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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genus Lespedeza  belonging to Leguminosae is an annual or perennial herb, which has been used as a 
Chinese herbal medicine. Antioxidant activity on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and ABTS (2,2'- 
azino-bis(3-ethylene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radicals and the contents of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were analyzed with 12 methanol extracts from six Lespedeza genus plants with different plant parts. The highest 
content of total polyphenol was detected in the leaves of Lespedeza×robusta (194.6 mg GAE/g), while the highest 
content of total flavonoid existed in the aerial part of Lespedeza thunbergii var. intermedia (47.9 mg QE/g). 
Generally, the amounts of polyphenol and flavonoid compounds were higher in the leaves than in the stems. 
The SC50 value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anged from 10.16 to 90.94 ppm, of which the strongest 
activity was determined in the leaves of L. robusta. Most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from the investigated 
methanol extracts were higher than that of L-ascorbic acid, implying the excellent antioxidant activity. Th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this study showed high correlation with the amount of total polyphenol rather 
than that of total flavonoid. These data suggest that the methanol extracts from these Lespedeza spp.  could 
be potential candidates for natural antioxi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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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싸리속(Genus Lespedeza)은 콩과(Leguminusae)에 속하

는 다년생의 낙엽 목으로서 7～8월에 개화하며, 우리나라 

역의 양지바른 산과 들에 리 분포하는 식물이다(1). 싸리

속은 북아메리카와 동부 아시아 온 에 약 60여 종이 있으며, 

국내에는 싸리나무(Lespedeza bicolor), 풀싸리(Lespedeza 

thungergii var. intermedia), 조록싸리(Lespedeza max-

imowiczii), 참싸리(Lespedeza cyrtobotrya), 고양싸리(Le-

spedeza×robusta), 털조록싸리(Lespedeza maximowiczii  

var. tomentella), 지리산싸리(Lespedeza×chiisanensis T. 

LEE), 해변싸리(Lespedeza×maritima), 들싸리(Lespedeza 

tomentosa), 검나무싸리(Lespedeza bicolor Turczaninow 

var. higoensis), 괭이싸리(Lespedeza pilosa), 좀싸리(Les-

pedeza virgata(Thunb.) DC.), 분홍싸리(Lespedeza flo-

ribunda Bunge) 등 30여 종이 자라고 있다.

한방에서는 싸리속 식물의 기와 뿌리를 야 문(夜關門)

이라 하여 진해, 거담, 만성 기 지염, 지 , 청열, 학질, 발한, 

해열의 치료제  이뇨제와 건비제 등으로 사용하여 왔다

(2). 그리고 민간에서는 피부질환 치료제로 싸리속 식물의 

추출물이 피부 진균 치료제로 이용되어 왔다(3). 특히 싸리

나무는 백반증, 폐열, 해수와 백일해, 소변 임력, 요통, 무릎 

통, 탈력증, 유주종독 등의 치료에 쓰 다고 기록되어 

있고, 종자는 유지자원과 사료로서의 이용가치도 높은 것으

로 알려져 있다(4,5).

우리나라의 싸리속 식물에 한 연구는 주로 싸리나무 추

출물을 상으로 이루어졌다. 싸리나무 기로부터 일반성

분 분석과 환원당, 유리당, 무기질  아미노산 등의 성분 

 함량의 분석이 이루어졌고(3), 총 폴리페놀의 함량과 xan-

thin oxidase 해활성, tyrosinase 해활성 등이 보고되었

으며(2), 싸리나무 기의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을 

상으로 자공여능, SOD 유사활성, 아질산염 소거능 등의 

항산화성에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6). 한 싸리나무 기

와 잎에 해서 총 폴리페놀의 함량, 총 라보노이드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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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the Lespedeza spp.  used in this study

Scientific name Sample code Korean name Plant part Harvest date

Lespedeza maximowiczii
Lespedeza thunbergii var.  intermedia
Lespedeza bicolor

Lespedeza cyrtobotrya

Lespedeza×robusta

Lespedeza maximowiczii var.  tomentella

LM-A
LTi-A
LB-F
LB-L
LB-S
LB-R
LC-L
LC-S
LR-L
LR-S
LMt-L
LMt-S

조록싸리
풀싸리
싸리나무

참싸리

고양싸리

털조록싸리

aerial
aerial
flower
leaf
stem
root
leaf
stem
leaf
stem
leaf
stem

2001. 05. 17
2001. 07. 04
2001. 08. 28
2001. 08. 28
2001. 08. 28
2004. 04. 28
2001. 08. 30
2001. 08. 30
2002. 05. 08
2002. 05. 08
2005. 07. 12
2005. 07. 12

