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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oxidative activity of Kalopanax pictus shoots extracted using five different methods, stirrer extraction
(SE), ultrasonification extraction (USE), vacuum extraction (VE), reflux extraction (RE), and reflux extraction
after ultrasonification extraction (RUE), was evaluated to determine the most effective extraction method. RUE
showed the highest yield of extract, and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 Additionally, the RUE extract
showed higher antioxidative activity than that of the other extracts based on DPPH and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90.85%, 99.83%), reducing power activity (OD 0.95, 700 nm), nitrite scavenging activity (55.46%),
and ferrous ion chelating effect (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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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은 호흡과정에서 노화 및 질병의 원인이 되는 radical

등의 활성산소를 생성하며, 인체는 체내 산화를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항산화 물질을 생성하여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러나 체내 항산화 체계는 다량의 산화물을 모두 방어할

수 없으므로 항산화제를 추가 섭취하여 체내 산화를 막는

것은 노화 방지 및 질병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기존에는

효과가 빠른 합성 항산화제가 많이 사용되었으나, butylated

hydroxytoluene과 butylated hydroxyanisole 등의 합성 항

산화제의 발암성, 변이원성 등이 알려지면서(1) 식물의 2차

대사산물을 이용한 천연 항산화제를 개발이 왕성하게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약용식물의 약리효과는 항산화 효과로 설명

되기도 하며(2), 약용식물이 일반식이 과․채류보다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경향을 보이므로(3) 천연 항산화제를 개발하

기 위하여 다양한 민간․전통 약용식물들의 항산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엄나무(Kalopanax pictus)는 오갈피나무과로 음나무, 개

두릅나무라고도 하며(4), 우리나라 전 지역에 자생하는 낙엽

활엽교목으로 군집성은 적고 국내, 중국 및 일본 등 동북아

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5). 엄나무에는 saponin인 kalo-

panaxsaponin과 phenol성 화합물인 liriodendrin, syringin,

chlorogenic acid 등이 알려졌으며, 특히 엄나무 순은 일명

개두릅이라 하여 새순을 채취하여 산채로 널리 이용되고 있

는 건강식품 중 하나이며, polyphenol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

어 있어 면역 활성, 항산화활성 및 소염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8). 이러한 개두릅에 대한 연구가 일부 보

고되었을 뿐 개두릅 시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추출방법에 따

른 항산화 활성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

다.

본 연구는 상온교반추출법, 환류냉각추출법, 감압추출법,

초음파추출법, 환류냉각과 초음파 병행추출법으로 개두릅

추출물을 제조한 후 이에 함유된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

노이드의 함량 그리고 항산화 활성 등을 비교하여 가장 효과

적인 추출방법을 제시하고, 기능성식품 소재를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개두릅은 2012년 5월 초순에 강원도 강

릉시에서 재배한 것을 대관령영농회에서 구입하여 세척한

후 동결건조(PVTFD20R, Ilshin lab., Suwon, Korea)하여

분쇄기로 분말화 한 후 -70oC deep freezer에 보관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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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제조 및 수율 측정

개두릅의 추출방법은 분쇄시료 100 g에 10배의 80% 에탄

올을 가한 후 상온교반추출(SE, stirrer extraction), 초음파

추출(USE, ultrasonification extraction), 감압추출(VE, va-

cuum extraction), 환류냉각추출(RE, reflux extraction), 환

류냉각과 초음파 병행추출 방법(RUE, reflux extraction af-

ter ultrasonification extraction)으로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상온교반추출은 25±2oC의 실온에서 교반기(HANBAK

Scientific Co., Bucheon, Korea)를 이용하여 150 rpm으로

24시간 교반시켜 2회 반복 추출하였고, 환류냉각추출은 분

쇄시료와 80% 에탄올을 넣은 용기에 냉각관을 부착하여

60oC의 항온수조에서 3시간 2회 반복 추출하였다. 감압추출

은 Kim 등(9)의 방법을 변형하여, 분쇄시료를 부직포에 담

아 감압추출기(FT110, Benchtop rapid extractor, ARM-

FIELD, Hampshire, UK)를 이용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안

8.0 bar의 압력 하에서 2회 반복 추출하였으며, 초음파 추출은

유리병에 분쇄시료와 80% 에탄올을 혼합한 후 유리병이 초음

파 수조(NXPC-4020P, KODO, Hwaseong, Korea)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여 40 KHz 초음파를 가하여 2시간 동안 2회

반복 추출하였다. 환류냉각과 초음파 병행추출 방법은 Park

등(10)의 방법을 변형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3시간 동안

환류냉각 추출한 후 2시간 동안 1회 초음파 추출하였다.

