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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urrent study, comparisons of Oenothera Biennis seed extracts with water, ethanol, methanol, 
and 70% ethanol in their total polyphenolics contents, anti-oxidant, anti-neurotoxicity, anti-cancer, and 
immune-modulatory activities were investigated. Compared with other extracts, those concentrations 
of total phenolics and flavonoids were the highest in MeOH extract (31.90 mg GAE/g and 20.66 mg 
QE/g). The radical scavenging and reducing power activities were dose-dependently increased by 
treatment of O. Biennis seed water, EtOH, MeOH, and 70% EtOH extracts. Furthermore, pretreatment 
of water, EtOH, and MeOH extracts significantly reduced glutamate-induced cytotoxicity in HT22 hi-
pocampal neuron cells. In the case of cancer cells, MeOH extracts showed lower IC50 values in HepG2 
(74.21 μg/ml), A549 (188.24 μg/ml), MCF-7 (186.42 μg/ml), and B16 (101.80 μg/ml) than other ex-
tracts, where those water (101.96 μg/ml) and EtOH (788.39 μg/ml) extracts showed the lowest IC50 
activity in HT-29 and PC-3 cells, respectively. O. Biennis seed extracts did not show any cytotoxicity 
in RAW 264.7 macrophages at the concentration of 1-10 μg/ml, whereas 70% EtOH extract dose-de-
pendently enhanced nitric oxide (NO)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Overall, we evaluated that vari-
ous bioactive potentials of O. Biennis seed extracts which would relate with phenolic compounds 
abundance, thus these can be useful to future developments as functional food ingredients and natural 
medicines.

Key words : Anti-cancer, anti-neurotoxicity, anti-oxidant, immune-modulatory activity, Oenothera 
Biennis seed extracts

*Corresponding author

*Tel : +82-51-200-7565, Fax : +82-51-200-6536

*E-mail : kseo@da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Print) 1225-9918
ISSN (Online) 2287-3406

Journal of Life Science 2018 Vol. 28. No. 9. 1048~1055 DOI : https://doi.org/10.5352/JLS.2018.28.9.1048

서   론

최근 한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을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급격한 경제성장이 이루어 졌으며 이로 인한 환

경오염, 고령화 및 서구화된 식생활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다

양한 만성질환의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암, 

신경질환, 당뇨, 비만,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고위험성 만성

질환들은 체내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적 스트

레스가 주요한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다[32]. 인체 내에서 에

너지 생산의 부산물로 생성된 활성산소는 체내 항산화 기전에 

의해 대부분이 소멸되지만 신경계에서 제거되지 못한 활성산

소종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신경손상을 유발하여 뇌졸

중, 간질,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과 같은 신경질환을 유발

한다[6, 9]. 또한, 과도한 활성산소의 축적은 정상세포 및 DNA 

손상을 유발하고 감염, 노화, 유전자 돌연변이 등을 거쳐 정상

세포를 암세포로 변화시킬 수 있다[21, 24, 33]. 이때 대식세포

의 산화질소(nitric oxide, NO) 생성은 nuclear factor (NF)-κB

경로의 활성화를 통해 면역 활성을 증진시키고 산화적 손상에 

의한 인체 암세포의 증식과 발전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에 의한 체내 산화적 

손상을 억제하기 위해 식품학적 측면에서 다양한 항산화 물질

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식품 

내 천연 항산화 물질로 폴리페놀류, 플라보노이드류, 토코페

롤, 비타민 및 셀레늄 등을 들 수 있으며, 그 중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진 폴리페놀 화합물은 천연물에 널리 분포하는 

2차 대사산물로써 플라보노이드류(flavonoids), 페놀산류

(phenolic acids), 리그난류(lignans), 스틸벤류(stilbenes) 등을 

포함하며 대부분 단백질, 효소단백질 또는 기타 거대분자와 

결합하는 반응성 하이드록실기(hydroxyl group)를 갖는 방향

족 고리구조를 가진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식물체 내 다양한 

폴리페놀 화합물이 암, 당뇨, 심혈관계 질환, 뇌졸중, 알츠하이

머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과 억제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8, 28]. 이외에도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butylated hydroxyanisole (BHA) 등과 같은 합성 항산화제도 

