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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에서 채취한 야생 뽕잎의 생육 시기별 resveratrol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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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veratrol is naturally occurring phytoalexin compounds produced by grape berries, peanuts, pine tree, mulberry fruits
and their products in response to stress such as fungal infection, heavy metal ions or UV irradiation.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resveratrol contents in wild-type mulberry leaves (Morus alba L., M. bombycis Koidz, and
M. Lhou (Ser.) Koidz) collected from Won-ju, In-je and Yang-yang regions, Gangwon province, Korea. Resveratrol con-
tents in wild-type mulberry leaves were higher in Autumn’s than in Spring’s, and higher than 16 cultivar’s. Among the
samples, ‘No. 3’, collected from Won-ju region and ‘No. 7’ collected from In-je showed high resveratrol contents of
539 and 491 µg/100 g DW (dry weight; DW), respectively, through the collection time. Therefore, two mulberry trees
might be promising as potent resources for mulberry breeding and functional materi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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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세계 각국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

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으로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이용 기술을 기반으로 유전자원의 관리체계 구축에 주

력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뽕나무 유전자원은 620여 계통

이 등록, 관리되어지고 있으며, 장려품종과 육성계통 및

수집자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중 대부분은 수집자원으로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서 수집된 것들과 일본, 인도, 이란,

터키, 프랑스 등 해외에서 수집된 자원들이다. 최근 육성

한 뽕잎용 품종 ‘신성뽕’과 오디용 품종 ‘대성뽕’(2004년

등록), ‘대자뽕’(2006년 등록), ‘대붕뽕’(2007년 등록), ‘수

홍뽕’(2008년 등록), ‘심흥뽕’(2009년 등록) 및 ‘상베리’(2010

년 등록) 6품종이 새롭게 추가되었다(성 등, 2005; 성 등,

2010; 성 등, 2011).

뽕잎을 비롯한 여러 가지 양잠산물은 옛날부터 생약제

로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 가바(GABA; γ-

aminobutyric acid), 루틴(rutin) 등 여러 가지 생리활성물

질과 혈당강하, 혈압강하, 콜레스테롤 저하, 항암효과, 항

산화 등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이제 양잠산물

은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 또는 의약품 등의 신소재로서

의 이용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

지고 있다.

특히 뽕나무 열매인 오디에는 C3G(Kim & Kim, 2003),

루틴(Kim & Kim, 2004), 불포화지방산(Kim et al., 2003),

아미노산(Kim et al., 2004)과 더불어 레스베라트롤(Kim

et al., 2005) 함량도 매우 높다.

레스베라트롤(trans-3,5,4'-trihydroxystilbene, C14H12O3)은

UV 조사, 금속이온 혹은 Botrytis cinerea나 Plasmopara

viticola에 의한 감염 등 생물학적, 비생물학적 스트레스에

대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만드는 항독성 물질(stilbene

phytoalexin)이다(Dixon, 2001).

인체 내에서 혈소판 응집 억제(Pace-Asciak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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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 작용(Frémont et al., 1999), 항염증 작용(Subbara-

maiah et al., 1999; MacCarrone et al., 1999), 암세포 성장 억

제(Lee et al., 2004), 암 예방(Fontecative et al., 1998; Ragione

et al., 1998) 및 피부의 탄력증진과 노화 예방 효과 등 다양

한 생리활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rémont, 2000).

따라서 레스베라트롤을 함유하는 식물을 찾아내어 기능

성 식품이나 의약품의 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추

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레스베라트롤의 공급원으로서 밝

혀진 포도(Creasy & Coffee, 1988; Jeandel et al., 1991), 땅

콩(Sanders et al., 2000; Sovolev & Cole, 1999; Sanders &

McMichael, 1997; Sovolev et al., 1995; Arora & Strange,

1991; Ingham, 1976; Keen, 1975), 소나무 외에 뽕나무 오

디가 새롭게 기대되고 있다.

