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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yela clava tunic is generated in large amounts as a waste from S. clava processing plants and leads to environmental 
problems. It destroys the beach scenery and causes a bad smell and pollution by trashing on the seashore. Therefor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antioxidant and antihypertensive activities of different solvent extracts from S. clava tunic for 
recycling of fishery waste. Antioxidant and antihypertensive activities of all extracts were concentration-dependent. Of 
extracts, hot water extract showed the highes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ith the lowest effective concentration (EC50) 
value (0.733 mg/ml). Chloroform extract exhibited the highest metal chelation activity with the lowest EC50 value (2.696 
mg/ml). Autoclaved water extract showed the highest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ith the lowest EC50 value (0.491 
mg/ml) and n-hexane extract showed the highest reducing power (A700=1.897 at 100 mg/ml). And n-butanol extract showed 
the highest SOD-like activity with the lowest EC50 value (19.116 mg/ml) and ACE inhibition activity with the lowest 
inhibitory concentration(IC50) value (0.149 mg/m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xtracts obtained from S. clava tunic may 
potential candidate to reduce diseases caused by various oxidative stresses and hyper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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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체들의 체내에서는 유독한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Hydroxyl 라디칼, peroxides 및 

superoxide와 같은 활성산소종과 유리라디칼은 생체 내

에 존재하는 단백질, 지질, DNA 등을 분해, 산화 또는 

변성시키거나 세포막을 파괴하는 등의 산화적 손상을 초

래함으로써 노화를 유발한다(Valko 등, 2007). 뿐만 아니

라 이들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관절염 및 암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Frlich와 Riedere, 
1995). 따라서 활성산소와 유리라디칼을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Shon 등, 2003; Miliauskas 등, 2004). 현재, 식품, 화
장품 등 여러 산업분야에서 합성 및 천연 항산화제가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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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butylhydroxyanisole 및 

butylhydroxytoluene 등과 같은 합성 항산화제는 사용

빈도가 높은 물질이지만 그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되면서 사용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Hettiarachy 등, 
1996). 따라서 인체에 무해하면서 항산화능이 강한 천연 

항산화제에 대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WHO와 ISH (International Society of Hypertension)

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140/90 mmHg 및 130/85 
mmHg 140/90 mmHg의 혈압을 고혈압이라 하며,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6억 명에 이를 정도로 보편적인 질병

이다(Chalmers, 1999). 고혈압은 그 자체로 위험한 질병

이기보다는 심장질환, 뇌졸중, 당뇨 등 합병증이 발생할 

경우에 치사율이 매우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Lee 
등, 2014a) 관련 학계에서 발병 원인이나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을 추적하는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고
혈압 발생에는 renin-angiotensin system이 중요한 역할

을 하는데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이  

angiotensin 을 혈관 수축작용이 있는 angiotensin 
로 전환시킴으로써 고혈압을 유도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Sun 등, 2009). 따라서 ACE의 활동을 저해하는 것이 

고혈압을 억제하는 가장 일반적이면서 효과적인 방법이며, 
고혈압 약제로 captopril, quinapril, enalapril, benazepril, 
lisinoprill 등이 상용되고 있으나 백혈구 감소, 간기능 이

상 등 부작용이 보고된 바 있기 때문에(Cha 등, 2006; 
Shin 등, 2014) 항고혈압 활성을 가진 천연물질의 탐색

이 시급하다.
해양생물은 육상생물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유의 대

사양식을 가지고 있어 육상생물과는 다른 새로운 생리활

성물질 생성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생물을 대상

으로 한 신규 천연물질의 탐색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

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이들로부터 유용 성분을 추출하

여 그 생리활성을 밝히고, 기능성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

성을 타진하는데 많은 연구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go 등, 2012). 미더덕(Styela calva)는 한국,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해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해양생물로

서, 독특한 맛과 향이 있기 때문에 식품재료로 널리 사용

되고 있다(Lee 등, 1995). 그러나 미더덕의 약 40%를 차

지하는 껍질은 가식부위가 아니므로 미더덕 가공공장 주

변이나 해변가에 그대로 방치됨으로써 악취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미더덕 껍질

