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최근에 자연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형태와 함께 합성 항

산화제의 독성이 보고되면서 화장품 산업에서도 천연유래 물질을 

이용하여 항산화, 항균, 항알러지, 항염, 그리고 항노화 등의 생리

활성을 가진 화장품 소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Park, 

2005).

피부에는 활성산소종의 생성을 촉진하는 불포화지방

산이 풍부하고 자외선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가 matrix 

metalloproteinase (MMP)의 발현을 유도하여, 진피층의 

collagen, elastin, glycosaminoglycan의 사슬을 절단시켜서 피

부 주름을 생성시키고, 또한 피부 내 세포의 DNA 손상은 염증 과

정과 알러지 반응에 관여하여 아토피 피부염과 여드름, 건선, 피

부암 등의 피부질환과 피부노화를 유발한다(Kim et al., 2016). 

식물은 외부자극 및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종

에 의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인 

flavonoid, anthocyanin, tannin, catechin 등의 산화방지 물질

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유라디칼의 

생성을 지연시키거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yo et 

al., 2004). 

단풍나무는 단풍나무과(Aceraceae)에 속하는 활엽수종으로, 학

명은 Acer palmatum Thunb.이다. 단풍나무속에는 약 150종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와 북미, 유럽 등의 북반구 온대지역

에 분포하고 있다(Lim, 1997). 단풍나무에서 채취된 수액은 천연

감미료로 이용되는데, 수액(樹液)의 주성분은 자당이고, 이외에도 

카르복실산, 페놀, 페닐배당체, 올리고당, 바닐린, 아미노산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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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optimal collection time of Acer 
palmatum extract (APE) through anti-oxidant and anti-bacterial activities. Methods: 
We confirmed the anti-oxidant activity of APE by estimating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total flavonoid content,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and cell viability. In addition, we determined anti-bacterial 
activities against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subtilis, and Pseudomonas 
aeruginosa during growth. Results: Anti-oxidant activities of APE peaked in July and 
November. RAW 264.7 displayed high cell viability in APE concentrations of 5–100 
µg/mL in July and November. As a result of conducting anti-bacterial activities, 
seasonal variation of APE against three bacteria was exhibited. Conclusion: The 
anti-oxidant and anti-bacterial activities of APE showed seasonal variation, and 
high cell viability in July and November; therefore, consideration of the optimal 
seasonal collection time for Acer palmatum could be an important factor attributing 
to its natural antioxidant properties and the optimal collection time was confirmed 
especially to be in July and November.

Keywords: Acer palmatum, Anti-oxidant activity, Anti-bacterial activity, Cytotoxicity, 
Seasonal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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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다(Ball, 2007). 단풍나무는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에서 약용

식물로 사용하며 류머티즘, 타박상, 안과질환, 통증, 해독 등 다

양한 질환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34개 단풍나무속

에서 flavonoids (18.7%), tannins (12.4%), diarylheptanoids 

(8.8%), phenylpropanoids (22.4%), phytosterols (9.7%) 등의 

331개의 생리활성 물질이 확인되었으며, 전체 화합물의 5분의 1

에 해당하는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ritomi, 1963; Bi et al., 2016).

현재까지 진행된 단풍나무속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항산화 활

성(Schmitzer et al., 2009; Prihantini et al., 2014), 항균 활

성(Webb & Agnihotri, 1970), 항염 효과(Ding et al., 2010), 항

암 효과(González-Sarrias et al., 2012) 등에 대하여 보고된 바 

있으나, 수확시기별 단풍나무의 항산화 활성과 항균 활성을 비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식물의 생리활성 물질은 구조와 특성

이 매우 다양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생리활성 물질의 함량이 다

르므로 수확시기별 생리활성 물질의 함량을 조사하는 것은 어려

운 일이다. 그러나 최근 식물의 생리활성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

되는 시기를 규명하여 약용식물 생산에 이용하고 있다(Oh et al., 

2015). 해당화 잎의 시기별 연구에 따르면 11월에 채취한 해당화

의 잎이 9월에 비해 ascorbic acid 함량이 1.7배 정도 높았으며

(Kim et al., 2001), 인삼 잎의 총 사포닌 함량이 4월에 비해 5월

에 8배 가량 증가한 연구 결과(Choi et al., 2009a)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풍나무 추출물의 수확시기에 따른 항

