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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죽의 추출방법에 따른 폴리페놀 분획의 생리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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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logical activity of crude polyphenol fractions of Cedrela sinensis

isolated using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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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iological activity of crude polyphenol fractions (WphF, EphE, VphF, and SphF) extracted from Cedrela

sinensis using hot water, ethanol, and enzymes such as Viscozyme and Shearzyme was examined in this study. The yield
of VphF was the highest (43.44%) among all fractions.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 of the fractions were
highest after ethanol extraction (447.98 and 337.49 mg/g, respectively). Fractions obtained after hot water and ethanol
treatment showed high antioxidant activity. All fractions, except for WphF,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than the acarbose. EphF and WphF showed the high acetylcholinesterase inhibition activity. All fractions
showed more than 50%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at 2 mg/mL concentration.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crude
polyphenol fractions from C. sinensis showed high antioxidative, α-glucosidase inhibitory,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ies. This study suggests that crude polyphenol fractions from C. sinensis, especially the WphF and EphF fractions,
are good sources of functional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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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물성 식품에 존재하는 파이토케미컬(phytochemical)은 식물의

뿌리나 잎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화학물질을 의미하며 외부환경

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물질이다(1). 과일 및 채소는 항암효

과, 심혈관 질병예방, 면역의 증진, 항미생물 및 노화지연 효과가

있다고 보고됨에 따라 식물성 식품의 기능성에 관한 관심이 매

우 높아졌다(2).

참죽(Cedrela sinensis)은 약으로 이용하는 식물 중 하나로써, 쥐

손이풀목의 멀구슬나무과 낙엽교목으로 분류된다. 참죽은 참죽나

무 잎의 새순으로 대나무처럼 먹는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3).

참죽은 독특한 맛과 향을 가지고 있어 중국에서는 향춘, 저향이

라고 불리며, 주로 장아찌, 김치, 부침으로 섭취된다. 참죽은 높

은 폴리페놀(polyphenol) 및 플라보노이드(flavonoid) 함량으로 우

수한 산화방지 활성을 보이며(4), 진통 작용에 효과가 있으며 살

충, 소염, 장염, 이질 등의 치료에 이용되어 왔다(5).

식물 속에 함유된 생리활성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주로 용매

추출법(4)과 열수추출법(6) 등이 이용되고 있다. 용매추출은 분배

에 의한 것으로 얻고자 하는 성분과 용매와의 용해도, 극성 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며, 추출대상 시료의 특성에 따라 용매

의 선택은 달라진다. 물외의 헥세인(hexane), 에테르(ether), 에탄

올(ethanol), 메탄올(methanol), 클로로폼(chloroform), 벤젠(benzene)

등의 유기용매가 주로 추출에 사용되고 있으나 이들은 독성이 있

어 안전성의 문제가 되고 있다(7). 따라서 일반적으로 식물의 기

능성 물질과 생리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열수추출법이 많이 사용

되고 있으나, 대부분 가용성 물질 추출로 인해 낮은 수율과 이로

인한 에너지 소비, 높은 열에 의한 유용성분의 파괴 등의 문제점

이 있다(8).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천연 추출물의 추출 효율을

높이기 위해 효소추출, 마이크로 추출 및 초음파 추출 등이 시도

되고 있다(3). 효소추출은 추출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기능성 물

질 생성과 비수용성 물질의 수용성 전환으로 기능성 및 추출 효

율을 높이며, 용매추출에 비해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을 가진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수, 에탄올 및 효소(Vioscozyme,

Shearzyme)를 이용하여 참죽으로부터 폴리페놀을 추출하고 이들

추출물의 산화방지 활성을 비롯한 acethylcholinesterase (AChE),

α-glucosidase 및 tyrosinase 저해활성을 측정하여 기능성 식품소재

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참죽(Cedrela sinensis)은 경상북도 상주시에

