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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ems of P e tasite s japonicus were extracted with ethanol and then partitioned with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 -butanol and water,

successively.

The antioxidant

potency of

five crude fractions were

determined using (1)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ssay, (2)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assay in the linoleic acid model system, and (3) lipoxygenase inhibition assay.
Among the

crude

fractions,

the

ethyl

acetate

fraction

exhibited

the most

potent

antioxidant

effect.

By

activity-guided fractionation, compound PJ-4 was isolated from the ethyl acetate fraction through the repeated
silica gel open column chromatography. The chemical structure of the isolated compound was determined as
kaempferol by

1

H- and

13

C-NMR analysis and its antioxidative capacity was further investigate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compound was 65.76% at the concentration of 100

μg/mL.

The inhibitory activity

of the compound against lipid peroxidation and lipoxygenase exhibited 43.47% and 58.60%, respectively at
the concentration of 100

μg/mL.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compound may serve as a useful natural

antioxidant and furthermore indicates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the stems of P e tasite s japonicus as a natural
antioxidan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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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체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산소를 필요로 하나, 호흡과정에서 체내로 공급된 산소 중
일부분은 활성산소라는 유해 작용을 가진 물질로 전환되면
서 생체 내에서 세포막 분해, 단백질 분해, 지방 산화, DNA
합성 억제 등의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이러한 활성산소의 작용은 체내 방어기구인 superoxide dismutase(SOD), catalase, peroxidase, glutathione

등과 같은 항산화성 효소와 vitamin C(ascorbic acid), vitamin E(tocopherol) 등의 항산화 물질에 의해서 최소화될 수
있다(2).
생체 내 free radical 생성을 방지하기 위한 항산화제는
식품의 자동산화 방지와 인간의 노화억제라는 측면에서 최
근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함께 많은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항산화제는 반응 기작에 따라 butylated hydrxyani†Corresponding author. E-mail: mjun@dau.ac.kr
†Phone: 82-51-200-7323, Fax: 82-51-200-7535

sole(BHA), butylated hydroxytoluene(BHT), tert-butyl

과같
은 free radical terminator, ascorbic acid, glucose oxidase,
sulfites와 같은 reducing agents 또는 oxygen scavengers,
citric acid, EDTA와 같은 chelating agent 등으로 분류한다
(3). 일반적으로 BHA, BHT 및 TBHQ 등의 합성 항산화제
는 천연 항산화제보다 그 항산화 능력이 우수하여 상업적으
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들 합성 항산화제의 경우 변이
원성 및 독성이 지적되어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4). 이에 따라 비교적 독성이 적고 안전성과 관능상의 문제
가 되지 않는 식품이나 약용식물로부터 우수한 효과가 있는
천연 항산화제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머위(P etasites japonicus)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
본 식물로 중국, 일본 및 우리나라에서 자생 또는 재배되고
있으며, 예로부터 어린잎은 채취하여 쌈과 생채로 이용하고
엽병은 나물로 이용하거나 말려서 탕의 원료로 이용하였다
hydroquinone(TBHQ), propyl gallate(PG), tocoph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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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간요법이나 한방에 따르면 새순은 건조한 후 달
여서 마시거나 태워 연기를 쐬는 방법으로 기침과 천식의
치료에 이용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엽병을 옻나무에 의한
알레르기 치료에 사용하여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6).
머위의 주요성분으로는 뿌리와 줄기에서 분리된 sesquiterpenoid인 eremopetasidione과 phenolic compound인 petasiphenone과 eremophilenolide 등이 보고되었으며(7) 꽃으
로부터 분리된 angelic acid, capronic acid, caprylic acid,
procatechuic acid와 잎으로부터 분리된 petasin 등이 있다
(8-10). 대부분의 머위 관련 연구는 추출물 상태의 해독작용,
cholesterol 저해효과, 항알레르기능 및 항산화능 등이 보고
된 바 있으며(11-14), 현재까지 머위 엽병을 이용한 활성 연
구나 성분 연구는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예로부터 약용 및 식용으로 사용되는
머위 중 잎에 비하여 효용가치가 다소 부족한 엽병의 항산화
활성을 탐색할 뿐만 아니라 activity-guided fractionation에
의해 활성 성분을 분리하고, H- 및 C-NMR 분석을 통해
화학적 구조를 동정하고자 한다. 또한 머위 엽병 용매 분획
물 및 순수 분리한 화합물의 항산화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미활용 식물자원인 머위 엽병의 기능성식품 소재 개발의 기
초자료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이용가
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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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머위 줄기는 2006년 5월에 경상남도 밀
양 얼음골 농가에서 구매하여 수세하고 음건한 다음 사용하
였으며, 표본시료는(voucher No. NPC-PJ-06001) 경북대학
교 전통기술첨단화 연구실에 보관되어 있다.
시약 및 기기
성분 분리를 위한 순상 column chromatography용 silica gel
은 Kiesel gel 60(No. 7734, 70-230 mesh, Merck, Germany)을
사용하였고, 성분 확인용 thin layer chromatography(TLC)
plate는 silica gel 60 F (Merck, Germany)를 사용하였다.
추출, 분획 및 column chromatography용 용매는 모두 특급
을 사용하였다.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은
Aldrich사(Milwaukee, WI, USA)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
으며 ascorbic acid, tert-butylated hydroxytoluene(BHT),
254

