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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가미수미원(백하수오 10 g,; 당귀 6 g; 구기자 8 g; 화피 6 g; 선태 3 g; 홍화 2 g)에 
방기(Sinomenium acutum R.) 4 g의 첨가 여부에 따라 각각 열수추출물은 GS±SC(DW), 80% 에탄올 추
출물은 GS±SC(EtOH)로 표기 하였다. 각 추출물은 항산화를 측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
다. HPLC를 통한 방기 지표물질 함량측정, 중금속 검사 기준 측정, ABTS/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SOD 유사 활성능 측정, ROS 및 NO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방기 지표물질 중 sinomenine의 함량은 열수 
추출물에서, decursin은 에탄올 추출물에서 더 높게 확인되었다. 중금속 측정 결과 기준치 적합으로 확인되
었다. ABTS/DPPD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GS+SC(EtOH)의 소거능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상대적
으로 열수보다 에탄올 추출이 라디칼 소거율이 높게 확인되었다. 그러나 SOD의 경우 열수 추출에서 상대
적으로 유사 활성능이 높게 확인되었다. ROS 생성의 경우 열수 추출물이 에탄올 추출에 비해 유의하게 감
소시켰으며, NO의 생성은 에탄올 추출물이 상대적으로 더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GS+SC(EtOH)이 라디컬 소거능 및 NO 감소를 높게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어 산화적스트레스 
후, 생성된 활성산소의 제거에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 후 지속적인 효능 심화 연구를 통
해 조성물을 활용한 화장품 및 기능성 원료의 소재로서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가미수미원, 방기, 항산화, 산화적스트레스, 기능성원료

  Abstract : In this study, Gami-Sumiwon (GS; Cynanchi wilfordii R., Angelica gigantis R., Lycium 
chinense M., Betula platyphylla S., Cryptotympana atrata F. and Carthamus tinctorius L.) and/or 
Sinomenium acutum R. (SC) was extracted with 70% ethanol or water. And We investigated the 
antioxidant activity effect of GS±SC. The following experimental techniques were used to evalu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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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 efficacy of GS±SC. HPLC chromatogram, heavy metal content, ABTS/DPPH radical 
scavenging analysis, SOD-like activity assay, FACS, and NO assay.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sinomenine content was found to be higher in DW extracts, and decursin was found to be higher in 
80% ethanol extracts. And, the amount of heavy metals in all extracts was below the standard value. 
AB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identified that GS±SC(EtOH) was found to have a 
higher scavenging activity than GS±SC(DW). But, SOD showed the opposite result. No cytotoxicity 
of GS was observed on Raw 264.7 cells at concentration of 1∼100 ㎍/㎖. The ROS productio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that GS±SC(DW) was found to have a higher scavenging activity than 
GS±SC(EtOH). However, NO production showed the opposite result. Looking at the results of SOD 
and ROS analysis, SC does not seem to have a function of prevention. SC is thought to have an effect 
on the removal of free radicals generated after oxidative stress. This result objectively confirmed the 
antioxidant effect of GS±SCs. We will continue to conduct in-depth research.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the possibility of using GS±SCs as a functional material can be established. The more diverse the 
objectives, the higher the value of GS utilization is thought to be.

Keywords : Gami-Sumiwon, Sinomenium acutum R, antioxidant, oxidative stress, functional 
material

 

