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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종별 지황의 Catalpol 함량 및 항산화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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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atalpol content and antioxidant activities in five cultivars (Kokang, Suwon
10, Suwon 11, Jiwhang 1 and Korea) of Rehmannia Radix. Catalpol content was analysed by HPLC using C18
column (150×4.6 mm, 5 μm), 1% acetonitrile and a UV detector. The standard curve was found to be a linear
regression of y＝0.0483x－0.0841 (R2=0.999). The catalpol content ranged from 85.2 mg/g to 144.9 mg/g, of
which the Korea was the highest among cultivars. The total phenol content in Rehmannia Radix was 0.358～0.459
mg/g, of which the Korea was the highest among cultivars. The antioxidant activities determined by DPPH
and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the highest in Korea with IC50 of 205.8 mg/g fo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IC50 of 38.8 mg/g for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ased on these results,
the Korea among Rehmannia Radix cultivars was suggested to be a potent medicinal plant material for antioxida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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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황(Rehmannia Radix)은 현삼과에 속하는 다년생 숙근

초로 잎은 긴 타원형이고 주름이 많이 있으며 온몸에 흰색의

부드러운 잔털이 밀생해 있다(1). 지황 재배의 적합한 토양

은 유기물의 함량이 많고 물 빠짐이 좋은 곳이 적당하며,

지황은 추위에 비교적 강하나 온난하고 햇볕이 잘 들고 통풍

이 잘되는 곳이 유리하다. 지황의 수확시기가 늦어지면 겨울

동안 온도가 영하 10oC 이하로 내려가므로 땅 속 줄기가 얼

어서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반드시 가을에 수확을 하여야한

다. 지황의 뿌리는 한약재로 이용되는데, 용도에 따라 생지

황(生地黃), 건지황(乾地黃) 및 숙지황(熟地黃)으로 구분된

다(2). 지황의 주요성분으로는 catalpol, rehmanin, carotene,

β-sitosterol, 5-HMF, vitamin A 및 glucose, raffinose,

mannotriose 비롯한 당류 등이 알려져 있다(3-6). 지황의 약

리작용에 관한 연구로는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경구

투여에 의한 토끼의 혈당강하효과(7), 면역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8). Jiang 등(9)의 연구에서 catalpol은 치매치료

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지황의 효능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황은 쓴맛이 강하여 식품

소재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지황은 충남 금산, 경북 군위, 전남 화순, 충북

제천 등지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지황

재배면적이 '89년에 392 ha까지 이르렀으나, 1990년대 초

중국과의 수교이후 건지황의 수입 증가로 국내 지황재배 생

산기반을 상실하였으나(2), 2009년을 기점으로 국내 건강보

조식품 제조회사 및 소비자의 국내산 고품질 지황의 선호도

증가로 최근 재배면적이 100 ha 이상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

고 있다. 지황은 1990년대부터 품종육성이 시작되어 지황1

호, 대경, 고강 등이 농가에 보급 실용화 되었으며, 최근 농촌

진흥청에서 수원 9호～12호, 다강 등 신품종 보급 및 재배기

술 향상으로 국내 생산량 증가를 이루었으나, 농가에 보급된

지황 신품종의 경우 몇 년이 지나면 품종퇴화 등의 원인으로

수량성이 감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지황

의 자급생산을 위한 다수성, 내습성과 내병성을 갖춘 우량

신품종의 개발 및 보급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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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품종별 지황의 주요성분인 catalpol

함량 및 항산화 특성을 비교하여, 농가에 고품질의 지황품종

을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여 기능성식품 및 의약품으로의 개

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서 사용한 생지황은 5가지 품종으로 고강, 수원

10호, 수원11호, 지황1호는 금산군 농업기술센터 특화작목

에서 시험 재배한 품종이며, 고려지황은 금산군 남이면 농가

에서 재배한 GAP지황을 사용하였다. 표준품 catalpol은

Chromadex Inc.(Laguna Hills, CA, USA)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아세토나이트릴 및 그 외 시약은 GR등급을 사용

하였다.

수분함량 측정

지황의 수분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각각의 시료를 일정량

취하여(3 g 이하) 적외선 수분 측정기(Sartorius, Gottingen,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는 3회 반복 측정하

여 그 평균값을 구하였다.

