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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set up an accurate quality criteria for the Boraginaceae that have been traditionally used for medical 
purposes and food colorant, and to assess its viability as functional food ingredient, antioxidant tests were 
conducted on the wild and cultivated plants. Variety of indicators including total contents of phenol, DPPH, 
SOD-liked effect, hydroxy radical-scavenging effect, lecithin oxidation inhibitory effect, etc were analyzed. 
Wild and cultivated gromwell's total contents of phenol in their methanol extracts were 0.14% and 0.13%, while 
they were most active in ethyl acetate extracts and n-hexane extracts, respectively. IC50 values of methanol 
extract of the wild and cultivated plants were 794.41 μg/mL and 971.86 μg/mL, indicating that the wild plant 
is more responsive (p<0.05) to low concentration. Also the wild and cultivated plants were most active in ethyl 
acetate fraction and n-hexane extracts when their IC50 values were measured by each solvent extracts. 
SOD-liked effects of both plants were concentration dependent while methanol extracts were more active 
(p<0.05) in 500 μg/mL than other solvent extracts. Hydroxy radical-scavenging effect of both plants showed 
less than 50% activity in concentration of 1,000 μg/mL except in chloroform fraction and n-hexane fraction. 
Lecithin oxidation inhibitory effects of the wild and cultivated plants were active in methanol and solvent extracts 
of 200∼1000 μg/mL. Especially it showed 90% of high inhibitory effect in 1,000 μg/mL of chloroform fraction. 
Hence, both wild and cultivated Boraginaceae were analyzed to be viable as functional food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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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치(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 et Zucc.)는 뿌

리의 외피 부 에 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지치과(Boragi-

naceae) 식물로 지 (芝草), 자 (紫草), 자근(紫根), 혹은 자

단(紫丹) 등으로 불리는 여러해살이풀이며, 주로 남부지역의 

야산에서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재는 야생종이 소실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재배 유통되고 있는 지치는 2년생 이

의 렴한 국산이 많고, 국내산은 그 양이 으나 2년생 

이후의 것이 부분이다. 일반 으로 지치는 2년생 이후부

터 약효가 발 되는 것으로 보고 그 이상의 것을 민간요법, 

통식품에 사용하는데 보통 지치 뿌리의 성상은 야생종과 

재배종에 따라 다를 뿐, 그 명칭에 한 정확한 정의가 없는 

상태이다(1). 이에 본고에서는 야생종과 재배종은 재배방법

의 차이로만 구분지어 표 하기로 한다. 야산에서 자연 으

로 자라는 야생종은 한두 번 뒤틀리면서, 밭에서 재배되는 

재배종은 바로 땅속을 고들면서 자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 지치과 식물 에서 지치 품목에 한 국내외의 연

구 성과는 단순하게 지치과 식물의 종(species)의 분류 없이 

일반  내용에 해서만 다루어져 왔다. 지치의 성분 확인에 

한 연구로는 naphthoquinone pigments 유도체가 함유되

어 있는 shikonin 물질  그 이성질체로 alkannin이 존재한

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치 추출물의 용매 분획에 의한 성분 

분리로부터 NMR에 의한 물질 확인으로 shikonin과 그 유도

체들의 구성 성분을 동정 분리해냈다(3,4). 한 원산지에 따

른 동양산과 서양산 지치의 구성성분이 다름을 확인하 는

데, 동양산의 색소성분은 shikonin(2-α-hydroxy-δ-methyl- 

5,8-dihydroxy-1,4-naphthoquinone)이며, 개 monoacetyl 

유도체로 함유되어 있는 반면에 서양산의 색소 성분은 alk-

annin과 학이성질체 계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재배 방

법에 따라서도 성분과 활성이 달라진다고 한다(2-4). 지치에 

한 약리작용으로는 shikonin에 의한 신진 사의 산화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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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조 , 창상과 화상면의 신생 진, acethylshikonin  