1. 서 론
  
  현대사회는 비약적인 의·과학의 발달로 인해 인
간의 생체 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그에 따라 
건강한 삶과 아름다운 피부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
도 변화하고 있다. 인체는 자연스러운 대사과정에
서 활성산소가 생성되며, 체내의 방어기구로서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peroxidase 등의 항산화 효소와 함께 vitamin E, 
vitamin C, glutathion, ubiquinone, 요산 등과 같
은 항산화 물질이 존재하여 스스로 활성산소를 소
거하고 있다[1]. 그러나 정상적인 소거가 되지 않고 
남아 있는 활성산소는 인체에 산화적스트레스를 일
으키게 되어 다양한 질환을 야기한다[1]. 활성산소
로 야기되는 질환으로는 과도한 염증 발생은 물론 
암과 성인병을 비롯하여 유전자 손상에 따른 단백
질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2-5]. 또한 지속적인 산
화적 손상은 가벼운 염증에서 국한되는 것이 아니
라 장기적으로는 만성 염증으로 발전하게 되어 난
치성 질환으로의 문제가 되어 삶의 질을 저하시키
게 된다[6-9]. 현재 산화로 인한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성 식품 및 다양한 화장품 등이 연구되고 
있고 합성 항산화제인 BHA 및 BHT 등이 산화방
지제로 제품에 사용되어 왔었으나, 유효성에 비해 
간손상, 신장부전, 순환계 및 발암 가능성 등 안전
성에 논란이 있어 허용대상 식품 또는 그 사용량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실정이다[10-13]. 또한 소비
자의 수요에 따라 천연 소재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
하며, 천연물 연구를 통해 천연 항산화제 및 산화방
지제를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추세이다[14].
  가미수미원에 포함된 백하수오(Cynanchi 
wilfordii R.)는 다양한 항산화 효능이 알려진 식물
로 박주가리과에 속하며, 한약재로 많이 사용하는 
식물이며[15], 항산화[16], 항염증[17], 항당뇨 및 
항비만[18], 동맥경화 예방[19] 및 부인과 질환[20] 
등에 대한 효능이 보고되어 있다. 당귀(Angelica 
gigantis R.)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특유의 향과 단맛을 지닌 약재로[21], 다양한 생리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혈압
강하제[22] 및 항암효과[23] 등의 효능이 보고되어 
있다. 구기자(Lycium chinense M.)는 가지과의 구
기자 나무의 열매로 시력회복과 간과 신장을 다스
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4], 항염증[25] 및 항
산화[26], 항콜레스테롤[27]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에 대한 효능이 보고되어 있다. 화피(Betula 
platyphylla S.)는 장미과 벚나무속 산벗나무의 수
피로 항산화 활성 및 항염증[28], 항균[29] 등의 효
능이 보고되었고, 아토피 관련 질환에 한약재로 사
용되어왔다[30]. 선태(선퇴; Cryptotympana 
atrata F.)는 매미과에 곤선(昆蟬) 또는 흑선(黑蟬)
의 유충이 땅속에서 나와 성충이 될 때 탈락한 껍질
이며[31], 항경련[32], 항알레르기 및 항염[3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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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능이 보고되었다. 홍화(Carthamus tinctorius 
L.)는 국화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목으로 항산화 효
능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쿼세틴(quercetin) 등의 
물질이 특히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4]. 또한 
방기(Sinomenium acutum R.)는 미나리아재비목 
방기속의 낙엽 덩굴식물에 속하고[35] 항산화 및 
항암[36] 등의 효능이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의 방
기의 첨가 함량은 선행 연구에 따라 세포독성 결과
를 고려하여 한의학융합정보센터 및 본초강목을 비
롯한 문헌 참고를 비롯하여 방기의 함량을 조절한 
스크리닝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현재 천연
물로부터의 기능성 원료를 확보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단일 원료를 찾는데 더 나아
가 조성물로써 천연 추출물 자체를 원료로 사용하
고자 하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효능이 이미 입증되어 있
는 가미수미원에 방기의 유무 및 추출 방법에 따른 
항산화 효능을 비교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조
성물로써 화장품 및 관련 제품 생산에 활용할 수 있
는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시료 추출

  가미수미원은 백하수오 10 g, 당귀 6 g, 구기
자 8 g, 화피 6 g, 선태 3 g, 홍화 2 g으로 복합
방이며, 본 복합방에 방기 4 g의 가미 여부에 따
라 그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미하지 않은 것
과 가미한 것을 각각 나누어 열수 또는 80% 에
탄올로 추출하였다. 각 복합방에 용매 500 ㎖을 
넣고 10시간 동안 환류 추출 후 여과액을 얻었으
며, 얻어진 여과액을 진공회전증발농축기(rotary 
vacuum evaporator)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
된 용액을 동결건조기(freeze dryer)로 동결 건조
하여 초저온 냉동고(-80℃)에서 보관하면서 실험
에 따라 필요한 농도로 증류수에 희석하여 사용
하였으며, 각 추출물은 가미수미원+방기 열수 추
출물은 GS+SC(DW), 가미수미원 열수 추출물은 
GS-SC(DW), 가미수미원+방기 80% 에탄올 추
출물은 GS+SC(EtOH) 및 가미수미원 80% 에탄
올 추출물은 GS-SC(EtOH)으로 표기하였다.

