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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biological activities of Carthamus tinctorius including antioxidative, fibrinolytic, 
thrombin inhibitory, α-glucosidase inhibitory and collagenase inhibitory activities. Carthamus tinctorius, hot water extract 
was fractionated into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and water fraction. Each of these was assayed 
individually. The hot water extract showed high antioxidative activity and thrombin inhibitory activity at 90.17% and 
97.10% respectively. In the fraction activity tests, chloroform fraction showed the highest antioxidative activity at 
81.85%. The fibrinolytic activity was strong only in the butanol fraction at 0.70 plasmin units/ml. The thrombin 
inhibitory activities of hexane, ethyl acetate and butanol fractions were 97.35%, 86.74% and 93.18% respectively. In 
collagenase inhibitory activity test, hexane fraction showed the highest activity at 87.78%. In conclusion, the hot water 
extract and solvent fractions of Carthamus tinctorius L can be used as a material for the development of biofunctional 
tea and food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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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생리활성 물질은 인체에 적은 양이 필요하지만 그 작

용이 매우 중요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치명적

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이 생리활성 물질은 항산화 

작용, 해독 작용, 면역기능증강 작용, 호르몬 조절 작용, 

항균 또는 항바이러스 작용 등을 통해 노화를 지연시키

거나 각종 성인병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이유로 생체 내의 부족한 생리활성 물질을 인체가 아닌 

식물이나 다른 동물로부터 추출하여 인체에 생기는 질병

의 치료와 질병발생 예방에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생리활성 물질은 식물이나 균류의 2차 

대사 산물로 많이 생성되어 식용 가능한 약용식물이나 

균류에서 추출하기도 하지만 발효 식품을 이용하는 경우

도 있다 (Kwak et al., 2002). 이 같은 생리활성 물질은 의

약품과 기능성 식품, 기능성 화장품 등의 개발에 이용 가

능할 수 있어 그 사용 범위는 더욱 확대되어 가는 추세

이다 (Kim et al., 2000). 기능성 식품의 재료로 이용할 경

우 활성이 작더라도 항시 복용이 가능하여 그 효과는 크

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질병의 발생은 음식 섭취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섭취한 식품의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는 불안정하고 반응성이 커 많은 생체

구성 물질들과 비가역적이며 비선택적인 반응을 하여 암

이나 노화를 비롯한 많은 성인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Woo et al., 2010). 정상적인 경우 생체 내 활

성산소의 발생과 억제계는 평형을 유지하고 있지만 생체

의 변화로 활성산소의 양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균형이 

파괴되므로 활성산소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항산화물질의 

섭취가 필요하다. 항산화물질은 활성산소에 수소를 제공

하여 안정한 물질로 변화시켜 생체물질과의 반응을 억제

시키고 반면 자신은 안정한 라디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물질이라야 우수한 항산화물질로 이용될 수 있다. 

최근 항산화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 동안 식

용과 약용으로 사용하던 한약제와 약용버섯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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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식품이 단순한 영양물질 공급의 차원을 넘어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어 기능성 식

품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이들이 기능성 식품의 

식단을 선호하게 되었다. 최근 혈관계 질환의 주성분인 

혈전을 분해하는 효소와 분해 활성을 갖고 있는 물질이 

청국장 (Kim et al., 1996), 된장 (Kim, 1998), 젓갈 (Kim et 

al., 1997) 등의 전통적인 발효 식품에 함유되어 있음이 

알려지면서 발효 식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효소와 물질은 발효 식품 뿐 아니라 야생버섯 (Kim 

and Kim, 1999), 약용식물인 한약제로 부터의 확인도 알

려지고 있다 (Oh and Kim, 2007). 그러나 분리한 혈전용

해효소의 경우 열에 약하며 섭취 시 위산에 의한 구조 

변화로 활성이 감소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열에 강하

며 산에 강한 비효소 물질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으며 

이 같은 이유로 열수추출하는 한약제 함유 혈전용해물질

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 식품의 경우 열을 

가하여 생산하므로 한약제 열수추출물을 기능성 식품에 

사용할 경우 열에 강한 장점을 이용할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심혈관계 질환이 우리나라 사람 사망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이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발생 시 완전 치료가 힘들며 치료 시간이 매우 

길어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혈전용해 

물질 개발과 함께 혈소판과 섬유소로 이루어진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혈전생성의 필수효소인 트롬빈의 

활성을 저해하는 물질을 이용한 혈전생성 저해로 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트롬빈 저해제 개발

이 시도되고 있다 (Sohn et al., 2004). 

