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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order to evaluate the antioxidative activities of n-hexane fractions
from medicinal herbs. Certain parts from 6 species of edible and medicinal herbs were extracted with methano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n-hexane fractions against DPPH and ABTS radicals were observed to be high in Psoralea
corylifolia, and Scutellsria barbata; it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p<0.05). For a comparison of the effect of various
concentration of fractions, as the concentration of treatment increased, the antioxidative effects on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lso oncreased; yet it was not significant. The antioxidative effect of medicinal plants was dependent on the
concentration but was not significant. Therefor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dible wild plants, such as Psoralea corylifolia,
and Scutellsria barbata may be useful as potential antioxidant sources for improving the human antioxidant defense system
against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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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유 유리기(free radical)는 활성산소의 과산화 지질로 이것이 정

상적으로 소거되지 않을 때, 생체 내에서는 자유 유리기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생기게 된다. 최근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노화 및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자유 유리기의 산화

적 손상으로부터 생체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glutathione, vitamin

C, vitamin E, polyphenol, flavonoid, carotenoid 등과 같은 식이 미

량영양소와 butylatedhydroxyanisole(BHA)과 butylatedhydroxytolu-

ene(BHT)와 같은 합성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다(1,2).

Vitamin E 같은 천연 항산화제는 고가이며, 합성 항산화제는

다량 섭취하게 되면 발암성과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해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3). 따라서,

질병의 독성 제거 및 독성 저해를 위한 유리 자유기 scavenger를

천연물에서 추출하여 약용성, 건강보조식품, 기능성 식품 등에 접

목시키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약용 식물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함과 동시에 천연물로 과산화 지질을 제거

하고 산화 작용으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천연 항산화제로써 매

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약용식물은 자연에서 자생하며 식용이나 약재 또는 환경으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

는 식물 자원을 일컬으며 계혈등의 간세포 보호 효과, 면역 조절

효과와 지질 대사 조절 작용, 오미자의 항산화, 항염증 작용, 보

골지의 항균, 항진균, 폐경기 여성의 증상 완화 등의 연구가 이

루어지고 있다(4,5). 일반적으로 천연물의 정유성분이나 유지를

많이 함유한 식물에서 sesaminol, sesamol, careway, cumin, rose-

mary 등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식용이나 약재로 사용 하고 있는 천연물 중 고추 과피 추

출물이나, 더덕, 해조류, 양조 간장, 부추, 오미자, 복령, 칡뿌리

등에서도 polyphenol, flavonoid과 같은 강한 항산화성 물질의 존

재가 보고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토코페롤을 대체할 만한 천연 항

산화제의 개발은 미흡하다. 또,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온 약용식

물은 관련 질환의 총체적 치료 또는 예방 용도로 처방, 이용되어

효능의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그 활

용도가 낮았다. 그러나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한약재를 이용

한 건강 식품의 수요가 많아 지고 약용 식물의 재배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이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하여 효능에 대한 연

구와 이를 통한 과학적인 근거 제시가 필요한 실정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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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예로부터 동양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생약재들

의 헥산 분획층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여, 향후 천연 항산화제

로써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 나아가 식품 보존제, 화장품

원료 등의 기능성 소재로 활용 가능한 약용 식물의 생리활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행하였다. 높은 수준의 약리·임

상학적 작용에도 불구하고 약용식물은 그 유효 성분이 아직 밝

혀지지 않았다. 단일 성분의 화합물로 된 일반 의약품과 달리 다

류의 많은 종류의 성분이 공존혼재(共存混在)하고 있으므로, 성

분학적인 품질을 평가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메탄올 추출 후, 이를 세분화하여 헥산 분획층의 단

일 기능성 성분의 항산화 활성을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헥산

분획층을 사용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6종의 식물은(Table 1)과 같으며, 한방약리학

에서 순환기계에 작용하여 기의 순환을 복 돋아 주는 약용식물

중 항산화 활성이 있다고 예상되어지는 식물들을 선정하였다. 계

혈등, 반지련, 보골지, 봉출, 현호색은 서울시 동대문구(Seoul,

Korea)에서 유통되는 건조된 형태의 한약 규격품을 구입하여 사

용하였으며, 오미자는 경북 문경(Mungyeong, Korea)에서 건조된

것을 구입하여 모두 냉장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항산화

력 측정에 사용된 DPPH(2,2-diphenyl-1-picrylhydrohydrazyl),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fonic acid)시약과 ascor-

bic acid는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

하였고, potassium persulfate는 Dae Jung Chemical Co., Ltd.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제조 및 분획

건조 상태의 약용 식물은 건조된 상태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시

료 무게의 10배량(w/v)의 99.5% 메탄올을 가한 후 water bath

(45oC)에서 24시간 동안 3회 반복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rotary

vacuum evaporator(EYELA A-1000S,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용매 제거 후 분획을 실시하였다. 농축된 meth-

anol 추출물에 증류수를 넣어 녹인 후, n-hexane 용액을 1:1이 되

게 혼합 한 후 separating funnel을 이용하여 분획 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로 감압·농축하여 n-hexane 분획층을 얻었다.

