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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별 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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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of Diverse Parts of Welsh O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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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ysiological activities, including antioxidant activity, were examined in water and 80% ethanol extracts 
of leaf, stem, and root parts of Welsh onion.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were highest in both extracts of 
leaf and lowest in those of stem among parts of Welsh onion. 2,2-Diphenyl-1-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highest in root among 80% ethanol extracts and in leaf among water extrac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
line-6-sulphonic acid)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reducing power were the highest in both extracts of Welsh onion 
leaf. Inhibitory activities against lipase in both extracts and α-glucosidase in water extract were also highest in Welsh 
onion leaf. Alcohol dehydrogenase promoting activity was also highest in extracts of Welsh onion leaf. Both leaf 
and water extracts of stem only exhibited antimicrobial effects on Gram (－) Pseudomonas aeruginosa. This result 
implies that leaf is the most optimal part of Welsh onion as functional material, although stem and root parts of 
Welsh onion also exhibited physiological activity, including antioxidant activity.

Key words: Welsh onion, antioxidant activity, lipase inhibiting activity, α-glucosidase, alcohol dehydrogenase

Received 29 December 2016; Accepted 30 March 2017
Corresponding author: Ji-Hyun Kim, Department Food & Nutrition,
Kwangju Women’s University, Gwangju 62396, Korea 
E-mail: kjh@kwu.ac.kr, Phone: +82-62-950-3717

서   론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만성질환의 증가로 천연 항산화

제 및 기능성 식품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안전하고 

소비가 용이한 기능성 식품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

으며, 다양한 식품 소재들이 항산화 및 다양한 생리활성 연

구의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양파, 마늘과 같이 

독특한 향미를 가지고 있는 Allium 속 채소들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그 예로 양파의 항산화 

효과(1-4), 항암 효과(5-8), 허혈성 심장질환 예방 효과(9) 

등에 대한 연구와 마늘의 항산화 효과(1,10,11), 항암 효과

(5,12,13), 혈중 지질 저하 효과(14), 대사증후군 관련 효과

(15)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발표되어 있다. 그러

나 Allium 속에 속하는 대파(Allium fistulosum L.)의 경우 

양파와 마늘에 비해 다양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대파에 

관한 생리활성 연구로는 당뇨쥐에서 hypoglycemic effect

에 관한 연구(16), 대파의 혈소판 응집 억제작용에 관한 연

구(17), 부종이 유발된 쥐에서의 대파의 항염증 효과에 대한 

연구(18), 고지방 및 고당 식이를 먹인 쥐에서 대파의 hy-

perlipidemia 억제 효과(19)와 Trolox equivalent antioxi-

dant capacity(TEAC)와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

er assay로 측정한 항산화 및 항고혈압 효과(20) 등이 보고

되어 있다.

마늘, 양파와 같이 대파의 경우도 독특한 향미로 인하여 

향신료로 주로 사용되나 보관기간이 짧아 유통에 제한이 있

으며 시장에서 대파를 이용한 가공 제품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대파를 활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연구로 대파가루

를 혼합한 식빵 개발 연구(21), 대파가루를 첨가한 국수 제

조 연구(22) 등이 발표되었다. Lee 등(21)은 빵 제조 시 밀

가루와 대파가루의 혼합비율에서 건조대파가루는 7.5%까

지, 생대파가루는 25%까지 혼합하였을 때 밀가루만으로 제

조한 빵과 비교해 녹황색을 나타내는 색감이 있으나 색, 맛, 

냄새의 관능적인 면에서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

하였다. 대파가루를 첨가한 국수의 제조에서도 빵에서와 마

찬가지로 건조대파가루는 10%, 생대파가루는 25%의 혼합

비까지는 일반 국수와 비교해 색, 맛, 냄새의 관능적인 면에

서 우수하거나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되었다(22). 이러한 연

구 결과는 대파를 활용한 가공식품의 소비자 선호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제한적

인 대파의 활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소재로서의 대파의 활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대파를 부위별로 구분하여 항산화 효과



대파 부위별 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및 생리활성 427

를 측정하였다. 대파의 부위별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파의 부위별 항산화 연구를 

위해 기존에 보고된 TEAC assay(20)와 함께 다양한 항산

화 작용의 경로를 고려하기 위해 많은 연구에서 활용한 2,2- 

diphenyl-1-picrylhydrazyl(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23-25), 환원력(26,27), 유사 활성 측정(27-31)의 

방법과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주요 phytochemical로 알

려진 폴리페놀(29-34)과 플라보노이드(24-27,32) 함량 측

정도 함께 실시하여 대파 부위별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였다. 