서 재배된 것으로 15-22 cm 길이의 참죽을 상주 외서농협을 통

해 구입하였다. 참죽은 이물질을 제거하고 냉동동결건조 후 Food

Mixer (FM-681C, Hanil,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마쇄한 후

45 mesh (Chung Gye Indus. MFG, Co., Seoul, Korea)로 체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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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후 추출과정을 거쳐 −40oC deep freezer (MDF, Sanyo,

Tokyo, Japan)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효소 추출을 위해 사용된 효소는 자일로스 가수분해효소(xylanase)

활성을 가지는 Shearzyme plus (Novozymes A/S, Bagsvaerd, Den-

mark)와 아라반 가수분해효소(arabanase), 베타글루칸 가수분해효

소(β-glucanase), 헤미셀룰로스 가수분해효소(hemicellulase), 자일로

스 가수분해효소 활성을 나타내는 Viscozyme L (Novozymes A/

S, Bagsvaerd, Denmark)을 사용하였다.

폴리페놀 추출

참죽으로부터 폴리페놀을 추출하기 위하여 열수추출, 에탄올추

출, 효소추출(Viscozyme, Shearzyme)을 하였다. 열수추출과 에탄

올추출은 참죽 동결건조 시료 25 g 당 20배에 해당하는 용매

(distilled water, 80% 에탄올) 500 mL를 넣어 잘 섞은 다음, 열수

및 에탄올 추출은 각각 90oC와 60oC의 온도 하에서 100 rpm,

shaking water bath (BS-11, JeioTech, Seoul, Korea)에서 3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이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얻은 추출액은 4oC,

7,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거름종이(filter paper,

Whatman No. 1, Maidstone, England)로 여과하여 추출액을 얻었

다. Viscozyme 및 Shearzyme을 이용한 효소추출은 효소의 최적

pH와 온도를 참조하여 Oh 등(10)의 방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즉,

참죽 동결건조 시료 25 g에 기질의 1%(v/w)에 해당하는 효소

(Viscozyme, Shearzyme)와 0.1 N acetate buffer (pH 4.5) 500 mL

를 넣어 50oC, 100 rpm, shaking water bath (BS-11, JeioTech,

Seoul, Korea)에서 48시간 동안 교반하였다. 그 후 100oC에서 5분

동안 효소를 불활성화 시킨 뒤 4oC, 7,000 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한 다음 거름종이(Whatman No. 1, Maidstone, England)로 여

과하였다. 이때 얻어진 여과액은 1 M NaOH를 사용하여 pH를 7

로 조정하여 추출액으로 사용하였다. 추출액에 함유된 다당류 등

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 추출방법에 따라 얻은 추출액 2배의 99%

에탄올을 가하여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침지시켰다. 그 후 4oC,

7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였으며, 얻어진 상층액을 동결

건조 하여 폴리페놀 분획(crude polyphenol fraction)으로 사용하였

다. 이 때 에탄올추출은 침지하기 전 여과하여 얻은 추출액을 폴

리페놀 분획으로 칭하였다. 열수추출, 에탄올추출, Viscozyme 추

출 및 Shearzyme 추출을 각각 WphF, EphF, VphF 및 SphF로 나

타내었으며, 각 추출물의 수율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다.

          추출 후 분획물의 건조 중량(g)
수율(%)=

 추출에 사용된 참죽의 건조 중량(g) 
×100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11)에 의해 측정하

였다. 즉, 동결건조 후 일정한 농도로 제조된 각 추출물 0.2 mL

와 폴린-시오칼토페놀시약(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0.2 mL

를 첨가하여 잘 혼합한 후 실온에 3분 동안 방치하였다. 그 후

10% Na
2
CO

3
 0.4 mL를 가한 후 증류수 4 mL를 첨가하여 실온에

서 1시간 방치한 후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갈산(gallic acid, Sigma, St. Louis, MO, USA)을

이용한 표준곡선으로부터 얻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Im 등(4)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각

추출물 0.5 mL씩 시험관에 취한 후 10% 질산알루미늄(aluminum

nitrate)과 1 M 아세트산칼륨(potassium acetate)을 각각 0.1 mL를

넣은 후 80% 에탄올 4.3 mL를 취하여 잘 혼합하여 준다. 그 후

실온에서 40분 동안 반응 후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쿼세틴(quercetin,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을

이용하여 얻은 표준곡선을 통해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다.