항산화  항균효과에 해서도 조사되었고, 세포독성 평가

를 통해 화장품 원료로서 용 가능성도 조사되었다(7). 최

근에는 Ryu 등(8)에 의하여 싸리나무 꽃의 에탄올 추출물이 

라디칼 소거활성과 아질산염 소거능 등을 통해서 피부의 멜

라닌 형성을 해하여 화장품의 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 다. 그 외의 연구로서 지리산싸리로부터 

지질 구성 지방산과 유리아미노산  구성 총 아미노산 조성

에 한 연구가 이루어졌고(5), 참싸리 기의 메탄올 추출

물로부터 분리된 dalbergiodin이 멜라닌 생합성을 해한다

는 보고가 있었다(9).

싸리속 식물에서는 주로 라보노이드 화합물이 분리되

었다고 보고되었다. 싸리나무 기로부터 caffeic acid, pro-

tocatechuic acid, betulinic acid, betulin 등의 알려진 화합물

과 함께 두 개의 새로운 prenylated isoflavanone이 분리되었

다(10). Tan 등(11)은 좀싸리로부터 6종의 라보노이드를 

분리하 는데, 그  5-hydroxy-6-methyl-2'-methoxy- 

[6",6"-dimethyl-pyrano(2",3":7,8)][6‴,6‴-dimethylpyrano 

(2‴,3‴:4',5')]-(2S) flavanone은 새로운 구조의 라보노

이드로서 강한 항산화 활성을 보 다. 분홍싸리의 뿌리에서

는 51종의 라보노이드가 분리되었는데, 그  40종의 화합

물이 새로운 구조로 보고되었다. 이  상당수의 화합물에서 

멜라닌 생합성을 해하는 효과가 피부 미백제인 hydro-

quinone보다 높았다(12). 비수리(Lespedeza cuneata)의 지

상부에는 kaempferol, quercetin 외에 hyperin, hirsutrin, 

desmodin, homoadonivernite 등의 라보노이드가 분리, 보

고되었다(13).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싸리속 식물의 천

연 항산화제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해, 6종의 싸리속 

식물로부터(조록싸리, 풀싸리, 싸리나무, 참싸리, 고양싸리, 

털조록싸리) 얻은 각 부 별 메탄올 추출물 12종에 해서 

ABTS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조사하여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 다. 한 총 폴리페놀 함량과 총 라보노이드 함량

을 조사한 후 이들 성분과 라디칼 소거능 사이의 상 계를 

분석하여, 싸리속 식물의 항산화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 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싸리속 식물의 메탄올 추출물은 한국생

명공학연구원 한국식물추출물은행에서 구입하 다. 일반

으로 채취된 시료는 상온에서 건조 후 분쇄하여 추출과정을 

하기 까지 냉장보  되었다. 각 시료는 ASE 200 Accelerated 

solvent extractor(Dionex Corp., Sunnyvale, CA, USA)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99.9% 메탄올을 용매로 사용하여 추출

되었고, 추출용액은 Speed-Vac concentrator(Savant DNA 

120, Thermo Scientific, Waltham, MA, USA)를 사용하여 

농축되었다. 시료는 한국식물추출물은행에서 구입할 수 있

는 목록에서 선택하 고, 시료 목록은 조록싸리와 풀싸리의 

지상부, 싸리나무의 꽃, 잎, 기  뿌리, 참싸리, 고양싸리, 

털조록싸리의 잎과 기로, 총 6종의 싸리속 식물로부터 각

각 다른 부 의 총 12종류의 추출물을 분양받았다. 각 시료

의 식물 부 와 채취 시기는 Table 1에 표시되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 방법(14)에 따라 Folin- 

