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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용매에 따른 조릿  잎 추출물의 항산화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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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activity of bamboo (Sasa borealis) leaf extract by 
measuring electron donating ability,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y, reducing power, and lipid 
per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Two crude extracts by water or 70% EtOH and five fractions of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and aqueous from the crude extract of 70% EtOH were prepared for this 
study. The crude extracts of water and 70% EtOH yielded 8.5% and 11.4%, respectively and the yields of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and aqueous fractions were 5.1% to 0.6%.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the water and the 70% EtOH crude extract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however, their total 
flavonoid contents were significantly greater in the 70% EtOH than in the water crude extract. Total polyphenol 
contents were the highest in chloroform fraction followed by ethyl acetate and n-butanol fractions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were the highest in ethyl acetate fraction followed by chloroform and n-hexane fractions. 
The two crude extracts as well as the five fractions showed election donating ability, SOD-like ability, reducing 
power, and lipid per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Most of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each crude extract or 
fractions increased proportionally with the concentrat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bamboo (Sasa borealis)  
leaf extracts show antioxidant activities due to its substantial content of polyphenol including flavonoid. Thus, 
it could be concluded that crude extracts by water or 70% EtOH and the fractions from the 70% EtOH extract, 
especially chloroform, ethyl acetate and n-butanol, would be useful as natural antioxidant subst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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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심장 질환이나 암 발생을 억제

하는 효능을 보이는 기능성 생리활성물질에 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2). 특히, 활성산소종(reactive oxy-

gen species; ROS)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 항산화제는 지

질과산화를 통한 세포막의 변화나 DNA 손상과 돌연변이를 

차단하는 효과를 보이므로 암(3)이나 허 성 심장병(4), 천

식(5) 는 염증반응(6) 등의 발생을 억제한다. 한편 식품산

업에서 항산화제는 제품의 변질이나 부패 는 화학  변화

를 방지하여 양가와 신선도를 유지해주므로 보존제로 활

용된다. 재까지 우수한 항산화 효과와 가로 리 사용되

어온 butylated hydroxytoluene(BHT)와 butylated hy-

droxyanisole(BHA) 등 합성 항산화제는 간비 , 간세포 내 

microsomal enzyme의 활성증가, 혹은 발암 가능성 등의 문

제 이 래되면서 그 사용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러

한 이유로 안 하고 경제 인 항산화제 특히, 천연 항산화제

의 개발이 요구된다(7-10). 식품산업 분야에서 천연 항산화

제로 페놀성 화합물이나 α-토코페롤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오배자(11), 로폴리스(12), 소목(13), 백지(14), 뽕잎(15), 

감 (16), 비 (17), 뜰보리수(18) 등 천연 식물의 항산화 활

성에 한 연구가 계속 수행되고 있다.

조릿 는 국의 산 턱 아래쪽 큰 나무 에 무리지어 

자라는 상록식물로 토종 약 로 분류되어 있으며, 잎과 기

와 뿌리 모두 열 내림, 소갈, 소담, 강정, 항염 등 여러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한방이나 민간요법에서 사용되어 왔다

(19,20). 한 항균과 방부작용도 뛰어난 것으로 보인다(21). 

조릿  잎 추출물에 syringaresinol과 tricin(22), 폴리페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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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본 물질인 tricin, flavone glycoside 계열인 tricin 7-o-β

-D-glucopyranoside, luteolin 6-C-α-L-arabinopyrano-

side(isoorientin), isoorientin 2-O-α-L-rhamnoside, apige-

nin 6-C-β-D-xylopyranosyl-8-C-D-glucopyranoside 등

의 페놀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밝 졌다(23,24). 한 조릿

 잎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효소의 활성을 증 시켜 

HL60이나 L1210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 항암 효과를 보인다

는 (25)을 비롯해 한국산 왕 나 솜 , 맹종죽, 조릿  

는 오죽이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는 (26), 조릿  잎 추출

물의 식이성 비만이 유발된 C57BL/6J mice에서 비만이나 

사증후군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27,28) 그리고 조

릿  잎 추출물이 탄수화물 소화효소의 활성을 해하여 식

후 당을 강하하는 효과(29)가 있다는  등도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조릿 는 로부터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고, 과학

으로 항산화, 항균 는 항암 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음에

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 으로 항산화 물질의 성분이나 함량 

 항산화 활성에 한 기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릿  잎의 물 는 70% 에탄올 조

추출물과 70% 에탄올 조추출물의 다섯 분획의 총 폴리페놀 

함량과 총 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하 고, 한 이들의 

수소 자공여능과 superoxide anion dismutase(SOD) 유사

활성, 환원력  지질과산화물 생성억제능 등 항산화 활성에 

하여 조사하 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조릿  잎은 2006년 7월부터 10월 에 

