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ioxidative Activity of Cornus officianalis Extracts Obtained by Four Different
Extraction Techniques

Eun-Bi Park1, Hye-Sun Kim1, So-Yun Shin1, In-Ae Ji1, Ji-Hyun Kim1, Sung-Goo Kim2, Byung Hong Yoo2,

Byung-Woo Kim
3
, Inseok Kwak

4
, Moon-Moo Kim

5
and Kyung Tae Chung

1,3
*

1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Dong-Eui University, Busan 614-714, Korea
2Bioport Korea Ltd, Busan 619-912, Korea
3Blue-Bio Industry RIC, Dong-Eui University, Busan 614-714, Korea
4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 Silla University, Busan 617-736, Korea
5Department of Chemistry, Dong-Eui University, Busan 614-714, Korea

Received September 18, 2012 /Revised November 5, 2012 /Accepted November 16, 2012

Oxidative stress leads to damage in all components of the cell, including proteins, lipids, and DNA
due to imbalance between reactive oxygen species production and cellular detoxification.
Phytochemicals are well-known to contain antioxidants, and their physiological role has been in-
tensively studied. The fruit of Cornus officianalis has been used in oriental medicine and has been re-
ported to have many functions. In this study, four different extraction techniques were applied to ex-
tract functional components from the fruit of Cornus officianalis, and the content of loganin, which is
an antioxidant having DPPH radical and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ctivity and reducing power,
was analyzed in each extract. Extraction techniques employed in this study were heat extraction by
water, 70% ethanol extraction, enzyme treatment, and combination of enzyme treatment and heat ex-
traction by water. All extracts contained 11.8-18.0 mg/g loganin and showed antioxidation function
assayed by measuring DPPH radical and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ctivity and reducing power.
Among them, heat extraction was the most effective technique, showing a maximum amount of loga-
nin (18.0 mg/g) and antioxidative activity at 100 mg/ml concentration. Each extract showed very low
cytotoxicity up to at 500 mg/ml but 10-20% cytotoxicity at 1,000 mg/ml by in vitro MTT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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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의 생체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화학 반응에서 발생하는 활성 산소종은 자기 방어

기구인 생체 내 소거 메카니즘에 의해 대부분 제거된다. 그러

나 활성산소종이 정상적으로 소거되지 않아 산화적 스트레스

가 생체 내에 가해지면, 이들 활성 산소종은 세포 구성 성분들

인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과 DNA 산화적 손상 및 효소활성을

변화시켜 뇌졸중, 파킨슨씨 병과 같은 뇌 질환뿐만 아니라 심

장질환, 허혈, 동맥경화 등과 같은 성인병 및 암 등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활성 산소종은 생체조직

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화를 촉진시킨다고 보고가 있다

[6,14,16,19].

활성 산소종은 여러 신호전달 과정을 변경하여 유전자 발

현, 세포흡착, 물질대사, 세포주기, 세포사멸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활성 산소종이 유도하는 신호전달에는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nuclear factor-κB

(NF-κB), phosphatidylinositol 3-kinase (PI3K), p53, β

-catenin/Wnt를 매개로 하는 신호전달이 보고되어 있다[5].

최근, 활성 산소종에 의한 인체 내 손상을 보호하는 항산화

물질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식물

에 활성 산소종을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성분들이 다량 함유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일, 야채, 차, 허브 등과

같은 식물로부터 얻어진 vitamin, 페놀화합물, 카로티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에 대한 많은 연구가 보고 되어 있다[1,3]

산수유 나무(Cornus officianalis)는 층층나무과(Cornaceae)

의 낙엽교목으로 주로 국내에서는 중부이남 지역에 분포한다.

