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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식물과 생약자원 추출물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항산화 활성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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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otal polyphenols, total flavonoid,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26 species of Korean natural plants and 14 species of medicinal plant extracts. The plant containing the highest
total polyphenols and total flavonoids were Plantago asiatica, and Lespedeza cuneata G. Don, respectively. The content
of polyphenols and flavonoids in natural plants was the highest in Lespedeza cuneata G. Don, which also demonstrated
high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medicinal plant extract, 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and Artemisiae
Asiaticae Herba had the highest level of total polyphenols (194.60 and 203.92 mg/g extract, respectively)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iospyros kaki Thunb and Dryopteris crassirhizoma did not contain high levels of total
polyphenols (112.98, 121.46 mg/g extract, respectively) and flavonoids (46.10, 58.69 mg/g extract respectively), bu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relatively high. Further study regarding plants that exhibit higher total polyphenols, total
flavonoid,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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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생식물은 자연에 저절로 나서 자라는 식물을 의미한다. 자연

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특정 지역의 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성

과 생물학적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산천이 발달된 우리나라에는

총 205과 1,157속 4,940종의 다양한 자생식물이 분포하고 있다

(1). 이는 영국(2,000여 종)이나 덴마크(1,500여 종) 등에 비해 상

당히 높은 수치이며, 국토의 단위면적당 종수로 비교했을 때 일

본이나 중국보다 다양한 종이 분포하고 있어서 발굴가치가 높

다. 생약자원은 전통적으로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목적으로 활용

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약용, 식용, 천연소재 및 신물질 추출 신

소재로서의 가치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2). 이러한 식물자원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

어서서 건강한 삶과 활동을 유지하려는 현대인에게 있어서 건강

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자원으로 여겨지고 있다.

노화와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원인이 생체 내에서 생성되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축적으로 이로 인해 세포손상이 시작되게 된다

(3,4). 활성산소종에 의한 산화스트레스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심혈관계질환 등의 발병에 원인이 될 수 있다(5-7). 생체 내에는

ROS를 제어하는 방어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ROS가 과다하게

생성되거나 항산화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노화가 촉진되

며 다양한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 따라서 노화와 질병의 예방을

위해 우리 생체 내 항산화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

요하며, 이를 위해 항산화 물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항산화 물질은 동ㆍ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과채

류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페놀성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아스코

르빈산, 토코페롤과 같은 물질은 활성산소종의 작용을 억제하여

암, 심혈관계 질환 등 성인병을 예방하고 노화의 지연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8).

폴리페놀 화합물은 flavonoids, anthocyanins, tannins, catechins,

isoflavones, lignans, resveratrols 등을 총칭하며, 식물계에 널리 분

포되어 있으며 과일 및 엽채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9,10). 폴리

페놀(polyphenols)에 존재하는 다수의 히드록실기(-OH)는 여러 화

합물과 쉽게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항산화 효과 및 항

암, 항염 효과가 뛰어나다(11,12). 플라보노이드(flavonoids)는 폴

리페놀에 속하는 성분으로, 플라보노이드의 C6-C3-C6를 기본골

격으로 하며 노란색 내지는 담황색을 나타내는 페놀계 화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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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칭으로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폴리페놀과 같이 채소

류와 식물의 잎, 꽃, 과실, 줄기 및 뿌리 등 거의 모든 부위에 함

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곡물, 과실류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플라보노이드는 활성산소종을 효

과적으로 제거하여 항산화능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며 폴리페놀

과 마찬가지로 항바이러스, 항염증,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4-17).

최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가 가지는 다양한 건강기능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원료자원을 발굴하고자 다양한 식물자원으로부

터 폴리페놀 또는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분석 및 그 효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8-20). 그러나, 자생식물이나 생약식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한 개의 소재 또는 소량의 소재만을 분석

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다양한 종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

량 및 항산화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약으로써 이용되었거나 민

간요법으로 사용되던 식물을 문헌고찰을 통해 40여종의 식물(자

생식물 26종과 생약식물 14종)을 선발하여, 폴리페놀과 플라보노

이드 함량 측정 및 항산화 활성을 측정 함으로써 자생식물 및 생

약식물로부터 천연물 유래 생리 활성 물질의 개발 가능성을 검

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료의 추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는 자생식물 추출물 26종과 생약자원

추출물 14종으로 모두 한국식물추출물은행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자생식물은 distilled water, 생약자원은 metha-

nol(MeOH)로 추출된 후 농축된 상태의 것을 이용하였다. 농축된

시료 20 mg에 50% MeOH 1 mL을 가하여 교반한 후 37oC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한 다음 0.2 µm syringe filter(Pall Life Sciences,

