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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쟁이(Rumex crispus L.) 뿌리 추출물의 항산화 및 광피해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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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oxidant and photoprotective effects of various extracts from the roots of Rumex crispus L. were evaluated. 
The concentrations (IC50) of various extracts required to exert a 50% reducing effect on a DPPH radical were 
found to be 0.005~0.093 mg/mL. The ethyl acetate extract showed a more remarkable effect than the positive 
control ascorbic acid. The concentrations (QC50) of the butanol and ethyl acetate extracts required to exert a 50% 
reducing effect on the singlet oxygen 1O2 were found to be 0.464 and 0.365 mg/mL, respectively. Both extracts 
were also found to protect the in vitro biological system from the detrimental effect of a singlet oxygen 1O2 on 
type II photosensitization in E. coli and genomic DNA. Among all the tested extracts, the ethyl acetate and butanol 
extracts contained higher amounts of total phenolic contents. The results suggest that our study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ew bioactive products with potential applications to the reduction of photo-produced oxidative 
stress involving reactive oxygen species in living 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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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식물류 중에서 인체의 생체리듬을

조절하고 면역계를 활성화시키며 세포분화를 유도하는 성

분들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최근 많은 연구에 의하여

밝혀짐에 따라 여러 가지 생리적 효능을 가지는 천연물

소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3). 특

히 식물류 중에 함유되어 있는 생리 활성 성분에 대한 관심

이 높으며 각종 생약재 및 천연물의 항균, 항돌연변이, 항산

화 및 항암효과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4,5). 천연

물의 항산화작용은 노화와 만성적 질병을 일으키는 활성산

소를 제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산소는 인간에게 없어

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익한

반면, 활성산소로 변환되어 질병을 일으키고 노화를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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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생체에 큰 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유해산소로 알려진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분자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세포 구

성성분인 지질, 단백질, 당, DNA 등에 대하여 비선택적,

비가역적인 파괴작용을 일으켜 노화는 물론 암을 비롯하여

뇌졸중, 파킨슨병, 심장질환, 동맥경화, 피부질환, 소화기질

환, 염증, 류마티스, 자가면역질환 등의 각종 질병을 유발한

다(7,8). 신체에는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막과

세포내 물질을 보호하기 위한 항산화 기전이 존재하는데

그중 하나는 체내 존재하는 항산화 효소에 의해서, 나머지

는 생체 내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과 식이를 통하여 공급되

는 항산화제에 의한 것이다(9). 현재까지 천연 항산화제로

는 비타민E, 비타민C, 탄닌, 안토시아닌, 카로티노이드류,

플라보노이드류 등이 있으며 생체 내에서 노화를 억제시키

거나, 동맥경화, 염증, 퇴행성질환 및 암을 예방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11). 또한 합성 항산화

제인 BHA 및 BHT는 효력은 매우 우수하나 체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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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과 세포대사 및 호흡작용을 방해하며 발암성이 있고

독성이 강하다는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다(12,13). 따라서

합성 항산화제보다 안전하고 효력이 강한 천연 항산화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소리쟁이(Rumex crispus L.)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라

는 마디풀과의 다년생초본으로 높이는 30～80 cm이고 줄

기는 곧게 자라며 잎은 호생하며 잎자루가 짧고 장타원상

피침형으로 양끝이 좁고 주름살이 있는 식물이다. 우리나

라에는 소리쟁이와 형태학적으로 유사한 참소리쟁이(R.

japonicus HOUTT), 묵밭소리쟁이(R. conglomeratus MURP.),

금소리쟁이(R. maritimus L.)도 서식하고 있다. 민간에서는

잎을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한방에서 소리쟁이의 잎

과 뿌리는 우이대황엽, 우이대황이라 하여 지혈, 통열, 해독,

통변, 기관지염, 변비 등의 다양한 처방제제로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소리쟁이에 함유되어 있는 생리활성물질과 이의

생리작용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소리쟁이 종자의

추출물은 소염진통작용 및 간 보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Vibrio vulnificus와 Saccharomyces

cerevisiae에 대하여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보고되었

다(14,15). 그리고 소리쟁이에는 2,6-dichloro- 4-nitrophenol,

2-isopropyl-5-methylphenol, 4-vinyl-2-methoxy- phenol,

2,3-dihydrobenzofuran과 같은 항산화물질이 존재한다고 보

고되고 있다(16).

