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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centrations of bioactive material (polyphenolics and flavonoids) and the biological activities of
antioxidative (DPPH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peroxidation of
rat liver microsome, and Fe/Cu reducing power), α-glucosidase inhibition, tyrosinase inhibition, and
fibrinolytic activity were tested by in vitro experimental models using 70% methanolic extract from
Ganoderma lucidum, Momordica charantia, Fagopyrum tataricum and their mixtures. The highest yield and
the concentrations of polyphenolics and flavonoids were shown in the mixture extract. Mixture extract
was shown to have the highest activities of α-glucosidase inhibition and tyrosinase inhibition, fi-
brinolytic,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nd Fe/Cu reducing power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From these results, mixture methanol extract was shown to have the most potent bioactive
properties and to contain large amounts of biological materials such as polyphenolics and flavonoids.
This mixture could be a good dietary supplement material candidate, such as for antidiabetic func-
ti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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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인한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 발

병되는 질환의 형태에 있어서도 비만, 당뇨, 고혈압, 혈관계질

환, 암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이를 바탕으로 질병 예방 및 치유 차원에서

만성 질환 관련 건강식품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요구가 증

가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건강기능식품들이 개발되어 왔고, 이

들의 생체조절기능이나 질병의 회복 또는 예방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제시되었다[6,7,23]. 특히 당뇨병과 관련

하여 민간요법으로 혈당 강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방약재를 비롯한 자연 식품들이 많이 사용되어 왔으나 이에

관련된 이화학적 특성이나 생리활성 작용에 관련한 기초적인

근거는 부족한 실정이다[7,25]. 한방약재 또는 식물 중에 함유

된 고미 물질이 특히 당뇨병을 개선하는데 유익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22,43]. 고미 성분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것으로 영지

버섯에 함유된 ganoderan, ganoderic acid, lucidenic acid와

같은 있는 triterpenoid류가 다수 알려져 있다[23,44,52]. 또 다

른 고미성분을 함유한 것으로는 여주, 쓴메밀, 씀바귀, 머위,

소태나무 등이 알려져 있는데, 주로 항당뇨, 항고혈압, 항동맥

경화, 항암 및 간 기능 보호 효과 등 당뇨 또는 그 합병증과도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27,43,50].

영지(Ganoderma lucidum Karsten)는 담자균류의 구멍장이

버섯과(Polyporaceae), 영지속에 속하는 버섯으로 일명 만년버

섯 또는 불로초라고도 불리며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어 한약재료로 귀하게 사용 되는 버섯 중의 하나이다. 영지

자실체 추출물에서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혈액순환에 효과

가 있으며, 항산화 작용이나 항암 효과를 가지는 성분은 주로

고미 성분에 기인 한다고 알려져 있다[15,22,37].

여주(bitter melon, Momordica charantia)는 박목, 박과의 덩

굴성 한해살이풀로서 식용, 관상용, 약용 등으로 널리 쓰이는

데, 특히 약용으로서 간 보호, 항종양 작용, 항산화 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다[1,11]. 여주를 말리면 맛이 써서 열매는 고과(苦

瓜), 뿌리는 고과근(苦瓜根), 줄기는 고과등(苦瓜藤), 잎은 고과

엽(苦瓜葉), 꽃은 고과화(苦瓜化), 씨앗은 고과자(苦瓜子)로 구

분 된다. 특히 이 쓴맛 성분이 trinorcucurbitane, cucurbitane

triterpenoids, charatin 등으로 당뇨병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0,43,50].

메밀은 주로 일반 메밀인 단메밀(buckwheat seed,

Fagopyrum esculentum)과 쓴메밀(tartary buckwheat seed,

Fagopyrum tataricum)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와 중국에서는 단

메밀이 주로 재배되고 있다[13]. 쓴메밀은 메밀의 일종으로 식

물분류학적으로 마디풀과에 속하는 일년초로서 주로 해발

2,000 m이상의 중국, 네팔을 비롯한 히말라야 고산 지대에서

생활하는 소수민족이 재배하여 주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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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메밀에는 암 예방과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 영양 성분인 셀

렌(selenium)과 고혈압, 동맥경화, 고지혈증, 당뇨, 궤양성질환

등의 생활습관병을 예방하는 rutin을 비롯해 quercetin, iso-

quercetin, myricetin 등의 생리활성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

다[18,30,56].

