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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박덩굴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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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antioxidative and antimicrobial activities of Celastrus orbiculatus
(CO). CO was extracted with methanol and then further fractionated with n-hexane (COMH), butanol
(COMB), methanol (COMM) or aqueous (COMA) to get active fractions. The antioxidative activity of
fractions from CO was investigated by measuring the scavenging activities of CO against DPPH radi-
cal, peroxynitrite (ONOO-) and reactive oxygen speicies (ROS). Among the various solvent fractions,
the COMB showed a marked scavenging effect against DPPH radical, peroxynitrite (ONOO

-
) and re-

active oxygen species(ROS). The antimicrobial activity was increased in proportion to its concentration
by the paper disk method. Among the various solvent fractions, the COMM and COMB fractions of
CO showed strong antimicrobial activities.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CO may be suitable for devel-
opment as a food preservative and alternative antioxi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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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Superoxide radical anion (O2
-), hydrogen peroxide

(H2O2), hydroxyl radical (OH ) 등과 같은 반응성이 큰 re-

active oxygen species (ROS)와 nitric oxide (NO ), peroxyni-

trite (ONOO
-
)와 같은 reactive nitrogen species (RNS)는 생체

내에서의 산화와 관련된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노화의 원인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신진대사의 부산물질로서 세포 내에서

계속적으로 생산되거나 환경으로부터 유입되어 진다[27,34].

이와 같이 ROS와 RNS의 축적이 계속되면 세포내의 환경조건

이 변화하게 됨으로써 지질과산화 유도, 단백질의 산화 및

DNA 변성등을 유발시켜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을 억제시키

고, 세포의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31,39]. 그러나 생체 내에는 복잡한 항산화 방

어망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이들에 대항하여 보호 작용을 하는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peroxidase 등의 항산

화 효소와 함께 vitamin E, vitamin C 및 glutathione 등과

같은 저분자 항산화 물질이 존재하여 인체를 유해한 산소로부

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2,10,25,38,41]. 또한 과산화물질의

축적이 계속되거나 환경적인 변화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위

적으로 항산화제를 사용한 기능성 식품 등 개발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흔히 사용되고 있는 항산화제 중 일반적으로

는 페놀계 합성 항산화제인 BHA (butylated hydroxyanisole)

와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등은 탁월한 항산화력과

경제성 등으로 널리 이용되어왔으나 안정성 논란으로 인하여

대부분 사용규제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4,13]. 이에 따라 최근

항산화효과가 높으면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수한

천연 항산화제를 개발하고자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주로 식물 분야에서의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

다. 식용으로 이용되는 식품 중에는 영양적인 측면 외에도 인

체의 기능을 향상시키거나 약리학적 활성을 지닌 물질들이

많이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천연 항산화제로는 포도,

녹차 등의 catechin을 포함한 폴리페놀(polyphenol)류가 있으

며, 그 외에도 각종 천연 향신료 등으로부터 항산화 활성 등

생리활성 물질의 검색 및 그 작용 기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5,18,29,32].

한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부는 웰빙 바람은 현대인들

의 식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주고 있다. 또한 소비자들의 식품

첨가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합성 보존제의 안전성

문제로 인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인체에 무해한

천연물 유래의 항균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단

백질 및 지방산소재 및 한약재의 추출성분에서의 천연 항균성

물질개발 등이 연구 중에 있으며, 이들이 가진 천연항균물질

의 검색 및 그 작용 기전에 관한 규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14,26,33,36].

또한,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이나 일본 등은 약용식물 및

생약 등의 천연물로부터 특정성분을 분리해내거나, 천연물이

가지는 생리활성 물질을 대상으로 천연 항산화제 및 항균제품

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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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박덩굴(CO)은 화살나무과

(Celastraceae)에 속하는 노박덩굴속(Celastrus L.)으로 전통약

용 식물로서 민간요법에서 광범위한 분야에 효능을 보이며

산 기슭이나 들에서 자라는 낙엽활엽 만경목(落葉闊葉 蔓莖

木)이다. 한국 외 중국, 일본등지에 자생하며 잎은 타원형이며

꽃은 이가화로 5월과 6월에 걸쳐 황록색으로 피며 10월에는

붉은 황색으로 열매를 맺으며, 관상가치가 매우 높아 꽃꽂이

소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예로부터 노박덩굴은 허리통증이

나 류머티즘 치료 및 진경작용으로 인해 생리통 치료에 효과

적이며, 항염증 작용, 거풍습(祛風濕), 활혈(活血), 소종(消腫)