기존에 알려진 혈관계 질환의 예방과 치료제로 사용되

고 있는 제품들인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전용해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의 단점을 갖고 있다. 혈전생성을 억제

시키는 항응고제인 헤파린은 가격이 비싸며 출혈과 과

민성 반응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항혈소판제로 사용되

는 아스피린은 효능은 뛰어나지만 위장출혈의 부작용을 

나타내며, 혈전용해제로 사용되는 유로키나제와 tPA와 

streptokinase는 혈전에 대한 선택성이 적어 장기간 복용 

시 용혈현상이라든가 면역반응 같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어 이 같은 부작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심혈관

계 질환 치료제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혈관계 질환에 관련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화 (Carthamus tinctorius)는 홍람, 이꽃, 

또는 잇나물 이라고도 불리며, 원산지는 이집트 또는 

페르시아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일본, 중국 및 남미 등

에서 폭넓게 재배되었고 있다. 이른 아침 이슬에 젖었

을 때 꽃을 따서 말린 것을 홍화라 하며 꽃에는 노란색 

색소인 카르타미딘 (Carthamidin)과 붉은색인 카르타민 

(Carthamin)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들은 노란색과 붉은색

의 물감 재료로 이용되기도 한다. 의약용으로도 널리 이

용되고 있는 홍화는 혈소판 응고를 억제하고 출혈 시간

을 지연시키는 작용이 있을 뿐 아니라, 혈장 콜레스테롤

과 중성지방 저하 기능도 있어 여성들의 통경약이나 어

혈을 푸는 약재로 한방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Choi 

et al., 2004: Kim et al., 2003), 혈압을 안정시키며 동맥경화

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00). 

본 논문은 노란색 색소인 카르타미딘과 붉은색인 카르

타민을 함유하고 있어 분홍색과 붉은색을 띠며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홍화를 이용한 성인병 

관련 예방 및 치료 물질과 기능성 차와 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하여 홍화 열수

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을 유기용매로 분획하여 얻은 분획

물들의 항산화효과, 혈전용해효과, 트롬빈 저해효과, 혈당

강하효과, collagenase 저해효과를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서 사용한 홍화 (대한약전 규격의 제품; 한약

규격품으로 포장되어 동경종합상사에 의해 판매)는 경동

시장에서 판매되는 중국산 홍화를 구입하여 사용하였으

며, 생리활성 측정에 사용된 1,1-diphenyl-2-picrylhydrazyl, 

fibrinogen, thrombin, 효모유래 α-Glucosidase, p-nitrophenyl-

a-D-glucopyranoside, Hepes, bovine serum albumin, collagenase 

(C 8051), 4-phenylazobenzyloxycarbonyl-Pro-Leu-Gly-Pro-

D-Arg (P 8383), azocol 등은 Sigma사 제품이고, H-D-

phenylalanine-L-pipecolyl-L-arginine-paranitroaniline dihydro- 

chloride (S-2238)는 Chromogenix (Orangeburg, New York, 

USA)의 제품이었으며, 그 밖의 시약은 모두 일등급이

었다. 

추출 및 분획 

홍화는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일정량에 20배 (wt/ 

vol)의 증류수를 가하고 환류 냉각시키면서 3시간 동안 

가열 추출 후 aspirator를 이용하여 감압여과 (Whattman, 

No. 1)하였다. 이 열수추출물을 같은 부피의 헥산 (hexane), 

클로로포름 (CHCl3), 에틸아세테이트 (Ethyl acetate), 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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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butanol)로 차례로 3번 씩 추출 후 각각의 추출물을 