산화 함량과 활성을 측정하고 항균 활성을 비교하여, 항산화능과 

항균 활성이 높은 적정 수확시기 및 이용시기를 도출하고자 하였

다. 또한 본 연구가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이용가능성 검토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Methods

1. 시료준비 

본 실험에 사용된 단풍나무(Acer palmatum)의 잎은 서울 광진

구 능동로 건국대학교 교내의 단풍나무에서 채취하여 수세한 후 

자연 건조시키고 분쇄하였다. 단풍나무는 낙엽활엽 교목으로 잎

이 핀 4월부터 낙엽이 되기 전 11월까지를 사용하였다. 건조 시

료 2 g에 70% 에탄올을 10배 가해 60℃, 3 h 동안 water bath 

(SB-1200; EYELA, Japan)에서 추출하였다. 원심분리기(VS-

4000i; Vision Scientific, Korea)를 이용하여 3500 rpm, 15 

min 동안 추출물을 원심분리한 후, 여과지(Whatman No.2; GE 

Healthcare Life Sciences, USA)로 상층액을 여과하고, 감압농

축기(N-1110; EYELA)를 사용하여 에탄올을 제거한 후, 동결 건

조하여 분말형태의 추출물(Acer palmatum extract, APE)을 사

용하였다. 

2. 실험시약 

본 연구에 사용된 시약 ethanol, Folin & Ciocalteu's phenol 

reagent, sodium carbonate (Na
2
CO

3
), gallic acid, potassium 

acetate, aluminium nitrate, quercetin, 1,1-diphenyl-

2-picrylhydrazyl (DPPH), methanol, ascorbic acid, 

penicillin, streptomycin, neutral red solution (NR solution), 

formaldehyde,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NR desorb 

solution은 Sigma-Aldrich (USA)를 사용하였고, high glucose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과 fetal bovine 

serum (FBS)는 Thermo Scientific (USA)를 사용하였다.

3. 항산화 측정

1)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method (Singleton & 

Rossi, 1965)를 수정하여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가 

시료의 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되어,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증류수 용액에 시기별 APE를 

1 mg/mL 농도로 희석한 후, APE 100 µL와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750 µL을 혼합하여 5 min 동안 반응시킨 뒤, 1 

M Na
2
CO

3
를 750 µL를 혼합하여 암실에서 60 min 동안 반응시

킨 후 765 nm에서 UV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 UV; 

Mecasys, Korea)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0-100 µg/mL 농도로 제조한 검량 

곡선을 작성하고 이로부터 총 폴리페놀 함량을 구하였다. 

2)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은 Moreno et al. (2000)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증류수 용액에 시기별 APE를 1 mg/mL 농도로 희

석한 후, APE 100 µL와 1 M potassium acetate 20 µL를 혼합

하여 40 min 방치한 후 10% aluminium nitrate 20 µL와 80% 

ethanol 860 µ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40 min 동안 방치한 후 

UV spectrophotometer 를 이용하여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이때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quercetin을 표준물질로 사

용하여 0-100 µg/mL 농도로 제조한 검량 곡선을 작성하고 이로

부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다. 

3) DPPH radical 소거활성

APE의 산화방지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PPH를 사용한 

Blois (1958)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DPPH

에 대한 전자공여 효과로써 시료의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메탄올 

용액에 녹인 0.2 mM DPPH 용액 800 µL와 시기별로 메탄올 용

액에 녹인 APE 200 µL를 혼합하여 최종 농도 125 µg/mL가 되

도록 희석한 후, 암실에서 20 min 동안 반응시키고 microplate 

reader (Synergy-HT; BioTek Instruments, USA)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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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아

래의 식에 의해 계산하여 산출하였으며, 양성대조군은 ascorbic 

acid를 사용하여 활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APE와 ascorbic acid

의 농도별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메탄올 용액에 녹인 0.2 mM DPPH 용액 800 µL와 메

탄올 용액에 녹인 시료(APE 및 ascorbic acid) 200 µL를 혼합하

여 최종 농도 10, 50, 100, 1000 µg/mL가 되도록 희석한 후, 암

실에서 20 min 동안 반응시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활성(%)=100-(시료 첨가군의 흡광도)/(시