Catalpol 함량 분석

Catalpol 함량 분석은 Zhu 등(10)의 연구 방법에 의하여

최적의 조건을 설정하였다. 잘게 썬 생지황을 동결건조 하여

분말화한 후 2 g을 취하여 30% 메탄올 100 mL을 넣고, 잘

혼합한 후 2시간 동안 초음파진탕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여

과(filter paper No.4)한 후 여과액을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상징액을 syringe filter(0.45 μm)로 여과하여

기기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의 실험방법에 의한 catalpol

함량 분석은 HPLC(Waters, Milford, MA, USA)를 사용하였

다. 이동상 조건은 1% acetonitrile, 유속은 1 min/mL로 하

고, HPLC column은 Agilent TC-C18(Analytical, 4.6×150
nm, 5 μm, Agilent, Santa Clara, CA, USA) 사용하였다.

Sample injection volume은 10 μL이며, 검출기는 UV detec-

tor를 사용하였고, 분석파장은 206 nm로 하여 측정하였다.

총 phenol 함량 분석

페놀성 물질이 phosphmolybic acid와 청색을 나타내는

현상을 이용한 방법으로 Foline-Denis법의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11). 각각의 건조 시료 1.5 g에 메탄올 50 mL을

넣고 15시간 실온에서 교반시킨 후 3,000 rpm에서 10분 원심

분리 하여 상징액을 evaporator를 이용하여 감압농축 시킨

후 최종 농도가 50 mg/mL이 되도록 20 mM PBS buffer를

이용하여 녹인다. 증류수 2.5 mL에 시료 0.33 mL, Foline-

Denis 0.16 mL, Na2CO3 0.3 mL을 넣고 암실에서 30분 발색

시킨 후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phenol 함량의

표준곡선은 tannic acid(Yakuri Pure Chemicals Co., Ltd,

Kyoto, Japan)를 사용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

DPPH(2,2-diphenyl-1-picryl hydrazyl) radical 소거능

은 Blois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12). 건조 시료 1.5 g에

메탄올 50 mL을 넣은 후 15시간 실온에서 교반하여 3000

rpm으로 4oC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어진 상징액을

evaporator로 용매를 휘발하여 추출물을 얻었다. 추출물 50

mg당 1 mL 메탄올을 첨가하여 50 mg/mL 농도의 추출물

용액을 제조하여 시료 용액으로 사용하였다. 시료용액 50

μL에 1.5×10-4 mM DPPH(D9132, Sigma, St. Louis, MO,
USA)용액 150 μL을 첨가하여 30분 반응 후에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라디칼 소거

능(%)을 계산한 후 각 농도별 라디칼 소거능에 대한 검량선

에서 라디칼 소거능이 50%가 되는 농도인 IC50을 구하였다.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
A－B ×100
A

A: absorbance of blank (DPPH solution＋DW)

B: absorbance of sample

Hydroxyl radical 소거능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Weicheng과 Wang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13). 각각의 건조 시료 1.5 g에 메탄올

50 mL을 넣은 후 15시간 실온에서 교반하여 3,000 rpm으로

4
o
C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어진 상징액을 evaporator

로 용매를 휘발하여 추출물을 얻었다. 추출물 50 mg당 1

mL 20 mM phosphate buffer(pH 7.4)를 첨가하여 50 mg/

mL 농도의 추출물 용액을 제조하여 시료용액으로 사용하였

다. 시료용액 0.15 mL에 buffer 0.35 mL, 3 mM deoxyribose

용액 0.1 mL, 0.1 mM ascorbic acid 용액 0.1 mL, 0.1 mM

EDTA용액, 0.1 mM FeCl3용액, 1 mM H2O2용액 0.1 mL을

넣어 잘 교반한 후 37
o
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2% TCA용액과 1% TBA용액을 잘 섞은 후 100oC에

서 20분간 반응한 후 냉각하여 원심분리 하였다. 상징액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

며 라디칼 소거능(%)을 계산한 후 각 농도별 라디칼 소거능

에 대한 검량선에서 라디칼 소거능이 50%가 되는 농도인

IC50을 구하였다.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
A－B ×100
A

A: absorbance of blank (hydroxyl radical solution＋DW)

B: absorbance of sample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

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 프

로그램 중에서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유의성이 있

는 경우에 Duncan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시료간의 유의차를 검증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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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isture content of Rehmannia Radix by cultivars (%)　

　 KoKang Sewon 10 Sewon 11 Jiwhang 1 Korea

Wet base 77.6±1.0a 77.4±0.1a 78.4±0.2a 75.8±0.3b 78.1±0.2a
All values are mean±SD (n=3).
a,b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2. Catalpol content in Rehmannia Radix by cultivars (mg/g)

Kokang Suwon 10 Suwon 11 Jiwhang 1 Korea

Dry base
Wet base

108.2±1.9b
491.6±8.8b

94.2±1.1c
370.5±2.1e

85.2±0.5d
389.0±3.9d

85.6±0.9d
409.6±4.7c

144.9±0.2a
579.5±0.8a

All values are mean±SD (n=3).
a-e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a

a

b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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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kang Suwon 10 Suwon 11 Jiwhang 1 Korea