DPPH Radical scavenging

각 추출물의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Blois(8)의 방법에 준하여 실험에 이용하였으며, 각 추출물의 DPPH

(2,2-diphenyl-1-picrylhydrohydrazyl)에 대한 수소 공여 효과로 시료

의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즉, 시험관에 0.2 mM DPPH ethanol용

액에 단계별로 희석한 시료 추출물을 동량 첨가하여 혼합한 후,

암소에서 30분 동안 방치시킨 후 517 nm에서의 흡광도를 spec-

trophotometer(U-2000, Hitachi instrument, Tokyo, Japan)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측정값은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으며, 표준물질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여 활성을 비

교하였다.

ABTS+ Radical cation assay

Roberty 등(7)의 방법을 응용하여 7 mM ABTS(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 6-sulfonic acid))와 2.6 mM potassium persul-

fate를 혼합하여 실온·암소에서 14-16시간 동안 반응시켜, 실험

직전에 흡광도가 0.700±0.002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이 희석액

1 mL에 시료 50 µ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7분간 반응시킨 후

72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으며, ABTS 유리기 소거능은 시료 첨가구와 무 첨가구

의 흡광도 비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3회 반복 수행된 평균값이며, 각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program(ver. 18.0,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법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각 실험

군간 유의적인 차이는 Duncan’s multiful range test(p<0.05)로 검

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DPPH Radical scavenging

특정 물질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DPPH 유

리기 소거능, ABTS 유리기 소거능, 아질산염 소거능 등 여러 가

지가 알려져 있다. DPPH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유리 자유기를 갖

는 수용성 물질로, 항산화 활성이 있는 물질과 반응하면 유리기

가 소거되어 짙은 보라색이 탈색되어 흡광도가 감소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항산화 물질의 수소원자 공여능을 측정하는데 널리 이

용되고 있다(8). 또한 전자 공여능은 인체 내에서 자유 유리기를

제거하는 작용의 척도로도 이용된다(9).

약용식물 6종의 항산화 활성을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약용식물의 항산화 활성을 DPPH 유리기

소거 정도를 측정하여 전자 공여능으로 나타낸 결과 50 µg/mL

농도에서 반지련의 전자 공여능이 91.08±3.65(%)로 가장 우수하

였으며, ascorbic acid와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한, 50 µg/mL 농도에서 보골지(18.44±3.02)<계혈등(52.42±1.42<

봉출(59.58±5.74)<현호색(73.28±7.67) 순으로 ascorbic acid보다 유

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이는 대조군으로 사용한 동일

한 농도의 ascorbic acid보다 낮은 수준의 항산화 활성을 의미한

다. DPPH, superoxide radical, Ferric-thiocyanate법 및 Rancimat법

에 의한 계혈등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계혈등의 ethyl acetate

분획물이 가장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계

혈등의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분석하여 (-)-epicatechin

Table 1. List of plants used in this study

Scientific name Family Korean name Origin Part

Corydalis turtschaninovii (CT) Fumariaceae HyunHoSaek Korea Aerial part

Curcuma zedoaria (CZ) Zingiberaceae BongChul China Rhizome

Psoralea corylifolia (PC) Leguminosae BoGolJi China Fruit

Scutellsria barbata (SB) Labiatae BanJiRyun China Aerial part

Schisandra chinensis (SC) Magnoliaceae OMiJa Korea Fruit

Spatholobus suberectus (SS) Leguminosae GyeHyelDeung China Sar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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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동정하였으며, 이는 α-tocopherol 보다는 우수하고 BHA와는

유사 또는 우수한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실험 결

과와 다른 경향을 나타냈다(10).

