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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ntioxidant components and activities of HR02/04(8:2)-W, a
mixture of S. quelpaertensis Nakai and F. erecta var. sieboldii. We investigated the p-coumaric acid, total flavonoid, and
total phenol contents. To evaluate the antioxidant efficacy, we measured the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2,2'-
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RAP activity, reducing
power, and ORAC value. We observed the protective effect of hydrogen peroxide against cell damage in human dermal
fibroblasts.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the p-coumaric acid, total flavonoid, and total phenol contents were 75.62±1.56
mg/100 g, 21.57±0.84 mg rutin equivalent (RE)/g, and 21.25±1.31 mg gallic acid equivalent (GAE)/g, respectively. In the
experiments on antioxidant activity, HR02/04(8:2)-W was found to have significantly increased antioxidant activity. In the
human dermal fibroblasts, the HR02/04(8:2)-W treated groups could effectively protect cells against oxidative damage.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HR02/04(8:2)-W is a material with effective physiological antioxida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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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는 체내 대사과정 속

에서 생성되거나, 흡연, 음주, 환경오염물질 등 다양한 요인에 의

하여 생성된다(Kim 등, 2017). 이렇게 생성된 활성산소는 생체

내 산화스트레스를 일으키고, DNA 손상, 암, 심장질환, 당뇨병

등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된다(Martinez-Cayuela, 1995). 인체는

이와 같은 활성산소를 조절하기 위하여 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peroxidase, catalase 등과 같은 다양한 항산화계 효소

를 비롯한 방어 체계를 지니고 있다(Song 등, 1993). 현대 사회

의 도시화 및 공업화로 인한 환경오염과 식생활 변화 등으로 인

해 인체가 활성산소에 과도하게 노출됨에 따라 체내 항산화 방

어시스템 균형이 깨져 대사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항산화 효능을 가진 여러 약물들이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butlated hydroxy anisol 및 butylated hydroxy toluene 등

의 합성 항산화제들은 높은 항산화 효능과 경제성 때문에 널리

쓰이고 있지만, 다량 섭취 시 위장점막, 폐, 신장, 혈관 등에 심

각한 독성 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anen, 1975;

Choe 등, 1982). 이에 따라, 부작용 위험이 적은 천연물을 원료로

하는 항산화제에 대한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Shin, 1997).

좁은잎천선과(Ficus erecta var. sieboldii)는 무화과속에 속하는

식물로서 젖꼭지나무, 가는잎천선과 등의 이명을 가지며, 우리나

라에서도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 특히 제주도에 주로 자생하는 식

물이다(Lee, 1980). 예로부터 원기회복, 뼈 건강, 상처회복, 혈액

순환개선, 해독 등의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왔으며(Ahn, 1998),

최근 수행된 연구에서 Park 등(2016)은 좁은잎천선과의 카테킨

함량과 항산화 활성이 우수함을 확인하여 기능성소재로서의 가

능성을 보고하였으며, Ham 등(2018)은 과민면역 대식세포 모델

에서 항염증 효과에 대하여 보고하였다.

조릿대 속(Sasa sp.) 식물은 작은 대나무(dwarf bamboo)라고 불

리는 다년생 식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다양한 종

들이 널리 분포하고 있다(Okabe 등, 1975). 예로부터 잎은 항염, 해

열, 이뇨 작용이 있어 민간약재로 이용되어 왔으며(Bae, 2000), 열

매는 보리나 밀알 모양이며 전분을 함유하여 한 때 구황식물로 사

용되었다. 세포실험 및 동물실험을 통한 항산화(Park과 Lim, 2009),

항균(Jang 등, 2010), 항염(Song 등, 2015) 및 항비만(Yang 등,

2010) 활성 등 다양한 건강증진 효과들이 보고되었다. 이 중에 제

주 조릿대(Sasa quelpaertensis Nakai)는 제주도 한라산에 자생하는

특산식물로 그 잎은 차로 음용되어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제주조

릿대 잎 추출물은 항비만(Kim, 2015), 항산화 및 항염(Lee 등,

2018), 항암(Kim과 Kim, 2014)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고

있어 제주조릿대를 이용한 건강증진 식품 제조가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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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팀은 선행연구에서 좁은잎천선과 및 제주조릿대를 다