또한, 대파 기능성의 확대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항비

만, 숙취 해소, 항당뇨, 항균 효과와 같은 생리활성 효과를 

측정하여 항산화 효과와 함께 대파의 부위별 기능성을 제시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대파(Allium fistulosum L.)는 전남(임

자뜨란, 신안군, 2016년 3월)에서 구입하였고, 시약인 quer-

cetin, (±)-6-hydroxy-2,5,7,8-tetramethylchromane- 

2-carboxylic acid(Trolox), DPPH, 2,2’-azino-bis(3-eth-

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ABTS), tris solution, pyrogallol, porcine pancreatic li-

pase, α-glucosidase, phosphate buffer solution(1.0 M), 

alcohol dehydrogenase와 p-nitrophenyl α-D-glucopy-

ranoside는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로부

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에탄올은 Fisher Scientific(Se-

oul, Korea), 메탄올은 Burdick & Jackson(Ulsan, Ko-

rea), NaCl은 Amresco(Solon, OH, USA), tryptone soy 

broth(TSB)와 agar는 LAB(Bury, UK)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Sodium pyrophosphate, phosphoric acid는 Sam-

chun Chemicals(Pyeongtaek, Korea)에서 구입하였고, β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hydrate(β-NAD), 

bovine serum albumin(BSA)은 Acros Organics(Geel, 

Belgium)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대파의 부위별 추출물 제조

대파는 수세 후 잎, 줄기, 뿌리의 세 부분으로 절단하여 

사용하였다. 뿌리는 흰 잔털뿌리가 달린 부위를 0.2 cm 절

단하여 사용하였고 그 위로 초록색의 잎이 갈라지는 20~25 

cm까지를 줄기로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초록색의 여러 겹

으로 갈라진 부위를 잎으로 사용하였다. 각 부위는 60°C에

서 24시간 건조(전기건조기, LD-918TH, L’EQUIP, Hwa-

seong, Korea)하여 분쇄하였다. 분쇄시료에 각각 80% 에

탄올과 물을 가하여 상온 교반하여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실온에서 용매와 함께 30분씩 교반한 후 여과하였으며 이 

과정을 3회 반복하였다. 모든 추출물은 감압 농축(Rotava-

por R-215, Buchi Labortechnik AG, Flawil, Switzer-

land)한 후 다시 각각의 추출용매로 희석하여 100 mg/mL

의 농도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모든 추출 시료는 실험 전까

지 -20°C 이하(Ultra-low temperature freezer, Samwon 

Freezing Engineering Co., Busan, Korea)에서 보관하였

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각 시료의 총 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을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35). 2% NaCO3 용액 20 mL를 시료 0.2 mL

와 섞어 충분히 혼합하고 2분 후 50% Folin-Ciocalteu’s 

reagent 0.2 mL를 가하여 다시 혼합하고 상온에서 30분 

방치한 후 750 nm에서 흡광도(T60UV-Visible Spec-

trophotometer, PG instrument Limited, Leicestershire, 

UK)를 측정하였다. Quercetin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농도

별로 표준곡선을 그린 뒤 μg quercetin equivalent(QE)/g 

단위로 값을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시료 0.2 mL에 diethylene gly-

col 2 mL와 1 N NaOH 0.2 mL를 가하여 교반한 후, 37°C의 

water bath에서 1시간 반응시킨 다음 42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quercetin을 사용하여 농도별로 

표준곡선을 그린 뒤 μg QE/g으로 값을 환산하여 나타내었

다(36).