2.2. HPLC 함량 분석

  GS+SC(DW), GS-SC(DW), GS+SC(EtOH) 
및 GS-SC(EtOH)을 0.45 ㎛ membrane filter로 

여과 후 HPLC 시료로 사용하였다. HPLC는 
Shimadzu사의 LC-20A 시리즈로 사용하였으며, 
controller (CBM-20A), pump (LC-20AD), 
column oven (CTO-20A), diode array detector 
(SPD-M20A)를 사용하였으며, column은 Agilent 
Zorbax eclipse C18 (250 × 4.6 mm)을 사용하
였다. 이동상은 3차 증류수 (A)와 acetonitrile 
(B)로 gradient elution system을 적용시켜 0~10
분(18%B~22% B), 10~20분(22%~35% B), 
20~30분(35%~55% B), 30분~40분(55%~60% 
B), 40분~50분(60%~100% B), 50분~60분
(100% B)로 설정하였다. 유속은 1.0 ㎖/min, 주
입량은 20 ㎕, column 온도는 40℃를 유지하면
서 UV wavelength는 254 ㎚로 설정하여 검출하
였다.

2.3. 중금속 검사

  납, 비소, 카드뮴 분석의 경우 추출물 0.5 g을 
극초단파 시료전처리장치 전용 용기에 넣고 질산 
10 ㎖을 넣은 후, 용기를 후드 안에 정치시켜 발
생가스를 제거하고 극초단파 시료전처리 장치를 
사용하여 분해하였다. 분해가 끝난 다음 분해액을 
여과지로 여과하여 용량플라스크에 넣고 물을 넣
어 50 ㎖ 눈금까지 맞춘 뒤 검액으로 사용하였
다. 따로 질산 10 ㎖를 극초단파 시료전처리 장
치 전용 용기에 넣어 검액 조제와 같은 방법으로 
조작하여 공시험액으로 사용하였다. 준비된 검액, 
표준액 및 공시험액을 가지고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계(ICP-AES)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고 
공시험액으로 보정하여 검액을 측정하였다(RF 
Power, 1.2 kW; Plasma Gas, 10 L/min; 
uxiliary Gas, 0.6 L/min; Carrier Gas, 0.7 
L/min; Exposure Time, 30 Sec; Exposure 
condition, High; View direction, Axial; 
Wavelength, As : 189.042 ㎚ / Pb : 220.353 
㎚ / Cd : 214.438 ㎚). 수은 분석의 경우 추출
물 50 ㎎을 정확하게 달아 특별한 전처리 과정 
없이 수은분석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Dry 
temp., 300℃; Decompositon temp., 800℃; 
Decomposition time, 120 sec; Catalyst temp., 
600℃; Catalyst time, 60 sec; Amalgam temp., 
600℃; Amalgam-heating time, 30 sec).
 
2.4. ABTS 라디칼 소거율 측정

  GS+SC(DW), GS-SC(DW), GS+SC(EtOH) 
및 GS-SC(EtOH)을 최종 농도가 1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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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100 ㎍/㎖의 농도로 될 수 있게 희석시
켰으며, ABTS 용액은 7.4 mM ABTS와 2.6 
mM potassium persulphate를 제조한 후, 암소에 
하루 동안 방치하여 양이온(ABTS·+)을 형성시킨 
다음 734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광도 값이 
1.5 이하가 나오도록 희석하고, 희석된 ABTS·+ 
용액 150 ㎕와 GS+SC(DW), GS-SC(DW), 
GS+SC(EtOH) 및 GS-SC(EtOH)을 각각 5 ㎕ 
혼합하고,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734 ㎚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항산화능은 증류수를 
대조군으로 하여 대조군에 대한 ABTS 라디칼 소
거능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

