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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용식물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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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ethanolic extracts obtained from medicinal plants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Acanthopanax sessiliflorum Seeman, Pueraria lobata Ohwi, Portulaca oleracea Linne, Crataegus pinnatifida
Bunge var. typica Schneider, Euonymus alatus Apterus, Hovenia dulcis Thunberg, Prunus yedoensis Matsumura,
Albizzia julibrissin Durazz., Chrysanthemum indicum Linne) were evaluated for total phenolic content, total fla-
vonoid content, DPPH radicals, nitrites, superoxide- radicals,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reducing
power. Antioxidant capacities were the highest in Prunus yedoensis Matsumura fo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5.39 μg/mL), reducing power (2.72, A700),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y (IC50 167.94 μg/mL).
Hovenia dulcis Thunberg and Acanthopanax sessiliflorum Seeman were effective for their nitrite scavenging
activities (over 90% at 1 mg/mL). The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Prunus yedoensis Matsumura
(IC50 43.39 μg/mL) was stronger than tannic acid (IC50 46.51 μg/mL). Five samples (Prunus yedoensis Matsumura,
Acanthopanax sessiliflorum Seeman, Hovenia dulcis Thunberg, Crataegus pinnatifida Bunge var. typica Schneider,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were effective for their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more than 90% at
0.5 mg/m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thanolic extracts of Prunus yedoensis Matsumura could be used
as a functional ingredient in foo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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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경제성장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비만, 당뇨, 고혈압 및

심장질환 등 다양한 성인병의 발생율이 높아지고 있다. 성인

병의 주된 원인인 활성산소와 free radical은 외부로부터 지

속적인 자극과 에너지 생성을 위한 산화과정에서 상당량 발

생하게 된다. 인체에서는 이에 대한 방어기전으로 산화억제

물질을 생성하여 산화물의 대부분을 소멸시키지만, 환경오

염,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습관, 약물,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 항산화 방어계와 균형이 깨어지면서 산화물질이 세포

막 파괴, DNA 변성, 세포노화 등을 초래하게 된다. 활성산소

를 제거하기 위하여 동양의학과 민간에서는 치료 및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종 생약이나 약용식물을 대상으

로 천연항산화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

현재 butylated hydroxyanisole(BHA)과 butylated hydroxy

toluene(BHT), propyl gallate(PG) 등의 효력이 매우 우수한

합성 항산화제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체내 에너지 생

산과 세포대사 및 호흡작용을 방해하며 발암성이 있고 독성

이 강하다는 문제점이 보고되고 있어, 항산화 효과가 높으면

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식물기원의 천연 항산화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2).

최근 연구 대상이 되고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는

식물체의 2차 대사물질이며 미량으로도 현저한 활성을 나타

내는 phytochemicals를 들 수 있다(3). 여러 식물은 다양한

활성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그 추출물은 해독, 방부, 해열,

수렴, 항염 등의 효능까지 나타내어 식용 또는 치료의 개념

으로 사용되고 있다(4). 약용식물의 성분인 비타민 C, 카로

티노이드, 식이섬유, 페놀 화합물, 플라보노이드 등은 항종

양활성, 항암활성, 콜레스테롤 저하작용, 항산화성, 정장작

용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나타내고 있으며(5), 이들에 함

유된 유효한 성분은 식품내의 성분과 공존할 경우 syner-

gistic effect를 나타내어 우리 인체에 발생하는 질병에 대한

생체방어시스템의 보강에 효과적이다. 또한 식품이나 주위

환경에 혼입되어 있는 환경호르몬의 영향으로부터 인체의

생체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6).

본 연구에 사용된 약용식물인 황금(黃芩, Scutellaria b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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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List of medicinal plants used in this study

Scientific name Korean name Used part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Acanthopanax sessiliflorum
Seeman
Pueraria lobata Ohwi
Portulaca oleracea Linne
Crataegus pinnatifida
Bunge var. typica
Schneider
Euonymus alatus Apterus
Hovenia dulcis Thunberg
Prunus yedoensis
Matsumura
Albizzia julibrissin Durazz.
Chrysanthemum indicum
Linne

