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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develop new antioxidants from EtOH extract of flower resources
of Compositae plant concerning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 scavenging activities on DPPH and ABTS
radicals, ferrous ion chelating effects, and inhibition activity on lipid peroxidation of linoleic acid. EtOH extracts
from Matricaria recutica, Cosmos bipinnatus, Synurus deltoides, and Aster pilosus showed higher level of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the flavonoid content was the highest in C. bipinnatus. However, scavenging activity
on DPPH radicals was the highest in EtOH extract of Hieracium pilosella－1.1 times higher than BHT control.
The activity on ABTS radical scavenging was the highest in EtOH extracts of M. recutica and S. deltoides－2.0
and 1.2 times higher than ascorbic acid, and 2.2 and 1.3 times higher than BHT, respectively. Ferrous ion
chelating effects was also the highest in M. recutica, but the level was much lower than EDTA. Inhibition activity
on lipid peroxidation of linoleic acid, measured at every 4 days for 32 days, was superior and longer lasting
with M. recutica and Achillea alpina, compared to that of BHT. In conclusion, antioxidant activity was different
depending on species, so selection of proper plant species for the development of potential antioxidant is ver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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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화와 질병의 원인은 대사과정에서 생성된 유해물질의

축적(1), 생체 내 free radical에 의한 세포 내 지질 과산화물

생성(2) 등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free radical은 세포 구성

성분인 지질, 단백질, 당 및 DNA 등에 대하여 비선택적, 비

가역적인 파괴 작용을 함으로써 암을 비롯한 뇌졸중, 파킨슨

병 등의 뇌질환과 심장질환, 허혈, 동맥경화, 피부질환, 소화

기질환, 염증, 류마티스, 자기면역질환 등의 각종 질병 및

노화의 주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3). 인체는 스스로 산

화하여 다른 물질의 산화를 방지하는 비타민 E, 체내 과산화

물을 제거하는 SOD 등 체내 산화방지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데, 체내 산화방지 메커니즘은 급격히 생겨나는 산화물

에 대해서는 모두 방어를 할 수 없으므로 항산화제를 섭취하

여 인체의 산화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국화과(Compositae)는 현화식물 중 세계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쌍자엽 식물 중에서 가장 진화된 식물분류군이

며, 우리나라에는 약 300여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구절초, 감국, 쑥, 쑥갓, 개미취, 참취, 곰취 등 국화과

식물들은 예로부터 민간에서 약용 및 식용 소재로써 다양

하게 사용되어왔다(4). 최근에는 쑥(5), 쑥갓(6), 홍화(7), 참

취(8) 등 다양한 국화과 식물의 항산화 효과도 보고되었다.

그러나 아직 항산화 물질함량 및 항산화 효과가 밝혀지지

않은 국화과 식물이 많으므로 이들의 항산화 효과를 탐색

하여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천연 항산화소재를 개발하는 것

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톱풀, 미국쑥부쟁이, 코스모스, 구절초, 에키나

세아, 등골나물, 알프스민들레, 조밥나물, 좀씀바귀, 저먼캐

모마일, 각시취, 울릉비역취, 수리취, 서양민들레의 꽃과 산

비장이의 꽃봉오리 등 국화과 식물 중 15종의 꽃으로부터

80% 에탄올추출물을 조제하여 항산화 관련 성분함량 및

항산화 효과를 탐색하여 국화과 식물을 이용한 천연 항산

화제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 재료 및 추출

본 연구에 사용된 톱풀(Achillea alpina), 미국쑥부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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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er pilosus), 코스모스(Cosmos bipinnatus), 구절초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에키나세아

(Echinacea angustifolia), 등골나물(Eupatorium japoni-

cum), 알프스민들레(Hieracium pilosella), 조밥나물

(Hieracium umbellatum), 좀씀바귀(Ixeris stolonifera), 저

먼캐모마일(Matricaria recutica), 각시취(Saussurea pul-

chella), 산비장이(Serratula coronata var. insularis f. in-

sularis), 울릉미역취(Solidago virgaurea ssp. gigantea), 서

양민들레(Taraxacum officinale)의 꽃과 수리취(Synurus

deltoides)의 꽃봉오리는 4～10월에 충북 청원군에 소재한

노지 실험포장에서 재배 중인 식물에서 수확하여 사용하였

다(Table 1). 실험재료는 수확 직후 수세하여 동결건조 한

다음 분쇄하였다. 분쇄한 건조시료는 80% 에탄올을 용매로

60
o
C에서 6시간 동안 환류냉각추출 한 후 감압여과 하였으

며, 여과 후 잔사는 2회 반복추출 하여 총 3회 반복 추출하였

다. 3회 반복 추출로 얻어진 추출물은 아래의 식으로 추출수

율을 구하였으며, 질소충전 하여 -70±2oC에 저장하여 실험

에 사용하였다.

