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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protective effects of supercritical extracts and two step ethanol extracts after supercritical 

extraction from Schizandra chinensis on antioxidant activities and oxidative DNA and cell damages. Supercritical 

extracts removed DPPH (1,1-diphenyl-2-picryldrazyl) radical by 85.5% at 200 μg/ml, but showed low activities of 

scavenging and chelating the hydroxyl radical and ferrous iron. However, two step ethanol extracts showed low 

activities of scavenging the DPPH radical, but removed the hydroxyl radical by 86% at 200 μg/ml. In addition, we 

tested the activities of extracts for reducing hydroxyl radical-induced DNA and cell damage. Two step ethanol extracts 

showed protective effect against the oxidative DNA damage by reducing DNA segmentation, inhibiting DNA migration 

and decreasing the expression of phospho-H2AX. Also, two step ethanol extracts showed protective effect against the 

oxidative cell damage by inhibiting lipid peroxidation and increasing the expression of p21 protein. Taken together, we 

suggest that two step ethanol extracts from S. chinensis have a role as useful inhibitors against oxidative da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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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업화로 인해 발생되는 다양한 공해물질에 대한 지

속적인 접촉을 피할 수 없는 현대인의 환경조건에서는 

각종 활성산소가 체내에 축적될 기회가 많을 뿐 아니라, 

생체 내 산소 라디칼 반응은 생체조직의 노화나 악성종

양을 비롯한 성인병 발병의 원인이 되고 있다 (Wiseman, 

1996). 산소를 소비하여 에너지를 획득하는 호기성 유기

체들은 산소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경우 생체 

내에 존재하는 항산화계에 의해 제거된다. 그러나, 산업

화 이후 날로 증가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흡연, 알코올 

및 방사선 등은 인류에게 산화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있어 인체 내에 존재하는 항산화계의 역할만으로는 산화

적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손상을 적절히 방어

하지 못하고 있다 (Gutteridge and Halliwell, 1994). 산화적 

스트레스가 제거되지 않으면 생체막의 손상, 고분자 단백

질 및 DNA의 변형과 기능상실 등으로 인한 다양한 퇴행

성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산화적 스트레스와 이로 

인해 유발되는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물질로서 항

산화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들 성인병의 치료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항산화 효과가 

풍부한 식품을 일상적으로 섭취함으로써 이들 식품구성

성분의 생체조절기능에 대한 효과를 병행하는 방법 등이 

다양하게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Miquel et al., 1989). 일

반적인 항산화제는 지질과산화 작용의 억제, DNA 손상 

회복, 노화 억제, 식품 품질 유지 등의 기능을 갖고 있어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합성 항산화제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효능이 우수하고 안전성 면에서 

입증된 천연 항산화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

고 있다 (Kim, 2004). 특히 식물체는 광합성 과정에서 활

성산소가 많이 생성되므로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할 수 있

는 효소와 2차대사산물의 방어체계가 발달되어 있기 때

문에 식물의 항산화물질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

다 (Frankel, 1996). 

오미자 (Schizandra chinensis Baillon)는 목련과에 속한 

낙엽 목질 등본으로 원산지는 한국이며, 일본과 중국에도 

분포한다. 오미자는 중추신경 흥분 억제 작용, 진정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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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 간기능 보호 작용, 당대사 촉진 작용, 항균 작용, 항

궤양 작용, 혈관 확장 작용, 항노화 작용, 거담 진해 작

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생약재로서 암예방, 노화 

억제 및 면역조절 작용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성이 보

고되어 있다 (Rho and Oh, 2002; Kim and Suh, 2005). 오미

자의 성분으로는 schizandrin, schizandran, γ-schizandrin, 

ethamigrenal, gomisin류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이 중에서

도 특히 schizandrin의 경우 혈당저하 작용, 항궤양 작용, 

만성간염 치료 효과, 중추신경흥분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gomisin류는 항산화 작용을 나타낸다고 알

려져 있지만, 오미자의 항산화 효과 및 DNA와 세포의 

산화적 손상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미자의 다양한 의약품 소재,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오미

자의 초임계 추출물과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

화 효과 및 DNA와 세포의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오미자 (Schizandra chinensis)는 문경 

지역에서 재배, 수확되어 건조된 것을 성공오미자농원에

서 구입하여 공시료로 사용하였다. 