Ann Arbor, MI, USA)로 여과하였다. 여과된 시료는 각각 2,000

배 희석하여 빛을 차단한 후 냉장보관 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50%

MeOH로 2,000배로 희석된 자생식물과 생약자원 추출물 시료 0.5

mL에 Folin-Denis reagent(Fluka, Buchs, Switzerland)를 0.5 mL을

가하여 혼합한 후 3분간 실온에 반응시켰다. 정확히 3분 후 10%

sodium carbonate solution 0.5 mL을 가하여 혼합한 후 1시간 방치

한 다음 상층액을 취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JENWAY

7315, Bibby Scientific Ltd., Staffordshire, UK)로 76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70% MeOH에 녹인 0.1,

0.05, 0.025, 0.0125, 0.00625%의 tannic acid(Yakuri Pure Chemi-

cals Co., Ltd., Osaka, Japan)의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측정을 위해 50% MeOH로 2000배로

희석된 자생식물과 생약자원 추출물 시료 0.5 mL에 diethylene

glycol(Junsei Chemicals, Tokyo, Japan)을 5 mL씩 가하여 혼합하였

다. 그 후 1 N NaOH를 0.5 mL 가하여 잘 혼합한 후 37oC water

bath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 1시간 후 UV-VIS spectrophotom-

eter(JENWAY 7315, Bibby Scientific Ltd.)로 42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naringin(Tokyo Kasei Kogyo Co.,

Ltd., Tokyo, Japan)의 표준검량곡선을 작성하여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 naringin equivalent로 환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한국식물추출물은행(Daejeon, Korea)에서 공급받은 자생식물, 생

약식물의 추출물을 50% MeOH에 25 mg/100 mL 농도가 되도록

희석했다. DPPH 시약은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0.1 mM 농도가

되도록 ethanol에 녹여 준비하였다. 시료 0.5 mL과 DPPH 시약

3 mL을 넣고 20분 동안 빛을 차단하고 반응시킨 후 spectropho-

tometer(JENWAY 7315, Bibby Scientific Ltd.)로 517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값을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 EDA(elec-

tron donating ability, %) 값으로 산출하였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AbsBlank−AbsSample 

×100
                                 AbsBlank

통계처리

모든 시료의 분석은 3번 반복 수행되었고, Mean±SD값으로 표

시하였다. 총 폴리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DPPH 라디칼 소거능

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분

석을 시행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 19.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자생식물과 약용식물 40종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

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자생식물 26종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 비수리가 228.90 mg/g extract로 가장 높았고, 그 다

음으로 비쑥(228.45 mg/g extract), 양파(187.67 mg/g extract), 보리

(183.33 mg/g extract), 오이(171.94 mg/g extract) 순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본 연구의 자생식물 분석시료 중 상대적으로 폴리페놀

함량이 낮은 식물에는 참나무 겨우살이(46.76 mg/g extract), 속새

(67.28 mg/g extract), 산딸 나무(70.39 mg/g extract), 각시 둥글레

(83.59 mg/g extract), 골담초(88.19 mg/g extract) 등이었다. 흑두의

폴리페놀 함량은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약용식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차전자가 246.44 mg/g

extract로 가장 높았으며, 본 연구에서 이용된 40개의 시료 중에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뒤를 이어 애엽(203.92 mg/g extract),

삼백초(194.60 mg/g extract), 포공영(193.82 mg/g extract), 익모초

(191.62 mg/g extract) 등의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약용식물에서 폴리페놀의 함량은 송화(44.01 mg/g extract)의

값을 제외하고는 모두 100 mg/g extract 이상의 값을 나타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생식물과 약용식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자생식물

에서 총 폴리페놀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수리가 90.15 mg/g

extract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비쑥(77.65 mg/g extract)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리, 각시둥글레, 개구리밥의 총 플라보이드

함량은 각각 71.60, 65.56, 63.27 mg/g extract 순이었다. 사상자와

흑두에서는 플라보노이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폴리페놀과 플라보

노이드 함량을 비교했을 때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비수리, 비

쑥, 차전자 등이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흑두

는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가 모두 검출 되지 않았고, 어성초

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40 mg/g extract로 낮게 측정되었는데,

폴리페놀은 검출되지 않았다. 항산화능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흑

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측정에서 모두 검출되지 않는 것



식물성 폴리페놀 339

으로 나왔는데 이 값은 흑두와 비슷한 서리태의 폴리페놀 함량

을 측정한 Joo 등의 연구(21)에서 보고된 304.28 mg/100 g의 값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흑두와 서리태, 종간의 차

