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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natural antioxidant is extracted from plants, it is necessary that the research
should be done to study the methods for producing more factors and extracting
easily by the tissue culture and gene manipulation. General plants have a long
growth period and they are seasonal. So,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y, it is
demanded to try different ways such as raising plants indoors, producing some
special substance by gene manipulation and separating the objective substance by
tissue culture. The reason why the natural substance is getting so popular is that we
can get a lot of various substances and new compounds which have new functions.
Natural antioxidant should be studied more based upon the researches which are
done and the search for new plants.
In order to discover the first natural antioxidant from unexplored plants, studies on
searching the simple methods, separating substance and refining system have to be
done. Since antioxidizing vitamins from natural antioxidant are effective on anti-cancer
and anti-tumor, and are relevant with suppression of other disease through free
radical action, the research about physiological period should be conducted more. In
the case of other natural antioxidant except antioxidizing vitamins, it should be
studied concretely and systematically whether it has physiological action or not, and
examined closely about the functions. When the functions are examined, natural
antioxidant will be more welcome not simply as prevention from food deterioration
but as physiological acting substance, and then this will be the good way to solve
the financial problem for commercializing natural antioxidant.
Key words: Natural antioxidant, antioxidants, superoxide dismutase(SOD), oxygen
free radical, free radical, preventive antioxi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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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는 1969년 McCord와 Fridovich가 superoxide radical을 소거하는 효
소인 superoxide dismutase(SOD)를 발견한 것을 계기로 생체내의 활성산소의 발생, 생물독성
및 방어․소거기구 등에 관하여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되었다.1) 주로 식품 첨가
물로서의 항산화제 개발을 위한 연구에서 최근 각종 질병 및 노화 등에 활성산소 및 과산화물
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항산화제 연구는 노화억제 및 질병치료
제로서의 항산화제를 찾는 연구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항산화제로는 tert-butyl hydroxy toluene (BHT), tert-butyl hydroxy anisol (BHA) 등과 같은
합성 항산화제, α-tocopherol, vitamin C, carotenoids, flavonoids, tannin등과 같은 일부 천연
항산화제 및 SOD와 같은 항산화 효소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들 항산화제는
독성, 저활성 및 용도의 한계성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
서, 안전하면서도 강한 항산화제를 천연물 또는 미생물 대사산물로부터 탐색하는 연구가 현재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2)
본 논문에서는 천연 항산화제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과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활성산소
산소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원소 53.8%로서 건조 대기중의 21%를 차지하고 있으며, 호기
성 생물은 이렇게 풍부한 산소를 전자수용체로 하는 호흡을 통해 에너지를 획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명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소이지만 안정한 분자상태인 산소가 체내 효소계,
환원대사, 화학약품, 공해물질, 광화학반응 등의 각종 물리적, 화학적, 환경적 요인 등에 의하
여 슈퍼옥사이드 라디칼(superoxide radical, O2-) 하이드록실 라디칼 (hydroxyl radical,․OH),
과산화수소 (hydrogen peroxide, H2O2), 일중항산소 (singlet oxygen, 1O2)와 같은 반응성이
매우 큰 활성산소 (active oxygen)로 전환되면 생체에 치명적인 산소독성을 일으키는 양면성
을 지니고 있다. 즉, 이들 활성산소는 세포구성 성분들인 지질, 단백질, 당, DNA 등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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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택적, 비가역적인 파괴 작용을 함으로써 노화는 물론 암을 비롯하여 뇌졸중, 파킨슨병 등
의 뇌질환과 심장질환, 허혈, 동맥경화, 피부질환, 소화기질환, 염증, 류마티스, 자기면역질환
등의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그림 1) 또한, 이들 활성산소에 의한 지질과
산화의 결과로 생성되는 지질과산화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체내 과산화물도 세포에 대한
산화적 파괴로 인한 각종 기능장애를 야기함으로써 노화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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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활성 산소를 만드는 환경인자

