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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antioxidant and antidiabetic activities of acorns according to the types of Quercus

serrata Thunb (QST) and Q. acutissima Carruther (QAC).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the extracts from QST and QAC

were 220.59 and 320.96 mg GAE/g, respectively. The content of total polyphenol of QAC was higher than that of QAC

(p<0.001). DPPH (2,2 Diphenyl 1 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educing power and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y were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by both acorn extracts, and QAC showed high

activity in all antioxidant experiments (p<0.05). The inhibitory activities of α-glucosidase and α-amylase were also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and QAC showed higher inhibitory activity than QST (p<0.05). Our study

indicates that QST and QAC are functional food materials with high antioxidant and antidiabetic activities. In addition, QAC

has a higher physiological activity than Q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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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현대화로 인하여 활동량의 감소와 서구화된 식생활

등 생활습관의 변화로 만성대사 질환인 당뇨,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Kim et al.

2017). 그 중 당뇨병이란 혈중 포도당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대사성 질환으로 2019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사망

원인 6위가 당뇨병이며,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은 만 30

세 이상 10.4%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2019). 또한 그 증가세

가 빨라 2045년 이전에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할 것

이라고 예측하고 있다(Hong 2021). 고혈당(hyperglycemia)은

당뇨병의 특징 중 하나로, 고혈당증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

의 증가는 췌장 β 세포 기능 장애, 이상지질혈증, 포도당 내

성 손상 및 당뇨 합병증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된다(Laybutt

et al. 2002). 당뇨 합병증으로는 신경병증, 망막병증, 신장병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망막병증은 향후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Hong 2021).

당뇨병의 특징인 고혈당증과 항산화 작용은 밀접한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 et al. 2020). 정상세포 대사

의 부산물인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당뇨병, 피부 색소 침착, 비만, 암 등 여러 산화적 스트레스

와 관련된 질병을 유발한다(Laybutt et al. 2002; Kim &

Park 2011). 고혈당증에 의하여 생성된 ROS는 생체 내 항산

화 방어 기전의 저하로 인하여 자유 라디칼의 증가 및 산화

적 스트레스에 의한 조직손상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ROS를 제거하는 생체 내 항산화 물질에는 flavonoid

와 같은 저분자 화합물들이 있다고 보고되었다(Lee & Lee

2004).

당뇨병의 관리법 중 하나는 소장의 α-glucosidase 및 α-

amylase의 억제로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 상승

을 억제하고 인슐린 분비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α-

glucosidase 및 α-amylase의 저해 활성은 포도당 흡수를 지

연시킬 수 있어 혈당수치의 상승 억제 지표로써 사용되고 있

으며, 새로운 항당뇨 활성 소재를 탐색하는 데 많이 활용된

다(Teng & Chen 2017). 당뇨병에 사용되고 있는 혈당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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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는 acarbose, voglibose, miglitol 등이 있는데(Dehghan

et al. 2018), 이러한 혈당 억제제들은 저혈당과 체중증가와

같은 부작용들이 보고되었다(Lee 2008). 따라서 인체 내 부

작용을 최소화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수 있는 천연물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Salimifar et al. 2013).

도토리는 춘궁기 구황식품으로서 오래전부터 식용방법이

연구되어왔으며 항당뇨 효과가 있는 천연 식품소재로 알려

져 있다(Lee 1995). 도토리는 우리나라에 산림 전역에서 자

생하는 떡갈나무, 졸참나무, 갈참나무 등의 참나무(Fagaceao)

과 나무 열매의 총칭으로 약 28종이 분포되어있다. 대표적인

도토리 종류로는 졸참나무(Quercus serrata Thunb) 열매인

도토리와 상수리나무(Quercus acutissima Carruther)의 열매

인 상수리가 있다(Kim et al. 2012). 도토리 열매(Quercus

serrata Thunb)는 우리나라에서 10월에 성숙하는 견과로, 길

이는 4-28 mm 정도이다. 모양은 넓은 장타원형으로, 견과는

약 1/3 부분만 각두에 싸여 있다(Yoon 2016). 상수리는 도토

리의 종류 중 하나로 상수리나무(Quercus acutissima Carruther)

에서 자라는 열매이며, 예로부터 도토리와 함께 묵, 떡, 국수

등으로 제조하여 식용해왔다(Sin & Jo 1991). 우리나라에서

10월에 성숙하는 20 mm 정도의 견과로, 모양은 끝부분이 약

간 요형이며 뒤로 길게 젖혀진 포린으로 싸여 있다(Yoon

2016).

