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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식물 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및 α-Glucosidase 저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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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We studied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α-glucosidase inhibition of water extracts from 17 medicinal plants. Total polyphenol contents ranged from 10.0
(Coix lachryma-jobi L, CL) ~ 279.7 (Perilla sikokiana, PS) ㎎/g. The water extract from medicinal plants were evaluated for
its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compared with a commercial antioxidant, ascorbic aci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Pyrus pyrifolia (PP), Chamaecyparis obtusa L. (COL), Chamaecyparis obtusa F. (COF), and PS were higher than
positive control. Higher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ere shown in Acanthopanax senticosus (AS) and Cordyceps
militaris (CM) than the other plants. The highest anti-α-glucosidase activity was observed in Cornus officinalis (CO) and
Paeonia suffruticosa Andrews (PSA) water extracts. PSA showed not only the highe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ut
also the anti-α-glucosidase activity. The results of our study that PP, COL, COF, PS, AS, CM, CO and PSA could be potential candidates for natural antioxi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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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

방어계의 활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자유 라디칼이 과다
생성되거나 혹은 항산화 방어계의 기능이 감소되어 균형이 깨
지면 산화적 스트레스가 일어난다 (Lawrence et al., 2001).
당뇨병 환자의 경우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손상에 의해 자유
라디칼의 농도와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되고 세포내 항산화
방어 시스템은 약화된다. 최근 항산화 작용과 당뇨병과는 밀
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Cai and Kang,
2001; Drews et al., 2010; Lee et al., 2001; Song et al.,

경제성장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한국인의 식생활이 서구화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만성 대사성 질환의 발병률이 계속 증
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질병의 하나가 당뇨병으로 우리나
라 국민의 10% 가량이 당뇨병을 앓고 있으며, 발병되는 연령
층도 점차 낮아지는 상황이어서 사회·경제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6).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 및 작용의 감소, 그리
고 조직의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 고혈당 및 소변으로의 당
배설을 나타내는 질환으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요구된다
(Nepom, 1990). 그러나 아직까지 근원적인 치료약물은 개발되
지 못한 실정이다.
인체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자유 라디칼의 생산과 항산화

2005),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환자는 자유 라디칼 생성이 많
고, 지질 과산화물이 증가하며 (Fuller et al., 1996; Paolisso
et al., 1994), 산화의 증가에 의해 혈중 비타민 E와 C 등이
정상인에 비하여 더 빠르게 사용된다고 하였다 (Zadeh et al.,
1997). 또한 고혈당은 당뇨병성 혈관 합병증의 발생과 직접적
인 관계가 있으며, 세포 및 조직의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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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edicinal plants and herbs used for experiments.

종을 증가시키고 (Kupczyk et al., 2010), total antioxidant
status와 glutathione peroxidase의 활성 감소와 관련성이 있다
고 하였다 (Chon et al., 2008; Kim and Son, 2008). 당뇨
병 환자는 LDL이 빠르게 산화되며 oxidized LDL이 생성되었
고, 항산화제의 투여는 당뇨병 환자에서 동맥경화 과정을 감
소시켰다고 보고되었다 (Tai et al., 2000; Yoshida et al.,
1997). 즉, 당뇨병 환자에서 체내 자유 라디칼과 지질 과산화
물 생성이 증가하며 이는 동맥경화를 비롯한 합병증을 일으키
는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항산화제 투여는 이러한 산화적 스
트레스로부터 체내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
뇨병의 산화적 손상을 줄일 수 있는 항산화계의 강화는 급만
성 합병증 발생의 예방 및 완화, 치료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Ahn et al., 2010).
소장에 존재하는 α-glucosidase는 식이 중에 함유된 탄수화
물을 포도당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로서 당뇨병 환자의 경우 αglucosidase의 활성이 정상인에 비해 높아져 있어 탄수화물 섭
취시 혈당이 상승한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αglucosidase 저해제는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전환되지 않고
배설물로 배출시켜 식후혈당의 증가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Baily, 1999). 하지만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 복
부 팽만감, 구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약용식물로
부터 α-glucosidase의 활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기능성 소재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최근 항산화 작용과 당뇨병과
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항산화 및 항당뇨
기능성을 가진 소재이면 더욱 좋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수유 (Cornus officinalis), 목단피 (Paeonia
suffruticosa Andrews), 산약 (Discorea japonica), 숙지황
(Rehmannia glutinosa), 지골피 (Lycium chinense), 야생배
(Pyrus pyrifolia), 동충하초 (Cordyceps militaris), 가시오가피
(Acanthopanax senticosus), 율무 (Coix lachrymajobi L.), 현삼
(Scrophularia buergeriana Miq.), 참외줄기 (Cucumis melo L.),
편백가지 (Chamaecyparis obtusa L.), 편백엽 (Chamaecyparis
obtusa F.), 자소엽 (Perilla sikokiana), 단삼 (Salvia miltiorrhiza
Bunge), 전칠 (Panax notoginseng), 명월초 (Angelica utilis
Makino) 등 17종 약용식물 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및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킬 수 있는 α-glucosidase 저해활성을 검토하였다.