DPPH 라디칼 소거능

Blois(37)의 방법을 변형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법을 

이용하였다. 시료 0.5 mL를 메탄올에 녹인 0.4 mM DPPH 

용액 0.5 mL와 섞어 30분간 암실에 방치한 다음 517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rolox를 표준물질로 사용하여 농

도별로 표준곡선을 그린 후 환산하여 μg TEAC/g 단위로 

값을 표시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활성의 측정은 Fellegrini 등(38)의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7 mM ABTS 5 mL와 140 mM 

potassium persulfate 88 μL를 잘 섞어 16시간 동안 암소

에 방치하여 ABTS 양이온을 형성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

도 값이 0.7±0.002가 되도록 조절하여 ABTS solution을 

조제하였다. 시료 150 μL와 ABTS solution 3 mL를 30초 

동안 섞은 후 2.5분간 배양하여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표준물질로 Trolox를 사용하여 표준곡선을 그린 뒤 

환산하여 μg TEAC/g 단위로 값을 표시하였다.

환원력

환원력은 Oyaizu(39)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

료 100 μL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6) 500 

μL, 1% potassium ferricyanide 50 μL를 각각 혼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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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킨 후 10% trichloroacetic 

acid 2.5 mL를 가하였다. 위 반응액을 1,000×g에서 10분

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 500 μL에 증류수 500 μL, 1% 

ferric chloride 100 μL를 가하여 혼합한 후 반응액의 흡광

도를 700 nm에서 측정하였다. Trolox를 표준물질로 사용

하여 μg Trolox equivalent reducing power(TERP)/g의 

단위로 값을 표시하였다.

SOD 유사 활성 

SOD 유사 활성은 Marklund와 Marklund(40)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0.2 mL에 Tris-HCl buffer[50 

mM Tris-HCl, 10 mM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pH 8.0] 3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첨가하여 25°C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0.1 N HCl 1 mL를 

가해 반응을 정지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SOD 유사 활성은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하여 나타내었

다.

SOD-like activity (%)=(1－A/B)×100

A: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B: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Lipase 저해 활성 측정

Lipase 저해 활성은 Kim 등(41)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

하였다. Porcine pancreatic lipase 0.3 mg을 pH 6.8의 10 

mM 3-(N-morpholino)propanesulfonic acid(MOPS)와 1 

mM EDTA의 용액에 녹여 enzyme solution을 제조한 후 

이 용액 30 μL와 Tris buffer(100 mM Tris-HCl, 5mM 

CaCl2, pH 7.0) 850 μL를 섞어 enzyme buffer를 제조하였

다. 기질 용액으로는 ρ-nitrophenyl butyrate를 10 mM의 

농도가 되게 dimethylformamide에 녹여 사용하였다. 시료 

100 μL에 enzyme buffer 880 μL를 섞어 37°C에서 30분간 

배양한 후 기질 용액 20 μL를 첨가하여 다시 37°C에서 15분

간 배양하였다. ρ-Nitrophenyl butyrate가 ρ-nitrophenyl

로 가수분해된 정도를 400 nm에서 흡광도로 측정하였다.

Inhibition (%)=[1－(S－b)/B]×100

S: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B: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b: 효소 무첨가구의 흡광도

α-Glucosidase 저해능 측정

α-Glucosidase의 저해능은 Matsui 등(42)의 방법을 응

용하여 측정하였다. 2.5 mM NaCl, 20 units α-glucosi-

dase, 50 mM phosphate buffer(pH 7.0) 12.5 mL를 넣고 

물로 최종 부피를 25 mL로 맞추어 enzyme solution을 제조

하였다. 시료 20 μL에 enzyme solution 80 μL를 넣은 후 

37°C에서 5분간 처리하였다. 위 반응액에 50 mM phos-

phate buffer(pH 7.0)에 녹인 0.7 mM ρ-nitrophenyl-α- 

D-glucopyranoside 기질 용액을 1.9 mL 가해 37°C에서 

15분간 처리하였다. 0.5 M Tris 용액 2 mL를 가해 반응을 

정지시키고 4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다음 식에 따

라 계산하였다.

