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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야생식용식물 7종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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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antioxidant activities of ethanol extracts from
seven species of wild edible pla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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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potential of 70% ethanol extracts from wild edible plants (Pueraria lobata
sprout, Rosa multiflora sprout, Artemisia princeps leaf, Diospyros kaki leaf, Morus alba leaf, Robinia pseudoacacia flower,
Inula britannica var. japonica flower), as natural antioxidants. The antioxidant contents and activities of extracts were
examined using various methods. The measurements of total polyphenol content revealed that Rosa multiflora sprout
extract had the highest value and total flavonoid content showed that Diospyros kaki leaf extract had the highest value.
Antioxidant activities were the highest in Rosa multiflora sprout for DPPH (IC

50 
232.52

 
µg/mL), ABTS+ (IC

50 
470.10

 
µg/

mL), superoxide− (IC
50

 431.88 µg/mL), nitrite (IC
50

 363.38 µg/mL) scavenging activity, and reducing power (2.47 O.D.).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thanolic extract of Rosa multiflora sprout is a potential source of natural antioxidants.

Keywords: antioxidant content, antioxidant activity, natural antioxidant, wild edible plants, Rosa multiflora sprout

서 론

최근 현대인들은 약물, 스트레스, 환경오염 등의 외부 자극을

받아 인체 내 유리기(free radicals)와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생성되고 산화물질이 축적되어 항산화물질과 산

화 간의 균형이 깨지면서 유전자의 DNA 손상, 세포 노화 그리

고 동맥경화, 암, 염증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발생하고 있다

(Benzie, 2000; Hwang 등, 2006; Wilcox 등, 2004). 활성산소종은

일반 삼중항 상태의 산소보다 반응성이 큰 물질로 hydrogen

peroxide, hydroxyl radical, superoxide anion radical, singlet

oxygen 등과 이 물질들이 불포화 지방산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alkoxyl radical, hydroperoxide, peroxyl radical 등을 포함한다

(Circu와 Aw, 2010; Hitchler와 Domann, 2007). 활성산소종과 유

리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되는 항산화제는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butylated hydroxyanisole (BHA) 등

으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농도로 섭취할

시 인체의 유해성과 안정성 문제가 제기되어 천연 항산화제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 중 특히 식물 소재의 항산화 효

과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Brane, 1975). 천연 항산

화제는 주로 식물의 페놀성 화합물로 뿌리, 줄기, 나무, 잎, 열매,

꽃 등 모든 부분에 존재하며, 그 성분으로는 vitamin C,

carotenoid, flavonoid, phenolic aicd 등의 폴리페놀이 주성분으로

확인되어 활성산소종과 유리기의 활성을 저해하거나 생성을 지

연시키는 항산화 물질로 작용한다(Pyo 등, 2004; Wang 등, 2013;

Zhag 등, 2011). 최근 천연 항산화제 소재로 국내산 구아바 잎 추

출물의 항산화 활성(Cheon 등, 2019), 감 심지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Byun 등, 2020), 비타민나무 잎 에탄올 농도별 추출

물의 항산화 활성(Park과 Joo, 2021) 등이 연구되고 있다.

칡(Pueraria lobata)은 극동아시아에 자생하는 콩과의 덩굴성 다

년식물로 그 뿌리는 예로부터 편두통, 편도선염 및 감기 등의 약

용식물로 사용되어 왔으며, 칡의 순과 잎은 영양분의 함량이 높

아 가축의 사료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Lee와 Park, 2015;

Yuk, 1989). 찔레나무(Rosa multiflora)는 장미과에 속하는 식물로

뿌리는 이습과 활혈 등의 효능이 있고 잎은 피부 재생, 꽃의 증

류액은 구창,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을 치료한다고 알려져 있다

(Black, 1987). 쑥(Artemisia princeps)은 국화과 쑥속에 속하는 번

식력이 강한 다년생 초본으로 국내에 약 300여종의 쑥이 자생하

고 있으며 경련, 마비, 전신강직 및 만성간염, 만성위장염, 토혈

등의 치료에 이용되었다(Lee, 1997; Lee 등, 2000). 감나무

(Diospyros kaki)는 주로 동양에 자생하는 과실수로 감나무 잎에

는 vitamin B1, 엽산, 판토텐산의 함유량이 높으며 감잎차는 성인

병 예방, 니코틴 해독, 스트레스 해소 등의 효능을 갖고 있는 식

품으로 알려져 있다(Choi와 You, 1992; Uchida 등, 1990; Yeo 등,

1995). 뽕나무(Morus alba)는 뽕나무과 뽕나무속에 속하는 식물로

뽕잎은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뇌졸중, 소갈증 등에 효과가 있

다고 하였고, 당뇨병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가

보고되었다(Jeong 등, 2002; Kim 등, 2001). 아카시아나무(Robinia

pseudoacacia)는 장미목 콩과속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이뇨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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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질, 수종, 대장하혈, 자궁이상출혈 등을 멈추게 하는 약재로 이

