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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욤(Diospyros lotus)잎 유래 Ethyl Acetate 분획물의 항산화  항가려움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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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iospyros lotus has been cultivated for its edible fruits, which are considered to have medicinal 
importanc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ntioxidant and antipruritic activities of water-soluble, methanol 
extract, and ethyl acetate (EA) fractions from D. lotus leaves. The EA fraction showed the lowest IC50 vale (DPPH: 
5.3 μg/mL, ABTS: 53.8 μg/mL). Therefore, we further investigated anti-inflammatory and antipruritic effects of the 
EA fraction. TNF-α production increased by PMA plus A23187 treatment was significantly inhibited by the EA fract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 EA fraction also inhibited histamine release from rat peritoneal mast cells stimulated 
by compound 48/80, which promotes histamine release. Furthermore, EA fraction had inhibitory effects on scratching 
behavior induced by compound 48/80 in Balb/c mi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A fraction from D. lotus leaves 
has potential as ameliorative agent against oxidative stress and pruritus-related disease.

Key words: Diospyros lotus leaf, ethyl acetate fraction, antioxidant, mast cells, antipruritus

Received 29 April 2014; Accepted 26 September 2014 
Corresponding author: Seon Il Jang, Department of Healthcare & 
Science, Jeonju University, Jeonbuk 560-759, Korea 
E-mail: sonjjang@jj.ac.kr, Phone: +82-63-220-3124

서   론

아토피 피부염(atopic dermatitis)은 만성 피부염증과 함

께 심한 가려움증(pruritus)을 동반한다(1,2). 긁고 싶은 감

정을 불러일으키는 가려움증은 히스타민과 같은 가려움 매

개 물질에 의해서 유도되는데, 정상인의 경우 긁으면 그 증

상이 쉽게 완화되지만 아토피 환자의 경우 긁으면 긁을수록 

더욱 긁고 싶은 감정이 형성되어 심하게 긁게 된다(3). 그러

므로 아토피 환자의 경우 긁는 행동으로 인해 피부장벽이 

붕괴되면서 2차 감염을 유발하여 염증이 더욱 악화된다

(1-3). 아토피 피부염은 일시적으로 완화될 수 있지만 환경 

및 식품 등 자극원에 의해서 재발되어 악화되며 악화와 완화

가 반복되는 현상으로 그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

지 않았다(2). 이와 같이 아토피 피부염에 동반되는 염증은 

과도한 면역세포 작용으로 인해서 tumor necrosis-α(TNF- 

α)와 interleukin-1β(IL-1β)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하

이드록시 라디칼(･OH), 슈퍼옥사이드 라디칼(･O2
-), 과산화

수소(H2O2) 등의 활성산소류(reactive oxygen species, 

ROS)를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주변 조직의 손상을 야기한

다(4,5). 그러므로 아토피 피부염과 같은 피부질환을 개선하

기 위해서는 가려움증을 완화시키고 ROS를 효과적으로 제

거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하다(6).

고욤나무(Diospyros lotus L.)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

롯한 아시아에 분포하는 낙엽성 식물로 성숙한 과일을 고욤

이라 하여 직접 섭취할 수 있다. 고욤은 전통의학에서 진정

제(sedative), 수렴제(astringent), 항암(anti-tumor), 항당

뇨(anti-diabetic), 해열제(febrifuge) 및 변비완화제(laxa-

tive)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7). 최근에는 고욤에 함유된 지

방산, 당, 플라보노이드 및 비휘발성 성분이 알려지면서 항

응고, 뇌세포 보호 작용, 항산화 및 항암에 대한 효과가 보고

되었다(8-10). 또한 최근에 저자들은 고욤잎 수용성 추출물

을 대상으로 항산화 및 항알레르기 효과에 대해서 보고한 

바 있다(11,12).