산화방지 활성 측정

DPPH (1,1-Diphenyl-2-picryl hydrazyl) 라디칼 소거능은 Im 등

(4)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추출물을 각 시험관에 0.5

mL씩 취한 후 0.2 mM DPPH 용액 1 mL와 10초간 vortex mix-

ing하였다. 이를 37oC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킨 후 분광광도계

(Spectrophotometer, U-2900, Hitachi, Tokyo, Japan)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라

디칼 소거활성은 Kim 등(5)의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실험하였다.

ABTS 7 mM과 과황산칼륨(potassium persulfate) 2.45 mM을 증류

수에 용해하여 12-16시간 동안 암실에 방치하여 ABTS caution

radical (ABTS·+)을 형성한 후 이 용액을 80% 에탄올을 이용하

여 734 nm에서 0.700±0.002의 흡광도를 띄도록 희석하였다. 각

추출물 50 μL와 희석된 ABTS 용액 1 mL 잘 혼합하여 실온에서

6분간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e2+ 킬레이팅 활성은 Dinis 등(12)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

였다. 각 추출물을 시험관에 1 mL씩 가하여 2 mM FeCl
2
와 5 mM

Ferrozine [3-(2-pyridyl)-5,6-diphenyl-1,2,4-triazine-4',4''-disulfonic

acid] 각각 25 μL씩 첨가하여 혼합하였다. 이를 실온에서 10분 동

안 방치한 후 56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환원력은 Mau 등(13)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각 추출물을 농

도별로 증류에 녹인 후 e-tube에 250 μL씩 취하였다. 그 후 0.2

M 인산나트륨완충용액(sodium phosphate buffer, pH 6.6)와 1% 페

리사이안화칼륨(potassium ferricyanide, KFe (CN)
6
)을 각각 250

μL씩 첨가하여 잘 혼합한 후 50o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10%

트라이클로로아세트산(trichloroacetic acid, CCl
3
COOH) 250 μL를

첨가하였다. 위 반응액을 25oC, 1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

리 후 상층액 500 μL와 0.1% ferric chloride (FeCl
3
·6H

2
O) 100

μL를 혼합하였다. 그 후 700 nm에서 microplate reader (EPOCH,

BioTek Instrument Inc, Winooski, VT,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cethylcholinesterase (AChE) 저해활성 측정

Acethylcholinesterase (AChE) 저해활성은 Atta-ur-Rahman(14)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200 mM phosphate buffer (pH

6.8)에 녹인 시료 200 μL, DTNB 80 μL, 0.2 U/mL acethylcho-

linesterase 10 μL를 micro-well plate에 넣고 혼합한 뒤, 25oC에서

5분 동안 배양한 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대

조구는 시료 대신 phosphate buffer를 사용하였다.

α-Glucosidase 저해활성

α-Glucosidase 저해활성은 Im과 Yoon(15)의 방법에 따라 측정

하였다. 즉, 각 농도별 시료 50 μL와 α-glucosidase 0.2 U/mL 50

μL, 20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 50 μL와 혼합

한 후 37oC에서 15분간 반응시킨 다음 3 mM ρNPG (ρ-nitrophe-

nyl-α-D-glucopyranoside, Sigma, St. Louis, MO, USA) 100 μL를

첨가하여 37oC에서 10분 동안 반응시켰다. 이 반응액에 0.1 M

NaOH 50 μL를 첨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후 405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기질 무첨가구는 blank로 사용하였으며,

시료 무첨가구는 음대조구(negative control)로 사용하였고, acarbose

(Sigma)를 양대조구(positive control)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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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rosinase 저해활성

Tyrosinase 저해활성은 L-DOPA (3,4-Dihydroxy-L-phenylalanine)

를 기질로 사용하여 dopachrome의 형성을 확인하여 결과를 나타

내었다(16). 50 mM 인산소듐완충용액(pH 6.8) 25 μL에 1.5 mM L-

DOPA 25 μL, 분획물 20 μL, tyrosinase (500 unit/mL) 30 μL와 혼

합하여 37oC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반응액 중 생성

된 DOPA chrome을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tyrosi-

nase 저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차이로 구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의 결과는 3회 반복으로 수행된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Ver. 21,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일

원배치 분산분석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실험의 평균치간의 유의적

차이는 던컨의 다중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검증하

였다.

