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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릅 순 및 잎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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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tive Activity of Aralia elata Shoot and Leaf Extracts. Jae Young Cha1, Hee Young Ahn, 
Kyung Eun Eom, Bo Kyung Park, Bang Sil Jun and Young Su Cho*. Department of Biotechnology, College 
of Natural Resources and Life Science, Dong-A University, Busan 604-714, Korea and 1Technical Research 
Institute, Daesun Distilling Co., Ltd. Busan 619-934, Korea - The comparative activities of aqueous, etha-
nol, and methanol extracts from Aralia elata shoot (AES) and leaf (AEL) were tested by in vitro ex-
perimental models of linoleic acid peroxidation by thiocyanate and thiobarbituric acid (TBA) methods 
and scavenging activities of free radicals by DPPH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In addition, 
bio-active materials (phenolic compounds and minerals) were also measured. The extract yield of each 
solvent extracted from AES and AEL was 3.08% and 3.13% in aqueous, 0.58% and 0.66% in ethanol, 
and 0.81% and 1.73% in methanol, respectively. The highest extract yield was found in the aqueous 
extract from AEL. Major mineral contents (mg%) of AES and AEL were 575.7 and 759.3 in Ca, 353.5 
and 330.0 in K, and 31.3 and 31.0 in Mg, respectively. The highest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found in the aqueous extract by 28.69% at 0.1% additional level from AES and in the methanol extract 
by 92.36% at 0.1% additional level from AEL.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stronger in AEL 
than in AES. In antioxidative activities determined by thiocyanate and TBA methods against lipid per-
oxidation using linoleic acid, ethanol extracts from AEL showed the highest antioxidative activity at 
all treatment concentrations. These results may provide the basic data to understand the biological ac-
tivities of bio-active materials derived from AES and 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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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생활이 서구화되어지면서 암, 뇌질환, 심장병, 고혈압 

및 당뇨병 등 만성적인 생활 습관병이 증가하고, 생체방어, 

질병의 예방 및 회복, 노화방지 등의 건강기능성에 대한 관

심이 고조되고 있다[1,17]. 이러한 각종 질병과 노화는 대사

과정 중에 생성되는 활성산소와 과산화지질 등의 산화반응

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천연물 유래의 여러 항산화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23,24,33,43,44]. 천

연물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는 phenolic com-

pounds [6], ascorbic acid [21], tocopherol [32], carotenoids 

[42], flavonoids [11], zinc [7], glutathione [8] 등이 알려져 

있으나 극히 일부의 물질을 제외하고는 실용적으로 사용되

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효과적인 항산화제 개발을 위해

서는 독성이 낮은 천연물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검색과 연구

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천연 항산화제로 연구 개발된 

것을 보면 phenolic compounds, flavonoids, carotenoids 등 

식물화합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의 일환으

로써 phenolics 화합물을 많이 함유한 두릅 추출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8,36,40].

두릅나무(Aralica elata Seem)는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식물

로 예로부터 민간과 한방에서 당뇨병, 신장병, 급만성 간염, 

위장질환 개선과 강장제로 이용되어져 왔으며, 어린잎과 줄

기는 특유의 향과 약간 쓴 맛이 있어 기호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식용 가능한 야생식물들의 새로운 식품학적 가

치가 인정되면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체작물로 생산량

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는 실정이다[29,14,46]. 두릅나무는 오

가피(Acanthopanax sessiliflorus), 인삼(Panax ginseng), 음나무

(Kalopanax pictus var. magnificus) 등과 같이 두릅나무과

(Araliaceae)에 속하는 약용식물로 주로 약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29], 그 약효성분은 triterpenoid saponin, oleanolic 

acid, sitosterol, choline, hederagenin, congmuyanosides A, 

C, D, echinocystic acid, alkaloid, palmitic acid, linoleic 

acid, methyl eicosanoate, 3,4-dihydroxybenzoic acid 및 

hexacosol 등이 알려져 있다[36,39,40]. 또한 두릅 순에는 as-

corbic acid, retinol, β-carotene와 같은 비타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K, Ca, P, Mg와 같은 무기질도 많이 함유하고 있어 

고급 신선채소로 많이 이용되며, 최근에는 무공해 건강식품

을 선호하는 식생활 요구에 맞추어 잎 김치와 피클 등의 김

치류와 고혈압 환자용 음료개발 등 건강기능성 식품 소재로 

활용됨으로서 그 이용가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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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20,29]. 두릅나무의 약리적인 효과는 주로 혈당저하 효

