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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인간 면역 세포인 B 세포와 T 세포 그리고 그들의 cytokinedml 분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또한 일일 경구 투여량을 30 mg/mL 그리고 100 mg/mL의 농도로 조절하여 암컷 ICR 마우스에 투여하여 혈청에서의

항체 생성량을 조사하였다. 인간 정상 폐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결과 모든 추출물이 24.15% 이하의 독성을 나타내었

다. 인간 면역 세포인 B 세포와 T 세포 모두 초고압 추출공정에 의해 40% 이상 생육이 증진하였다. 인간 면역 세

포인 B 세포와 T 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IL-6, TNF-α)의 양은 일반 열수 추출 공정과 비교하여 약 20-50% 증

가하였다. 또한 고로쇠 추출물의 투여로 인해 총 항체 생성량도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고로쇠의 효과적인

최적의 추출 조건은 일반적인 공정 보다 100oC이하의 온도에서 높은 압력과 함께 용매 추출공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Abstract: Experiments were performed for investigate the immune activities on human B and T cell growth and

secretion of their cytokines. Also, antibodies in serum were investigated in female ICR mouse by feeding the

extracts of Acer mono at dose of 30 and 100 mg/mL of one day orally for 15 days. The cytotoxicity of the

samples on normal human cell (HEL299) was below 24.15% in adding the all extracts. Both human immune B

and T cells were increased up to about 40% by the high pressure extraction process. The secretion of cytokines

(IL-6, TNF-α) on human B and T cells were increased up to 20-50% by adding the high pressure extraction

process compare to the hot water extraction process. Also, total serum IgG levels increased by feeding Acer mono

extacts. It can be conclude that optimum condition for efficient extraction of Acer mono as functional materials

is solvent extraction process using water with high pressure at below 100oCA than typical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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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재 고로쇠나무에 관한 연구 거의 수액에 관한 연구로

국내에서는 무기물과 당류 분석(김충모 등, 1991), 자작나

무 수액 중에 칼슘, 마그네슘 분석(윤승낙 등, 1992), 수액

성분분석과 효능(안원영, 1975)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일

본의 경우는 국내에 비해 비교적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

고 있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약리적 효과보다는 수

액의 성분분석에 관한 것으로 자작나무의 성분에 관한 연

구(Terazawa et al., 1984)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대부

분의 연구가 고로쇠 수액에 관한 것으로, 고로쇠나무 자체

의 활성 연구는 분획을 통한 항산화물질 분리(권용수 등,

1997), 고로쇠와 우산고로쇠 나무의 항산화능 및 glutathione

S-transferase활성비교(김 영 등, 2008), 고로쇠와 우산고로

쇠 나무의 부위별 항암 및 면역조절능 비교(사이드 압둘

카디르 등, 2007)등 만이 보고되어 있다. 이처럼 고로쇠에

관한 연구 중에서도 면역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기존의 연구도 일반적인 열수 추출에 의한 활

성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음파 공정, 초고압 공정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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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의 추출방법과 비교해 고로쇠 추출물의 면역 활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고로쇠 추출물을 이용

하여 세포수준에서 실험을 수행하고 동물실험을 통한 면

역 항체 실험을 통해 면역 활성을 검증하여 고로쇠의 면

역제재로서의 가능성을 부여함으로써, 연구 자료들이 약

용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 및 공정 관련 분야의 기초

자료로서 가치를 지니게 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고로쇠나무의 수피를 2009년 5월에 채취한 것을 국립

산림과학원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재료를 실온에서 음건

시킨 후 사용하였다.

2. 추출 조건

실온에서 음건 시킨 후 분쇄기로 분말화한 후 수직 환류

냉각기가 부착된 추출 플라스크에 시료 100 g과 시료 중

량의 10배수의 증류수를 용매로 넣고 100oC에서 12시간

씩 2회 추출을 시행하였다. 상기와 같은 열수 추출공정으

로부터 얻어진 각각의 추출물은 감압농축기(ratary vacuum

evaporator N-N series, Eyel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여과, 농축한 뒤 동결건조를 통해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한 Powder 상태로 제조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초음파 추출은 60oC에서 열수 추출공정을 거친 후 초음

