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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misia argyi H. has been used for centuries as a traditional medicine and food supplement in Asian 
countr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of Artemisia argyi 
H. extracts prepared by butanol, chloroform, ethyl acetate, ethyl ether, hexane, and methanol 
extraction. We evaluated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 antioxidant activity, nitric oxide (NO) 
and reactive oxygen species (ROS) release, and osteoclastogenesis inhibition. The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were highest in the methanol extract (49.46 mg GAE/g and 24.32 mg QE/g, re-
spectively). The methanol extracts also had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and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while the hexane extract had the lowest. 
The release of NO and ROS was dose-dependently decreased by pre-treatment with all solvent 
extracts. At the same concentrations, the ethyl acetate and butanol extracts showed higher inhibition 
of NO and ROS production when compared with the other extracts. The butanol extract, at a concen-
tration of 20 μg/ml, inhibited about 89% of the activity of the osteoclast marker, tartrate 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 These results suggest that butanol extracts of Artemisia argyi H. may be effective 
natural medications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osteopor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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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쑥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높은 번식력을 가지

며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외에도 유럽 등지에 널리 

재배 되어있고 예로부터 약용과 식용으로 사용되어 왔다[30]. 

쑥은 플라보노이드와 페놀화합물 등 항산화성분을 다량 함유

하고 있어 DNA 손상억제[34], 항암효과[30], 항당뇨[1], 항균

활성[33], 면역증강[45]에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쑥 추출

물은 사염화탄소(CCl4)로부터 손상된 간 조직을 보호하는 효

과[38]를 가지고 있으며,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인 luteolin, api-

genin, kaempferol, quercetin 등은 산화적 손상과 간 보호 효

과에 대표적인 유효성분으로 보고되어 있다[37]. 그 밖에도 쑥

은 필수지방산, 비타민, 섬유소, 무기질, 회분 함량이 높아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효과적이며[36], 유효 성분인 플라보노이

드 화합물들은 신체 조직의 산화적 스트레스성 손상을 감소시

키는 등[23] 다방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질환의 

치료를 위한 기능성 식품 소재로 연구되고 있다. 

섬애약쑥(Artemisia argyi H.)은 경남 남해군에서 자생 되고 

있는 황해쑥의 한 종류로 산림청 품종보호등록(산림청 품종보

호 제42호, 2013.9.27.)이 되어 있다[18]. 섬애약쑥은 기능성 성

분으로 알려진 jaceosidin과 eupatilin이 국내 다른 약쑥에 비

해 풍부하여 항염증, 항산화, 항암 효과 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7, 40, 46], 섬애약쑥에 함유되어 있는 페놀 화

합물은 높은 라디칼 소거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30]. 현재까지 보고된 섬애약쑥에 대한 연구로는 부위별 영

양화학성분[18], 이화학적 특성 및 생리활성[20], 침출 및 건조 

조건에 따른 시료의 항산화활성[21], 섬애약쑥 추출물의 향장

소재 특성[16], 추출물의 신경세포 보호효과에 의한 기억 및 

학습능력 개선 효과[17] 등이 있다. 섬애약쑥은 국내 고유 자원

임에도 불구하고 생리활성이나 질병 개선 효과 및 산업적 활

용 가능성을 위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다. 

골다공증은 다양한 이유로 인하여 뼈의 강도가 감소함에 

따라 골절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태를 의미하며 전 세계적으로 

골다공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건강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며[15], 여성에게 폐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골다

공증 현상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어 왔다[12, 43]. 남성에 비

해 폐경기의 여성이 골다공증 유발이 높은 수준으로 발생하는

데 이는 폐경으로 인하여 에스트로겐 호르몬 분비량이 감소하

기 때문으로[13] 에스트로겐의 결핍은 골세포의 흡수와 관련

된 파골의 비율이 조골의 비율을 넘어서서 이들 간의 균형이 

깨어짐으로 인해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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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이러한 골다공증의 병리학적 현상은 에스트로겐의 결

핍뿐만 아니라 노화에 따른 비만, 당뇨, 심혈관계 질환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55]. 

