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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o assess the antioxidative activity of 12 medicinal plants on lipid peroxidation, twelves

traditional medicinal plants extracted with 95% methanol were investigated the antioxidative activity using
DPPH, thiocyanate acid method, and thiobarbituric acid (TBA) methods. Out of 12 medicinal plants extracted
with methanol, the extraction yields of Sedum kamtschaticum was the highest values (49.46%) among them
and Geranicum sibiricum, Saururus chinensis root (R), Agrimonia pilosa leaf (L), Agrimonia pilosa root
was the lowest value (9.97%).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the selected traditional medicinal plants extracted
from different extract solution were examined by 1, 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method.
Antioxidative activity of methanolic extracts was higher than those of ethanol and n-hexane extracts.
Scavenging effects in Sedum kamtaschaticum (R) determined by DPPH radical showed the highest among
the 12 plants. The antioxidative effects of the first four medicinal plants were similar to those of butylated
hydroxyanisole (BHA), and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but higher than that of tocopherol, which was
used as a handled control. Antioxidative effects of each indicated concentration of the methanolic extracts
on linoleic acid by thiocyanate method was the highest in Sedum kamtschaticum and followed by Geum
japonicum and Agrimonia pilosa and their antioxidative effect were similar to those of BHA, and BHT,
but higher than that of tocopherol. Antioxidative effects of the selected medicinal methanolic extract on
linoleic acid by thiocyanate acid method were examined for 15 days. Peroxidation of control and tocopherol
group occurred on days 5 and 9, respectively, but BHA, BHT, selected medicinal methanolic extract group
did not occur until on day 15. Antioxidative effects of the selected medicinal methanolic extract on linoleic
acid by TBA method were examined for 15 days. Antioxidative activity was similar to those obtained by
thiocyanate aci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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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을 비롯한 모든 호기성 세포는 산소를 이용하여
에너지 대사를 진행하며 생존하고 있다. 그러나, 생체가
이용한 산소중 1~3%는 생체내 정상적인 대사과정 즉
각종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유해
한 활성산소 종(reactive oxygen species : ROS)으로 변
하게 된다 [33]. 이렇게 생산된 ROS는 짝 지워지지 않
은 전자쌍을 채우기 위하여 끊임없이 연쇄적으로 주변
분자와 반응을 하게 되며 세포내 거대분자도 그 대상이
된다 [13, 23]. 이 ROS는 가장 안정한 형태의 산소인 삼
중항산소( O )가 산화, 환원과정에서 환원을 받아 생성
되는 일중항산소인 superoxide anion radical( O ), 과산
화 산소(hydrogen peroxide : H O ), hydroxyl free radical
(OH)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nitric oxide와 nitrogen
dioxide('NO ), hypochlorous acid(HOCl), hypobromous
acid(HOBr), peroxynitrite(ONOO ) 등이 있다. 이러한 유
해 활성산소 종을 free radical 이라하며, 세포는 이런 유
해한 활성산소 종에 노출되면 산화적 손상을 입게 된다
[14, 36, 37]. free radical은 대식세포의 살균작용, 정보전
달 및 오래된 단백질 제거 등에 이용되는 불가결한 물
질이므로 적정량이 생성되어야 하나 생체내의 생성량이
그 방어기전을 벗어나 많은 량이 생성되면 생체 세포막
구성성분인 다가 불포화지방산을 공격하여 과산화지질
이나 산화분해물이 생체내 축적되고 축적된 과산화지질
은 일시적 혹은 영구적으로 생체에 손상을 주어 단백질,
효소, DNA 손상을 일으켜 여러 가지 질환들 즉 동맥
경화증, 류마티스성 관절염, 염증 등 각종 성인병과 암
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노화의 원
인이 된다고 보고되어져 있다 [19, 23, 25, 38]. 이러한
비정상적인 변화에 대해 생체는 활성산소 종을 제거하
는 자기방어기구로서 superoxide dismutase(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같은 효소적 기전과 [12, 17, 22,]
α-tocopherol, β-carotene, ascorbic acid, urate, cystein,
ceruloplasmin, transferrin, albumin등의 비 효소적 기전이
[11, 20, 28, 31, 32, 34, 35,] 있어 생성된 free radical을
소거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노화와 성인병 질환의 원
인이 활성산소 종에 기인된 것이라는 학설이 인정됨에
따라 활성산소 종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진 항
산화제의 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천연물유래의
