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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쑥의 항산화 및 항암활성과 기능성 물질의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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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oxidant and anticancer activities of leaves and stems from Gaeddongssuk (Artemisia annua L.) were
investigated. The leaves and stems were extracted with water and 80% ethanol, respectively. The antioxidant
and growth inhibition activities toward cancer cells by the 4 kinds of extracts were tested. In addition, phenolic
compounds from A. annua were identified through quantitative analysis using HPLC. Antioxidant activities sig-
nificantly increased in a does-dependent manner, and those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of the leaves were
stronger than those of the stems. Growth inhibition activities of the leaf extracts on HeLa and AGS cell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stem extracts. In particular, the ethanol extract of the leaves had growth inhibition
activities of 61.07% and 57.24% against HeLa and AGS cells, at the concentration of 500 μg/mL, respectively,
which were the highest among all the extracts. Phenolic acid and catechin contents of the A. annua extracts
as determined by HPLC were higher in the leaves than in the stems. Flavonols were identified only in the leaves.
The data suggest that the antioxidant and anticancer activities of A. annua extracts were due to phenolic com-
pounds as well as unknown biological compounds in A. annu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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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쑥은 국화과(Composit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전

국의 산야에 널리 자생하고 있으며, 녹엽 단백질과 필수지방

산의 함량이 높아 영양적으로 우수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1). 쑥은 항산화(2), 항암(3), 면역증진(4) 및 가축 사료로써

의 이용 가능성(5) 등의 기능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있으며, 여러 가지 식품에 응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개똥쑥(Artemisia annua L.)은 국화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으로 열대아시아를 원산지로 하여 전 세계적으로 분포

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각지의 길가나 들판에

무리지어 야생하고 있다. 한방에서는 개똥쑥의 지상부를 청

호(菁蒿)라는 이름으로 해열제, 지혈제, 피부병 치료제 및

살충제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 외 항균, 항바이러스 및

항산화 작용 등이 알려져 있다(6). 중국에서는 예부터 말라

리아 치료를 위한 약초로 사용되어 왔는데 terpenoid계

sesquiterpene lactone의 일종인 artemisinin은 강력한 항말

라리아 효능을 지니므로 현재 의약품으로도 이용되고 있으

며, 이 물질은 성숙한 식물체의 화기와 잎의 선모 등에서도

발견되고 초식성 곤충과 포유동물에게 강한 기피 작용을 일

으킬 뿐만 아니라 말라리아와 같은 병원성 원충에게는 치명

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또한 최근에는 유

방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괴사시키는 항암활성이 입증됨으

로써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생약제로 평가되고 있다(8).

개똥쑥의 주요 성분으로는 arteannuin, arteannuin B, 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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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etin, coumarin 및 eupatin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성분들이

항암 및 항균 작용과 관계가 깊어 이들의 화학적 구조를 밝

혀내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9,10), 주요 성분을 대량 생산

하기 위한 조직배양 및 유전자 형질전환에 대한 연구도 이루

어져 있다(11).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개똥쑥은 총 항산화력

이 높은 약용식물 중의 하나로서 개똥쑥의 높은 항산화 활성

은 시료 중에 함유된 페놀 화합물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12,13), chlorogenic acid, ρ-coumaric acid, cou-

marin, 6,7-dimethoxy-coumarin, luteolin-7-glucoside, rutin,

quercetin, luteolin 및 kaempferol 등의 페놀 화합물이 분

리․동정되었으나(14), 국내에서 개똥쑥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개똥쑥의 생리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잎

과 줄기로 구분한 후 각각 물 및 80% 에탄올로 추출하여

항산화 및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을 측정하였으며, 이들의

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유추되는 페놀 화합물을

HPLC를 이용하여 분석․동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추출

본 실험에 사용한 개똥쑥(Artemisia annua L.)은 2009년

7월경 경상남도 하동군에서 채취하여 음건하였으며, 잎과

줄기로 구분하여 마쇄한 후 80 mesh의 체에 통과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마쇄한 시료 각 50 g에 20배의 증류수 및 80%

에탄올을 가하여 60oC 수욕상에서 6시간씩 2회 반복 추출한

후 회전식 진공증발농축기로 완전 건고시켜 추출물을 얻어

증류수로 일정농도로 조정한 후 항산화 및 항암 활성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이때 개똥쑥의 물 및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추출 수율은 잎이 각각 7.94% 및 15.00%, 줄기는 23.01

% 및 27.69%였다(15).