파 발생기를 이용하여 90 kHz의 초음파 공정을 1시간 병

행한 후 얻어진 추출물을 감압농축기를 이용하여 여과, 농

축한 뒤 동결건조를 통해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한

Powder 상태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초고압 추출은 고로쇠나무 수피 100 g을 초고압 추출 장

치(FOOD CIP-70-350-80, Ilshin autoclave, Daejeon, Korea)

를 이용하여 200 MPa의 압력으로 15분간 초고압을 처리

하였다. 초고압 처리 후 고로쇠 수피를 수직환류냉각기가

부착된 추출 flask에 10배의 증류수를 사용하여 60oC에서

12시간 동안 2회 반복 추출하였다. 얻어진 추출물을 감압

여과장치로 여과하여 농축 ·동결건조 한 후 실험에 사용

하였다. 

 3. 세포 및 시약

면역세포 생육 증진 효과는 인간 면역 세포인 T세포 (Jurkat,

ATTC, USA)와 B세포 (Raji, ATTC, USA)를 이용하여 검증하

였으며, 세포배양에 필요한 배지로 RPMI1640(Gibco, USA)

을 사용하였고, hepes buffer와 gentamycin sulfate(SIGMA,

USA)를 사용하였다. 염색제 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tetrazolium bromide(SIGMA, USA)(MTT)를 사용하

였으며, cytokine 측정을 위해 Interleukin-6(IL-6)와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kit(Chemicon, USA)를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동물실험을 통한 면역 항체 실험을 위해 Mouse IgG

ELISA quantitation kit와 enzyme substrate(Koma Biotech

Co. Korea)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BSA(bovine serum

albumin)와 carbonate-bicarbonate(SIGMA, USA), Tris (J.T.

Baker, USA), NaCl(Junsei, Japan), Tween 20과 H
2
SO

4

(Yakuri, Japan)를 사용하였다.

4. 정상세포 독성 측정

일반 열수 추출물과 초음파 병행 추출물, 초고압 추출

물의 정상세포에 대한 독성은 인간 폐 세포주인 HEL299

를 이용하여 세포 단백질을 염색하고 세포의 증식이나 독

성을 측정하는 방법인 SRB(sulfodamine B) assay(Doll and

Peto, 1983)로 측정하였다. 실험 대상 세포의 농도를

4~5×104cells/mL으로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100 µL씩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배양(37oC, 5% CO
2
)한 후, 각각의 시

료를 최종농도 0.2, 0.4, 0.6, 0.8 그리고 1.0 mg/mL로

100 µL씩 첨가하여 4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완료된 후에

상등액을 제거하고 차가움 10%(w/v) TCA(trichloroacetic

acid) 100 µL를 가하여 4oC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증

류수로 5회 세척하여 TCA를 제거하고 실온에서 plate를

건조한 뒤 각 well에 1%(v/v) 아세트산으로 녹인 0.4%

(w/v) SRB 용액을 100 µL씩 첨가하고 상온에서 30분 동

안 염색시켰다. 결합되지 않은 SRB 염색액은 1% 아세트

산으로 4~5회 정도 세척, 건조 시킨 후에 10 mM Tris

buffer 100 µL를 첨가하여 염색액을 녹여낸 후 540 nm에

서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하

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In vitro 면역세포 생육 증진 효과

면역 기능 증강 효과를 알아보고자 시료의 첨가를 통한

면역세포의 생육도를 인간 유래 T세포주인 Jurkat과 B세

포주인 Raji를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세포는 10% FBS

를 함유하는 RPMI1640 배지를 이용하여 5% CO
2
, 37oC

에서 배양하였다. 면역 기능 증간을 확인하기 위한 면역

세포의 증식율은 MTT assay를 이용하였으며 생육 증진 효

과 실험은 24 well plate에 세포를 2.0×104cells/mL의 농도

로 조절한 후 시료를 투여하여 8일 동안 배양시켰고, 매일

각 well의 세포수를 세포계수기(Chemometec,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이서호 등, 2002).

6. 면역세포로 부터 cytokine 분비량 측정

면역세포의 생육 증진에 따른 면역활성 증진도를 확인

하고자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cytokine의 분비량을 Chemicon

(USA)사의 IL-6와 TNF-α 정량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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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포의 농도를 4.0~5.0×104cells/mL의 농도로 조절한 후

24 well plate에 900 µL씩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배양(37oC,

5% CO
2
)시킨 후, 시료의 최종농도를 1.0 mg/mL로 100 µL

씩 첨가하여 다시 배양(37oC, 5% CO
2
)하였다. 배양배지를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상층액을 취한 다음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얻어진 O.D. 값을 표준물질을 이용해

작성한 표준곡선과 비교하여 cytokine의 양을 측정하였다

(한병훈 등, 1998).

