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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대 잎으로부터 Homoorient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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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S+

대나무는 화본과식물로 전세계에 1,250여종이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온대, 아열대성 및 열대지방에 폭 넓게 분

포되어 자생하고 있다.1) 용도에 따라 식품 및 의약품의 사용

과,2) 그 특성은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화합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3,4) 대나무의 효능 및 효과에는 열내림, 출혈방지, 이뇨작

용과 항산화활성, 항바이러스, 및 항암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5,6) 본 연구는 대나무 왕대 잎에서 항산화활성이 높

은 flavone C-glycoside의 homoorientin을 추출하기 위하여 초

음파추출시스템을 이용한 추출용매 수용성에탄올 50%, 추출시

간 60 min와 초음파 에너지 35, 72, 170 kHz를 변화하여 추출

하였고 HPLC on-line ABTS+ screening을 사용하여 항산화활성

을 빠르게 분석하여 추출양을 실험적으로 구하여 추출공정을

확립함으로써 이들 물질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강원도 강릉시 KIST 강릉분원

인근 산에서 (2008년 3월)에 저자가 직접 채취하여 음지, 상온

25oC에서 7일간 건조된 시료를 사용하였다. 활성측정을 위해

radical scavenging 활성분석을 위하여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C18H24N6S4)와

potassium persulfate를 사용하였다. 왕대 잎 건조분말 3 g을 500

ml 비이커에 추출용매 수용성 에탄올 50%을 각각 100 ml씩 첨

가하여 초음파 추출을 하였다. 추출 온도는 반응기내 물을

chiller을 통해 순환시켜(25oC, ±1)를 고정하였다. HPLC시스템

으로는 Agilent 1200(Agilent Technologies, Waldbronn, Germany)

으로 ChemStation(Agilent Technologies)이 부착된 HPLC-DAD

를 사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컬럼은 (RS-tech OP C18, 5 µm,

4.6×250 mm)와 UV 검출기(DAD)의 파장범위를 200-400 nm로

적용하여 330 nm로 검출하였고 항산화활성은 734 nm에서 측정

하였다. 실험에서 homoorientin의 정성분석은 표준시료의 체류

시간을 비교하여 확인하였다(Table 1). 이때, homoorientin의 경

우 체류시간이 16.8 min이었다. Fig 1에서는 왕대의 HPLC on-

line ABTS+ screening 분석 크로마토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초

음파에 의한 homoorientin 추출물은 크로마토그램의 피크면적

(%)을 35 kHz 60 min 23.671%>30 min 23.514%>15 min

23.359% 순으로, 72 kHz 15 min 24.388%>30 min 23.861%>

60 min 23.518% 순으로, 172 kHz 15 min 24.711%>30 min

24.689%>60 min 23.205%으로 주파수에 따라 35 kHz>72 kHz

>172 kHz 순으로 추출효율을 보였으며, homoorientin의 항산화

활성은 35 kHz, 60 min에서 가장 높았다. 초음파 추출은 초음

파 에너지 증가에 따라 미세한 케비테이션(기포가 생성되는 현

상)인 공동(cavity)이 발생되며,7) 이 공동이 폭발하면서 강력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러한 충격파에 의해서 단시간 내에 물질

의 내부까지 강력한 에너지가 전파되며 추출되어진다. 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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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time and frequency on the antioxidant activity (unit: %)

Ultrasound/time (min) Compounds Rt

Peake area
(positive)

Area in 330 nm
(%)

Peake area
(Negativity)

Area in 734 nm 
(Bioactivity) (%)

35 kHz

15

Phyllostachys 
bambusoides S / 

homoorientin

16.707 1040.836 23.359 5170.161 1.309

30 16.757 1422.518 23.514 6377.417 1.390

60 16.740 1574.704 23.671 6924.338 1.227

72 kHz

15 16.857 883.962 24.388 3926.677 1.347

30 16.783 1115.072 23.861 4698.375 1.136

60 16.808 1318.022 23.518 6149.747 1.215

170 kHz

15 16.865 0709.590 24.711 3306.627 1.353

30 16.920 0853.171 24.689 4086.559 1.404

60 16.934 1255.602 23.205 5977.62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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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대 잎으로부터 항산화활성이 우수한 homoorientin을 효율적

으로 얻기 위한 추출 방법으로 초음파 에너지의 주파수와 추출

시간 변화에 따른 추출효율을 비교 확인하였고, 전 처리한 추

출액에 포함된 왕대 잎을 분석하고 최적의 추출조건을 실험적

으로 모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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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romatogram of antioxidant activity of flavone C-

glycoside homoorientin from Phyllostachys bambusoides S. leaves

using on-line screening ABTS+HPLC system. Mobile phase A: Water
99.0 vol%+Trifluoroacetic acid 0.1 vol%, B: Acetonitrile 100 vol%,
gradient elution B: 10-40, run time: 45 min, flow rate: 1 ml/min,
ABTS+ flow rate: 0.5 ml/min, injection volume: 20 ml, wavelength:
730 n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