HPLC 분석용 시료는 각 시료 1 g에 10배의 증류수 및

80% 에탄올을 가하여 상기와 동일하게 추출한 후 0.45 μm

membrane filter에 통과시킨 것을 사용하였다.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

nate)] 라디칼 소거활성은 7 mM의 ABTS 용액에 potas-

sium persulfate를 2.4 mM이 되도록 용해시킨 다음 암실에

서 12～16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15 nm에서 흡광도가 1.5

가 되도록 증류수로 조정한 ABTS 용액 3 mL에 추출물 1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켜 415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16). NO(nitric oxide) 라디칼 소거활성은

추출물 0.5 mL에 5 mM sodium nitroprusside 용액 0.5 mL

및 20 mM phosphate 완충용액 2 mL를 혼합한 후 25
o
C의

수욕상에서 150분간 반응시켰다. 여기에 griess reagent[2%

sulfanilamide-4% H3PO4 : 0.2% naphthylethylenediamide

＝1:1(v/v)] 0.5 mL를 가하여 54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17). 라디칼 소거활성은 시료 무첨가구에 대한 시료 첨

가구의 흡광도 비로 계산하였다.

FRAP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 측정

개똥쑥 추출물에 대한 FRAP(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은 Benzie와 Strain(18)의 방

법에 따라 300 mM acetate buffer(pH 3.6), 40 mM HCl에

용해한 10 mM TPTZ(2,4,6-tripyridyl-s-triazine) 용액 및

20 mM FeCl3․6H2O를 각각 10:1:1(v/v/v)의 비율로 혼합하

여 37oC의 수욕상에서 가온한 것을 FRAP 기질액으로 사용

하였다. 96 well plate에 시료액 40 μL, FRAP 기질액 100 μL

및 증류수 200 μL를 차례로 혼합하여 37oC에서 4분간 반응

시킨 후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FeSO4․7H2O

를 표준물질로 하여 얻은 표준검량선으로부터 계산하였다.

Fe
2+
킬레이팅 활성 측정

Fe2+ 킬레이팅 활성은 시료 추출물 0.2 mL, methanol 0.8

mL, 2 mM FeCl2․4H2O 용액 0.05 mL 및 5 mM ferrozine

[3-(2-pyridyl)-5,6-diphenyl-1,2,4-triazine-4,4''-disulfonic

acid] 용액 0.2 m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6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9). 추출물의 Fe
2+

킬

레이팅 활성은 시료 무첨가구에 대한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비로 나타내었다.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 측정

실험에 이용한 인간 암세포주는 자궁경부 상피암 세포인

HeLa 및 위암세포인 AGS로 한국세포주은행(KCLB, Korea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10% FBS, penicillin(100 units/mL), streptomycin(50 μg/

mL)을 첨가한 RPMI-1640 배지를 사용하여 37oC,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암세포에 대한 시료 추출물의 증식억

제 활성은 MTT[3-(4,5-dimethylthiazol)-2,5-diphenyl te-

trazolium bromide]방법(20)을 이용하였으며, 세포 배양용

96 well plate에 세포수를 5×104 cells/mL로 100 μL씩 분주

하여 37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시료 추출물을 배지에 62.5, 125, 250 및 500 μg/mL 농도로

조절하여 100 μL씩 접종하였다. 이를 24시간 배양한 다음

5 mg/mL의 MTT 용액을 10 μL씩 첨가하여 4시간 동안

37oC에서 배양하였다. 이때 생존하는 세포와 MTT와의 반

응으로 생성된 formazan 결정을 dimethyl sulfoxide(DMSO)

100 μL에 녹여 plate shaker(MX2, FINEPCR, Seoul, Korea)

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로 54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으며, 시료 무첨가구에 대한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비(%)로 계산하였다.

HPLC에 의한 페놀 화합물의 분석

개똥쑥의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의 페놀 화합물 분석은

phenolic acid, flavonol 및 catechin류로 구분하였으며, 각각

의 표준물질(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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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tical conditions of HPLC for phenolic acid, flavonol and catechin in A. annua extracts

Items Phenolic acid and flavonol Catechin

Instrument Agilent 1200 series (Agilent Co., Forest Hill, Vic,
Australia)

Agilent 1200 series (Agilent Co.)