황금

오가피

갈근
쇠비름
산사

참빗살나무
헛개나무
화피

합환피
감국

Root

Bark

Root
Stem
Fruit

Stem
Stem
Bark

Bark
Flower

calensis Georgi)은 꿀풀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baicalein,

baicalin, wogonin을 비롯한 flavonoid 성분을 함유하고 있

으며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 암과 장염 등의 해열과 진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7). 오가피(五加皮, Acan-

thopanax sessiliflorum Seeman)는 두릅나무과에 속한 낙엽

관목으로 한의학에서는 관절염, 근골무력, 위약 등에 사용되

어 왔으며 면역 및 항암작용, 항당뇨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8). 갈근(葛根, Pueraria lobata Ohwi)은 콩

과 식물인 칡의 뿌리로 체내 산화적 스트레스 예방, 과산화

지질 함량 감소, 항당뇨 등의 효능이 알려져 있으며(9), 쇠비

름(Portulaca oleracea Linne)은 쇠비름과 한해살이 식물로

항균작용, 항암효과 등의 효능을 가지며 유효성분으로는

flavonoids, coumarin 등이 확인된 바 있다(10). 산사(山楂,

Crataegus pinnatifida Bunge var. typica Schneider)는 산사

나무의 성숙한 과실로서 장미과에 속하며 항산화, 항염효과

등의 효능을 가진다(11). 참빗살나무(Euonymus alatus

Apterus)는 노박덩굴과에 속하는 낙엽소교목으로 한방에서

는 자궁출혈, 진통, 진해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으며(12), 헛

개나무(Hovenia dulcis Thunberg)는 갈매나무과의 낙엽활

엽 교목으로 그 열매를 지구자(枳椇子)라고 하고 주취, 빈혈,

구갈, 구토, 류마티즘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13). 화피(樺皮,

Prunus yedoensis Matsumura)는 장미과 벚나무속에 속하

는 식물로 각기병, 수종, 유선염, 치통 등의 민간약으로 이용

되어 왔으며(14), 합환피(合歡皮, Albizzia julibrissin

Durazz.)는 콩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소교목으로 강장, 흥분,

이뇨, 구충 등의 효능이 알려져 있다(15). 감국(甘菊, Chry-

santhemum indicum Linne)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

본으로 항균, 항염, 면역조절, 항산화 활성 등이 밝혀지고

있으며 민간에서는 술을 담아 먹거나 차로 이용하기도 한다

(16). 이들 약용식물의 경우 민간의학이나 한의학에서는 약

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랫동안 질병치료와 예방의 목적으

로 사용되어온 약용식물 10종을 선정하여 그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고 천연 항산화제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10종의 약용식물(황금, 오가피, 갈근, 쇠비

름, 산사, 참빗살나무, 헛개나무, 화피, 합환피, 감국)은 서울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여 분쇄기로 미세 분쇄한 후 80 mesh의

표준망체에 내린 다음 폴리에틸렌 백에 넣어 -40
o
C deep

freezer(Bondiro MCFD 8508 Freeze dryer, Ilshin Co.,

Seoul, Korea)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공시된 시료 및 이

용 부분은 Table 1과 같다. 시료는 문헌고찰(17-21)을 통하

여 여러 생리활성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선정하였다.

성분 분석 및 항산화 실험에 사용한 1,1-diphenyl-1-pic-

rylhydrazyl(DPPH), Folin & Ciocalteu, tannic acid 등의 시

약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

용하였고 그 외의 시약은 1급을 사용하였다.

추출물 제조

시료 분말에 5배 분량의 70% ethanol을 넣은 후 80
o
C 수욕

상에서 환류 냉각하면서 3시간 2회 반복추출 하였다. 각 추

출액은 Whatman No. 2(Whatman International Ltd., Maid-

stone, UK)로 여과하여 50
o
C에서 감압농축한 후 동결건조

하여 -40oC deep freezer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총 페놀 함량 측정

총 페놀 함량은 Folin-Denis's phenol method(22)에 준하

여 측정하였다. 시료액 150 μL에 2,400 μL의 증류수와 2 N

Folin-Ciocalteu reagent 150 μL를 가한 후 3분간 방치하고

1 N sodium carbonate(Na2CO3) 300 μL를 가하여 암소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725 nm에서 흡광도(V-530, Jasco,

Tokyo, Japan)를 측정하였다. Tannic acid를 표준물질로 하

여 0∼1 mg/mL의 농도 범위에서 얻어진 표준 검량선으로부

터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을 계산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Kang 등(23)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시료액 1 mL에 90% diethylenglycol 10 mL와

