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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henolics of Sambucus sieboldiana var. pendula

leaves for functional resources were examined on inhibitory

activity against biological enzyme and anti-microbial activity. The

amount of phenolic compounds were 11.60±0.18 and 12.43±0.07

mg/g by water and 50% ethanol extraction, respectively. The anti-

oxidative activity of phenolic in extracts was higher than solids.

The inhibition activities on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were

92.08 and 78.33% at 200 μg/mL phenolic concentration in water

and ethanol extracts, respectively. The xanthine oxidase inhibitory

activity were 100% at 200 μg/mL phenolic in water and ethanol

extracts, respectively. These result was higher than 70.37% of

allopurinol as positive control at 200 μg/mL. The inhibitory

activity against hyaluronidase were each 25.35 and 43.38% in

water and ethanol extracts. The water extract from S. sieboldiana

var. pendula leaves showed antibacterial activity on the Propione-

bacterium acnes, Staphylococcus aureus and Streptococcus

mutans in water extract and S. mutans in ethanol extract. This

result suggests that phenolic from S. sieboldiana var. pendula

leaves are suitable as functional foods with anti-hypertension,

anti-gout, anti-inflammation and anti-microorganism activities.

Keywords Anti-gout · Anti-hypertension · Anti-inflammation ·

Anti-microorganism · Sambucus sieboldiana var. pendula

서 론

최근 환경호르몬, 화학물질, 내연기관의 배기가스 등에 의해 생

활환경의 오염이 심해지고 이에 따른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친

자연적인 먹거리 문화를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한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삶의 질을 높이려는 관심이 높아

지고, 식생활 또한 건강위주의 식단으로 개선되어지고 있는 실

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자연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식물체로부

터 생리활성 기능을 밝혀내어 건강기능성 식품에 적용하고자 하

는 시도가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이러한 약리성 식품의 가

치가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1]. 국제적으로는 2010년 생물다양

성협약의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각국의 자생식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국 토속의 자생식물의 유용성 탐색 및 개발을 추

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전역에 분포되어있는 자생식물들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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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어 생리활성 등을 규명한 후 건강기능 제품 및 의약품분야

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탐색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2-

6]. 이러한 다양한 식물로부터의 천연물을 대상으로 성인병의

주된 원인을 억제하기 위한 생리활성 스크리닝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 특히 한의학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질환의 치

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각종 약용식물이나 야생초, 산채류 등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7,8]. 이중 야생초나 산채류의

식물에는 각종 tannin류, alkaloid류, saponin, 배당체류, flavonoids

류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생리학적 효과에 의해 건강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9,10].

말오줌나무(Sambucus sieboldiana var. pendula)는 경상북도

울릉도의 특산식물로 전 세계에서 오직 울릉도에서만 전 지역

임연부 및 개활지에 널리 자생하며 높이가 4-5 m까지 자라는

낙엽활엽수 관목으로 꽃은 6월에 피며 꽃색은 황백색으로 열매

는 7월에 주홍색으로 익는다[11]. 말오줌나무를 포함한 딱총나

무 속 식물 전체를 ‘접골목’으로 지칭하며 우리나라 및 일본에

서 민간적으로 신장병, 수종(水腫) 등의 이뇨약으로 사용되고 있

으며[12-14], 뼈에 좋은 약재로 잎, 줄기, 뿌리, 꽃 등 부위별로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최근 접골목에 관한 생리활성연구로는

딱총나무의 항산화 효과[15], 류마티스 관절염에 미치는 영향

[16], 골다공증에 미치는 영향[17], 간세포 보호 효과[18]가 보

고된 바 있다. 최근 연구에서는 말오줌나무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는 항염증 효과[19]에 대하여 연구된 바는 있으나 항균활

성 등 그 외 연구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울릉도 자생식물인 말오줌나무 잎의

성인병 예방효과 및 항균효과 등 건강기능활성을 규명하여 기

능성식품 소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산업화를 위

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말오줌나무 잎은 울릉도에서 자생하는 것을 채취하여 말오줌나

무[20]와 경북대학교 울릉도·독도 연구소의 식물정보를 이용하

여 형태적 특징을 확인하고 동정하였으며, 잎을 제외한 이물질

을 제거한 후, 45 oC dry oven에서 건조하였다.