Ciocalteu 시약(Sigma-Aldrich, St. Louis, MO, USA)이 추

출물의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되어 몰리 덴 청색

으로 발색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즉, 건조된 추

출물 시료를 물에 녹여 1 mg/mL 농도로 만든 후에 이를 100 

μL 취하고, 여기에 Folin-Ciocalteu 시약 100 μL, 증류수 300 

μL를 가하 다. 상온에 5분간 방치한 다음 20% Na2CO3 500 

μL를 가하고 다시 상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spectrometer 

(Lambda 15 UV-Vis spectrophotometer, Perkin-Elmer, 

Norwalk, CT, USA)를 이용하여 730 nm에서 반응액의 흡

도 값을 측정하 다. 표 물질로 gallic acid(Sigma-Aldrich)

를 사용하 고, gallic acid의 검량선을 이용하여 총 폴리페

놀 함량을 mg GAE(gallic acid equivalent)/g 추출물로 표

하 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추출물 시료 용액(1 mg/mL) 100 μL와 에탄올 400 μ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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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하고 2% AlCl3·6H2O 500 μL를 가하 다. 상온에 5분간 

방치한 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430 nm에서 반응

액의 흡 도 값을 측정하 다. 표 물질로 quercetin(Sigma- 

Aldrich)을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 고, 라보노이드 함

량은 mg QE(quercetin equivalent)/g 추출물로 표 하 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자공여능은 Blois 방법(15)에 의한 DPPH 라디칼 소거

법으로 측정하 다. 12종의 싸리속 메탄올 추출물을 10, 50, 

100, 200 ppm의 네 가지 농도로 만들어 96 well plate에 100 

μL씩 분주하 다. 그리고 400 μM DPPH 용액 100 μL를 넣어

주고 상온, 어두운 곳에 30분 방치시킨 후, 51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조군으로 비타민 C(L-ascorbic acid, 

Sigma-Aldrich)를 사용하 다. 각 시료의 DPPH 라디칼 소

거능은 아래의 식에 의해 자공여능으로 계산하 고, 50% 

자공여능 값을 나타내는 SC50 값으로 표 하 다. 

자공여능(%)＝(1－
시료첨가구의 흡 도

)×100
무처리구의 흡 도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은 Re 등(16)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

다. ABTS 라디칼 용액은 3.5 mM potassium persulfate를 

포함하는 2 mM ABTS 용액을 8배 희석시킨 후, 어두운 곳에 

14시간 보 하여 만들었다. 추출물은 0.2, 0.5, 1, 5 ppm 농도

로 만든 후 96 well plate에 100 μL씩 분주하고, ABTS 용액 

100 μL씩 가하 다. 상온에서 5분 반응 후, 414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조군으로 비타민 C(L-ascorbic acid, 

Sigma-Aldrich)를 사용하 다. 각 시료의 ABTS 라디칼 소

거능은 DPPH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 고, 50% 자공여

능 값을 나타내는 SC50 값으로 표 하 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독립 으로 3회 이상 반복으로 실시하 으며, 

실험 결과를 평균값과 오차로 나타내었고, ANOVA test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한 후 p<0.05 수 에서 Newman Keuls 

test를 실시하여 실험군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 다. 활성과 

총 폴리페놀, 총 라보노이드 함량과의 연 성은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검토하 다.

결과  고찰

총 폴리페놀 함량

식물에는 토코페롤, 비타민 C 등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물

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폴리페놀 화합물

은 우수한 항산화 물질로 단백질, 효소 단백질, 그리고 기타 

거  분자들과 결합하여 항산화 효과와 항균 효과를 나타낸다  

(17). 이러한 폴리페놀은 많은 식물에서 발견되고 있으며, 최

근에는 콩과류에서 이소 라본(isoflavone)과 리그난(lignan) 

등의 폴리페놀성 화합물이 주목을 받으면서 콩과류에 한 

생리활성 효과가 더욱 기 되고 있다(18). 본 실험에서는 국

내에서 자생하고 있는 싸리속 식물을 상으로 총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해 보았다. 일반 으로 식물의 경우 각 부 마다 

포함되어 있는 성분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각 식

물의 식용 방법이나 질병의 치료에 용 방법이 다르다. 따

라서 싸리속 식물의 각 부 별로 성분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싸리속 식물의 이용에 더욱 자세한 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 실험에서는 싸리속 식물의 각 부

