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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용매에 따른 참죽나무 순 분말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김 민 정․†한 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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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 Activities of Cedrela sinensis Tender Leaf Powder Extracts 
obtained from Different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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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nutritional value, total polyphenol content, total flavonoid content, and antioxidant activity of freeze-dried 
Cedrela sinensis tender leaf powder were examined. Among the nutritional values, the crude protein, crude fiber, calcium, 
and potassium were abundantly present in Cedrela sinensis. The Cedrela sinensis powder was extracted with two solvents, 
70% ethanol and distilled water (D.W.), to evaluate its functional properties.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were 
measured in the two different extracts, and the extracts were screened for their potential antioxidant activities using tests 
such a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ssay. 
Although both extracts exhibited good antioxidant activities against trolox, the ethanolic extract exhibited higher antioxidant 
activities than the D.W. extract.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Cedrela sinensis powder is a high-valued food ingredient 
and the extraction with 70% ethanol will be useful as a nutritional source with natural antioxidant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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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건강을 중시하는 현대의 소비자들은 식품의 선택에 있어

서도 건강을 증진하는 식품의 생리활성 기능에 대해 관심이 

높은 편이다. 급속한 사회 변화로 인해 현대인은 과다한 스트

레스와 건강에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체내 자유라디칼 

발생이 증가되고 있다(Kim 등 2012). 대부분의 자유라디칼은 

산화적 인산화를 통해 정상적으로 환원되지만, 일부는 인체

에 유해한 유리기를 형성하며(Park 등 2010), 체내에 축적된 

자유라디칼은 생체막의 손상, 고분자 단백질 및 DNA의 변형

과 기능 상실을 초래하여 다양한 퇴행성 질환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자유라디칼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항산화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Kim 등 2009b). 

항산화제는 자신이 산화됨으로써 체내 세포들이 산화되는 

것을 방지해주고, 자유라디칼로 인한 연쇄반응의 전파를 소

멸시킨다(Singleton 등 1999). 항산화제는 금속 이온의 착염화 

기능, 효소활성과 효소유사활성 물질에 의한 자유라디칼의 

포집력으로 라디칼 반응을 종결시키므로, 특정 소재의 항산

화 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항산화능 분석을 실

행하여 그 역할을 규명할 수 있다(Niki E 2010). 천연 유래의 

항산화 물질로는 L-ascorbic acid, α-tocopherol, 구연산, 세사

몰, 레시틴, 폴리페놀화합물 등이 알려져 있는데, 안전성은 

높지만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산화반응 시 저해 능력이 낮

으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저가의 페놀계 합

성 산화방지제인 BHT(Butylated hydroxytoluene), BHA(Butylated 
hydroxyanisole), TBHQ(Tertiary butylhydroquinone) 등은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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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 항산화 물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효율이 높은 편이

지만, 일정 수준 이상 섭취 시 간 비대, 간장 중 microsomal 
enzyme 활성 증가, 체내 흡수 물질의 독성화 및 발암 가능성 

등의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그 사용량이 법적

으로 규제되고 있다(Kim 등 2009a). 특히 현대인의 소득 향상

과 건강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인공합성품의 사용을 

기피하는 추세이므로 안전성의 확보와 각종 질병의 예방이 

동시에 가능한 천연 항산화제를 개발하고자하는 수요가 증

가하고 있다(Lee 등 2008). 
멀구슬나무과에 속하는 참죽나무(Cedrela sinensis A Juss.)