본 연구에서는 소리쟁이 뿌리의 항산화제로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정을 하기 위하여 소리쟁이 뿌리 추출물

의 항산화 활성, 생체기관의 광피해 억제 효과 등을 연구하

였다.

Fig. 1. Schematic diagram for the extraction from Rumex crispus L. root.

재료 및 방법

추출 및 분획

소리쟁이 뿌리는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강변에서 2012년

6월 말에 채취해 음지에서 5일간 자연 건조하였으며, 시료

의 추출 및 분획 과정은 Fig. 1과 같다. 건조한 시료 200

g을 70% 에탄올 2 L로 3회 추출한 후, 추출액을 Whatman

No. 2 여지로 여과하여 고형물을 제거하고, 70% 에탄올

추출액을 감압농축기(EYELA N1000, Tokyo, Japan)를 이

용하여 40℃에서 농축하였다. 획득한 소리쟁이 추출물에

일정량의 물을 첨가하여 1 L로 부피를 맞춘 후, 극성도가

다른 추출용매인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

올 1:1 비율로차례대로넣어 각 분획을얻었다. 먼저분액여

두에 헥산을 소리쟁이 추출물과 동량을 넣고, 잘 혼합한

후 수층과 추출용매의 두 층으로 나눈다. 헥산 용매층(HE)

은 따로 농축하고, 수용액층을 다시 같은 방법으로 클로로

포름(CE)과 에틸아세테이트(EE)와 부탄올(BE)을 차례대

로넣어 각각 분액 하였다. 부탄올 분액 후남은 수용액층을

동결건조한 후 메탄올(10 mL)을 첨가하여 원심분리하였다.

이때 상등액을 메탄올 추출물(ME)로, 침전물을 증류수로

녹여 물 추출물(WE)로 사용하였다. 각 추출물은 용해성을

감안하여 100 mg/mL로 농축한 후, 4℃에서 보관하며 실험

에 사용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사용한 용매 및 시약은

Duksan(GR grade),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총 페놀 함량 분석

총 페놀 함량은 다양한 용매로 추출된 소리쟁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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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HE, CE, EE, BE, ME, WE)에 대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을 평가하기 위해 Folin-Ciocalteu법(17)을 이용하였다.

즉 시료 100 μL와 Folin-ciocalteu시약 50 μL, 20% Na2CO3

850 μL를혼합한 후 2시간 동안 암실에서 보관한 후, 분광광

도계(UV-1800,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765

nm에서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이용하여

표준 검량선을 작성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을 시료 1 mg

중의 mg gallic acid로 계산하였다. Gallic acid의 농도는 10∼

500 mg/mL가 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765 nm에서

흡광도를 평가하여 작성하였다.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radical 측정

Brand-Williams 등의방법(18)에따라 DPPH(2,2-diphenyl-1-

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 활성을 평가하였다. 6×10
-5

M

DPPH를 메탄올에 녹인 후, DPPH 라디칼 용액 900 μL와

시료 100 μL를 혼합한 후 5분간 반응시킨 후 분광광도계

(UV-1800, Shimadzu)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평가

하였다. DPPH 라디칼의 소거능은 아무것도 첨가하지않은

대조군과 시료 첨가 후 흡광도의 변화로 하여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전자공여능  무처리구의흡광도
시료첨가구의흡광도

×

시료의 농도별 DPPH 라디칼 소거능(전자공여능, %)을

도식화하여 전자공여능 50%일 때의 시료 농도를 50%

inhibition concentration(IC50)로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decolorization 측정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라디칼을 이용한 항산화력 측정은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방법(19)에 의하여 측정

하였는데, 7 mM ABTS와 2.4 mM potassium persulphate를

섞어 12시간 이상 암소에 방치하여청록색의 ABTS 라디칼

을 형성시켜 냉장 보관하였으며, radical stock solution은

734 nm에서 흡광도 값이 0.70(±0.02)이 되도록 에탄올로

희석하였다. 이 용액 0.9 mL에 농도별로 제조한 각 시료용

액 0.1 mL를 가한 후실온에서 7분간 반응시킨 후, 반응액의

흡광도 변화를 734 nm에서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정도는 시료용액 첨가군과 무첨가군