본 연구는 고욤잎으로부터 수용성 추출물과 메탄올 추출

물을 얻고 메탄올 추출물에서 ethyl acetate(EA) 분획물을 

얻어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및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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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조사하였다. 그 후 각 추출물 및 분획물

을 대상으로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PMA)와 

calcium ionophore A23187(A23187)로 활성화된 랫트 복

강 비만세포(rat peritoneal mast cells, RPMCs)에서 TNF- 

α 생성 및 히스타민 방출량을 조사한 후 compound 48/80으

로 유도한 가려움증 억제를 조사한 결과 매우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시약

TNF-α 및 histamine ELISA kit는 R&D Systems Inc. 

(Minneapolis, MN,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percoll, 

compound 48/80,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 calcium ionophore A23187(A23187), penicillin/ 

streptomycin, methysergide maleate(MM), butylated 

hydroxytoluene(BHT),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

fonic acid)(ABTS), potassium persulfate, sodium bicar-

bonate, azelastine, lipopolysaccharide(LPS), methy-

sergide, (±)-6-hydroxy-2,5,7,8-tetramethylchromane- 

2-carboxylic acid(Trolox) 및 기타 시약은 reagent grade

로 Sigma-Aldrich Co.(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

다.

고욤잎 추출

고욤잎은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수항리 신기마을에서 

2013년 7월 10일에 채취한 후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

방제학교실 김홍준 교수님으로부터 동정을 받았다. 고욤잎 

표본(#2013-07-10)은 전주대학교 의과학대학 보건관리 

연구실에 보관하고 있다. 채취된 고욤잎은 즉시 증류수로 

세척하여 5분간 증기찜을 한 후 실온에서 선풍기를 활용하

여 건조한 다음 최종적으로 건조기에서 40°C로 12시간 동

안 건조하였다. 건조된 고욤잎은 500 g으로 정량하여 증류

수 3,000 mL를 주입하고 10분간 끓인 후 추출물은 0.45 

μm 필터를 사용하여 여과하고 동결건조기(FDU-2100, 

EYELA WORLD-Tokyo Rikakikaki, Tokyo, Japan)에서 

건조하여 45.3 g을 얻었다. 또한 건조된 고욤잎 600 g을 

정량하여 메탄올 4,000 mL를 주입하고 7일간 방치한 다음 

추출물은 0.45 μm 필터를 사용하여 여과하고 감압에 의해 

유기용매를 제거한 뒤 최종적으로 동결건조 하여 70.3 g을 

얻은 후 50 g을 취하여 ethyl acetate 분획물을 약 650 mg 

얻고 -20°C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Blois(13)의 방법으로 측정하

였다. 시료를 MeOH로 녹여 최종 농도가 3.91, 7.81, 15.63, 

31.25, 62.5, 125, 250, 500 및 1,000 μg/mL가 되도록 정

량하여 96 well plate에 각 시료를 100 μL 주입하고, 동시에 

0.3 mM DPPH 100 μL를 넣어 총량이 200 μL가 되도록 

하였다.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 

(Tecan Group Ltd., Mannedorf, Switzerland)로 54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시료 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 사이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

분율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1－

시료 첨가군 흡광도
)×100

시료 무첨가군 흡광도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은 Re 등(14)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

하였다. ABTS 7.4 mM과 potassium persulfate 2.6 mM을 

혼합한 후 빛이 차단된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radical을 형성한 다음 ABTS 용액을 실험 직전에 732 nm

에서 흡광도가 0.70±0.03이 되도록 메탄올로 희석하여 사

용하였다. 각 추출물과 Trolox의 최종 농도가 3.91, 7.81, 

15.63, 31.25, 62.5, 125, 250, 500 및 1,000 μg/mL가 되

도록 정량하여 50 μL에 준비된 ABTS 용액 950 μL를 첨가

하여 암소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7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시료 용액의 첨가군

과 무첨가군 사이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1－

시료 첨가군 흡광도
)×100

시료 무첨가군 흡광도

실험동물

무균환경에서 사육된 7주령의 수컷 Balb/c 마우스와 10

주령의 Sprague Dawley 랫트는 중앙실험동물(주)(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고, 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1

주일간 순화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육환경은 낮과 

밤의 주기를 12시간씩 하였고, 온도(20∼22°C)와 습도(50

∼60%)는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전주대학교 실험동물위

원회의 규정에 준하여 실험하였다.