는 우리나라 충청북도 영동, 경상남도 함양, 전라북도 남원에

서 자란다(Shine 등 2008). 참죽나무 수피는 한방에서 소염, 
해독, 살충의 효능으로 장염, 이질 등의 치료에 이용되며, 국
외에서도 간섬유증(Fan 등 2007), SARS 치료 효과(Chen 등 

2008), 혈당 강하(Wang 등 2008) 등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른 봄에 돋아나는 참죽나무의 붉은 햇순은 특유의 향이 있

어 향춘이라고도 불리며, 맛, 향기, 색이 조화를 이뤄 나물이

나 튀각 등으로 조리된다. 최근 참죽나무 순은 생산이나 수확

이 용이하여 농촌인구 노령화 및 노동력 부족에 따른 새로운 

고소득 작목으로 부각되면서 재배면적이 점차 증가하고 있

는 추세이다(Kim 등 2012). 이와 같이 참죽나무는 예부터 수

피는 전통 생약으로 사용되었고, 나물이나 부각 등의 식재료

로 이용되는 고부가가치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수피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지만, 실생활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참죽나무 순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죽나무 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

의 일환으로 참죽나무 순을 동결건조하여 일반성분과 무기

질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용매에 따른 생리활성물질의 용출

량을 측정하기 위해 참죽나무 순의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

출물의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항산화 활성 등을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참죽나무 햇순은 2013년 5월에 충청남

도 금산에서 지역전문가의 감별 하에 채취하여 세척 후 사용

하였다. －70℃에서 동결건조(Freeze dryer MCFD8508, Ilshin 
Lab Co. Ltd., Gyeonggi-do, Korea)하여 마쇄한 분말을 표준망

체 No. 80(180 μm mesh, Chung Gye Sang Gong Sa, Seoul, Korea)
에 통과시킨 후, －18℃에 저장하면서 사용하였다.

동결건조한 참죽나무 순의 기능성 분석과 용매에 따른 생

리활성물질의 용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처리하

였다. 시료 분말 10 g당 증류수 또는 70% 에탄올 400 mL를 

Fig. 1. Preparation of Cedrela sinensis extracts.

가하여 80℃ 수욕 상에서 3시간 씩 2회 환류 냉각하여 추출

하였다. 추출액을 Whatman No. 4로 여과하고, 60℃ water bath 
(digital water bath SB-1000, Eyela, Tokyo, Japan)에서 rotary 
evaporator(N-1000, Eyela, Tokyo, Japan)로 감압농축을 한 후

에 48시간 동결건조시켜 분말화하여 －18℃에 저장하면서 

사용하였다. 

2. 일반성분 분석
동결건조 참죽나무 순 분말의 일반성분은 AOAC(2012)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분은 적외선 수분측정기(MB45 Moisture 
Analyzer, Ohaus Co., Zurich,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으며, 조단백질은 자동질소증류장치(Kjeltec 2200 analzer, 
FOSS, Hillerød, Denmark)를 이용한 Micro-Kjeldahl 질소 정량

법으로 질소 계수 6.25를 사용하였다. 조지방은 자동 조지방 

추출기(Soxlet Avanti 2050, FOSS, Hillerød, Denmark)를 이용

한 Soxhlet’s 추출법, 조회분은 전기회화로(LEF-105S, Daihan 
LabTech, Namyangju-si Gyeonggi-do, Korea)를 이용한 550~600℃ 
직접회화법, 조섬유는 Fibretherm(FT 12, Gerhardt, Königswinter, 
Germany)으로 정량하였다. 탄수화물 함량은 차감법을 이용

하여 100%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과 조회분의 함량을 

제외한 값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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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기질 함량 측정
동결건조 참죽나무 순 분말의 무기질 함량은 AACC(2010)

에 준하여 microwave(C900, Ctrl-M Scientific, Cerritos, CA, USA)
을 이용하여 습식 분해하였다. 시료 0.1 g에 2% HNO3 3 mL
와 증류수를 가하여 30분 방치한 후 microwave에서 100℃, 
1,300 W에서 5분간, 140℃, 1,200 W에서 10분간, 160℃ 1,200 
W에서 10분간, 마지막으로 200℃, 1,200 W에서 20분간 점진

적으로 분해하였다. 분해 후 시액을 50 mL volumetric flask에 

옮겨 담고, 증류수를 이용하여 정용하여 무기질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혼합표준용액을 만들어 분해 후 유도결합플라즈

마분광분석기(Optima 8300, PerkinElmer, Waltham MA, USA)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Table 1과 같다. 