라남도 담양군 추월산 인근의 산야에서 채취하 다. 채취

한 조릿  잎은 수세한 후 주의 S 제분소에서 수증기를 

이용하여 100
oC에서 30분간 쪘고, 쪄낸 잎을 30oC의 dry 

oven(DooriTEC, Incheon, Korea)을 이용해 건조시킨 후 마

쇄기(SUIN, Gwangju, Korea)를 이용하여 잘게 부쉈다. 이

를 두꺼운 비닐 지에 최 한 공기를 빼고 이 으로 담아 

-4
oC에 냉장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 에 ethyl alcohol,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와 n-butanol은 OCI Co.(Incheon, 

Korea)의 제품을 사용하 고, 2,6-di-tert-butyl-4-methyl-

phenol(BHT), L-ascorbic acid와 benzoic acid는 Junsei 

Chemical Co.(Tokyo, Japan)에서 구하 으며, ethyl-

enediaminetertraacetic acid(EDTA-2Na), sodium hydrox-

ide(NaOH), hydrocholic acid는 Duksan Co.(Yongin, Korea)

의 제품을 사용하 고, ferric chloride는 Kanto Chemical 

Co.(Tokyo, Japan)에서 구하 고, Folin-Ciocalteu's phe-

nol, aluminum nitrate nonahydrate, tween 20, potassium 

Wash and steam Sasa borealis  leaves on 100oC for 30 min

⇓

Dry Sasa borealis on 30
o
C for 30 hr and make 

powder using a mill

⇓

Extract using an extractor 95oC for 20 hr with water (1:20, wt/wt)

⇓

Filter through cheese clothes

⇓

Concentrate using a vacuum evaporator

⇓

Freeze-dry using a lyophilizer

⇓

Water extract of Sasa borealis bamboo leaves

Fig. 1. Flow diagram of extraction procedures of Sasa bor-
ealis bamboo leaves with water.

phosphate monobasic(KH2PO4), potassium phosphate di-

basic(K2HPO4), pyrogallol, trichloroacetic acid(TCA), 

iron(Ⅱ) sulfate hepta-hydrate, thiobarbituric acid(TBA) 

 2,2-diphenyl-1-picryl-hydrazyl은 Sigma Chemical 

Co.(St. Louis, USA)의 제품을 사용하 다.

조릿  잎 추출물 제조

조추출물 제조: 조릿  잎의 열수 추출물은 보(30)와 

같이 Fig. 1과 같은 과정으로 제조하 으며, 70% 에탄올 추

출물은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물 신 70% 에탄올을 이용하

여 제조하 다. 수율은 추출한 시료를 감압농축한 후 동결건

조 하여 량법으로 구하 다. 각 조추출물은 -70
oC에 냉동

보 하며 실험에 사용하 다.

70% 에탄올 조추출물의 분획 제조: 70% 에탄올 조추출

물의 다섯 분획은 Fig. 2와 같은 과정으로 용매의 극성차를 

이용하여 비극성 용매로부터 극성 용매 순으로 분리하 다

(31). 즉, 70% 에탄올 추출물을 물 200 mL에 용해시켜 분액

깔 기에 넣고 200 mL의 n-hexane으로 3회 반복 추출하여 

n-hexane 분획을 얻었다. 그 후 수층을 다시 분액깔 기에 

넣고 와 같은 방법으로 chloroform, ethyl acetate, n-bu-

tanol  aqueous 분획을 차례로 얻은 후 감압농축하고 동결

건조한 후 량법으로서 각 분획의 수율을 구하 다. 각 분

획 추출물은 -70oC에 냉동 보 하며 실험에 사용하 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조추출물 2종과 분획 5종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AOAC의 

Folin-Denis 방법(32)을 일부 수정하여 Folin-reagent가 추

출물의 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되어 몰리 덴 청색으로 

발색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정량하 다. 즉, 각 추출물 0.2 

mL에 3차 증류수 5 mL를 가한 후 Folin-reagent 0.5 mL를 

혼합하여 실온에 3분간 방치한 다음 2% Na2CO3용액 1 mL

를 혼합하고 다시 실온에 1시간 방치한 후에 spectrometer 

(Gene Spec Ⅲ, JP/U-3010, Hitachi, Ibaraki, Japan)를 이용

하여 7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물질로 gal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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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Ethanol extract

 Dissolve in water and extract with n-hexane

n-Hexane layer Aqueous layer

 Evaporate  Extract with chloroform

n-Hexane fraction   Chloroform layer Aqueous Layer

 Evaporate  Extract with ethyl acetate

Chloroform fraction

Ethyl acetate layer Aqueous layer

 Evaporate  Extract with n-butanol
 and saturate with waterEthyl acetate fraction

        n-Butanol layer Aqueous layer

 Evaporate  Evaporate

n-Butanol fraction Aqueous fraction

Fig. 2. Flow diagram for fractionation of 70% ethanol extract from bamboo leaf.