Extraction yield (%)＝(A×B/C)×100
A: 가용성 고형분 농도 (mg·mL

-1
), B: 총 추출량 (mL),

C: 동결건조 시료량 (mg)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추출물 0.1 mL, 2% Na2CO3 2 mL를

혼합하고 3분 후에 1 N Folin & Ciocalteu's phenol re-

agent(Sigma, St. Louis, MO, USA)를 0.1 mL 첨가하여 실

온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UV/Visible Spectrophoto-

meter(Ultrospec 4000, Pharmacia Biotech., Orsay, France)

로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다음 tannic acid를 표준물

질로 작성한 검량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9).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은 추출물 0.2 mL, diethylene glycol(Sigma) 2

mL, 1 N NaOH 0.2 mL을 첨가하여 37oC의 항온수조

(VS-190CS, Vision Sci., Bucheon, Korea)에서 1시간 반응

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다음 naringin을 표준

물질로 작성한 검량선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0).

DPPH radical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Sigma) radical

소거능은 희석배율을 달리한 각각의 추출물 0.2 mL와 0.15

mM DPPH 용액 0.8 mL를 혼합하여 실온 암상태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다음 아래의

식에 의하여 소거활성을 구하였다(11). ABTS[2,2'-azino-

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radical 소거능

을 측정하기 위하여 7.4 mM의 ABTS와 2.6 mM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한 다음 실온․암소에서 24시간 동안 방치

하여 radical을 형성시킨 ABTS 용액을 실험 직전에 732 nm

에서 흡광도가 0.70±0.03(mean±SE)이 되도록 phosphate-

buffered saline(pH 7.4)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농도별

추출물 50 μL에 준비된 ABTS 용액 950 μL를 첨가하여 암소

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7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

며(12), 아래의 식에 의하여 소거활성을 구하였다. DPPH와

ABTS radical 소거능은 농도별 추출물의 소거활성을 단순

회귀분석에 대입하여 추출물 무첨가구의 radical 활성을

50%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mg·mL-1)를 RC50값

으로 나타냈다. (+)control로는 BHT(butylated hydroxytol-

uene; Sigma, Deisenhofen, Germany)와 ascorbic acid(Sigma,

Beijing, China)를 사용하였다.

Radical scavenging (%)＝(1－A/B)×100
A: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

B: 대조군의 흡광도

Ferrous ion chelating 효과

추출물 1 mL, 80% 에탄올 0.8 mL, 2 mM FeCl2·4H2O

[iron(II) chloride tetrahydrate; Sigma] 용액 0.1 mL, 5 mM

ferrozine[3-(2-pyridyl)-5,6-diphenyl-1,2,4-triazine-

4',4''-disulfonic acid; Sigma] 용액 0.1 mL를 혼합하여 실온

에서 10분 동안 반응시켰으며, 56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13). 추출물의 chelating 효과는 아래의 수식에 따라 산

출한 후 단순회귀분석을 이용하여 ferrous ion을 50% che-

lating 시키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RC50)를 구하였으며, 대

조구로는 대표적 chelating agent인 EDTA(ethylenedi-

aminetetraacetic acid)를 사용하였다.

Chelating activity (%)＝(1－A/B)×100
A: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 B: 용매 첨가군의 흡광도

지질과산화 억제활성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은 ferric thiocyanate(FTC) 방법으

로 실험하였다(14). 0.125 mg·mL-1 농도의 추출물 0.5 mL,

2.51% linoleic acid(Sigma) 0.5 mL, 0.05 M phosphate buf-

fer(pH 7.0) 1 mL, 증류수 0.5 mL를 갈색병에 첨가하여 반응

액을 만들었으며, 40oC 암소에 저장하였다. 4일 간격으로 반

응액 0.1 mL, 75% 에탄올 2.7 mL, 30% ammonium thio-

cyanate(Sigma) 0.1 mL, 20 mM ferrous chloride[iron(II)

chloride tetrahydrate; Sigma] 0.1 mL를 혼합하여 3분 후에

500 nm에서 흡광도를 조사하여 산화 정도를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은 추출물 대신 BHT를 동일 농도로 반응액을

조성하여 실험하였다. 지질과산화 억제율은 아래와 같이 구

하였다.

