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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enolic compounds which were extracted with 70% ethanol from Ulmus pumila for 12 hr were the highest 
as 17.9±1.0 mg/g. DPPH scavenging activity of 70% ethanol extracts was also the highest as 89.5±1.9%  and 
it was confirmed to be high as 80% over in both of water and 70% ethanol extracts containing 50 μg/mL over  
phenolic concentration.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activities of water and 70% ethanol extracts were higher 
as 96.8±2.9%,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PF) was 2.0 PF in 70% ethanol and showed higher activities in both 
of water and 70% ethanol extracts containing 200 μg/mL phenolic concentration as 2.5 PF than BHA. TBARs 
of 70% ethanol extracts was 86.5±4.6%, it showed high anti-oxidative activity in 50∼200 μg/mL phenolic 
concentrations of water and 70% ethanol extracts as 80% over. Th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inhibitory 
activity of Ulmus pumila extracts against hypertension was 77.4% and 90.6% in water and 70% ethanol extracts 
of 200 μg/mL phenolic concentration. Xanthine oxidase inhibitory activity of Ulmus pumila extracts for anti-gout 
effect was not observed in water extracts, but it showed 30% inhibitory activity in 70% ethanol extracts, and 48.1% 
at 200 μg/mL phenolics concentration.

Key words：Phenolic compounds, Ulmus pumila, antioxidant activity,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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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을 영위하고 있으나, 평균 수명의 연장과 함께 성인성

질환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인식

이 고조되고 있다(1). 생체 내에서 에너지 생산을 위한 산화

과정 중에 상당량의 유해한 활성산소들이 생성된다. 이들

활성산소는 생체 내 제거기작에 의해 대부분 소멸이 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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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활성산소가 발생되어 항산화 방어계와의 균형

이 깨지면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된다(2). 생체효소 및 지방의

변이원성 및 독성으로 인체에 암을 유발 할 수 있는 합성

항산화제에 비해 자연에 존재하는 천연 항산화제들은 인체

에 해를 끼치는 독성에서는 비교적 자유로우나 항산화력이

비교적 낮아, 안전하고 효력이 강한 천연 항산화제의 필요

성이 대두되었다(3,4). 최근 식물에 존재하는 폴리페놀 화

합물은 효소 단백질 같은 거대 분자들과 결합하는 성질에

의하여 항균, 항산화 및 다양한 생리활성 등을 나타낸다(5).

이들 식물체 중에서 생약재류가 가장 많이 연구되고 있는

데, 항암활성 및 면역증강 효과, 항산화 효과 등 의 약리작용

때문에 건강식품 및 의약품 소재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6).

느릅나무과(Ulmaceae)에 속하는 유근피(楡根皮, Ulmus

pumila L.)는 낙엽교목으로 전국 각지에 야생하며 일본, 중

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느릅나무(Ulmus davidianavar.

japonica Nakai)의 껍질을 건조한 것으로 유백피라고도 한

다(7). 한방에서 유근피는 맛이 달고, 무독하며, 종창, 관절

염, 위궤양, 위장병 등에 사용되고, 거담, 항암, 상처치료약

및 염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며(8),

우리나라에서도 풍부하게 생산되고 있다. 또한 느릅나무

과실은 구충작용, 항진균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으나

(9), 유근피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연구한 시도는 아직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약용식물인 유근피로부터 페놀성

물질을 분리하여 생체 내 생리활성 효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in vitro에 의한 전자공여능과 지질과산화 억제효과

등의 항산화 활성과 고혈압 예방 효과, 통풍 억제 효과,

항당뇨효과 및 항염증효과 등의 약리성 식품생리활성을

탐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한 유근피(Ulmus pumila L)는 시중 한약상

에서 구입하여 40 mesh로 분쇄하여 4℃에서 저온저장하며

시료로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제조

시료 추출은 물(열수)추출물의 경우 건조 유근피 1 g에

증류수 200 mL를 가하고 액이 100 mL가 될 때 까지 가열한

후 냉각하고 교반 추출하였으며, ethanol 추출물은 시료

1mL에 100 mL의 각 농도(10∼100%)별 ethanol을 가하여

24시간 동안 상온 교반 추출하였으며, 추출액은 Whatman

No.1 filter paper로 여과한 후 필요에 따라 45℃의 water

bath상에서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E, Japan)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농축된 시료액은

phenolics 농도를 측정하여 50, 100, 150, 200 μg/g의

phenolics로 농도를 맞춘 후 생리활성 실험에 사용하였다.