Kim et al.(2005)은 뽕나무 열매인 오디에 레스베라트롤

이 평균 78 mg/100 g DW(dry weight; DW)으로 다량 함

유되어 있으며, 이는 레스베라트롤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포도, 땅콩보다 각각 156배, 780배 높다고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오디생산용 품종으로 등록된 ‘대성

뽕’ 오디의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124 mg/100 g DW으로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평균 단과중이 3.3 g으로 크기도 매

우 크므로 오디를 이용한 와인 형태의 가공제품 개발시

이 품종의 오디를 선택한다면 기능성 및 이용성에서 유

리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뽕잎의 레스베라트롤 함량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장려뽕에 대한 품종별, 채

취시기별 뽕잎의 레스베라트롤 함량분석(Kim et al, 2011)

에 이어 야생 뽕나무의 자원화 및 이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강원도 원주, 인제, 양양 3개 지역에서 생육 시기별

로 채취한 야생 뽕나무의 뽕잎을 대상으로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분석함으로써 뽕 품종의 육종 효율을 높이는 동

시에 기능성 및 이용 효율이 기대되는 뽕 유전자원을 선

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재료

야생 뽕잎의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강원

도 원주시 호저면 (No. 1~3), 인제군 (No. 4~7), 양양군

(No. 8~10) 3개 지역에서 생육이 양호하며 뽕잎 채취가

가능한 각각의 뽕나무 교목을 선정한 후 표식 카드(labeling

card)를 부착하였다. 원주지역의 뽕나무는 그늘진 산등성

이에서 생육 중인 것을 채취하였고, 인제 지역의 뽕나무

는 전나무 숲림에서 생육 중인 것으로서 잎이 작고 가지

는 적갈색인 산상형의 뽕나무로서 생육조건이 불량한 3

종과 양지의 산등성이에서 생육 중인 대형 교목의 뽕나

무로서 가지는 적갈색을 띠며 오디결실이 좋은 1종을 채

취하였다. 양양 지역의 뽕나무는 바닷가 근처의 양지바른

밭둑에서 자라고 있던 것으로서 잎이 크고 광택이 있으

며 오디 결실이 양호한 개체로부터 채취하였다.

표식 카드가 부착된 뽕나무를 대상으로 생육시기별로

총 7회 채취하였다. 즉 춘기에는 5개엽기(5월 9일)를 기

준으로 2주 간격(5월 23일, 6월 7일, 6월 20일)으로 4회

채취하였으며, 추기에는 9월 5일, 9월 20일 및 경화 직전

인 10월 4일에 채취하였다. 단, 인제군의 야생뽕은 10월

4일에 이미 경화가 시작되어 시료 채취를 할 수 없었다.

채취한 뽕잎은 냉동건조(-82, 5mTorr, 24hr, ilShin vacuum

tray freeze dryer, ilShin Lab Co., Ltd, Korea)하여 분말로

제조하였으며 레스베라트롤 함량 분석을 위한 시료로 사

용하였다.

2. 레스베라트롤 추출

레스베라트롤은 Adrian et al.(1996)의 방법을 변형하여

추출하였다. 즉, 막자 사발을 이용하여 동결건조된 시료

에 액체 질소를 투입하면서 분쇄하였다. 분쇄된 시료 1 g

에 메탄올-증류수(8 : 2 v/v) 용액 10 ml를 가하여 현탁시킨

후 초음파 처리기(Branson 5210, Branson Ultrasonics

Corporation, Danbury, CT, USA)로 10분간 처리하여 추출

하였다. 추출물을 함유한 용액을 10,000 g에서 15분간 원

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하고 Sep-Pak C18(Waters, Milford,

MA, USA)을 이용하여 용출하였고, 용출액을 40oC 이하

에서 감압증발하여 오디 추출물을 얻었다. 한편, 시료를

추출하는 동안 트랜스형 레스베라트롤이 시스형으로 변환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빛이 차단된 환경에서 시료

처리가 이루어졌다.

3. HPLC 분석

오디의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HPLC 분석법에 의해 측

정되었다. 추출된 시료를 200 µl의 메탄올에 녹여 HPLC

에 주입하였다. HPLC는 펌프(Jasco PU-98), 인젝트(Jasco

AS-950-10), 감지기(Jasco UV-975), 적분기(Computer-Browin

software), 컬럼(XTerraTMRP18, 4.6 mm × 250 mm, 5 µm)

등으로 구성되었다. HPLC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Acetonitrile/water를 용매로 하여 gradient 조건 하에서

0.6 ml/min의 유동속도로 50분간 작동시켰다. 이때 시료

주입량은 20 µl이었고, 용매의 gradient 조건은 8분까지 4 :

6의 acetonitrile/water, 35분까지 1 : 9, 그리고 50분까지 다

시 4 : 6으로 조정되었으며,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308 nm

에서 측정되었다. 한편, 표준물질로는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의 레스베라트롤을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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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Kim et al.(2011)은 우리나라 장려뽕의 뽕잎을 채취하여

품종별·채취시기별로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분석한 결과

오디에 비해 상당히 낮은 함량을 나타냈으나 Kim et

al.(2003)의 연구결과에서 레스베라트롤의 주요 공급원으

로 보고한 포도 품종과 비교했을 때에는 추기의 뽕잎은

오히려 평균 함량이 4배 높다고 하였다. 또한 채취시기별

뽕잎의 평균 레스베라트롤 함량에 있어서는 추기의 뽕잎

이 춘기보다 함량이 높았으며, 춘기의 뽕잎은 어린잎보다

성숙잎의 레스베라트롤 함량이 높다고 하였다.

