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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laboratory experiment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content of phenolics and flavonoids, antioxidant activity 

and cytotoxicity from methanol extracts of different plant parts of T. officinale F. H. Wigg. Total phenolics [mg chlorogenic 

acid equivalents (FAE) kg
-1 

DW] was highest in flower extracts (72.0 mg kg
-1

), followed by leaf, root, and stalk extracts of 

T. officinale (p < 0.05). The result of total flavonoid level [mg naringin equivalents kg
-1 

DW] had same tendency to 

differential total phenolics contents among plant parts, but showed lower ranges of amount. The antioxidant activity of the 

methanol extracts from all the plant parts dose-dependently increased. DPPH (1,1-diphenyl-2-picryl hydrazyl radical)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highest in flower extracts (IC50 value = 624.3 mg kg
-1

), and followed by leaf, root, and stalk 

extracts of T. officinale (p < 0.05). By means of MTT (3-(4,5-dimethylthiazol -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assay, cell viability of Calu-6 for human pulmonary carcinoma and SNU-601 for human gastric carcinoma showed the 

lowest IC50 value in the flower extracts (IC50 value = 85.7 and 311.4 mg kg
-1

, respectively), indicating the highest 

cytotoxicity. The results suggested that total phenolics content and total flavonoids level in different plant parts of T. 

officinale were highly correlated with antioxidative (r
2
=0.7280 to 0.9971) or with cytotoxic activities (r

2
=0.5795 to 0.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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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민들레는 생약명으로 포공영(浦公英)으로 국화과의 다

년생 초본이다. 뿌리, 잎, 꽃, 꽃줄기 등 식물의 전체를 약용

으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2,000여 

종이 분포하고 있으며, 한방에서 해열, 발한, 건위, 강장, 타

장, 최유, 해독, 임파선염, 급성기관지염, 위염, 간염, 담낭

염 등에 사용되고 있다. 민들레는 유럽, 호주, 뉴질랜드 등

에서 재배되는 식물로서, 특히 유럽에서는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될 정도로 각종 질병 예방에 필수적인 허브로 인식되

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경남 의령, 전북 임실 등에서 지역 

특화작물로 지정되어 재배되고 있으며 그 재배면적이 확대

되고 있다(김, 2007). 국내에는 주로 민들레(Taraxacum 

mongolicum), 좀민들레(T. hallaisanense), 산민들레(T. 

ohwianum), 흰민들레(T. coreanum)를 비롯한 자생 4종과 

서양민들레(T. officinale)와 붉은씨서양민들레(T. laevigatum) 

귀화 2종으로 구분하고 있다(이, 1980; 박, 1995).

주요성분으로는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지방함량

과 칼로리가 낮아(Racz-Kotilla et al., 1974) wellbeing 

식품으로 적당하며, 고미성분인 taraxin, inulin이 많고, ca-

rotenoid 성분인 taraxathin, triterpene인 taraxerol, taraxasterol, 

β-sitsterol, 그리고 caffeic acid, taraxacine 등과 vitamin 

A, vitamin C, tocopherol, Ca, Fe, K 등이 풍부하다

(Williams et al., 1996; Kang et al., 2000). 잎의 성분

은 저 칼륨 혈증을 일으키지 않는 이뇨성분을 갖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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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미성분은 소화선을 자극하여 소화를 도우며 타우린의 간

기능 향상, 담즙분비를 촉진시켜 지방의 소화를 증진시킨

다(Grieve, 1994). 그리고 한방에서는 열을 내리고, 해독, 

이뇨, 최유, 울결을 풀어주고 염증을 삭히며, 간염 치료에 

사용된다고 하였고(黃度淵原, 1989), 구미, 유럽에서는 잎

을 샐러드로 이용하며, 꽃은 술을 담그는데도 사용하였다

(Grieve, 1994). 

