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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ree radical scavenging, cytotoxic effects, and flavonoid content of fractions from Lycopus lucidus 
Turcz leaves were here investigated. The flavonoid contents of 85% methanol (MeOH) and n-butanol 
(BuOH) fractions of the leaves were 41.5 mg/g and 77.2 mg/g, respectively. In DPPH and ABTs+ as-
says, 85% MeOH and n-BuOH fractions from the L. lucidus Turcz leaves had a greater scavenging ef-
fect (p<0.05). The n-BuOH fraction (0.5 mg/ml concentration) had scavenging effects of 88% and 92% 
in the DPPH and ABTs+ assays, respectively (p<0.05). Cell viability tests showed that treatment with 
L. lucidus Turcz leaf fractions caused cytotoxicity in the growth of AGS, HT-29, and HT-1080 cancer 
cells. Of the different fractions, the 85% MeOH sample displayed the highest cytotoxic activity; the 
IC50 values of this fraction against AGS, HT-1080, and HT-29 cancer cells were 0.03 mg/ml, 0.14 mg/ 
ml, and 0.16 mg/ml, respectively. These biolog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n-BuOH fraction was more 
effective in anti-oxidant activity while the 85% MeOH fraction was stronger in cytotoxic effects, and 
they suggest that these two fractions from L. lucidus Turcz leaves may contain valuable bioactive com-
pounds, such as flavon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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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건강과 대체의학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합성 약

품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식물 

유래 천연물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식물로

부터 가공 공정의 발달과 함께 기능성식품 개발 및 천연물 

수요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동양

권에서는 오랫동안 질병치료와 예방 목적으로 약초가 사용되

어 왔으며 이러한 전통적인 한약재는 식물의 2차 대사산물로 

강력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천연물 재료라 할 

수 있다[17]. 따라서 한약재를 비롯하여 천연물의 다양한 생리

활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으며 천연유래 생리활성 물질

의 효능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식물들 중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화합물은 항염증, 간독성 완화, 항종양, 동

맥경화 방지, 항돌연변이 및 항암, 항혈전, 항균활성, 항당뇨, 

관절예방 등과 건강에 유익한 여러 가지 생리활성이 보고되었

다[3, 23, 25, 29, 33]. 식물 내의 유효한 성분은 식품내의 성분과 

공존할 경우 상승효과를 나타내어 우리의 면역시스템 중 보체

계의 활성화 및 여러가지 사이토카인의 활성화 등의 질병에 

대한 생체방어시스템의 증강에 유효하며 인체의 생체 항상성

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었다[14].

택란(Lycopus lucidus Turcz)은 꿀풀과(Labiatae) 쉽싸리속

(Lycopus)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중국과 한국에 널리 분

포하고 있다. 택란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로는 택란 구성성

분의 항산화 효과[20, 26, 31], 항암 효과[8, 21]및 항염증 효과

[19]가 보고되어 있다. Kim 등[10]은 택란 에탄올 추출물이 

Runt- related transcription factor (Runx)-2-matrix metal-

loprotease (MMP)-9 체계를 저해하면서 결장암의 전이와 침

윤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고 Lee 등[16]은 택란으로부터 

protocatechuic acid, caffecic acid, rutin 및 rosmarinic acid를 

분리 동정하였으며 택란 에탄올 추출물은 비알코올성 지방간

에 의한 비만과 대사성 질환에 대해 보호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이들은 택란 잎에 대한 연구로 Lee 등[18]은 택란 잎으

로부터 pentacyclic triterpenes 류인 ursolic acid, oleanolica-

cid및 betulinic acid를 분리하였고 이들 화합물들의 생리활성

을 비교한 결과 betulinic acid가 acyl-coA-cholesterol acyl-

transferase (ACAT)- 1과 ACAT-2의 활성을 강력히 저해했다

고 보고하였다. 또한 택란 잎 유래 betulinic acid는 항증식 효

과, 항HIV 및 항염증 효과와 면역조절 기능이 있다고 보고되

었다[27, 34, 35]. Yang 등[32]은 택란 잎으로부터 α-galacto-oli-

gosaccharides 다당류를 분리하였고 이들 다당류는 면역관련 

세포의 활성을 증진시켜 면역시스템을 개선시켰다고 보고하



338 생명과학회지 2019, Vol. 29. No. 3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택란 잎에 대한 다양한 생리활성

을 규명하기 위하여 택란 잎을 극성이 다른 용매로 분획하여 

분획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고 택란 잎 분획물에 의한 

라디칼 소거활성과 세포독성 효과를 규명하여 향후 이를 이용한 

식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추출과 분획

본 실험에 사용된 건조 택란 잎은 미산약초농장(경상북도 

대구광역시)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건조 택란(200 g)

잎을 용매 극성에 따라 분획하여 n-Hexane (1.73 g), 85% aq. 

