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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꽃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α-Amylase와 α-Glucosidase에 한 해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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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of Viola mandshurica.  Antioxidant 
activity was evaluated by measuring total phenolic contents, reducing power,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2,2'-azino-di-2-ethyl-benzthiazoline sulphonat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hile anti-diabetic activity was measured by inhibition activities on α-amylase and α- 
glucosidase. V. mandshurica  extracts were prepared by extracting with four different solvents (methanol, 
ethanol, acetone, and water). The methanol extract showed the highest total phenol content (34.49 mg/g gallic 
acid equivalents) among the extracts. The water extract showed the highest reducing power (0.454) at the 
concentration of 1,000 μg/mL. The acetone extract showed the most potent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acetone extract at the concentration of 1,000 μg/mL were 21.13% 
and 43.53%, respectively. The inhibitory activity of acetone extracts against α-amylase and α-glucosidase 
showed more than 100% at the concentration of 1,000 μg/mL. The results indicate that V. mandshurica  might 
have potential antioxidant and anti-diabet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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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생활환경과 식생활 패턴의 변화 등으로 인들은 

노화를 포함한 각종 성인병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는 활성산

소가 주목받고 있다. 생체 내 정상 인 세포 사과정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체내에서 세포막 손상, DNA 변성, 지

질 산화, 단백질 분해 등을 래한다(1-3). 이러한 활성산소

에 한 내인성 방어기작으로는 glutathione S-transferase, 

glutathione peroxidase, superoxide dismutase, 그리고 cat-

alase 등의 효소가 있으며, 외인성 방어기작으로는 비타민 

A, C, E, flavonoid계 색소, 폴리페놀류 등이 존재한다(4). 

그러나 이러한 방어기작의 능력을 과하는 활성산소의 생

성으로 인한 산화 인 스트 스는 노화뿐만 아니라 암, 심

계 질환, 당뇨, 신경계 질환, 골다공증과 같은 다양한 질병

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5). 이러한 여러 가지 질

병들  당뇨병은 최근 환자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그 유병 연령이 차 낮아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두되고 있다(6). 우리나라 당뇨 환자의 부분인 인슐린 비

의존형 당뇨병 치료 약물에 한 연구는 당의 소화  흡수

를 제어할 목 으로 α-amylase  α-glucosidase 해제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 식물에서 보고된 α-amylase 

해제는 , 보리, 두류식물 등에서 유래한 것으로 당 단백

질과 련된 물질이 부분이고, 일부 한약재와 미생물을 

상으로 한 연구가 있을 뿐 식물 유래의 해물질에 한 

보고는 미흡한 수 이다(8).

제비꽃(Viola mandshurica)은 제비꽃과(Violaceae)의 다

년생 식물로서 우리나라 역의 양지바르고 습기가 있는 지

역에 무리를 이루어 자라는 식물이다(9). 제비꽃의 성분으로

는 배당체류, 라본류, 세로틴류, 알코올류 등이 있으며, 우

리나라 한방에서는 일반 으로 화농성피부질환에 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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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약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각종 염증성 질환에 외용제 는 

내복약으로도 사용되었다. 국에서는 ‘자화지정 ’라 하여 

각종 종기, 성결막염, 해충에 물렸을 때 는 염성 간염 

기에 사용되었다(10).

본 연구는 제비꽃의 다양한 용매 추출물로부터 항산화 활

성과 항당뇨 활성을 탐색하여 기능성식품 소재개발의 기  

자료를 얻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제비꽃은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근

처에서 채집한 것을 음건한 후 각 용매로 추출하여 사용하

다. 항산화력 측정에 사용된 Folin-Ciocalteu 시약은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Osaka, Japan)에서 구입하

고,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2,2'-azino- 

di-2-ethyl-benzthiazoline sulphonate(ABTS), peroxidase, 

α-amylase, α-glucosidase, gallic acid는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그 외 

potassium ferricyanide, trichloroacetic acid(TCA), ferric 

chloride, hydrogen peroxide, dimethyl sulfoxide(DMSO) 

등 실험에 사용된 용매  시약은 모두 일  이상의 등 을 

사용하 다.