4.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페놀 함량은 Singleton 등(1999)의 Folin-Ciocalteu 방법

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추출물 10 μL, 증류수 600 μL, 2 N 
Folin-Ciocalteu 시약 50 μL를 vortex로 혼합하였다. 3분 후, 혼
합물에 20% Na2CO3(sodiumcarbonate) 150 μL와 증류수 1,190 
μL를 가하여 2시간 동안 상온에 방치한 후, UV/VIS spectro-
photometer(V-530, Jasco, Tokyo, Japan)로 765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Gallic acid의 검량선으로부터 총 폴리페놀 함

량을 gallic acid equivalents(GAE mg/g extract)로 환산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avis 법(Joo SY 2009)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추출물 0.2 mL에 90% diethylene glycol 10 mL와 

4 N sodium hydroxide 0.2 mL를 넣어 강하게 교반하였다. 37℃
로 5분간 가온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V-530, Jasco, 
Tokyo, Japan)로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

은 rutin을 사용하여 선형화하여 rutin equivalents(RU mg/g 
extract)으로 표현하였다.

5.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라디칼에 대한 소거 

효과는 Blois MS(1958)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농도별

Table 1. Operating conditions of ICS-OES

Operating conditions
Coolant gas flow rate(L/min)  0.20 

Plasma gas flow rate(L/min) 15.00
Carrier gas flow rate(L/min)  0.55

Wave length(nm)

Ca       317.933 
Fe       238.204
Na       589.592
K       766.490

Mg      285.213

로 제조한 추출물 0.9 mL에 1.5×10－4 M DPPH 0.3 mL를 가하

여 교반 후 실온, 암소에서 30분 방치하였다. UV/VIS spectro-
photometer(V-530, Jasco, Tokyo, Japan)로 517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추출물의 자유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시료첨가

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비교하여 free radical 소거 활

성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추출물 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표

준물질 trolox 검량선을 작성하여 TEAC(trolox equivalent anti-
oxidant capacity)로 환산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Control absorbance
Sample absorbance  × 100

6.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assay는 Benzie & Strain(1996)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

였다. FRAP 시약(working FRAP reagent)은 300 mM acetate 
buffer(pH 3.6), 40 mM HCl로 용해한 10 mM TPTZ(2,4,6- 
tripyridyl-s-triazine) solution, 그리고 증류수에 용해한 20 mM 
FeClㆍ6H2O를 제조하여 10:1:1의 비율로 혼합하여 37℃로 가

온한 뒤 사용하였다. 추출물 100 μL에 증류수 300 μL와 

FRAP시약 3,000 μL를 혼합하고, 4분 뒤 UV/VIS spectrometer 
(V-530, Jasco, Tokyo, Japan) 593 nm에서의 흡광도 값을 결과

에 반영하였다. 환원력은 표준물질로 trolox를 사용하여 표준

곡선(200~600 μM)에 의해 계산하여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TEAC)로 나타내었다. 

7.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TS+ scavenging activity는 Re 등(1999)의 방법에 준하여 

Sotto 등(2013)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증류수에 용해한 ABTS+ 
7.0 mM에 증류수에 용해한 potassium persulfate 2.45 mM을 

넣고, 12시간 동안 암소에 방치하여 ABTS+ 라디칼을 생성시켰

다. 라디칼이 생성된 용액을 734 nm(Epoch microplate spectro-
photometer, Biotek, Winooski VT, USA)에서 0.700±0.02의 흡광

도를 갖도록 ethanol로 희석하고, 30℃를 유지하며 혼합하였

다. 상온에서 ABTS+ solution 900 μL와 에탄올에 용해한 샘플 

100 μL를 합하여 6분 후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다. 추출물의 자

유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시료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차이

를 비교하여 free radical 소거 활성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추
출물간의 비교를 위해서는 표준물질 trolox 검량선을 작성하여 

TEAC(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로 환산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Control absorbance
Sample absorbance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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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계처리
실험의 분석 경과는 3회 이상 반복 실행한 평균±표준편차로 