Detector UV-DAD detector (Agilent 1200 series, Agilent Co.) UV-DAD detector (Agilent 1200 series, Agilent Co.)

Wavelength 270 nm 270 nm

Column XTerra
TM
RP C8 (4.6×250 mm, 5 μm, Waters Co.,

Milford, MA, USA), 30oC
TSKgel ODS-100Z (4.6×250 mm, 5 μm, Tosoh Co.,
Tokyo, Japan), 40oC

Mobile phase A: 0.5% glacial acetic acid, B: methanol
0～10 min: B (15%), 10～20 min: B (15～20%),
20～30 min: B (30～40%), 40～50 min: B (40～60%),
50～55 min: B (60～80%), 55～60 min: B (80～100%)

A: 0.5% glacial acetic acid, B: acetonitrile
0～10 min: B (15%), 10～20 min: B (15～20%),
20～25 min: B (20～60%), 25～30 min : B (60～100%)

Flow rate 1 mL/min 1 mL/min

Injection volume 20 μL 20 μL

Table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 annua extracts (%)

Sample
code

1)
Concentration (μg/mL) IC50 values

3)

(μg/mL)125 250 500 1,000 2,000

LW
LE

36.32±2.59aC2)
38.20±2.60aC

55.69±1.71bC
64.62±0.79bD

83.83±1.91cC
84.44±1.22cC

96.83±1.18dD
92.72±1.13dC

97.71±1.06dB
95.97±1.91eB

224.41±1.73
179.25±3.49

SW
SE

25.33±1.62aB
16.60±2.50aA

30.12±1.31bB
25.83±3.51bA

47.84±1.59cB
32.91±1.96cA

66.28±1.80dB
50.91±0.53dA

96.30±1.76eB
74.02±3.80eA

540.61±10.55
974.40±9.98

1)
LW: water extract from leaves of A. annua, LE: 80% ethanol extract from leaves of A. annua, SW: water extract from stems
of A. annua, SE: 80% ethanol extract from stems of A. annua.
2)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e) and column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IC50 values were defined as the concentration which inhibits 50% of biological activity.

Table 3.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of A. annua extracts (%)

Sample
code1)

Concentration (μg/mL) IC50 values
(μg/mL)125 250 500 1,000 2,000

LW
LE

25.91±1.74aB2)
26.42±1.76aB

31.85±1.15bB
28.22±1.06aA

33.27±1.96bB
30.85±0.86bB

38.57±1.24cB
40.65±1.29cBC

48.27±1.02dB
50.54±1.18dC

2,000<
3)

1937.56±16.44
SW
SE

28.74±1.30aB
22.76±1.68aA

37.10±0.85bC
27.19±0.63bA

39.31±0.75cC
27.02±1.83bA

42.58±0.48dC
29.46±1.78bA

49.95±1.27eBC
33.50±0.68cA

2,000<
2,000<

1)
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2.
2)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e) and column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50% inhibition was not appeared at concentrations (125～2,000 μg/mL) of A. annua extracts.

사용하여 Table 1과 같은 조건하에서 HPLC에 의해 동일조

건에서 분석한 표준물질과 머무름 시간을 비교하여 동정한

후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정량하였다.

통계처리

반복 실험하여 얻은 결과는 SPSS 12.0 package를 사용하

여 분산분석 하였으며,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

다. 각 시료의 분석결과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분산분석을

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라디칼 소거활성

개똥쑥 잎과 줄기의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을 125, 250,

500, 1,000 및 2,000 μg/mL의 농도로 조정하여 ABTS 및

NO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 및 3과 같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첨가된 시료의 농도가 증가됨에

따라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Table 2). 개똥쑥 잎의 물 추출

물(LW) 및 에탄올 추출물(LE)은 개똥쑥 줄기의 물 추출물

(SW) 및 에탄올 추출물(SE)에 비해 모든 농도에서 유의적

으로 높은 소거활성을 나타내었으며, 2,000 μg/mL 농도에서

는 LW, LE 및 SW 간에 유의차를 보이지 않아 활성이 유사

한 것으로 보였다. 반면에, IC50값을 비교할 경우 잎 에탄올

추출물(LE)은 줄기 물 추출물(SW)에 비해 약 66.8% 정도로

라디칼 소거활성이 높았다. NO 라디칼 소거활성은 추출물

의 첨가 농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나(Table 3), 줄기

물 추출물(SW)은 125 μg/mL 농도에서 LW 및 LE에 비해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250～500 μg/mL 농도에서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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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of A. annua extracts (FeSO4 eq μM)