RPMCs 분리 및 분획물 처리

RPMCs의 분리는 Martynova 등(15)의 방법에 따라 분리

하였다. 즉 에테르(ether)로 마취시킨 다음 calcium-free 

HEPES-Tyrode buffer(10 mM Hepes, 113 mM NaCl, 

4.7 mM KCl, 2.13 mM MgCl2, 0.6 mM NaH2PO4, 10 mM 

glucose, pH 7.4) 10 mL를 복강에 주입시켜 약 90초간 복

강을 부드럽게 마사지 한 후 복강을 주의 깊게 열어 Pasteur 

pipette을 사용하여 세포부유액을 얻어 percoll density 

gradient법으로 RPMCs를 얻었다. 특별히 본 실험 목적에 

따라 충분한 세포를 확보하기 위해서 5∼10마리 랫트에서 

얻은 RPMCs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EA 분획물(25∼100 

μg/mL), 수용성 또는 MeOH 추출물(각각 100 μg/mL)은 

RPMCs(5×105)에 10분 또는 2시간 동안 전 처리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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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48/80이나 PMA와 A23187로 자극하여 히스타

민과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측정에 사용하였다.

세포 생존율 측정

RPMCs 세포 생존율은 MTT assay 방법에 의해 측정하

였다. 즉 RPMCs(5×105/mL)를 24 well plate에 접종하고 

상기와 같이 EA 분획물(25∼100 μg/mL), 수용성 또는 

MeOH 추출물(각각 100 μg/mL)을 처리한 후에 PMA(20 

nM)와 A23187(1 μM)을 동시에 자극한 후 12시간 후에 

MTT 용액(5 mg/mL)을 주입하고 4시간 동안 37°C에서 방

치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formazan 산물을 demethyl 

sulfate로 용해하여 96 well plate로 옮겨 540 nm ELISA 

reader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히스타민 방출량 측정

RPMCs(5×105 cells/mL)는 각 추출물(100 μg/mL) 또

는 여러 가지 농도(25∼100 μg/mL)의 EA 분획물을 37°C

에서 10분간 전 처리한 다음 compound 48/80(0.5 μg/mL)

으로 자극하여 30분간 방치한 후, 반응을 중지시키기 위하

여 배양튜브를 빙수에 넣어 충분히 냉각시킨 후 1,200 rpm

으로 15분간 원심 침전시키고 상층액을 얻어 히스타민을 

측정하였다. 즉 anti-histamine antibody를 활용하여 상기

와 같이 얻은 상층액 시료에 반응시키고, anti-histamine 

antibody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기질효소가 부착된 2차 

항체를 주입한 후 발색시켜 R&D Systems Inc.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ELISA reader(Molecular Devices, Sunny-

vale, CA, USA)로 측정하였으며, 히스타민의 정량은 농도

별로 히스타민을 처리하여 반응시킨 후 표준곡선을 작성하

여 계산하였다.

TNF-α측정

RPMCs로부터 사이토카인의 측정은 EA 분획물(25∼

100 μg/mL), 수용성 또는 MeOH 추출물(각각 100 μg/mL)

을 2시간 동안 전 처리한 후 PMA(20 nM)와 A23187(1 μM)

로 동시에 자극한 다음 12시간 후에 세포 상층액으로부터 

TNF-α를 측정하였다. TNF-α는 anti-mouse TNF-α an-

tibody를 사용하여 각각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ELISA kit

을 사용하여 R&D Systems Inc.가 제공하는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고 정량하였다. 즉 세포 상층액 또는 5배 희석 혈청 

100 μL를 각각의 항체가 코팅된 plate에 주입하고 반응시킨 

후 잘 세척한 다음 horseradish peroxidase가 부착된 2차 

항체를 주입하고 반응시킨 후 발색 기질을 주입하고 반응시

켜 ELISA reader로 측정하였으며, 각 물질에 대한 정량은 

각각의 물질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반응시켜 표준곡선을 작

성하고 세포 상층액에 함유된 TNF-α의 양을 계산하였다.