농축시키고, 동결 건조하여 분획물을 얻었다. 실험에 사

용한 열수추출물 (100 mg/mL)과 함께 준비한 분획별 시

료는 50% DMSO와 증류수에 100 mg/mL로 준비하여 항

산화활성과 혈전용해 활성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50% 

DMSO에 10 mg/mL의 농도로 준비하여 α-glucosidase 저

해활성과 트롬빈 저해활성,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전자공여능 측정 

전자공여능은 Blois (1958) 및 Kim 등 (1997)의 실험과

정에 따라 측정하였다. 준비한 홍화 열수추출물이나 분

획물 0.4 mL를 각각 시험관에 취하고 5.6 mL의 1×10-4 

M의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ethanol 용액을 

가하여 6 mL이 되도록 하였다. 4분간 반응시키고 다시 

여과한 다음, 총 반응 시간이 10분이 되면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UV-1201, Shimadzu Co., Japan), 다

음 계산식에 의해 전자공여능을 산출하였다. 
 

전자공여능 = {1 - (O.D.시료 / O.D.증류수)} × 100 

혈전용해 활성 측정 

Haverkata-Trass (1974)의 fibrin plate법에 따라 2% gelatin

용액에 녹인 0.5% (w/v) fibrinogen 용액 10 mL와 0.05M 

barbital 완충용액 (pH 7.5)에 녹인 트롬빈 (100 NH units) 

30 μL을 잘 섞은 후 이를 petri dish에 부어 fibrin plate 

막을 만들었다. 준비한 용매별 분획물 20 μL 씩을 fibrin 

plate 위에 점적하고 36℃에서 18시간 방치한 후 용해 

면적을 측정하였다. 대조구로는 플라스민 (plasmin) (1.0 

unit/mL)을 사용하였으며, 추출액의 혈전용해 활성은 대

조구의 용해 면적에 대한 시료의 용해 면적의 상대적인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하였다. 

트롬빈 저해활성 측정 

트롬빈에 대한 저해활성은 Doljak 등 (2001)의 실험 방

법을 이용하였다. 즉, 10 mM HEPES, 150 mM NaCl, 0.1% 

bovine serum albumin을 포함하는 HBSA 완충용액 (pH 

7.5) 40 μl에 트롬빈용액 (0.5 NIH units/ml) 50 μL를 첨가

하고 섞는다. 준비한 홍화 열수추출물이나 분획물 (10 

mg/mL) 10 μL를 첨가하고 실온에서 15분간 incubation 

후, H-D-phenylalanine-L-pipecolyl-L-arginine-paranitroaniline 

dihydrochloride (S-2238)를 이용하여 준비한 기질용액 (0.5 

mM) 50 μL을 가하고 5분 동안 incubation시킨 후 405 nm

에서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UV-1601PC, Shimadzu, 

Japan). thrombin 활성 저해율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하

였다. 
 

저해율 (%) = [1 -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 100 
 

각 흡광도는 대조구의 흡광도를 제외한 수치임 

α-glucosidase 저해활성 측정 

α-glucosidase에 대한 저해활성은 Watanabe 등 (1997)의 

실험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100 mM phosphate buffer 

(pH 7.0)로 α-glucosidase (0.7 U, sigma)와 p-nitrophenyl-

α-D-glucopyranoside (5 mM)를 용해시켜 각각 효소와 기

질용액을 만든 다음 효소용액 50 μL, 준비한 홍화 열수

추출물이나 분획물 (10 mg/mL) 10 μL 및 완충용액 890 

μL을 넣고 섞은 다음 5분 동안 실온에서 preincubation

하고, 준비한 기질용액 50 μL을 가하고 다시 5분 동안 

incubation시킨 후 405 nm에서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였

다 (UV-1601PC, Shimadzu, Japan). α-glucosidase 활성 저해

율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저해율 (%) = [1 -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 100 
 

각 흡광도는 대조구의 흡광도를 제외한 수치임.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 

Collagenase에 대한 저해활성은 변형된 Sawabe 등 

(1998)의 실험 방법을 이용하였다. 