shikonin에 의한 항염증과 창상 치유 진 효과, shikonin과 

그 유도체 화합물에 의한 항종양 작용, 당강하 등이 인정

되었으며 그 외에 습진, 피임 등에도 효과 인 것으로 알려

져 있다(5-15). 지치가 지닌 shikonin  그 유도체 화합물의 

구성 양상에 따라 생리활성능이 다르므로 야생  재배 지치

에 한 정확한 품질제시를 한 생리활성능 검토가 필요하

다(16). 이에 지치의 shikonin과 그 유도체 화합물의 정량 

보고에 의하면 야생 지치에 함유된 shikonin 화합물은 3.1%, 

재배 지치에는 2.65%인 것으로 보고된다(2). 따라서 지치과 

식물에 한 기능성식품 소재로서 가치를 확인하고자 재배

방법이 상이한 야생 지치와 재배 지치로부터 methanol 추출

물을 조제하여 용매 극성 차이에 의한 분획물을 처리하여 

그 항산화활성능을 조사하 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지치 뿌리는 경북 천지역에서 야생으

로 자란 것과 재배한 것을 한약상회로부터 구입하여 물에 

3회 씻은 다음, -70oC에서 1일간 속 냉동시킨 다음 진공동

결건조기(Ilshin Lab Co., Ltd., Yangju, Korea)에서 건조한 

후, -20oC의 냉동고(CA-G11XZ, LG Electronics, Seoul, 

Korea)에 보 하면서 사용하 다. 추출용 용매는 시약용 1

(Duksan Pure Chemical Co., Ltd., Ansan, Korea)으로 me-

thanol과 n-hexane을 사용하 고, column chromatography

용으로 acetonitrile(Aldrich Chemical Co., Milwaukee, WI, 

USA) 등을 사용하 다.

추출물 제조  용매분획

동결건조 한 야생 지치는 70%의 methanol로 상온에서 24

시간씩 3회 반복 추출한 후 여과하고 rotary evaporator(R- 

205, Buchi Labotechnik AG Co., Flawil, Switzerland)로 40 
oC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짙은 색을 갖는 methanol 추출

물을 얻었고(2,17), 이를 Fig. 1과 같이 물에 탁한 후 n- 

hexane을 가하여 분획하고 여과한 후 감압 농축하여 n-hex-

ane 분획물(fraction)을 2.47 g를 얻었다. 이를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H2O 등의 용매로 순차 분획하여 

chloroform 분획물 1.51 g, ethyl acetate 분획물 1.08 g, n- 

butanol 분획물 4.10 g, H2O 분획물 85.91 g를 얻었다(Table 

1). 건조한 재배 지치에 하여서도 야생 지치의 경우와 같은 

Fig. 1의 방법으로 methanol 추출물 29.21 g를 얻은 다음, 

순차 으로 용매 분획하여 n-hexane 분획물 1.20 g, chloro-

form 분획물 2.67 g, ethyl acetate 분획물 1.14 g, n-butanol 

분획물 3.55 g, H2O 분획물 86.24 g를 획득하 다(Table 1).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Folin-Denis법을 약간 변형한 것

Dried gromwell

 Extract with methanol

Methanol extract

Dissolve in H2O (3 Volume)

 n-Hexane

n-Hexane fraction H2O

 Chloroform

Chloroform fraction     H2O

 Ethyl acetate

Ethyl acetate fraction H2O

 Butanol

n-Butanol fraction H2O fraction

Fig. 1. Fractionation of the methanol extract from gromwell. 
Values are mean of extraction yield from wild and cultivated 
gromwell.

Table 1. Extraction yields of solvent fractions fractionated 
from gromwell (Lithospermum erythrorhizon Sieb. et Zucc.)

Solvent fractions 
Extraction yield (%)

       Wild Cultivated 

Methanol 36.23±0.371) 29.21±0.59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H2O

 2.47±0.08
 1.51±0.06
 1.08±0.02
 4.10±0.01
85.91±0.21

 1.20±0.09
 2.67±0.02
 1.14±0.06
 3.55±0.02
86.24±0.26

1)
Values are mean±SD (n＝3).