상업용 식품첨가물로 사용되어 왔지만 안전성에 대한 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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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항산화제의 사용량이 법적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며, 독

성이 적고 효능이 우수한 토코페롤류와 같은 천연 항산화제는 

추출비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19, 27]. 따라서 천연물 의약

품이나 기능성 식품소재로서 개발가능성이 높은 천연물 소재

의 항산화 활성 및 생리활성 탐색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식용 가능한 식물의 종자는 식량수급 이라는 식품으로서의 

가치 외에 민간요법으로 질병 예방 및 치료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약리학적 효능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도 다방면으로 

진행되고 있다[20]. 많은 연구에서 식물체 내 다양한 물질들이 

항산화, 항암 및 항염증 등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 효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8, 14, 18, 28]. 또한, Gan 등[10]에 의하

면 식용으로 널리 이용하는 종자와 새싹 채소에서 뛰어난 항

산화 효능 및 풍부한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으며 기능성 식품 

자원으로서 영양학적, 약리학적 가치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달맞이꽃(Oenothera biennis)은 2년생 초본식물로 남아메리카

가 원산지이며 현재 귀화식물로 전국의 산, 들에서 서식을 하

고 있다[22]. 달맞이꽃 추출물에는 tannin, 당류 및 다가불포화

지방산과 kaempferol 유사체, quercetin 유사체, ellagic acid, 

methyl gallate, catechin, gallic acid 및 galloylglucose 등과 

같은 폴리페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16, 30]. 한방에서는 대소초라 하여 주로 잎이나 뿌리를 해열 

및 소염제로 사용을 하고 있으며 종자의 경우 기름을 짜서 

약용 및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다[35].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

용 가능한 식품 소재로 등재된 달맞이꽃 종자는 오메가6 지방

산의 일종인 감마리놀렌산(γ-linolenic acid), 리놀산(linoleic 

acid) 및 올레익산(oleic acid) 등 불포화지방산뿐만 아니라 플

라보노이드류, 폴리페놀화합물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3, 34]. 하지만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생

리활성 효능에 대한 기초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출 용매를 달리한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하고 항산

화, 신경세포 보호, 항암 및 대식세포 면역 활성에 대한 효능을 

비교하였으며 이를 기능성 식품소재 및 가공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제조

실험에 사용된 달맞이꽃 종자는 2018년 1월 국립수목원에

서 분양 받았으며 4℃에서 냉장보관 후 추출 당일 건조 및 

분쇄한 분말을 사용하였다. 추출물 제조는 종자분말 2 g에 20

배(w/v)중량의 추출용매(40 ml)와 혼합하여 10시간씩 2회 실

온에서 추출하였으며, 추출용매는 물(water), 에탄올(EtOH), 

메탄올(MeOH), 70% 에탄올(70% EtOH)을 사용하였다. 추출

용액은 여과 후 감압 농축을 통해 건조하였으며 건조된 시료

는 dimethyl sulfoxide (DMSO, Sigma chemical Co.. MO. 

USA)를 이용하여 100 mg/ml의 농도로 stock solution을 각각 

만들어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추출 수율은 물, 에탄올, 메탄올 

및 70% 에탄올 추출물 각각 5.37%, 19.28%, 17.36%, 8.90%로 

확인되었다.

추출물 내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

하였다[31]. 증류수 45 μl에 1,000 μg/ml로 희석시킨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 5 μl을 넣고 2 N Folin-Ciocalteu 시약(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5 μl를 넣은 후 5분간 반응

시키고 7% Na2CO3 (Junsei Chemical, Co.. Ltd, Japan) 100 

μl를 가하여 1시간 동안 암소에서 반응시켰다. 흡광도 측정은 

760 nm에서 UV/Vis-spectrophotometer (Hitachi,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gallic acid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희석하여 검량선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추출물 내 총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하였다.