양한 혼합비율(10:0, 2:8, 5:5, 8:2, 0:10)과 추출조건(열수추출, 70%

에탄올 추출)으로 개발된 10가지 추출물에 대하여 면역 증진 효

능평가를 실시하여, 다른 소재들과 비교하여 가장 우수한 면역

활성을 보인 8:2 열수추출물(HR02/04(8:2)-W)을 선정한 바 있다

(Kwon 등, 2020). 이처럼 HR02/04(8:2)-W이 다른 비율의 혼합 추

출물보다 면역 활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증진시켰으므로, 본 연구

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소재로써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다 판단

되는 HR02/04(8:2)-W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로 항산화 성분 분석

및 생리활성 효과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추출물 제조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된 좁은잎천선과잎과 제주조릿대잎은 (주)삼원

네이쳐(Jeju, Korea)에서 구매하였다. 좁은잎천선과잎과 제주조릿

대잎의 8:2 혼합비율에 20배수의 증류수를 넣고 환류 추출장치

에서 95oC의 온도로 4시간 동안 환류 추출하였다. 총 2회 추출

하여 1차 및 2차에서 얻어진 추출물을 filter paper (ADVANTEC,

Tokyo, Japan)로 여과하고, 농축(N-1300, Eyela, Tokyo, Japan)한

후 동결건조(7751041, Labconco, Kansas, MO, USA)하여 열수추

출 분말시료(HR02/04(8:2)-W)를 얻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시약

중, p-coumaric acid, rutin, gallic acid, Folin-Ciocalteu reagent,

L-ascorbic acid,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2,2'-azino-

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ABTS)

은 Sigma-Aldrich사(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고,

methanol, ethanol, acetonitrile 및 trifluoroacetic acid는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피부섬유아세포 배양에 사용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strepto-

mycin (P/S)는 Gibco (Gaithersburg, MD,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p-Coumaric acid 분석

HR02/04(8:2)-W에 함유된 p-coumaric acid의 분석은 식품공전

법(2008)을 응용하여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을 위한 시료 및 표준용액은 다음

과 같이 제조하였다. 시료 250 mg을 정밀히 취하여 25 mL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70% methanol 20 mL을 가하여 30분간 초음파

를 가해 추출하고, 실온에서 방냉하여 25 mL로 정용하고 0.45 μm

syringe filter (PTFE)로 여과 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표준용

액은 p-coumaric acid 25 mg을 칭량 후 25 mL 부피플라스크에 넣

고 70% methanol에 녹여 정용시켜 표준용액을 제조하였다. 다시

표준용액을 70% methanol로 희석하여 12.5, 25, 50, 100, 200

ppm 농도로 표준용액을 제조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기기는 Waters

Alliance 2695 HPLC system과 Waters 2998 Photodiode Array

Detector (Waters Co., Milford, MA, USA)로 분석조건은 Table 1

과 같으며, 분석에 사용된 column은 Agilent SB-C18 (4.6 mm×
250 mm, 5.0 μm, Waters Co., Milford, MA, USA)을 사용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및 총 페놀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oreno 등(2000)의 방법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0.5 mL, 95% EtOH 1.5 mL, 1.0 M potassium

acetate 0.1 mL, 10% aluminum nitrate 0.1 mL 및 증류수 2.8 mL

을 첨가하여 30분간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rutin을 이용하여

표준곡선(y=1.435x+0.012, R2=0.999)으로부터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mg rutin equivalent (RE)/g)을 계산하였다.

