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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배지역별 단삼의 성분 분석  생리활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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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chemical components and biological activities of Salvia 
miltiorrhiza Bunge (SMB) from different cultivation regions (Gochang, Yeongyang, Jangheung, and China). Proximate 
compositions and contents of total polyphenols and flavonoids were measured. Depending on the cultivation region, 
proximate composition of SMB showed significant variations.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were highest 
in Yeongyang SMB and Gochang SMB, respectively. We prepared hot water and 75% ethanol extracts of SMB from 
different cultivation regions and also investigated the biological effects of extracts on anti-oxidant,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Extracts of Yeongyang SMB were the most effective at scavenging DPPH and ABTS 
free radicals, and hot water extract showed better scavenging activity than 75% ethanol extract. We observed that 
extracts of Yeongyang SMB exhibited the best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Bacillus cereus, and 75% ethanol extract 
showed better antibacterial activity than water extract.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SMB extracts from different 
cultivation regions were investigated through evaluation of their inhibitory effects on production of nitric oxide (NO) 
in lipopolysaccharides-induced RAW 264.7 cells. At 50 μg/mL, extract of China SMB showed the highest NO inhibitory 
activity of 34% among water extracts, and extract of Gochang SMB showed the highest NO inhibitory activity of 
68% among 75% ethanol extracts. Salvianolic acid B level was the highest in extract of Yeongyang SMB with values 
of 110.59 mg/g for water extract and 111.93 mg/g for 75% eth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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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단삼(Salvia miltiorrhiza Bunge)은 꿀풀과(Labiatae)에 

속하는 다년생 약용식물로 적삼, 자단삼, 대홍포, 활혈근이

라고도 불리며 굵은 뿌리의 표피에 적색 색소가 침착되어 

있으므로 단삼이라고 한다. 원산지는 중국으로 봄이나 가을

에 채취한 뿌리를 건조하여 약재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방에

서 부인의 생리불순, 생리통, 산후복통, 어혈성의 심복부동

통, 타박상의 치료, 불면증, 피부발진 등의 약재로 쓰인다

(1). 단삼의 주요 성분으로는 tanshinone Ⅰ, ⅡA, ⅡB, 

cryptotanshinone, dihydrotanshinone, isotanshinone Ⅰ, 

ⅡB, isocryptotanshinone 등을 포함한 지용성 diterpene 

화합물과 tanshinol, rosmarinic acid, lithospermic acid, 

salvianolic acid A, B 등을 포함하는 phenolic 화합물, bai-

caline, β-sitosterol, ursolic acid, vitamin E 및 tannin 

등이 알려져 있다(2,3). 

단삼의 생리활성으로는 동맥경화 개선(4), 항염증(5), 항

당뇨(6), 항산화(7), 항균(8), 항암(9), 뇌세포 보호 효과(10), 

면역조절 활성(11) 등의 기능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대다

수 논문이 중국산 단삼을 이용한 중국 연구팀의 연구결과들

이다. 국내에서도 20여 년 전부터 한약재로써 단삼의 생리

활성과 기능 성분 분석에 대한 여러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단삼 추출물의 항균 활성(12), 단삼 메탄올 추출물의 

항혈전 및 항산화 효과(13), 단삼으로부터 tanshinone ⅡA 

추출(2), 단삼 표준화 시료의 급성독성(14), 단삼 추출물의 

미백 효과(15) 등의 연구보고가 있으나 대부분이 중국산 단

삼을 이용한 연구이며, 국내산 단삼을 이용한 연구는 2015

년에 보고된 효소 처리에 따른 단삼 추출물의 이화학적 특성

(16)과 단삼과 황금의 추출방법을 달리한 세포증식 효과 및 

항산화 활성효과 연구(17)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최근까지 단삼은 전량을 중국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농약 

