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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oxidative activity of a medicinal herb mixture combined with traditional natural herbal materials was 
investigated. The medicinal herb mixture yielded 35.00% water extracts and 25.33% 80% ethanol extracts. The 
ethyl acetate fraction yields were 0.64% in the water extracts and 3.76% in the 80% ethanol extracts. The total 
flavonoid contents of the water and 80% ethanol extracts were 2.34 and 2.42%, respectively, and their total phenolic 
contents were 5.04 and 4.56%. The total flavonoid and phenolic contents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were the 
highest in the various solvent extracts. The extracts were rich in salicylic and ρ-coumaric acids. The electron-donating 
ability of the medicinal herb mixture was 43.32% in the water extracts and 41.32% in the 80% ethanol extracts, 
and the nitrite-scavenging ability was 9.68% in the water extracts and 8.94% in the 80% ethanol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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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질병 치

료와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온 전통적 천연물은 경험적

인 선택 및 적용을 통해 인체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된 것들

이라 할 수 있다(1). 생약재는 낮은 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하

여 과거뿐만 아니라 현대 의학에서도 질병 치유제로서 다양

하게 사용되고 있으며(2-4),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천연물 의약품뿐만 아니라 생약재를 이용한 건강기능

식품으로 개발되어 산업화 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5,6). 한편 전통적인 생약재는 질병의 치유에 사용

함에 있어 그 효능을 증진시키고 독성이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복합물의 형태(복방)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7), 최근

에는 갈근, 인진, 차조기 등 복합 추출물, 홍삼, 사상자, 산수

유 복합 추출물, 황금, 아선약 복합물 등이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 바 있다(8).

전통적으로 황정(Polygonatum sibiricum Redoute), 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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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Rhemannia glutinosa Liboschitz), 갈근(Pueraria lobata

Ohwi), 오미자(Schizandra chiensis Baillon), 감초(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등은 한의학에서 소갈(消渴)의 치료에 빈

번하게 사용되는 생약재이다. Lee와 Won(9)은 낚시둥굴레

근경의 ether 추출물을 adrenalin으로 고혈당을 유발시킨

가토에 경구 투여하여 혈당강하효과를 밝혔고, Kim과

Lee(10)는 왕둥굴레의 ether 추출물에서 β-sitosterol,

stigmasterol 및 diosgenin을 동정하고 혈당강하효과를 확인

하였다. 지황은 육미지황탕(11), 가미육미지황탕(12)의 주

요 구성약재로서 당뇨치료를 위한 생약재로 사용하였으며,

Choi 등(13), Kim 등(14) 및 Kim(15)에 의하여 streptozotocin

유발 당뇨쥐에서 혈당저하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갈근

은 생진지갈(生進止渴)의 효능이 있어 소갈을 치료하고(16),

streptozotocin과 hydrogen peroxide에 의한 산화스트레스를

예방하며(17), 지표성분인 puerarin의 혈당저하효능이 보고

되었다(18). 오미자의 생리활성 연구에서 Cho 등(19)은 오

미자 추출물의 α-amylase 및 α-glucosidase 저해활성을 보고

하였으며, Kim 등(20)은 열수 추출물이 streptozotocin 유발

당뇨성 흰쥐에 항당뇨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Ko

등(21)은 오미자 분획물이 인슐린의 작용을 향상시키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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슐린 민감성 물질로서 제2형 당뇨병 및 인슐린 저항성 증후

군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감초에 대한

내당능 효능과 aldose reductase 저해능이 확인된 바 있다

(22,23).

