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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임계 추출 기술을 활용하여 느릅나무 가지 추출물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계 추출박의 자원 재활용에

한 검증을 하기 해서 임계 추출박의 주정추출물(USCFR)과 에틸아세테이트 용매분획물(USCFREA)의 항산화, 항알

러지, 총 페놀 정량 실험을 각각 수행 하 다. 항산화 활성은 양성 조군인 비타민C와 비교한 결과 DPPH 라디컬 소거능과

ABTS라디컬 소거능의 IC50값(ppm)이 비타민C는 7.42±0.09, 7.50±0.05, USCFR은 22.94±0.09, 6.43±0.10, USCFREA은

17.80±0.14, 5.34±0.06 으로 각각 확인되어 양성 조군과 비교하 을 때 매우 우수한 항산화 활성이 확인 되었다. 그리고

항알러지 활성 연구에서는 USCFR과 USCFREA 모두 농도 의존 으로 항알러지 활성이 확인이 되었고, 특히, USCFREA은

매우 은 농도에서도 강력한 항알러지 활성이 확인 되었다. 끝으로, 총 페놀 함량(ugEG, ugGA;ppm)에서 USCFR는

134.17±0.13, 132.02±0.24, USCFREA은 154.77±1.05, 153.18±1.10으로 각각 확인이 되어 기존의 임계 추출물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총 페놀 함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USCFR과 USCFREA은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기반으

로 한 만성 염증성 피부면역 질환 개선 치료 보조제 련 의약품 는 기능성 향장품 개발을 한 기 연구 자료가

될 것으로 기 된다.

주 어 : 느릅나무, 임계 추출박, 항산화, 항알러지, 폴리페놀

Abstract  Ulmus davidiana supercritical fluid residue EtOH extracts(USCFR) and ethyl acetate solvent fraction 

(USCFREA) of supercritical extraction foil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examine the recycling of supercritical 
extraction foil in the process of studying Ulmus davidiana branch supercritical extract. Experiments were performed 
for the determination of total phenol content. The IC50 value(ppm)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7.42±0.09, 7.50±0.05, 22.94±0.09, 6.43±0.10, and USCFREA,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the positive control (vitamin C) with values 17.80±0.14 and 5.34±0.06, respectively. The antioxidative 
activities of USCFR and USCFREA were confirmed to be superior to the positive control group. In anti-allergic 
activity studies, both USCFR and USCFREA showed concentration-dependentanti-allergic activity, and USCFREA 
showed strong anti-allergic activity even at very low concentrations. Thetotal phenolic contents (ugEG, ugGA; ppm) 
of USCFR were 134.17 ± 0.13, 132.02±0.24 and USCFREA were 154.77±1.05 and 153.18±1.10, respectively. Based 
on the above results and strong antioxidant activity, USCFR and USCFREA hold the potential to be considered as 
basic research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therapeutic supplements based medicines or functional cosmetics 
related to chronic inflammatory skin immunit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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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의 생명유지를 해서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에 지 생산 과정 활성산소종과 자유라디칼이 생성되

어 산화 스트 스를 주어 노화를 비롯하여 면역질환,

성인병, 난치성피부면역질환, 심 질환, 암 등과 같은

여러질환을 불러일으키는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인의 건강하지 못한 불규칙한 생활 식습 을 포함하

여 일상생활 직장생활의 스트 스 환경에서 활성 산

소종의 에 노출이 많아짐에 따라서 인들은 산화

스트 스를 일 수 있는 생리활성 소재즉, 항산화제

의 필요성에 해서 정 으로 평가하는 문가들의 의

견이 많은 실이다[3]. 이러한 이유로 항산화제 도입에

있어서 우선 고려했던 은 우수한 항산화 활성과 경제

성이라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라서 인공합성항산화제가

많이 이용되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인체의 안 성과 가

습기 살균제 합성 화합물의 인체 유해성 논란 등의 사회

이슈로 인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 으로 부작

용이 없으면서 효능이 보장되는 즉, 천연물 유래 항산화

제 개발 연구가 꾸 히 이 지고 있다[4,5].