별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싸리속 식물에는 메탄올  

추출물의 7～19% 범 로 폴리페놀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

졌다(Fig. 1). 폴리페놀을 가장 게 함유하고 있는 식물은 

조록싸리의 지상부(LM-A)로, 77.2 mg GAE/g의 폴리페놀

을 포함하고 있었다. 반면, 고양싸리의 잎(LR-L)은 194.6 

mg GAE/g의 총 폴리페놀을 포함하고 있어 가장 많은 함유

량을 보여주었다. 싸리나무의 부 별 함량을 비교해 보면, 꽃

(LB-F)은 100.3 mg GAE/g, 잎(LB-L)은 125.4 mg GAE/g, 

기(LB-R)는 96.9 mg GAE/g, 뿌리(LB-R)는 151.4 mg 

GAE/g의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상부

보다는 뿌리에 더 많은 폴리페놀 화합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싸리나무(LB), 참싸리(LC), 고양싸리(LR), 털조

록싸리(LMt)에서 기(L)와 잎(S)을 비교해보면, 참싸리를 

제외하고 모두 기보다는 잎에서 폴리페놀의 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반 으로 기보다는 잎에서 폴

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Lee 등(3)에 

의한 연구에서도 싸리나무 기(LB-S)에는 총 폴리페놀 성

분이 117 mg GAE/g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실

험의 결과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용식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조사한 Kim 등(19)에 의한 연구에서도 옥

죽, 갈근, 감조, 당귀, 산수유 등 20종의 약용식물에서 총 폴

리페놀 함량이 2.6(옥죽)～81.2 mg GAE/g(음양곽)의 범

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실험에서 분석한 싸리속 

식물이 이들 약용식물보다 최소 2～3배의 폴리페놀 화합물

을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싸리속 식물이 천연 항

Fig. 1. Content of total polyphenols in the Lespedeza methanol 
extracts. GAE means for quercetin equivalent. The amounts 
were represented as mean values from the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ith error bar. 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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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제 소재로 개발될 가능성이 충분함을 보여주고 있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

라보노이드(flavonoid)는 라본(flavone)을 기본 구조

로 갖는 노란색 식물 색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천연에는 각종  

식물의 꽃․잎․뿌리․ 기․열매 등에 함유되어 있다(20,21). 

식물에는 6000종 이상의 라보노이드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식물에 존재하는 라보노이드는 항산화, 에스트로

겐 효과, 항암 효과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22,23). 본 연구에서 조사된 싸리속 식물의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13.1～47.9 mg QE/g인 것으로 나타났

다(Fig. 2). 싸리나무 기(LB-S)가 13.1 mg QE/g으로 가장 

함량이 낮았고, 풀싸리의 지상부(LTi-A)가 47.9 mg QE/g으

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여주었다. 싸리나무의 각 부 별 

라보노이드 화합물은 기(LB-S, 13.1 mg QE/g), 꽃(LB-F, 

20.0 mg QE/g), 뿌리(LB-R, 21.3 mg QE/g), 잎(LB-L, 25.0 mg 

QE/g) 순으로 높은 함량을 보여주었다. 기와 잎의 라보

노이드 함량 비교에서는, 싸리나무(LB), 참싸리(LC), 고양싸리

(LR), 털조록싸리(LMt) 모두 기보다는 잎에서의 라보노

이드 함량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털조록싸리의 경

우 잎(LMt-L)에서의 함량이 43.8 mg QE/g으로 기(LMt- 

S)에서의 함량인 17.5 mg QE/g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옥죽, 갈근, 감조, 당귀, 산수유 등의 20종 약용식물

에서 조사된 라보노이드 함량은 0.38 mg NE(naringinin 

equivalent)/g(황정)～55.35 mg NE/g(감 )으로 본 연구에

서 조사된 싸리속 식물에 함유된 라보노이드 함량은 부

분 이들 약용식물과 비슷하 다(19). 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되었다고 알려진 녹차의 경우 조건에 따라 13～81 mg 

HE(hesperidin equivalent)/g의 라보노이드가 추출되었

다고 보고되었는데, 싸리속 식물의 경우 부분 이 범주 안

에 포함되는 것으로 밝 졌다(24). 

ABTS 라디칼 소거능에 의한 항산화 활성

라디칼 소거능은 페놀산과 라보노이드 화합물 등의 폴

Fig. 2. Content of total flavonoids in the Lespedeza methanol 
extracts.  QE means for quercetin equivalent. The amounts 
were represented as mean values from the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ith error bar. 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리페놀성 물질에 의한 항산화 활성의 지표이며, 환원력이 

큰 물질일수록 자공여능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25). 

