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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aves, stems, seeds, and roots of Dendropanax morbifera have been used since ancient times 
as folk medicines for the treatment of headaches, skin diseases, infectious diseases, and other ailment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ntioxidant, alcohol metabolism, and hepatoprotective effects of D. morbi-
fera leaf and stem water extracts.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of the D. morbifera leaf and stem 
water extracts was 49.56 mg tannic acid equivalent (TAE)/g, and the 1,1-diphenyl-2-picrylhydrazy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D. morbifera leaf and stem water extracts was 84.09% 
at 1,000 μg/ml concentration. The effects of D. morbifera leaf and stem water extracts on alcohol 
metabolism were determined by measuring the generation of reduced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NADH) by alcohol dehydrogenase (ADH) and acetaldehyde dehydrogenase (ALDH). The ADH and 
ALDH activities of D. morbifera leaf and stem water extracts were in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at 37.68% and 41.67%, respectively, at a 1,000 μg/ml concentration. The D. morbifera leaf 
and stem water extracts showed significant protective effects against tacrine-induced cytotoxicity in 
HepG2 cells at 50 μg/ml. Based on our results, we concluded that D. morbifera leaf and stem water 
extracts may be used as major pharmacological agents, such as antioxidants, alcohol metabolism, and 
anti-hepatitis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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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호식품인 알코올은 적당히 마실 경우 긴장 완화와 

생활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지만 만성적인 다량의 음주는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5]. 다량의 알코올을 

만성적으로 섭취할 경우 인체의 여러 장기에 합병증이 

발생될 수 있는데[13], 그중 간은 인체의 여러 기관 중에서 

알코올에 의해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장기로서[21] 알
코올성 간경변이 대표적인 질환이다[13]. 알코올의 섭취

량이 증가할수록 질환의 발생 확률은 높아지지만 모두가 

알코올 섭취량과 비례하지는 않는데 이는 알코올의 대사

와 중독, 독성 등에 영향을 주는 유전적인 요소와 각 질환

에 대한 개인의 감수성 차이 등에 따른 결과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3].
황칠나무속(Dendropanax)에 속하는 아열대성 상록교

목인 황칠나무(Dendropanax morbifera)는 말레이 반도와 

중남미를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등의 난대와 열대 및 아열

대지방에 약 30여종 분포하고 있는데[1], 우리나라에는 제

주도의 한라산 일대와 보길도, 완도, 해남 등의 전라남도 

서남해안 지역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10, 18, 
20]. 황칠나무 뿌리와 줄기 및 잎은 우리나라 식품의약품

안전처의 식품 원재료 데이터 베이스에 식용 가능한 소재

로 등록되어 있는데[11], 황칠나무는 ferulic acid와 chloro-
genic acid 및 (+)-catechin 등의 페놀성 화합물이 다량 함유

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1, 18]. 이러한 폴리페놀성 생리

활성 물질을 기반으로 황칠나무 잎은 lipopolysaccharide 
(LPS)에 의해 유발되는 cyclooxygenase-2 (COX-2)와 in-
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의 발현을 억제하는 항

염증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활성 및 항암 효과를 가지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황칠나무에 대한 연구로는 황

칠나무 잎 추출물의 뇌신경 보호 효과[11]와 항산화 활성 

및 미백 효과[20, 23], 황칠나무 줄기 추출물의 항고혈압 

효과[9] 및 황칠나무 잎과 줄기 추출물의 당뇨 개선 효과

[1], 간세포 보호 효과[16, 24] 등이 보고되어 있지만 알코

올 분해효소 활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알코올 분해 활성을 알아보고 tacrine을 처

리한 HepG2 세포 독성 모델을 이용하여 간세포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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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확인함으로써 기능성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황칠나무 잎과 줄기는 전라남도 보길