도토리와 상수리는 전분, 단백질, 지질이 풍부하며(Custodio

et al. 2015), 한의학에서는 항종양, 항바이러스, 항알레르기

등의 약재로 사용하고 있다(Shin et al. 1993). 또한 식물성

폴리페놀인 tannin과 ellagic acid, gallic acid, quercetin,

azelaic acid 등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 항산화, 노화 방지 등

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Peng et al. 2005). 도토리

와 상수리에 관련된 선행연구로는 도토리 가루의 성분분석과

항산화 활성 평가(Shim et al. 2004), 도토리 폴리페놀 및 기

능성 식품의 항산화 활성(Rakic et al. 2006), 도토리의 일반

성분과 도토리 추출물의 기능 연구(Je & Shin 2016), 도토리

유래 폴리페놀의 항당뇨 억제 효과(Wu et al. 2021) 등이 보

고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약 28종의 참나무

와 열매를 구분 없이 사용하여 종류마다 다른 도토리의 종류

별 특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Kim et al.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토리와 상수리를 분류하여 항산

화 및 항당뇨 활성을 실험함으로써 종류에 따른 도토리의 생

리활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고, 도토리와 상수리의 높은 생

리활성 효과를 입증함으로써 기능성 소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실험 재료

도토리와 상수리는 2020년 10월 강원도 춘천시에서 수확

후, 동결건조 하여 40 mesh 표준망체에 내린 뒤 폴리에틸렌

백에 넣어 –40oC deep freezer (DFU-128E, Operon co.,

Seoul, Korea)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2. 시료액 조제

도토리와 상수리 분말에 70% ethanol을 10배수 가하여,

shaking incubator (SI-900R, Jeio Tech, Korea)에서 24시간

동안 실온에서 100 rpm으로 추출하였다. 여과한 추출물을 감

압농축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3. Total polyphenol contents 측정

총 폴리페놀 측정법은 Swain & Hillis(1959)의 방법에 따

라 측정하였다. 추출물 150 µL에 2 N Folin-Ciocalteau's

phenol reagent 150 µL와 증류수 2400 µL를 가한 후, 암소

에서 3분 동안 방치한 뒤 NaCO3 (1 N sodium carbonate)

300 µL를 첨가하여 암소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흡광도

는 725 nm에서 spectrophotometer (DU-800, beckman coulter

Inc., Seoul, Korea)로 측정하였으며, gallic acid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표준물질로 사용하

여 검량선을 산출한 후 도토리와 상수리는 extract g당 mg

gallic acid equivalent (mg GAE/g)로 표시하였고, 5회 반복

하여 평균값±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4. 항산화 활성

1)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Lee et al.(2007)의 방법에 따

라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 radical에 대한 소

거 활성 측정 후 비교, 분석하였다. 시료액 4 mL에 DPPH

용액(1.5×10−4) 1 mL를 가하고 섞은 후 30분간 암소 방치하

였다. 흡광도는 517 nm로 측정하였으며, 소거 활성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되었다. 5회 반복하여 평균값±표준편차로 나

타내었다.

DPPH radical scavenging (%)=

2) 환원력(Reducing Power Activity)

환원력은 Oyaizu(1986)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증류수

에 용해한 추출물 2.5 mL에 1% potassium ferricyanide 2.5

mL와 0.2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6) 2.5 mL를

각각 혼합하고 혼합물을 50oC water bath에서 20분간 반응

시킨 후, 10% Trichloroacetic acid 2.5 mL를 첨가하여 반응

시켰다. 3,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Combi-514R,

Hanil, Korea) 후 상등액 5 mL를 증류수 5 mL와 혼합한 다

음 0.1% ferric chloride 1 mL를 첨가하였다. 흡광도는 700

nm로 측정하여 환원력을 나타내었다.

1
O.D.

control
-----------------–

⎝ ⎠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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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OD 유사 활성 측정

SOD 유사 활성 측정 방법은 Beauchamp & Fridovich

(1971)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추출물 0.2 mL에 tris-

cacodylic acid buffer (TCB, pH 8.2) 1.5 mL를 가하여 2분

간 혼합 후 실온(25oC)의 암소에서 10분간 방치하여 반응시

킨 후, 1 N HCl 1 mL를 첨가하여 반응시킨다. 흡광도는

420 nm로 측정하여 나타내었고, SOD 유사 활성은 다음 식

에 따라 O.D.값을 측정하여 계산되었다.