7. 마우스를 이용한 In vivo 항체 생성능 측정

실험에 사용된 쥐는 오리엔트바이오(Orent Bio Inc.

Seongnam, Korea)사에서 자성 ICR female 실험쥐(4주령,

22~24 g)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사육장은 20~25oC의 온

도와 55±10%의 습도를 유지시켰으며, 12시간마다 점등

하였다. 케이지는 살균 처리하여 1/4 정도 깔짚으로 채워

사용하였고, 사료는 고형 사료로 자유급식을 하였으며, 물

도 살균 처리하여 자유급식 하였다. 실험쥐는 약 1주일 정

도 적응시켜 실험을 시작하였다. 실험군마다 10마리씩 사

육하고, 실험 식이는 30 mg/mL, 100 mg/mL의 두 가지 농

도로 조절한 것을 500 µL씩 매일 경구투여 하였다. 실험

은 15일 동안 3일 간격으로 각 군마다 2마리씩의 실험쥐

로부터 혈액을 채취, 혈청을 이용하여 실험에 이용하였다.

항체 코팅을 하기 위해 96 well plate에 코팅 항체와 코

팅 완충액을 1:100으로 희석하여 각 well에 100 µL씩 주

입하고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후 각 well에

서 항체액을 제거하고 세척액으로 3회 세척하였다.

Blocking을 위해 blocking solution을 각 well에 200 µL씩

주입한 후 30분 동안 배양하고, 세척액을 이용하여 3회 세

척하였다. Standard는 sample buffer에 각 단계별로 희석시

켰으며, 시료는 50배수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희석한

standard와 시료를 각 well에 100 µL씩 주입한 후 1시간

동안 배양하고 세척액으로 5회 세척하였다. HRB

conjugated 2nd 항체를 1:100,000의 비율로 희석한 후 각

well에 100 µL씩 주입한 후 1시간 동안 배양시키고 세척

액으로 5회 세척하였다. TMB의 두 기질 용액을 동일 양

으로 혼합한 후 각 well에 100 µL씩 주입하고 5~30분 동

안 배양하였다. 반응을 정지시키기 위해 2N H
2
SO

4
를 동

일양인 100 µL씩 주입한 뒤에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

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Kim et al., 2001).

8.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관찰

초고압 공정을 거친 후 세포조직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

찰하기 위해 저진공주사현미경(Low Vacuum-Scanning

Electron, ×400)은 일본의 Hitachi Science systems의 S-

3500N으로 촬영하여 고로쇠 수피의 표면을 관찰하였다.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통한 고로쇠나무 추

출물의 표면 관찰을 위해 금, 백금, 금합금, 백금합금 등

작은 크기의 입자를 3~4 mm정도 얇게 증착하여 전도성을

획득하고 2차 전자 방출 유도와 전자선으로부터 시료를

보호하여야 하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후 촬영을 하였다

(Chae, 1996). 

9. HPLC 분석을 통한 추출물의 물질 비교

시료 내 유용성분들의 비교를 위해 HPLC 분석용 water

에 녹여 0.45 µm syringe filter로 여과하고 물 추출물과 물

추출후 초음파 병행 추출물, 5분의 초고압 추출물 그리고

15분의 초고압 추출물을 각각 1 mg/mL의 농도로 조제하

여 Injection volume 20 µL로 측정하였다. HPLC 기기는

BIO-TEK instrument(Italy)사의 HPLC 500 series를 사용

하여 Pump : BIO-TEK 522 controller, Column : Alltech

Prevail C18 5 µ이고 이동상은 물과 acetonitrile을 사용하였

는데 처음 10분간은 acetonitrile과 물의 비율을 20:80, 그

후 매 10분간 40:60, 60:40, 80:20으로 하였고 마지막 10분

간은 20:80의 비율로 흘려보내 주었고, 유속은 1.0 mL/min

으로 흘려주었다.