과, 알코올 흡수 저해효과, 위염 및 위궤양 효과가 보고되어

져 왔으며, 최근 들어 간독성 보호 효과, 지질저하 효과 및 

항산화가 보고되고 있다[15,22,30,46,47]. 두릅나무는 다양하

고 우수한 약리작용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우스를 이용한 단

회독성 실험에서 두릅추출물을 투여 가능 최대용량인 5,000 

mg/kg b.w.까지 어떠한 독성 소견도 보이지 않아 독성이 없

는 안전한 천연물로 확인됨으로서 기능성식품 소재로 활용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45].

그러나 두릅나무에 폴리페놀 화합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

어 항산화작용이 기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는 거의 없는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릅나무 순과 잎의 

추출물에 존재하는 생리활성 물질의 소재개발을 위하여 용

매 추출물별 생리활성물질과 이화학적 특성 및  항산화 효과

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시험 물질인 두릅순은 2008년 3～4월경 

경남 양산시 동면 인근에서 자생하는 길이 10 cm 이하의 식용 

적기인 새순을 채취하였으며, 두릅 잎은 두릅새순이 완전히 

자란 잎을 채취하여 수세하고, 통풍이 잘되는 음지에서 자연

건조 시킨 후 100 mesh 분말로 만들어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료의 추출 및 수율 측정

수용성 추출물은 두릅 순 및 두릅 잎 건조 분말 시료에 10

배 양의 증류수를 가한 후 80oC 항온수조에서 3시간씩 교반

하면서 3회 반복 추출하였으며, 에탄올 및 메탄올 각 70% 용

매를 수용성 추출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한 후 추출액을 

모아 여과지(Whatman No.2)로 여과시켜 여과액을 rotatory 

vacuum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하여 각각의 용매를 제거시

킨 후 freeze dryer로 동결건조 하여 추출 수율을 구하였다.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페놀성 물질이 phosphomo-

lybdic acid와 반응하여 청색을 나타내는 것을 이용한 

Folin-Denis법[41]을 약간 변형시켜 측정하였다. 즉, 시료용

액 0.5 ml에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2.5 ml를 첨가

하여 잘 혼합하고 5분간 실온에서 방치하였다. 정확히 5분 

반응시킨 후 7.5% Na2CO3 2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50oC에

서 5분간 발색시킨 후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총 폴리페놀 화합물은 tann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

준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Tannic acid를 이용한 표

준곡선은 tannic acid 1 g을 50% 메탄올용액 1 ml에 녹이고 

최종농도가 0, 50, 100, 150, 200, 300 및 500 µg/ml 용액이 

되도록 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여 작성하였다.

무기물 함량 측정

두릅 순 및 두릅 잎 동결건조 분말의 무기물 함량은 

AOAC 분석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2]. 즉, 두릅 순 및 두

릅 잎 동결건조 분말 1 g을 각 550oC 회화로에서 3시간 회화 

시킨 후 6 N HCl에 용해시켜 완전히 산분해 시켜 수욕상에

서 산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 건고물에 3 N HCl를 가하여 

Whatman No. 4 여과지로 여과하여 원소 종류에 따라 각각 

일정비율로 희석하여 원자흡광 분광광도계(AAnalyst 300, 

Perkin Elmer, Norwalk, CT,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DPPH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 측정 

DPPH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용액은 100 ml 에

탄올에 DPPH 16 mg을 녹인 후 증류수 100 ml를 혼합하여 

Whatman filter paper NO. 2에 여과시켜 만들었다. 이 용액 

5 ml에 일정농도(0.025%, 0.05%, 0.1%)의 시료용액 1 ml을 

혼합한 후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28 nm에서 흡광도

의 감소를 측정하였다. 이때 대조구인 BHT는 0.05% 농도로 

첨가하여 위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흡광도 감소를 측정하

였다. DPPH를 이용한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3]은 시료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차를 백분율(%)

로 표시하였다.