료 무첨가군의 흡광도)×100

4. 세포배양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 RAW 264.7은 한국세포주은행(Korea)

에서 분양하여 사용하였고, 배양 시에는 DMEM에 사용하였으며, 

10% FBS와 1% penicillin (100 IU/mL), 1% streptomycin (50 

µg/mL)을 첨가하여 37℃로 유지되는 5% CO
2
 습윤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5. Neutral red assay를 이용한 세포독성 측정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의 독성 농도 범위를 알아보기 위하

여 neutral red assay (NR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Borenfreund & Puerner, 1985). 세포주는 RAW 264.7 세포를 

사용하였으며, 96 well plate에 3×104cells/well의 농도로 분주

하여 24 h 동안 37℃, 5% CO
2 
배양기에서 부착시켰다. 세포 부

착 확인 후 APE를 DMEM 배지에 녹여 5, 10, 25, 50, 100 µg/

mL 농도가 되도록 첨가하여 48 h 배양하였다. 배양한 세포는 배

양액을 NR solution이 1% 포함된 무혈청 배지로 교환하여 3 h 

배양한 다음,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NR의 결정화 유무를 확인하

였다. 세포고정액으로 formaldehyde 용액 10%가 첨가된 PBS를 

각 well에 100 µL로 20 min 처리하여 고정하였다. NR desorb 

solution (1% glacial acetic acid, 49% ethanol, 50% distilled 

water)을 각 well에 100 µL씩 분주하여 세포내의 NR을 추출하고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고, 세포 생존율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세포 독성 실험

은 동일한 조건하에 독립적으로 3회 반복 실시하여 평균±표준편

차(mean±standard deviation)로 표기하였다.

세포생존율(%)=(시료 첨가군의 흡광도)/(시료 무첨가군의 흡광

도)×100

6. 항균실험

항균실험의 실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람 양성균인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 6538™; ATCC, USA), 

Bacillus subtilis (B. subtilis, 19659™; ATCC), 그리고 그람 

음성균 Pseudomonas aeruginosa (P. aeruginosa, 29336™; 

ATCC)을 액체배지(nutrient broth; Difco,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USA)에 접종하고 30℃에서 24 h 동안 배양시킨 

후 시험에 사용하였으며, APE는 메탄올을 이용하여 700, 1000 

µg/mL 농도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S. aureus와 B. subtilis, 

그리고 P. aeruginosa 각각의 배양액을 Muller Hinton agar 평

판배지(Difco)에 멸균된 면봉으로 고르게 도말하였다. 멸균된 

paper disk (6.0 mm)에 시료 약 40 µL를 흡수시키고, 메탄올 용

매를 휘발시키기 위해 상온에서 1 h 동안 방치한 후, 배지에 올리

고 30℃에서 18 h 동안 배양하여 형성된 clear zone을 확인하였

다. 항균실험의 대조군으로는 메탄올을 사용하였다. 

7.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실시하였고, 결과값은 평균±

표준편차(mean±standard deviation)로 표기하였다. 통계 프

로그램은 SPSS (SPSS Statistics v. 22; IBM, USA)을 이용하

여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 test)을 하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평균간의 다중비교를 실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항산화능

수확시기별 총 폴리페놀 함량은 4월에 105.94±2.84 µg/mg

을 나타낸 후 7월에는 173.32±5.67 µg/mg까지 증가하였다. 8

월 이후 감소하여 10월에는 114.54±2.92 µg/mg 을 나타내다가 

11월에는 191.86±5.32 µg/mg로 다시 증가하였다(Figure 1). 

Figure 1. Seasonal variation of total polyphenol content in APE.
Polyphenol content in Acer palmatum extract (APE) appeared to 
peak in November.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he calibration 
curve of gallic acid (0–100 µg/mL) as a standard material is 
y=0.006902x+0.070775, R2=0.971. Different letters (a-f )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PE, Acer palmatum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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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4월, 7월, 10월, 11월에 각각 34.83±

0.92, 51.71±2.10, 31.50±1.12, 44.15±1.65 µg/mg을 나타

내어 총 폴리페놀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Figure 2). 