한, 산화 스트 스는 알러지질환과도 연 성이 있

는데, 알러지 련 질환의 표 인 질환들로는 알러지

성 아토피피부염, 알러지성 결막염, 알러지성 비염 천

식 등 이 있는데 이들 알러지성 질환들과 체내 비만세포

가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만세포는 탈과립

화를 통해서 히스타민, β-hexosaminidase, 사산물, 염

증성 사이토카인, immunoglobulin E (IgE) 등의 방출과

연 성이 매우 높다. 알러지성 치료는 원인제거는 실

으로 어렵고, 증상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

되고 있고, 기존 약물들이 내성 부작용의 보고들로 인

해서 수많은 연구자들은 천연물로 부터 부작용 내성

이 없는 항히스타민제 등의 알러지 피부면역질환 치

료제 는 개선제를 개발하고자 많은연구자들이 노력하

고 있다[6-10].

한편, 항산화 활성과 항알러지 효능이 우수한 천연소

재를 활용할 때는 생물제조 최 의 공정에 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 비용, 공간, 시설 인 라 등을 고려

함과 동시에 동일한 양의 천연 원물에서 다량의 유효물

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 의 추출공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에따라서천연물 유래 추출물을 생산할 때 학계,

산업계등에서가장 많이 활용되는 추출방법은 열수추출,

에탄올추출, 음 추출, 가압추출, 임계추출 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도 되고 있다. 각 추출방법마다 장 과

단 이 분명히 존재하기에 이는 연구자들이 실험실 수

과 향후 상업화 수 에서 면 하게 장 과 단 을 다방

면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추출방법 특히 임계추출 기술은 환경

친화 인 측면과 유기용매의 인체 안 성, 환경오염 등

의 문제를 해결하기 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1-14].

그에 따라서 최근 본연구 도 느릅나무를 임계 추출

기술을 활용하여 느릅나무 임계 추출물을 상으로 다

양한 생리활성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15]. 이번 연구에

서는 임계 추출후에 남은자원 즉, 임계 추출박의 자

원 재활용의 가치를 검증하기 해서 느릅나무 임계

추출박을 60%주정 추출하여 항산화, 항알러지 활성연구

를 수행하 다.

한, 느릅나무 임계 추출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해서 폴리페놀 증 생산방법의 일환으로 에틸아세테

이트 용매 분획을 추가로 실시하여 생리활성을 검증

비교 연구를 통해서 느릅나무 임계 추출박 추출물의

천연물 유래 신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해 본

연구를 수행하 다.

2. 재료  

2.1 실험재료  추출

본 연구에서는 느릅나무 가지 추출은 임계유체 추출

연구용 장비(ISA-SEFE-0500-0700-080, Ilsin Autoclave,

Daejeon, Korea)를 사용하 다. 사용한 느릅나무 가지를

서울약령시장에서 구입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척한

후, 음건하여 실험재료로 사용하 다. 건조된 시료 96 kg

을 200 mesh의 분쇄망을 통과하도록 분쇄하고, 분쇄된

느릅나무 가지를 추출조의 온도를 50℃ 로 조 하여 온

도를 유지시킨다. 온도가 안정화되면 느릅나무 가지 시

료를 넣고 CO2 가스를 등압으로 유지시킨 후, 고압펌

를 이용하여 line을 통해 실험압력 조건인 400 bar에 도

달할 때까지 Control valve를 조 하여 주입하 다. 설정

압력에 도달 후 추출조 하부로 에탄올 (HPLC grade)을

분당 3 mL씩 60분 동안 총 180 mL를 투입하여 추출을

진행하 으며, 시료에 남아있는 잔존 에탄올을 제거하기

해 설정된 압력과온도로 30min 동안 고압펌 를 이용

하여 CO2를 흘려보내며 추출을 완료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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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느릅나무 가지를 임계 추출을 하고 난

후의 느릅나무 임계 추출박 시료 96 kg을 음건하여

60% 주정으로 실온에서 1회 추출하여 여과하 다. 그 추

출액을 감압농축 동결건조를 실시해 최종 4.62 kg을

Fig.1과 같이 확보한 후 실험에 사용 하 다.

확보된 느릅나무 임계 추출박 60% 주정추출물을 1

kg 정량하여 분별깔때기를 이용하여 에틸아세테이트 용

매분획을 실시하여 에틸아세테이트 용매 분획물 183.4 g

을 Fig.1과 같이 확보하여 실험에 사용 하 다.

2.1 DPPH 라디칼 거 용  측

Hatano 등[16]의 방법을 참조하여 DPPH 리 라디칼

소거작용의 측정을 실시하 다.

2.2 ABTS 라디칼 거 용  측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Re 등[17]의 방법을 수정

하여 측정하 다.

