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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tudied the antioxidant activity of Suaedajaponica, found in Korean mud flats. A 70% ethanol extraction
yielded 9.74%. The 70% ethanol extract was further fractionated with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and water. The water fraction resulted in the highest extraction yields, but the ethyl acetate fraction resulted
in the highest total phenol content and also total flavonoid content. The antioxidative activity of the fractions
was evaluated using several methods and compared to commercial antioxidants. The scavenging activities of
the hydroxyl radical, hydrogen radical, hydrogen peroxide, and xanthine oxidase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were equivalent to that of BHA. The scavenging activities of the hydroxyl radical, hydrogen peroxide, and xan-
thine oxidase of the ethanol extracts were approximately 80～90% of that of B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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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세계화에 따라 육류섭취가 증가하는 등 식생활의 다

양한 변화와 더불어 늘어나는 각종 성인병 퇴치를 위한 자연

건강식의 개발과 기능성을 갖는 식품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식료품으로부터 유래하는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기능성식품에 대한 연구가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1).

항산화제는 산소를 제거하거나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free

radical과 반응함으로써 특정 비타민류와 필수아미노산 등

의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유지 제품의 산패를 지연 또는 방지

하는 목적으로 사용된다(2).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식용 식물에는 비타민, minerals, polyphenol류 등 건강

유지에 중요한 광합성 대사산물이 포함되어 있으며(3), 이러

한 식용식물을 대상으로 주로 항산화 활성이 보고되고 있고

(4,5), 천연식물에서부터 분리한 천연항산화제는 화장품과

의약품 등에 널리 이용되고 있어(6,7) 식용이나 약용식물 등

의 천연생리활성물질에 대한 연구는 특히 기능성식품의 개

발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칠면초(Suaeda japonica)는 명아주과에 속하는 염생식물

로 어릴 때 채취하여 나물로 사용하였다. 만조 때에 침수되

는 낮은 지대부터 건조한 지역까지 그 생육지의 범위가 넓을

뿐만 아니라 내염성이 강하며 장기간의 침수상태에서도 생

육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호염성 식물이다. 현재 호염성 식물

로 널리 알려진 함초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져

있다(8,9). 하지만 함초에 비해 자생력이 더 강하고 단위면적

당 생산성이 더 높으며, 더 넓은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칠면

초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

재 칠면초에 관한 연구로는 생리적인 특성(10-12), 분포특성

(13,14), 생육에 미치는 환경요인이나 지역에 따른 형태적

차이(15) 등이 있다. 하지만 아직 연구내용이 미미하고 그나

마 대부분 생육에 관한 내용일 뿐 칠면초의 생리활성을 이용

하여 식품소재로서 검토한 연구는 아주 빈약한 실정이다. 칠

면초는 갯벌이 발달한 우리나라에 무수히 자생하는 염생 식

물로 손쉬운 재배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생리활성 효과 등

식품으로서 효용성만 입증된다면 좋은 기능성식품 재료로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한 기초 자료

로 사용하기 위해 성분분석, 생리활성효과 등을 검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칠면초는 (주)한누리에서 재배한 것을 공급받아 건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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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action yield from 70% ethanol extract of Suaeda
japonica by various solvents

Solvent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Water

Fraction
yield (%)

0.24 0.14 0.14 0.49 8.73

사용하였다. 일반분석에 사용한 ethyl ether 등의 용매들과

추출 용매로 사용한 ethanol 등은 1급으로 Duksan Pure

Chemical Co.(Ansan, Korea)에서 구입, 사용하였고 그 밖에

시약은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 Shinyo

Pure Chemicals Co.(Osaka, Japan) 등의 것을 구입, 사용하

였다.

용매 추출

검색용 생리활성물질은 건조 시료 150 g당 10배의 70%

ethanol을 첨가한 후 환류냉각관을 부착한 80oC의 Heating

mantle(Mtops, Yangjusi, Korea)에서 3시간 추출시켜 여과

(Whatman No.2)하여 얻었다. 이렇게 2, 3차 추출액을 얻어

모두 혼합한 후 rotatory vacuum evaporator(Buchi, Post-

fach, Switzerland)로 용매를 증발시킨 용액을 상압 가열 건

조시켜 고형물 함량을 산출하였다(16).

70% ethanol 추출물의 분획

70% ethanol 추출물을 극성을 달리한 용매별로 분획하여

분획물을 얻었다. 농축한 추출물을 water에 희석한 후 hex-

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water 순으로 각각

분액여두에서 3회 반복 추출한 다음 rotatory vacuum evap-

orator로 용액을 동결 건조시켜 고형물 함량을 산출하였다

(17).