MeOH (5.18 g), n-butanol (n-BuOH) (3.83 g) 및 water (8.52 

g) 분획물들을 얻었다[12]. 세포 실험에는 각각의 분획물들을 

dimethyl sulfoxide(DMSO)에 녹여 배지로 필요한 농도로 희

석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배양에 사용된 DMSO의 최종농도는 

0.1% 이하가 되도록 하였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시료 중 총 플라보노이드(flavonoid) 함량은 Chae 등[1]의 

방법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시료는 용매별 추

출물 1 mg을 MeOH 1 ml에 녹여 시험관에 취하고 10 ml의 

diethylene glycol을 가하여 잘 혼합한 후 1N NaOH 1 ml 첨가

하여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반응이 끝난 후 UV- 

visible spectrometer (X-ma 3000, Human corporation, Seoul, 

Korea)를 사용하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물질은 rutin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을 

사용하여 표준곡선에 의해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

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시료의 DPPH (1,1-Diphenyl-2-picryhydrazyl)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2]을 위해 먼저 각 추출물을MeOH로 농도별로 희석

하여 사용하였다. DPPH 2 mg을 ethanol 15 ml에 녹여 DPPH 

원액을 조제하였다. DPPH 용액 1.2 ml에 DMSO 0.5 ml와 

EtOH를 3 ml를 혼합하여 DPPH 희석액을 사용하였다. DPPH 

희석액의 흡광도가 0.94∼0.97이 되도록 하여 실험에 사용하

였다. 시료 0.1 ml와 DPPH 희석액 0.9 ml를 섞은 후 10분 후 

UV- visible spectrometer (X-ma 3000, Human corporation, 

Seoul, Korea)로 518 nm에서 측정하였다. 이때 대조군은 천연

항산화제인 L-ascorbic acid와 합성항산화제인 butylated hy-

droxyltoluene (BHT)를 사용하였다. 택란 잎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EDA (electron 

donating ability) (%)
＝

대조군 흡광도-실험군 흡광도
×100

대조군의흡광도

ABTs+ 라디칼 소거활성

택란 잎에 대한 ABTs+ (2.2'-Azino-bis(3-ethylbenothiazo-

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radical cation) 라디칼 

소거활성은 Re 등[24]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7 mM의 ABTs+

와 2.45 mM의 potassuim persulfate를 첨가하여 radical생성

을 위해 암소에서 16시간 방치한 후, 734 nm에서 흡광도가 

0.68~0.72가 되도록 EtOH로 희석하였다. ABTs+ 희석액 0.98 

ml와 추출물 0.02 ml를 혼합하여 암소에서 10분간 방치 후 

UV- visible spectrometer (X-ma 3000, Human corporation, 

Seoul, Korea) 7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

는 천연항산화제인 L-ascorbic acid와 합성항산화제인 BHT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DPPH 소거활

성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GSH 측정

세포 내에 축적된 GSH 함량은 HT1080 세포를 이용하여 

thiol-staining reagent인 monobromobimane (mBBr)로 측정

하였다[22]. 세포는 96-well cell culture plate에 well 당 5×104 

cells/ml에서 30분간 배양하였다. 다시 각 well은 PBS로 씻은 

후 40 μM mBBr를 처리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30

분간 반응시킨 후 시료처리에 의한 GSH 함량의 변화를 시간

별로 excitation 360 nm, emission 465 nm에서 microplate 

reader (VICTOR3, Perkin Elmer, Waltham, MA, USA)로 측정

하였다.

