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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ied leaves of Raphanus sativus L. and Angelica keiskei L. extracts have strong antioxidant potential and in 
consequence profound effects on ulcerative colitis.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effect of diet mixtures 
containing dried leaves of Raphanus sativus and Angelica keiskei powder on ulcerative colitis in mice and antioxidant 
potential of radish green and Angelica extracts as well. Both dried leaves of Raphanus sativus and Angelica keiskei 
extracts exhibited higher antioxidant activity due to the presence of polyphenols, favonoids and antioxidant enzymes 
like superoxide dismutase (SOD). Analyzed data indicate that Angelica keiskei extract had higher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compared with radish green, while maximum SOD activity was noted in dried leaves of Raphanus 
sativus extract Likewise, higher antioxidant (348.72 ± 31.65 µg/mL) and ABTS+ radical scavenging (17%) activities 
were noted in dried leaves of Raphanus sativus extract compared with Angelica keis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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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경제 성장과 더불어 암, 노화와 같은 질환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질병들은 산화적 스트레스

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산소종(ROS; reactive oxygen

species)에 기인하는데, 이들은 세포 내 DNA,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등의 거대분자들과 반응하여 DNA분절, 단백질

의 불활성화, 불포화 지방산의 과산화 등의 문제를 낳아

생체기능을 저하 시킨다(1). ROS가 과잉 축적되면 DNA와

세포내 여러 분자에 손상을 가져오게 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 체내에는 항산화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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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 시스템의 주요 구성성분은 비타민 C, E, A와 무기

질, carotenoid와 같은 기능성 물질들로, 대부분 식물성 식품

을 통해 얻을 수 있다(4). 실제로 채소와 과일의 섭취가

여러 만성질병의 위험을 낮춘다는 가설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기존 연구의 예로, 정상인에게 8주간 포도주스

를 섭취하게 하였더니 혈장 내 자유 라디칼과 total

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이 감소되었다

는 연구결과가 있으며(5), 정제된 비타민 C, 비타민 E 보다

는 채소와 과일 속의 천연비타민이 암예방과 더욱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었다(6). 또한 토마토, 양파,

도정하지 않은 곡물이 lymphocyte의 DNA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입증되었으며(7), 피실험자들에게 3종류의 채소와

과일로 식단을 짜 각기 다른 기간 동안 섭취하게 했을 때,

종류에 상관없이 혈장의 항산화능이 증가했다고 한다(8).

이와같이 항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품의 섭취가 중요시



Antioxidant Activities of Angelica keiskei L. and dried leaves of Raphanus sativus L. 105

되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

신선초는 비타민 C를 비롯한 각종 비타민과 칼륨, 칼슘,

철, 마그네슘 등의 무기질(16)은 물론 chalcone, coumarin,

saponin, flavonoid 등과 같은 생리활성성분을 함유하고 있

으며, 항알러지효과(17), 항고혈압효과(18) 및 간 기능 향상

(19), 빈혈예방(20), 인슐린 분비 촉진 효능(21) 등을 나타내

는것으로보고되어있다. 특히신선초에함유된 xanthoangelol

은 신경암, 혈액암, 루이스폐암세포 및 배꼽정맥내피세포

에서 세포사멸 유발과 암 대사를 저해하고, 종양 프로모토

활성 및 전이를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22). 이러한 연구결

과에 힘입어 각종 성인병 및 여러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즙, 분말, 차 등의 건강보조식품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

(44). 그러나 쓴맛과 독특한 냄새 그리고 질긴 특성으로

인하여 식품으로서 인식되지 않았다. 반면 무시레기는 건

물량 중 35% 이상의 식이섬유, 20% 내외의 단백질과 철분,

칼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gluconasturtiin을 포함한

glucosinolate 류의 항암성분은 물론 유해활성산소 소거능

력이 뛰어난 β-carotene 및 안토시아닌까지 함유하고 있으

며(10,11), 최근에 무시레기 에탄올 추출물이 폐암세포 억

제 효과가 있으며(12), 위장 내 자극과 자궁 수축 활성(13),

장내 자극 변화(14) 및 기타 생리활성(15) 등을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면서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가진 연구대

상으로써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지만 양질의 식재료로써

의 가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시레기 및 신선초 추출물의 항

산화 성분 및 활성 검정을 통해 앞으로 이들의 항산화 물질

의 작용기전 연구진행을 위한 기초 자료 및 기능성 식품으

로의 활용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연구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시레기, 신선초는 농협 하나로 마

트에서 구입하였으며, 동결건조 후 믹서기를 사용해 분쇄

하여 고운 입자형태의 파우더로 만든 다음, 시료정량의 20

배에 해당하는 70%의 EtOH로 24시간 3반복 추출하여 시료

로 사용하였다.