결과 및 고찰

수율,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참죽으로부터 추출된 폴리페놀 분획의 수율,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4가지 추출군에

서 VphF가 43.44%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수율을 보였다. Kim

등(17)의 연구에서 보리 효소추출물의 폴리페놀 수율을 측정한

결과, 효소처리한 보리의 폴리페놀 수율이 효소처리 하지 않은

보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

다. 이는 효소처리를 통해 불용성의 고분자 물질을 수용성의 저

분자 화합물로 분해시켜 수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SphF

는 37.01%로 WphF (36.67%)보다 높은 수율을 보였으나 두 추출

물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EphF의 수율은 26.96%로 4가

지 추출군 중 가장 낮은 수율을 나타내었다.

각 추출법에 따른 참죽으로부터 추출된 폴리페놀 분획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EphF이 447.98 mg GAE/g으로 가장 높은 함량

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WphF 333.21 mg GAE/g, VphF 296.52

mg GAE/g, SphF 230.56 mg GAE/g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

다. 차가버섯의 페놀성 화합물은 에탄올추출이 열수추출보다 2.8

배 이상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18), 오미자 에탄올추

출은 열수추출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내어

(19), 본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VphF는 SphF보다 유의적

으로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는데, 이는 Viscozyme이 Shearzyme

보다 세포벽 분해를 용이하게 하여 페놀성 화합물 및 생리활성

물질의 용출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산 산채류를 열수

또는 메탄올을 이용하여 폴리페놀을 추출한 후 각 추출물의 폴

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20), 쑥 37.6 mg/g, 두릅나무 36.0 mg/g,

송이풀 128.2 mg/g의 함량을 보인다고 보고되어 이들 산채류에

비해 참죽의 폴리페놀 함량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각 추출방법에 따라 추출 후 에탄올을 이용하여 다당류 등을 비

롯한 분자량이 큰 가용성 성분을 제거함으로써 분획에 함유된 폴

리페놀 화합물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플라보노이드는 페닐기 2개가 C3 사슬을 매개하여 결합한 형

태로 C6-C3-C6의 탄소 골격구조로 되어 있다. 담황색 또는 노란

색을 띄는 폴리페놀 화합물로서 야채, 과일, 종실류 등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천연 산화방지제인 플라보노이드는 플라보

놀(flavanol), 플라바논(flavanone), 아이소플라본(isoflavone), 안토사

이아니딘(anthocyanidin)이 속해 있고 폴리페놀류에 포함된다(21).

식물성 폴리페놀류의 플라보노이드는 항암, 산화방지, 고혈압 억

제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22). 참죽으로부터 추출된 폴

리페놀 분획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총 폴리페놀 함량과 유

사한 경향으로 EphF (337.49 mg QE/g), WphF (261.41 mg QE/g),

VphF (198.50 mg QE/g), SphF (175.76 mg QE/g) 순을 보였으며,

EphF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참죽 폴

리페놀 분획, 특히 EphF에는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아 다양한

생리기능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산화방지 활성

산화방지 물질은 생체막의 활성산소 및 지질과산화 반응의 연

쇄반응에 관여하는 라디칼에 전자를 제공함에 따라 연쇄반응을

정지시킨다. 참죽으로부터 추출된 폴리페놀 분획의 산화방지 활

성을 측정하기 위해 전자공여능, ABTS 라디칼 소거능, 환원력

및 Fe2+ 킬레이팅 효과를 측정하고, 이들의 IC
50
을 구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참죽으로부터 추출된 폴리페놀 분획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EphF의 IC
50
이 20.76 μg/mL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

으며, WphF (26.00 μg/mL), SphF (37.23 μg/mL), VphF (43.60

μg/mL) 순으로 낮은 IC
50
을 나타내었다. SphF는 VphF에 비해 높

은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는데, 이는 SphF가 VphF보다 효소 분

해에 의해 특정 라디칼을 소거할 수 있는 화합물의 용출이 보다

용이해져 유의적으로 높은 소거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23).