추출물 내 총 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Graham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

하였다[12]. 1,000 μg/ml로 희석시킨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 

20 μl에 10% diethylene glycol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200 μl와 1 N NaOH (Daejung Chemical Co, Ltd, 

korea) 20 μl을 넣고 혼합한다. 그 후 37℃에서 1시간 반응을 

시키고 흡광도 측정은 420 nm에서 UV/Vis-spectropho-

tometer (Hitachi,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quercetin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희석하

여 검량선을 만들어, 추출물 내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

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을 통한 항산화 활성 측정

DPPH 분자는 자주색을 띄는 질소 중심의 자유라디칼로서, 

라디칼 전자의 비 편재화에 의해 안정화된 상태로 존재한다. 

에탄올에 용해 된 DPPH 분자는 517 nm에서 최대 흡광도를 

나타내며 시료와 혼합 시 시료의 수소원자 공여정도에 따라서 

옅은 황색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DPPH radi-

cal 소거활성은 Blois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3]. α,α'-di-

phenyl-β-picrylhydrazine (DPPH)의 환원성을 이용한 것으로 

250, 500, 1,000 μg/ml로 희석시킨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 40 

μl에 DPPH 200 μl을 처리하였으며, 양성 대조군(positive con-

trol)인 0.1% dibutylated hydroxytoluene (BHT)와 0.1% α-to-

copherol 용액에도 추출물과 동일하게 DPPH를 처리한 후 30

분간 암소에서 반응시켰다. 517 nm에 UV/Vis-spectropho-

tometer (Hitachi,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추출

물 대신 에탄올을 첨가하여 대조군에 대한 흡광도의 감소비율

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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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donating activity(%) = ((1-Sample O.D.)/ 

Control O.D.) ×100

ABTS･+ radical 소거능을 통한 항산화 활성 측정

ABTS･+ radical 소거능은 Biglari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

정 하였다[2]. 7.4 mM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 

sulphonic acid) (ABTS)는 2.6 mM의 potassium peroxodisul-

fate와 혼합한 후 23℃의 암소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ABTS 용액의 농도는 732 nm에서 흡광도 측정값이 0.700±0.03 

정도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250, 500, 1,000 μg/ml로 희석시킨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 100 μl과 ABTS 용액 3.9 ml을 혼합한 

후 23°C에서 6분간 암소에서 반응시키고 732 nm에서 UV/ 

Vis-spectrophotometer (Hitachi, Tokyo, Japan)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은 0.1% BHT와 0.1% α-tocopherol을 

사용하였다. ABTS radical 소거능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

였다. 

Scavenging activity(%) = ((Control O.D.-Sample O.D.)/ 

Control O.D.) ×100

환원력 측정을 통한 항산화 활성 측정

시료의 환원력은 Yildirim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

다[36]. 250, 500, 1,000 μg/ml로 희석시킨 달맞이꽃 종자 추출

물 50 μl에 phosphate buffer (0.2 M, pH 6.6) 250 μl과 potas-

sium ferricyanide (1%, w/v) 250 μl를 첨가하여 섞은 후, 50°C

로 유지하면서 2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액에 250 μl의 tri-

chloroacetic acid (10%, w/v)를 첨가한 후 10,000 rpm으로 10

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의 250 μl를 well plate에 담고 

250 μl 증류수와 50 μl의 FeCl3 (0.1%, w/v)을 첨가하여 700 

nm에서 UV/Vis-spectrophotometer (Hitachi, Tokyo, Japan)

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배양  조건

본 실험에 사용한 세포는 한국 세포주은행(KCLB)에서 분

양 받은 HepG2 (human liver cancer cell), The Global Bior-

esource Center (ATCC)에서 분양 받은 MCF-7 (human breast 

cancer cell), A549 (human lung cancer cell), B16 (mouse mel-

anoma cell), HT-29 (human colon cancer cells), PC-3 (human 

prostate cancer cell) 및 RAW 264.7 (mouse macrophage), 전

남 천연자원연구원에서 배양 받은 HT-22 (mouse hippo-

campal neuronal cell)를 사용하였다. HepG2, MCF-7, A549, 

B16, HT-29, PC-3 및 HT-22 세포는 100 unit/ml의 Antibiotic 

Antimycotic (GIBCO®/ Invitrogen™, Gran Island, NY, USA)