기기 및 시약

실험기기로는 VERSA max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Co., USA), micro-pipette (Gilson Inc., USA)이 사용

되었으며, 시약으로는 L-ascorbic acid, 2N folin-ciocalteu's

phenol regent, 1,1-diphenyl-2- picrylhydrazyl (DPPH), gallic

acid, 2,2-azinodi [3-ethlbenzthiazolne-6-sulfonic acid]등은

Sigma (St.Louis, MO, USA), tannin acid, SOD Kit, diethylenglycol

등은 Fluka (Fluka Co., EU), Sodium hydroxide와 Potassium

persulfate은 Junsei (Junsei Co., Japan)이 사용되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

총폴리페놀 함량은 Kim 등(23)의 방법을 변형하여측정

하였다. 농도 1.0 mg/mL의 무시레기, 신선초 추출물 200

μL에 2 % Na2CO3 2 mL을넣어섞어준다음 1 M 페놀반응

시약(50% Folin-ciocalteu's phenol regent; 2N 100 mg/mL

in 1st distilled water) (Sigma Co., USA) 200 μ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키고 750 nm에서흡광도를측정

하였다. 대조군으로는 tannin acid을 사용하였으며, 총 폴리

페놀 함량은 측정된 흡광도 값으로부터 구하였다.

total polyphenols = Y×V/S

*Y : 시료의 흡광도 값을 검량선에 대입하여 얻은값

V : 시료추출액의조제단계에서사용된추출용매의부피

S : 추출시료의 무게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플라보노이드함량은 Kong 등(24)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농도 1.0 mg/mL의 시료 추출물 1 mL에

diethylenglycol 10 mL을 넣어 섞어준 다음 1N NaOH 1 mL

을첨가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반응 후 420 nm에서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는 gallic acid를 사용하였으며, 함

량은 측정된 흡광도 값으로부터 산출하였다.

total flavonoids = Y×V/S

*Y : 시료의 흡광도 값을 검량선에 대입하여 얻은값

V : 시료추출액의조제단계에서사용된추출용매의부피

S : 추출시료의 무게

전자 공여능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 EDA)은 시료에

대한 DPPH의 전자공여에 따른 시료의 환원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Chu(25)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1, 10,

100 μg/mL 농도별 희석한 시료추출물을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100 μL씩 분주하고, 다시 여기에 150 μM DPPH

용액 150 μL를첨가하여섞은 다음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

켜 51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으며, 항산화 활성은 측정된 흡광

도 값으로부터 구하였다.

inhibition concentration (%) = (1-D/C) × 100

IC50 = (0.5-b)/a

*D : 추출물첨가구의 흡광도

C : blank 흡광도

a (기울기), b (절편) : sample stock solution의 단계별

농도(X)에 대한 inhibition concentration (Y)에 작성된

방정식으로부터 얻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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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S radical 소거활성

무시레기와 신선초에 대한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Van den Berg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27). 7.4

mM의 ABTS 시약과 2.6 mM potassium persulfate를 3차

증류수에 녹인 후 12시간 overnight 한 다음 50배 희석하여

73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을 때 흡광도 값이 1.4-1.5

nm 사이로 나오도록 하였다. 농도100 μg/mL의 시료 10

μL와 ABTS 시약 200 μL를 혼합한 후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으며, ABTS radical 소거능은 측정된 흡광도 값을

통해 구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blank O.D-sample O.D.)/blank O.D. × 100

*blank : ascorbic acid + ABTS 시약의 흡광도 값

Superoxide dismutase (SOD) 유사 활성

SOD 유사활성은 Marklund 등(26)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농도100 μg/mL의 시료 추출물 20 μL에 dilution

buffer와 enzyme working solution을 20 μL씩 넣어준 후 상온

에서 20분간 반응시킨 다음 450 nm에서흡광도를측정하였

다. SOD 활성은 측정된 흡광도 값을 통해 구하였다.

