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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벚나무 껍질의 에탄올 추출물과 용매 분획물의 항산화활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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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compounds and activities of Prunus yedoensis
Matsumura bark (PYMB) ethanol extracts (EE) and various other fractions. Among them, the highest total phenol content
was 496.80 mg gallic acid equivalent/g in the ethyl acetate fractions (EAF). The flavonoid contents were 7.26-265.52 rutin
equivalent mg/g, with the EAF showing the highest levels. The highest proanthocyanidin content was determined to be
326.31 catechin equivalent mg/g in the EAF and the remaining values in descending order were as follows: n-butanol,
ethanol, dichloromethane, water, and n-hexane. EAF exhibited the highest DPPH, ABTS+,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nd reducing power, whereas the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were the highest in the case of the EE. The n-
hexane and water fraction antioxidant compounds and activities were lower than those of the other fractions. In summary,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YMB EAF is a potential source of natural antioxi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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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왕벚나무(Prunus yedoensis Matsumura)는 장미과 벚나무속에 속

하며 우리나라에는 20여종이 분포하고 있다. 왕벚나무의 열매는

치통, 유선염, 수종, 각기병 및 통경제로 이용되었으며(Kim 등,

1998), 왕벚나무의 껍질(화피, 樺皮)은 우육체, 기침, 두드러기 등

의 민간약으로 사용되어왔다(Park 등, 1998). 왕벚나무 껍질은 임

상에서 염증성 질환에 주로 이용되고 있으며, 최근 사용량이 증

가하는 추세이다(Hong 등, 2013). 왕벚나무 껍질에 대한 선행연

구로는 항산화(Ju 등, 2004), 항염(Kang, 2006; Lee, 2008; Lim,

2011), 항암(Ju 등, 2004), 항균(Jung 등, 2002; Jung, 2011) 및 간

보호 작용(Matsuda 등, 1998) 등이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왕벚

나무 껍질의 특정 분획물 및 성분에 대한 항산화 연구는 아직 미

흡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에는 900여 종의 약효를 나타내는 식물

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

다(Rim 등, 2000). 대부분 오랫동안 식품으로 이용되어 왔고 많

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으나 그 효능

에 대한 명확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그

활용도가 낮은 실정이다(Jung 등, 2013).

최근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건강기능성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

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기능성 소재에 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Lee 등, 2013). 여러 질환 발병의 원인

으로 알려진 유리라디칼(free radical)은 체내 정상적인 대사과정

중 생성되는 reactive nitrogen species (RNS), reactive oxygen

species (ROS) 등을 말한다. 이들이 체내 과잉생산 될 경우 DNA,

단백질 및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가져오고 알츠하이머병, 암, 심

혈관질환 등을 일으킨다. 체내에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지만 환경오염, 과도한 스트레스, 화학약품,

음주, 흡연 등에 의해 유리라디칼의 생성이 더 많아지고 있어 체

내 산화 방어시스템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항산화제에 대한 개발

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Hyon 등, 2010; Kim 등 2016; Valko

등, 2007; Wojsiat 등 2018). 항산화제는 유리라디칼을 제거하거

나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합성 항

산화제와 천연 항산화제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합성 항산화제

의 경우 독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어 천연 소재를 이용한 항

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Jeon 등, 2012). 소

리쟁이 추출물은 산화적 스트레스의 감소에 효과를 나타냈고(Kim

등, 2018b), 홍삼 사포닌 분획물은 지방분화 시 생성되는 ROS의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산화방지 시스템을 활성화시킨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Kim 등, 2018a), 구아바 잎 추출물은 간세포

를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Cheon 등,

2019). 또한 감 심지의 추출물은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신경세

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어 퇴행성 신경질환 예방에 유용한 소재

로 보고되었다(Byun 등, 2020). 천연 항산화 소재는 대부분 경제

적이고 안전한 식물 기원의 페놀성 물질로 식물의 줄기, 열매, 꽃,

잎, 씨앗, 뿌리 등에 존재한다. 이러한 식물에 함유된 항산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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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합물은 유리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하고 그 활성을 저해하는 작