각각의 추출물은 여과지(Whatman No. 3, Whatman,

Maidstone, UK)로 여과한 후 회전진공농축기(WB 2000,

Heidolph, Schwabach, Germany)로 농축하고, 각 농축물은

동결건조 하여 분말화 시켰으며 이를 100～1,000 μg/mL의

농도에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각 추출물들의 수율은 추출액을 동결건조 시켜서 건물 중

량을 구한 다음 추출액 조제에 사용한 원료 건물량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Singleton 등(11)의 방법에 따라 각 추출물 1 mL에 0.2

N Folin-Ciocalteu reagent 1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3분간

반응시킨 후, Na2CO3(75 g/L) 1 mL를 가한 다음 암소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분광광도계(Pharmacia Biotech Ultra-

spec 1000, Cambridge, UK)를 사용하여 765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표준물질

로 한 표준곡선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Abdel-Hameed(12)의 방법에 따라 각 추출물 0.1 mL에

5% sodium nitrite 0.15 mL를 가한 후 25
o
C에서 6분간 방치

한 다음 10% aluminium choloride 0.3 mL를 가하여 25oC에

서 5분간 방치하였다. 다음 1 N NaOH 1 mL를 가하고 vor-

tex상에서 가한 후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ru-

tin hydrate(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의 검

량선에 의하여 함량을 산출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Blois의 방법(13)을 변형하여 각 추출물 0.4 mL에 0.4 mM

DPPH(α,α-diphenyl-β-picrylhydrazyl) 에탄올 용액 0.8 mL

를 진탕 혼합하고, 10분간 방치 후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계산식,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100－[(OD of sample/OD of control)×100]에 의하여

활성을 산출하였다.

ABTS radical 소거활성 측정

Re 등(14)의 방법에 따라 7.4 mM ABTS[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와 2.6 mM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하여 실온․암소에

서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radical을 형성시킨 다음 실험 직전

에 ABTS 용액을 732 nm에서 흡광도가 0.700±0.030이 되도

록 phosphate buffer saline(PBS, pH 7.4)으로 희석하여 사용

하였다. 희석된 용액 950 μL에 각 추출물 50 μL를 가하여

암소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7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으며 계산식,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100

－[(OD of sample/OD of control)×100]에 의하여 활성을

산출하였다.

환원력 측정

Oyaizu(15)의 방법에 따라 각 추출물 2.5 mL에 0.2 M so-

dium phosphate buffer(pH 6.6) 2.5 mL와 1% potassium

ferricyanide[K3Fe(CN)6] 2.5 mL를 각각 혼합하고 혼합물을

50oC 항온수조에서 20분간 반응시킨 다음 10% trichloro-

acetic acid(TCA : CCl3COOH, w/v) 2.5 mL를 첨가하여 반응

액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다음 상등액 5 mL에

증류수 5 mL를 첨가하고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아질산염소거능 측정

Kato 등(16)의 방법에 따라 각 추출물 1 mL에 1 mM

NaNO2 용액 1 mL를 가하고 0.1 N HCl을 가하여 총 부피를

10 mL로 하였다. 이 용액을 37
o
C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1

mL를 취하여 2% 초산용액 4 mL와 30% 초산용액으로 용해

한 Griess reagent(1% sulfanilic acid : 1% naphthylamine＝

1:1) 0.4 mL를 가한 후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하여 52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계산식, nitrite scavenging ac-

tivity(%)＝100－[(OD of sample/OD of control)×100]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 측정