저분자 항산화 물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phenol 계 합성 항산화제인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butylated hydroxyanisole(BHA)가 개발되어 의약
품과 식품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으나 [18, 24] 이들도 50
mg/kg/day 이상을 사람이 섭취할 경우 생체효소 및 지
방의 변화로 암 등의 질병이 유발된다고 보고 되어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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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성 항산화제가 대량으로 투여된 동물실험에서 발
암성이 보고 되는 등 [10], 합성 항산화제의 사용이 여
러 가지로 점점 제한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천연 항산
화제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여러 물질들이 보고 되
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들 천연 항산화제는 효력, 경제
적인 측면에서 합성 항산화제인 BHT, BHA를 능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천연 항산화제인 토코페롤은 항
산화 효과가 낮고 이외에는 인체독성이나 양적, 경제적
이유로 실용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인체에 무해
하며, 기존에 연구 개발되어 있는 천연 항산화제보다 효
력이 탁월하고 보다 안전한 새로운 천연 항산화제 개발
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천연 항산화 물질이 식품 이외의 미생물 등에서 보고
되고 있으나 [30], 식물체 유래의 물질이 압도적이다. 식
물체는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생체내의 산소농도가 높
아 활성 산소 종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생명
체에 비해 나쁜 환경에서도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수 없
어 환경 적응성이 높다 [24]. 이와 같은 이유로 식물체
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생산하여 자신을 방어할 것으
로 추측되며, 특히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우리 천연
약용 식물을 중심으로 한 생약재료는 항산화활성이 뛰
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전통 천연약용 식물 중
항 산화력이 있다고 알려진 Agastache rugosa(배초향),
Houttuynia cordata(어성초 뿌리와 잎), Saururus chinensis
(삼백초 뿌리와 잎), Geranium sibiricum(이질풀), Agrimonia
pilosa(선학초 뿌리와 잎), Geum japonicum(뱀무), Sedum
kamtschaticum(기린초 뿌리와 잎), Perilla frutescens(소엽)
총 12종의 항산화 효과를 검증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새
로운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이용 가능성과 이를 기초로
하여 각종 성인병의 예방 및 치료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천연약재는 경남 약초 재배 시험장
에서 재배한 Agastache rugosa(배초향), Houttuynia
cordata(어성초 뿌리와 잎), Saururus chinensis(삼백초 뿌
리와 잎), Geranium sibiricum(이질풀), Agrimonia pilosa(
선학초 뿌리와 잎), Geum japonicum(뱀무), Sedum
kamtschaticum(기린초 뿌리와 잎), Perilla frutescens(소엽)
총 12종을 제공받아 음건하고 각 부위별로 분리한 후
세절하여 사용하였다.
기기 및 시약
항산화효력 측정용 시약인 DPPH(1, 1-dipheny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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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4.0×10 M DPPH용액 1 ml씩을 5초 동안 voltex
mixer로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16 nm
에서 증류수에 대한 흡광도를 측정하고 시료를 첨가하
지 않은 대조군에 대한 1/2 흡광도의 감소를 나타내는
검체의 농도(µg)로 표시하였다. 대조구는 시료대신 에탄
올 4 ml를 첨가하여 대조구에 대한 흡광도의 감소비율
로 나타내었으며, 3회 반복 실험하여 얻은 결과를 평균
한 값으로 나타내었다.
항산화 활성의 검정(Thiocyanate method)
Mitsuda [26]의 방법에 따라 200 µl의 chloroform에 추
출물중 생체중량 40 g에 상당하는 각각의 sample을 녹
이고 0.13 ml의 linoleic acid를 함유한 99% ethanol 10
ml를 가하며 여기에 0.2 M phosphate buffer 용액(0.2 M
Na HPO +KH PO , pH 7.0) 10ml를 넣고 증류수로 전체
량이 25 ml 되게 하였다. 이 시료액을 cap test tube에 넣
고 40 C에서 배양하면서 일정기간의 간격(2일)으로 측
정하였다. 측정방법은 시료액 20 ml에 75% ethanol 4.7
ml를 넣고 30% ammonium thiocyanate액 0.1 ml에 0.02
M ferrous chloride(염화 제1철)의 3.5% 염산용액 0.1 ml
를 가하여 정확히 3분 후에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여 과산화물량을 나타내었다.
TBA 측정
Kimie 등[21]의 방법에 따라 반응 시료액 2 ml에 25%
trichloroacetic acid 2 ml와 0.67% thiobarbituric acid 1 ml
를 넣은 후 95 C shaking water bath에서 1시간 동안 반
응시킨 다음 흐르는 물에 냉각한 후 n-butanol 5 ml를
가하여 격렬히 교반하였다. 1,500×g에서 10분간 원심분
리한 후 butanol층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TBA치를 구하였으며 항산화력의 활성은 Inhibition
Ratio(I. R)로 나타냈으며 이는 대조군(추출물 대신
phosphate buffer용액 사용군)을 기준으로 하여 얻은 TBA
값과 시료들이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억제하여 나타나
는 TBA값과의 차이를 대조군과 비교하여 present
inhibition ratio로 나타내었다. 이때 활성의 비교를 위
해 합성항산화제인 BHT 200 µg을 사용하여 BHT 첨
가구로 하였다.
통계분석
본 실험에서 얻은 측정치의 통계학적 분석은 통계처
리 computer program인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여 등분산 검정 후 one-way ANOVA에서 유의한
F값이 관찰되는 항목에 대하여 대조군과 각 처리군 사
이의 유의수준 p < 0.05로 Dunnett's t-test를 이용하여 실
시하였다.
−4