으로 시료를 methanol에 녹여 만든 검액 1 mL에 증류수 5 

mL과 Folin-Ciocalteau 시약 0.1 mL를 넣고 잘 섞어 3분간 

방치한 다음 Na2CO3 포화용액 0.2 mL를 넣는다. 증류수로 

2 mL 되게 희석하여 1시간 방치하고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다음 72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18). 표

 곡선은 quercetin(Sigma Co., St. Louis, MO, USA)을 시

료와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키고 흡 도를 측정한 후 작성하

여 시료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계산하 다. 이때의 shi-

konin은 작게는 quercetin 화합물로서 분류되는 total phenolic 

compound에 속하는 화합물이므로 표 품으로 quercetin을 

사용하 다.

자공여능 측정

Electron donating ability(EDA)는 야생  재배 지치의 

methanol 추출물과 용매별 분획물에 한 각각의 검액이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에 한 시료 첨가구



재배와 야생 지치의 추출물과 용매별 분획물의 항산화효과 791

Table 2. Contents of total phenolics in solvent fractions fractionated from cultivated and wild gromwell

Solvent fraction

   Gromwell

Total phenolics (μg/mg)

Methanol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H2O

 Wild
 Cultivated

14.11±0.95
12.46±0.67

121.10±1.06
353.10±2.12

 94.48±0.18
161.73±1.24

200.73±1.59
138.85±0.35

22.99±1.50
31.11±0.09

 2.66±0.04
10.07±0.19

 t-value
 (p-value)

2.46
(0.07)

-169.53
(<0.01)

-92.96*

(<0.01)
66.55
(<0.01)

-9.36*

(0.01)
-66.10
(<0.01)

1)Values are mean±SD (n＝3). *p<0.05.

와 시료 무 첨가구의 흡 도 감소율을 표시한 것으로 Blois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19). Methanol에 녹인 4 mL 

시료액에 0.08 mM DPPH액 1 mL를 첨가하고 암소에서 30

분간 방치하여 반응 후 52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IC50은 검체 농도에 따른 자공여능 변화 곡선으로부터 산

화를 50% 억제시키는 농도로 표기하 다. EDA(%)＝[1－ 

(A/B)]×100 (A: 시료 첨가시의 흡 도, B: 시료 무 첨가시

의 흡 도).

SOD-liked activity 측정

야생  재배 지치의 methanol 추출물  용매별 분획물

에 한 각각의 검액 0.2 mL에 tris-HCl buffer(pH 8.5) 3.0 

mL와 0.2 mM pyrogallol 0.5 mL를 가하여 10분간 방치한 

후 1 N-HCl로 반응을 정지시킨 후 420 nm에서 UV-visible 

spectrophotometer(Ultraspec 3000, Pharmaca biotech, NJ, 

USA)로 측정하 다(20).

SOD-liked activity(%)＝100－(A/B×100)
(A: 시료 첨가시의 흡 도, B: 시료 무 첨가시의 흡 도)

Hydroxy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FeSO4/EDTA(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용액 0.2 

mL, 10 mM 2-deoxyribose 0.2 mL, 야생  재배 지치의 

methanol 추출물과 용매별 분획물에 한 각각의 검액 0.1 

mL와 0.1 M phosphate-buffer(pH 7.4) 1.3 mL, 10 mM H2O2 

0.2 mL를 가하고 37
oC 항온수조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20% TCA(trichloroacetic acid) 용액 1 mL, 0.67% TBA 

(thiobarbituric acid) 2 mL를 가하여 100oC에서 15분 가열한 

후 속히 냉각시켜 532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 다(21).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100－(A/B×100), A는 시료 첨가시의 흡 도, 

B는 시료 무 첨가 시의 흡 도이다.