10. 통계처리

Microsoft excel의 student t-test에 의해 유의성을 검정하

였다. 또한 각 활성 실험 등에 대한 각 실험결과는 triplicate

determinations에 의한 Mean±SD로 표시했으며 각 평균치

간의 차이는 student t-test에 의해 P<0.001, P<0.005,

P<0.01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추출공정별 고로쇠의 추출 수율

고로쇠 추출물의 일반열수추출, 초음파공정 추출, 초고

압공정에 따른 추출수율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초고압

공정을 통한 추출물이 12.36%로 가장 높은 추출수율을 나

타내었으며, 일반 열수 추출물이 7.42%로 가장 낮은 추출

수율을 나타내었다. 일반 열수 추출물에 비해 초음파 공

정을 통한 추출수율이 약 15%의 수율 향상을 나타내었고,

초음파 공정에 비해 초고압 공정이 약 43%, 일반 열수 추

출에 비해 초고압 공정을 통한 추출수율이 약 66%의 추

출수율 향상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추출 수율의 향상

은 기존의 천연물 연구를 통해 알려진 초음파 추출에 의

한 강화 사자발쑥의 추출수율 20~30% 증진(권민철 등,

2007)을 훨씬 상회하고 초고압 추출 공정에 의한 당귀 추

출물의 추출수율 약 104% 증진(김철희 등, 2008)과 같이

수율 증진효과가 큰 결과로 초음파 추출 및 초고압 추출

공정이 고로쇠나무의 추출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사료된다. 고로쇠나무와 같이 그 표면이 단단한 초목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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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일반적인 추출의 방법은 높은 온도와 긴 시간이 필

요한 단점이 있다. 기존 열수 추출에 비하여 초음파 병행

추출의 수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초음파 조사 시 용존

산소나 기포를 액외로 방출시키는 탈기현상이 일어나고

이들이 용매와 상호 작용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

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대호 등, 2005). 게다가, 초음

파는 초목 원료의 추출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특히

낮은 분자구조의 물질 추출에 유리하다(Hromadkova et

al., 2002). 이러한 방법은 초목류에서의 생리활성물질 추

출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초음파 사용으로 인한 추

출의 증진된 효과는 세포벽 파괴와 더불어 입자크기를 줄

이고 진공현상에 의해 발생되는 버블에의한 구조의 파괴

로 인해 세포안의 큰 구조의 물질들이 용매로의 이동이

용이하다는 것이다(Paniwnyk et al., 2001). 또한 초고압

추출은 기존의 추출 방법으로는 용출되어지지 않았던 성

분들이 초고압 처리를 통해 조직과 세포막의 변형으로 인

해 용매들이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감으로서 기존 물질들

의 용출량을 증가시키고 새로운 물질이 용출되어 수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2. 정상세포 독성

Figure 1은 인간 정상 폐 세포인 HEL299에 대한 각 공정

별 추출물의 정상세포 독성을 나타낸 그림이다. 실험에 사

용된 sample의 농도는 0.2, 0.4, 0.6, 0.8 그리고 1.0 mg/mL

로 조절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독성 측정 결과 모든 추출

물이 농도가 증가 할수록 세포독성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AW가 1.0 mg/mL의 농도에서 24.15%

로 가장 높은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고, AUP가 20.42%로

가장 낮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 일반 열수 추출물에 비

해 초음파 공정, 초고압 공정을 거친 추출물의 세포독성

이 낮은 결과는 초음파, 초고압 공정으로 인해 고로쇠나

무 자체가 가지고 있던 독성물질이 파괴되거나 그 구조가

변성되어 나타나는 결과라 사료된다. 매자나무의 면역에

관한 연구(김 영 등, 2008)에서도 초고압 처리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의 세포독성보다 약 6% 낮았다는 연구와 유

사한 결과로 초고압 공정을 통한 고로쇠 추출물이 세포수

준에서 안전성을 가지며 면역소재로서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3. 면역세포 생육 증진

면역 세포의 생육 활성도 실험에서는 면역체계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인 B세포와 T세포를 이용하였

고, 생육 증진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이용

하였다. 사용된 시료의 농도는 0.5 mg/mL로 조절하여 사

용하였으며 먼저, B세포의 생육증진 결과를 Figure 2에 나

타내었다. B세포의 생육도를 살펴보면 시표 투여 후 6일

까지 최고로 증가하였다. 가장 높은 면역세포 생육을 나

타낸 AUP의 경우 7.47×104cells/mL로 측정돼 시료를 첨

Table 1. The extraction yields of Acer mono according to

several extraction processes.