잔류성 등 안전성 문제와 중국의 물가 상승으로 국내산 단삼

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2010년부터 국내 적응 사업을 시작하

여 2012년 국내 생산이 성공하면서 재배생산 기반을 확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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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나 국내산 단삼에 대한 연구 자료가 미비하여 중

국산 단삼과의 비교 자료 및 국내산 단삼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단삼의 원산지에 따라 국내산 원료 3종 및 중국

산 원료의 일반성분,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을 비교하였다. 또한,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원산지별 단삼의 열수 추출 및 에탄올 추출을 시행하여 각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항균 활성, 항염증 활성을 측정하고, 

단삼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salvianolic acid B의 함량을 

비교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단삼 추출물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단삼은 2016년 수확하여 건조된 중국

산 및 국내산 3종(전북 고창, 경북 영양, 전남 장흥)을 (주) 

EFC(Gwangyang, Korea)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각 시

료는 50 mesh 크기로 분쇄하여 -20°C에 보관하면서 실험

에 사용하였다. 단삼의 열수 추출은 단삼 분말 50 g에 950 

mL의 물을 가하여 95°C에서 2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에탄

올 추출은 단삼 분말 50 g에 950 mL의 75% 에탄올을 가하

여 70°C에서 2시간 동안 추출한 후 감압 농축기를 이용하여 

용매를 휘발시켰다. 각각의 추출액은 55 μm bag filter로 

여과한 후 동결 건조(PVTFD 10R, IlShin Lab Co., Ltd., 

Dongducheon, Korea)하여 본 실험의 평가 시료로 사용하

였다. 추출물의 수율은 추출 전 시료에 대한 추출물의 완전 

건조 후 중량 백분율(%)로 계산하였으며, 열수 추출 수율은 

고창 단삼 67.8%, 영양 단삼 57.2%, 장흥 단삼 59.8%, 중국

산 단삼 52.1%, 75% 에탄올 추출 수율은 고창 단삼 58.5%, 

영양 단삼 45.5%, 장흥 단삼 52.0%, 중국산 단삼 47.1%로 

측정되었다. 

일반성분 분석

단삼의 일반성분은 AOAC 방법(18)에 의하여 분석하였

다. 수분 함량은 105°C 상압건조법, 회분 함량은 550°C에

서 직접 회화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단백질 함량은 

micro-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으로 분석하였

으며, 탄수화물 함량은 시료 100 g에 수분, 회분, 조단백질, 

조지방 값을 감하여 산출하였다.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단삼 분말 1 g에 50% 에탄올 50 mL를 가하여 40°C에서 

30분간 초음파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1,650×g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고 0.45 μm syringe filter(Advantec, Toyo 

Roshi Kaisha Ltd., Tokyo, Japan)로 여과하여 시료를 준

비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와 50%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0.1 mL를 차례

로 가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75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gallic acid(Sigma-Aldrich 

Co.)를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은 mg 

gallic acid equivalents(GAE)/g으로 나타내었다. 총 플라

보노이드의 함량은 시료 0.5 mL에 10% aluminium nitrate 

0.1 mL, 1 M potassium acetate 0.1 mL, 80% 에탄올 4.3 

mL를 차례로 혼합하여 실온에서 40분간 반응시킨 후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quercetin(Sigma- 

Aldrich Co.)을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g quercetin equivalents(QE)/g으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단삼의 열수 및 75% 에탄올 추출물 10 μL에 0.1 mM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Wako Pure Chem-

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 190 μL를 혼합하여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spectrophotometer를 이용

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

었으며, 소거율이 50%에 해당하는 시료의 농도를 SC50 값

으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
＝(1－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100

무처리구의 흡광도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7 mM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phonic acid),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암소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시켜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사용 직전 734 nm에

서 흡광도가 0.80±0.02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단삼의 열수 

및 75% 에탄올 추출물 10 μL에 ABTS 용액 190 μL를 혼합

하여 실온에서 6분 동안 반응시킨 후 spectrophotometer

를 이용하여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소거율이 50%에 해당하는 시료의 농도를 