도에서 재배한 것을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황칠나

무의 생리활성 측정을 위하여 황칠나무 잎과 줄기를 6:4 
비율로 혼합하여 100℃에서 25분 동안 증자한 다음 자연

발효 및 건조하였다. 이후 10배량의 물을 넣어 110℃에서 

30분간 추출한 후 90℃에서 4시간, 85℃에서 1시간, 상온

에서 4시간 동안 숙성한 다음 1.95±0.15° Brix로 맞추어 

-70℃에서 보관하며 시료로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모든 시약은 Sigma Chemical사(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법[27]을 약간 변형시켜 측정하였으며 표준

물질로는 tannic acid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일정 농도의 

황칠나무 추출물을 시험관에 취한 후 증류수를 가하여 

2 ml로 정용하고, Folin-Ciocalteu reagent 0.3 ml를 가하여 

잘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3분간 반응시켰다. 혼합물에 

7.5% Na2CO3 용액 0.4 ml를 가하여 50℃에서 5분간 발색

시킨 다음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μg tannic acid 
equivalents (TAE)/ml로 나타내었다. 

1,1-Diphenyl-2-picrylhydrazy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

은 Blois의 방법[2]을 약간 변형시켜 DPPH에 대한 수소공

여효과로 측정하였다. 96-well plate에 시료와 150 µM 
DPPH 용액을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37℃에서 30분간 반

응 시킨 후, ELISA reader (Versa Max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시

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그룹과의 흡광도차를 비교하여 

free radical의 제거 활성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 ×100
시료 무첨가구 흡광도

Alcohol dehydrogenase (ADH) 활성 측정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의 ADH 효소 활성 측정

은 Choi 등[6]과 Racker [26]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

으며, 생성된 NADH의 양을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시험관에 alcohol 0.1 ml, NAD 수용액(2 mg/ml) 0.5 
ml 및 시료 0.1 ml를 첨가하고 10 mM glycine-NaOH buffer 
(pH 8.8)를 총 부피가 1.8 ml가 되도록 조절하여 25℃ 항온

수조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ADH (10 unit/ ml)를 가하여 

340 nm에서 spectrophotometer (Amersham Pharmacia Bio-
tech, Cambridge, UK)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구는 시료 대신 증류수를 첨가하였으며, positive con-
trol은 약국에서 구입한 간장 활성화제 hepos (CHO-A 
Pharm. Co. Ltd., Seoul. Korea)를 50%의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ADH의 활성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상대적인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Relative ADH 
activity (%) = ( 실험구의 최대 흡광도 ) ×100

대조구의 최대 흡광도

Acetaldehyde dehydrogenase (ALDH) 활성 측정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의 ALDH의 효소 활성 

측정은 Koivula와 Koivusalo의 방법[15]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반응 용액은 증류수 2.1 ml, 1.0 M Tris-HCl 
buffer (pH 8.0) 0.3 ml, 20 mM NAD+ 0.1 ml, 0.1 M acetalde-
hyde 0.1 ml, 3.0 M KCl 0.1 ml, 0.33 M 2-mercaptoethanol 
0.1 ml 및 시료 0.1 ml를 혼합하여 25℃에서 10분간 반응시

킨 후 ALDH (1 unit/ml) 0.1 ml를 첨가하여 25℃ 항온수조

에서 5분간 반응시킨 다음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대조구는 시료 대신 TE buffer (pH 8.0)를 첨가하여 

상대 활성(%)으로 나타내었고, positive control은 ADH 활
성 측정과 같이 50% 농도의 hepos를 사용하였으며, ADH 
활성 측정식과 동일한 식을 사용하여 ALDH 활성 측정을 

측정하였다. 

HepG2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한 간암 세포인 HepG2 세포는 한국세포주

은행(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으

며 세포의 배양을 위해 10% heat-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및 100 U/ml penicillin and 100 μg/ml streptomycin이 

첨가된 MEM (Cellgro by Mediatech, Inc., Manassas, VA, 
USA) 배지를 이용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

하였다. 