1) 활성산소의 정의
활성산소란 산소 라디칼(oxygen free radical) 및 이것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산소 화합
물들을 통칭하는 것으로, 이들은 모두 반응성이 높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쌍을 이루고
있지 않는 전자를 잃거나 주위로부터 전자 한 개를 더 얻어서, 보다 안정된 상태로 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정하므로 주위의 화합물과 쉽게 반응하여 전자를 잃거
나 얻으려 하기 때문에 높은 반응성을 갖는다. 산소가 전자 한 개를 받게 되면 O2-이 되며,
이를 superoxide radical(또는 superoxide anion)이라고 하며, 이것은 다른 전자 한 개와 2개
의 H+과 결합하여 H2O2인 과산화수소가 된다. H2O2에 한 개의 전자가 들어가면 산소-산소
결합이 끊어지며 수산이온(HO-)과․OH이 생성되는데 후자를 hydroxyl radical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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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활성산소의 종류
-

(1) 슈퍼옥사이드 이온(O2 )
슈퍼옥사이드 이온은 다른 물질의 연속적인 활성산소 발생을 돕는 작용이 강하기 때문에
활성산소의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활성산소 중 가장 강력한 산화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다
른 활성산소 발생원의 원인을 제공한다. 우리들이 호흡하는 공기의 산소 중 약 2%가 슈퍼 옥
사이드 활성산소로 변한다.
(2) 과산화 수소(H2O2)
과산화 수소는 양호실에서 소독제로 사용하는 옥시플로 잘 알려져 있으며, 상처 난 자리의
살균 소독작용을 한다. Superoxide anion을 중심으로 발생한 과산화수소가 금속이온과 반응
하면 hydroxyl radical이라고 하는 활성산소가 발생하며, 과산화수소를 방치해 두면 아주 강한
파괴력을 가진 활성산소인 hydroxyl radical이나 singlet oxygen로 변신할 가능성이 있다.
(3) 외겹항 산소
외겹항 산소라는 것은 자외선등 빛의 자극에 의해 발생하며, 햇빛에 의한 검게 탄 피부의
원인이며, 활성산소에 의한 장해(障害)현상이다. 통상적으로 산화현상은 천천히 소요되지만,
활성산소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정상세포의 세포막에 상처를 입히거나 변질시켜 유전자를 손
상시킨다.

2. 활성산소의 유해성
생성된 활성산소는 언급한 바와 같이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의 어떤 물질들과도 쉽게
반응한다. 따라서, 주된 생체 구성성분인 지질 단백질 핵산들에 쉽게 활성산소들이 작용하며,
이들의 산화적 손상에 관하여 많이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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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질의 산화
지질의 산화는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으로서 오랫동안 잘 알려져 있으며, 지방 썩는 냄새가
나는 것이 지질의 과산화 반응에 의한 것이다. 지질의 hydroperoxyl radical은 이웃한 불포화
지질의 이중 결합쇄로 부터 수소원자를 하나 빼앗아 hydroperoxide와 alkyl radical로 되며
alkyl radical은 산소와 결합하면 새로이 hydroperoxyl radical로 되고 이는 연쇄적인 산화반응
을 일으킬 수 있다. 이때 불포화된 알데히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만들어지고 이들
은 활성을 가지며 돌연변이원으로 작용하거나 효소들의 활성을 억제할 수 있고 단백질이나
핵산과 작용하여 cross-link를 이루기도 한다. 더욱이 지질과산화에 의하여 세포막의 유동성이
감소되고, 막단백질의 손상이 초래되기도 한다.

2) 핵산의 파괴
핵산이 산화적 손상을 받으면 8-OH-dG를 비롯한 여러 가지 DNA adduct들이 생성되고
DNA의 strand break를 일으키거나 protein 등의 다른 분자들과 cross link가 일어난다. 이러한
반응들은 유전자 돌연변이나 전자 전달과정에 영향을 미쳐 정상적인 유전자 발현에 변화를
초래한다.