Sample Yields (%, w/w)

AW1) 07.42±0.22**

AU2) 08.59±0.75***

AUP3) 12.36±1.15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0.001, **P<0.005,
***P<0.01 by student t-test. Mean values±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1)AW: water extraction at 100oC for 12 hours.
2)AU: ultrasonification extraction for 1 hour with water at 60oC.
3)AUP: ultrasonification process for 1 hour with water at 60oC
after holding high pressure for 15 minutes at 200 MPa. Figure 1. Cytotoxicity of the extracts of Acer mono against

normal cell line, HEL299 according to several extraction

processes. (AW: water extraction at 100oC for 12 hours, AU:
ultrasonification extraction for 1 hour with water at 60oC,

AUP: ultrasonification process for 1 hour with water at 60oC

after holding high pressure for 15 minutes at 200 MPa).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aP< 0.001, bP< 0.005,
c
P<0.01 by student t-test. Mean values±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Figure 2. Comparison of human B cell growth in adding

0.5 mg/mL of each extracts. (AW: water extraction at 100oC
for 12 hours, AU: ultrasonification extraction for 1 hour

with water at 60oC, AUP: ultrasonification process for 1

hour with water at 60oC after holding high pressure for
15 minutes at 200 MPa).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a
P < 0.001, b

P < 0.005, c
P < 0.01 by student t-test.

Mean values±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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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지 않은 대조구(5.21×104cells/mL)보다 약 43% 정도

B세포의 생육을 더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

으로 6일까지 가장 많은 세포의 생육 증진 효과를 나타내

었고, 초고압 공정을 거친 추출물의 면역세포 생육 증진

효과가 가장 좋은 것을 나타났다. 이는 Cho(조경희 등,

2000)등이 보고한 1.5 mg/mL의 농도에서 28.2%의 증가율

보다 높고 또한, 일반 열수 추출물의 경우도 대조군과 비

교하여 높은 생육 증진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고로쇠 추출물에는 면역세포의 생육을 증

진시키는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 성분에 대한

분리 및 동정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Cytokine 분비량 측정

Table 2는 인간면역 세포의 생육 증강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서 면역 세포들이 분비하는 cytokine(IL-6와

TNF-α)의 분비량을 B, T세포에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

이다. 각 시료에 따른 cytokine의 분비량은 면역세포 생육

도와 유의적인 값을 나타내었다. 각 시료에 대한 세포 당

IL-6와 TNF-α의 분비량을 살펴보면, 초고압 공정을 통한

추출물의 경우 6일째 B 세포에서 각각 6.25×10−4 pg/mL와

5.99×10−4 pg/mL을 나타내며 가장 많은 분비량을 나타내었

다. T 세포에서의 분비량도 초고압 공정의 추출물이 6일째

각각 6.87×10−4 pg/mL와 6.38×10−4 pg/mL로 가장 많은 분

비량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의 고로쇠 및 우

산고로쇠 추출물의 면역 활성(사이드 압둘 카디르 등, 2007)

에 관한 연구에서 보고된 분비량을 약 4배 상회하는 결과

로서 초고압 공정에 의한 면역 활성이 증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 열수 추출로는 용출되지 않았던

물질들이 높은 압력에 의해 용출량 및 유용성분이 증가되

어 면역 활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로쇠

추출물의 농도와 배양일에 따른 세포의 생육 및 cytokine

분비량의 증진을 통하여 고로쇠 추출물이 면역 활성과 관

련하여 활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IgG 항체생성능 측정

생명체의 면역기능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하는 기작을 총칭하는 것으로 우리 몸에는 이 면역을 담

당하는 기관 및 조직,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유

Table 2. The cell growth and secretion of IL-6 and TNF-a in adding 0.5 mg/ml of Acer mono extracts from three different
extraction process.