한편 혈당 강하 효과를 나타내는 Lactobacillus acidophilus,

Lactobacillus casei, Lactobacillus GG 유산균이 당뇨 유발 실험

동물에서 혈당치를 낮추는 효과가 보고 된 바 있다[48,54]. 또

한 영지 등의 버섯 혼합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버섯발효

유를 급여한 제1형 streptozotocin-유발 당뇨쥐 및 제2형 비만

형 당뇨쥐에서 체중 증가량이 감소하고 인슐린 생성 췌도세포

가 회복 됨으로서 혈당치가 낮아지는 효과도 보고된 바 있다

[6,23]. 이러한 항당뇨 효과는 버섯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일반 발효유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어 유산균과 버섯

추출물의 상호 작용에 의한 시너지 효과에 기인한 것이라 하

였다. 영지, 표고, 느타리버섯 추출물은 장내 유산균총인

Bifidobacterium breve 균주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효소 활성에

도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된 바 있다[19]. 따라서 항

당뇨 효과를 나타내는 영지버섯 외에 여주 및 쓴메밀 추출물

을 추가하여 유산균으로 발효 시킴으로서 항당뇨 효과가 더욱

상승되는 것을 기대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실험에서는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및 이들의 혼합 시료

로부터 고미물질이 최대로 추출될 수 있는 70% 메탄올 추출물

을 이용하여 항당뇨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기초 실험으로

일반 이화학적 특성과 생리활성작용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의 추출 및 수율 측정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및 이들 동량 혼합시료의 메탄올

추출물을 얻기 위하여 각각 건조된 분말 시료를 70% 메탄

올 용매에 3% (w/v) 수준으로 첨가하여 상온에서 12시간씩

교반 하면서 3회 반복 추출하였다. 회수한 혼합 용액을 여과

지(Whatman No.2)로 여과시켜 얻은 여액을 rotatory vac-

uum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하여 용매를 제거시킨 후

freeze dryer로 동결건조 하여 분말 시료를 얻었다. 각 추출

물들의 수율(%)은 추출액을 동결 건조시켜 건물 중량을 구

한 다음 추출액 조제에 사용한 원료 건물량에 대한 백분율

로 계산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페놀성 물질이 phosphomolybdic

acid와 반응하여 청색을 나타내는 원리를 이용한 Folin-Denis

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47]. 즉, 0.1% (w/v) 시료 용액 0.5

ml에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2.5 ml를 첨가하여 잘

혼합하고 5분간 실온에서 방치하였다. 정확히 5분 반응시킨

후 7.5% Na2CO3 2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50℃에서 5분간 발색

시킨 후 spectrophotometer (HITACHI U-2900, Hitachi

High-Technologies Co., Kyoto, Japan)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tannic acid를 0-500

μg/ml 농도로 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표준곡선

으로부터 계산하였다.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Flavonoid 함량은 Jia 등[24]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

추출물 시료 0.1% (w/v) 시료 용액 0.25 ml에 1.25 ml의 정제

수와 5% NaNO2용액 5 ml을 가하고, 5분 후 10% AlCl3∙6H2O

0.15 ml를 잘 혼합한 후 spectrophotometer (HITACHI

U-2900)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플라보노이

드 함량은 표준 물질로서 (+)-catechin hydrate을 20-200 μg/

ml 농도로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작성한 표준곡선

으로부터 계산하였다.

