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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제주조릿  잎의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을 이용하여 항산화 효능과 세포독성에 의한 세포 생존율을 

분석하 다. 제주조릿  잎은  95℃ 물과 70% 에탄올 용액으로 각각 추출하여 사용하 으며, 총 polyphenol함량, 총 tannin함
량, 총 flavonoid 함량을 확인한 결과 총 polyphenol함량은 95℃ 열수 추출물에서 26.6mg/g, 70% 에탄올추출물에서는  
22.3mg/g으로 95℃ 열수 추출물에서 더 높게 나왔으며, tannin함량 역시 95℃ 열수 추출물 72.1mg/g, 70% 에탄올추출물에서 
61.2mg/g로 95℃ 열수 추출물이 더 높게 나왔다. 총 flavonoid 함량은 95℃ 열수 추출물(17.8mg/g)보다 70% 에탄올추출물
(25.4mg/g)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한  DPPH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모두 각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 으며, DPPH radical 소거능에서 L-ascorbic acid는 500ppm에서 최  소거율을 보인 후 농도가 증가함에

도 더 이상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제주조릿  잎 추출물에서는 농도에 따른 증가를 볼 수가 있었다. ABTS radical 
소거능에서 역시 유사한 상을 나타냈으나 BHT와 같은 경우는 500ppm에서 최  소거율을 보인 후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조릿  잎 추출물에서는 농도 의존 으로 증가하여 10000ppm의 농도에서는 
90%이상의 소거율을 보 으며, 95℃ 열수 추출물에서 약간 더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그리고, 인간 섬유아세포주인 3T3 
(human skin fibroblast)를 이용하여 제주 조릿  잎의 세포생존율 확인한 결과 95℃ 열수 추출물은 세포생존율이 85.6∼66.6%
로 다소 낮아지는 반면 70% 에탄올추출물에서는 95.4∼92.1%로 생존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제주조릿  잎 추출물은 

향장소재 뿐만 아니라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단된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d cell survival rate according to antioxidative effect and cytotoxicity using Sasa 
quelpaertensis and Ethanol extracts. Sasa quelpaertensis used extracts of 95℃boiled-water extract and 70% ethanol 
liquid each. For total polyphenol content, tannin content, and flavonoid content, polyphenol content of 95℃
boiled-water extract was 26.6 mg/g while that of 70% ethanol extract liquid was 22.3 mg/g, which means polyphenol
content was higher in 95℃ boiled-water extract. Tannin content was 72.1 mg/g in 95℃ boiled-water extract which
was higher than 61.2 mg/g in 70% ethanol extract liquid. Total flavonoid content was higher in 70% ethanol extract 
liquid (25.4 mg/g) than in 95℃ boiled-water extract (17.8 mg/g). Further, the researcher measured DPPH radical 
elimination and ABTS radical elimination. As a result, as the concentration of each extract increased, DPPH radical
elimination and ABTS radical elimination increased. In the DPPH radical elimination, L-ascorbic acid was eliminated
at 500 ppm and showed no change even though the concentration increased, whereas it increased in BHT and Sasa
quelpaertensis leaf extracts according to concentration. ABTS radical elimination indicated the similar phenomenon, 
whereas BHT showed maximum elimination at 500 ppm and decreased gradually as the concentration increased. On
the other hand, it gradually increased in Sasa quelpaertensis leaf extract and showed 90% elimination at 10,000 pm,
and it increased in 95℃ boiled-water extract. Using human skin fibroblasts (3T3) to check the cell survival rate of
Sasa quelpaertensis leaves showed that cell survival rate decreased between 85.6 and 66.6% in 95℃ boiled-water 
extract. The cell survival rate was between 95.4 and 92.1% when using 70% ethanol extracts. Sasa quelpaertensis
has efficacy as a natural antioxidant as well as a material hyang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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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소득증가와 의학발 으로 인해 생활의 질이 향

상되면서  좀 더 건강증진 인 측면 즉, 식품 양 요소, 
질병 방, 안티-에이징(anti-aging)등에 한 심이 한
층 더 증가되고 있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다양한 질병 
에는 잘못된 생활습 뿐 아니라 바쁜 사회에서 오