Scientific names

Family names

Sample Korean
names names

Cornus officinalis
Paeonia suffruticosa Andrews
Discorea japonica Thunb.
Rehmannia glutinosa
Lycium chinense Mill.
Pyrus pyrifolia
Cordyceps militaris
Acanthopanax senticosus
Coix lachrymajobi L.
Scrophularia buergeriana Miq.
Cucumis melo
Chamaecyparis obtusa
Chamaecyparis obtusa
Perilla sikokiana
Salvia miltiorrhiza Bunge
Panax notoginseng
Angelica utilis Makino

Cornaceae
Paeoniaceae
Dioscoreaceae
Scrophulariaceae
Solanaceae
Rosaceae
Clavicipitaceae
Araliaceae
Gramineae
Scrophulariaceae
Cucurbitaceae
Cupressaceae
Cupressaceae
Labiatae
Labiatae
Araliaceae
Umbelliferae

CO
PSA
DJ
RG
LC
PP
CM
AS
CL
SB
CML
COL
COF
PS
SMB
PN
AUM

산수유
목단피
산약
숙지황
지골피
야생배
동충하초
가시오가피
율무
현삼
참외줄기
편백가지
편백엽
자소엽
단삼
전칠
명월초

(EYELA SB-1000, Tokyo, Japan)로 농축하였고, 동결건조기
(FD 8508, Ilshin, Yangju, Korea)를 이용하여 -70℃에서 건조
한 시료를 냉동보관하면서 적당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2.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은 Folin-Ciocalteu’s phenol을 이용한
비색법을 이용하였다 (Folin and Denis, 1915). 증류수에 희석
시킨 시료 200 ㎕ 에 증류수 4.8 ㎖, 50% Folin-Ciocalteu’s
phenol 500 ㎕ 넣고 3분간 방치시켰다. 10% Na2CO3 포화용
액 1 ㎖ 넣은 후 1시간 동안 방치 후 700 ㎚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은 caffeic acid (Sigma, St. Louis, MO,
USA)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 곡선으로부터 총 폴리페놀 함
량을 측정하였다.
3.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항산화 활성은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을 이
용하여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Braca et al., 2001). 각
추출물을 농도별 (50, 100, 250, 500, 1,000, 2,500,
5,000 ppm)로 제조한 시료에 DPPH 200 ㎕ 첨가하여 암조건
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17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1－
시료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 × 100에 의해 환산하였다.
Inhibitory concentration (IC50)은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
조구의 값을 50% 감소시키는 추출물의 농도를 나타냈으며, 항
산화제인 ascorbic acid를 대조구로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약용식물 물 추출물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약용식물의 종류는 Table 1과 같다. 17종
의 소재들은 춘천시 소재 건재상에서 국내산 시료로 구입하여
수세한 후 10배 증류수를 가하여 60℃에서 24시간 교반하면
서 추출하였다. 이를 실온에서 방냉한 뒤 감압 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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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traction efficiency and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water extracts from medicinal plants.
Sample**
CO
PSA
DJ
RG
LC
PP
CM
AS
CL
SB
CML
COL
COF
PS
SMB
PN
AUM

Sample weight (g)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Extraction efficiency
Extract weight (g)
0.80 ± 0.03
0.46 ± 0.01
0.21 ± 0.01
1.04 ± 0.01
0.26 ± 0.01
2.43 ± 0.01
3.12 ± 0.02
4.61 ± 0.07
1.23 ± 0.08
2.11 ± 0.06
3.16 ± 0.07
0.88 ± 0.01
1.14 ± 0.07
2.35 ± 0.01
3.58 ± 0.02
0.80 ± 0.00
1.03 ± 0.02