Marklund와 Marklund(17)의 방법에 따라 각 추출물 200

μL에 pH 8.5로 조정한 tris-HCl buffer 용액 3 mL와 7.2 mM

pyrogallol 200 μL를 가하고 25o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1 N HCl 1 m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계산식, SOD-like activity(%)＝100

－[(OD of sample/OD of control)×100]에 의하여 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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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traction yields of Kalopanax pictus shoot accord-
ing to extraction methods (dry basis, %)

Extraction method
1)

Extraction yield

SE
USE
VE
RE
RUE

15.43±0.21c
15.03±0.15c
16.87±0.11b
17.83±0.91b
19.83±1.22a

1)
SE, stirrer extraction; USE, ultrasonification extraction; VE,
vacuum extraction; RE, reflux extraction; RUE, reflux ex-
traction after ultrasonification extraction.

Table 2. Comparison of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of Kalopanax pictus shoot extracted by different
methods

Extraction
method

1)
Total polyphenol

(dry basis, mg GAE/g)
Total flavonoid

(dry basis, mg RE/g)

SE
USE
VE
RE
RUE

134.88±3.722)c3)
134.71±0.28c
140.79±2.46b
150.80±1.24a
153.43±1.28a

39.54±2.84c
41.51±2.86c
49.39±3.98b
58.59±3.98a
62.53±5.43a

1)
All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
Values are means±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determi-
nations.
3)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c)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p<0.05).

산출하였다.

Ferrous ion chelating 효과 측정

Yen 등(18)의 방법에 따라 시액 1 mL, 80% ethanol 0.8

mL, 2 mM FeCl2․4H2O[iron(II) chloride tetrahydrate] 용액

0.1 mL, 5 mM ferrozine[3-(2-pyridyl)-5,6-diphenyl-1,2,4-

triazine-4',4''-disulfonic acid] 용액 0.1 mL를 첨가한 다음

혼합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62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계산식, ferrous ion chelating effect(%)＝

100－[(OD of sample/OD of control)×100]에 의하여 산출

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으로 행하였으며, 평균치 간의 유의

성은 SPSS system(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version

12.0)를 이용하였고 p<0.05 수준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추출방법에 따른 추출수율의 변화

추출방법을 달리한 개두릅 추출물의 추출수율은 Table

1과 같다. 추출수율은 초음파추출법(USE)이 15.03%로 가장

낮았고, 상온교반추출법(SE), 감압추출법(VE), 환류냉각추

출법(RE)은 각각 15.43%, 16.87%, 17.83%를 나타내었다. 환

류냉각과 초음파 병행추출법(RUE)이 19.83%로 가장 높았

다. 이는 환류냉각 추출할 때에는 용출되지 않았던 다양한

활성물질들이 초음파 에너지로 인한 액체 간의 상호 탈기

작용 등으로 인해 유용물질들이 용출되었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19).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변화

식물성 식품 속에 함유되어 있는 많은 생리활성 물질 중

페놀(phenol)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또한 높은 항산

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

에 의해 합성된 폴리페놀(polyphenol)의 가장 큰 부류이며,

효과적인 free radical scavenger로서 항산화 효과를 가진다

(20). 추출 방법을 달리한 개두릅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RUE와 RE가 각각 153.43, 150.80 mg

GAE/g이었으며, VE, SE, USE 순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RUE와 RE가 각각 62.53, 58.59 mg RE/g을 나타내었

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추출방법에 따라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21)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Yu 등(22)은 감국의 가열 시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Hong 등(23)은 치커리

의 경우 볶음 온도와 시간이 증가할수록 총 페놀성 성분과

항산화 활성이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보다 많은 유효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시료에 따른 최적의 추출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의 변화

DPPH radical 소거능은 활성 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지방질 산화를 억제시키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체 내에서 활성 라디칼에 의한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의

척도로도 이용되고 있다(24). 추출방법을 달리한 개두릅 추

출물의 농도별 DPPH 라디칼과 ABTS 라디칼의 소거능의

측정 결과는 Fig. 1과 같다. 모든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추출

방법은 RUE가 가장 좋았으며, 100, 250, 500, 1,000 μg/mL

농도별로는 각각 15.80, 26.20, 52.90, 90.85%를 나타내었다.