지질과산화 억제율(%)＝(1－A/B)×100
A: 추출물이 첨가된 반응물의 흡광도, B: 추출물 대신 용매

가 첨가된 반응물의 흡광도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반복을 1회로 하여 2회 이상 반복 실험하였

다. 통계처리는 SAS version 9.1(SAS Institute Inc., C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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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isture contents of flowers and EtOH extract yields from flower species of Compositae plant

Scientific name Korean name Harvest Moisture (%) Extract yield (%)

Achillea alpina
Aster pilosus
Cosmos bipinnatus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Echinacea angustifolia
Eupatorium japonicum
Hieracium pilosella
Hieracium umbellatum
Ixeris stolonifera
Matricaria recutica
Saussurea pulchella
Serratula coronata var. insularis f. insularis
Solidago virgaurea ssp. gigantea
Synurus deltoides
Taraxacum officinale

톱풀
미국쑥부쟁이
코스모스
구절초
에키나세아
등골나물
알프스민들레
조밥나물
좀씀바귀
저먼캐모마일
각시취
산비장이
울릉미역취
수리취
서양민들레

July
Sept.
Sept.
Oct.
July
Aug.
June
Sept.
May
June
Sept.
Aug.
Sept.
Sept.
Apr.

84.3±0.41)
72.3±0.9
85.0±1.2
84.0±1.3
83.4±1.2
78.2±0.6
83.4±1.5
80.6±2.4
84.3±1.4
83.1±0.6
73.6±1.2
53.6±0.8
71.8±0.9
65.6±1.5
85.4±1.2

25.0±0.1
29.8±0.6
24.4±0.2
28.1±0.3
22.3±0.5
22.6±0.4
42.7±0.8
20.6±0.2
19.5±0.3
24.9±1.0
32.7±0.5
26.2±0.3
20.8±0.6
25.9±0.4
42.5±0.8

1)
Values are mean±SE.

NC, USA)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오차를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분함량 및 추출수율

국화과 식물 중 15종 꽃의 수분함량과 80% 에탄올추출물

의 추출수율을 조사한 결과, 수분함량은 53.6～85.4%, 추출

수율은 19.5～42.7%로 종에 따라 수분함량과 추출수율이 크

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15종 꽃의 평균 수분함량

은 77.9%였으며, 산비장이의 꽃봉오리(53.6%)에서 가장 낮

았고 서양민들레의 꽃(85.4%)에서 가장 높았다. 15종 식물

꽃의 평균 추출수율은 27.2%였으며, 알프스민들레의 꽃에

서 추출수율이 가장 높고(42.7%), 좀씀바귀 꽃의 추출수율

(19.5%)이 가장 낮았다.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15종의 꽃으로부터 조제된 80% 에탄올추출물의 총 폴리

페놀 함량은 25.67～68.83 mg·g-1,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4.88～65.46 mg·g-1으로 식물 종에 따라 페놀성 물질 함량

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Table 2). 15종 꽃의 평균 총 폴리

페놀 함량은 42.919 mg·g-1이었으며, 저먼캐모마일(68.83

mg·g-1), 코스모스(67.96 mg·g-1), 수리취(67.05 mg·g-1), 미

국쑥부쟁이(63.25 mg·g-1)의 꽃에서 함량이 높고, 산비장이

꽃봉오리에서 가장 낮았다(25.67 mg·g-1). 15종 꽃의 평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27.469 mg·g-1였으며, 코스모스의

꽃(65.46 mg·g-1)에서 함량이 가장 높고, 각시취의 꽃(14.88

mg·g-1)에서 가장 낮았다. 코스모스 꽃은 각시취보다 총 플

라보노이드 함량이 4.4배 높게 나타나 종에 따라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5종 모두 총 폴리페놀

보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낮았다. 코스모스의 꽃은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유사하였으나, 각시

취의 꽃은 총 폴리페놀이 2.2배 많이 함유되어 총 폴리페놀

Table 2. Phenolic compound contents of EtOH extracts from
flower species of Compositae plant (mg·g-1)

Scientific name
Total

polyphenols
1)

Total
flavonoids

2)

Achillea alpina
Aster pilosus
Cosmos bipinnatus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Echinacea angustifolia
Eupatorium japonicum
Hieracium pilosella
Hieracium umbellatum
Ixeris stolonifera
Matricaria recutica
Saussurea pulchella
Serratula coronata var. insularis
f. insularis