Lecithin oxidation inhibitory 측정

Chroloform 10 mL에 egg yolk lecithin 1 g을 녹인 후 각 

시험 에 100 μL씩 주입시킨 후 질소가스로 용매를 제거하

다. 야생  재배 지치의 methanol 추출물  용매별 분획

물 0.1 mL와 Tris-KCl buffer(0.01 M Tris-HCl, 0.175 M 

KCl(pH 7.4)에 2 mM FeSO4, 2 mM ascorbic acid를 첨가하

여 혼합한 후 37
oC에서 30분간 incubating 한 후 과산화지질

을 TBARS법(2-thiobarbituric acid relative substance)에 

의하여 측정하 다(20). Relative antioxidative effect(%)＝ 

100－(A/B×100), A는 시료 첨가시의 흡 도, B는 시료 무 

첨가 시의 흡 도이다.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 로

그램을 사용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 고(22), 각 

시료 간의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 다(p<0.05).

결과  고찰

지치 추출 성분에는 lithospermic acid  rosmarinic acid

의 phenolic acid 화합물이 있는 것으로 밝 진 바 있다(23). 

Shikonin 화합물이 산화 제거 반응에 효과 이라는 선행된 

연구 결과를 토 로 야생  재배 지치의 색소 추출물  

용매별 분획물에 하여 산화반응에 계되는 factor에 하

여 조사하 다. 즉 항산화능으로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과 

자공여능은 서로 상 계에 있는 것으로 밝 진 바 있어 

용매별 분획물에 해 이를 분석하 다.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총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리 분포되어 있는 2차 

사산물의 하나로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진다. 이들은 

phenolic hydroxyl기를 가지기 때문에 단백질  기타 거

분자들과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며, 항산화 효과 등의 생리활

성 기능도 가진다. 야생  재배 지치의 용매별 분획물에 

하여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야생 지치에서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ethyl 

acetate 분획물 200.73 μg/mg, n-hexane 분획물 121.10 μg/ 

mg, chloroform 분획물 94.48 μg/mg, n-butanol 분획물 

22.99 μg/mg, H2O 분획물 2.66 μg/mg 순으로 확인되었다. 

재배 지치는 n-hexane 분획물 353.10 μg/mg, chloroform 

분획물 161.73 μg/mg, ethyl acetate 분획물 138.85 μg/mg, 

n-butanol 분획물 31.11 μg/mg, H2O fraction 10.07 μg/mg 

순으로 야생 지치와는 다른 양상이었다. 이를 통합하여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비교해 보면 재배 지치의 n-hexane 

분획물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야생 지치의 ethyl acetate 

분획물, 재배 지치의 chloroform  ethyl acetate 분획물, 

야생 지치의 n-hexane  chloroform 분획물 순으로 재배 

지치가 야생 지치에서 보다 많은 총 페놀성 화합물을 보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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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solvent fractions fractionated from cultivated and wild gromwell

Solvent fraction

   Gromwell

IC50 (μg/mL)
1)

Methanol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H2O

Wild
Cultivated

794.41±19.70
971.86±13.43

459.19±3.94
 70.90±0.18

306.94±11.14
89.82±1.55

122.95±4.45
312.64±1.39

1198.49±3.44
 946.95±7.70

8860.48±1.70
1057.34±1.14

t-value
(p-value)

-12.89*

(<0.02)
170.52*

(<0.01)
 33.44*

 (0.01)
-70.47
(<0.01)

51.66
(<0.01)

660.34
(<0.01)

1)Amount required for 50% reduction of DPPH. 2)Values are mean±SD (n＝3). *p<0.05.

   

Fig. 2. Superoxide anion dismutase activity of solvent fractions fractionated from cultivated and wild gromwell. A: cultivated 
gromwell, B: wild gromwell. 

*
p<0.05.