추출물의 제조

제비꽃 10 g을 200 mL의 용매(메탄올, 에탄올, 아세톤, 

물)에 각각 가하여 상온에서 12시간 동안 추출하 다. 각각

의 추출물은 여과지(whatman No. 1)로 여과한 후, 이것을 

회 진공농축기(Eyela N-1000,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로 40
oC에서 농축하 다. 각 농축물은 50 mg/mL의 

농도로 DMSO에 녹여 4oC에서 보 하면서 당한 농도로 

희석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총 페놀 함량

총 페놀 함량은 Gutfinger의 방법(11)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즉, 시료 1 mL를 취하여 2%(w/v) Na2CO3용액 1 mL를 

가하고 3분간 방치한 후, 50% Folin-Ciocalteu 시약 0.2 mL

를 첨가하여 반응시켜 30분간 상온에서 방치하 다. 이 혼합

물을 10분간 13,400×g에서 원심분리한 후, 상징액 1 mL를 

취하여 7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총 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 곡선으로 mg/g GAE 

(gallic acid equivalent) 단 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은 Jeong 등의 방법(12)에 하여 

시료 0.1 mL에 4.1×10-5 M의 DPPH 용액 0.9 mL를 가한 

후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켜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각 시료의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의 식에 의해 자공

여능으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자공여능(%)＝ (1－
시료 첨가구의 흡 도

)×100
무처리 구의 흡 도

환원력의 측정

환원력은 Oyaizu의 방법(13)에 따라 측정하 으며, 항산

화 물질에 한 철 이온의 환원력을 측정한 것이다. 즉, 1 

mL의 인산염 완충 용액(0.2 M, pH 6.6)에 1 mL의 제비꽃 

추출물과 1%(w/v) potassium ferricyanide 용액 1 mL을 가

하고 이 혼합물을 50
oC에서 20분간 반응을 시킨 후, 10% 

(w/v) trichloroacetic acid 용액 1 mL을 넣었다. 반응이 끝난 

혼합물을 12,000 rpm에서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징액 1 mL

과 증류수 1 mL을 넣고 0.1% 염화철 용액 0.1 mL을 가하여 

70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ABTS 라디칼 해능

ABTS 라디칼 소거능은 Muller(14)의 방법에 따라 측정

하 다. 시료 0.1 mL에 0.1 M의 phosphate buffer(pH 5.0) 

0.1 mL과 10 mM의 hydrogen peroxide 20 mL을 가하고 이 

혼합물을 37
oC에서 5분간 비반응을 시켰다. 이 반응물에 

1.25 mM의 ABTS와 peroxidase(1 U/mL)를 30 mL씩 넣고 

다시 37
o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405 nm에서 Multiplate 

Reader(Sunrise, Tecan, Crailsheim, Germany)로 흡 도를 

측정하 다.

라디칼 소거능(%)＝(1－
시료 첨가구의 흡 도

)×100
무처리 구의 흡 도

α-amylase 해 활성

제비꽃 추출물 50 mL에 0.6 U/mL의 타액 유래 α-amy-

lase 효소액 250 mL, 200 mM potassium phosphate buf-

fer(pH 6.8) 250 mL와 혼합하여 37oC에서 10분간 pre-

incubation한 후 0.5% starch를 500 mL 가하여 37
oC에서 

5분간 반응시킨 뒤 반응액에 48 mM DNS 발색시약

(3,5-dinitrosalicylic acid and 30% sodium potassium tarta-

rate in 0.5 M NaOH) 500 mL를 넣고 100
oC에서 15분간 끓여 

발색을 시킨 후 충분히 냉각시킨다. 이 반응액에 3배량의 

물을 가하고 잘 교반한 후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효소 해능(%)＝(1－
시료 첨가구의 흡 도