α-Glucosidase 저해 활성 측정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이들 혼합시료 메탄올 추출물의 α

-glucosidase 활성 저해 측정은 전보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

다[49]. 즉,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0) 250 μl,

20 mM pNPG (p-nitrophenyl-α-D-glucopyranoside) 기질 250

μl, 그리고 반응구에는 0.5 mg/ml 시료액 250 μl 첨가하고,

대조구에는 증류수를 250 μl 첨가하여 37℃에서 5분간 반응시

킨 후 spectrophotometer (HITACHI U-2900) 405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그 후, Saccharomyces cerevisiae 유래 α

-glucosidase (0.075 U/ml) 250 μl를 첨가하여 37℃에서 15분

간 반응시킨 후, 0.1 M sodium carbonate buffer 2 ml를 첨가하

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spectrophotometer (HITACHI U-2900)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Acarbose (0.1 mg/ml)는

positive control로 사용하여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을 다음

과 같은 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저해율(%)=[1-(반응액 OD)/대조구 OD]×100

DPPH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 측정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이들 혼합시료의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Blois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4]. 즉 DPPH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용액은 100 ml 에탄올에

DPPH 16 mg을 녹인 후 증류수 100 ml를 혼합하여 여과지

(Whatman filter paper NO. 2)로 여과시켜 만들었다. DPPH

용액 5 ml에 0.1, 0.5 및 1 mg/ml 시료 용액 1 ml을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spectrophotometer (HITACHI

U-2900) 528 nm에서 흡광도의 감소를 측정하였다. 대조구인

시판 항산화제 BHT는 0.05%로 첨가하여 상기와 동일한 방법

으로 흡광도 감소를 측정하였다. DPPH free radical scav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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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 activity는 시료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차를 백분율

(%)로 표시하였다.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Abs/

Abc)]×100

Abc: Absorbance of control treatment at 528 nm

Abs: Absorbance of sample treatment at 528 nm

Fe/Cu 환원력 측정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이들 혼합시료의 메탄올의 Fe-환원

력 측정은 Zhu 등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57]. 각 시료 추

출물 0.1, 0.5 및 1 mg/ml 농도로 한 용액 0.75 ml을 취하고,

0.2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6) 1.25 ml 및 1% (w/v)

potassium ferricyanide [K3Fe(CN)6] 1.25 ml을 혼합하여 50℃

에서 20분간 진탕반응 시켰다. 이 반응액에 10% trichloro-

acetic acid (w/v)를 1.25 ml 가하여 acidified 시키고,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시켰다. 상층액 2.5 ml를 취하고

distilled water 2.5 ml 및 0.5% ferric chloride (FeCl3) 0.5 ml를

혼합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반응 시켜 spectrophotometer

(HITACHI U-2900)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한편,

Cu-환원력 측정도 각 시료 0.1, 0.5 및 1 mg/ml 용액에 0.01

M CuCl2, 7.5 mM ethnolic neocuprorine solution, 1 M

NH4OAc buffer를 혼합하여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spec-

trophotometer (HITACHI U-2900)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이때 환원력 비교를 위하여 천연 항산화제 ascorbic

acid와 합성 항산화제 BHT를 각각 시료와 동일한 농도와 방법

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e
++
/ascorbate에 의해 유도된 항산화 활성 측정

성장기의 정상 흰쥐 간 조직으로부터 microsome 분획을

조제 하였다. 간 microsome 분획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은

Wong 등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53]. 간 microsome 분획

0.1 ml (1 mg/ml 단백질), 각 시료 추출물 0.1, 0.5 및 1 mg/ml

농도 용액 0.2 ml, 50 mM Tris-HCl buffer (pH 7.5) 1.5 ml,

0.1 mM ascorbate 0.1 ml 및 5 mM FeSO4 0.1 ml의 반응액을

잘 혼합한 후 37℃에서 1시간 반응시켜 지질 과산화를 유도시

켰다. 이때 음성 대조구는 시료를 첨가시키지 않고 증류수를

첨가하였으며, 양성 대조구 BHT는 0.05% 농도로 사용하여 동

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1시간 반응 후 3 M trichloroacetic

acid와 2.5 N HCl의 혼합 용액 0.5 ml를 가하고 3,000 rpm으로

원심분리 한 후 그 상등액 1 ml에 0.67% TBA 1 ml를 넣고

30분 동안 가열하여 발색시켰다. 냉각 후 3,000 rpm에서 원심

분리 하여 얻은 발색된 반응 상등액을 spectrophotometer

(HITACHI U-2900) 53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지질

과산화의 억제율은 대조구의 흡광도에 대한 저해율(%)로 비

교하였다.