MTT assay

배양된 세포(AGS 인체 위암세포, HT-29 인체 결장암 세포, 

HT-1080 인체 섬유종 세포)는 96 well cell culture plate에 

5×104 cells/ml이 되도록 100 μl씩 분주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배지는 제거한 뒤 각 시료를 

배지로 희석하여 각 well당 100 μl씩 첨가하고, 대조군에는 시

료대신 PBS를 100 μl씩 첨가하였다. 이 plate를 다시 37℃, 5% 

CO2 incubator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MTT assay 

[5]를3-(4,5-dimethylthiazole)-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시약 5 mg을 PBS 1 ml로 녹인 후, 10% FBS가 

함유된 배지 9 ml와 희석하여 100 μl를 첨가하고 3~4시간 동안 

더 배양하여 MTT가 환원되도록 하였다. 배양종료 후 생성된 

formazan 결정을 가라앉힌 후 각 well에 형성된 결정이 흐트

러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반응 후 남은 MTT가 처리된 배지

를 제거하였다. 배지가 제거된 각 well에 formazan 결정을 용

해시키기 위하여 DMSO를 100 μl씩 분주하여 5~10분간 반응

시켜 microplate reader (VICTOR3, Perkin Elmer, Waltham, 

MA, USA)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흡광도는 

MTT가 세포에 의해서 환원된 양을 나타내며, 따라서 각 well

에 존재하는 세포의 생존수와 비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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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ents of total flavonoids of fractions from L. lucidus 

Turcz. leaves

Samples
1) Total flavonoid contents (mg/g)2)

n-Hexane

85% MeOH

n-BuOH

Water

13.7±0.01
c3)

41.5±0.00b 

77.2±0.01a

2.59±0.00d

1)
L. lucidus Turcz. n-Hexane fraction with n-hexane; L. lucidus 

Turcz. 85% MeOH fraction with 85% aqueous methanol; L. 

lucidus Turcz. n-BuOH fraction with n-butanol; L. lucidus 

Turcz. water fraction with water
2)mg rutin equivalent/g dry weight
3)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using 

Tukey’s test.

Table 2.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fractions from L. lucidus Turcz. leaves

  Samples1) concentrations (mg/ml)

0.05 0.1 0.25 0.5

n-Hexane

85% MeOH

n-BuOH

Water

L-ascorbic acid

BHT

 11.4±0.00
f2)

16.5±0.00d 

70.9±0.02b

12.6±0.00e 

91.4±0.00a 

61.1±0.00c

12.4±0.00f 

21.7±0.00d

86.7±0.01b 

15.6±0.00e

91.4±0.00a

63.2±0.00c

12.7±0.00f

31.7±0.01d

88.7±0.00b

22.7±0.00e

91.6±0.00a

86.1±0.00c

12.9±0.00f

49.7±0.02d

87.7±0.00c

32.3±0.01e

91.6±0.00a

88.5±0.00b

1)
L. lucidus Turcz. n-Hexane fraction with n-hexane; L. lucidus Turcz. 85% MeOH with 85% aqueous methanol; L. lucidus Turcz. 

n-BuOH fraction with n-butanol; L. lucidus Turcz. water fraction with water
2)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using 

Tukey’s test.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Mean ± SEM (Standard Error of Mean)으로 

나타내었다. 분석된 실험 데이터는 대조군과 각 시료로부터 

얻은 실험 자료로부터 one-way ANOVA를 실시하여 유의성

을 검증하였고 사후검증은 Tukey’s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고찰

총 라보노이드 함량 

택란 잎의 용매별 분획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택란 잎 85% MeOH 및 n-BuOH 분획물들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41.5±0.00 mg/g 및 77.2±0.01 

mg/g으로 n-BuOH 분획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Song 등[26]은 택란의 잎, 줄기, 뿌리의 

물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비교한 결과 택란 잎의 총 폴리페

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택란 잎 분획물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인 EDA (electron donating ability, %)로 

Table 2에 나타내었다. 각 분획물을 각각 0.05, 0.1, 0.25 및 0.5 

mg/ml의 농도로 대조군(L-ascorbic acid, BHT)과 비교하였

다. 택란 잎 n-BuOH 분획물의 활성산소 소거능이 가장 우수하

였고 다음으로 85% aq. MeOH 분획물에 의한 소거활성이 높

았다(p<0.05). 각 분획물들의 IC50값은 n-Hexane 9.76 mg/ml, 

85% aq. MeOH 0.50 mg/ml, n-BuOH 0.03 mg/ml 및 water 

0.78 mg/ml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n-BuOH의 높은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과 연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Song 등[26]은 택