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Elzaawely 등, 2007; Pyo 등,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의학이나 민간의학에서 오랜 시간 사

용되어온 왕벚나무 껍질을 이용하여 에탄올로 추출한 후 용매 분

획하여 각 추출물의 항산화물질 및 항산화활성을 측정함으로써

천연 항산화제로써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료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왕벚나무 껍질은 서울 경동시장에서 구입하

여 미세 분쇄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항산화물질 및 항산화활

성 측정에 사용한 Folin & Ciocalteau’s reagent, DPPH (1,1-

diphenyl-1-picrylhydrazyl), ascorbic acid 등은 Sigma-Aldrich사(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그 외 시약 1급을

사용하였다.

왕벚나무 껍질 분말 100 g에 1 L의 70% 에탄올을 넣고 80oC에

서 3시간 추출한 후 다시 반복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여과

(Whatman No. 1, 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stone, UK)하

여 40oC에서 감압농축(Eyela N-N, Rikakikai Co., Tokyo, Japan)

하였다. 농축한 시료는 동결건조(TD5508, Inshin Lab, Co., Ltd,

Seoul, Korea)한 후 분말화하여 −40oC 초저온 냉동고(DFU-128E,

Operon Co., Seoul, Korea)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에탄올 추

출물 분말에 증류수를 넣고 용해시킨 후 동량의 n-hexane과 혼합

하여 n-hexane 분획물을 얻고, 남은 증류수층을 이용하여 dichlo-

romethane, ethyl acetate, n-butanol, water 순으로 분획물을 얻었다.

각 분획물은 감압농축하여 동결건조한 후 항산화물질 및 항산화

활성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페놀 함량은 Kumaran와 Karunakaran (2007)의 방법에 준하

여 측정하였다. 150 µL의 시료액과 2400 µL의 증류수, 150 µL의

2 N Folin-Ciocalteu reagent를 혼합하여 3분간 방치하였다. 여기에

300 µL의 1 N Sodium carbonate (Na2CO3)를 넣고 2시간 동안 암

반응시킨 후 725 nm에서 흡광도(WKSP-2000UV, Woongki, Seoul,

Korea)를 측정하였다.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하여 검량선을 작

성하였고 시료 1 g당 mg gallic acid (mg GAE/g)로 결과를 나타

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Um와 Kim (2007)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1 mL의 시료액과 10 mL의 90% diethylenglycol,

1 mL의 1 N NaOH를 혼합하여 37oC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WKSP-2000UV, Woongki, Seoul, Korea)를 측정하

였다. Rutin을 표준물질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시료 1 g당

mg rutin (mg RE/g)로 결과를 나타냈다.

프로안토시아니딘 함량

프로안토시아니딘 함량은 Price 등(1980)의 방법에 준하여 측

정하였다. 0.5 mL의 시료액과 3 mL의 4% vanillin 용액, 2 mL의

25% H2SO4 용액을 혼합하여 15분간 반응시킨 후 500 nm에서 흡

광도(WKSP-2000UV, Woongki, Seoul, Korea)를 측정하였다. Cat-

echin을 표준물질로 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시료 1 g당 mg

catechin (mg CE/g)로 결과를 나타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은 Lee 등(2007)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

였다. 4 mL의 시료액에 1 mL의 DPPH 용액(1.5×10−4 M)을 넣고

혼합한 후 30분간 암반응시켰다. 반응액은 517 nm에서 흡광도

(WKSP-2000UV, Woongki, Seoul, Korea)를 측정하였으며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결과를 산출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대조

군에 대해 50%의 소거능을 나타내는 시료의 농도(IC50)로 값을

나타냈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  추출물 첨가구의 흡광도 )×100
     추출물 무첨가구의 흡광도