총 페놀의 함량은 Folin-Ciocalteu의 방법(1996)을 참고하여 측

정하였다. DW로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 1 mL과 10% folin 시약

을 먼저 1 mL 첨가 후 2% Na2CO3시약을 1 mL 첨가하여 혼합하

였다. 혼합물을 암소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75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를 이용하여 검량곡

선(y=16.957x−0.049, R2=0.996)을 작성하여 총 페놀 함량(mg gal-

lic acid equivalent (GAE)/g)을 계산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은 Kim 등(2002)의 방법을 참고하

여 측정하였다. DW를 사용하여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 0.2 mL와

ethanol에 용해시킨 0.4 mM DPPH 용액 0.8 mL을 혼합한 후 상

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microplate reader (Spectramax

i3,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아래 식

에 의하여 나타내었다. 양성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

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 

ABTS 라디칼 소거활성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은 Re 등(1999)의 방법을 참고하

였다. 시료는 DW로 농도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7 mM

ABTS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 용액을 암소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시켜 라디칼을 발생시켰다. 그 후, 96-well plate에 시료

10 μL을 첨가하고 ABTS 용액 290 μL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암

소에서 6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반응액은 734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고, 아래의 식에 따라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을 계

산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 = 

1
AExperiment

Acontrol

--------------------------–⎝ ⎠
⎛ ⎞ 100×

1
AExperiment

Acontrol

--------------------------–⎝ ⎠
⎛ ⎞ 100×

Table 1. HPLC condition for analysis of p-coumaric acid

Instrument Conditions

Column Agilent SB-C18 (4.6 mm × 250 mm, 5 μm)

Detector UV 330 nm (Waters 2998 Photodiode Array Detector)

Mobile phase
(gradient)

Time (min) A1) (%) B2) (%)

0.0 90 10

20.0 80 20

22.0 20 80

30.0 20 80

32.0 90 10

40.0 90 10

Flow rate 1.0 mL/min

Column temp. 40oC

Injection volume 10 μL

Run time 40 min

1)0.5% trifluoroacetic acid in water
2)acetonitr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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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P 활성 측정

 FRAP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enzie 등(1996)의 방법을 참

고하였다. Sodium acetate와 acetic acid를 혼합하여 pH 3.6의

sodium acetate buffer를 만들고, 2,4,6-tripyridyl-s-triazine (TPTZ)와

40 mM HCl을 혼합하여 10 mM TPTZ solution을 만들었다. 반응

용액을 만들기 위하여 sodium acetate buffer (pH 3.6), 10 mM

TPTZ 및 20 mM FeCl36H2O를 10:1:1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

였다. 반응용액 1.5 mL과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 50 μL 및 DW

150 μL를 혼합하고, 37oC에서 4분간 반응시켜 593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Reducing power

Reducing power는 Oyaizu의 방법(1986)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농도별 시료 0.5 mL에 1% potassium ferricyanide 2.5 mL 및 0.2

M sodium phosphate buffer 2.5 mL을 첨가하여 50oC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시킨 혼합액에 trichloroacetic acid 2.5 mL을 첨가

하고, 179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기(Hanil Science Industrial Co.,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원심분리한 상층액 2.5 mL과 증류수 2.5

mL 및 0.1% Iron (III) chloride 0.5 mL을 넣어준 후 혼합하여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655 nm에서 흡광도 값을 측정하였다.

ORAC 지수 측정

ORAC 지수 측정은 Ou 등(2001)의 방법을 수정하여 측정하였

다. 시료는 75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4)를 이용하여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Black 96-well microplate에 40 nM fluores-

cein 150 μL 및 시료 25 μL을 첨가하고 측정 직전에 150 mM

AAPH 25 μL을 첨가하여 fluorescent microplate reader (Spectra-

max i3,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excitation 파장 485 nm와 emission 파장 530 nm에서 37oC에서 90

분간 3분마다 fluorescence의 감소 정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

로는 trolox를 이용하였으며. 표준시약과 HR02/04(8:2)-W의 the

area under the curve (AUC)를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피부 섬유아세포 배양

피부 섬유아세포(Human dermal fibroblast, HDF)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Manassas, VA, USA)으로부터

분양 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피부 섬유아세포는 실험목적에 따

라 6-well 및 96-well cell culture plate에 각각 1×106 cells/well로

seeding한 후, 10% fetal bovine serum 및 1% penicillin strepto-

mycin을 함유한 low glucose (89%)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세포독성 평가 및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손상 보호효