민들레의 생리활성은 민들레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이 

항산화 활성(Shahidi et al., 1992), hydroxyl radical 소거 

활성(Kang, 2001)을 가지고 있고, 또한 식중독 균에 대한 

항균활성(Lee and Shin, 1991), 염증을 일으키는 포도상 

구균에 대한 항균활성, 피부 진균에 대한 억제 작용(생약학

교재편찬위원회, 2001)은 있으나 김치 발효균주에 대해서

는 그 영향력이 없다(Kim et al., 2000)고 보고된 바 있다. 

그리고 열수 추출물이 항종양 효과(Baba et al., 1981)가 

뛰어나며, sarcoma 180 고형암에 대해서도 강력한 항암활

성을 지닌다(Kim, 1995)고 알려져 있다. 또한 체내 지질대

사의 개선효과(Cho et al., 2000), 항염증효과(Kim, 1991)

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들레를 이용하여 

wellbeing tea를 개발, skin care, 간기능 개선을 위한 발효

주 등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원료로 사용함에 부족함이 없

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 2008). 또한 기존의 민들레 추출

물에 대한 약리적 연구로서 Lee et al.(1993)은 민들레의 

물 분획물을 이용하여 이 항위염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

고, Ho et al.(1998)은 ethanol 분획층의 desacetylma-

tricarin 성분이 항알러지 활성이 있음을 보였다. 그리고, 

Hu and David(2003)는 민들레 추출물이 항산화 활성이 

있어 프리라디칼을 소거하며, Mascolo et al.(1987)은 동

물에서 항염활성이, Kotobuki et al.(1965)은 항종양 활성

이, Takasaki et al.(1999a, 1999b)은 항암활성이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민들레는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페놀성 화합물을 많이 함

유하고 있으며, 생체 내 여러 병인으로 작용되는 ROS를 소

거 및 차단하는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허와 

왕, 2008). 또한 현대인이 높은 발병률을 나타내는 결장암 

및 위암에 대해 항암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유럽을 

비롯한 서양에서는 예전부터 식품 및 약용으로 민들레를 

이용하여 왔으나, 국내에서는 민들레의 우수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이용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부위별로 다양한 기능성을 갖고 

있으며 생활주변식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개화기의 서양

민들레를 대상으로 잎, 뿌리, 꽃, 꽃대의 성분 및 생리활성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폴리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항산화성 및 세포독성을 각각 조사하고 그 조사항목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재료 

서양민들레(Taraxacum officinale F. H. Wigg.)의 성분

분석과 생리활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2010년 8월에 순천시

와 여수시 지역에서 생식생장기로 이르고 있는 자생 서양

민들레의 동정은 이(1980)의 도감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

며 식물체의 지상부와 지하부를 분리하여 채취하였다. 채

취된 샘플은 세척한 후 사용 때까지 초저온(-60℃) 하에서 

5일간 냉동･ 보관하였다. 보관된 시료는 동결건조(-60℃)

시킨 후 잎과 뿌리를 마쇄하여 1 mm 체에 통과시켰으며 사

용 때까지 다시 냉동·보관하였다.

각 부위별 동결건조된 식물체 시료 200 g씩을 95% 메

탄올 2 L에 25℃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하여 여과한 후 그 

추출액을 50℃에서 감압 농축하여 메탄올 추출물을 얻어 

동결 건조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식물체의 메탄올 추출물

로부터 얻어진 평균 회수율은 약 10% 정도였다(Krygier 

et al., 1982).

총 페놀함량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은 Folin-Denis 방법(Singleton 

and Rossi, 1965)에 따라 분석하였다. 민들레 추출물을 1 mg 

ml
-1
 농도로 조제한 후, 이 시료액 1 ml에 증류수 3 ml를 

첨가하고, Folin & Ciocalteau's phenol reagent 1 ml를 

첨가한 후 27℃ Shaking bath에서 혼합하였다. 5분 후 

NaCO3 포화용액 1 ml를 넣어 혼합하여 실온에서 1시간 방

치한 후 640 nm에서 분광광도계(UV-1650PC, SHIMADZU, 

Kyoto, Japan)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페놀 화합물 함량

은 표준물질 chlorogenic acid의 농도를 이용하여 검량선

을 작성한 후 정량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동결건조된 각 시료 0.1 g에 Lister 

et al.(1994) 변법에 따라 75% 메탄올을 가하여 실온에서 

하룻밤 동안 추출한 다음 이 검액 1.0 mL를 시험관에 취하

고 10 mL의 diethylene glycol을 가하여 잘 혼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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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여기에 1 N NaOH 0.1 mL를 잘 혼합시켜 37℃의 

water bath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공시험은 시료 용액 대신 50% 메탄올 