산채류 추출물 연구에서는 폴리페놀과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으며(24), 본 연구의 EphF와

WphF 또한 라디칼 소거능과 폴리페놀 함량과의 양의 상관관계

를 보여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SphF의 소거능은 폴리페

놀 함량이 높은 VphF보다 높은 활성을 보여 상이한 결과를 보

였다. 이와 같이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낮은 추출물에서도

Table 1. Total yields,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crude polyphenol fractions isolated from C. sinensis using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Sample Total yield (%)
Total polyphenol content

(mg GAE/g extract powder)
Total flavonoid content

(mg QE/g extract powder)

VphF 43.44±3.29a 296.52±4.16c 198.50±1.36c

SphF 37.01±2.06b 230.56±5.48d 175.76±5.12d

WphF 36.67±0.70b 0333.21±10.53b 261.41±8.09b

EphF 26.96±3.04c 0447.98±21.13a 337.49±4.13a

Results represent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3)
V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Viscozyme; S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Shearzyme; W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hot water; E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ethanol.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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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H 라디칼 소거능이 높은 것은 페놀화합물이 라디칼을 효과

적으로 제거하나 페놀성 물질이 라디칼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상이한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25).

참죽으로부터 추출된 폴리페놀 분획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

을 측정한 결과는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 즉, EphF의 IC
50
이 0.85 mg/mL로 가장 낮은 값을 보였으며,

WphF, SphF, VphF가 각각 0.92, 1.05, 1.43 mg/mL 순으로 낮은

IC
50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추출로부터 얻은 폴리페놀 분

획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이 DPPH 라디칼 소거능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32 종의 허브류 효소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이 ABTS 라디칼 소

거능보다 높은 소거능을 보인 연구(26)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참죽으로부터 추출된 폴리페놀 분획의 Fe2+ 킬레이팅 효과를

측정한 결과, 라디칼 소거능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각 추출물

간 IC
50
은 유의적이 차이가 있었으며, EphF의 IC

50
이 가장 낮은

값(3.85 mg/mL)을 보였으며, VphF가 가장 높은 값(22.08 mg/mL)

을 나타내었다. 라디칼 소거능에 비해 참죽 폴리페놀 추출물은

낮은 Fe2+ 킬레이팅 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라디칼 소거능과 금

속이온 제거능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므로 Fe2+ 킬레이팅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활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27). 산화

환원에 관여하는 금속이온의 금속염은 지질산화 과정의 촉매제

역할을 하여 식품 속의 Fe3+, Cu2+와 같은 금속은 라디칼의 생성

을 촉진시킨다. 금속이온을 킬레이팅 함으로써 지질산화 과정의

촉매작용을 감소시켜 자유라디칼의 생성 또한 억제시킨다(28).

참죽으로부터 추출된 폴리페놀 분획물의 환원력을 측정한 결

과, EphF, SphF, WphF 및 VphF의 환원력 IC
50
은 0.93, 1.54,

2.22 및 2.30 mg/mL로 EphF의 환원력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1 mg/mL 농도의 미나리(27) 및 천년초(29) 에탄

올추출물의 환원력 0.45과 0.157에 비해 높은 값으로 에탄올에

의해 참죽으로부터 추출된 폴리페놀 분획물이 높은 환원력을 가

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레덕톤(reductone), 비타민 C와 같이

인도페놀 화합물을 환원시킬 수 있는 물질과 thioenol, ene-amino,

ene-diamine 등과 같은 활성기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유리 라

디칼과 반응하여 산화반응을 종결시킬 수 있으며(30), 본 연구의

EphF도 이와 같은 물질들의 영향으로 높은 환원력을 보인 것으

로 판단된다.