과 측정

피부 섬유아세포에 대한 HR02/04(8:2)-W의 세포독성 평가 및

세포 손상 보호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XTT assay kit를 사용하

였다. 세포독성 평가를 위하여 96-well cell culture plate에 1×106

cells/well의 농도로 24시간 동안 배양한 세포에 HR02/04(8:2)-W

를 각각 50, 100, 200 및 3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XTT reagent 1 mL와 PMS reagent 20

μL을 혼합하여 각 well의 배지 양의 20%에 해당하는 양을 분주

하여 CO2 incubator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Microplate reader

를 사용하여 450 nm와 690 nm에서 각각 흡광도 값을 측정하고,

450 nm에서 측정된 흡광도 값에서 690 nm에서 측정된 흡광도 값

을 뺀 결과 값으로 세포독성을 계산하였다.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도된 피부 섬유아세포에서 HR02/04(8:2)-

W의 세포 손상 보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96-well cell culture

plate에 1×106 cells/well의 농도로 24시간 동안 배양한 세포에 각

농도별 시료 및 ascorbic acid를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 시료가

담긴 배지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유발하기 위해 1 mM hydrogen

peroxide를 1.5시간 동안 세포에 처리하였다. 그 후, hydrogen

peroxide가 첨가된 배지를 제거하고 각 well에 새로운 배지로 교

체해주어 세포독성 평가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XTT assay를 진

행하여 세포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H
2
-DCFDA assays를 이용한 산화적 스트레스 측정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내 활성산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H2-DCFDA assay를 이용하였다. 피부섬유아세포를 6-well plate에

1×106 cells/well의 농도로 seeding되어 24시간 동안 배양된 세포

에 HR02/04(8:2)-W를 각각 100, 200 및 300 μg/mL의 농도로 처

리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

하여 0.5 mM hydrogen peroxide를 0.5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그

후, 멸균된 PBS (pH 7.4)를 이용하여 2회 세척하고, 세포 고정을

위하여 4% paraformaldehyde 용액 1 mL을 각 well에 첨가하여

15분간 실온에서 방치한 뒤 제거하였다. 이후 다시 PBS 용액으

로 2회 세척하고, 빛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10 μM H2-

DCFDA를 처리하고 37oC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Fluorescent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excitation 파장 485 nm와 emission

파장 525 nm에서 DCF에 의한 세포내 형광 값을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시료 당 3번 반복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

었다. 실험결과의 통계적 유의성 분석은 one-way ANOVA 검정

을 실시하였으며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p<0.05 유의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실험의 통계분

석은 SAS 9.3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HR02/04(8:2)-W의 항산화 성분

HR02/04(8:2)-W 내의 p-coumaric acid와 총 플라보노이드 및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한 실험 결과는 Fig. 1과 Table 2와 같다. HPLC

를 이용하여 p-coumaric acid를 분석한 결과, HR02/04(8:2)-W 내

p-coumaric acid의 함량은 75.62±1.56 mg/100 g으로 측정되었다.

Lee 등(2016)은 제주조릿대 열수추출 및 에탄올추출물의 p-coumaric

acid 함량을 각각 23.39 mg/g과 10.84 mg/g으로 보고하여 본 연

구에서 측정한 수치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HR02/04(8:2)-W이 좁

은잎천선과와 조릿대의 8:2 혼합 추출물이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

된다.

총 페놀 함량 측정은 시료내의 다양한 페놀류 물질들이 Folin

& Ciocalteau’s 시약의 phosphomolybdic acid에 전자를 공여함에

따라 청자색 환원물을 생성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Folin과

Denis, 1912).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페놀 함량은 각각 21.57±

0.84 mg RE/g, 21.25±1.31 mg GAE/g으로 측정되었다. Park 등

(2013)의 연구에서 조릿대를 세 가지(n-hexane, ethanol 및 metha-

nol) 용매를 이용하여 추출한 후 총 플라보노이드 및 페놀 함량

을 분석한 결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217.28-354.18 mg quer-

cetin equivalent (QUE)/g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값과는 상이한 차

이를 보였으며, 페놀 함량은 12.81-15.98 mg GAE/g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값보다는 적은 함량을 보였다. Lee 등(2017)은 조릿대 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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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95oC에서 10시간 동안 열수추출하여 총 플라보노이드 및 페

