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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Kenaf는 아욱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양마로 불리며, 열대와 아

열대 기후에 속하는 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생산되는 등 세계 3대 섬유작물의 하나이며,

현재는 다양한 바이오 소재용 식물자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아열대 작물인

kenaf를 강원 원주시 지역에서 재배하여 채취한 kenaf를 각 부위별로 (leaf, bark, core,

petal, anther, thalamus, seed. 총7부위) 각각 80%MeOH, Boiled water용매로 추출하여,

각 추출물들의 DPPH radical 소거활성, flavonoid함량 및 polyphenol함량을 알아봄으로

서 부위별 유용성 및 기능성 소재 개발에 이용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강원 춘천시에서 재배한 kenaf를 채취하여 50℃에서 5시간 열풍건조한 뒤 시료를 각각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 실험방법

① DPPH free radical 억제 능력

②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③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실험결과 (Result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경우, DPPH radical 소거 활성반응 결과 대체적으로 모

든 농도에서 Boiled water추출물보다 80%MeOH추출물이 높은 소거능을 보였다. 그러나

seed에서는 boiled water 추출물이 80%MeOH추출물보다 높게 나타났다. 부위별로 항산화

소거능 차이를 보면, petal 부위의 소거능이 88%~93%으로 높게 나타났다.

Total polyphenol content 실험의 경우, 80%MeOH 추출물들이 Boiled water 추출물보다 높

은 함량을 나타냈고, petal이 387.25mg/TAE g dw로 월등히 높게 나타난 반면에 seed에서

낮게 나타났다. Total flavonoid content 실험의 경우, 80%MeOH로 추출한 추출물에서 petal

부위가 87.25mg/QE g dw으로 높은 flavonoid함량을 나타냈다. 본 실험 연구에서 kenaf의

petal부위의 항산화 능력이 입증되었기에 이를 이용하여 의약품 제조에 이용할 수 있는 가

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밖에도 식품분야로의 발전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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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성적

Fig.1. 80%MeOH extract DPPH radical scavening activity

Fig.2. Boiled Water extract DPPH radical scavening activity

Fig. 3. Total polyphenol conten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