nordihydroguaiaretic acid(NDGA), thiobarbituric acid(TBA),
trichloroacetic

acid(TCA),

linoleic

acid,

lipoxygenase

는 Sigma사(St. Louis, MO, USA)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흡광도는 UV/Vis spectrophotometer(Optizen
2120UV, Mecasys,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HNMR 및 C-NMR은 Bruker Avance 300 spectrometer
(Karsruche, Germany)를 이용하여 각각 300 MHz, 75 MHz
(Typ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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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asites japonicus (fresh aerial parts) (50 kg)
Drying & chopping

Stem (1.9 kg)

Leaves (2.0 kg)

95% EtOH extraction
(5 days, RT, ⅹ3), drying
EtOH extract (280 g)
Dissolved in H2O

Hexane (20.5 g)

CHCl3 (4.1 g)

BuOH (4.9 g)

EtOAc (2.5 g)

H2O (230.1 g)

Silica gel 7734
(CHCl3:MeOH=40:1 /20:1 / 15:1 / 10:1 / 5:1/MeOH )

Fr.1
Fr.2
(50.0 mg) (77.1 mg)

Fr.3
(190.4 mg)

Fr.4
(40.9 mg)

Fr.5
Fr.6
Fr.7
(500.0 mg) (261.8 mg) (839.2 mg)

Silica gel 9385 (CH2Cl2:MeOH=40:1/30:1/20:1/15:1/10:1 )
Fr.3-1
(66.0 mg)

PJ-4
(20.0 mg)

Fr.3-3
(70.0 mg)

Fig. 1. Scheme of activity-guided fractionation of the stems
of P e tasi te s jap oni cus.

