T세포 증가작용, 정력증대와 학습력

향상, 면역세포활성, 콜레스테롤 수치저하, 전립선 기능 강화, 간

기능 개선, 항암효과 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1,10). Eleuth-

eroside B는 오가피에서 eleutheroside E 다음으로 많이 알려진 기

능성 물질로서 골질환 예방, 항산화 활성, 항암작용, 항피로작용,

항스트레스 작용 등이 보고된 바 있다(11).

러시아산 가시오가피에 들어있는 eleutheroside B, E가 외부의

스트레스에 대한 비특이적 적응력을 갖는 adaptogenic activity에

있어서 고려인삼(Panax ginseng C. A. Meyer)보다 강하며 자양강

장, 신진대사의 활성작용을 나타내면서도 부작용 등의 독성은 거

의 없다고 보고되었다(10).

국내에서는 오가피를 열수 추출하여 음료, 차, 환 등 건강기능

성을 표방한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오가피 줄

기와 뿌리만을 활용한 경우가 많았다. 또한 최근까지 오가피에

관한 연구로는 뿌리와 줄기 등을 대상으로 부분적인 생리활성을

검증하려는 시도가 대부분이었고 오가피 전부위(뿌리, 줄기, 열

매, 잎)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선행 연구에

서는 오가피 전부위(뿌리, 줄기, 열매, 잎)를 용매별(증류수, 에탄

올, 메탄올, 50% 에탄올 및 50% 메탄올) 지표성분(eleutheroside

E)의 추출률을 비교하고 열수 추출물에 대해 항산화효과, 아질산

소거능 및 항암활성에 대해 보고한 바가 있다(12). 본 연구에서

는 선행연구(12)에서 지표성분의 추출률이 가장 높은 50% 메탄

올을 사용하여 오가피의 줄기, 뿌리, 잎, 열매 등 전부위를 추출

하고 생리활성 식품소재 또는 의약품 소재로써의 가능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농축 또는 희석 조작 없이 추출액 자체의 eleuthero-

side B, E의 함량, 총 폴리페놀함량, 항산화효과, 아질산 소거능,

세포독성 및 항암활성 등 생리활성을 검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오가피(Acanthopanax sessiliflorus) 뿌리, 줄기, 잎 및 열매는 음

지에서 자연건조된 것을 오가식품 영농조합법인(Cheongwon, Korea)

에서 구입하였다. Eleutheroside B, E 표준품은 Chromadex사(I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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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 CA, USA)에서 구입하였고 용매 등은 HPLC 분석용 특급 시

약을 사용하였다.

오가피 부위별 50% (v/v) 메탄올 추출액 제조

오가피 뿌리, 줄기 및 열매 1 kg과 잎 100 g을 분쇄기(J-NCM;

Daihan Scientific, Wonju, Korea)로 파쇄하여 각 부위 분체 2 g에

50% (v/v) 메탄올 50 mL를 넣어 80oC에서 3시간 동안 환류 추출

하였다. 추출액을 여과(Watman No. 2)한 후 여액을 분리하여

rotary evaporator(N-1000VW, EYELA, Tokyo, Japan) 로 감압 건

조하여 뿌리 0.08 g, 줄기 0.11 g, 열매 0.18 g 및 잎 0.26 g의 추

출물을 얻었다. 이에 50% (v/v) 메탄올을 첨가하여 50 mL로 정

용한 후 12,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Combi514R, Hanil Sci-

ence Industrial, Gangneung, Korea)하고 상등액을 취하여 각 부위

별 추출액을 제조하였다.

Eleutheroside B와 E의 정량

오가피 각 부위별 추출액을 pore 크기가 0.45 µm인 syringe

filter(Millipore Korea, Seoul, Korea)로 여과하여 HPLC로 eleuth-

eroside B와 E를 Table 1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Eleutheroside B

는 50% (v/v) 메탄올에 표준품을 녹여 100-400 µg/mL의 범위에

서 검량식 y=43.612x−97.593(R2 =0.999), eleutheroside E는 표준품

을 증류수에 녹여 0-100 µg/mL의 범위에서 검량식 y=46.865x−

12.802 (R2 =0.999)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오가피 부위별 추출액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의 방

법(13)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추출액 10 µL에 증류수 840 µL와

2 N Folin-ciocalteu’s 시약 50 µL를 가하고 3분간 반응시킨 후

20% (w/v) Na2CO3용액 100 µL를 첨가하였다. 이를 균일하게 혼

합하고 30oC에서 1시간 발색시킨 다음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작성한

검량식 y=0.004x+0.012(R2 =0.997)에 의해 정량하였다.