등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5,8,16,17]. Lee 등[24]은 염증반응

과 그 발생과정에 중요한 신호전달 물질인 NF-κB를 억제하는

물질을 분리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고, Wang 등[37]은 노박

덩굴과 식물에서 살충성분을 분리한 연구 결과를 내었으며,

Guo 등[9]은 노박덩굴 열매로부터 sesquiterpene esters 물질

을 분리하여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박덩굴(CO)로부터 메탄올 추출물 및 순차

적 용매 분획물을 얻은 후 이 식물이 가진 항산화성 및 항균효

과를 검색함으로써 노박덩굴의 생리활성효과와 식품 보존제

및 천연항균제등의 기능성 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노박덩굴(CO)은 2006년 5월 강원도 인제

군 북면에 위치한 민속 약초 연구회에서 제공받았다. 열매부

분을 따로 분리하였고, 이를 세척하고 충분히 건조하여 마쇄

한 후 -75
o
C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시약

2’,7’-dichlorodihydofluorescein diacetate (DCFDA), pen-

icillamine , trolox 및 DPPH (1,1-diphenyl-2-picryl hydrazyl)

등의 시약들은 Sigma Chemical Co. (USA)로부터, dihydro-

rhodamine 123 (DHR123)은 Molecular Probes (USA)로부터,

ONOO
-
는 Cayman Chemical Co.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

용하였으며, 추출용매 및 그 외 시약은 일급 또는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시료의 추출 및 분획물 제조

시료로 사용된 노박덩굴(CO, 2 Kg)은 건조 후 시료와

methanol을 1 : 5 (W/V)로 첨가하여 상온에서 2회 추출하고,

극성과 비극성 물질을 선별, 추출하기 위해 methanol과 di-

chloromethane (CH2Cl2)을 1 : 1로 섞은 용액에 2회 추출하

여 회전식 진공농축기로 감압 농축시켜 동결건조 후 45 g의

노박덩굴 추출물(COM)을 얻고, 이 추출물을 각각 용매별로

Table 1. Yields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of CO

Fraction Yields (g) Yields (%)

Methanol ex.

Methanol fr.

Hexane fr.

Butanol fr.

Aqueous fr.

45.00

0.62

3.81

0.72

12.46

15.00

1.37

8.46

1.60

27.68

* ex: extract, fr: fraction.

분획하여 hexane층(COMH) 3.81 g, methanol층(COMM)

0.62 g, butanol층(COMB) 0.72 g 및 수층(COMA) 12.46 g을

얻었다(Table 1.)

항산화 효과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노박덩굴 분획물의 전자 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측정은 Blois의 방법[3]에 준하여 각 분획층의 DPPH

(1,1-diphenyl-2-picryl hydrazyl)에 대한 수소공여 효과로 측

정하였다. 일정농도의 시료와 대조군으로 vitamin C를 사용하

여 96-well plate에 160 μl를 넣고 0.2mM DPPH 40 μl를 첨가하

여 vortex로 균일하게 혼합한 다음 실온의 암실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Multi-detection microplate로 52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흡광도를 측정할 때 웰에 분주되는 각 시료에 의한 흡광도

의 차이는 ethanol만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보정해 주었고, 이

때 전자 공여능은 시료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구하였으며, 추출물의 EDA (%)값을 50% 감소시

키는 IC50 (Inhibition Concentration)을 구하였고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하였다.

ROS 제거능 측정

ROS 제거능을 측정하기 위해 DCFDA 측정방법[28]을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99.9%의 ethanol에 용해한 12.5 mM

DCFDA와 3차 증류수에 용해한 600 U/ml esterase를 -20oC에

stock solution으로 저장하고, 실험 시 10 μl DCFDA와 600

U/esterase를 혼합하여 조제된 2’,7’-dichlorodihydrofluo re-

scein (DCFH) 용액을 37
o
C에서 20분간 배양한 후 사용 전까지

암소에서 냉동보관 하였다.

지용성의 DCFDA는 esterase 또는 산화적 가수분해를 받아

비 형광성인 DCFH로 탈아세틸화되며, DCFH는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되어 강한 형광을 나타내는 2’,7’-dichlorofluorescein

(DCF)이 되므로 excitation wavelength 485 nm 및 emission

wavelength 530 nm에서 multi-detection microplate reader로

측정하였다.