추출물 제조

최적 추출조건의 검색을 위하여 말오줌나무 잎 분말 1 g을 분

취하고 여기에 다양한 용매(water, ethanol, methanol, acetone,

n-butanol)를 100 mL 용량으로 첨가하고,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shaking 하였으며, 추출용매 농도가 용출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

향은 식용 가능한 용매인 물과 에탄올을 사용하여 0-100%까지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수율 변화를 측정하였다. 생리활성 검정을

위한 시료는 열수추출물의 경우 말오줌나무 잎 분말 1 g을 삼

각플라스크에 담은 후, 증류수를 200 mL 첨가하고, 전체액이

100 mL가 될 때까지 가열시킨 후 실온으로 냉각하고,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shaking 하였다. 에탄올 추출물은 말오줌나무 분

말 1 g에 10-100%의 농도별 에탄올을 100 mL씩 첨가하여 24

시간 동안 상온에서 shaking 하였으며, 추출액은 여과지(Whatman

No. 1)로 여과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E, Tokyo,

Japan)에서 농축하여 필요에 따라 동결건조(FDS8518, Ilshin Bio

Base Co. Ltd, Dongducheon, Korea)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Phenolics의 정량

Phenolics의 함량은 Folin-Denis 방법[21]으로 측정하였으며, 추

출물 1 mL를 95% 에탄올 1 mL와 증류수 5 mL와 mix한 후,

1 N Folin-ciocalteu reagent 0.5 mL를 첨가하여 발색시키고, 5분

간 방치한 후, Na2CO3 1 mL를 가하여 흡광도 725 nm에서 1시

간 이내에 측정하였으며, 측정값은 gallic acid를 이용한 표준곡

선으로부터 양을 계산하였다.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소거능

Blois의 방법[22]에 준하여 라디칼의 생성 여부에 따라 보라색

으로 변하는 라디칼 변화 활성 중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

정하였다. 말오줌나무 잎 추출물 1 mL에 60 μM DPPH 3 mL를

첨가하고 mixing 한 후 실온에서 15분 동안 시약 반응을 시켰

다. 측정은 흡광도를 사용하여 517 nm의 파장에서 측정하였으

며, 추출물의 흡광도와 대조구의 흡광도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억제 효과 측정

ACE 억제 효과 측정은 Cushman 등의 방법[23]에 의하여 수행

하였다. Blank는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8.3,

0.3 M NaCl 함유)에 2.5 mM hippuryl-histidyl-leucine 용액

0.15 mL를 기질로서 혼합하였으며, 대조구는 상기의 phosphate

buffer 0.1 mL를 시료 대신 첨가하여 37 oC에서 30분간 반응시

켰다. 반응액은 1 N HCl 0.35 mL를 첨가하여 반응을 중지시키

고, 3 mL EtOAc를 첨가하여 생성된 hippuric acid를 용출시켰

다. EtOAc층은 분취하여 용매를 증류시키고, 남은 잔사에 증류

수를 2 mL를 추가로 첨가하여 기질로부터 생성된 hippuric acid

를 흡광도 280 nm에서 OD값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수치는

hippuric acid를 사용한 표준곡선에서 양을 환산하여 아래와 같

이 저해율을 계산하였다. 저해율(%)는 1−(반응구 hippuric acid

량/대조구 hippuric acid량)×100.

Xanthine oxidase (XOase) 억제 효과 측정

XOase 억제 효과 측정은 Stirpe와 Corte의 방법[24]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처리구는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5)에 기질액 2 mM xanthine 용액 3 mL에 효소액 0.1

mL와 시료용액 0.3 mL를 넣고 대조구에는 시료용액 대신 0.3

mL 증류수를 첨가한 후, 37 oC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액

에 1 mL의 20% trichloroacetic acid 용액을 가하여 반응을 종

료시키고, 단백질 제거를 위해 원심분리한 후, uric acid를 흡광

도 292 nm에서 OD값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수치는 uric acid를

이용한 표준곡선에서 uric acid양을 환산하였으며, 저해율(%)은

1−(시료첨가군의 uric acid 생성량/대조구의 uric acid 생성량)

×100으로 계산하였다.