에서 측정하였으며

는 내부 표준물질로서
를 사용하여 ppm으로 나타내었다.
머위 엽병의 용매 추출 및 분획
머위 생체 50 kg을 건조하여 잎과 엽병을 구분하였다. 수
세 후 음건한 머위 엽병 분말 1.9 kg을 95% 에탄올(10 L)에
5일간 실온에서 냉침한 후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여과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총 3회 반복 추출하였으며, 얻어진 여액은
감압 농축하였다. 에탄올 추출물(280 g)은 증류수로 현탁한
후, hexane(500 mL×3), chloroform(500 mL×3), ethyl acetate(500 mL×3) 및 n-butanol(500 mL×3)로 순차적으로
분배 추출하였다. 각 층을 감압 농축하여 hexane 분획물
(20.5 g), chloroform 분획물(4.2 g), ethyl acetate 분획물(2.5
g), n-butanol 분획물(4.9 g) 및 H O 분획물(230.1 g)을 얻었
다(Fig. 1).
분획으로부터 항산화 물질의 분리
DPPH 라디칼 소거능, TBARS 측정을 통한 지질과산화
억제효과 및 lipoxygenase 저해능 평가를 통해 각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한 결과, ethyl acetate 분획이 가장 우수
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다. Ethyl acetate 가용성 분획물
(2.5 g)을 silica gel column(2.4×40 cm) chromatography하
여 CHCl -MeOH 혼합용매 40:1/20:1/15:1/10:1/5:1/MeOH
순으로 극성을 증가시키면서 용출하여 TLC 패턴에 따라 7
개의 sub-fractions로 나누었다. TLC 패턴 확인을 위해 10%
황산을 사용하여 발색하였다. 이 중 소분획물의 DPPH 항산
화 실험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인 Fr. 3(Fig. 2)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silica gel chromatography(1.5×38 cm)를 수행
하였다. 이동상은 CH Cl -MeOH 혼합용매 40:1/30:1/20:
1/15:1/10:1을 이용하였으며 최종적으로 PJ-4(20.0 mg)를
분리, 정제하였다.
chemical shift

tetramethylsilane(TMS)

2

EtOAc

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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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7). 양성 대조군으로 페놀계 식품
항산화제인 NDGA를 사용하였고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Lipoxygenase inhibition (%)＝(A－B/A)×100

50
40

A: absorbance of control, B: absorbance of sample

e

30
20
f

10
0
Fr. 1

Fr. 2

Fr. 3

Fr. 4

Fr. 5

Fr. 6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1)

Fr. 7

Vit. C

통계처리
각 실험은 독립적으로 3회 반복 실시하여 평균±표준편차
로 나타내었다. 실험군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서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사용하여 ANOVA test를
수행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of ethyl acetate

sub-fractions from the stems of P e tasi te s jap oni cus .
1)

The activities (%) ar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ifferent letters within a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1).

머위 엽병 분획물 및 분리물질의 항산화 활성평가
전자공여능 측정 머위 엽병의 분획물 및 화합물의 전자
공여능 측정은 Blois(15)의 방법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
하였다. 일정농도의 시료 2 mL에 2×10 M DPPH용액 1
mL를 가한 후, vortex mixing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
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4

DPPH scavenging effect (%)＝(A－B/A)×100
A: absorbance of control, B: absorbance of sample

머위 엽병 용매 분획물의 항산화 효과
전자공여능 전자공여작용은 활성 라디칼에 전자를 공여
하면서 식품 중의 지방이 산화되는 것을 억제할 뿐만 아니
라, 인체 내에서의 활성 라디칼에 의한 노화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도 이용되고 있다(18). 기존에 잘
알려진 천연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를 양성대조군으로 하
여 머위 엽병 에탄올 추출물을 유기 용매별로 분배 추출한
분획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100 μg/mL 농도에서 ethyl acetate 분획물(65.41%)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chloroform 분획물
(40.26%), n-butanol 분획물(11.49%), hexane 분획물(6.68%),
H O 분획물(2.83%) 순으로 나타났다. 각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ethyl acetate 분획
물은 ascorbic acid(63.11%)보다 더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 머위에는 petasiphenone, eremophilenolidephenol
등의 phenol성 화합물과 kaempferol 3-O-(6"-acetyl)-βglucopyranoside와 quercetin 3-O -(6"-acetyl)-β-glucopyranoside 등의 flavonoid가 분리된 바 있으며(7,19) 머위
엽병에서도 역시 이와 유사한 물질들이 항산화 활성에 관여
한 것으로 사료된다.
:

2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TBARS)