Total phenolic compound 정량

총 페놀 화합물은 Folin-Denis 방법(10)으로 측정하였으

며, 시료액 1 mL에 95% ethanol 1 mL와 증류수 5 mL를

첨가하고 1 N Folin-ciocalteu reagent 0.5 mL를 넣어 잘 섞어

주고, 5분간 방치한 후, 5% Na2CO3 1 mL를 가한 후, 흡광도

725 nm에서 1시간 이내에 측정하여 gallic acid를 이용한

표준곡선으로부터 양을 환산하였다.

Electron donation ability 측정

DPPH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radical에 대한 소

거활성은 Blois의 방법(11)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50, 100,

150, 200 μg/g의 phenolics 농도를 가지는 각 시료 0.5 mL에

60 μM DPPH 3 mL를 넣고 vortex한 후 15분 동안 방치한

다음 517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능은 다음

의 식으로 나타내었다.

Electron donation ability (%)=(1-
Absorbance of control

)×100
Absorbance of sample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의 측정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의 측정은 Pellegrin 등의

방법(12)으로 측정하였다. 즉, 7 mM ABTS 5 mL과 140

mM K2S2O8 88 μL를 섞어 어두운 곳에 16시간 정도 방치한

용액 1 mL와 ethanol 88 mL를 혼합한 ABTS solution 1

mL를 50, 100, 150, 200 μg/g의 phenolics 농도를 가지는

시료용액 50 μL와 혼합하여 30초간 진탕한 후 2분 30초간

incubation하고 734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효과는 percentage inhibition(%)

으로 나타내었다.

Inhibition rate (%)=(1-
Absorbance of control

)×100
Absorbance of sample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PF) 측정

PF는 Andarwulan과 Shetty의 방법(13)으로 측정하였다.

10 mg의 β-carotene/50 mL chloroform 용액 1 mL를

evaporator용 수기에 넣고 40℃ water bath에서 chloroform을

증류시킨 후, 20 μL linoleic acid, 184 μL Tween 40과 50

mL H2O2를 가하여 emulsion을 만들고, 5 mL의 emulsion을

50, 100, 150, 200 μg/g의 phenolics 농도를 가지는 시료용액

100 μL에 혼합하여 잘 섞어준 뒤 50℃에서 30분간 반응시켜

냉각시킨 다음, 4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PF는 다

음의 식으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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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PF) =
Absorbance of control

Absorbance of sample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측정

TBARS는 Burge와 Aust의 방법(14)에 따라 측정하였다.

1% linoleic acid와 1% Tween 40으로 emulsion을 만들고

emulsion 0.8 mL와 50, 100, 150, 200 μg/g의 phenolics 농도

를 가지는 시료 0.2 mL를 섞은 후 50℃ water bath에서 10시

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반응액 1 mL에 TBA/TCA 시약

3 mL를 가하고 15분간 boiling한 다음 10분간 냉각시킨

후 15분간 1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방치 후 상징액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BARS값은 1 mL 반응혼합물에 대해서 생성된 1,1,3,3-

tetraethoxypropane (TEP)의 μg으로 계산한 후 percentage

inhibition(%)으로 나타내었다.

Inhibition rate (%)=(1-
1,1,3,3-tetraethoxypropane (μg) of control

)×100
1,1,3,3-tetraethoxypropane (μg) of sample

항고혈압(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저해) 효과 측정

ACE 저해효과 측정은 Cushman 등의 방법(15)으로 행하

였다. 즉, 반응구는 0.3 M NaCl을 함유하는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8.3)에 기질인 hippuryl-L-histidyl-

L-leucine (HHL, Sigma, USA) 2.5 mM을 녹인 액 0.15 mL와

ACE (0.25 unit/mL, Sigma, USA) 0.1 mL와 50, 100, 150,

200 μg/g의 phenolics 농도를 가지는 각 시료 용액 0.1 mL를

혼합하였으며, 대조구는 추출시료 대신 증류수 0.1 mL를

첨가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1 N HCl 0.25 mL

첨가로 반응을 중지시킨 뒤 3 mL의 ethyl acetate를 첨가하

였다. Ethyl acetate층만을 분리한 후 ethyl acetate층으로부

터 용매를 증류시킨 잔사에 2 mL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추출된 hippuric acid를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흡광

도 280 nm에서 측정하고, hippuric acid를 사용한 표준곡선

으로 환산, 정량한 후 다음 식에 따라 percentage

inhibition(%)을 구하였다.