Fig. 1. Preparation of several subfraction from the methanol

extract of the 12 traditional meditional plants by solvent
partit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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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rylhydrazyl; Sigma, USA), ammonium thiocyanate
(Aldrich, Gerrnay), linoleic acid(Kanto, Japan)를 사용
하였고, Ferrous chloride와 Methanol(MeOH), Ethanol
(EtOH), n-hexane 등은 모두 특급시약을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표준품인 Tocopherol(Kanto, Japan), BHA와 BHT는
Fluka(Buchs, Swiss)사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기타 용매는 특급 시약을 사용하여 실험하였으며 흡광
도는, UV/Vis spectrophotometer(Lambda; USA)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의 추출
분쇄한 약초로부터 항산화성분의 추출은 Pratt와 Birac
[30]의 방법을 변형하여 행하였다. 즉, 분쇄한 약초 일정
량에 10배량의 methanol(ethanol, n-hexane)을 가하여
80 C에서 3시간 환류 냉각 추출하고, 3회 추출하여 얻
어진 메탄올용액을 농축하여 methanolic extracts를 얻고
이를 항산화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각 약용식물의 methanolic extracts, n-hexane과 MeOH
을 1 : 1로 분배하여 얻어지는 n-hexane 용액을 농축하
여 n-hexane extracts를 얻고, MeOH 용액을 다시 농축
한 후 여기에 물과 ethanol을 1 : 1로 분배하여 ethanol
용액을 농축하여 ethanol 농축액을 얻어 시험에 사용하
였다(Fig. 1).
DPPH radical 소거효과에 의한 항산화효과 검색
각 추출물의 free radicals 소거작용의 실험으로는 각
시료의 DPPH radical에 대한 소거 효과를 측정하였다.
MeOH에 녹인 각 농도별 시료 4 ml와 MeOH에 용해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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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traction yields of various traditional medicinal plants by 95% methanol

*

Pharmacopeia scientific name
Yield*
Plants part used†
a
Sedum kamtschaticum
49.46 ± 1.8
R
a
L
Geum japonicum
47.54 ± 1.6
L
Geranium sibiricum
41.45 ± 1.3b
b
R
Saururus chinensis
40.17 ± 1.1
L
Agrimonia pilosa
32.96 ± 1.5c
c
L
Houttuynia cordata
32.02 ± 1.6
L
Saururus chinensis
29.22 ± 1.4c
L
Sedum kamtschaticum
26.65 ± 1.3c
c
L
Perilla frutescens
23.47 ± 2.2
R
Houttuynia cordata
14.92 ± 2.4d
L
Agastache rugosaia
11.94 ± 2.3d
Agrimonia pilosa
9.97 ± 1.2d
R
: %, W/W, dry base. † : Plant parts used are indicated as follows ; L- leaf, R-root.
: means ± SD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 0.01).

abcd

결 과

각종 생약들의 추출 수율
95% methanol을 추출 용매로 사용하여 12가지 각종
생약들을 추출한 결과 Sedum kamtschaticum(기린초 뿌
리)가 49.46%(W/W, dry base)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Geum japonicum(뱀무) 47.54%, Geranium sibiricum(이질
풀) 41.45%, Saururus chinensis(삼백초 뿌리) 40.17%,
Agrimonia pilosa(선학초 뿌리) 32.96%, Houttuynia
cordata(어성초 잎) 32.02%, Saururus chinensis(삼백초
잎) 29.22%, Sedum kamtschaticum(기린초 잎) 26.65%,
Perilla frutescens(소엽) 23.47%, Houttuynia cordata(어성
초 뿌리) 14.92%, Agastache rugosa(배초향) 11.94% 순
으로 나타났으며 Agrimonia pilosa(선학초 잎)이 9.97%
로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Table 1).
추출 용매에 따른 항산화 효과 측정
약용 식물은 그 추출하는 용매에 따라서 약리학적
효과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몇 종류의 추출 용매에
따른 항산화 효과를 비교 조사한 바 기린초 뿌리, 이
질풀, 뱀무, 선학초 잎 모두다 MeOH 추출액에서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고, ethanol 추출물은 기존의 합성
항산화제보다는 항산화력이 떨어지나 천연 항산화제와
는 거의 같은 수준의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
나 n-hexane 추출물들의 항산화 효과는 낮게 나타났다
(Table 2).