측정 0.1 M phosphate buffer(pH 7.0)와 ethanol을 4:1로
혼합한 용매에 linoleic acid를 첨가하여 최종농도가 0.03 M
이 되도록 기질용액을 제조하였다. 기질용액 2.5 mL에 0.1
M phosphate buffer(pH 7.0)와 시료를 첨가하여 시료액을
제조한 후 시료액 2.0 mL를 분취하였다. 시료액 2 mL에
35% TCA 1 mL와 0.75% TBA 2 mL를 가한 후 10초간
vortex mixing하여 95 C 수욕 상에서 40분 동안 반응시켰
다. 반응액을 실온에서 냉각시켜 acetic acid 1 mL와 chloroform 2 mL를 가하여 vortex mixing 한 후, 3,000 rpm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징액의
흡광도를 532 nm에서 측정하여 TBA값을 산출하였다(16).
양성 대조군으로는 BHT를 사용하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

o

Lipid peroxidation inhibition (%)＝(A－B/A)×100
A: absorbance of control, B: absorbance of sample

저해능 측정 Tris buffer(0.1 M, pH 8.5)
2 mL에 시료 20 μL를 첨가하고, soybean lipoxygenase
(Type V, 500 UNIT/최종농도) 20 μL 용액을 가한 후, 5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다. 반응액에 기질인 linoeic acid(최종농
도 110 μM) 50 μL를 첨가한 후, 5분간 반응시키고 234 nm에
Lipoxygenase

: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TBARS)

Table 1. Antioxidant activity

1)

of crude fractions from the

(%)

stems of P e tasi te s jap oni cus

Sample
(100 μg/mL)

DPPH radical
scavenging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Water
Ascorbic acid
BHT
NDGA

6.68±3.37
b
40.26±1.68
a
65.41±0.46
c
11.49±1.45
e
2.83±0.03
a
63.11±0.13
-

1)

d

TBARS
inhibition

Lipoxygenase
inhibition
b

27.09±6.03
a
35.57±4.57
a
37.04±2.26
b
25.84±4.14
c
14.77±3.91
a
53.60±2.00
-

c

27.19±5.40
b
38.43±2.13
a
50.67±1.15
d
16.16±2.31
d
16.16±2.31
a
75.00±3.21

The activities (%) ar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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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TBARS를 통한 지질과산화 억제효과의 측정은 불포
화지방산을 함유한 지질이 산화되어 형성되는 지질과산화
물인 malondialdehyde(MDA)와 thiobarbituric acid(TBA)
가 반응하여 붉은색의 TBA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발색의
정도를 비색 정량하여 항산화력을 측정하는 방법(20)이다.
과산화지질은 oxygen radical이 세포막의 불포화지방산에
작용하여 생성되고, 세포막의 손상이나 세포괴사 등의 독성
을 일으키며, 성인병, 암, 염증 및 노화 등 여러 질병들의
원인이 될 수 있다(21). 따라서 본 실험은 머위 엽병의 분획
물이 지질의 과산화를 억제시켜 과산화물을 감소시키는 정
도를 측정함으로써 항산화 활성을 검증하였다(Table 1).
DPPH 라디칼 소거능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최종농도 100
μg/mL에서 ethyl acetate 분획물(37.04%)이 가장 높은 지질
과산화 억제효과를 보였고, H O 분획물이 가장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Ethyl acetate 분획물과 chloroform 분획물,
hexane 분획물과 n-butanol 분획물 사이에는 유의적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p<0.01). TBARS를 통한 지질과산화 억
제효과의 경우, 각 용매 분획물은 DPPH 라디칼 소거능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 이는 DPPH법
이 항산화 물질이 산화를 개시하는 DPPH radical을 hydrazine 형태로 환원시킴으로써 초기의 전자공여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15)인 반면, TBARS를 통한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는 linoleic acid 산화로 생성된 과산화지질의 분해 과정
에서 생기는 peroxy radical의 소거를 통해 지질과산화의 이
차분해산물인 malondialdehyde의 생성량을 측정하여 항산
화능을 확인하는 방법(22)으로서, 이러한 각각의 작용기작
에 있어서의 차이를 갖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저해능 측정 DPPH free radical 소거능
과 TBA에 의한 지질과산화 억제능을 살펴봄으로써 in vitro
에서 머위 엽병 분획물의 항산화력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
서는 in vivo에서의 머위 엽병의 항산화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 머위 엽병 용매 분획물의 in vitro lipoxygenase 저해
효과를 측정하였다. Lipoxygenase는 체내에서 linoleic acid
의 산화를 촉진시켜 leukotrien류 등의 유해산물을 다량 생
성하여 천식, 관절염, 심근경색 등의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
이 된다(23). 이러한 유해 생성물을 줄이는 방법으로서
lipoxygenase 활성저해물질의 섭취가 중요하며, 머위 엽병
에서 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인체 내 효소와 가장 유사한
형태인 soybean lipoxygenase(Type V)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DPPH free radical 소거능과 TBA에
의한 지질과산화 억제능이 가장 높았던 ethyl acetate 분획
물(50.67%)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lipoxygenase 저해능을
보였다(Table 1, p<0.01). 양성 대조군인 NDGA의 항산화
활성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분획물 수준에서 50% 이상의
lipoxygenase 저해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머위 엽병 추
출물이 in vivo에서도 역시 항산화 활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생체 내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해 유발되는 손
:

2

Lipoxygenase

:

상과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머위 엽병
분획으로부터 활성추적을 통한 화합물
분리 및 구조 동정
머위 엽병 ethanol 추출물을 용매의 극성 차이에 따라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및 H O로 순
차 분배하고 감압 농축하여 5개의 용매 분획물을 얻었다.
3가지 다른 항산화 실험 결과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타
낸 ethyl acetate 분획물에 대하여 활성 성분을 분리하기 위
하여 silica gel open column chromatography에 의해 7개의
소분획으로 나누었다. 이 중, DPPH법에 의해 가장 우수한
free radical 소거 효과를 나타낸 sub-fraction 3(Fig. 2)으로
부터 계속적인 silica gel open column chromatography를
수행하여 화합물 PJ-4를 분리, 정제하였으며, H- 및
C-NMR data는 다음과 같다. H-NMR(300MHz, δ,
EtOAc

2

1

13

1

DMSO-d 6): 6.19(1H, d, J =2.0 Hz, H-6), 6.43(1H, d, J =2.0

Hz, H-8), 6.95(2H, d, J =8.3 Hz, H-3',5'), 8.05(2H, d, J =8.3
Hz, H-2',6').

13

C-NMR (75MHz, δ, DMSO-d6): 93.44(C-8),

98.16(C-6), 103.01(C-10), 115.40(C-3',5'), 121.63(C-1'),
129.46(C-2',6'), 135.61(C-3), 146.79(C-2), 156.15(C-9),
159.16(C-5), 160.68(C-4'), 163.85(C-7), 175.87(C-4).

화합물 PJ-4는 황색 분말로 FeCl 반응에 양성을 나타내
어 phenol성 화합물임을 예측할 수 있었고, 아니스알데히드
-황산 시액에서 노란색을 나타내어 flavonoid계 물질로 추
정되었으며, UV spectrum을 통하여 벤젠환의 존재를 확인
하였다. H-NMR spectrum에서 δ 6.19와 δ 6.43에서 관측되
는 두 개의 doublet signal은 J 값이 2 Hz로 두 수소가 meta
coupling 상태임을 나타내어 각각 5,7-dioxygenated flavonoid A ring의 H-8과 H-6으로 추정하였다. δ 8.05와 δ
6.95에서 나타난 두 개의 doublet은 각각 flavonoid B-ring의
H-2'와 6'과 H-3'과 5'으로 추정하였다. C-NMR spectrum에서는 전체 15개의 carbon signal을 관측하였으며, 각
탄소의 chemical shift를 문헌치(24)의 spectral data와 비교
분석한 결과 화합물 PJ-4는 kaempferol로 동정하였다(Fig.
3). 본 연구에서 분리된 kaempferol은 좀갈매나무(25), 얼레
지잎(26), 산마늘(27) 등의 식물체에서 분리된 바 있으며, 머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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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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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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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ig. 3. Structure of PJ-4 isolated from ethyl acetate fraction
of the stems of P e tasi te s jap oni cus .