Hyaluronidase (HAase) 억제 효과 측정

HAase 억제 효과 측정은 sodium-hyaluronic acid (HA)로 부터

형성된 N-acetylglucosamine을 glucoxazoline 유도체로 변형시키

고, p-dimethylaminobenz aldehyde로 발색시킨 후, 흡광도(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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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였다[25]. 저해율(%)은 1−(시료첨가군의 OD/대조구의

OD)×100으로 나타내었다.

항균활성 측정

항균활성 측정에 사용한 균주는 식중독균인 Staphylococcus

aureus와 Escherichia coli를 사용하였고, 여드름균인 Propione-

bacterium acnes, 충치균인 Streptococcus mutans와 위염과 위궤

양 원인균인 Helicobacter pylori를 사용하였다. S. aureus, E.

coli, P. acnes 배양을 위해서는 nutrient medium (Difco,

Sparks, MD, USA)을 사용하였으며, agar plate에 접종하여

37 oC의 incubator에서 24-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S. mutans

배양에는 brain heart medium을 H. pylori의 배양에는 최적배지

(배지조성: special peptone 0.5 g, agar 0.75 g, NaCl 0.25 g,

yeast extract 0.25 g, beef extract 0.2 g 및 pyruvic acid 0.025 g

in 50 mL medium)를 사용하여 10% CO2 incubator를 이용하

여 미호기성 조건을 유지하였고, 습도는 95% 이상으로 agar

plate에서 37 oC에서 48-7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26]. Disc

method에 의한 항균활성 검색은 최적배지 agar plate에 준비한

균 배양액 100 μL를 분주하여 멸균 유리봉으로 도말하고 멸균

된 지름 8 mm 크기의 disc paper를 올려놓고 0.45 μm membrane

filter로 제균한 말오줌나무 잎 추출물 100 μL에 TPC 농도를

50, 100, 150 및 200 μg로 분주하였다. 대조구로는 멸균수 100

μL를 흡수시켜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disc 주위의 clear zone

생성 유무와 직경을 측정함으로써 항균활성을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 ±표준편차(mean ± standard deviation)로

표현하였다. 통계 분석은 최소 6개의 기술 복제물에 대한 실험

을 위해 SPSS 25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Chicago, IL, USA)의 Duncan’s multiple range test one way

ANOVA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p <0.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고 간주되었다.

결과 및 고찰

Solvent 종류 및 solvent 농도가 phenolics의 용출에 미치는 영향

식물체에 의해 방어기작으로 생산되는 2차 대사산물의 한 종류

인 phenolic 화합물은 구조 내에 존재하는 phenolic의 -OH기가

단백질에 매우 잘 결합하므로 나타내는 특성에 의해, 효소 단

백질의 구조변화를 동반한 효소활성 억제 등 다양한 생리적 기

능을 가진다[27,28]. 말오줌나무 추출물은 실험을 위해 추출한

추출물의 phenolic 함량을 측정하고 농축하여 200 μg/mL

phenolic을 함유한 추출물인 water과 ethanol extracted phenolic

Fig. 1 The phenolics content in extracted solid (A), antioxidative activity by extracted solid and phenolics (B). The extracted phenolics content from S.

sieboldiana var. pendula leaf by various solvents (C) and ethanol concentration (D).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 ± error (n=6).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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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조하였으며, water과 ethanol extracted solid를 제조하기

위해 추출한 추출물을 다시 동결건조하여 powder 형태의 고형

분(solid)을 만들어 농도에 따라 재용해시켜 사용하였다. 추출,

여과하여 동결건조한 말오줌나무 solid에 포함된 phenolic 성분

의 함량을 확인한 결과, 물과 에탄올로 추출된 solid에서 각각

1 mg당 13.3, 18.1 μg의 phenolic 함량을 나타내었으며(Fig. 1A),

solid와 phenolic 함량에 따라 항산화 효과를 비교한 결과, Fig.