용되었다(Jeung과 Shin, 1988). 금불초(Inula britannica var.

japonica)는 국화과에 속해있는 여러해살이풀로 거담, 건위, 진정,

진토, 진해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03;

Song, 2003). 그러나 이들 시료에 대한 항산화 활성 연구는 미비

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고시한 식물 중 나물, 차 등의 섭취방법으로 쉽게

접할 수 있는 야생식용식물 7종을 선정하여 70% 에탄올을 이용

한 추출물을 제조한 후 항산화 물질과 활성을 조사하여 천연 항

산화제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료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야생식용식물 7종은 Table 1과 같으며, 강원

도 고성군 토성면 일대(2020년 5월)에서 채취하여 세척과 풍건

후 분말화하여 –70oC의 초저온 냉동고(DF9010, Ilish Bio Base

co.)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항산화 물질과 활성 측정에 사용

한 1,1-diphenyl-1-picrylhydrazyl (DPPH), Folin & Ciocalteau’s

reagent, gallic acid, naringin 등은 Sigma-Aldrich사(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그 외 1급

시약을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야생식용식물 7종 분말 각 10 g에 70% 에탄올 90 mL를 첨가

하여 20oC, 24시간, 150 rpm으로 shaking incubator (SI-900R,

JeioTech, Daejeon, Korea)에서 추출한 후 여과(Whatman No. 1,

Whatman Ltd., Maidstone, Kent, UK)하여 시료액으로 사용하였다.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야생식용식물 7종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Dewanto 등(2002)

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별 추출액 0.1 mL에 2

N Folin & Ciocalteau’s reagent 0.2 mL와 증류수 2 mL를 가하여

교반한 후 실온에 3분간 방치하였다. 이 반응액에 포화용액인

10% Na2CO3 2 mL를 넣고 혼합하여 1시간 동안 암실에서 반응

시킨 후 분광광도계(EMC-18PC-UV, EMCLAB GmbH, Duisburg,

Germany)를 이용하여 765 nm에서 측정하였다. Gallic acid를 이용

한 표준곡선을 통하여 총 페놀 함량을 구하였으며, 시료 1 g당

mg gallic acid equivalent (mg GAE/g)로 결과를 나타냈다.

야생식용식물 7종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Lee 등

(1997)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별 추출액 0.2 mL

에 1 N NaOH 0.6 mL와 diethylene glycol 4 mL를 넣고 균일하게

혼합하여 1시간 동안 37oC에서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Naringin을 이용한 표준곡선을 통하여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을 구하였으며, 시료 1 g당 mg naringin equivalent

(mg NE/g)로 결과를 나타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야생식용식물 7종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Blois

(1958)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별 추출액 0.5 mL

와 DPPH 용액(1.5×10−4 M) 2 mL를 혼합하여 30분 동안 실온의

암실에서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의 결과는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고, 대조군

을 기준으로 50%의 소거능을 보이는 시료 농도(IC50)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Blank absorbance−Sample absorbance 
×100

           Blank absorbance

ABTS+ 라디칼 소거능

야생식용식물 7종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Re 등

(1999)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ABTS 용액은 7 mM ABTS

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14:1로 혼합하여 실온의 암소

에서 20시간 반응시켜 제조하였고, 제조한 ABTS 용액을 734 nm

에서 흡광도 값이 0.70±0.02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하여 사용하

였다. 각 시료별 추출액 0.1 mL에 희석한 ABTS 용액 1.6 mL를

혼합하여 5분간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의 결과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고, 대조

군을 기준으로 50%의 소거능을 보이는 시료 농도(IC50)의 값으로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Blank absorbance−Sample absorbance 
×100