가려움증 유도 및 긁는 행동 측정

Balb/c 마우스는 실험군당 5마리의 마우스를 각각 투명 

아크릴 케이지(20×26×13 cm)에 한 마리씩 넣고 안정을 

위해 30분 동안 동일한 실험환경에 방치하였다. 그 후 대조

군은 생리식염수를 경구 투여하였고, 실험군은 EA 분획물

(2.5∼10 mg/kg), 수용성 또는 MeOH 추출물(각각 10 mg/ 

kg), 항가려움증 약제로 알려진 methysergide(10 mg/kg), 

azelastine(10 mg/kg)을 경구 투여하고, 60분 후에 com-

pound 48/80(50 μg/site)을 100 μL씩 마우스 등의 양쪽 

어깨 높이 사이에 피하 주사하였다. 가려움증 유발 물질을 

주사한 마우스는 곧바로 Mihara 등(16)의 방법을 따라 mi-

cro-camera(ONCCTV, 서울, 대한민국)를 사용하여 60분 

동안 녹화하였으며, 뒷발로 가려움증 유발 물질이 주입된 

부위를 긁는 횟수를 이중맹검법으로 계수하여 평가하였다. 

각 유발 물질에 따른 실험은 각각 다른 날에 진행되었으며 

매 실험에 사용된 마우스는 1회 사용되었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값은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으며, 통계분

석은 ANOVA와 Student's t-test로 처리하였으며, 유의성 

한계는 P<0.05로 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고욤잎 EA 분획물의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고욤잎 유래 EA 분획물의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용성 추출물과 메탄올 추출물 그

리고 합성항산화제로 알려진 BHT 또는 Trolox와 비교하였

다. 그 결과 Fig. 1A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고욤잎 유래 EA 

분획물은 모든 농도에서 수용성 추출물과 MeOH 추출물뿐

만 아니라 BHT보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매우 우수하

였다. 수용성 추출물과 MeOH 추출물의 경우도 31.3 μg/mL 

이하의 저농도에서는 BHT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유

사하였지만,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BHT보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우수하였다. 더불어 EA 분획물의 DPPH 라디

칼 소거 활성에 대한 IC50은 5.3 μg/mL로 수용성 수출물

(37.9 μg/mL), MeOH 추출물(41.2 μg/mL)과 BHT(50.3 μg/ 

mL)보다 약 5∼7배 낮은 농도에서 그 활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Fig. 1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ABTS 라다칼 소거 활

성의 경우에서도 고욤잎 유래 EA 분획물은 모든 농도에서 

수용성 추출물과 MeOH 추출물뿐만 아니라 Trolox보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이 매우 우수하였다. 수용성 추출물

과 MeOH 추출물은 Trolox보다 각 농도에서 ABTS 라디칼 

농도가 낮았지만 농도가 증가할수록 그 활성이 증가하는 효

과가 있었다. EA 분획물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에 대한 

IC50은 53.8 μg/mL로 수용성 수출물(311.2 μg/mL), MeOH 

추출물(402.5 μg/mL)과 BHT(178.6 μg/mL)보다 약 3∼7

배 낮은 농도에서 그 활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고욤잎 유래 EA 분획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