시험관에 20 mM CaCl2를 포함하고 있는 0.1 M Tris-

HCl buffer (pH 7.5) 1.50 mL에 collagenase (50 μg/mL) 100 

μL와 준비한 홍화 열수추출물이나 분획물 (10 mg/mL) 

10 μL를 첨가한 후 섞어준다. 이 용액에 기질 (4-phenyla- 

zobenzyloxycarbonyl-Pro-Leu-Gly-Pro-D-Arg : 5 mg/mL) 용

액 100 μL을 첨가하고 잘 섞어 준 후 37℃에 30분간 방

치한다. 반응을 정지하기 위해 25 mM citric acid 1 mL를 

시험관에 넣고, 즉시 ethyl acetate 5 ml를 첨가 후 잘 섞

고 원심 분리한 용액의 상층액을 취하여 320 nm에서 흡

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UV-1601PC, Shimadzu, Japan). 

collagenase 활성 저해율은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저해율 (%) = [1 -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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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흡광도는 대조구의 흡광도를 제외한 수치임. 

통계처리 

모든 자료는 SPSS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시료 간 유의성 차이 여부는 t-검정, 분산분

석 및 Tukey의 다범위 검사법을 이용하였다. 

 

결  과 

용매별 분획물의 수율 

홍화 300 g을 열수추출 후 여러 종류의 유기용매를 이

용하여 추출한 분획물의 수율을 측정한 결과 헥산 추출

물이 0.14%, 클로로포름 추출물 0.37%,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 0.41%, 부탄올 추출물 3.25%, 물 추출물 12.47%

로 물 분획물의 수율이 가장 높았다 (Table 1). 

항산화효과 

DPPH radical 소거능을 이용하여 홍화 열수추출액과 

유기용매 분획물의 활성산소 제거능력을 측정한 결과 열

수추출액은 90.17%의 비교적 높은 항산화활성을 함유하

고 있었으며, 헥산 추출물 38.56%, 클로로포름 추출물 

81.85%,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 62.45%, 부탄올 추출물 

51.22%, 물 추출물은 68.58%의 항산화활성을 나타냈다 

(Fig. 1). 클로로포름 추출물의 81.85% 항산화활성은 열

수추출액의 항산화활성 90.17% 보다 조금 감소된 값으

로 이는 열수추출액의 항산화물질이 여러 유기용매 층으

로 녹아 들어 갔음을 예상할 수 있다. 

혈전용해 활성 

혈전의 주성분인 피브린을 이용한 fibrin plate 방법으로 

혈전용해 활성을 측정하였다. 열수추출물을 이용한 실험

에서 매우 큰 활성을 확인하였지만 (Oh et al., 2001), 유기

용매 추출물을 이용한 혈전용해 활성 측정 결과, 헥산 

추출물, 클로로포름 추출물,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 물 

추출물에서는 활성을 나타내지 않고 부탄올 추출물만 

0.70 plsmin unit/ml의 작은 활성을 나타냈다 (Fig. 2). 

트롬빈 저해활성 

트롬빈 저해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홍화 열수추출물과 

유기용매 분획물의 트롬빈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홍

화 열수추출액 (10 mg/mL)이 97.10%의 높은 트롬빈 저

해효과를 나타냈으며, 유기용매 분획물의 헥산 추출물 

97.35%, 클로로포름 추출물 43.94%, 에틸아세테이트 추

출물 86.74%, 부탄올 추출물 93.18%, 물 추출물 78.41%

Samples Mean ± SD 

Hot water 90.17±0.52e 

Hexane 38.56±4.13a 

Chloroform 81.85±0.31d 

Ethyl acetate 62.45±0.53c 

Butanol 51.22±2.31b 

Water 68.58±3.61c 

F-value 181.965*** 

***P<0.001 

Table 1. The fraction yields of Carthamus tinctorius L Extract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Water 

Yield (%) 0.14% 0.37% 0.41% 3.25% 12.47% 

Fraction yields were described as the percent of dry substance of fractions based on the dry substance Carthamus tinctorius L 

Fig. 1. Electron donating activities of solvent fractions obtained from Carthamus tinctorius L extracts by DPPH assay. 
Fr.HW, Hot water extract; Fr.HE, Hexane fraction; Fr.CF, Chloroform fraction; Fr.EA, Ethyl acetate fraction; Fr.B, Butanol fraction;
Fr.DW, H2O fraction. 
1) : mean ± SD from 3~5 replicates 
a-e: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group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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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헥산과 부탄올 추출물이 90% 이상의 높은 저해활성

을 나타냈다 (Fig. 3). 