혈전용해 활성 측정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이들 혼합시료의 메탄올 추출물의

혈전용해 효소 활성은 fibrin plate 법[2]을 변형하여 lysed

zone으로 측정하였다. Fibrin plate는 0.06% fibrinogen (Sigma

Co., St. Louis MO, USA) 을 0.2 M borate buffer (pH 7.5)에

용해시킨 후 Petri dish에 10 ml씩 분주하고 thrombin (5,000

unit) 40 unit를 균일하게 섞이도록 가하면서 균일한 두께의

fibrin clot를 형성시킨 후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사용하

였다. 시료 분말을 증류수에 1 mg/ml 농도로 만든 후 여과하

여 fibrin plate 상에 50 μl씩 점적하여 37℃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생성된 용해면적을 측정하여 활성을 비교하였다.

대조구는 혈전용해 효소인 plasmin (0.75 U/ml)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혈전용해 활성을 산출하였다.

Fibrinolytic activity (%)=(시료의 용해 면적/plasmin의 용

해면적)×100

Tyrosinase 저해 활성 측정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이들 혼합시료의 메탄올 추출물의

tyrosinase 활성은 Masamoto 등의 실험 방법[38]을 약간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In vitro mushroom tyrosinase 저해 활성 측

정은 2.5 mM 3,4-dihydroxyphenylalanine (L-DOPA) 0.3 ml,

각 시료 추출물 0.1, 0.5 및 1 mg/ml 용액 0.05 ml 및 0.1 M

인산완충용액(pH 6.8)을 혼합하여 25℃에서 preincubation 시

켰다. 여기에 1,380 units/ml mushroom tyrosinase (2,500

unit, Sigma, St. Louis MO, USA) 0.05 ml를 넣은 후 25℃에서

2분간 반응시키면서 spectrophotometer (HITACHI U-2900)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대조구는 시료가

들어있지 않는 용액을 사용하였고, 양성 대조구는 tyrosinase

저해제 또는 미백제로 알려진 kojic acid, ascorbic acid, arbu-

tin을 사용하여 tyrosinase 활성 저해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Tyrosinase 활성 저해율(%)=100-[(A-B)/A]×100

A: 시료가 들어있지 않은 반응액의 0.5~1분 사이의 흡광도

차이

B: 시료가 들어 있는 반응액의 0.5~1분 사이의 흡광도 차이

통계처리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치는 one-way ANOVA 검정에

의한 평균치와 표준오차(mean±SE)로 표시하였다[17].

결과 및 고찰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및 혼합 추출물의 수율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및 이들 혼합 시료 메탄올 추출물의

추출 수율은 각각 21.07, 16.35, 3.23 및 37.96%로 혼합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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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추출 수율이 가장 높았다(Table 1). 혼합 추출물에서 추출

수율이 높은 것은 영지버섯, 여주 및 쓴메밀이 모두 같은 농도

로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쓴메밀 추출물의 수율이

3.23%로 상당히 낮았는데, Kim 등[30]은 쓴메밀의 70%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물의 수율이 각각 7.0% 및 6.6%로 본 실험 결과

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

식물에 존재하는 폴리페놀 화합물이나 플라보노이드는 일

반적인 식품에도 널리 분포되어 있어 천연 항산화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들이 다수 알려지고 있다[8]. 본 실험에 사용한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메탄올 추출물의 폴리페놀 화합물 함

량을 측정한 결과 2.64, 3.82 및 10.87%로 쓴메밀에서 가장 높

았다(Table 1). 그러나 이들 혼합 추출물의 폴리페놀 화합물은

17.08%로 이들 세 시료의 합과 비슷한 함량을 보였다. 식용식

물 중의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당귀

1.48%, 천궁 1.57%, 삼칠근 0.41%, 삼백초 1.27%, 황기 1.33%

등은 대체로 낮은 함량을 보였으며, 감초 3.64%, 산수유 3.23%,

갈근 5.98%, 가시오가피 6.96%, 음양곽 8.10%로 높은 함량을

보여 시료간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28]. 본 연구자들에

의한 식물 중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 분석 결과에서는 참당귀

뿌리 에탄올 추출물14.40% 및 잎과 줄기 혼합물 에탄올 추출

물 14.99%, 선학초 2.83%, 복분자 10.06%, 정향 11.42% 함유한

것으로 보고하였다[10,24].

