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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별 고려엉겅퀴의 Pectolinarin 함량 및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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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provide basic data of Cirsium setidens Nakai by cultivars that will be
applied for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and ingredients. We assessed pectiolinarin content, total flavonoids content and antioxidant effect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ORAC assay) of C. setidens Nakai. Our results
showed that the pectolinarin and total flavonoids contents of C. setidens Nakai by cultivars ranged from 3.95 ± 0.05
to 7.29 ± 0.07 mg/g and from 40.42 ± 0.91 to 76.70 ± 2.24 mg pectolinarin equivalent (PNE)/g, respectively. Among
C. setidens Nakai by cultivars, the pectolinarin content was highest in GW-D extract. Futhermore,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 setidens Nakai ranged from 31.25 to 81.93%, respectively. The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ORAC) value was highest in GW-D and GW-E extracts (514.49 and 501.73 µM TE/g, resp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C. setidens Nakai extract could be considered as a good sources of natural antioxidants and functional food ingredients.
Key words : C. setidens Nakai, pectolinarin, antioxidant activity, total flavonoid content

엉겅퀴(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는 국화과
(Asteraceae)에 속하는 이년생 또는 다년생의 초본으로 한
국, 중국, 일본 등 북반구 온대지역에서 주로 자생하며, 우
리나라에서는 ‘가시나물’, ‘항가새’라고도 하며 한방에서는
엉겅퀴 뿌리는 ‘대계근’이라고 부른다. 엉겅퀴 잎에는 톱
니와 더불어 가시가 있으나, 봄에 비교적 가시가 연한 어
린잎과 부드러운 줄기는 살짝 데쳐서 나물이나 국으로 이
용한다1). 국내에 자생하는 엉겅퀴들 중에서 Cirsium속에
속하는 것들로는 Cirsium pendulum(큰엉겅퀴), C. setidens(고
려엉겅퀴), C. rhinoceros(바늘엉겅퀴), C. schantarense(도깨
비엉겅퀴), C. lineare(버들잎엉겅퀴), C. vlassovianum(흰잎
엉겅퀴), C. nipponicum(물엉겅퀴) 등 8종이다2). 엉겅퀴 중

에서 C. setidens Nakai(고려엉겅퀴)는 민간에서 곤드레라
고 불리기도 하며 폴리페놀 성분을 비롯한 식이섬유, 무
기질 및 비타민 등이 함유되어 있어 항암활성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된 바 있다3-5). 한방에서는 지상부
또는 지하부를 약용으로 이용해 왔으며, 지상부는 봄철에
뿌리는 가을철에 채취하여 경혈, 지혈, 소종의 효능으로
토혈, 혈뇨, 대하, 간염 및 고혈압 등의 치료에 사용한다
고 보고되었다6-8).
고려엉겅퀴는 생리활성 측면에서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식품류(비빔밥, 묵나물 등)의 원료로만 사용되고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소재로의 활용성이 필요한 실
정이다. 고려엉겅퀴는 수천 년 동안 식품원료로 사용되어
안전성이 확보된 식품원료로 최근 연구에서도 고려엉겅퀴
의 간보호 효과9), 면역기능 증진10) 및 항염증 활성11)등에
대해 보고되어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활용 가능성이 높
은 소재이다.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천연물질의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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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며 원료에 대한 표준
화가 필요하다12). 표준화란 천연물질이 함유하고 있는 고
유한 성분의 변동을 최소화하여 일정한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원재료의 생산에서부터 제조 과정 전반에 걸쳐 사
용된 기술과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원재료에 함
유된 지표성분의 변화를 분석하여 표준화된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생산할 수 있다. 지표성분은 기능성 원료의 기능
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인된
방법 혹은 정밀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야하며, 지표성분
에 대한 기준 규격을 설정하기 위해 분석방법의 과학적
타당성과 신뢰성이 검증되어져야 한다13). 표준화를 위한
과학적인 접근방법으로 원료에 대한 산지별/수확시기별 지
표성분 함량 분석, 지표성분의 분석법 개발 및 검증
(validation), 생산 단계별 및 공정별 지표성분의 함량 분석
등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표준화와 규격화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려엉겅퀴를 건강기능식품 소재
로 활용 시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고자 고려엉겅
퀴의 주요 산지별 pectolinarin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라디칼 소거능, ORAC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assay 등을 분석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한 고려엉겅퀴(Cirsium setidens Nakai)
시료는 국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산지별로 총 7곳 농장[강
원도 인제군, 홍천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GW-AE), 전
라남도 고흥군(JN-A), 제주시(JJ-A)]에서 각각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시료는 food mixer를 이용하여 조분쇄 한 후, 20
mesh를 분말화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고려엉겅퀴의 지
표성분인 pectolinarin 표준물질(purity ≥ 98.0%)은 Carbosynth
(Compton, Berkshire, UK)에서 구입하였으며 pectolinarin의
비배당체(aglycone)인 pectolinarigenin은 Chengdu Biopurify
Phytochemicals Ltd. (Chengdu, Sichuan, China)에서 구입
하였다. HPLC 용매로 사용한 acetonitrile은 J.T. Baker
(Phillipsburg, NJ, USA)에서, trifluoroacetic acid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dimethyl sulfoxide (DMSO)는 Junsei Chemical (Tokyo,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산지별 고려엉겅퀴의 항산
화활성 분석에 사용된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2,2’-azobis(2-methylpropionamidine) dihydrochloride (AAPH)
등은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로부터 구
입하였으며, fluorescein (sodium salt)은 Junsei Chemical
(Tokyo,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Pectolinarin 분석
고려엉겅퀴에 함유된 pectolinarin 및 pectolinarigenin의