Fig. 1. Total phenol content in Rehmannia Radix by cultivars.
All values are mean±SD (n=3). Different letters (a,b) on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결과 및 고찰

품종별 지황의 수분함량

품종별 지황의 수분함량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본 실

험에서 사용한 생지황의 구입당시의 수분함량은 고강, 수원

10호, 수원11호, 지황1호, 고려는 각각 77.6, 77.4, 78.4, 75.8,

78.1%이었으며, 동결건조 후 각각의 시료의 수분함량은 4.2,

2.6, 2.0, 4.0, 3.8%를 나타내었다(p＜0.05). 지황1호를 이용한

숙지황 제조기술 연구에서 지황1호의 수분함량은 76.39%로

측정하였으며, 수분에 있어서는 재래종과 지황1호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1).

품종별 지황의 catalpol 분석

지황의 지표성분으로 알려진 catalpol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고강, 수원10호, 수원11

호, 지황1호, 고려 생지황의 catalpol 함량은 Table 2에 나타

내었다. 고강, 수원10호, 수원11호, 지황1호, 고려지황을 동

결건조 한 시료의 catalpol 함량은 각각 491.6, 370.5, 389.0,

409.6, 579.5 mg/g(dry base), 수분함량을 고려한 생지황의

경우에는 108.2, 94.2, 85.2, 85.6, 144.9 mg/g(wet base)으로,

고려지황의 catalpol 함량이 가장 높았다(p<0.05). Park 등

(14)의 연구에서 생지황의 catalpol 함량은 0.142～0.225%라

하였으며, 지황의 품질평가 본 실험의 결과 catalpol 함량이

높게 측정되었다. 지황은 몇 년이 지나면 품종이 퇴화되어

다수성, 내습성과 내병성을 갖춘 우량신품종 신품종이 개발

되는데 본 실험에서 사용한 지황은 신품종으로 catalpol 함

량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황의 품질평가 연구에서

HPLC를 이용하여 지황의 지표물질인 catalpol의 함량을 측

정한 결과 각 시료 중에 함유된 catalpol의 함량은 검출되지

않은 것도 있으며 최고 3.89%를 함유된 시료 등 catalpol 함

량이 다양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5). 이

는 지황의 품종별, 수확시기, 재배지의 토양, catalpol 함량

분석방법 및 시료의 처리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고품질 내병 다수성 지황고강의 연구에서 고강은 지황

의 주요성분인 catalpol과 엑스함량이 지황1호에 비하여 많

은 고품질 품종이라고 하였다(2). 본 실험에서도 고강이 지

황1호보다 높게 나타나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총 phenol 함량

품종별 지황의 총 phenol 함량 측정 결과는 Fig. 1에 나타

내었다. 고강, 수원10호, 수원11호, 지황1호, 고려의 총 phenol

함량은 각각 0.446, 0364, 0.358, 0.440, 0.459 mg/g(wet basis)

으로 고려지황의 총 phenol 함량이 가장 높았다. 침지용매에

따른 숙지황의 품질특성 연구에서는 건지황과 시판 숙지황

의 폴리페놀 함량은 5.09 및 13.90 mg/g이었다고 보고하였다

(16). Lim 등(17)의 연구에서 약용식물 82종에 대하여 Folin-

Denis법으로 총 phenol 함량을 측정한 결과 지황은 333 μg/g

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결과와 비교

시 총 phenol 함량이 1.4배 낮게 측정되었다. 지황의 품종,

산지 및 수확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료의 처리방법에

따라 함량의 변화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Shin 등(18)의 연구에서 곽향 및 초피 추출물의 페놀물질은

각각 33.66, 26.54 mg/100 mL로 지황보다 낮은 함량을 보였

다. 지황의 항산화성이 높은 것 은 총 phenol 함량과 관계가

있다고 본다. 폴리페놀계 물질들은 한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phenolic hydroxyl(-OH)기를 가진 방향족 화합물들을 총칭

하며, 식물체에 특수한 색깔을 부여하고 산화-환원 반응에

서 기질로 작용한다. 플라보노이드와 탄닌이 주된 식물계

폴리페놀 물질이며, 충치 예방, 고혈압 억제, 항산화, 항암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다(19). 또한 페놀성 화합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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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ehmannia Radix
by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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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ehmannia
Radix by cultivars.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ung catalpol, total phe-
nol and IC50 contents of Rehmannia Radix by cultivars

Factor Catalpol Total phenol IC50

Catalpol
Total phenol
IC50

1.000
－
－

0.868
1.000
－

-0.918*

-0.978
**

1.000
*p<0.05, **p<0.01.