ABTS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서 DPPH 방법과 함

께 항산화활성을 스크리닝 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lipophilic 또는 hydrophilic 항산화 물질의 측정에 적용 가능

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ABTS는 양이온 라디칼을, DPPH

는 음이온 라디칼을 소거하는 활성을 흡광도로 측정하는 방

법으로 두 방법에 대한 기질과 반응물질과의 결합정도가 달

라 추출물을 이용한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값에서 차이가 나

타날 수 있다(25). ABTS 라디칼 소거능은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1). 500 μg/mL에

서 RE(98.78%) 및 RUE(99.16%)가 VE(97.20%), USE(95.61

%), SE(93.35%)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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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extraction method on DPPH and ABTS radi-
cal scavenging activity of Kalopanax pictus shoot extract.
Bars/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ll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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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extraction method on reducing power of
Kalopanax pictus shoot extract. Bars/mean values with differ-
ent letter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ll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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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extraction method on nitrite scavenging ac-
tivity of Kalopanax pictus shoot extract. Bars/mean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ll ab-
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었고, 1,000 μg/mL에서는 모든 실험군이 유의적 차이를 나

타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개두릅 추출물의 높은 phenol성

화합물 함량과 라디칼 소거활성으로 노화억제와 함께 산화

적 장애를 방어하는 천연물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환원력의 변화

환원력을 발휘하는 물질은 전자 공여체로 작용하며, 지질

과산화 과정에서 중간 생성물의 형성을 감소시켜 2차적인

항산화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6). 추출방법

을 달리한 모든 개두릅 추출물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환원력

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그중 추출물 농도가 1,000

μg/mL일 때 VE, RE, RUE가 1.00에 가까운 흡광도 값을

나타내었다(Fig. 2). 환원력은 일반적으로 페놀 함량과 상관

관계가 높다고 보고(27)되고 있으며, 이는 본 실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따라서 개두릅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 성분이

활성산소에 수소 및 전자를 공여함으로써 활성산소 사슬을

파괴하여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질산염 소거능의 변화

발암에 관련된 물질로 알려진 nitrite 및 nitrite로 전환이

가능한 nitrate는 일정 농도 이상 섭취 시 amine류와 반응하

여 발암물질인 nitrosamine을 생성한다. 또한 혈액 중의 he-

moglobin이 산화되어 methemoglobin을 형성하여 각종 중

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28) 아질산염 소거능은

항암작용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하나의 지표로 이용된다.

추출방법을 달리한 개두릅 추출물의 농도별 아질산염 소거

능의 측정 결과는 Fig. 3과 같다. 모두 농도증가에 비례하여

활성이 증가되었으며, 1,000 μg/mL에서의 아질산염 소거능

은 RUE(55.46%)> RE(52.53%)> VE(48.67%)> USE(46.01

%)> SE(42.61%) 순으로 나타났으며, RUE가 VE, USE, SE

와 비교하여 12～23% 이상 높은 아질산염 분해효과를 나타

내었다. Kim 등(29)의 팽이버섯, 하수오, 오미자, 행인 등이

20% 이하의 소거능을 나타내었다는 결과와 비교하면 개두

릅은 높은 아질산염 소거능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Yamada 등(30)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종류

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아질산염을 효과적으로 분해하여

nitrosamine의 생성을 억제한다는 보고하여 본 연구와 일치

하였다.

SOD 유사활성의 변화

항산화 효소인 SOD는 세포에 유해한 oxygen radica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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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extraction method on SOD-like activity of
Kalopanax pictus shoot extract. Bars/mean values with differ-
ent letters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ll abbrev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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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로 전환시킴으로써 과산화수소가 catalase에 의

해 물 분자와 산소 분자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여 활성산소

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17). 추출 방법에 따른

개두릅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을 농도에 따라 측정한 결과

1,000 μg/mL에서 VE(63.29%)> RUE(59.61%)> RE(57.89

%)> USE(53.57%)> SE(49.90%) 순으로 나타났으며, 추출

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SOD 유사활성도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Fig. 4). VE가 가장 높은 SOD 유사활성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SE보다 21%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 결과를 약용식물을 대상으로 한 Lim 등(31)의 감초