는 스트 스가 큰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스트 스

로 인해 생체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의 반응이 

주된 원인으로 지 되고 있다. 그만큼 활성산소 발생 방
지와 세포변이를 막고 암 발생 억제를 해 항산화 물질

에 한 심도 높아지고 있다. 주로 얻을 수 있는 항산
화 물질로는 비타민E와 비타민C, 베타카로틴, 라보노

이드, 폴리페놀 등의 천연 항산화제와 합성 항산화제인 
butylated hydroxytoluene(BHT), butylated hydroxyanisole 
(BHA)등이 있다. 그러나 최근 합성 항산화제들은 독성
으로 인해 간을 손상시키거나 암까지 유발하는 등 안

성 문제들이 두되면서 천연 항산화제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천연 항산화제들은 항산화 능력이 다소
의 차이는 있으나 사용하기 안 하다는 장 이 있다[1]. 
천연 항산화제는 섭취할 수 있는 자연 식품이나 식물로

부터 얻을 수 있고, 이러한 천연물에서 기능성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 지고 있다[2].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조릿 는 식물 분류학

으로 분류해보면 벼과(Gramineae)와 나무아과

(Bambusoideae)의 조릿 속(Sasa)“에 속하며[3], 동의보
감에 의하면 나무 종류로는 자체에 독성이 없어  식용 

뿐 아니라 약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 고 압, 당뇨 같은 
성인병을 다스리고 풍, 나 간의 염증등과 같은 질병
을 치료하는데 효능이 있다고 되어 있고,  이미 민간에서
도 나무에서 추출한 수액이나, 그 잎을 가지고 여러 가
지 약재로 사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4]. 최근 들어 조
릿 에 한 다양한 생리활성 연구와 더불어 새로운 화

합물을 분리하고 그에 한 생리활성을 확인하기 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5].
특히 본 연구에서는 제주조릿 (Sasa quelpaertensis)

를 주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제주조릿 는 한라산에 

넓게 퍼져 군락을 이루어 분포하며 높이는 10∼80cm정
도이며 지름은 3∼4mm지름을 가지고 있는 식물이다. 
최근 조릿 의 번식력이 강해 제주에서는 조릿 의 개체

수가 격하게 증가함으로 인해 다른 식물들의 성장을 

방해하고 한라산 생태 종의 다양성을 해하고 있음으로 

인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제주조릿 의 

번식을 하게 막고 제거된 제주조릿 를 이용해  음

료나 화장품 등을 개발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 지고 

있다[6].
그리고 제주조릿 의 성분으로 분석된 자료 에는 

tricin형태의 6가지의 새로운 flaonolignans의 분리를 보
고하 으며[7], 제주조릿 에서 3-Ο-p-coumaroyl-1- 
(4-hydroxy-3,5-dimethoxyphynyl)-1-prppanone과 3-Ο
-p-coumaroyl-1-(4-hydroxy-3,5-dimethoxyphynyl)-1-Ο-
β-D-glucopyranosylpropanol의 두 개의 새로운 화합물과 
N-p-coumaroylserotonin, N-feruloylserotonin, p-coumaric 
acid의 새로운 화합물을 분리하 다[8].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조릿 에 polyphenol, tannin, 

flavonoid등의 항산화 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는 자
료들을 바탕으로 항산화 효능 실험을 통해 이 성분을 이

용하여 천연제품 등 향장품소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평

가하는데 목 을 두고 있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기기 및 시약

열수 추출물을 추출하기 한 온도를 유지하기 하

여 Water Bath[Lab Conpanion(BW -10H)]를 사용하여 
추출하는데 사용하 으며, 에탄올 추출물을 추출하기 
하여 상온에서 교반기(Lab Companion(BW-10H)를 이
용해 교반하면서 추출하는데 사용하 으며 Rotary 
evaporateor(EYELA- JAPAN)를 이용하여 추출물을 감
압 농축한 다음 동결건조기(Ilshin Lab, Freeze dryer 
with shell Freezer)를 이용하여 분말로 만들어 사용하
다. 그리고, 흡 도를 측정하기 하여 ELISA reader 
(BioTek, ELx808, USA)를 사용하 다.
항산화력을 측정하는데 사용한 시약은 gallic acid, 

Foline-ciocalteu's phenol reagent, Quercetin,  aluminum 
nitrate, L-ascorbic acid, DPPH (2,2- Diphenyl-1- 
picrylhydrazyl), ABTS(2,2- 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 
-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는 Sigma-Aldric 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butylated hydroxytoluene, 
tannin, potassium acetate, sodium carbonate, potassium 
persulfate등의 시약은 cyclo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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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제주조릿대 잎 추출물의 제조