Sample
Time
(day)

B cell T cell

Cell density
(×104 cells/mL)

Specific secretion (10-4 pg/mL) Cell density
(×104 cells/mL)

Specific secretion (10-4 pg/mL)

IL-6 TNF-a IL-6 TNF-a

AW1)

1 1.35±0.11 0.23±0.02** 0.32±0.02 1.33±0.21 0.42±0.03 0.63±0.02**

2 2.21±0.22 1.53±0.05 1.97±0.02** 2.53±0.43 2.63±0.02 2.21±0.06

3 3.43±0.12* 2.52±0.02 2.12±0.01 5.43±0.22 3.26±0.07** 2.85±0.08

4 5.11±0.21 3.65±0.07 2.32±0.06* 6.12±0.21 4.76±0.07 4.32±0.03

5 5.58±0.37 4.92±0.07 4.65±0.04 7.42±0.12 4.89±0.04* 5.16±0.03

6 6.32±0.41*** 5.11±0.04* 4.89±0.02 7.89±0.25*** 5.22±0.07 5.75±0.09***

7 6.11±0.85 4.74±0.05 4.21±0.01** 6.23±0.41 4.17±0.02 5.11±0.08

AU2)

1 1.27±0.24 0.68±0.03 0.76±0.02 2.05±0.15 1.34±0.02 0.95±0.02

2 2.55±0.13 1.93±0.01*** 1.43±0.02** 3.27±0.21*** 2.63±0.01** 2.20±0.05

3 4.84±0.25 2.62±0.02 2.43±0.03*** 4.26±0.17 3.95±0.02 3.02±0.04

4 5.58±0.21 3.99±0.06** 3.45±0.01 6.26±0.21 5.23±0.06* 4.87±0.03***

5 7.31±0.11*** 5.21±0.04 4.88±0.09** 7.87±0.53** 5.72±0.02 5.78±0.03

6 7.94±0.37 5.38±0.08 5.02±0.08 8.21±0.14 6.27±0.05 6.10±0.08**

7 6.42±0.51 4.85±0.08 4.41±0.03 7.21±0.11 6.11±0.03** 6.01±0.01

AUP3)

1 1.93±0.12 1.23±0.02 1.23±0.04** 2.44±0.21** 0.66±0.03 1.27±0.02 

2 3.42±0.17** 2.32±0.04 2.43±0.02 3.57±0.17 3.52±0.03 3.07±0.02

3 3.98±0.23*** 3.53±0.05*** 2.97±0.08** 5.82±0.22 4.09±0.06 3.23±0.04*

4 6.58±0.34 4.87±0.02** 3.21±0.07 7.33±0.19*** 5.74±0.02 5.51±0.04

5 8.46±0.14* 5.96±0.02 5.32±0.06* 8.67±0.22 6.04±0.08 5.89±0.03

6 9.12±0.63 6.25±0.07*** 5.99±0.02 9.24±0.14*** 6.87±0.02* 6.38±0.04

7 7.47±0.42 5.42±0.02** 5.24±0.03 7.84±0.31** 6.42±0.08 6.17±0.05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 
P < 0.001, ** P < 0.005, *** 

P < 0.01 by student t-test. Mean values±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1)AW: water extraction at 100oC for 12 hours.
2)AU: ultrasonification extraction for 1 hour with water at 60oC.
3)AUP: ultrasonification process for 1 hour with water at 60oC after holding high pressure for 15 minutes at 20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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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인 시스템을 면역계라고 하며, 이들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Abo et al., 2005). 면역 감마글로불린

(immunoglobulin G, IgG)은 체액성 면역에 관여하는 주요

단백질로서 감염에 대한 방어 기능이 있으며 자가면역 질

환의 병리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혈청 내

면역글로불린의 정량은 개개인의 면역능을 추정하는 대

표적인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이연경 등, 1999).

Figure 3는 in vivo 실험으로서 ICR 실험쥐를 이용하여

15일 동안 3일 간격으로 혈액을 채취하고 IgG 항체의 생

성을 측정한 것이다. 15일 동안 시간이 지날수록 항체의

양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모든 추출

물이 대조군에 비해 IgG 항체의 양을 증진시킨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30 mg/mL의 농도로 처리한 것보다