실험 시약 

NIH 3T3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 (KRIBB, Taejeon, 

Korea)에서 분양받았고, 세포의 배양을 위해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과 소태아혈청 (FBS), 인

산완충식염수 (PBS) 등은 Gibco-BRL (Grand Island, NY,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ΨX-174 RF I plasmid는 New 

England BioLabs (County Road Ipswich, MA)에서 구입하였

고, western blot에 사용한 항체는 Santacruz에서 구입하였

다. 그 외에 실험에 사용된 용매 및 시약은 특급을 사용

하였다. 

시료 추출 

초임계 추출은 경북 안동시에 소재하는 경북바이오

산업연구원에 설치되어 있는 초임계 추출 장치 (JASCO 

Corporation, Japan)를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초임계 유체 

유출 장치에서 250 bar로 가압하였으며, 5시간 동안 추출

하였고, CO2의 유속은 3 ml/min로 설정하여 추출물은 메

탄올로 포집하였다. 초임계 추출 장치에 의해 추출된 시

료는 정제수와 butylene glycole이 7:3으로 혼합되어 있는 

용액에서 용해시킨 후, 재차 24시간 동안 40℃ 항온기에 

보관하여 완전히 용해시킨 다음 0.45 μm 필터를 이용하

여 여과하였다. 여과 후 시료는 밀봉하여 4℃에서 보관하

였다.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은 초임계 후 남은 오미자 

100 g에 1,000 ml의 70% 에탄올을 혼합하여 25℃에서 총 

3회 환류 추출을 한 후 Whatman No. 2로 여과하였다. 여

과한 추출액은 농축하여 petroleum ether와 ethyl acetate로 

총 5회 분획을 하였으며 ethyl acetate 혼합액은 sodium 

sulfate 처리하여 24시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건조하였

다. 건조한 추출물은 밀봉한 후 -70℃에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오미자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DPPH (1,1-diphenyl-2-picryldrazyl) 라디칼 제거 활성은 

Hsu 등 (2006)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오미자 추출물

은 DMSO (dimethyl sulfoxide)를 사용하여 0.32, 1.6, 8, 40, 

200 μg/ml로 희석하였으며, 농도별 추출물 40 μl와 300 

mM DPPH 760 μl을 혼합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수산화 라디칼 제

거 활성은 Smirnoff와 Cumbes (1989)의 방법에 준하여 수

행하였다. 250 μl의 FeSO4, 175 μl의 H2O2를 75 μl의 농도

별 추출물과 잘 혼합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e2+-chelating 활성 분석은 Hsu 등 (2006)의 방법을 수

정하여 실행하였다. 2 mM FeCl2 15 μl와 시료 150 μl, 5 

mM ferrozine 30 μl, 605 μl의 증류수를 혼합하여 상온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562 nm에서 Fe2+-ferrozine 혼합 용액

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실험 항목에서 농도에 따른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다음의 식으로 %를 계산하였다. 
 

소거능 (%) = {1 - (추출물 첨가군의 흡광도 / 추출물 무 

첨가군의 흡광도) } × 100 

오미자 추출물의 산화적 DNA와 세포에 대한 손상 억제력 

오미자 추출물의 산화적 DNA 손상 억제력을 조사하

기 위하여 우선 팥 열수 추출물이 ΨX-174 RF I plasmid 

DNA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ΨX-174 RF I 

plasmid DNA 5 μl와 농도별 시료 10 μl를 처리하여 1 mM 

FeSO4와 H2O2를 각각 5 μl씩 섞어 37℃에서 30분간 반응

시켰다. 반응 후 50% glycerol (v/v), 40 mM EDTA,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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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mophenol blue을 첨가하여 reaction stop buffer를 만들어 

잘 혼합하였다. 혼합 후 ethidium bromide가 포함된 1% 

agarose gel로 전기영동 후 분석하였다. DNA tail 이동도 

분석은 Cho 등 (2008)의 실험방법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NIH 3T3 세포 (2 × 106 cells/well)를 약 16시간 동안 5% 

CO2, 37℃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후 시료를 처리하여 24

시간 반응시킨 다음 회수하였으며, 회수한 세포는 50 μl 

lysis buffer (50 mM Tris-HCl, pH 7.4, 150 mM NaCl, 1 mM 

EDTA, 1 mM EGTA, 10 mg/ml aprotinin, 10 mg/ml leupeptin, 

5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1 mM DTT)와 0.2 mg 

proteinase K를 혼합하여 50℃에서 약 1시간 처리하였

다. 그 후 1 mg/ml의 RNase 10 μl를 첨가한 다음 ethidium 

bromide가 포함된 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하였다. 