용액을 동일하게 처리하였으며, 표준곡선은 naringin (Sigma 

Co., St. Louis, MO, USA)을 이용하여 표준 검량곡선을 

작성하고 이로부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다.

항산화성

HPLC에 의해 DPPH(1,1-diphenyl-2-picryl 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검정 방법(Blois, 1958)으로

서 분석대상이 DPPH 용액의 흡광도(500-550 nm)와 같

은 영역에 있을 경우 HPLC를 이용하여 정량적 분석조건이 

가능하다. 900 uL DPPH 용액(100 uM)과 시료용액 100 

uL을 혼합한 후 암조건에서 10분 동안 반응시킨다. 900 

uL DPPH 용액(100 uM)과 시료 추출물 또는 그 분획물을 

용해한 용액(100 uL)을 혼합하여 상기방법으로 측정하여 

시료가 첨가하지 않은 DPPH용액의 용출 peak의 면적으로 

한다. Column: Shim pack (4.6 × 250 mm), mobile phase: 

MeOH-H2O (70:30, v/v), wavelength: 517 nm, flow 

rate: 0.8 mL min
-1
, attenuation: 32, injection volume: 

20 uL의 HPLC 조건으로 실시하며 HPLC에 의한 DPPH 

radical-scavenging 활성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활성이 50%일 때의 추출물의 농도를 

IC50값으로 나타냈다.

 ×

An : DPPH radical-scavenging 활성 (%)

A : 시료가 첨가된 반응용액중의 DPPH radical의 용

출피크면적

Ao : 시료가 첨가하지 않은 DPPH radical용액의 용출

피크면적

민들레 메탄올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작용의 측정은 1 

mM NaNO2 20 ㎕에 시료의 추출액 40 ㎕와 0.1 N HCl 

(pH 1.2) 또는 0.2 M citrate buffer (pH 4.2) 또는 0.2 M 

citrate buffer (pH 6.0)을 140 ㎕ 사용하여 부피를 200 ㎕

로 맞추었다. 이 반응액을 37℃ 항온수조에서 1시간 반응

시킨 후 2% acetic acid 1,000 ㎕, Griess 시약 (30% acetic 

acid로 조제한 1% sulfanilic acid와 1% naphthylamine

을 1:1 비율로 혼합한 것, 사용직전에 조제) 80 ㎕를 가하여 

잘 혼합시켜 빛을 차단한 상온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아래와 같이 아질산염 소

거능을 구하였다 (Gray and Dugan, 1975).

N(%) = 1-(A-C)/B×100

N : nitrite scavenging ability

A : absorbance of 1mM NaNO2 added sample after 

standing for 1hour

B : absorbance of 1NaNO2

C : absorbance of control

세포독성

실험에 사용된 암세포주는 모두 인체기원의 암세포주들

로서, Korean Cell Line Bank(KCLB)로부터 구입한 폐암

세포주인 Calu-6와 위암세포주인 SNU-601을 각각 사용

하였다. 세포주의 배양은 10% FBS(fetal bovine serum)

와 peniciline G (25 unit mL
-1
) 및 streptomycin(25 μg 

mL
-1
)를 첨가한 RPMI 1640배지를 사용하였으며 37℃, 5% 

CO2의 습윤화된 배양기내에서 적응시켜 배양하였다. MTT 

assay (Mosmann, 1983; Choi et al., 1989)는 세포의 생

육상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살아 있는 세포의 미토콘드리

아 내의 dehydrogenase가 황색 수용성 물질인 MTT에 의

해 dark blue formazon을 생성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

다. 종양세포를 3 × 10
4 
cells mL

-1
의 농도가 되도록 조절

한 후 96 well microplate에 각 well당 90 μL씩 분주하고 

이것을 37℃, 5% CO2 세포배양기(HEPA, Forma, Germany)