의 적정 처리법과 활용방안을 확인할 수만 있다면 폐기

물 재활용, 즉 환경학적 관점에서 많은 장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가식부인 미더덕 육질의 영양 성분과 항산화, 항

암, 항고혈압 활성 등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Jo, 1978; 
Jung 등, 2008; Kim 등, 2005; Ko 등, 2012; Lee 등, 
2009)는 많이 수행되어 있지만 미더덕 껍질에 대한 연구

는 껍질로부터 glycosaminoglycan, 황산콘드로이틴 추

출 등 소수에 불과하다(Ahn 등, 2003). 이전에 선행 연

구자들은 미더덕 껍질 추출물의 tyrosinase에 대한 

inhibitory concentration (IC50)을 조사함으로써 미더덕 

껍질 추출물의 피부 미백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보고한 

바 있다(Lee 등, 2014b). 그 과정 중 미더덕 껍질 추출물

이 항산화 활성과 항고혈압 활성을 가진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극성이 서로 다른 각 용

매를 이용하여 미더덕 껍질을 추출한 후, 추출물들의 다

양한 활성산소와 유리 라디칼에 대한 항산화 활성과 항

고혈압 활성을 effective concentration (EC50)과 IC50 
수준에서 조사함으로써 수산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기

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미더덕(4월에 채취) 껍질은 경상남도 

고성군에서 수집하여 깨끗이 세척한 후, 7일 동안 음지에

서 풍건하여 4 냉장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2.2. 미더덕껍질 추출물 제조

풍건한 미더덕껍질을 1 2 cm 길이로 파쇄한 후, 극
성이 서로 다른 각 용매와 1:10의 비율로 혼합하여 추출

하였다. 열수 추출(100 , 3 h), 고압열수 추출(121 , 
3 h), methanol 및 ethanol 추출(80 , 3 h), 그 외 나머

지 용매인 n-butanol, acetone, ethyl acetate, hexane 및 

chloroform 추출(30 , 24 h)을 각 3회 반복 수행하였

다. 각 추출액은 여과지(Whatman No. 1)로 여과한 후, 
진공농축하여 용매를 제거하고 동결건조시켜서 냉동보

관하였다.

2.3. 미더덕껍질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조사

DPPH 라디칼 소거능은 항산화력을 측정하는 대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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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분석법인데, Blois (1958)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조사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시료 0.5 ml에 200 mM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0.5 ml를 첨가

하여 37 , 30분 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시료 대신 DMSO
를 첨가한 대조군의 흡광도를 측정한 뒤, 대조군과 실험

군간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또한 sigmaplot 12.0 program을 통해 50%의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는 시료 농도인 effective concentration 
(EC50)을 산출하였으며, 이때 사용한 식은 y = min + 
(max - min/1 + 10[log EC50-x] hill slope)이었다. 여기서 x는 

추출물 농도의 로그값, max는 100% 소거, min은 0% 
소거를 나타낸다. EC50이 낮을수록  DPPH 라디칼 소거

능이 뛰어남을 의미한다. Catechin을 양성대조군으로 사

용하였다.
Metal chelation 활성은 Dinis 등(1994)의 방법을 사

용하여 조사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시료 1 ml에 2 mM 
ferrous chloride 100 μl와 5 mM ferrozine 200 μl를 혼

합한 후, 상온에서 10분 간 방치한 다음 562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Metal chelation 활성은 DMSO를 

사용한 대조군과 실험군과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

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sigmaplot 12.0 program을 

통해 EC50을 산출하였으며, 양성 대조군으로는 EDTA
를 사용하였다.

Nitric oxide (NO) 라디칼 소거능은 Marcocci 등

(1994)의 방법에 준하여 수행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시

료 500 μl와 10 mM sodium nitroprusside 500 μl를 혼

합한 후, 상온에서 150분 동안 방치시켰다. 그 후, 1% 

sulfanilamide 500 μl와 0.1% N-(1-naphthyl)ethylene 
diamine dihydrochloride 500 μl를 첨가하여 546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O 소거능은 DMSO를 사용

한 대조군과 실험군과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얻어진 결과를 바탕으로 sigmaplot 12.0 program을 

통해 EC50을 산출하였으며, 양성 대조군으로는 catechin
을 사용하였다.