Cell viability 및 간세포 보호 효과 측정

세포의 성장과 cell viability를 확인하기 위해 96-well 
cell culture plate (SPL Lifesciences, Gyeonggi-do, Korea)에 

HepG2 세포를 배지 100 μl에 1×104 cells/well의 농도로 각 

well에 분주하고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을 농도별

로 동시에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EZ- 
Cytox cell viability assay solution WST-1Ⓡ (Daeil 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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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Dendropanax morbifera 
water extract

Sample Total polyphenol
(mg TAE/g)1)

Dendropanax morbifera water extract 49.56±3.862)

1)TAE standards for tannic acid equivalent.
2)Results are mean ± SD of triplica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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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Dendropanax mor-
bifera water extract. Results are mean ± S.D. of tripli-
cate data. Vitamin C (Vit. C, 0.1 mg/ml) is used as 
positive control.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total 
sample differ significantly (p<0.05).

Service, Seoul, Korea)을 각 well에 넣고 37℃, 5% CO2 in-
cubator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

하여 4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간세포 보호 효과 측정을 위해 96-well cell culture plate

에 HepG2 세포를 배지 100 μl에 1×104 cells/well의 농도로 

각 well에 분주한 다음 tacrine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Dallas, TX, USA) 및 다양한 농도의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을 동시에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

다. 이후 EZ-Cytox cell viability assay solution WST-1Ⓡ을 

각 well에 넣고 37℃, 5% CO2 incubator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6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통계 SAS package (Statistical Analysis Sys-
tem, Version 9.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사용

하여 각 시료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고, 분산분석

(ANOVA)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p< 
0.05 level에서 시료 간의 유의차를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함량

폴리페놀 화합물은 대다수의 고등식물에 많이 함유되

어 있는 항산화 물질로[11] 산화적 스트레스나 독성이 강

한 물질의 독성을 저해하여 radical 소거 활성 및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생리활성을 측정하

는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8, 22, 25]. 또한 페놀산과 안토시

아닌 및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페놀성 화합물의 총량인 

폴리페놀 함량은 DPPH radical 소거능과 같은 항산화 활

성에도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tan-
nic acid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Table 1), 
49.56 mg TAE/g으로 나타났다. An 등[1]은 전라남도 완도

군 신지면 일대에서 수확한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

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19,080.51 μg gallic acid 
equivalent (GAE)/g과 12,207.18 μg GAE /g으로 보고하였

고, Kim 등[11]은 황칠나무 잎 추출물의 에탄올 농도별 

총 폴리페놀 함량은 0, 40, 80 및 95% 농도의 에탄올 추출

물에서 각각 56.67 mg GAE/g과 59.25 mg GAE/g, 73.98 
mg GAE/g 및 72.58 mg GAE/g으로 80% 에탄올 추출물에

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Mo와 Oh [20]는 황칠

나무 잎 메탄올 추출물 및 ethyl acetate 분획물의 총 fla-
vonoid 함량은 각각 98.53 mg rutin equivalent (RE)/g과 

184.09 mg RE/g으로 보고하였다. Hwang 등[7]은 동일한 

천연물이라도 시료의 전처리 상태와 추출 시간 및 추출 

용매 등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보고하였

고, Lee 등[18]은 재배 환경과 가수분해 유무 및 추출 방법

에 따라 황칠나무의 quercetin 함량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1,1-Diphenyl-2-picrylhydrazy (DPPH) radical 소거능

항산화 활성의 기작은 항산화 물질이 인체 내에서 세포 

손상과 노화를 유발하는 free radical을 소거함으로써 산화

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DPPH radical은 비교

적 안정한 free radical로서 이를 이용한 radical 소거능 실

험은 다양한 천연물로부터 항산화 물질의 확인에 사용되

고 있다[2]. 따라서 본 연구에서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Fig. 1), 농
도 의존적으로 소거능이 증가하였는데(p<0.05) 1,000 μg/ 
ml 농도에서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84.09%로 높은 소

거능을 보였다. Kim 등[11]은 황칠나무 잎 80% 에탄올 

추출물 1 mg/ml 농도에서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51.20%
로 보고하였고, Hwang 등[7]은 황칠나무 부위별 열수 및 