DPPH를 이용한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추출물의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에 대한 free radi-

cal 소거능력은 Blois의 방법(14)을 변형하여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을 측정함으로써 알아보았다. 0.4 mM

DPPH 용액을 ethanol로 희석하여 흡광도 값이 0.97-0.99가 되도

록 조정하였다. 추출액 1 mL와 DPPH용액 9 mL를 시험관에 넣

고 30분간 반응 시킨 후 원심분리하여 517 nm에서 상등액의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는 1% (w/v) L-ascorbic acid를 사용하

였으며, EDA는 시료 첨가구와 50% (v/v) 메탄올 첨가구(blank)의

흡광도 차이를 비교하여 전자공여능을 측정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 scavenging ability, NSA)은 Kato 등(15)

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즉, 1 mM NaNO2 용액 2 mL에 추출액

1 mL를 가하고 0.1 N HCl로 pH 1.2, pH 3.0, pH 6.0으로 보정한

다음 반응용액의 부피를 10 mL로 하였다. 이 용액을 37oC에서 1

시간 반응시키고 각 반응액 1 mL를 취하여 2% 초산용액 2 mL

와 Griess reagent(1% sulfanilic acid:1% naphthylamine=1:1) 0.4

mL를 가한 다음 혼합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한 후 52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는 Griess reagent 대신 50% (v/

v) 메탄올을 가하여 측정하여 시료의 첨가구와 대조구 사이의 흡

광도 차이를 통해 아질산염 소거능을 산출하였다.

세포독성 및 암세포 억제 효과 측정

실험에 사용한 암세포주는 인간 위암세포인 SNU-719, 간암세

포인 Hep3B이며 시료자체의 세포 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정상

세포로서 인간의 면역 세포인 DC2.4이었으며 각 세포주는 충북

대학교 식품공학과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세포를 배양하기

위하여 SNU-719는 10% (w/v) FBS, 1% (w/v) Penicillin/Strepto-

mycin, 2-mercaptoethanol 250 µL가 첨가된 RPMI-1640 medium

을, Hep3B와 DC2.4 세포는 10% FBS, 1% Penicillin/Streptomy-

cin, 2-mercaptoethanol 250 µL가 첨가된 DMEM medium을 사용

하여 CO2 incubator(MCO-20 AIC, Sanyo, San Diego, CA,

USA)에서 37oC, 5% CO2 하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과 암세포 억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XTT assay

를 실시하였다(16,17). 배양된 세포를 1×105 cell/well 이 되게 96

well plate에 배지와 세포를 100 µL 분주하고 오가피 부위별 추출

액 10 µL씩 첨가하여 37oC, 5% CO2 incubator 에서 24시간 배양

하였다. 이어서 XTT용액을 50 µL 첨가하여 3시간 동안 37oC, 5%

CO2 incubator에서 발색시킨 후 ELISA reader(Spectra MAX 190,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450 nm에서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는 50% (v/v) 메탄올을 사용

하였고 시험군과의 흡광도 차이를 구하여 세포독성과 암세포 억

제 효과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여 결과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

시하였다. 시료간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는 등분산 검정, 일원분

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 한 후 p<0.01 수준에서 Dun-

Table 1. HPLC analysis condition for eleutheroside B and E

Parameter Condition

Instrument Agilent 1200 series

Column ZORBAX Elipse XDB-C18 (4.6×250 mm, 5 µm)

Detector UV 220 nm (DAD G 1315B)

Injection 20 µL loop (G 1329A auto sampler )

Flow rate 1.0 mL/min

Mobile phase
(Gradient)

Time (min) H2O (%) Acetonitrile (%) Flow rate (mL/min)

0 90 10 1.0

30 50 50 1.0

40 90 10 1.0

Run time 45 min

Temperature Ambient



오가피 메탄올 추출액의 기능성 375

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오가피 부위별 50% (v/v) 메탄올 추출액의 eleutherosides 함량

오가피 각 부위별 50% (v/v) 메탄올 추출물의 eleutherosides 함

량은 Table 2와 같았다. 항산화, 항암, 항피로, 항스트레스활성 등

을 가진 것으로 보고된(10) eleutheroside B의 함량은 열매(538.99

µg/g)>줄기(423.60 µg/g)>뿌리(352.30 µg/g) 순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잎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선행 연구(12)에서 오가피

를 부위별로 열수 추출하였을 때 eleutheroside B가 열매, 뿌리,

줄기에 각각 372.01, 289.33, 125.05 µg/g 검출되어 열매 부위에서

가장 많이 발견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50% (v/v) 메탄올 추

출물로 추출 하였을 경우가 열수로 추출하였을 경우보다 각 부

위에서 eleutheroside B 함량이 모두 높아 추출 효율이 좋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eleutheroside B가 증류수보다는 메탄올에 대한

용해도가 큰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열매는 부산물로

버려지거나 천연염색의 원료 또는 사료로 활용되고 있는데

eleutheroside B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생리활성 소재로 개발 가

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가피의 지표성분이며 acanthoside D로도 불리는 eleutheroside

E 함량은 줄기(556.00 µg/g)>뿌리(430.22 µg/g)>열매(32.70 µg/g)

순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잎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는 선행 연구(12)에서 오가피를 부위별로 열수 추출하였

을 때 eleutheroside E가 줄기, 뿌리, 열매에 각각 542.50, 343.35,

30.78 µg/g 발견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Eleutheroside

E의 경우는 eleutheroside B와는 다르게 50% (v/v) 메탄올로 추출

하였을 경우가 열수로 추출하였을 경우보다 현저한 함량의 증가

가 관찰되지 않았다.