산수유는 늦은 가을과 초겨울에 과피가 빨간색으로 변한 산수

유 나무의 열매를 따서 씨를 뽑아내고 햇볕에 말린 것을 말한

다[8]. 한의학적 특성으로서의 산수유는 맛이 시고 성질은 약

간 따뜻하며 간경, 신경에 좋고, 이뇨작용, 혈압강하작용, 단백

질의 소화를 돕는 작용, 항암 및 항균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8]. 또한, 보고된 산수유의 성분으로는 gallic

acid, malic acid, tartaric acid, ursolic acid와 morronoside,

loganin, sweroside와 같은 iridoid 배당체 등이 있으며[9],

tannin류의 분리도 보고되었다[4]. 산수유에 대한 연구로는 항

산화 연구, 항암물질 분리, 항균활성 분리, 영양성분 분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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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PLC condition for loganin analysis

Instrument (Agilent Technologies)

Pump Quat Pump (G1311A)

Detector VWD (G1314B)

Autosampler ALS (G1329A)

Column Gemini C18 (110A 4.6x250 mm, 5 μm)

Operating condition

UV wavelength 203 nm

Column temp. 35℃

Injection vol. 20 μl

Flow rate 1.0 ml/min

Mobile phase A H2O

Mobile phase B Acetonitrile

Gradient profile Time (min) %A %B

0 95 5

20 70 30

30 70 30

35 20 80

다양한 기능성 관련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11].

단일성분에 관한 연구의 예시로서 loganin은 실험동물에서

활성 산소종을 감소시켜 산화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며, 지

질 합성 관련 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지질대사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1]. 또한 인지력 향상 기능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10,12].

최근 산수유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수유로부터 유효성분의

추출 방법 개발은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유효성분의 존

재 여부를 분석하는 것은 산업적 상품의 진위와 품질을 판정

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본 연구는 산수유로부터 유효성

분을 추출하는 여러 방법을 loganin을 지표 물질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각 방법에 따라 추출한 물질의 기능성의 차이

를 항산화 작용으로 분석하였기에 보고한다.

재료 및 방법

시료 및 시약

실험에 사용된 산수유는 전남 구례군 산동면에서 수확한

것을 수세하여 씨를 제거한 건조과실을 사용하였다. 효소제

는 NOVOZYMES사의 Pectinex 5XL과 바이오시스 회사의

Viscozyme L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HPLC (Agilent 1200

series) 분석에 사용한 Loganin 표준품과 MTT reagent 등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로 부터 구입하

였다.

산수유 추출 시료의 제조

산수유의 추출물을 얻기 위하여 추출방법을 달리 하였다.

첫째로 산수유 300 g에 70% 에탄올 500 ml을 첨가하여 환류

냉각 추출 장치로 70℃에서 1 시간씩 3회 반복 추출하였다

(EtOH Extract). 둘째로 산수유 400 g에 정제수 2.4 l를 넣고

추출기(KSNP B1130)로 100℃에서 1 hr 추출하였다. 회수한

추출물은 고형분 함량이 50%가 되게 감압농축하고 수분 증발

을 막기 위해 밀폐 용기에 담아 50℃에서 3일간 숙성한 후

사용하였다(Heat Extract). 세 번째 방법으로 산수유 400 g에

정제수 2.4 l를 넣고 Pectinex 5XL과 Viscozyme L을 산수유

중량 대비 0.65%(w/v)가 되게 각각 첨가하였다. 효소 첨가

후 pH를 5.0으로 조절하고, 50℃에서 4.5 hr 동안 반응시킨

후 100℃에서 15 min 동안 추출하였다(Enzyme Extract). 네

번째 방법으로는 세 번째 방법과 동일하게 효소를 처리한 후

100℃에서 1 hr 추출하였다(Enzyme+Heat Extract). 획득한 각

추출물은 감압여과 과정을 거쳤다. 여과부에 filter paper를 깔

고 그 위에 celite를 약 3 cm 가량 첨가 후 추출액을 여과하였

다. 이 여과액을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1000)

로 최종 고형분 함량이 50%가 될 때까지 농축하였으며, 알콜

추출은 에탄올을 제거 후 농축하였다. 이 후 농축액은 -70℃의

초저온 냉동고에서 동결한 후에 동결건조기(EYELA, FDU-

2100)로 건조하여 분말상태로 만들어 각 분석에 사용하였다.