DPPH radical 소거능은 125 µg/mL에서 각각 4월, 7월, 10월, 

11월에 60.76%, 79.81%, 61.48%, 81.46%로 나타났다(Figure 

3).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radical 소거활성이 높은 11월 시

료를 사용하여 대조물질인 ascorbic acid를 사용하여 농도별로 비

교해본 결과,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DPPH radical 소거

능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4). Kim et al. (2005)의 

연구에서는 단풍나무 잎이 70%의 superoxide 소거활성과 60%

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냈으며, Kim et al. (2007)의 

제주도 자생식물 탐색에서는 단풍나무 잎이 IC50 5.44 µg/mL로 

254종의 식물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 이러

한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단풍나무 추출물이 천연 항산화제로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물은 온도와 강수량 또는 토양적 차이로 동일한 나무라도 수

확시기와 재배지역에 따라 생리활성 성분에 차이가 날 수 있다

(Yim et al., 2016). 참죽나무 잎의 quercitrin 함량의 경우, 7

월과 8월에 각각 8.89, 7.94 mg/g으로 최대치를 보이다가 9

월부터 감소하였고(Park & Kim, 1995), 꾸지뽕나무 열매의 

isoflavonoid 화합물은 7월과 8월에 함량이 증가하였다가 9월

에 감소하고 성숙과에서 성분이 증가되어(Yoon et al., 2016)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한 Kang et al. (2004)의 감잎

과 뽕잎의 항산화 성분을 수확시기별 조사한 결과, polyphenol, 

ascorbic acid 및 glutathione의 함량은 잎이 성숙할수록 감소되

었으나, β-carotene과 α-tocopherol의 함량은 잎이 성숙함에 따

라 증가되어 동일 식물이라도 생육 시기에 따라 생리활성 물질의 

함량이 다르며 생리활성 성분의 함량이 최고에 달하는 시기도 다

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 단풍나무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수확시기에 따라 변화를 나타낸 것은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상통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단

풍나무 추출물을 천연 항산화제로써 활용함에 있어, 수확시기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알 수 있다.

2. RAW 264.7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세포의 증식과 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산화 함량과 활성

이 높은 7월과 11월 시료를 선정하여 NR assay를 실시하였다. 

RAW 264.7 세포에 대해 APE를 5, 10, 25, 50, 100 µg/mL 농

도별로 세포독성을 실험한 결과, 농도 100 µg/mL에서 세포생존

도가 7월과 11월에 각각 102%, 90% 이상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5). 선행 연구인 가을철 붉게 물든 단풍나무의 

잎에서 분리한 vitexin의 세포독성을 MTT assay로 분석한 결과, 

100 µg/mL 농도에서 85% 이상의 세포생존율을 보여 농도 10-

100 µg/mL까지는 세포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Kim et al., 2005). 본 연구에서도 100 µg/mL 농도까지 RAW 

264.7 세포생존율이 90%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APE가 

세포생존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3. 항균실험

3가지 균주(S. aureus, B. subtilis, P. aeruginosa)에 대해 

Figure 3. Seasonal variation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APE.
APE and AA were measured at concentrations of 125 µg/mL. 
AA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APE appeared to peak in November.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ifferent letters (a-c)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PE, Acer palmatum extract; AA, ascorbic acid;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Figure 2. Seasonal variation of total flavonoid content in APE.
Total flavonoid content in APE appeared to peak in July.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he calibration curve of quercetin (0–
100 µg/mL) as a standard material is y=0.006298x+0.004625, 
R2=0.999. Different letters (a-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PE, Acer palmatum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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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의 시기별, 농도별 항균 활성을 비교하였다. 준비된 평판 배

지 위에 각각의 배양액을 멸균된 면봉으로 고루 접종하고, 멸균된 

paper disk에 시료 약 40 µL를 처리하여 배지 중앙에 올려놓은 

다음 30℃에서 S. aureus와 B. subtilis, 그리고 P. aeruginosa

를 18 h 배양하여 형성된 clear zone을 측정하였다. 