뼈 속의 광물질이 줄어드는 현상은 산화적 스트레스와 활성

산소종(ROS)의 생성과 관계가 있는데[9, 53] 폐경기 여성에게 

인위적으로 에스트로겐을 처리하는 치료법(ERT, estrogen re-

placement therapy)은 강제적으로 체내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

킴으로 인해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

한 치료법의 장기적인 사용은 혈압상승, 졸음, 체중증가, 유방

민감성과 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한다[51]. 따라서 부작용이 

적고 효과적인 천연물에서 새로운 골다공증 예방 및 치료 물

질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24].

뼈는 골 형성과 골 흡수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형성과정을 

거쳐 체내에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조골세포에 의한 골 형성 

보다는 골을 흡수하는 파골세포의 활성증가가 골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된다[54]. 조혈모세포에서 유래하여 단핵 대식세포로

부터 분화되는 파골세포는 receptor activator of NK-kB li-

gand (RANKL)과 같은 TNF-related activation-induced cyto-

kine (TRANCE)과 macrophage stimulating factor (M-CSF)에 

의해서 조절되는데[57] 파골세포는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와 calcitonin 수용체를 가지므로 TRAP

는 파골세포의 표지인자로 널리 사용된다[10].  

쑥은 기존에 인대와 뼈의 재생에 관여한다는 보고[2]가 있

지만 파골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미

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섬애약쑥의 기능성 규

명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다양한 용매로 추출하여 항산화 

활성과 파골세포의 분화 억제 효과를 관찰함으로써 생리활성

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추출물의 제조

실험에 사용된 섬애약쑥(Artemisia Argyi H.)은 경남 남해군

에서 수확한 것을 남해섬애약쑥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제공

받아 세척한 후 바람이 잘 통하는 실내에서 음건하여 사용하

였다. 섬애약쑥 용매별 추출물은 섬애약쑥 200 g에 각각의 용

매(butanol, chloroform, ethyl acetate, ethyl ether, hexane, 

methanol) 4 l를 가하여 추출하였다. 용매별 추출물들은 상온

에서 24시간 추출한 후 여과한 여액을 모아 회전식진공농축기

(N-1200AVW, EYELA, Tokyo, Japan)로 완전 건고한 것을 

DMSO로 희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페놀화합물  라보노이드 정량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은 폴리페놀성 물질인 phosphomo-

lybdic acid와 반응하여 청색을 나타내는 원리로 Folin-Denis 

method (Gutfinger T 1981)을 응용하여 시료액 2 ml에 2 M 

Folin-Ciocalteau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1 ml를 넣고 3분 후 10% Na2CO3 (Daejung, Siheung, Korea) 

용액 1 ml씩을 혼합하여 실온의 암실에서 1시간 정치한 다음 

분광광도계(Libra S 35, Biochrom, Cambridge, Cambridge-

shire, England)를 이용하여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 (Sigma-Aldrich Co.)를 사용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얻은 검량선으로부터 총 

폴리페놀 함량을 계산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함량은 시료액 1 ml에 10% alu-

minum nitrate 100 μl, 1 M potassium acetate 100 μl 및 80% 

에탄올 3.8 ml를 차례로 가한 후 혼합하여 실온의 암실에서 

40분간 정치한 다음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415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Quercetin (Sigma-Aldrich Co.)을 표준물질

로 하여 얻은 검량선으로부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계산하

였다.

용매별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ate)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7 mM의 ABTS 용액에 potassium 

persulfate를 2.4 mM이 되도록 용해시켜 암실에서 12-16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15 nm에서 흡광도가 1.5가 되도록 증류수

로 조정한 ABTS 용액 100 μl에 시료액 100 μl를 혼합하고 실온

에서 5분간 반응시킨 다음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415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50].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DPPH 용액(5 mg/100 ml ethanol) 100 μl와 시료 100 μl를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분광광도계를 이용

하여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6].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시료 무첨가구에 대한 시료첨가구의 

흡광도비로 산출하였다.

