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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ompared the antioxidant effects of two kinds of black raspberry extract, obtained from 
fruits of Rubus coreanus and Rubus occidentalis, which can be found in Korea. The fruits of R. coreanus and R. 
occidentalis were each extracted with 0%, 25%, 50%, 75%, and 100% ethanol (EtOH). Among the extracts of these 
two varieties, 50% EtOH extract of R. occidentalis showed the highest contents of total polyphenols (46.96±2.78 
mg/g) and flavonoid compounds (11.77±0.81 mg/g). The 50% EtOH extract of R. occidentalis showed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84.77±0.97%) in terms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n the contrary, 25% EtOH extract 
of R. occidentalis showed the best antioxidant activity (29.65±2.41%) in terms of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the results of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assay, 50% EtOH extract of R. occidentalis showed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0.49±0.02%). In the cytotoxicity test stimulated with H2O2, the extracts of 75% and 100% 
EtOH from R. occidentalis showed the highest cell viability (93.54±3.37% and 97.19±0.74%, respectively). According 
to our results, extracts of R. occidentalis showed higher antioxidant activities than extracts of R. coreanus. Especially,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R. occidentalis showed the highest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FRAP by 
Pearson's correlation (P=0.005 and P=0.013,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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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복분자(Rubus coreanus)는 장미과에 속하고 우리나라 

중부 이남의 산기슭 양지에서 자라는 식물로, 흰 분으로 덮인 

줄기와 갈고리 모양의 가시가 특징이고 높이는 2∼3 m 정도

이다. 5∼6월에 꽃이 피며 7∼8월에 열매가 성숙되어 둥글

고 붉은 색으로 익다가 나중에 흑색으로 완숙된다(1). 복분

자의 생리활성 성분은 열매, 잎, 줄기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열매의 생리활성 성분으로는 sanguiin H-4, sanguiin H-6

와 gallic acid가 보고되었으며(2), 잎의 생리활성 성분으로

는 2종의 가수성 tannin(ellagic acid, sanguiin H-5)과 4종

의 flavonoids(kaempferol, quercetin, quercetin 3-O-β- 

D-glucuronide-sodium salt, quercetin 3-O-β-D-glu-

curonide-sodium carboxylate)가 보고되었다(3). 줄기에

서는 epicatechin, catechin, procyanidin B-4 및 sanguiin 

H-4가 생리활성 성분으로 보고되었다(4). 같은 복분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도 품종이 다르면 나타나는 효과도 다르

며, 재배지, 성숙도 및 추출 방법에 따라 유효성분 함유량에 

차이를 보인다(5-7). 토종 복분자인 R. coreanus는 한방에

서 당뇨병(diabetes mellitus), 성욕감퇴(sexual disincli-

nation), 정액루(spermatorrhea), 유뇨증(enuresis), 천식

(asthma) 및 알레르기 관련 질병 치료에 이용하고 있다(8). 

이와 비교해 외래종 복분자로 알려져 있는 R. occidentalis

는 항산화(antioxidation), 혈관신생억제(anti-angiogen-

esis) 및 식도암(esophageal cancer)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9-11). 국내에는 북미산 black raspberry(R. 

occidentalis)가 도입되어 재배 생산된 것이 대부분이며 근

래에는 국내산 야생 산딸기를 수집, 선별하여 시범 재배를 

시작한 다음 횡성, 곡성, 광양 등 일부 지역에서 국내산 토종 

복분자 딸기가 재배 육성되고 있다. 세계에는 600여 종의 

나무딸기가 있는데 국내에 1960년대 말 북미산 품종이 도입

되어 전북 고창군을 중심으로 재배되기 시작하였다. 안토시

아닌과 페놀화합물의 기능성이 알려지면서 생과와 다양한 

가공제품들의 판매로 재배가 증가되기 시작하여 전북, 전남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 재배되고 있다(12). 현재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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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널리 재배되고 있는 복분자는 R. occidentalis로서 전

통적으로 사용하던 복분자인 R. coreanus와는 다른 종으로 

알려져 있다. R. coreanus는 곡성 지역에서만 일부 재배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 제품으로 유통되고 있지