          Blank absorbance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

야생식용식물 7종 추출물의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은 Wang

등(2007)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0.4 mM xanthine과 0.24

mM nitro blue tetrazolium (NBT)를 1:1로 혼합하여 만든 후 각

시료별 추출액 0.1 mL에 혼합용액 0.5 mL와 0.049 unit/mL 농도

의 xantihne oxidase 1 mL를 가하여 40분 동안 37oC에서 반응시

켰다. 반응 후 69 mM sodium dodecyl sulfate (SDS) 1 mL를 가

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5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의 결과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고,

대조군을 기준으로 50%의 소거능을 보이는 시료 농도(IC50)의 값

으로 나타내었다.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Blank absorbance−Sample absorbance 
×100

           Blank absorbance

아질산염 소거능

야생식용식물 7종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Kato 등(1987)

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별 추출액 0.2 mL에 1 mM

sodium nitrite 0.1 mL와 pH를 1.2로 조정한 0.1 N HCl 1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1시간 동안 37oC에서 반응시켰다. 이 반응액

에 2% acetic acid 5 mL와 griess 시약 0.4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15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다음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Griess 시약은 30% acetic acid를 이용하여 만든 1% sulfa-

Table 1. List of wild edible plants used in this study

Scientific name Korean name Used part

Pueraria lobata 칡 sprout

Rosa multiflora 찔레나무 sprout

Artemisia princeps 쑥 leaf

Diospyros kaki 감나무 leaf

Morus alba 뽕나무 leaf

Robinia pseudoacacia 아카시아나무 flower

Inula britannica var. japonica 금불초 fl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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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lic acid와 1% 1-naphthylamine를 사용 직전에 1:1로 섞어 제조

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의 결과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였고, 대

조군을 기준으로 50%의 소거능을 보이는 시료 농도(IC50)의 값으

로 나타내었다.

Nitrite scavenging activity (%)

=
 Blank absorbance−Sample absorbance 

×100
         Blank absorbance

환원력

야생식용식물 7종 추출물의 환원력은 Wong과 Chye(2009)의 방

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고, 추출물을 농도별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각 시료별 추출액 0.5 mL에 1% potassium

ferricyanide 0.5 mL와 pH를 6.6으로 조정한 0.2 M phosphate

buffer 0.5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20분 동안 50oC에서 반응시켰

다. 이 반응액에 0.1% FeCl3 0.2 mL와 10% TCA 용액 0.5 mL를

혼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야생식용식물 7종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한 실

험은 최소 3회 이상 반복되었으며, 그 값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statistics

(ver. 26, IBM Co., Armonk, NY, USA)이며, 시료 간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NOVA (분산분석)를 실시하였다. 유의성이 있

는 경우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를 이용하여 사후검

증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식물에서 유래된 페놀성 화합물은 1개 이상의 수산기(-OH)를

가지고 있는 2차 대사산물로 그 종류는 크게 flavonoid류와

phenolic acid류로 구분되며, 활성산소종에 의한 단백질과 효소,

세포막 등의 손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항산화 물질이다(Taso,

2010). 식물에 널리 분포되어있는 플라보이드는 페놀성 화합물로

C6-C3-C6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antocyan류, flavonol류 등이 대표

적인 화합믈이다(Lin 등, 2016).

야생식용식물 7종 추출물의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Fig. 1과 같다.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4.96-57.76 mg

GAE/g으로 찔레나무 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감나무 잎, 쑥 잎,

금불초 꽃, 뽕나무 잎, 아카시아나무 꽃, 칡 순 순으로 높았다

(p<0.05).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3.08-46.50 mg NE/g으로 총 페

놀과 달리 감나무 잎이 가장 높았고 쑥 잎, 찔레나무 순, 금불초

꽃, 뽕나무 잎, 아카시아나무 꽃, 칡 순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달맞이 순과 다래 순(Kwak과 Lee, 2014)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이 각각 60.42, 32.99 mg TAE/g로 달맞이 순은 본 연구

의 찔레나무 순(57.76 mg GAE/g)보다 다소 높았지만 다래 순의

경우 찔레나무 순에 비해 낮은 함량을 보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달맞이 순과 다래 순이 각각 31.92, 29.32 mg RE/g으로