Table 2.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the selected medicinal
plants extracts from different solution on DPPH
radical method
Extract
50% reduction
Sample
solution
(µg)*
Butylated hydroxyanisole
0.224 ± 0.04a
Butylated hydroxytoluene
0.265 ± 0.06a
Tocopherol
0.388 ± 0.02a
MeOH
0.189 ± 0.03a
Sedum kamtschaticum root n-Hexane 1.034 ± 0.04b
EtOH
0.394 ± 0.08a
MeOH
0.208 ± 0.06a
Geranium sibiricum
n-Hexane
0.982±0.07b
EtOH
0.498 ± 0.04a
MeOH
0.231 ± 0.06a
Agrimonia pilosa leaf
n-Hexane 1.245 ± 0.03b
EtOH
0.321 ± 0.08a
MeOH
0.212 ± 0.04a
Geum japonicum
n-Hexane 1.136 ± 0.06b
EtOH
0.423 ± 0.05a
: Amount required for 50% reduction of DPPH(4×10− ml,
0.16 µg) solution.
ab : means ± SD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 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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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ioxidative activity by different concentrations of the methanolic extracts on linoleic acid
Concentration(µg/ml)
Sample

50
100
300
600
Butylated hydroxyanisole
0.0323† ± 0.07a 0.0132 ± 0.05a 0.0431 ± 0.05a 0.0100 ± 0.03a
Butylated hydroxytoluene
0.0182 ± 0.06a 0.0113 ± 0.07a 0.0021 ± 0.03a 0.0012 ± 0.05a
Tocopherol
0.5684 ± 0.08b 0.9797 ± 0.08b 0.6298 ± 0.04b 0.498 ± 0.07b
*
Agastache rugosa (L)
1.3582 ± 0.05c 1.4582 ± 0.06c 0.3571 ± 0.05b 0.2894 ± 0.08b
Houttuynia cordata (L)
0.6167 ± 0.07b 0.5350 ± 0.06b 0.1766 ± 0.06b 0.0699 ± 0.04a
Houttuynia cordata (R)
0.8493 ± 0.04b 0.7843 ± 0.07b 0.7675 ± 0.08b 0.4344 ± 0.05b
Saururus chinensis (L)
1.5642 ± 0.06c 0.5135 ± 0.05b 0.2654 ± 0.06b 0.2012 ± 0.06b
Saururus chinensis (R)
0.5099 ± 0.07b 0.4944 ± 0.04b 0.0684 ± 0.04a 0.0461 ± 0.02a
Geranium sibiricum (L)
0.9771 ± 0.05c 0.5107 ± 0.03b 0.0261 ± 0.08a 0.0215 ± 0.07a
Agrimonia pilosa (L)
0.0713 ± 0.06a 0.2024 ± 0.09b 0.0683 ± 0.09a 0.0144 ± 0.04a
Agrimonia pilosa (R)
0.6150 ± 0.06b 0.5970 ± 0.07b 0.3806 ± 0.05b 0.2075 ± 0.09b
Geum japonicum (L)
0.2318 ± 0.04b 0.1854 ± 0.05b 0.0512 ± 0.04a 0.0371 ± 0.06a
Sedum kamtschaticum (L)
0.7481 ± 0.09b 0.5071 ± 0.03b 0.1447 ± 0.06b 0.3786 ± 0.05b
Sedum kamtschaticum (R)
0.0680 ± 0.04a 0.2806 ± 0.06b 0.0282 ± 0.08a 0.0328 ± 0.06a
Perilla frutescens (L)
1.3542 ± 0.06c 1.4872 ± 0.02c 0.2351 ± 0.07b 0.0356 ± 0.04a
* : leaf, R : root(p < 0.01), † : Antioxidative observation absorption at 500 nm4.
: Means ± SD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1,200
0.0325 ± 0.08a
0.0032 ± 0.03a
1.5935 ± 0.06c
0.3872 ± 0.05b
0.0585 ± 0.04a
0.1772 ± 0.07b
0.1578 ± 0.09b
0.2213 ± 0.05b
0.0564 ± 0.02a
0.0351 ± 0.04a
0.0959 ± 0.03a
0.0680 ± 0.07a
0.1541 ± 0.09b
0.0370 ± 0.06a
0.0258 ± 0.05a

abc

각종 생약 추출물들의 농도별 항산화 효과
항산화 측정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질(linoleic acid)
에 대한 각종 생약들의 농도별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
과 추출 수율이 가장 높았던 기린초 뿌리와 뱀무, 선학
초 뿌리의 항산화 효과가 다른 약초에 비해서 뛰어났다.
이들의 항산화 효과는 합성 항산화제인 BHA, BHT와
비슷한 효과를 보였지만 천연항산화제인 tocopherol 보
다는 항산화 효과가 뛰어났다. 이들의 항산화 효과는 대
체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효과도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으나 선학초 뿌리의 경우 1,200 µg/ml에서 항
산화 효과가 높았으나 대체로 600 µg/ml의 농도에서 항
산화 효과가 가장 뛰어 났다. 그외 모든 약초들도 항산
화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배초향, 삼백초 잎, 소엽은 저
농도에서는 다소 항산화 효과가 떨어졌으나 농도가 증
가 할수록 항산화 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Table 3).