2.3 RBL-2H3 포 양

RBL-2H3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USA)로부터 구매하 으며, 15% Fetal bovine

serum(FBS; Gibco, USA)과 100 unit/ml의 penicillin-

streptomycin(Gibco, USA)이 첨가된 DMEM(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Gibco, USA)에 2 mM

L-glutamine(Gibco,USA)를 첨가한 배지에서 배양하

다. 성장배지는 2-3일 마다 교환해 주었으며, 37℃, 5%

CO2 조건을 유지하 다.

2.4 MTT assay

본 실험에서 RBL-2H3 cells에 한 느릅나무 가지

임계 추출박 주정 추출물과 에틸아세테이트 용매분획층

의 세포 독성 실험 시 처리 농도를 결정하기 해

MTT assay를 실행하 다[18].

2.5 β-hexosaminidase assay

Cell seeding은 RBL-2H3 세포를 10% FBS를 포함한

DMEM에 탁 시킨 후 24 well plate에 2×105 cells/mL

의 세포수가 되도록 분주하 다. Cell sensitization은 세

포 분주후 500ng/mL 농도의 anti-DNP(dinitrophenol) Ig

E로 감작하고 37 ℃, 5% CO2 incubator에서 12시간 배양

하 다. Cell activation은 각 well의 세포들을 Siraganian

buffer (119 mM NaCl, 5 mM KCl, 0.4 mM MgCl2, 25

mM PIPES, 40 mM NaOH, pH7.2)로 2번 세척한 다음

각 well당 5.6 mM glucose, 1 mM CaCl2, 0.1 % BSA가

포함된 Siraganian buffer에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한

후 30분 동안 37 ℃,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고,

dinitrophenol-conjugated human serum albumin

(DNP-HSA)-specific IgE)의 농도가 100 ng/mL이 되도

록 처리하여 10분 동안 반응시킨후, ICE bath에 10분 동

안 방치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얻어진 상등액은 3분간

3000rpm에서 원심분리 시킨 후, 상등액 30 μL를 96 well

plate에옮기고동량의substrate buffer (1 mM4-Nitrophenyl

N-acetyl-β-D-glucosaminide, 0.1 M citrate buffer pH

4.5)를 넣어 37 ℃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0.1M

carbonate buffer 200 μL를 첨가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Microplate reader(TECAN, Salzburg, Austria)를 사용하

Fig. 1. Schematic diagram of the USCFR and USCF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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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40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19].

2.6 총 페놀 함량

총 페놀 함량은 표 물질로 gallic acid와 ethyl gallate

를 사용하여 Folin-Denis법[20]에 따라서 수행하여 총페

놀 함량을 산출하 다.

2.7 통계 처리

본 연구의 실험 결과들은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

표 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실험 농도 별 표 차이를

검증하기 해 분산분석을 수행하 으며, 유의성이 발견

된경우Tukey’s HSD test[21]에의해농도간의유의성을

분석하 다.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cience, version 24.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처리하 고, 유의수 α=0.05로 하

다.

3. 결과  고찰

3.1 DPPH 라디칼 거능 

느릅나무 가지 임계 추출박 60% 주정 추출물과 에

틸아세테이트 용매 분획물의 DPPH 래디컬 소거능을 양

성 조군인 비타민 C와 비교한 결과는 Fig. 2와같다. 느

릅나무 가지 임계 추출박 60% 주정 추출물과 에틸아

세테이트 용매 분획물 2.5-100 ppm 까지측정한결과모

든 실험 농도에서 농도 의존 으로통계 으로 유의 인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찰 되었다. IC50 값을 비교해

보면 양성 조군인 비타민 C는 7.42±0.09 ppm, 느릅나무

임계 추출박 60% 주정 추출물은 22.94±0.19 ppm, 느릅

나무 임계 추출박 60% 주정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용매 분획물은 17.80±0.14 ppm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는

기존 천연물 유래 임계 추출물에서는 확인되기 어려운

강력한 항산화 활성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에 따라서 비

타민 C를 체 는 병용할 수 있는 강력한 천연 항산화

제로서의 자원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 ABTS 라디칼 거능 

느릅나무 가지 임계 추출박 60% 주정 추출물과 에

틸아세테이트 용매 분획물의 ABTS radical 소거능을 비

교한 결과는 Fig. 3과같다. 느릅나무가지 임계추출박

60% 주정 추출물과 에틸아세테이트 용매 분획물을 각각

2.5-100 ppm 까지 측정한 결과 모든 실험 농도에서 농도

의존 으로 유의 인 ABTS 라디컬 소거능이 찰 되었

다. 특히, 실험 최고 농도인 100 ppm 에서는 양성 조군

인 비타민 C 항산화 활성과 동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IC50 값을 비교해 보면 양성 조군인 비타민 C는

