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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귀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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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tive Effect of Angelica acutiloba Kitagawa Ethanol Extract. Ah Ra Kim, Jae Joon Lee and
Myung Yul Lee*. Dept. of Food and Nutri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501-759, Korea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effect of 80% ethanol extracts from Angelica acutiloba
Kitagawa (A. acutiloba Kitagawa) in vitro. The extract was further fractionated subsequently by n-hex-
ane, chloroform, ethylacetate, n-butanol and water. Antioxidative activities of different fractions were
examined by 1,1-diphenyl-2-picryl hydrazyl (DPPH) radical generation, Rancimat test, thiobarbituric
acid (TBA) value, nitrite scavenging activity, inhibition of lipid peroxidation and peroxide value (POV)
in linoleic acid in comparison with the commercial antioxidant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Antioxidant activities of n-hexane fraction of Angelica acutiloba Kitagawa ethanol extract were the high-
est among fractions and were a little less than that of BHT. Nitrite scavenging activity showed the
most remarkable effect at pH 1.2. These results suggest that ethanol extracts of A. acutiloba Kitagawa
can be used in natural antioxidan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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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식생활의 변화와 운동량이 부족한 도시인이 늘어남

에 따라 질병의 양상이 각종 암, 고혈압 등 순환기계 질환,

간장 장애, 당뇨병 등 각종 퇴행성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

는 추세에 있으며[6], 이러한 질환들의 원인이 활성 산소에

기인된 것이라는 산소유해설이 점차 인정받고 있다[23]. 활

성 산소는 단백질, DNA 등에 작용하여 세포막의 구성 성분

인 불포화지방산을 공격하여 지질의 과산화반응을 일으켜

세포막의 파괴, 세포의 노화 및 괴사 등을 일으켜 노화 촉진,

스트레스성 호르몬이나 면역물질의 활성도가 감소하고 각종

암 등을 발생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 질병의 약 90%가 활성

산소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2,17].

대부분의 식물들은 이러한 활성 산소에 대한 방어기전으

로 이를 제거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천연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식물 내에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로는

flavonoids, anthocyanins, carotenoids, vitamin 및 essential

oil 등으로 이런 천연 항산화물질이 유리 라디칼로 인해 유발

되는 각종 암 및 노화 관련 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

로 보고됨[10]에 따라, 예부터 인간이 안전하게 먹어왔던 천

연물질이나 약용식물로부터 항산화물질을 분리하여 항산화

력이 우수한 새로운 천연 항산화제의 개발 연구가 더욱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16,21,24,31].

한의학에서 보혈약으로 분류되어 중요하게 쓰이고 있는 당

귀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35] 한국당귀

(Angelica gigas NaKai), 중국당귀[Angelica sinensis(Oliv.)

Diels], 일당귀(A. acutiloba Kitagawa)로 구분하며, 그 중 일본

원산종을 일당귀라 하며 화학적 조성이나 효능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일당귀의 주요성분으로는 phthalide류

의 ligustilide, butylidenephthalide, butylphthalide, sedanoic

acid lactone 등이며[27], 일당귀에 관한 연구로는 항종양 효과

[34], 항균활성 효과[36], 중추억제 작용[5], 빈혈에 대한 조혈

효과[7], 면역기능과 간기능 회복 효과, 돌연변이 유발 억제

효과 및 암세포 성장 저해 효과[9], 진통, 소염 효과 및 관절염

에 미치는 효능 연구[20]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일당귀는 주로 뿌리를 약용으로 이용해 왔으나 최근 기능

성 채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쌈 채소로서 이용

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당귀 잎에는 상추에 비하여 칼

슘과 인의 함량이 각각 2.8배와 4.5배 높고, 비타민 C도 8배

정도 높아 소규모이지만 재배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체내의 활성 산소를 조절할 수 있는 천연물 유래의 항산

화물질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 되어 왔지만, 항산화 효과

가 탁월하면서 보다 안전하고 효능이 뛰어난 새로운 천연 항

산화제의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에 연구․개발 되어진 천연 항산화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는 항산화제를 천연식물