SC50 값으로 나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능 (%)
＝(1－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100

무처리구의 흡광도  

항균 활성 측정

재배지역별 단삼 추출물의 항균 활성은 paper disc dif-

fusion 법으로 측정하였다(19). 지시균인 Bacillus cereus 

KCCM 11204를 LB broth(Luria-Bertani broth,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Sparks, MD, USA)에서 37°C, 

16시간 배양한 후 LB 평판배지에 1×106 CFU/plate로 도말

하였다. 항균 활성 측정을 위한 시료로 열수 추출물과 75% 

에탄올 추출물을 각각 물과 75% 에탄올에 녹여 40 mg/mL 

농도로 준비한 후 8 mm paper disc(Advantec, Tokyo, 

Japan)에 50 μL를 loading 하였다. 시료가 처리된 dis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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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ximate compositions of Salvia miltiorrhiza Bunge from different cultivation regions                        (%)
Compositions Gochang Yeongyang Jangheung China
Moisture
Ash
Crude protein
Crude lipid
Carbohydrate

  3.20±0.25d1)

 4.11±0.10c

 7.37±0.11d

 1.96±0.08b

83.36±0.10a

 8.24±0.06b

 5.24±0.04a

 8.62±0.08c

 2.67±0.05a

75.24±0.11b

11.52±0.30a

 4.50±0.07b

15.50±0.28a

 1.75±0.13c

66.73±0.66d

 7.37±0.26c

 5.42±0.19a

14.30±0.05b

 1.66±0.03c

71.24±0.37c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1)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용매를 휘발시킨 후 지시균이 도말된 LB 평판배지 위에 올

리고 37°C, 16시간 배양한 후 생육 저해환을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 75% 에탄올을 사용하였다.

Nitric oxide(NO) 생성 억제능 측정

실험에 사용한 마우스 대식세포주 RAW 264.7 cell은 한

국세포주은행(KCLB,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았으며, 세

포배양은 10% FBS(fetal bovine serum)와 1% penicillin- 

streptomycin을 포함하는 DMEM 배지(Dulbecco’s modi-

fied Eagle’s medium, Gibco, Grand Island, NY, USA)를 

사용하여 37°C, 5% CO2 세포배양기에서 계대 배양하였다. 

세포로부터 생성된 NO의 양은 세포 배양액 내의 nitrite 농

도를 Griess reagen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RAW 264.7 

cell을 5×106 cells/well 농도로 24-well plate에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재배지역별 단삼의 열수 및 75% 에탄올 

추출물 50 μg/mL와 LPS(lipopolysaccharides, Sigma- 

Aldrich Co.) 1 μg/mL를 동시에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

다. 세포배양 상등액에 동량의 Griess reagent(1% sulfani-

lamide, 0.1% naphthylethylenediamine in 5% phosphoric 

acid)를 혼합하여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고, sodium nitrate로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NO 함량을 

산출하였다.

Salvianolic acid B 분석

단삼의 열수 및 75% 에탄올 추출물에서 유효 성분인 sal-

vianolic acid B의 함량은 HPLC(Agilent Technologies 

1100 series, Agilent Technologies, Waldbronn, Ger-

man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칼럼은 Atlantis dC18 

(4.6×250 mm, 5 μm, Waters Corp., Milford, MA, USA)

을 사용하였으며, UV detector 280 nm의 파장에서 검출하

였다. 이동상 A는 1% formic acid를 함유한 deionized wa-

ter, 이동상 B는 1% formic acid를 함유한 acetonitrile/ 

methanol(75:25)을 사용하였다. 용매 B는 처음에 25%로 

시작하여 15분에 40%로 증가시킨 후 25분까지 유지하였으

며, 0.5 mL/min의 유속으로 분석하였다. HPLC 분석 시 

salvianolic acid B 표준품(Sigma-Aldrich Co.)을 이용하

여 작성한 표준검량곡선을 통해 시료 중의 함량을 측정하였

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독립적으로 3회 반복 실시하여 실험결과를 

SPSS 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7,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각 