찔레나무 순(35.21 mg NE/g)보다 다소 낮은 함량을 보였다. 쑥 수

집종의 항산화력 연구(Choi 등, 2006)에서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

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1.56-17.67 mg GAE/g, 0.83-8.52

mg QE/g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의 쑥 잎(41.35 mg GAE/g, 38.13

mg NE/g)보다 낮은 함량을 보였으며, 두 연구의 결과가 다른 것

은 추출용매 농도와 쑥의 품종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Hong 등(2008)은 감잎 8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이

315.90 mg GAE/g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감나무 잎

(46.55 mg GAE/g)보다 높았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43.64

mg QE/g으로 본 연구의 감나무 잎(46.50 mg NE/g)보다 낮게 나

타났다. 이는 추출용매의 농도와 원산지 차이에 의한 것으로 사

료된다. Kim 등(2014)은 개나리꽃, 진달래꽃, 목련꽃, 벚꽃 8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이 14.10-18.90 mg GAE/g이라고 보

고하였으며,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이는 개나리와 본 연구의 금불

초 꽃(18.50 mg GAE/g)이 비슷한 함량을 보였고 총 플라보노이

드 함량은 0.30-4.90 mg CE/g으로 벚꽃이 가장 높다고 보고하였

지만 본 연구의 아카시아나무 꽃(9.59 mg NE/g)보다 낮은 함량을

보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free radical을 가지고 있는 짙은 자색의 DPPH가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는 물질에 의하여 탈색이 되는 정도에 따라 항산화능

을 나타내는 방법이다(BIois, 1958; Loguercio와 Festi 2011).

야생식용식물 7종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여

IC50값으로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야생식용식물 7종 추

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 IC50값은 찔레나무 순, 쑥 잎, 감나

무 잎이 각각 232.52, 504.77, 553.42 µg/mL로 높은 활성을 보였

고, 칡 순은 21,673.33 µg/mL로 가장 낮은 활성을 보였다(p<0.05).

보리순(Son 등, 2016) 80% 에탄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

거능 IC50값은 365.74 µg/mL로 본 연구의 찔레나무 순(IC50 232.52

µg/mL)보다 낮은 소거능을 보였다. Park 등(2002)은 쑥 70% 에

탄올 추출물의 DPPH 소거능을 500 µg/mL에서 51%로 보고하여

본 연구의 쑥 잎(IC50 504.77 µg/mL)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 Kim

등(2018)은 세 품종의 대나무 잎 70% 에탄올 추출물의 DPPH 라

디칼 소거능 IC50값이 630.33-846.21 µg/mL라고 보고하여 본 연구

의 감나무 잎(IC50 553.42 µg/mL)보다 낮고 뽕나무 잎(IC50 1,340.27

µg/mL)보다 높은 소거능을 보였다. 등나무 꽃(Oh 등, 2008) 에탄

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이 1,000 µg/mL에서 보라색 꽃

Fig. 1.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70% ethanol

extracts from wild edible plants. GAE; gallic acid equivalents, NE;
naringin equivalents, PLS; Pueraria lobata sprout extract, RMS;
Rosa multiflora sprout extract, APL; Artemisia princeps leaf extract,
DKL; Diospyros kaki leaf extract, MAL; Morus alba leaf extract,
RPF; Robinia pseudoacacia flower extract, IJF; Inula britannica var.
japonica flower extract. Different letters (a-g) above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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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4%, 흰 색 꽃 56.58%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금불초 꽃(IC50

1,327.99 µg/mL), 아카시아나무 꽃(IC50 8,7453.59 µg/mL)보다 높은

활성을 보였다. Park과 Joo (2021)의 연구에서 표준물질로 사용된

ascorbic acid의 IC50값은 20.54 µg/mL로 본 연구의 7종 시료에 비

해 높은 활성을 보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은 ABTS와 potassium persulfate가 반응

하여 생성된 청록색의 ABTS 라디칼이 항산화 물질과 반응하여

연한 녹색으로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한다(van den Berg 등, 1999).