acid를 사용하 으며, gallic acid 검량선과 비교하여 총 폴리

페놀 함량(mg/g)을 구했다. 실험은 3회 반복 수행하여 평균

값을 사용하 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조추출물 2종과 분획 5종의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Moreno 방법(33)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즉, 각 농도별 조

추출물과 분획 0.5 mL에 10% aluminum nitrate 0.1 mL과 

1 M potassium acetate 0.1 mL  ethyl alcohol 4.3 m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40분간 방치한 후 spectrometer를 이용

하여 41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물질로는 quer-

cetin을 사용하 으며, 표 물질의 검량선과 비교하여 총 

라보노이드 함량(mg/g)을 구하 다. 실험은 3회 반복 수행

하여 평균값을 사용하 다.

자공여능

자공여능은 stable radical인 DPPH에 한 환원력을 측

정한 것으로 Blois 방법(34)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즉, 

99.9% 에탄올에 녹인 0.15 mM DPPH 용액 1 mL과 각 농도

별 조추출물과 분획 0.25 mL를 가하여 잘 혼합하고 30분간 

실온에 방치하 다. 이후 DPPH 용액의 흡 도를 spec-

trometer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측정하 다. 자공여능

은 시료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 도 차이를 백분율로 표시

하 다. 양성 조물질로는 BHT를 사용하 다.

SOD 유사활성

SOD 유사활성은 알칼리 상태에서 pyrogallol이 자동산화 

되면서 발색하는 원리를 이용한 Marklund와 Marklund의 

방법(35)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각 농도별 조추출물과 분

획 0.2 mL에 tris-HCl buffer{50 mM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10 mM EDTA, pH8.5} 3 mL를 넣고 잘 

혼합한 후 7.2 mM pyrogallol 0.2 mL을 첨가하여 25
oC에서 

10분간 방치하 다. 이후 1 N HCl 1 mL로 반응을 정지시키

고 산화된 pyrogallol의 양을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420 

nm에서 측정하 다. SOD 유사활성(%)은 시료첨가구와 비

첨가구의 흡 도 차이를 백분율(%)로 제시하 다. 양성 

조물질로는 BHT를 사용하 다. 

환원력 측정

환원력은 속이온을 환원(Fe3+ → Fe2+)시키는 정도를 측

정하는 Oyaizu의 방법(36)을 이용하 다. 각 농도별 조추출

물과 분획 2.5 mL에 0.2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 

2.5 mL과 1% potassium ferricyanide 2.5 mL를 혼합하여 

50oC에서 20분간 반응시키고 10% TCA 2.5 mL를 첨가한 

후 10분 동안 36,000 rpm에서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얻었

다. 이 상층액과 증류수  1% ferric chloride를 각각 1 mL씩 

가하여 혼합한 다음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700 nm에서 

측정했으며, 환원력을 흡 도로 제시하 다. 양성 조물질

로는 BHT를 사용하 다. 

지질과산화물 생성억제능 측정

지질과산화물 생성억제능은 linoleic acid의 자동산화 조

건에서 tiobarbituric acid(TBA)가를 측정하는 Buege와 

Aust의 방법(37)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즉, 15 mL tube에 

0.02 M phosphate buffer 0.5 mL를 넣고 linoleic acid emul-

sion 1 mL, 0.01% FeSO4 0.2 mL, 0.56 mM H2O2 0.2 mL와 

각 농도별 조추출물과 분획 400 μL를 혼합한 후 37
oC에서 

12～16시간 반응시켰다. 이후에 0.4% BHT 0.2 mL, 4% 

TCA 0.2 mL, 0.8% TBA 2mL를 넣고 100oC에서 10～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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끓인 다음 얼음에 냉각시킨 후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

리하고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532 nm에서 흡 도를 측

정하 다. 지질과산화 억제능은 시료 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 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양성 조물질로

는 BHT를 사용하 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3회 반복 측정한 평균값을 이용하 다. 

모든 측정항목은 평균±표 오차로 나타내었으며, 통계처

리는 SPSS 12.0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물과 70% 에탄올 

조추출물간의 유의성은 Independent 2 t-test를 이용하여 유

의성을 검증한 후 p<0.05 수 에서 Mann-Whitney에 따라 

분석하 으며, 2종의 조추출물과 BHT 간의 유의성과 70% 

에탄올 조추출물의 5종 분획과 BHT 사이의 차이는 

ANOVA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확인한 후 Duncan's multi-

ple range test로 p<0.05 유의수 에서 검증하 다. 각 시료

별로 농도에 따른 차이의 유의성은 추세분석을 이용하 다.