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

As : Absorbance of sample

Ac : Absorbance of control

단일항산소 측정

Rose bengal(RB)의 광증감 반응에 의해 생성된 단일항산

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imidazole-RNO bleaching 방법(20)을

이용하였다. 단일항산소 분석은 2 μM rose bengal, 5 mM

imidazole 그리고 4 μM RNO를 녹인 20 mM Tris-succinate

buffer(pH 6.5) 반응액이 빛에 노출되기 전후 흡광도 변화를

440 nm에서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시료는 150 W

halogen-lamp(Osram, Augsburg, Germany)로부터 백색광(

λ>400 nm, 100 W·m
-2
)에 4분간 노출되어졌으며, 모든 분석

은 25℃에서 이루어졌다. 대조군으로는 L-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생체기관의 광피해 억제력 측정

생체기관의 광피해 억제력 시험은 소리쟁이 추출물이

빛에 의해야기되어진 활성산소로부터 생체 기관을 보호하

는 지를 검증하는 실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단일항산소

에 의한 대장균 사멸억제 및 DNA 손상억제에 대한 연구를

Suh 등의 방법(21)으로 수행하였다. 대장균 사멸억제 효과

검증을 위하여 Escherichia coli Luria-bertari 고체배지와 멸

균 처리된 페이퍼디스크, 광증감제(10 μg rose bengal)가

사용되었다. 대장균이 도말된 E. coli Luria-bertari 고체배지

에 멸균된 페이퍼디스크를 놓고 무처리군, 광증감제 처리

군 및 광증감제+시료(추출물 또는 아스코빅산)을 처리하여

25℃, 20시간 빛에 노출시킨 후 페이퍼디스크 주변의 대장

균 생육상태(생육 저지환크기)를 관찰하였다. DNA 손상억

제력 확인을 위하여 빛 노출 조건 하에서 추출물 유무에

따라 DNA 파괴 정도를 검정하였다. 실험 균주 E. coli로부

터 Exgene
™

cell SV mini kit(Gene All
®
)을 이용하여 genomic

DNA를 분리하였으며, 분리된 genomic DNA에 소리쟁이

용매별 추출물을 농도별 처리와 RB 50 μL 넣은 후 5분,

10분 간격으로 광 조사를 한 후 1% agarose 전기영동을

통해 genomic DNA 파괴 정도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페놀 함량

페놀성 화합물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2차대사산물

로서 대부분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본실험에서 사용되어진 다양한 소리쟁이 뿌리 추출물

(HE, CE, EE, BE, ME, WE)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total

phenolic contents, TPC)의 분석결과는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각 용매 추출물의 TPC는 0.083∼0.664 mg GA/mg

extract의 범위를 나타내었는데 그중 에틸아세테이트 추출

물(EE)이 0.664 mg GA/mg extract로 다른 용매 추출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클로로포롬

추출물(CE)은 0.298 mg GA/mg extract이였고, 부탄올 추출

물(BE)은 0.294 mg GA/mg extract, 헥산 추출물(HE)은

0.291 mg GA/mg extract로 나타났으며, 메탄올 추출물(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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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0.091 mg GA/mg extract, 증류수 추출물(WE)은 0.083

mg GA/mg extract를 나타내 상대적으로 적게 검출되었다.

일반적으로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항산화력과 정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며, 소리쟁이 뿌리 추출물에 따른 총 페놀

함량으로 보아 소리쟁이 뿌리의 항산화력은 아주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2. Total phenolic contents of various extracts from R. crispus
root.

Data are presented as means±standard deviation (n=3)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radical 소거능

DPPH는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자유라디칼을 가지고 있

는 물질로 ascorbic acid, tocopherol, polyhydroxy 방향족 화

합물 등에 의해 환원되어 짙은 자색이 탈색되는데, 이것은

다양한 천연 소재로부터 항산화물질을 검색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23). 소리쟁이 뿌리 추출물의 전자 공여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은데, DPPH 라디칼소거 활성을

나타내는 IC50 값이 WE 0.057 mg/mL, ME 0.077 mg/mL,

BE 0.015 mg/mL, EE 0.005 mg/mL, CE 0.039 mg/mL,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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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Kinetics of DPPH scavenging activity measured by increase
of R. crispus root extracts.

Averaged results from triplicate experiments are given with error bars representing SD
(■, water; □, methanol; ◯, butanol; ●, ethyl acetate; △, chloroform; ▲, hexane
extract; ◆, ascorbic acid).