Table 1. HPLC conditions of pectolinarin and pectolinarigenin
analysis for C. setidens Nakai by cultivars
Instrument
Column

Conditions
TM

Sunfire

C18, 5.0 µm, 4.6 mm × 250 mm

Detector

i3250 UV/VIS Detector 340 nm

Column temp.

40oC
Time

0.05% TFA1) in 0.05% TFA in
water
acetonitrile

(min)

(%)

(%)

0
6
11
22
25
30

70
70
53
53
70
70

30
30
47
47
30
30

Mobile phase
(Gradient)

Flow rate

1.0 mL/min

Injection volume

10 µL

Run time

30 min

1)

TFA: trifluoroacetic acid

분석을 위한 시료의 전처리는 Jung 등14)의 방법을 변형하
여 제조하였다. 고려엉겅퀴 시료 625 mg에 80% 에탄올 50
mL을 첨가하고 30분간 Sonicator (JAC Ultrasonic, KODO,
Hwaseong, Korea) 처리한 후 원심분리기(3,000 rpm, 10분)
를 사용하여 상층액을 분리하고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Pectolinarin과 pectolinarigenin의 HPLC 분석은 Kim 등12)
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였으며 서로 다른 두 개의 표
준물질을 동시분석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기기는 Labogene
iLC3300 HPLC system (Labogene, Eresing, Germany)로
조건은 Table 1과 같으며 분석용 column은 SunfireTM C18
(4.6 mm × 250 mm, 5.0 μm, Waters Co., Milford, MA,
USA)을 사용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총 플라노이드 함량은 Kim 등15)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 시료 0.5 mL에 95% 에탄올 1.5 mL을 첨가
한 후 10% aluminium nitrate 0.1 mL, 1 M potassium acetate
0.1 mL와 증류수 2.8 mL를 혼합하여 상온에서 30분간 방
치하였다. 다음 microplate reader (Spectramax i3,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415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pectolinarin을 이용하였으
며 표준 검량 곡선(y = 0.294x − 0.0017 R2 = 0.9998)으로부
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계산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
DPPH radical 소거능은 Ozgen 등16)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0.2 mL에 ethanol로 용해한 0.4 mM DPPH
용액 0.8 mL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상온에서 10분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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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그리고 microplate reader (Spectramax i3,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
광도 값을 측정한 후 시료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다음
식에 의해 나타내었다.
⎧
AExperiment ⎫
DPPH 라디칼 소거능(%) = ⎨ 1 – ----------------------- ⎬ × 100
Acontrol ⎭
⎩
ORAC 지수 측정
ORAC 지수 측정은 Huang 등17)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
정하였다. 시료의 농도별 희석은 75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4)를 이용하였다. Black well plate에 시료 25
μL, 40 nM fluorescein 150 μL을 첨가하고 측정 직전에 150
mM AAPH 25 μL을 첨가한 다음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 (Spectramax i3,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485 nm에서 전자여기 후 530 nm에서 방