)×100
무처리 구의 흡 도

α-glucosidase 해 활성

제비꽃 추출물 50 mL를 0.15 U/mL α-glucosidase 효소액 

50 mL, 20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6.8) 50 

mL와 혼합하여 37oC에서 10분간 preincubation한 후 0.1 M 

phosphate buffer(pH7.0)에 녹인 3 mM p-NPG(p-nitro-

phenyl α-glucopyranoside) 100 mL를 가하여 37
oC에서 10

분간 반응시켰다. 0.1 M Na2CO3 750 mL로 반응을 정지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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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tal phenol contents of Viola mandshurica  ex-
tracts

Extraction solvent 

MeOH EtOH Acetone Water

mg/g 
GAE1) 34.49±1.11a 29.45±3.05c 17.80±3.37d 30.71±1.28b

All measurements were done triplicate, and values are average 
of three replication. Different letters (a-d) within a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3.
1)GAE: gallic acid equivalents.

고 40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효소 해능(%)＝(1－
시료 첨가구의 흡 도

)×100
무처리 구의 흡 도

통계처리

데이터의 통계처리는 각 시료를 3회 반복으로 행해졌으

며,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 오차,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s로 평균값

들에 해 유의성을 검정하 다(15).

결과  고찰

총 페놀 함량

폴리페놀계 물질들은 한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phenolic 

hydroxyl(-OH)기를 가진 방향족 화합물들을 총칭하며, 식

물체에 특수한 색깔을 부여하고 산화-환원반응에서 기질로 

작용한다. 라보노이드와 탄닌이 주된 식물계 폴리페놀 물

질이며, 충치 방, 고 압 억제, 항에이즈, 항산화, 항암 등

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다(16). 일반 으로 식물성분의 

항산화 활성은 페놀성 화합물이 원인물질로 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gallic acid를 표 용액으로 하여 작성한 

검정곡선으로부터 제비꽃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을 조사하

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메탄올 추출물이 34.49 

mg/g GAE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물, 

에탄올 그리고 아세톤 추출물이 각각 30.71, 29.45, 17.80 

mg/g GAE로 나타났다.

DPPH 라디칼 소거능

항산화 활성 측정방법  DPPH 법은 실제 항산화 활성과 

연 성이 높은 방법으로서, 활성 라디칼에 자를 공여하여 

지방질의 산화를 억제시키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

라, 인체 내에서 활성 라디칼에 의한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

의 척도로 이용되고 있다(17). 따라서 제비꽃 추출물의 항산

화 활성을 평가하기 해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모든 용매 추출물에서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세톤 추출물의 경우에는 1,000 μg/mL의 농도에서 

21.13%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다음으로 물 추

출물(14.43%)과 에탄올 추출물(12.74%)이 높았으며, 메탄올 

Table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Viola man-
dshurica  extracts (Unit: %)

(μg/
mL)

Extraction solvent 

MeOH EtOH Acetone Water

50
100
500
1,000

 0.74±0.13by

 0.66±0.38by

 7.22±0.22bcx

10.38±0.26cw

 0.44±0.13bz

 1.91±0.44ay

 6.41±0.58cx

12.74±0.44dw

 1.40±0.13ay

 1.69±0.67aby

10.24±0.38ax

21.13±0.38aw

 0.52±0.34bz

 1.62±0.13by

 7.88±0.46bx

14.43±0.13bw

All measurements were done triplicate, and values are average 
of three replication.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d) and 
a column (w-z)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3. 

추출물이 10.38%로 가장 낮은 활성을 보 다. 이는 제비꽃 

추출물의 페놀 함량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다른 경향을 보임

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페놀물질이 항산화 활성에 여한다

는 많은 보고가 있지만(18-20) 페놀화합물의 종류나 구조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차이가 나거나(21), 페놀물질 이외의 다

른 다양한 물질들이 항산화 활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되

어진다. 제비꽃에는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는 페놀화

합물인 p-hydroxybenzoic acid와 trans-p-hydroxycin-

namic acid, 그리고 라보노이드 화합물인 kaemferol-3- 

o-rhamnopyranoside이 존재한다고 보고된 바 있어(22) 이

들을 주로 한 물질들이 항산화 활성에 기여한다고 추측된다. 