란의 부위별 물 추출물을 100 g/ml 농도에서 DPPH을 측정한 

결과 잎> 뿌리> 줄기 순으로 뿌리나 줄기보다 잎에서 약 5.6배 

이상 가장 높은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Fialova 등[6]은 L. europaeus 잎의 물 추출물은 DPPH, ABTs+

및 환원력 측정에서 높은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내었고 주요 

페놀성 화합물은 rosmarinic acid와 luteolin-7-O-glucuronide

이었다고 보고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

택란 잎 분획물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도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마찬가지로 전자공여능인 EDA로 Table 3에 나타

내었다. 각 용매별 분획물을 각각 0.05, 0.1, 0.25 및 0.5 mg/ml

의 농도로 대조군(L-ascorbic acid, BHT)과 비교하였다. 택란 

잎 분획물들을 합성항산화제인 BHT와 천연항산화제인 L-as-

corbic acid 비교하였을 때 첨가농도 0.5 mg/ml 농도에서 경우 

각각 93.0% 및 92.8%이었고, 85% aq. MeOH 및 n-BuOH 분획

물에 의한 소거활성은 89.3% 및 92.1% 이며 대조군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p<0.05). 각 분획물들의 IC50값은 n-Hexane 

0.96 mg/ml, 85% aq. MeOH 0.16 mg/ml, n-BuOH 0.01 

mg/ml 및 water 0.31 mg/ml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n-BuOH

과 85% aq. MeOH의 높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연관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유라디칼을 소거할 수 있는 화합물 또는 과산화물 생성 

억제 물질과 같은 항산화제들은 활성산소로 인한 산화적 손상

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함으로써 산화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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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BTs+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fractions from L. lucidus Turcz. leaves

Samples1) concentrations (mg/ml)

0.05 0.1 0.25 0.5

n-Hexane

85% MeOH

n-BuOH

Water

L-ascorbic acid

BHT

 10.7±0.00f2)

34.0±0.02d

92.2±0.00c

13.6±0.00e

93.0±0.00b

92.9±0.00a

15.5±0.00e

47.6±0.02c

92.4±0.00b

23.4±0.00d

92.8±0.00a

92.8±0.00a

23.1±0.01e

70.6±0.02c

92.2±0.00b

42.3±0.01d

93.1±0.00a

93.1±0.00a

28.7±0.00f

89.3±0.02d

92.1±0.00c

76.9±0.04e

92.8±0.00b

93.0±0.00a

1)
L. lucidus Turcz. n-Hexane fraction with n-hexane; L. lucidus Turcz. 85% MeOH fraction with 85% aqueous methanol; L. lucidus 

Turcz. n-BuOH fraction with n-butanol; L. lucidus Turcz. water fraction with water
2)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using 

Tukey’s test.

A B

C D

Fig. 1. Effect of fractions from L. lucidus Turcz. Leaves on GSH levels in HT1080 cells.1) A, L. lucidus Turcz. n-hexane fraction 

with n-Hexane; B, L. lucidus Turcz. 85% MeOH fraction with 85% aqueous methanol; C, L. lucidus Turcz. n-BuOH fraction 

with n-butanol; D, L. lucidus Turcz. water fraction with water.

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를 가진다[9]. 본 연구에서 

사용된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능 활성 측정방법은 대표

적인 항산화 측정방법으로 이는 항산화능을 지닌 페놀성 물질 

함량이 높을수록 소거활성이 증가되므로 free radical 물질인 

DPPH와 ABTs+의 소거활성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갖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9]. Song 등[26]은 택란 잎, 줄기, 뿌리의 물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비교한 결과 택란 잎의 항산화 활성

(DPPH, ABTs+ Fe2+ chelating, hydroxyl radical, SOD)과 아질

산염 소거활성이 가장 높았고 이는 택란 잎의 높은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관련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Lu 등

[20]의 연구결과에서도 택란의 총 페놀함량과 FRAP 및 TEAC 

활성 사이에 유의적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GSH 농도 변화

택란 잎 분획물들이 세포 내의 GSH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thiol-stanining reagent인 mBBr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Fig. 1은 택란 잎 분획물들 0.025, 0.05, 0.1, 0.25 

및 0.5 mg/ml의 농도에서 측정하였으며, 120분 동안 30분 간

격으로 측정하였다. 측정시간 120분 일 때, 모든 분획물들의 

GSH 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p<0.05), 85% MeOH 분

획물에 의한 상승효과가 가장 높았다. Lee 등[15]은 초석잠 뿌

리 분획물들의 GSH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본 결과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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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Effect of fractions from L. lucidus Turcz. Leaves on the cell viability of AGS gastric cancer cells.1) A, L. lucidus Turcz. n-hexane 

fraction with n-Hexane; B, L. lucidus Turcz. 85% MeOH fraction with 85% aqueous methanol; C, L. lucidus Turcz. n-BuOH 

fraction with n-butanol; D, L. lucidus Turcz. water fraction with water.