시료를 10 μl를 넣은 후 H2O2를 190 μl씩 넣고 반응시키고,

DCFDA에 esterase를 넣어 만든 DCFH를 50 μl 첨가하여 25분

간 생성된 형광의 변화를 관찰하였고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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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ONOO－ 제거능 측정

Crow의 방법[6]에 의해 ONOO
-
제거능을 측정하였다.

96-well plate에 sample을 농도별로 취하고, 90 mM NaCl, 5

mM KCl 및 100 μM diethylenetriaminepenta acetic acid와

10 μM DHR 123을 함유하는 sodium phosphate buffer (pH

7.4)를 가한다. 그리고 10 μM ONOO-첨가한 후 형광광도를

이용하여 excitation (500 nm)과 emission (536 nm)을 측정하

였고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하였다. ONOO
-
생성원으로는

시판되는(Cayman Chemical Co.)를 직접 사용하거나 SIN-1에

의해 생성되는 ․O2와 NO의 반응으로 발생하는 ONOO
-
의

제거 활성능을 검토하였다.

항균활성 측정

사용 균주 및 배지

본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단백질 부패 원인균인 Proteus mi-

abilis (ATCC 25933), Serratia marcescens (ATCC 14756) 및

Proteus vulgaris (ATCC 13315)의 3종의 균과 쌀과 빵등의 부패

균인 Bacillus subtilis (ATCC 6633) 등 4가지 균주를 사용하였

으며, 각 균의 생육 및 보존을 위한 배지는 Nutrient agar

(Difco), Yeast extract, Malt extract를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용매 분획별 항균성 검색

분획된 노박덩굴 추출물의 항균력 검색은 paper disc meth-

od를 사용하였다[7]. 항균성 시험용 평판배지는 멸균 후 petri

dish에 20 ml씩 분주하여 응고시키고 전배양한 각종 시험균을

무균적으로 첨가하여 기층용 배지위에 다시 10 ml씩 분주하여

이중의 평판배지를 만들었다. 각 용매 분획별 추출물의 농도

를 500∼2,000 μg/ml로 하여 멸균된 disc(직경 8 mm, Toyo

Roshi Kaisha , LTD. Japan)에 흡수, 건조시켜 균주가 도말

된 plate 표면에 올려놓은 후 37
o
C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

하여 disc 주위에 생성된 clear zone의 직경(mm)으로부터 각

분획물의 항균활성을 측정하였으며 실험을 5회 반복하여 평

균치를 나타내었다.

통계 처리

본 실험에 대한 실험결과는 3번 반복 실험하여 얻어진 평균

치 및 표준편차를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

Free radical은 생물학적 손상의 주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DPPH는 천연 항산화제의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평

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며[40], 노박덩굴의 각 용매별로

DPPH free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of the partition lay-

ers of CO

Sample IC50(μg/ml)1)±SE2)

COMM

COMH

COMB

COMA

Ascorbic acid (control)

>50

>50

39.71±3.81
*

>50

13.79±2.05
1)IC50: half-maximal scavenging concentration.
2)

SE: standard error,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versus

control.

여러 분획물 중 COMB층에서 가장 높은 DPPH free radical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고 다른 분획층에서는 DPPH free radi-

cal의 소거활성이 낮게 나타났다. 즉 COMB층은 39.75 μg/ml

에서 50%의 DPPH free radical의 소거활성을 보였고, positive

control인 ascorbic acid와 비교하였을 때 비교적 높은 소거활

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예로부터 식용 또는 약용식

물로 사용된 자생식물 중 쇠비름[22]과 엉겅퀴 잎[23]이 buta-

nol 분획층에서 가장 높은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낸

결과와 유사하였다. 따라서 노박덩굴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이 butanol에 잘 용해되는 물질로 추정되어진다.

ROS 제거능

O2
-
와 H2O2를 포함하는 ROS는 생체 내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지만 적절하게 제어되지 않으면 축적되어서 단백질, 지

질, 핵산 등에 손상을 야기하고[1,11], 또한 노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노박덩굴 분획물의 ROS 제거활

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Butanol 분획층인 COMB

층은 4.73 μg/ml에서 50%의 ROS 제거활성을 나타내었으며,

COMA층은 8.09 μg/ml 그리고 COMM층은 19.09 μg/ml에서

50%의 ROS 제거활성을 나타내었다. 그 결과 여러 분획물중

COMB층이 가장 높은 ROS 제거활성을 보였으며, 특히 IC50값

이 3.42 μg/ml인 trolox와 유사한 제거활성을 나타내었다.