따라서 한의학, 중의학 등에서 당뇨의 개선 및 치료효과

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35개 처방제의 추출 수율, 인슐린

성 물질의 함량 등을 분석한 결과를 근거(24)로 황정, 생지

황, 단삼, 갈근, 오미자 및 감초를 6 : 6 : 6 : 3 : 3 : 1.2의

비율로 설정하였고, 그 복합물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 플라

보노이드 함량, 전자공여능, 아질산염 소거능 등을 분석하

여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 소갈(消渴)의 치료에 사용되어

져 온 처방들을 바탕으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생약재를 조사

하고 중의학, 한의학 등 문헌의 혈당저하를 위한 처방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복합물을 조사하였다(25-27). 이에 식

품원료로 사용 가능한 생약재로 구성된 복합물을 선정하

고, 생약재의 가감을 통하여 복합물을 재구성한 후 본 실험

의 재료로 사용하였다(24).

본 실험에 사용된 생약재 복합물은 황정, 생지황, 단삼,

갈근, 오미자 및 감초를 6 : 6 : 6 : 3 : 3 : 1.2의 비율로

구성하였다. 생약재 복합물에 사용된 생약재는 경북 영천

소재의 (주)옴니허브에서 구입하였으며, 전문가의 감정을

거친 후 분쇄하여 5℃의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구성된 생약재 복합물은 20배 중량의 증

류수 또는 80% 에탄올을 가하고 가열 추출 후 여과한 여액

을 동결 건조하여 -20℃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

다.

생약재 복합물의 용매별 분획물 제조

복합 생약재 추출물의 제조를 위하여 시료 중량의 20배

증류수 또는 80% 에탄올을 가하였다. 열수 추출을 위해서

는 95℃에서 150분, 80% 에탄올 추출물 제조를 위해서는

80℃에서 150분간 환류냉각하면서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여과지(Whatman No 2)로 여과하여 50℃에서 감압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분획물 제조용 시료로 하였다. 이 추출물

을 극성이 다른 다양한 용매를 사용하여 단계적으로 분획하

였다. 즉,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 추출물과 80% 에탄

올 추출물을 각각 물에 녹여 분액여두에 넣고 hexane을

가하여 hexane층과 water층을 분리한 후 감압농축하여

hexane 분획물을 얻었다. 동일방법으로 hexane 추출 후 남

은 water층에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을 순차적으

로 가하여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및 water 분획물

을 얻었다. 이들 추출물과 분획물들은 감압농축 및 동결건

조에 의해 용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수율로서 고형분 함량

을 측정하였다.

Polygonatum sibiricum Redoute : Rhemannia glutinosa Liboschitz :
Salvia miltiorrhiza BUNGE : Pueraria lobata Ohwi : Schizandra

chiensis Baillon :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6 : 6 : 6 : 3 : 3 : 1.2)

Medicinal herb mixture
(25.2 g)

Water or 80% ethanol

Extract
(W : 8.82 g, E : 6.38 g)

Concentration

Dissolve in water

Hexane

Hexane layer Water layer

Hexane fraction
(W : 0.02 g, E : 0.16 g)

Chloroform

Chloroform layer Water layer

Chloroform fraction
(W : 0.02 g, E : 0.12 g)

Ethyl acetate

Ethyl acetate layer Water layer

Ethyl acetate fraction
(W : 0.06 g, E : 0.24 g)

Butanol

Butanol layer Water layer

Butanol fraction
(W : 0.44 g, E : 0.71 g)

Water fraction
(W : 8.04 g, E : 5.15 g)

Fig. 1. Schematic diagram for extraction and fractionation of the
medicinal herb mixture.

총페놀성 화합물 함량 측정

총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Folin-Denis 법(28)에 의해 비색

정량하였다. 즉, 1.0 mg/mL로 희석한 시료 1 mL에 Folin-

ciocalteau reagent 1 mL를 가하여 3분간 정치한 후 10%

Na2CO3 1 mL를 혼합하고, 1시간 실온에서 방치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tannic acid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작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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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avis 변법(29)을 이용하였다.

시료 용액 1 mL에 diethylene glycol 10 mL 및 1 N NaOH

1 mL를 가하고, 잘 혼합한 후 30℃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검량곡선은

naringin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사용하

여 작성하였다.