플라보노이드 함량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메탄올 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 함

량은 각각 2.11, 2.22 및 4.61% 함량을 보였다(Table 1). 이들

혼합 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9.33%로 이들 세 시료의

합과 비슷한 농도를 보여 폴리페놀 화합물과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방약재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당귀 0.72%, 천궁 0.81%, 삼칠근 0.59%, 삼백초 0.29%,

황기 0.18% 등은 대체로 낮았으며, 감초 5.54%, 가시오가피

4.40%, 음양곽 3.80%, 땅두릅 1.13% 및 땅두릅잎 1.54% 등은

대체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8,28]. 대부분의 식물체에서 poly-

Table 1. Extracted yield and the concentrations of poly-

phenolics and flavonoids in methanolic extract from

Ganoderma lucidum (GL), Momordica charantia (MC),

Fagopyrum tataricum (FT), and their mixtures

Extracted

yield (%)

Polyphenolics

concentrations (%)

Flavonoids

concentrations (%)

GL 21.07±0.22 2.64±0.10 2.11±0.22

MC 16.35±0.56 3.82±0.28 2.22±0.15

FT 3.23±0.11 10.87±0.06 4.61±0.06

Mixture 37.96±0.10 17.08±0.14 9.33±0.06

Values are mean±SD, n=3.

phenolic compounds 함량이 flavonoids 보다 많이 함유 되어

있으며, 대체로 polyphenolic compounds 함량이 많은 식물이

flavonoid 함량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28].

α-Glucosidase 저해 활성

α-glucosidase는 소장 상피세포의 brush-border membrane

에 존재하는 소화 효소로 α-amylase에 의해 분해된 다당류를

최종 단당류로 가수분해시켜 주는 역할을 하며, α-glucosidase

활성 저해는 탄수화물 식사 후 가수분해와 흡수과정을 지연시

킴으로서 당뇨 환자에서 식후 혈당치 상승을 감소시켜 줄 수

있다[36,45]. 따라서 α-glucosidase 활성 저해제는 제 2형 당뇨

와 같은 당질 관련 질병을 위한 치료제 개발에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는 방법이다. 본 실험에서 positive control로 사용된 α

-glucosidase 저해제인 acarbose는 0.1 mg/ml 농도에서 69%

의 저해 효과를 보였다. 또한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및 그

혼합 메탄올 추출물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은 각각 75, 65,

56 및 78%로 영지버섯과 혼합 추출물은 당뇨치료제인 acar-

bose보다는 약간 높은 저해 활성을 보였다(Fig. 1). 혼합 추출

물은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이 가장 높아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에서 α-glucosidase에 의한 단당류 생성을 저해함으로써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천연물 유래 α

-glucosidase 활성 저해제로써 활용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 Kim 등[30]은 쓴메밀 추출물의 α-glucosidase 활성을 측

정 한 결과 70%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농도 의존적

으로 저해 활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물 추출물에서

는 저해 활성이 없다고 하였다. 항산화 물질인 quercetin은 α

-glucosidase를 가역적으로 느리게 결합하고, 비경쟁적인 저

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33], 쓴메밀 70%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물의 α-glucosidase 저해 활성 효과는 쓴메밀에 많이 함유

Fig. 1.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of methanolic extract

from Ganoderma lucidum (GL), Momordica charantia (MC),

Fagopyrum tataricum (FT), and their mixture. Values are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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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quercetin에 의한 것으로 시사된 바 있다.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활성

DPPH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써 식물 추출물의 항

산화 활성을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동시에 실제 항산화 활성

과도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4,10,42].