분획물들은 GSH 함량을 상승시켰고 분획물들 중 n-hexane 

분획물에 의한 상승효과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택란 

잎 추출물 및 분획물들에 의한 DPPH 및 ABTs+ radical 소거

활성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어 있으나 GSH 농도 변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세포독성 효과

택란 잎을 용매 극성에 따라 분획하여 얻어진 n-hexane, 

85% MeOH, n-BuOH 및 water 분획물들에 의한 인체 암세포

에 대한 세포독성 효과를 MTT assay를 시행하여 알아보았다. 

택란 잎 n-Hexane, 85% MeOH, n-BuOH 및 water 분획물들은 

첨가농도 0.25 mg/ml의 농도에서 AGS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

성 효과는 각각 89%, 90%, 32% 및 57%로 나타났다(p<0.05) 

(Fig. 2). 택란 잎 분획물들 중에서는 n-Hexane 및 85% MeOH 

분획물들에 의한 세포독성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3는 택란 잎 추출물로부터 얻어진 각 분획물들을 농도별로 

HT-29 암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AGS 

암세포와 유사하게 85% MeOH, n-Hexane, water 및 n-BuOH 

분획물 순으로 세포독성 효과가 높았다. 택란 잎 분획물들의 

IC50 값을 나타낸 것으로 n-Hexane, 85% MeOH, n-BuOH 및 

water 분획물들의 AGS 암세포에 대한 IC50 값은 각각 0.18, 

0.03, 0.62 및 0.12 mg/ml이었고 HT-29 암세포에 대한 IC50 

값은 각각 0.26, 0.16, 0.60 및 1.14 mg/ml이었다. Fig. 4는 택란 

잎 추출물로부터 얻어진 각 분획물들을 농도별로 HT-1080 암

세포에 대한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0.25 mg/ml의 첨가농도 

에서 85% MeOH 분획물은 88% 저해율을 나타내어 분획물들 

중 가장 높은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내었다. HT-1080 암세포에

서 택란 잎 n-Hexane, 85% MeOH, n-BuOH 및 water 분획물

들의 IC50 값은 각각 0.34, 0.14, 0.48, 및 1.05 mg/ml 이었다. 

따라서 택란 잎 분획물의 세포독성 효과는 85% MeOH 분획물

에 의한 활성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고 앞서 n-BuOH 

분획물 다음으로 높은 함량의 총 플라보노이드를 나타내었다. 

Park 등[21]은 택란 MeOH 추출물이 DNA 손상을 유발하고 

세포주기 조절 관련 신호전달 과정을 통해 인간 폐암세포인 

A549의 G1 arrest를 유도하여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Kim 등[8]은 택란 추출물이 유방암 세포 

MCF-7의 apoptosis를 유도하여 성장을 저해했다고 보고하였

다. 그러나 택란 잎 추출물에 의한 세포독성에 대한 연구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Malik와 Yuldashev 등[13]은 택란 잎으로부

터 플라보노이드, triterpenes 및 탄닌류 등을 분리하였다. 택

란 잎의 주요 triterpene 중의 하나인 betulinic acid가 tumor 

necrosis factor에 의해 유도된 apoptosis 과정을 통해 Caco 

2 인체 결장암세포와 H1299 인체 폐암세포의 증식을 억제시

켰고 발암물질에 의한 NF-kB 활성을 저해시켜 항암효과를 나

타내었다고 보고되었다[24]. Hwang 등[7]도 terpernes류가 

Lu1 인체 폐암, Col2 인체 결장암 및 KB 인체 구강암세포들의 

증식에 대해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

[11]은 플라보노이드 중 quercetin은 MAPK 신호전달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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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Effect of fractions from L. lucidus Turcz. Leaves on the cell viability of HT-29 human colon cancer cells.1) A, L. lucidus Turcz. 