성(IC50: 5.3 μg/mL)은 고욤(D. lotus fruit) 추출물(72.6 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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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EA fraction from D. lotus leaf on cell viability. RPMCs (5×105/m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each extract 
and EA fraction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 hr,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PMA (20 nM) plus A23187 (1 μM) 
for 12 hr. Cell viability were measured by MTT assay as described in the section of Materials and Methods. A: effect of a various 
concentration of EA fraction, B: effect of water soluble extract (WS), MeOH extract and EA fraction at the same concentration 
(100 μg/mL). Values represent the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versus the non-treated normal group. *P<0.05 
versus control group treated with PMA plus A23187 alon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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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EA fraction from D. lotus leaf on DPPH radical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water soluble extract, △: MeOH extract, □: EA fraction, ●: butylated hydroxytoluene 
or Trolox. Values are shown as mean±SD of 3 replicates.

/mL)보다 높았으며(9), 고욤씨 유래 quercetin(IC50: 5,8 μg 

/mL)과 유사하였고(7), Zadra 등(17)이 보고한 가지과

(Solanaceae)에 속하는 Solanum guaraniticum(9.11 μg/ 

mL)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그러므로 고욤잎 유래 EA 

분획물은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소재라 사료

된다.

고욤잎 EA 분획물이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고욤잎 EA 분획물의 농도에 따른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RPMCs을 활성화하기 위해 com-

pound 48/80(0.5 μg/mL)을 처리하기 전에 고욤 EA 분획물

(25∼100 μg/mL), 수용성 추출물 또는 MeOH 추출물을 2

시간 동안 처리하여 MTT assay법으로 세포생존율을 비교 

조사하였다. 그 결과 Fig. 2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com-

pound 48/80을 처리한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세포독성이 

있었지만, 사용된 EA 분획물의 모든 농도에서 정상군과 유

사한 세포생존율을 보였고, 더불어 수용성 추출물과 MeOH 

추출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Fig. 2).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사용한 모든 EA 분획물과 수용성 및 MeOH 추출물

은 세포독성이 없었다.

고욤잎 EA 분획물의 히스타민 방출 억제 효과

한편 본 연구는 고욤잎 유래 EA 분획물이 가려움증 유발

의 핵심 물질인 히스타민 방출에 대한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RPMCs를 접종하고 EA 분획물(25∼100 μg/mL)을 

주입하고 37°C에서 10분간 전 처리한 다음 compound 48/ 

80(0.5 μg/mL)으로 자극하여 히스타민의 양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3과 같이 RPMCs를 compound 48/80으로 자

극할 경우 히스타민 방출량은 63.49±5.67 ng/mL로 정상 

대조군(10.17±1.40 ng/mL)에 비해서 현저히 증가하였다

(P<0.001). 그러나 EA 분획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농도에 

의존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100 μg/mL 처리

군에서는 히스타민 방출이 31.57±1.40 ng/mL로 대조군에 

비해서 약 47.6%가 억제되는 우수한 효과가 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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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EA fraction from D. lotus leaf on compound 48/80-induced histamine release in RPMCs cells. RPMCs cells 
(5×105/m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each extract and EA fraction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 hr,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compound 48/80 (0.5 μg/mL). Histamine assay was performed by ELISA method on supernatant from RPMCs. 
A: effect of a various concentration of EA fraction, B: effect of water soluble extract (WS), MeOH extract and EA fraction at 
the same concentration (100 μg/mL). Values represent the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01 versus the non-treat-
ed normal group. *P<0.05, **P<0.01, and ***P<0.001 versus compound 48/80 alone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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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EA fraction from D. lotus leaf on PMA plus A23187-induced TNF-α production in RPMCs cells. RPMCs cells 
(5×105/mL)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each extraction and EA fraction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2 hr,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PMA (30 ng/mL) plus A23187 (10 μM) for 12 hr. Cytokine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in cell supernatants 
using the ELISA method. A: effect of a various concentration of EA fraction, B: effect of water soluble extract (WS), MeOH 
extract and EA fraction at the same concentration (100 μg/mL). Values represent the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01 versus the non-treated normal group. *P<0.05, **P<0.01, and ***P<0.001 versus PMA plus A23187 alone control group.