실험군 간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산하였다. 단삼 추출물의 

재배지역별 차이 유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열수 추출물

과 75% 에탄올 추출물 간의 차이 유무는 P<0.05 수준에서 

Student’s t-test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재배지역별 단삼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재배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수분은 3.20~ 

11.52%, 회분은 4.11~5.42%, 조단백질은 7.37~15.50%, 

조지방은 1.66~2.67%, 탄수화물은 66.73~83.36% 범위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고창 단삼은 탄수화물 함량이 83.36%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지만 수분, 조단

백질, 회분 함량은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영양 단삼

은 지역별 단삼 중 조지방 함량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회분 함량도 5.24%로 비교적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장흥 

단삼은 수분과 조단백질 함량에서 각각 11.52%와 15.50%

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탄수화물은 66.73%로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중국산 단삼은 회분 함량에서 

5.42%로 가장 높았고 조단백질 함량도 14.30%로 비교적 

높았으나, 조지방은 1.66%로 지역별 단삼 중 가장 낮은 함

량을 나타내었다. 재배지역별 단삼의 일반성분 분석에서 중

국산과 국내산 원료 간에 특이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

나, 재배지역에 따라 각 일반성분의 함량이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어 재배 환경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국

내 세 지역의 연평균기온과 강수량을 기상청 데이터(www. 

kma.go.kr, 2001~2010년)로 비교하였을 때 연평균기온은 

고창(13.1°C), 장흥(12.4°C), 영양(9.7°C) 순으로 높았으

며, 강수량은 영양과 고창이 각각 1,359 mm와 1,329 mm로 

유사한 수준이지만 장흥은 1,612 mm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들 지역의 농경지 화학성을 흙토람(www.soil. rda.go.kr) 

시스템에서 비교하였을 때 고창은 pH 분포가 고른 편이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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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 of Salvia miltiorrhiza Bunge from different cultivation regions
Gochang Yeongyang Jangheung China

Total polyphenol (mg GAE/g)
Total flavonoid (mg QE/g)

 73.04±1.75b1)

 5.30±0.09a
76.20±0.94a

 5.10±0.04a
68.80±0.51c

 4.39±0.23b
55.25±0.20d

 2.41±0.09c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1)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alvia miltiorrhiza Bunge extracts from different cultivation regions

Solvent Concentration
(μg/m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Gochang Yeongyang Jangheung China

Hot 
water

12.5
25
50
75

100

23.07±0.72b1)

45.66±1.92b

75.35±1.22a

79.27±0.20a

79.21±0.12b

26.46±1.83a

50.17±2.42a

74.42±0.30a

77.01±0.12b

76.35±0.30d

24.07±0.53b

47.45±1.47ab

74.29±1.90a

79.74±0.12a

79.94±0.23a

20.54±0.46c

40.87±0.81c

68.58±2.01b

77.15±0.75ab

77.35±0.12c

SC50 (μg/mL) 28.65±1.46b 24.91±1.40c 27.38±1.85bc 33.24±0.34a

75% 
ethanol

12.5
25
50
75

100

21.81±0.70b

41.01±1.69b

69.91±0.60b

79.14±0.61ab

79.87±0.00b

26.39±2.44a

47.28±0.99a

75.02±0.90a

77.41±0.12b

78.01±0.12d

20.54±1.02b

41.41±0.85b

71.50±0.80b

79.87±0.20a

80.27±0.20a

17.16±0.64c

34.30±0.50c

61.14±1.44c

72.36±0.75c

78.34±0.12c

SC50 (μg/mL) 32.78±1.26b* 27.45±1.55c 32.14±1.18b* 39.62±0.80a*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1)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y Student’s t-test between the extraction solvents in the SC50. 