페놀성 화합물 분석

각각의 페놀성 화합물의 분석(30)은 각각의 용매 분획물

을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인 후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HPLC (Alliance HT system, Waters Co

Milford, MA, USA)로 분석하였다. 이때 column은 XTerra

RP 18 (3 mm×250 mm, Waters Co Milford, MA, USA)을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은 60% acetonitrile을 사용하였고, 유

속은 0.5 mL/min., 검출기는 PDA (Waters 2996, Waters Co

Milford, MA, USA)로 분석하였다. 표준시료는 caffeic acid,

ρ-coumaric acid, ferulic acid, salicylic acid 및 cinnamic acid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였다.

전자공여능 측정

시료의 전자공여능은 α,α'-diphenyl-β-pycrylhydrazyl

(DPPH)을 사용한 방법(31)으로 측정하였다. 즉, DPPH 시약

을 사용하여 50% 에탄올을 blank로 하여 517 nm에서 DPPH

용액의 흡광도를 약 1.0으로 조정하였다. 그리고 이 용액

5 mL에 1 mg/mL의 농도로 희석한 시료 용액 0.5 mL를

혼합한 후 상온에서 30초간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여 시료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표시하여 전자공여능으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추출물이 발암성 nitrosamine 생성의 전구물질인 아질산

염을 소거하거나 또는 분해하는 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Kato 등(32)과 Kim 등(33)의 방법에 준하여 1 mM NaNO2

용액 1 mL에 1.0 mg/mL의 농도로 희석한 시료 용액 1 mL를

첨가하고, 0.1 N HCl과 0.2 M 구연산 완충용액을 사용하여

반응용액의 pH를 1.2로 조정한 다음 총량을 10 mL로 하였

다. 이를 37℃에서 1시간 동안반응시킨 후 1 mL를 취하여

2% 초산 용액 5 mL, Griss 시약(30% 초산으로 1% sulfanilic

acid와 1% naphthylamine 용액을 각각 조제하여 1:1의 비율

로 사용직전 혼합한 것) 0.4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한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잔존하는 아질산

염의 양을 산출하였다. 대조구는 시료 대신 증류수를 1 mL

가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고, 아질산염 소거

능은 추출액을첨가한 경우와첨가하지않은 경우의 아질산

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생약재 복합물의 용매별 분획에 따른 수율

생약재 복합물의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을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및 water층으로 분획하여

수율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수율은 물 추출물이

35.00%로 80% 에탄올 추출물의 25.33% 보다 높았다. 한편

용매별 분획물의 수율은 hexane층과 chloroform층은 매우

낮았으며, ethyl acetate층의 상대적 수율이 물 및 80% 에탄

올 추출물에서 각각 0.64% 및 3.76%였으며, 절대적 수율로

도 80% 에탄올 추출물이 4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Butanol층의 수율은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5.00% 및 11.20%로 나타나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물 추출

물보다 높게 나타났다. 에탄올 추출물의 용매별 분획물이

물 추출물의 용매별 분획물보다 높은 수율을 나타내었는

데, 이는 물 추출물에 비하여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비극

성 성분이 많이 용출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판단된다. 그러

나 최종물 분획물에의 수율은 물 추출물에 대한잔여 수용

액(8.04 g)이 80%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잔여 수용액(5.15

g) 보다 높게 나타났다.

총 플라보노이드 및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생약재 복합물의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을 극성이

다른 용매로 단계적으로 분획한 분획물에 대하여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 및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분석하였다(Table

1).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2.34% 및 2.42%이었고,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5.04% 및 4.56%로 나타나 물 추출물과 80% 에탄올 추출물

의 총페놀성 성분 및 총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매별 분획물 중 ethyl acetate층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0% 에탄

올 추출물(25.91%)에서 물 추출물(15.74%)보다 높은 함량

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었다.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또한

ethyl acetate층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총 플

라보노이드 함량과는 달리 물 추출물의 ethyl acetate층에서

32.98%로 80% 에탄올 추출물(30.5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hexane 및 water층에서는 총 플라보노이드 및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페놀성 물질은 2차 대사산물의 하나로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진다. 이들은

phenolic hydroxyl기를 가지므로 단백질 및 거대분자들과

쉽게 결합하여 항암 및 항산화 활성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

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35). 그리고 녹차의

폴리페놀은 혈중의 총콜레스테롤, 총지질의 감소와 HDL-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증가시켰다는 여러 보고(36-38)가 있