놀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7.8 mg QUE/

g로 본 연구결과보다 낮은 함량을 보였으며, 총 페놀 함량은 26.6

mg GAE/g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보다 약 5.3 mg GAE/g 더 높

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측정값의 차이는 단일 소재가 아닌 혼합

물인 HR02/04(8:2)-W을 선행 연구와 다른 방법으로 추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플라보노이드는 페놀성 화합물의 일종으로 superoxide, hydroxy

radical과 같은 세포손상의 원인이 되는 free radical을 제거하는 활

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Dewick, 2002). 페놀성 화합물은 식

물의 대표적인 2차 대사산물로 hydroxyl기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생리활성에 관여하고, 특히 항산화 활성은 페놀성 화합물의 종류

나 함량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anach

등, 2005). 따라서 HR02/04(8:2)-W에 존재하는 페놀성 성분은 항

산화 생리활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HR02/04(8:2)-W의 항산화 활성

HR02/04(8:2)-W의 항산화 활성은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FRAP 활성, reducing power, ORAC assay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DPPH는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는데 있어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반응물질로, 하이드록시 라디칼(-OH)을 갖는 페놀류 물질의 수소

공여를 통한 라디칼의 소거로 자색의 화합물이 노란색으로 탈색

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Bondet

등, 1997). HR02/04(8:2)-W의 DPPH 라디칼의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2a와 같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1.25, 2.5, 5

mg/mL 농도에서 29.47-66.31%의 소거능을 나타났으며, 농도 의

존적으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증가하였다.

ABTS 라디칼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의 측정은 potassium per-

sulfate와 반응하여 생성되는 ABTS free 라디칼이 샘플 내의 항

산화 물질에 의하여 제거되어 라디칼의 청록색이 탈색되는 것을

이용한 방법이다(van den Berg 등, 1999). ABTS 라디칼 소거활

성을 측정한 결과 (Fig. 2b), 1.25, 2.5, 5 mg/mL 농도에서 19.66-

73.45%의 소거활성을 나타내어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Lee 등(2017)의 연구에서

조릿대 잎을 95oC에서 10시간 동안 열수추출을 진행한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효과를 조사한 결과, 1, 2.5, 5 mg/mL, 농도에서 14.1-

69.8%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보였으며, ABTS 라디칼 소거

능을 측정하였을 때, 1, 2.5, 5 mg/mL의 농도에서 26.7-84.5%의

소거활성을 나타내어 본 연구에서 사용된 HR02/04(8:2)-W과 유

사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혼합소재를 사용

함으로써 Lee 등(2017)의 연구와 같은 온도 조건에서 추출시간을

4시간으로 단축시켜 조릿대 10시간 추출물과 동등한 수준까지 라

디칼 소거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이는 혼합추출물에 존재하

Fig. 1. HPLC chromatograms of p-coumaric acid (A) and HR02/04(8:2)-W (B).

Table 2. Contents of p-coumaric acid, total flavonoid and total phenol in HR02/04(8:2)-W

Sample p-Coumaric acid contents (mg/100 g) Total flavonoid content (mg RE1)/g) Total phenol content (mg GAE2)/g)

HR02/04(8:2)-W
Mean±SD RSD3)(%) Mean±SD RSD(%) Mean±SD RSD (%)

75.62±1.56 2.06 21.57±0.84 3.91 21.25±1.31 0.89

1)RE: Rutin equivalent
2)GAE: Gallic acid equivalent
3)R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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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조릿대와 좁은잎천선과의 시너지 작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짧은 추출 시간에 항산화 활성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었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RAP assay는 앞선 DPPH나 ABTS의 방법과는 다르게 산화

환원 반응을 이용하여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낮은

pH에 환원제에 의해 ferric tripyridyltriazine (Fe3+-TPTZ) 복합체가

ferrous tripyridyltriazine (Fe2+-TPTZ)으로 환원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Kim 등, 2009). FRAP assay에서 나타나는 흡광도 수치는