오가피 부위별 50% (v/v) 메탄올 추출액의 총 폴리페놀 함량

식품 중 함유되어 있는 많은 생리활성 phytochemical 중

polyphenol류는 널리 알려진 항산화물질이며 국내산 식용식물에

관한 연구에서 chlorogenic acid 와 caffeic acid 등이 매우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냄이 보고되었다(18). 오가피 각 부위별 50% (v/

v) 메탄올 추출액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았다. 오가피 뿌리(2.97 mg/g) 부위에 가장 많은 폴리페놀이 함

유되어 있었고 다음으로 잎(0.95 mg/g), 줄기(0.77 mg/g)에 많은 폴

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었다. 또한 열매에도 소량의 폴리페놀이 함

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가피 부위별 50% (v/v) 메탄올 추출액의 free radical 소거

능

DPPH를 활용한 free radical 소거반응을 이용하여 오가피 각 부

위별 메탄올 추출액의 전자공여능(EDA), 즉 항산화활성을 측정

한 결과는 Fig. 2와 같았다.

부위별 free radical 소거능은 줄기(90.21%)>뿌리(85.71%)>잎

(61.79%)>열매(5.02%)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조구로 사용한

1% (w/v) L-ascorbic acid의 전자공여능이 91.75%이었는데 오가피

줄기와 뿌리의 전자공여능이 85.71-90.21%로서 대조구와 유사하

게 높은 전자공여능을 보여 항산화 식품소재로 활용 될 수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오가피 부위별 50% (v/v) 메탄올 추출액의 아질산염 소거능

아질산(nitrite)은 발암 전 단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러 천연물에서 이를 소거하는 작용이 보고된 바 있다(19-23).

특히, 아질산염은 식육제품에 첨가되어 발색제 및 보존료로 이용

되고 있으나, 식품 중에 존재하는 아민류와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nitrosoamine을 생성하는데 이 과정은 pH가 낮은 조건에서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본 실험에서는 아질산나트륨

용액에 오가피 부위별 50% (v/v) 메탄올 추출액을 가하고 아질

산 이온의 제거량을 측정하여 아질산염 소거능을 알아보았다. 환

경의 pH 조건을 각각 1.2, 3.0 및 6.0으로 조절하여 아질산염 소

Table 2. Contents of eleutherosides in parts of Acanthopanax

sessiliflorus

Parts
Eleutherosides (µg/g)

Eleutheroside B Eleutheroside E

Stem 423.60±8.79b 556.00±5.27a

Root 352.30±5.48c 430.22±15.91b

Fruit 538.99±9.63a 32.70±2.51c

Leaf nd1) nd

1)Not detecte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1. Polyphenol contents of 50% (v/v) m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Acanthopanax sessiflorus.

Fig. 2. Electron donating abilities of 50% (v/v) m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Acanthopanax sessiliflorus. Control was
1% (w/v) L-ascorb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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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았다. 환경의 pH가 1.2인 강산

성 조건에서는 아질산염 소거능이 줄기 93.0%, 열매 87.7%, 잎

86.3% 및 뿌리 81.5% 등으로 각 부위의 추출물에서 높은 값을

보였다. 또한 pH 3.0에서는 열매 75.8%, 잎 75.4%, 뿌리 69.1%

및 줄기 64.7%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보여 다소 감소하였다. 그

리고 pH 6.0에서는 아질산염 소거능이 뿌리 및 줄기에서 각각

21.3%, 18.3%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pH가 높아짐에 따라 아질

산염 소거능은 급격히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잎과 열매

추출액의 경우 pH 6.0에서도 각각 62.9%, 41.8%의 아질산염 소

거능을 유지하였다. Lee 등(21)은 홍삼의 수용성 갈변물질 추출

물이 pH 1.2에서 38.7%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

고 Cho 등(22)은 오미자 열수 추출액이 pH 1.2, 3.0에서 각각

54%와 42%의 아질산염 소거능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

에서는 오가피 각 부위별 추출액이 pH 1.2에서 81.5-93.0%로서

매우 높은 아질산염 소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pH가

높아짐에 따라 아질산염 소거능이 감소하는 명확한 이유를 밝히

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Kang 등

(23)의 연구에서 각종 phenol성 화합물을 pH를 달리하여 아질산

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pH가 높아짐에 따라 대부분 아질산염

소거능이 상실되었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아질산염과

식품류의 아민류가 반응하여 nitrosoamine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낮은 pH가 요구되므로 주로 위에서 nitrosoamine이 생성되어 장