1 N NaOH 1 mL를 가하여 37
o
C water bath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Rutin을 표준

물질로 하여 0∼1 mg/mL의 농도 범위에서 얻어진 표준 검량

선으로부터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계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Lee 등(24)의 방법

에 따라 DPPH radical에 대한 소거 활성을 측정하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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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of the etha-
nolic extracts obtained from medicinal plants and extraction
yields

Source1)
Total phenolic
contents

(mg TAE
2)
/g)

Total flavonoid
contents
(mg RE

3)
/g)

Yield (%)

SBG
ASS
PLO
POL
CPB
EAA
HDT
PYM
AJD
CIL
F-value

103.53±0.154)e5)
132.27±7.55c
153.93±4.04b
21.67±1.98i
25.57±3.98i
47.97±3.26g
114.73±4.97d
320.10±8.64a
34.83±2.74h
51.97±9.69f
1230.72***

101.98±0.79b
42.77±0.24c
11.24±0.62g
5.04±0.56h
11.46±0.64g
20.84±1.30e
18.95±0.72f
226.25±1.62a
3.90±0.55h
39.83±0.45d
20764.53***

26.91±0.40a
3.17±0.11h
21.14±0.84c
9.99±0.14f
19.55±0.59d
3.29±0.23h
7.26±0.11g
7.32±0.09g
11.51±0.76e
25.47±0.50b
1371.76***

1)
SBG,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ASS, Acanthopanax ses-
siliflorum Seeman; PLO, Pueraria lobata Ohwi; POL,
Portulaca oleracea Linne; CPB, Crataegus pinnatifida Bunge
var. typica Schneider; EAA, Euonymus alatus Apterus; HDT,
Hovenia dulcis Thunberg; PYM, Prunus yedoensis Matsu-
mura; AJD, Albizzia julibrissin Durazz.; CIL, Chrysanthemum
indicum Linne.
2)TAE: tannic acid equivalents. 3)RE: rutin equivalents.
4)
Mean±SD (n=3), ***p<0.001.
5)Different superscripts (a-i)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분석하였다. 시료액 4 mL에 DPPH solution(1.5×10-4 M)
1 mL를 가하여 교반한 다음 암소에서 30분간 방치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계산식 scavenging 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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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활성도를 산출하였다. 라디칼 소거 활성의 결과는 대조군

에 대한 50% 흡광도의 감소를 나타내는 검체의 농도(IC50)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아질산염 소거능은 Kato 등(25)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

하였다. 1 mM NaNO2 용액 1 mL에 시료 1 mL를 가한 후

0.1 N HCl(pH 1.2)을 사용하여 pH가 2.0이 되도록 조정하였

다. 반응용액에 증류수를 가하여 10 mL가 되도록 한 다음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test tube에 1 mL씩 취하였

다. 여기에 2% acetic acid 5 mL를 첨가하고 griess 시약

0.4 mL를 가하여 교반한 후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하여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량을 구하였다.

대조구는 griess 시약 대신 증류수 0.4 mL를 가하여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계산식 scavenging act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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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활성도를 산출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의 결과는 대조군

에 대한 50% 흡광도의 감소를 나타내는 검체의 농도(IC50)로

나타내었다.

Superoxide 음이온(O2
-
) 라디칼 소거능 측정

Superoxide
-
라디칼 소거능은 Liu 등(26)과 Zhao 등(27)

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150 μM NBT 0.75 mL에 468

μM NADH 0.75 mL와 시료 0.3 mL를 첨가하고 100 mM

tris-HCl buffer(pH 7.4)를 최종부피가 3 mL가 되도록 가한

다. 여기에 60 μM PMS 0.75 mL를 첨가하여 5분간 반응시킨

후 5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계산식 scavenging

activity(%)＝100－[(OD of sample/OD of control)×100]에
의하여 활성도를 산출하였다. 라디칼 소거 활성의 결과는

대조군에 대한 50% 흡광도의 감소를 나타내는 검체의 농도

(IC50)로 나타내었다.