에서 12시간 배양하여 세포를 부착시킨 다음 추출물을 50, 

100, 200, 400, 800 ㎍ mL
-1
 농도가 되도록 10 μL씩 첨

가하였다. 대조군은 시료와 동일한 양의 증류수를 첨가하

여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이것을 72시간 동안 배양

시킨 후, 5 mg mL
-1
농도로 조제한 MTT (3-(4, 5-dime-

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용액을 각 well당 10 μL씩 넣고 세포 배양기에서 4시간 동

안 더 배양시킨 후, MTT 용액이 있는 배지를 제거하고 

DMSO 150 μL를 첨가하여 30분간 교반하여 각 세포를 용

해시켜 microplate reader (PR 3100 TSC, Bio -Rad, 

PA, USA)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그 

값을 아래와 같이 각 세포의 시료 무첨가군을 100%로 하여 

상대적인 세포 성장률을 환산하였고, 억제정도가 50%일 

때의 추출물의 농도를 IC50값으로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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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phenolics contents (A)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B) of m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plant 

parts of Taraxacum officinale.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암세포증식 억제효과(%) 

= ((대조구의 흡광도 - 시료처리구의 흡광도)/대조구

의 흡광도) × 100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SAS(SAS 

Institute, 2000)를 이용하여 처리간의 평균치 차이는 LSD 

(Least Significant Difference)검정을 통해 비교·분석하

였다. 각 조사항목별 상관관계(p ＜0.05)를 알아보고자 총 

페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라디컬 소거능, 

질산염 소거능, 폐암세포주(Calu-6)와 위암세포주(SNU 

-601)에 대한 항암성에 있어서 각 항목 양자 간의 상관계

수를 도출하여 비교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페놀 함량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Folin-Denis방법에 따라 표준물질 chlorogenic acid를 

근거로 분석된 민들레 부위별 추출물 농도 1,000 mg kg
-1

에 대한 총 페놀 함량이 정량되었다. 그 결과 꽃 추출물이 

72.0 mg kg
-1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잎 추

출물로 51.4 mg kg
-1
이었고 뿌리와 꽃대는 각각 20.6과 

20.4 mg kg
-1
으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다(Fig. 1-A). 

한편, naringin을 표준물질로 분석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은 총 페놀 함량 보다는 낮은 함량을 보였으나 민들레 부

위별 함량 차이 같은 경향을 보였다. 꽃 추출물은 21.4 mg 

kg
-1
으로 가장 높았고, 잎, 꽃대, 뿌리 순으로 각각 16.2, 

8.0, 5.5 mg kg
-1
으로 나타났다(Fig. 1-B).

고 등(2008)은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추

출방법 연구에서 추출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함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DPPH 라디컬, ABTS 라디컬, superoxide 

라디컬 소거활성도 추출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최적온도 이후에 약간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항산화성 

민들레 부위별 메탄올 추출물에 대한 DPPH 라디컬 소

거능을 HPLC로 분석한 결과 꽃 추출물(IC50 값 = 624.3 

mg kg
-1
)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잎

(1,627.9 mg kg
-1
), 뿌리(1,881. 4 mg kg

-1
), 꽃대 추출물

(3,765.6 mg kg
-1
) 순으로 꽃대가 가장 낮은 활성을 보였

다. 특히, 메탄올 추출물 2,000 mg kg
-1
에서 DPPH 라디

컬 소거능은 꽃 추출물이 8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잎, 

뿌리, 꽃대 순으로 각각 62.1, 54.7, 37.2 %로 나타났다

(Fig. 2-A). 이는 앞의 총 페놀 함량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Sun 등, 2002), Zhou와 

Yu 등(2006)도 공시된 채소 추출물의 페놀 함량은 DPPH 

라디컬 소거능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폴

리페놀이 식물체의 항산화성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민들레 부위별 메탄올 추출물 1,000 mg kg
-1
에서 

아질산염 소거능은 꽃대에서 70.1%로 가장 높았고 뿌리가 

69.3%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고, 잎과 꽃은 가장 낮은 

활성인 61.5와 56.5%로 나타나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고 

앞의 DPPH 라디컬 소거능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Fig. 