주정 농도에 따른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열수 

추출물에서는 뿌리에서 가장 높은 소거능을 보였고, 30%
와 50%, 70% 및 95%의 주정 농도에 따른 DPPH radical 
소거능은 황칠나무 잎 70% 주정 추출물에서 85.00%로 가

장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Mo와 Oh [20]는 황칠나

무 잎 메탄올 추출물과 분획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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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Dendropanax morbifera water extract on 
the alcohol dehydrogenase (ADH) activity. Results are 
mean ± S.D. of triplicate data. Hepos (50%) is used 
as positive control. Different letters (a-d) within a total 
sample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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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Dendropanax morbifera water extract on 
the acetaldehyde dehydrogenase (ALDH) activity. 
Results are mean± S.D. of triplicate data. Hepos (50%) 
is used as positive control. Different letters (a-e) with-
in a total sample differ significantly (p<0.05).

50%의 DPPH radical을 소거하는데 필요한 시료 농도를 

나타내는 SC50으로 분석한 결과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 

66.23 μg/ml으로 메탄올 추출물(89.24 μg/ml)보다 활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페놀성 화합물은 

radical 등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17], 본 연구결과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은 총 

폴리페놀 함량과 함께 DPPH radical 소거능 또한 높은 것

으로 나타났기에 천연 항산화 소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lcohol 분해활성(ADH, ALDH)

과량의 알코올을 만성적으로 복용하는 음주자의 90～
100%는 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하고, 10～35%은 알코올

성 간염, 8～20%는 알코올성 간경변이 발생하는데[21], 
이는 알코올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질환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지만 모두가 알코올 섭취량과 비례하지 않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13]. 알코올에 의한 간질환의 위험은 개

인의 유전적인 배경이나 성별, 영양상태 및 C형 간염 보유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개인마다 다른 유전적인 

배경에 다양한 알코올 대사과정상의 이상이 더해져서 나

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알코올은 간세포 내에서 

catalase와 미소체 에탄올 산화계 및 알코올 탈수소효소

(ADH)의 세 가지 경로를 통해 대사되는데, 이 모든 경로

에서 독성 물질인 acetaldehyde가 생산되며 acetaldehyde는 

acetaldehyde 탈수소효소(ALDH)에 의해 대사되어 acetate
가 된다[12].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숙취를 감소하거나 제

거하기 위한 의약품이 개발되어 있으나 이들 자체의 부작

용이나 독성으로 인해 보다 안전한 천연물 유래의 음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19], 황칠나무의 알코올 분

해 활성 측정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의 알코올 

분해 활성을 알코올 분해와 숙취 해소에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진 hepos를 positive control로 하여 알코올 대사

의 1차 효소인 ADH 활성과 acetaldehyde를 분해하는 

ALDH 활성을 분석하였다.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

의 ADH 활성을 측정한 결과(Fig. 2) 50, 100, 500 및 1,000 
μg/ml 농도에서 각각 2.06%, 7.00%, 20.97% 및 37.68%로 

농도 의존적으로 ADH 활성이 증가하였다(p<0.05). 황칠

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의 ALDH 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3) 50, 100, 500 및 1,000 μg/ml 농도에서 각각 2.26%, 
8.11%, 21.76% 및 41.67%로 ADH 활성 결과와 같이 농도 

의존적으로 ALDH 활성이 증가하였다(p<0.05). 본 연구결

과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의 알코올 분해 효과와 

함께 acetaldehyde 분해에 의한 숙취 해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숙취 해소를 위한 기능성 천연물 소재 개발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Cell viability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의 세포 독성 평가를 위

해 20 μg/ml와 50 μg/ml, 100 μg/ml, 200 μg/ml, 500 μg/ml 
및 1,000 μg/ml 농도의 시료를 HepG2 세포에 처리하여 세

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Fig. 4), 각각의 농도에서 103.46 
%, 101.10%, 88.40%, 85.93%, 79.08% 및 37.65%로 나타났

다. 따라서 이후 진행된 세포 실험은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50 μg/ml 이하의 농도로 진행

하였다. 