ABTS 양이온(ABTS
+
) 라디칼 소거능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은 Re 등(28)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

였다. ABTS를 7 mM 농도로 증류수에 용해한 다음 2.45

mM의 potassium persulfate를 가하여 ABTS+ 라디칼을 생

성시켜 실온의 암소에서 12∼16시간 동안 방치 후 사용하였

다. 라디칼이 생성된 ABTS 용액을 99.5% ethanol로 희석하

여 734 nm에서 흡광도가 0.70±0.02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소거능은 ABTS 용액 0.9 mL와 시료 0.1 mL를 혼합하여

6분간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계

산식 scavenging activity(%)＝100－[(OD of sample/OD of

control)×100]에 의하여 활성도를 산출하였다. 라디칼 소거

활성의 결과는 대조군에 대한 50% 흡광도의 감소를 나타내

는 검체의 농도(IC50)로 나타내었다.

환원력 측정

환원력은 Oyaizu(29)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증류수

에 용해한 시료 2.5 mL에 0.2 M sodium phosphate buf-

fer(pH 6.6) 2.5 mL와 1% potassium ferricyanide 2.5 mL를

가한 다음 50oC water bath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10%

trichloroacetic acid 2.5 mL를 첨가한 반응액을 3,000 rpm에

서 10분간 원심분리(Combi-514R, Hanil, Seoul, Korea)하고

상청액 5 mL를 취하여 증류수 5 mL와 혼합한 다음 0.1%

ferric chloride 1 mL를 가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환원력을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으로 행하여 평균치와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유의성 검증은 version 12의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

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차 검

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율,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약용식물 10종의 수율,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Table 2와 같다. 약용식물 70% ethanol 추출물에 대하여

그 수율을 측정한 결과 황금과 감국의 추출물이 각각 2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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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PPH radical, nitrite, superoxide
-
and ABTS

+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ethanolic extracts obtained from

medicinal plants

Source
1) Antioxidant activities (IC50

2)
, μg/mL)

3)

DSA NSA SSA ASA

SBG
ASS
PLO
POL
CPB
EAA
HDT
PYM
AJD
CIL
Positive control

F-value

30.15±1.064)g5)
27.79±2.92g
126.91±2.54c
177.59±4.08a
56.98±5.59e
115.21±6.51d
24.87±1.37g
5.39±0.02h
158.05±2.05b
43.34±1.95f
2.44±0.04h
(Vitamin C)
1124.91

***

ND
6)

204.98±3.70e
ND

618.27±6.37c
ND

410.45±9.07d
173.96±5.55f
167.94±5.24f
725.99±2.48b
984.65±8.12a
64.69±0.25g
(Catechin)
10507.93

***

71.36±9.87d
62.45±8.23d
211.66±2.11b

ND
226.86±9.36a

ND
159.26±1.46c
43.39±6.44e

ND
ND

46.51±1.10e
(Tannic acid)
638.25

***

154.57±2.82a
80.10±1.75d
ND
ND

150.20±3.08b
ND

142.40±0.67c
55.05±0.81e
ND
ND

23.52±0.75f
(Trolox)
6621.86

***

1)
SBG,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ASS, Acanthopanax sessiliflorum Seeman; PLO, Pueraria lobata Ohwi; POL, Portulaca oler-
acea Linne; CPB, Crataegus pinnatifida Bunge var. typica Schneider; EAA, Euonymus alatus Apterus; HDT, Hovenia dulcis
Thunberg; PYM, Prunus yedoensis Matsumura; AJD, Albizzia julibrissin Durazz.; CIL, Chrysanthemum indicum Linne.
2)Amount required for 50% reduction of scavenging activity.
3)
DS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NSA, nitrite scavenging activity; SSA, superoxide

-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SA,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4)
Mean±SD (n=3), ***p<0.001.
5)Different superscripts (a-h)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6)
ND: not detected.