농도 100 µg/mL에서 ascorbic acid의 항산화 활성이 94.99±3.0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50 µg/mL 농도에서는 현호색의 전

자 공여능이 94.17±2.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ascorbic acid

와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p<0.05). 500, 750 µg/mL 농도에서

는 보골지와 반지련의 전자 공여능이 높게 나타났지만, ascorbic

acid와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p<0.05). Jeo 등(11)의

반지련의 항염증 및 세포보호 효과에서 PGE2 생성 억제능, TNF-

α 생성 억제능은 유의적인 효과가 없었지만, 자궁근종 세포 억

제능을 억제시켰으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Catalase와 SOD의 발

현은 유의적으로 증가시켰다(11,12). 모든 시료에서 추출물의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DPPH 유리기 소거능은 유의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특히, 보골지의 DPPH 유리기 소거능이 추

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리기 소거능이 비례적으로 증가

하여 매우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이는 Park 등(13),

Kang 등(4)의 흑마늘 용매 분획물, 다양한 용매의 오미자 추출물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DPPH 유리기 소거능이 유의적으로 증

가한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보골지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는

생쥐 간 microsome과 mitochondria에서 페놀 함유 성분인 baku-

chiol, isobachalcone에 의한 항산화 효능이 나타났으며 특히, baku-

chiol은 microsome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 효능과 지질 과산화

로 유도된 산소 소비를 억제하였으며, 산화에 의한 적혈구의 용

혈도 억제하였다(14). 또한 보골지 메탄올 추출물은 산화적 스트

레스로 인한 신경돌기의 소멸을 대부분 회보하여 신경세포 손상

을 억제하거나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15).

본 실험에서 Park 등(13)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50 µg/mL에서

41.30%, 농도 100 µg/mL에서 63.81%와 같은 DPPH 유리기 소거

능 보다 높은 소거능을 나타냈다. 페놀화합물은 수산기를 통한

수소 공여와 페놀 고리구조의 공명 안정화에 의해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7). Shim 등(17)의 연구에서 보골지의 페놀 함량

이 100 µg 125.93 µM GAE(gallic acid eqivalents)로 많은 양의

페놀화합물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보골지의

높은 항산화 활성은 페놀함량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ABTS+ Radical cation assay

ABTS 유리기 소거법은 potassium persulfate와 반응하여 형성

된 청록색의 ABTS 유리기 cation이 추출물의 항산화 물질에 의

하여 소거되어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항산화 활성측정법이다

(16). DPPH assay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유리기를 제거하는 작

용 기작이 공통적이며, DPPH 유리기 소거능과 유의적인 상관성

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ABTS 유리기 소거법은 극성

과 비극성 시료의 소거 활성을 모두 측정 할 수 있으므로 DPPH

유리기 소거법보다 적용 범위가 넓다(7). 또한 DPPH는 free rad-

ical, ABTS는 cation 유리기이므로 기질의 특성이 서로 다르다. 추

출물의 특성에 따라 자유 라디칼과 cation 유리기와의 결합 정도

가 다를 수 있으며, 두 기질과 반응물과의 결합 정도가 상이하여

radical 제거 능력에도 차이가 생기는 것으로 사료된다(18). 그러

므로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 할 때에는 2종류의 유리기 소

거법을 모두 분석 할 필요가 있다.

약용식물 6종의 메탄올 추출물 n-hexane층의 ABTS 유리기 소

거능은 우수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보골지의 ABTS 유

리기 소거능에 의한 항산화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10 µg/mL를

제외한 모든 농도에서 보골지의 ABTS 유리기 소거능이 높게 나

타났지만, ascorbic acid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p>0.05). 농도

Table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es of n-hexane fractions from medicinal herbs (%)

Sample
Concentration (µg/mL)

50 100 250 500 750

CT 73.28±7.67 ab 87.55±3.55 ab 94.17±2.68 a 91.92±2.15 a 91.58±0.62 ab

CZ 59.58±5.74b 50.21±1.48cd 63.62±3.91 b 66.17±3.39 c 76.13±4.87 c

PC 18.44±3.02c 37.92±4.25d 79.34±5.71 ab 96.76±1.75 a 98.96±2.97 a

SB 91.08±3.65a 88.87±5.92 ab 76.35±4.66ab 94.88±1.49 a 99.33±2.22 a

SC 78.36±1.94 ab 75.35±4.01 ab 71.23±2.23b 75.61±4.04 b 83.62±1.60 b

SS 52.42±1.42b 65.23±1.18bc 77.92±3.33 ab 91.42±2.52 a 86.12±3.45 ab

Ascorbic acid 93.33±0.94a 94.99±3.08a 92.80±0.70a 92.83±1.11a 94.13±0.56 ab

Date was expressed as mean±SD (n=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the l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es of n-hexane fractions from medicinal herbs (%)