2.5. DPPH 라디칼 소거율 측정

  GS+SC(DW), GS-SC(DW), GS+SC(EtOH) 
및 GS-SC(EtOH)의 최종 농도가 1 ㎍/㎖, 10 
㎍/㎖ 및 100 ㎍/㎖의 농도로 될 수 있게 희석시
켰으며, 에탄올에 용해시킨 0.2 mM의 DPPH 용
액 150 ㎕와 GS+SC(DW), GS-SC(DW), 
GS+SC(EtOH) 및 GS-SC(EtOH)을 각각 100 
㎕씩 혼합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 후 517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액의 대조군은 
증류수를 넣었으며, DPPH 용액의 대조군으로써
는 에탄올을 넣어 보정값을 얻었다. DPPH 자유
라디칼 소거율은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

2.6. Superoxide dismutase (SOD) 유사 활성 

측정

  GS+SC(DW), GS-SC(DW), GS+SC(EtOH) 
및 GS-SC(EtOH) 각각 0.2 ㎖에 0.05 M 
Tris-HCl buffer 2.6 ㎖과 pyrogallol 0.2 ㎖을 
넣고 37℃에서 10분간 반응을 시킨 다음 1 
N-HCl 0.1 ㎖를 넣어 반응 정지 시키고 420 ㎚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

2.7. 세포 생존율 측정

  RAW 264.7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FBS)와 1% penicillin으로 조성된 DMEM 배지 
조성으로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RAW 264.7 세포를 96 well plate에 1.5×105 
cells/well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실험을 하기 전에 새로운 배양액으로 교체하였고, 
GS+SC(DW), GS-SC(DW), GS+SC(EtOH) 및 
GS-SC(EtOH)을 1 ㎍/㎖와 10 ㎍/㎖의 농도로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10 
㎕의 WST solution을 첨가하여 세포배양기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450 ㎚에서 흡광도의 변화
를 측정하여 대조군에 대한 세포 생존율을 백분
율로 표시하였다. 

2.8. NO 생성량 측정

  RAW 264.7 세포를 96 well plate에 1.5×105 
cells/well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새로운 배양액으로 교체하였고 GS+SC 
(DW), GS-SC(DW), GS+SC(EtOH) 및 GS-SC 
(EtOH)을 각각 1 ㎍/㎖와 10 ㎍/㎖의 농도와 
LPS 1 ㎍/㎖의 농도를 처리하여 다시 24시간 동
안 배양하였다. N1 buffer 50 ㎕를 각 well에 처
리하여 10분간 상온에서 반응한 후, N2 buffer 
50 ㎕를 각 well에 처리하고 1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54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itrite standard의 농도별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배양액의 NO 농도를 결정하였다.

2.9.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21.0를 이용
하여 mean ± standard error of mean으로 나타
내었으며, ANOVA를 사용하여 다중 비교하였고 
Tukey’s HSD test를 통해 p＜0.05, p＜0.01 및 
p＜0.001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HPLC 패턴 분석과 방기의 지표성분 함량

  GS±SCs 열수와 80% 에탄올 추출물을 HPLC
를 이용하여 pattern 분석한 결과, Fig. 1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시료 g당 지표물질
인 sinomenine와 decursin의 함량의 경우 각각 
GS+SC(DW)는 5.449 ㎎, 0.413 ㎎, GS-SC 
(DW)는 0.165 ㎎, 0.137 ㎎, GS+SC(EtOH)는 



Vol. 38, No. 4 (2021) 가미수미원의 열수 추출물과 80%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 비교 5

- 1306 -

A B

C D

Fig. 1. HPLC chromatogram of GS+SCs. Agilent Zorbax eclipse C18 (250 X 4.6) mm; sample 
concentration, 10 ㎎/㎖; mobile phase, TFA(A)/ACN(B) gradient elution (0~5 min 
(80% B), 5~50 min (70% B), and 50～60 min (100% B)); flow rate, 0.8 ㎖/min. A, 
GS+SC(DW), Sinomenii Caulis et Rhizoma in Gami-Sumiwon DW extraction; B, 
GS-SC(DW), Gami-Sumiwon DW extraction; C, GS+SC(EtOH), Sinomenii Caulis et 
Rhizoma in Gami-Sumiwon EtOH extraction; D, GS-SC(EtOH), Gami-Sumiwon 
EtOH extraction.