(35.63%), 인진(25.40%), 황기(23.13%), 천궁(18.47%) 등의

SOD 유사활성보다 높았으며, An과 Lee(32)의 산사자 물 추

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이 12% 미만의 활성을 나타낸다는 결

과와 비교하면 개두릅이 기존에 보고된 여러 종류의 천연물

보다 더 높은 활성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두릅

추출물은 항산화 효과가 높은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Ferrous ion chelating 효과의 변화

Fe, Cu, Co, Ni, Sn 등과 같은 산화 환원이 용이한 금속이

나 이들의 금속염은 지질 산화 과정에서 촉매로 작용할 수

있는 금속이다. 특히 일부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Fe
2+
나 Cu

2+

등은 hydroxyradical(-OH)과 superoxide radical(O
2
-) 등의

생성을 촉진하여 식품의 지질산화를 가속화 시키게 된다.

이러한 금속에 대한 봉쇄 효과는 금속 촉매제로 인한 free

radical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지질산화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이용된다(33). 추출방법을 달리한

개두릅 추출물의 ferrous ion chelating 효과는 RUE> RE>

VE> USE> SE 순으로 높았으며, 위에서 언급한 다른 항산

화 활성 실험보다 다소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Fig. 5). 이

는 ferrous ion chelating 효과는 금속을 제거하는 실험이고,

다른 항산화 능력 실험은 유리라디칼 등을 제거하는 실험으

로 작용기작이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되며(34),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물질과는 상관성이 다소 낮

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Woo(35)의 30종의 국화

과 식물 잎과 꽃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

드 함량, DPPH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 및

ferrous ion chelating 효과는 총 폴리페놀 함량(R
2
=0.0452),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R2=0.0784), DPPH radical 소거능

(R2=0.0030) 및 ABTS radical 소거능(R2=0.0006)과는 상관

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상온교반, 초음파, 감압, 환류냉각, 환류냉각과 초음파 병

행 추출방법으로 추출방법을 달리한 개두릅 추출물의 항산

화 물질 함량과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이는 식물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가 추출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Kim 등(36)의 결과와 같이 동일

한 식물도 추출조건을 달리함으로 생리활성물질 추출수율

및 생리활성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상기 추출방법 중 환류냉각과 초음파 병행 추출법으로 추출

한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가 높았다. 이 결과는 환류냉각 추

출물보다는 초음파를 병행한 추출물의 항암활성이 더 높았

다고 한 Park 등(19)의 결과와 생체 방어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추출공정으로 초음파 무처리보다 초음파 처리를 병행

하여 추출한 것이 더 적합한 방법이라고 한 Kim 등(37)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Kim 등(38)은 식물의 경우 적절한 세기

의 초음파는 식물 세포벽을 파괴하여 생리활성물질의 용출

을 증진시켜주며, 식물 세포내로 용출 용매의 물질 전달 효

율을 향상시켜준다고 보고하였다(39). 따라서 초음파와 환

류냉각 추출 병행방법은 추출물의 생리활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추출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추출방법

은 차후 식물 추출물의 기능성 생리활성을 연구할 때 효율적

인 추출방법으로 다양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개두릅 추출물은 기능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식품 소재

로의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결과가

실제로 체내에서 적용되는지는 in vivo 연구를 통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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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개두릅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적정

추출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상온교반, 초음파, 감압, 환류

냉각, 환류냉각과 초음파 병행 추출법을 이용하여 추출한

개두룹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였다. 추출수율은 환

류냉각과 초음파 병행 추출물에서 높게 나타났다. 총 폴리페

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또한 환류냉각과 초음파 병행

추출물이 각각 153.43 mg GAE/g, 62.53 mg RE/g으로 높았

으며, 모든 추출물은 항산화 실험에서 농도 증가에 비례하여

활성이 증가하였다. 환류냉각과 초음파 병행 추출물은 추출

농도 1,000 μg/mL에서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90.85

%, 99.83%), 환원력(OD 0.95, 700 nm), 아질산염 소거능

(55.46%), ferrous ion chelating 효과(45.12%)가 우수하거나

유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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