결과  고찰

수율, 총 폴리페놀  총 라보노이드 함량

조릿  잎 조추출물 2종과 70% 에탄올 조추출물의 5종 

분획의 수율과 총 폴리페놀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Table 1과 같았다. 수율은 물과 70% 에탄올 조추출물 각각 

8.5%와 11.4%로 두 용매 간에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한편 70% 에탄올 조추출물로부터 얻은 각 용매별 분획의 

수율은 극성이 높은 aqueous 분획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n-butanol 분획은 1.3%이었다. 극성이 낮은 용매들에서는 

Table 1. Yield and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two crude extracts and five fractions of 70% EtOH extract 
from bamboo leaf

Yield
(%, w/w of 100 g 
dry sample)

Total 
polyphenol1) 
(mg/g)

Total 
flavonoid2)

(mg/g)

Water
70% EtOH

8.5 
11.4  

±0.0
±0.0

 70.9
 85.5

±13.4
±2.9

4.1
30.9

±0.5*
±1.3*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Aqueous

3.0 
1.1  
0.6
1.3  
5.1  

±0.4B
±0.2C
±0.1C
±0.2C
±0.5A

 58.9
155.9
124.6
119.2
60.2 

±14.2C
±5.4A
±11.5B
±14.9B
±9.7C

32.6
38.5
39.1
24.9
9.1

±1.1B
±2.1A
±2.1A
±1.4C
±1.0D

The values represent mean±SE of triplicate independent 
experiments.
1)Values were mean±SE analyzed using gallic acid as a 
standard.
2)Values were mean±SE analyzed using quercetin as a 
standard.
*Values with between the two crude extrac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wo independent samples tests with 
Mann-Whitney.
Values with different uppercase superscripts among the five 
fractio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분획 순으로 각각 

3.0%, 1.1%  0.6%로 극성이 높은 용매에서 높은 수율을 

나타내었다. 청미래 덩굴 잎의 에탄올 추출물의 각 분획에서

도, 본 실험과 유사하게 극성이 높은 aqueous와 methanol 

분획의 수율이 높았고,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순으로 낮은 수율을 보 다(38). 그러나 작약이나 목단 등 

생약재의 메탄올 분획 추출물의 수율은 극성이 낮은 층에서 

수율이 더 높게 나와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 다(39). 

분획 별 수율의 이러한 차이는 소재에 따라 용매 별로 용출

되는 성분과 양이 달라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31).

조추출물 2종에 함유된 총 폴리페놀은 물과 70% 에탄올 

조추출물 각각 70.9 mg/g와 85.5 mg/g로 두 용매 간에 유의

인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왕 (40)의 총 폴리

페놀 함량인 0.25∼0.42%(w/v)에 비해 크게 높았다. 한 

백지의 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31.7 mg/g이나 26.3 mg/g보다

도 각각 높았으며(14), 꾸지뽕나무 뿌리 물 추출물의 13.1 

mg/g(41), 율피나 칡뿌리 는 호두 각각의 물 추출물의 

57.6 mg/g, 21.2 mg/g  20.6 mg/g(42), 상황버섯의 17.9 

mg/g이나 갈근의 5.5 mg/g 는 당귀 메탄올 추출물의 0.5 

mg/g(43)과 비교하면 조릿  잎 조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

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Lee 등(14)은 백지의 

물 추출물을 제조할 때 가압추출을 하게 되면 환류추출 시에 

비해 총 폴리페놀 함량이 5배 정도 높아진다는 을 확인하

는바, 조릿  잎의 경우도 가압추출을 하게 되면 총 폴리

페놀의 용출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70% 에탄올 조추출물로부터 얻어진 각 용매별 분획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aqueous  n-hexane 분획 순으로 높았는바, 다섯 분획 

에 chloroform 분획에 유의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ethyl acetate와 n-butanol 분획에 유의성 있게 많았다. 이러

한 결과는 섬조릿 와 비슷하지만 잎이 더 작고 가지가 빽빽

이 나고 잎을 먹으며 상용으로 많이 심는 특징을 가진 신

의 의 분획 추출물에 한 실험에서 chloroform과 ethyl 

acetate 분획에 페놀과 유기산  지방산 일부와 이 외에도 

많은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 활성이 높다고 한 내용

과 일치된다(31). 한 Kim 등(44)은 애기달맞이꽃의 에탄

올 조추출물과 이의 용매별 분획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eth-

yl acetate 분획, butanol 분획, ethanol 조추출물, aqueous 

분획, dichloromethane 분획, hexane 분획 순이었다고 보고

하 으며 본 실험 결과와 유사하 다.