기록하였으며,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 package(Statistical 
Analysis Program, version 9.3)를 이용하였다. Student’s t-test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평균 간의 다중비교를 실시한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성분
동결건조한 참죽나무 순 분말의 일반성분은 Table 2와 같

이 수분함량 19.25%, 조단백질 함량 35.98%, 조지방 함량 

3.64%, 조회분 함량 0.08% 및 조섬유 함량 15.52%였다. 참죽

나무 생순의 측정한 Im 등(2013)은 수분 함량 81.2~87.2%, 조
단백질 함량 4.64~6.88%, 조지방 함량 1.43~1.17%, 조회분 함

량 0.97~ 1.54% 및 조섬유 함량 3.59~6.51%로 보고하였는데, 
높은 조단백질과 조섬유 함량으로 인한 영양성과 식이섬유

소의 기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식품성분표(Standard 
Food Composition Table)(2011)에 제시된 마른 참죽나물의 성

분 함량을 건조 중량비로 환산하면 조단백질 함량 30.33%, 
조지방 함량 1.09%, 조회분 함량 6.63%이었다. 본 연구의 동

결건조 참죽나무 순 분말은 수분함량이 Im 등(2013)의 생순

에 비해 4배 줄었으며, 조단백질 함량은 건량으로 환산했을 

경우 Im 등(2013)과 식품성분표보다 높은 반면, 조회분의 함

량은 더 낮았다. Son 등(2011)은 건조방법에 따른 매생이의 

일반성분을 측정한 결과, 동결건조 분말의 경우 조단백질 함

량이 높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러한 영양성분의 차이는 참

죽나무 순의 건조방법뿐만 아니라, 재배조건 및 지역의 영향

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무기질 함량
참죽나무 순 분말의 무기질 함량은 Table 3과 같이 K 2,235.87 

mg/100 g, Ca 772 mg/100 g, Mg 251.13 mg/100 g, Fe 9.57 mg/ 
100 g 그리고 Na 8.78 mg/100 g으로 측정되었다. 무기질 함량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Cedrela sinensis powder  
(Mean±S.D.)

Composition Cedrela sinensis powder(%)
Moisture 19.25±1.12
Carbohydrate 25.53±0.47
Crude protein 35.98±0.31
Crude fat  3.64±0.44
Crude ash  0.08±0.00

Crude fiber 15.52±1.15

Table 3. Mineral contents of Cedrela sinensis powder
(Mean±S.D.)

Minerals Content(mg/100 g)
Calcium  772.21±8.23
Iron    9.57±0.02
Potassium 2,235.87±11.86
Magnesium  251.13±3.17
Sodium    8.78±0.13

은 Im 등(2013)과 Shin 등(2012)의 연구에서 K, Mg 및 Ca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그 밖에 Fe, Na의 함량이 높게 나타

난 결과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참죽나무 순 분

말의 무기질 함량이 K>Ca>Mg>Fe>Na의 순서로 함량이 높았

다. 이는 참죽나무 생순의 무기질 함량을 K>Ca>Mg>Na>Fe로 

보고한 Im 등(2013)과 Na과 Fe의 순서가 바뀌었다. 본 연구의 

참죽나무 순 분말의 칼륨 함량은 2,235.87 mg/100 g으로 8.78 
mg/100 g인 나트륨 함량에 비해 칼륨 함량이 약 25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hin 등(2012)은 참죽나무 순의 높은 

칼륨 함량이 식염의 과다 섭취로 인한 고혈압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참죽나무 순의 높은 칼슘 

함량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기 위해서 필요한 칼슘을 

공급하여 혈당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참죽나무 순이 

항당뇨 효능으로 알려진 것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Singleton 등(1999)은 식물 폴리페놀이 만성질환에 강력히 

저항하는 기능성을 지닌 2차 대사산물이며, 식물유래식품에

서 활성산소를 수용하는 역할을 하여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

다고 하였다. 열수와 70% 에탄올로 추출한 동결건조 참죽나

무 순 분말을 비교한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Table 4와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70% 에탄올 추출물이 

104.35 mg GAE/g으로 열수 추출물의 62.30 mg GAE/g보다 유

의적으로 높았다(p<0.001).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70% 에
탄올 추출물이 45.38 mg RE/g으로 열수 추출물의 31.20 mg 

Table 4.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in 
Cedrela sinensis extracts                  (Mean±S.D.)