ABTS+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은 Re 등(1999)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

였다. ABTS (7 mM)에 potassium persulfate (2.45 mM)를 넣고

12-16시간 동안 암반응 시킨 후 ABTS 용액을 제조하였다. 이때,

ABTS 용액은 에탄올로 희석하여 734 nm에서 흡광도가 0.70±0.02

가 되도록 조정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 0.1 mL에 ABTS

용액 0.9 mL를 가하여 6분 동안 반응 시킨 후 흡광도(734 nm,

WKSP-2000UV, Woongki, Seoul, Korea)를 측정하였으며,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결과를 산출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대조

군에 대해 50%의 소거능을 나타내는 시료의 농도(IC50)로 값을

나타냈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  추출물 첨가구의 흡광도 )×100
     추출물 무첨가구의 흡광도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은 Zhao 등(2006)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0.3 mL에 NBT (150 M) 0.75 mL와 NADH

(468 M) 0.75 mL를 혼합한 후 100 mM Tris-HCl buffer (pH 7.4)

를 넣어 최종부피 3 mL를 맞추어준다. 이 혼합액에 PMS (60 M)

0.75 mL를 가하여 5분 동안 방치한 후 흡광도(560 nm, WKSP-

2000UV, Woongki, Seoul, Korea)를 측정하였으며, 다음의 계산식

에 의해 결과를 산출하였다.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은 대조군

에 대해 50%의 소거능을 나타내는 시료의 농도(IC50)로 값을 나

타냈다.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  추출물 첨가구의 흡광도 )×100
     추출물 무첨가구의 흡광도

아질산염 소거능

아질산염 소거능은 Kato 등(1987)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 mL와 NaNO2 용액(1 mM) 1 mL를 혼합한 후 pH 1.2의

HCl (0.1 N)를 가하여 pH를 2.0로 맞추었다. 이 용액에 증류수를

넣어 최종부피 10 mL를 만들고 37oC에서 60분간 반응시켰다. 반

응액 1 mL에 2% acetic acid 5 mL와 griess 시약 0.4 mL를 혼합

하여 15분간 반응시킨 후 흡광도(520 nm, WKSP-2000UV, Woongki,

Seoul, Korea)를 측정하였으며, 다음의 계산식에 의해 결과를 산

출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은 대조군에 대해 50%의 소거능을 나

타내는 시료의 농도(IC50)로 값을 나타냈다.

Nitrite scavenging activity (%) 

= (1−  추출물 첨가구의 흡광도 )×100
     추출물 무첨가구의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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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력

환원력은 Oyaizu (1986)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2.5

mL에 1% potassium ferricyanide 2.5 mL와 0.2 M sodium phos-

phate buffer (pH 6.6) 2.5 mL를 넣고 섞은 다음 20분 동안 50oC

water bath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액에 2.5 mL의 10% trichloroacetic

acid를 넣고 원심분리(3,000 rpm, 10분)하여 상등액을 얻었다. 상

등액 5 mL에 증류수 5 mL와 0.1% ferric chloride 1 mL를 넣고

섞은 후 흡광도(700 nm, WKSP-2000UV, Woongki, Seoul, Korea)

를 측정하여 환원력을 나타냈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결과는 3회 이상 반복 실험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통계처리는 SPSS 25.0 (IBM Inc., Armonk, NY,

USA)을 이용하였다.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목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를 이용하여 사후검정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및 프로안토시아니딘 함량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및 타닌 등의 페놀성 물질은 식물에 함

유되어 있는 물질로 강한 킬레이트 작용 및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Onofrei 등, 2017). 또한 프로안토시아니딘

은 항산화, 항균, 항돌연변이 및 항고혈압 활성 등의 생리활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Song과 Oh, 1996). 왕벚나무 껍질 에탄