로부터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일당귀의 항산화 활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in vitro에서 일당귀 에탄올 추출물과 용매

별 분획에 대한 DPPH radical 소거능, 항산화 지수, 아질산염

소거능, linoleic acid에 대한 항산화 효과,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 등을 측정하여 일당귀의 항산화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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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재료

일당귀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것을 구입하여 수세하고 음

건한 것을 Blender (Braun. MR 350. CA. USA)로 조분쇄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용매 추출

건조된 일당귀는 시료 100 g을 80% 에탄올 500 ml에 넣어

65
o
C에서 환류냉각관을 부착한 65

o
C의 heating mantle에서

3시간 동안 3회 추출한 다음 Whatman filter paper (No. 2)로

여과하였다. 여액을 40
o
C 수욕 상에서 rotary vacuum evap-

orator로 용매를 제거하고 감압․농축한 후 동결 건조시켜

고형물 함량을 산출한 다음[12], 시료의 산화방지를 위하여

-70oC에 냉동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다용매 분획

80% 일당귀 에탄올 추출물을 Fig. 1과 같이 separating

funnel에 의한 용매별 분획으로 n-hexane, chloroform, eth-

ylacetate 및 n-butanol로 연속 추출[33]한 후 각 분획물을 ro-

tary vacuum evaporator로 감압․농축한 다음 동결 건조시

켜 항산화 활성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

시료의 전자공여능 측정을 Blois의 방법[1]에 준하여, 일당

Dried A. acutiloba Kitagawa
Extracted with 80% ethanol
Concentrated by using rotary vacuum evaporator

Ethanol extract

water : n-hexane (1 : 1)

n-Hexane fraction

Aqueous layer

Chloroform

Chloroform fraction

Aqueous layer

 Ethylacetate

Ethylacetate fraction

Aqueous layer

n-butanol

n-Butanol fraction

H2O fraction

Fig. 1. Procedure for extraction and fractionation of A. acutilo-
ba Kitagawa by various solvents.

귀 에탄올 추출물 분획들의 DPPH에 대한 수소공여능을 측정

하였다. DPPH 16 mg을 에탄올 100 ml에 용해하고 20초간

진탕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가 0.93～0.97이 되도록 적당량

의 에탄올을 가하여 DPPH 용액으로 하였다. DPPH 용액 2

ml와 일당귀 에탄올 추출물 분획 2 ml를 시험관에 취하고

vortex mixer로 5초간 진탕하여 517 nm에서 반응시간에 따른

일당귀 에탄올 추출물 분획의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DPPH

radical을 50% 소거시키는 시료의 농도를 RC50으로 하였으며

양성대조군으로 합성항산화제인 BHT를 사용하였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Acontrol-Asample)×100

Acontrol: 음성대조군(분획 미첨가)의 흡광도

Asample: 실험군(분획 첨가)의 흡광도

항산화 지수 측정

항산화 지수(antioxidant index, AI)는 Joo 등의 방법[11]에

의하여 Rancimat (Metrohm model 679, Herisan,

Switzerland)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일당귀 에탄올 각 분

획물에 포함된 용매를 완전히 제거한 후 각 분획물의 함량이

600 ppm이 되도록 soybean oil (Sigma Co., USA)에 첨가하

고, 초음파(Ultrasonic processor, UCX-750, USA)를 이용하

여 각각의 유기 용매 분획 시료와 유지가 잘 혼합되도록 하

였다. Rancimat의 측정 조건은 시료 3.0 g을 반응용기에 취

하고 증류수 70 ml를 측정용기에 넣은 후 110oC에서 air

flow rate 20 l/hr로 하여 산화안정성을 비교하였다. 항산화

지수는 분획물을 첨가한 실험군의 유도시간을 분획물을 첨

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유도시간으로 나눈 값을 구하였고, 모

든 측정치는 3회 반복 실험하여 얻은 값의 평균치로 표시하

였다. 기존의 상업용 항산화제인 BHT를 유지에 대해 첨가하

여 양성대조군으로 비교 실험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 scavenging ability, NSA) 측정은