조추출물 2종에 함유된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총 폴리

페놀 함량과는 달리, 물 조추출물은 4.1 mg/g이었던 반면에 

70% 에탄올 조추출물은 30.9 mg/g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 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Ju 등(45)에 의해 몇 가지 한약재

의 열수 추출물에서 분석한 총 라보노이드 함량 즉, 단삼

의 4.8 mg/100 g, 산조인의 2.7 mg/100 g, 물 의 2.1 mg/ 

100 g, 꿀풀의 2.0 mg/100 g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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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실험결과는 조릿  잎 조추출물은 특히, 70% 에탄올 

조추출물은 라보노이드 함량이 상당한 수 이란 을 알

려 다. 

70% 에탄올 조추출물로부터 얻어진 각 용매별 분획의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ethyl acetate, chloroform, n-hexane, 

n-butanol  aqueous 분획 순으로 많았으며, ethyl acetate

와 chloroform 분획에 유의 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n-hexane 분획에 유의성 있게 많았다. 한편 머루 과피의 각 

용매 추출물 분획에 한 연구에서는 80% 에탄올 조추출물

의 ethyl acetate 분획에 라보노이드 함량이 6.45 mg/g로 

가장 많았고 chloroform이나 hexane 분획에 가장 었다

(46). 그러나 본 실험에서의 ethyl acetate 분획에서 분석된 

39.1 mg/g에 비해 더 었다. 한 본 실험에서는 chloro-

form이나 hexane 분획에도 총 라보노이드 함량이 상당히 

높았던 바, 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

는, 앞서 수율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소재에 따라 용매 별로 

용출되는 성분과 양이 달라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

다(31). 

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조릿  잎 추출물이 물이나 70%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한 조추출물은 물론 70% 에탄올 조

추출물의 분획  aqueous를 제외한 ethyl acetate, chloro-

form, n-hexane  n-butanol 분획에 폴리페놀이나 라보

노이드 함량이 지 까지 보고된 타 천연식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는 을 알려주었다. 이는 조릿  잎의 조추출물

이나 70% 에탄올 조추출물의 여러 분획의 항산화 활성이 

높을 것이란 을 시사한다. 한편 Kim 등(39)은 작약이나 

목단 등 20여종의 약용식물의 메탄올 추출물의 폴리페놀  

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부분의 식물에서 폴리

페놀이 라보노이드보다 높으며, 폴리페놀 함량이 라보

노이드 함량보다 월등히 많은 시료의 경우 높은 항산화 활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라보노이드 외에 다른 폴리페놀 

화합물들도 항산화 활성에 기여한다고 보고하 다.

조릿  잎 조추출물의 폴리페놀 성분은 Park 등(24)의 보

고에서 protocatechuic acid, ρ-hydroxybenzoic acid, cat-

echin, caffeic acid, syringic acid, ρ-coumaric acid, luteo-

lin-6-glucoside, tricin-7-glucoside 등이 확인 정량되었으

며, 각각 ascorbic acid를 일정 양 함유하 다고 제시하 다. 

Protocatechuic acid와 syringic acid를 제외한 모든 성분은 

물 조추출물보다 70% 에탄올 조추출물에 더 많았으며 특히, 

luteolin-6-glucoside(isoorientin)와 tricin-7-glucoside와 같

은 라본배당체가 많았고, ρ-coumaric acid는 70% 에탄올 

조추출물에서만 정량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유의성 있

는 차이는 아니었으나, 물 조추출물보다 70% 에탄올 조추출

물에 총 라보노이드와 총 폴리페놀 함량이 더 많은 경향을 

보 던 과 일치한다. 

조릿  잎 70% 메탄올 조추출물의 4종 분획의 ascorbic 

acid 함량과 폴리페놀 성분 분석은 최 등(47)의 보고에 의하

면 각 획분에서 ascorbic acid, protocatechuic acid, ρ-hy-

droxybenzoic acid,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syringic 

acid, ρ-coumaric acid, luteolin 6-glucoside, tricin 7-gluco-

side 등이 검출되었으며, 체 으로 ethyl acetate 획분과 

butanol 획분의 폴리페놀 성분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ethyl acetate 획분과 butanol 획분은 상당한 항산

화능을 나타낼 것이라 기 되었다.