α-glucosidase 저해활성 

당뇨병이나 비만 등의 치료를 위해 탄수화물의 소화를 

지연시킴으로써 소장에서의 흡수를 억제하여 혈당량을 

감소시키는 이론이 제기된 이래 α-glucosidase 저해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α-glucosidase 저해효과

를 이용하여 혈당강하효과를 측정한 결과 열배 희석한 

열수추출물 (10 mg/mL)이 53.33%의 저해활성을 나타냈

으며, 유기용매 분획물의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헥산 

추출물이 5.55%, 클로로포름 추출물 11.43%, 에틸아세테

이트 추출물 42.81%, 부탄올 추출물 17.49%, 물 추출물 

9.80%로 비교적 작은 활성을 나타냈다 (Fig. 4). 

Collagenase 저해활성 

열수추출물 (10 mg/ mL)의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 

결과 16.86%의 저해활성을 나타냈으나, 용매별 분획물의 

경우 헥산 추출물이 87.78%, 클로로포름 추출물 15.30%,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 58.90%, 부탄올 추출물 31.16%, 

물 추출물 43.84%의 저해활성으로 헥산 분획물이 가장 

큰 저해활성을 나타냈다 (Fig. 5). 

 

고  찰 

 

홍화는 분홍색을 띠다 주황색으로 변하는 꽃으로 예로

부터 화장품 재료와 염색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혈소판응집을 저해하며 혈전의 형성을 억제하여 동맥경

화증, 고혈압 등의 혈관계 질환 예방에 이용되기도 하였

다. 또한 본 실험을 통해 홍화로부터 혈관계 질환과 관

Samples Mean ± SD 

Hot water 97.10±1.58d 

Hexane 97.35±0.66d 

Chloroform 43.94±3.65a 

Ethyl acetate 86.74±1.74c 

Butanol  93.18±1.14cd 

Water 78.41±1.97b 

F-value 304.639*** 

***P<0.001 

Fig. 3. Thrombin inhibitory activities of solvent fractions obtained from Carthamus tinctorius L extracts. 
Fr.HW, Hot water extract; Fr.HE, Hexane fraction; Fr.CF, Chloroform fraction; Fr.EA, Ethyl acetate fraction; Fr.B, Butanol fraction;
Fr.DW, H2O fraction. 
We used 10-fold diluent (10 mg/mL) of samples because of their high thrombin inhibitory activity. 
1) : mean ± SD from 3~5 replicates 
a-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ts within the group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Fig. 2. Fibrinolytic activity of solvent fractions obtained from
Carthamus tinctorius L extracts by fibrin plate method. 
Hexane: Hexane fraction, Chloroform: Chloroform fraction, Ethyl
acetate: Ethyl acetate fraction; Butanol: Butanol fraction, H2O: 
H2O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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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확인되었다. 암, 노화와 

더불어 대부분 질병의 발생과 관련된 활성산소의 양을 

줄이기 위한 항산화물질로 사용하기 위해 항산화효과를 

측정한 결과 홍화 열수추출액은 90.17%의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이는 남과 강 (Nam and Kang, 2000)의 

실험 결과인 10%에 비교해 매우 높은 값이었다. 홍화 

부위별 항산화활성 비교에서도 줄기나 뿌리에 비해 꽃

은 큰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03). 홍화 열수추출물의 항산화활성 90.17%는 산수유 

의 93.1% (Oh and Kim, 2006), 산사의 89.3% (Oh and Kim, 

2008), 빈랑의 90.7% (Kim and Oh, 2010b), 감초의 88.34% 

(Kim and Oh, 2010a)와 비슷한 높은 활성이다. 홍화 열수

추출액의 항산화활성은 추출 시간에 비례해 증가하였으

며 (Oh et al., 2001), 염의 첨가에 의해서도 항산화활성이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개발 시 첨가하는 