는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들 

두 가지 복분자들은 항염증 활성에 차이가 있으며 토종 복분

자가 외래종보다 높은 항염증 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

고 있다(13). 토종 및 외래종 복분자에 대한 각각의 항산화 

활성을 본 연구 결과는 일부 있으며, 토종의 경우 에탄올 

추출이 열수 추출물보다 항산화 활성이 높고 외래종의 경우 

미성숙과의 에탄올 추출물이 성숙과의 에탄올 추출물보다 

활성이 높았다(14,15). 하지만 이들 두 종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한 연구는 발표된 것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이들 두 가지 품종 복분자들의 항산화 활성 및 총 폴리

페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시약인 DMSO, ethyl alcohol, NaNO2, 

AlCl3, HCl, phosphoric acid, potassium persulfate 

(K2S2O8), NaOH는 대정약품(Namyangju, Korea), sodium 

carbonate는 덕산약품(Ansan, Korea), ascorbic acid와 

ferric chloride(FeCl3)는 Junsei Chemical(Tokyo, Japan), 

sulfanilamide, 2,2- diphenyl- 1- picrylhydrazyl(DPPH), 

naphthylethylenediamine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복분자 추출물 제조 

동결건조 된 곡성(토종) 및 고창(외래종) 복분자는 모두 

농촌진흥청(Suwon, Korea)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두 

가지 복분자는 수확되어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해 완

숙된 과일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복분자를 세척하고 동결건

조 하였다. 두 가지 복분자의 동결건조 된 분말을 0%, 25%, 

50%, 75%, 100% 농도별 에탄올로 추출하고 감압 농축기로 

농축한 다음 진공건조기로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건조된 복

분자는 최종 농도가 1,000 μg/mL가 되도록 증류수 및 DPBS

에 녹여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폴리페놀 화합물은 Folin-Ciocalteu 방법(16,17)을 

약간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토종 및 외래종 복분자의 에탄올 

비율별 추출물 300 μL와 증류수 250 μL, 2 N Folin- 

Ciocalteu's phenol reagent(Sigma-Aldrich Co.)를 160 μL 

넣고 실온에서 5분간 방치한 다음 10% sodium carbonate

를 300 μL씩 첨가하고 실온으로 암실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allic acid(Sigma- 

Aldrich Co.)를 이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한 후 함량 계산

에 활용하였고 각각의 모든 sample은 triplicates로 분석하

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arinova 등(18)의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토종 

및 외래종 복분자 에탄올 비율별 추출물을 4 mL의 증류수가 

들어있는 15 mL conical tube에 첨가하였다. 여기에 5% 

NaNO2 300 μL를 넣고 상온에서 5분간 방치하였다. 그 후 

10% AlCl3 300 μL를 가하고 상온에서 6분간 방치한 다음 

1 M NaOH 2 mL를 첨가한 후 총 용량이 10 mL가 되도록 

증류수를 첨가하였다. 어두운 곳에서 혼합용액을 잘 섞고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atechin(Sigma- 

Aldrich Co.)을 이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한 후 함량 계산

에 활용하였고 각각의 모든 sample은 triplicates로 분석하

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DPPH radical 소거능은 Goupy 등(19)의 방법에 따라 측

정하였다. DPPH working solution은 methanol 50 mL에 

용해한 2,2-diphenyl-1-picrylhydrazyl을 빛을 차단하여 

얼음에 보관하며 사용했다. 96 well plate에 각 추출물 시료

를 50 μL씩 분주한 후 DPPH working solution 150 μL를 

가하여 빛을 차단한 상태로 상온에서 30분간 방치하여 5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시료 대신 meth-

anol을 넣어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Sample absorbance

)×100
Control absorbance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은 Jeon 등(20)의 방법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ABTS 용액(2,2-azino-bis(3-ethyl-

