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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서아프리카가 원산지인 로젤(Roselle, Hibiscus sabdariffa L.)은 아욱과의 한해살이 풀로

서 항산화 활성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안토시아닌과 프로토카테규산 등의 물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산화 효과가 좋은 로젤을 부위별로 분류하

여 total polyphenol, flavonoid, anthocyanin, vitamin C, cyanidin 3-glucoside 등의 기능

성 성분 함량과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여 건강식품 및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2011년 춘천 김유정 역 주변 밭에 5월에 파종하여, 같은 해 9월에 수확하였고 잎,엽병,

줄기 3가지를 동결건조하여 분쇄기에 분쇄한 후 사용하였다.

건조된 로젤의 각 부분을 80%MeOH 200ml 10g씩 넣어 여과지(Whatman No. 2)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evapolator를 이용하여 40℃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 실험방법

다음 항목을 통해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였다.

-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

- Total anthocyanin content

- Vitamin C content

- Cyanidin 3-glucoside content

실험결과 (Results)

부위별 로젤의 항산화 활성을 DPPH free radical 소거 활성도로 측정한 결과 1000ppm

기준 잎에서 92.673%의 소거 활성도로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엽

병, 줄기 순으로 나타났다. 총 Polyphenol 함량은 잎에서 34.3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flavonoid, vitamin 함량 역시 잎이 가장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반면에 로젤의

부위별 총 anthocyanin 함량은 엽병에서 20.0 mg/100g, 잎에서 6.7 mg/100g, 줄기에서

17.7 mg/100g으로 측정되었으며, 잎>엽병>줄기 순의 함량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Cyanidine 3-Glucoside 함량의 경우는 잎에서 2.4 mg/100g, 엽병에서 6.6 mg/100g, 줄기

에서 1.5 mg/100g으로 측정되었으며, 엽병>잎>줄기 순의 함량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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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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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로젤의 각 부위별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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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로젤의 각 부위별 총 anthocyanin 함량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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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로젤의 각 부위별 Cyanidine 3-Glycoside 함량 차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