Solidago virgaurea ssp. gigantea
Synurus deltoides
Taraxacum officinale

44.53±0.263)
63.25±0.08
67.96±0.19
32.16±1.00

49.61±0.29
37.18±0.31
56.83±0.57
46.99±0.81
48.49±0.51
68.83±1.00
33.27±0.32
25.67±1.26

36.70±0.99
67.05±0.20
40.66±0.25

38.27±0.21
49.74±3.59
65.46±2.85
20.25±0.39

28.26±0.03
20.08±0.66
36.41±0.47
26.73±1.61
22.71±0.91
45.58±0.50
14.88±1.65
18.18±0.22

18.09±0.06
40.91±2.61
23.11±0.52

1)
mg of total polyphenol content per gram each dried EtOH
extract as equivalent of tannic acid.
2)
mg of total flavonoid content per gram each dried EtOH
extract as equivalent of naringin.
3)
Values are mean±SE.

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차이가 컸다. 따라서 식물종에 따라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비가 각기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코스모스의 꽃이 페놀성 물질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미국쑥부쟁이와 저먼캐모마일의 꽃과 수리취의

꽃봉오리 또한 페놀성 물질 함량이 높았다. 다른 식물과 비

교한 결과, 코스모스 꽃, 미국쑥부쟁이와 저먼캐모마일의 꽃

과 수리취 꽃봉오리는 약용식물인 갈근, 하동피, 감초, 산수

유(15), 울금, 꽃생강(16)보다 폴리페놀 함량이 높고, 육두구,

생강(17), 독활, 오가피, 황기, 황정, 당귀(18), 감초, 속단, 오

가피, 음양곽(15)보다 총 플라보노이드 물질 함량이 높으므

로 페놀성 물질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 소재로 적합하며,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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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tioxidant activities of EtOH extracts from flower species of Compositae plant (mg·mL-1)

Scientific name DPPH· RC50
1) ABTS·+ RC50

2) Fe2+ RC50
3)

Ascorbic acid
BHT
EDTA

0.03±0.004)
0.12±0.00
－

0.20±0.01
0.22±0.00
－

－
－

0.03±0.00
Achillea alpina
Aster pilosus
Cosmos bipinnatus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Echinacea angustifolia
Eupatorium japonicum
Hieracium pilosella
Hieracium umbellatum
Ixeris stolonifera
Matricaria recutica
Saussurea pulchella
Serratula coronata var. insularis f. insularis
Solidago virgaurea ssp. gigantea
Synurus deltoides
Taraxacum officinale

0.27±0.01
0.19±0.00
0.20±0.00
0.39±0.01
0.20±0.01
0.31±0.01
0.11±0.01
0.22±0.00
0.22±0.01
0.14±0.00
0.46±0.02
1.46±0.00
0.20±0.00
0.16±0.00
0.51±0.00

0.25±0.01
0.21±0.00
0.49±0.05
0.36±0.01
0.28±0.01
0.29±0.00
0.34±0.03
0.26±0.01
0.25±0.01
0.10±0.00
0.49±0.01
0.37±0.01
0.32±0.01
0.17±0.00
0.67±0.00

1.36±0.13
4.63±0.21
2.43±0.32
1.63±0.01
2.42±0.03
1.93±0.09
0.90±0.11
1.97±0.14
1.92±0.11
1.75±0.33
2.00±0.10
4.43±0.12
1.71±0.05
1.82±0.02
3.50±0.47

1)
Concentration of the material which is required to scavenge 50% of 0.15 mM DPPH radicals.
2)Concentration of the material which is required to scavenge 50% of 7.4 mM ABTS radicals.
3)
Concentration of the material which is required to reduction 50% of ferrous ion.
4)Values are mean±SE.

연 항산화제로 개발 가치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Radical 소거능 및 ferrous chelating 효과

국화과 15종 꽃의 DPPH radical, ABTS radical 소거능

및 Fe2+ chelating 효과를 분석한 결과, DPPH radical 소거능

은 알프스민들레의 꽃(RC50＝0.11 mg·mL
-1), ABTS radical

소거능은 저먼캐모마일(RC50＝0.10 mg·mL
-1), Fe2+ chelat-

ing 효과는 알프스민들레의 꽃(RC50＝0.90 mg·mL
-1)에서

가장 우수하였다(Table 3). 알프스민들레의 꽃 추출물은 합

성 항산화제인 BHT와 DPPH radical 소거능이 유사하였다.