FRAP는 pH 3.6의 300 mM acetate buffer, 40 mM HCl에 

용해한 10 mM TPTZ (2,4,6-tripyridyl-s-triazine) 용액 및 20 

mM FeCl3・6H2O를 각각 10:1:1(v/v/v)의 비율로 미리 혼합

한 다음 37℃의 수욕상에서 5분 동안 열을 가한 후 FRAP 측정

용 기질로 사용하였다. 96 well plate에 시료액 40 μl, FRAP 

기질액 100 μl 및 증류수 40 μl를 차례로 혼합하여 37℃에서 

4분간 반응시킨 후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FeSO4

로 작성한 검량식에 대입하여 환산하였다[36].

세포 독성 측정

실험에 사용된 RAW 264.7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KCLB)

에서 분양 받았으며, 세포 배양을 위해 10% fetal bovine se-

rum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을 포함하는 DMEM 

배지를 사용하였다. 세포는 CO2 incubator (37℃, 5% CO2)에

서 배양하였다. 세포에 대한 독성 측정은 3-(4,5-dimethylthia-

zole-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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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rich Co.) 환원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세포를 96 

well-plate에 well당 5× 104개가 되도록 분주하고 24시간 부착

시킨 후, 섬애약쑥 추출물 6종(butanol, chloroform, ethyl ace-

tate, ethyl ether, hexane 및 methanol)을 일정한 농도로 희석

하여 세포에 처리한 다음 30분 후 1 μg/ml lipopolysaccharide 

(LPS, Sigma-Aldrich Co.)를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

다. 이후 시료를 포함하는 배지를 제거한 후 serum-free 배지

와 5 mg/ml MTT 용액을 첨가하였다. 37℃에서 2시간 더 배양

한 다음 DMSO 용액을 분주하여 sonication하고 10분간 교반

하여 용출시킨 뒤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해 세포 생존율을 

구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LPS 처리군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

었다.

Nitric oxide (NO) 생성 억제능 측정

LPS 처리 염증세포로부터 생성된 NO의 양을 세포 배양액 

중에 존재하는 NO2
-의 형태로서 Griess 시약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마우스 대식세포 RAW 264.7을 well당 5×105씩 

24-well plate에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각각의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다음, 30분 배양하고 LPS (1 μg/ml)를 처리

하여 20시간 또는 24시간 배양하였다. 원심분리(3,000 rpm, 5 

min, 4℃)하여 얻은 세포 상등액 50 μl와 sulfanilamide sol-

ution 50 μl를 혼합하여 5분간 빛을 차단하고 반응시킨 다음 

NED solution 50 μl와 혼합하여 상온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이것을 ELISA reader (Epoch, BIOTECK, Wiesbaden, 

Germany)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다음 so-

dium nitrate로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LPS 처리 세포군에 대한 

상대적인 생성율로 나타내었다.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생성 억제율 측정

섬애약쑥 추출물들의 intracellular ROS 생성억제 활성은 

intracellular ROS assay kit (Cell biolabs, San Diego, CA,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6 well black plate에 5×104 

cell/well의 RAW 264.7 cell을 분주한 후 배양하여 세포를 

well에 부착시켜 serum free DMEM 배지로 교환하였다. 세포

를 24시간 배양한 후 각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37℃, 5% 

CO2에서 24시간 더 배양하였다. PBS (pH 7.4)로 3회 세척한 

다음 1X DCFH-DA를 배지에 100 μl 첨가하여 1시간, 37℃, 

5% CO2에서 배양한 후 또 다시 PBS로 3회 세척하였다. Lysis 

buffer 100 μl을 첨가하고 혼합한 후 microplate reader 

(Perkin-Elmer Inc., Waltham, MA, USA)로 excitation 485 nm, 

emission 535 nm에서 형광을 측정하여, LPS 단독 처리군에 

대한 상대적인 ROS 생성 억제율로 표기하였다. 

