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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nalyze the effects on antioxidative, antidiabetic,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Parthenocissus tricuspidata (PT) stem extracts. The total phenolic contents of hot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PT stems were 61.5 mg TAE/g and 122.1 mg TAE/g, respectively. The anti-
oxidative activities of hot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PT stem were measured by using 1,1-di-
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superoxide dismutase (SOD) assay.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ethanol extract and butanol fraction were approximately
95% and 92% at 1 mg/ml, respectively, and the SOD activities of ethanol extract and butanol fraction
were about 91% and 97% at 1 mg/ml, respectively.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nd SOD activities
of ethanol extract and butanol fraction from PT stem increased remarkably increased in a dose-de-
pendent manner and were higher than in the hot water extracts. Compared to the acarbose, a known
anti-diabetic drug, which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the α-glucosidase inhibitory capacity of PT
stem showed a strong inhibitory rate in ethanol extract and in butanol and hexane fractions. We in-
vestigated the effect of hot water extract from PT stem on 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nitric ox-
ide (NO)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Hot water extract from PT stem inhibited LPS-induced NO
production up to 40% at a treatment of 1 mg/ml. These results suggest that PT stem extracts have
an effect on antioxidative, antidiabetic,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and thus have great potential
as antidiabetic materials and a source for natural health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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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뇨병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1위 질환으로서 전세계인

구의 3%가 당뇨병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당뇨병

및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체 사인의 네 번째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최근의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비만인구의 증가로 당뇨병 환자가 매년 10% 이상 증가하

고 있으며, 당뇨병은 유전이나 대사적 요인 등에 의하여 췌장

ß-cell에서의 인슐린 분비장애와 조직에서의 인슐린 저항성 등

으로 발병되며 고혈당이 주요 증상이다[34].

혈당 수준의 증가는 ROS의 발생과 관련되어 있으며 고혈당

은 췌장의 ß-cell을 포함한 기관의 산화적 스트레스에 기인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 ROS 발생과 산화적 스트레스는

ß-cell 손상은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동맥경화증이나 신경병증

과 같은 합병증 유발과 관계되어 있으며[20], 또한 산화적 스트

레스의 증가는 인슐린 분비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29]. 당뇨병은 혈관장애, 신경병증, 급·만성감염 등 고혈

당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심각한 만성합병증을 일으키

는 대사성질환으로 발병률도 급격히 증가할 뿐만 아니라 유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5].

우리나라 대부분의 성인당뇨병은 비만으로 발병되는 인슐

린 비의존형(제2형 당뇨)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19], 당뇨병의 치료는 대부분 약물치료, 식이요

법과 운동요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약물복용에 따른 독성문제

와 환자의 내성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acarbose나 voglibose 등의 α-glucosidase 저해

제가 시판되고 있으나 이들 약제를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일부

환자에 있어서 복부팽만감, 구토, 설사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그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3, 13, 32].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고 식후 혈당강화 효과를 가지는 천연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α-glucosidase나 α-

amylase 저해물질을 찾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

천연물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항당뇨 활성을 가지는 약용

식물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12, 17, 35], 특히

당뇨병과 항산화 작용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 지

면서 약용식물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 및 항당뇨 연구가 활발

히 수행되고 있다[2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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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전통식물은 전

세계적으로 약 400여 종 이상으로 추정된다[14, 34]. 우리나라

에서 천연 항당뇨 물질에 대한 연구는 당뇨처방전에 사용되고

있는 당귀, 백복령, 상엽, 상백피, 총목피, 홍삼 등에 대한 항당

뇨 효과와, 최근에 큰방가지똥, 토후박 등의 추출물에서 항당

뇨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7, 12, 14], 해조류 중에서

는 모자반이 항당뇨 효과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7].

담쟁이덩굴(Parthenocissus tricuspidata)은 포도과에 속하는

낙엽덩굴식물로서 열대, 아열대 및 온대에 분포한다. 담쟁이

덩굴은 주로 돌담이나 바위 등에 붙어서 자생하지만 약으로

쓸 때는 반드시 나무를 감고 올라간 담쟁이덩굴을 사용하여야

한다. 민간요법에서는 줄기와 열매를 약으로 사용하는데 활

혈, 거풍, 진통작용, 어혈을 없애고 편두통, 류마티스성 관절염

등의 치료약으로 사용한다. 또한 당뇨병의 혈당치를 떨어뜨리

고 암이나 육종 치료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Hwang 등[10]은 담쟁이덩굴에 대한 phenolic acid, flavonol,

