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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for the efficient use of the byproduct of the omija (Schizandra chinensis Baillon: SC) proc-
essing industry, the ethanol extracts of the fruit (F), seed (S), and pomace (P) of SC were prepared, 
and their useful bioactivities were evaluated. For F-SC, S-SC, and P-SC, the extraction yields were 
28.3%, 22.1%, and 7.2%, respectively, and the polyphenol contents were 8.81, 37.22, and 9.20 mg/g, 
respectively. The total flavonoid content in P-SC (4.31 mg/g) was 3.5-fold higher than that in F-SC 
(0.76 mg/g). In an antioxidation activity assay, P-SC showed stronger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gainst DPPH anion, ABTS cation, and nitrite and stronger reducing power activities than the other 
extracts. The calculated concentration required for 50%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C50s, of P-SC for 
DPPH anion, ABTS cation, and nitrite was 226.2, 192.5, and 92.5 μg/ml, respectively. In an anti-
microbial activity assay, F-SC, S-SC, and P-SC showed similarly strong growth inhibitions against 
Bacillus subtilis and P. vulgaris at a concentration of 0.5 mg/disc. F-SC and P-SC showed 15-fold ex-
tended time in thrombin, prothrombin, and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ssays at a concen-
tration of 5 mg/ml. The anticoagulation activity of P-SC (2.5 mg/ml) was comparable to that of aspir-
in (1.5 mg/ml). Furthermore, F-SC and S-SC showed very good platelet aggregation inhibitory 
activities. F-SC, S-SC, and P-SC did not show significant hemolysis against human red blood cell up 
to a concentration of 0.5 mg/ml. These results suggest that S-SC and P-SC, both of which are by-
products of the omija processing industry, show strong potential as novel antioxidant, antimicrobial, 
and antithrombosis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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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미자(Schizandra chinensis Baillon)는 목련과의 넝쿨성 식

물인 오미자 나무의 열매로서, 지름 약 1cm의 짙은 붉은 빛깔

의 공 모양이며, 속에는 붉은 즙과 불그스레한 갈색 종자가 

1~2개 들어 있다. 한국에서는 10월 이후 서리가 내린 후에 수

확하며, 열매는 단맛, 신맛, 쓴맛, 매운맛, 짠맛의 5가지 다양한 

맛을 나타내면서 약리작용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식용 및 약용

으로 이용되고 있다[23]. 오미자는 주로 열매를 착즙하여 음료

로 제조하거나, 또는 열풍 건조하여 건조열매로 판매된다. 민

간에서는 건조 열매를 우려내어 음료로 마시거나 다양한 식용 

약용작물과 함께 끓여 차 또는 술을 만드는데 사용하기도 하

며, 화채나 녹말편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11, 28]. 최근에는 오

미자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오미

자 추출액을 첨가한 식빵[28], 정과, 두부, 고추장, 요구르트 

및 오미자 첨가 발효주[23], 오미자 첨가 물김치[19] 등이 보고

되어 있다. 그러나 가공부산물로 다량 발생하는 오미자 씨와 

착즙 후의 박은 특이한 용도 없이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실정

이다. 

한편, 오미자에 대한 성분 및 효능 연구 역시, 주로 열매에 

집중되어 있다. 오미자 열매에 대한 주요 성분 연구로는, 오미

자 유래 리그난 성분 분석[9], 불용성 페놀산 및 정유 분석[11], 

오미자 과실의 기름성분의 분포[16], 오미자의 건조와 저장에 

관한 연구[18], 과육의 추출조건의 최적화[3, 23] 등이 보고되

어 있으며, 오미자 과육의 유용성분으로 schizandrin, schizan-

drol, schizantherin, isoschizandrin, gomisin, angeloylgomi-

sin, epigomisin, benzoylgomisin, tigloylgomisin, deoxy-

gomisin, pregomisin 등의 lignans [7, 9, 27, 32], 다양한 정유 

및 anthocyanin 색소[11, 15, 24]가 알려져 있다. 오미자 열매의 

유용생리활성으로는, 조골세포 분화촉진 활성[3], 항당뇨 및 

고혈압 억제효과[5, 13], 항산화 활성[7, 12, 24], 항세균 활성[8], 

항염증 활성[10], 돌연변이 억제활성[12], 혈소판 응집저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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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16], 혈전 용해활성[20] 및 암세포 성장억제활성[26, 27, 36] 