Sample
code

1)
Concentration (μg/mL)

125 250 500 1,000 2,000

LW
LE

16.87±0.37aA2)
34.88±0.91aC

24.90±0.15bA
58.51±1.08bC

37.09±0.17cA
99.64±0.83cD

54.53±0.71dA
133.58±0.66dC

71.73±8.68eA
136.96±0.50dC

SW
SE

35.31±1.63aC
19.40±0.19aB

58.84±2.19bC
30.20±0.10bB

92.88±1.05cC
49.87±28.09cB

136.48±0.71dD
78.76±0.74dB

143.59±1.41eD
124.06±0.96eB

1)
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2.
2)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e) and column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의적으로 높은 소거활성을 보였다. 또한 1,000～2,000 μg/

mL 농도에서는 LE와 활성이 유사하였다.

사철쑥의 잎, 종실 및 줄기 추출물 중 잎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훨씬 우수한 것은 시료 중의 총 페놀 함량이 높

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2), Choi 등(21)은 여

러 종류의 쑥으로부터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많은 시료에서

소거활성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은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상관성이 높으며 그 유효 물질

이 페놀 화합물에 연유된다는 보고(22)와 개똥쑥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시료 중에 함유된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

드 함량에 기인한다는 보고(15)를 볼 때, 본 실험 결과의 라

디칼 소거활성도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의존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로 다른 라디칼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의 측정에서

소거활성의 차이는 시료의 산화환원 및 라디칼의 화학 구조

적 차이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23), 개똥쑥 추출물의

NO 라디칼 소거활성은 ABTS 라디칼 소거활성과 유사한

기작에 의해서 일어나며, 활성의 차이는 반응기질의 조건이

나 라디칼의 종류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RAP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

FRAP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의 측정은 산성 pH영역에서

ferric tripyridyltriazine(Fe
3+
-TPTZ) 복합체가 환원성 물질

에 의해 청색의 ferrous tripyridyltriazine(Fe
2+
-TPTZ)으로

환원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대부분의 항산화제가 환원

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된 방법이다(18). 개

똥쑥 추출물의 FRAP 측정 결과를 FeSO4 당량으로 나타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첨가된 추출물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잎 에탄올 추출물(LE)의

경우에는 1,000～2,000 μg/mL의 농도에서 133.58～136.96 μM

로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1,0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FRAP 활성은 통계적으로 줄기 물 추출물(SW)이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잎 에탄올 추출물(LE)이었으나 그 차이가 작아

LE는 SW와 FRAP 활성이 비슷한 것으로 여겨진다.

FRAP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은 산화반응의 촉매제로 작

용하는 금속이온을 환원시키는 효력을 의미하는데, 시료의

환원력은 전자공여를 통한 라디칼의 소거활성과도 관련이

높으며(24), 시료 중에 함유된 페놀 화합물의 함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5). 개똥쑥의 물 및

에탄올 추출물의 환원력은 시료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

의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의존적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5). 또한 Lee 등(26)은 시

판 포도주스에서 총 페놀 함량과 FRAP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과의 상관계수가 0.97 이상으로 총 페놀 함량이 많을수

록 항산화 활성이 높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비름과 식물류

추출물의 경우에는 총 페놀 함량과 FRAP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과의 상관관계가 0.48,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의 상

관관계는 0.20으로 총 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과의 관련성

이 낮다는 보고(27)도 있으며, 약용식물류나 안토시아닌이

많은 식물에서 항산화 활성은 총 페놀 함량과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8). 이러한 결과는 시료의 총

페놀 함량이 높더라도 ascorbic acid, phytic acid, sterol,

saponin, carotenoid 등의 비 페놀성 물질이 항산화 활성의

주된 물질로 작용되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어 있는데(27), 본

실험 결과도 이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Fe
2+
킬레이팅 활성

체내 세포에서 지질 및 단백질의 산화를 촉진하는 Fe2+과

같은 금속이온 인자(29)에 대하여 개똥쑥 추출물의 킬레이

팅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모든 시료에서

추출물의 첨가 농도에 의존적으로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잎

과 줄기의 물 추출물은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 월등히 높았는

데, IC50값은 잎 물 추출물(LW)에서 265.98 μg/mL, 줄기 물

추출물(SW)에서 785.60 μg/mL이었으나 잎과 줄기의 에탄

올 추출물(LE, SE)은 1,000 μg/mL 이상으로 물 추출물에서

Fe2+ 킬레이팅 활성이 다소 높았다.