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Fluka, Neu-Ulm, Germany) 7 mM 5 mL와 140 mM po-

tassium persulfate(K2S2O8) 88 μL를 섞고 어두운 곳에서 

16시간 동안 방치한 후, 이 용액 1 mL에 ethanol 88 mL를 

첨가하여 혼합용액을 만들었다. 혼합용액 1 mL와 시료 50 

μL를 넣고 섞어준 후 2분 30초 동안 방치시켰다. 734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Sample absorbance

)×100
Control absorbance

Ferric reducing antioxidant capacity(FRAP) 

FRAP는 Benzie와 Strain(21)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

다. FRAP reagent는 acetate buffer(300 mM, pH 3.6)와 

40 mM HCl에 용해한 10 mM 2,4,6-tris(2-pyridyl)-s- 

triazine(TPTZ, Sigma-Aldrich Co.), 20 mM ferric chlor-



토종 복분자와 외래종 복분자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비교 1359

d

c

f

c

e

a

f

c

g

b

0

10

20

30

40

50

60

RCE ROE

To
ta

l p
ol

yp
he

no
l c

on
te

nt
 (m

g/
g)

  .

Water 25% EtOH Ex
50% EtOH Ex 75% EtOH Ex
100% EtOH Ex

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 of Rubus coreanus and Rubus
occidentalis. Different letters on bars mean significant differ-
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3). RCE: etha-
nol extract of Rubus coreanus, ROE: ethanol extract of Rubus
occident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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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tal flavonoid content of Rubus coreanus and Rubus
occidentalis. Different letters on bars mean significant differ-
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3). RCE: etha-
nol extract of Rubus coreanus, ROE: ethanol extract of Rubus
occidentalis.

ide(FeCl3)를 10:1:1의 비율로 섞은 후 37°C에서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제조된 FRAP reagent 150 μL에 각 농도별 시

료 20 μL를 넣고 593 nm에서 0분과 4분 후에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시료 대신 증류수를 넣어 측정하였고 

standard로 ascorbic acid를 시료 대신 넣어 측정하였다.

FRAP value=(0 to 4 min sample absorbance change/ 

0 to 4 min standard absorbance change) 

×FRAP value (ascorbic acid=2)

Caco-2 cell line 배양

Caco-2(대장 상피세포, KCLB30037.1)는 한국세포주

은행(KCLB, Korea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아서 사용하였다. 각각의 세포는 10%의 fetal bovine 

serum(FBS, Cellgro, Manassas, VA, USA)과 1% pen-

icillin-streptomycin(Gibco, Grand Island, NY, USA)이 

함유된 minimum essential medium(MEM) 배지를 사용하

였으며 37°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독성 실험

배양된 세포를 96 well plate에 1×104개씩 200 μL 분주

한 다음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후에 추출물의 최종 

농도가 1,000 μg/mL가 되도록 20 μL씩 분주하였다. Incu-

bator에서 12시간 배양한 후 과산화수소의 최종 농도가 2 

mM이 되도록 20 μL씩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DPBS에 녹인 5 mg/mL MTT(thiazolyl blue tetrazolium 

bromide, Sigma-Aldrich Co.) 용액을 well당 20 μL씩 분

주하였다. 4시간 배양 후 상층액을 전부 제거하고 DMSO 

100 μL를 분주하여 Digital Rotator에서 몇 분간 shaking 

하고 5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 inhibition=(1－
Sample absorbance

)×100
Control absorbance average

통계처리

측정된 결과는 SPSS program(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유의

적 차이가 있는 경우 다중비교분석법인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활용하여 유의수준 P<0.05에서 비교하였다. 

Pearson 상관계수 역시 SPSS program(18.0, SPSS Inc.)