anthocyanin 및 hydroxybenzoic acid 에 대하여, Jeong과 Kim

[11]은 담쟁이로부터 항산화물질을 연구하였으며, Wang 등

[33]은 담쟁이의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담쟁이덩굴에

대한 항당뇨 활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담쟁이덩굴의 열수 및 80% 에탄올

추출물과 80% 에탄올 추출물의 핵산 및 부탄올 추출물의 전자

공여능, SOD 활성, α-glucosidase 및 LAW 264.7 cell를 이용한

NO 활성과 MTT 분석을 통하여 당뇨병 치료에 이용할 수 있

는 neutraceuticals 소재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조제

본 실험에 사용한 담쟁이덩굴(P. tricuspidata)은 고려식품연

구원으로부터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건조시킨 당쟁이

덩굴을 100 g에 10배의 용매를 가하여 추출하였다. 열수추출

물은 autoclave로 100℃에서 2시간씩 2회 추출하였으며, 에탄

올 추출물은 80% 에탄올을 상온에서 24시간씩 shaking 하여

2회 추출하였다. 80% 에탄올 추출물의 분획제조는 에탄올 추

출물을 물 200 ml에 용해시켜 분액깔때기에 넣고 200 ml의

n-hexane으로 3회 반복 추출하여 n-hexane 분획을 얻었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n-butanol 분획을 얻었다. 추출물은

Whatman No. 2 filter paper로 여과한 후 rotary evaporator

(EYELA N-1000, Rikakikai Co., Tokyo, Japan)로 농축하였다.

추출물들은 동결 건조하여 -70℃에서 보관하면서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polyphenol 함량은 Folin-Ciocalteu 법[29]을 약간 변형

시켜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로서 tannic acid (Sigma

Chemical Co., USA)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일정농도의 담

쟁이 추출물(1 mg/1 ml)을 시험관에 취하고 Folin-Ciocalteu

reagent 1 ml을 가하여 잘 혼합한 다음 3분간 실온에서 반응시

켰다. 혼합물에 10% Na2CO3 용액 2 ml을 가하여 혼합하고

30℃에서 40분간 발색시킨 후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표준물질로 tannic acid의 최종농도가 30, 60 90, 120 및

150 μg/ml가 되도록 조절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표준곡선으로부터 담쟁이 추출물에 함유된 총 polyphenol 함

량(mg/ml)을 산출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담쟁이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Blois의 방법[2]에 따라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에 대한 수소공여 효과

로 측정하였다. DPPH 용액은 100 ml 에탄올에 DPPH 1.5 x

10
-4

M을 녹인 후 증류수 100 ml 혼합하여 Whatman filter

paper No. 2로 여과하여 만들었다. 96 well plate에 시료와

DPPH용액을 1:4비율로 혼합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20 nm (Molecular Device,

VersaMax Microplate Reader, California, USA)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은 EDA (%)=(대조구흡광도-시료첨가구흡광도)/대조구흡광

도×100으로 계산하였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그룹과 흡

광도차를 비교하여 프리라디칼의 제거활성을 백분율로 나타

내었다.

SOD 활성 측정

Superoxide dismutase (SOD) 활성은 SOD assay kit

(Dojindo Molecular Technologies, Rockville, USA)를 사용하

여 manufacturer's instruction에 기술된 방법에 따라서 수행

하였다. 시료를 농도별로 희석하여 96 well plate에 20 μl씩

분주한 후, WST working solution을 200 μl을 넣고 혼합한

다음 enzyme working solution을 20 μl을 첨가하여 37℃에서

20분간 incubation 한 후 450 nm에서 ELISA reader를 이용하

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 실험은 효소 대신 20 μl dilu-

tion buffer를 넣었으며, SOD 활성은 시료 첨가구와 무첨가구

사이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SOD activity (%)=(1-시료 첨가구의 흡광도/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100

α-Glucosidase 활성억제 효과 측정

α-Glucosidase 활성억제 효과 측정은 Tibbot 등의 방법[31]

에 따라 측정하였다. 50 mM sodium succinate buffer (pH 4.2)

에 ρ-nitrophenol-α-D-glucopyranoside (PNPG, Sigma)를 용

해시켜 1 mg/ml의 농도로 기질용액을 조제하였다. 효소반응

은 기질용액 1 ml와 효소액 0.1 ml (30 unit, Sigma)을 혼합하

고 대조구는 증류수 0.1 ml, 반응구는 시료 0.1 ml를 넣어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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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1N NaOH 0.1 ml를 첨가하여 발색시