Extracting solvents Total polyphenol 
(mg GAE1)/g)

Total flavonoid 
(mg RE2)/g)

70% Ethanol 104.35±3.03 62.30±2.64

D.W.  45.38±2.22 31.20±3.42

t-value －27.19*** －12.46***
1) Gallic acid equivalents(GAE), 2) Rutin equivalents(RE)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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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01). 이는 모시잎 추출물

의 물 분획물보다 메탄올 분획물에서 더 높은 폴리페놀 함량

을 나타낸 Kim 등(2009b)의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로서, 폴리

페놀이 유기용매와 반응하기에 적합한 hydroxyl group이 포

함된 입체구조 화합물이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Cheng 등(2009)
은 참죽나무 순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주성분이 페놀류

라고 하였고, Im 등(2013)은 참죽나무 순의 폴리페놀 및 플라

보노이드 함량이 생리활성이 풍부하여 참죽나무 순와 함께 

식품 및 약재로 이용되었던 엄나무 순과 오가피 순의 함량보

다 높은 함량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자색의 안정된 질소 라디칼인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분자는 540 nm 파장에서 항산화 물질이 라디칼과 

반응하면 노란색으로 바뀌는 색 변화로 식물의 초기 항산화 

반응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 E의 수용성 유

사체인 Trolox를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참죽나무 순 

분말의 70% 에탄올 추출물과 열수 추출물을 5개의 농도로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edrela 
sinensis extracts obtained by 70% ethanol (EtOH) and 
distilled water (D.W.) and the positive control trolox. Each 
value is mean±S.D. (n=3).

Table 5. Antioxidant activities of Cedrela sinensis extracts                                         (Mean±S.D.)

Cedrela sinensis 
extracts

TEAC1)(mM TE/g)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RAP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70% EtOH 902.38±0.64 1,064.09±190.15 499.52±20.43
D.W. 545.56±0.04  220.00±42.26 614.43±36.26

t-value －9.71* －7.51** 4.78**
1) TEAC stands for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p<0.05, **p<0.01

나누어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으

며, 농도가 높아질수록 각 실험군의 농도에 따른 DPPH 라디

칼 소거능은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0.0001). 양성대조군인 

trolox의 DPPH 라디칼 소거능 범위는 6 μg/mL 이하에서 나타

났으며, 이는 참죽나무 심재의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 IC50 값이 7.4 μg/mL로 측정되어 양성대조군

(비타민 C 5.2 μg/mL, BHT 7.1 μg/mL)보다 소거능이 떨어졌

지만, IC50값이 충분히 낮아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유용성이 

있다고 보고한 Park 등(2010)과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또한, 
용매를 달리한 두 종류의 추출물을 Trolox 당량값(TEAC)으
로 환산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70% 에탄올 추출물의 

902.38 mM TE/g으로 열수 추출물의 545.56 mM TE/g보다 유

의적으로 높았다(p<0.05). 이는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가 에탄올 추출물에서 더 높은 함량을 나타낸 것과 상관관계

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Cho 등(2003)은 한국산 약용식물 등

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조사한 결과, Rosaceae과 이외의 

식물 15종 중에서 참죽나무 순의 소거능이 가장 높았다고 보

고하였다. 