출되는 조건으로 37oC에서 90분간 3분마다 fluorescence의
감소율을 측정하였다. 결과 값은 시료 첨가구와 무 첨가
구의 area under curve (AUC) 값을 나타낸 후, 표준물질
인 Trolox를 이용하여 표준 검량 곡선(y = 1.6735x + 0.6165,
R2 = 0.9967)에 대입하여 나타내었다.
Area under curve (AUC) = 1 + f1/f0 + f2/f0 + f3/f0 + 4/f0 +
...f/31/f0

통계처리
Pectolinarin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항산화 활성
결과값의 통계처리는 SAS version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성 분석은
one-way ANOVA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Duncan의 다중범
위 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유의성은 P <

Fig. 1. HPLC chromatogram of standard mixture and C. setidens Nakai by cultiv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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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산지별 고려엉겅퀴의 pectolinarin 함량
산지별 고려엉겅퀴의 pectolinarin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Fig. 1과 같이 분석에 사용한 표준용액 pectolinarin 및
pectolinarigenin의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 RT)과 고려
엉겅퀴 시료의 머무름 시간은 일치하였다. 산지별 고려엉
겅퀴 추출물의 지표성분함량은 Table 3과 같이 pectolinarin
함량은 3.95 ± 0.05 ~ 7.29 ± 0.07 mg/g로 산지별 고려엉겅퀴
가운데 강원도 D농장(GW-D)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
다. Pectolinarin의 비배당체인 pectolinarigenin의 경우에는
강원도 C농장(GW-C)과 전라남도 A농장(JN-A)에서 생산
된 고려엉겅퀴에서 각각 0.10 ± 0.01, 0.19 ± 0.02 mg/g로 미
량 검출되었다. Oh 등18)의 보고에 의하면, pectolinarin 및
pectolinarigenin의 최대흡수파장을 340 nm로 ICH (International Conference for Harmonization) 가이드라인19)에 근
거하여 pectolinarin 및 pectolinarigenin의 검출한계는 각각
4.25 μg/mL, 2.46 μg/mL, 정량한계는 각 12.88 μg/mL, 7.46
μg/mL로 본 연구에서의 산지별 고려엉겅퀴의 pectolinarin
및 pectolinarigenin 함량은 유효한 값으로 판단되었다.
산지별 고려엉겅퀴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에 의해 합성되는 폴리페놀 화합물
의 가장 큰 부류로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 대부분의
부위에 함유되어 있으며, 항산화 효과를 가지는데 더불어
항암작용 등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20). 산지별 고려엉겅
퀴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pectolinarin equivalent
(PNE)로 환산하여 Fig. 2와 같이 나타내었으며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은 40.42 ± 0.91 ~ 76.70 ± 2.24 mg PNE/g 수준
으로 측정되었다. 산지 가운데 전라남도 A농장(JN-A) 추
출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76.70 ± 2.24 mg PNE/g)을 나타

내었고 강원도 A농장(GW-A) 추출물에서(40.42 ± 0.91 mg
PNE/g)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다. Jang 등1)의 연구에 따
르면 국내 자생 엉겅퀴 추출물의 경우 저농도에서는 시료
간의 유의차가 없으며 함량이 높아질수록 자생지역에 따
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산지별 고려엉겅퀴 추출물
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산지별로 상이한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지별 고려엉겅퀴 시료의 지리적
요인과 기후요인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고려엉겅퀴의 항산화 활성 및 지표성분 함량의 차이
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Total flavonoid contents of C. setidens Nakai by cultivars.
Total flavonoid contents expressed as pectolinarin equivalents
(mg PNE/g).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D of 3 independent in triplicat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on the same
kind of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The contents of pectolinarin and pectolinarigenin of C.
setidens Nakai by cultivars
Sample No.
GW-A
GW-B
GW-C
GW-D
GW-E
JN-A
JJ-A
1)

Pectolinarin (mg/g) Pectolinarigenin (mg/g)
3.95 ± 0.05g
5.08 ± 0.03d
4.50 ± 0.01f
7.29 ± 0.07a
5.98 ± 0.08c
4.71 ± 0.02e
6.49 ± 0.05b