0.093 mg/mL를 나타내어 소리쟁이 뿌리 추출물의 DPPH

소거 활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에틸아세

테이트 추출물(EE)과 부탄올 추출물(BE)에서 높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는데, 비교 물질로 주로 사용

되는 ascorbic acid의 0.010 mg/mL과 비교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항산화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클

로로포름 추출물(CE)과 물 추출물의(WE) 경우도 비교적

우수한 활성을 띄고 있었으며, 헥산 추출물(HE)과 메탄올

추출물(ME)은 비교적 라디칼 소거 활성이 낮게 나타났다.

ABTS radical cation 소거능

ABTS와 potassium persulfate를 암소에 방치하면 ABTS

라디칼이 생성되는데 추출물의 항산화력에 의해 ABTS 라

디칼이 소거되어 라디칼 특유의 색인 청록색이 탈색된다.

이와 같이 ABTS 라디칼탈색반응은 이미 생성된 자유라디

칼의 제거 정도를 흡광도로 나타내어 ABTS 라디칼의 소거

활성능을측정하는 방법으로 ABTS 라디칼탈색반응이 1분

안에 종료되므로 단시간 측정할 수 있고, 소수성과 친수성

모두에 적용 가능하다(24). 소리쟁이 뿌리 추출물 및

ascorbic acid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에 나와 있는바와 같이, 놀랍게도 0.36 μg/mL의 에틸

아세테이트 추출물(EE)은 약 94%의 높은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보였고, IC50 값이 0.17 μg/mL을 나타내었다.

또한 부탄올 추출물(BE)의 IC50 값이 21.42 μg/mL로 비교적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그 외 다른 분획들의 IC50 값은

32.4∼133.4 μg/mL로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헥산 분획의 경

우 ABTS 라디칼소거활성을확인할 수 없었다. 항산화제로

잘 알려져 있는 ascorbic acid의 IC50 값이 3.35 μg/mL로

측정되어진 것을볼때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에틸아세테이

트 추출물(EE)은 매우 높은 ABTS 라디칼소거 활성을 가진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DPPH 라디칼 저해 활성이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
 A

BT
S 

sc
av

en
in

g 
ef

fic
ie

nc
y

Concentration (mg/mL)

Fig. 4. Kinetics of ABTS scavenging activity measured by increase
of R. crispus root extracts.

Averaged results from triplicate experiments are given with error bars representing SD
(■, water; □, methanol; ◯, butanol; ●, ethyl acetate; △, chloroform; ◆, ascorb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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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S 라디칼저해 활성보다 높게 나온경향을볼수 있는데

이는 ABTS 라디칼이 DPPH 라디칼보다좀더강력한 산화

물질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25).

단일항산소 억제 효과

다양한 소리쟁이 뿌리 추출물에 대한 단일항산소 억제

효과를검증하기위하여광증감반응(Type-II photosensitization)

에 의해 발생되는 단일항산소의 억제 효과를 분석하였다.

시료의 농도별 처리에 따른 단일항산소 억제 효과는 Fig.

5에 나타내었는데, EE의 QC50 값은 0.365 mg/mL이었고,

BE는 0.464 mg/mL로앞에서와 같이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

내었다. ME는 2.481 mg/mL, WE 2.743 mg/mL이었으며,

CE 및 HE의 경우 효과적이지않았다. 대조군으로는 항산제

로 잘 알려져 있는 ascorbic acid(AA)를 사용하였는데, AA

의 경우 0.086 mg/mL의 QC50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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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Kinetics of singlet oxygen quenching activity measured by
increase of R. crispus root extracts.

Averaged results from triplicate experiments are given with error bars representing SD
(■, water; □, methanol; ◯, butanol; ●, ethyl acetate; ◆, ascorbic acid).