Inhibition rate(%) = (1-
Content of hippuric acid in sample

)×100
Content of hippuric acid in control

항관절염(Xanthin oxidase(XOase) 저해) 효과 측정

XOase 활성저해 측정법은 Stirpe와 Corte의 방법(16)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즉, 반응구는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5)에 xanthine 2 mM을 녹인 기질액 3 mL에

효소액 0.1 mL와 50, 100, 150, 200 μg/g의 phenolics 농도를

가지는 각 시료용액 0.3 mL를 넣고 대조구에는 추출용액

대신증류수를 0.3 mL 첨가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키

고 20% trichloroacetic acid (TCA) 1 mL를 가하여 반응을

종료시킨 다음 원심분리하여 단백질을 제거한 후 반응액

중에 생성된 uric acid를 흡광도 292 nm에서 측정하여, uric

acid를 사용한 표준곡선으로 환산, 정량한 후 다음 식으로

percentage inhibition(%)을 구하였다.

Inhibition rate(%) = (1 -
Content of uric acid in sample

)×100
Content of uric acid in control

Helicobacter pylori 항균 활성 측정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위, 십이지장궤양 원인균인

Helicobacter pylori로서 표준균주인 ATCC 43504를 사용하

였고, H. pylori의 배양에는 최적배지(special pepton 0.5 g,

agar 0.75 g, NaCl 0.25 g, yeast extract 0.25 g, beef extract

0.2 g 및 pyruvic acid 0.025 g)를 사용하였으며 H. pylori

배양은 미호기성 조건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10% CO2

incubator를 이용하였고, incubator의 습도는 항상 95% 이상

으로 유지하였으며, agar plate상에서 배양은 37℃로 48～72

시간 동안 실시하였다(17). Disc method에 의한 항균활성

검색은 최적배지 agar plate에 준비한 균 배양액 100 μL를

분주하여 멸균 유리봉으로 도말한 다음, 멸균된 지름 8 mm

크기의 disc paper를 올려놓고 0.45 μm membrane filter로

제균한 시료용액 100 μL에 phenolics 농도가 50 μg/100 μL,

100 μg/100 μL, 150 μg/100 μL 및 200 μg/100 μL가 되도록

각각 분주하였다. 대조구로는 멸균수 100 μL를 흡수시켜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disc 주위의 clear zone 생성 유무(18)

와 직경을 측정함으로써 항균활성을 계산하였다.

항염증(Hyaluronidase [HAase]억제) 효과 측정

HAase 저해활성 측정은 sodium-hyaluronic acid (HA)로

부터 형성된 N-acetylglucosamine을 glucoxazoline 유도체로

변형시킨 후 p-dimethylamino benzaldehyde (DMAB)로 발

색시켜 흡광도를 측정하여 효소 활성을 측정하였다(19).

Hyaluronidase 저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

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Inhibition rate (%) = (1-
Absorbance of sample

)×100
Absorbance of control

유근피 추출물을 이용한 tablet 제조

Tablet의 제조는 유근피 추출물을 농축하여 70˚ brix가

되도록 진공 농축기를 이용하여 농축하고 동결건조기로

분말을 제조한 후 혼합기를 이용하여 Table 1과 같이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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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와 완전히 혼합이 되도록한 다음 tablet 제조기에 원료를

투입하여 사출되어 나오는 tablet을 하루 동안 건조시켜 포

장하였다.

Table 1. Recipe of mixing ratio of Ulmus pumila L. tablet

Ingredients Content (%)

D-sorbitol 34.34

Extracted powder of Ulmus pumila L. 12.0

HPMC 2.0

Milk aroma powder 0.5

Strawberry aroma powder 3.5

Plant cream powder 2.0

Magnesium Stearic acid powder 3.0

Beef red powder 0.75

Aspartame 0.41

Fructooligo saccharide 5.0

Vitamin E powder 0.125

Vitamin D3 powder 0.125

Vitamin B1 hydrochloride powder 0.25

Total 100.0

제조한 Tablet의 관능 평가

Tablet을 제조한 후에 백색 사기 용기에 sample을 4 개씩

담아서 준비하고, 반드시 한 시료의 관능평가가 끝나면 물

로 입안을 행구어 뱉을 수 있도록 20℃의 물과 종이컵을

제공하였다. 평가 내용은 색(color), 풍미(flavor), 맛(taste),

전반적인 기호도(overall acceptability)등을 9점 척도법으로

평가하였으며, 아주 나쁜 것은 1점, 보통은 5점, 아주 좋은

것은 9점으로 점수화 하였다.