등이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민간에서는 오미자를 강장제로 

사용하며, 한방에서는 폐 기능을 강하게 하는 정천, 진해 거담

제 및 피를 맑게 하는 청혈 및 보신제로 사용하고 있다

한편 오미자 씨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상대적으로 제한

적이며, 현재까지 오미자 씨 추출물의 항균, 항산화 활성[14], 

알코올 무독화 효소 활성화[23], 오미자 씨 오일의 항산화 활성

[35], 로스팅 조건에 따른 오미자 씨 오일의 품질특성[21] 등이 

알려져 있다. 또한 오미자 씨 주정 추출물의 단회독성 평가 

결과 5 g/kg 경구투여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보고[30]

와 오미자 씨 오일이 주로 palmitic acid 및 oleic acid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들 오일은 화장품 소재로 적합하다는 연구결과

도 보고[35]되어 있으나, 오미자 열매와의 비교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현재까지 오미자 착즙 후의 박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미자 열매와 가공 부산물인 오미

자 씨 및 착즙 후 박으로부터 ethanol 추출물을 제조하고, 이들

의 유용성분 분석 및 항산화, 항균, 항혈전 및 인간 적혈구 

용혈활성을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오미자 가공산업의 부

산물인 오미자 씨 및 착즙 후 박의 새로운 생물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의 오미자 열매, 씨 및 착즙 후 박 시료는 경북 문경

의 오미자 가공회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오미자 열매

는 시판 건조 오미자(수분함량 8.6±0.3%)를 구입하여 사용하

였으며, 착즙 후 박(수분함량 60.5±3.3%)은 오미자를 착즙 직

후 4℃의 냉장조건에서 실험실로 옮겨 사용하였다. 착즙 후 

회수된 오미자 씨는 흐르는 물에 과육 잔류물을 수작업으로 

제거한 후 수분을 제거하고 분쇄기로 12 mesh 이하로 파쇄하

여 사용하였다. 오미자 시료의 에탄올 추출물 제조를 위해서

는, 열매, 씨 및 착즙 후 박에 대해 각각 10배의 95% ethanol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Ltd., Korea)을 가한 후 

상온에서 24시간, 3회 반복 추출하였으며, 추출액은 filter pa-

per (Whatsman No. 2)로 거른 후 감압 농축(Eyela Rotary 

evaporator N-1000, Tokyo Rikakikai Co., Ltd. Japan)하여 분

말로 조제하였다. 조제된 추출물들은 DMSO (Dimethylsulf-

oxide)에 적당한 농도로 녹여, 성분분석, 항산화, 항균, 혈액응

고 저해, 혈소판 응집저해 및 적혈구 용혈활성 평가에 사용하

였다. 실험에 사용한 오미자 시료는 안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에서 보관하고 있다(voucher specimen 2014-SC-1~3). 

항산화 활성 

조제된 오미자 열매, 씨 및 착즙 후의 박의 ethanol 추출물

들의 항산화 활성은 기존의 보고[1, 17]한 DPPH (1,1-diphe-

nyl-2-picryl hydrazyl) 음이온 소거능, ABTS [2,2-azobis(3- 

ethylbenzothiazoline-6- sulfonate)] 양이온 소거능, nitrite 소

거능 및 환원력 측정으로 평가하였으며, 최종 항산화 활성의 

비교는 RC50 (표준조건에서 활성 radical을 50% 제거하는 데 

소요되는 시료의 양)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활성 대조구로는 

vitamin C (Sigma Co.)를, 용매 대조구로는 DMSO를 사용하

였다. DPPH 음이온 소거능의 경우, 다양한 농도로 희석한 시

료 20 μl에 99.5% ethanol에 용해시킨 2×10-4 M DPPH용액 

380 μl를 넣고 혼합하여 37℃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516 

nm에서 microplate reader (Asys Hitech, Expert96, Asys Co., 

Austria)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7]. ABTS 양이온 

소거능 측정의 경우, 7 mM ABTS (Sigma Co.) 5 ml와 140 

mM potassium persulfate 88 ml를 섞은 후 상온에서 16시간 

빛을 차단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켰으며, 이후 이 용액을 

414 nm에서 흡광도 값이 1.5가 되도록 ethanol로 희석하였다. 

조제된 희석용액 190 μl와 시료 10 μl를 혼합한 후 상온에서 

6분간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7]. 