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되며, 추출용매의 차이로 보이는데 본

실험에서는 추출 과정에 MeOH을 이용한 반면 Joo 등의 연구(21)

에서는 증류수를 사용함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사료된다. 쥐오

줌풀의 경우, 플라보노이드의 값은 6.40 mg/g extract로 낮고 폴리

페놀의 함량은 169.35 mg/g extract로 높은데, 이는 폴리페놀이 플

라보노이드를 포함하는 큰 범주이기 때문에 해당 시료 안에 비

플라보노이드계 폴리페놀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면, 자생식물 중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게 나타난 관중(58.69

mg/g extract), 보리(58.69 mg/g extract), 참나무겨우살이(57.02 mg/

g extract), 질경이(55.56 mg/g extract) 등은 높은 플라보노이드 함

량에 반해 폴리페놀 함량은 중간정도로 나타났으며, 생약시료 중

Table 2. Total flavonoids content of Korean natural and

medicinal plant extracts

Scientific name
Total flavonoids
(mg/g extract)

Natural plants

Polygonatum humile 65.56±1.651)

Diospyros kaki Thunb 46.19±0.00 

Spirodela polyrhiza (L.) Sch 63.27±0.36 

Liriope spicata (Thunb.) Lour. 53.90±2.37 

Osmunda japonica 40.98±22.09 

Caragana sinica 39.31±0.00 

Dryopteris crassirhizoma 58.69±3.80 

Avena sativa L. 71.60±0.36 

Beta vulgaris var. cicla L. 54.31±0.00 

Firmianasimplex (L.)W.F. Wight 37.23±0.36 

Hordeum vulgare 58.69±0.00 

Allium tuberosum Rottler ex Spreng. 37.85±0.36 

Amaranthus mangostanus L. 36.19±0.00 

Lespedeza cuneata G. Don 90.15±0.36 

Artemisia scoparia Waldst. et Kitamura 77.65±1.80 

Morus alba L. 37.65±0.36 

Torilisjaponica (HOUTT.) DC. ND2)

Cornuskousa F. Buergerex Miquel 38.69±0.00 

Equisetum hyemale L. 07.65±3.08 

Cyrtomium fortunei 50.35±0.36 

Alliumcepa L. 50.98±3.15 

Cucumis sativus L. 42.02±0.36 

Valeriana fauriei Briq. 06.40±0.36 

Plantago asiatica L. 55.56±2.25 

Taxillusyadoriki (SieboldexMaxim.) Danser 57.02±22.59 

Glycine max (L.) Merr. ND

Medicinal plants

Curcuma longa L. 14.31±0.00 

Chaenomeles sinensis ND

Belamcanda chinensis (L.) DC. 12.02±1.44 

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23.90±0.36 

Morusalba Linne 06.19±3.25 

Acorus gramineus Soland ND

Pinus densiflora ND

Artemisiae Asiaticae Herba 44.52±3.44 

Houttuyniacordata 01.40±1.80 

Leonurus japonicus Houtt. 20.35±0.36 

Bambusoideae 55.56±1.65 

Plantago asiatica 48.06±2.17 

Gardenia Jasminoides 26.19±0.62 

Taraxacum platycarpum Dahlst 13.69±0.00 

1)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2)Not detected

Table 1. Total polyphenols content of Korean natural and

medicinal plant extracts

Scientific name
Total polyphenols 

(mg/g extract)

Natural plants

Polygonatum humile 083.59±12.101) 

Diospyros kaki Thunb 112.98±1.25 

Spirodela polyrhiza (L.) Sch 146.05±10.24 

Liriope spicata (Thunb.) Lour. 095.11±19.58 

Osmunda japonica 133.75±5.99 

Caragana sinica 088.19±8.27 

Dryopteris crassirhizoma 121.46±123.59 

Avena sativa L. 117.57±11.49 

Beta vulgaris var. cicla L. 118.16±21.54 

Firmianasimplex (L.) W.F. Wight 108.64±13.92 

Hordeum vulgare 183.33±32.37 

Allium tuberosum Rottler ex Spreng. 138.09±4.99 

Amaranthus mangostanus L. 165.99±70.21 

Lespedeza cuneata G. Don 228.90±27.14 

Artemisia scoparia Waldst. et Kitamura 228.45±28.99 

Morus alba L. 138.61±0.88 

Torilisjaponica (HOUTT.) DC. 120.36±13.77 

Cornuskousa F. Buergerex Miquel 070.39±9.36 

Equisetum hyemale L. 067.28±4.10 

Cyrtomium fortunei 128.38±2.16 

Alliumcepa L. 187.67±33.39 

Cucumis sativus L. 171.94±12.70 

Valeriana fauriei Briq. 169.35±8.91 

Plantago asiatica L. 159.06±17.13 

Taxillusyadoriki (SieboldexMaxim.) Danser 046.76±5.33 

Glycine max (L.) Merr. ND2)