켰다. 이때 생성된 ρ-nitrophenol (PNP)은 ELISA reader

(VersaMax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0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으며, positive control로는 acarbose를 사용하였

다. α-Glucosidase 활성 저해율은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저해율(%)=[1-(반응구의 ρ-nitrophenol 생성량/대조구의 ρ

-nitrophenol 생성량)]×100

NO Assay 및 cell viability 측정

NO 소거 활성은 마우스의 대식세포 세포주인 RAW 264.7

세포를 배양판에 1×10
5

cells/ml의 세포가 되도록 분주하여

LPS (lipopolysaccharide) 자극하에 24시간 배양하고 그 배양

상층액 내의 NO의 생성은 Griess 반응으로 세포 상등액에 축

적되는 nitrite 양으로 측정하였다[22]. 시료에 대한 대조군으

로 10 μg/ml의 LPS를 처리하여 활성화를 유도한 세포를 사용

하였다. 배양 후 100 μl의 상층액을 취하여 동량의 Griess시약

[1% sulfanilamide (30% acetic acid)와 0.1% N-(1-naphthyl)

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 (60% acetic acid) 혼합액]

을 가하여 상온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 VersaMax Microplate Reader, California,

USA)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독성 실험은 mitochondrial dehydrogenase activity의

index를 나타내는 MTT calorimetric reduction assay 법으로

추출물이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22]. 96-

well microtiter plate (Nunc, Vangaard, Neptune, NJ)에 RAW

264.7 macrophage를 1×10
5

cells/well의 농도로 분주하였다.

분주 24시간 후 각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는 배지를 100 μl씩

넣어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Plate에 MTT 2 mg/ml 3-(4,5-dimethylthiazol-2-yl)-2,5-di-

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Sigma) 용액을 20 μl씩 첨

가하여 4시간 동안 배양시키고 formazan을 형성시킨 후 조심

스럽게 상등액을 제거하였다. DMSO 150 μl을 첨가하여 for-

mazan을 녹인 후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 VersaMax

Microplate Reader, California, USA)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폴리페놀 함량 측정

식물에는 항산화 비타민 이나 항산화활성을 가진 phy-

tochemical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특히 약용식물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polyphenol성 화합물은 2차대사산물로서 한분

자내에 2개 이상의 phenolic hydroxyl (-OH)기를 가진 방향족

화합물을 말한다. 식물에 존재하는 폴리페놀화합물은 항산화,

항돌연변이 및 phytoestrogen 효과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16]. 본 연구에서는 담쟁이

덩굴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의 총 phenol 함량을 tannic acid

표준 곡선으로부터 측정하였다. 담쟁이덩굴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의 총 phenol 함량은 각각 61.5 mg TAE/g과 122.1 mg

TAE/g으로 에탄올 추출물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담쟁이덩

굴에 대한 페놀화합물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Hwang 등

[10]이 당쟁이 덩굴 잎에서 플라보놀 배당체 화합물을 분리

동정하였다. Jeong 등[12]은 추출방법에 따른 총 페놀함량을

비교하였는데 약용식물에 따라 페놀함량이 다르게 나타났다.

당뇨처방에 사용되고 있는 약용식물 중 상백피에서 우리들의

실험결과와 유사하게 에탄올 추출물에서 페놀함량이 높게 나

타났다. Phenolic 화합물들은 지질 free radical 불활성화 및

hydroxy peroxide가 free radical로의 decomposition을 방해

함으로써 항산화력을 나타내는 매우 효과적인 free radical

scavengers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인체내의 free radical은 지질, 단백질등과 반응하여 생체의

노화를 촉진할 수 있는 물질로, 이러한 free radical를 제거할

수 있는 천연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소거법은 항산

화물질의 전자공여능을 이용한 측정법으로 주로 pheonlic 구

조와 aromatic amine 화합물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담

쟁이덩굴의 항산화 효과를 DPPH radical 소거 활성으로 측정

한 결과(Fig. 1) 1 mg/ml 농도에서 열수 추출물, 에탄올, 핵산

층 및 부탄올층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약 61%, 95%, 48%

및 92%로 각각 나타났다.