ONOO－ 제거능

ONOO
-
는 과량의 NO와 superoxide 음이온에 의해 생성되

Table 3. ROS scavenging activity of the partition layers of CO

Sample IC50(μg/ml)
1)
±SE

2)

COMM

COMH

COMB

COMA

Trolox (control)

19.09±1.13**

>50

4.73±0.04***

8.09±0.75**

3.42±0.06
1)

IC50: half-maximal scavenging concentration.
2)SE: standard error,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p<0.01,

***p<0.001 versus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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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ONOO
-

scavenging activity of the partition layers of

CO

Sample IC50 (μg/ml)±SE

COMM

COMH

COMB

COMA

Penicillamine (control)

7.04±0.48*

>50

3.71±0.11
*

39.31±5.96*

4.34±0.03
1)IC50: half-maximal scavenging concentration.
2)

SE: standard error,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versus

control.

며 단백질 및 지질의 과산화를 유발하고, Alzheimer's disease,

Parkinson's disease 및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등의 중

추 신경계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35]. 이와 같이 NO

는 NO자체로서 보다는 ONOO
-
의 형태로 다양한 산화적 손상

을 유발한다. NO의 생성단계는 iNOS의 발현 또는 효소활성

을 저해함으로써 조절가능하며, 일단 생성된 NO는 ONOO-의

형태로 의해 뇌조직 손상을 일으키므로, NO에 의한 다양한

신경계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해서는 ONOO
-
를 소거

할 수 있는 물질이 유용하다. 노박덩굴 용매 분획물의 ONOO
-

소거 활성을 DHR 123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노박덩굴 분획물의 ONOO-의 제거활성은 COMB>

COMM>COMA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각 3.71 μg/ml, 7.04 μg

/ml, 및 39.31 μg/ml에서 50%의 제거활성을 나타내었다. 여러

분획물중 COMB층이 가장 높은 ONOO
-
제거활성을 보였으며

특히 positive control인 penicillamine의 IC50값 4.34 μg/ml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은 제거활성효과를 나타내어 높은 항산화

활성효과를 알 수 있었다.

항균활성 측정

노박덩굴 분획물의 항균활성은 전반적으로 disc에 점적한

분획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농도 의존적인 항균활성을 나타

내었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단백질 부패원인균인

Proteus miabilis 의 경우 COMB층에서만 활성이 나타났으며,

노박덩굴 분획물을 각각 500, 1,000, 1,500 및 2,000 μg/ml를

가하였을 때 각각 6.90, 7.70, 8.40 및 8.80 mm의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같은 단백질 원인균인 Serratia marcescens 의 경우 앞서의

Proteus miabilis와는 달리 COMM 층에서만 그 활성이 나타남

을 알 수가 있다. 분획물의 첨가농도를 500, 1,000, 1,500 및

2,000 μg/ml를 가하였을 때 각 농도에 해당하는 항균 효과는

각각 7.40, 7.80, 8.40 및 8.90 mm의 항균활성 나타내었다.

Proteus vulgaris 의 경우에서는 앞서의 단백질 부패 원인균

인 Proteus miabilis 와 Serratia marcescens가 나타내었던

COMM층과 COMB 층에서 항균효과가 나타났으며, 특히

Table 5. Antimicrobial activity of the partition layers of CO

ractions

Stains

Clear zone on plate (mm)
1)

μg/ml COMM COMH COMB COMA

Proteus
mirabilis

(KCTC 2566)

500

1,000

1,500

2,000

-

-

-

-

-

-

-

-

+

++

++

++

-

-

-

-

Serratia
marcescens

(KCTC 2356)

500

1,000

1,500

2,000

+

++

++

+++

-

-

-

-

-

-

-

-

-

-

-

-

Proteus
vulgaris

(IFO 3851)

500

1,000

1,500

2,000

++

++

++

+++

-

-

-

-

-

-

-

++

-

-

-

-

Bacillus
subtilis

(ATCC 6633)

500

1,000

1,500

2,000

++

++

++

+++

-

-

-

-

+

++

++

+++

+

+

++

++
1)

COMM: Methanol partition layer of methanol extracts COM;

COMH: Hexane partition layer of COM; COMB: Butanol par-

tition layer of COM; COMA: Aqueous layer of COM.
2)

Treated sample was adsorbed into paper disc (6mm, diame-

ter) and the diameter (mm) of clear zone was confirmed

around the colony.