%, 25.47%로 높게 나타났고 오가피와 참빗살나무의 추출물

이 3.17%, 3.29%로 낮은 수율을 나타내었다. 한약재 열수추

출물의 항산화 활성에 관한 연구(18)에서 감국은 9.25%, 오

가피는 2.29%의 수율을 나타내어 감국의 경우 증류수를 이

용하여 추출하는 방법보다 ethanol을 이용할 경우 그 수율이

약 3배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페놀성 화합물은 phenolic

hydroxyl기를 가지고 있는 방향족 화합물들의 총칭으로 항

산화, 항균, 항암 작용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30). 약용식물의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화피 추출물이 320.10 mg/g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갈근이 153.93 mg/g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쇠비

름과 산사 추출물은 각각 21.67, 25.57 mg/g으로 낮은 함량

을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총 페놀에서와 같이

화피 추출물이 226.25 mg/g으로 높았으며, 황금 추출물이

101.98 mg/g으로 갈근(11.24 mg/g)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

었다. Kim 등(17)의 연구에 따르면 차전자의 총 페놀 함량이

246.44 mg/g, 애엽 203.92 mg/g, 삼백초 194.60 mg/g으로

높게 나타나 본 연구의 화피보다는 낮은 함량을 보였지만

갈근(153.93 mg/g), 오가피(132.27 mg/g), 헛개나무(114.73

mg/g)에 비해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플라보노이

드 함량의 경우 차전자, 애엽, 삼백초가 각각 48.06 mg/g,

44.52 mg/g, 23.90 mg/g으로 본 연구의 화피보다 매우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페놀 함량이 높지 않았던 감국(39.83

mg/g)과 비슷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는 페

놀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질로서 대부분의 연구(17,18,31)에

서 페놀 함량이 플라보노이드 함량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보

고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유사하였다. 또한 페놀

함량이 높을 경우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높은 경향을 나타내

었지만 모든 시료에서 반드시 그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해당 시료 안에 플라보

노이드계 폴리페놀 함량보다 비플라보노이드계 폴리페놀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고한 Kim 등(1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

과를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약용식물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특유의 자색을 나타내는 DPPH는 분자 내에 free

radical을 가지고 있어 항산화 작용을 나타내는 ascorbate,

tocopherol, BHA, Maillard형 갈변생성물질 등에 의해 환원

되어 탈색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32). DPPH 라디칼

소거법은 DPPH의 짙은 자색이 탈색되는 정도에 따라 그

물질의 항산화능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사

용되고 있다.

약용식물 중 가장 높은 DPPH 소거능을 나타낸 시료는

화피로 5.39 μg/mL의 농도에서 50%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다. Ju 등(33)은 화피에 함유된 diarylheptanoid 화합

물, arylbutanoid 화합물이 항산화 활성과 간보호 작용을 가

진다고 보고하였고, Jung과 Jung(34)은 화피 추출물이 염증

및 알레르기 반응에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

서 화피 추출물이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비타민 C(IC50

2.44 μg/mL)와 유사한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어 우수한 항

산화 활성을 보여주었다. 화피 다음으로 헛개나무(IC50 24.87

μg/mL), 오가피(IC50 27.79 μg/mL), 황금(IC50 30.15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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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국(IC50 43.34 μg/mL) 순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며, 쇠

비름(IC50 177.59 μg/mL)과 합환피(IC50 158.05 μg/mL)는 낮

은 활성을 나타냈다. Kim 등(10)은 쇠비름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결과 125 μg/mL 농도에서 58.19%의 소거능

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측정된 쇠비름의 소거

능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생약재 41종을 대상으로 DPPH 라디칼 활성을 측정한 결

과(19)에 의하면 100 μg/mL의 농도에서 갈근은 26.33%, 헛

개나무는 57.98%를 나타내어 본 연구의 결과(갈근 40.94%,

헛개나무 90.95%)와 차이를 보였으나, 이는 본 실험에서 소

거능을 계산한 방법과는 다른 vitamin C의 소거능을 100%

으로 보았을 때 각 시료의 흡광도를 환산하여 계산한 방법에

의한 차이라 생각된다. Ju 등(18)은 오가피와 감국 열수추출

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100 μg/mL의 농

도에서 각각 41.51%, 21.45%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

구(오가피 87.44%, 감국 87.97%)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시료 추출 시 사용되는 용매에 따른 차이

로 열수추출물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ethanol 추출물에

항산화 성분의 함량이 더 높아 라디칼 소거능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아질산염 소거능

약용식물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pH 2에서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Nitrite는 육가공품, 의약품 및 잔류

농약 등에 존재하는 amine류와 반응하여 니트로사민(nitro-

samine)을 생성하여 암을 유발한다(35). 아질산염 소거능은

니트로사민의 생성 저해효과를 측정하여 항암작용을 알 수

있는 간접적인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10종의 약용식물 중 화피 추출물의 IC50이 167.94 μg/mL

