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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련(Magnolia denudata Desr.) 꽃 추출물의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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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oxidant, antiproliferation, and nitrate synthesis inhibitory effects of Magnolia denudata extracts (ME) 
were evaluated. The ME was extracted with 70% (v/v) ethanol and fractionated with solvents of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hanol and aqueous. The ethyl acetate fraction contained the highest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of 427.10 mg garlic acid eq/g and 356.05 mg catechin eq/g, respectively. The ethyl acetate 
fraction showed strong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ith a 50% inhibition 
concentration (IC50) of 0.20 mg/mL and total antioxidant activity was 0.90 mg AA eq/100 mg. From the results 
of cytotoxic effects of HCT116, NCL-H460, and HepG2 human cancer cells by MTT assay on the ME and 
its solvent fraction, chloroform fraction showed the highest cytotoxic effect (IC50 value: 0.14, 0.37, and 0.41 
mg/mL, respectively). Nitrate synthesis inhibitory effect of ME and its solvent fractions on nitric oxide synthase 
activity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were decreased in dose-dependent manners, and IC50 value of hexane 
and chloroform fractions were 0.39 and 0.49 mg/m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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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생활수 의 향상으

로 인해 육류의 소비량이 증가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성인병

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성인병 질환과 노화를 억제하기 

해 생체 방어, 질병의 방지  회복, 노화억제 등의 건강 

기능성을 갖춘 식품에 한 심이 증하고 있다. 인간의 

질병  노화는 사과정  발생하는 활성산소종에 기인하

며 이러한 활성산소종을 조 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진 항산화제의 개발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많은 항산

화제의 개발연구가 보고되어져 있다(1-4). 여러 연구결과에 

의하면 과채류 등과 같은 식물성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노화 지연  심 질환, 동맥경화, 암, 당뇨 등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 지고 

있다(5-8). 이러한 식물성 식품에 존재하는 천연 항산화제들

은 비타민 E, 비타민 C 등의 비타민(4)과 Se, Cu, Mn 등의 

무기질, 라보노이드류, 카로티노이드류, 폴리페놀물질이 

표 이다(9). 하지만 천연 항산화제들은 항산화력이 비교

 낮고, 합성 항산화제(butylated hydroxyanisol(BHA), 

butylated hydroxytolene(BHT))의 경우는 생체 효소, 지방

의 변이  독성으로 인해 인체에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10,11)가 있어 보다 안 하고 활성이 강한 항산화제의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식물류에 들어있는 생리

활성 성분에 한 심이 높아져 이들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

한 천연식물 소재들을 기능성식품 원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목련(Magnolia denudata)은 목련과(Magnoliaceae)에 속

하는 낙엽 목으로서 제주도에 자생하고 주로 상용으로 

심고 있으며, 국외로는 주로 일본에 분포한다. 목련의 기

는 곧게 서며, 잎은 토란상 타원형이며 가지는 굵고 많이 

갈라진다. 꽃은 잎보다 먼  개화하며, 꽃잎은 긴 타원형으

로 백색이지만 기부는 연한 홍색이고 향기가 있다. 열매는 

5∼7 cm로 곧거나 구부러지고 종자는 타원형이며 외피가 

색이다. 한방에서는 꽃 피기 의 꽃 우리를 신이(辛夷)

라 하여 두통, 비색, 치통, 축농증에 쓰인다. 한 약리작용으

로 수렴작용, 모세  확장작용, 항염증작용, 압강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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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진통, 진정작용, 피부진균과 포도상구균 억제작용이 보

고되었다(12-15). 목련의 표 인 성분으로 lignan과 ses-

quiterpenes, hydroperoxide, alkaloid가 있다. Lignan 성분

으로 spinescin과 epieudesmin, sesquiterpenes 성분으로 

9-oxonerolidol, hydrperoxide 성분으로 kobusimin A와 B, 

alkaloid 성분으로 salcifoline 등의 화합물이 분리되어 보고

(15-17)되어 있으며, 특히 lignan은 항산화활성(18)과 항균

활성(19)을 가지고, epieudesmin은 항종양, 항산화활성이 있

다고 보고되어 있으며(20,21) 주로 목질부, 잎, 수피  꽃

오리의 항산화활성  항균활성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목련꽃에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목련 꽃에 한 항산화, 항암 효과와 생리활성을 

탐색하여 기능성식품의 소재로의 사용가능성을 확보하기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목련꽃은 2009년 4월 충북 학교 교내

에서 채취하여 동결건조 후 분쇄하여 -20oC에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추출물 제조  용매 분획