야생식용식물 7종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여

IC50값으로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야생식용식물 7종 추

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 IC50값은 찔레나무 순이 470.10 µg/

mL로 높은 활성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감나무 잎이 854.60 µg/

mL로 높은 활성을 보인 반면 칡 순이 33,373.14 µg/mL로 낮은

활성을 보였다(p<0.05). 선행연구에 따르면 표준물질로 사용된

ascorbic acid의 IC50값이 46.32 µg/mL로 나타나(Park과 Joo, 2021)

본 연구의 시료 7종 에 비하여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야생식용

식물 7종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DPPH 라디칼 소거

능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활성을 보였고 Jung 등(2012)의 연구에

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Diplock(1997)은 항산화 물질

의 작용 기작이 과산화물의 분해, 연쇄반응 개시의 방지, 전이금

속 이온과 결합 등 다양하여 소거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칠면초 순(Kim 등, 2019) 50% 에탄올 추출물의 ABTS+ 라디

칼 소거능은 500 µg/mL 농도에서 52.97%로 본 연구의 찔레나무

순(IC50 470.10 µg/mL)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Lee 등(2011)의 국

내산 산채류 연구에 따르면 쑥의 물과 메탄올 추출물 ABTS+ 라

디칼 소거능은 1,000 µg/mL에서 각각 46.70, 59.80%로 추출용매

에 따라 소거능이 달랐으며, 본 연구의 쑥 잎(IC50 1,144.88 µg/mL)

과도 추출용매가 달라 결과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두

충나무 잎(Kim, 2020) 50% 에탄올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

능 IC50 값은 560.60 µg/mL으로 본 연구의 감나무 잎(IC50 854.60

µg/mL), 뽕나무 잎(IC50 3,438.08 µg/mL)보다 높은 활성을 보였고,

등나무 꽃(Oh 등, 2008) 에탄올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

은 1,000 µg/mL에서 보라색 꽃이 18.97%로 본 연구의 금불초 꽃

(IC50 2,803.43 µg/mL)과 유사한 활성을 보였다.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

Superoxide− 라디칼은 다른 유해 활성산소 전구체로 작용하므

로 이를 소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물질을 탐색하는 것이 항

산화제 개발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superoxide− 라

디칼 소거능은 청색의 superoxide− radical-NBT 복합체가 항산화

물질과 반응하여 탈색이 되는 원리를 이용한다(Gülçin, 2006; Jin,

2011).

야생식용식물 7종 추출물의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

하여 IC50값으로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야생식용식물 7

종 추출물의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의 IC50값은 찔레나무 순

이 431.88 µg/mL으로 활성이 가장 높았고 아카시아나무 꽃은 활

성이 측정되지 않았으며, 그 외 시료들은 1,000 µg/mL 이상의 농

도에서 50%의 소거능을 보였다(p<0.05). Park과 Joo (2021)의 연

구에서 tannic acid의 IC50값이 20.18 µg/mL라고 보고되어 본 연구

의 시료에 비해 활성이 높게 나타냈다.

제주 동백나무 어린 잎(Jeong과 Kim, 2017) 70% 에탄올 추출

물의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의 IC50값은 136.00 µg/mL으로 본

연구의 찔레나무 순(IC50 431.88µg/mL)보다 높은 활성을 보였다.

소리쟁이(Rhim 등, 2012) 95% 에탄올 추출물과 솔잎(Ji 등, 2021)

80% 에탄올 추출물의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은 각각 500 µg/

mL에서 61.1%, 200 µg/mL에서 50.96%로 본 연구의 감나무 잎

(IC50 1,033.85 µg/mL), 뽕나무 잎(IC50 1,746.11 µg/mL), 쑥 잎(IC50

3,434.83 µg/mL) 보다 높은 활성을 보였다. Chung과 Jeon(2011)은

구절초 꽃 메탄올 추출물의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이 500 µg/

mL에서 44.42%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의 금불초(IC50 1,718.71

µg/mL)보다 높은 활성을 보였다. Joo(2013)의 연구에 따르면 참

빗살나무는 1,000 µg/mL에서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이 나타나

지 않았고, 쇠비름, 감국은 1,000 µg/mL에서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이 각각 16.96, 33.04%로 나타나 본 연구의 찔레나무 순,

감나무 잎, 뽕나무 잎의 활성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감국과 본

연구의 금불초 꽃의 활성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아질산염 소거능

아질산염은 식육가공품의 발색제로 사용되고 있으나 식품 또

Table 2. DPPH radical, ABTS+ radical, superoxide− radical,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y of 70% ethanol extracts from wild edible

plants

Properties
Antioxidant activities (IC50

1), µg/mL) 

DSA2) ASA SSA NSA

Pueraria lobata (sprout) 0021,673.33±556.493)d4) 33,373.14±123.77g 7,378.28±303.34e 805.10±121.30c