0.001). 또한 본 연구는 EA 분획물과 고욤잎 수용성 및 

MeOH 추출물의 히스타민 방출 억제에 대한 효과를 비교하

기 위해서 100 μg/mL 농도로 고정하여 실험한 결과 Fig. 

3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고욤잎 수용성 추출물과 MeOH 

추출물은 각각 48.97±3.70 ng/mL와 46.87±3.54 ng/mL

로 유사하게 히스타민 방출 억제 효과가 있었고(P<0.05), 

EA 분획물은 고욤잎 수용성 및 MeOH 추출물보다 히스타민 

방출 억제 효과가 우수하였다.

Compound 48/80은 비만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로 알

려져 있는데, 활성화된 비만세포는 히스타민, serotonin 또

는 substance P와 같은 가려움증 매개물질을 분비한다

(18). 이러한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로 인해 유발되는 

가려움증은 아토피 피부염 등 알레르기성 피부질환 환자에

서 흔히 발견되는 가려움증과 유사한 증상을 유발한다. 그러

므로 저자들은 전 연구에서 고욤잎 추출물을 전 처리할 경우 

compound 48/80으로 자극하였을 때 히스타민을 억제하는 

효과를 규명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11), 본 연구에서는 고욤

잎 EA 분획물의 히스타민 방출 억제 효과에 있어 우수한 

소재임을 확인하였다.

고욤잎 EA 분획물의 TNF-α 생성 억제 효과

본 연구는 고욤잎 유래 EA 분획물이 활성화된 RPMCs의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의 생성 억제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RPMCs를 접종하고 EA 분획물(25∼100 

μg/mL)을 2시간 전 처리한 다음 PMA와 A23187을 동시에 

처리하고 12시간 후 배양액에 축척된 TNF-α 양을 측정하였

다. 그 결과 Fig. 4A와 같이 PMA와 A23187을 처리한 대조

군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서 TNF-α의 생성이 594.51± 

28.99 pg/mL로 현저히 증가(P<0.001)한 반면, EA 분획물

을 처리한 실험군은 농도 의존적으로 TNF-α 생성이 억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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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ti-pruritic effects of EA fraction on the scratching behavior induced by compound 48/80 (A) in Balb/c mice. EA fraction
(2.5～10 mg/kg), 10 mg/kg of water soluble extract (WS), MeOH extract, methysergide or azelastine was treatment 1 hr before 
compound 48/80 (50 μg/site) was injected into rostral back. The scratching of the injected site by the hind paw was counted for 
60 min. A: effect of a various concentration of EA fraction, B: effect of water soluble extract (WS), MeOH extract and EA fraction
at the same concentration (10 mg/kg). Values represent the means±SE of 5 individuals. #P<0.001 versus normal group. *P<0.01 
and ***P<0.001 versus C 48/80 alone control group.

었으며 모든 농도에서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각각 P<0.05, 

P<0.01, P<0.001). 더불어 본 연구는 EA 분획물과 고욤잎 

수용성 및 MeOH 추출물의 TNF-α 생성 억제에 대한 효과

를 비교하기 위해서 100 μg/mL 농도로 고정하여 실험한 

결과 Fig. 4B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고욤잎 수용성 추출물과 

MeOH 추출물은 각각 430.45±31.87 ng/mL와 450.45± 

27.74 ng/mL로 유사하게 TNF-α 생성 억제 효과가 있었고

(P<0.05), EA 분획물은 고욤잎 수용성 및 MeOH 추출물보

다 TNF-α 생성 억제 효과가 우수하였다(P<0.001).