2-B).

민들레의 생리활성은 민들레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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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 and nitrite 

scavenging activity (B) of m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plant parts of Taraxacum officinale. Means with the same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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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ytotoxic effect of m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plant parts of Taraxacum officinale on human cancer cell 

lines, Calu-6 for human pulmonary carcinoma (A) and 

SNU-601 for human gastric carcinoma (B).

항산화 활성(Shahidi et al., 1992), hydroxyl radical 소거 

활성(Kang, 2001)을 가지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특히 강 

등(2002)은 민들레 잎의 물추출물이 뿌리의 물추출물보다 

지방산에 대한 과산화물 생성 저해율이 높았고, DPPH 라

디컬, hydroxyl 라디컬, superoxide anion 라디컬 및 hydrogen 

peroxide에 대한 소거활성 역시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 한 등(2005)은 민들레(T. mongolicum) 

각 분획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n- 

butanol 분획에서 각각 27.75%로 다른 분획들보다 많이 

함유하고 있었으며 위장 장애의 간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

는 라디칼의 소거작용 및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막 보호에 

대한 각 분획물의 시험에서도 n-butanol 분획물이 가장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DPPH 라디칼 소거능의 SC50 

값은 47 ㎍ ml
-1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세포독성

민들레 부위별 지상부의 폐암세포주(Calu-6)에 대한 

세포 생존율은 꽃 추출물에서 가장 낮았고(IC50 값 = 85.7 

mg kg
-1
), 그 다음으로 잎(251.3 mg kg

-1
), 꽃대(284. 5 

mg kg
-1
), 뿌리 추출물(775.4 mg kg

-1
) 순으로 뿌리 추출

물이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특히, 메탄올 추출물 400 

mg kg
-1
에서 각 부위별 세포 생존율은 꽃 추출물이 7.8%

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잎(21.3%), 꽃대(32.9%), 뿌리

(87.2%)로 나타났다. 이는 꽃 추출출물이 가장 높은 세포

독성을 보였고, 뿌리가 가장 낮은 것을 보여 준다(Fig. 3-A).

한편, 민들레 부위별 지상부의 위암세포주(SNU-601)

에 대한 세포 생존율은 폐암세포주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으로 더 낮은 세포독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부위별 차

이는 앞의 폐암세포주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즉, 꽃 

추출물에서 역시 가장 낮은 세포 생존율(IC50 값 = 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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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physiological-active components and their activities of m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plant parts of Taraxacum officinale

 TP TF DPPH NSA CALU SNU

TP 1.0000 0.9770 0.8490 0.9971 0.5795 0.8716

TF  1.0000 0.7280 0.9635 0.7215 0.9515

DPPH   1.0000 0.8652 0.2194 0.5200

NSA    1.0000 0.5372 0.8529

CALU     1.0000 0.8515

SNU      1.0000

* Total phenolics content (TP), total flavonoids level (T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PPH), nitrite scavenging activity (NSA), 

and cytotoxicities on CALU-6 (CALU) and SNU-601 (SNU) in the different parts of Taraxacum officinale. P-values of < 0.05 were 

considered significant.

mg kg
-1
)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잎(369.1 mg kg

-1
), 꽃

대(551.3 mg kg
-1
), 뿌리 추출물(731.4 mg kg

-1
) 순으로 

뿌리 추출물이 가장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특히, 메탄올 

추출물 400 mg kg
-1
에서 각 부위별 세포 생존율은 꽃 추

출물이 34.2%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잎(42.3%), 꽃

대(69.8%), 뿌리(87.6%)로 나타났다. 이는 세포독성이 꽃 

추출출물에서 가장 높고, 뿌리에서 가장 낮은 것을 보여 준

다(Fig. 3-B). 