본 연구에서는 싸리속 식물의 각 부 별 추출물을 상으로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조사하 다. 0.2～5 ppm까지의 각 

추출물의 농도에서 각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농

도에 따라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들의 활성도를 보

다 정확히 악하기 하여 최  활성의 50%를 나타낼 수 

있는 농도인 SC50값을 측정하 다(Table 2). 본 실험에서 양

성 조군으로 사용한 비타민 C의 경우 2.67 ppm의 SC50값을 

보여 주었다. 가장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이 좋은 시료는 

고양싸리의 잎(LR-L)으로, 0.77 ppm의 SC50값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양성 조군인 비타민 C보다 3배 이상의 

높은 ABTS 라디칼 소거능이었다. 싸리나무의 꽃(LB-F)은 

SC50값이 3.68 ppm으로 비타민 C보다 약 37% 정도가 낮은 

값을 보여 주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추출물  싸리나무 꽃

(LB-F)과 잎(LB-L)을 제외하고 나머지 추출물들은 모두 비

타민 C보다 낮은 SC50값을 나타내어, ABTS 라디칼에 해

서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추출물 부분이 매우 좋은 소거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와 잎의 비교에서는 싸

리나무(LB), 참싸리(LC), 고양싸리(LR), 털조록싸리(LMt) 

 고양싸리를 제외하고 모두 기에서 낮은 SC50값을 보여, 

잎보다는 기가 더 좋은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 졌다.

DPPH 라디칼 소거능에 의한 항산화 활성

ABTS 라디칼 소거능과 마찬가지로 DPPH 라디칼에 

해서도 싸리속 식물의 각 추출물에 해서 라디칼 소거능을 

조사하 다(Table 2). 본 실험에서 조사한 시료  가장 활성이 

좋은 시료는 고양싸리의 잎(LR-L)이었고(SC50=10.16 ppm), 

Table 2.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SC50 in ppm) of the 
Lespedeza  methanol extracts

Sample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C50 (ppm)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C50 (ppm)

LM-A
LTi-A
LB-F 
LB-L
LB-S
LB-R
LC-L
LC-S
LR-L
LR-S
LMt-L
LMt-S
L-ascorbic acid

90.94±7.09
f

49.62±1.76c

87.95±4.36e

57.57±4.23
d

60.66±2.28d

26.85±1.13b

30.88±3.90
b

34.06±1.65b

10.16±7.29a

32.49±1.17
b

31.15±1.43b

59.90±4.98d 
 2.18±0.06

2.23±0.45
bc

1.86±0.12b

3.68±0.21d

3.49±0.68
d

2.67±0.50c

0.92±0.04a

2.17±0.09
bc

1.63±0.06b

0.77±0.14a

1.21±0.07
ab

1.67±0.24b

1.64±0.18b

2.67±0.36

The concentration of samples that scavenged the radical by 50% 
(SC50) were determined by linear regression of scavenging percen-
tage. Each value present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Values with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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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rrelation between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total polyphenol (a, b), or total flavonoid (c, d) in the Lespedeza 
methanol extracts.

활성이 가장 낮은 시료는 조록싸리의 지상부(LM-A)로 SC50

값이 90.94 ppm이었다. 싸리나무 각 부 의 활성은 꽃(LB-F, 

87.95 ppm), 기(LB-S, 60.66 ppm), 잎(LB-L, 57.57 ppm), 

뿌리(LB-R, 26.85 ppm) 순으로 라디칼 소거능이 높았다. 싸

리나무(LB), 참싸리(LC), 고양싸리(LR), 털조록싸리(LMt)

에서 기와 잎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비교해 본 결과 

모두 잎의 SC50값이 낮게 측정이 되어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잎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성 조군으로 사용

한 비타민 C의 경우 SC50값이 2.18 ppm으로 나타나 싸리속 

메탄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비타민 C에 비해

서 최소 5배 이상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싸리속 메탄올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과 달리 DPPH 라디칼 소거

능이 이 게 낮은 이유는 DPPH 라디칼의 반응 속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반응 속도가 빠른 ABTS 

라디칼과는 달리, DPPH 라디칼의 반응 속도는 화합물에 따

라서 매우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비타민 C의 경우는 EC50 

농도에서 동 평형상태(steady state)로 도달하는 시간이 1.15

분인데 반해, 라보노이드 화합물인 rutin의 경우 103분이 

걸린다는 보고가 있다(26). 경우에 따라서는 ABTS 라디칼

과는 잘 반응하는 항산화 물질이 DPPH와는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양한 폴리페놀과 