     Table 1. Contents of Sinomenine and Decursin

Sample name Sinomenine (㎎/g) Decursin (㎎/g) 
1)GS+SC(DW) 5.449 0.413
2)GS-SC(DW) 0.165 0.137

3)GS+SC(EtOH) 2.455 15.277
4)GS-SC(EtOH) 0.119 17.291

     1) GS+SC(DW), Sinomenii Caulis et Rhizoma in Gami-Sumiwon DW extraction
     2) GS-SC(DW), Gami-Sumiwon DW extraction
     3) GS+SC(EtOH), Sinomenii Caulis et Rhizoma in Gami-Sumiwon EtOH extraction
     4) GS-SC(EtOH), Gami-Sumiwon EtOH extraction.

2.455 ㎎, 15.277 ㎎, GS-SC(EtOH)는 0.119 
㎎, 17.291 ㎎의 함량을 나타냈다(Table 1). 방기
의 지표물질인 sinomenine은 isoquinoline-type 
알칼로이드로 면역억제, 항가려움증 및 항염증 효
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7], 방기에서 

추출한 sinomenine의 항산화 효능이 보고되었다
[38]. 지표 물질인 decursin은 cumarin계의 성분
으로 당뇨, 고혈암 및 암 치료 등에 효과적인 성
분으로 알려져 있다[39]. 또한 강력한 항산화 효
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활용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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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ent of Pb, As, Cd, and Hg in Extract Compound

(mg/kg)
Pb As Cd Hg

5 3 0.3 0.2
1)GS+SC(DW) 0.643 5)N.D. 0.074 N.D.
2)GS-SC(DW) 0.383 N.D. 0.066 N.D.

3)GS+SC(EtOH) 0.163 N.D. 0.033 N.D.
4)GS-SC(EtOH) 0.263 N.D. 0.039 0.001

1) GS+SC(DW), Sinomenii Caulis et Rhizoma in Gami-Sumiwon DW extraction
2) GS-SC(DW), Gami-Sumiwon DW extraction
3) GS+SC(EtOH), Sinomenii Caulis et Rhizoma in Gami-Sumiwon EtOH extraction
4) GS-SC(EtOH), Gami-Sumiwon EtOH extraction.

5) N.D., Not detected.

시도는 다양하게 있었으나 분리가 어려워 상용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40]. 성분 함량 분
석 결과로는 열수 추출에서는 소량으로 추출함량
을 확인하였으나 에탄올 용매로는 방기에서 만으
로는 추출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지며, 다른 
천연물에서의 함량이 있을 것 이라 사료되어 추
후 개별 약재 별로 decursin을 지표로 하여 측정
해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중금속 함량

  GS±SC 외 3개의 추출물의 중금속 함량을 측
정한 결과, 비소, 납, 카드뮴, 수은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Table 2). 중금속 함량은 천연
물에서 검출되기 쉬운 물질로 식약처에서 정해진 
기준 함량이 있으므로 그 기준치 이하 또는 미검
출이어야 하므로 본 연구에 사용되는 조성물은 
모두 기준치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4. 라디칼 소거능에 미치는 영향

  선행연구에 의하면 ABTS법은 potassium 
persulfate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ABTS+이 시
료 내의 항산화 물질에 의해 제거되어 탈색되는 
것을 이용한 항산화능 측정 방법이며, DPPH 라
디칼은 산화된 형태에서 자유라디칼을 가지고 있
기 때문에 전자공여체인 항산화제와 만나면 전자
를 얻어 환원이 되며, 항산화 효능이 클수록 탈
색의 정도가 크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41].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GS+SC 
(DW) 1 ㎍/㎖의 농도에서 0.9±0.7%, 10 ㎍/㎖
의 농도에서 4.7±0.6%, 100 ㎍/㎖의 농도에서 