TNF-α는 생체의 염증반응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사이토

카인으로 주로 활성화된 대식세포(macrophages)에서 대량 

생산되지만, 림포이드계의 세포(lymphoid cells), 비만세

포, 내피세포(endothelial cells)를 비롯하여 생체에 존재하

는 다양한 세포에서도 생산된다(18,19). 특히 비만세포는 

PMA와 A23187로 동시에 자극할 경우 TNF-α가 대량 생산

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19). 그러므로 염증반응을 완화

하기 위해서는 TNF-α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물질이 

필요한 바, 본 고욤잎 유래 EA 분획물은 이러한 관점에서 

염증반응을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물질이라 사료된다.

고욤잎 EA 분획물의 가려움 억제 효과

본 연구는 고욤잎 유래 EA 분획물이 피부 가려움증 억제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EA 분획물(2.5∼10 mg/ 

kg)과 수용성 및 MeOH 추출물(각각 10 mg/kg)을 Balb/c 

마우스에 경구 투여하고 1시간 후에 가려움 유발 물질을 마

우스 등의 양쪽 어깨 높이 사이에 피하 주사하였다. 그 결과 

Fig. 5와 같이 compound 48/80을 피하에 주입한 대조군은 

255.3±39.5회/60 min으로 정상 대조군(32.3±4.9회/60 

min)에 비해서 긁는 횟수가 현저히 증가하였다(P<0.001). 

그러나 EA 분획물을 처리한 실험군은 compound 48/80이 

유도하는 가려움증을 농도에 의존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특히 고욤잎 유래 EA 분획물 10 mg/kg 투여군에서

는 compound 48/80이 유도하는 가려움 횟수가 120.7± 

24.2/60 min으로 약 53% 억제 효과가 있었다(P<0.001). 

항가려움증 효과가 우수한 약물로 알려진 azelastine(177.5± 

55.7회/60 min) 및 methysergide와 같은 농도로 비교하였

을 때 EA 분획물의 효과는 azelastine보다 낮았을지라도 

methysergide보다는 효과가 높았다(Fig. 5B).

Azelastine는 H1 히스타민 수용체에 대한 길항제로(an-

tagonist)로 알려진 항가려움증 약물로 히스타민과 sub-

stance P뿐만 아니라 compound 48/80과 같은 가려움 유발 

물질로 유도된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20). 또한 methysergide도 compound 48/80 유도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약물로 잘 알려져 있다(21). 

앞으로 EA 분획물을 대상으로 가려움 억제에 대한 분자적 

기전을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본 연구 결과 고욤잎 유래 

EA 분획물의 우수한 항가려움증 효과는 아토피 피부질환과 

같은 피부 가려움증에 사용될 수 있는 매우 우수한 소재라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고욤잎 유래 EA 분획물의 항산화 및 항가려움 

활성을 조사하였다. EA 분획물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이 수용성 및 MeOH 추출물보다 매우 우수하였을 뿐만 아니

라 합성 항산화제인 BHT보다 현저히 높았다. 또한 ABTS 

라디칼 소거 활성도 수용성과 MeOH 추출물뿐만 아니라 

Trolox보다 현저히 높았다. 본 연구에 사용된 EA 분획물과 

수용성 및 MeOH 추출물은 세포에 대한 독성이 없었다. 또

한 EA 분획물은 농도에 의존적으로 활성화된 비만세포로부

터 히스타민 방출 억제와 TNF-α 생성 억제 효과가 있었으

며, 같은 농도에서 수용성 및 MeOH 추출물보다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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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수하였다. 더욱이 EA 분획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com-

pound 48/80으로 유도된 가려움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활성이 있었고, 같은 농도에서 항가려움 약제로 알려진 

azelastine보다는 그 효과가 낮았지만 수용성 및 MeOH 추

출물뿐만 아니라 methysergide보다 우수한 항가려움 효과

를 발휘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항가려움 효과에 대한 EA 

분획물의 분자적 작용기전을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고욤잎 유래 EA 분획물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가려움 활성

을 지닌 우수한 소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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