목련꽃 건조 분말 50 g에 70% 에탄올 500 mL을 가하여 

음  추출장치(frequency 40 HZ, power 300 W, SD-350H, 

Seong Dong, Seoul, Korea)를 이용하여 1시간씩 3회 반복 

음  추출한 다음 추출액을 감압여과 한 후 회 진공농축

기(EYELA N-1000,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40
oC에서 용매를 완 히 제거한 후 동결건조기

(Modulyod-115, Thermo Electron Co., Waltham, MA, 

USA)로 동결건조 하 으며, 동결건조물 5 g을 물(증류수) 

200 mL로 재용해하여 헥산(300 mL×3), 클로로포름(300 

mL×3), 에틸아세테이트(300 mL×3)와 부탄올(300 mL×3)
을 순차 으로 가하여 용매 분획물을 얻었고 최종 남은 용액

을 물 분획물이라 칭하 으며, 이 분획물들은 감압농축한 

후 동결건조 하여 -20oC에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목련꽃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함량은 Dewanto 등(22)의 

방법에 따라 Folin-Ciocalteu reagent가 추출물의 폴리페놀

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 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분석하 다. 각 추출물 100 μL에 2% Na2CO3 

용액 2 m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여 50% Folin-Ciocalteu 

reagent 100 μL를 가하 다. 2% Na2CO3 용액을 가한 30분 

후 반응액의 흡 도 값을 spectrophotometer(UV-1650,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측정하

다. 표 물질로 garlic acid(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 다. 검량선을 작성한 후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g 는 mg 의 mg garlic acid로 나타내었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목련꽃 추출물의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Zia 등(23)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추출물 250 μL에 증류수 1 mL

과 5% NaNO2 75 μL를 가한 다음, 5분 후 10% AlCl3·6H2O 

150 μL를 가하여 6분 방치하고 1 N NaOH 500 μL를 가하

다. 11분 후, 반응액의 흡 도 값을 510 nm에서 측정하 다. 

표 물질로 (+)-catechin hydrate(Sigma Chemical Co.)를 

사용하 다. 검량선을 작성한 후 시료의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g 의 mg (+)-catechin hydrate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에 의한 항산화활성(IC50) 측정

목련꽃 추출물과 그 용매분획물의 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Blois(24)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

하 다. 즉, 시료 0.2 mL에 2×10-4 M DPPH(Sigma Chemical 
Co.) 용액(99% ethanol에 용해) 0.8 mL를 가한 후, vortex 

mixer로 10 간 진탕하고 30분 후에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52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흡 도를 측정

할 때 셀에 분주되는 각 시료에 의한 흡 도의 차이는 용해

한 용매만의 흡 도를 측정하여 보정해 주었고, 이때 자공

여능은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 도 차이를 백분율

(%)로 구하 으며, 추출물의 EDA(%) 값을 50% 감소시키

는 IC50 값으로 표 하 다.

총 항산화력 측정

목련꽃 추출물과 그 용매분획물의 총 항산화력은 Roberta 

등(25)과 Leong과 Shiui(26)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Sigma Chemical Co.) 7.4 mM과 potassium persul-

phate 2.6 mM을 하루 동안 암소에 방치하여 ABTS․＋ 양이

온을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5 nm에서 흡 도 값이 1.4～

1.5가 되도록 몰 흡 계수(ε＝3.6×104 M-1 cm-1)를 이용하

여 증류수로 희석하 다. 희석된 ABTS
․＋용액 1 mL에 추

출액 50 μL를 가하여 흡 도의 변화를 정확히 60분 후에 

측정하 으며, 표 물질로서 L-ascorbic acid(Sigma- 

Aldrich, St. Louis, MO, USA)를 동량 첨가하 고, 총 항산

화력은 AEAC(L-ascorbic acid equivalent antioxidant ca-

pacity, mg AA eq/g)로 표 하 다.