제주조릿  잎은  제주자원식물원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 으며 열수추출물과 70% 에탄올 추출물을 만들어 
사용하 다. 열수추출물은 제주조릿  잎 50g과 원료무
게의 20배의 증류수 1L를 가한 다음 95℃에서 10시간동
안 water bath(Lab Conpanion)에서 추출하 으며, 제주
조릿  잎의 70% 에탄올 추출물은 조릿 의 잎 50g과 
원료무게 20배의 70% 에탄올을 1L를 가하여 상온(2
5℃)에서 72시간 추출하 다, 각각 추출한 추출액을 
filter paper No2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교반기를 이용하
여 교반한 다음 감압 여과한 후 진공농축기

(Eyela-Japan)를 이용하여 감압 농축하 다. 각각의 농
축액을 동결 건조하여 얻은 분말을 냉동보  하면서 각

각의 실험할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 다.

2.3 총 polyphenol 함량

총 polyphenol함량은 Folin-Denis방법[9]을 변형하여 
각 추출물 100ul에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시약
을  100ul를 넣은 후 5̴∼7분간 방치 후  10% Sodium 
carbonate용액 1mL를 혼합하고 실온에서 1시간동안 방
치한 후 ELISA reader(Biotek. ELx808)를 이용하여 
700nm 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물질로는 gallic 
acid를 사용하 으며 여기에서 얻은 검량선을 이용하여 

총 polyphenol 함량을 계산하 다.

2.4 총 flavonoid 함량

총flavonoid 함량은 Moreno방법[10]등에 따라서 각 
추출물 0.5ml에 10%aluminum nitrate  0.1mL와 1M 
potassium acetate  0.1mL를 넣은 다음 ethanol  4.3mL
를 혼합하여 실온(25℃)에서 40분간 자연방치 시킨 다음 
ELISA reader(Biotek. ELx808)를 이용하여 405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물질로는 Quercetin을 사용하
여 얻은 검량선을 이용하여 총 flavonoid함량을 계산 하
다.

2.5 총 Tannin 함량

총 Tannin 함량 역시 Folin-Denis법[9]을 변형하여 각 
추출물 50ul에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시약 
50ul을 넣은 후 5  ̴ 7분간 방치 후  10% Sodium 
carbonate용액을  50ul를 혼합한 후 실온에서 1시간동안 
방치한 후 후 ELISA reader(Biotek. ELx808)를 이용하

여 700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물질로 Tannin 
acid를 사용하 으며 polyphenol 함량측정과 동일한 방
법으로 측정하여 얻은 검량선을 이용하여 Tannin acid 
함량을 계산하 다.

2.6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DPPH radical 소거능은 Blois방법[11]의 일부를 변형
하여 자색의 DPPH radical이 시료의 항산화성분에 의
해 색이 변하는 원리를 용하여 측정 하 다[12]. 95℃ 

열수추출물과 70% 에탄올 추출물을 증류수에 녹인 제
주조릿  잎 추출물을 각각 500, 1000, 2500, 5000, 
10000ppm의 농도로 비하 으며, 0.2mM DPPH(2,2- 
Diphenyl-1-picrylhydrazyl)를 ethanol에 녹인 용액을 
비 하 다. 각각의 농도별 시료 20ul에 DPPH용액 180ul
를 혼합하여 상온에서 빛을 차단한 후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Biotek. ELx808)를 사용하여 490nm
에서 흡 도를 측정 하여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 
하 다. 조군으로는 L-ascorbic acid와 Butylated 
hydroxytoluene (BHT)을 사용하 으며, 시료 무첨가군
과 비교하여 계산해서 얻은 값을 백분율(%)로 표시하
다. 그리고 DPPH radical의 흡 도가 50% 감소할 때 나
타내는 농도를 IC₅₀으로 표시 하 으며 각 시료에 하

여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표기하 다.