총 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AOAC법(18)에 의하

여 측정하였다. 즉, 칠면초 분획물 1 mL를 취하여 2%(w/v)

Na2CO3 용액 1 mL를 가하여 3분간 방치한 후, 50% Folin-

Ciocalteu 시약 0.2 mL를 가하여 반응시켜 75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함량은 tannic acid를 이용하여 작

성한 표준곡선을 통해 계산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는 분획

물 0.5mL에 10% aluminum nitrate 0.1 mL, 1 M potassium

acetate 0.1 mL 및 ethanol 4.3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

에서 40분간 정치한 다음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quercetin을 표준물질로 하여 작성

한 표준곡선을 통해 계산하였다.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측정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를 사용한 항산화

활성 검정법으로 여러 농도의 시료를 4 mL의 methanol에

녹여 1.5×10-4 M DPPH methanol 용액 1 mL를 첨가한 후,

30분간 실온에 방치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흡광도를 1/2로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시료의 양(μg)을 RC50으로 나타냈으며, 기존 항산

화제인 BHA와 비교하였다(18). 계산은 다음의 식과 같이

하였다.

R%＝
A－B ×100
A

A: blank, B: sample

Hydroxyl radical 소거능 측정

Gutteridge(19)의 방법에 따라 시험관에 1 mM FeSO4/

EDTA 용액 0.2 mL, 10 mM 2-deoxyribose 0.2 mL, 시료

0.2 mL, 0.1 M phosphate buffer(pH 7.4) 1.2 mL, 10 mM

및 H2O2 0.2 mL를 차례로 가한 다음 37oC에서 1시간 반응시

킨 후 2.8% TCA용액 1 mL를 가하고 95
o
C 수욕상에서 10분간

가열한 다음 급냉시킨 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Hydrogen peroxide 소거활성

Park 등의 방법(20)에 따라 96 well micro plate에 PBS

100 μL, 시료 20 μL을 넣고 1 mM H2O2를 가하여 5분 방치한

다음 1.25 mM ABTS 30 μL와 PBS에 녹인 1 unit/mL

peroxidase 30 μL를 첨가하여 37
o
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Stirpe와 Corte의 방법(21)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5)에 xanthine 2 mM을

녹인 기질액 3 mL에 효소액 0.1 mL와 추출용액 0.3 mL를

넣어 37
o
C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20% trichloroacetic acid

1 mL를 가하여 반응을 종료시킨 다음 3,5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단백질을 제거한 후 반응액 중에 생성된 uric

acid를 29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결과는 평균으로 나타내었고, 각 실험군 간의

비교분석은 SAS system을 이용하여 ANOVA 분석 후 p<

0.05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사용하여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70% ethanol 추출수율 및 용매별 분획물의 수율

칠면초의 항산화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자연 건조하여 마

쇄한 시료를 70% ethanol로 추출하였다. 이것의 일부를 110
oC에서 건조시킨 후 고형분 함량을 추출수율로 계산한 결과

추출수율은 9.74%로 측정되었다. 이를 용매별로 분획한 후

원물 대한 추출수율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70%

ethanol 추출물의 용매별 분획물의 추출수율을 보면 water

분획이 89.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butanol,

ethyl acetate, chloroform, hexane 순이었다. 대체적으로 용

매의 극성이 높아질수록 추출수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천년초(22), 거봉(23), 엉겅퀴(24) 등의 용매별 분획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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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tal phenol, total flavonoid contents of fraction
from 70% ethanol extract of Suaeda japonica by various sol-
vents (mg/g)

Solvents used Total phenol Total flavonoid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Water

3.3±0.21)b2)
17.8±0.4a
22.5±0.4a
20.2±0.4a
14.5±0.2a

1.7±0.2d
7.1±0.2b
10.9±0.2a
3.1±0.1c
4.9±0.1c

1)
Mean±SD, n=12.
2)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DPPH free radical, hydroxyl radical, hydrogen peroxide, xanthine oxidase scavenging activity scavenging activities
of different solvent fraction from 70% ethanol extract of Suaeda japonica and commercial antioxidants

Solvents used DPPH
1)
RC50 (μg/mL) Hydroxyl

2)
(%) Hydrogen

3)
(%) Xanthine

4)
(%)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Water
BHA

76.6±2.65)a6)
35.0±2.5b
28.4±2.6b
43.5±2.6b
28.3±2.5b
3.1±0.57c

11.2±2.9d
19.9±3.1cd
59.2±8.3b
24.3±6.2c
54.0±9.4b
73.5±10.7a

36.9±3.6b
39.9±10.1b
76.3±4.3a
44.0±6.3b
68.2±4.7a
88.3±8.7a

10.6±3.1c
30.5±7.5b
69.7±2.9a
45.8±2.8b
27.9±3.3b
76.1±5.3a

1)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2)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3)Hydrogen peroxide scavenging activity.
4)
Xanthine oxidase scavenging activity.
5)Mean±SD, n=12.
6)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의 수율 또한 용매의 극성이 높을수록 분획물의 수율이 높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비슷한 염생식물인

함초로 실험한 Kim(25) 또한 추출물 분획 시 water, butanol,

ethyl acetate, chloroform, hexane 층으로 수율이 높다고 보

고해 본 결과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총 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칠면초 70% ethanol 추출물을 용매별로 분획한 후 총 페

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Ethyl acetate 분획물이 총 페놀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22.5 mg/g, 10.9 mg/g으로 가장 높았으며 chloroform

은 비교적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다음으로 높았으며

water, hexane 순으로 높은 함량을 보여주었다.