1B에서와 같이 solid와 phenolic 비교에서 각각 32.3, 43.1%와

82.1, 86.1%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말

오줌나무의 생리적 활성은 말오줌나무로 부터 분리된 phenolic

성분들에 의해 활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위의 결과

에 따라 말오줌나무로부터 생리활성을 나타낸다고 판단되는

phenolics를 추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solvent로 phenolics의 용출

량을 알아본 결과, Fig. 1C에서와 같이 에탄올, 물, 메탄올, 아

세톤, 및 부탄올 순으로 12.4, 11.6, 8.2, 6.8, 2.3 mg/g의 함량

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물과 에탄올을 solvent로 택해 추출하였

을 때 용출량이 다른 solvent를 사용하였을 때 보다 상대적인

phenolics의 용출양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말오줌나무의

기능성을 식품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추출 수율이 가장 높은

solvent인 에탄올을 사용하여 다양한 농도로 시료에 첨가하여

phenolics를 용출한 결과 Fig. 1D에서와 같이 50% 에탄올 추출

물에서 12.43±0.07 mg/g으로 가장 높은 phenolic 추출함량을 나

타내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기능성식품에 적용하기 위해 말

오줌나무 추출물의 생리활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인체에 무해하

고 phenolic 추출 수율이 높은 물 추출물과 50% 에탄올을 이

용하여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를 탐색하였다.

ACE 억제 효과

고혈압 발생 system에서 ACE의 역할은 angiotensin II의 생성

으로 고혈압을 유발 또는 상승시키는 대표적인 유발인자이다.

따라서 ACE 저해제는 ACE 효소의 역할을 저해함으로 인해

angiotensin II의 생성을 억제하고, aldosteron의 생성감소 및

bradykinin의 생성증가로 인한 신장혈관 확장으로 나트륨의 배

설을 촉진하여 혈압이 내려갈 수 있어, 고혈압질환 등의 증상

완화 및 치료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29]. 말오줌나무 잎의

AC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Table 1에서와 같이 50-200

μg/mL의 phenolic을 함유한 물 추출물에서 71.94±1.51-92.08±

1.11%의 높은 ACE 저해 활성이 측정되었고, 50-200 μg/mL의

phenolic을 함유한 에탄올 추출물에서 48.42±1.04-78.33±0.55%

의 ACE 저해 활성이 측정되었으며, 농도의존적인 양상을 나타

내었다. Oh 등[30]은 동백나무 외 4종의 식물 추출물에서 각각

11.8±3.9, 52.7±7.0, 2.3±4.0, 14.3±2.5, 4.3±8.3% 등의 ACE

저해율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것에 비해 말오줌나무 잎 추출

물의 고혈압 억제 효과가 더 우수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러

한 결과는 말오줌나무가 고혈압 질환의 증세 완화, 예방 또는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소재로서 산업화

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XOase 억제 효과

인체 내에서 purine 대사에 관여하는 XOase는 xanthine 혹은

hypoxanthine으로부터 uric acid를 형성하여 생성된 uric acid가

혈장 내에 증가하게 되면, 관절 등에 축적되어 극심한 통증과

관절부종을 일으키는 통풍(gout)을 유발하게 된다. 그러므로

Table 1 Inhibitory activity of S. sieboldiana var. pendula leaf phenolics against ACE

Phenolic content
(µg/mL)

Sample

Water extract 50% ethanol extract Positive control (Captopril)

Hippuric acid
(µg/mL)

lnhibitory activity 
(%)

Hippuric acid
(µg/mL)

lnhibitory activity 
(%)

Hippuric acid
(µg/mL)

lnhibitory activity 
(%)

Control 8.11±0.06 - 8.11±0.06 - 8.11±0.06 -

50 2.96±0.12 71.94±1.51a 4.87±0.08 48.42±1.04a 6.35±0.05 30.09±0.63a

100 1.94±0.03 84.61±0.42b 3.63±0.08 63.74±0.96b 5.70±0.07 38.17±0.84b

150 1.36±0.06 91.72±0.75c 2.79±0.03 74.11±0.42c 4.86±0.03 48.54±0.36c

200 1.33±0.09 92.08±1.11c 2.44±0.04 78.33±0.55d 3.60±0.03 64.10±0.36d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 ± error (n=6). *p <0.05

Table 2 Inhibitory activity of S. sieboldiana var. pendula leaf extracts against XOase