Inhibition(%)=(1-시료첨가군의 흡 도/시료      
무첨가군의 흡 도)×100

2.7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ABTS radical 소거능은 potassium persulfate 와 반응
을 하여 생성되는 청색을 띄는 청록색의ABTS radical이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추출물과 반응하여 청록색

이 연한녹색으로 변하게 되는 원리를 용한 Vanden 
Berg[13]등의 방법을 용하여 일부 변형한 후 측정하 다. 
7.4mM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diammonium salt와 2.45mM possium persulfate를 
증류수에 용해하여 실온인 암소에서 24시간동안 방치하
여 ABTS cation radical을 형성시켜서 이 용액을 734nm
에서 흡 도 값이 1.45±1.5가 될 수 있도록 증류수로 희
석하여 사용 하 다. 95℃ 열수추출물과 70% 에탄올 추
출물을 증류수에 녹인 제주조릿  잎 추출물을 각각 

500, 1000, 2500, 5000, 10000ppm의 농도로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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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각각의 농도별 시료 10ul에 ABTS용액 190ul를 혼
합하여 실온에서 빛을 차단하고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Biotek. ELx808)를 이용하여 700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ABTS의 cation radical 소거능을 측
정 하 다. 조군으로는 L-ascorbic acid와 Butylated 
hydroxytoluene (BHT)을 사용하 으며, 시료를 첨가하
지 않은 조군과 비교하여 계산한 후 얻은 값을 백분율
(%)로 표시하 다. 그리고 DPPH radical 소거능과 같이 
흡 도가 50% 감소할 때 나타내는 농도를 IC₅₀으로 표
시 하 으며 각 시료에 하여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
값으로 표기하 다.

Inhibition(%)=(1-시료첨가군의 흡 도/시료 
무첨가군의 흡 도)×100                

2.8 세포배양

인간 섬유아세포주(human skin fibroblast)는 한국세
포주은행에서 분양받아 사용하 으며, Dulbecco's medium 
Eagel's medium(DMEM), fetal bovine serum(FBS)  

항생제(penicillin/ streptomycin)는 Gibco사 (GIsland, 
CA, USA)제품을 사용하 다, Fibroblast 3T3을 1×10⁴
cell/ml씩 분주하여 37℃, 5% CO₂ 조건의 incubator에
서 24시간 배양하 다.

2.9 세포독성평가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125∼1000ppm의 농도로 
희석한 추출물의 시료 100ul가 첨가된 새로운 배지로 교
체하고 다시 24시간동안 배양 후MTT[3-(4,5- 
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sigma]를 각 well당 20ul의 DMSO(Dimethyl Sulfoxide)
에 녹이고 ELISA reader(Biotek. ELx808)를 이용하여 
570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세포생존율(Cell 
viability)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하 다.  

Cell viability(%)=[(Exp-Blank)/Control]x 100 
 
Exp: 세포를 포함한 추출물의 흡 도            

Blank: 세포를 포함하지 않는 추출물의 흡 도    

Control: 세포를 포함한 증류수의 흡 도     

2.10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 결과들은 모두 3회 반복 측정하여 평
균값(mean)과 표 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표시
하 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3.1 항산화 활성 

3.1.1 총 polyphenol 및 tannin acid 함량 

Folin-reagent가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polyphenol 
성분으로 인해 몰리 덴 청색으로 환원되는 원리를 이용

하여 실험한 결과는 Table 1과 같이 나타내었다. 95℃열
수추출물과 70% 에탄올추출물의 경우 각각 26.6mg/g 
과   22.3mg/g으로  95℃열수추출물이 조  더 높게 나

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Park 등[12]의 제주조릿
의 12.81∼15.98mg/g보다는 많은 양이었으며, Song등
[14]의 조릿 의 41.26∼41.46mg/g보다는 다소 은 양
이었으나 이는 추출 방법 등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한 시료를 녹이는 용매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차이도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Tannin 함량은 총 polyphenol함량과 마찬가지로 9

5℃열수추출물이 72.2mg/g으로 더 높게 나왔으며 Park 
등[12]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18.36mg/g보다는 월등히 
많은 양을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otal phenolic contents, total tannin acid and 
flavonoid contents of Sasa quelpaertensis. 

Groups Polyphenol
(mg/g)

Tannin acid
(mg/g)

Flavonoid
(mg/g)

 95℃ water extracts  26.6±0.06  72.1±0.09  17.8±0.00

70% ethanol extracts  22.3±0.04  61.2±0.03  25.4±0.01

3.1.2 총 flavonoid 함량 

flavonoid는 속식물의 식물에 존재하며, 황색을 나
타내는 항산화 물질로 이루어진 화합물로[15]강한 산화
제를 투입했을 때 flavonoid를 함유 하고 있는 추출물은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95℃ 열수추출물과 70% 에탄올추출물의 경우 각각 17.8 
mg/g 와 25.4mg/g으로 70% 에탄올추출물이 조  더 높

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Song등[14]의 조릿
추출물에서의 21.45∼29.49mg/g과 비슷한 양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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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음을 알 수 있다. 