항산화성 물질에 의한 Fe2+ 킬레이팅 활성은 활성산소종

의 생성을 억제하여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막고, 지질 과산

화물의 생성에 촉매 역할을 하는 전이 금속의 농도를 낮추므

로 금속 이온의 킬레이팅 활성은 중요한 항산화 기작으로

알려져 있는데(30), Fe2+ 킬레이팅 활성은 시료에 함유된 페

놀성 물질의 함량과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31). 국화과 식물인 마가렛, 국화 및 낙동구절초의 꽃과 잎

줄기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한 보고에서 페놀 및 플라

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게 측정된 국화 잎줄기 추출물은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가장 높았던 반면, Fe2+

킬레이팅 활성은 가장 낮았다고 보고되어 있는데(32),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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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Fe2+ chelating activity of A. annua extracts (%)

Sample
code

1)
Concentration (μg/mL) IC50 values

(μg/mL)125 250 500 1,000 2,000

LW
LE

20.45±1.10aC)2)
0.27±0.00aA

55.32±0.10bD
4.00±0.08bA

87.44±0.46cC
8.65±0.92cA

96.29±0.78dD
28.99±1.42dB

98.73±0.49eD
52.47±0.92eA

265.98±1.57
1868.45±39.29

SW
SE

11.20±2.21aB
2.30±0.69aA

34.88±1.33bC
9.01±2.01bB

46.37±0.76cB
9.31±1.85bA

61.32±0.57dC
20.35±0.09cA

94.21±1.07eC
82.52±1.37dB

785.60±15.10
1382.45±10.55

1)
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2.
2)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e) and column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6. Growth inhibition rates of A. annua extracts on HeLa human cervix epitheloid carcinoma cell (%)

Sample
code1)

Concentration (μg/mL) IC50 values
(μg/mL)62.5 125 250 500

LW
LE

31.07±0.95aA2)
37.10±4.02aB

36.48±0.47bB
49.71±1.04bD

41.57±1.06cB
54.59±1.61cD

44.37±0.42dB
61.07±1.38dD

500<
3)

233.64±6.69
SW
SE

28.64±1.00aA
31.57±0.82aA

31.85±0.02bA
41.75±0.57bC

33.78±0.84cA
44.06±1.13cC

40.66±0.54dA
49.22±0.94dC

500<
500<

1)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2.
2)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d) and column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50% inhibition was not appeared at concentrations (62.5～500 μg/mL) of A. annua extract.

Table 7. Growth inhibition of A. annua extracts on AGS human stomach adenocarcinoma cell (%)

Sample
code

1)
Concentration (μg/mL) IC50 values

(μg/mL)62.5 125 250 500

LW
LE

14.00±0.67aA2)
27.76±1.12aB

23.19±3.75bB
38.74±0.60bC

29.10±0.54cB
43.52±1.19cC

35.10±1.84dA
57.24±0.40dC

500<3)

368.00±2.60
SW
SE

13.93±2.38aA
13.14±0.81aA

16.72±0.57bA
22.29±1.92bB

24.11±1.59cA
27.85±1.29cB

33.58±3.54cA
41.75±0.57dB

500<
500<

1)
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2.
2)
Each value represents mean±SD, n=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d) and column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3)
50% inhibition was not appeared at concentrations (62.5～500 μg/mL) of A. annua extract.