결과 및 고찰

Phenol성 물질의 추출 조건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phenolic compounds는 식

물의 2차 대사산물의 하나로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며, phenolic hydroxyl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등의 거대 분자들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 항산화, 항균활

성 등과 같은 여러 생리 기능을 가진다고 보고되어 있다

(20). 따라서 유근피로부터 phenolic compounds를 추출하기

위하여 추출용매를 달리하여 phenolic compounds의 용출량

을알아보았다. 그결과 Fig. 1. A와 같이 methanol을 이용하

여 추출 하였을 때 phenolic compounds가 가장 많이 용출되

는 것을알수 있었으며, 물과 ethanol을 용매로 하였을 경우

에는 용출량이 각각 16.1±0.2 mg/g과 15.9±0.3 mg/g으로

methanol을 용매로 하였을 때의 16.8±0.1 mg/g 보다는 적으

나 acetone을 용매로 사용하였을 때의 15.2±0.1 mg/g으로

보다는 높게 나타났다. 유근피의 경우 메탄올을 용매로 추

출하는 것이 가장 높게 나타나 유근피의 phenolic

compounds가 극성용매에서 용해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

어 유기용매에서 phenolic compounds의 추출수율이 높다는

신의 결과(21)와 유사하였으나, 메탄올 추출물은 식품에

적용시킬 수가 없어 비교적 추출수율이 높은 물과 ethanol

추출물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근피 추출물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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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optimum condition for extraction of phenolics from
Ulmus pumila.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Contents of phenolics were expressed
as mg/g of gallic acid, A: various solvents, B: Concentration of extraction solvent,
C: extrac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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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조건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농도(10∼100%)의

ethanol을 추출용매로 하여 phenolic compounds의 용출량을

측정한 결과 Fig. 1. B와 같이 유근피로부터 물 추출물의

phenolic compounds 함량보다 70% ethanol 추출물의 함량

이 높았으며, 70% ethanol 추출물이 17.9±0.3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는 ethanol 농도에 따라 용출되

어 나오는 phenol성 물질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농도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유근피 추출물

을 식품 및 화장품에 적용하고자 추출 용매를 물과 인체에

유해하지 않으며 phenol성 물질의 용해도가 높은 물과 70%

ethanol을 이용하여 33시간동안 3시간 간격으로 phenol성

물질의 용출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1. C와 같이

물 추출물과 ethanol 추출물 모두 3시간까지 용출량이 급격

히중가 하였으며, 물과 70% ethanol 추출물모두 6시간에서

12 시간까지 phenol성 물질의 함량이 16.1 mg/g과 17.9 mg/g

으로 용출량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12시간 이후 용출량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물 추출물보다 70% ethanol 추출물이 높은 용출량을

나타내었고 12시간 추출하였을 때 용출량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나 생리기능성 탐색을 위하여 유근피를 물과 70%

ethanol을 이용하여 12시간 추출 한 후 시료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유근피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전자공여능 측정에 사용된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흡수 스펙트럼을 보이나,

phenolics와 같이 수소에 전자를 제공해 주는 전자공여체와

반응하게 되면 전자 hydrogen radical을받아 phenoxy radical

을 생성하게 되며, 흡수 band도 사라지게 되고 안정한 분자

가 된다. 또한 공여된 전자는 비가역적으로 결합하여 그

수에 비례하여 진보라색의 DPPH의 색깔이 점점 옅어지게

되므로 항산화 효과를 검증하는데 이용되고 있다(22).