Nitrite 소거능의 경우, 아질산염 용액(1 mM)에 시료용액을 

가하고 여기에 0.1 N HCl을 가해 pH 1.2로 조정한 후, 37℃에

서 1시간 반응시킨 후 Griess reagent (Sigma Co., USA)를 가

하고 혼합하였다. 이후 15분간 실온에서 방치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잔존 nitrite 양을 측정하였다[17]. 환원력 

평가를 위해서는 ethanol에 용해한 시료 2.5 ml에 0.2 M so-

dium phosphate buffer (pH 6.6) 2.5 ml와 10% potassium fer-

ricyanide 2.5 ml를 첨가하고 50℃에서 20 분간 반응시킨 후, 

10% trichloroacetic acid 2.5 ml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료하고 

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회수하였다. 회

수한 상등액은 증류수로 2배 희석한 후, 신선하게 조제된 0.1% 

ferric chloride 용액과 5:1(v/v) 비율로 혼합하고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17].

항균 활성 

조제된 오미자 열매, 씨 및 착즙 후의 박의 ethanol 추출물

들의 항균 활성은 기존의 보고[1]된 방법과 동일하게 disc-dif-

fusion법으로 평가하였다. 그람 양성세균으로는 Staphylococcus 

aureus KCTC 1916, Staphylococcus epidermidis ATCC 12228, 

Listeria monocytogenes KACC 10550, Bacillus subtilis KCTC 

1924를, 그람 음성세균으로 Escherichia coli KCTC 1682, 

Pseudomonas aeruginosa KACC 10186, Proteus vulgaris KCTC 

2433, Salmonella Typhimurium KCTC 1926, 진균으로는 

Candida albicans KCTC 1940 및 Saccharomyces cerevisiae IF0 

0233를 사용하였으며, 항세균 활성의 경우 Nutrient agar 

(Difco Co., USA) 배지를, 항진균 활성의 경우 Sabouraud dex-

trose (Difco Co. USA) 배지를 이용하였다. 각각의 조제된 배

지(90×15 mm, Green Cross Co., Ltd. Korea)에 실험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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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600 0.1)를 100 μl 도말하고, 이후 각각의 시료 5 μl를 멸균 

disc-paper (지름 6.5 mm, Whatsman No.2)에 가하여 37℃ 및 

30℃에서 24시간 동안 배양 후, 생육저지환의 크기를 측정하

여 항균활성을 평가하였다[1]. 대조구로는 항세균제인 ampi-

cillin과 항진균제인 miconazole (Sigma Co., St. Louis, MO, 

USA)을 각각 1 μg/disc 농도로 사용하였으며, 생육저지환의 

크기는 생육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의 지름을 mm 단위로 측정

하였고, 3회 이상 평가 후 대표 결과로 나타내었다. 

액응고 해활성 

조제된 오미자 열매, 씨 및 착즙 후의 박의 ethanol 추출물

들의 혈액응고 저해 활성은 기존의 보고한 thrombin time 

(TT), prothrombin time (PT) 및 activated partial thrombo-

plastin time (aPTT) 을 측정하여 평가하였다[17]. 혈장은 시판 

control plasma (MD Pacific Technology Co., Ltd, Huayuan 

Industrial Area, China), PT reagent와 aPTT reagent는 MD 

Pacific Hemostasis (MD Pacific Technology Co., Ltd, 

Huayuan Industrial Area, China)의 분석시약을, 기타 시약은 

시약급 이상으로 Sigma Co. (St. Louis, MO, USA)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혈액응고활성은 3회 반복 측정

하였으며, thrombin, prothrombin, 혈액응고인자 저해활성은 

시료 첨가시의 TT, PT 및 aPTT의 평균값을 용매 대조구인 

DMSO첨가시의 TT, PT및 aPTT 평균값의 비로 각각 나타내었

다[17]. 이때 시료 대조군으로는 aspirin (Sigma Co., St. Louis, 

MO, USA)을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하였

다.