머위(P etasites japonicus) 엽병으로부터 항산화 물질의 분리 및 동정
Table 2. Antioxidant activity

Sample
Kaempferol
Kaempferol
Kaempferol
Ascorbic acid
BHT
NDG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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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kaempferol isolated from the stems of P e tasi te s jap oni cus (%)

Concentration (μg/mL)
25
50
100
10
100
10

DPPH radical scavenging
d

17.52±1.96
c
32.96±0.34
a
65.76±0.63
b
63.24±0.62
-

TBARS inhibition
d

Lipoxygenase inhibition
d

10.79±2.73
c
21.71±1.57
b
43.47±1.89
a
53.60±2.00

9.42±4.56
c
27.06±3.46
b
58.60±4.20
a
70.83±7.57

1)

The activities (%) are mean±S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1).

위에서는 kaempferol 3-O-(6"-acetyl)-β-glucopyranoside
와 quercetin 3-O-(6"-acetyl)-β-glucopyranoside 등의
flavonoid 배당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나(7,19)
aglycone으로는 처음으로 분리되었다.
단리된 화합물의 항산화 활성
머위 엽병 ethyl acetate 분획물로부터 항산화 활성을 추
적하여 분리된 kaempferol에 대하여 DPPH법, TBARS법 및
lipoxygenase법을 통한 항산화 실험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단리된 kaemperol은 25, 50 및 100 μg/mL 농도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세 가지 측정법에서 모두 kaempfrol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inhibition(%)의 수치가 유의적으
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농도 의존적인 항산화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100 μg/mL의 농도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
65.76%, TBARS에 의한 지질과산화 저해능 43.47%, lipoxygenase 저해도 58.60%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미
Chang 등(28)과 Park 등(29)의 연구에서 kaempferol의 BHA
와 BHT보다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에 대해 보고한 바
있어 Table 2의 결과를 뒷받침해준다. 플라보노이드는 환
구조에 결합된 많은 페놀성 수산기에 의해 화합물의 항산화
능이 결정되며 특히 kaempferol의 경우, 폴리페놀 구조
(C C C )와 4번 탄소의 카보닐기, 5번 탄소 또는 3번 탄소의
수산기로 인한 탁월한 항산화 효과가 증명된 바 있다(30).
항산화능 뿐만 아니라 이 화합물의 주요 활성으로 콜레스테
롤 저해 활성(28,29) 및 세포 DNA 손상 보호 효과(31) 등이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분리 동정된 kaempferol은 DPPH법, TBARS
법 및 lipoxygenase법을 통한 각각의 in vitro 항산화 실험에
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머위 엽병의 항산화능
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잎에 비하
여 효용가치가 다소 부족한 머위 엽병의 기능성식품 소재로
서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분리된 항산화
화합물의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6

3

6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머위 엽병의 에탄올 추출물을 용매 극성에
따라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및 n-butanol로 분

배한 분획물에 대해 전자공여능, 지질과산화 억제능 및 lipoxygenase 저해효과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항산화능을 측정
하였다. 분획물 중 ethyl acetate 분획물의 경우 100 μg/mL
농도에서 전자공여능, 지질과산화 억제능 및 lipoxygenase
저해능에서 각각 65.41%, 37.04%, 50.67%로 가장 우수한 항
산화능을 나타내었다. 이를 근거로 하여 ethyl acetate 분획
물로부터 머위 엽병의 항산화 활성 성분을 규명하기 위하여
open column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화합물 PJ-4를
분리, 정제하였으며, H- 및 C-NMR 분석을 통해 kaempferol로 동정하였다. 단리된 kaempferol의 항산화 활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항산화 측정법을 통해
실험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
다. 특히 100 μg/mL의 농도에서 전자공여능, TBARS에 의
한 지질과산화 억제 및 lipoxygenase 저해실험에서 각각
65.76%, 43.47%, 58.60%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kaempferol은 머위 엽병의 항산화
활성에 있어서 기여하는 물질일 것으로 보이며, 이로써 머위
엽병을 이용한 천연항산화제 개발 및 활용에 긍정적인 가능
성을 제시할 것으로 사료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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