Loganin 정량 분석

각 추출 시료에 함유된 loganin의 정량분석은 HPLC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표준액은 loganin을 메탄올에 완전히 녹

여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사용하였고, 동일한

양의 각 추출분말을 메탄올에 녹여 0.45 μm membrane filter

로 여과하여 정량 분석하였으며, HPLC 분석조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Loganin정량곡선은 0, 0.05, 0.1, 0.2, 0.5 1.0

mg/ml 농도의 loganin에 대한 피크 면적비와 농도에 대한



Journal of Life Science 2012, Vol. 22. No. 11 1509

Fig. 1. HPLC chromatogram of loganin and loganin standard curve. Loganin was eluted at 14 min under the described condition

in Materials and Methods.

그래프로 작성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HPLC 분석조건은

Table 1에 명시하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Wei 등[22]이 보고한 실험방법을 변형하여 각 추출 시료의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에 대한 소거능

력을 측정하였다. 시험농도의 각 추출 시료 500 μl를 DPPH

용액 500 μl에 가하여 10 sec 동안 잘 혼합하고, 실온에서 20

min 동안 반응시킨 후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함량은 시료 첨가군과 대조군의 흡광도 비를

%값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대조군으로는 최종농도 100

μg/ml vitamin C를 사용하였다.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ssay

Choi 등[2]의 실험방법을 변형하여 hydrogen peroxide에

대한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 80 μl의 시험농도 별 각 추출

시료, 20 μl의 10 mM hydrogen peroxide 및 100 μl의 0.01

M 인산완충용액(pH5.0)을 혼합하여 37℃에서 5 min 동안 반

응시켰다. 그 후, 15 μl의 1.25 mM ABTS (2,2'-azino-bis(3-eth-

ylbenzthiazoline-6-sμlphonic acid)) 및 30 μl의 peroxidase 3

7℃에서 10 min 동안 반응시켜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으며, 항산화 활성은 시료 첨가 전후의 흡광도 비를 %값으

로 환산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최종농도 100 μg/ml vitamin

C를 사용하였다.

환원력 assay

Oyaizu [15]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 농도 별 시료

1 ml에 pH 6.6의 200 mM 인산 완충액 및 1%의 potassium

ferricyanide를 각 1 ml씩 차례로 가하여 교반한 후 50℃의

수욕상에서 20 min 동안 반응시켰다. 여기에 10% TCA 용액을

1 ml 가하여 13,500× g에서 15 min 동안 원심분리하여 상등액

1 ml에 증류수 및 ferrous chloride 각 1 ml을 혼합한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환원력은 시료첨가군

과 대조군의 흡광도 비를 % 값으로 환산하였다. 대조군으로는

최종농도 100 μg/ml vitamin C를 사용하였다.

통계처리

각 실험은 3회 이상 반복실험을 통하여 그 결과를 얻어 각

각의 시료농도에 대해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시료

농도군에 대한 유의 검정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Student’s t

test 한 후 p<0.05 값을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로 간주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추출방법에 따른 loganin 함량 비교

식물 재료로부터 유효성분의 성공적인 추출은 효율적인 추

출 방법의 선택에 기인한다. 산수유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

기 위해 알코올 용매 추출(EtOH Extract), 열수 추출(Heat

Extract), 효소처리 추출(Enzyme Extract) 및 효소처리와 열

처리 혼합 추출(Enzyme+Heat Extract) 방법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으로 열수 추출이 많이 사용되나 유효성분 추출의 효율

을 조사하기 위해 산업적으로 허용되는 알코올과 효소를 추가

사용하는 방법을 비교하였다. 또한 열수 추출의 경우에도 5

0℃에서 3일간 숙성기간을 적용함으로서 유효성분 추출의 향

상을 기대하였고, pectinase 등의 효소에 의한 산수유 세포벽

용해로 인한 유효성분 추출 효율의 증대를 기대하였다.