3) 단백질의 변성
단백질이 산화적 손상을 받게 되면 단백질 분자내의 sulfhydryl group의 산화 또는 disulfide
의 환원, 아미노산 잔기의 산화적 변형, aldehyde와의 반응, 단백질간의 cross-link 그리고,
peptide 손상 등이 일어난다. 활성부위에 철과 같은 금속을 함유한 효소들은 O2-에 의하여 쉽
게 손상된다. 또한 각 단백질들은 산화적 손상에 대한 민감도에 차이가 있는데 이는 노화현상
중 하나인 항산성을 잃어버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구성 성분의 손상은 금속이온이나 높은 산소분압에 의하
여 증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Fe2+와 Cu2+와 같은 금속이온들은 Fenton 반응 등을 촉매하여
많은 활성산소가 생성될 수 있다. 또한 사람은 노화될수록 체내 철분 함량이 증가되는데 이는
나이가 많을수록 산화적 손상을 받을 위험도가 증가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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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활성산소 방어기구
호기성 생물에는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적 손상을 방어하는 기구로서 radical 생성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항산화제(preventive antioxidant)와 이미 생성된 radical을 빠르게 소거하는
연쇄 절단형 항산화제 (chain-breaking antioxidant)가 있다. 전자에는 SOD, catalase,
peroxidase 등의 효소류와 xanthine oxidase 저해제, 금속 chelator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항
산화제라 함은 지질의 과산화를 방지하는 작용을 가진 저분자 화합물이라고 좁은 의미로 쓰이
는 경우가 많으며, 연쇄 절단형 항산화제를 일컫는다. 항산화제의 기능을 논하는 데 있어서
수용성인가 지용성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용성 항산화제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vitamin
C와 요산등이 있는데, 이것들은 수용성계에서 생성된 radical을 포착하여 소거한다. 한편, 지
용성 항산화제에는 vitamin E를 비롯하여 ubiquinone (CoQ10), carotenoid 등이 알려져 있는
데, 이들은 지질막내에서 지질 peroxy radical을 소거함으로써 radical chain reaction을 정지시
키는 작용을 나타낸다. 생체내의 in vivo system에서는 양자가 상승적(相昇的)인 작용을 통해
radical 공격에 대처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4. 항산화제
‘항산화제(Antioxidants)’라는 용어는 복잡하게 들리나 실제로는 이해하기 쉽다. ‘항(anti)’
은 대항하다를 의미하며, ‘산화제(oxidant)’는 다른 물질로부터 전자를 가져오는 반응성 물질,
즉, 유해산소를 나타내며, 산화를 억제하는 물질이다. 따라서, 항산화제는 산화에 의해서 일어
나는 식품의 냄새나 풍미의 변화, 유지의 산패, 그리고 식품의 변색을 방지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화합물을 총칭하며 인공합성품을 비롯하여 동식물체 내에도 이런 기능을
갖는 물질이 많이 알려지고 있다.1) 화학 합성 항산화제는 butylated hydroxy anisole(BHA),
butylated hydroxy toluene(BHT), 그리고, tertiary butyl hydri quinone(TBHQ) 등이 알려져
있으나, 최근 장기간의 식품과학 분야에서 항산화제라면 유지의 산화 억제 혹은 지연이라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산화 억제 혹은 지연기능의 생체내에서도 발현될
수 있음이 알려지면서 여러 가지 생리적 장애를 억제하는데 관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몇 가지 항산화제는 영양학적 측면과 함께 건강증진이란 개념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특히 천연 항산화들이 이들 범주에 들고 있다.
생체 내에서는 에너지 공급을 위하여 끊임없이 산화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 중 상당량의
free radical이 생성되면서 생체내 제거 기작에 의하여 대부분 소멸되나 생성과 소멸의 균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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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질 때 생체내에서는 각종 질환이 나타난다. 즉, 류마티스성 관절염, 세균성 혹은 바이러스
성 감염, 심장병, 파킨스씨병, 알츠하이머병, 암, 그리고, 다른 질병도 유발되며, 이들 질병의
발생을 항산화성 비타민이 감소시킨다.
따라서, 항산화제는 이제 식품의 유지 산패 억제나 품질 변화의 억제 차원을 넘어 인체 내
생리적 활성에서 영향을 고려하는 측면까지 포함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항
산화성 비타민과 함께 천연 항산화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항산화제는 산화를 일으
키는 유해산소를 중화함으로써 손상시키는 산화에 대항하고, 과잉의 유해산소 공격에 대항하
는 필수적 방어인자이다. 신체 내에는 다음과 같이 세 그룹의 항산화제가 존재한다. 각각의
항산화 시스템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으로 협조하여 유해산소가 제
거될 때까지 작용한다.3)