α-Glucosidase 저해 활성(%)=[1－(A/B)]×100

A: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B: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알코올 분해능 측정

알코올 분해능은 Jung 등(43)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

였다. Sodium pyrophosphate 2.23 g을 증류수 100 mL에 

녹인 후 8% phosphoric acid를 이용해 pH 8.8로 맞추어 

50 mM sodium pyrophosphate buffer(pH 8.8)를 제조하

였다. 50 mM sodium pyrophosphate buffer(pH 8.8) 1.3 

mL에 15 mM β-NAD 1.5 mL, 95% 에탄올 0.1 mL, 시료 

0.1 mL를 첨가한 후 25°C로 유지시켰다. 0.1% BSA(pH 

7.5) 용액에 녹인 alcohol dehydrogenase(0.75 unig/mL) 

0.1 mL를 넣고 340 nm에서 흡광도를 5분간 측정하였다.

Alcohol dehydrogenase activity=(A/B)×100

A: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B: 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

항균 활성

항균 활성은 각 균주를 대상으로 disc diffusion assay로 

측정하였으며 Bacillus cereus(B. cereus, ATCC 14579)

와 Pseudomonas aeruginosa(P. aeruginosa, ATCC 9027)

를 실험에 사용하였다(23,44). 각 균주를 TSB 배지에 접종

하여 37°C에서 18~24시간 동안 계대 배양하여 활성화시켰

다. TSB 15 g과 agar 10 g, 증류수 500 mL를 첨가해 1차 

고체배지를 제조하고, TSB 15 g, agar 4 g, 증류수 500 

mL를 첨가해 2차 고체배지를 제조하여 멸균한 후 사용하였

다. 멸균한 1차 고체배지를 petri dish에 분주한 다음 응고시

켰다. 600 nm에서 흡광도 0.5로 희석한 균 0.1 mL를 멸균

한 2차 고체배지 10 mL에 접종하여 1차 고체배지를 응고시

킨 petri dish 위에 분주하여 응고시켰다. 시료 50 μL를 멸균

된 paper disc(8.0 mm diameter×1.5 mm thickness, Ad-

vantec, Tokyo, Japan)에 흡수시켜 균주를 도말한 배지 표

면 위에 놓아 37°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Incubator HB- 

101M, Hanbaek Scientific Co., Bucheon, Korea)하였다. 

그 후 disc 주위의 inhibition zone의 직경(mm)을 측정하였

다.

통계 처리

실험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실험값

에 대한 통계분석은 SPSS 18.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OVA)법을 시행하였으며, 

다중범위시험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P< 

0.0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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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enol content of water and 80% ethanol extracts of 
leaf, stem, and root of Welsh onion. All measurements were 
done in triplicate, and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 
All measurement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
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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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Flavonoid content of water and 80% ethanol extracts of 
leaf, stem, and root of Welsh onion. All measurements were 
done in triplicate, and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 
All measurement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
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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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water and 80% etha-
nol extracts of leaf, stem, and root of Welsh onion. All measure-
ments were done in triplicate, and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 All measurement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함량

대파를 잎, 줄기, 뿌리로 절단한 후 물과 80% 에탄올로 

추출한 시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식물성 식품에 풍부한 생리활성 물질이

며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식물체의 항산

화 효과 측정에 주요 지표이다(45). 총 폴리페놀 함량은 대

파의 부위 중 물과 80% 에탄올 추출물 모두 대파의 잎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파 잎의 80% 에탄올 추출물

의 경우 369.42 μg QE/g, 물 추출물의 경우 301.38 μg 

QE/g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뿌리, 그리고 줄기에 가장 적

게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파의 모든 부위에서 80% 에

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보다 페놀 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같은 Allium 속인 산마늘의 연구에서도 산마늘의 잎과 

인경에서 70% 에탄올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이 물 추출물

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46), 본 연구의 결과

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속의 기능성 연구 중 석류

씨(47), 배 껍질(44)의 연구에서도 에탄올 추출물의 폴리페

놀 함량이 물 추출물보다 많게 나타나 에탄올이 물보다 폴리

페놀 물질의 추출에 적합한 용매인 것으로 판단된다. 대파에 

함유된 폴리페놀 화합물에 대한 보고가 많지 않으나 Seo 

등(48)은 대파의 열수 및 메탄올 추출물에 4-hydroxyben-

zoic acid, 4-hydroxy-3-methoxybenzoic acid, 4-hy-

droxycinnamic acid, 4-hydroxy-3-methoxycinnamic 

acid, 4가지의 페놀화합물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제

까지 보고된 다양한 폴리페놀의 종류를 고려하면 대파의 각 

부위에도 좀 더 다양한 페놀화합물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된

다.