Yield (%)
2.66 ± 0.100
1.52 ± 0.040
0.71 ± 0.030
3.45 ± 0.280
0.87 ± 0.290
0000 8.10 ± 0.04
10.39 ± 0.080
15.37 ± 0.250
4.08 ± 0.260
7.04 ± 0.200
10.52 ± 0.210
2.95 ± 0.030
3.81 ± 0.240
7.85 ± 0.020
11.93 ± 0.060
2.66 ± 0.010
3.44 ± 0.060

Total polyphenol*
(㎎/g)
42.83 ± 0.48
145.45 ± 0.48
22.36 ± 0.71
89.98 ± 0.95
92.83 ± 2.38
255.93 ± 3.22
83.07 ± 1.80
104.98 ± 1.90
9.98 ± 0.86
17.83 ± 0.24
26.88 ± 0.48
224.50 ± 3.27
243.07 ± 5.02
279.74 ± 2.75
236.64 ± 3.71
12.12 ± 0.63
22.60 ± 0.48

*Results are from three experiments and expressed as mean ± SE (n = 3).
**Sample names are the same as in Table 1.

4. Hydroxyl radical 소거능 측정

6. 통계처리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Chung (2005) 등의 방법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추출된 각 시료는 일정 농도로 희석한 후 시
료 100 ㎕ 에 100 mM sodium phosphate (pH 7.4) 250 ㎕,
1 mM EDTA 100 ㎕, 36 mM deoxyribose 100 ㎕, 1 mM
FeCl36H2O 100 ㎕, 1 mM L-ascorbic acid 100 ㎕, 10 mM
H2O2 100 ㎕, 증류수 150 ㎕ 를 가하여 38℃ water bath에서
1시간 방치한 후 1% thiobarbituric acid 1 ㎖, 10%
trichloroacetic acid 1 ㎖ 를 첨가하여 100℃에서 10분간 끓인
후 532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1－시료의 흡광도÷대조구
의 흡광도) × 100에 의해 환산하였다. 각 농도별 라디칼 소거능
에 대한 검량선에서 라디칼 소거능이 50%가 되는 농도인 IC50
로 표시하였다.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10.0, Chicago, USA)를
이용하여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각 농도의 평균치의
통계적 유의성을 p < 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추출 수율 및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17종 약용식물의 추출 수율 및 총 폴리페놀 함량은 Table 2
와 같다. 약용식물 물 추출물은 3회 반복하여 얻은 평균수율
로 산약 (DJ, 0.71%)이 가장 낮았고, 가시오가피 (AS,
15.37%) 수율이 가장 높았다. 각 추출물을 건조시료 중량대비
폴리페놀 함량으로 측정한 결과, 자소엽 (PS, 279 ㎎/g), 야생
배 (PP, 255 ㎎/g), 편백엽 (COF, 243 ㎎/g), 편백가지 (COL,
224 ㎎/g), 단삼 (SMB, 236 ㎎/g), 목단피 (PSA, 145 ㎎/g)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가시오가피 (AS, 103 ㎎/g), 지골피
(LC, 92 ㎎/g), 숙지황 (RG, 89 ㎎/g), 동충하초 (CM, 83 ㎎/g),
산수유 (CO, 42 ㎎/g)의 경우에도 높은 수준의 총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었다. 그러나 참외줄기, 명월초, 산약, 현삼, 전칠,
율무는 30 ㎎/g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물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페놀성 물질은 phenolic

5. α-Glucosidase 저해활성 측정
α-Glucosidase 저해활성은 synthetic substrate인 2.5 mM pnitrophenyl α-D-glucospyranoside를 phosphate buffer (pH
6.8)에 첨가한 후 시료를 넣고 그 혼합액에 효소액 첨가 후
37℃에서 20분간 반응시키고 0.1 M NaOH를 첨가하여 반응
을 종결시켜 substrate인 p-nitrophenyl α-D-glucospyranoside
로부터 유리되어 나오는 반응 생성물인 p-nitrophenol을
405 ㎚에서 측정하여 α-glucosidase 활성의 억제 정도를 측정
하였다 (Ogawa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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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edicinal plant water extracts.

hydroxyl기를 가지고 있으며, 페놀 함량이 높을수록 항돌연변
이, 항암, 항산화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증가된다 (Jeong et
al., 2007; Lee et al., 1992). Heo 등 (2007)에 따르면 한국
에 자생하는 약용식물의 경우 총 페놀 함량이 30 ㎎/g 이상이
면 뛰어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를 토대로 자
소엽, 야생배, 편백엽, 편백가지, 단삼, 목단피의 경우 145 ㎎/g
이상의 페놀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매우 강한 항산화 작용을 나
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Sample****
Ascorbic acid
CO
PSA
DJ
RG
LC
PP
CM
AS
CL
SB
CML
COL
COF
PS
SMB
PN
AUM