또한 오미자 추출물이 수산화 라디칼에 의한 DNA

의 인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H2AX 인

산화비를 조사하였다. 시료를 처리한 NIH 3T3 세포로

부터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추출한 후 PVDF 

membrane에 transblot 하였다. Transblot 후 membrane에 

H2AX 항체와 완충액 (5% BSA, 1 × TBST)을 1:1,000으로 

하여 4℃에서 반응시킨 후 HRP-linked antibody를 처리하

여 오미자 추출물의 처리에 따른 H2AX의 인산화비를 

조사하였다. 오미자 추출물이 산화적 세포 손상에 대한 

억제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우선 MTT assay를 실시하

였다. NIH 3T3 세포를 37℃에서 24시간 배양 후, 시료와 

10 mM FeSO4 10 μl를 처리하여 30분 반응시킨 다음 10 

mM H2O2 10 μl를 처리하여 배양하였다. 배양 후 50 μl의 

MTT (1 mg/ml) 용액을 처리하여 4시간 반응시켰으며 

상등액을 제거한 다음 DMSO 100 μl를 각각 처리하였고, 

microplate reader (infinite 200, Austria)를 사용하여 57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지질과산화능 분석은 Kang 등 (2008)의 방법에 따라 

시행하였다. 시료를 처리한 NIH 3T3 세포 (2 × 105 cells/ 

ml)를 1.15% KCl로 균질화시킨 후 0.2 ml sodium dodecyl 

sulfate (8.1%), 1.5 ml acetic acid (20%, pH 3.5) 및 1.5 ml 

thiobarbituric acid (0.8%)를 첨가하여 고온에서 2시간 동

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5 ml n-butanol/pyridine mixture 

(15:1, v/v)로 분획을 통해 얻은 상등액의 흡광도를 532 

nm에서 측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오미자 추출물의 산화적 세포 손상에 대

한 억제능을 확인하기 위해 p21 단백질의 발현율을 조

사하였다. NIH 3T3 세포에 오미자 추출물을 처리하여 24

시간 배양한 후 균질화하였으며 12,000 rpm에서 15분 동

안 3회 원심분리하여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Western blot 

은 15% SDS-PAGE에서 전기영동한 후 transblot 하였고, 

p21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1:1,000으로 하여 p21 단백질

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독립적으로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이루어

졌으며 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

내었으며, 평균치간의 유의성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한 

후 P 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오미자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본 연구에서 용매별 오미자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DPPH 유리 라디칼과 수산화 라디칼 제

거능을 조사하였다. DPPH 유리 라디칼 제거능의 경우 

오미자 초임계 추출물은 0.32 μg/ml에서 0.6%, 1.6 μg/ml

에서 25.0%, 8 μg/ml에서 84.1%, 40 μg/ml에서 85.2%, 200 

μg/ml에서 85.5%로 처리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제거 활

성이 점차 증가하였다. 반면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도 

농도 의존적으로 DPPH 라디칼 제거능이 증가하였으나 

0.32 μg/ml에서 2.09%, 1.6 μg/ml에서 13.54%, 8 μg/ml에서 

15.74%, 40 μg/ml에서 17.64% 200 μg/ml에서 34.04%의 활

성을 보여 초임계 추출물에 비해서 다소 낮은 DPPH 라

디칼 제거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1A). 

이와 더불어 수산화 라디칼 제거능을 분석해 보면, 초

임계 추출물의 라디칼 제거능은 0.32 μg/ml에서 1.93%, 

1.6 μg/ml에서 3.77%, 8 μg/ml에서 5.66%, 40 μg/ml에서 

13.54%, 200 μg/ml에서 44.90%의 라디칼 제거 활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도 농도

가 높아짐에 따라 수산화 라디칼 제거 활성이 증가하여 

0.32 μg/ml에서 1.70%, 1.6 μg/ml에서 10.17%, 8 μg/ml에서 

23.85%, 40 μg/ml에서 31.79% 그리고 200 μg/ml의 농도에

서 86.51%로 나타나 초임계 추출물에 비해 높은 활성을 

보이고 있다 (Fig. 1B). 