100 mg/mL의 농도로 제조한 시료를 식이한 쥐의 항체 생

성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고압 공정 추출

물을 100 mg/mL로 조절한 시료의 경우 15일째 가장 많은

51.74 ng/mL의 항체 생성량을 보였다. 이는 컨트롤과 비

교하여 약 2배 이상 많은 생성량으로서 Han(한상엽 등,

2005)등이 보고한 인삼 추출물의 효과 보다 높은 증가폭

으로써 초고압 공정에 의한 유용생리활성 성분의 추출이

증가한 결과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in vitro

실험에서 얻은 면역 활성 효과를 마우스를 이용한 in vivo

실험에서 확인함으로써 고로쇠 추출물이 면역증강제재로

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관찰

Figure 4는 일반 열수 추출, 초음파 공정 추출 및 초고압

추출 후 조직 파괴의 형태를 관찰하기 위하여 저진공주사

현미경을 이용하여 고로쇠 수피의 표면을 400배로 확대

하여 관찰한것이다. (A)는 100에서 일반 열수 추출한 것

으로 고로쇠나무 표면의 조직이 비교적 대부분 파괴되지

않고 정상 상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초음파 공

정을 거친 (B)는 (A)와 비교하여 그 표면의 조직이 벌어

Figure 3. Serum IgG level in the blood of the feeding the

extracts. (AW: water extraction at 100oC for 12 hours, AU:
ultrasonification extraction for 1 hour with water at 60oC,

AUP: ultrasonification process for 1 hour with water at 60oC

after holding high pressure for 15 minutes at 200 MPa).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aP < 0.001, bP <

0.005, cP < 0.01 by student t-test. Mean values ± standard

deviation from triplicate separated experiments are shown.

Figure 4. Scanning electron microphotographs of the structures of Acer mono after treatments, A : water extraction at 100oC for

12 hours, B : ultrasonification extraction for 1 hour with water at 60oC, C : ultrasonification process for 1 hour with water at 60oC

after holding high pressure for 15 minutes at 20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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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찢겨진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러한 벌어진 틈을 통

해 더 많은 유용성분의 용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C)는 초고압 공정을 거친 고로쇠나무의 것으로 그

표면의 상태가 (A), (B)와 비교하여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표면이 높은 압력하에 변성되고 파괴되어 작은

구 모양으로 뭉쳐지고 변형된 것을 볼 수 있다. 앞의 활성

실험결과에서의 일반 열수 추출물에 비해 초음파 공정을

거친 추출물 이나 초음파 공정을 거친 추출물의 활성이

더 높았던 것을 생각하여볼 때 초음파 및 초고압 공정을

통해 표면 조직사이의 결합이 파괴되어 고로쇠 수피에 함

유되어 있던 유용물질이나 신물질이 기존의 열수 추출에

비해 더 잘 빠져나와 활성이 증진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초고압 공정에 의해 고로쇠에 함유되어 있는 독성물질

이 파괴되거나 변성되어 세포독성 저감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초고압 공정을 통해 얻은

추출물의 세포독성의 경우 일반 열수 추출물의 세포독성

보다 낮은 것에 반해 면역세포 생육 증진 결과나 cytokine

분비량 및 IgG 생성량 결과를 통해 초고압 공정을 통해

활성이 증가한 결과를 미루어보아 초고압에 의해 독성물

질은 파괴되거나 변성되고, 유용생리활성물질의 용출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7. HPLC 분석을 통한 추출물의 물질 비교 분석 결과

Figure 5는 고로쇠 각 시료를 HPLC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HPLC결과를 분석해 보면 모든 추

출물이 대부분 16분에서 18분 사이에서 주요 peak가 나타

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간대에 나온 peak들을 살펴

보면 그 peak의 크기가 초고압 추출물이 가장 크고 그 다

음으로 초음파 추출물, 일반 열수 추출물이 가장 작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peak들의 작은 차이가 일반 물 추

출물과 초음파 및 초고압 추출물간의 다른 생리활성 결과

를 낳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아 물 추출

물에 비해 초음파 병행 추출물, 초고압 공정을 거친 추출

물에서 성분의 용출이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앞의 SEM관찰 결과와 연계하여 보면 초음파나

초고압의 극한 공정을 거친 고로쇠 수피 표면이 일반 열

수 추출물에 비해 더 많이 찢겨지고 변성되어 수피안의

생리활성성분의 용출이 더 많고, 용이하게 된 결과 HPLC

peak의 크기가 더 커진 것으로 사료된다. 앞으로 공정의

변화에 따른 추출물의 용출에 관한 성분분석이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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