DPPH radical 소거효과에 의한 항산화 효과 검색
전자공여 작용은 활성 래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기
질(substance)의 지방질 산화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서 활성 래디칼에 의
한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각
종 약용식물 추출 성분을 대상으로 하여 DPPH free
radical 소거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을 조사한 결과 기린

Table 4. Scavenging effect of methanolic extracts from
various medicinal plants on DPPH radical
Sample
Part of use 50% reduction(µg)*
Butylated hydroxyanisole
0.224 ± 0.02a
Butylated hydroxytoluene
0.265 ± 0.03a
Tocopherol
0.388 ± 0.03a
Agastache rugosa
Leaf
0.713 ± 0.04b
Houttuynia cordata
Leaf
0.434 ± 0.05a
Houttuynia cordata
Root
2.099 ± 0.06c
Saururus chinensis
Leaf
0.281 ± 0.07a
Saururus chinensis
Root
2.319 ± 0.05c
Geranium sibiricum
Leaf
0.194 ± 0.06a
Agrimonia pilosa
Leaf
0.228 ± 0.03a
Agrimonia pilosa
Root
0.200 ± 0.04a
Geum japonicum
Leaf
0.202 ± 0.05a
Sedum kamtschaticum
Leaf
0.205 ± 0.02a
Sedum kamtschaticum
Root
0.176 ± 0.03a
Perilla frutescens
Leaf
0.837 ± 0.05b
: Amount required for 50% reduction of DPPH(4θ410− ml,
0.16 µg) solution.
: means ± SD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 0.01).
*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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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뿌리가 0.176 µg/ml로서 항산화활성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이질풀, 선학초 뿌리, 뱀무, 기린
초 잎, 선학초 잎, 삼백초 잎, 어성초 잎, 배초향, 소엽,
어성초 뿌리, 삼백초 뿌리 순서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

린초 뿌리, 이질풀, 선학초 뿌리, 뱀무, 기린초 잎, 선학
초 잎은 합성 항산화제인 BHA나 BHT와 동등한 항산
화 효과가 있었고, 천연항산화제인 tocopherol보다는 항
산화 효과가 뛰어 났다(Table 4).

Table 5. Antioxidative effect of various medicinal plants extracted with methnol on linoleic acid by thiocyanate method
at 37oC

Sample(µg/ml)
Control
BHA†(1,200)
BHT‡(1,200)
TCP§(1,200)
*

Agrimonia pilosa

Antioxidative activity by different incubation period(days)
1
3
5
7
9
11
13
a
a
a
a
0 0.03± 0.02 1.15± 0.02 1.18± 0.03 2.11± 0.02 2.14± 0.02 2.16± 0.02a
0 0.01± 0.02 0.04± 0.03b 0.07± 0.02b 0.14± 0.03b 0.28± 0.03b 0.63± 0.03b
0
0
0.01± 0.02b 0.04± 0.03b 0.07± 0.04c 0.15± 0.04b 0.35± 0.02b
0 0.06± 0.01 0.08± 0.01b 0.25± 0.05c 0.81± 0.03d 1.08± 0.02a 1.16± 0.03a

15
2.48± 0.03a
0.97± 0.03b
0.71± 0.04b
1.24± 0.02a

(L)||(600)

0 0.03± 0.03 0.09± 0.04b 0.08± 0.04b 0.04± 0.02c 0.08± 0.03c 0.11± 0.04c 0.15± 0.04c

Sedum kamtschaticum

(R)(600)

0 0.06v0.02 0.08± 0.03b 0.37± 0.03c 0.07± 0.03c 0.09± 0.04c 0.12± 0.02c 0.15± 0.02c

Geranium sibiricum

(600)

0 0.06± 0.01 0.15± 0.02c 0.34± 0.02c 0.07± 0.04c 0.08± 0.03c 0.14± 0.03c 0.19± 0.03c

Geum japonicum

0 0.09± 0.03 0.18± 0.02c 0.31± 0.04c 0.05± 0.02c 0.09± 0.02c 0.18± 0.04c 0.23± 0.04c
(600)
|
: Antioxidative observation absorption at 500 nm, † : butylated hydroxyanisol, ‡ : butylated hydroxytoluene, § : tocopherol,
||
: L indicates for leaf and R for root.
: means ± SD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 0.01).
*

abcd

Antioxidative effect of the various medicinal plants extracted with methanol on linoleic acid by TBA method at 37 C
Antioxidative activity by different incubation period(days)
Sample(µg/ml)
1
3
5
7
9
11
13
15
*
a
a
a
a
a
0 0.05± 0.02 1.16± 0.02 1.19± 0.02 2.02± 0.04 2.14± 0.02 2.18± 0.02 2.52± 0.02a
Control
†
BHA (1,200)
0
0
0.01± 0.01b 0.02± 0.03b 0.03± 0.03b 0.03± 0.03b 0.04± 0.03b 0.09± 0.03b
‡
BHT (1,200)
0
0
0
0
0.04± 0.02b 0.05± 0.01b 0.06± 0.01b 0.08± 0.02b
§
b
b
TCP (1,200)
0 0.01± 0.03 0.02± 0.03 0.05± 0.02 0.06± 0.04b 1.07± 0.02c 1.12± 0.02c 1.25± 0.01c
Table 6.