자공여능

조추출물 2종과 70% 에탄올 조추출물 5종 분획의 자공

여능은 Fig. 3과 같았다. 조추출물 2종의 자공여능은 본 

연구에서 실험한 300 μg/mL에서 3,000 μg/mL까지의 농도 

범 에서, 표 물질인 BHT보다는 낮았으나 농도 의존 으

로 증가하 다. 조추출물 2종 사이에는 1,000 μg/mL 미만의 

농도에서 70% 에탄올 조추출물이 물 조추출물보다 유의하

게 높은 자공여능을 나타내었으나 2,0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차이가 없어졌다. 한편 분획 5종 가운데 chloro-

form과 n-butanol  ethyl acetate 분획은 300 μg/mL에서 

3,000 μg/mL에서 BHT보다 유의성 있게 높거나 는 같은 

자공여능을 보 으며, 이들 세 분획을 포함해 5종 분획 

농도 의존 으로 자공여능이 증가했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신의  잎의 추출물(31) 에서 

n-butanol과 aqueous와 ethyl acetate 분획 순으로 자공여

Fig. 3.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two crude extracts (upper) 
and five fractions of 70% EtOH extract (lower) from bamboo 
leaf. a-e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D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Labeling with ○ is the same sig-
nificant level between samples. Labeling with ↗ represent pro-
portionally increased with concentration at p<0.05 by tre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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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높았다는 결과와는 일부 일치하기도 하나 aqueous 분

획이 높았다는 과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의 

물과 70% 에탄올 조추출물이 1,000 μg/mL 농도에서 보인 

자공여능인 47.6%와 36.8%는, 나무 시료는 아니나 동일

한 농도에서 민들  뿌리 물 추출물(48)이 보인 50% 정도와 

근사하 다. 한편 약용식물인 백지나 당귀 는 갈근의 메탄

올 추출물(43)이 보인 11.5%나 13.7% 는 18.4%에 비해서

는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작약이나 목단의 메탄올추출물

(39)이 보인 86.6%나 80.4%보다는 낮았다. 이러한 정도의 

자공여능은 본 연구에서는 70% 에탄올 조추출물의 분획 

 ethyl acetate와 n-butanol  chloroform 분획이 2,000 

μg/mL 농도 이상에서 보인 88.8%나 87.4% 는 81.3%와 

근사하 다. 이들 세 분획의 자공여능이 높은 은 청미래 

덩굴 잎에서 ethyl acetate나 n-butanol 그리고 chloroform 

분획 순으로 자공여능이 높았다는 보고(38)나 질경이 잎

에서 ethyl acetate 분획의 자공여능이 가장 높다는 보고

(49)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러한 각 소재에 따른 자공여능

의 차이는 소재에 따라 용매별 분획의 자공여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데, 이는 앞서 폴리페놀 는 라

보노이드 함량이나 성분에서 언 한 바 로, 소재에 따라 

이들 성분의 함량이 다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는 자공여능이 라보노이드 성분보다는 폴리페놀 성분

에 의해 발휘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을 시사한다. 왜냐하

면, 물 조추출물에 비해 총 라보노이드 함량이 7배 정도 

많은 70% 에탄올 조추출물의 자공여능이 목하게 높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aqueous 분획에 비해 총 라보노이

드 함량이 3.5배 정도 많은 hexane 분획의 자공여능이 오

히려 낮았기 때문이다. Kim 등(39)은 작약이나 목단 등 20여

종 약용식물의 메탄올추출물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라보

노이드 양을 측정하고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부분의 

식물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라보노이드보다 높으며, 폴리

페놀 함량이 라보노이드보다 월등히 높은 시료에서 높은 

것으로 보아 라보노이드 이외에 phenolic acids나 hy-

droxycinnamic acids 등에 속하는 다른 폴리페놀 화합물들

이 자공여능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한 바 있다. 

SOD 유사활성능

조추출물 2종과 70% 에탄올 조추출물 5종 분획의 SOD 

유사활성은 Fig. 4와 같았다. 물과 70% 에탄올 조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은 본 연구에서 실험한 30 μg/mL에서 100 

μg/mL까지의 농도 범 에 각각 7.2%～11.3%와 6.5%～

12.1%를 나타냈다. 이러한 SOD 유사활성은 표 물질인 

BHT와 같은 수 이며, 70% 에탄올 조추출물은 BHT와 같

이 농도 의존 으로 증가하 다. 물 조추출물의 경우도 농도 

의존 인 증가 추세를 보 으나 유의성을 보이지 않은 이유

는  농도인 30 μg/mL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냈기 때문이었

다. 한편 70% 에탄올 조추출물 5종의 분획 에서 chloro-

 

Fig. 4. SOD-like activity of two crude extracts (upper) and 
five fractions of 70% EtOH extract (lower) from bamboo leaf. 
a-e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we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D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Labeling with ○ is the same significant level 
between samples. Labeling with ↗ represent proportionally in-
creased with concentration at p<0.05 by trend analysis.

form과 ethyl acetate  n-butanol 분획의 SOD 유사활성은 

30 μg/mL에서 100 μg/mL 모든 농도에서 BHT보다 유의성 

있게 높거나 같았다. Hexane과 n-butanol  aqueous 분획

의 SOD 유사활성은 농도 의존 으로 증가하 다. Chloroform

과 ethyl acetate 분획의 경우 농도 의존 인 증가 추세를 

보 으나 유의성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물 조추출물처럼 

 농도인 30 μg/mL에서 높은 활성을 보 기 때문이었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는 왕 (40)의 직 가열 추출액 