로 가장 낮은 농도에서 높은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고

헛개나무의 IC50이 173.96 μg/mL로 이와 비슷한 활성을 나

타내었다. 반면에 낮은 활성을 나타낸 시료의 경우 1 mg/mL

의 농도에서 감국은 53.11%, 황금은 43.01%, 갈근은 23.76%,

산사는 47.57%로 나타났다. 쇠비름의 아질산염 소거 활성에

대한 선행 연구(10)에 따르면 쇠비름 ethanol 추출물은 2

mg/mL의 농도에서 39.30%의 소거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의 쇠비름 활성(73.30%, 1 mg/mL)보다 낮은 결

과를 나타냈다. 또한 한약재 열수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18) 결과 1 mg/mL의 농도에서 감국과 오가피가

각각 41.33%, 65.19%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나타내어, 본 연

구에서 감국 64.66%, 오가피 92.92%의 활성보다 낮게 나타

났다.

양성대조군인 catechin은 64.69 μg/mL의 농도에서 50%

의 라디칼 소거능을 보여 화피 추출물과 비교했을 때 화피의

활성이 다소 떨어졌다. 그러나 Park 등(36)의 연구에서 약용

및 식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산수유, 황기, 감초가 1 mg/mL

에서 각각 35, 49, 15%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나타냈으며,

Han 등(37)은 민들레의 꽃, 잎, 뿌리, 전체 추출물이 1 mg/

mL에서 각각 47.37, 47.18, 41.54, 30.01%의 소거 활성을 나타

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u 등(18)은 1 mg/mL에서 산조인

이 86.42%, 꿀풀이 80.58%, 단삼이 50.73%의 아질산염 소거

능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화피, 헛개나무,

오가피 등은 1 mg/mL에서 각각 97.29, 97.35, 92.92%를 나타

내어 다른 약용식물에 비해 활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Kang 등(23)의 연구에서 phenolic acid, flavonoids, 기타 페

놀성 물질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pH 1.2에서

caffeic acid, catechin, quercetin 등이 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화피를 제외한 헛개나무,

오가피, 황금 등에서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과

아질산 소거능 간에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아 페놀성 물질

및 이외에 다른 성분들이 아질산 소거능에 관계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Superoxide 음이온(O2
-
) 라디칼 소거능

약용식물 추출물의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0종의 약용식물 중 화피(IC50 43.39

μg/mL), 오가피(IC50 62.45 μg/mL), 황금(IC50 71.36 μg/mL)

에서 높은 소거능을 보였고 쇠비름, 합환피, 감국은 1 mg/

mL의 농도에서 각각 16.96, 47.35, 33.04%로 낮은 소거능을

나타냈다. 참빗살나무의 경우 1 mg/mL에서도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지 않아 효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

다.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에서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tannic acid는 46.51 μg/mL의 농도에서 50% 소거능을 나타

내어 화피 추출물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Park 등(38)은 발효천마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

한 결과 0.25, 0.5, 1 mg/mL의 농도에서 26.06, 33.13, 43.17%

의 억제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Rhim 등(39)의

소리쟁이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 연구 결과 0.1, 0.5 및 1

mg/mL 농도에서 superoxide 소거 활성이 각각 21.5, 61.1

및 78.9%로 나타났으며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catechin의

superoxide 소거 활성은 0.01, 0.1, 0.5 및 1 mg/mL 농도에서

각각 1.8, 22.3, 60.8 및 80.4%로 측정되어 소리쟁이 추출물의

superoxide 소거 활성이 catechin의 활성과 유사하다고 보고

하였다. 본 실험에서 화피, 오가피, 황금이 0.5 mg/mL 농도

에서 72.42, 73.65, 65.51%의 소거능을 나타내어 발효천마

추출물과 소리쟁이 추출물, 또한 catechin에 비해 높은 활성

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화물은 체내에서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특히 활성산소는 인체 내에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생성과 동시에 superoxide의 저해물질인 superoxide

dismutase(SOD)에 의해 독성이 소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40). 이에 높은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낸 화