다른 연구사례를 보면 민들레의 열수 추출물을 이용하여 

항종양 효과(Baba et al., 1981; Kotobuki 등, 1965)가 구

명되었으며, Takasaki et al.(1999a, 1999b)은 일반적인 

항암활성을 보고하였고, 특히 또 다른 연구에서는 sarcoma 

180 고형암에 대해서도 강력한 항암활성을 지닌다(Kim, 

1995)고 알려져 있다. 

각 성분과 생리활성 항목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총 페

놀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항산화성에 대한 상관

관계는 r
2 
= 0.7280~0.9971로써 세포독성에 대한 상관관

계 r
2 
= 0.5795~0.9515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특히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아질산염 소거능 간에는 r
2 
= 0.9771

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고, 총 페놀 함량과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 간에 r
2 
= 0.9770으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

였고, 그 다음이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아질산염 소거능 

또는 위암세포주(SNU-601) 세포독성 간에는 각각 r
2 

= 

0.9635와 r
2 
= 0.9515으로 높았다. 또한 총 페놀 함량과 

위암세포주 세포독성 또는 DPPH 라디컬 소거능 간에는 각

각 r
2 
= 0.8716과 r

2 
= 0.8490으로 높았고, 총 플라보노이

드 함량과 DPPH 라디컬 소거능 또는 폐암세포주(Calu-6) 

세포독성 간에 각각 r
2 
= 0.7280과 r

2 
= 0.7215로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Table 1). 이들 결과는 생리활성

물질 총 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항산화성과 

세포독성에 관련이 있음을 보여 준 것으로 나타났다. 

민들레 부위별 생리활성물질 함량과 그 활성을 비교한 

결과, 꽃에서 가장 높은 함량의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가 함유되어 있었고 이는 높은 항산화성과 항암효과와 연

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꽃을 활용한 기능성 

식의약품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제고가 필요하다 본다. 그 다

음으로 높은 활성을 보인 잎 추출물이었으며, 꽃대와 지상

부에 뿌리 추출물은 다른 부위에 비해 비교적 낮은 성분 함

량과 생리활성을 나타냈다. 

적  요

서양민들레의 부위별 성분 및 생리활성 차이를 검토하고

자 폴리페놀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항산화성 및 세포독

성을 분석하였다. Folin-Denis방법에 따른 총 페놀 함량

은 꽃 추출물에서 72.0 mg kg
-1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그 다음이 잎, 뿌리, 꽃대 추출물 순으로 나타났다(p＜ 

0.05). 한편,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총 페놀 함량과 같은 

경향을 보였으나 더 낮은 범위의 함량이 검출되었다. DPPH 

라디컬 소거능은 추출물 농도가 증가할수록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그 중 꽃 추출물 (IC50 값 = 624.3 mg kg
-1
)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 잎, 뿌리, 꽃대 추출

물 순으로 나타나(p＜0.05), 이는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DPPH 라디컬 소거능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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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T법에 의한 세포독성 시험에서 폐암세포주(Calu- 6)와 

위암세포주(SNU-601)의 세포 생존율은 꽃 추출물에서 가

장 낮았고(IC50값 = 85.7과 311.4 mg kg
-1
), 그 다음으로 

잎, 꽃대, 뿌리 추출물 순으로 뿌리 추출물이 가장 높은 생

존율을 보였다. 이는 세포독성이 꽃 추출출물에서 가장 높

고, 뿌리에서 가장 낮은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결론적으로 

총 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항산화성(r
2
=0.7280 

to 0.9971)과 세포독성(r
2
=0.5795 to 0.9515)에 높은 상관

관계가 있고, 그 함량과 활성은 식물체 부위별로 다르게 나

타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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