SOD-Like activity (%)=

5. 항당뇨 활성 측정

1) α-glucosidase 억제 활성

α-glucosidase 억제 활성 측정 방법은 Zhu et al. (2008)의

방법을 변형하여 p-nitrophenol 생성량으로 측정하였다. 추출

액 200 μL에 α-glucosidase 10 μL를 가하여 5분간 37oC에서

incubation한 후, 1 mM ρ-nitrophenol-α-D-glucopyranoside

(pNPG)를 200 μL를 첨가하여 격렬하게 혼합한 다음 20분간

37oC로 반응시켰다. 여기에 1 N NaOH 500 μL를 첨가하여

반응을 중지시키고 50 mM phosphate buffer (pH 6.8)로 최

종 부피가 1,500 μL가 되도록 하였다. 흡광도는 405 nm로

측정하여 나타내었고, O.D.값을 측정하고 계산한다. ρNPG로

부터 방출된 ρ-nitrophenol 생성량을 표준곡선으로부터 산출

하여 저해력을 계산하였다. positive control로는 acarbose를

사용하였다.

2) α-amylase 억제 활성

α-amylase 억제 활성 측정 방법은 Bhandari et al. (2008)

의 pancreatin 유래의 α-amylase에 대한 저해 활성은 전분을

기질로 하여 측정하였다. starch azure를 0.01 M calcium

chloride를 함유하는 0.5 M tris-HCl buffer에 현탁시킨 후 5

분 동안 끓여서 제조된 기질용액을 다시 5분간 37oC에서

incubation하였다. 이어서 증류수에 용해한 시료액 0.2 mL를

첨가하여 반응을 중지시키고 4oC, 3,000 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층액만을 흡광도 420 nm로 측정하여 나타내

었고, α-amylase 저해 활성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Inhibition activity (%)=

6. 통계처리

실험의 모든 결과는 통계분석용 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Ver 25.0, SPSS Institute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p<0.05 수

준으로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검정을 수행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t-test

를 사용하여 두 모집단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수율 및 총 폴리페놀 함량

도토리와 상수리 추출물의 수율 및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70% ethanol로 추출한 도

토리와 상수리의 추출물 수율은 각각 14.45%와 16.12%로

나타났다. 도토리와 상수리 시료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

량은 각각 220.59, 320.96 mg GAE/g으로 상수리에서 더 높

은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내었다(p<0.001). 도토리와 상수리

는 식물성 폴리페놀인 tannin과 ellagic acid, gallic acid,

quercetin, azelaic acid 등의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데(Wu

et al. 2021), Tannin은 금속이온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고 지

질이 산화되는 것을 억제 및 생성된 hydroxy radical을 소거

하여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Lopes et al. 1999).

Joo et al. (2013)의 연구에서 도토리 분말 에탄올 추출물

의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38.29 mg GAE/g으로 나타났

으며, Wu et al. (2021)의 연구에서 도토리 분말 물 추출물

의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31.76 mg GAE/g으로 보고하

여, 본 연구의 도토리와 상수리 7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

리페놀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Wu et al. (2021)의 도토

리 활성 관련 연구에서 폴리페놀의 추출량은 추출 용매 및

추출조건에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하였고, 본 연구에서 폴리

페놀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난 것 역시 추출조건 및 용매에 따

른 차이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폴리페놀 함량의 차이는

추출 용매 및 추출조건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1
O.D.

control
-----------------–⎝ ⎠

⎛ ⎞ 100×

1
sample absorbance

controlabsorbance
-------------------------------------------------–

⎝ ⎠
⎛ ⎞ 100×

<Table 1>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Quercus serrata Thunb and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QST1) QAC2) t-value

Total polyphenol contents (mg GAE3)/g) 220.59±1.614) 320.96±2.98 -25.631***

Yields (%) 14.45 16.12

1)QST: Quercus serrata Thunb
2)QAC: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3)GAE: Gallic acid equivalent
4)Values are the mean±SD.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by independent t-test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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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gado et al. (2010)은 자작나무과 열매인 개암을 에탄올

로 추출한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이 약 27-36 mg GAE/g

extract으로 보고하였고, Joo(2013)의 연구에서 참나무과 열

매인 밤 분말을 에탄올로 추출한 추출물의 총 페놀 화합물

은 17.28 mg GAE/g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도토리와 상

수리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항산화 활성

1)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도토리와 상수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에 대

한 결과는 <Figure 1>에 제시하였다. 도토리와 상수리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여 각각

10.10-92.45, 17.41-94.34%로 나타내었으며, 모든 농도에서

상수리가 비교적 높은 소거 활성을 나타냈었다(p<0.05). IC50

(Inhibitory concentration 50)이란 50% 저해 활성 농도를 의

미하며, DPPH IC50을 비교한 결과 도토리가 5.03 µg/mL,

상수리가 4.25 µg/mL로 나타났다<Table 2>.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란 자유 라디칼을 포함하고 있

는 보라색 화합물이 항산화능을 가진 물질과 반응하면, 환원

되면서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실험이다(Blois 1958).