소  응집 해 활성 

조제된 오미자 열매, 씨 및 착즙 후의 박의 ethanol 추출물

들의 혈소판 응집저해 활성은 기존에 보고한 방법과 동일하

게, Whole Blood Aggregometer (Chrono-log, PA, U.S.A)를 

이용한 impedance법[33]으로 평가하였다. 먼저 10 mM CaCl2 

50 μl, suspending buffer 147.5 μl, 오미자 추출물 시료 5 μl 

가 포함된 반응 cuvette에 50 μl의 혈소판(5×108 cells/ml)을 

넣은 후 3분 동안 37℃로 가온 후 응집유도제로 collagen (1 

mg/ml)을 2.5 μl를 넣고 혈소판 응집을 측정하였다. 응집반응

은 collagen 첨가 후 12분간 측정하였으며, amplitude, slope, 

area under curve (AUC)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이때, ampli-

tude (ohm)는 혈소판에 응집유도제를 첨가하였을 때 일어나

는 최대 응집정도를 나타내며, slope 는 응집유도제를 첨가한 

직후부터 1분 동안의 응집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며, AUC는 

전체적인 혈소판 응집 정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전기저항 증가

에 따른 slope 곡선의 하강면적을 의미한다. 최종 혈소판 응집 

저해도(DPAI: Degree of Platelet Aggregation Inhibition)는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16]. 

DPAI (%) = [(A-B)/A] ×100. 

A: 용매 대조구 DMSO처리시의 AUC, B: 시료 처리시 AUC 

인간 구 용  활성 평가

조제된 오미자 열매, 씨 및 착즙 후의 박의 ethanol 추출물

들의 인간 적혈구 용혈 활성은, 기존의 보고한 방법[17]과 동일

하게 평가하였다. 먼저 PBS로 3회 수세한 인간 적혈구(4%) 

100 μl를 96-well microplate에 가하고 다양한 농도의 시료용

액 100 μl를 가한 다음 37℃에서 30분간 반응시켰으며, 이후, 

반응액을 10분간 원심분리(1,500 rpm)하여 상등액 100 μl를 

새로운 microtiter plate로 옮긴 후 용혈에 따른 헤모글로빈 

유출 정도를 414 nm에서 측정하였다. 시료의 용매 대조구로는 

DMSO (2%)를 사용하였으며, 활성 대조구로는 triton X-100을 

사용하였다. 용혈활성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Hemolysis = [(S–C)/(T–C)] ×100.

S: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C: DMSO 첨가구의 흡광도, T: 

Triton X-100첨가구의 흡광도.

기타 분석 

총 폴리페놀 (total polyphenol) 및 총 플라보노이드 (total 

flavonoid) 함량은 기존의 보고된 방법[31]에 따라 측정하였으

며, 각각 rutin과 tannic acid를 표준시약으로 사용하였다. 총

당 정량의 경우에는 phenol-sulfuric acid법을, 환원당 정량의 

경우에는 DNS 변법을 이용하였다[34]. 각각의 분석결과는 3

회 반복한 실험의 평균과 편차로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실험 결과는 SPSS 24.0 버전을 사용하여 mean±SD로 나타

내었으며, 각 군간의 차이는 ANOVA로 분석하였으며, Dun-

can 다중비교 검증법으로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조사하였다.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결과  고찰

오미자 열매, 씨  착즙 후 박의 ethanol 추출 수율  추

출물의 총 폴리페놀, 총 라보노이드, 총당  환원당 분석 

상업적 시설에서 오미자를 착즙하는 경우, 신선 열매 100 

kg으로부터 약 20 kg의 과즙, 30~35 kg의 씨와 45 kg의 착즙 

후 박(pomace)을 회수하게 된다. 과즙은 살균 후 음료로 주로 

이용되나, 씨와 박은 특별한 용도 없이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

다. 따라서, 오미자 열매와 가공부산물인 씨 및 착즙 후 박의 

유용생리활성 평가를 위해 에탄올 추출물을 조제하였다. 열

매, 씨 및 박의 추출 수율은 각각 28.3, 22.1 및 7.2%로 나타났다

(Table 1). 권 등은 오미자 열매의 ethanol 추출 수율을 33.9%로 

보고[20]하여 본 연구보다 약 5.6% 높은 수율을 보고한 바, 

이는 오미자 시료의 차이와 70% ethanol을 추출용매로 사용한 

차이로 이해된다. 한편 오미자 씨의 경우, 기존의 볶음 처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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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ields of the ethanol extracts of Schizandra chinensis Baillon fruit, seed and pomace and their components analysis

Samples
Extraction

yield (%)

Content (mg/g)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Total sugar Reducing sugar