5.1%, 간 가열 추출액 12.6%, 물추출액 8.9%, 알코올 추출

액 6.8%의 SOD 유사활성과 근사하 다. 한 왕 의 에탄

올 추출물(50)은 0.23 mg/mL에서 17.96%의 SOD 유사활성

을 보 는바,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농도의 데이터가 없

어 직  비교하기 어려우나, 100 μg/mL에서 70% 에탄올 

조추출물이나 chloroform, ethyl acetate 는 n-butanol 분

획이 보인 12.1%나 14.5%, 14.5% 는 14.0%는 낮은 수 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백지(14)의 환류 물 추출물이나 환류 에

탄올 추출물 는 가압 열수 추출물이 100 μg/mL 농도에서 

1.29% 내지 8.48%의 SOD 유사활성을 보인 결과와 비교해 

조릿  잎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은 비교  높은 편이라고 

생각된다. 

자공여능에서 결과  Kim 등(39)이 말한 바와 같이 

SOD 유사활성에 한 결과도 라보노이드 함량보다는 총 



1646 박연옥․임 숙

폴리페놀 함량이 SOD 유사활성을 결정짓는다는 을 시사

해 다. 즉, 물과 70% 에탄올 조추출물 간에 SOD 유사활성

에 차이가 없었고 한, n-hexane 분획이 chloroform이나 

ethyl acetate  n-butanol 분획에 비해 낮은 SOD 유사활성

을 보인 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환원력

조추출물 2종과 70% 에탄올 조추출물 5종 분획의 환원력

은 Fig. 5와 같았다. 조추출물 2종은 모두 표 물질인 BHT

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환원력을 나타내었으나, 본 연구에서 

실험한 1,000 μg/mL에서 3,000 μg/mL까지의 농도 범 에서 

농도 의존 으로 증가하 다. 분획 5종의 환원력도 모두 농

도 의존 으로 증가하 으나, 조추출물과 마찬가지로 모든 

농도에서 분획 5종 가운데 유의하게 높은 환원력을 보인 

chloroform과 ethyl acetate  n-butanol 분획의 환원력조

차 BHT보다 낮았다. 다만, n-butanol 분획만 3,000 μg/mL 

농도에서 BHT보다 높은 환원력을 보 다. 

이러한 결과는 조릿  잎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환원력

이 자공여능이나 SOD 유사활성과는 달리 상 으로 낮

다는 을 알려 다. 나무 소재는 아니나, 비  잎의 메탄

올 잎 추출물(17)의 환원력은 5000 μg/mL에서 최  O.D 값

(700 nm)이 3.3으로 가장 강한 환원력을 보 으나 본 연구의 

n-butanol 분획은 3000 μg/mL에서 최  O.D 값(700 nm)이 

Fig. 5. Reducing power of two crude extracts (upper) and 
five fractions of 70% EtOH extract (lower) from bamboo leaf. 
a-e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we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E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Labeling with ○ is the same significant level 
between samples. Labeling with ↗ represent proportionally in-
creased with concentration at p<0.05 by trend analysis.

3.5로 환원력이 더 강하 다. 

앞서 자공여능과 SOD 유사활성에서의 결과  Kim 

등(39)의 보고와 같이, 환원력에 한 결과도 라보노이드 

성분보다는 폴리페놀 성분의 기여가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을 시사한다. 왜냐하면 물과 70% 에탄올 조추출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한 n-butanol 분획의 환원력이 

chloroform이나 ethyl acetate 분획보다 거의 모든 농도에서 

유의성 있게 높았기 때문이다.

지질과산화물 생성억제능

조추출물 2종과 70% 에탄올 5종 분획의 지질과산화물 생

성억제능은 Fig. 6과 같았다. 조추출물 2종은 모두 본 연구에

서 실험한 100 μg/mL에서 2,000 μg/mL까지의 농도 범 에

서, 표 물질인 BHT보다 유의성 있게 높거나 는 같은 지

질과산화물 생성억제능을 나타내었다. 물 추출물과 BHT의 

지질과산화물 생성억제능은 농도 의존 으로 증가하 으

나, 70% 에탄올 추출물은  농도에서부터 높은 효과를 보

여 농도 의존 인 증가 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

로 인해, 300 μg/mL의  농도에서는 70% 에탄올 추출물의 

지질과산화물생성억제능이 물 조추출물이나 BHT보다 유

의하게 높았다. 한편 분획 5종도 모든 농도 범 에서 BHT보

다 유의성 있게 높거나 는 같은 지질과산화물 생성억제능

을 보 다. 다만, hexane 분획만 2,000 μg/mL 농도에서 

BHT보다 유의성 있게 낮았다. Ethyl acetate와 chloroform 

Fig. 6. Lipid peroxidation inhibitory activities of two crude 
extracts (upper) and five fractions of 70% EtOH extract 
(lower) from bamboo leaf. 