Tartrate-resistant acid phosphatase (TRAP) 염색 

 효소활성 측정

RAW 264.7 세포를 96-well plate에 well당 1×103개가 되도

록 분주하고, 10% FBS가 포함된 DMEM을 배양액으로 하여 

4~6시간 배양한 후, 0~20 μg/ml 농도로 추출시료를 첨가한 

10% FBS가 첨가된 α-MEM 배지로 교환하였다. 시료 첨가 후 

파골세포 분화인자인 RANKL 100 ng/ml을 첨가하여 2일 간

격으로 시료와 RANKL을 포함하는 새 배지로 교환하면서 7일

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세포에서 배양액을 제거하고 PBS

로 세척한 다음 fixation solution (citrate solution 25 ml+ace-

tone 65 ml+formaldehyde 8 ml)으로 10분간 고정시켰다. 고정

액을 제거하고 증류수로 3번 세척하고 난후 TRAP 염색용 

kit(Sigma-Aldrich Co.)로 TRAP염색을 시행하였다. 기질로 

naphthol AS-BI phosphate를 사용하였고, 염색제로는 fast 

garnet GBC 용액을 사용하였다. 염색이 끝난 후 광학 현미경

을 이용하여 보라색으로 염색된 세포를 촬영하였다. 

TRAP 효소의 활성 증가는 전구세포에서 파골세포로 분화

하는 초기의 지표로 볼 수 있으므로 또 다른 plate에 RANKL

과 추출시료를 처리하여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배양한 세포를 

PBS로 신중히 세척한 다음 증류수를 70 μl씩 분주하고, soni-

cation하여 세포 추출액을 만들어 TRAP 효소의 활성을 측정

하였다. 효소 활성의 측정은 세포추출액을 기질인 100 mM 

p-nitrophenyl phosphate (pNPP)와 10 mM sodium tartrate가 

포함된 50 mM citrate 완충액(pH 7.4)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pNPP에서 분해된 p-nitrophenol의 양을 흡광 광도계를 이

용하여 540 nm에서 측정하여 RANKL 단독 처리군에 대한 

백분율로 표기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하였으며 실험으로부

터 얻은 결과는 SPSS statistics 18 (IBM, Armonk, NY, USA)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는 평균±표준편차

로 표시하였고, 실험군에 따른 데이터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

정을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NOVA 및 t-test를 

수행하였다(p<0.05).

결과  고찰

총 페놀화합물  라보노이드 함량  

섬애약쑥 용매별(butanol, chloroform, ethyl acetate, ethyl 

ether, hexane 및 methanol) 추출물의 총 페놀화합물 및 플라

보노이드 함량은 Fig. 1과 같다.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18.15~ 

49.46 mg/g의 범위로 그 함량이 가장 높은 methanol 추출물

과 가장 낮은 ethyl ether 추출물 간의 함량 차이는 약 2.7배였

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6.29~24.32 mg/g의 범위였으며 

methanol> butanol> ethyl acetate> chloroform, hexane> eth-

yl ether 추출물의 순으로 총 페놀화합물 함량과 유사한 경향

이었다.

머루 과피를 용매별(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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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eomaeyakssuk 

(Artemisia Argyi H.) extracts with various solvent  (%)

Extract solvent
Sample concentration (μg/mL)

250 500 1000

Butanol

Chloroform

Ethyl acetate

Ethyl ether

Hexane

Methanol

43.27±0.40
a1)E2)

29.11±0.30aC

37.30±0.36aD

22.80±0.36aB

 5.48±0.51aA

81.77±0.27aF

57.45±0.36bE

37.33±0.29bC

50.09±0.17bD

33.13±0.72bB

 9.93±0.63bA

95.08±0.20bF

75.11±0.08cE

45.66±0.16cC

64.70±0.45cD

44.06±0.55cB

18.28±0.51cA

96.23±0.59cF

All values are mean ± SD (n=4).
2)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extraction 

solv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3)A-F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concen-

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eomaeyakssuk 

(Artemisia Argyi H.) extracts with various solvent  (%)

Extract solvent
Sample concentration (μg/ml)

250 500 1,000

Butanol

Chloroform

Ethyl acetate

Ethyl ether

Hexane

Methanol

29.53±0.62
a1)E2)

17.78±0.43aC

24.52±0.39aD

14.54±0.27aB

10.09±0.28aA

64.07±0.70aF

45.71±0.62bE

27.42±0.31bC

39.44±0.60bD

19.94±0.27bB

13.40±0.41bA

82.64±0.19bF

69.02±0.29cE

40.28±0.09cC

58.78±0.09cD

28.80±0.30cB

20.59±0.15cA

85.65±0.15cF

All values are mean ± SD (n=4).
1)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extraction 

solv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2)A-F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sampl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

ple range test (p<0.05).