Sample
Concentration (µg/mL)

50 100 250 500 750

CT 22.66±1.59e 16.87±2.01 d 02.99±2.14d 10.16±3.14e 14.35±5.89c

CZ 64.15±7.29c 64.91±1.94 b 81.76±15.83b 73.37±3.31b 66.13±5.47b

PC 96.13±0.69a 97.25±0.57 a 103.24±0.57a 96.81±3.90a 105.94±5.44a

SB 49.64±6.54cd 36.76±1.67c 39.62±14.36c 30.04±4.12d 24.78±5.43c

SC 37.97±0.79de 34.16±4.73cd 51.42±4.55c 53.35±1.93c 42.28±3.47c

SS 86.29±0.94b 99.62±0.84a 85.10±0.466b 73.86±0.49bc 55.20±0.51c

Ascorbic acid 93.41±2.09a 99.14±0.81a 90.54±2.28a 99.63±0.37a 95.49±2.91a

Date was expressed as mean±SD (n=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the l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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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µg/mL에서는 계혈등(99.62±0.84)<보골지(97.25±0.57) 순으로

ABTS 유리기 소거능이 높았지만, ascorbic acid과의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농도 100, 500 µg/mL에서 ascorbic acid의 ABTS 유

리기 소거능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p<0.05).

ABTS 유리기 소거능은 DPPH assay와는 달리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Bang 등(19)의 연구에서

산채 어리수를 추출용매와 온도 조건을 달리하여 1,000 ppm으로

처리했을 때 ABTS 양이온 소거능이 36-86% 저해 되었으며,

Jeong 등(19)의 연구에서는 양치식물을 80% 에탄올로 환류·냉

각 추출하여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했을 때에는 DPPH 유리기

소거능이 ABTS 유리기 소거능 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Boo 등(21)의 여주 품종

별 유리기 소거활성 연구에서는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ABTS 유리기 소거능이 비례적으로 증가해 본 연구 결과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같은 농도에서 보골지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이

ABTS 유리기 소거능에 비해 높은 이유는 추출 용매와 추출 방

법이 ABTS 유리기 소거활성을 증가시키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

라 생각되며 이는 추출물에 용해된 항산화 유효성분의 함량이 높

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Bang 등(19)의 산채 어리수 추출물

의 ABTS 유리기 소거법 연구결과에서는 chloroform(39.57±0.87%)

분획물이 n-hexane(28.83±0.33%) 분획물 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

내었으며, shin 등(22)의 흑마늘 분획물의 ABTS 유리기 소거법

연구에서는 모든 농도에서 chloroform분획물의 ABTS 유리기 소

거활성이 n-hexane 분획물의 소거 활성보다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우리 몸의 산화와 노화를 촉진하는 DPPH 유리기 소거능과

ABTS 유리기는 phytochemical 소재 중 polyphenol화합물의 함량

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다(6,13). 그러나 DPPH 유리기와 ABTS

유리기의 소거 경향은 다르다. 그 이유는 vitamin C와 polyphenol

이외의 다른 항산화 물질들의 작용 기작이 연쇄 반응 개시의 방

지, 전이 금속 이온의 결합, 과산화물의 분해 등으로 다양하기 때

문이라고 보고 되고 있다.

요 약

약용식물 6종을 메탄올로 추출한 다음, n-hexane층을 DMSO에

녹여 항산화 활성을 측정·비교하여 기능성 소재인 천연 항산화

제로써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DPPH를 이용한 라디칼 소

거능 실험에서는 250 µg/mL 농도에서 보골지가 대조군인 ascorbic

acid에 비해 높은 유리기 소거능에 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농도 500 µg/mL 에서는 ascorbic acid가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ABTS 유리기 소거능 실험에서는 농도 증가에 따른 항

산화 활성이 DPPH assay와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고, 특히 보골

지의 항산화 활성이 대조군인 ascorbic acid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DPPH 라디칼, ABTS 유리기 소거능 실험 결과 공통

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조사 된 약용 식물은 반지련, 보골지이며

500 µg/mL 이상의 농도에서 ascorbic acid와 유사한 90% 활성을

보였으며 750 µg/mL 농도에서는 ascorbic acid 보다 우수한 유리

기 소거 활성을 보였다. 따라서, 반지련과 보골지는 항산화 활성

이 우수하므로 천연 식물소재로 이용하기에 적합하며, 천연물의

추출 부위, 용매, 추출 조건에 따라 다양한 항산화 활성 능력을

기대 할 수 있으므로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응용 가능성 또한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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