Sekowski et al. (2021)의 연구에서 tannin은 지질과 세포막

이 상호 작용하는 물질로, DPPH 라디칼을 감소시킨다고 보

고하였으며, Peng et al. (2005)은 도토리와 상수리의

flavonoid에는 tannin을 포함한 ellagic acid, gallic acid,

quercetin, azelaic acid 등의 성분들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도토리와 상수리의 페놀화합물이 높은 DPPH 라디

칼 소거 활성에 영향을 준 것이라고 사료되며, 더 많은 페놀

화합물을 함유한 상수리가 더 높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을 나타냈다고 판단된다.

Custodio et al. (2015)의 연구에서 도토리 물 추출물과 메

탄올 추출물이 1 mg/mL의 농도에서 각각 14, 49%의 DPPH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다. Delgado et al. (2010)은 자작나무과

열매인 개암의 에탄올 추출물이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에서

EC50이 1.12-1.53 mg/mL로 보고하였고, Joo(2013)의 연구에서

참나무과 열매인 밤 분말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100 µg/mL의 농도에서 49.82%으로 나타났으며, Kim et al.

(2014)의 연구에서 건율의 에탄올 추출물은 1 mg/mL의 농도

에서 69.8%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도토리와 상수

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2) 환원력(Reducing Power Activity)

도토리와 상수리 추출물의 환원력에 대한 결과는 <Figure

2>에 제시하였다. 도토리와 상수리 추출물의 환원력을 비교

한 결과 10 µg/mL에서 0.187±0.014와 0.234±0.007, 25 µg/

mL에서 0.307±0.011와 0.360±0.015, 50 µg/mL에서 1.464±

0.044와 1.747±0.029로 측정되어, 상수리가 더 높은 환원력

을 나타내었다(p<0.05). EC50 (Effective concentration 50)이

란 50% 저해 활성 농도로, 환원력의 EC50을 비교한 결과 도

토리가 19.53 µg/mL, 상수리가 16.07 µg/mL로 나타났다

<Table 2>. 환원력이란 항산화 작용의 여러 기작 중 활성산

소종 및 유리기에 전자를 공여하는 능력으로, 이를 측정해

항산화 활성을 검정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Yim et al.

<Table 2> IC50 and EC50 of antioxidant activities of Quercus serrata Thunb and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DPPH radical 

scavenging acitivity

Reducing power

acitivity

SOD-

Like activity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α-amylase

Inhibition

activity

(IC50 μg/mL)1) (EC50 μg/mL)2) (IC50 mg/mL) (IC50 μg/mL) (IC50 μg/mL)

QST3) 5.03 19.53 1.42 57.79 2398.06

QAC4) 4.25 16.07 1.17 54.72 2200.36

1)IC50: Inhibitory concentration
2)EC50: Effective concentration 
3)QST: Quercus serrata Thunb
4)QAC: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Figure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Quercus serrata

Thunb and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QST: Quercus serrata Thunb, QAC: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a-c)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Quercus serrata

Thun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test. (A-C)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test. (*)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independent t-test.



526 韓國食生活文化學會誌 Vol. 36, No. 5 (2021)

2006). 환원력의 측정 결과는 도토리와 상수리의 총 폴리페

놀 함량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Lee et al. (2007)은

환원력이 폴리페놀 함량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고 보

고하였다. 도토리와 상수리 추출물의 환원력 역시 폴리페놀,

DPPH 소거 활성의 결과와 동일하게 상수리에서 더 높은 환

원력을 나타내었다.