1) 1차 항산화제
1차 항산화제는 새로운 활성산소가 체내에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들은
활성산소가 반응할 기회를 갖기 전에 활성산소가 적게 유해한 분자로 존재하도록 전환시키거
나 다른 분자들로부터 활성산소가 형성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이러한 기능을 달성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SOD(SuperOxide Dismutase) : O2를 H2O2로 전환시킨다.
② GPx(Glutathione Peroxidase) : H2O2와 lipid peroxide들이 활성산소를 형성하기 전에
해가 없는 분자들로 전환시킨다.
③ Metal binding proteins (ferritin, caeruloplasmin etc) : OH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데 필요
한 Fe2+의 유용성을 제한한다.
④ Selenium : 열 개의 필수 미량원소중 하나이며, GPx와 phospholipid glutathione
peroxidase의 중요 성분이며, 세포 내외의 해로운 과산화수소 분자를 중화시킨다. 또한, 이것
은 강력한 항산화제로써 Vitamine E와 협력하여 작용하며, 인체의 탄력성을 유지시켜 주며,
근육의 정력을 유지하는데 긴요한 역할을 한다.(조직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방지하기 때문). 그러나, 과량 섭취시 중독증상으로 머리카락, 손톱, 발톱이 빠진다.
⑤ GR(Glutathione Reductase) : 이것은 간질환이나 악성질환을 감지하는데 사용하며,
riboflavin의 상태를 평가하거나 유전적으로 확실한 결핍상태를 감지하는 데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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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항산화제
2차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포집하여 연쇄반응을 방지한다. 이들의 역할을 예를 들면 다음
과 같다.
① Vitamin E(α-tocopherol)
중요 지용성의 항산화 영양소이며, 세포막 같은 지방이 있는 곳에서 작용하며, 이 물질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분자에 끼어 있어서 보호막 역할을 하며, Vitamin C, β-carotene등과
협동하여 활성산소를 제거하기도 한다. 이 물질은 담배연기나 오존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
성산소가 폐와 혈구에 영향을 미치는 작용을 방어하는 역할을 감당한다. 한편, 포화 지방산이
인체에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므로 불포화 지방산의 섭취가 권장되나 이러한 물질의 섭취
량에 비례하여 Vitamin E의 소모가 크기 때문에 섭취를 늘려야만 한다. 천연의 Vitamin E
가 합성 Vitamin E보다 더 활성이 있고, 쓸모가 있는 것은 천연물질이 합성물질보다 약 36%
나 활성이 더 높고 체내에 더 오래 머물면서 활성을 나타낸다. 이 물질은 또한 Vitamin A가
인체에서 파괴되는 것을 막고 셀레늄과 협동하여 작용한다.
② Vitamin C(ascorbic acid)
이 물질은 활성산소를 불활성화 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혈액, 폐액, 안액, 세포간질액
등 인체의 물이 많은 곳에서 작용하는데, Vitamin E를 재활성화 시킨다(Vitamin E는 활성산소
를 중화시킨 후에 불활성화 되어 항산화 기능이 없어진다). 또한, 이 물질은 면역기능을 중화
시켜, 백혈구의 활성을 2～3배 증가시키기도 하므로 면역 글로블린의 생산에 필수적인 물질이
다. 또한 일부 Virus와 세균을 직접적으로 파괴시키기도 한다.
③ β-carotene(Provitamin A)
이 물질은 활성산소의 형성을 막을 수도 있고,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불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이것은 singlet oxygen이 고활성 상태로 여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안정된
분자에 이동시킬 때 활성산소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β-carotene 자체의 구조적인 특성에 의해
흡수할 수 있으므로, 무력화시키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중화시킬 수도 있는데, 그 기전은 확실
히 규명되지 않았다. 또한, 눈에서는 β-carotene이 선글라스로 작용하는데, 눈에 고농도로 존
재하여 생성된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백내장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특히 폐암과 같은 암
의 위험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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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Uric acid, bilirubin, albumin
활성산소 생성에 필요한 물질의 유용성을 제한하여 활성산소의 생성을 차단한다.