ABTS radical 소거능이 가장 높은 저먼케모마일의 꽃 추출

물은 천연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보다 2.0배, BHT보다

2.2배, 수리취 꽃봉오리 추출물은 ascorbic acid보다 1.2배,

BHT보다 1.3배 우수하였다. 한편, 모든 추출물의 Fe2+ che-

lating 효과는 대조구인 합성 아미노산 EDAT(RC50＝0.03

mg·mL-1)보다 낮았다. 식물 종에 따라 항산화 활성에 큰 차

이를 보였는데, DPPH radical 소거능이 가장 낮은 산비장이

의 꽃봉오리 추출물은 알프스민들레의 꽃 추출물의 7.5%,

ABTS radical 소거능이 가장 낮은 서양민들레의 꽃 추출물

은 저먼캐모마일의 꽃 추출물의 14.9%, Fe2+ chelating 효과

가 가장 낮은 미국쑥부쟁이의 꽃 추출물은 알프스민들레의

꽃 추출물의 19.4%의 소거활성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Fe2+ chelating 효과는 페놀성 물질함량과 상

관관계가 낮지만(19),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은 페

놀성 물질함량이 높을수록 소거활성이 증가되며 DPPH

radical 소거능과 ABTS radical 소거능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총 플라

보노이드 물질 함량이 가장 높았던 코스모스 꽃 추출물의

ABTS radical 소거능은 낮은 편이었으며, 알프스민들레 꽃

의 추출물은 코스모스와 미국쑥부쟁이 꽃의 추출물보다 페

놀성 물질의 함량이 낮았으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오

히려 높았다. 또한 알프스민들레의 꽃 추출물은 연구에 사용

된 추출물 중 DPPH radical 소거능이 가장 높았으나, ABTS

radical 소거능은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하는 등 기존의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대부분의 페놀성 물질이 radical을 효과적으로 제거

하지만, radical의 기질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용하는 페놀성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예를 들어, flavonoid는

치환기의 위치에 따라 radical 소거능이 달라지며 특히

B-ring에 methoxyl 그룹이 결합하면 radical 소거능이 감소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21), 폴리페놀의 일종인 (+)-1-

hydroxypinoresinol-1-β-D-glycoside와 homoplantaginin

은 ABTS radical은 제거할 수 있지만 DPPH radical는 소거

하지 못한다(22). 따라서 알프스민들레의 꽃에는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낮으나, DPPH radical를 효과적으로 제

거할 수 있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차후

이에 관한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Linoleic acid에 대한 지질과산화 억제활성

인지질의 구성성분이며(23), 콩기름과 면실유 등에 다량

함유된 linoleic acid 과산화 억제활성을 조사한 결과, 톱풀과

저먼캐모마일의 꽃은 BHT보다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이 우

수하며, 반응 32일째에도 억제활성을 보여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이 장기간 지속되었다(Table 4). 합성 항산화제인 BHT

는 20일 이후에는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이 나타나지 않았으

나, 저먼캐모마일과 톱풀의 꽃 추출물은 32일째에도 지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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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hibitory activity of EtOH extracts from flower species of Compositae plant on peroxidation of linoleic acid as
measured by the FTC method

Scientific name
Inhibitory rate (%)

4th day 8th day 12th day 16th day 20th day 24th day 28th day 32nd day

BHT 89.35±0.362) 86.42±0.66 79.93±0.61 50.47±0.62 21.42±0.12 ND
1)

ND ND

Achillea alpina
Aster pilosus
Cosmos bipinnatus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Echinacea angustifolia
Eupatorium japonicum
Hieracium pilosella
Hieracium umbellatum
Ixeris stolonifera
Matricaria recutica
Saussurea pulchella
Serratula coronata var.
insularis f. insularis
Solidago virgaurea ssp.
gigantea
Synurus deltoides
Taraxacum officinale

90.67±0.16
70.03±0.43
76.97±0.26
74.29±0.29

89.96±0.26
90.37±0.07
90.66±0.01
72.16±0.43
59.26±0.02
90.66±0.20
90.49±0.39
77.26±0.04