항산화 활성

70% ethanol 추출물을 유기용매별로 분획한 분획물의

DPPH법에 의한 전자공여능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DPPH를 50%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분획물의 첨가 농도

(RC50)를 보면 water 분획물과 ethyl acetate 분획물이 28.3

μg/mL, 28.4 μg/mL로 다른 분획물보다 우수한 효과를 보여

주었다. 상업용인 BHA(4.3 μg/mL)와 비교하면 활성이 많이

못 미치지만 단일물질이 아니고 분획물 고유 색상에 의한

오차를 감안하면 유의적인 수준으로 판단되어진다. Chlo-

roform, butanol 분획물은 이들에 다소 못 미치지는 활성을

보여주었고 총 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낮았던

hexane 층이 전자공여능 또한 가장 낮은 활성을 보여주었

다. Jeon 등(26)이 칠면초와 비슷한 염생식물인 함초와 나문

재 ethanol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이 14～28 μg/mL

의 RC50값을 보여주어 본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Hydroxyl radical은 DNA의 핵산과 결합함으로써 손상을

일으켜 발암성, 돌연변이 및 세포독성을 유발하게 되며, 지

질과산화 과정에서 빠른 개시제로서 작용하게 되는데 hy-

droxyl radical 소거활성은 지질과산화 과정의 진행을 직접

적으로 방해하거나 활성화된 산소종을 소거함으로써 연쇄

반응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어 있다(27). 칠면초 추

출물의 분획물별로 실험한 결과 ethyl acetate 분획물과

water 분획물이 59.2%, 54%로 BHA보다는 다소 낮지만 분

획물들 중 가장 우수한 활성을 보여주었다. Butanol, chlo-

roform, hexane 분획물의 활성이 뒤를 이었고 이는 앞의 전

자공여능 실험결과와 비슷함을 알 수 있었다.

Hydrogen peroxide는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과산화지질은 동맥경화, 뇌졸중 등과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고, 간장의 세포막에 과산화지질을

증가시켜 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염증이 유발되며, 그 결과

간경화, 간염 등을 초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28). 칠면초

추출물의 분획물별로 실험한 결과 ethyl acetate 분획물과

water 분획물이 76.3%, 68.2%로 분획물들 중 가장 우수한

활성을 보여주었고 butanol, chloroform, hexane 분획물의

활성이 뒤를 이었다. 이 역시 앞의 실험결과들과 비슷한 경

향을 보여주었다.

Xanthine oxidase는 퓨린대사에 관여하여 xanthine 또는

hypoxanthine을 산화하여 요산을 생성하게 하는 효소이다.

이들 xanthine oxidase와 xanthine과 같은 기질과의 반응은

일반적인 라디칼 형성반응으로 알려져 있다(29). 칠면초 추

출물의 분획물별로 실험한 결과 ethyl acetate 분획물이

69.7%로 BHA와 견줄만한 활성을 보여주었고 이어서 bu-

tanol, chloroform, water, hexane 분획물 순으로 활성이 높

았다. 앞의 실험결과들과 마찬가지로 ethyl acetate 분획물

의 활성이 가장 좋았지만 water 분획물은 본 결과에서 상대

적으로 낮은 활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각 분획물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물질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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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ethyl acetate 분획물이 가장 우수한 항산화 활

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각 분획별 총 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 차이의 결과와도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총 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

난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 가장 좋은 활성을 보여주었고

가장 낮은 총 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보여준 hexane

분획이 가장 낮은 활성을 보여주었다.

요 약

본 연구는 염생식물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갯벌이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칠면초의 항산화활성을 검

토하고자 이루어졌다. 70% ethanol로 추출한 추출수율은

9.74%였으며 이를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

tanol, water로 순차 분획한 수율은 water 층이 원물대비

8.73%로 가장 높은 수율을 보였고 대체적으로 극성이 높을

수록 높은 분획 수율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분획물간 총 페

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결과 ethyl acetate 분획물

의 에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Ethyl acetate 분획물의 항산

화력을 hydroxyl radical 소거능, hydrogen peroxide 소거능,

xanthine oxidase 소거능 등을 측정하여 합성항산화제인

BHA와 비교한 결과 BHA의 80～90% 가량의 활성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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