올 추출물 및 분획물의 총 페놀, 플라보노이드 및 프로안토시아

니딘 함량은 각각 Fig. 1, 2, 3에 제시하였다.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306.01 mg

GAE/g으로 측정되었다. Hong 등(2013)의 연구에서 왕벚나무 껍

질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233.78 mg GAE/g로 보고되

어 본 연구 결과에 비해 다소 낮은 함량을 보여주었다. 최근 약

효를 나타내는 식물에 대한 항산화 활성 연구에는 지치, 창이자

및 인동초(Jung 등, 2013), 화살나무 줄기, 주목 열매 및 두충 잎

(Lee와 Yoon, 2015), 소리쟁이 뿌리(Kim 등, 2018b), 마치현 뿌리

(Jeong 등, 2019), 구아바 잎(Cheon 등, 2019) 등이 이용되었다. 이

들 약용식물은 종류에 따라 총 페놀 함량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

나 적게는 0.004 mg GAE/g, 많게는 271.57 mg GAE/g으로 보고

되었다. 마치현 뿌리(163.35 mg GAE/g)와 구아바잎(271.57 mg

GAE/g)의 경우 다른 약용식물에 비해 높은 총 페놀 함량이 보고

되었지만 왕벚나무 껍질 추출물에 함유된 총 페놀 함량보다는 낮

았다. 왕벚나무 껍질 분획물의 총 페놀 함량은 ethyl acetate가

496.80 mg GAE/g으로 가장 높았고, n-buthanol은 293.67 mg

GAE/g, dichloromethane은 90.93 mg GAE/g, n-hexane은 19.36 mg

GAE/g, water는 9.90 mg GAE/g 순으로 나타났다(p<0.05).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은 7.26-265.52 mg RE/g으로 측정되어 ethyl acetate 분획물이 가

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에탄올 추출물, n-buthanol 분획물의 함량

이 높게 나타났다(p<0.05). Lee 등(2018)은 딸기 잎 분획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ethyl acetate 분획물이 191.07

mg CE/g으로 가장 높았고 n-buthanol 분획물이 100.53 mg CE/g

로 분획물 중 두 번째로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의 프로안토시아니딘

함량은 ethyl acetate 326.31 mg CE/g, n-buthanol 181.90 mg CE/

g, ethanol 152.17 mg CE/g, dichloromethane은 30.85 mg CE/g,

water 15.14 mg CE/g, n-hexane은 12.45 mg CE/g 순으로 높았다

(p<0.05). Cho 등(2015)은 국내 산림지역 자생 식물 11종의 프로

안토시아니딘 함량을 측정한 결과, 비목나무가 536.22 µg CE/g,

윤노리나무가 497.52 µg CE/g로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의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의 함량이 이에 비

해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의 DPPH 라디칼 소거

능을 측정하여 IC50값으로 나타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의 IC50값은 5.39 µg/mL를 나타냈

고, 분획물은 n-hexane, dichloromethane, ethyl acetate, n-buthanol,

water가 각각 36.42, 21.19, 3.47, 5.42, 56.52 µg/mL를 나타내어

ethyl acetate 분획물의 활성이 가장 좋은 것을 알 수 있었다

(p<0.05). 양성대조군인 vitamin C와 trolox의 IC50값은 각각 2.44,

17.19 µg/mL로 나타났다. Ethyl acetate 분획물은 vitamin C와 유

사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냈고(p<0.05), 에탄올 추출물

과 n-buthanol 분획물도 이와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어 세 가지 시

료가 매우 높은 활성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다. 왕벚나무 껍질 에

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국내 산림지역

자생 식물 11종의 70% 에탄올 추출물 IC50값 21.13-55.30 µg/mL

(Cho 등, 2015)보다 높았고, 소리쟁이 뿌리 분획물 5종의 IC50값

11.90-126.20 µg/mL (Kim 등, 2018b) 및 딸기 잎 분획물 4종의

Fig. 1. Total phenol content of different fractions from ethanol extracts of Prunus yedoensis Matsumura bark. Different superscripts (a-f)
on the bar char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GAE: gallic acid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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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50값 0.050.52 mg/mL (Lee 등, 2018)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Jeong 등(2019)은 마치현 뿌리 추출물이 높은 DPPH 라디칼 소거