강원도 원주, 인제, 양양 3개 지역에서 생육 단계별로

채취한 야생 뽕나무의 뽕잎을 대상으로 레스베라트롤 함

량을 분석한 결과, 오디에 비해 평균 함량이 상당히 낮았

으나 장려뽕에 비해서는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생육시기별 야생뽕잎의 평균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추기

의 뽕잎이 춘기보다 함량이 높았다(그림 1). 즉 춘기 5개

엽기 어린잎의 평균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344 µg/100 g이

었으며 뽕잎의 생육시기가 경과함에 따라 356, 273, 253 µg/

100 g DW이었다. 추기 뽕잎의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시기

가 경과함에 따라 438, 476, 598 µg/100 g DW로 증가하

였다. 따라서 레스베라트롤의 원료로서 뽕잎을 이용하고

자 하는 경우 봄뽕보다는 가을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나, 야생의 뽕잎은 재배뽕에 비해 엽질이 매우 거칠

고 불량하며 생육상황의 차이가 있다. 즉 봄뽕의 경우 1

주일 정도 생육이 느리나 가을의 경우에는 인제 지역에

서처럼 오히려 경화시기가 빠른 경향이 있으므로 채취시

기를 잘 조절해야 할 것이다.

춘기 야생뽕잎의 생육 시기에 따른 각 개체별 레스베라

트롤 함량은 표 1과 같다. 5개엽기 어린잎(5월 9일 채취)

의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224~465 µg/100 g DW으로서 평

균 함량은 장려뽕 뽕잎의 함량보다 3배 높았다. 원주에서

채취한 No. 2, 3, 인제의 No. 7 및 양양의 No. 9 개체에

서 채취한 뽕잎의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각각 465 µg/100 g

DW, 441 µg/100 g DW, 391 µg/100 g DW, 429 µg/100 g

DW으로 평균함량보다 높았다. 

5개엽기 이후 2주 더 자란 야생뽕잎(5월 23일 채취)의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66~610 µg/100 g DW을 나타냈으며,

No. 1, 2, 3, 4, 7 개체의 뽕잎은 각각 384 µg/100 g DW,

500 µg/100 g DW, 517 µg/100 g DW, 577 µg/100 g DW,

610 µg/100 g DW으로서 평균 함량보다 높았다.

6월 7일에 채취한 야생뽕잎의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37~

1,098 µg/100 g DW으로 개체간 변이가 매우 컸다.

6월 20일에 채취한 야생뽕잎의 경우 원주 지역의 No.

1, 3과 인제 지역의 No. 5, 7 개체의 레스베라트롤 함량

이 각각 360 µg/100 g DW, 313 µg/100 g DW, 457 µg/100 g

Fig. 1. Resveratrol content of wild type-mulberry leaves according

to collecting time

Table 1. Resveratrol contents according to collecting time in

wild type-mulberry leaves in Spring. (µg/100 g DW)

Collecting time

Collecting areas

5th leaf

opening 

stage

The 

middle of 

May

The latter 

ten days of 

May

The 

middle of 

June

Won-ju

No. 1 225 384 253 360

No. 2 465 500 234  37

No. 3 441 517 297 313

In-je

No. 4 343 577 205 201

No. 5 283  66 1,098 457

No. 6 293 274 191 274

No. 7 391 610  37 516

Yang-yang

No. 8 224 127 118 102

No. 9 429 226 219  71

No. 10 348 278  80 196

Table 2. Resveratrol contents according to collecting time in

wild type-mulberry leaves in Autumn. (µg/100 g DW)

Collecting time

Collecting areas

The middle 

of

August

The middle 

of

September

The middle 

of

October

Won-ju

No. 1 489 456 647

No. 2 410 513 596

No. 3 685 816 703

In-je

No. 4 278 335 −

No. 5 282 372 −

No. 6 377  92 −

No. 7 574 816 −

Yang-yang

No. 8 729 611 747

No. 9 376 425 531

No. 10 182 328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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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 516 µg/100 g DW으로 평균 함량보다 높았다.