3.1.3 DPPH radical 소거능

매우 안정한 용액인 DPPH(2,2- Diphenyl 
-1-picrylhydrazyl)는 수용성 free radical로 517nm에서 
특정한 빛의 흡수를 보여주는 자색의 화합물로 추출물

의 항산화물질을 만나면 radical이 소거되면서 DPPH의 
특정한 색인 자색이 차 으로 없어지는 특성이 있다

[12]. 이러한 시료의 색과 표 물질의 색의 세기를 비교

하여 시료의 물질을 정량하는 화학  분석법인 비색정량

[16]측정하 다. 
본 연구에서 95℃ 열수추출물과 70% 에탄올추출물

을 증류수에 녹여 500, 1000, 2500, 5000, 10000ppm의 
농도로 제조하여 DPPH free radical의 소거활성을 측정
한 결과를 Fig.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1에서 보
는 바와 같이 L-ascorbic acid는  IC₅₀값의 77.3ppm에서 
50% 이상의 소거율을 보 으며 500ppm에서 78.1%의 
소거율을 보인 후 농도에 따른 변화는 거의 없었다.  
BHT 역시 IC₅₀값이 652ppm이었으며 농도가 1000ppm
에서 63.2%의 소거율을 보인 후 큰 변화는 없었다. 95℃ 

열수추출물은 IC₅₀값의 2225ppm에서 50%의 소거율을 
보 으며, 70% 에탄올추출물은 IC₅₀값의 2196ppm에서 
50%의 소거율을 보 다. 강력한 천연항산화제인 
L-ascorbic acid과 합성항산화제의 표라고 할 수 있는 
BHT와는 달리 제주 조릿  잎 추출물에서는 2000ppm
이하에서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다가 차 으로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소거활성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2000ppm이하에서는 70% 에탄올 추출물이 소거율이 높
게 나타났으며 2000ppm이상에서는 95℃ 열수추출물에

서 소거율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extracts 
from Sasa quelpaertensis presented as them±S.D.

Table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xtracts  
from Sasa quelpaertensis. 

Cone(ppm) 500 1000 2500 5000 10000 IC50

(PPM)

L-ascorbic 
acid 

78.1
±0.29

 78.4
 ±0.29

79.1
 ±0.44

78.6
±0.60

78.3
±0.00 77.3

BHT  44.2
±8.03

 63.2
±1.86

 64.6
±3.06

 64.6
±3.06

 71.3
±0.76 652

 95℃ water extracts 0.7
±4.64

14.1
±0.45

 58.1
±3.60 

 69.8
±4.75

76.9
±2.87 2,225

70% ethanol extracts 11.5
±1.94

21.7
±0.84

57.2
±1.99

70.3
±3.32

70.8
±0.29 2,196

3.1.4 ABTS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DPPH radical과 같은 일종
으로 DPPH는 free radical인데 반해 ABTS는 cation 
radical 이라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14]. 본 연구에서 9
5℃ 열수추출물과 70% 에탄올추출물을 증류수에 녹여  
500, 1000, 2500, 5000, 10000ppm의 농도로 제조하여 
ABTS radical의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를 Fig. 2와 
Table 3에 나타내었다. Fig. 2에서 보는바와 같이 
L-ascorbic acid는  IC₅₀값이 196ppm에서 50% 이상의 

Fig. 2. ABTS cation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extracts from Sasa quelpaertensis presented as 
them±S.D.

Table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xtracts  
from Sasa quelpaertensis. 

Cone(ppm) 500 1000 2500 5000 10000 IC50

(ppm)
L-ascorbic 

acid
 95.5
±0.00

 95.4
 ±0.14

 95.4
 ±0.14

 95.4
 ±0.07

 95.4
 ±0.07 196

BHT  94.8
±0.00

 93.7
±0.12

 81.5
±2.22

69.1
±5.65

 53.5
±3.78 166

 95℃ water 
extracts

13.4
±2.61

26.7
±3.50

 57.4
±1.23 

 84.5
±0.30

94.6
±0.14 2,137

70% ethanol 
extracts

10.2
±1.85

25.6
±1.40

61.7
±2.70

85.5
±1.96

93.0
±0.1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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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거율을 보 으며 500ppm에서 95%이상의 소거율을 
보인 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그 로 유지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BHT의 경우는 IC₅₀값이 
165.7ppm에서 50%이상의 소거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DPPH radical 소거능에서와는 달리 BHT는 L-ascorbic 
acid와 같이 농도가 500ppm에서 94.8%의 최  소거율