나 장흥은 절반 이상이 pH 5.1~6.0 범위이며, 영양은 절반 

이상이 pH 6.1 이상으로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유기물 

함량에서도 고창과 영양은 토지의 절반 이상이 11~20 g/kg 

범위로 나타났으나, 장흥은 11~40 g/kg의 범위로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이들 지역의 기후와 토양의 차이는 단삼

의 성분 및 생리활성의 차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16)은 경북 봉화에서 재배된 단삼의 일반성분을 분

석한 결과 수분 6.83%, 탄수화물 64.17%, 조단백질 16.0%, 

조지방 0.0%, 회분 4.1 %로 측정되어 본 실험에서 분석한 

국내산 단삼들과 비교할 때 탄수화물과 조지방은 비교적 낮

으며, 조단백질은 약간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폴리페놀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hydroxyl기를 가지고 있는 방향족 화합물

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항산화, 항암, 항알레르기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재배

지역별 단삼의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

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영양 단삼

이 76.20 mg/g으로 가장 높았으며, 고창 단삼 73.04 mg/g, 

장흥 단삼 68.80 mg/g, 중국산 55.25 mg/g 순으로 함량을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고창 단삼이 5.30 mg/ 

g으로 가장 높았으며, 영양 단삼 5.10 mg/g, 장흥 단삼 4.39 

mg/g, 중국산 2.41 mg/g 순으로 함량을 나타내었다. 총 폴

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분석 결과 중국산보다 국내산 

단삼의 함량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산 원료 

중 영양과 고창 단삼의 함량이 우수하였다. Yang 등(13)은 

중국산 단삼을 80% 메탄올로 추출하여 총 폴리페놀과 플라

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 각각 77.58 mg/g(tannic acid 

equivalent)와 5.11 mg/g(quercetin equivalent)을 나타내

어 본 연구에서 측정된 중국산 원료의 함량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추출 용매와 측정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녹차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62.2 mg/g(tannic acid equivalent), 17.8 mg/g(nar-

ingin equivalent)으로 보고되었으며(21), 블루베리는 각각 

42.26 mg/g(tannic acid equivalent), 26.39 mg/g(narin-

gin equivalent)으로 보고되어(22), 이들 결과와 비교할 때 

단삼은 높은 함량의 폴리페놀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항산화 활성

폴리페놀 화합물은 항산화 활성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

내므로(23) 총 폴리페놀 함량이 우수한 단삼을 열수 및 75% 

에탄올로 추출하여 용매별 추출물에서 재배지역에 따른 원

료의 항산화 활성을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 평가를 

통해 비교하였다. 재배지역에 따른 단삼 추출물의 DPPH 라

디칼 소거능은 Table 3에 나타내었으며, 모든 시료에서 추

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다. 재배지역별 단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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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alvia miltiorrhiza Bunge extracts from different cultivation regions

Solvent Concentration
(μg/mL)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Gochang Yeongyang Jangheung China

Hot
water

12.5
25
50
75

100

24.38±0.40b1)

45.67±0.33b

83.27±1.92b

94.31±0.07a

94.23±0.00a

26.43±1.59a

55.79±2.64a

89.08±0.70a

94.06±0.07b

94.19±0.07a

24.26±1.05b

45.34±0.38bc

82.06±1.31b

94.02±0.07b

94.19±0.07a

23.09±0.25b

42.91±0.78c

77.75±1.07c

94.23±0.00ab

93.89±0.48a

SC50 (μg/mL) 27.87±0.10b 22.53±0.15c 28.80±0.98b 30.60±0.45a

75%
ethanol

12.5
25
50
75

100

23.04±0.19ab

45.71±0.19b

81.97±1.01b

94.27±0.07a

94.23±0.00a

24.68±2.40a

48.89±1.05a

86.53±0.07a

94.06±0.07a

94.23±0.00a

21.04±0.88b

41.41±0.82c

76.20±1.92c

94.10±0.13a

94.02±0.36a

18.74±0.57c

37.77±0.98d

67.21±1.01d

91.47±1.70b

94.06±0.40a

SC50 (μg/mL) 27.96±0.17c 25.74±0.77d* 31.17±0.67b* 35.39±0.83a*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1)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P<0.05; significantly different by Student’s t-test between the extraction solvents in the SC50. 