2.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Ascorbic acid를 양성 대조군으로 하여 17종 약용식물 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시료 농도에 따른 항산화 활성 변화 곡선으
로부터 산화를 50% 억제시키는 농도인 IC50으로 나타내었다.
17종 약용식물 중에서 야생배 (PP, 0.12 ㎎/㎖), 편백엽 (COF,
0.12 ㎎/㎖), 편백가지 (COL, 0.13 ㎎/㎖), 자소엽 (PS,
0.14 ㎎/㎖), 목단피 (PSA, 0.16 ㎎/㎖) 순으로 다른 소재들에
비해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다. 반면에 산약, 율무, 현
삼, 단삼은 3.96 ㎎/㎖ 이상의 높은 IC50 값으로 매우 낮은 항
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다른 소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야생배, 편백
엽, 편백가지, 자소엽, 목단피 물 추출물에서 DPPH radical
소거능이 높게 나타난 것은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데 기여
한 것으로 사료된다. Kang 등 (1995)은 전자공여능이 페놀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 지표이며 환원력이 큰 물질일수록 높다고
하였다. Kim 등 (2011)은 산수유의 페놀 함량이 32.25 ㎎/g으
로 측정되었고 이와 함께 항산화 활성이 높았음을 보고하였고,
단순회귀분석 결과 r값이 약 0.8 수준이었음을 밝혔다. 본 연
구에서도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전자공여작용과 폴리페놀 함
량을 분석한 결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에 따라 상관관계가
성립됨을 짐작할 수 있다. 항산화성의 정도는 추출방법에 따
라 현저한 차이가 난다고 보고되어 있다. DPPH를 활용한
free radical 소거반응에서 오가피 잎과 열매를 이용한 50% 메
탄올 추출물의 소거능은 각각 61.8%, 5.0%를 나타내었고
(Choi and Ahn, 2012), 목단피 메탄올 추출물은 63.0% 정도
의 라디칼 소거작용을 나타내었다 (Kweon et al., 1998). 편
백나무 80% 메탄올 추출물은 200 μg/㎖ 농도에서 90.8%의
우수한 소거능을 보였고 (Jung et al., 2012), 편백나무 잎의
정유는 거의 10%를 넘지 못하며 매우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
다고 보고하였다 (Kim et al., 2011). Son 등 (2010)은 자소
추출물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 결과에서 자소씨 보다는 자소잎
의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소 추출물의 활성
이 물과 50% 에탄올에 다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확인
하였다. Kim과 Kang (2010)은 참외줄기 에탄올 추출물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
0.17 ± 0.01
0.14 ± 0.01***
0.77 ± 0.12
0.72 ± 0.16
ND*
0.16 ± 0.07
5.13 ± 0.06
ND
2.77 ± 0.09
1.29 ± 0.11
1.08 ± 0.06
ND
0.12 ± 0.06
ND
1.22 ± 0.08
0.24 ± 0.06
0.52 ± 0.04
0.10 ± 0.05
9.45 ± 0.04
ND
3.96 ± 0.05
ND
0.22°æ0.07
ND
0.13 ± 0.08
3.65 ± 0.14
0.12 ± 0.06
1.02 ± 0.17
0.14 ± 0.06
3.34 ± 0.07
4.72 ± 0.06
ND
ND
2.05 ± 0.06
0.85 ± 0.05
3.43 ± 0.14