o

Agrimonia pilosa

(L)||(600)

0 0.01± 0.03 0.01± 0.02b 0.03± 0.04b 0.08± 0.01b 0.08± 0.03b.c 0.15± 0.03d 0.15± 0.03b

Sedum kamtschaticum

(R)(600)

0 0.04± 0.02 0.05± 0.04b 0.07± 0.03b 0.11± 0.02c 0.12± 0.02c 0.16± 0.04d 0.17± 0.02b

Geranium sibiricum

(600)

0 0.01± 0.04 0.01± 0.03b 0.01± 0.02b 0.03± 0.03b 0.06± 0.03b 0.10± 0.03d 0.12± 0.04b

Geum japonicum

(600)

0 0.01± 0.03 0.03± 0.04b 0.05± 0.03b 0.08± 0.02b 0.11± 0.02c 0.12± 0.01d 0.14± 0.03b

Saururus chinensis

0 0.01± 0.02 0.02± 0.02b 0.04± 0.04b 0.06± 0.01b 0.08± 0.03b 0.09± 0.04b 0.12± 0.04b
(R)(600)
*
: Antioxidative observation absorption at 532 nm, † : butylated hydroxyanisol, ‡ : butylated hydroxytoluene, § : tocopherol,
||
: L indicates for leaf and R for root.
: means ± SD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p < 0.01).
a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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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ocyanate 방법에 의한 장기보관에 따른 불포
화지방산에 대한 생약 추출물들의 항산화 효과 측정
강력한 DPPH radical 소거작용 및 불포화 지방산에
대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던 뱀무, 선학초
잎, 기린초 뿌리, 이질풀에 대하여 linoleic acid를 이용
하여 불포화지방산의 과산화 정도를 장기보관에 따른
항산화 효과를 thiocyanate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추출
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은 5일에 과산화가 일어났고,
천연 항산화제인 tocopherol 첨가군은 9일에 거의 산화
가 일어남에 비하여 합성 항산화제인 BHA, BHT와 약
용식물 뱀무, 선학초 잎, 기린초 뿌리 와 이질풀 MeOH
추출물은 15일 이상이 되도록 불포화 지방산의 과산화
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Table 5).
TBA 방법에 의한 장기보관에 따른 불포화지방산
에 대한 생약 추출물들의 항산화 효과 측정
장기보관에 따른 과산화 측정 방법으로는 주로 TBA
또는 thiocyanate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본 실험에서 두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기 위하여 TBA
방법으로 15일 동안 보관하면서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 산화가 일어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산화가 일
어나는 경향은 thiocyanate 방법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
슷한 경향을 보였다(Table 6).