MTT assay에 의한 항암 활성 측정

본 실험에서 사용한 암세포는 HCT116(colorectal carci-

noma: KCLB 10247), NCIH460(lung large cell carcinoma: 

KCLB 30177)과 HepG2(liver hepatoblastoma KCLB 88065)

이었으며, 한국세포주은행(KCLB, Seoul, Korea)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 다. 각각의 세포는 10% fetal bovine se-

rum(FBS)와 100 U/mL penicillin G, 50 μg/mL strep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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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을 첨가한 RPMI-1640(Gibco Co., NY, USA)과 DMEM 

(Gibco Co.) medium을 사용하여 5% CO2, 37
oC 배양기에서 

배양하 으며, 세포 도가 높아지면 5분간 trypsin-EDTA

를 처리하여 계 배양을 실시하 다. 암세포 성장억제 효과

를 측정하기 해 Ishiyanma 등(27)의 방법에 따라 MTT 

assay로 실험하 다. 즉, 1×105 cell/well 농도로 96 well 

plate에 100 μL씩 분주한 후 37oC, 5% CO2 배양기에서 24시

간 배양 후,  배양에 사용된 배지를 제거하고 배지에 일정 

농도로 희석된 추출물을 100 μL를 첨가하여 다시 24시간 

배양하 다. 배양 완료 후 2 mg/mL 농도의 MTT시약을 

well당 10 μL씩 분주한 다음 37
oC, 5% CO2 배양기에서 4시

간 후 MTT시약이 포함된 배지를 제거하고 dimethyl sulf-

oxide(DMSO) 100 μL를 가한 후 상온에서 발색시키고, 

ELISA microplate reader(ELx808, Bio-tek
Ⓡ Inc., Highland 

Park, USA)를 이용,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 of control＝
시료처리구의 흡 도 ×100
control 흡 도

Nitric oxide radical 소거활성 측정

목련꽃 추출물과 그 용매분획물의 nitric oxide radical 소

거활성을 측정하기 해 Griess Detetction kit(iNtRON 

Biotechnology, Seongnam, Korea)을 사용하 다. RAW 

264.7 cell을 96 well plate에 5×103 cells/well로 분주하 고, 

NO 유도제로는 LPS 1 μg/mL을 사용하 다. 목련 추출물의 

처리 농도는 25, 50, 100 mg/mL로 24시간 동안 배양하 고, 

NO 생성은 Griess Detetction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약물 처리된 96 well에서 세포에 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

면서 상등액 50 mL을 새로운 96 well로 옮긴 후, N1 buf-

fer(substrate solution)(sulfanilamide in the reaction buf-

fer) 50 mL를 넣고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N2 buf-

fer(coloring solution, naphthylenediamine in the stabilizer 

buffer) 50 mL를 넣고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흡 도

는 ELISA microplate reader로 550 nm에서 측정하 으며, 

표  곡선을 얻기 하여 nitrate standard를 1.56, 3.12, 6.25, 

12.5, 25, 50, 100 mM로 제조하여 표 곡선을 만들어 nitrate 

농도를 계산하 다.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SPSS Ver 12.0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각 측정 군의 평균과 표 편차를 산출하고 Duncan’s multi-

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 다.

결과  고찰

총 폴리페놀  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목련꽃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과 라보노이드 함

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각 186.14 

Table 1.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 of Magnolia 
denudata ethanol extract and its solvent fractions

Total phenolic 
content 

(mg GA eq/g)

Total flavonoid 
content 

(mg catechin eq/g)

Ethanol extract
Hexane fraction
Chloroform fraction
Ethyl acetate fraction
Buthanol fraction
Water fraction

186.14±1.98
 93.32±0.17
100.95±1.53
427.10±1.14
303.54±0.17
108.13±0.09

 56.93±1.10
 51.88±0.19
 66.31±0.18
356.05±0.76
252.52±0.21
 71.79±0.14

 56.93 mg/g의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용매분획물에 해

서는 에틸아세테이트>클로로포름>부탄올>물 분획물 순으

로 높았으며,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각각 427.10과 

356.05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총 폴리페놀 

함량은 진달래꽃 에탄올 추출물의 30.6 mg/g(28)과 민들  

지상부 메탄올 추출물의 48.16 mg/g(29)보다 많은 양이며, 

약용식물인 음양곽의 81.2 mg/g(30)보다 높은 함량이었다. 

목련꽃 추출물과 용매분획물의 라디칼 소거능

DPPH 자유 라디칼을 이용하여 목련꽃 에탄올 추출물과 

용매분획물의 자공여능(EDA %)에 한 IC50값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에탄올 추출물의 IC50값은 0.232 

mg/mL이었으며, 용매분획물의 경우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물이 0.197 mg/mL로 가장 낮은 IC50값을 나타내었다. 헥산, 

클로로포름, 부탄올  물 분획물에서는 각각 0.985, 1.114, 

0.241  0.694 mg/mL로 나타났으며,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만 우수한 DPPH 라디칼 소거능