Medicinal plants

Curcuma longa L. 155.11±8.75 

Chaenomeles sinensis 114.66±2.41 

Belamcanda chinensis (L.) DC. 167.80±5.98 

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194.60±5.80 

Morusalba Linne 156.34±18.38 

Acorus gramineus Soland 132.46±5.48 

Pinus densiflora 044.01±11.66 

Artemisiae Asiaticae Herba 203.92±10.38 

Houttuyniacordata ND

Leonurus japonicus Houtt. 191.62±13.04 

Bambusoideae 166.64±15.05 

Plantago asiatica 246.44±4.07 

Gardenia Jasminoides 121.65±69.80 

Taraxacum platycarpum Dahlst 193.82±5.89 

1)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2)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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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공영, 익모초는 각각 193.82, 191.62 mg/g extract로 높은 폴리

페놀 함량을 나타냈으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3.96, 20.35 mg/g

extract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시료에 대한 폴

리페놀 함량이 플라보노이드 함량보다 항상 큰 값을 가지기는 하

지만 폴리페놀 함량이 높을 때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반드시 높

은 값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을

때 폴리페놀 함량이 반드시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약용식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전반적으로 낮

게 나왔으며 이 중 모과, 석창포, 송화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약용식물 중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것은 죽엽(55.56 mg/g

extract)과 차전자(48.06 mg/g extract)였다.

본 연구대상 분석시료들의 전반적인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면, 폴리페놀의 경우 약용식물이 자생

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고 플라보노이드의 경

우에는 자생식물이 약용식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불안정한 유리기에 환원기능을 가진

proton ion을 제공하여 안정화 되도록 유도하는 기능으로 생체 내

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하고 유해한 유리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

을 한다. 따라서 미지의 특정물질이 생체의 생리작용 혹은 산화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hydroxyl radical 혹은 superoxide radical

등을 제거하는 항산화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지표로 높은

값일수록 항산화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22-24).

본 연구대상 시료에 대한 DPPH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자생식물 중 가장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 값

을 나타낸 것은 관중으로 79.50%를 나타냈으며, 그 다음으로 쇠

고비(76.46%), 비수리(75.69%), 감나무(72.87%), 고비(67.29%) 순

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생식물 중 참나무 겨우살이, 뽕나무, 비

름, 근대, 보리가 각각 10.95, 11.72, 14.06, 14.92, 9.97%로 낮은

값을 나타냈으며, 자생식물 중 오이(3.74%)가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흑두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선행연구에서 59.1%로

보고되었지만(21), 본 연구에서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에서와

마찬가지로 측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추출과정, 종간의 차

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생약식물에서 삼백초가 66.27%, 애엽이 66.22%로 DPPH 라디

칼 소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삼백초와 애엽을 제외한 12종

류의 생약식물에 대한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모두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모과에서는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모과 추출물의 DPPH 라디

칼 소거능이 6.8%로 낮게 보고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강황

의 경우, Kim 등(25)의 연구에 따르면 10 g의 강황을 ethanol 100

mL로 추출하였을 때 DPPH 라디칼 소거능이 43.98%로 보고되었

으나 본 연구에서는 12.53%로 선행연구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이

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추출용매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

료된다.

DPPH 라디칼 소거능과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와의 상관

관계

시료 중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

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또한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DPPH 라디칼 소거능과 플라보노이드 함

량의 산포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DPPH 라디칼 소

거능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관계에서만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

내었고(p<0.05), DPPH 라디칼 소거능과 폴리페놀함량 그리고 폴

리페놀 함량과 플라포노이드 함량간에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

았다. 각 시료별로 폴리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DPPH

소거능과의 관계를 비교 관찰한 결과, 비수리의 경우에만 폴리페

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모두 높은 편

에 해당되었다. 그러나 기타 다른 시료들에서는 폴리페놀, 플라

보노이드와 DPPH 소거능이 일관되게 비례하는 경향성이 뚜렷하

Table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Korean natural

and medicinal plant extracts

Scientific nam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00 mg/100 mL)

Natural plants

Polygonatum humile 16.16±0.101)