Superoxide dismutase (SOD) 유사 활성은 Marklund
와 Marklund (1974)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다양

한 농도의 시료 200 μl에 50 mM Tris-HCl 3 ml와 7.2 
mM pyrogallol 200 μl를 첨가하여 25 에서 10분 동

안 방치한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 
유사활성은 DMSO를 사용한 대조군과 실험군과의 차이

를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또한, 결과를 바탕으로 sigmaplot 12.0 program을 이

용하여 EC50을 산출하였으며, 양성대조군으로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환원력(reducing power)은 Oyaizu (1986)의 방법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즉, 시료 1 ml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6) 250 μl와 1% potassium 
ferricyanide 250 μl를 혼합하여 50 에서 20 분 방치

한 후, 원심분리하였다. 상등액에 증류수 250 μl와 0.1% 
ferric chloride 50 μ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10분 간 방치

한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흡광도 값이 

높을수록 시료의 환원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의미한다

(Oyaizu, 1986). 양성대조군으로 butylhydroxytoluene 
(BHT)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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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tioxidant and antihypertensive activities of the selected Styela clava tunic extracts.

2.4. 미더덕껍질 추출물의 항고혈압 활성 조사

ACE 저해 활성은 Cushman과 Cheung (1971)의 방

법에 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50 mM sodium borate 
buffer (pH 8.3)에 rabbit lung acetone powder를 10% 
첨가하고 4 에서 24시간 교반한 다음, 원심분리(4°C, 
12,000 rpm, 1시간)하여 ACE 조효소액을 제조하였다. 
시료 50 μl에 기질과 효소를 100 μl씩 첨가한 후, 37 
에서 30분 방치하였다. 그런 다음 1 N HCl을 250 μl 첨
가하여 반응을 중지시키고, 그 혼합물에 1.5 ml의 ethyl 
acetate를 첨가하여 12,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

리하였다. 상등액을 회수하여 90 에서 건조시킨 뒤, 증
류수 1.5 ml를 가하여 1 시간 뒤에 228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ACE 저해능은 시료 대신 DMSO를 사

용하여 동일하게 실험한 대조군과 시료간의 차이를 백분

율(%)로 나타내었다. 또한 sigmaplot 12.0 program을 

이용하여 IC50을 구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는 captopril
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미더덕껍질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지구상의 모든 호기성 생물의 체내에는 활성산소가 

생성되는데, 이러한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

문에 세포에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여 암이나 노화, 혈관

질환 등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합성 항산화

제가 활성산소 소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동물실험

시 장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와 함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천연물유래 항산화 

물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Choe와 Yang, 1982; 
Hettiarachy 등, 1996). 따라서 미더덕껍질 추출물의 농

도에 따른 각종 라디칼 소거능을 조사한 후, 얻어진 결과

를 바탕으로 EC50을 산출하였다. 각 추출물의 농도에 따

른 결과는 너무 방대하여 모두 나타내지 않았는데, 그 중 

각종 라디칼에 대한 소거능이 가장 높은 것들만 선별하여 

Fig. 1에 나타내었으며, 각 추출물과 양성대조군의 라디

칼 소거를 위한  EC50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Fig.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선정된 각 추출물들의 라디칼 소거 활

성은 모두 농도 증가에 따라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산폐기물인 미더덕껍질 용매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고혈압 활성

Extract or Control
(Polarity)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C50 mg/ml)

Metal chelation 
activity 

(EC50 mg/ml)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C50 mg/ml)

SOD-like activity 
(EC50 mg/ml)