생체기관의 광 피해 억제 효과

정제가 되지 않은 추출물 상태에서 우수한 항산화 활성

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자외선을 포함한 강한 직사광선에

노출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소거하는 능력이

뛰어나리라 판단이 되었으며, 빛에 의해 발생되는 단일항

산소에 대한 피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광피해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광증감 반응(Type-II

photosensitization)으로 생성되는 활성산소에 의한 대장균

의 피해로부터 소리쟁이 뿌리 추출물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단일항 산소 억제 효과가 우수하였던 EE, BE 추출물의

광보호(photoprotection)효과를 분석하였다. 무처리군, 광증

감제 처리군 및 광증감제+시료(추출물 또는 아스코르브산)

처리군으로 구분하여 빛에 노출시킨 후페이퍼디스크주변

의 대장균 생육상태(생육 저지환 크기)를 관찰하였다. 대장

균의 증식은 광증감제인 rose bengal이 빛에 노출되어졌을

때 발생되는 단일항산소로 인한 페이퍼디스크 주변에 형성

되어진 생육 저지환의 크기로 판단해 볼 때 심각한저해를

받았다(Fig. 6). 반면 ascorbic acid, EE 및 BE를 첨가하였을

때 생육 저지환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이들이

활성산소를 억제하거나 제거한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

해 대장균 생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또한 자외선 및 강한직사광선에 의한 생체기관의 파괴로부

터 소리쟁이 뿌리 추출물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유전자

수준에서 DNA 손상 억제력 시험을 실시하였다(Fig. 7). 분

리한 DNA를 암조건(lane 1, 2) 및 광노출시(lane 3-6)에 따른

DNA 파괴 정도와 광 노출 시 소리쟁이 EE 첨가 (lane 2,

4, 6) 여부에 따른 DNA 보호 정도를확인한 결과, Fig. 7에서

와 같이 EE를 첨가하지않고 광에 노출된 3, 5 시료에 비해

EE를 첨가한 4, 6 시료에서 DNA의손상이 적은 것을확인

할 수 있었다. 소리쟁이 뿌리 추출물인 EE가 광조건 하에서

발생한 활성산소에 의한 DNA손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

인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 Photoprotective effect of R. crispus root extracts on
photosensitized damage.

A clear zone on agar plate around a filter paper disk loaded with 0.04 mg RB alone
(A) indicates bacterial growth inhibition induced by photosensitization. The zone of
inhibition changed when the disk was loaded with 0.04 mg RB plus 0.6 mg ascorbic
acid (B) or 0.1 mg sample extracts (C, BE; D, EE). E is the negative control.

Fig. 7. Photoprotective effect of R. crispus root extracts on
photosensitized damage of genomic DNA.

DNA were incubated with 2 μM RB plus different condition (lane 1, dark condition;
lane 2, dark plus 0.1 mg/mL EE; lane 3, 5 min illuminated; lane 4, 5 min illuminated
plus 0.1 mg/mL EE; lane 5, 10 min illuminated; lane 6, 10 min illuminated plus 0.1
mg/mL EE) at 25℃ under continuous illumination (> 350 nm, 15 W·m-2).

결론적으로 소리쟁이 뿌리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

DPPH, ABTS 및 단일항산소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모든 실험에서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과 부탄올 추출물에

서 아주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고, 강한 광에 노출되었

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생체기관의 광피해로부터 생명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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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는 중요한 반응을 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향후 in

vivo 실험및 순물질 정제를 통해 심도깊은 연구가 진행되

어야할 것으로 판단되며. 식품산업, 향장산업 및 의약산업

에 적용한다면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소리쟁이 뿌리로부터 얻어진 다양한

용매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광 피해 억제 효과를 확인하

는 것이다. 항산화 활성은총페놀함량 분석과 DPPH 라디

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단일항산소 억제 효과로

확인하였다. DPPH 라디칼소거 활성을 나타내는 IC50 값은

0.005～0.093 mg/mL를 나타내어 소리쟁이 뿌리 추출물의

DPPH 소거 활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이 0.005 mg/mL로 높은 DPPH 라디

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는데, 비교 물질로 주로 사용되는

ascorbic acid의 0.010 mg/mL 보다 높은 우수한 항산화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일항산소 억제 효과를 나타내

는 QC50 값은 부탄올과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의 경우 각

각 0.464, 0.365 mg/mL을 나타내어 높은 소거 활성을 보였

으며, 대장균 및 DNA와 같은 생체기관의 피해로부터 이들

추출물의 광 피해 억제 효과를 시험한 결과 강한빛에 의해

야기되는 활성산소의 피해로부터 생물체를 보호해주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총페놀함량도 에틸아세테이트와 부탄올

추출물에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소리쟁이

뿌리의 추출물은 생물체의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야기되

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보다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한다면새로운생물 소재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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