DPPH 용액은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안정한 radical을 형성

하기 때문에 전자 donation capacity 측정을 위해서 DPPH

method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식물추출물의 DPPH radical

에 대한 scavenging 활성은 phenolic content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플라보노이드 보다는 폴리페놀 성분에 의해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SOD 활성(Superoxide dismutase activity)

Superoxide dismutase (SOD)는 항산화 효소로서 세포에 유

해한 oxygen radical을 과산화수소로 전환시키고, 다시 cata-

lase에 의하여 무해한 물 분자와 산소분자로 전환시켜 활성산

소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

서 담쟁이 추출물의 SOD 활성은 1 mg/ml 농도에서 열수 추

출물, 에탄올 및 핵산층은 약 84%, 91%, 및 55%로 각각 나타났

으며 부탄올층은 0.5 mg/ml에서 약 93%의 SOD 활성을 보였

다(Fig. 2). 이러한 결과는 담쟁이 부탄올층이 피부노화방지를

위한 천연소재로 이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Superoxide dismutase는 산소를 소비하는 모든 생물종에 존

재하며 생체 내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에 대한 방어 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활성산소 저해제이다[9]. 또한 가장 독성이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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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bility of hot water and

80% ethanol extracts [A], and hexane and butanol frac-

tions [B] from Parthenocissus tricuspidata (PT) stem.

Results are mean±S.D. of triplicate data. Vit C: vitamin

C (0.1 mg/ml).

한 hydroxy radical의 생성을 예방하는 작용을 하여 항염증

소재나 피부 노화방지를 위한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18].

SOD는 분자량이 비교적 큰 단백질로서 열이나 알칼리에

약하여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저분자물질로 체내에서

역할이 유사한 SOD 유사활성 물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SOD 유사활성 물질은 효소는 아니지만 SOD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저분자 물질로 주로 phytochemical에 속하며 su-

peroxide의 반응성을 억제하여 항산화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α-Glucosidase 활성억제 효과 측정

α-Glucosidase는 α-amylase에 의해 분해된 당질을 최종적

으로 단당류로 전환시킨다. 이러한 효소의 활성 저해는 당질

가수분해와 흡수과정을 지연시킴으로 식후 당 농도를 제한한

다. 따라서 α-glucosidase 저해제는 제2형 당뇨와 같은 당질

관련 질병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담쟁이 추출물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1 mg/ml 농도에서 에탄올 추출물은 약 96%의 α-glucosidase

저해활성을 나타내었으며(Fig. 3A), 핵산층 및 부탄올층(Fig.

3B)은 0.1 mg/ml 농도에서 약 90% 이상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A

B

Fig. 2. Superoxide dismutase (SOD) activity of hot water and

80% ethanol extracts [A], and hexane and butanol frac-

tions [B] from Parthenocissus tricuspidata (PT) stem.

Results are mean±S.D. of triplicate data. Vit C: vitamin

C (0.5 mg/ml).

예로부터 항당뇨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당뇨병 처방전에

사용되고 있는 약용식물인 당귀, 백봉령, 상엽, 상백피, 총목피

및 홍삼등의 항당뇨활성[12]에 비해 담쟁이 추출물의 항당뇨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당뇨병 개선제로 시판되고 있는

acarbose 0.5 mg/ml에서는 40.4%로 담쟁이 덩굴 추출물이 높

은 항당뇨활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당쟁이 추출

물이 당뇨병 치료를 위한 천연소재로서의 이용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Cho 등[6]의 선행연구에서 오미자 열

수 및 ethanol 추출물 200 μg/ml 농도에서 α-glucosidase 활성

억제 효과는 각각 97.4%와 84.5%로 높게 나타나 항당뇨 개선

을 위한 천연소재로서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식이 중에 함유된 탄수화물의 소화과정 마지막 단계를 촉매

하는 α-glucosidase는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로서 α

-glucosidase 저해제는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를 지연시켜 식

후 혈당증가를 완화시킨다. α-glucosidase 저해제는 비만을 야

기하는 고인슐린혈증이나 저혈당을 유발하지 않고, 인슐린 분

비를 촉진시키며 소장에서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는 gluca-

gon-like peptide-1의 분비를 촉진한다.

고혈당과 관련된 생화학적 대사과정에서 자유라디칼 생성

이 증가됨이 밝혀졌고, 그 밖에도 당뇨병에서는 조직의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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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of hot water and 80%

ethanol extracts [A], and hexane and butanol fractions

[B] from Parthenocissus tricuspidata (PT) stem. Acarbose

(0.5 mg/ml) was used as positive control. Results are

mean±S.D. of triplicate data.