Growth inhibition size of clear zone: +++, larger than 9.5 mm;

++, 9.5-7.5 mm; +, smaller than 7.5 mm; -, not detected.

COMM 층의 경우는 500 μg/ml 의 농도 처리 시 7.50 mm

의 항균활성을 나타내었고, 그 값이 농도 의존적으로 점차 증

가하다 최종농도인 2,000 μg/ml에서 9.00의 높은 항균활성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COMB 층에서는 500, 100 및 1,500 μg

/ml에서 항균활성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종농도

인 2,000 μg/ml 농도에서만 8.7 mm 의 항균활성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쌀과 빵등의 부패균인 Bacillus subtilis의 경우는 앞서의

Proteus miabilis, Serratia marcescens 및 Proteus vulgaris의 단백

질 부패균들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COMH 층을 제외하고 모든 층에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으며

COMM, COMB 및 COMA 층 순서로 각각 활성을 보였으며,

특히 COMM 층의 경우는 최저 농도인 500 μg/ml에서 이미

8.00 mm의 항균 효과를 보였고 1,000, 1,500 및 2,000 μg/ml

농도에서는 각각 8.30, 8.70 및 9.40 mm의 농도 의존적인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 다음으로 활성을 보인 COMB 층의 경

우는 최저농도인 500 μg/ml 농도에서 6.50의 다소 낮은 효과

를 나타내었으나, 최고 농도인 2,000 μg/ml에서는 9.00 mm의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COMA 층의 경우는 앞서 사

용한 단백질 부패 원인이 되는 다른 세 균주에서는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Bacillus subtilis 에서만 항균활성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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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500, 1,000, 1,500 및 2,000 μg/ml 의 시료 첨가 시 각각

6.50, 7.30, 7.60 및 7.70 mm 의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극성이 낮은 hexane 층에서는 사용한 4가

지 균주에서 모두 항균활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노

박덩굴 분획물의 주요 항균활성 물질은 극성용매인 methanol

층이나 butanol 층에서 잘 녹는 물질로 추정되어지며 이와 같

은 결과는 감초[19]와 영귤[20]의 용매별 추출물에서 비극성

용매인 hexane층보다 메탄올과 같은 극성용매에 항균활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삼백초[21] 추출물의 경

우 5∼10 mg/ml, 발아메밀[12]은 10∼40 mg/ml에서 항균효

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노박덩굴 분획물은 삼백초나 발아

메밀등의 천연물에 비하여 약 10～40배정도의 상대적으로 높

은 항균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천연소재를 이용하여 식품 저장성과 안전성 향상

을 위한 식품첨가제나 보존제등의 개발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민간에서 사용되어 온 노박덩굴 분획물에 대한 항산화 효과

및 항균활성을 측정하였다.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여 항산화 활성효과

를 알아 본 결과 COMB층이 39.75 μg/ml에서 50%의 DPPH

free radical의 소거활성을 보여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

내었다. ROS 제거활성 측정결과에서도 COMB층이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4.73 μg/ml에서 50%의 ROS 제

거 활성을 나타내어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trolox와 거의

유사한 제거활성을 보였다. 그리고 ONOO
-
제거활성 역시

COMB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positive control인

penicillamine의 IC50값인 4.34 μg/ml과 비교하였을 때 더 높

은 제거 활성 효과를 나타내어 높은 항산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aper disc method를 이용한 항균효과 실험 결과, 사

용한 모든 균주에서 COMH층을 제외한 COMM, COMB 및

COMA층이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bacillus subtilis에

서는 COMH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서 농도에 비례하여 항균

력이 점차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COMM층과 COMB층에

서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항산화효과는 노박덩굴의 bu-

tanol 분획층인 COMB층에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COMM 순이었다. 항균 효과는 사용한 모든 균주에서 meth-

anol 분획층인 COMM층이 전반적으로 높은 항균활성이 나타

났으며 COMB층이 다음으로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이

상의 결과로 노박덩굴의 butanol 분획층인 COMB층과 meth-

anol 분획층인 COMM층에서 항산화 활성과 항균력을 나타내

는 효과적인 생리 활성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지며, 앞으로 더욱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하여 천연 항산화제,

천연식품보조제 및 천연 항균제등의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활

용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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