고 찰

95% methanol을 추출 용매로 사용하여 12가지 각종
생약들을 추출한 결과 Sedum kamtschaticum(기린초 뿌
리)가 49.46%(W/W dry basis)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
Houttuynia cordata(어성초 잎) 47.54%, Geranium sibiricum
(이질풀) 41.45%, Saururus chinensis(삼백초 뿌리) 40.17%,
Agrimonia pilosa(선학초 뿌리) 32.96%, Geum japonicum
(뱀무) 32.02%, Saururus chinensis(삼백초 잎) 29.22%,
Sedum kamtschaticum(기린초 잎) 26.65%, Perilla frutescens
(소엽) 23.47%, Houttuynia cordata(어성초 뿌리) 14.92%,
Agastache rugosa(배초향) 11.94% 순으로 나타났으며
Agrimonia pilosa(선학초 잎)이 9.97%로서 가장 낮게 나
타났다(Table 1). 생약 성분들의 항산화 효과가 아무리
높게 나타난다고 하여도 그 추출 수율이 낮으면 경제성
이 없기 때문에 그 추출 수율이 높아야 한다. 현재 산업
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탈지미강 추출물의 수율이 7~10%
인데 강 등 [1]은 당귀, 약쑥, 산사자, 울금, 두충, 매문
동, 구기자, 지황, 생송지, 산조인에서 추출수율을 조사
한 결과 3.96%에서 68.11%로 다양하게 보고하였고, 박
등 [3]은 녹차에서 1.25%를, 윤 등 [5]은 탈지 들깨박에
서 7.69%, 육 등 [4]은 홍삼분말에서 28.86%등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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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고되어 있어 본 실험의 결과와 다소 상이한 추출
수율을 보였는데 이는 사용한 생약 소재가 다르고 추출
용매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인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추
출 수율의 산업화와 경제성 인정은 추출 수율이 10% 이
상이면 산업화와 경제성이 있다고 보고되어져 있으므로
본 실험에서 사용한 약초중 Agrimonia pilosa(선학초 잎
: 9.97%)을 제외하고는 전부다 추출 수율이 10% 이상이
기 때문에 추출 수율면에서 활용가능성이 높은 생약 소
재라고 판단된다.
약용 식물은 그 추출하는 용매에 따라서 약리학적 효
과가 상이 할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생약을 추출 용매에
따른 항산화 효과를 비교 조사한 바 기린초 뿌리, 이질
풀, 뱀무, 선학초 잎 모두다 MeOH 추출액에서 높은 항
산화 효과를 보였고, ethanol 추출물은 기존의 합성 항
산화제보다는 항산화력이 떨어지나 천연 항산화제와는
거의 같은 수준의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nhexane 추출물들의 항산화 효과는 낮게 나타났다(Table
2). 이러한 결과는 박 등 [3]이 식용해조류를 methanol,
petroleum ether, ethyl ether, chloroform 과 MeOH/
chloroform 5가지 추출 용매를 달리하여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연구, Fujimoto와 Kaneda [16]가 algae(해조류)에
서 연구한 결과, Pratt와 Birac [30]이 땅콩 껍질에 용매
를 달리하여 한 결과 methanol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
였으나, 최 등 [8]이 해당화 잎에서 6가지 다른 추출 용
매로 연구한 결과와 강 등 [1]이 울금에서 비교한 연구,
Ohta 등 [29]이 Soybeans을 추출 용매를 달리 한 연구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실험 물질의 상
이함과 추출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항산화 측정 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기질(linoleic acid)
에 대한 각종 생약들의 농도별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
과 추출 수율이 가장 높았던 기린초 뿌리와 뱀무, 선학
초 뿌리의 항산화 효과가 다른 약초에 비해서 뛰어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 등 [1], Mitsuda 등 [26], Neuzil 등 [27]
이 울금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linoleic acid에 대한 각종
생약 추출물의 농도별 항산화력을 시험한 결과와는 상
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사용한 생약 종류가 다르고
추출 용매도 다르기 때문에 기인된 결과라고 생각한다.
동물성 유지에 대한 항산화 효과가 식물성 유지에 대한
항산화 효과보다 뛰어나다고 하였는데 [15, 21, 27, ] 본
실험에서는 동물성 유지에 대한 항산화 효과를 검토하
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비교할 수는 없지만 동물성 유
지에는 천연의 항산화제가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
문에 외부로부터 첨가될 때 항산화력이 크게 증가될 것
이라 예측되며, 더덕과 붉은 소나무 소목 [2]과 같은 천
연 추출물에서의 항산화력은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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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났는데 사용한 생약과 추출 용매가 달라도 유사
한 결과를 보인 것은 대부분의 천연 추출물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라 추측된다.
전자공여 작용은 활성 래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기
질(substance)의 지방질 산화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사용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서 활성 래디칼에 의
한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의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각
종 약용식물 추출 성분을 대상으로 하여 DPPH free
radical 소거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을 조사한 결과 기린
초 뿌리가 0.205 µg으로서 항산화활성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이질풀, 선학초 뿌리, 뱀무, 기린
초 잎, 선학초 잎, 삼백초 잎, 어성초 잎, 배초향, 소엽,
어성초 뿌리, 삼백초 뿌리 순서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
린초 뿌리, 이질풀, 선학초 뿌리, 뱀무, 기린초 잎, 선학
초 잎은 합성 항산화제인 BHA나 BHT와 동등한 항산
화 효과가 있었고, 천연항산화제인 tocopherol 보다는 항
산화 효과가 뛰어 났다(Table 3). 차 등 [6]은 대두의 원
조 식물인 돌콩의 메탄올 추출물에 대한 DPPH free
radical 소거 효과를 조사한 결과 기존의 항산화제보다
약간 약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고 하여 본 실험의 결
과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인 반면, 차 등 [7]은 또한 국
내 유용 식물 14가지(쇠무릎, 감국, 땅빈대 등)에 대한
DPPH free radical 소거 효과를 조사한 결과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허 [9]는 인삼추출물
에 대한 DPPH free radical 소거 효과를 조사한 결과 인
삼추출물의 DPPH free radical 소거효과가 대조군에 비
하여 뛰어 나다고 하였고, 최 등 [8]은 30 가지 약용식
물(황해쑥, 산수유나무, 황금, 고삼, 해당화 등)에 대한
DPPH free radical 소거효과를 조사한 결과 해당화가 사
용한 표준 항산화제 tocopherol 과거의 같은 항산화 활
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사용한 약용식물이 다르고 또
추출한 용매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 모든 실험의 조
건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거나 또는 유사한 결과를 보이
는 것으로 보아 대체로 전통약용 식물에는 항산화 성분
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강력한 DPPH 래디칼 소거작용 및 불포화 지방산에
대하여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던 뱀무, 선학초
잎, 기린초 뿌리, 이질풀에 대하여 linoleic acid를 이용
하여 불포화지방산의 과산화 정도를 장기보관에 따른
항산화 효과를 thiocyanate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추출
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은 5일에 과산화가 일어났고,
천연 항산화제인 tocopherol 첨가군은 9일에 거의 산화
가 일어남에 비하여 합성 항산화제인 BHA, BHT, 뱀무,
선학초 잎, 기린초 뿌리와 이질풀은 15일 이상이 되도
록 불포화 지방산의 과산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