을 보인 후 농도 증가에 따라서 활성도가 떨어져 

10000ppm에서는 53.5%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제주조릿  잎 추출물은 낮은 농도에서는 활성도에 많은 

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나 95℃ 열수추출은 IC₅₀값이 
2137ppm을 나타내었으며, 70% 에탄올추출물은 IC₅₀값
이 2013ppm으로 95℃ 열수추출보다는 약간 낮은 농도

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95℃ 열수추출물과 70%
에탄올 추출물 모두 농도 의존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

었다. 

3.2 세포생존율 측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간 섬유아세포주인 3T3 
(human skin fibroblast)를 이용하여 제주 조릿  잎의 

세포생존율을 확인하 다. 각 추출물을 125∼1000ppm
농도로 24시간동안 처리한 결과 최고농도인 1000ppm까
지 세포생존율을 보았을 때 Fig. 3에서 살펴보면 95℃ 

열수추출물은 세포생존율이 85.6∼66.6%로 낮아지는 
반면 70% 에탄올추출물은 95.4∼92.1%로 90%이상의 
생존율이 나타난 것으로 서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향이 하게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Fig. 3. Cell viability of dependent on concentration 
from of Sasa quelpaertensis presented as 
them±S.D.

4. 결론

본 연구에서 제주도 한라산에 자생하고 있는 제주조

릿  잎의 항산화 효능과 세포독성에 의한 세포 생존율

을 분석하 다. 제주조릿  잎은 95℃ 증류수와 70% 에
탄올 용액으로 각각 추출하여 총 polyphenol함량, 
Tannin함량, flavonoid 함량과 DPPH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 능을 측정하고, 세포배양 후 세포독
성 평가를 실시하여 세포생존율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총 polyphenol함량으로는 95℃ 열

수추출물에서 26.6mg/g, 70% 에탄올추출물에서 

22.3mg/g으로 95℃ 열수추출물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총Tannin의 함량으로는 95℃ 열수추출물이 72.2mg/g, 
70% 에탄올추출물에서 61.2mg/g으로 이 역시 95℃ 열

수추출물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polyphenol함량
보다는 탄닌의 함량이 월등하게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총 flavonoid 함량은 95℃ 열수추출물이 

17.8mg/g,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25.4 mg/g으로 70% 
에탄올 추출물에 더 많은 함유량을 나타냈다. 둘째,  
DPPH free radical의 소거능과 ABTS radical 소거활성
을 실험한 결과 농도 의존 으로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DPPH radical 소거활성에서 강력한 천연항산화제인 
L-ascorbic acid와 합성항산화제의 표라고 할 수 있는 
BHT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량으로도 소거활성이 나타났
으며 일정 농도에서 최 값을 보인 후에는 큰 변화가 나

타나지 않은 반면에 제주조릿  잎 추출물에서는 

2000ppm이하에서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다가 차
으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소거활성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ABTS radical 소거활성에서는 L-ascorbic 
acid는 500ppm이상에서 최 의 활성도를 보인 후 농도 

증가에도 그 로 유지 되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BHT
와 같은 경우에는 L-ascorbic acid와 같이 500ppm이상
에서 최 의 활성도를 보 으나 이후에는 활성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제주조릿  잎 추출물에서는 

두 추출물 모두 낮은 농도 에서는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다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높은 소거활성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95℃ 열수추출물과 70% 에
탄올 추출물에서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는

데 이는 추출물의 폴리페놀함량과 더불어 다른 극성의 

항산화물 등에 의한 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12]. 셋째, 인간 섬유아세포주인 3T3 (human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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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oblast)를 이용하여 제주 조릿  잎의 세포생존율을 

확인한 결과  125∼1000ppm농도별로 처리했을 때 95℃ 

열수추출물은 세포생존율이 85.6-66.6%로 다소 낮아지
는 반면 70% 에탄올추출물에서 95.4∼92.1%로 높게 나
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로 보았을 때 제주조릿  잎 추

출물은 95℃ 열수추출물과 70% 에탄올 추출물의 농도
를 잘 조 하여 사용 한다면 향후 피부  두피, 모발 등
에 사용할 수 있는 천연 향장소재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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