Rosa multiflora (sprout) ,232.52±2.26a 0,470.10±11.24a ,431.88±68.32a 363.38±24.63a

Artemisia princeps (leaf) ,504.77±3.44a 1,144.88±7.03c0 3,434.83±357.69d 686.04±11.91bc

Diospyros kaki (leaf) 0,553.42±12.04a ,854.60±7.03b 1,033.85±30.61b0 598.97±12.97b

Morus alba (leaf) 1,340.27±1.07b0 3,438.08±22.98e 1,746.11±105.60c 606.46±140.39b

Robinia pseudoacacia (flower) 8,745.59±10.98c 14,267.15±56.72f0 ND5) 790.07±21.18c

Inula britannica var. japonica (flower) 1,327.99±22.82b 2,803.43±29.60d 1,718.71±159.98c 722.19±8.87bc

1)Amount required for 50％ reduction of scavenging activity.
2)DS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SA: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SA: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NSA: nitrite
scavenging activity. 
3)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4)Different superscripts (a-g)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5)ND, Not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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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잔류농약 등에 존재하는 2급, 3급 아민류와 니트로화 반응을

하여 발암물질인 nitrosomaine을 생성하며, 이러한 작용은 위장

내가 강산성일 때 일어나기 때문에 아민류를 함유하는 식품을 섭

취하였을 때 위내 강한 산성 환경에서 nitrosoamine이 생성될 가

능성이 높다(Gray와 Dugan, 1975).

야생식용식물 7종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측정하여 IC50

값으로 산출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야생식용식물 7종 추출물

의 아질산염 소거능 IC50값은 찔레나무 순이 363.38 µg/mL으로

가장 높은 소거능을 보였고 다음으로 감나무 잎과 뽕나무 잎이

각각 598.97, 606.46 µg/mL으로 높은 소거능을 보인 반면 아카시

아나무 꽃 추출물과 칡 순이 각각 790.07, 805.10 µg/mL으로 낮

은 소거능을 보였다(p<0.05). Noh 등(2002)은 페놀 화합물과 아

질산염 소거능과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였으며, Cooney와

Ross(1987)는 다양한 페놀성 화합물이 산성의 조건에서 니트로화

반응을 강력하게 억제한다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대부분 시료

에서 총 페놀 함량이 높을수록 아질산염 소거능이 높게 나타났다.

오가피 순(Yu 등, 2012) 80% 에탄올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

능은 1,000 µg/mL에서 13.20%로 본 연구의 찔레나무 순(IC50

363.38 µg/mL)과 칡 순(IC50 805.10 µg/mL)이 더 높은 소거능을 보

였다. 개똥쑥(Ryu 등, 2011) 잎 80% 에탄올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 IC50값은 1,937.56 µg/mL으로 본 연구의 쑥 잎(IC50 686.04

µg/mL)보다 낮은 활성을 보였으며, 음나무(Jun 등, 2009) 잎 70%

에탄올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1,000 µg/mL에서 49.50%로

본 연구의 감나무 잎(IC50 598.97 µg/mL), 뽕나무 잎(IC50 606.46

µg/mL)의 활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Chung 과 Jeon(2011)은 구절

초 꽃 메탄올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이 2,000 µg/mL에서

63.95%로 보고하였고, 본 연구의 금불초 꽃(IC50 722.19 µg/mL),

아카시아나무 꽃(IC50 790.07 µg/mL)보다 낮은 활성을 보였다. 선

행연구에서 표준물질로 사용된 ascorbic acid의 아질산염 소거능

IC50값이 236.95 µg/mL로 보고(Park과 Joo, 2021)되어 본 연구의

7종 시료보다 다소 높은 활성을 보였다.

환원력

환원력은 활성 산소종 및 유리기에 전자들을 공여하는 능력으

로 이를 항산화 활성 검정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항산화

활성이 큰 물질일수록 환원력이 높아 녹색으로 발색되고 흡광도

값이 크게 나타난다(Yim 등, 2006).