였다(Table 5). 차 등 [6]은 국내 유용 식물 14가지(쇠무
릎, 감국, 땅빈대 등)에 대한 장기 보관에 따른 항산화
효과를 시험한 결과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군은 7일
만에, tocopherol을 첨가한 군은 14일만에 과산화가 일
어남에 비하여 추출물을 첨가한 군은 41일 이상 되어도
과산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 결과와
과산화가 일어나는 날은 다소 차이가 있어나 처리군과
대조군과의 효과는 그의 유사한 경향을 보여 천연 추출
물이 장기간동안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지질에 대한 12가지 전통약용식물
의 항산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서 12가지 약용
식물을 95% methanol로 추출하여 항산화 효과를 DPPH,
thiocyanate, TBA법으로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전통약물을 95% methanol로 추출하여 추출수율을
검정한 결과 Sedum kamtschaticum root(기린초 뿌리)가
49.46%로서 가장 추출 수율이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Geum japonicum(뱀무) 47.54%, Geranicum sibiricum(이
질풀) 41.45%, Saururus chinensis root(삼백초 뿌리) 40.17%,
Agrimonia pilosa leaf(선학초 잎) 32.96%, Houttuynia
cordata leaf (어성초 잎) 32.02%, Saururus chinensis leaf(
삼백초 잎) 29.22%, Sedum kamtschaticum root(기린초 뿌
리) 26.65%, Perilla frutescens(소엽) 23.47%, Houttuynia
cordata root(어성초 뿌리) 14.29%, Agastache rugosa(배
초향) 11.94%과 Agrimonia pilosa root(선학초 뿌리)
9.97% 순으로 나타났다.
(2) 약용식물을 용매를 달리하여 DPPH 방법으로 래
디칼 소거 효과를 측정한 결과 methanol로 추출한 추출
물이 ethanol과 n-hexane 추출물 보다 래디칼 소거 효과
가 높게 나타났다.
(3) DPPH 래디칼 소거 효과는 12가지 약용식물 중 기
린초 뿌리(Sedum kamtschaticum root)가 가장 효과가 좋
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이질풀(Geranicum sibiricum),
선학초 뿌리(Agrimonia pilosa), 뱀무(Geum japonicum),
기린초 잎(Sedum kamtschaticum leaf), 선학초 잎(Agrimonia
pilosa leaf), 삼백초 잎(Saururus chinensis leaf), 어성초
잎(Houttuynia cordata leaf), 배초향(Agastache rugosa), 소
엽(Perilla frutescens ), 어성초 뿌리(Houttuynia cordata
root)과 삼백초 뿌리(Saururus chinensis root) 순으로 나
타났으며, 앞 4가지 약용식물의 항산화 효과는 합성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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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제인 BHA, BHT와 항산화 효과가 비슷하였으나 천
연 항산화제인 tocopherol보다는 효과가 우수하였다.
(4) 기질인 linoleic acid에 대한 12가지 약용식물의
MeOH 추출물의 농도별 항산화 효과를 thiocyanate 방법
으로 측정한 결과 기린초 뿌리가 가장 뛰어 났고, 그 다
음으로 뱀무, 선학초 순서로 나타났고, 그들의 항산화
효과는 BHA, BHT와 비슷하였으나 tocopherol보다는 효
과가 우수하였다.
(5) 기질인 linoleic acid를 장기간(15일) 보관 시 약용
식물의 항산화 효과를 thiocyanate 방법으로 측정한 결
과 약용식물 MeOH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tocopherol을 첨가한 군은 저장 5일과 9일에 산화가 일
어났으나 BHA, BHT, 뱀무(Geum japonicum ), 선학초
잎(Agrimonia pilosa leaf), 기린초 뿌리(Sedum kamtschaticum root)와 이질풀(Geranicum sibiricum) 은 저장기간
이 15일이 되어도 산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6) 기질인 linoleic acid를 장기간(15일) 보관 시 약용
식물의 항산화 효과를 thiobarbituric acid 방법으로 측정
한 결과 산화가 일어나는 정도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산화가 일어나는 경향은 thiocyanate 방법으로 측정한 결
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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