추기 뽕잎의 생육 시기에 따른 각 개체별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표 2와 같다. 9월 5일에 채취한 야생뽕잎의 경우

182~729 µg/100 g DW으로 하벌 후 새로 자란 장려뽕 품

종의 레스베라트롤 함량과 큰 차이가 없었다. No. 1, 3,

7, 8 개체의 뽕잎은 각각 489 µg/100 g DW, 685 µg/100 g

DW, 574 µg/100 g DW, 729 µg/100 g DW으로서 평균 함

량보다 높았다.

9월 20일에 채취한 야생 뽕잎의 경우 No. 2, 3, 7, 8 개

체의 뽕잎은 각각 513 µg/100 g DW, 816 µg/100 g DW,

816 µg/100 g DW, 611 µg/100 g DW으로서 평균 함량보다

높았다.

10월 4일에 채취한 야생 뽕잎의 경우 No. 1, 3, 8 개체

의 뽕잎은 각각 647 µg/100 g DW, 703 µg/100 g DW, 747

µg/100 g DW으로서 평균 함량보다 높았으나 장려뽕 품

종과 마찬가지로 이 시기의 뽕잎은 경화 직전의 뽕잎으

로서 엽질이 매우 거칠기 때문에 직접 식용으로의 이용

가능성은 매우 적다. 따라서 피부 탄력 증진을 위한 기능

성 화장품 등에 첨가하는 추출물 등 용도 개발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장려뽕 품종의 뽕잎과 비교하여 추잠기 누에

사육을 위해 뽕나무를 하벌하는 방법보다는 계절적 환경

이 더욱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추기 뽕잎의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원주 지역의 No. 3 개체의 야생 뽕잎은 생육시기

모두 평균 함량보다 높았으며 전체 평균 539 µg/100 g DW

으로서 10개체의 뽕나무 중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다음으로 인제 지역의 No. 7 개체의 뽕잎은 전체 평균

491 µg/100 g DW으로 높았다. 따라서 두 개체의 뽕나무

는 레스베라트롤 함량이 높은 자원으로 선발하여 육종소

재 및 이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im et al. (2011)은 뽕잎 채취 후 저장 온도에 따라 뽕

잎의 레스베라트롤 함량 차이가 있으며, −20oC 또는 −70oC

의 냉동고에 보관하는 방법보다는 수세 후 바로 실온에

음건하는 경우 뽕잎의 레스베라트롤 함량이 높으므로 일

반인들이 뽕잎을 적용하기에 바람직한 결과라고 하였다.

따라서 레스베라트롤의 이용을 위해서는 장려뽕보다는 야

생 뽕잎을 채취하여 음건하는 방법이 레스베라트롤의 함

량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적 요

야생 뽕나무의 자원화 및 이용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강

원도 원주, 인제, 양양 3개 지역에서 생육 단계별로 채취

한 야생 뽕나무의 뽕잎을 대상으로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분석함으로써 뽕 품종의 육종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기

능성 및 이용 효율이 기대되는 뽕 유전자원을 선발하고

자 하였다.

야생 뽕잎의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오디에 비해 평균 함

량이 상당히 낮았으나 장려뽕에 비해서는 높은 경향을 나

타냈다.

생육시기별 야생 뽕잎의 평균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추

기의 뽕잎이 춘기보다 함량이 높았다. 즉 춘기 5개엽기

어린잎의 평균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344 µg/100 g이었으

며 뽕잎의 생육시기가 경과함에 따라 356 µg/100 g DW,

273 µg/100 g DW, 253 µg/100 g DW 이었다. 추기 뽕잎의

레스베라트롤 함량은 시기가 경과함에 따라 438 µg/100 g

DW, 476 µg/100 g DW, 598 µg/100 g DW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레스베라트롤의 원료로서 뽕잎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봄뽕보다는 가을뽕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수

세 후 바로 실온에 음건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레스베라

트롤의 함량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원주 지역의 No. 3 개체의 야생 뽕잎은 생육시기 모두

평균 함량보다 높았으며 전체 평균 539 µg/100 g DW으로

서 10개체의 뽕나무 중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다음

으로 인제 지역의 No. 7 개체의 뽕잎은 전체 평균 491 µg/

100 g DW으로 높았다. 따라서 두 개체의 뽕나무는 레스

베라트롤 함량이 높은 육종소재 및 이용 가능성을 검토

할 만한 자원으로 선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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