EDA (%)={1-(Abs/Abc)}×100

   Abc: Absorbance of control treatment at 528 nm

   Abs: Absorbance of sample treatment at 528 nm

Thiocyanate에 의한 항산화 활성 조사 

Ohkawa의 방법[37]에 따라 먼저 linoleic acid (25 mg/ml 

in EtOH), ferrous chloride (2.45 mg/ml in 3.5% hydro-

chloric acid), ammonium thiocyanate (0.3 g/ml in H2O), 

0.2 M phosphate buffer (pH 7.0)를 조제하여 이들을 stock 

solution으로 사용하였다. 혼합용액은 시료용액 0.2 ml, lino-

leic acid 0.2 ml을 시험관에 넣고 혼합한 후 phosphate buf-

fer 0.4 ml와 증류수 0.2 ml를 가하여 40oC에서 incubation하

면서 일정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측정방법은 혼합용액에서 

0.1 ml을 취하여 시험관에 넣고 70% ethanol 3 ml과 ammo-

nium thiocyanate 용액 0.1 ml, ferrous chloride 용액 0.1 ml

를 혼합한 후 정확히 3분 후에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이때 활성의 비교를 위하여 BHT를 0.05% 농도로 사용

하여 BHT 첨가구로 하였다. 

TBA (2-thiobarbituric acid)에 의한 항산화 활성 조사 

시료용액 1.0 ml, linoleic acid (25 mg/ml in EtOH)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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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을 시험관에 넣고 혼합한 후 0.2 M phosphate buffer (pH 

7.0) 2 ml와 증류수 1.0 ml를 가하여 40oC에서 incubation 하

면서 일정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4]은 시료액 0.5 

ml를 centrifuge tube에 넣고 35% trichloroacetic acid 0.25 

ml와 0.75% aqueous TBA 0.5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boil-

ing water bath에서 가끔 shaking하면서 15분간 처리하여 흐

르는 물에 냉각시킨 후 70% trichloroacetic acid 0.5 ml를 가

한 다음 20분 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고, 그 상

징액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두릅 순 및 두릅 잎의 추출 수율

천연물로부터 생리활성물질과 같은 유효성분을 가장 효율

적으로 추출하기 위하여 사용량, 추출 용매의 종류, 추출 온

도와 시간 등이 검토되고 있다[5,13,16]. 천연물 중에는 cat-

echins, pectin, caffein, flavonoids, tocopherol과 같은 식물성 

phenolic compounds는 수용성 또는 지용성으로 구분되어 

있어 추출되는 용매에 따라 추출되는 성분들이 달라지기 때

문에 추출 수율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5,28]. 

본 실험에서 추출된 두릅 순 및 두릅 잎의 수용성 추출물의 

수율은 각각 3.08% 및 3.13%였으며, 에탄올 추출 수율은 각

각 0.58% 및 0.66였고, 메탄올 추출 수율은 각각 0.81% 및 

1.73%로 용매 중에서는 수용성 추출에서 수율이 가장 높았

으며, 두릅 순 보다는 두릅 잎에서 추출 수율이 더 높았다

(Table 1). Shin [38]은 두릅, 오가피, 느릅나무 뿌리의 수용성 

추출물 수율이 각각 18.5%, 8.8%, 11.8%라고 하였으나, 본 실

험 결과에서 두릅 순 및 두릅 잎의 수용성 추출물의 수율이 

더 낮은 경향을 보여 뿌리에서 더 많은 성분이 추출되는 것

으로 사료된다.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

폴리페놀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

사산물로서 flavonoid, catechin, tannin 류로 크게 구분된다. 

특히, 페놀성 화합물들은 전자공여능이 있어 높은 항산화 작

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27]. 본 실험에서 사용

한 두릅 순 및 두릅 잎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두릅 순 및 두릅 잎 전체를 

Table. 1. Extracted yield in the aqueous, ethanol, and methanol 

extracts from Aralia elata shoot (AES) and leaf (AEL) 

Extracts
Extracted yield (%)

AES AEL

Aqueous

Ethanol

Methanol

3.08

0.58

0.81

3.13

0.66

1.73

Table. 2. Total phenolic compounds concentrations in the aque-

ous, ethanol, and methanol extracts from Aralia elata 

shoot (AES) and leaf (AEL) 

Extracts
Total phenolic compounds concentrations (%)

AES AEL

Aqueous

Ethanol

Methanol

4.68±0.16

6.61±0.23

5.00±0.07

10.74±0.97

16.20±0.65

16.68±0.71

Values are mean±SD, n=3.