Fruit 

Seed

Pomace

28.27

22.1 

7.2

 8.81±0.01
a

37.22±0.65
b

 9.20±0.15
a

0.76±0.05
a

1.25±0.13
b

4.31±0.18
c

233.34±1.22
a

 41.53±0.14
b

153.24±8.95
c

143.32±2.35
a

 39.68±1.81
b

124.94±2.15
c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2.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gainst DPPH anion, ABTS anion, nitrite and reducing power of the ethanol extracts of Schizandra 

chinensis Baillon fruit juice, seed and pomace 

Samples/Chemicals
Antioxidant activity (%)

DPPH SA
1)

ABTS SA
1)

Nitrite SA1) Reducing power

Fruit 

Seed 

Pomace 

Vitamin C 

21.03±1.73
a

38.92±5.15
b
 

74.19±4.41
c

81.98±1.55
d

29.65±1.48
a

66.16±1.38
b
 

76.50±3.08
c
 

89.14±0.01
d

31.39±2.24
a

66.13±0.98
b

70.05±1.30
c

83.79±0.56
d

0.121±0.001
a

0.275±0.012
b

0.442±0.011
c

1.791±0.001
d

1)
SA: scavenging activity. The concentrations of samples used for DPPH, ABTS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y assay and reducing 

power assay were 500 μg/ml, 500 μg/ml, 200 μg/ml and 500 μg/ml, respectively. The concentration of vitamin C used for assay 

was 50 μg/ml.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의 n-hexane 추출 수율은 23.9~26.3%로 알려져 있으며, 압착 

추출의 경우 32~38%로, 용매추출보다 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21].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볶음 전처리 없이 약 

22.1%의 수율을 나타내어 기존 보고된 n-hexane 추출 수율보

다 1.8~4.2% 낮은 수율을 나타내었다. 한편 박의 경우 추출 수율

이 열매에 비해 약 1/4정도(7.2% 추출 수율)로 낮게 나타났다. 

조제된 오미자 열매, 씨 및 착즙 후의 박의 ethanol 추출물

들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각각 8.81, 37.22 및 9.20 

mg/g함량을 보였다(Table 1). 오미자 열매 추출물의 경우 기

존 보고[20]인 6.96 mg/g 보다 약간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오미자 씨 추출물의 경우 오미자 열매보다 4.2배 높은 함량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탈산, 탈검 등을 거친 정제된 포도씨유 

및 카놀라씨유가 각각 7.5 mg/g, 5.9 mg/g을 나타냄[21]을 

고려한다면, 오미자씨 추출물은 매우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또한 박의 경우에도 오미자 열매와 유사한 

함량의 폴리페놀을 확인하였다. 한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결과 박(4.31 mg/g)>씨(1.25 mg/g)>열매(0.76 mg/g) 추

출물 순으로 나타났으며, 착즙 후 박이 열매 추출물보다 약 

5.6배 높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내었다. 총당 및 환원당

의 경우 열매>박>씨 추출물 순으로 나타나, 씨 추출물은 상대

적으로 당 성분이 적음을 알 수 있었다. 

오미자 열매, 씨, 착즙 후 박의 ethanol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조제된 오미자 추출물 시료들의 항산화 활성 평가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먼저 DPPH 음이온 소거능을 0.5 mg/ 

ml 농도에서 평가한 결과 예상과는 달리 박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74%의 소거능을 나타내었으며, 씨 추출물, 열매 추출물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ABTS 양이온 소거능 및 nitrite 소거능 

평가에서도 박>씨>열매 추출물 순으로 우수한 항산화능을 나

타내었다. 환원력 평가 결과 역시, 가장 강력한 활성은 박 추출

물에서 확인되었으며, 박>씨 >열매 추출물 순의 활성을 보였

다. 

다양한 농도의 오미자 추출물 시료의 항산화력을 측정하여 

RC50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 박 추출물의 DPPH 양이온, 

ABTS 음이온 및 nitrite 소거능에 대한 RC50는 각각 226.2, 

192.5 및 92.5 μg/ml 로 확인되었다(Table 3). 이는 vitamin 

C의 DPPH 양이온, ABTS 음이온 및 nitrite 소거능에 대한 

RC50가 각각 9.6, 4.9 및 15.3 μg/ml 임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약한 항산화능이지만, 열매 및 씨 추출물에 비해서는 우수한 