Kato 등의 방법[15]에 준하여 1 mM NaNO2 용액 1 ml에 분

획 0.02 ml를 가하고 0.1 N HCl (pH 1.2), 0.2 M citrate

phosphate buffer (pH 4.2, pH 6.0)로 각각 pH를 보정한 다

음 반응액의 부피를 10 ml로 정용하였다. 용액을 37
o
C에서 1

시간 반응시킨 후 1 ml 씩 취하고 2% 초산 5 ml와 30% 초산

에 용해한 Griess 시약(1% sulfanylic acid : 1% naphthyl-

amine = 1 : 1) 0.4 ml를 가하여 15분간 방치한 다음 52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증류수를 가하여 상기

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아질산염 소거능은 분획

을 첨가하기 전과 후의 아질산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아질산염 소거율(%)=1-


×100

A: 1 mM NaNO2 용액에 분획을 첨가하여 1시간 방치

시킨 후의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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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NaNO2 용액의 흡광도

C: 분획 자체의 흡광도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는 Ottolenghi 방법[28]을 변형하여

기질 용액 0.1 M phosphate buffer (pH 7.0)와 에탄올을 4:1

로 혼합한 용액에 linoleic acid를 0.03 M이 되도록 첨가하였

다. 이 기질 용액 2.5 ml에 0.1 M phosphate buffer (pH 7.0)

2.4 ml 및 0.1% 분획 0.1 ml씩 첨가하여 반응액을 조제한 후

반응액 2.0 ml에 35% TCA 1.0 ml와 0.75% TBA 2.0 ml을 가

한 다음 vortex mixer로 진탕하여 95
o
C 수욕상에서 40분간

반응하였다. 이 반응액을 실온까지 냉각시켜 acetic acid 1.0

ml, chloroform 2.0 ml를 가하고 진탕시킨 후 1,150× g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532 nm에서 상징액의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지질과산화물가는 분획 첨가구의 흡광도와 대조구

의 흡광도로부터 산출하였으며 지질과산화반응을 50% 억제

시키는 농도를 IC50으로 하였다.

지질과산화 억제활성(%)=(Acontrol-Asample)/(Acontrol-Ablank)×100

Acontrol: 대조군(분획 미첨가)의 흡광도

Asample: 실험군(분획 첨가)의 흡광도

Ablank: 대조군(증류수 첨가)의 흡광도

Linoleic acid에 대한 항산화 효과

삼각플라스크에 linoleic acid 1 ml, 에탄올 20 ml, 분획 0.1

ml 및 0.2 M phosphate buffer (pH 7.4) 25 ml를 취하여

50
o
C에서 일정 기간 동안(3, 5, 7일) 저장한 후 반응액을 분획

여두에 옮겨 chloroform을 가하고 3회 반복 추출하였다.

Chloroform 추출액에 acetic acid 25 ml 및 KI 포화용액 1 ml

를 가하고 암소에서 5분간 방치한 다음 증류수 50 ml를 가한

후 가용성 전분을 지시약으로 하여 0.01N Na2S2O3 용액으로

적정하였다.

통계 처리

본 실험은 독립적으로 각 시료 당 3회 반복 실시하여 얻은

결과로 결과는 실험군당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SPSS

통계 package를 이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

ysis of variance)을 한 후 p<0.05 수준에서 Tukey's test에 의

하여 각 실험군의 평균치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DPPH radical 소거 활성