다. Hyun 등(39)은 제주 자생식물의 총페놀성 화합물 함량

을 조사한 결과 이질풀, 아그배나무, 자금우, 짚신나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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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주나무의 70% 메탄올 추출물이 각각 28.18, 26.80,

26.16, 25.96 및 24.56%의 높은 함량을 나타낸다고 보고하

였다. 국내에서 시판되는 다류 중 홍차, 인삼차, 녹차 및

한차의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10.15, 2.83, 9.49 및 9.58%이

고,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1.68, 0.33, 0.67 및 0.61%로

보고되었다(40). 이들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생약재 복합물의 경우 페놀성 화합물이 많이 함유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항산화, 항당뇨 기능이높은 소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1. Total flavonoid and total phenolics content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from the medicinal herb mixture

Samples
Total flavonoid (%) Total phenolics (%)

Water 80% Ethanol Water 80% Ethanol

Crude Extract 2.34±0.20
1)

2.42±1.61 5.04±2.07 4.56±6.65

Hexane fraction 2.93±0.80 1.80±0.60 2.04±2.98 4.23±1.70

Chloroform fraction 8.56±2.81 6.95±0.60 3.91±3.75 5.93±8.10

Ethyl acetate fraction 15.74±1.21 25.91±2.81 32.98±8.32 30.52±9.04

Butanol fraction 3.58±3.62 10.57±4.82 23.44±8.68 11.41±7.33

Water fraction 0.97±0.08 1.57±0.40 3.42±2.41 1.71±8.16

1)Mean±S.D.

Table 2. Phenolic compounds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from the medicinal herb mixture

Samples
Phenolic compounds (mg/100 g)

Caffeic acid ρ-Coumaric acid Ferulic acid Salicylic acid Cinnamic acid

Water

Hexane fr. -1) - - - -

Chloroform fr. - - 0.06 - 0.23

Ethyl acetate fr. 0.30 1.05 0.36 0.40 0.21

Butanol fr. - 14.93 0.85 21.18 -

Water fr. 0.07 0.40 0.05 0.41 -

80% Ethanol

Hexane fr. - - - 0.15 -

Chloroform fr. - - 0.04 0.24 -

Ethyl acetate fr. 0.43 1.60 0.28 0.86 -

Butanol fr. - 2.17 1.10 3.53 0.17

Water fr. - 0.35 0.07 1.00 -
1)Not detected.

페놀성 화합물 함량

추출물 및 용매별 분획물의 페놀성 화합물을 정량한 결

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의

용매별 분획물에서 가장 많이 함유된 성분은 공히 salicylic

acid와 ρ-coumaric acid이었으며, butanol층에 많이 함유되

어 있었다. 5종의 페놀성 화합물에 대하여 분획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butanol층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어 총

플라보노이드 및 총페놀성 화합물 함량과는 다소 상이하였

는데,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측정에 사용된 5가지 페놀산

성분 이외의 페놀성 화합물이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의

각종 분획물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전자공여능

전자공여능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 DPPH가 항산화물질에 의해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대량으로 측정이

가능한 방법이다(31). 전자공여능은 활성 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지방질 산화를억제시키는척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서 활성 라디칼에 의한 노화를 억제

하는 작용의척도로도 이용되고 있다(41). 생약재 복합 추출

물 및 용매별 분획물의 전자공여능을 조사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물 추출물과 80% 에탄올 추출물의 전자공

여능은 각각 43.32% 및 41.32%로 물 추출물에서 약간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총페놀성 화합물의 함량과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내어 페놀성 화합물이 전자공여능에 주로 관여