에 도달하게 되는데 오가피의 50% (v/v) 메탄올 추출액은 pH 1.2

에서 강한 아질산염 소거능을 보이므로 위에서 nitrosoamine의 생

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잎과 열매 추출

액의 경우 pH 6.0에서도 41.8-62.9%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유지

하고 있어 장내에서도 nitrosoamine의 생성을 지속적으로 억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오가피 부위별 메탄올 추출액은

식육제품에 첨가되는 아질산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발암물질

인 nitrosoamine의 생성을 억제 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소재로 활

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오가피 부위별 50% (v/v) 메탄올 추출액의 세포독성 및 암세

포 억제 효과

오가피 부위별 메탄올 추출액의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과 위암

및 간암에 대한 항종양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정상세포로서 인

간 면역세포인 DC2.4와 인체 유래 위암 세포주 SNU-719 및 간

암 세포주 Hep3B에 대한 억제 효과를 XTT assay법으로 알아본

결과는 Fig. 4와 같았다. 오가피 부위별 50% (v/v) 메탄올 추출

액은 정상세포인 DC2.4의 생육 억제 효과는 관찰되지 않아 세포

독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출액을 위암 세포주 SNU-719

및 간암 세포주 Hep3B에 처리한 결과 줄기, 잎, 열매 추출물에

서는 암세포 저해 효과를 관찰 할 수 없었으나 뿌리 추출물에서

위암 세포주 SNU-719에 대해 유의미하게(p<0.01) 23%의 약한

저해효과를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에서는 오가피 열매 열수 추출

물의 전립선암, 백혈병 세포주에 대한 저해 효과(24), 오가피 줄

기 열수 추출물의 백혈병 세포주에 대한 저해효과(25), 개오가피

의 뿌리, 줄기 열수 추출물의 백혈병 세포주에 대한 저해효과(26)

등이 보고되어 있으나 오가피 뿌리 추출물의 위암 세포주에 대

한 저해 효과는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의 결과는 50% (v/v) 메

탄올로 뿌리 부위를 추출하여 농축, 건조 등 별도의 조작 없이

추출액 자체를 처리하여 얻은 것으로 위암 세포에 대한 억제 효

과가 있을 가능성만을 확인한 것이며 확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오가피는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 약재로 사용되어왔다. 본 연

구에서는 오가피 부위별 50% (v/v) 메탄올 추출액의 기능적 특

징을 규명하기 위해 생리활성 물질(eleutheroside B, eleutheroside

E)의 함량, 추출부위별 총 폴리페놀 함량, 항산화활성, 아질산염

소거능 및 항암활성을 알아보았다. 오가피의 생리활성 표준물질

인 eleutheroside E는 줄기(556.00 µg/g)>뿌리(430.22 µg/g)>열매

(32.70 µg/g) 순으로 함유되어 있었고 eleutheroside B는 열매

(538.99 µg/g)>줄기(423.60 µg/g)>뿌리(352.30 µg/g) 순으로 많이 함

유되어 있었다. 총 폴리페놀은 뿌리(2.97 mg/g) 부위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잎, 줄기에 각각 0.95, 0.77 mg/g 함유되어 있었

다. 전자공여능은 줄기 추출물에서 90.21%로 대조구인 1% (w/v)

L-ascorbic acid의 전자공여능(91.75%)과 유사하게 높은 활성을 보

Fig. 3.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50% (v/v) m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Acanthopanax sessiliflorus at various

pH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according to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4. Effects of 50% (v/v) m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Acanthopanax sessiliflorus on cell viabilities of normal

cell line (DC2.4), stomach cancer cell line (SNU-719) and liver

cancer cell line (Hep3B).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values a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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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뿌리 추출물에서도 85.71%로 높은 활성을 보였다. 발암 전

단계를 촉진하며 산성 환경에서 식품 중에 nitrosoamine을 생성

하는 아질산염에 대한 오가피의 제거 효과는 추출부위와 관계없

이 pH 1.2에서 81.5-93.0%로 높게 나타났다. pH가 높아짐에따라

아질산염 소거능은 대개 소실되었으나 잎 추출액의 경우 pH 6.0

에서도 62.9%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각 부위별

추출액은 모두 정상세포인 DC2.4의 생육 저해 효과를 보이지 않

아 세포독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뿌리 추출물에서는 위암

세포주인 SNU-719에 대해 약 23%의 저해 효과가 발견되었다.

따라서 오가피 부위별 50% (v/v) 메탄올 추출액은 높은 항산화

활성과 아질산염 제거효과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가진 식품소재로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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