그 자체가 시료의 환원력을 의미하며,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질

수록 흡광도의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 HR02/04(8:2)-W을 이용하

여 FRAP assay에 의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2c와

같다. HR02/04(8:2)-W의 항산화 활성은 1.25, 2.5, 5 mg/mL 농도

에서 0.25-0.68의 흡광도 값을 나타내어 농도 의존적으로 환원력

이 높아져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

Reducing power는 ferric-ferricyanide (Fe3+) 혼합물이 수소를 공

여하여 유리라디칼을 안정화시켜 ferrous (Fe2+)로 전환되는 환원

력을 흡광도 값으로 측정하는 원리이다. HR02/04(8:2)-W을 이용

하여 reducing power 시험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2d), HR02/04(8:2)-W의 항산화 활성은 1.25, 2.5, 5 mg/mL

농도에서 0.15-0.45의 흡광도 값을 나타내었으며, FRAP 실험에서

와 마찬가지로 농도 의존적으로 환원력을 증가시키며 효과적으

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

ORAC 분석은 peroxyl 라디칼에 대한 항산화 물질의 저해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peroxyl 라디칼과 형광 probe가 반응하여 형

성되는 비형광 생성물의 양이 시간에 따라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평가하여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원리이다(Kurihara 등, 2004).

HR02/04(8:2)-W을 이용한 ORAC value 측정 실험의 결과는 Fig.

3와 같다. Fig. 3a는 시간에 따른 HR02/04(8:2)-W의 감소 그래프

를 나타낸 것이며, Fig. 3b는 blank AUC에 대한 HR02/04(8:2)-W

의 AUC를 나타낸 것이다. Trolox를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하

여 HR02/04(8:2)-W의 ORAC value를 측정한 결과, 77.35 μM

trolox equivalent/mg으로 측정되어 control에 비하여 5배 이상 높

은 항산화력을 나타내었다. Park 등(2016)은 좁은잎천선과잎을

70% 에탄올을 이용하여 추출하여 항산화 활성(DPPH, ABTS 라

디칼 소거능)을 측정하고, 활성 성분(monoolein, oleic acid, lutein,

catechin 등)을 분리하여 좁은잎천선과의 항산화 효과가 우수하다

고 평가한 바 있다. Ko 등(2008)은 조릿대의 화학성분 및 항산

화 활성을 측정하여 조릿대 내에 citric acid, formic acid, fumaric

acid 등 다양한 이화학적 성분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HR02/04(8:2)-W의 항산화 활성은 좁은잎천선과에 함유된 활성 성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 FRAP activity (C) and reducing power (D) of HR02/

04(8:2)-W.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3 independent in triplicat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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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및 조릿대 내의 다양한 성분의 복합 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사

료된다.

Hydrogen peroxide로 유도된 세포손상에 대한 HR02/04(8:2)-

W의 세포 보호효과 및 항산화 활성

XTT assay는 살아있는 세포내의 mitochondrial dehydrogenase

효소에 의해 XTT 시약이 분열되며 생성되는 짙은 붉은색의

formazan을 흡광도로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Kim 등,

2011). 피부 섬유아세포에 대한 HR02/04(8:2)-W의 세포독성을 평

가한 결과는 Fig. 4a와 같다. HR02/04(8:2)-W을 50, 100, 200,

300 μg/mL의 농도로 24시간 처리하였을 때, 모든 농도에서 세포

의 viability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후

이어지는 실험에 HR02/04(8:2)-W의 100-300 μg/mL 농도를 사용

하여 산화손상에 대한 세포 보호효과를 측정하였다.

Hydrogen peroxide로 유도한 세포손상에 대하여 HR02/04(8:2)-

W이 피부 섬유아세포의 cell viability에 미치는 영향을 XTT assay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Fig. 4b와 같다. 피부 섬유아

세포에 1 mM hydrogen peroxide를 1.5 h동안 처리하여 세포 손상

을 유도하였을 때, 음성 대조군에서 control군에 비해 56% 까지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였다. 양성대조군인 50 μM의 ascorbic acid

를 처리한 실험군은 84%까지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여 유의적으

로 산화적 손상이 억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HR02/04(8:2)-W

을 처리한 실험군에서 100 및 200μg/mL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68% 정도로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며 음성대조군에 비해 유의하