능을 나타낸 것은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의한 결

과라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항산화물질(총 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및 프로안토시아니딘) 함량이 가장 높았던 ethyl

acetate 분획물이 가장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고, 항

산화물질의 함량이 낮았던 n-hexane, water 분획물이 낮은 활성을

나타내어 항산화물질이 DPPH 라디칼 소거능에 영향을 준 것으

로 사료된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의 ABTS+ 라디칼 소

거능을 측정하여 IC50값으로 나타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

다.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의 ABTS+ 라디칼 소

거능은 ethyl acetate, n-buthanol, ethanol, dichloromethan, n-hex-

ane, water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 24.61, 46.85, 55.05,

183.99, 366.11, 677.86 µg/mL의 IC50값을 보여주었다(p<0.05). 양

성대조군으로 사용된 trolox의 IC50값은 23.52 µg/mL로 왕벚나무

껍질 ethyl acetate 분획물과 유사한 활성을 나타냈다(p<0.05).

Hong 등(2013)은 왕벚나무 껍질 80% 에탄올 추출물이 50 µg/mL

농도에서 79.5%의 소거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Cho 등(2015)의 연구에서 국내 산림지역 자생 식

물 11종의 70% 에탄올 추출물 IC50값은 28.15-120.76 µg/mL으로

밤나무의 활성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본 연구의 ethyl acetate 분

획물과 유사한 활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Jeong 등(2019)은 마치

현 줄기 에탄올 추출물이 100 µg/mL에서 48.19%의 ABTS+ 라디

칼 소거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

ethyl acetate 및 n-buthanol 분획물의 활성이 마치현 줄기 추출물

보다 높았다. 본 연구의 ABTS+ 라디칼 소거능 결과, 앞선 실험

의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Lee 등(2018)

은 딸기 잎 항산화 연구에서 ABTS+ 라디칼 소거능은 DPPH 라

디칼 소거능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자유라디칼을 제거

하는 공통적인 기작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

사하였다.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의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여 IC50값으로 나타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

였다.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의 IC50값은 43.39 µg/mL, 왕

벚나무 껍질 분획물은 ethyl acetate, n-buthanol, water이 각각

14.11, 23.16, 443.06 µg/mL로 나타나 ethyl acetate와 n-buthanol

분획물은 에탄올 추출물의 활성보다 높게 측정되었다(p<0.05). 왕

벚나무 껍질 분획물 중 n-hexane 및 dichloromethane의 IC50값은

1,000 µg/mL 이상으로 나타나 활성이 높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에서 water 분획물은 가장 낮은

활성을 보였지만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에서는 n-hexane과

Fig. 2. Total flavonoid content of different fractions from ethanol extracts of Prunus yedoensis Matsumura bark. Different superscripts (a-
f) on the bar char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E: rutin equivalent.

Fig. 3. Proanthocyanidin content of different fractions from ethanol extracts of Prunus yedoensis Matsumura bark. Different superscripts
(a-f) on the bar chart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E: catechin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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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chloromethane에 비해 높은 활성을 보였다. 양성대조군으로 사

용된 tannic acid의 IC50값은 46.88 µg/mL으로 에탄올 추출물의 활

성과 유사하였고, ethyl acetate와 n-buthanol 분획물은 양성대조군

에 비해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p<0.05). Kim 등(2018b)은 소리쟁

이 뿌리 분획물의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ethyl

acetate 분획물(IC50, 4.45 µg/mL)의 활성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