금속이온을 제거하는 물질과 라디칼을 소거하는 물질이 다

르며(33) 유리 라디칼을 소거할 수 있는 페놀 화합물의 함량

은 높으나 금속이온을 포집할 수 있는 물질의 함량이 낮기

때문이라고 추정된 바 있다(32).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 개똥

쑥 추출물의 ABTS 및 NO 라디칼 소거활성이 여타 추출물

에 비해 높은 반면, Fe2+ 킬레이팅 활성이 낮았던 점과 유사

한 결과라 사료된다.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

개똥쑥 추출물을 62.5, 125, 250, 500 μg/mL의 농도로 조정

하여 인체 자궁경부 상피암 세포인 HeLa 및 위암세포인

AGS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MTT assay로 측정하였다

(Table 6 및 7). 개똥쑥 추출물의 HeLa 세포에 대한 증식억

제 활성은 측정한 모든 농도에서 잎과 줄기의 에탄올 추출물

(LE, SE)이 물 추출물(LW, SW)에 비해 높은 활성을 보였으

며, 250～500 μg/mL 농도에서 잎 에탄올 추출물(LE)은 50%

이상의 활성을 보였으나, 그 외에는 50% 미만이었다. 특히,

잎 에탄올 추출물(LE)의 IC50 값은 233.64 μg/mL로 여타 추

출물에 비해 HeLa 세포의 증식억제 활성에 가장 효과적이

었다(Table 6). AGS 세포에 대한 증식억제 활성은 HeLa

세포와 유사한 경향으로 에탄올 추출물(LE, SE)이 물 추출

물(LW, SW)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500 μg/mL 농도에

서 잎 에탄올 추출물(LE)의 활성은 57.24%였으며, 그 외 시

료에서는 50% 미만이었다(Table 7).

Xu 등(3)은 쑥의 수용성 추출물이 종양 괴사인자를 활성

화시킨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시료 중에 함유된 페놀

화합물에 의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4). 개똥쑥으로부터

분리한 (Z)-7-acetoxy-methyl-11-methyl-3-methylene-

dodeca-1,6,10-triene은 인체 폐암세포인 95-D에 대하여 미

토콘드리아의 막전위를 낮추고 caspase-9와 caspase-3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apoptosis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으며(35), Singh와 Lai(8)는 개똥쑥의 artemisinin이

유방암 세포를 선택적으로 괴사시킨다고 하였다. Lee와

Koo(36)는 국화인 에키네시아 꽃봉우리, 잎줄기 및 뿌리의

메탄올 추출물이 간암, 폐암, 인간유래 백혈암 및 마우스 백

혈암 등 4종의 암세포주에 대하여 강한 억제 활성을 나타낸

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개똥쑥 추출물의 암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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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he contents of phenolic acid compounds in A. an-
nua extracts (mg/kg, dry basis)

LW
1) LE SW SE

Gallic acid
Protocatechuic acid
Gentisic acid
ρ-Hydroxybenzoic acid
Vanillic acid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Salicylic acid
ρ-Coumaric acid
Sinapic acid
Ferulic acid
t-Cinnamic acid

59.93
238.87
50.20
103.35
241.84
102.13
884.59
669.31
113.56
392.58
－
－

－2)

215.48
－
77.44
148.92
207.97
129.54
597.10
44.04
839.87
62.11
7.19

25.72
56.79
－
25.42
55.00
45.82
46.99
－
19.84
152.11
－
－

18.98
60.21
－
45.48
87.99
150.60
－
－
－
－
60.97
－

Total 2,857.36 2,327.66 427.69 424.23
1)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2.
2)
Not detected.

Table 9. The contents of flavonol compounds in A. annua
extracts (mg/kg, dry basis)

LW1) LE SW SE

Rutin
Quercetin
Kaempferol

－
2)

202.11
－

266.21
106.89
21.84

－
－
－

－
－
－

Total 201.11 394.94 － －
1)
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2.
2)
Not detected.

Table 10. The contents of catechin compounds in A. annua
extracts (mg/kg, dry basis)

LW
1) LE SW SE

Epigallocatechin
Catechin
Epicatechin
Epigallocatechin gallate
Gallocatechin gallate
Epicatechin gallate
Catechin gallate

416.72
2083.59
3014.29
－
2)

881.30
－
30.13

327.29
3704.16
1201.39
252.30
1272.48
7930.79
1625.77

217.24
544.07
439.48
151.09
349.40
1074.90
3264.81

－
1675.18
457.15
263.58
618.94
4982.66
1377.84

Total 6,425.03 16,314.18 6,040.99 9,375.35
1)
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2.
2)Not detected.