3) 3차 항산화제
3차 항산화제는 활성산소에 의해 손상된 생물분자를 복구한다. 예로서 나타내면, DNA
repair enzyme과 methionine superoxide reductase가 포함된다.
신체내 항산화제 시스템은 항산화제 섭취 부족, 질병, 신장투석, 비경구적 영양섭취에 의존
하는 경우에 손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산화제를 보충함으로써 유해산소에 의한 질병 발생
을 예방할 수 있다. 항산화제 보충요법에는 대부분 항산화제 영양소를 이용한다. 효소와는 달
리, 항산화 영양소는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나 과일, 야채, 모든 곡류, 땅콩 및 씨앗 등과 같
은 식품에서 풍부하게 공급된다. 그러나, 효율적인 항산화제 보충요법을 위해서는 이러한 항
산화 영양소를 직접 투여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단지 이 경우에는 과용량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10),11),12)

III. 조사연구

탁월한 항산화 효과와 경제성 때문에 합성 항산화제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식품첨가물로
서의 안전성에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소비자의 거부감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근래에
는 인간이 안전하게 오랫동안 먹어 왔던 식물로부터 항산화 효과가 있는 물질을 분리하여 이
용하려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항산화 효과가 있는 물질은 동식물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100여 년 전부터 관련연구가
수행되었고, 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분야는 식물성물질들이다. 싱당한 고등식물의 효소들
과 2차 대사산물들은 free radical과 활성산소들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제거시켜서 산화에 의한
세포손상을 막는다는 것이 생체실험 결과 밝혀졌으며, 이들은 인공 합성 항산화제의 반응기작
과 비슷한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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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연물 중 항산화성 원인 물질

1) Ascorbic acid
천연채소 및 과실류 중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성분으로 Na, Ca의 염이나 ascorbyl palmitate
혹은 stearate 등이 있으며, 화학적으로 합성할 수도 있다. 뒤의 두 물질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다.
이성체인 erythorbic acid도 국가에 따라서는 허용되고 있다. Ascorbic acid는 산소제거제나
수소공여체로 작용하며, 페놀성 항산화제의 synergist로 작용한다.

2) Tocopherol
식품에서 항산화제의 작용보다는 비타민으로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구조에 따라 α, β,
γ 혹은 δ로 구분되며, 동물성 식품에는 오직 α-tocopherol이 존재하나 식물의 지방 획분에 각
종 tocopherol이 함유되어 있다. α-tocopherol의 항산화 기작은 수소공여체로 작용하여
tocopherylsemiquinone이 되고 이들이 다시 tocopherol 분자를 재생성하는 과정을 거친다.
Tocopherol은 구조에 따라 항산화 효과가 다르며, 식물성 기름과 동물성 기름에도 각기 다른
효과를 보인다. 한편 사용량이 많아지면 산화 촉진제로 작용하는 특징이 있다.

3) Carotenoids
일중항 산소(singlet oxygen)에 의한 산화의 억제에 우수한 효과가 있으며, 에너지를 일중항
산소로부터 β-carotenoid 같은 에너지 흡수제로 이동시켜서 삼중항 상태의 산소로 만들어 안
정화시킨다. Carotenoid의 복합이중결합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효과는 증가한다. Carotenoid는
일중항 산소의 제거제이기는 하지만 carotenoid 분자에 있는 복합전자의 산화 감수성 때문에
유지산화물에 의한 분해가 예상되나 소량이 존재하는 경우 일중항 산소 제거로 인하여 식품의
빠른 산화를 방지한다.