Table 5. Antibacterial activity of Salvia miltiorrhiza Bunge extracts from different cultivation regions against Bacillus cereus

Solvent
Inhibition zone diameter (mm)

Gochang Yeongyang Jangheung China
Hot water
75% ethanol

 11.59±0.26b1)

16.40±0.19b
15.84±0.11a

19.77±0.14a
10.59±0.28c

16.71±0.13b
 ND2)

11.77±0.14c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1)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2)ND: not detected.

을 DPPH 라디칼을 50% 저해하는 시료의 농도인 SC50 값으

로 비교했을 때 열수와 75% 에탄올 추출물 모두 영양 단삼

(24.91 μg/mL, 27.45 μg/mL)이 가장 우수하였고, 다음으

로 장흥 단삼(27.38 μg/mL, 32.14 μg/mL)과 고창 단삼

(28.65 μg/mL, 32.78 μg/mL)은 유사한 활성을 나타내었으

며, 중국산 단삼(33.24 μg/mL, 39.62 μg/mL)의 활성이 가

장 낮게 측정되었다. 고창, 장흥, 중국산 단삼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열수 추출물이 75% 에탄올 추출물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재배지역에 따른 단삼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모든 시

료에서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ABTS 라디칼 소거 활

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ABTS 라디칼을 50% 저해하

는 시료의 농도인 SC50 값을 구하여 재배지역별로 비교했을 

때 열수와 75% 에탄올 추출물 모두 영양 단삼(22.53 μg/ 

mL, 25.74 μg/mL), 고창 단삼(27.87 μg/mL, 27.96 μg/ 

mL), 장흥 단삼(28.80 μg/mL, 31.17 μg/mL), 중국산 단삼

(30.60 μg/mL, 35.39 μg/mL) 순으로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

여 DPPH 라디칼 소거능 결과와 유사하였다. 추출 용매에 

따른 ABTS 라디칼 소거능은 고창 단삼에서 열수와 75% 

에탄올 추출물이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나머지 지역에서

는 모두 열수 추출물의 활성이 더 우수하였다. Kim 등(16)은 

국내산 단삼의 열수 추출물의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

능을 평가한 결과 55 μg/mL 농도에서 각각 70%와 60% 

수준의 소거능을 나타내어 본 연구와 DPPH 라디칼 소거능

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ABTS 라디칼 소거능은 더 낮은 

결과를 보였다. Ju 등(24)은 16종의 한약재 열수 추출물의 

DPPH에 대한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 단삼의 전자공여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천연 항산화제로서 단삼

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균 활성

단삼의 주요 성분 중 tanshinone Ⅰ, tanshinone ⅡA, 

cryptotanshinone, dihydrotanshinone Ⅰ의 tanshinone 

화합물들은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8). Han(1)은 단삼에서 분리한 cryptotanshinone과 dihy-

drotanshinone Ⅰ의 항균 활성을 평가한 결과 그람 음성 

세균에 대한 활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람 양성 세균에 

대한 저해 활성은 우수한 결과를 보였다. Mok 등(12)은 단

삼 에탄올 추출물의 세균과 효모균에 대한 항균 활성을 조사

한 결과 그람 음성 세균이나 효모에 대한 저해 활성은 약하

나 그람 양성 세균에 대한 저해 활성은 상당히 우수하며, 특

히 Bacillus 속에 대한 MIC는 3.13 μg/mL로 강한 항균 활성

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재배지역에 따른 단삼의 항균 

활성을 비교하기 위해 열수 및 75%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

여 B. cereus에 대한 생육 저해환을 측정하였다(Table 5). 