증식억제 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비록 암세포주의

종류는 다르나 국화과 식물이 인체 암세포주에 대해 강한

억제활성이 있는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페놀 화합물의 분석․동정

HPLC를 이용하여 개똥쑥 추출물의 페놀 화합물을 phe-

nolic acid, flavonol 및 catechin류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

는 Table 8, 9 및 10과 같다. Phenolic acid는 Table 8과 같이

12종의 화합물이 동정되었으며, 줄기(SW, SE)에 비해 잎

추출물(LW, LE)에서 총량이 2,857.36 mg/kg, 2,327.66 mg/

kg으로 약 5.4～6.7배 정도 높게 정량되었다. Flavonol류는

총 3종을 동정하였는데, 잎 에탄올 추출물(LE)에서 3종 모두

검출되었으며, 잎의 물 추출물(LW)에서는 quercetin만이 확

인되었다. 반면에 줄기 추출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Ta-

ble 9). Catechin류는 7종을 동정하였으며, 잎 에탄올 추출물

(LE)은 타 시료에 비해 1.7～2.7배 정도 높게 정량되었으며,

물 추출물은 잎과 줄기에서 비슷한 함량이었다. 특히, 잎 에

탄올 추출물(LE)에서 epicatechin gallate, catechin 및 gallo-

catechin gallate의 함량이 타 시료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며,

epicatechin gallate는 총량의 약 48.6%를 차지하였다(Table

10). 녹차의 항산화 활성은 catechin류 함량에 의존적이며,

catechin 성분 중 epicatechin, epicatechin gallate 및 epi-

gallocatechin gallate 등이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성분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37), 개똥쑥 추출물의 항산화 활

성도 이들 catechin류와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쑥속의 식물은 다양한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항산화 활성이 커서 효소적 또는 비효소적으로 지질

과산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고 보고되어 있다(38). 참쑥

전초의 에탄올 추출물은 21가지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분

리․동정된 바 있는데, 이들 물질은 쥐 간의 마이크로좀에

대하여 지질과산화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비타민 E보

다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9).

사철쑥의 용매별 생리활성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메탄올 추

출물이 여타 추출물보다 항산화 활성이 높았는데, 시료 중의

페놀 화합물에 의존적이며 chlorogenic acid, 3,5-dicaf-

feoylquinic acid 및 3,4-dicaffeoylquinic acid 등의 페놀 화

합물이 동정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40). Cai 등(14)은 개똥

쑥 지상부에서 luteolin, luteolin-7-glucoside 등의 flavones,

kaempferol, quercetin 및 rutin 등의 flavonols과 coumarin,

6,7-dimethoxy-coumarin 등의 coumarin류를 분리․동정하

였으며, 물 추출물에 비해 메탄올 추출물에서 총 페놀 화합

물의 함량 및 항산화 활성이 뛰어났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똥쑥 추출물은 항산화 및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의 활성은 시료 중의

페놀 화합물에 대한 의존성이 높으나, 그 외 미지의 물질도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

라 생각된다.

요 약

개똥쑥(Artemisia annua L.)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로

써 개똥쑥 잎과 줄기의 항산화 및 암세포 증식억제 활성을

측정하였으며, 이들의 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페놀 화합물을 HPLC를 이용하여 분석․동정하였

다. 개똥쑥 잎과 줄기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농도에 의존

적이었으며, 대부분 줄기보다 잎에서 더 높은 경향이었다.

인체 자궁경부 상피암 세포인 HeLa 및 위암세포인 AGS에

대한 증식억제 활성은 줄기보다 잎 추출물에서 더 높았는데

특히, 잎 에탄올 추출물의 HeLa 및 AGS세포에 대한 증식억

제 활성은 500 μg/mL 농도에서 각각 61.07% 및 57.24%로

추출물 중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다. HPLC를 이용하여 페놀

화합물을 분석한 결과, phenolic acid 및 catechin류는 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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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잎 추출물에서 월등히 높게 정량되었다. Flavonol류

는 잎에서만 동정되었으며, rutin 및 kaempferol은 잎 에탄올

추출물에서만 동정되었다. 개똥쑥 추출물의 항산화 및 암세

포 증식억제 활성은 페놀 화합물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나,

미지의 활성 물질이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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