5.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분석은 라디칼 소거방식의 항산화 측정법과는 다른 

메커니즘의 항산화 측정법이다. 낮은 pH 환경에서 FeⅢ-TPTZ 
복합물이 523 nm에서 흡광도가 가장 높은 청색의 FeⅡ로 환

원되는 정도를 측정 방법으로, 혈장의 환원력 측정을 위해 개

발되었으며, 식물의 항산화제 분석으로도 사용되고 있다(Benzie 
& Strain 1996). Trolox(50~150 μg/mL)와 참죽나무 순 분말 

추출물(100~500 μg/mL)을 5개의 농도로 나누어 FRAP을 측
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농도가 높아질수록 각 실험군의 

농도에 따른 환원력이 유의적으로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다

(p<0.0001). 참죽나무 순 분말 추출물의 결과는 Table 5와 같

이 70% 에탄올 추출물이 1,064.09 mM TE/g으로 열수 추출물

의 220.00 mM TE/g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p<0.01). 이러한 

결과는 항산화물질로 규명된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

량이 앞서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더 높았다는 것과 상관성

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Heo 등(2010)은 한국산 구아바잎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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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of Cedrela 
sinensis extracts obtained by 70% ethanol (EtOH) and 
distilled water (D.W.) and the positive control trolox. Each 
value is mean±S.D. (n=3).

μg/mL 추출물에 대한 FRAP 측정 결과, 열수 추출물의 흡광

도는 0.35, 에탄올 추출물의 흡광도는 0.28로 측정되었다. 본 

실험의 참죽나무 순 분말 추출물은 250 μg/mL의 농도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으므로 한국산 구아바잎 추출물보다 환원력

이 우수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6.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TS+ 소거 활성은 2’-azino-bis(3-ethylv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의 색을 띤 양이온 라디칼의 감소에 근거하여 항

산화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Trolox(10~50 μg/mL)과 참죽나

무 순 분말 추출물(100~500 μg/mL)을 5개의 농도로 나누어 

ABTS+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100~400 μg/ 
mL까지는 농도가 높아질수록 각 실험군의 농도에 따른 ABTS+ 
소거 활성이 유의적으로 높아졌다(p<0.0001). 참죽나무 순 분

말 추출물의 ABTS+ 소거 활성을 결과는 Table 5와 같이 열수 

추출물이 614.43 mM TE/g으로 에탄올 추출물의 499.52 mM 
TE/g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앞선 항산화 분석과 다르게 열수 

추출물이 에탄올 추출물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던 것(p<0.01)
은 항산화제의 분자량이 크기가 크거나, aromatic ring의 개수, 
치환할 수 있는 hydroxyl group의 개수가 많을수록 ABTS+ 소
거 활성능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Hagerman 
등 1998).

Heo 등(2010)은 한국산 구아바잎 5,000 μg/mL 추출물에 대

한 ABTS+ 소거 활성 측정 결과, 열수 추출물의 활성도는 

46.89%이며, 에탄올 추출물은 44.82%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 Shiddhuraju & Becker(2006)는 승검초 씨 추출물에 대한 

ABTS+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trolox 당량이 가장 높았던 

Fig. 4.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edrela 
sinensis extracts obtained by 70% ethanol (EtOH) and 
distilled water (D.W.) and the positive control trolox. Each 
value is mean±S.D. (n=3). 

짙은 황색 씨의 추출물에서 662 mM TE/g으로 본 실험의 참

죽나무 순의 ABTS+ 소거 활성보다 더 우수하였다. 또한, 연
한 황색 씨의 추출물에서는 591 mM TE/g이 나왔으며, 색이 

옅어지거나 열처리를 하였을 때 ABTS+ 소거 활성이 떨어졌

다고 보고하였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전통 식품 소재로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참죽나무 순을 동결건조하여 일반성분과 무기질 함량을 측정

하였고, 추출용매를 달리하여 얻은 열수 추출물과 70% 에탄

올 추출물로부터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항산

화능을 살펴보았다. 참죽나무 순의 일반성분 및 무기질 분석 

결과, 조단백질, 조섬유, 칼슘과 칼륨 함량이 높게 측정되었

다.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참죽나무 순 분말 열수 추

출물보다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함량이 더 높았으며, DPPH 
유리 라디칼 소거능과 FRAP 또한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더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참죽나무 순 

분말은 영양성과 식이섬유소의 기능성이 높아 식품의 재료로 

이용가능성이 높으며, 참죽나무 순 분말로부터 유용성분 용

출 및 기능성 증대를 위해서는 70% 에탄올로 추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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