Fig. 1.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Seomaeyakssuk 

(Artemisia Argyi H.) extracts with various solvent. All 

values are mean ± SD (n=4). 
1)A-F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item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nol, water)로 추출하여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ethyl acetate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이었고, 

다음으로 butanol 추출물의 함량이 높았으며, hexane 추출물

에서 가장 함량이 낮다고 보고되어 있다[47]. 복숭아꽃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butanol, ethanol, wa-

ter, hexane 분획물의 순이었다고 보고되어 있다[32]. 구절초

의 methanol 추출물과 그 분획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methanol 추출

물이 높았으며, hexane 분획물에서 가장 낮았다는 Hyun MR 

등[22]의 보고도 있다. 이러한 보고들은 methanol, butanol 및 

ethyl acetate 추출·분획물의 총 페놀 함량이 여타 용매 추출·

분획물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공통적으로 hexane 추출물에서 

그 함량이 가장 낮아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Kang YH 등[27]은 쑥 물추출물의 chlorogenic acid 함량이 

총 페놀물질의 약 40%를 차지한다고 하였으며, 개똥쑥에서는 

protocatechuic acid, chlorogenic acid 및 salicylic acid 등 총 

12종의 페놀화합물과 rutin, quercetin 및 kaempferol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물질이 검출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52].

항산화 활성

섬애약쑥 용매별 추출물 6종의 항산화활성을 알아보고자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

내었다. 250, 500 및 1,000 μg/ml의 농도에서 ABTS 라디칼 소

거활성은 250 μg/ml의 농도에서 5.48~81.77%이던 것이 1,000 

μg/ml의 농도에서는 18.28~96.23%로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

이 증가하였다. Methanol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81.77~96.23%로 여타 추출물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다음으로

는 butanol 추출물(43.27~75.11%)에서 활성이 높았다. 시료 중

에서 hexane 추출물의 활성이 5.48~18.28%로 가장 낮았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기생초 꽃 조추출물 및 순차 분획물

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ethyl acetate> butanol> water> 

hexane> chloroform 분획물 순으로 높았다는 보고[58]가 있는 

반면 다릅나무 용매 분획별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chloro-

form> ethyl acetate> hexane> butanol> water 순이었다는 보

고도 있다[28].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용매별 추출물들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추출시 사용

되는 용매의 극성에 의해 항산화 물질이 용해되는 정도가 다

르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시료

의 항산화활성을 측정할 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들이지

만 각기 분석에 사용되는 라디칼의 종류가 다르고, 항산화 물

질의 종류에 따라 두 기질에 결합하는 정도와 라디칼을 제거

하는 능력이 다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8].

섬애약쑥 용매별 추출물 6종에 대한 DPPH 라디칼 소거활

성 측정 결과에서는(Table 2), 6종의 시료 추출물 모두 ABTS 

라디칼 소거활성과 마찬가지로 농도에 의존하여 그 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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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of Seo-

maeyakssuk (Artemisia Argyi H.) extracts with various 

solvent                       (FeSO4·7H2O eq μM)

Extract solvent
Sample concentration (μg/ml)

250 500 1,000

Butanol

Chloroform

Ethyl acetate

Ethyl ether

Hexane

Methanol

 50.85±0.47a1)E2)

 33.27±0.50aC

 37.97±0.78aD

 16.62±0.16aB

  3.48±0.23aA

115.89±1.31aF

 91.50±1.20bE

 62.47±0.89bC

 71.34±0.91bD

 30.43±0.85bB

  7.26±0.21bA

207.97±1.96bF

159.77±1.71cE

111.30±2.38cC

124.11±1.17cD

 53.79±0.75cB

 15.14±0.66cA

364.94±1.69cF

All values are mean ± SD (n=4).
1)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extraction 

solv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2)A-F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within the same sampl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

ple range test (p<0.05).

Fig. 2. Cell viability of Seomaeyaksuk (Artemisia argyi H) extracts 

with various solvent on RAW 264.7 cells. Each bar repre-

sents the mean ± SD of three repeated experiments. 