모든 시료의 추출물에서 사용한 DPPH free radical scaveng-

ing 활성은 사용된 시료의 범위 내에서 처리 농도 증가와 함께

항산화 활성도 농도 의존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대

조구로 사용한 BHT 및 ascorbic acid도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Fig. 2). 쓴메밀 추출물 0.1% 농도 처리에서 DPPH free

radical 소거 활성은 81.1%로 상당히 높았는데, 동일 량을 처리

한 혼합 추출물에서 항산화 활성이 높았던 것도 쓴메밀에 기

인하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특히 혼합 추출물의 0.1% 농도

처리에서 항산화 활성은 시판 항산화제인 BHT 및 ascorbic

acid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정도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었다. 그러나 Kim 등[30]은 쓴메밀 메탄올 추출물의

DPPH free radical 소거 활성의 RC50 값이 34.0 μg/ml으로

시판 항산화제 BHT 2.6 μg/ml 및 ascorbic acid 6.3 μg/ml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한편 0.1% 영지버

섯 메탄올 추출물의 DPPH free radical 소거 활성이 11.19%로

상당히 낮았는데, 이는 영지버섯 물 추출물 0.1% 농도에서 약

30% 정도로 ascorbic acid보다 100배 정도 활성이 낮았다고

하는 결과와 유사하였다[44]. 한방약재인 당귀(15.8%), 갈근

(16.8%), 감초(13.3%), 사상자(20.3%), 산약(9.6%), 삼칠근

(2.6%), 오미자(33.5%), 옥죽(2.5%), 하수오(6.5%), 인삼(2.5%),

황정(3.2%)에서는 대체로 낮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으나, 산수

유(66.7%), 오가피(71.8%), 음양곽(69.5%)과 같은 한방약재는

상당히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여 각 약재간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28]. 특히 항산화 활성이 높은 산수유, 오가피, 음양곽

과 같은 한방약재에는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상당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ethanolic extract

from Ganoderma lucidum (GL), Momordica charantia (MC),

Fagopyrum tataricum (FT), and their mixtures. Values are

mean±SD, n=3.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AA: as-

corbic acid.

히 많이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함량이 플라보

노이드 함량보다 훨씬 많이 함유하고 있어 식물 중에 존재하

는 다른 폴리페놀 화합물들이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 되어진다[28].

환원력 효과

Fe 또는 Cu 환원력에 의한 항산화 반응은 수소 원자를 제공

하는 유리 라디칼의 연쇄 반응이며, 과산화 반응에서 일정한

전구물질과 반응하여 과산화 물질의 형성을 방해하는데 환원

력의 효과는 반응 물질의 흡광도 수치가 높을수록 환원력의

세기가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53].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및

혼합 메탄올 추출물의 Fe 환원력은 모두 처리 농도 증가와

함께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3). 특히 쓴메밀 추

출물의 경우 Fe 환원력이 동일 농도로 처리한 대조구 BHT

보다 환원력 효과가 높았다.

Cu 환원력의 경우도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및 혼합 메탄

올 추출물 모두 처리 농도 증가와 함께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4). 이 때 대조구로 BHT 및 ascorbate의 경우 Fe 환원

력 보다는 Cu 환원력의 활성이 더 높았으며,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 역시 대조구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간장 microsome의 지질 과산화 억제활성

지질 과산화 반응은 여러 가지 독성 화학물, 약물, 각종 질병

등 생체 이상에 의해 간세포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기전은 조직 내 세포의 산화적 스트레

스 증가 또는 항산화적 방어력의 감소로 인해 일어나게 되며,

생체 내에서 퇴행성 과정을 거쳐 질환을 유발하거나 노화를

촉진 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어, 생체 내에서 지질 과산화

물의 제어는 매우 중요하다[3]. 동물 체내에서 생체막 지질의

과산화물 생성 정도를 나타내는 TBARS 함량 측정은 주로 간

Fig. 3. Fe-reducing power of methanolic extract from Ganoderma
lucidum (GL), Momordica charantia (MC), Fagopyrum tatar-
icum (FT), and their mixtures. Values are mean±SD, n=3.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AA: ascorb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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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u-reducing power of methanolic extract from Ganoderma
lucidum (GL), Momordica charantia (MC), Fagopyrum tatar-
icum (FT), and their mixtures. Values are mean±SD, n=3.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AA: ascorbic acid.