7.50±0.05 ppm, 느릅나무 가지 임계 추출박 60% 주정

추출물은 6.43±0.10 ppm, 느릅나무 임계 추출박 60%

주정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용매 분획물은 5.34±0.06

ppm으로 확인이 되어 양성 조군인 비타민 C에 비해서

매우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것을 확인 할 수있

었다.이러한 결과로서 느릅나무 가지 임계 추출박 주

정 추출물과 에틸아세테이트 용매분획물이 산화 스트

스로 인해 유발하는 면역질환, 노화질환, 만성 염증성

알러지성 질환군을 포함한 난치성 피부면역질환을 방

치료에 도움을 수 있는 신규 천연항산화제로 개발

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Fig.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USCFR and USCFREA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USCFR 

and USCFREA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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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MTT assay 포독  평가

느릅나무 가지 임계 추출박 60% 주정 추출물과 에

틸아세테이트 용매 분획물의 항알러지 효능검정을 해

서 RBL-2H3 세포를 상으로 최소농도 50 ug/mL부터

최고농도 500 ug/mL까지 세포독성을 MTT assay를 통

하여 검정한 결과는 Fig. 4,5와 같이 확인이 되었다. 그에

따라서 β-hexosaminidase assay를 수행한 각각의 실험

농도에서는 RBL-2H3 세포에 어떠한 독성도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Effects of supercritical extraction of USCFR

on the viability of mouse RBL-2H3 cells. 
The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Results were
expressed as % of control absorbance.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Fig. 5. Effects of supercritical extraction of USCFREA

on the viability of mouse RBL-2H3 cells. 
The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Results were expressed
as % of control absorbance.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3.4 β-hexosaminidase 탈과립 억  한 항

알러지 능 평가

느릅나무 가지 임계 추출박 60% 주정 추출물과 에

틸아세테이트 용매 분획물의 항알러지 효능을 평가하기

해서 RBL-2H3 세포로부터 β-hexosaminidase assay

를 수행한 결과는 Fig. 6과같이확인이되었다. 느릅나무

가지 임계 추출박 60% 주정 추출물은 세포 독성이 없

는 농도 250, 500 ug/mL 두 농도에서 normal control군과

negative control군 두 개 군과 비교 하 을 때, 통계 으

로 유의성 있게 β-hexosaminidase 분비를 억제하는 것

이 확인이 되었다. 특히, 실험최고 농도인 500 ug/mL에

서는 normal control군과 동등한 β-hexosaminidase 분비

능이 확인이 되어 강력한 β-hexosaminidase 분비 억제

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6. Effects of USCFR extracts on 

β-hexosaminidase release.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한, 느릅나무 임계 추출박 60% 주정 추출물의 에

틸아세테이트 용매 분획물의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세

포 독성이 없는 농도 10, 20 ug/mL 두 농도에서 normal

control군과 negative control군 두 개 군과 비교 하 을

때, 통계 으로 유의성 있게 β-hexosaminidase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실험최고 농도인 20

ug/mL에서는 normal control군과 동등한 β

-hexosaminidase 분비능이 확인이 되어 강력한 β

-hexosaminidase 분비 억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에틸아세테이트 용매분획물의 실험결과에서 더욱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임계 추출박 주정 추출물에

비해서 훨씬 은 농도인 25배 이상의 은 농도에서도

통계 으로 유의성 있는 β-hexosaminidase 분비 억제능

이 Fig.7과 같이 확인이 되었다는 이다.



합 보논문지 8  534

Fig. 7. Effects of USCFREA extracts on 

β-hexosaminidase release.
Values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이상의 결과를 보아 느릅나무 가지 임계 추출박

60% 주정 추출물과 에틸아세테이트 용매 분획물은 강력

한 β-hexosaminidase 분비 억제능이 확인이 되어 향후

알러지성 면역질환과 련된 천연물 유래신기능성 소재

로 개발 가능성 소재로 유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6 총 페놀 함량

천연물 유래 다양한 기능성 소재 발굴에 있어서 요

한 역할을 하는 것은 poly-phenol 화합물로부터 기인하

는 것으로 잘알려져 있다. 그에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천연물 유래 신소재 발굴에 있어서 다양한 생리활성과