Control group (untreated).

증가하였다. 시료군 중 methanol 추출물이 250, 500 및 1,000 

μg/ml 농도에서 64.07~85.65%로 가장 DPPH 라디칼 소거활

성이 높은 반면 hexane 추출물은 10.09~20.59%로 활성이 가장 

낮았다. 또한 DPPH 라디칼 소거활성도 ABTS 라디칼 소거활

성과 같이 methanol 추출물 다음으로 butanol 추출물(29.53~ 

69.02%)의 활성이 높았다.

Kang JR 등[25]이 초석잠 용매별(water, ethanol, butanol, 

chloroform, hexane)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을 측정한 결과에서 

시료의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butanol> etha-

nol> water> chloroform> hexane 추출물의 순으로 활성이 높

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다.

Choi YM 등[11]은 쑥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추출물

의 성분 중 총 페놀화합물 함량에 비례하여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섬애약쑥 용매별 추출물도 

여타 시료군보다 총 페놀화합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methanol과 butanol 추출물의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활

성이 높았다. 반면 본 연구에서 섬애약쑥 hexane 추출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이 ethyl ether 추출물보다 유의적으로 높았

으나 라디칼 소거활성은 더 낮아 총 페놀화합물과 라디칼 소

거활성 경향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다. 일반적으로 식물체

들의 항산화 활성은 폴리페놀 함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35] 식물체의 영양성분 중 하나인 vitamin C와 E도 활

성산소를 제거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

고되어 있다[19]. 따라서 실험을 통해 확인된 섬애약쑥 용매별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화합물 이

외에도 여러 성분들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Table 3은 섬애약쑥 용매별 추출물 6종의 항산화력을 FRAP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대표적인 환원력 실험인 FRAP는 

낮은 pH에서 환원제에 의해 ferric tripyridyltriazine 복합체가 

ferrous tripyridyltriazine으로 환원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

로 항산화제의 환원력을 평가하는 방법이다[45]. 

FRAP에 의한 항산화활성 또한 라디칼 소거활성과 같이 

250 μg/ml의 농도에서 3.48~115.89 μM이던 것이 1,000 μg/ 

mL에서는 15.14~364.94 μM로 고농도에서 더 높은 값을 나타

내었다. 라디칼 소거활성과 마찬가지로 methanol 추출물이 

115.89~364.94 μM로 FRAP에 의한 항산화활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butanol 추출물(50.85~159.77 μM)이 높으며, 시료

군 중 hexane 추출물(3.48~15.14μM)이 가장 낮았다. Metha-

nol과 hexane 추출물의 FRAP에 의한 항산화활성 차는 24.1~ 

33.3배에 달하였다.

섬애약쑥 용매별 추출물의 세포독성

골다공증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유발되는데 파골세포의 

분화 촉진은 골 흡수를 증가시켜 골 손실을 유도하여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골다공증을 유발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

져 있다[53]. 파골세포가 분화되는 원인의 하나로 염증 반응을 

들 수 있으며 그람 음성균의 세포벽 주요 성분인 lipopoly-

saccharide (LPS)는 치주염, 골수염 및 관절염 등의 염증성 질

환에 수반하는 뼈 손실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44]. 

따라서 섬애약쑥의 골다공증에 대한 억제 활성평가에 앞서 

염증성 질환의 예방용 소재로 사용가능한지 확인하고자 LPS

로 염증 반응을 유발시킨 RAW 264.7 세포를 대상으로 섬애약

쑥 용매별 추출물의 염증 억제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LPS를 

처리한 RAW 264.7 세포에서 섬애약쑥 butanol, chloroform, 

diethyl ether, ethyl acetate, hexane 및 methanol 추출물 처리

에 의한 세포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수행하

였다. Butanol, chloroform, diethly ether, ethlyacetate, hexane 

및 methanol 추출물을 비교적 저농도인 2.5, 5, 10, 20 μg/ml 

농도로 24시간 동안 처리한 결과(Fig. 2) 최대 20 μg/ml 농도까

지 모든 용매별 추출물에서 세포독성이 유발되지 않았다. 이

후 실험은 20 μg/ml 이하의 농도를 유효범위로 설정하여 진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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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Seomaeyaksuk (Artemisia argyi H) extracts with 

various solvent on the production of NO on RAW 264.7 

cells.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re-

peated experiments. 
*p<0.05, **p<0.01, ***p<0.001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LPS alone). 