을 이용하여 이변량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비교 

토종 및 외래종 복분자의 물 또는 에탄올 추출물의 폴리페

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외래종 복분자의 

경우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이 46.97± 

2.79 mg/g으로 가장 높았으며, 토종 복분자는 물 추출물에

서 31.00±1.49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전체적

으로 외래종 복분자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토종 복분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에탄올 추출 농도에 따른 토종 및 외래종 복분자의 총 플

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외래종 50%, 75%, 100% 에탄올 추출물

(11.78±0.81 mg/g, 10.91±1.17 mg/g, 11.78±0.19 mg/ 

g)에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았다. 토종 복분자 

중에는 0%, 50% 에탄올 추출물(4.32±0.19 mg/g, 4.63± 

0.37 mg/g)에서 함량이 높았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역시 

외래종 복분자가 토종 복분자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함량을 

가지고 있음을 본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Yang 등(13)

의 연구에서는 복분자의 주요 지표성분으로 알려진 ellagic 

acid의 함량을 성숙도에 따라 비교하였다. 이 결과에서는 

토종 복분자 중 half ripened 복분자의 에탄올 추출물이 유

의하게 높은 ellagic acid 함량을 보이고 이외의 추출물에서

는 복분자의 성숙도에 관계없이 유사한 함량을 보이고 있었

다. 이번 연구에서는 특정한 화합물이 아닌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를 비교한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



1360 김이선 ․ 윤상혁 ․ 김지연

e
f

dcd bca abc bc

g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RCE ROE

D
P

P
H

 fr
ee

 ra
di

ca
l s

ca
ve

ng
in

g 
ac

tiv
ity

 (%
)  . Water 25% EtOH Ex 50% EtOH Ex 

75% EtOH Ex 100% EtOH 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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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한 복분자에는 토종 복분자에 비해 외래종 복분자의 플라

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ellagic 

acid가 주요한 복분자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라 하더라도 

다른 생리활성이 높은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비교

DPPH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 ascorbic acid, 

tocopherol, polyhydroxy 방향족 화합물, 방향족 아민류에 

의해 환원되어 보라색이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써(22) 식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

성을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어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다(23). 

에탄올 추출 농도에 따른 토종 및 외래종 복분자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토종 복분

자의 경우 50% 에탄올 추출물(84.8±2.15%)에서 DPPH 라

디칼 소거 활성이 가장 높았다. 외래종 복분자 중에서는 75% 

에탄올 추출물(83.17±0.62%)에서 DPPH 라디칼 소거 활

성이 높았다.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결과와는 

다르게 토종 및 외래종 복분자 모두 모든 추출물에서 유사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보였다. 페놀성 화합물의 hy-

droxyl group은 DPPH와 반응하기 쉬운 입체구조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4), hydroxyl group의 위치와 개수 

등에 따라 화합물들의 항산화능에 차이가 난다고 알려져 있

다(25). 따라서 총 폴리페놀 함량과 DPPH 결과와의 차이는 

복분자 추출물들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들의 종류에 따

라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비교 

ABTS는 peroxyl radical이나 산화제에 의해 양이온 

radical로 산화되며(26), 이때 추출물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

질이 peroxyl radical이나 산화제의 역할을 한다. 토종 복분

자와 외래종 복분자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비교

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외래종 복분자 50% 에탄올 추출물

(29.65±2.41%)에서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이 가장 높았

다. 토종 복분자 중에는 50%, 75% 에탄올 추출물(17.23± 

2.39%, 17.08±1.85%)에서 비교적 높은 ABTS 라디칼 소

거 활성을 보였다. 토종 복분자 추출물들과 외래종 복분자 

추출물들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비교해 보면 모든 

추출물에서 외래종 복분자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이 토

종 복분자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

과는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는 다르게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RAP assay

FRAP value의 측정에서는 추출물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

질이 산화제로 작용해 산화-환원 반응에 사용된다. Ferric 

2,4,6-tripyridyl-S-triazine의 [Fe(Ⅲ)-(TPTZ)2]
2+ 화합

물은 산화-환원 반응에 의해 파란색을 띠는 ferrous com-

plex [Fe(Ⅲ)-(TPTZ)2]
3+로 변한다(27). 이 파란색은 593 

nm에서 흡광도 측정이 가능하다. 측정된 파란색의 강도는 

추출물의 항산화 물질 양과 관련이 있다(28). 에탄올 농도에 

따른 토종 및 외래종 복분자 추출물의 FRAP value 분석을 

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FRAP value와 환원력은 비례하며 

FRAP value가 높을수록 항산화능이 높다. ABTS에서와 마

찬가지로 외래종 복분자 50% 에탄올 추출물(0.49±0.02%)