로 dichloromethane 분획물(IC50, 45.83 µg/mL)이 높았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고, 소리쟁이 뿌리 ethyl acetate 분

획물의 활성이 왕벚나무 껍질 ethyl acetate 분획물의 활성에 비

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한약재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연

구(Jung 등, 2013)에서 지치 추출물은 10 mg/mL 농도에서 37.8%

의 소거능을 나타냈고, 창이자는 5 mg/mL 농도에서 49.0%, 인동

초는 100 µg/mL 농도에서 23.2%의 소거능을 나타내어 왕벚나무

껍질 ethyl acetate 분획물의 활성이 이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Ethyl acetate와 n-buthanol 분획물은 총 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프

로안토시아니딘 함량 측정 결과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들 항산화물질의 항산화력에 의해 두 분획물의 superoxide- 라

디칼 소거능 또한 높게 측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아질산염 소거능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측정하여 IC50값으로 나타낸 결과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왕벚

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ethanol,

ethyl acetate, n-buthanol, dichloromethane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p<0.05), IC50값은 각각 167.94, 267.73, 280.00, 441.09 µg/mL로

나타났다. Ethyl acetate 분획물은 앞선 실험에서 항산화물질(총

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프로안토시아니딘)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DPPH, ABTS+ 및 superoxide-라디칼 소거능에서도 가장 좋은

효능을 보였다. 그러나 아질산염 소거능의 경우, 에탄올 추출물

이 ethyl acetate 분획물에 비해 높은 소거능을 나타내어 이전 결

과와는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Cho 등(2015)은 총 페놀 함량과

아질산염 소거능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보고하였으며, 총 페놀 함

량이 낮았던 박달나무과 복분자딸기가 높은 아질산염 소거능을

나타냈고 총 페놀 함량이 높았던 윤노리나무가 낮은 소거능을 나

타냈다고 설명하였다. 분획물 중 n-hexane과 water은 IC50값이

1,000 µg/mL 이상으로 나타나 아질산염 소거능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trolox와 catechin은 각각 13.51,

64.65 µg/mL으로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의 활

성에 비해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p<0.05). 국내 산림지역 자생 식

물 11종의 항산화 연구(Cho 등, 2015)에서 11종의 70% 에탄올

추출물 중 밤나무, 복분자딸기, 비목나무가 200 µg/mL 농도에서

약 60%의 소거능을 나타내어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과 유

Table 1. IC50 values for antioxidant activities of different fractions from ethanol extracts of Prunus yedoensis Matsumura 

IC50
1) value (µg/mL)

DPPH ABTS+ O2
- NO-

70% Ethanol 0005.39±0.022)e3) 55.05±0.81d 43.39±6.44b 167.94±5.24d

Fraction

n-Hexane 36.42±1.67b 366.11±15.25b >1,000 >1,000

Dichloromethan 21.19±0.35c 183.99±8.66c0 >1,000 441.09±5.57a

Ethyl acetate 03.47±0.11f 24.61±2.56e 14.11±1.32d 267.73±0.55c

n-Buthanol 05.42±0.19e 46.85±1.57d 23.16±1.21c 280.00±1.70b

Water 56.52±1.55a 677.86±28.40a 443.06±11.36a >1,000

Standard

Vitamin C 02.44±0.04f - - -

Trolox 17.19±0.55d 23.52±0.75e - 013.51±3.00f

Tannic acid - - 46.88±1.27b -

Catechin - - - 064.65±0.33e

1)Amount required for 50% reduction of DPPH radical (DPPH), ABTS+ radical (ABTS+), superoxide- radical (O2
-) and nitrite (NO-) scavenging

activity.
2)Data are means±standard deviation.
3)Different superscripts (a-f)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Reducing power of different fractions from ethanol extracts of Prunus yedoensis Matsumura

Concentration (µg/mL)