오미자 물 추출물의 경우 DPPH 유리 라디칼과 수산

화 라디칼의 제거능은 25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52.7%, 

46.2%의 활성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Kim and Choi, 2008), 

본 연구에서 DPPH 라디칼 제거능은 초임계 추출물이 

높은 활성을 보였지만, 수산화 라디칼 제거능은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이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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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오미자의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이 초임

계 추출물에 비해 유리 라디칼의 제거에 효과적으로 작

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철은 생체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미량 무기질 영양

소로써 산소 운반 및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성분이다 

(Lee and Park, 2005). 그러나 Fe3+는 반응성이 큰 활성산

소에 의해 환원되면 과산화수소를 전이시켜 수산화 라디

칼을 생성한다. 이에 따라 항산화제의 역할은 크게 금속

이온의 착염화 기능, superoxide dismutase (SOD)와 같은 

활성물질에 의한 유리 라디칼의 포집력으로 라디칼 반응

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Chan et al., 1994). 

따라서 Fe2+ 이온에 대한 chelating 효과는 Fenton 반응에 

의한 유리 라디칼의 생성 억제 여부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오미자 초임계 추출물의 Fe2+-chelating 효과는 

200 μg/ml에서 17.44%로 다소 낮은 활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의 Fe2+-

chelating 효과는 0.32 μg/ml에서 0.05%, 1.6 μg/ml에서 

0.1%, 8 μg/ml에서 1.50%, 40 μg/ml에서 12.63%, 200 μg/ 

ml에서 23.65%로 나타나 초임계 추출물에 비해 Fe2+의 

환원력은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 복분자 

(Rubus coreanus) 물 추출물과 메탄올 추출물의 Fe2+-

chelating 효과는 물 추출물에서 2.71~7.37%, 메탄올 추출

물에서 5.50~6.64%로 나타나 뚜렷한 활성을 보이지 않

는다고 한 바 있는데 (Park and Chin, 2007), 본 연구에서

도 Fe2+-chelating 효과는 오미자의 초임계 추출물보다

는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조사되어 복분자 추출물에 비해 비교적 높은 

chelating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오미자의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은 초임계 추출물에 비해 유리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오미자 추출물이 DNA의 산화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 

오미자 추출물이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적 DNA 손상에 

미치는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ΨX-174 RF I plasmid 

DNA를 이용하여 in vitro DNA 분절과 DNA tail 이동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DNA에 유발된 산화적 손상의 축적은 

정상세포를 형질전환세포로 전환시키는 발암 개시점으로 

A B 

Fig. 1. (A) DPPH free radical and (B)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supercritical and two step ethanol extracts from S. 
chinensis. The absorbance values were converted to scavenging effects (%) and data plotted as the means of replicate scavenging effect 
(%) values ± S.D. (n=5) against extracts concentration in μg extracts per ml reaction volume. Ascorbic acid was used for the positive
control. *P<0.05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and each extract. 

Fig. 2. Fe2+-chelating activities of the supercritical and two step 
ethanol extracts from S. chinensis. The absorbance values were 
converted to scavenging effects (%) and data plotted as the means 
of replicate scavenging effect (%) values ± S.D. (n=5) against 
extracts concentration in μg extracts per ml reaction volume. 
EDTA was used for the positive control. *P<0.05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and each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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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하기 때문에 항산화능에 있어 DNA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억제력은 매우 중요하다 (Vuillaume, 1987). 본 연구

에서 무처리 대조군의 DNA는 supercoiled (SC) 형태를 나

타내었으나 Fe2+와 H2O2만 처리한 라디칼 처리군에서는 

수산화 라디칼에 의한 DNA 분절화로 인해 open circular 

(OC) 형태의 DNA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오미

자 초임계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의 DNA의 산화적 손

상 억제능은 200 μg/ml에서 30.3%의 활성을 보였다 (Fig. 

3A). 반면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에

서 DNA 손상 억제능은 200 μg/ml에서 40.1%의 활성을 

보이고 있어 초임계 추출물에 비해 DNA 손상 억제 효과

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B). 또한 DNA 

tail 이동도를 분석하여 본 결과, DNA tail 이동도는 무처

리 대조군에 비해 Fe2+와 H2O2만을 처리한 라디칼 처리

군에서 훨씬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조건

에서 오미자의 초임계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DNA tail

은 8 μg/ml의 농도에서 라디칼 처리군과 비슷한 이동도

를 나타내었으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동도가 점차 

 

 

Fig. 4. Effect of the (A) supercritical and (B) 
two step ethanol extracts from S. chinensis on 
intracellular DNA migration assay of NIH 3T3 
cells caused by hydroxyl radical. Lane 1 is 
untreated, and lane 2 is treated with FeSO4 and 
H2O2 without extracts. Lane 3-6 were treated with 
varying concentrations of the extract (1.6, 8, 40 
and 200 μg/ml). 