Loganin은 산수유에 존재하는 중요한 약리적 성분으로 산화

적 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주는 기능이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loganin을 지표성분으로 하여 유효성분 추출방법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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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PLC chromatograms of each extraction sample. Loganin peaks of samples were boxed.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추출 시료의 성분분석이 용이한 HPLC

방법을 사용하여 loganin을 정량 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조건에 따라 먼저 loganin 정량곡선을 작성하였다(Fig. 1). 각

추출 시료를 HPLC에 적용하여 loganin의 retention time과

일치하는 peak의 면적값을 구하여 정량곡선에서 loganin 함

량을 계산하였다. 각 추출 시료 중의 loganin 함량은 Fig. 2와

Table 2에 제시된 것처럼 Heat Extract가 가장 높게 나타나

열수 추출 방법이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산수유 추출의 DPPH radical, hydrogen peroxide,

hydroxyl radical 소거 효과

산화적 스트레스가 세포 손상을 유발하며, 염증, 노화 및

암 발생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최근 보고되고 있다[13,14].

Table 2. Amounts of loganin from each extract

Extract of Cornus officianalis Loganin (mg/g)

Heat Extract 17.92±0.07

EtOH Extract 13.14±0.15

Enzyme Extract 14.58±0.08

Enzyme+ Heat Extract 11.79±0.11

이러한 이유로 활성산소에 대응하는 항산화 물질에 대한 연구

가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으며, 최근 식용 가능한 식물로부터

항산화 성분을 분리하여 작용 메커니즘 결과가 많이 보고 되

었다. 본 연구는 이런 배경으로 산수유의 항산화 기능을 검토

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법은 항산화 물질의 전자공여능으로 인

해 방향족 화합물 및 방향족 아민류에 의해 환원되어 자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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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avenging activity of each extraction sample on DPPH radical. Vitamin C (Vit. C)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and NC

is a blank sample. Data are given as means of values±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Fig. 4. Scavenging activity of each extraction sample on hydrogen peroxide. Vitamin C (Vit. C)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and NC is a blank sample. Data are given as means of values±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탈색에 의해 나타내는 정도를 지표로 하여 항산화 능력을 측

정하는 방법이다[8].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산수유 추

출시료를 10, 50, 100, 500, 1,000 μg/ml의 최종농도로 처리한

결과, 모든 추출시료에서 DPP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사용된 시료는 모두 50 μg/ml 농도에서 약 20-34%의 소거율

을 보였다. 100 μg/ml 농도에서는 Heat Extract가 약 78%의

소거능을 나타냈으며, 약 48-62%를 나타낸 다른 추출시료보다

높게 나타났다. 500 μg/ml 농도 이상에서는 모든 추출시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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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avenging activity of each extraction sample on reducing power. Vitamin C (Vit. C)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and

NC is a blank sample. Data are given as means of values±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약 80%의 소거능을 나타내어 차이가 없었으며, 대조군으로

사용된 10% Vitamin C는 약 86% DPPH radical 소거능을 나

타내었다. 따라서, 100 μg/ml 농도에서 가장 높은 소거능을

나타낸 Heat Extract가 다른 방법으로 획득한 추출시료보다

DPPH radical 소거능이 높다고 생각된다. 산수유 추출시료가

혼합물임을 고려한다면 Vitamin C만큼 항산화력이 높은 화합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산수유 각 추출시료의 H2O2 소거능을 확인하기 위해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ssay를 수행하였다. Fig. 4에

서 나타낸 것과 같이, 각 추출시료를 10, 50, 100, 500, 1,000

μg/ml 최종농도가 되게 처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H2O2 소거능이 증가함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이 결과에서도