22.5±0.6%의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으며, 
GS-SC(EtOH) 1 ㎍/㎖의 농도에서 0.2±0.4%, 
10 ㎍/㎖의 농도에서 2.6±0.5%, 100 ㎍/㎖의 
농도에서 20.5±2.7%의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
다(Fig. 2-A). GS+SC(EtOH) 1 ㎍/㎖의 농도에
서 0.2±0.9%, 10 ㎍/㎖의 농도에서 5.2±3.5%, 
100 ㎍/㎖의 농도에서 24.9±3.0%의 라디칼 소
거능을 나타냈으며, GS-SC(EtOH) 1 ㎍/㎖의 농
도에서 0.1±0.7%, 10 ㎍/㎖의 농도에서 5.0± 
0.8%, 100 ㎍/㎖의 농도에서 23.3±3.7%의 라디
칼 소거능을 나타냈다(Fig. 2-A).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GS+SC(DW) 1 ㎍/㎖의 
농도에서 0.0±2.8%, 10 ㎍/㎖의 농도에서 3.5± 
3.3%, 100 ㎍/㎖의 농도에서 25.0±3.4%의 라디
칼 소거능을 나타냈으며, GS-SC(EtOH) 1 ㎍/㎖
의 농도에서 0.1±3.6%, 10 ㎍/㎖의 농도에서 
4.2±2.3%, 100 ㎍/㎖의 농도에서 24.1±2.9%의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다(Fig. 2-B). GS+SC 
(EtOH) 1 ㎍/㎖의 농도에서 1.8±2.4%, 10 ㎍/
㎖의 농도에서 5.0±1.6%, 100 ㎍/㎖의 농도에서 
33.5±3.3%의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으며, GS- 
SC(EtOH) 1 ㎍/㎖의 농도에서 0.9±1.8%, 10 
㎍/㎖의 농도에서 5.2±2.5%, 100 ㎍/㎖의 농도
에서 26.1±3.3%의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다
(Fig. 2-B). 라디칼 소거능은 GS+SC(EtOH)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GS-SC(EtOH), GS+SC 
(DW), GS-SC(DW) 순으로 소거율이 높게 나타
났다. 방기의 유무로 나누었을 때, 방기가 포함된 
추출물에서 라디칼 소거능이 높게 나왔으며, 추출 
용매로 나누었을 때, 상대적으로 에탄올 추출물에



Vol. 38, No. 4 (2021) 가미수미원의 열수 추출물과 80%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 비교 7

- 1308 -

A B

Fig. 2. The ABTS (A) and DPPH (B)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GS±SCs at 1 ㎍/㎖, 
10 ㎍/㎖, and 100 ㎍/㎖ concentration.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GS+SC(DW), Sinomenii Caulis et Rhizoma in 
Gami-Sumiwon DW extraction; GS-SC(DW), Gami-Sumiwon DW extraction; 
GS+SC(EtOH), Sinomenii Caulis et Rhizoma in Gami-Sumiwon EtOH extraction; 
GS-SC(EtOH), Gami-Sumiwon EtOH extraction.

서 라디칼 소거율이 높게 확인되었다. HPLC 결
과에서 열수보다 에탄올 추출물에서, 또한 방기가 
가미된 추출물에서 decursin이 상대적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냈었다는 결과와도 영향이 있을 것이
라고 판단되어 지며, 방기로 인해 항산화 효능을 
더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3.5. SOD 유사 활성능

  SOD는 활성산소와 반응하여 과산화수소
(H2O2)가 된 후 중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물
(H2O)로 변환되는 작용을 통해 염증질환과 노화
를 예방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25]. SOD 유사 
활성능을 측정한 결과, GS+SC(DW) 1 ㎍/㎖의 
농도에서 3.8±0.2%, 10 ㎍/㎖의 농도에서 
8.7±3.4%, 100 ㎍/㎖의 농도에서 40.8±2.4%의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으며, GS-SC(DW) 1 ㎍/
㎖의 농도에서 0.0±2.9%, 10 ㎍/㎖의 농도에서 
14.3±5.2%, 100 ㎍/㎖의 농도에서 45.3±3.0%
의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다(Fig. 3). 
GS+SC(EtOH) 1 ㎍/㎖의 농도에서 7.9±2.0%, 
10 ㎍/㎖의 농도에서 8.1±4.2%, 100 ㎍/㎖의 
농도에서 10.0±4.2%의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
으며, GS-SC(EtOH) 1 ㎍/㎖의 농도에서 
9.3±1.6%, 10 ㎍/㎖의 농도에서 11.7±2.2%, 
100 ㎍/㎖의 농도에서 19.6±2.0%의 SOD 유사 
활성능을 나타냈다(Fig. 3). SOD 유사 활성의 결
과는 열수 추출물에서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 높
은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방기를 