A B 

A B 

Fig. 3. Inhibitory effects of the (A) supercritical and (B) two step ethanol extracts from S. chinensis on oxidative DNA damage induced 
by hydroxyl radical. Lane 1 is untreated, and lane 2 is treated with FeSO4 and H2O2 without extracts. Lane 3-6 were treated with varying 
concentrations of the extract (1.6, 8, 40 and 200 μg/ml). The plot shows % inhibition of the extracts against the conversion of SC into OC 
induced by hydroxyl radical. % inhibition was calculated by the density using the software Un-SCAN-IT gel Version 5.1 (Silk Scientific, 
Inc.). *P<0.05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untreated group and the 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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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졌으며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은 8 μg/ml에서 DNA 

tail의 이동도가 무처리 대조군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처리 농도 200 μg/ml에서는 극히 짧아지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Fig. 4). 

Kim과 Park (2010)은 오미자의 아세톤 추출물로 DNA 

손상을 유도한 결과 DNA tail의 이동도가 73.1%로 억제

된 것으로 보아 오미자 아세톤 추출물이 과산화수소에 

의해 유도되는 DNA 손상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키는 항

유전 독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도 오미자의 초임계 추출물과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

은 DNA에 대한 손상과 DNA tail 이동을 비교적 효과적

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보아 활성산소에 의한 DNA 분절

화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미자 추출물이 수산화 라디칼에 의한 DNA의 인산

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H2AX의 인산화비

를 분석하였다. DNA 이중나선의 분절은 히스톤 단백질

의 변이 중 하나인 H2AX의 인산화로 인해 야기되는데, 

이는 DNA의 손상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지표로 알려져 

있다 (Redon et al., 2002; Barzilai and Yamamoto, 2004). 

H2AX의 인산화비는 Fe2+와 H2O2만 처리한 라디칼 처리

군에 대해 오미자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의 상대적인 

인산화비로 분석하였다. 오미자의 초임계 추출물을 라

디칼과 함께 처리하였을 때 H2AX의 인산화비는 8 μg/ 

ml에서 88.6%, 40 μg/ml에서 83.2%, 200 μg/ml에서 63.1%

로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5A). 또한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의 H2AX 인산

A B 

Fig. 5. Expression effect of (A) supercritical and (B) two step ethanol extracts from S. chinensis on H2AX induced by hydroxyl radical. 
Lane 1 is untreated and lane 2 is treated with FeSO4 and H2O2 without extracts. Lane 3-6 were treated with varying concentrations of the 
extract (1.6, 8, 40 and 200 μg/ml). In the plot, % expression level was calculated by being compared with the density of the treated lane 
using UN-SCAN-IT program. *P<0.05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untreated group and the treated group. 

A B 

Fig. 6. Inhibitory effect of the (A) supercritical and (B) two step ethanol extracts from S. chinensis on oxidative cell damage induced by 
hydroxyl radical. The viability of NIH 3T3 cells was evaluated by a MTT assay. *P<0.05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untreated group and the treat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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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비는 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점차 감소하여 8 μg/ml

에서 50.0%, 40 μg/ml에서 45.5%, 200 μg/ml에서 30.2%로 

나타나 초임계 추출물에 비해 H2AX의 인산화비 억제 

효과가 높았다 (Fig. 5B). 최근 Jeong 등 (2009)의 연구에 

의하면 보리 (Hordeum vulgare) 씨앗에서 정제된 3,4-

dihydroxybenzaldehyde는 DNA에 대한 H2AX의 인산화

비 억제율은 200 μg/ml에서 80%로 나타난다고 한 바 있

다. 본 연구에서 초임계 추출물의 인산화비의 억제율은 

200 μg/ml에서 36.9%로 나타나고 있으나, 초임계 후 에탄

올 추출물에서는 농도 200 μg/ml에서 69.8%의 인산화비 

억제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미자의 초임계 후 에탄

올 추출물이 초임계 추출물에 비해 H2AX의 인산화를 효

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미자 추출물의 산화적 세포 손상에 대한 억제 활성 

오미자 추출물이 활성산소에 의해 야기되는 세포의 산

화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MTT 분

석을 통한 오미자 추출물의 세포 독성을 확인하였다. NIH 

3T3 세포주를 대상으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Fe2+

와 H2O2만 처리한 라디칼 처리군은 무처리 대조군에 비

해 세포의 생존율이 35~37%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러

한 조건에서 오미자 초임계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에

는 8 μg/ml에서 55.6%, 40 μg/ml에서 60.3%, 200 μg/ml에서 

70.6%로 나타나 추출물의 처리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포의 생존율이 대조군의 생존율을 보였으며 (Fig. 6A),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8 μg/ml에