일당귀 80% 에탄올 추출물을 유기 용매별로 분획한 분획

의 DPPH법에 의한 전자공여능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n-hexane>ethylacetate>

chloroform>n-butanol>water 분획 순으로 n-hexane 분획에

서 39 μg/ml로 가장 강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일당귀

에탄올 추출물의 n-hexane 분획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

은 양성대조군인 BHT의 14 μg/ml 보다는 낮은 전자공여능

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n-hexane 분획의 전자공여능이 높

은 것은 일당귀에 함유하고 있는 항산화물질이 n-hexane에

잘 용해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전자공여 작용은 활성 라디칼

에 전자를 공여하여 식품 중의 지방 산화를 억제시키는 척도

로 사용될 뿐 아니라, 인체 내 활성 라디칼에 의한 노화를 억

제하는 척도로 이용되고 있으며[3], Kim 등[18]은 사용한 시

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전자공여능도 증가하였다고 보고하

였다. Park 등[30]은 참당귀 methanol 추출물을 농도별로 수

소공여능을 측정한 결과, 농도가 증가할수록 농도 의존적으

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고 농도인 1 mg/ml에서 양성대

조군으로 사용된 BHT와 비교하였을 때 50% 정도의 DPPH

radical 소거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으며, Kang 등[13]의

연구에서는 참당귀의 열수 추출물의 수소공여능은 1 mg/ml

의 농도에서는 66.3%, methanol 추출물에서는 81.5%의

DPPH radical 소거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여 두 연구 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약 5종 약재의 열수 추출

물, 에탄올 추출물, 메탄올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추출물 모두 오가피, 독활, 참당귀, 황기, 황정 순으로 나타났

으며, 추출 용매 간에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26]. 이와 같이 천연 식물들은 대부분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항산화 지수

일당귀 에탄올 추출물 분획의 지질 산패도를 알아보기 위

하여 Rancimat으로 측정한 항산화 지수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항산화 지수는 n-hexane 분획 1.73, ethylacetate 분획

1.61, chloroform 분획 1.42, n-butanol 분획 1.03 및 water 분

획 1.02 로 모두 시료를 미첨가한 대조군의 항산화 지수 1.00

Table 1. Scavenging effects of the solvent fractions from 80%

ethanol extract of A. acutiloba Kitagawa on DPPH radi-

cal

Fraction 50% Reduction (μg/ml)1)

n-Hexane

Chloroform

Ethylacetate

n-Butanol

Water

BHT
2)

39±3.02
3)d4)

120±11.23b

68±2.98
c

>200
a

>200a

14±0.19
e

1)Amount required for 50% reduction of DPPH after 30 min.
2)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3)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4)

Mean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Tukey'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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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ioxidative activities of the solvent fractions of from

80% ethanol extract of A. acutiloba Kitagawa on soy-

bean oil

Fraction IP
1)

AI
2)

Control

n-Hexane

Chloroform

Ethylacetate

n-Butanol

Water

BHT

6.83±1.263)c4)

11.85±2.02
a

9.75±2.00ab

11.00±3.02a

7.06±1.98
c

7.02±0.46c

13.45±1.05a

1.00±0.05c5)

1.73±0.07
a

1.42±0.12ab

1.61±0.10a

1.03±0.03
c

1.02±0.01c

1.97±0.04a

1)Induction period (IP. hr) of oil was determined by Rancimat

test at 110
o
C.

2)
Antioxidant index (AI) was expressed as IP of oil containing

various fraction/IP of control oil.
3)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4),5)Mean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Tukey's test.

보다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으며, 특히 n-hexane 분획의

활성이 가장 높았다. 이는 일당귀 성분 중 항산화 작용을 나

타내는 물질이 n-hexane 분획으로 다량 이행되었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 일당귀 에탄올 추출물의 전 분획

에서 대조군보다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일당

귀 에탄올 추출물에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이 다량 함

유되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Lim 등[25]은 116종의 생약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력을 Rancimat으로 측정한 결과, 대

부분의 추출물들이 항산화력을 나타내었는데 건강, 백작약,

산수유, 소목의 경우는 ethylacetate 분획에서 항산화 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석곡의 경우 chloroform 분획에서 항산

화 지수가 가장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참당귀 에탄올 추출

물의 팜유와 돈지에 대한 항산화 지수는 각각 1.10과 0.96이

며 같은 미나리과인 강활의 에탄올 추출물은 각각 1.14와

0.98, 방풍 에탄올 추출물은 각각 1.11과 0.98로 모두 비슷한

항산화력을 보였다.