조직의 mitochondria 및 microsome 분획을 사용하여 Fe
++

/

ascorbate을 첨가하여 비효소적으로 유도하는데, 흰쥐 간 조직

에서 유발되는 과산화지질의 측정은 생체 산화 스트레스를

검토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다른 항산화 활성 측정법에 비하

여 보다 시간이 단축되는 이점이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15,37].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및 혼합 메탄올 추출물의 흰쥐

간 조직 microsome 분획의 TBARS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및 혼합 메탄올 추출물의

TBARS 함량에 미치는 영향은 시료 처리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도 높아졌으나, 각 시료에 따른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ung [15]은 rat liver homo-

genate를 이용하여 영지버섯 메탄올 추출물 2 mg을 처하였을

때 TBA값이 54.6%라 하여 본 실험 결과보다는 낮은 활성을

보였다. 또한 Lee 등[35]은 영지버섯 열수 추출물 12.5, 25 및

50 μg/ml 농도 처리에서 에탄올-유발 간 조직 TBARS 값이

Fig. 5. Antioxidant activity of methanolic extract from

Ganoderma lucidum (GL), Momordica charantia (MC),

Fagopyrum tataricum (FT), and their mixtures on lipid

peroxidation using rat liver microsome as measured

by TBARS method. Values are mean±SD, n=3.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AA: ascorbic acid.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혈전용해 활성

혈관에 혈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고혈

압, 동맥경화, 뇌졸중, 협심증 등을 일으키는데, 이 때 혈전

용해 효소가 활성화되면 혈전 생성이 억제되어 각종 순환기계

질병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6]. 자연계에

존재하는 Bacillus subtilis 등의 미생물 유래나 청국장, 된장,

멸치젓갈, natto 및 shiokara (katauwokinase)와 같은 발효식

품 유래의 혈전용해제 개발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29,46].

그러나 일부 천연물 유래의 항혈전 효능은 극히 일부 소재에

국한되어 있는데, 단삼 메탄올 추출물[55], 팥과 녹두[39], 누에

분말[9] 등에서 그 효능이 밝혀져 있다.

본 실험에 사용한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및 혼합 추출물에

서도 항혈전 작용이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시료들

간에 그 활성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혼합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Fig. 6). 대조구인 plasmin 0.75 U/ml와

비교 했을 때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및 혼합 추출물 모두

fibrin 분해 활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뽕나무버

섯(Armillariella mellea), 할미송이버섯(Tricholoma saponaceum),

신령버섯(Agaricus blazei) 및 차가버섯(Inonotus obliquus) 등의

버섯 균사체 또는 자실체 추출물에도 항혈전 작용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활성은 높지 않았다고 하였다[31,32,

41].

Tyrosinase 저해 활성

멜라닌은 피부, 머리카락, 눈동자 등 체내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색소 성분으로 표피층의 색소세포 melanocyte의 mela-

nosome에서 생합성 되는데, tyrosine을 시발 물질로 하여 ty-

rosinase 효소에 의해 DOPA (3,4-dihydroxy-phenylalanine)

Fig. 6. Fibrinolytic activity of methanolic extract from Ganoderma
lucidum (GL), Momordica charantia (MC), Fagopyrum tatar-
icum (FT), and their mixtures. Values are mean±SD, n=3.