*ND = not detected.
**Concentration required for 50% reduction of hydrogen donating activity.
***Values are mean ± SE (n = 3).
****Sample name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 ㎎/㎖ 농도에서 52.7% 소거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결
론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약용식물 물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에탄올 추출물이나 메탄올 추출물 보다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Hydroxyl radical 소거능 측정
Hydroxyl radical 소거능이 50%가 되는 농도인 IC50 값은
Table 3과 같다. IC50 값이 가시오가피 물 추출물이 0.101 ㎎/㎖
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동충하초 (CM,
0.24 ㎎/㎖), 산수유 (CO, 0.77 ㎎/㎖), 편백엽 (COF, 1.02 ㎎/㎖),
숙지황 (RG, 1.29 ㎎/㎖), 전칠 (PN, 2.05 ㎎/㎖)의 순으로 항
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목단피, 산약, 지골피, 야생배,
율무, 현삼, 참외줄기, 단삼의 경우 농도 비의존적인 결과로 인
해 IC50 값이 나타나지 않거나 매우 낮은 값이었다.
Hydroxyl radical은 활성산소 중에서 화학적으로 가장 반응
성이 크며, 지질산화를 일으켜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DNA 손
상을 주거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Drews
et al., 2010). Kim 등 (2011)의 연구에서 짚신나물 물 추출
물의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1,000 ppm 농도일 때 42.5%
로 나타났고, Shin 등 (2008)의 연구에서 흑마늘 열수 추출물
의 소거능은 1,000 ppm 농도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
고하였다. Kim과 Choi (2008)는 오미자 추출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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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medicinal plant water extracts on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Sample names are the same as in Table 1.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3.6% 수준의 hydroxyl radical 소거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
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산수유, 가시오가피, 전칠, 숙지황,
동충하초 물 추출물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hydroxyl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약용식물의 항산화 활성은 추출 용매의 차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Heo 등 (2011)에 의하면 가시오가피 잎의 Fe-환원력
은 에탄올 추출물에서 높게 나왔으며, 뿌리에서는 온수 추출
물이, 줄기에서는 열수 추출물, 열매에서는 온열수 높게 나왔
다. 잎을 제외하고는 뿌리, 줄기, 열매에서 수용성에서 높은 환
원력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동충하초 물 추
출물의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양성 대조구인 ascorbic
acid와 비교하여 70% 범위로 나타났지만, 번데기 동충하초 자
실체 70%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전자공여능은 100 ~ 500 ppm
에서 30% 미만이었다고 보고된 바 있어 동충하초 물 추출물
이 에탄올 추출물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Park et al., 2002). 산수유 열매의 SOD 소거능은 60%와
90% 에탄올 추출물에서 27.7 ~ 44.0% (Lee et al., 2012),
Kim 등 (2004)의 연구에서도 18.1% 활성을 보여 다소 낮음
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수유 물 추출물의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22%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약용식물 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이 에탄올이나 메탄
올 추출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함을 뒷받침해 주었다.

4. α-Glucosidase 저해활성 측정
약용식물 물 추출물의 α-glucosidase 저해활성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양성 대조군인 Acarbose와 비교했을 때 산수유, 목
단피, 지골피, 야생배, 동충하초, 가시오가피, 현삼, 참외줄기, 편
백가지, 자소엽, 단삼, 명월초 물 추출물들은 농도 의존적으로
α-glucosidase 저해활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목단피 물 추출물
은 모든 농도에서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Acarbose 보다
높은 α-glucosidase 저해활성을 나타내었고, 산수유 물 추출물
은 2,500 ppm, 5,000 ppm에서 94% 이상의 저해활성을 보였
다. 목단피, 동충하초, 편백가지 물 추출물은 가장 낮은 농도
에서 Acarbose와 비슷한 수준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다른
소재들은 2,500 ppm에서 목단피 (PSA, 89.1%), 단삼 (SMB,
65.7%), 동충하초 (CM, 64.1%), 편백가지 (COL, 58.1%), 참외
줄기 (CML, 57.3%) 순으로 α-glucosidase 활성이 억제되었다.
최근 천연물로부터 부작용 없는 α-glucosidase 저해활성이
큰 소재를 개발하려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뽕잎 및 가지
의 폴리페놀 성분이 α-glucosidase 저해활성이 있다고 보고되
었고 (Kwon et al., 2008; Oku et al., 2006), 목단피 에탄올
추출물 분획물은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α-glycoamylase
활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항당뇨 소재로 보고된 바 있다
(Park et al., 2004). Kim 등 (2009)은 야생배, 목단피,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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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피 물 추출물의 α-glucosidase 저해활성이 농도 의존적으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일치하였고, 지골피, 산약
및 동충하초 물 추출물은 모든 농도에서 α-glucosidase 활성을
오히려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나 상반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Choi 등 (2011)은 생약재를 대상으로 α-glucosidase 저해활성
을 탐색한 결과에서 산수유 물층은 40.2%, 메탄올층은 13.0%
저해활성을 나타내었고, 목단피 물층은 30.2%, 메탄올층은 저
해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산수유와 목단피 물 추출물은 모든 농도에서도 30% 이상의
α-glucosidase 저해활성을 나타내었고, 2,500 ppm에서는 90%
이상의 강력한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17종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은 α-glucosidase 저
해활성을 보였고, 특히 산수유와 목단피는 모든 농도에서
Acarbose 보다 강한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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