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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쇠비름(Portulaca oleracea L.)은 과거 선조들의 민간요법에서 충독, 사독 등의 약재로 이

용되었으며, 아라비아 반도에서는 방부제, 항괴혈병 제제, 진경제, 이뇨제, 구충제, 피부진

정제로도 사용되었다. 그 외 근육이완 활성과 항암효과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최

근에는 각종 생약과 식용 식물 추출물 등에서 보다 안전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천연

항산화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자연산 쇠비름 추출물을 용매별 분획하여 각 분획물들의 항산화 물질 함

량 및 생리활성을 분석함으로써 기능적 측면에서 천연 항산화제 및 기능성, 화장품, 식품

소재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쇠비름 잎은 2011년 10월에 채취하여 잎을 50℃의 oven dry에서 건조시킨

후 분쇄기를 이용하여 분쇄하였다. 분말형태의 쇠비름 잎은 80%MeOH을 이용하여 추출

하였고, 이를 Hexane, Ethyl Acetate, Butanol, Water 순으로 분획을 실시하였다. 각 용

매별로 분획한 분획물들은 각각 감압 농축하여 동결건조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 실험방법

① DPPH free radical 억제 능력 측정

②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③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④ Metal chelation 능력 측정

실험결과 (Results)

자연산 쇠비름 추출물을 용매별 분획하여 각 분 획물들의 항산화 물질 함량 및 생리활성

을 분석하였다. 쇠비름 용매별 분획물들의 수율은 BuOH 분획물이 38%로 가장 높게 나

타났다.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은 BuOH 분획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가장 높은 활성이

나타났고, Metal chelation 활성은 80% MeOH 추출물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가장 높은 항

산화 능력을 나타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BuOH 분획물에서 가장 함량이 높게 나타났

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EtOAc 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식물 기원

의 시료에서 페놀화합물은 그 함량이 많을수록 항산화 활성이 상승되기에 본 실험 결과

쇠비름의 항산화 물질은 주로 BuOH 분획물과 EtOAc 분획물에 존재하는 항산화 활성

성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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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

Fig.1.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Portulaca oleracea L.

Fig.2. Metal chelation activities of Portulaca oleracea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