항산화능을 나타냄을 의미한다. 또한 씨 추출물의 경우, DPPH 

양이온, ABTS 음이온 및 nitrite 소거능에 대한 RC50가 각각 

611.0, 225.7 및 117.6 μg/ml 로 계산되어, DPPH 소거능에 대

한 RC50값인 630.1 μg/ml (가시오가피), 540.2 μg/ml  (백부

자), 700 μg/ml (산수유) 및 800 μg/ml (삼지구엽초) 와 유사하

거나 우수한 항산화력을 알 수 있었다[12]. 이러한 결과는 폐기

되고 있는 오미자 씨 및 착즙 후 박의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이용한 식의약품 소재 개발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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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RC50s) of the ethanol ex-

tracts of Schizandra chinensis Baillon fruit, seed and po-

mace

Samples/

Chemical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RC50 (μg/ml)1)

DPPH ABTS Nitrite

Fruit

Seed

Pomace

Vitamin C

1,188.6

611.0

226.2

9.6

229.0

225.7

192.5

4.9

159.3

117.6

92.5

15.3
1)RC50: The concentration required to scavenge 50% of particular 

radical under the standard conditions. 

Table 4. Antimicrobial activities of the ethanol extracts of Schizandra chinensis Baillon fruit, seed and pomace against pathogenic 

and food-spoilage bacteria and fungi 

Samples/

Chemicals

Growth inhibition zone (mm)

Gram positive bacteria Gram negative bacteria Fungi

SA
1)

SE LM BS EC PA PV ST CA SC

Fruit

Seed

Pomace

Ampicillin

Miconazole

8.0

-

-

26.0

-

-
2)

-

-

22.5

-

-

-

-

16.0

-

12.0

8.5

10.5

28.0

-

-

-

-

12.5

-

-

-

-

18.0

-

8.5

10.0

19.0

30.0

-

-

-

-

22.5

-

9.0

-

-

-

20.5

-

-

-

-

24.5

1)SA: Staphylococcus aureus, SE: Staphylococcus epidermidis, LM: Listeria monocytogenes, BS: Bacillus subtilis, EC: Escherichia coli, PA: 

Pseudomonas aeruginosa, PV: Proteus vulgaris, ST: Salmonella typhimurium, CA: Candida albicans, SC: Saccharomyces cerevisiae, 2)-: No 

inhibition. 

The concentrations of the extract and antibiotics chemicals used were 500 μg/disc and 1 μg/disc, respectively. The growth inhibition 

zone expressed was included size of disc-paper (6.5 mm of diameter). The data represent a classical result of three independent 

determinations.

오미자 열매, 씨, 착즙 후 박의 ethanol 추출물의 항균 활성 

조제된 오미자 추출물 시료들의 항세균 및 항진균 활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먼저 대조구

로 사용된 ampicillin과 miconazole은 각각 광범위하면서도 

강력한 항세균 및 항진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오미자 열매, 

씨 및 박 추출물은 0.5 mg/disc 농도에서 B subtilis 및P. vulga-

ris 균에 대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열매 추출물은 특히 

S. aureus 및 C. albicans에 대해서도 생육억제 활성을 나타내었

다. 특히 오미자 박 추출물은 P. vulgaris에 대해 열매 및 씨 

추출물보다 강력한 항균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오미자 박 

및 씨의 경우 오미자 열매와 유사한 항균 스펙트럼을 가질 

것으로 추측된다. 기존의 오미자의 항균력 보고의 경우, 열매 

에탄올 추출물은 10 mg/ml 이상의 농도에서 L. monocytogenes 

및 S. aureus에 대해 항균 활성이 나타나며, 그람 음성균인 S. 

typhumurium 및 E. coli에 대해서는 30 mg/ml 농도까지 항균 

활성이 나타나지 않는다[20]는 보고가 있으며, 씨 에탄올 추출

물이 그람양성균인 Lactobacillus plantarum, B subtilis, S. aureus 

및 그람 음성균인 S. typhumurium, E. coli 및 진균인 Penicillium 

citrinum 에 대해 9.7~12.6 mm의 생육억제환을 나타내며, 특히 

B subtilis에 대한 가장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있다[14]. 본 연구결과와 기존 보고를 고려한다면, 항균력 측정 

방법과 사용균주, 사용농도의 차이로 정확한 비교는 어려우

나, 오미자 가공부산물을 이용하여 다양한 식중독 및 병원성 

세균에 대한 항균제 개발도 가능하리라 예상된다.  