다. 특히 chloroform  n-butanol 분획물에서의 야생  

재배 지치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야생 지치가 재배 지

치보다 었다(p<0.05). 이상의 결과는 야생  재배 지치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차이는 용매 극성에 따라 추출수율이 

서로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 야생  

재배 지치의 총 페놀성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용매별 분획

물은 비교  극성이 낮은 n-hexane, chloroform, 그리고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 많이 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된 연구로부터 식물 뿌리 부 의 ethanol 추출물에 한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백련근 5.13 mg/g, 홍련근 4.92 

mg/g, 산뽕나무 3.35 mg/g, 무 0.201 mg/mL로 밝 진 것으

로 볼 때 지치에 비해 그 함량이 었다(24-26).

자공여능

DPPH법은 토코페놀, 비타민 C, polyhydroxyl 방향족 화

합물, 방향족 아민류에 의해 환원되어 짙은 붉은 자색이 탈

색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항산화 물질의 수소공여능으로 알

려져 있다. 즉 자공여능은 활성 radical에 자를 공여하여 

식품 의 지방질 산화를 억제하는 목 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체 내에서 활성 라디칼에 의한 노화를 억제하

는 작용의 목 으로 사용되고 있다(27). 선행 연구를 볼 때 

모든 식물로부터 추출한 물질의 자공여능은 농도 의존

이지 않으므로 본 실험에서는 활성을 50% 하시키는 IC50

을 기 으로 하 다. 야생  재배 지치의 methanol 추출물,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그리고 H2O 

등의 용매별 분획물의 자공여능은 Table 3과 같다. 재배 

지치의 용매 분획물의 IC50은 n-hexane 70.90 μg/mL, chloro-

form 89.82 μg/mL, ethyl acetate 312.64 μg/mL, n-butanol 

분획물 946.95 μg/mL로 용매 극성 차이에 따라 활성도가 

순차 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야생 지치에

서의 IC50은 ethyl acetate 122.95, chloroform 306.94, n-hex-

ane 459.19, n-butanol 분획물 1198.49 μg/mL로 재배 지치와

는 달리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 가장 해 활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용매 극성에 따른 활성 차이는 없었다. 한 

같은 용매 분획물에서 야생  재배 지치의 IC50을 보면,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는 야생 지치가 재배 지치보다 활성산소 

해능이 좋았지만 유의 이지 않았고, n-hexane  chloro-

form 분획물에서는 재배 지치가 야생 지치보다는 활성산소 

해능이 좋았다(p<0.05). 특히 지치 methanol 추출물은 야

생 지치 794.41 μg/mL, 재배 지치 971.86 μg/mL로 야생 지치

가 재배 지치에 비해 낮은 농도에서 자공여 효과가 좋았다

(p<0.05). 이를 Table 1에 제시한 추출수율과 비교하면 야생 

지치 36.23%, 재배 지치 29.21%로 야생 지치가 재배 지치보

다 약 7% 정도 많으므로 추출물 형태로 사용 시 재배 지치보

다 야생 지치가 더 효율 일 것이다.

SOD 유사활성 측정

야생  재배 지치의 추출물과 분획물의 SOD 유사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재배 지치의 methanol 추출물, 

n-hexane, n-butanol  H2O 분획물 층에서는 10 μg/mL에

Concentration (μg/mL) Concentration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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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olvent fractions fractionated from cultivated and wild gromwell. A: cultivated 
gromwell, B: wild gromwell. *p<0.05.

    

Fig. 4. Relative antioxidation effects of solvent fractions fractionated from cultivated and wild gromwell. A: cultivated gromwell, 
B: wild gromwell. 

*
p<0.05.

서 500 μg/mL까지 농도의존 으로 활성이 증가하 고 특히 

methanol 추출물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p<0.05). 야

생 지치에서는 methanol 추출물, n-butanol  H2O 분획물 

층에서는 10 μg/mL에서 500 μg/mL까지 농도의존 으로 활

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특히 methanol 추출물에서 높

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용매 극성이 낮은 n-butanol  H2O 

순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지치 추출물은 superoxide anion 제거능이 높은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단되고, 야생과 재배 지치 모두 항

산화성을 가지는 기능성식품 소재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시사되었다.