아질산염 소거 작용

pH 변화에 따른 일당귀 에탄올 추출물 분획의 아질산염의

소거 작용은 Table 3과 같다. 일당귀 에탄올 추출물 분획의

아질산염 소거 작용은 pH 1.2의 경우 n-hexane 92.13%, ethyl-

acetate 84.23%, chloroform 72.08%, pH 4.2의 경우 n-hexane

71.09%, ethylacetate 65.22%, chloroform 66.13%, pH 6.0의 경

우 n-hexane 12.32%, ethylacetate 10.18%, chloroform 9.02%

순으로 모든 pH에서 n-hexane 분획이 타 분획에 비하여 높은

소거 작용은 나타냈다. pH 변화에 따른 각 분획의 아질산염

소거 작용은 pH 1.2와 pH 4.2에서 높았으나 pH 6.0에서는

매우 낮게 나타났다. 아질산염의 소거 작용은 Lim [25]과

Table 3. Nitrite scavenging activity of A. acutiloba Kitagawa

ethanol extract fractions under different pH con-

ditions

Fraction
Nitrite scavenging activity (Unit: %)

pH 1.2 pH 4.2 pH 6.0

n-Hexane

Chloroform

Ethylacetate

n-Butanol

Water

BHT

92.13±6.011)a2)

72.08±2.01
c

84.23±2.11
b

63.22±2.94d

55.61±1.75
e

97.12±5.07
a

71.09±3.29a

66.13±3.02
ab

65.22±4.54
ab

56.94±5.05b

43.02±1.99
c

76.33±6.87
a

12.32±4.98a

9.02±1.02
a

10.18±0.58
b

8.61±3.23b

7.99±0.74
b

14.21±3.01
a

1)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Mean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Tukey's test.

Kang 등[14]이 보고한 결과와 같이 본 실험에서도 pH가 낮

을수록 아질산염 소거능이 우수하였다. 이런 결과는 Lee와

Choi[22], Walker 등[32]의 보고처럼 pH 1.2에서 총 페놀화

합물이 다량 용출되고 산성에서 페놀류인 catechol이 아민보

다 더 경쟁적으로 아질산과 반응한 결과로 여겨지며, 또한

Lee 등[32]은 아질산염 소거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catechin,

chlorogenic acid, morin, luteolin-n-O-glucoside, luteolin,

naringenin 등의 flavonoid류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사람 위 내의 pH와 유사한 조건인

pH 1.2에서 높은 소거 작용을 나타낸 것은 일당귀 에탄올 분

획이 생체 내에서도 효과적인 아질산염 소거 작용을 통해

nitrosamine 생성을 억제할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19]은 참당귀의 농도와 pH를 달리하여 수용성 분

획과 methanol 가용성 분획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비교 연구

한 결과, 수용성 분획과 methanol 가용성 분획 모두 pH 1.2

에서 대부분 90% 이상의 높은 소거율을 보였고, pH 4.2, pH

6.0 순으로 낮아져 본 실험결과와 유사했고, 수용성 분획보다

메탄올 가용성 분획에서 아질산염 소거능이 더욱 크게 나타

났으며, 농도가 증가하면서 아질산염 소거능도 비례적으로

증가하지만 수용성 분획 pH 1.2와 methanol 가용성 분획

pH 1.2, pH 6.0에서는 농도에 따른 유의적 차이가 없어 적은

양으로도 아질산염 소거능이 탁월하다고 보고하였다.