3) SOD 유사 활성 측정

도토리와 상수리 추출물의 SOD 유사 활성 측정에 대한 결

과는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도토리의 SOD 유사 활성은

0.1, 0.5, 1 mg/mL의 농도에서 각각 4.50±0.55, 10.64±0.25

및 35.26±1.63%로 측정되었고, 상수리의 SOD 유사 활성은

같은 농도에서 6.08±0.19, 22.25±1.84 및 42.94±3.55%로

나타났다. 도토리와 상수리 추출물의 SOD 유사 활성을 비

교한 결과 모든 농도에서 상수리가 더 큰 활성을 보였으며

(p<0.05), IC50을 비교한 결과 도토리가 1.42 mg/mL, 상수리

가 1.17 mg/mL로 나타났다<Table 2>. SOD란 항산화제의

superoxide와 산화 억제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superoxide와 반응하여 갈변 물질을 생성하는 pyrogallol 자

동산화 반응을 측정한다(Kim & Park 2011). SOD는 생체

내 O2 (superoxide) 소거에 관여하는 효소로(Kim et al.

1999), 생성된 활성산소는 생체 내 산화적 장애를 초래하므

로 이런 현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SOD 유사 활성을 지닌 천

연물 소재 개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Yang et al. 2011).

SOD 유사 활성 역시 앞선 폴리페놀 및 항산화 실험들과 같

이 상수리에서 더 높은 SOD 유사 활성을 나타내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도토리보다 상수리 추출물이 더 많은 폴리

페놀과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3. α-Glucosidase와 α-Amylase의 억제 활성

도토리와 상수리 추출물의 α-glucosidase 및 α-amylase의

억제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각각 <Figure 4>와 <Figure 5>

에 제시하였다. 두 시료의 α-glucosidase 억제 활성을 비교한

결과 50 µg/mL (도토리 64.03±1.71%, 상수리 84.04±1.22%),

100 µg/mL (도토리 85.25±1.59%, 상수리 91.25±0.77%)의

농도에서 상수리가 높은 항당뇨 효과를 나타냈으며(p<0.05),

IC50은 도토리가 57.79 µg/mL, 상수리가 54.72 µg/mL으로

계산되었다. 두 시료의 α-amylase 억제 활성을 비교한 결과

는 1000 µg/mL (도토리 55.79±0.25%, 상수리 58.01±0.90%)

의 농도에서 상수리가 높은 항당뇨 효과를 나타냈으며

(p<0.05), IC50은 도토리가 2398.06 µg/mL, 상수리가 2200.36

µg/mL로 나타났다<Table 2>.

소화과정에서 α-amylase의 촉매작용에 의한 포도당은 혈

류로 방출되는데, 이러한 작용에 의하여 α-amylase 활성 억

제는 혈액의 당 수치를 감소시킬 수 있다(La et al. 2020).

α-glucosidase는 소장 상피세포의 brush-border membrane에

존재하는 당분해효소로, α-amylase에 의해 분해된 당질로부

터 α-glucose를 방출하는 α-glucosidic bond의 분해를 촉진

하여 생체 내 포도당 흡수에 관여하는 필수 효소이다(Lee et

al. 2017; Ishartati et al. 2021). 따라서 α-glucosidase를 저

해시키는 물질은 항당뇨 활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on 1998). Lee & Lee (1994)은 페놀성 물질의 함

량과 종류, 형태에 따라 효소의 활성도 달라지며, α-

glucosidase 억제 활성도 ellagic acid, gallic acid, quercetin,

azelaic acid 등과 같은 페놀화합물의 양과 종류에 따라 달라

진다고 보고하였다. Takahama & Hirota(2018)의 연구에서

<Figure 2> Reducing power of 70% ethanol extracts from Quercus

serrata Thunb and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QST: Quercus serrata Thunb, QAC: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a-c)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Quercus serrata

Thun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test. (A-C)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test. (*)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independent t-test. 

<Figure 3> SOD-Like activity in extraxts prepared from solvent of

Quercus serrata Thunb,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QST: Quercus serrata Thunb, QAC: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a-c)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Quercus serrata

Thun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test. (A-C)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test. (*)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indepen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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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폴리페놀 복합체는 공유 결합과 소수성 상호작용으로

형성될 수 있고, 이러한 복합체는 위장관에서 전분 소화를

억제한다고 보고 하였다. 폴리페놀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

고 모방하는 저혈당 및 항혈당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인슐

린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 또한 폴리페놀은 DPP-IV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여 효소의 형태를 변화시키고 DPP-IV를 차단