4) Flavonoid
식물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flavonoid는 flavonol과 flavone의 존재에 따라 몇가지로 분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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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lavonoid의 다른 분류에 속하는 것으로 과실, 꽃, 잎에 진한 색소로 존재하는
anthocyanin을 들 수 있다. Chalcone, aurone, flavonone, isoflavone, dihydrochalcone등은
자연에는 별로 없어 보통 minor flavonoid로 분리된다.
Flavonoid의 구조는 phenolic antioxidant와 매우 흡사한 화학구조를 가지고 있어 최초로
항산화 효과를 인정받았다. 처음 flavone 유도체 gossypetin과 quercetagetin의 항산화 효과가
확인 되었고, 그 이후 많은 관련 유사물질이 알려지게 되었다. Flavonoid는 산화촉진제로 알려
진 금속과 결합함으로써 금속킬레이트제로 작용하는가 하면, 수소공여체로 작용하여 항산화
효과를 낸다. 한편 quercetin 같은 경우 lipoxygenase의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산화을 억제하기
때문에 효소적 산패에도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2)

5) Maillard 반응 생성물
단백질과 탄수화물의 상호 반응에 의해서 생성된 maillard 반응 생성물은 항산화 효과가 있
음이 확인되었다.
이들 반응 생성물은 반응 초기에 항산화 효과가 더 있다는 결과와 반응지속시간에 따라 항
산화 효과가 상승한다는 결과가 있다. 일반적으로 반응하는 아미노산과 당 혹은 peptide와 당
의 종류에 따라 반응생성물이 다르며, 이들의 항산화 효과는 각기 다름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반응생성물에 의한 항산화 효과는 전자공여에 의해서 free radical chain
reaction을 종결시키는 작용으로 추정된다.

6) 아미노산, 펩티드, 단백질
콩, 효모, 나뭇잎, 어육, 기타 단백질 가수분해물 등은 상당한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이들
분해물은 인공합성 항산화제와도 상승 효과를 보였다. 아미노산의 경우도 종류에 따라 저농도
에서 효과가 좋았으며, 다른 항산화제와도 상승효과가 있었다.5)

7) 기타 천연 항산화제
향신료들에는 오래 전부터 상당한 항산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져 왔으며,
Rosemary 추출물은 현재 상업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Sage에는 항산화성 물질로 rosemary-9
ethylether가 있으며, rosemary에는 carnosol, rosemaryquinone 과 rosemarydiphenol 등이 알
려지고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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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겨의 색소는 anthocyanin으로 cyanidin 3-Ο-β-D-glucopyranoside peonidin 3-Ο-β
-D-glucopyranoside로 알려졌으며 이들이 BHA에 버금가는 항산화효과가 있고 독특한 향을
가진 방아에서도 항산화성 물질로 estragole이 확인되었다. 한약재에는 폭넓게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고, 소목에서는 기존 인공합성 항산화제보다 나은 활성을 보이고 있다.6)
이들 외에도 앞에서 거론한 식용 식물에서 항산화효과가 있는 물질들이 상당히 밝혀지고 있
으며 앞으로 연구수행에 따라 구조가 확인되는 항산화 물질은 그 수를 더해 갈 것으로 보인다.

