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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옻피 제조용 액체종균으로 생 전환법 발효공정을 거친 칠피(漆皮)의 생리활성 및 항암

활성을 측정하고, 항암기작을 연구하고자 함.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발효 칠피(漆皮)는 참옻나무를 이용하였으며, UPLC에 이용된 대조구 또한 참옻나무를

이용함.

◦ 실험방법

MeOH(60%)로 상온에서 24시간 3회 반복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40℃에 가압 농축하여

우루시올 함량, 항산화활성,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함량, 항미생물활성 및 항암활성을

측정하였다. 대장암에서의 항암활성은 Invasion & Wound healing을 통해 확인하고,

Cytokine arrya를 통해 growth factor의 감소 및Western blot을 통해 hedgehog

pathway를 확인함.

실험결과 (Results)

1. 칠피에서 알레르기로 문제가되는 우루시올을 UPLC를 통해 확인한 결과 핵산 분획층

에서 7.5분 peak에서 반응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발효된 칠피의 핵산 분획층에서는 동

일한 시간대에 94.8%의 저감화 되었음을 확인함.

2. DPPH 라디칼 소거능과 환원력을 통해 발효된 칠피의 추출물 및 분획물의 생리활성을

확인한 결과, DPPH 라디칼 소거능에서는 전체추출물(RC50 = 2.9 ± 0 ㎍/㎖) 및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RC50 = 3.6 ± 0 ㎍/㎖)이 BHA(RC50 = 4 ± 1 ㎍/㎖)와 유사한 활성

을 보였으며, 환원력은 전체추출물(OD700 = 0.56) 및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OD700 =

0.50)에서 높은 활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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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총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Gallic acid 및 Quercetin으로 정량하였으며, 전체

추출물(448.5 ± 20.4 ㎎GAE/㎖, 188.5 ± 8.7 ㎎ QE/㎖)) 및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417.2 ± 5.3 ㎎ GAE/㎖, 260.6 ± 27.5 ㎎ QE/㎖)에서 높은 함량을 확인하였고 이는

항산화 활성과 매우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함.

4. 항미생물활성은 핵산 및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각각 Staphylococus aureus(+)

KCTC 1916와 Escherichia coli(-) KCTC 1924에서 활성을 보였으며, 특히 핵산 분획

물의 경우 Paper disc법을 통해 관찰한 결과 우루시올의 휘발성에 따라 Staphylococus

aureus에서 항미생물이 감소됨을 확인함.

5. 항암활성중 활성이 가장 높은 대장암세포(HCT-116)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분화에 영

향을 주는 Hedgehog 신호기작 및 invasion을 확인한 결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20 ㎍/

㎖처리시 신호전달 단백질은 SMO의 감소와 SuFu의 증가를 통해 발효된 칠피 에틸아세

테이트 분획물에서 proliferation이 SMO를 inhibition 시킴으로써 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invasion이 감소됨을 확인함. 또한 Cytokine array를 통해 Growth factor의 감소와

Western blot을 통한 Growth factor recepter의 감소를 학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