야생식용식물 7종 추출물의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값은 Table 3

와 같다. 야생식용식물 7종 추출물의 환원력은 추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활성이 유의적으로 높아지며, 모든 농도에서 찔레나무

순이 0.39-2.47 O.D.로 가장 높았고 칡 순이 0.05-0.13 O.D.로 낮

은 활성을 보였다(p<0.05). 선행연구에 의하면 ascorbic acid의 환

원력이 500 µg/mL에서 3.00 O.D.로 보고(Park과 Joo, 2021)되어

본 연구의 시료에 비해 높은 환원력을 나타냈다. 본 실험에서 대

부분의 시료가 총 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력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원력이 전자의 공여

를 통한 라디칼 소거능과 높은 연관성이 있기에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높을수록 환원력이 높아지고, 이는 시료에 함유된 페놀

화합물에 의존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Gordeon, 1990; Tabart 등,

2009).

오가피 순(Yu 등, 2012) 80% 에탄올 추출물의 환원력은 1,000

µg/mL에서 0.18 O.D.로 보고하였고 같은 농도의 찔레나무 순(1.23

O.D.)보다 낮은 환원력을 나타냈으며, Ryu 등(2011)은 개똥쑥 잎

80% 에탄올 추출물의 환원력이 284.60 µg/mL에서 흡광도 값이

0.5에 이른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쑥 잎(500 µg/mL, 0.53 O.D.)

보다 높은 환원력을 보였다. Lee와 Lee(2020)는 까마귀쪽나무 잎

80% 에탄올 추출물의 환원력이 시료 농도에 의존적으로 증가하

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경향과 일치하였고, 까마귀쪽나무 잎

의 환원력은 2,000 µg/mL에서 환원력은 1.49 O.D.로 같은 농도의

감나무 잎(1.64 O.D.)보다 낮았다. 등나무 꽃(Oh 등, 2008) 에탄

올 추출물의 환원력은 1,000 µg/mL에서 보라색 꽃이 0.69 O.D.,

흰 색 꽃이 0.58 O.D.로 같은 농도의 금불초 꽃(0.46 O.D.), 아카

시아나무 꽃(0.33 O.D.)보다 높은 환원력을 보였다.

요 약

본 연구는 야생에서 자란 식용식물 7종을 선정하여 항산화 물

질과 활성을 측정하였다. 야생식용식물 7종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찔레나무 순(57.76 mg GAE/g), 감나무 잎(46.55 mg

GAE/g), 쑥 잎(41.35 mg GAE/g)순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감나무 잎(46.50 mg NE/g), 쑥 잎(38.13 mg

NE/g), 찔레나무 순(35.21 mg NE/g) 순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찔레나무 순(IC50 232.52 µg/mL), 쑥 잎

(IC50 504.77 µg/mL), 감나무 잎(IC50 553.42 µg/mL)이 높았으며,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찔레나무 순(IC50 470.10 µg/mL)과 감나

무 잎(IC50 854.60 µg/mL)이 높은 활성을 보였다. superoxide− 라디

칼 소거능은 찔레나무 순(IC50 431.88 µg/mL)이 다른 추출물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활성을 나타냈고, 아질산염 소거능은 찔레나무

Table 3. Reducing power of 70% ethanol extracts from wild edible plants

Properties
Concentration (µg/mL)

250 500 1,000 2,000

Pueraria lobata (sprout) 000.05±0.001)Cf2) 0.05±0.02Cf 0.08±0.01Bg 0.13±0.00Ag

Rosa multiflora (sprout) 0.39±0.01Da 0.71±0.01Ca 1.23±0.01Ba 2.47±0.06Aa

Artemisia princeps (leaf) 0.29±0.01Db 0.53±0.00Cb 0.94±0.01Bb 1.76±0.01Ab

Diospyros kaki (leaf) 0.26±0.01Dc 0.49±0.01Cc 0.90±0.01Bc 1.64±0.01Ac

Morus alba (leaf) 0.11±0.00De 0.18±0.04Ce 0.37±0.01Be 0.67±0.01Ae

Robinia pseudoacacia (flower) 0.11±0.00De 0.19±0.01Ce 0.33±0.00Bf 0.62±0.02Af

Inula britannica var. japonica (flower) 0.14±0.00Dd 0.26±0.01Cd 0.46±0.01Bd 0.80±0.01Ad

1)Data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2)Different superscripts in a row (A-D) and column (a-g)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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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IC50 363.38 µg/mL)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감나무 잎(IC50

598.97 µg/mL)이 높은 소거능을 보였다. 환원력은 각 시료별 추

출액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환원력도 증가하였으며, 모든 농도에

서 찔레나무 순(0.39-2.47 O.D.)의 환원력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

서 본 연구의 결과 찔레나무 순이 총 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

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활용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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