125 250 500 1,000

70% Ethanol 000.55±0.011)Dd2) 0.91±0.02Dc 1.78±0.06Db 2.67±0.01Ba 

n-Hexane 0.11±0.00Gd 0.15±0.00Gc 0.24±0.00Gb 0.43±0.00Ga

Dichloromethan 0.15±0.00Ed 0.25±0.00Ec 0.42±0.00Eb 0.74±0.00Ea

Ethyl acetate 0.85±0.00Bc 1.58±0.01Bb 2.61±0.01Ba 2.61±0.01Ca

n-Buthanol 0.58±0.00Cd 1.01±0.01Cc 1.89±0.01Cb 2.59±0.01Da

Water 0.14±0.01Fd 0.22±0.01Fc 0.36±0.01Fb 0.65±0.01Fa

Vitamin C 1.52±0.07Ad 2.74±0.03Ac 2.80±0.01Ab 2.96±0.04Aa

1)Data are means±standard deviation.
2)Different superscripts in a column (A-F) and row (a-d)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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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 활성을 나타냈으며, 박달나무, 산수유, 진달래, 쇠물푸레, 윤

노리나무, 오이풀이 200 µg/mL 농도에서 50% 이상의 소거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왕벚나무 껍질 ethyl acetate, n-buthanol,

dichloromethane 분획물의 활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환원력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의 환원력을 125, 250,

500, 1,000 µg/mL 농도에서 측정하여 흡광도로 나타낸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

의 환원력 측정 결과, 대부분의 농도에서 ethyl acetate 분획물이

가장 높은 흡광도를 나타냈다(p<0.05). 이러한 경향은 앞의 3종

라디칼 소거능 측정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항산화

물질의 작용이 다양한 메커니즘(연쇄반응방어, 활성산소 및 과산

화물 제거 등)과 연관성이 높아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Kang

등, 2010). 모든 시료가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냈으나, ethyl acetate 분획물의 경우 500, 1,000 µg/mL에서 같은

활성을 보여주었다(p<0.05). 에탄올 추출물은 분획물 5종 중 n-

buthanol 분획물과 가장 유사한 수치를 나타냈다. 양성대조군인

vitamin C는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에 비해 높

은 환원력을 나타내어 125, 250, 500, 1,000 µg/mL 농도에서 각

각 1.52, 2.74, 2.80, 2.96의 수치를 보여주었다. Lee 등(2018)의

연구에서 딸기 잎 80% 에탄올 추출물의 환원력은 140 µg/mL에

서 흡광도 0.50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여 125 µg/mL 농도에서 흡

광도 0.55를 나타낸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과 유사한 활성

을 보였다. 또한 Kim과 Han (2018)의 연구에서 양하 n-buthanol

분획물은 250, 500 µg/mL 농도에서 각각 0.25, 0.44의 흡광도를

나타냈는데, 본 연구의 n-buthanol 분획물의 경우 250, 500 µg/mL

농도에서 각각 1.01, 1.89의 흡광도를 보여 양하에 비해 활성이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의 항산

화물질 및 항산화활성을 측정하였다. 왕벚나무 껍질 에탄올 추출

물 및 분획물의 총 페놀 함량은 ethyl acetate 분획물이 496.80 mg

GAE/g으로 가장 높았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7.26-265.52 mg

RE/g으로 ethyl acetate 분획물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프로안토시

아니딘 함량은 ethyl acetate, n-buthanol, ethanol, dichloromethane,

water, n-hexane 순으로 높았다. DPPH, ABTS+, superoxide− 라디

칼 소거능 및 환원력은 ethyl acetate 분획물의 활성이 가장 좋았

고, 아질산염 소거능에서는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반면에 n-hexane과 water 분획물은 항산화물질의 함량

이 낮고 항산화활성이 다른 시료에 비해 낮게 측정되었다. 따라

서 왕벚나무 껍질 ethyl acetate 분획물은 항산화물질이 풍부하고

높은 항산화활성을 나타내어 천연 항산화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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