DPPH radical 소거능과 마찬가지로 Heat Extract가 100 μg/

ml에서 거의 최고 소거능에 도달하였으며, 다른 점은

Enzyme+Heat Extract가 50 μg/ml에서 최고 소거능을 나타내

었으나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농도가 증가 할수록 소거능이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반복실험을 통해서도 재현

되었으나 정확한 이유는 밝히지 못하였다. 그리고 대조군으로

사용한 vitamin C와 비교하였을 때 모든 추출시료의 H2O2 소

거 효과가 vitamin C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환원력은 항산화제로부터 제공되는 수소 원자가 산화적 철

분자(ferric, Fe+3)를 환원적 철분자(ferrous, Fe+2)로 전환시키

는 정도로 나타내었다. 산수유 각 추출시료의 환원력은 대조

군으로 사용한 vitamin C가 나타내는 환원력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 표시하였다. 전술한 동일 농도 범위에서 각 추출시료

는 농도 의존적으로 환원력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추출 방법

에 따라 환원력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Enzyme Extract와

Enzyme+Heat Extract가 500 μg/ml 농도에서 각각 약 77%와

66%로 약 38%와 33%를 나타낸 EtOH와 Heat Extract보다 월

등히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었다(Fig. 5). 이는 가장 높은 열로

처리된 Heat Extract가 가장 낮은 환원력을 나타내고, 가장

낮은 열로 처리된 Enzyme Extract가 가장 높은 환원력을 나타

낸 것으로 보아 환원력을 제공하는 추출시료 내의 분자는 열

에 다소 불안정하다고 추측된다.

세 가지 다른 항산화 기능 분석 결과로 유추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적용한 모든 추출 방법이 항산화 성분을 추출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항산화 기능을 나타내는 메커니

즘의 차이로 어느 특정한 추출 방법이 상대적으로 더 우수하

다고 평가하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적

용한 조건에서 획득한 각 추출 시료의 HPLC chromatogram

패턴이 유사한 것도 이를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산업

적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용이하며 저렴한 열 추출방법이

우수하다고 생각된다.

세포성장에 미치는 산수유 추출 시료의 영향

각각의 산수유 추출 시료가 세포 독성에 미치는 농도를 조

사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PC-3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측정한 결과,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항산화

기능이 최고로 나타나는 100-500 μg/ml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아주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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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each extraction sample on viability of PC-3 cells.

PC-3 cells were treated with each extraction sample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and cell viability was de-

termined by MTT assay after 2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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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산수유 추출방법에 따른 항산화 기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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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수유는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또한 최근에 관심의 증가로 산수유로부터 유

효성분의 추출 방법 개발은 산업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유효성분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것은 산업적 상품의

진위와 품질을 판정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된다. 본 연구는 loganin을 지표 물질로 하여 산수유로부터 유효성분을

추출하는 여러 방법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각 방법에 따라 추출한 시료의 기능성의 차이를 항산화 작용으로 분석

하였다. 산수유로부터 항산화 성분을 추출하기 위하여 네 가지 방법을 적용하였다. 추출된 유효성분 지표물질로

loganin의 함량을 HPLC로 분석하였을 때 열수를 사용한 추출 방법이 알코올 추출 또는 효소 처리 방법 보다

효율적인 결과를 보여 주었다. 각 추출 시료의 항산화 기능은 DPPH radical 소거능, hydrogen peroxide scaveng-

ing assay, reducing power 측정으로 분석하였다. 추출 방법에 따라 항산화 기능이 차이가 있었으며, 열수 추출

시료가 DPPH radical 소거능과 hydrogen peroxide scavenging 효과가 우수하였고, 효소 처리 추출 시료는 re-

ducing power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추출 방법에 따라 시료에 함유된 성분의 차이가 항산화 기능이 차이와 연관

이 있다고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산수유는 대조군으로 사용한 vitamin C에 준하는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 성분은 열수 추출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추출되었으며, 열수 추출 방법은 산업적으로 응용

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