플라보노이드 함량

대파의 부위별 물과 80% 에탄올 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Fig. 2에 나타내었다. 대파의 부위별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대파 잎의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836.54 μg QE/g

으로 가장 많게 나타났으며 대파 줄기의 80% 에탄올 추출물

에서 195.16 μg QE/g으로 가장 적게 나타났다. 총 폴리페놀 

함량과 마찬가지로 플라보노이드의 함량도 대파 잎에서 가

장 많은 함량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뿌리, 그리고 줄기에서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또한 대파 잎과 뿌리의 경우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물 추출물보다 높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나타내었다. Chang 등(46)이 보고한 Allium 속 산마

늘의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80%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

보다 많아 본 연구와 일치되는 경향을 보여, Allium 속의 

경우 에탄올이 물보다 플라보노이드 추출에 효과적인 용매

로 판단된다.

DPPH 라디칼 소거능 

대파의 부위별 물과 80% 에탄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Fig. 3에 나타내었다. DPPH 소거능은 free radi-

cal을 제거하는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30,48). 

대파의 부위별 DPPH 라디칼 소거능은 80% 에탄올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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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BTS of water and 80% ethanol extracts of leaf, stem,
and root of Welsh onion. All measurements were done in tripli-
cate, and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 All measure-
ment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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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ducing power of water and 80% ethanol extracts of 
leaf, stem, and root of Welsh onion. All measurements were 
done in triplicate, and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 
All measurement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
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의 경우 대파 뿌리의 추출물이 207.70 μg TEAC/g을 나타

내었고 대파 잎은 143.15 μg TEAC/g, 대파 줄기는 87.06 

μg TEAC/g을 나타내어 잎에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 폴리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와는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대파에 존재하는 폴리페놀 물질 이외에 항산화 효과를 나타

낼 수 있는 주석산, 말산과 같은 유기산(48), 황함유 휘발성 

유기성분(49) 등의 함량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

된다. 황 함유 채소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연구에서 파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양파보다 약하나 마늘보다 높은 값

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50), 본 연구 결과와 함께 대파의 

에탄올 추출물이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는 기능성 

식품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물과 에탄올 추

출물을 비교해보면 대파 뿌리의 물 추출물은 147.57 μg 

TEAC/g으로 80% 에탄올 추출물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

다. 대파 줄기와 대파 잎의 경우 물 추출물과 80% 에탄올 

추출물 사이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DPPH 소

거능에 대한 추출용매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다른 속의 

기능성 식품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청나래고사리(51)와 

떡쑥(26)의 경우 에탄올 추출물이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배 과피(44)의 경우 물 추출물이 높은 값을 나타내었고 본 

연구에서 대파 잎과 줄기는 두 용매 사이의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의 경우 식품

에 따라 추출용매의 기능성 성분 추출 효과가 다른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ABTS 라디칼 소거능

대파의 잎, 줄기, 뿌리의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Fig. 4에 나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은 ABTS 용액의 peroxide radical을 제거하는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52,53). ABTS 라디칼 소

거능은 80%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대파 잎에서 184.26 μg 

TEAC/g, 물 추출물의 경우 대파 뿌리에서 183.11 μg TEAC/ 

g을 나타내어 각각의 추출물 중 가장 강한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두 가지 추출물 모두 대파 줄기에서 

가장 낮은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황 함유 채소의 연구 결과

에서 ABTS 라디칼 소거능은 파의 소거능이 양파나 마늘보

다 높은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50) 파의 항산화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추출용매 간의 