Fibrinolytic activity (%)=(lysed area of test sample sol-

ution/lysed area of control)×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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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DOPA quinone으로 산화 및 중합 반응에 의해 멜라닌이

만들어 진다[51]. 이때 생성되는 멜라닌이 자외선과 같은 피부

자극에 대해 저항력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과도한 멜라닌 생성

은 기미, 주근깨, 검버섯과 같은 색소 침착과 피부 손상을 일으

키는데, tyrosinase 저해 활성 측정은 피부 미백 효과를 가진

생리활성물질의 탐색에 매우 유용한 연구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5]. 멜라노마 세포 증식과 멜라닌 생합성을 억제시키는

대표적인 화합물 중에 phenolic 화합물, flavonoid, arbutin,

glycolic acid, kojic acid, pentadecenoic acid, ferulic acid, iso-

flavonoids 등이 제시되고 있다[5,26,33]. 본 실험에 사용된 영

지버섯, 여주, 쓴메밀 및 혼합 추출물에도 많은 량의 폴리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tyrosinase 저

해 활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 되어진다. 본 실험에서 기존 미백

제로 알려진 kojic acid, ascorbic acid, arbutin처리에 의해서는

각각 77, 67 및 66%의 비교적 높은 tyrosin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Fig. 7). 각 시료 추출물에 의한 tyrosinase 저해

활성은 20% 이하의 비교적 낮은 활성을 보였다(Fig. 7). 그러나

Chien 등[12]은 영지버섯 70% 에탄올, 50% 에탄올 및 물 추출

물 1 mg/ml 농도에서 mushroom tyrosinase 활성 저해가 모

두 80% 정도로 높았으며, 70% 에탄올 및 물 추출물 0.1 mg/ml

의 낮은 농도에서도 약 40%의 저해 활성을 보여 본 실험 결과

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추출에 사용한 용매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Basidiomycetes에 속하는 Antrodia cin-

namomea 및 Agaricus blazei 버섯의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mushroom tyrosinase 저해 활성이 가장 높았으며, Cordyceps

militaris 버섯에서는 물 추출물이 다른 용매 추추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각 추출 용매에 따라 저해 활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12].

국내에서 미백 화장품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한방 생약제에

관한 문헌을 근거로 한 티로시나제 저해 활성 정도는 메탄올

추출물인 갈근 25%, 후박 3% 였으며, 에탄올 추출물인 창출

Fig. 7.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of methanolic extract from

Ganoderma lucidum (GL), Momordica charantia (MC),

Fagopyrum tataricum (FT), and their mixtures. Values are

mean±SD, n=3. AA: ascorbic acid.

14%, 갈근 10% 및 수용성 추출물인 함초 42%, 상백피 63%,

감초 13~52%, 작약 44%, 당귀 39%, 천궁 28%, 복령 5%로 비교

적 낮은 저해 활성을 나타내고 있다[26]. 이전의 실험에서 당귀

잎+줄기 및 뿌리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tyrosinase 저해 활성이

각각23.60% 및 26.34% 였으며[21], 감초 67.29%, 복분자

65.37%, 상백피 68.23%로 상당히 높은 저해 활성을 가진 것으

로 나타났다[10].

이상의 실험에서 영지버섯, 여주 및 쓴메밀의 혼합 메탄

올 추출물에 폴리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

되어 있어 높은 α-glucosidase 저해 활성, 항산화 활성, 환원

력, 항혈전 작용과 티로시나제 저해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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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및 혼합 시료의 메탄올 추출물의 생리활성

차재영1*․진종성2․조영수3

(
1
대선주조㈜ 기술연구소,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3
동아대학교 생명공학과)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 및 이들 혼합 시료의 70% 메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생리활성물질(폴리페놀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농도와 항산화(DPPH radical 소거 활성, 생체막 지질과산화, Fe/Cu 환원력), α-glucosidase 저

해, tyrosinase 저해 및 항혈전 활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추출 수율과 폴리페놀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은 혼합 추출물에서 가장 높았다. 또한 혼합 추출물에서 α-glucosidase 저해, tyrosinase 저해, 항산화, 환원력 및

항혈전 활성은 혼합 추출물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효과는 처리 농도 의존적 이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에서

영지버섯, 여주, 쓴메밀의 혼합 메탄올 추출물은 폴리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를 많이 함유함으로서 높은 α-

glucosidase 저해 및 항산화 활성과 관련성이 높아 보여 항당뇨 건강 기능성식품의 소재 개발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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