열수 추출물의 항균 활성은 영양 단삼(15.84 mm)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고창(11.59 mm)과 장흥(10.59 mm) 단삼 순

으로 활성이 낮아졌으나, 중국산 단삼은 항균 활성이 검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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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Salvia miltiorrhiza Bunge extracts 
from different cultivation regions on NO production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sample (50 μg/mL) and LPS (1 μg/mL) for 24 
h. The amount of NO in supernatant was measured us-
ing Griess reagent.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of the same extraction solvent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Salvianolic acid B contents of Salvia miltiorrhiza Bunge extracts from different cultivation regions 

Solvent
Salvianolic acid B content (mg/g extract)

Gochang Yeongyang Jangheung China
Hot water
75% ethanol

 68.97±0.93b1)

76.34±2.29c
110.59±0.82a

111.93±2.26a
69.07±0.58b

85.24±1.52b
40.50±0.32c

54.49±1.08d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SD (n=3).
1)Mean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지 않았다. 75% 에탄올 추출물은 열수 추출물보다 항균 활

성이 더 우수하였으며, 열수 추출물 결과와 유사하게 영양 

단삼(19.77 mm)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장흥과 

고창 단삼의 75% 에탄올 추출물은 각각 16.40 mm와 16.71 

mm의 생육 저해환을 나타내어 유사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

었으며, 중국산 단삼은 11.77 mm의 생육 저해환으로 가장 

낮은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다. 재배지역에 따른 항균 활성의 

차이는 단삼의 항균 물질 종류 및 함량의 차이로 추정되어 

다음에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추출 용매에 따른 

항균 활성의 차이는 Mok 등(12)의 보고와 유사하게 물보다

는 에탄올 추출 조건에서 우수하며, 이러한 결과는 단삼 내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성분인 tanshinone 화합물들의 용매 

친화도와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Nitric oxide 저해 활성

NO는 높은 반응성을 가진 생체 생성분자로서 L-argi-

nine을 기질로 하여 nitric oxide synthase에 의해 생성되

며, 신경계, 면역계, 심장 혈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전달 물질

로 신경독성 및 신경 보호성의 기능을 동시에 나타낸다. 그

러나 병리적 조건에서 다량의 NO 증가는 세포의 염증 및 

조직의 손상을 일으킨다(25). NO 생성 저해에 대한 단삼 

추출물의 효과를 평가하고 재배지역에 따른 항염증 활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RAW 264.7 대식세포에 LPS로 NO 생성

을 유도한 후 재배지역별 단삼의 열수 및 75% 에탄올 추출

물을 무독성 농도인 50 μg/mL로 처리하여 생성된 NO의 

양을 측정하였다(Fig. 1). 시료 무처리군에 비해 단삼 추출

물 처리군 모두 NO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NO 생

성량은 시료 무처리군 대비 열수 추출물이 23~34% 억제되

었으며 75% 에탄올 추출물은 39~68% 억제되어 에탄올 추

출물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보였으나, 용매별 추출물에서 

재배지역에 따른 경향은 다르게 나타났다. 열수 추출물에서 

국내산 단삼의 NO 저해율은 22~24% 범위였으나, 중국산 

단삼은 34%로 더 높은 저해율을 나타내었다. 반면 75% 에

탄올 추출물에서 NO 저해율은 고창 단삼 68%, 영양 단삼 

64%, 장흥 단삼 48%, 중국산 39%로 나타나 열수 추출물 

결과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Yeo 등(26)은 단삼 열수 

추출물의 NO 저해 활성을 평가한 연구에서 추출물 125 μg/ 

mL 농도에서 시료 무처리군 대비 12% 저해율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Yun 등(27)은 단삼 메탄올 추출물을 