오미자 열매, 씨, 착즙 후 박의 ethanol 추출물의 항  

활성  구 용 활성

조제된 오미자 추출물 시료들의 항혈전 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5 mg/ml 농도의 시료를 이용하여 혈액응고 저해활성을 

평가하였다. 먼저 대조구로 사용된 aspirin의 경우 5 mg/ml 

농도에서 TT, PT 및 aPTT를 모두 무첨가구에 비해 15배 이상 

연장시켰으며, 1.5 mg/ml농도에서도 TT, PT 및 aPTT를 각각 

2배, 1.7배, 1.4배 연장시켜 혈액응고를 효율적으로 저해함을 

확인하였다(Table 5). 한편 오미자 열매 추출물과 박 추출물은 

5 mg/ml 농도에서 TT, PT 및 aPTT를 모두 무첨가구에 비해 

15배 이상 연장시켰다. 열매 추출물의 경우 2.5 mg/ml 농도에

서도 TT, PT 및 aPTT를 무첨가구에 비해 15배 이상 연장시킨 

반면, 오미자 박 추출물은 2.5 mg/ml 농도에서 TT, PT 및 

aPTT를 각각 2.2배, 1.3배 및 1.4배 연장시켜 aspirin 1.5 mg/ 

ml와 유사한 혈액응고 저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오미자 박 

추출물은 기존의 혈액응고저해 활성이 우수하다고 보고된 마

가목 줄기보다 우수한 혈액 응고저해 활성[17]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씨 추출물은 5mg/ml 농도에서 aPTT를 1.5배 연장

시켜 혈액응고인자 저해활성은 인정되었으나, 혈전 생성 관련

효소인 thrombin, prothrombin의 저해활성은 나타나지 않았

다. 

한편 조제된 오미자 추출물 시료들의 항혈전 활성을 평가하

기 위해 0.25 mg/ml 농도의 시료를 이용하여 인간 혈소판 응

집저해능을 평가하였다. Aspirin은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판 

응집을 저해하였으며, 0.25 mg/ml농도에서 17%의 응집저해 

및 0.5 mg/ml 농도에서 62.4%의 응집저해를 나타내었다(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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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ti-coagulation activities of the ethanol extracts of Schizandra chinensis Baillon fruit, seed and pomace

Samples/Chemicals Conc. (mg/ml)
Anti-coagulation activity1)

TT PT aPTT

DMSO - 1.0±0.1a 1.0±0.0a 1.0±0.0a

Aspirin
5.0

1.5

>15.0
d

2.0±.1b

>15.0
e

1.7±0.1d

>15.0
c

1.4±0.0b

Fruit

5.0

2.5

1.25

>15.0
d

>15.0
d

1.3±0.1
ab

>15.0
e

>15.0
e

1.4±0.1
c

>15.0
c

>15.0
c

>15.0
c

Seed 5.0 1.1±0.0 a 1.0±0.0a 1.5±0.1b

Pomace

5.0

2.5

1.25

>15.0
d

2.2±0.2
c

1.2±0.1
ab

>15.0
e

1.3±0.0
b

1.0±0.1
a

>15.0
c

1.4±0.1
b

1.1±0.1
a

1)
Anti-coagulation activity is calculated on the clotting time of sample divided by the clotting time of solvent control in blood 

coagulation assay.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determinations. The thrombin time (TT), prothrombin time (PT) 

and activated partial thromboplastin time (aPTT) of solvent control (dimethylsulfoximide) were 31.1 sec, 19.7 sec, 42.7 sec, 

respectively.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within a column differ sig-

nificantly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6. Platelet aggregation inhibitory activities of the ethanol extracts of Schizandra chinensis Baillon fruit, seed and pomace

Chemicals/

Samples
Conc. (mg/ml) Amplitude (Ω) Slope (Ω/min) Lag time (sec) Area under curve DPAI

1) (%)

DMSO -
17

17

3

3

31

36

123.6

123.4

-0.1

0.1

Aspirin 
0.5

0.25

8

16

1

2

40

25

46.4

102.5

62.43

17.00

Fruit

Seed

Pomace

0.25

0.25

0.25

4

7

26

1

2

6

74

16

8

31.3

64.3

243.9

74.66

47.93

-97.49

1)DPAI: Degree of Platelet Aggregation Inhibition. Data are presented as a representative result relative of independent three 

determinations. Amplitude is expressed as ohms by maximum extent of platelet aggregation, and slope (rate of reaction) is de-

termined by drawing a tangent through the steepest part of curve. Area under curve is a calculated area in descent drawing 

during platelet aggregation. 