가미하지 않은 추출물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라
디칼 소거와는 상반된 결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조성물의 항산화 작용기전이 넓게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일부 한정되어 항산화 효능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Fig. 3. The SOD-like activity of the GS±SCs 
at 1 ㎍/㎖, 10 ㎍/㎖, and 100 ㎍/㎖ 
concentration.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GS+SC(DW), Sinomenii 
Caulis et Rhizoma in Gami-Sumiwon 
DW extraction; GS-SC(DW), Gami- 
Sumiwon DW extraction; GS+SC 
(EtOH), Sinomenii Caulis et Rhizoma 
in Gami-Sumiwon EtOH extraction; 
GS-SC(EtOH), Gami-Sumiwon EtOH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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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Raw 264.7 세포에서의 세포독성

  세포독성의 결과 정상군을 100%로 하였을 때, 
GS+SC(DW) 1 ㎍/㎖의 농도에서 98.6±8.2%, 
10 ㎍/㎖의 농도에서 100.5±6.9%의 세포가 생
존하였으며, GS-SC(DW) 1 ㎍/㎖의 농도에서 
101.8±9.0%, 10 ㎍/㎖의 농도에서 104.6±1.6%
의 세포생존을 나타냈다(Fig. 4). GS+SC(EtOH) 
1 ㎍/㎖의 농도에서 105.0±4.3%, 10 ㎍/㎖의 
농도에서 101.2±3.2%의 세포생존을 나타냈으며, 
GS-SC(EtOH) 1 ㎍/㎖의 농도에서 102.9±6.1%, 
10 ㎍/㎖의 농도에서 103.0±8.5%의 세포생존을 
나타냈다(Fig. 4). 따라서 본 연구 환경에서는 조
성물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4. The cell viability of Raw 264.7 cells 
undergoing the GS±SCs treatment.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 
standard. GS+SC(DW), Sinomenii 
Caulis et Rhizoma in Gami-Sumiwon 
DW extraction; GS-SC(DW), Gami- 
Sumiwon DW extraction; GS+SC 
(EtOH), Sinomenii Caulis et Rhizoma 
in Gami-Sumiwon EtOH extraction; 
GS-SC(EtOH), Gami-Sumiwon EtOH 
extraction.

3.7. ROS 생성에 미치는 영향

  체내에서 ROS는 병원체를 공격하고 세포의 성
장과 분화에 관여하는 등의 유용한 역할도 하지
만 정상적 소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잔존하
여 산화적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된다[42]. 또한 산
화적스트레스로 인하여 인체에 나타나는 관련 질
환의 대다수가 염증을 동반하고 있으며, 만성 질
환으로 심화될 수 있다[43]. ROS 생성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을 100%로 하였을 때, GS+SC(DW) 
1 ㎍/㎖의 농도에서 91.5±2.6%, 10 ㎍/㎖의 농

도에서 72.7±3.4%로 감소됨을 나타냈으며, 
GS-SC(DW) 1 ㎍/㎖의 농도에서 99.6±4.4%, 
10 ㎍/㎖의 농도에서 85.9±2.5%로 감소됨을 나
타냈다(Fig. 5). GS+SC(EtOH) 1 ㎍/㎖의 농도에
서 90.1±2.7%, 10 ㎍/㎖의 농도에서 86.6±1.6%
로 감소됨을 나타냈으며, GS-SC(EtOH) 1 ㎍/㎖
의 농도에서 113.0±3.4%로 증가를 나타냈고, 
10 ㎍/㎖의 농도에서 98.0±2.5%로 감소됨을 나
타냈다(Fig. 5). 각 용매별로 방기가 첨가된 추출
물에서 ROS의 생성이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
으나 라디칼의 결과와는 다르게 열수 추출물에서 
더 높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방기의 지표
성분 중 sinomenine은 열수 추출물에서 더 높게 
나온 것이 확인되어 ROS의 생성에는 방기의 
sinomenine 성분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
단되어 진다. 항산화 관련 인자의 결과를 통해 
방기의 지표 물질은 이미 생성된 활성산소의 감
소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활성산소를 감소
시킬 수 있는 효소 등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예방의 역할보다 케어의 
역할로서 조성물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고 사료된다.