100 μg/mL 처리하였을 때 시료 무처리군 대비 49.64%의 

저해율을 나타냄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열수보다 에

탄올 추출물의 NO 저해 활성이 우수하고, 고창 단삼의 75% 

에탄올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이 가장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Salvianolic acid B 분석

Salvianolic acid B는 단삼의 주요 페놀화합물로서 건조 

단삼의 3~5%를 차지할 만큼 함량이 매우 높다(7). Salvia-

nolic acid B의 주요 생리활성으로는 심장 보호, 산화적 스

트레스에 대한 보호 효능, 혈관신생작용(angiogenesis) 및 

골수세포의 alkaline phosphatase 활성을 증강하는 약리작

용이 보고되고 있다(28,29). 본 연구에서 재배지역에 따른 

단삼의 salvianolic acid B 함량을 열수 및 75% 에탄올 추출

분말로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였다(Table 6). 열수 추출분말

에서 salvianolic acid B는 영양 단삼이 110.59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장흥과 고창 단삼은 각각 

69.07 mg/g, 68.97 mg/g으로 유사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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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단삼의 열수 추출분말에서 salvianolic acid B의 함

량은 40.50 mg/g으로 측정되어 영양 단삼과 비교하였을 때 

2.7배가 낮은 결과를 보였다. 75% 에탄올 추출분말의 sal-

vianolic acid B 함량도 영양 단삼(111.93 mg/g)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장흥 단삼 85.24 mg/g, 고창 단삼 73.34 

mg/g, 중국산 54.49 mg/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단삼 추출

물에서 salvianolic acid B는 열수 추출보다 에탄올 추출 

조건에서 좀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에탄올 추출물을 

기준으로 단삼 원료의 중량에 따른 salvianolic acid B의 

함량(w/w)은 영양 단삼 6.3%, 고창 단삼 4.7%, 장흥 단삼 

4.4%, 중국산 2.6%로 분석되었다. Hu 등(30)은 중국 7개 

지역 단삼들의 표준물질 함량을 분석한 결과 salvianolic 

acid B는 단삼 중량의 4.4~6.7% 범위로 나타났다. Li 등

(31)은 건조 조건에 따른 단삼의 주요 성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 salvianolic acid B는 단삼 중량의 1.1~4.0% 범위로 

나타났다. 단삼의 salvianolic acid 함량의 차이는 추출 용매

에 따라 영향을 받으나, 본 연구에서 동일한 용매로 추출한 

경우 중국산보다는 국내산 단삼의 함량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요   약

재배지역에 따른 단삼의 성분 및 생리활성 비교를 위하여 

고창, 영양, 장흥 지역의 국내산 단삼 3종과 중국산 단삼에 

대한 일반성분,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하

고, 열수 및 75% 에탄올 추출을 시행하여 단삼 추출물의 항

산화, 항균, 항염증 활성 평가와 salvianolic acid B 함량을 

측정하였다. 단삼의 일반성분은 재배지역에 따라 상당한 차

이를 보였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은 영양 단삼이 가장 높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고창 단삼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재배지역별 단삼의 열수 및 75%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영

양 단삼의 항산화 활성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75%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이 더 우수하였다. 

B. cereus에 대한 지역별 단삼 추출물의 항균 활성은 영양 

단삼이 가장 높았으며, 열수에 비해 75% 에탄올 추출물의 

항균 활성이 더 우수하였다. LPS로 염증을 유도한 RAW 

264.7 세포에 지역별 단삼 추출물을 처리하여 NO 저해율을 

비교한 결과 열수 추출물에서는 중국산 단삼이 34% 저해율

로 가장 높았으나, 75%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고창 단삼이 

68% 저해율로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재배지역별 

단삼 추출물에서 주요 성분인 salvianolic acid 함량을 비교

한 결과 영양 단삼 추출물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열수에 

비해 75% 에탄올 추출물의 함량이 좀 더 높은 결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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