Fig. 4. Effects of Seomaeyaksuk (Artemisia argyi H) extracts with 

various solvent on the production of ROS on RAW 264.7 

cells.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 SD of three re-

peated experiments. 
*p<0.05, **p<0.01, ***p<0.001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LPS alone).

RAW 264.7 식세포의 NO 생성에 한 억제 활성

NO는 NO 합성효소에 의해 L-arginine으로부터 생성되는

데 세포독성, 신경전달계, 면역반응 및 혈관이완 등 다양한 

생물학적인 과정들에 관여하며, 세포기능 유지에 중요한 작용

을 하기도 하고 높은 농도의 NO는 세포독성을 유발시키기도 

한다[29]. LPS에 의해 염증반응이 활성화되면 NO는 염증성 

cytokine들의 발현에 변화를 일으켜 순차적 반응을 거쳐 최종

적으로 염증이 유발하고 이어서 뼈 흡수에 기여하는 파골세포

의 분화를 촉진하는 신호전달 과정을 활성화시킨다고 보고되

어 있다[56].   

섬애약쑥 용매별 추출물의 NO 생성 억제 활성의 측정 결과

는 Fig. 3과 같다. LPS를 단독으로 처리하였을 때, NO 생성량

은 무처리군에 대비 약 3.23배 증가하였고, butanol을 포함하

는 6종의 용매 추출물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량을 

감소시켰다. 용매별 추출물을 각각 20 μg/ml 농도로 처리하였

을 경우 NO 생성 억제율은 methanol 추출물이 54.59%로 가장 

낮았으며, ethyl acetate 추출물이 68.53%로 가장 높았다.  

추출 방법을 달리한 사철쑥, 약쑥 및 개똥쑥의 NO 소거능

은 최대 45% 수준이라고 보고되어 있으며[26], 오미자, 하수

오, 행인, 팽이버섯 등도 20% 이하의 소거능을 나타낸다고 보

고되어 있다[31]. 반면 섬애약쑥 용매별 추출물들의 NO 소거

능은 50% 이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Duarte 등[14]은 폴리페놀과 플라보노

이드 화합물이 종류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NO의 생성을 억제

한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파골세포의 분화 촉진으로 유발되는 염증성 골다공증에는 

NO가 관여하며[29], 섬애약쑥 용매별 추출물들의 높은 NO 

생성 억제 활성은 파골세포 증식 억제를 통한 염증성 골다공

증을 감소시킬 것으로 추정된다.

RAW 264.7 식세포의 ROS 생성에 한 억제 활성 

활성산소는 높은 반응성으로 생체 내에서 세포막이나 DNA 

등에 작용하여 산화적 손상을 유발시킨다고 보고되고 있다

[52]. 산화반응 과정 중에 생성되는 활성산소들은 체내의 항산

화 효소들에 의해 제거되나, 효소들의 제거능을 초과하는 과

량의 활성산소종은 다양한 염증성 질환(류마티스 관절염, 아

토피, 퇴행성 질환)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48].

LPS를 처리한 RAW 264.7 대식세포에서 섬애약쑥 용매별 

추출물들의 ROS 생성 억제 활성을 확인하였다. 추출물을 1시

간 전처리하고 LPS로 자극하여 유도되는 ROS 생성량을 측정

한 결과(Fig. 4), LPS를 처리한 대조군은 무처리군 대비 ROS 

생성이 5배 증가되었고, 섬애약쑥 6종 추출물 모두 농도 의존

적으로 ROS의 생성을 억제하였으며, 가장 저농도인 2.5 μg/ 

mL에서는 diethly ether 추출물만이 유의성 있게 ROS의 생성

을 억제하였다. 6종 추출물 중 butanol 추출물은 20 μg/ml 

농도에서 가장 높은 91%의 억제 효과가 확인되었다.