환원력

항산화 작용의 여러 가지 기작 에서 활성 산소종  유

리기에 자를 공여하는 능력이 환원력이므로 이를 측정하

여 항산화 활성을 검정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환

원력이 클수록 녹색에 가깝게 발색되므로 항산화 활성이 큰 

물질일수록 높은 흡 도 값을 나타낸다(23).
 그리하여 제비

꽃 추출물의 환원력을 조사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모든 용매 추출물에서 농도 유의 으로 흡 도 수

치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물 추출물의 경우에는 1,000 

μg/mL의 농도에서 흡 도 수치가 0.454로 나타나 가장 높은 

활성을 보 다. 다음으로 메탄올, 에탄올, 아세톤 추출물이 

각각 0.275, 0.233, 0.101의 흡 도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는 

Shon 등(24)의 후발효차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에 한 연구

에서 후발효차의 75%의 에탄올 추출물과 열수 추출물이 

5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0.78과 0.60의 흡 도 수치를 

나타낸 것과 비교해 볼 때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Reducing power of Viola mandshurica  extracts
(Unit: O.D)

(μg/
mL)

Extraction solvent 

MeOH EtOH Acetone Water

50
100
500
1,000

0.086±0.003az

0.098±0.001ay

0.180±0.003bx

0.275±0.008bw

0.064±0.005bz

0.078±0.002by

0.148±0.003cx

0.233±0.005cw

0.071±0.003bz

0.078±0.001by

0.090±0.001dx

0.101±0.003dw

0.081±0.004az

0.100±0.002ay

0.260±0.001ax

0.454±0.006aw

All measurements were done triplicate, and values are average 
of three replication.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d) and 
a column (w-z)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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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Viola man-
dshurica  extracts (Unit: %)

(μg/
mL)

Extraction solvent 

MeOH EtOH Acetone Water

50
100
500
1,000

-2.38
-4.49
4.03
16.04

±7.43ax

±2.19ax

±1.86cx

±1.13bw

-0.08
-6.66
-2.21
11.26

±3.94ax

±2.30ay

±1.09cx

±1.93cw

0.56
4.77
15.52
43.53

±5.36ay

±6.44ay

±2.88ax

±3.01aw

-2.59
3.56
7.01
18.34

±0.76ay

±1.35ay

±1.49bx

±0.14bw

All measurements were done triplicate, and values are average 
of three replication.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d) and 
a column (w-z)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3. 

Table 5. α-amylase inhibitory activity of Viola mandshurica  
extracts (Unit: %)

(μg/
mL)

Extraction solvent 

MeOH EtOH Acetone Water

50
100
500
1,000

81.30±0.01aw

86.60±13.31aw

92.51±8.56aw

98.03±12.09aw

17.22±1.25dx

54.48±0.01bx

65.70±0.01bw

71.16±7.31bw

 61.54±0.01cy

 78.65±0.99ax

 92.28±6.30aw

105.30±8.63aw

71.92±3.86bw

26.72±8.18cy

55.26±6.38bx

79.49±8.43bw

All measurements were done triplicate, and values are average 
of three replication.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d) and 
a column (w-z)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3. 

Table 6.  α-glucosidase inhibitory activity of Viola mandshurica  extracts (Unit: %)

(μg/mL)

Extraction solvent 

MeOH EtOH Acetone Water

50
100
500
1,000

60.74±6.42ax

61.48±5.13ax

91.85±5.59cw

77.04±13.52bwx

48.89±22.22aw

50.37±28.23aw

53.33±4.44bw

60.74±13.39bw

 69.63±1.28ax

 69.63±2.57ax

128.89±5.59aw

129.63±24.98aw

60.74±4.63aw

60.74±4.63aw

64.44±11.76bw

64.59±2.57bw

All measurements were done triplicate, and values are average of three replication. Different letters within a row (a-d) and a 
column (w-z)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n=3.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ABTS 라디칼 소거 활성법은 in vitro에서의 항산화능 측