생체 내에서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천

연물로부터 항산화 물질을 추출하려는 연구가 다각도로 이

루어지고 있다(20).

DPPH radical 소거능

DPPH법은 tocopherol, ascorbate, flavonoid 화합물, 방향

족 아민류, Maillard형 갈변생성물질, peptide 등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생리활성 물질에 의해 환원됨으로써 짙은

자색이 탈색되는 정도에 따라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

으로 항산화 물질 탐색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산화

측정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1). 항산화 활성 측정방법 중

DPPH 라디칼 소거법은 실제 항산화 활성과 연관성이 높은

방법으로서, 활성 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지방질의 산화

를 억제시키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체 내에

서 활성 라디칼에 의한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의 척도로 이용

되고 있다(22).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료는 1 mg/g, 2 mg/

g, 4 mg/g, 20 mg/g, 40 mg/g의 각각 농도에서 농도에 의존

적으로 free radical 소거활성이 인정되었다. 품종별 지황의

DPPH radical 소거능의 IC50(라디칼을 50% 소거시키는데

필요한 농도)값을 wet basis로 산출한 결과 고강 240.6 mg/

g, 수원10호는 270.2 mg/g, 수원10호는 355.7 mg/g, 지황1호

는 245.3 mg/g, 고려는 205.8 mg/g으로 고려지황의 IC50이

가장 낮아 항산화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Lee 등(23)의 시

판 한약재에 대한 항산화 활성 검정의 연구에서 값은 696.77

μg/mL, 황련의 RC50값은 286.03 μg/mL라 하였다. 본 연구

결과와 비교 시 지황의 항산화성이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Hydroxyl radical 소거능

Hydroxyl radical(․OH)은 활성산소 중 반응성이 매우

강하여 생체 산화에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Manian 등(25)은 hydroxyl radical이 DNA의 핵산과

결합함으로써 손상을 일으켜 발암성, 돌연변이 및 세포독성

을 유발하게 되며, 지질과산화 과정에서 빠른 개시제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은 지질과산화

과정의 진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거나 활성화된 산소종을

소거함으로써 연쇄반응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어

있다. 품종별 지황의 hydroxyl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여

IC50값으로 나타낸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시료

는 1 mg/g, 2 mg/g, 4 mg/g에서 농도에 의존적으로 강한

항산화 활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고강, 수원10호,

수원11호, 지황1호, 고려의 hydroxyl radical IC50값을 wet

basis로 산출한 결과 각각 46.7, 67.4, 63.5, 44.8, 38.8 mg/g이

었으며, 고려지황의 IC50 값이 가장 낮아 hydroxyl radical

소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물체는 사용부위에 따라

전자공여능의 차이를 나타내며, 품종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상관관계

품종별 지황의 catalpol 함량, 총 phenol 함량 및 항산화

활성(IC50) 간의 상관성을 비교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

었다. 지황의 catalpol 함량과 항산화 활성(IC50) 간의 상관계

수는 각각 1.000, -0.918(p<0.05)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

며, 총 페놀함량과 항산화 활성(IC50) 간의 상관계수는 1.000,

-0.978(p<0.01)로 매우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본 연구결과와 마찬가지고 품종별 지황의 유효성분인

catalpol 함량 및 총 phenol 함량이 많을수록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요 약

본 실험에서는 지황의 주요성분인 catalpol의 함량 및 항

산화 특성을 비교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지황은 고강, 수원

10호, 수원11호, 지황1호, 고려지황이었으며 수분함량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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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77.6, 77.4, 78.4, 75.8, 78.1%를 나타내었다(p＜0.05).

Catalpol은 표준품을 사용하였으며, 동결건조 한 고강, 수원

10호, 수원11호, 지황1호, 고려의 catalpol 함량은 각각

108.15, 84.21, 85.21, 85.59, 144.88 mg/g으로, 고려지황의

catalpol 함량이 가장 높았다(p＜0.05). 총 phenol은 각각

0.446, 0364, 0.358, 0.440, 0.459 mg/g, IC50으로 계산된 DPPH

radical 소거능은 각각 240.6, 270.2, 355.7, 245.3, 205.8 mg/g,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각각 46.7, 67.4, 63.5, 44.8, 38.8

mg/g을 나타내었다. 항산화 활성에서는 고려지황이 가장

좋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황의 유효성분 및 항산화성이

좋은 고려지황을 이용하여 기능성식품 및 의약품으로의 개

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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