염의 농도에 따른 항산화활성 변화를 측정한 결과 홍화 

Samples Mean ± SD 

Hot water 16.86±3.72a 

Hexane 87.78±1.75e 

Chloroform 15.30±0.52a 

Ethyl acetate 58.90±4.21d 

Butanol 31.16±2.08b 

Water 43.84±1.81c 

F-value 325.440*** 

***P<0.001 

Samples Mean ± SD 

Hot water 53.33±1.00e 

Hexane  5.55±1.23a 

Chloroform 11.43±1.02b 

Ethyl acetate 42.81±1.23d 

Butanol 17.49±2.52c 

Water  9.80±0.49ab 

F-value 603.720*** 

***P<0.001 

Fig. 5. Collagenase inhibitory activities of solvent fractions obtained from Carthamus tinctorius L extracts. 
Fr.HW, Hot water extract; Fr.HE, Hexane fraction; Fr.CF, Chloroform fraction; Fr.EA, Ethyl acetate fraction; Fr.B, Butanol fraction;
Fr.DW, H2O fraction. 
We used 10-fold diluent (10 mg/mL) of samples because of their high collagenase inhibitory activity. 
1) : mean ± SD from 3~5 replicates 
a-e: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ts within the group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Fig. 4.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ies of solvent fractions obtained from Carthamus tinctorius L extracts. 
Fr.HW, Hot water extract; Fr.HE, Hexane fraction; Fr.CF, Chloroform fraction; Fr.EA, Ethyl acetate fraction; Fr.B, Butanol fraction;
Fr.DW, H2O fraction. 
We used 10-fold diluent (10 mg/mL) of samples because of their high thrombin inhibitory activity. 
1) : mean ± SD from 3~5 replicates 
a-e: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ts within the group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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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은 염의 첨가에 의해서 활성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조금씩 증가하다 2% NaCl 첨가 

시 가장 큰 값을 나타냈다 (미발표). 이 같은 홍화의 높

은 항산화활성은 열과 염을 가하여 생산하는 대부분의 

기능성 음료와 식품의 개발에 이용할 수 있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열수추출액의 높은 항산화활성에 비

교하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클로로포름 추출물의 

81.85% 저해활성은, 감초 클로로포름 추출물의 89.31%, 

산사 부탄올 추출물의 91.74%, 빈랑 에틸아세테이트 추

출물의 89.53%의 저해활성에 비교해 약간 낮은 활성에 

해당된다. 

발효 식품이나 야생버섯이 함유하고 있는 혈전용해효

소들은 열에 약한 이유로 사용에 한계를 갖고 있다. 따

라서 효소가 아닌 열에 강한 혈전용해 물질에 관한 연

구가 약용식물을 대상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러나 적은 수의 약용식물에서만 혈전용해 활성이 확인되

었다 (Oh and Kim, 2007). 그 중의 하나가 홍화이다. 홍화 

열수추출물은 3.34 plasmin unit의 높은 혈전용해 활성을 

나타냈다 (Oh et al., 2001). 이 활성은 발표된 약용식물의 

혈전용해 활성 중 가장 큰 값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혈전용해 활성을 나타내는 한약제 열수추출물로는 산수

유 (1.74 plasmin unit), 감초 (0.57 plasmin unit), 목과 (0.52 

plasmin unit), 산사 (0.53 plasmin unit) 등이 알려져 있지만 

(Oh and Kim, 2007) 홍화 열수추출물보다는 활성이 작았

다. 그러나 높은 활성의 홍화 열수추출액을 유기용매로 

분획화하고 활성을 측정한 결과 부탄올 추출물만 0.70 

plasmin unit의 작은 활성을 나타냈다. 이 같은 현상은 약

용식물이 재료인 경우 가끔씩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시

료의 채취 장소나 성숙 정도에 따라 크게 활성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처리 과정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열수추출액에서 있던 여러 종류의 혈전용

해 물질들이 협동 효과에 의해 높은 활성을 나타내다 유

기용매의 극성에 따라 분리되며 활성이 매우 작아진 경

우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산사 열수추출물의 부탄

올 분획물이 1.93 plasmin unit의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며 

(Oh and Kim, 2008), 감초 부탄올 추출물은 0.62 plasmin 

unit, 빈랑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0.84 plasmin unit의 

활성을 나타냈다 (Kim and Oh, 2010a; Kim and Oh, 2010b). 