A B 

Fig. 7. The lipid peroxidation effect of the (A) supercritical and (B) two step ethanol extracts from S. chinensis on oxidative cell damage 
induced by hydroxyl radical. The inhibition of lipid peroxidation was evaluated by measuring the amount of TBARS formation using NIH 
3T3 cells. *P<0.05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untreated group and the treated group. 

Fig. 8. Expression effect of the (A) supercritical and (B) two step ethanol extracts from S. chinensis on p21 protein induced by hydroxyl 
radical. Lane 1 is untreated and lane 2 is treated with FeSO4 and H2O2 without extracts. Lane 3-6 were treated with varying concentrations 
of the extract (1.6, 8, 40 and 200 μg/ml). In the plot, % expression level was calculated by being compared with the density of the control 
band (untreated) lane using UN-SCAN-IT program. *P<0.05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untreated group and the treated
group.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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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3.2%, 40 μg/ml에서 57.1%, 200 μg/ml에서 88.1%로 나

타나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의 처리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세포의 생존율은 대조군의 생존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6B). 

또한 지질과산화 분석을 통하여 오미자 추출물이 수산

화 라디칼에 의한 과산화물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한 결과, 무처리 대조군에 비하여 라디칼 처리군의 지

질과산화 억제 효과는 약 40%의 낮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이러한 조건에서 오미자 초임계 추출물의 지질과

산화 억제율은 8 μg/ml에서 43.3%, 40 μg/ml에서 45.1%, 

200 μg/ml에서 55.3%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Fig. 7A),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 활성이 증가하여 농도 8 μg/ml에서 66.3%, 40 μg/ml

에서 84.1%, 200 μg/ml에서 92.3%로 나타나 초임계 추출

물에 비해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Fig. 7B). 

Choi 등 (2003)은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오미자 에탄올 추출물의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을 

측정한 결과 linoleic acid와 phosphatidylcholine liposome 

기질 모두에 대하여 70% 이상의 높은 억제 활성을 나타

낸다고 한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도 초임계 추출물과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은 농도 200 μg/ml에서 각각 

55.3%, 92.3%의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을 나타내고 있어 

초임계 추출물에 비해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이 지질

과산화와 2차 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큰 것으

로 생각된다. 

p21 단백질은 p53에 의한 세포 성장 조절 과정 중의 

중요한 하위 매개체로 세포 주기의 G1에서 S기로의 변

화하는 과정에 작용한다 (Michieli et al., 1994). 따라서 오

미자 추출물의 산화적 세포 손상에 대한 억제 활성을 조

사하기 위해 p21 단백질의 발현율을 분석하였다. p21 단

백질의 발현율은 무처리 대조군에 대해 오미자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의 상대적인 발현으로 분석하였는데, 본 연

구에서 무처리 대조군에 비해 Fe2+와 H2O2만 처리한 라

디칼 처리군의 p21 단백질 발현율은 약 30% 정도를 나

타내었다. 이러한 조건에서 오미자 초임계 추출물을 처

리한 경우 p21 단백질의 발현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

하였으나, 200 μg/ml에서 50.3%의 발현율을 나타내었다 

(Fig. 8A). 그러나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한 실

험군에서 p21 단백질의 발현은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p21 단백질의 발현율도 점차 증가하여 8 μg/ml에서 18.3%, 

40 μg/ml에서 50.1%를 보였으며, 200 μg/ml에서는 99.1%의 

발현율을 보였다 (Fig. 8B). 상황 보리 (Phellinus linteus)의 

경우 추출물의 농도가 0~2.0 mg/ml로 높아짐에 따라 

p21 단백질 발현이 증가함으로써 세포증식 억제에 따른 

항암 작용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바 있는데 (Park et al., 

2007), 본 연구 결과 오미자 초임계 후 에탄올 추출물의 

p21 단백질 발현율은 200 μg/ml에서 99.1%로 확인되어 

산화적 세포 손상에 대한 억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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