와 10% Fetal Bovine Serum (FBS)가 첨가된 DMEM을 사용하

여 37℃, 5% CO2 incubator에서 계대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

였으며, MCF-7, A549 및 RAW 264.7 세포는 100 unit/ml의 

Antibiotic Antimycotic과 10% FBS가 첨가된 RPMI 1640 

(GIBCO®/ Invitrogen™, Gran Island, NY, USA)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조건에서 계대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달맞

이꽃 종자 추출물의 신경세포 손상 보호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T-22 세포를, 암세포 증식억제 효능을 판단하기 위해 HepG2, 

MCF-7, A549, B16, HT-29 및 PC-3 세포를, 대식세포 면역 활

성을 확인하기 위해 RAW 264.7 세포를 사용하였다.

신경세포 보호효과

신경세포 보호효과 측정은 HT-22를 2×104 cells/ml가 되도

록 희석하여 96 well plate에 분주한 다음 37℃, 5% CO2 in-

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고 25, 50, 100, 200 μg/ml의 농도로 

희석한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을 90분간 처리 후 6 mM의 glu-

tamic acid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12시

간 처리하였으며 양성대조군(positive control)은 glutamic 

acid만을 사용하였다. 이후 SRB법을 이용하여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HT-22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측정하였다.

암세포 증식 억제능 측정

암세포 증식 억제능은 HepG2, MCF-7, A549, B16, HT-29와 

PC-3 세포를 사용하였으며, sulforhodamine B (SRB,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생존 세포 내의 단백질 총량을 흡광도로 나타내어 세포 증식 

억제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Trichloroacetic acid (TCA, Sig-

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 의해 생존 세포만 

well plate에 부착되며 이 세포의 단백질 내 염기성 아미노산 

잔기가 SRB와 결합하여 마지막에 처리하는 Tris buffer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 녹아 나와 흡광도를 나

타낸다[23]. 암세포 증식 억제능은 세포를 2×104 cells/ml가 

되도록 희석하여 48 well plate에 분주한 다음 37°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250, 500 μg/ml으로 희석시

킨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을 첨가하고 24시간 동안 반응시켰

다. 24시간 후 12% TCA를 넣어 4℃에서 1시간 동안 세포를 

고정시키고 well을 증류수로 세척한 후 0.4% SRB 용액을 첨가

하여 암소에서 1시간 동안 염색 하였다. 염색 종료 후 1% ace-

tic acid (Kanto Chemical Co.. Inc., Tokyo, Japan)로 세척하고 

10 mM Tris buffer를 첨가 하여 SRB를 녹였다. Tris buffer에 

세포가 잘 섞이도록 피펫팅을 한 후 상등액을 96 well plate에 

옮겨 UV/Vis-spectrophometer (Hitachi, Tokyo, Japan)를 사

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itric oxide 생성량 측정을 통한 식세포 면역활성 평가

NO (nitric oxide) 생성량 측정은 RAW 264.7를 2×104 

cells/ml가 되도록 희석하여 96 well plate에 분주한 다음 37 

℃,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고 1 μg/ml의 

Lipopolysaccharide (LPS)와 2.5, 5, 10 μg/ml로 희석한 달맞이

꽃 종자 추출물을 12시간 동안 처리하였으며 양성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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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 of O. Biennis 

extracts

Total polyphenol 

contents (mg GAE/g)

Total flavonoid 

contents (mg QE/g)

Water

EtOH

MeOH

70% EtOH

28.45±2.23

23.39±2.38

31.90±2.09

7.63±1.09

13.83±1.07

17.16±0.98

20.66±2.21

2.77±1.13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are expressed as mean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g GAE/g, mg of gallic acid equiv-

alents in 1 g of extract; mg QE/g, mg of quercetin equivalents 

in 1 g of extract

(positive control)으로 100 ng/ml의 LPS를 사용하였다. 이후 

상등액 50 μl을 획득한 뒤 동량의 Griess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시약을 첨가하고 암소에서 15분간 반응 