Table 7. Hemolysis activities of the ethanol extracts of Schizandra 

chinensis Baillon fruit, seed and pomace against human 

red blood cell

Samples (mg/ml) Hemolysis (%)

Fruit (0.5)

Seed (0.5)

Pomace (0.5)

Triton X-100 (1.0)

Amphotericin B (0.05)

0.0±0.4

13.6±0.5

-2.5±0.7

100±0.5

97.3±1.6

6). 오미자 열매 추출물(0.25 mg/ml)은74.6%의 응집저해를 나

타내어 aspirin 보다 강력한 응집저해를 나타내었다. 이는, 오

미자 열매 methanol 추출물이 1 mg/ml 농도에서 rabbit 혈소

판 응집을 65.7% 저해한다는 기존의 보고[16]와 유사한 결과

이다. 한편 오미자 박 추출물은 응집저해가 전혀 나타나지 않

은 반면, 오미자 씨 추출물(0.25 mg/ml)은 47.9%의 응집저해

를 나타내어 동일농도의 aspirin 보다 우수한 혈소판 응집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상기 결과는 오미자 씨를 이용한 

신규의 항혈소판제 개발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조제된 오미자 추출물 시료들의 실제적인 식의약품 소재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인간 적혈구 용혈활성을 평가하

였다. 그 결과, 0.5 mg/ml 농도까지 열매 추출물 및 박 추출물

에서는 용혈활성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으며, 씨 추출물에서는 

13.6%의 용혈활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용혈활성이 문제

가 되고 있는 amphotericin이나, triton X-100과 비교시 매우 

미약한 활성이며, 오미자씨유 5g/kg 경구투여시 독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는 보고[30]를 고려한다면 특이 문제는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 오미자 가공

산업에서 발생하는 오미자 씨와 착즙 후의 박은 오미자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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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유사하거나 보다 우수한 항혈소판, 항균 및 항산화 활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오미자 가공부산물을 이

용한 고부가가치 식의약품, 화장품 소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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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오미자 열매, 씨, 착즙 후 박의 항산화, 항균  항  활성 평가

김미선
1
․성화정

1
․박종이

2
․손호용

1
*

(1안동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본 연구에서는 오미자 가공산업의 부산물 이용을 위해, 오미자 열매, 씨 및 착즙 후의 박의 에탄올 추출물을 

각각 조제하고, 이들의 유용생리활성을 평가하였다. 오미자 열매, 씨 및 박의 추출 수율은 각각 28.3, 22.1 및 7.2%

로 나타났으며, 추출물들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8.81, 37.22 및 9.20 mg/g로 나타났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결과 박(4.31 mg/g)>씨(1.25 mg/g)>열매(0.76 mg/g) 추출물 순으로 나타났다. 항산화 활성 평가 결과, 다양

한 radical (DPPH 음이온, ABTS 양이온 및 nitrite) 소거능 및 환원력 평가에서 박>씨>열매 추출물 순으로 항산화

능이 나타났으며, 오미자 박 추출물의 DPPH 양이온, ABTS 음이온 및 nitrite 소거능에 대한 RC50는 각각 226.2, 

192.5 및 92.5 μg/ml로 계산되었다. 항균 활성 평가 결과, 오미자 열매, 씨 및 박 추출물(0.5 mg/disc)은 B subtilis 

및 P. vulgaris 균에 대한 강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혈액응고저해 활성의 경우, 오미자 열매 및 박 추출물은 

5 mg/ml 농도에서 TT, PT 및 aPTT를 모두 무첨가구에 비해 15배 이상 연장시켰으며, 박 추출물(2.5 mg/ml)은 

aspirin (1.5 mg/ml)과 유사한 혈액응고 저해를 나타내었다. 혈소판응집 저해 활성 평가 결과, 열매 추출물과 씨 

추출물(0.25 mg/ml)은 동일농도의 aspirin 보다 우수한 혈소판 응집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상기의 오미자 시료

들은 0.5 mg/ml 농도까지 유의적인 용혈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는 오미자 가공산업에서 발생하는 

오미자 씨와 착즙 후의 박을 이용한 항산화, 항균, 항혈전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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