정뿐만 아니라 in vivo에서도 항산화능을 측정하기 한 방

법으로 리 이용되고 있다(25). ABTS를 peroxidase, H2O2

와 반응시켜 활성 양이온인 ABTS+이 형성되면 추출물의 

항산화력에 의해 ABTS+이 소거되어 라디칼 특유의 색인 

청록색이 탈색되는데 이를 흡 도 수치로 나타내어 추출물

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할 수 있다. 제비꽃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평가한 결과,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아세톤 추출물이 가장 높은 농도인 1,000 μg/mL의 농

도에서 43.53%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리고 물 추출물과 메탄올 추출물은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었으며, 에탄올 추출물은 11.26%로 추출물들 에서 가

장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Table 2와 Table 3의 

DPPH 라디칼 소거능, 환원력과는 다소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항산화 물질들의 작용 기작이 연쇄반응 개시의 

방지, 이 속 이온과 결합, 과산화물의 분해 등으로 다양

하기 때문이다(26). 

α-amylase 해 활성

α-amylase는 탄수화물의 α-D-(1,4)-glucan 결합을 분해

하는 효소로서 사람, 동물, 미생물, 곤충 등의 탄수화물 사

에 필수 인 효소이다. 그러나 당뇨, 비만, 과 당증 등 탄수

화물과 련된 질병치료를 한 식물에서 보고된 α-amy-

lase 해제에 한 보고는 미흡한 실정이다(27). 따라서 제

비꽃 추출물을 이용하여 α-amylase 효소 해 활성을 알아

보았다(Table 5). 그 결과 모든 용매 추출물이 농도 의존 으

로 활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아세톤과 메탄올 추출물

의 경우에는 5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92.51과 92.28%로 

높은 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에탄올과 물 추출물의 

경우에도 같은 농도에서 65.70과 55.26%로 비교  높은 

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Kwon 등(7)의 연구에서 화살나

무 잎의 열수 추출물이 0.001～0.1 mg/mL 사이의 농도에서 

21～22%의 α-amylase 해능을 보이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었다. 

α-glucosidase 해 활성

α-glucosidase는 소장 상피세포의 brush-border mem-

brane에 존재하는 효소로서 이당류나 다당류를 탄수화물이 

소화 흡수되기 한 상태인 단당류로 가수분해하는 역할을 

한다. α-glucosidase에 한 해능은 탄수화물 식이 후 

당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 항당뇨 활성 측정법으로 이용된다

(28). 제비꽃 추출물의 α-glucosidase에 한 해 활성 결과

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제비꽃의 아세톤 추출물이 모든 

농도에서 높은 해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1,000 μg/ 

mL의 농도에서는 100% 이상의 높은 해 활성을 보 다. 

메탄올, 에탄올 그리고 물 추출물의 경우에도 1,000 μg/mL

의 농도에서 각각 77.04, 60.74, 64.59%로 높은 활성을 보

다. 따라서 제비꽃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소화 과정에서 α

-amylase와 α-glucosidase에 의한 단당류 생성을 해함으

로써 식사 후 당이 격히 상승하는 등의 증상에 효과 으

로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   약

민간요법에서 화농성 피부질환이나 염증성 질환에 해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제비꽃(Viola mandshurica)의 항산화 

활성과 항당뇨 활성을 조사하 다. 제비꽃 10 g에 200 m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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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지 용매(메탄올, 에탄올, 아세톤, 물)를 각각 가하여 추

출한 다음, 농축하여 각각의 용매별 추출물을 얻었다. 이 용

매별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메탄올 추출물이 34.49 mg/g 

갈산 당량으로 가장 높았고, DPPH 라디칼과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아세톤 추출물이 1,000 μg/mL 농도에서 각각 

21.13%와 43.53%로 가장 높은 값을 보 다. 환원력의 경우

에는 물 추출물이 1,000 μg/mL 농도에서 0.454의 값으로 가

장 높은 활성을 보 다. 항당뇨 활성은 α-amylase와 α- 

glucosidase에 한 해 활성으로 측정하 는데 아세톤 추

출물이 가장 활성이 높았으며 1,000 μg/mL 농도에서 모든 

효소 활성들을 해하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제비꽃 추출

물은 항산화능과, 당뇨 련 효소에 한 해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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