유근피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 Fig. 2-A와

같이 150 μg/mL의 phenolics 농도의 물 추출물의 경우

95.6%로 최대 효과를 나타내었고, 70% ethanol 추출물의

경우 phenolic의 첨가 농도가 높아질수록 전자공여능은 증

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어 농도의존적인 양상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첨가 농도 간 격차는 크지 않았으나, 150

μg/mL의 phenolics 농도의 물 추출물과 70% ethanol 추출물

모두에서 80% 이상의 높은 전자공여능이 확인되어 유근피

추출물의 경우 저 농도에서도 항산화 효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positive control인 BHA에 비해서

도 더욱 우수한 항산화력을 나타내어 산업적으로 활용이

가능 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추출물들의 상대적인 항산화

측정은 hydrogen-donating antioxidant와 chain breacking

antioxidant 모두를 측정할 수 있으며, aqueous phase와

organic phase 모두에 적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표준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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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ti-oxidative activities of the extracts from Ulmus pumila.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A: DPPH, B: ABTS, C: PF, D:
T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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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용으로 추출물의 상대 비교가 가능하도록 potassium

persulfate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ABTS+ free radical이

추출물속의 항산화 물질에 의해 제거되어 radical 특유의

색인 청록색이 탈색되는 것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2).

그 결과 Fig. 2-B와 같이 유근피는 200 μg/mL phenolics의

농도에서 positive control인 BHA의 73.5%에 비해서 물 추출

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50~200 μg/mL phenolics의 농도에

서 모두 92% 이상으로 대조구에 비해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내었다. 첨가되는 추출물의 phenolics의 농도를 50~200

μg/mL로 높이면서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의 차이를

측정한 결과 Fig. 2-C와 같이 유근피 에탄올 추출물들이

물 추출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PF값을 나타내었으며,

positive control인 BHA의 0.8~1.3 PF에 비해서 50∼200 μ

g/mL의 phenolics 농도의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에서

BHA 보다 높은 1.6~2.5 PF의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내었고,

첨가되는 phenolic compound의 농도 증가에 따라 PF의 효

과도 증가되는 것으로확인되어 추출물에 대해서 농도 의존

적으로 항산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확인 할 수 있었다.

PF의 경우 일반적으로 1.2 PF를 기준으로 그 이상의 경우

지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 사용된 유근피의 경우 지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

화력이 매우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화과정에서

생성되는 지질과산화물인 malondialdehyde의 함량을 측정

하였다. 첨가한 phenolic compound의 농도별 항산화력을

측정한 결과 Fig. 2-D와 같이 positive control인 BHA와 대등

한 항산화력을 나타내었으며, 첨가되는 phenolic compound

의 농도가 높아질수록항산화력이 다소 높아지는 것이 관찰

되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따라서 유근피 추출물은

50 μg/mL 농도의 phenolics 첨가로도 84.2%의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어 지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 효과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전자공

여능과 ABTS 억제의 우수성과 PF의 항산화 결과 및

TBARs의 항산화 결과를 보아 유근피 추출물의 항산화 효

과는 수용성 및 지용성 물질 모두에 대하여 매우 우수한

항산화 자원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항고혈압(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

효과 측정 결과

고혈압은 우리나라에서 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는 대표

적인 질환의 하나로 그 원인은 renin-angiotensin계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이라는 효소가 관여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생체 중에 존재하는 불활

성형의 angiotensin I은 ACE에 의해 dipeptide가 떨어져나감

으로써 혈관벽 수축작용이 있는 angiotensin II로 전환된다.

이 물질은 강력한 혈관수축작용을 가지고 aldosterone의 분

비를 촉진함으로써 물과 sodium의 배설을 억제하며, 또한

혈관이완작용을 갖는 bradykinin을 불활성화 시켜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23). 본 연구에서 유근피 추출물의

AC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3-A, B와 같이 물 추출물

에서 약 50%의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고, ethanol 농도별

처리에서는 70% ethanol 추출물에서는 58.5±3.1%로 가장

높은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50～200 μg/mL의 phenolics

농도의 추출물을 처리 하였을 때 200 μg/mL phenolics의

처리 농도에서 positive control인 captopril이 62.4%인데 비

하여 물 추출물의 경우 77.4%±3.1이고, 70% ethanol 추출물

에서는 90.6±2.1%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어 우수한 항고혈

압 활성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phenol 유래의 화합물과

단백질과의 결합은 단백질의 아미드결합과 페놀성 수산기

간의 수소결합에 의한 반응으로 단백질과 복합체의침전물

을 형성한다. 이런 현상은 pH, 이온강도, 단백질 및 phenol

농도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비경쟁적 효소를 저해함으로서

효소의 용해성 및 안정성을 저하, 효소 불활성화를 일으키

는 것으로 보고(24)되고 있으며, ACE 저해작용을 갖는

nonapepitde인 tetrotide가 고 renin증 환자에서 뿐만 아니라

정상인에서도 현저한 혈압강하 작용을 가지며, ACE억제제

들이 고혈압 치료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제시된 후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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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ffect inhibition on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of
ethanol extracts from Ulmus pumila.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A: concentration of ethanol, B:
concentration of pheno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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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연구(23-25)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도 유근피 추출물