다른 약용식물의 경우 유기용매 분획물의 활성이 열수추

출물 활성 보다 증가한 반면 홍화는 반대로 열수추출물

의 높은 활성에 비해 유기용매 분획물은 매우 작은 활성

을 나타냈다. 

혈전은 지혈 과정 중 혈소판과 섬유소원의 집합체에 

트롬빈이 작용하여 섬유소원을 섬유소로 변화시켜 만들

어지는 혈소판과 섬유소의 불용성 고분자 물질이다. 이 

혈전은 조직의 재생 후 혈액 내 혈전용해 물질에 의해 

용해되지만 과응고 상태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용

해되지 않고 혈관을 따라 흐르며 뇌출혈, 뇌혈전증, 심부

전증, 심근경색증 등의 혈관계 질환을 일으킨다. 따라서 

혈전형성 단계의 필수효소인 트롬빈의 활성을 저하시켜 

혈전형성을 억제시키는 트롬빈 저해제로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트롬빈 저해효과를 확인하였다. 홍화 열

수추출액의 97.10%의 높은 트롬빈 저해활성은 한약제 

열수추출물 가운데 매우 높은 저해활성에 해당되며, 헥

산 분획물과 부탄올 분획물도 97.35%와 93.18%의 높은 

저해활성을 나타냈다. 이 결과로 홍화는 높은 트롬빈 저

해효과와 함께 이미 알려진 높은 혈소판응집 저해효과

로 혈전생성 억제효과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한

약제의 경우, 산사 열수추출물이 78.73%의 저해활성을 

나타내고 부탄올 분획물이 58.10%의 저해활성을 보였으

며 (Oh and Kim, 2007), 감초 열수추출물은 33.44% 저해

활성을 보였고 100배 희석한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이 

46.67%의 저해활성을 나타냈으며 (Oh and Kim, 2010a), 

10배 희석한 빈랑 열수추출액도 78.34%의 저해활성을 

보였고 100배 희석한 물 분획물이 59.23%의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Oh and Kim, 2010b). 

탄수화물 분해효소인 a-glucosidase의 활성을 저해하는 

효과인 α-glucosid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홍화 열수

추출물은 53.33%의 저해활성을 나타냈다. 이 활성은 감

초, 목과, 산사, 산수유, 빈랑의 61.3%, 93.6%, 65.3%, 73%, 

92.5% 등에 비교해 작은 활성이다. 유기용매 분획물의 저

해활성도 ethyl acetate 분획물이 42.81%로 가장 높은 활성

이지만 다른 한약제에 비교하면 작은 활성이었다. 이는 

빈랑의 100배 희석 부탄올 분획물이 88.56%, 감초의 100

배 희석한 클로로포름 추출물이 80.57%, 10배 희석한 산

사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65.05%인 저해활성을 나

타내는 것에 비교하면 낮은 활성이었다. 결과로부터 홍화 

열수추출액과 유기용매 분획물들의 혈당강하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구성 물질인 콜라겐은 노화 세포에 의해 생성되는 

collagenase와 elastase에 의해 분해된다. 이 같은 피부 노

화를 억제하는 방법의 하나로 collagenase 저해물질을 사

용하면 주름생성을 방지할 수 있어 collagenase 저해물질

은 피부 보호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생산에 이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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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홍화 열수추출물의 collagenase의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16.86%의 낮은 저해활성을 나타

냈지만 유기용매 분획물 중에서는 헥산 추출물이 87.78%

의 높은 저해활성을 나타냈다. 

혈소판 응고를 억제하고 출혈 시간을 지연시키는 작용

이 있을 뿐 아니라, 혈장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저하 

기능도 있어 동맥경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홍화는, 실험을 통하여 열수추출액에서 높은 항산화효과, 

혈전용해효과, 트롬빈 저해효과가 확인되어 열수추출물을 

이용한 혈관계 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제약 개발과 함

께 기능성 차나 식품, 음료 등의 개발에 이용할 수 있음

이 확인되어 이용 가능분야가 상당히 넓을 것으로 예측

되며, 트롬빈 저해효과가 높은 헥산 분획물은 항혈전제 

개발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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