Acethylcholinesterase (AChE) 저해활성

참죽으로부터 추출된 폴리페놀 분획물의 acetylcholinesterase

(AChE) 저해활성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추출물의 2.5 mg/mL 농

도에서 EphF, WphF, VphF, SphF는 27.29%, 20.96%, 19.48%,

13.44% 순으로 저해활성도를 보였다. 그러나 5 mg/mL 농도에서

는 WphF 30.37%, EphF 29.21%를 나타내었으며, 7 mg/mL에서는

WphF와 EphF가 각각 32.54% 및 28.34%의 저해활성을 보여

WphF가 유의적으로 높은 AChE 저해활성도를 보였다. 신경조직

에 존재하는 acetylcholine (ACh)은 신경자극을 전달하는 화학물

질로 시냅스에서 신경말단으로 분비되어, 체내 전반적인 신경전

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1). 치매 환자의 경우 뇌의 신경세포

가 감소함에 따라 신경자극을 전달하는 ACh의 함량이 낮으며 정

상인에 비해 50%가량 감소된 함량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된다고

알려져 있다(22). 따라서 ACh를 분해하는 AChE의 활성을 저해

하고 ACh를 증가시키는 물질을 치매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따

라서 WphF와 EphF가 다른 추출물에 비해 다소 높은 AChE 저

해활성을 나타내어 인지기능 저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일반적으로 AChE는 플라보노이드, 알칼로이드, 탄닌과

같은 물질에 의해 활성을 저해한다고 보고하고 있으나(32) 본 연

구에서는 EphF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WphF보다 높은 함량을

보여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Table 2. Antioxidant activity of crude polyphenol fractions isolated from C. sinensis using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Sample

IC
50 

value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μg/mL)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mg/mL)

Fe2+chelating ability
(mg/mL)

Reducing power
(mg/mL)

VphF 043.60±11.22d 1.43±0.01c 22.08±2.35d 2.30±0.21d

SphF 37.23±3.70c 1.05±0.03b 17.62±0.98c 1.54±0.09b

WphF 26.00±2.67b 0.92±0.04a 07.23±0.29b 2.22±0.27c

EphF 20.76±0.60a 0.85±0.02a 03.85±0.15a 0.93±0.26a

Results represent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3).
V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Viscozyme; S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Shearzyme; W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hot water; E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ethanol.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ig. 1. Acetylcholinesterase inhibition activity of crude
polyphenol fractions isolated from C. sinensis using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Results represent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3). V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Viscozyme; S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Shearzyme; W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hot water; E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ethanol.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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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Glucosidase 저해활성

참죽으로부터 추출된 폴리페놀 분획물의 α-glucosidase 저해활

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모든 추출

군에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α-glucosidase 저해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당뇨 치료제인 아카보스를

대조군으로 하여 저해효과를 측정한 결과, 200 μg/mL 농도에서

아카보스는 46.80%의 저해활성을 보였으며, EphF, VphF, SphF,

WphF 순으로 각각 81.14, 70.14, 47.57, 21.48%의 α-glucosidase

저해활성을 보였다. 특히, EphF, SphF, VphF는 대조군인 아카보

스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보였다. 1,000 μg/mL 농도에서

모든 추출군이 60% 이상의 저해율을 보였으며 EphF와 대조군인

아카보스는 90% 이상의 저해율을 나타내었다. 당뇨병은 인슐린

이 생성되지 않아 혈액 내에 쌓여 고혈당 상태가 유지되어 발병

하며 망막증, 고혈압 등의 다양한 합병증을 초래한다. α-Glucosi-

dase는 탄수화물을 단당류로 분해하는 효소로써 탄수화물 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33). 인슐린이 부족하여 당 대사가 원활이 이