차이를 보면 대파 잎의 경우 80% 에탄올 추출물이 소거능이 

높았으나 줄기와 뿌리의 경우 물 추출물이 높은 값을 나타내 

DPPH 라디칼 소거능의 경우와 같이 추출용매의 영향이 부

위에 따라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환원력

대파의 잎, 줄기, 뿌리의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의 환원

력을 Fig. 5에 나타내었다. 환원력은 Fe3+를 Fe2+로 전환시

키는 환원력을 측정하는 항산화 측정법이다(53). 대파의 부

위 중 대파 잎의 물 추출물은 1,275.75 μg TERP/g의 환원

력을 나타내어 모든 시료 중 가장 강한 환원력을 나타내었

다. 대파 잎의 80% 에탄올 추출물은 820.81 μg TERP/g으

로 물 추출물과 마찬가지로 다른 부위에 비해 강한 환원력을 

나타내었다. 대파 부위 중 대파 뿌리가 가장 약한 환원력을 

나타내었다. 대파와 같은 Allium 속인 양파와 흑양파의 경우 

물 추출물이 에탄올 추출물보다 강한 환원력을 나타내어

(54) 본 연구의 대파 잎 및 대파 줄기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

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파 뿌리의 경우 80% 에탄올 

추출물이 더 높은 값을 나타내어 추출용매의 효과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SOD 유사 활성

대파의 잎, 줄기, 뿌리의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의 SOD 

유사 활성을 Fig. 6에 나타내었다. SOD 유사 활성은 super-

oxide의 반응을 억제하는 SOD의 효소 작용과 유사한 활성

을 보이는 물질의 항산화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55,56). 

SOD 유사 활성은 대파 뿌리의 80% 에탄올 추출물이 136.29 

%를 나타내었고 물 추출물이 123.32%를 나타내었다. 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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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OD-like activity of water and 80% ethanol extracts 
of leaf, stem, and root of Welsh onion. All measurements were 
done in triplicate, and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 
All measurement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
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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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ipase inhibiting activity of water and 80% ethanol ex-
tracts of leaf, stem, and root of Welsh onion. All measurements
were done in triplicate, and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
cation. All measurement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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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α-Glucosidase inhibiting activity of water and 80% etha-
nol extracts of leaf, stem, and root of Welsh onion. All measure-
ments were done in triplicate, and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 All measurement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80% 에탄올 추출물 모두 다른 부위에 비해 대파 뿌리에서 

SOD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파와 같은 속인 양파와 

마늘에서도 SOD 활성이 보고되어 있어(57) Allium 속 식물

이 DPPH 라디칼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에서 나타나는 전

자공여능에 의한 항산화 활성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소인 

SOD 유사 활성에 의해서도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Lipase 저해 활성

대파를 잎, 줄기, 뿌리로 절단한 후 물과 80% 에탄올로 

추출한 시료의 lipase 저해 활성을 Fig. 7에 나타내었다. 

Lipase 저해 활성은 지방의 소화와 흡수를 돕는 lipase의 

작용을 제한하는 항비만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58). 

Lipase 저해 활성은 80%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대파 잎에

서 36.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파 줄기에서 7.54%

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물 추출물의 경우 80% 에탄올 추출

물과 마찬가지로 대파 잎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인 시료는 대파 뿌리로 lip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파의 잎과 줄기의 

lipase 저해 활성, 양파 껍질의 pancreatic lipase에 대한 

저해 활성(59), 부추 메탄올 추출물의 지방세포 내 지질 축

적 억제 효능(60)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llium 속 채소가 

항비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대된다.

α-Glucosidase 저해 활성

대파를 잎, 줄기, 뿌리로 절단한 후 물과 80% 에탄올로 

추출한 시료의 α-glucosidase 저해능을 Fig. 8에 나타내었

다. α-Glucosidase에 대한 저해 활성은 혈당 상승을 제한하

는 항당뇨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61,62). 80% 에탄올 

추출물 중 대파 뿌리가 81.71%, 줄기가 80.84%, 잎이 

77.01%를 나타내었고 대파의 부위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다. 물 추출물의 경우 대파 잎이 20.21%, 대파 줄

기가 11.28%로 80% 에탄올 추출물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

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파뿐만 아니라 생마늘과 흑마늘

을 당뇨쥐에게 식이로 섭취 시 항당뇨 효과를 나타냈다(63)

는 보고가 있어 Allium 속 채소의 항당뇨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출용매의 효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배과피(44), 산초 열매(64)에서도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

물보다 높은 항당뇨 효과를 나타내어 α-glucosidase 저해

능은 에탄올이 더욱 효과적인 추출용매로 판단된다.