Diospyros kaki Thunb 72.87±0.53 

Spirodela polyrhiza (L.) Sch 17.85±2.54 

Liriope spicata (Thunb.) Lour. 38.61±0.74 

Osmunda japonica 67.29±0.64 

Caragana sinica 23.94±7.49 

Dryopteris crassirhizoma 79.50±0.53 

Avena sativa L. 26.34±1.94 

Beta vulgaris var. cicla L. 14.06±0.53 

Firmianasimplex (L.)W.F. Wight 27.56±0.53 

Hordeum vulgare 14.92±0.64 

Allium tuberosum Rottler ex Spreng. 35.24±0.43 

Amaranthus mangostanus L. 11.72±0.11 

Lespedeza cuneata G. Don 75.69±0.49 

Artemisia scoparia Waldst. et Kitamura 44.69±0.11 

Morus alba L. 10.95±0.59 

Torilisjaponica (HOUTT.) DC. 25.84±11.46 

Cornuskousa F. Buergerex Miquel 38.92±1.01 

Equisetum hyemale L. 16.78±0.64 

Cyrtomium fortunei 76.46±0.76 

Alliumcepa L. 15.35±0.59 

Cucumis sativus L. 3.74±0.59 

Valeriana fauriei Briq. 17.69±0.66 

Plantago asiatica L. 57.40±0.11 

Taxillusyadoriki (SieboldexMaxim.) Danser 09.97±0.00 

Glycine max (L.) Merr. ND2)

Medicinal plants

Curcuma longa L. 12.53±1.38 

Chaenomeles sinensis ND

Belamcanda chinensis (L.) DC. 10.59±0.10 

Saururus chinensis (Lour.) Baill 66.27±0.83 

Morusalba Linne 16.72±0.00 

Acorus gramineus Soland 08.42±1.74 

Pinus densiflora 06.31±0.39 

Artemisiae Asiaticae Herba 66.22±0.59 

Houttuyniacordata 15.52±0.60 

Leonurus japonicus Houtt. 29.56±0.59 

Bambusoideae 30.86±1.12 

Plantago asiatica 29.17±0.10 

Gardenia Jasminoides 23.48±1.17 

Taraxacum platycarpum Dahlst 49.21±2.15 

1)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2)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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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감나무와 관중의 폴리페놀 함량

(감나무 112.98 mg/g extract, 관중 121.46 mg/g extract)과 플라보노

이드 함량(감나무 46.10 mg/g extract, 관중 58.69 mg/g extract)은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DPPH라디칼 소거능은 각각 72.87%와

79.50%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양파의 경우 폴리페놀 함량(187.67

mg/g extract)은 높은데 반해 DPPH 라디칼 소거능은 15.35%로

낮았고, 보리의 경우 역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183.33 mg/g extract과 58.69 mg/g extract로 높은 것에 비해 DPPH

라디칼 소거능은 14.92%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결과

에서와 같이 시료들 간에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와 DPPH 라디

칼 소거능과 같은 항산화능에 대해 일관된 상관관계를 찾기 어

려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Shon 등(26)의 보고와 일치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일반적으로 총 폴리페놀의 함량이

DPPH 라디칼 소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만, 폴리페놀 화합물 종류에 따라 DPPH 라디칼 소거능의 차이

가 있을 것으로 폴리페놀 화합물 중 특정 성분에 기인하는 것으

로 해석되고 있다(26).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약으로써 이용되었거나 민간요법으

로 사용되던 식물을 문헌고찰을 통해 40여종(자생식물 26종과 생

약식물 14종)을 선발하여,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및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자생식물인 비수리의 폴리페놀(228.90 mg/g extract)과 플라보노

이드 함량(90.15 mg/g extract)이 가장 높았으며, DPPH 라디칼 소

거능(75.69%)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감나무와 관중의 폴리페놀

함량(감나무 112.98 mg/g extract, 관중 121.46 mg/g extract)과 플

라보노이드 함량(감나무 46.10 mg/g extract, 관중 58.69 mg/g

extract)은 높은 편은 아니었으나, DPPH라디칼 소거능은 각각

72.87%와 79.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약식물에서는 삼백초

의 총 폴리페놀함량이 194.60 mg/g extract, 애엽이 203.93 mg/g

extract로 폴리페놀 함량이 높았으며, DPPH 라디칼 소거능(삼백

초 66.27%, 애엽 66.22%) 또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삼백초와

애엽을 제외한 12종류의 생약식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이 50%

미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에 다양한 자생식물과 약용식물의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기능성 탐색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까지도 연구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식물 소재들이 많아서 지속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 그 동안 대중화 되어있지

않았던 식물 소재들의 기능성 소재로의 가능성이 새롭게 조명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와 관련된 의약품, 미용제품 및 건강

보조식품 등의 개발에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향후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생식물과 생약식물 중 총 폴리

페놀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고,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뛰어나게 나타난 몇몇 식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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