을 나타내었고 부탄올 분획물은 에탄올 추출물과 유사한 라

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천연항산화제인 α-tocopherol 

(0.061 mg/mL)과 합성항산화제인 BHA(0.043 mg/mL)보다

는 낮았으며, 민들 의 지상부 메탄올 추출물(29), 약용식물 

소재인 산수유, 오갈피, 삼지구엽 (31)보다 높은 항산화활

성을 나타내었다. 목련꽃 추출물과 용매분획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으로 표 된 총항산화력(AEAC)은 Table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추출물의 AEAC 값은 0.41 mg AA 

eq/100 mg이었으며, 용매분획물의 경우 에틸아세테이트 분

획물이 0.90 mg AA eq/100 mg으로 가장 높은 항산화력을 

Table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and total 
antioxidant activity (AEAC) of Magnolia denudata ethanol 
extract and its solvent fraction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mg/mL)

AEAC 
(mg AA eq/g)

Ethanol extract
Hexane fraction
Chloroform fraction
Ethyl acetate fraction
Buthanol fraction
Water fraction
BHA
α-Tocopherol

0.230±0.002
0.523±0.003
0.519±0.002
0.197±0.001
0.221±0.001
0.638±0.004
0.043±0.001
0.061±0.001

0.407±0.004
0.215±0.013
0.262±0.022
0.897±0.007
0.568±0.013
0.124±0.0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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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tiproliferation ef-
fects of Magnolia denudata 
ethanol extract (ME) and its 
solvent fractions on human 
colon cancer cell (HCT116).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of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Fig. 2. Antiproliferation ef-
fects of Magnolia denudata 
ethanol extract (ME) and its 
solvent fractions on human 
lung cancer cell (NCI-H460).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of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부탄올, 물, 헥산, 클로로포름 순이

었으며, 각각 0.57, 0.26, 0.21  0.12 mg AA eq/100 mg 값을 

나타내었으며, DPPH 자유 라디칼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과 

같은 경향을 보 다. 목련꽃 에탄올 추출물의 용매분획물 

가운데 에탄올 추출물보다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인 분획물

은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었으며, 이는 항산화 활성을 보

이는 것으로 알려진 폴리페놀과 라보노이드 성분이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로 많이 이행되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31,32, Table 1) 어떠한 성분인지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

하리라 단된다.

목련꽃 추출물과 용매분획물의 항암 활성

목련꽃 추출물과 용매분획물에 한 인체유래 장암세

포(HCT116)의 증식억제율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목련꽃 추출물과 용매분획물 가운데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농도 의존 으로 장암세포 증식억

제효과를 나타내었다. 500 μg/mL의 농도에서 에탄올 추출

물의 장암세포 증식억제율은 39.20%이었지만 헥산, 클로

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용매분획물의 암세포증

식 억제효과는 각각 79.15, 72.06, 73.12  70.90%로 높게 

나타났다. 62.5 μg/mL의 농도에서는 헥산, 클로로포름  

부탄올 분획물의 경우 33.60, 31.39  10.50%의 증식억제효

과를 보 으나, 에틸아세테이트와 물 분획물은 증식억제효

과를 보이지 않았다. 우수한 장암 증식억제효과를 나타낸 

헥산과 클로로포름, 부탄올 분획물의 IC50값은 각각 0.21, 

0.14  0.28 mg/mL로 나타났다. 선학  메탄올 추출물의 

헥산과 클로로포름 분획물의 경우 0.48과 0.82 mg/mL의 농

도에서 50%의 장암 증식억제활성을 보고하 는데(33) 이

는 목련꽃 추출물의 헥산, 클로로포름  부탄올 분획물보다 

낮은 활성이었다. 폐암세포(NCI-H460) 증식억제효과를 나

타낸 Fig. 2를 보면 헥산, 부탄올  물 분획물은 농도 의존

으로 증식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헥산과 클로로포름 분획

물의 경우 500 μg/mL 농도에서 각각 74.67  54.57%의 증

식억제효과를 보 으며, 31.5 μg/mL 농도에서는 각각 30.06 

 21.34%의 증식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농도 의존 으로 폐암세포 증식억제효과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500, 125, 62.5  31.5 μg/mL의 농도에서 24.27～

28.76% 범 의 폐암세포 증식억제효과를 보 으며 우수한 

폐암 증식억제효과를 나타낸 헥산과 클로로포름 분획물의 

IC50값은 각각 0.18  0.41 mg/mL로 나타났다. 장암세포 

증식억제활성을 보 던 에틸아세테이트와 부탄올 분획물은 

500 μg/mL에서도 폐암세포 증식억제효과를 보이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간암세포(HepG로)의 암세포 증식억제효과