SOD activity inhibition rate (%) =

{[(blank1-blank3)-(sample-blank2)]/(blank1-blank3)} × 100

*blank1 : distilled water와 WST working solution +

enzyme working solution

blank2 : control group sample + WST working solution

+ dilution buffer

blank3 : WST working solution + WST working solution

+ dilution buffer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SAS (Satistic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평균±표준편차로 구하였다. 실험군 간

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를 한 후, 던칸다중검정

(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변인간의 차이를 검증하

였다. 모든 통계적인 유의성은 0.05 미만인 수준에서 실시

하였다. 또한 총 폴리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항산

화 활성과의 상관관계는 선형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토

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항산화 성분 및 전자공여능

총 polyphenol 함량의 경우 무시래기 및 신선초 추출물은

2.84±0.11 g/100 g dr.wt. 및 2.88±0.02 g/100 g dr.wt.로, Ku

등(15)의 보고에서 건조무청 추출물의 총 polyphenol 함량

이 최하 4.90±0.04, 최고 6.20±0.01 g/100 g dr.wt.로 나왔으

나 Chu 등(28)의 연구에서 EtOH로 추출한 브로콜리, 시금

치, 양파, 감자, 오이 추출물의 총 polyphenol 함량이 0.08,

0.07, 0.06, 0.02, 0.01±0.00 g/100 g dr.wt.인 것을 참고할

때, 무의 품종과 재배조건, 추출 조건 및 실험 방법에 의한

차이에 따라 총 polyphenol 함량이달라지는 것으로 사료되

었다.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데에는 phenol 화합물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29,30), 함량이 높을수록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특히 DPPH

radical을 이용한 항산화력 측정에서는 phenolic 화합물 중

flavonoid 계열이 우수한 항산화활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

되었다(32). 총 flavonoid 함량은 총 polyphenol 함량보다

적게 나타났으며, 신선초는 무시래기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통한 항산화 활성

검정에서 신선초가 무시래기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데 영향을미친것으로판단되었다. 따라서 polyphenol 화합

물 중 flavonoid가 증가할수록항산화 활성역시 높아진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였을 뿐만 아니라(33), flavonoid계열의

화합물이 DPPH radical 소거활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32).

Table 1. Comparison of total polyphenols and total flavonoids in
dried radish green and Angelica extracts.

(g/100 g, dry weight)

Plants
1)

Dried radish green
2)

Angelica

Total polyphenol
(g/100 g dr.wt. eq)

2.84±0.11b 2.88±0.02a

Total flavonoid
(g/100 g dr.wt. eq) 0.19±0.00

b
0.38±0.01

a

Antioxidant activities 3)
(IC50, ㎍/mL) 348.72±31.65

a
183.37±48.17

b

1)Each value is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IC₅₀ : Inhibitory activity is expressed as the mean of 50% inhibitory concentration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obtained by interpolation of concentration-inhibition curve

ABTS
+
radical 소거활성

ABTS
+

radical 소거능은 항산화 활성을 스크리닝 하는데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ABTS와 potassium

persulfate를 암소에 방치하면 ABTS
+
이 생성되는데, 추출물

의 항산화 활성에 의해 ABTS
+
·이 소거되어 radical 특유의

색인 청록색이 탈색되는 정도로 활성을 측정한다(36).

무시레기와 신선초 추출물의 ABTS 양이온 radical 소거

활성을 100 μg/mL의 농도에서 측정한 결과, 무시레기 추출

물이 17%로 가장 높았으며, 대조군으로 사용된 ascorb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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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가 13%, 신선초 추출물이 11%의 활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Boo 등(37)이 여주 품종별 ABTS 양이온 소거활성을 분

석한 결과, 총 polyphenol 함량과 총 flavonoid 함량이 높을

수록 ABTS 양이온 소거활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Lee 등

(38)도 polyphenol함량이 높을수록 양이온 소거활성 역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DPPH

radical 소거능에서 신선초 추출물이 가장 높았던 것과는

대조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DPPH radical 소거활성에

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인 부위와 ABTS 양이온소거활성에

서 높은 활성을 보인 부위가 다르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Jin(33)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소거하는

radical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즉,

DPPH의 경우 free radical이지만 ABTS는 양이온 radical이

라는 점이 다르며, 또한 페놀물질의 종류가 다름에 따라

두 기질에 결합하는 정도가 다르므로 radical을 제거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나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1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dried radish green and
Angelica extracts.