의 ACE 저해활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 고혈압 억제를 위한

기능성 소재로의 활용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항관절염(Xanthin oxidase 저해) 효과 측정 결과

Xanthine oxidase(Xoase)는 purine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

로서 xanthine 또는 hypoxanthine으로부터 urate를 형성하여

urate가 혈장 내에 증가되면 골절에 축적되어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gout)과 신장에 침착되어 신장질환을 일으

키는 효소로 알려져 왔다(26). Xanthin oxidase는 분자상의

산소를 수소 수용체로 이용하여 xanthine을 uric acid형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촉매하는 작용을 하므로 xanthin oxidase

의 저해 효과는 유리 라디칼의 생성 억제와 더불어 생물학

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유근피 추출물

의 xanthin oxid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4-A, B와

같이 물 추출물에서는 억제 효과를 거의관찰할 수없었고,

40%~80% ethanol 용출용매 농도에서 약 20~30%의 억제효

과가 관찰되었다. 또한 70% ethanol을 용매로 사용하였을

때 30%로 최대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4-A). 50～200

μg/mL의 phenolics 농도의 유근피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Fig. 4-B에서와 같이 200 μg/mL의 phenolics 처리 농도에서

현재 시중에 통풍 치료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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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effect inhibition on xanthine oxidase of ethanol extracts
from Ulmus pumila.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A: concentration of ethanol, B:
concentration of phenolics.

control인 allopurinol의 52.7±5.1%의 억제효과와 비슷한 수

준인 48.1±1.7%의 억제력을 나타내어 통풍 치료제로서 활

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물 추출물에 비해 70%

ethanol 추출물이 비교적 XOase 저해 활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추출물 속에 함유되어 있는 생리활성 성분이 가지는

phenolic compound의 종류별 차이에 의한 것으로 추측하

였다.

Helicobacter pylori 항균 활성 측정 결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천연물에는 많은 종류의 항균활성을

가진 생리활성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는 매우 적은 양으로

도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물질로서 오래전부터 이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이미수많은 종류가 산업적으로 유용

하게 활용되고 있다. Helicobacter pylori는 1983년 Warren

과 Marshall이 환자의 위유문부로부터 분리하여 보고한 이

후 H. pylori는 만성 전정부위염과 소화성 궤양의 가장 중요

한 요인으로 밝혀져, 십이지장 궤양이나 위궤양 환자에서

는 H. pylori 억제가 궤양 치료의 필수적 요건이 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27). H. pylori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병률이 높으며, 다른 내장기관에 영향을

줌으로써 위장관 이외의 질환과도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8). 이러한 만성 위염, 소화성 궤양, 위선암에 관여하

는 H. pylori균에 대한 유근피 추출물의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유근피 물 추출물의 경우 H. pylori에

대한 항균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항염증(Hyaluronidase 저해) 효과 측정 결과

염증은 외부자극에 대한 생체조직의 방어반응의 하나로

서 활성화된 면역세포에 의해 일어나는 일련의 면역반응이

다. 면역세포가세균, 바이러스등을 포함한미생물 및 생체

의 이물질 등을 인식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활성화

된 면역세포에서 염증반응의 원인이 되는 많은 인자를 분비

하여 염증반응을 유발시킨다. 고분자 다당인 hyaluronic

acid (HA)는 진피층의 섬유아세포로부터 산출되어, 표피

및 진피에 있어서 주요한 세포외 매트릭스로서 glucuronic

acid와 glucosamine이 반복해서 연결된 점액성 mucopolys-

accharide이다. 또한 HA은 염증 형성의 중요 요소인

macrophage의 phagocytic ability를 저해하는 한편, HA 분해

산물 혹은 저분자 HA는 상처 치유 과정에서 inflammation,

fibrosism collagen deposition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결국 고분자 HA의 분해효소인 HAase의 저해