피, 오가피, 황금 추출물은 산화적 스트레스와 노화 예방에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항산화 물질로써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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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ducing power of the ethanolic extracts obtained
from medicinal plants. SBG,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ASS, Acanthopanax sessiliflorum Seeman; PLO, Pueraria lobata
Ohwi; POL, Portulaca oleracea Linne; CPB, Crataegus pinnatifi-
da Bunge var. typica Schneider; EAA, Euonymus alatus Apterus;
HDT, Hovenia dulcis Thunberg; PYM, Prunus yedoensis Mat-
sumura; AJD, Albizzia julibrissin Durazz.; CIL, Chrysanthemum
indicum Linne. Different superscripts (a-g)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TS 양이온(ABTS
+
) 라디칼 소거능

약용식물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는 Table 3과 같다. 약용식물 10종 중 화피는 55.05 μg/mL,

오가피는 80.10 μg/mL의 농도에서 50%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으며, 갈근, 쇠비름, 참빗살나무, 합환피, 감국의 경

우 0.5 mg/mL의 농도에서 각각 62.49, 30.31, 52.58, 43.43,

52.47%의 소거능을 나타냈다.

Kim 등(41)은 0.5 mg/mL의 농도에서 눈개승마 ethyl

acetate 분획물이 99.16%, n-butanol 분획물이 89.29%, 양성

대조군인 vitamin C가 99.42%의 활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하

여, 눈개승마 ethyl acetate 분획물과 vitamin C의 소거 활성

은 본 연구의 황금(99.16%), 오가피(99.43%), 화피(99.34%)

와 유사하게 보였다. Kim 등(31)은 돼지감자잎의 물과 etha-

nol 추출물이 5 mg/mL의 농도에서 각각 66.41%와 53.37%

의 활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으며, Park 등(38)은 2, 4, 8

및 16 mg/mL의 범위에서 발효천마 추출물이 각각 14.43,

19.83, 30.61, 46.21%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고, Lee 등(42)은 1 mg/mL에서 하고초 메탄올 추

출물이 85.0∼91.4%의 소거능을 나타낸다고 하여 본 연구에

서 가장 낮은 활성을 나타낸 쇠비름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화피, 오가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trolox(IC50 23.52 μg/mL)에 비해서는 다

소 낮은 활성을 나타냈지만 눈개승마, 돼지감자잎, 발효천

마, 하고초 등의 다른 약용식물에 비해 높은 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항산화 대조군으로 사용되는 vitamin C와 비슷한

활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환원력 측정

약용식물 추출물의 1 mg/mL 농도에서의 환원력에 대한

흡광도 값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환원력은 항산화

활성에 관계된 중요한 인자로서 환원력을 가진 물질은

Fe
3+
-ferricyanide 복합체를 Fe

2+
형태로 환원시켜 푸른색을

띄게 한다(43). 10종의 약용식물에서 화피 추출물이 2.72, 황

금과 오가피가 1.69와 1.63의 흡광도를 나타내어, 양성대조

군인 비타민 C의 3.04와 비교 시 화피 추출물의 활성이 크게

뒤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Kim 등(44)은 1 mg/mL의 농도에서 목통 메탄올 추출물

이 0.05, 치자 추출물이 0.10의 흡광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의 쇠비름(0.36), 참빗살나무(0.44), 합환피(0.44)보

다 낮은 환원력을 나타냈으며, Kim 등(10)은 쇠비름 ethanol

추출물의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 1 mg/mL에서 0.60 이상의

흡광도를 보여 본 연구의 결과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Shon 등(45)은 0.5 mg/mL 농도에서 후발효차 75% ethanol,

hot water, 85% ethyl acetate 추출물의 흡광도 수치가 각각

0.78, 0.60, 0.58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에서 0.25

mg/mL일 때 0.91의 흡광도를 나타낸 화피 추출물보다 낮은

환원력을 보였으며, Kim 등(41)은 1 mg/mL의 농도에서 눈

개승마 ethyl acetate 분획물이 2.69, 80% ethanol 추출물이

2.37의 흡광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의 화피와 비

슷한 환원력을 나타냈다. Ju 등(18)은 오가피와 감국 열수추

출물의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 1 mg/mL의 농도에서 흡광도

가 각각 0.71, 0.36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오가피

1.63, 감국 0.80)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

는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용매에 따른 차이로 사료된다.