산화 스트레스와 골다공증에 관한 연구로는 산화스트레스

의 증가가 골밀도를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었고[4], 항산화 

비타민을 섭취한 경우 높은 골밀도를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

[42]. 본 연구에서 섬애약쑥 용매별 추출물들은 높은 ROS 생성 

억제 활성을 통해 산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이는 파골세포

의 활성이나 증식을 억제하여 골밀도 감소를 억제할 것으로 

사료된다.    

골세포의 분화지표인 TRAP 활성 감소

파골세포는 TRAP 양성 반응을 나타내는 다핵세포이며, 

TRAP는 파골세포의 골 흡수 시 분비가 증가되므로 다른 세포

와 구별할 수 있는 파골세포의 세포화학적 표지인자이다[41]. 

섬애약쑥 용매별 추출물들이 파골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식세포에 RANKL을 처리하여 분화를 

유도한 후 추출물들을 농도별(2.5~20 μg/ml)로 처리하여 파골

세포 분화 억제 활성을 확인하였다(Fig. 5). 6종 추출물 모두 

20 μg/ml 농도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성 있는 TRAP 활성의 

감소효과가 확인되었다. Butanol 추출물은 5 μg/ml의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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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n osteoclast differentiation by Seomaeyaksuk (Artemisia argyi H) extracts with various solvent ((A) butanol , (B) chloro-

form, (C) ethyl acetate, (D) ethyl ether, (E) hexane, (F) methanol). RAW 264.7 cells were cultured for 7 days with RANKL 

in the presence of Seomaeyaksuk extracts. TRAP-positive cells were measured as osteoclasts. 
*p<0.05, **p<0.01, ***p<0.001 com-

pared to the control group (LPS alone). 

농도에서도 48.65%로 파골세포 분화 억제 활성이 높았다. 최

고 농도인 20 μg/ml 농도에서 butanol 추출물을 제외한 용매

별 추출물의 TRAP 활성 감소율은 대조군 대비 27.28~38.08%

로 diethyl ether 추출물에서 가장 높고, hexane 추출물에서 

가장 낮았다. 

TRAP 양성 세포는 RANKL, interleukin-1, tumor necrosis 

factor-α와 같은 염증인자로 자극하면 다핵형 TRAP 양성 세포

로 분화되고 이는 골 분해를 유발한다[7]. 따라서 섬애약쑥 용

매별 추출물은 높은 TRAP 활성 감소능을 가지기 때문에 

TRAP 양성세포에 의해 발생하는 파골 효과를 억제하여 항골

다공증 효과를 가질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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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섬애약쑥 용매별 추출물의 생리활성

김동규․강재란․신정혜․강민정*

((재)남해마늘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섬애약쑥(Artemisia argyi H.)의 생리활성 규명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6종의 용매(butanol, 

chloroform, ethyl acetate, ethyl ether, hexane, methanol)로 추출하여 총 페놀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항산

화 및 파골세포 분화 억제 활성을 검증하였다. 섬애약쑥 용매별 추출물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은 

methanol 추출물에서 함량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butanol 추출물이 높으며, ethyl ether 및 hexane 추출물은 여타 

추출물보다 그 함량이 낮았다.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FRAP법에 의한 항산화력을 측정한 결과 meth-

anol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고 hexane 추출물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가장 낮았다. NO 생성 

억제능은 비교적 저농도인 2.5 μg/ml에서 6종 추출물 모두 확인되었으며, 20 μg/ml 농도에서는 ethyl acetate가 

가장 활성이 높고 다음으로 butanol 추출물에서 높게 측정되었다. ROS 생성 억제능은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20 μg/ml 농도에서 ethyl acetate 추출물과 butanol 추출물이 다른 4종의 추출물 대비 활성이 높았

다. TRAP 염색을 통해 용매별 추출물들의 파골세포 분화 활성을 확인한 결과 6종 추출물 모두에서 농도 의존적으

로 분화 억제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butanol 추출물에서 분화 억제 활성이 가장 높았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

여 볼 때 섬애약쑥 용매별 추출물 중 butanol 추출물이 항산화 활성과 파골세포 분화억제 활성이 모두 높기 때문

에 향후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에 있어서 유효할 것으로 추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