Hot water (10.2) 0.733 38.890 15.280 31.165

Autoclaved water (10.2) 1.356 36.730 0.491 36.746

Methanol (5.1) 21.373 27.600 2.135 22.206

Acetone (5.1) 5.705 17.592 1.409 0

Ethyl acetate (4.4) 1.444 32.324 3.852 34.208

Ethanol (4.3) 2.270 23.010 12.107 0

Chloroform (4.1) 31.060 2.696 8.196 0

n-Butanol (3.9) 6.070 52.820 1.481 19.116

n-Hexane (0.1) 44.509 36.250 11.456 0

Catechin 0.012 - 0.1582 -

EDTA 0.054 -

Ascorbic acid 0.706

Table 1. Effective concentration (EC50) of Styela clava tunic extracts on antioxidant activities

미더덕껍질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열수 추출물의 EC50이 0.733 
mg/ml로 가장 낮았고, 고압열수 추출물 1.356 mg/ml, 
ethyl acetate 추출물 1.444 mg/ml, ethanol 추출물 

2.270 mg/ml의 순서로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

타내었다(Table 1). 양성대조군인 catechin의 EC50은 
0.012 mg/ml로 나타났다. 체내에 축적된 금속이온과 결

합하여 체외로 배출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

여 미더덕껍질 추출물의 metal chelation 활성을 조사한 

결과, 모든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을 증가시킴

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미더덕껍질 추출물은 비교적 

높은 EC50을 나타내어 metal chelation 활성이 낮은 것

으로 판단되지만 chloroform 추출물의 경우, 2.696 
mg/ml의 비교적 낮은 EC50을 나타내었다(Table 1). 양
성대조군인 EDTA의 EC50 값은 0.054 mg/ml로 나타났

다. 용매별 추출물들의 NO 라디칼 소거능 역시 모두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소거 활성이 증가하였고, 고압열수 

추출물의 EC50이 0.491 mg/ml로 가장 효과적인 소거 활

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가장 낮은 소거 활성을 보인 열수 

추출물의 EC50도 15.280 mg/ml로 나타나 다른 라디칼 소

거능에 비해 NO 라디칼 소거능이 전체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Table 1). 양성대조군 catechin의 EC50은 0.158 
mg/ml로 나타났다. 한편, ethanol, acetone, chloroform, 
n-hexane 추출물은 SOD 유사 활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

았으나 나머지 용매 추출물들은 활성을 나타내었다(Table 
1). 즉 미더덕껍질 추출물의 SOD 유사 활성은 n-butanol 
추출물의 EC50이 19.116 mg/ml로 가장 낮았다. 양성대조

군인 ascorbic acid의 EC50 값은 0.706 mg/ml로 나타났

다. 모든 미더덕껍질 용매추출물은 환원력을 나타내었다

(Table 1). 환원력은 다른 항산화 활성과 달리 흡광도 값 

자체가 환원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Oyaizu, 1986). 100 
mg/ml의 농도에서 n-hexane 추출물이 1.897, 열수 추출

물이 1.677로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었으며, n-butanol이 

0.517로 가장 낮은 환원력을 나타내었다(Fig. 2). 양성대

조구인 BHT는 200 mg/l 농도에서 1.360의 환원력을 나

타내었다. 
각 미더덕껍질 추출물과 항산화 활성 간의 관계가 정

확히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Diplock 
(1997)가 보고한 바와 같이 추출물 내에 존재하는 항산

화 물질의 종류와 그 농도가 다양하고, 또한 항산화 물질

의 종류에 따라 라디칼 소거 기작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미더덕은 채취시기에 따라 항산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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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ducing powers of Styela clava tunic extracts obtained by different solvents.

성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3월 및 4월에 

채취한 미더덕 육질과 껍질의 물 추출물(10 mg/ml)은 

각각 76.78% 및 53.02%, 9.01% 및 22.43%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다(Jung 등, 2006). 또한, 
미더덕 육질의 아세톤 추출물(10 mg/ml)의 환원력은 

1.224였으며(Jung 등, 2008), 동결건조 미더덕 육질은 

메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었다(Kim 
등, 2006). 이들 보고들은 EC50에 대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아 본 연구 결과와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미
더덕에는 astaxanthin을 포함한 carotenoid 물질이 포함

되어 있으며, 이들은 강한 라디칼 소거능을 보인다고 알

려져 있다(El-Agamey 등, 2004). 따라서 carotenoid 계
열의 물질이 주요한 항산화 물질이라고 판단되지만 기타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3.2. 미더덕껍질 추출물의 항고혈압 활성