상관관계

약용식물 추출물의 항산화 물질과 항산화 활성 간의 상관

성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총 페놀과 총 플라보노

이드 간의 상관계수는 0.849(p<0.001)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

였으며, 총 페놀과 환원력, 총 플라보노이드와 환원력 간의

상관계수는 각각 0.818(p<0.001), 0.914(p<0.001)로 높은 양

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Jang 등(21)은 총 폴리페놀 함량

이 높을수록 ABTS 라디칼 소거능과 DPPH 라디칼 소거능

이 높았으며, 상관계수는 각각 0.915, 0.750으로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고(p<0.01) 보고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

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상관계수가 -0.489(p<0.01),

-0.551(0.01)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또한 플라보노이드 함량

이 높을수록 DPPH 라디칼 소거능과 환원력이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상관계수는 0.514(p<0.05), 0.674(p<0.01)로

각각 양에 상관관계를 나타냈다고 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여러 항산화 측정 방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 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면 DPPH 라디칼 소거능과 ABTS
+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과 환원력의 경우 각각 r=0.815(p<

0.001), r=-0.794(p<0.001)로 나타나 서로 양과 음의 상관관

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BTS
+
라디칼 소거능과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과 환원

력은 r=0.851(p<0.001), r=-0.794(p<0.001)로 각각 양과 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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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s between antioxidant contents and different antioxidant capacity parameters of the ethanolic extracts
obtained from medicinal plants

Antioxidant contents Antioxidant activities1)

TPC
2)

FC DSA NSA SSA ASA RP

Antioxidant contents
TPC
FC
Antioxidant activities
DSA
NSA
SSA
ASA
RP

1.000
0.849

***

-0.551
**

-0.465
**

-0.640
***

-0.489
**

0.818
***

1.000

-0.604
***

-0.330
-0.472

**

-0.526
**

0.914
***

1.000
0.284
0.695

***

0.815
***

-0.794
***

1.000
0.198
0.382

*

-0.406
*

1.000
0.851

***

-0.707
***

1.000
-0.794

***
1.000

1)Except for reducing power antioxidant activities were evaluated using IC50.
2)
TPC, total phenolic contents; FC, flavonoid contents; DS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NSA, nitrite scavenging activity;
SSA, superoxid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SA,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P, reducing power.
*
p<0.05,

**
p<0.01,

***
p<0.001.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약초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과 ABTS
+

라디칼 소거능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

(0.788, p<0.01)가 있으며, DPPH 라디칼 소거능과 환원력

사이에 양의 상관관계(0.575, p<0.05)가 있다고 보고된 Jang

등(21)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Zheng과 Wang(46)은 폴리페놀성 화합물 이외에 기타 미

지의 성분 및 이들 성분 상호 간의 작용에 의해서도 항산화

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고, Diplock(47)는 폴리페놀 및 비

타민 C 이외의 다른 항산화 물질들의 작용 기작이 연쇄반응

개시의 방지, 전이금속 이온과 결합, 과산화물의 분해 등으

로 다양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페놀성 물질의 함량이

높아도 항산화 활성이 반드시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은 아니

며, 실험방법에 따라 시료의 효능이 다소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질병치료와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온 약용식물 10종을 선정하여 총 페놀 및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과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였다. 약용식물의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화피 추출물이 320.10 mg/g, 갈근

이 153.93 mg/g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은 화피 추출물이 226.25 mg/g, 황금 추출물이 101.98

mg/g으로 높았다. 약용식물 중 가장 높은 DPPH 라디칼 소

거능을 나타낸 시료는 화피로 IC50 5.39 μg/mL를 나타냈으

며, 그 다음으로 헛개나무(IC50 24.87 μg/mL), 오가피(IC50

27.79 μg/mL)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아질산 소거 활성 측정

결과 헛개나무가 IC50 173.96 μg/mL, 화피 추출물이 IC50

167.94 μg/mL로 비슷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Superoxide
-
라

디칼 소거능과 ABTS+ 라디칼 소거능에서는 화피와 오가피

가 유의적으로(p<0.001) 높은 소거능을 보였다. 환원력에 대

한 흡광도 값을 측정한 결과는 10종의 약용식물 중에서 화피

추출물이 2.72의 흡광도를 나타내어, 양성대조군인 비타민

C의 3.04과 비교해도 크게 뒤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 화피, 헛개나무, 오가피 추출물은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고, 항산화 활성도 높게 나타나

식품첨가물 및 식품보존제 등 기능성 소재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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