2. 천연 항산화제의 연구 동향
최근 항산화제 연구는 식품공업, 발효공업 및 의약산업 분야, 농업 분야 등 다방면의 분야에
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 산업적 측면에서 매우 큰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지금까지 알려진 항산화제가 약한 활성, 독성 및 사용상의 한계로 인하여 의약 활성물질
로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천연으로부터 보다 안전하고
강한 활성을 지닌 신규 천연 항산화제의 개발이 요구된다.
항산화제 시장규모를 보면 식품분야에서만도 년간 10억불 이상의 세계시장을 확보하고 있
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천연 항산화제가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의 항산화제 개발 연구는 대
부분 식품소재를 재료로 하여 항산화활성의 유무 및 활성의 강도를 측정하고 식품의 보호제로
서의 항산화제의 이용에 국한되어 왔으며, 천연으로부터 항산화제를 탐색 개발하는 연구는
1992년 G7 생리활성 선도물질 탐색 연구가 시작되면서 생명공학연구소 등에서 미생물 대사산
물 등 다양한 천연자원으로부터 신규 항산화물질을 탐색하는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결과 지질과산화 억제활성, 뇌신경세포 보호활성을 갖는 다수의 신규 항산화제를 개발하는
등 상당한 연구기술과 결과를 축적하고 있다. 현재 항염증제, 뇌신경세포 보호제, 피부노화
방지제 및 식품첨가물의 개발을 목적으로 제약회사 등의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등에서 연구
를 수행 중이다.4)
천연항산화제 탐색을 위한 재료로는 미생물 대사산물을 비롯하여 버섯류, 조류 등의 해양생
물, 식물, 동물, 식품 가수분해산물 등 매우 다양하며, 발견되는 항산화물질의 종류 또한 대상
이 되는 천연물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conjugated double bond, phenol 구조,
-SH기를 갖는 화합물, alkaloids, 유기산 등은 항산화 활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8,)9)
고등식물에서 발견되는 천연 항산화물질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phenol성 화
합물이다. 독성이 강한 phenol분자의 환상에 치환기로서 수산기가 더해짐에 따라 일반적으로
독성이 저하고 항산화 활성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phenol화합물의 대표적인 것이 flavon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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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생명공학연구소에서는 방선균 대사산물로부터 thiazine계의 gerithiazine, benzamide계의
benzastatins A～G, phenazine 계의 phenazostatins A, B, 담자균류로부터 polyozellin,
agrocybenin, butulinans A, B, 식물로부터 gericudrinines A～E, davidianones A～F 등 다수
의 신규 항산화 활성 물질을 창출하였다. 이들 신규 항산화제는 1 (㎍/ml) 이하의 낮은 농도에
서도 강한 쥐간 microsome의 지질과산화 억제활성 및 free radical 소거활성과 뇌신경세포계
하이브리도마인 N18-RE-105 세포를 glutamate 독성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도 나타내는 등,
대표적인 항산화제인 vitamin E보다 강한 활성을 나타냄으로써 향후 이들의 응용성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일본 동경대학의 H. Seto 교수는 연구그룹에서 간 microsome의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을 갖는 free radical scavenger를 탐색하여 다수의 신규 화합물을 보고하였다.
이들 가운데 방선균의 균체에서 분리된 carbazole계 화합물인 carquinostatin A와 B는 쥐의
간 microsome의 지질과산화 억제활성 (IC50 0.17 μM)과 N 18-RE-105 세포를 glutamate 독성
으로부터 보호하는 작용을 나타내었으며, neocarazostatinB는 쥐의 뇌homogenate의 지질과산
화 억제활성(IC50 0.17 μM)을 보였다. Antiostatin류 화합물은 간 microsome의 지질과산화 억
제활성이 vitamin E에 비하여 약 50배나 강하다고 하였다. Benthocyanin류, benthophoenin,
phenazoviridin 등의 phenazine계 화합물도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을 나타내는 항산화제로서
미생물의 균체 또는 배양액으로부터 분리되었다. 한편, 최근 프랑스 보르도지방 남부에 생육
하고 있는 프랑스 적송의 수피에서 추출한 수용성 식물성분인 Pyconogenol은 vitamin E의 50
배, vitamin C의 20배 이상의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로서 식품첨가물, 화장품원
료 등의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세계 시장은 미국에서만도 건강식품 시장에서 수년간 3억불
의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에서도 판매를 시작했는데 음료와 화장품원료
로 kg당 40만엔을 호가하고 있는 등 커다란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펄프 제지 산업의 부산
물인 적송의 수피로부터 Pyconogenol이라는 항산화제를 개발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상품을 창
출하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천연 항산화제는 식물로부터 추출하고 있으므로 이들 식물의 조직배양, 유전자 조작을 통하
여 원인 물질의 생산량을 높이고, 추출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며, 보통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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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성장기간이 길고 계절성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물 내 생산 및 유전자 조작 기술
에 의한 특정 물질의 생산 촉진 혹은 세포 배양에 의한 목적 물질의 분리 등 다양한 시도가
요구되며, 천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식물로부터 다양한 물질과 폭넓은 기
능의 성질을 가진 새로운 화합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며, 항산화제의 경우도 기존의 연구가
이루어진 품목과 함께 새로운 식물에 대한 탐색 및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 미개척 식물을
대상으로 폭넓은 항산화 효과에 대한 세계 최초의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검색 방법의 개발 및 물질의 분리, 정제 체계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천연 항산화제의 항산화성 비타민류는 항암, 항종양 등에 효과가 있으며, free radical 작용
에 의한 질병 억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리적 기작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밝혀진 항산화성은 비타민류가 아닌 다른 항산화제들에 대해서도 생리적 활
성이 있는지의 여부가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작에 대해서도 확실
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들이 밝혀질 경우 천연 항산화제는 단순히 식품의 품질열
화방지 차원이 아닌 생리활성 물질로서 더 각광을 받을 것이며 천연 항산화제의 상업화에 가
장 큰 걸림돌의 하나인 경제성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1. 향후 연구방향