알코올 분해능 

대파의 잎, 줄기, 뿌리의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의 알코

올 분해능을 Fig. 9에 나타내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

인 alcohol dehydrogenase의 활성을 측정하여 효소 작용

에 대한 촉진 효과를 통해 알코올 분해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44,65,66). 알코올 분해 활성은 대파 잎의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132.46%로 대파 부위의 모든 추출물 중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알코올 분해효소의 활성(100 

%)을 기준으로 대파 잎의 첨가가 알코올 분해능을 32.46% 

증가시켰음을 의미하여 대파 추출물이 숙취해소 활성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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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microbial activity in water and 80% ethanol ex-
tracts of leaf, stem, and root of Welsh onion

Samples
Microorganisms

Bacillus 
cereus (+)

Pseudomonas 
aeruginosa (－)

80% 
ethanol
extracts

Control1)

Welsh onion leaf 
Welsh onion stem
Welsh onion root

 －2)

－
－
－

－
+
－
－

Water
extracts

Control
Welsh onion leaf 
Welsh onion stem
Welsh onion root

－
－
－
－

－
+
+
－

1)Each solvent only.
2)Diameter of clean zone: 0.8 cm (diameter of disc) < －, 0.8

c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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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lcohol dehydrogenase activity of water and 80% etha-
nol extracts of leaf, stem, and root of Welsh onion. All measure-
ments were done in triplicate, and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 All measurement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상시킬 수 있다고 기대된다. 대파 줄기의 물 추출물이 112.71 

%로 가장 적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대파 줄기의 80% 에탄올

과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대파의 부위별 알코올 

분해능은 대파의 모든 부위에서 80%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보다 높은 분해능을 나타내었다. 숙취해소 활성을 가

지는 것으로 알려진 헛개나무의 연구 결과에서도 헛개나무

의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보다 높은 알코올 분해능을 

나타내어(67) 에탄올이 숙취해소 활성 물질의 추출에 효과

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항균 활성

대파의 잎, 줄기, 뿌리의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의 그람 

양성균인 B. cereus와 그람 음성균인 P. aeruginosa에 대한 

항균 활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대파 잎의 물과 80% 

에탄올 추출물, 대파 줄기의 물 추출물이 그람 음성균인 P. 

aeruginosa에 대해서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모든 시료

에서 그람 양성균인 B. cereus에 대한 항균 활성은 나타나

지 않았다. 추출용매만을 이용한 항균 실험에서는 항균 효과

가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대파 잎과 줄기의 추출물이 그람 

음성균 P. aeruginosa에 대한 항균 활성을 가진다고 판단된

다. 대파와 같은 속인 흑마늘의 물 추출물에서도 P. aerugi-

nosa에 대한 항균 활성이 보고되었는데(68), 본 연구 결과

와 함께 대파와 같은 Allium 속 채소의 첨가가 그람 음성균

에 대한 항균 활성을 높여 주어 식품의 저장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대파를 잎, 줄기, 뿌리로 나누어 부위별로 물과 80% 에탄올

로 추출하여 항산화 효과를 포함한 생리활성을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물과 80% 에탄올 추출

물 모두 대파 잎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줄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80% 에탄올의 

경우 대파의 뿌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 추출물의 

경우 대파 잎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BTS 라디칼 

소거능과 환원력은 두 추출물 모두 대파의 잎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SOD 유사 활성은 뿌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Lipase 저해 활성과 알코올 분해능의 경우도 80% 에탄올 

추출물과 물 추출물 모두 대파의 잎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다.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의 경우 80% 에탄올 추출물은 

부위별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물 추출물의 경우 대파 잎에

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람 양성균인 B. cereus에 대한 

항균 활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파 잎과 줄기에서 그람 

음성균인 P. aeruginosa에 대한 항균 활성이 나타났다. 

DPPH 소거능과 SOD 유사 활성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파 

잎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이 나타나 대파의 부위 중 대

파 잎이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lipase 저해 활성으로 나타나는 비만 억제 효과, α- 

glucosidase 저해 활성으로 나타나는 항당뇨 효과, 알코올 

분해능 및 항균 활성도 대파의 잎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파의 부위 중 잎이 기능성 소재로서 

가장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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