Fig. 5. Effect of GS±SCs on LPS-induced 
ROS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GS+SC(DW), Sinomenii 
Caulis et Rhizoma in Gami-Sumiwon 
DW extraction; GS-SC(DW), Gami- 
Sumiwon DW extraction; GS+SC 
(EtOH), Sinomenii Caulis et Rhizoma 
in Gami-Sumiwon EtOH extraction; 
GS-SC(EtOH), Gami-Sumiwon EtOH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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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NO 생성에 미치는 영향

  NO 생성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을 100%로 하
였을 때, GS+SC(DW) 1 ㎍/㎖의 농도에서 
82.1±1.6%, 10 ㎍/㎖의 농도에서 82.3±3.1%로 
나타냈으며, GS-SC(DW) 1 ㎍/㎖의 농도에서 
78.7±3.3%, 10 ㎍/㎖의 농도에서 75.1±5.5%로 
감소됨을 나타냈다(Fig. 6). GS+SC(EtOH) 1 ㎍/
㎖의 농도에서 69.9±1.8%, 10 ㎍/㎖의 농도에서 
64.3±6.4%로 감소됨을 나타냈으며, GS-SC 
(EtOH) 1 ㎍/㎖의 농도에서 64.8±4.3%로 증가
를 나타냈고, 10 ㎍/㎖의 농도에서 70.4±4.2%로 
감소됨을 나타냈다(Fig. 6). NO는 인체 면역반응
에서 신호분자로 작용하는 중요한 인자로 혈압을 
조절하고 신경전달에 연관되어 있으며, 외부의 항
원에 방어하는 역할을 하지만 높은 수준일 경우 
오히려 인체를 공격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13]. 본 연구 결과에서 GS+SC(EtOH)이 NO 
감소를 가장 높게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어 라디
칼 결과와 같이 산화적스트레스 후 의 생성된 결
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내용과 부합되
는 결과로 판단되며, GS+SC(EtOH) 외에도 조성
물 모두 유의한 NO의 감소를 확인하였으므로 목
적에 따라 그 활용 가치는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Effect of GS±SCs on LPS-induced NO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GS+SC(DW), Sinomenii Caulis et 
Rhizoma in Gami-Sumiwon DW 
extraction; GS-SC(DW), Gami-Sumiwon 
DW extraction; GS+SC(EtOH), Sinomenii 
Caulis et Rhizoma in Gami-Sumiwon 
EtOH extraction; GS-SC(EtOH), Gami- 
Sumiwon EtOH extraction.

4. 결 론

  본 연구는 가미수미원(백하수오, 당귀, 구기자, 
화피, 선태, 홍화)에 방기의 첨가 여부에 따라 그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첨가하지 않은 것과 첨
가한 것을 각각 나누어 열수와 80% 에탄올로 추
출하였다. 방기의 지표물질 sinomenine의 함량은 
열수 추출물에서 더 높게 확인 되었고 decursin
의 함량은 에탄올 추출물에서 더 높게 확인 되었
다. 모든 추출물의 중금속 함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 ABTS와 DPPH 라디
칼 소거능에서 GS+SC(EtOH), GS-SC(EtOH), 
GS+SC(DW), GS-SC(DW) 순서로 라디칼 소거
능이 나타났으며, SOD 유사 활성능 GS-SC 
(DW), GS+SC(DW), GS+SC(EtOH), GS-SC 
(EtOH)의 순서로 활성능을 나타냈다. ROS의 경
우 GS+SC(DW), GS-SC(DW), GS+SC(EtOH), 
GS-SC(EtOH)의 순서로 생성을 저하시켰으며, 
NO의 생성은 GS+SC(EtOH), GS-SC(EtOH), 
GS-SC(DW), GS+SC(DW)의 순으로 저하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방기의 지표
성분 중 sinomenine은 열수 추출물에서 더 높게 
나온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방기의 sinomenine 
성분이 SOD 유사 활성능 및 ROS의 생성에 영
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되어지며, 또한 에탄올 추
출물에서 상대적으로 라디칼 소거율과 NO 감소
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방기의 첨가가 산
화적스트레스 후의 생성된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
는 것에 대해 내용과 부합되는 결과라고 판단된
다. 또한 이미 생성된 활성산소의 감소에 긍정적
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진행 중인 또는 예방적
인 요소로서 활성산소를 감소시키는 체내 효소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GS±SC은 활성산소에 대한 예방의 역할보다 케
어의 역할로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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