1) 상업적 차원의 연구수행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보면 인공합성 항산화제에 비하여 뒤떨어지지 않는 효과가 확인된 물
질이나 추출물도 상당히 많다. 이들을 대상으로 추출 수율을 높이거나 정제과정을 단순화시키
는 연구가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즉, 항산화제의 가격 경쟁력을 갖도록 대량생산에 따른 문제
점 해결 및 원가 절감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생명공학 기법의 접목
대부분의 천연 항산화제는 식물로부터 추출하고 있으므로 이들 식물의 조직배양, 유전자
조작을 통하여 원인 물질의 생산량을 높이고, 추출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
다. 보통 식물은 성장기간이 길고 계절성이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물 내 생산 및 유전
자 조작 기술에 의한 특정 물질의 생산 촉진 혹은 세포 배양에 의한 목적 물질의 분리 등 다양

천연 항산화제의 동향과 방향에 관한 연구

147

한 시도가 요구된다.

3) 독성시험의 수행
우리가 오랫동안 먹어 왔던 천연물에서 얻었다 하더라도 순수 정제된 상태의 물질을 상당량
사용했을 때 안정성은 그 식물을 먹었을 때와는 다른 생리적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효과가 확인된 물질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천연물에
대한 신뢰를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천연물 검색의 계속
인공합성물에는 이제 한계가 왔으며, 양의학 분야에서도 천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는 식물로부터 실로 다양한 물질과 폭넓은 기능의 성질을 가진 새로운 화합물을 얻
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항산화제의 경우도 기존의 연구가 이루어진 품목과 함께 새로운 식물에
대한 탐색이 계속되어야 한다. 미개척된 식물을 대상으로 폭넓게 항산화 효과에 대한 검색이
이루어져서 세계 최초의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고 이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간단한 검색 방법의 개발 및 물질의 분리, 정제체계가 확실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천연 항산화제의 생리적 활성기능 연구
천연 항산화제 항산화성 비타민류는 항암, 항종양 등 효과가 알려져 있으며, 다른 free
radical 작용에 의한 질병 억제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리적 기작 연구는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밝혀진 항산화성은 비타민류가 아닌 다른 항산제들의 대해서도
생리적 활성이 있는지 여부가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며, 그 기작에 대해서
도 확실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기능들이 밝혀질 경우 천연 항산화제는 단순히 식품의
품질열화방지 차원이 아닌 생리활성 물질로서 더 각광을 받을 것이며 천연 항산화제의 상업화
에 가장 큰 걸림돌의 하나인 경제성 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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