항균실험의 대조군은 메탄올 용매를 사용하였으며, 메탄올 용

매를 휘발시키기 위해 상온에서 1 h 동안 방치한 후, 배지에 올

리고 30℃에서 18 h 동안 배양한 결과, 형성된 clear zone이 없

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3종의 균주는 시기별로 다

른 항균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S. aureus와 B. 

subtilis는 700, 1000 µg/mL 농도에서 4월부터 11월까지 시기별

로 모두 항균 활성을 나타냈다. S. aureus의 경우, APE의 1000 

µg/mL 농도에서 5, 6월에 최대 13 mm의 clear zone을 형성하

였으며, B. subtilis에 대해서는 동일한 농도에서 7, 8월에 최대 

9 mm의 clear zone을 형성하였다. P. aeruginosa는 700 µg/

mL에서는 항균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고, 1000 µg/mL 농도에서 

6-8월과 11월에만 8 mm의 clear zone을 나타내어 다른 균주에 

비해 낮은 항균력을 나타내었다(Table 1). 

식물 성장에 관련된 과정은 계절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사철쑥

의 수확시기별 항균 활성을 측정한 결과, S. aureus와 B. subtilis

는 8월에 항균성이 높았지만, P. aeruginosa는 7월에 높은 항

균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식물의 생리활성 성분의 생성

Figure 5. Cell viability of RAW 264.7 cells in APE.
Each cell was treated with 5, 10, 25, 50, and 100 µg/mL of APE 
for 48 h. Cell viability of RAW 264.7 cells in APE showed more 
than 90% at a concentration of 5–100 µg/mL of APE in July and 
November.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ifferent letters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PE, Acer palmatum extract.

Figure 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A and APE in 
November according to concentratio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A and APE was measured 
at concentrations of 10, 50, 100, and 1000 µg/mL. AA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The activity of APE and AA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tandard deviation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ifferent letters (AA, a-c; APE,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PE, Acer palmatum extract; AA, ascorbic acid;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Table 1. Anti-bacterial effect of APE using the paper disc method from April to November

Sample Strains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Control 
(Methanol)

S. aureus ND ND ND ND ND ND ND ND

B. subtilis ND ND ND ND ND ND ND ND

P. aeruginosa ND ND ND ND ND ND ND ND

APE 
700 µg/mL

S. aureus 8 11 12 10 8 9 7 9

B. subtilis 8 7 8 8 8 8 7 7

P. aeruginosa ND ND ND ND ND ND ND ND

APE 
1000 µg/mL

S. aureus 8 13 13 12 9 9 8 10

B. subtilis 8 7 8 9 9 8 8 8

P. aeruginosa ND ND 8 8 8 ND ND 8

APE, Acer palmatum extract; S. aureus,Staphylococcus aureus; B. subtilis, Bacillus subtilis; P. aeruginosa, Pseudomonas aeruginosa;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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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량이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으로 추정된다(Choi et al., 

2009b). 따라서 단풍나무 추출물의 항균성은 다양한 물질에 의

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되며, 항균 활성을 가진 성분이 시기별로 

다르게 발현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그람 음성균보다 그람 양

성균에서 항균 활성이 높게 나타난 것은 그람 양성균의 세포벽은 

peptidoglycan이 표면에 노출되어 항균 활성 물질의 공격을 받기 

쉽지만, 그람 음성균은 lipopolysaccharide를 주성분으로 하는 외

막이 peptidoglycan을 보호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Nakamura et al., 1991). 

Conclusion

수확시기별 APE의 항산화 효과와 항균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PE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결과, 7

월과 11월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173.32±5.67, 191.86±

5.32 µg/mg으로 나타났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7월과 11

월에 각각 51.71±2.10, 44.15±1.65 µg/mg으로 나타나 수확

시기별로 함량이 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 2).

둘째, APE의 항산화 활성 측정결과 125 µg/mL 농도에서 7

월과 11월에 각각 79.81%, 81.46%의 항산화능을 나타내었고, 

APE에 대한 DPPH radical 소거능은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Figure 3, 4). 

셋째, APE의 RAW 264.7 세포에 대한 독성은 대조군에 비하여 

100 µg/mL에서 9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어 안전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Figure 5).