Hydroxyl radical 소거능 측정

생물의 호흡과정에서 생성되는 유해활성산소종(ROS: re-

active oxygen species)인 활성산소 라디칼이 생체 고분자의 

산화를 통하여 노화나 암 발생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8). 야생과 재배 지치의 methanol 추

출물과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그

리고 H2O 용매별 분획물에 한 hydroxyl radical 소거활성

은 Fig. 3과 같다. 야생과 재배 지치의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용매 분획물층에서는 10 μg/mL에서 1000 

μg/mL까지 농도의존 으로 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 

유의 이지는 않았다. 야생과 재배 지치의 n-hexane 분획물

을 제외한 methanol, chroloform, ethyl acetate, n-butanol 

 H2O의 분획물에서는 10～1000 μg/mL의  농도에서 소

거능이 약한 것으로 유의 이지 않았다. 다만 n-hexane 분

획물에서는 hydroxyl radical 소거능이 200 μg/mL 농도 이

후에 소거능이 격히 증가되었다(p<0.05).

Lecithin oxidation 해활성 측정

Lecithin 소거능은 과산화지질의 생성을 진하는 과산화

수소 생성과정에 peroxidase를 첨가하여 물과 산소분자로 

환원시켜 최종 으로 산화를 해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

(29)으로 그 결과는 Fig. 4와 같다. 야생과 재배 지치의 chlo-

roform 분획물 1,000 μg/mL 농도에서는 모두 가장 높은 활성

을 나타내었고(p<0.05) 다음으로는 야생 지치의 n-hexane 

Concentration (μg/mL) Concentration (μg/mL)

Concentration (μg/mL)Concentration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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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획물층과 재배 지치의 ethyl acetate 분획물층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유의  차이는 없었다.

요   약

식품의 색소원  약용으로 사용되어 오던 지치과 식물에 

한 정확한 품질지표를 마련하고자 재배방법이 다른 야생

과 재배 지치에 한 산화제거 물질과 계되는 총 페놀 화

합물 함량, 자공여능, SOD 유사활성, hydroxy radical 소

거능, lecithin oxidation 해활성 등의 항산화능을 조사하

다. 지치의 methanol 추출물에 한 총 페놀 함량은 야생 

지치 0.14%, 재배 지치 0.13%이었고 용매별 분획물에 있어

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낸 것은 야생 지치의 경우 ethyl 

acetate 분획물, 재배 지치의 경우 n-hexane 분획물이었다. 

지치의 methanol 추출물에 있어서 DPPH radical 50% 해 

효과인 IC50은 야생 지치 794.41 μg/mL, 재배 지치 971.86 

μg/mL로서 야생 지치가 재배 지치보다 은 농도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p<0.05). 한 용매별 분획물의 IC50에 

있어, 야생 지치는 ethyl acetate 분획층, 재배 지치는 n- 

hexane 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 다. 한 야생과 

재배 지치의 SOD 활성 효과는 10∼500 μg/mL 농도에서 

의존 인 활성을 나타내었고 특히 메탄올 추출물은 농도 

500 μg/mL에서는 다른 용매 분획물보다도 높은 활성을 나

타내었다. Hydroxy radical 소거 활성은 야생과 재배 지치 

모두 1,000 μg/mL 농도에서 chloroform 분획층과 n-hexane 

분획층을 제외하고 50% 이하의 가장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

다. 마지막으로 lecithin 산화 해 활성은 야생과 재배 지치

의 메탄올과 용매별 분획물의 농도 200∼1000 μg/mL에서 높

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특히 농도 1,000 μg/mL의 chloroform

층에서는 90% 내외의 높은 제어효과를 확인하 다. 이상의 

결과로 야생과 재배 지치 모두 항산화성을 가지는 기능성식

품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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