간세포 보호 효과

본 연구에서는 HepG2 간암 세포주를 이용하여 황칠나

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의 간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

다. Tacrine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사용되었으나 간 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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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Dendropanax morbifera water extract on 
cell viability in HepG2 cells. Cytotoxicity was de-
termined by WST1 assay. Results are mean ± S.D. 
of triplicate data.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total 
sample differ significant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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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epatoprotective effects of Dendropanax morbifera 
water extract against tacrine-induced cytotoxicity in 
HepG2 cells. Cytotoxicity was assessed after 2 hr with 
0.2 mM of tacrine in RPMI medium. Results are mean 
± S.D. of triplicate data.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total sample differ significantly (p<0.05).

을 나타내어 현재는 간세포 보호 효과 실험에 사용되고 

있다[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tacrine으로 독성을 유발한 

간암 세포 유래의 HepG2 세포주를 대상으로 황칠나무 잎

과 줄기 물 추출물의 세포생존율에 대한 증가 여부를 관

찰하고 HepG2 세포주에 미치는 독성 및 간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 먼저, tacrine이 HepG2 세포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한 후 tacrin과 황칠나무 추출물을 함께 처리하였을 

때의 세포 생장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Fig. 5) tacrine만
을 처리하였을 때의 세포 생장율은 54.42%로 나타났고, 
tacrine과 10, 30, 50 μg/ml의 황칠나무 물 추출물을 함께 

처리하였을 때의 세포 생장율은 각각 59.52%, 71.95%, 
78.39%로 tacrine만을 처리하였을 때보다 세포 생장율이 

각각 9.37%, 31.97%, 44.05% 증가하였다(p<0.05). Park 등
[24]은 CCl4를 처리한 HepG2 간세포에 대한 황칠나무 잎 

열수 추출물의 세포 생장율을 확인한 결과 0.4%의 CCl4를 

단독 처리했을 때의 세포 생장율은 40.9%, 10~500 μg/ml 
의 황칠나무 잎 열수 추출물을 함께 처리했을 때의 세포 

생장율은 49.2～69.6%로 황칠나무 잎 열수 추출물의 간세

포 보호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고, Lee 등[16]은 
t-butyl hydroperoxide를 처리한 HepG2 간세포에 대한 황칠

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은 간세포 내에서 ROS 생성 억제 

및 간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ROS는 

반응성이 강한 산소를 함유한 분자로 특히 간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물질이다[4]. 에탄올 대사과정에서 

생성된 ROS는 항산화시스템을 억제함으로써 생체 내 세

포 손상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본 연구결과

에서 황칠나무 잎과 줄기 추출물은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radical 소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에 tacrine 
및 알코올에 의해 증가된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뿐만 아니라 알코올 분해 및 acetaldehyde 분해 효과를 통

해 알코올에 의한 간 보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에 천연

물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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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황칠나무 물 추출물의 항산화, 알코올 대사 효소 및 간 보호 활성

정경임․정한나․최영주*

(신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본 연구에서는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알코올 대사 효소 활성 및 간 보호 효과를 

알아보았다.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49.56 mg TAE/g으로 나타났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의 농도 의존적으로 소거능이 증가하였으며 1,000 μg/ml 
농도에서 84.09%로 높게 나타났다. 알코올 분해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ADH 및 ALDH 활성을 측정한 결과, 
두 가지 효소 모두 황칠나무 추출물의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1,000 μg/ml 농도에서의 ADH 및 

ALDH 활성은 각각 37.68% 및 41.67%로 나타났다.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물은 tacrine으로 유도된 

HepG2 세포주의 세포독성에 대한 보호 활성이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황칠나무 잎과 줄기 물 추출

물은 항산화 효과와 알코올 숙취해소 효과 및 간세포 보호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능성 식품 소재로

서의 활용 가능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