를 측정한 결과 에탄올 추출물, 헥산, 클로로포름, 부탄올 

 물 분획물은 농도 의존 으로 증식억제효과를 나타내었

다. 장암과 폐암세포에서 항암활성을 보이지 않았던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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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tiproliferation ef-
fects of Magnolia denudata 
ethanol extract (ME) and its 
solvent fractions on human 
liver cancer cell (HepG2).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of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Fig. 4. Nitrate synthesis in-
hibitory effect of Magnolia de-
nudata ethanol extract (ME) 
and its solvent fractions on ni-
tric oxide synthase activity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Different letters on the 
bars of same items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Fig. 5. Photomicrographs (×200) of the LPS treated with Magnolia denudata ethanol extract (ME) and its solvent fractions 
for 24 hr. A: control, B: LPS 1 μg/mL, C: LPS 1 μg/mL treated with hexane fraction 12.5 μg/mL, D: LPS 1 μg/mL treated with 
hexane fraction 25 μg/mL, E: LPS 1 μg/mL treated with hexane fraction 50 μg/mL, F: LPS 1 μg/mL treated with hexane fraction 
100 μg/mL, G: LPS 1 μg/mL treated with chloroform fraction 12.5 μg/mL, H: LPS 1 μg/mL treated with chloroform fraction 25 μg/mL, 
I: LPS 1 μg/mL treated with chloroform fraction 50 μg/mL, J: LPS 1 μg/mL treated with chloroform fraction 100 μg/mL.

분획물(500 μg/mL)에서 간암세포 증식억제효과(78.56%)를 

나타내었으며 우수한 간암 증식억제효과를 나타낸 클로로

포름과 물 분획물의 IC50값은 각각 0.37  0.25 mg/mL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암과 폐암세포 증식억제효과를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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헥산 분획물(500 μg/mL)의 경우 간암세포 증식억제효과는 

낮게 나타났다(Fig. 3). 

본 실험 결과로부터 목련꽃 추출물  용매분획물은 장

암, 폐암과 간암세포 증식억제효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많은 총 폴리페놀 함량과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장암세포에서만 증식억

제효과를 보 으며, 폐암과 간암세포는 증식을 억제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헥산 분획물의 경우 장암과 폐암세

포에 해 우수한 증식억제효과를 보 으나 간암세포는 증

식을 억제하지 못하 다. 클로로포름 분획물의 경우 장암, 

폐암  간암세포 모두 우수한 증식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

며, 향후 헥산과 클로로포름 분획물의 항암활성을 보이는 

물질 규명을 통해 암세포를 억제시킬 수 있는 생리활성 물질

의 개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산화질소(NO) 생성 억제활성

RAW264.7 세포에서 리포폴리사카라이드(LPS)로 유도

된 일산화질소 생성에 한 목련 꽃 추출물과 용매분획물의 

해효과는 Fig. 4와 같다. 리포폴리사카라이드와 목련추출

물을 24시간 동안 동시 처리했을 때 배양액에서의 리포폴리

사카라이드 유도 질산염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클로로포름과 헥산 분획물에서는 리포폴리사카라

이드 유도 일산화질소 생성이 농도 의존 으로 감소하 으

며, 50% 억제 농도는 49.5와 39.5 μg/mL이었다. 한, 에탄

올 추출물  용매분획물을 처리한 후 세포모양을 찰한 

결과 헥산 분획물은 100 μg/mL 처리 시 세포독성을 보 으

나, 50 μg/mL의 농도에서는 세포독성 없이 일산화질소 생성

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그 외에 다른 용매분

획물은 고농도 처리 시에도 염증세포에 한 세포독성을 보

이지 않았으며, 그  클로로포름 분획물이 세포에 한 독성 

없이 염증세포에서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유도 일산화질소의 

생성을 효과 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목련 꽃 에탄올 추출물과 용매분획물에 한 항산화활성, 

항암활성  항염증활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목련

꽃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과 라보노이드 함량은 216.14  

86.93 mg/g이었고, DPPH법에 의한 항산화활성의 IC50값은 

0.232 mg/mL이었으며, 용매분획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물이 우수한 항산화활성을 보 다(IC50: 0.197 mg/mL, 

AEAC: 0.90 mg AA eq/100 mg). 한 에탄올 추출물  

용매분획물은 장암, 폐암 그리고 간암세포에 하여 선택

으로 낮은 농도에서 증식억제효과를 보 으며, 클로로포

름 분획물은 리포폴리사카라이드 유도 일산화질소 생성 

해효과를 보 다(IC50: 49.5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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