넷째, APE의 항균 활성을 측정결과, S. aureus와 B. subtilis

는 700, 1000 µg/mL 농도에서 수확시기별로 모두 항균 활성을 

나타냈으며, P. aeruginosa는 700 µg/mL에서는 항균 활성이 나

타나지 않았다. APE의 1000 µg/mL 농도에서 S. aureus는 5, 6

월에 최대 13 mm, B. subtilis는 7, 8월에 최대 9 mm의 clear 

zone을 형성하였으며, P. aeruginosa는 6-8월과 11월에만 8 

mm의 clear zone을 나타내어 다른 균주에 비해 낮은 항균 활성

을 나타내었다(Table 1).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단풍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항

균 활성이 일정한 농도로 존재하지 않고 수확시기에 따라 함량이 

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단풍나무 추출물은 여름철에 활

발한 광합성의 대사과정에서 ascorbic acid 농도와 superoxide 

dismutase 활성이 증가하여 항산화능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

며(Lepeduš et al., 2011), 11월에는 단풍나무의 잎에 축적된 당

이 안토시아닌의 원료가 되어 항산화능이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

다(Lee & Moon, 2005). 이에 단풍나무 추출물을 천연 항산화제

로 활용할 경우 수확시기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을 확인하

였고, 향후 수확시기별 이화학적 특성 및 생리활성 성분의 변화에 

대한 메커니즘 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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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수확시기별 단풍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항균 활성

성영환1, 장민주1, 최용근1, 송학진1, 심석영1, 윤재윤1, 김광진2, 김형주1* 
1건국대학교 생물공학과, 서울, 한국 
2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도시농업과, 전라북도 완주군, 한국

목적: 본 연구는 수확시기별 단풍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항균 활성을 비교하여, 생리활성이 높은 적정 수확시기 및 이용시기

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방법: 단풍나무 잎을 수확 시기별로 추출한 후,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radical 소거

활성, 세포독성, 그리고 Staphylococcus aureus, Bacillus subtilis 그리고 Pseudomonas aeruginosa에 대해 항균 활성을 측정하였다. 

결과: 단풍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함량과 항산화 활성은 7월과 11월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 RAW 264.7 세포에 대해서 7월과 11월

의 시료 5-100 µg/mL 농도에서 높은 세포생존율을 나타냈다. 3종의 균주에 대한 항균 실험 결과, 시기별로 항균 활성에 차이를 나

타냈다. 결론: 단풍나무 추출물은 항산화 함량, 항산화 활성 및 항균 활성에서 시기별 차이를 보였으며, 항산화능이 높은 7월과 11

월의 100 µg/mL 농도에서 높은 세포생존율을 보였다. 따라서 단풍나무 추출물을 천연 항산화제로서 활용할 경우 수확시기는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7월과 11월이 최적의 수확 시기임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단풍나무, 항산화 활성, 항균 활성, 세포독성, 시기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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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鸡爪槭提取物的抗氧化和抗菌活性具有季节性变化 
 
成怜煥1，張敏珠1，崔龍根1，宋學進1，沈錫英1，尹載鈗1，金光珍2，金亨周1* 
1建国大学生物工程科，首尔，韩国 
2农村振兴厅国立园艺特作科学院，全罗北道，完州郡，韩国

目的: 本研究旨在通过抗氧化和抗菌作用来研究 鸡爪槭提取物（Acer palmatum extract, APE）的最佳收集时
间。方法: 我们通过估计总多酚含量，总黄酮含量，2,2-diphenyl-1-picrylhydrazyl（DPPH）自由基清除作用
和细胞存活力来确认APE的抗氧化活性。此外，我们确定了生长期间对金黄色葡萄球菌，枯草芽孢杆菌和铜绿
假单胞菌的抗菌活性。结果: APE的抗氧化活性在7月和11月达到峰值。RAW 264.7在7月和11月的APE浓度为
5-100 µg/mL时，显示出高细胞活力。抗菌活性的测定结果，显示了针对三种细菌的APE的季节性变化。结论: 
7月和11月，APE的抗氧化和抗菌活性呈季节变化，细胞活力较高。因此，考虑到枫叶槭的最佳季节性采收时间
可能是其天然抗氧化剂特性的重要因素，并且确定了最佳采摘时间，尤其是在7月和11月。

关键词: 鸡爪槭，抗氧化活性，抗菌活性，细胞毒性，季节性变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