에서 FRAP value가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외래종 복분

자의 FRAP value가 토종 복분자의 FRAP value보다 높았

다. 반면 토종 복분자의 경우 ABTS와 다르게 물 추출물

(0.23±0.02%)에서 FRAP value가 높았다. Jun 등(29)의 연

구에서는 60% 아세톤으로 복분자를 추출한 결과 또한 물 

분획물의 reducing power가 가장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ABTS와 FRAP의 결과가 다른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식물체 

내에 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들이 그들의 특성에 따라 다른 

항산화 활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30)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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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erric-reducing antioxidant power value of Rubus cor-
eanus and Rubus occidentalis. Different letters on ba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3). RCE: ethanol extract of Rubus coreanus, ROE: ethanol 
extract of Rubus occidentalis.

Table 1. Pearson correlations between total polyphenol or flavonoids and in vitro antioxidant capacities
DPPH ABTS FRAP Cell viability

Total polyphenol Pearson correlation
P-value

0.363
0.049

0.809
0.000

0.931
0.000

0.510
0.004

Total flavonoid Pearson correlation
P-value

0.334
0.036

0.824
0.000

0.955
0.000

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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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tective effects of Rubus coreanus and Rubus occi-
dentalis on Caco-2 cell against oxidative stress caused by H2O2
(2 mM) in MTT reduction assay. Different letters on ba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n=3). RCE: ethanol extract of Rubus coreanus, ROE: ethanol 
extract of Rubus occidentalis.

과산화수소에 의한 장세포 산화스트레스 보호

장세포에서의 산화스트레스 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토종 및 외래 복분자 추출물을 미리 처리한 다음 과산화수소

수로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한 후 세포의 생존율을 비교하였

다. 대조군에 비해서 과산화수소군의 세포 생존력이 유의하

게 감소하고, 외래종 75%, 100% 에탄올 추출물을 미리 처

리한 군에서 각각 93.54±3.37%, 97.19±0.74%로 유의하

게 높은 세포 생존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 이는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환원력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임

을 알 수 있다. 외래종 복분자 75% 및 100% 에탄올 추출물

은 비교적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았던 추출

물들로서 ABTS, DPPH, FRAP assay에서도 높은 항산화능

을 보인 추출물이다. 

항산화 성분과 항산화 활성의 상관관계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는 in vitro 방법은 기전에 따라 크

게 5가지 유형으로 수소공여기전, 금속이온 킬레이팅, 일중

항산소 제거기전, 산소 소거기전 및 항산화성 효소기전 등으

로 나누어 볼 수 있다(31,32).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복분자

의 항산화 성분과 항산화 활성 및 세포독성을 평가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항산화 성분과 각 항산화 활성에 대한 

상관관계를 비교하였다(Table 1). ABTS, FRAP 및 세포독

성 실험에 대해서는 P-value가 0.01 수준에서 유의하고 

DPPH에 관해서는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이

들 방법들 모두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성분들과 유의

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이들 

항산화 활성 방법 중 FRAP value가 총 플라보노이드와 폴

리페놀 함량과 0.9 이상의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토종 복분자와 외래종 복분자의 항산화 활성

과 장세포 산화스트레스 보호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 FRAP assay를 이용한 환원력을 비교 조사하였고, 

사람의 장내 세포인 Caco-2 cell에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자극시켜 장세포 산화스트레스 보호를 확인하였다. 총 폴리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외래종 복분자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TS 라디칼 소거능과 FRAP as-

say을 이용한 환원력에서도 외래종 복분자가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토종과 외

래종 복분자 모두 비슷하게 나타났다. 장세포 산화스트레스 

보호 역시 외래종 복분자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항산

화 성분과 항산화 활성의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RAP value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FRAP 

value가 높았던 외래종 복분자 100% EtOH 추출물이 폴리

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ABTS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 장세포 산화스트레스 보호능 모두 높은 추출

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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