n-hexane fraction with n-Hexane; B, L. lucidus Turcz. 85% MeOH fraction with 85% aqueous methanol; C, L. lucidus Turcz. 

n-BuOH fraction with n-butanol; D, L. lucidus Turcz. water fraction with water

A B

C D

Fig. 4. Effect of fractions from L. lucidus Turcz. Leaves on the cell viability of HT-1080 human fibrosarcoma cells.1) A, L. lucidus Turcz. 

n-hexane fraction with n-Hexane; B, L. lucidus Turcz. 85% MeOH fraction with 85% aqueous methanol; C, L. lucidus Turcz. 

n-BuOH fraction with n-butanol; D, L. lucidus Turcz. water fraction with water

통해 AGS 위암세포의 apoptosis을 유도하여 세포독성을 나타

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Daskiewicz 등[4]은 42종 플라보

노이드를 조사한 결과 이들 플라보노이드는 caspase 활성을 

증가시켜 HT-29 결장암세포의 apoptosis를 유도하여 증식을 

억제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꾸준한 플라보노이드 섭취

는 위암 및 결장암 위험 억제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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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다[28, 30]. 본 연구 결과로부터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어 있는 택란 뿌리 이외에도 택란 잎 분획물은 높은 

함량의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였고 이는 높은 자유 라디칼 

소거활성과 암세포 독성효과와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택란 잎 n-BuOH 분획물은 자유라디칼 소거활성에 효과적

이었고 n-Hexane와 85% aq. MeOH 분획물들은 높은 세포독

성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택란 잎은 플라보노이드 이외

에도 지용성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향후 생리활성 물질 분리 및 정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택란 잎 추출물을 이용한 식품개발을 위

한 초기 예비실험으로 향후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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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택란 잎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활성과 세포독성효과  라보노이드 함량

나 은1․이정우2․임선 2*

(1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과학기술전문대학원, 2한국해양대학교 해양생명과학부)

본 연구에서는 택란 잎에 대한 다양한 생리활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택란 잎을 극성이 다른 용매로 분획하여 

분획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고 택란 잎 분획물에 의한 라디칼 소거활성과 세포독성 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택란 잎 85% MeOH 및 n-BuOH분획물들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41.5±0.00 mg/g 및 77.2±0.01 

mg/g으로 n-BuOH 분획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DPPH assay에서 택란 잎 

n-BuOH 분획물의 활성산소 소거능이 가장 우수하였고 다음으로 85% MeOH 분획물에 의한 소거활성이 높았다

(p<0.05). 각 분획물들의 IC50값은 n-Hexane 9.76 mg/ml, 85% MeOH 0.50 mg/ml, n-BuOH 0.03 mg/ml 및 water 

0.78 mg/ml로 나타났다. 또한 택란 잎 85% aq. MeOH 및 n-BuOH 분획물들에 의한 ABTs+소거활성은 각각 

89.3% 및 92.1%이었으며 대조군인BHT와 L-ascorbic acid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p<0.05). ABTs+ assay에서 각 

분획물들의 IC50값은 n-Hexane 0.96 mg/ml, 85% MeOH 0.16 mg/ml, n-BuOH 0.01 mg/ml 및 water 0.31 mg/ml

로 나타났다. 택란 잎 n-Hexane, 85% MeOH, n-BuOH 및 water 분획물들은 농도의존적으로 암세포들에 대한 세

포독성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분획물들 중 특히 n-Hexane과 85% MeOH 분획물들에 의한 세포독성 효과가 가장 

높았다. AGS 암세포에 대한 택란 잎 n-Hexane, 85% MeOH, n-BuOH 및 water 분획물들의 IC50 값은 각각 0.18, 

0.03, 0.62 및 0.12 mg/ml이었고 HT-29 암세포에 대한 IC50 값은 각각 0.26, 0.16, 0.60 및 1.14 mg/ml이었다. 

HT-1080 암세포에서 택란 잎n-Hexane, 85% MeOH, n-BuOH 및 water 분획물들의 IC50 값은 각각 0.34, 0.14, 0.48, 

및 1.05 mg/ml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로부터 택란 잎 n-BuOH 분획물은 자유라디칼 소거활성에 효과적이었

고 n-Hexane과 85% MeOH 분획물들은 높은 세포독성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향후 택란 잎을 이용한 식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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