Phenolic content
(µg/mL)

Sample

Water extract 50% ethanol extract Positive control (Allopurinol)

Uric acid
(µg/mL)

lnhibitory activity
(%)

Uric acid
(µg/mL)

lnhibitory activity
(%)

Uric acid
(µg/mL)

lnhibitory activity
(%)

Control 17.89±0.14 0 17.89±0.14 0 17.89±0.14 0

50 10.36±0.21 42.11±1.16a 11.52±0.61 35.61±3.40a 7.17±1.30 59.90±7.25a

100 3.16±0.18 82.36±0.96b 6.04±0.34 66.26±1.89b 6.42±1.10 64.12±6.15ab

150 - 100.0±2.43c 2.02±0.28 88.83±1.52c 5.85±0.06 67.28±0.32b

200 - 100.0±0.96c - 100.0±1.06d 5.30±0.19 70.37±1.04c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 ± error (n=6).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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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ase에 대한 효소 작용의 억제는 지방산화시 발생하는 free

radical 생성을 억제하게 되므로, 항노화 작용 및 항암 등의 효

과를 얻을 수 있는 system과 연관되므로 생화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31]. 말오줌나무 잎 추출물의

XOase 저해효과를 측정한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50-200

μg/mL의 phenolic을 함유한 물과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42.11-100와 35.61-100%의 매우 우수한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

으며,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통풍억제 처방약인 allopuronol

이 50-200 μg/mL의 처리농도에서 59.90-70.37%를 나타낸 것에

비해 말오줌나무 잎 추출물이 매우 우수한 저해 효과를 나타내

었으며, 백련 추출물[32] 및 산사자 추출물[33]의 XOase 저해

효과가 각각 20%와 10%이라는 연구결과에 비해, 말오줌나무

잎 추출물의 통풍 억제 효과가 매우 우수하여 통풍 치료를 위

한 기능성 식품소재로 활용이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자원으로 판

단되었다.

HAase 억제 효과

진피층의 섬유아세포에서 산출되는 고분자 다당인 hyaluronic

acid (HA)는 피부 표피층 및 진피층에 존재하는 매우 중요한

세포외 매트릭스로서 점액성을 나타내는 mucopolysaccharide이

다. HA는 피부에서의 역할 이외에도 염증 형성에 관여하는

macrophage의 phagocytic ability를 저해하며, HA가 분해되어

생성되는 분해산물 또는 저분자 HA 등은 인체가 손상을 입은

이후 상처가 치유되는 중간과정에서 염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천연물에 의한 HAase의 저해는 HA의 고

분자 형태가 손상되지 않게 유지시켜 줌으로서 염증 억제 효과

가 발생되게 된다[34]. 말오줌나무 잎 추출물의 HAase 저해 효

과를 측정한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대조구로 적용시킨

vitamin C는 200 μg/mL의 phenolic을 함유한 농도에서 약 14%

의 HAase 저해 효과가 나타났으나 말오줌나무 잎 추출물은 200

μg/mL의 phenolic을 함유한 농도에서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

물이 각각 25.35±0.41와 43.38±2.26%의 HAase 저해활성을 나

타내어 항염증 효과나 아토피 억제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기능

성 물질로서의 효능가치도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항균활성 측정

H. pyroli, S. aureus, E. coli, P. acnes 및 S. mutans에 대한

말오줌나무 잎 추출물의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Table 4에서

와 같이 위, 십이지장궤양 원인균인 H. pyroli와 병원성 대장균

인 E. coli에 대한 항균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P. acnes는 피

부상재균으로서 인간의 피부에 존재하는 세균으로 피부 상태가

불결해지거나 모공이 막히는 경우 번식하여 모공 입구를 막고

낭종을 형성하여 여드름을 유발하게되는 여드름 유발 세균이다.