시킨 후 UV/Vis-spectrophotometer (Hitachi, Tokyo, Japan)

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O 농도는 

sodium nitrite (NaNO2,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얻은 검량선을 기준으로 정량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3 반복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

며, 각 실험군을 대조군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각 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Student's t-test를 실시하

여 유의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p<0.05, ** p<0.01, *** p<0.001).

결과  고찰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총 라보노이드 

함량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Table 1과 같다. 달맞이꽃 종자 물, 에탄올, 메탄올 및 

7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28.45, 23.39, 

31.90 및 7.63 mg GAE/g이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3.83, 

17.16, 20.66 및 2.77 mg QE/g으로 나타났다. Jo 등[17]에 의하

면 아마란스 종자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약 1.69-4.23 

mg GAE/g이라고 확인되었고 Park 등[26]은 쪽 종자 메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1.08 mg GAE/g이라고 보고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달맞이꽃 종

자 추출물은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쪽 종자 

메탄올 추출물에 비해 상당히 많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달맞이꽃 종자 물, 에탄올 및 메

탄올 추출물의 높은 폴리페놀 함량은 항산화 활성과도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었기에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항산화 활

성은 종자 내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ABTS는 짙은 청록색의 라디칼로서 항산화 능력이 있는 시

료와 반응하여 옅은 푸른색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본 연구에서 추출용매 별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1,000 μg/ml의 농도에서 물, 

에탄올, 메탄올 및 70% 에탄올 추출물의 소거활성은 각각 

77.6%, 72.4%, 84.6% 및 36.6%를 나타내었다(Fig. 1A). 이는 

대조구인 0.1% BHT군(72.5%) 및 0.1% α-tocopherol군(60.1%)

과 비교하여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메탄올 추출물에서 다른 

추출물과 비교하여 약 15-48%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확인하였

다. 

추출용매 별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활

성을 나타낸 결과는 Fig. 1B와 같다. 합성 항산화제인 0.1% 

BHT를 처리했을 때 약 87.2%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

타내었으며,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 또한 농도의존적인 라디칼 

소거율의 증가를 보였다. 특히, 250 및 500 μg/ml의 농도의 

물,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물군은 70% 에탄올 추출물과 비교

하여 약 20-28% 가량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달맞이꽃 물,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물이 70% 에탄올 

추출물보다 수소라디칼 제거 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이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비교하여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은 라디칼의 종류에 따라 기

질의 결합정도 및 소거기작의 차이점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29].

금속이온인자(Fe2+ 등)에 대한 킬레이트 활성을 의미하는 

환원력 측정을 통해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알아본 결과는 Fig. 1C와 같다. 달맞이꽃 종자 메탄올 추출물

은 250 및 5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52.5% 및 75.4%의 환원

력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다른 추출물과 비교하여 약 

39-43%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달맞이꽃 종자는 1,000 μg/ 

ml의 농도에서 물,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물이 유사한 환원력 

활성을 보였으나 70% 에탄올 추출물은 가장 낮은 항산화 활성

을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 달맞이꽃 종자 물,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물의 

높은 항산화 활성은 종자의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천연 항산화제 및 기능성 식품 개발에 

대한 높은 잠재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마우스 해마 신경세포 보호에 미치

는 향

척추동물의 신경계에서 대표적인 흥분성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하는 글루탐산은 체내 다양한 상호작용을 통해 활성산소

종을 생성하고 뇌졸중, 간질,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의 질

환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9]. SRB 분석법을 통해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전처리가 글루탐산에 의한 신경세포 

손상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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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Anti-oxidant activity of O. biennis extracts. (A) ABTS+ radi-

cal scavenging activity, (B)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

ity, and (C) reducing power activity. Data values are ex-

pressed as mean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Fig. 2. Effect of O. biennis extract treatment on glutamate-in-

duced oxidative neurotoxicity in HT-22 hippocampal 

neuron cells. HT-22 cells were pretreated with the in-

dicated concentrations of O. Biennis extracts for 90 min, 

and then treated with 5 mM of glutamate for 12 hr.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SRB assay. Dat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0.05 and **p<0.01 by student t-test.