a-e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same row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D
Values with dif-

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with Duncan's multiple range test. 
Labeling with ↗ represent proportionally increased with concen-
tration at p<0.05 by tre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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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butanol 분획은 특히, 100 μg/mL에서 지질과산화물 

생성억제능이 50% 이상이었는데 이는 BHT에 비해 2배 이

상 높은 효과이었다. Aqueous 분획의 지질과산화물 생성억

제능이 500 μg/mL까지는 다른 네 분획에 비해 유의성 있게 

낮았으나 1,000 μg/mL 이상에서는 동일하 다. 

이러한 결과는 신의  잎(31)과 Choi 등의 머루 과피(46)

의 80% 에탄올 추출물 분획에서 지질과산화물 생성억제능

이 ethyl acetate, diethyl ether, petroleum ether, butanol 그

리고 aqueous 분획 순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와 근사하 다. 

그러나 신의  잎(31)의 aqueous 분획은 지질과산화물 생성 

억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한 은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지 않았다. 

고농도에서는 비록 조추출물 2종이나 70% 에탄올 조추출

물의 5종 분획 사이에 지질과산화물 생성억제능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농도에서 ethyl acetate와 chloroform 

분획  70% 에탄올 조추출물이 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인 

 역시, 앞서 자공여능과 SOD 유사활성  환원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한 Kim 등(39)이 말한 바와 같이, 라

보노이드 성분보다는 이 외의 폴리페놀 성분이 지질과산화

물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갖는다는 을 시사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조릿  잎의 물과 70% 에탄올 조추출물 

2종  70% 에탄올 조추출물의 분획 5종에 함유된 총 폴리

페놀과 총 라보노이드 함량을 정량하고, 이들 조추출물과 

분획의 항산화 활성을 검증하고자 자공여능, SOD 유사활

성, 환원력  지질과산화물 생성억제능을 측정하 다. 조추

출물 2종의 수율은 물과 70% 에탄올 각각 8.5%와 11.4%이

었다. 분획 5종의 수율은 5.1∼0.6%이었으며, aqueous, 

n-butanol,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분획 순으

로 높았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물과 70% 에탄올 추출물은 

두 조추출물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70%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보다 유의하게 많았

다. 분획 5종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chloroform, ethyl ace-

tate, n-butanol, aqueous, n-hexane 분획 순으로 많았고, 

chloroform 분획은 타 분획에 비해 유의성 있게 많았다. 각 

분획별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ethyl acetate, chloroform, 

n-hexane, n-butanol, aqueous 분획 순으로 함량이 높았으

며, chloroform과 ethyl acetate 분획은 타 분획에 비해 유의

으로 많았다. 물과 70% 에탄올 조추출물은 모두 BHT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거나 는 같은 수 의 지질과산화물 

생성억제능을 보 으며, 동일한 수 의 SOD 유사활성을 나

타내었다. 다만, 자공여능과 환원력은 BHT에 비해 낮았

다. 물과 70% 에탄올 조추출물 간에 이들 항산화 활성은 

다르지 않았다. 다만, 자공여능만 일부 농도에서 70% 에

탄올 조추출물이 물 조추출물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분획 

5종은 모두 BHT에 비해 유의성 있게 높거나 같은 수 의

지질과산화물 생성억제능을 보 다. Chloroform과 ethyl 

acetate  n-butanol의 세 분획은 자공여능과 SOD 유사

활성도 BHT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다만, 환원력은 분획 

5종 모두 BHT보다 낮았다. 조추출물 2종과 분획 5종의 자

공여능이나 SOD 유사활성, 환원력  지질과산화물 생성억

제능 모두 본 연구에서 실험한 농도 범 에서, 농도 의존

으로 증가했거나 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 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기 해 조릿  잎의 물 는 70% 에탄올의 조추출물

이나 70% 에탄올의 조추출물의 chloroform과 ethyl acetate 

 n-butanol 분획은 천연 항산화제로서 특히, 지질의 과산

화를 방지하는 용도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한 건강기능성 소재로서의 식품산업 분야에 특히, 

지질과산화물 생성억제능과 SOD 유사활성이 BHT보다 우

수했고, 자공여능을 보인 은 이들 추출물이나 분획이 

생체 내에서 활성산소종을 제거하고 생체막의 구성성분의 

과산화를 방지하는 등 건강기능성 작용을 수행할 것이란 

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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