게 산화적 손상이 억제되었으며, 300 μg/mL를 처리하였을 때 78%

까지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여 hydrogen peroxide 처리에 의한 산

Fig. 3. Effect of HR02/04(8:2)-W on fluorescein decay induced by AAPH. (A) HR02/04(8:2)-W 0.1 mg/mL (●), Trolox 2.5 μM (○), Blank
(▼). (B) Each bar indicates the mean±standard deviation of 3 independent in triplicate. The decay curve determined by fluorescein fluorescence
intensity (excitation at 493 nm, emission at 515 nm).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4. Cell viability of human dermal fibroblasts (HDFs) treated with or without HR02/04(8:2)-W (A) and the protective effect of

HR02/04(8:2)-W on H2O2-treated HDFs (B).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using the XTT assay. The cells were exposed to HR02/04(8:2)-W
for 24 h. Then, 1 mM H2O2 for 1.5 h. Each values are the mean±SD of the results from three different plates (n=3).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좁은잎천선과 및 조릿대 혼합물의 항산화 효과 375

화적 손상을 효과적으로 억제시켰다. 이러한 세포손상 보호 효과

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혼합소재의 우수한 항산화 활성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Kim 등(2014)의 연구에서 항산화 활성 및 페

놀성 물질이 피부섬유아세포에서 세포 손상 보호효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Hydrogen peroxide로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도된 피부 섬유아세

포에서 HR02/04(8:2)-W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기위해 H2-DCFDA

염색 방법을 이용한 실험 결과는 Fig. 5와 같다. Hydrogen perox-

ide을 처리한 음성대조군에서는 control에 비해 세포내 ROS 생성

량이 약 137% 증가하였으며, HR02/04(8:2)-W을 농도별로 처리하

였을 때, 100, 200, 300 μg/mL에서 각각 114, 104, 89%로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내 ROS 생성량이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HR02/04(8:2)-W 농도별 처리에 의하여 유의적으로 항산화 활성

이 증가한 결과와 유사하며, 소재 내의 페놀류 성분에 의해 ROS

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HR02/04(8:2)-W에 대한 항산화 성분 및 생리활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coumaric acid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및

총 페놀 함량, DPPH, ABTS 라디칼 소거능, FRAP 활성, reduc-

ing power, ORAC value를 측정하였다. 또한, 피부 섬유아세포에

서 hydrogen peroxide에 의하여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도된 세포

모델에서의 HR02/04(8:2)-W의 산화 손상 보호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XTT assay 및 H2-DCFDA assay를 진행하였다. HPLC를

이용한 p-coumaric acid 함량 분석 결과, HR02/04(8:2)-W 내의 p-

coumaric acid는 75.62±1.56 mg/100 g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총 페놀 함량은 각각 21.57±0.84

mg RE/g, 21.25±1.31 mg GAE/g으로 측정되었다.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시험에서 HR02/04(8:2)-W의 농도 유의적

으로 소거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FRAP 활성 및

reducing power 측정에서도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ORAC

assay 결과 control 보다 5배 이상 높은 수치를 보이며 효과적으

로 라디칼 저해 활성을 보였다. 항산화 실험에서의 뛰어난 항산

화 활성은 HR02/04(8:2)-W에 함유된 페놀류들에 의한 것으로 판

단된다. 피부 섬유아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 HR02/04(8:2)-W을

300 μg/mL의 농도까지 세포의 생존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hydrogen peroxide 처리에 의하여 56%까지 감

소되었던 세포 생존율을 최대 78%까지 증가시키며 효과적으로

세포를 보호했음을 확인하였다. H2-DCFDA 염색을 통하여 세포

내의 ROS의 양을 측정하였을 때, hydrogen peroxide처리에 의하

여 control군 대비 137%까지 증가하였던 ROS를 최대 89% 까지

감소시킴으로써 세포 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이

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HR02/04(8:2)-W이 뛰어난 항산화

생리활성 기능을 가지고, 세포 내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소재임이 확인되었으며, 천연물 유래 기능성 식품원료로

서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넓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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