같이 6 mM의 글루탐산 단독 처리군은 대조군에 비해 약 60% 

가량 세포생존율이 감소하였으나 달맞이꽃 종자 물,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물을 전처리한 후 글루탐산을 처리했던 군에서

는 유의적으로 세포생존율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메탄

올 추출물을 25 및 50 μg/ml의 농도로 처리했을 때 각각 

75.72% 및 74.79%의 세포생존율을 나타내어 신경세포 보호효

과가 다른 추출물에 비해 우수하였으나 100-200 μg/ml 농도의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 처리는 오히려 신경세포 생존율을 감소

시켰다. 달맞이꽃 종자 70% 에탄올 추출물은 글루탐산 단독 

처리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보이지 않

았다. 이전 연구에 의하면 글루탐산에 의한 신경세포 사멸은 

폴리페놀이 풍부한 약용식물이나 종자 추출물에 의해 감소될 

수 있으며 마우스 공간지각능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1, 15]. 따라서 폴리페놀이 풍부한 달맞이꽃 물,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물은 글루탐산에 의해 유도되는 신경세

포 손상을 감소시킴으로써 세포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풍부한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암세포 성장 억제효과

정상조직에 대하여 활성산소, 자외선, 발암물질 등과 같은 

세포독성인자의 축적과 자극이 지속되면 정상세포 및 DNA 

손상이 유발되고 감염, 노화, 유전자 돌연변이 등으로 인해 

세포사멸이 차단됨에 따라 정상세포는 암세포로 변화된다[21, 

24]. 최근 연구에서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폴리페놀류나 기능

성 식품류에 의해 다양한 암종의 발생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

다는 결과가 보고되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달맞이꽃 종자 추출

물의 인체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달맞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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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ytotoxic activity (IC50 values) of O. Biennis extracts against HepG2, A549, MCF-7, HT-29, PC-3 and B16 cell lines

IC50 (μg/ml)

Water EtOH MeOH 70% EtOH

HepG2

A549

MCF-7

HT-29

PC-3

B16

 80.63±3.31

250.23±5.55

252.46±8.34

101.96±2.51

1,000>

660.81±13.40

 85.01±4.01

192.81±5.04

202.45±7.11

128.87±5.13

788.39±10.23

114.16±4.58

 74.21±5.23

188.24±3.67

186.42±5.28

356.57±4.73

1,000>

101.80±5.44

125.47±6.75

587.39±12.28

266.19±11.09

154.12±6.01

1,000>

121.69±4.68

The IC50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IC50, 50% inhibitory concentrations.

A

B

Fig. 3. Nitric oxide (NO) production activity of O. Biennis seed 

extracts in RAW 264.7 macrophage cells. O. Biennis seed 

extracts were treated at 1-20 μg/ml in RAW 264.7 cells, 

and lipopolysaccharide (LPS) was also treated at 100 

ng/ml in RAW 264.7 cells for inducing NO production. 

(A) After 24 hr, cell proliferation was determined by SRB 

assay. (B) After 12 hr, NO production was evaluated by 

griess reagent. Dat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0.05 and **p<0.01 by stu-

dent t-test.

