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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Objectives)

한련초(Eclipta prostrata L.)는 연자초(蓮子草), 조련자(早蓮子), 금릉초(金陵草)라고도

불리며 전초를 약재로 이용하는 약초이다. 예부터 지혈효과가 뛰어나 대변출혈, 각혈, 토

혈, 코피, 소변출혈, 이질, 외상출혈에 민간요법으로 사용되어 왔지만, 기초적인 생리활성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련초 추출물과 분획물의 생리활성을 알기위

하여 항산화 활성 및 항당뇨 활성을 측정하여 앞으로의 이용가능성을 탐색하는 기초 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 한련초(Eclipta prostrata L.) MeOH extract, Hex fraction, EtOAc fraction, BuOH

fraction, Aqueous fraction

◦ 실험방법

- DPPH free radical scavening assay

- Total Phenol & Flavonoid contents

- Reducing power assay

- α-Glucosidase inhibition effect assay

실험결과 (Results)

한련초 추출물 및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EtOAc fraction의 항산화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Fig. 1.). 특히 Reducing power의 결과에서는 같은

농도의 Ascorbic acid와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또한 α-Glucosidase 저

해 활성에서도 EtOAc fraction가 50μg/ml농도에서 90%이상의 높은 억제율이 관찰되었다

(Fig. 2.).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한련초 추출물 및 분획물이 높은 항산화 능력과 항당뇨 능

력을 확인하고 앞으로 식의학소재로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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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l 1. Antioxidant activity of extract and fractions from Eclipta prostrata L.

Extract and

fractions

DPPH1) free radical

scavening

Total Phenolic

contents

Total Flavonoid

contents

RC50
2) (μg/ml) mg GAE3)/g mg QE4)/g

MeOH extract 188.5±7 7.24±0.06 5.22±0.07
Hex frac. 189.7±7.81 7.71±0.04 15.62±0.29
EtOAc frac. 27.1±2.23 7.83±0.04 24.60±0.48

BuOH frac. 396.7±8.72 6.65±0.22 2.10±0.01
Aqueous frac. 1541.2±72.98 5.27±0.08 1.58±0.002

Ascorbic acid 0.02±0.01 - -
1) DPPH : 1,1-diphenyl-2-picrylhydrazy
2) RC50 :Amount required for50% reduction of DPPH after30 min. Each value is mean ± standard
derivation of three replicate tests3) GAE : gallic acid equivalent, Each value is mean ± standard derivation of three replicate tests

4) QE : gallic acid equivalent, Each value is mean ± standard derivation of three replicate tests

Fig. 1. Reducing power of Eclipta prostrata L.

*Ascorbic acid concentration were 1, 5, 10, 50, 100μg/ml

Fig. 2. α-Glucosidase inhibition effet of Eclipta prostrata L.

*Acarbose concentration were 0.01, 0.05, 0.1, 0.5μg/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