Renin-angiotensin system에서 ACE는 혈압을 조절하

는 중요한 효소이며, 10개의 펩티드로 구성된 angiotensin
이 renin에 의해 분해되면 ACE가 C-terminal에 존재

하는 디펩티드(His-Leu)를 잘라내어 강한 혈관 수축물

질인 angiotensin 로 전환시킴과 동시에 혈관 확장에 

관여하는 bradykinin도 분해함으로써 혈압 상승에 기여

한다(Cha 등, 2006). 따라서 ACE를 저해하는 것이 고혈

압을 방지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미더덕

껍질 추출물의 항고혈압 활성을 ACE 저해능을 조사함

으로써 확인하였다(Fig. 1, Table 2). 미더덕껍질 추출물

의 ACE 저해능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용매 추출물 중 가장 높은 ACE 저해능을 보

인 것은 n-butanol 추출물로서, IC50이 0.149 mg/ml이
었다. 이것은 n-butanol 추출물이 양성대조군인 captopril 
(IC50 = 0.214 mg/ml)보다 더 낮은 농도에서 ACE를 효

과적으로 저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cetone 추출물도 

IC50이 0.989 mg/ml로 나타나 ACE 저해능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으며, 열수 추출물은 2.144 mg/ml, ethanol 
추출물은 2.209 mg/ml, chloroform 추출물은 2.142 

Table 2. Inhibitory concentration (IC50) of Styela clava tunic 
extracts on antihypertensive activity

Extract or Control ACE inhibition activity 
(IC50 mg/ml)

Hot water 2.144

Autoclaved water 4.578

Ethanol 2.209

Methanol 6.245

Acetone 0.989

Ethyl acetate 9.946

Chloroform 2.142

n-Butanol 0.149

n-Hexane 8.037

Captopril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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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l의 IC50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채취시기에 따른 

미더덕 추출물의 항고혈압 활성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11월과 3월에 채취한  미더덕 육질의 

물 추출물은 10 mg/ml의 농도에서 각각 63.38% (Park 
등, 2011), 65.22%의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4월에 

채취한 미더덕 껍질의 물 추출물은 45.77%의 ACE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Lee 등, 2010). 한편, 다양한 녹조류 

추출물은 ACE 저해 활성을 보유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데, 잇바디괭생이 모자반, 말미역, 바위주름, 넓패, 
톳, 다시마의 열수 추출물들은 높은 ACE 저해활성을 가

지고 있으며, IC50은 각각 0.0200, 0.1576, 0.1226, 
0.1377, 0.0285, 0.1059 mg/ml로 보고되어 있다(Cha 등, 
2006). 또한 몽골의 전통발효유제품인 Aaruul과 Eezgii
는 각각 2.59 5.30 mg/ml 및 4.82 28.04 mg/ml의 

IC50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Bayarsaikhan 등, 
2011).

4. 결론

해마다 미더덕의 소비가 증가하는 가운데 미더덕의 

정미성분이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있으나, 
폐기물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미더덕껍질에 관한 연구

는 근래에 들어서야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미더덕껍질을 각종 극성이 다른 용매로 추출한 

후, 유용한 생리활성을 탐색하여 미더덕껍질의 재활용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미더덕껍질 

용매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 NO 라디칼 소거능, 
그리고 환원력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추출

물은 농도의존적으로 라디칼을 소거하였다. 용매추출물

들 간의 활성 차이는 있었으나 어느 한 추출물이 특별히 

우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열수 추출물이 

다양한 항산화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활성 또한 

높았다. 또한 모든 미더덕껍질 추출물은 항고혈압 활성

을 나타내었으며, 농도의존적으로 ACE를 저해하였다. 
ACE 저해 활성에 대한 IC50은 n-butanol 추출물이 

0.149 mg/ml, acetone 추출물이 0.989 mg/ml, 열수 추

출물이 2.144 mg/ml로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미더덕껍질 추출물은 합성 항산화제와 항고혈압제를 대

체할 천연 항산화, 항고혈압제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있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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