루어지지 않는 당뇨환자들에게는 α-glucosidase 활성이 저해되어

야 한다. 본 연구결과 에탄올 추출군은 당뇨병 치료제인 아카보

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만큼의 α-glucosidase 저해효과를 보

여 혈당을 낮추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Tyrosinase 저해활성

참죽으로부터 추출된 각 폴리페놀 분획의 tyrosinase 저해활성

은 Fig. 3에 나타내었다. 1.0 mg/mL 농도에서는 EphF가 51%로

다른 추출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저해활성을 보였으며 그 다

음 SphF가 46.11%로 높았다. WphF, VphF는 각각 44.56, 42.86%

의 tyrosinase 저해활성을 보였으며, 두 추출군간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2.0 mg/mL 농도에서는 모든 추출군에 50% 이상의 저

해활성을 보였다. 2.5 mg/mL 농도에서는 SphF 65.28%, EphF

63.73%, VphF 62.86%, WphF 56.99% 순으로 저해활성을 보였다.

가죽나무 잎 열수추출물은 2 mg/mL 농도에서 16.33% 저해활성

을 보였으며(34), 청미래덩굴 잎의 화합물 중 플라보노이드 계열

의 화합물중 켐페롤(kaempferol)이 뛰어난 tyrosinase 저해활성을

보인다고 보고되었다(19). 또한 켐페롤 외에도 tyrosinase 저해활

성에 보고되는 화합물은 페놀화합물의 phenyl chromone, flavan

3-ol류와 스틸벤(stilbene)계 화합물, isoflavonoid류 등이 있다(35).

따라서 본 연구의 참죽으로부터 추출된 폴리페놀 분획에도 켐페

롤과 같은 화합물이 많을 것으로 추측되며, 따라서 향후 참죽으

로부터 추출된 폴리페놀 분획의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규명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할 뿐만 아니라 생리활성이 우수한 참

죽의 기능성 식품소재로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참죽으로부

터 폴리페놀을 추출하고 이들의 생리기능성을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동결건조된 참죽분말을 열수, 에탄올 및 효소(Viscozyme,

Shearzyme)를 이용하여 폴리페놀을 추출하고 추출방법에 따른 폴

리페놀 분획의 기능적 특성을 비교하였다. 참죽으로부터 추출된

폴리페놀 분획의 수율은 VphF가 43.4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

음 SphF, WphF, EphF 순으로 나타났다.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은 EphF가 각각 447.98 mg GAE/g 및 337.49 mg

QE/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산화방지 활성을 측정한 결

과,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Fe2+ 킬레이팅

효과 및 환원력 모두 EphF가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다. Acetyl-

cholinester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저농도에서는 EphF가, 고

농도에서는 WphF가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α-Glucosidase 저

해활성은 EphF, VphF, SphF, WphF 순으로 높은 활성을 보였으

며, 특히 EphF, SphF, VphF는 대조군인 아카보스보다 유의적으

로 높은 활성을 보였다.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 결과, 2 mg/

mL 농도에서 모든 추출군은 50% 이상의 저해활성을 보였다. 이

상의 연구 결과, 참죽의 폴리페놀 분획은 우수한 산화방지 활성

뿐만 아니라 α-glucosidase, acetylcholinesterase, tyrosinase 효소에

대한 높은 저해활성을 보였으며, 특히 에탄올추출 및 열수추출에

Fig. 2.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of crude polyphenol

fractions isolated from C. sinensis using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Results represent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3).
V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Viscozyme; S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Shearzyme; W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hot water; E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ethanol.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Fig. 3.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of crude polyphenol

fractions isolated from C. sinensis using different extraction
methods. Results represent mean and standard deviation (n=3).
V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Viscozyme; S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Shearzyme; W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hot water; EphF, crude polyphenol
fraction extracted from C. sinensis using ethanol.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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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얻어진 폴리페놀 분획은 뛰어난 산화방지 활성을 보였다.

이를 통해 참죽은 기능성 식품 소재로 활용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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