Bar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Superoxide dismutase (SOD) 유사활성

SOD (superoxide dismutase)는 세포에 해로운 superoxide

을 과산화수소로 전환시키는 반응을 촉해하는 효소로 30

kDa 이상의 분자량을 가진 단백질이어서 체내에쉽게흡수

되지 못하고 체외로 배출되며, 열과 pH에 불안정하다. 따라

서 SOD와 유사한 활성을 가지면서 SOD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SOD 유사활성물질의 탐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다. 이들 SOD 유사활성 물질은 효소는 아니지만 SOD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저분자 물질로 superoxide의 반응성을

억제하여 생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phytochemical에 속할 뿐 아니라 식물체에 다량 존재한다

(33).

Hong 등(35)이 십자화과 식물에 속하는 브로콜리, 케일,

무착즙액의 SOD활성을 측정한 결과, 100 μg/mL의 농도에

서 41.7%, 26.7%, 24.1%의 활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Ku 등(11)의 연구에서도 데친 무시레기와 자연건조 무시레

기가 1.0 mg/mL의 농도에서 39%, 38%의 활성을 보인 것을

참고할 때, 유의적인 차이는 없지만 본 연구에서의 농도

100 μg/mL에서 보인 무시레기 63%, 신선초 58%의 활성은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었다. 무시레기는 DPPH

radical 소거 활성과 반대로 신선초보다약간 높게 나타났으

며, 두 시료 모두 합성항산화제인 BHT보다도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Fig. 2 Superoxide dismutase(SOD) like activity of dried radish
green and Angelica extracts.

Bar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무시레기와 신선초의 항산화 성분 및 항산화 활성간의 상

관관계

총 flavonoid 함량과 항산화 활성에서는 특별한 상관관계

를 보이지 않았던 Kwak나 Kim 등의 연구결과(39,40)와 달

리 본 실험에서는 유의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2).

특히 총 flavonoid 함량은 ABTS 양이온 radical 소거활성

과 강력한 음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DPPH

radical 소거활성과는 정반대의 강력한 양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Ku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

다(41).

또한 총 polyphenol 함량과 항산화 활성에서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Kim 등이 보고한 polyphenol

함량과 DPPH radical 소거활성, hydroxy radical 소거활성,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에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

타났다는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42).

따라서 기존의 많은 연구들에서 flavonoid 화합물이 비타

민 C, E에 비해 3배 내지 5배 이상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었다고 보고(43)한 것을볼때, 본 연구에서 polyphenol

화합물 중 특히 flavonoid 화합물들이 free radical 소거활성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선초와 무시레기

추출물 속의 항산화 성분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 무시레기와 신선초에 함

유된 성분들로부터 분자․세포적 측면에서의 항산화활성

기전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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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cofficent between the contents of antioxidant
and antioxidant effects by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OD
like activity,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rom dried radish
green and Angelica extracts1).

Total
polyphenol

contents

Total
flavonoid
content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OD like
activity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otal polyphenol
contents 1

Total flavonoid
contents 0.2821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0.2404 0.9804⁕ 1

SOD like activity -0.1005 0.4258 0.4865 1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0.3792 -0.9863 -0.9609⁕ -0.3035⁕ 1

1)Significant at p<0.05 among groups by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correlation
coefficient comes between -1 and 1.

요 약

무시레기와 신선초의 항산화 성분 및 활성을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무시레기와 신선초 추출물의 polyphenol 함량

은 각각 100 g당 2.84±0.11 g, 2.88±0.02 g이었으며,

flavonoid 함량은 0.19±0.00 g, 0.38±0.01 g 으로 확인되었다.

항산화 활성 측정 결과, 무시레기 및 신선초 추출물이

DPPH radical 소거활성에서 IC₅₀값이 348.72±31.65 μg/mL,

183.37±48.17 μg/mL으로 나타났으며, ABTS
+

radical 소거

활성은 17.8 %, 11.9 %의 활성을, SOD 유사활성에서는

63%, 58%의 활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총 polyphenol

및 flavonoid 함량과 항산화 활성간의 상관관계에서 총

flavonoid 함량과 DPPH radical 소거능이 r=0.9804,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r=-0.9863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ABTS
+

radical 소거활성과

r=-0.9609, SOD 유사활성과는 r=0.4865로서 각각 유의한

부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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