하여 GLP-1 (glucagon-like peptide-1)의 반감기를 효과적으

로 연장하고, 생물학적 활성을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혈당을

조절한다(Oliveira et al. 2018). Wu et al. (2021)의 연구에

서 도토리로부터 추출한 폴리페놀 중 bound polyphenol의

α-glucosidase 억제 활성은 IC50이 16.58 µg/mL, α-amylase

억제 활성은 IC50이 1.37 mg/mL, free polyphenol에서 α-

glucosidase 억제 활성은 IC50이 0.58 µg/mL, α-amylase 억제

활성은 IC50이 5.25 mg/mL로 나타내었고, bound polyphenol의

화학 성분인 azelaic acid의 α-glucosidase 억제 활성은 IC50

이 596.60 µg/mL, α-amylase 억제 활성은 IC50이 7.94 mg/

mL로 나타낸 것을 보아 도토리의 폴리페놀이 항당뇨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Kang et al. (2017)의

연구에 따르면 초석잠으로부터 에탄올 추출한 추출물의 α-

glucosidase 억제 활성은 250 µg/mL 농도에서 11%로 보고

하였고, Ji et al. (2020)의 연구에 따르면 배초향으로부터 에

탄올 추출한 추출물의 α-glucosidase 억제 활성은 0.5 mg/

mL 농도에서 35%로 나타났으며, Lee(2020)의 연구에 따르

면 노니가루 에탄올 추출물의 α-amylase 억제 활성은 10

mg/mL 농도에서 45%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도토리와 상

수리의 항당뇨 활성이 매우 높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도토리와 상수리의 높은 페놀화합물

이 항산화 활성뿐 아니라 항당뇨 활성에도 영향을 미친 것

이라고 생각되며, 항당뇨 효과도 항산화 활성 실험과 마찬가

지로 도토리(Quercus serrata Thunb)보다 상수리(Quercus

acutissima Carruther)가 더 높다고 판단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도토리(Quercus serrata Thunb)와 상수리

(Quercus acutissima Carruther)를 분류하여 항산화 및 항당

뇨 활성을 실험함으로써 종류에 따른 도토리의 생리활성을

비교 및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분말화한 도토리와 상수

리를 70% ethanol로 추출하여 감압농축한 추출물의 총 폴리

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환원력, SOD 유사 활

성 등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고, α-glucosidase 및 α-amylase

억제 활성을 측정하여 항당뇨 활성을 비교하였다. 도토리와

상수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220.59 mg GAE/g,

320.96 mg GAE/g으로 측정되었으며, 상수리에서 더 높은 폴

리페놀 함량을 나타내었다(p<0.001). 도토리와 상수리 추출

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

으며 10 µg/mL의 농도에서 각각 92.45%와 94.19%로 상수

리 추출물이 더 높았다(p<0.05). 환원력 역시 도토리와 상수

리 추출물의 10 µg/mL의 농도에서 각각 0.187, 0.234로 나

타내어, 상수리가 유의적으로 높은 환원력을 나타냈다

(p<0.05). SOD 유사 활성 또한 0.5 mg/mL에서 도토리와 상

수리 추출물이 각각 10.64%와 22.26%로 나타나 상수리가

더 큰 활성을 보였다(p<0.05). α-glucosidase 억제 활성에서

<Figure 4> α-glucosidas Inhibition activity of Quercus serrata

Thunb,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extracts under

variable extraction methods.

QST: Quercus serrata Thunb, QAC: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a-c)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Quercus serrata

Thun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test. (A-C)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test. (*)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independent t-test.

<Figure 5> α-amylase Inhibition activity of Quercus serrata Thunb,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extracts under variable

extraction methods.

QST: Quercus serrata Thunb, QAC: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a-c)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Quercus serrata

Thun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test. (A-C)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Quercus acutissima

Carruth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test. (*)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indepen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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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토리와 상수리 추출물을 비교한 결과는 50 µg/mL (도토리

64.03%, 상수리 84.04%)과 100 µg/mL (도토리 85.25%, 상

수리 91.25%)의 농도에서 차이를 보였고(p<0.05), α-amylase

억제 활성에서 도토리와 상수리 추출을 비교한 결과는 1000

µg/mL(도토리 55.79%, 상수리 58.01%)의 농도에서 유의적

인 차이를 보였고(p<0.05), α-glucosidase 억제 활성과 마찬

가지로 상수리의 항당뇨 활성이 높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

구에서 도토리와 상수리는 항산화 및 항당뇨 활성이 높은 기

능성 식품소재임을 확인하였으며, 비교 결과 상수리(Quercus

acutissima Carruther)가 도토리(Quercus serrata Thunb) 보

다 더 높은 생리활성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

는 향후 도토리와 상수리의 기능성 식품 소재 활용도를 높

이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향후 식

품활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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