하는 것으로 추정해볼수 있다. 용매별분획물의 전자공여

능은 ethyl acetate, butanol, chloroform층 순으로 높은 전자

공여능을 나타내었다. Hexane과 chloroform층을 제외하고

는 물 추출물의 용매별분획물이높은 전자공여능을 나타내

었다. 이러한 결과는 추출물의 분획별 총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으로 생약재의 플라보

노이드와 페놀화합물이 항산화 작용에 중요한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Lee 등(42)은 보고에서 항산화 성분 함량과 free radical

소거능이 폴리페놀 함량에 비례하여 활성이 증가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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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Chung(43)도 다류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능은

전자공여능 뿐만 아니라 총페놀성 물질 함량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u 등(44)은 추출방법에

따른 대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에탄올

추출물에서 물 추출물보다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

다. 한편 Min과 Lee(45)는 오가피등 제천산 약용작물 5종에

대한 추출 용매별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 물 추출물이

에탄올 추출물보다 비교적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재료에 대해 우수한 항산화

력을 보여준 추출용매는 서로달랐지만모두 페놀성 화합물

의 함량이 높게 측정된 추출용매에서 비교적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여주어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Fig. 2.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from
the medicinal herb mixture.

BHA, butylated hydroxyanisole 0.1 mg/mL; AA, ascorbic acid 0.1 mg/mL. Concentration
of each solvent extract is 1.0 mg/mL. All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아질산염 소거능

복합 생약재 추출물 및 용매별 분획물의 아질산염 소거

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

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9.68% 및 8.94%로 각각 나타났으며,

용매별 분획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전자공여능과 마찬가

지로 총페놀성 화합물 함량이높은 ethyl acetate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67.97% 및 65.83%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나타내었으며, 그

다음으로 butanol층에서 각각 37.35%, 14.44%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보여주었다. 아질산염 소거능 또한 물 추출물에

서 다소 높은 경향을 나타내어 총페놀성 화합물 함량 및

전자공여능의 측정 결과와 유사하였다.

아질산염은 식품의 가공과 저장, 특히 수산물이나 식육

제품에 첨가하여 독소생성억제, 발색 및 산패방지제로 널

리 이용되지만, 그 자체가 독성을 나타내어 과량 섭취 시

혈액중의 헤모글로빈이 산화되어 methemoglobin을 형성하

여 methemoglobin증 등 각종 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 아민류와 아질산염이 반응하면 발암성 물질인

nitrosamine을 생성하는데, 이 과정은 pH가 낮은 조건에서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6,47). 따라서 이러한

생약재 복합물을 건강식품으로 사용함으로서 다양한 단백

질성 식품 및 과채류의 아질산염, nitrosamine 등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Fig. 3.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from
the medicinal herb mixture.

Ascorbic acid concentration is 0.1 mg/mL. Concentration of each solvent extract is
1.0 mg/mL. All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요 약

본 연구는 다양한 생약재를 사용하여 생약재 복합물을

구성하고, 복합물의 이화학적 특성과 항산화 활성에 대하

여 조사하였다. 생약재 복합물의 추출 수율은 물 추출물이

35.00%, 에탄올 추출물 25.33%이었으며, 분획물 중에서는

ethyl acetate층의 수율이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0.64% 및 3.76%였다. 생약재 복합물의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의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2.34% 및 2.42%이

었고 총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5.04% 및 4.56%이었으며,

용매별 분획물 중 ethyl acetate층의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높았고 총페놀성 화합물 함량 또한 ethyl acetate층에서

가장 높았다. 추출물에 가장 많이 함유된 성분은 salicylic

acid와 ρ-coumaric acid이었다. 물 추출물과 80% 에탄올 추

출물의 전자공여능은 각각 43.32% 및 41.32%이었으며, 각

각의 용매 분획물의 전자공여능은 총페놀성 화합물 함량의

패턴과 유사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은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9.68% 및 8.94%였으며, 용매별 분획물의 아질

산염 소거능은 전자공여능과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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