꽃 종자 추출물을 다양한 암세포에 24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74.21-788.39 μg/ml의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을 50% 가량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2). HepG2 (인체 간암), 

A549 (인체 폐암), MCF-7 (인체 유방암) 및 B16 (마우스 흑색

종 피부암) 세포에서 달맞이꽃 종자 메탄올 추출물의 IC50 농

도 값은 각각 74.21, 188.24, 186.42 및 101.80 μg/ml로 다른 

추출물과 비교하여 가장 높은 암세포 성장 억제 활성을 나타

내었으며 다음으로 에탄올 및 물 추출물이 높은 암세포 성장 

억제효능을 보였다. HT-29 인체 대장암 세포에서는 달맞이꽃 

종자 물 추출물이 101.96 μg/ml의 IC50 농도로 가장 높은 세포

독성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에탄올 및 70% 에탄올이 높은 

대장암 세포 성장 억제효능을 보였다. 반면 PC-3 인체 전립선

암 세포는 달맞이꽃 종자 에탄올 추출물에서 788.39 μg/ml의 

IC50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나머지 추출물들은 모두 1,000 μg/ 

ml을 초과하는 IC50 농도 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항산화활성 및 폴리페놀 함량이 높았던 달맞이꽃 

종자 물,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물이 다양한 암세포에서 대체

로 우수한 항암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통해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풍부한 항산화 활성 및 폴리페놀 함량이 암세포 증

식억제효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식세포 면역활성 효능

인체는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 상황에서 면역체계의 활성

을 통해 방어기능을 유지하는데 특히, 면역세포 내 소량의 산

화질소(nitric oxide, NO)의 생성은 nuclear factor (NF)-κB경

로의 활성화를 유도하여 면역작용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진다

[35]. 다양한 면역세포 중 선천면역계와 관련된 대식세포는 생

체 내 이물질, 노폐물 및 돌연변이 세포 등을 포식하여 제거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본 연구에서 달맞이 꽃 종자 추출물

의 처리가 대식세포 내 NO 생성 및 면역세포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Fig. 3). 달맞이 꽃 종자 추출물을 농도별(1, 

2.5, 5, 10 및 20 μg/ml)로 처리하였을 때 10 μg/ml의 농도까지 

마우스 대식세포인 RAW 264.7의 세포 생존율에 유의한 영향

을 보이지 않았다(Fig. 3A). 본 결과를 바탕으로 2.5-10 μg/ml

의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을 대식세포에 12시간 동안 처리하였

을 때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물에서

는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3B). 이는 물,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물이 우수한 

암세포 증식억제 효능 및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던 결과와 일

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전 연구에서 블랙베리 와

인의 다당류가 LPS에 의해 자극된 RAW 264.7 대식세포의 면



1054 생명과학회지 2018, Vol. 28. No. 9

역 활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7], 식품유래 생리활

성 펩타이드 또한 대식세포 내 NO 생성을 통해 면역증강 효능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따라서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

의 면역활성 효과는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우수하였으

며, 이는 폴리페놀 이외의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에 의해 유도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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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생리활성

조 동
1
․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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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근

2
․이용석

3
․서권일

3
*

(1경북대학교 식품공학부 식품생물공학전공, 2동아대학교 생명자원산업학과, 3동아대학교 생명공학과)

본 연구에서는 달맞이꽃 종자 물, 에탄올, 메탄올 및 7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항산화, 신경세포 손상 억제, 항암, 대식세포 면역조절 활성 및 에 대하여 비교하였다.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 중 

메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31.90 mg GAE/g 및 20.66 mg QE/g의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내

었으며 나머지 추출물과 비교하여 가장 활성이 높았다. 라디칼 소거능 및 환원력 활성은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의 

처리에 따라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물,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물을 25-100 μg/ml의 농도로 전처리 하

였을 때 글루탐산에 의해 유도되는 신경세포 손상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암세포의 경우 메탄올 

추출물이 간암, 폐암, 유방암 및 흑색종 피부암의 세포 생존율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낮은 IC50 값을 보였으며 

대장암과 전립선암에서는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낮은 IC50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달맞이꽃 종자 

70% 에탄올 추출물은 RAW 264.7 마우스 대식세포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에서 유의적으로 산화질

소(nitric oxide, NO)의 생성을 통해 대식세포의 면역활성을 유도하였다. 따라서,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은 풍부한 

폴리페놀 함량과 다양한 생리활성 효능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달맞이꽃 종자 추출물을 기능성 식품 원료 및 천연

물 의약품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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