81.43±0.11

90.56±0.30
69.95±0.91

89.43±0.19
ND

51.85±0.52
ND

88.36±0.14
89.08±0.07
89.82±0.15
ND

41.21±0.12
89.71±0.02
89.75±0.17
0.38±0.03

73.73±0.34

90.17±0.22
25.91±0.14

80.69±0.23
ND
ND
ND

75.60±0.45
78.81±0.13
80.33±0.50
ND

14.11±0.98
89.71±0.17
80.46±0.20
ND

61.45±0.67

80.83±0.20
ND

69.17±0.00
ND
ND
ND

30.11±0.08
47.87±0.26
68.79±0.23
ND

2.05±0.02
73.42±0.12
71.41±0.07
ND

29.49±0.58

72.35±0.13
ND

68.60±0.31
ND
ND
ND

ND
ND

65.59±0.19
ND
ND

70.91±0.03
70.41±0.23
ND

ND

70.75±0.12
ND

58.85±0.50
ND
ND
ND

ND
ND

48.43±0.42
ND
ND

65.90±0.16
52.65±0.36
ND

ND

51.30±0.39
ND

43.46±0.01
ND
ND
ND

ND
ND
ND
ND
ND

61.33±0.11
30.05±0.91
ND

ND

7.25±0.72
ND

14.37±0.61
ND
ND
ND

ND
ND
ND
ND
ND

49.83±0.01
ND
ND

ND

ND
ND

1)Not detected.
2)
Values are mean±SE.

산화 억제활성이 유지되었으며, 각시취와 수리취의 꽃 추출

물은 28일, 알프스민들레 꽃 추출물은 24일까지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이 유지되어 BHT보다 linoleic acid 과산화억제활

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미국쑥부쟁이, 구절

초, 조밥나물의 꽃 추출물은 4일, 산비장이 꽃봉오리와 서양

민들레의 꽃 추출물은 8일 이후에는 억제활성이 나타나지

않아 식물 종에 따라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에 큰 차이가 있었

다. 특히 저먼캐모마일의 꽃 추출물은 32일째에도 49.83%의

높은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을 보였으며 톱풀의 꽃 추출물은

28일째에는 43.46%, 32일째에는 14.37%의 억제활성을 보여

비교적 장기간 지질과산화를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식물 추출물이 생체막 구성성분인 linoleic

acid의 과산화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간 조사하여 체내

산화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구성성분의 파괴를 지속적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 국화과 식물소재를 탐색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저먼캐모마일과 톱풀의 꽃이 가장 적합하였다. 저

먼캐모마일의 꽃은 유럽에서 소화기관 장해, 감기, 피부질환

치료제 및 허브차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으며(24), 항균효

과, 항고혈압, 항독성효과, 항콜레스테롤 효과, 전자공여능

및 지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활성이 보고되어 있다(25). 톱

풀의 잎줄기는 유기산 함량이 높고, 항균 및 항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6,27).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linoleic acid 억제활성에 관한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저먼캐모마일과 톱풀 꽃은 체내 linoleic acid의 과산

화 활성을 억제하여 산화스트레스로 인한 세포손상으로 유

래되는 만성 질환 예방을 위한 새로운 기능성식품 소재로

개발가치가 높으며, 기능성식품 이외에도 지질의 산패로 인

한 식품의 변질, 관능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첨가물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국화과 15종 식물 꽃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

Fe2+ chelating 효과 및 linoleic acid의 과산화 억제활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식물 유래의 항산화제 소재를 개발하기 위

하여 시행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저먼캐모마일 꽃,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코스모스의 꽃에서 가장 높았으며, 미

국쑥부쟁이의 꽃과 수리취 꽃봉오리의 페놀성 물질 함량도

높게 나타났다. 알프스민들레의 꽃 추출물은 DPPH radical

소거능이 가장 높았으며, BHT보다 1.14배 높은 DPPH radi-

cal 소거능을 보였다. ABTS radical 소거능은 저먼캐모마일

꽃과 수리취 꽃봉오리의 추출물에서 우수하였으며, 각각

ascorbic acid보다 1.9, 1.2배 높고 BHT보다 2.1, 1.3배 높은

ABTS radical 소거활성을 보였다. Fe
2+
chelating 효과는 저

먼캐모마일꽃에서 가장 높았으나, EDTA의 chelating 효과

보다 극히 낮았다. 32일 동안 4일 간격으로 추출물의 linoleic

acid 과산화 억제활성을 조사한 결과, 저먼케모마일과 톱풀

의 꽃 추출물은 BHT보다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이 우수하고,

32일까지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이 유지되어 장기간 동안 지

질과산화를 억제할 수 있었다. 또한 각시취와 수리취의 꽃

추출물도 BHT보다 지질과산화 억제활성이 우수하고 지속

기간도 길게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 식물 종에 따라 항산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목적으로 하는 항산화 효과에 맞



164 우정향․신소림․이철희

는 식물종을 선택하여 항산화제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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