지질과산화에 대한 억제 효과

일당귀 에탄올 추출물 분획의 항산화 활성을 linoleic acid

를 기질용액으로 지질과산화물가(TBA value)를 측정하여 비

교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지질과산화물가를 통한 지질과

산화 억제 효과는 linoleic acid의 산화로 생성된 과산화지질

의 분해 과정에서 생기는 peroxy radical의 소거를 통해 지질

과산화의 이차분해산물인 malondialdehyde의 생성량을 측

정하여 항산화능을 확인하는 방법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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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Inhibitory rates of the solvent fractions from 80% etha-

nol extract of A. acutiloba Kitagawa on lipid perox-

idation

Fraction Inhibition of lipid peroxidation (%)

n-Hexane

Chloroform

Ethylacetate

n-Butanol

Water

BHT

87.7±5.021)a2)

40.3±2.04
c

62.3±3.01b

10.4±1.09e

24.2±0.87
d

94.2±5.13a

1)
Al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2)

Means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Tukey's test.

각 분획의 지질과산화 억제율은 n-hexane 분획 87.7%,

ethylacetate 분획 62.3%, chloroform 분획 40.3% 순으로

DPPH radical 소거 활성과 Rancimat으로 측정한 항산화 지

수와 동일하게 n-hexane 분획에서 지질과산화 억제율이 가

장 높게 나타났으나,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BHT의 지질과

산화 억제율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Parker 등[29]

이 보고한 것처럼 phenol의 OH기가 DPPH용액에 존재하는

유리 라디칼과 linoleic acid의 산화로 인해 생성되는 유리 라

디칼에 작용하는 차이 때문으로 생각된다.

Linoleic acid에 대한 항산화 효과

Linoleic acid에 50oC에서 일정 기간(3일, 5일, 7일) 항온

저장시킨 일당귀 에탄올 추출물 분획을 첨가하여 생성된 과

산화물가(POV)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3일 저장한 일당귀 에탄올 추출물 분획의 과산화물가는

water 분획 550 meq/kg, n-butanol 분획 520 meq/kg,

chloroform 분획 380 meq/kg 순으로 높았고, 5일 저장에서

는 water 분획 970 meq/kg, n-butanol 분획 960 meq/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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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peroxide value in linoleic acid emulsion sup-

plemented with the individual solvent fractions of A.
acutiloba Kitagawa ethanol extract during incubation at

50 C for 7 days. Data shown are means of triplicate in-

dependent experiments.

chloroform 분획 670 meq/kg순으로, 7일간 저장에서는 wa-

ter 분획 1,150 meq/kg, n-butanol 분획 1,100 meq/kg, eth-

ylacetate 분획 1,020 meq/kg 순으로 높았다. 이 결과는 용매

추출에 의한 항산화물질의 양이 n-hexane과 ethylacetate로

추출 시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분획의 항산화력과 과산

화물가 사이에는 역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본 연구는 일당귀의 생리활성 및 기능성을 검토하기 위하

여 in vitro에서 일당귀 에탄올 추출물과 용매별 분획물에 대

한 DPPH radical 소거능, 항산화 지수, 아질산염 소거능, li-

noleic acid에 대한 항산화 효과,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를 측

정하여 일당귀의 항산화력을 측정하였다. 일당귀 에탄올 추

출물을 n-hexane, chloroform, ethylacetate, n-butanol, water

로 계통 분획하여 DPPH radical에 대한 자유기 소거능을 측

정한 결과 n-hexane 분획이 39 μg/ml로 가장 강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Rancimat로 측정한 항산화 지수도

분획 중 n-hexane 분획이 1.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

질산염 소거능에서도 모든 pH에서 n-hexane 분획이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pH 변화에 따른 각 분획의 아질산염 소거 작

용은 pH 1.2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지질과산화물 생성 억제

효과는 n-hexane 분획이 87.7%로 가장 높았으나, 양성대조

군으로 사용한 BHT의 억제율보다는 낮았다. Linoleic acid에

대한 항산화 효과를 과산화물가로 측정한 결과도 n-hexane

의 항산화력이 가장 우수하였고 ethylacetate, chloroform,

n-butanol, water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 일당귀 추출물은 항

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

며, 이 원인물질에 대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일

당귀 추출물의 in vitro 에서 항산화효능의 우수함을 통해 일

당귀의 천연항산화제로서 개발 및 활용성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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