라보노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싸리속 추출물의 경우, 본 

실험에서 DPPH와의 반응 시간이 충분하지 않거나 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 으로 높은 SC50값이 측정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총 폴리페놀, 총 라보노이드 함량과 항산화와의 상 계

총 폴리페놀 함량, 총 라보노이드 함량과 항산화 활성과

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았다(Fig. 3).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ABTS 라디칼 

소거능의 SC50값 사이에서는 음의 상 계를 타나내어(Fig. 

3a, 3b), 총 폴리페놀 함량과 라디칼 소거 활성 사이에서는 

양의 상 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2개의 메탄올 

추출물  10개의 추출물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라

디칼 소거능 사이에서 r2＝0.71 수 으로, 12개의 메탄올 추

출물  9개의 추출물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과 ABTS 라디

칼 소거능 사이에서 r
2＝0.65 수 으로 상 계를 나타내었

다. 하지만 총 라보노이드 함량과 항산화 활성과의 계에

서는 특별한 상 계를 보이지 않았다(Fig. 3c, 3d). 12개의 

메탄올 추출물에서 r2＝0.001(DPPH), r2＝0.008(ABTS) 값

을 보여 상 계가 거의 없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싸리속 

식물에서 항산화를 나타내는 주요 화합물이 라보노이드 

계열의 화합물보다는 다른 종류의 폴리페놀 화합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다른 많은 연구들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감잎 추출물에서도 폴리페놀 화합물이 증가

할수록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비례 으로 증가하 다(27). 

한 다양한 약용식물들에서도 폴리페놀 함량과 총 항산화, 

히드록시 라디칼 소거능,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 사이에

서 강한 양의 상 계가 나타났다(19). 이러한 경향은 육상

식물뿐만 아니라 해조류에서도 나타났는데, Kwak 등(2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산 해조류 5종에서 총 라보노이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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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과 3가지 다른 방법의 항산화 활성과는 유의한 상 계

가 없었으나, 총 폴리페놀 함량과 지질과산화 억제율, DPPH 

라디칼 소거율, MDA-BSA conjugation 억제율 사이에서는 

양의 상 계를 보 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라보노이

드 화합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했을 때, 이 물질이 강한 항

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 진 바 있다. 자유라디칼

을 제거하는 능력을 비교하는 실험에서 라보노이드는 비

타민 C나 E에 비해 3배 내지 5배 이상의 항산화 작용을 나타

낸다(29). 이러한 강한 항산화 활성에도 불구하고, 본 실험에

서 라디칼 소거능과 라보노이드 화합물 사이에 상 계

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라보노이드 외의 다른 계열의 폴리

페놀 화합물이 더욱 강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양 인 측면에서 라보노이드 화합물 이외의 폴리페놀성 

화합물이 더욱 많은 양으로 존재하여, 항산화 활성에 더 큰 

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요   약

본 실험에서는 국내에 자생하는 콩과에 속하는 6종의 싸

리속 식물의 각 부 별 추출물로부터 총 폴리페놀, 총 라

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 고, DPPH, ABTS 라디칼 소거능

을 조사하 다. 폴리페놀성 화합물은 고양싸리의 잎(LR-L)

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라보노이

드 화합물은 풀싸리의 지상부(LTi-A)에서 가장 많이 검출

되었다. 이들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기 해서 DPPH

와 ABTS 라디칼에 한 소거 활성을 조사해 본 결과 DPPH 

라디칼에 해서는 비타민 C보다 소거 활성이 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ABTS 라디칼에 해서는 비타민 C보다 더 좋

은 소거 활성을 보 다. 이들 활성과 폴리페놀, 라보노이

드 화합물간의 상 계에서는 폴리페놀만이 양의 상

계를 보여 폴리페놀의 농도에 따라 라디칼 소거 활성이 증가

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라보노이드 화합물과 

라디칼 소거 활성 간에는 뚜렷한 상 계를 볼 수 없어, 

싸리속 식물에서는 라보노이드 화합물보다는 폴리페놀성 

화합물이 항산화에 더욱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각 을 받고 있는 천연 항산

화제의 개발에 있어 싸리속 식물이 천연 항산화제로서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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