더불어서 추가로 검정하는 실험이 바로 총 페놀 함량 분

석이다. 총 페놀 함량을 분석함으로서 신규 천연 소재가

향후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가치에 해서 평가 단

하는 요한요소로받아들여지고있다. 이는 poly-phenol

화합물이 리래디컬 소거능을 기반으로한 항산화 활성

을 기본으로한 항염증, 항균, 면역치료 등다양한 생리활

성을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이번 연구에 있어

서는 느릅나무 가지 임계 추출박 60% 주정 추출물과

에틸아세테이트 용매 분획물의 총 페놀함량을 측정하기

해서 페놀 화합물의 표 물질로 가장 보편 으로 잘

활용되고 있는 gallic acid와 ethyl gallate를 각각 사용하

여 Folin-Denis법[20]에의해 구해진 검량선 으로부터총

페놀 함량을 Table 1.과 같이 확인이 되었다. 이 결과에

서 특히 주목할 은 기존 연구에서 확인된 느릅나무 가

지 임계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과 비교하 을 때 느릅

나무 가지 임계 추출박 60% 주정 추출물은 ethyl

gallate 기 총 페놀 함량은 262.36 % 가 더 높았고,

gallic acid 기 총 페놀 함량은 282.76 %더 높은함량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느릅나무 가지 임계추출박

60% 주정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용매 분획물은 ethyl

gallate 기 총 페놀 함량은 302.64 % 가 더 높았고,

gallic acid 기 총페놀함량은 328.08 % 더높은함량을

각각 확인 할 수 있었다.

Table 1. Total phenolic contents of USCFR and 

USCFREA. (mg/g)

Groups1) USCFR USCFREA

TPCEG 134.17±0.132) 154.77±1.05

TPCGA 132.02±0.242) 153.18±1.10

1)TPCEG, Total Polyphenol Contents Ethyl Gallate; TPCGA, Total
Polyphenol Contents Gallic acid.

2)All values in Table are mean±SD.

이와 같은 결과로서 이번 실험에서 수행한 강력한 항

산화 활성과 항알러지 효능의 근거는 높은 페놀 화합물

함량으로부터 기인한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향후지속

인 성분 분석 연구를 통하여 느릅나무 가지 임계 추

출박 주정물과 에틸아세테이트 용매분획물의 강력한 생

리활성을 나타낸 단일 화합물을 밝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 높은 함량의 페놀함량과 강력한 생리활

성 등을 고려하 을 때 느릅나무 임계 추출박 주정추

출물과 에틸아세테이트 용매분획물은 우수한 기능성 소

재로서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친환경 인 추출방법으로 두되고 있는 임계 추출

공법으로부터 발생되는 추출박의 자원 활용의 가치성과

유용성을 검증하기 해서 느릅나무 임계 추출박을

60% 주정 추출을 실시하 고, 주정 추출물을 상으로

에틸아세테이트 용매 분획을 실시하여 천연물 유래 신기

능성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항산화 활성, 항알러지 활성,

총 페놀 함량 분석을 각각 실시하 다.

DPPH 래디컬 소거능과 ABTS 래디컬 소거능 실험으

로서 확인한 항산화 활성 검증에서는 기존에 연구 보고

했던 느릅나무 임계 추출물과 양성 조군인 비타민 C

와 비교하 을 때 매우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각각 나타

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RBL-2H3 세포를 상으로 β-hexosaminidase

분비 억제능으로서 항알러지 효능을 실험한 결과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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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모든 시료는 매우 강력한 항알러지 효능이 기

되었으며, 특히 에틸아세테이트 용매분획물은 은 농도

에서도 강력하고 유의성 있는 항알러지 효능이 확인 되

었다.

끝으로, 총 페놀 함량을분석한 결과 기존 임계추출

물과비교하 을 때약 3배가량높은폴리페놀 함량이확

인이 되어 이번 생리활성에서 검증한 항산화 활성과 항

알러지 활성이 매우 강력하고 우수한 근거가 확인이 되

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느릅나무 가지

임계 추출 후에 발생하는 추출박의주정추출물과 에틸아

세테이트 용매 분획물은 강력한 항산화활성과 항알러지

효능을 기반으로 하여 산화 스트 스 련 질환과 알

러지성 질환 특히 난치성 피부면역 질환에 용이 가

능한 천연물 유래 신소재로서 용이 충분히 가능한 소

재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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