적손상이 증가될 수 있다. 이러한 산화적 손상을 막을 수 있는

mechanism은 항산화제에 의한 자유라디칼의 직접적인 소거

및 생체내 항산화효소에 의하여 활성산소 종을 불활성화 시키

는 것이다.

NO Assay 및 cell viability

대장균 lipopolysaccharide (LPS)를 대식세포에 처리하여

nitric oxide (NO)를 유도시킨 다음 담쟁이 열수 추출물을 대

식세포에 처리하여 NO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 4). LPS에 의하여 유도된 대식세포의 NO 합성은 담쟁이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고, 최대 농도인 1,000

μg/ml의 담쟁이 추출물을 처리함으로서 60%나 현저히 감소

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담쟁이 추출물이 면역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NO는 L-arginine의 guanidino nitrogen으로부터 nitric ox-

ide synthase (NOS)에 의하여 생성되며[21], NO는 분비조직

과 세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세포성 면역계의 주된 역할

의 하나로 세포 독성이나 성장 억제 작용을 한다.

체내 염증과정에서는 과량의 NO 및 prostaglandin E2

(PGE2) 등의 염증인자가 NO synthase (iNOS) 및 cyclo-

A

B

Fig. 4. Effects of hot water extract from Parthenocissus tricuspida-
ta (PT) stem on NO synthesis [A] and cell viability [B]

in bacterial LPS-stimulated RAW264.7 macrophages.

RAW264.7 cells were cultured for 24 hr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PBE in the presence of LPS (10 μg/ml).

NO release was measured using the method of Griess

(nitrite). Cytotoxic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D. of three in-

dependent experiments.

oxygenase (COX-2)에 의하여 대부분의 포유류 동물의 세포내

에서 형성된다[27]. 이러한 NO는 체내방어기능, 신호전달기

능, 혈관계에서는 혈압 조절과 혈소판의 응집 및 호중성구의

집합 작용을, 골격근에서는 대사와 근 수축 조절 등의 다양한

생리 기능을 가지고 있다[28].

NO가 발현하는 기능의 다양성은 농도 및 표적세포의 활성

화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다. 대식세포가 pathogen

에 의하여 활성화되면 NO 뿐만 아니라 superoxide anion을

호흡과정에 의하여 대량생산되는데, NO 자신은 매우 약한 산

화성을 가진 라디칼로서 비타민 E와 비슷하게 세포의 지질과

산화물을 막는 항산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NO의 형성은 항균작용 및 종양을 제거하는 중

요한 기능을 하지만 병리학적인 원인에 의한 과도한 NO의

생성은 염증을 유발시키게 되며, 조직의 손상, 유전자 변이

및 신경손상 등을 유발한다[25].

세포독성실험은 MTT 분석을 통해서 측정하였으며 담쟁이

추출물로 처리된 대식세포의 세포생존율이 90% 정도를 나타

내는 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담쟁이덩굴 추출물에 대한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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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실험결과에 나타난 NO

의 생성량의 변화가 세포독성에 의한 영향과는 무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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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담쟁이덩굴 추출물과 분획물의 항산화, 항당뇨 및 항염증 효과

조은경․최영주*

(신라대학교 의생명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본 연구에서는 담쟁이덩굴 추출물이 항산화, 항당뇨 및 항염증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수행하였다.

담쟁이덩굴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함량은 각각 61.5 mg TAE/g과 122.1 mg TAE/g으로 에탄올 추출물

에서 훨씬 높게 나타났다. 에탄올 추출물과 부탄올 분획물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1 mg/ml에서 95%와 92%

의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어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비타민 C와 유사한 항산화력을 보였다. SOD 활성은 에

탄올 추출물과 부탄올 분획물 1 mg/ml 농도에서 91%, 97%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소거능과

SOD 활성을 측정한 결과 항산화 활성은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열수추출물과 비교할 때 에탄

올 추출물과 부탄올 분획물에서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 담쟁이덩굴 추출물의 α-glucosidase 활성억제 효과

는 에탄올 추출물과 핵산 및 부탄올 분획층에서 높은 항당뇨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항당뇨

약물로 사용된 것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LPS에 의하여 유도된 NO 합성은 1 mg/ml 농도의 담쟁이추출물

을 처리함으로써 NO 합성이 약 40%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담쟁이 추출물의 우수한 항산화, 항당뇨,

항염 효과를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천연 항당뇨 기능성 소재로서 담쟁이 추출물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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