P. acnes에 대한 말오줌나무 잎 추출물의 생육 저해환을 확인한

결과 P. acnes에 대한 항균효과는 물 추출물에서만 200 μg/100

μL의 농도일 때, 1.4 mm의 넓은 저해환을 확인할 수 있어 적

절한 농도로만 적용한다면 항여드름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 S. aureus는 공기, 토양 등이 자연계의 광범위하게 분

포하고 있어 식품에 쉽게 오염되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

인 S. aureus에 대한 말오줌나무 잎 추출물의 생육 저해환을 확

인한 결과 S. aureus에 대한 항균효과는 물 추출물에서만 50-

200 μg/100 μL의 농도에서 각각 0.7-1.2 mm의 저해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충치생성의 원인균인 S. mutans에 대한 말오줌나무

잎 추출물의 항균효과는 50-200 μg/100 μL의 농도 범위에서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에서 항균효과가 나타났으며, 각각

0.9-1.3와 0.75-1.1 mm의 저해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말오줌나

무 잎 추출물의 항균활성은 추출물의 phenolic compound에 의

해 농도 의존적으로 높은 항균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충치균인

S. mutans와 식중독균인 S. aureus에 및 여드름균인 P. acnes에

대한 우수한 항균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말오줌나무는 고혈압억제, 통풍억제 및 염

증억제 작용 등의 생리활성 및 S. mutans와 S. aureus 및 P.

acnes에 대한 항균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말오줌나무를

Table 3 Inhibitory activity of S. sieboldiana var. pendula leaf against

HAase

Phenolic content 
(µg/mL)

Sample

Water extract
50% ethanol 

extract
Positive control

(Vitamin C)

lnhibitory
activity

(%)

lnhibitory
activity

(%)

lnhibitory
activity

(%)

Control - - -

50 9.77±0.06a 3.64±0.92a 2.60±0.51a

100 10.83±1.68a 10.61±0.31b 3.90±0.17a

150 18.77±0.11b 25.77±0.76c 10.08±0.52b

200 25.35±0.41c 43.38±2.26d 14.10±1.06c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 ± error (n=6). *p <0.05

Table 4 Antimicrobial activity S. sieboldiana var. pendula leaf phenolics

Clear zone (cm)

Phenolic contents (µg/100 µL)

Water extract 50% EtOH extract

0 50 100 150 200 0 50 100 150 200

H. pylori ND1) ND ND ND ND ND ND ND ND ND

P. acnes ND ND ND ND 1.4 ND ND ND ND ND

S. aureus ND 0.7 0.9 1.0 1.2 ND ND ND ND ND

E. coli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S. mutans ND 0.9 1.0 1.1 1.3 ND 0.75 0.9 1.0 1.1

1)ND is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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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 적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다.

초 록

말오줌나무 잎 추출물의 생리활성 및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말오줌나무 잎 추출물의 생리활성은 말오줌나무 잎 추출물에 함

유되어있는 phenolic성분들에 의해 효과가 발현되는 것으로 판

단되었다. 말오줌나무 잎으로부터 생리활성에 관여하는 phenolic

화합물을 물과 에탄올로 추출하였을 때 각각 11.60±0.18과

12.39±0.07 mg/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말오줌나무 잎의 ACE

저해 활성은 50-200 μg/mL의 phenolic을 함유한 물과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71.94-92.08와 48.42-78.33%의 저해 활성이 측

정되었으며, 농도의존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말오줌나무 잎 추

출물의 XOase에 대한 추출물의 저해 활성은 50-200 μg/mL의

phenolic을 함유한 물과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42.11-100와

35.61-100%의 매우 우수한 저해효과를 나타내었다. 말오줌나무

잎 추출물에 대한 HAase 저해활성은 200 μg/mL의 phenolic을

함유한 농도에서 물과 에탄올 추출물이 각각 25.35±0.41와

43.38±2.26%의 HAase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말오줌나무 잎

추출물의 항균활성은 충치균인 S. mutans와 식중독균인 S. aureus

및 여드름균인 P. acnes에 대한 우수한 항균 효과를 나타내었

다. 따라서 말오줌나무는 고혈압억제, 통풍억제 및 염증억제 작

용 등의 생리활성 및 S. mutans와 S. aureus 및 P. acnes에 대

한 항균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어 말오줌나무를 활용한 기

능성 식품 소재로서 산업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Keywords Anti-gout · Anti-hypertension · Anti-inflammation ·

Anti-microorganism · Sambucus sieboldiana var. pend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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