에 의해 HA의 고분자 형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서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29). 따라서 염증억제 효과를확인하

기 위하여 유근피 추출물의 hyaluronidase 저해활성을 측정

한 결과 Fig. 5-A와 같이 물 추출물과 ethanol 추출물에서

70% 이상의 높은 저해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50～200 μ

g/mL phenolics 농도의 70% ethanol 추출물을 처리 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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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imicrobial activity of Ulmus pumila water and ethanol extracts

Ulmus pumila
extracts

Clear zone (mm)

Phenolics contents (μg/100 μL)

Water extracts 70% Ethanol extracts

01) 502) 1003) 1504) 2005) 01) 502) 1003) 1504) 2005)

H. pylori -6) - - - - - - - trace trace
1)Phenolc concentration of 0 μg/100 μL, 2)Phenolc concentration of 50 μg/100 μL,
3)Phenolc concentration of 100 μg/100 μL, 4)Phenolc concentration of 150 μg/100 μL,
5)Phenolc concentration of 200 μg/100 μL, 6)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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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ffect inhibition on hyaluronidase inhibition of ethanol
extracts from Ulmu pumila.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A: concentration of ethanol, B:
concentration of phenolics.

때 Fig. 5-B와 같이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vitamin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근피 추출물의 hyaluronidase 억제효

과가 대단히높게 측정되었으며, 50 μg/mL phenolics의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80%의 항염증효과를 나타내어, 유근피

추출물을 항염증 효과나 아토피 억제효과를 활용하는 제품

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유근피 추출물을 이용한 Tablet의 제조 및 관능평가 결과

이상의 생리활성 효과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기능성 식

품으로의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유근피 추출물을 활용하여

Tablet을 개발하여 개발된 제품의 관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유근피 농축액이 함유된 Tablet

의 경우 색깔의 관능평점이 8.3로 높게 평가되었고, 맛과

향은 8.8과 8.6의매우 높은 관능평가점수를획득하였으며,

전체적인 기호도 역시 8.7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Table 3. Sensory evaluation of tablet with Ulmus pumila extracts

Sample Color Taste Flavor Overall
acceptability

Ulmus pumila
extracts tablet

8.3±1.5 8.8±1.2 8.6±2.3 8.7±1.2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요 약

유근피에 함유된 페놀성 물질은 70% ethanol을 용매로

하여 12시간 추출하였을 때 17.9±1.0 mg/g으로 가장 많이

용출되었다. 유근피 추출물의 항산화력을 측정한 결과 전

자공여능은 50 μg/mL 이상의 phenolic 농도에서 물추출물

과 70% ethanol 추출물모두에서 80% 이상의 높은 전자공여

능이 확인되었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을 측정

한 결과 유근피는 물과 70% ethanol 추출물에서 96.8±2.9%

의 높은 항산화활성이 측정되었으며,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측정에서는 물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200 μ

g/mL의 phenolic 농도에서 BHA 보다 높은 2.5 PF의 높은

항산화력이 확인되었다. 유근피 추출물의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를 측정한 결과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전 농도에서 약 80%의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

었다. 유근피 추출물의 항고혈압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물

추출물에서 약 50%, 70% ethanol 추출물에서 58.5%의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200 μg/mL phenolics의 처리농도에

서 물 추출물이 77.4%, 70% ethanol 추출물에서 90.6%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유근피 추출물의 항관절염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xanthin oxid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물 추출물에서는 억제 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고,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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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ol 추출물에서 30%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200

μg/mL phenolics의 처리 농도에서 48.1%의 억제력을 나타

내었다. 유근피 추출물의 염증 억제효과를 측정하기 위하

여 hyaluronidase 저해활성을 확인한 결과 물 추출물과

ethanol 추출물에서 70% 이상의 높은 저해 양상을 나타내었

으며, 50 μg/mL phenolics의 낮은 농도로 처리하였을 경우에

도 80%의 항염증효과를 나타내었고, 처리한 phenolic

compound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억제효과가 높아져 농도

의존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기능성 식품으로의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 유근피 추출물을 함유한 tablet(정제)를 개발

하고, 개발된 제품의 관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색깔의 관능

평점이 8.3으로 평가되었고, 맛과 향은 8.8과 8.6의 높은

관능평가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전체적인 기호도 역시 8.7

점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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