N/D2)
N/D
0.10 ± 0.01b
N/D
N/D
0.19 ± 0.02a
N/D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D of 3 independent in triplicat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on the same kind of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2)
Not detected

Fig.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C. setidens Nakai
by cultivars.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D of 3 independent in triplicat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on the same
kind of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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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RAC value of C. setidens Nakai by cultivars. ORAC values
expressed as Trolox equivalents (µM TE/g).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D of 3 independent in triplicat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on the same kind of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ORAC assay 측정
ORAC assay는 시료들을 인산 완충액에 용해하여 측정
하며 AAPH에 의한 peroxy radical의 생성과 소멸에 따른
형광물질의 감소율을 평가하는 실험으로 radical chain
reaction의 핵심단계인 수소 전자 전달과 연관하여 hydrophilic
성분과 hydrophobic 성분에 모두 반응하기 때문에 감도가
우수하며 응용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23,24). 산지별 고
려엉겅퀴 추출물의 ORAC 지수를 측정한 결과는 Fig. 4
와 같이 산지별로 179.62~514.49 μM TE/g의 값을 나타내
었다. 특히 강원도 D농장(GW-D)과 강원도 E농장(GW-E)
에서 각각 514.49, 501.73 μM TE/g 으로 가장 높은 ORAC
수치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고려엉
겅퀴 추출물에는 pectolinarin과 같은 플라보노이드화합물
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산지별로 차이를 보였으나 DPPH
라디칼을 소거하는 항산화활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Acknowledgement
산지별 고려엉겅퀴의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은 DPPH 시약을 이용하여 시료의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는 실험이며 페놀성 화합물이나 플
라보노이드와 같은 −OH기를 가진 물질에서 수소공여를
통한 라디칼의 소거로 자색 화합물이 노란색으로 탈색되
는 원리는 이용하는 방법이다21). 산지별 DPPH 라디칼 소
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산지별로 31.25% ~
81.93%의 소거활성이 나타났으며 시판중인 ascorbic acid
(0.05 mg/mL)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강원도 A농장
(GW-A), 강원도 D농장(GW-D), 제주도 A농장(JJ-A) 고려
엉겅퀴 추출물(12.5 mg/mL)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엉겅퀴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능을 평가한 Jang 등1)의 연구에 따르면 엉겅퀴 추출물 0.1~
1 mg/mL의 농도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약 15.71%85.84%로 산지별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하였
다. 본 연구에서도 산지별 고려엉겅퀴 추출물의 DPPH 라
디칼 소거능이 유사한 활성을 보여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일반적으로 페놀성 화합물과 항산화 활성 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보고와는 달리 Nabasree 등22)의 연
구 결과에 따르면 항산화활성은 평가방법에 따라 효과가
상이하며, 항산화효과와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간의 상관관계는 시료에 함유된 bioactive compounds의
구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된 사례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
능 간의 뚜렷한 상관관계는 보이지 않아 다양한 항산화활
성 평가 모델을 이용하여 상호보완적인 기능성 평가를 수
행하여 기능성 원료로서의 자료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
역주력산업육성사업으로 수행된 연구결과입니다.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고려엉겅퀴를 건강기능식품 소재
로 활용시 기초자료 제공하고자 주요 산지별 pectolinarin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라디칼 소거능 및 ORAC
지수 등을 분석하였다. 산지별 고려엉겅퀴의 pectolinarin
함량은 3.95 ± 0.05 ~ 7.29 ± 0.07 mg/g로 강원도 D농장(GWD)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산지별로 40.42 ± 0.91 ~ 76.70 ± 2.24 mg PNE/g 수준으
로 전라남도 A농장(JN-A)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강원도 A농장(GW-A) 추출물에서(40.42 ± 0.91
mg PNE/g)로 가장 낮은 함량을 보였다. DPPH 라디칼 소
거능의 경우, 산지별로 31.25% ~ 81.93%의 활성을 보였고,
ORAC 지수는 산지별로 179.62~514.49 μM TE/g로 강원도
D농장(GW-D)과 강원도 E농장(GW-E)에서 각각 514.49,
501.73 μM TE/g 으로 가장 높은 ORAC 수치를 나타내었
다. 결론적으로 고려엉겅퀴 추출물은 pectolinarin과 유용
성분을 함유하고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ORAC 활성 등
의 항산화활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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