동결건조 하여 얻어진 시료에서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각각 2.46% 및 6.13%로 두릅 잎에서 더 많이 함유되었다. 두

릅 순 수용성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은 4.68% 함유되

어 있었으며,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물 중에는 각각 6.60% 

및 5.00% 함유되어 있어 에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

을 보였다. 또한 두릅 잎의 수용성 추출물에는 10.74%, 에탄

올 추출물에는 16.20%, 메탄올 추출물에는 16.68% 함유되어 

있었으며, 두릅 순과는 달리 메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다. 그리고 두릅 순 보다는 두릅 잎에서 총 폴리

페놀 화합물 함량이 높았다.

국내산 식물성 천연물 중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솔잎 1.61%-1.80%[48], 음양곽 8.12%[26], 

뽕나무 잎 1.32% 및 꾸지뽕나무 잎 1.34%[4], 호두 2.06%, 밤 

속껍질 5.76%, 칡뿌리 2.01%, 감잎 5.76% 등에서 비교적 높

은 농도로 조사 되었으며, 선인장 열매에서도 3.4%-4.9%로 

상당히 많은 량의 폴리페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4]. Han 등[18]은 땅 두릅 메탄올 추출물에서 

5.83% 및 땅 두릅 잎 메탄올 추출물에서 7.83%로 땅 두릅보

다 땅 두릅 잎에서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보여 본 실험결과

와 일치하였다. 또한 Jung 등[25]의 조사에서는 두릅나무 잎, 

줄기, 뿌리의 메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은 각각 

6.21%, 6.53%, 7.02%로 보고되었으며, Lee 등[35]은 섬고사리

와 물엉겅퀴 잎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각각 12.07% 및 

13.02%로 상당히 높았다고 하였다. Kim 및 Im [28]은 두릅순

의 조사포닌 함량을 측정한 결과 7.38%로 높았으며, Han 등

[18]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땅 두릅 및 땅 두릅잎 메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1.13% 및 1.54%로 조사되어 본 결과와는 상

당히 다른 결과를 보여 주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비교해보면 

두릅 순 및 두릅 잎에서 많은 량의 폴리페놀 화합물을 함유

하고 있으며, 특히 두릅 잎의 메탄올 추출물에서 많은 폴리

페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향후 천연 항산제로서의 사

용 가능성과 노화 관련 개선/예방제 건강기능식품 소재 개

발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두릅 순 및 두릅 잎의 무기질 함량

두릅 순 및 두릅 잎을 동결건조 하여 얻어진 시료의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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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neral concentrations in Aralia elata shoot (AES) and 

leaf (AEL)

Minerals
Mineral concentrations (mg%)

AES AEL

Ca

K

Mg

Mn

Zn

Na

Fe

575.66±1.51

353.50±0.75

 31.26±0.09

  2.60±0.01

  1.25±0.01

  0.64±0.00

  0.52±0.00

759.33±1.30

330.00±0.70

 30.97±0.08

  1.69±0.01

  1.18±0.01

  0.48±0.00

  0.69±0.01

Values are mean±SD, n=3.

질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무기질 성분 조성 

비율을 보면 전체적으로 두릅 순 및 두릅 잎에서 Ca이 각각 

575.7 및 759.3 mg%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다음으로 

K가 353.5 및 330.0 mg%, Mg가 31.3 및 31.0 mg%였으며, 

Zn, Mn, Na, Fe 성분은 소량씩 함유되어 있었다. Han 등[18]

이 측정한 결과에서는 땅 두릅과 땅 두릅 잎에서 K가 각각 

264.0 및 172.0 mg%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그 다음

으로 Ca이 각각 36.0 및 140.0 mg%로 함유 되여 본 실험 결

과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K가 두릅 순보다는 두릅 

잎에 낮은 함량을 보인 것과 Ca이 두릅 순보다는 두릅 잎에

서 훨씬 많은 함량을 보인 결과는 동일하였다. Kim 등[31]은 

남해안 지역에서 9월에 채취한 함초에서 무기질 성분을 분석

한 결과 Ca 성분이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두릅에서 무

기질 성분 중 Ca 함량이 높은 것은 인슐린 분비와 작용에 필

수적인 역할을 하는 점을 감안하면 두릅나무의 주요 효능으

로 알려진 당뇨병 치료와 무관하지 않으며[14,30,38,46], K 함

량이 높은 것 또한 식염의 과다섭취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어 

혈압을 강하시키는 고혈압 치료제로 알려진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14]으로 사료되어 진다.

DPPH free radical에 의한 전자공여 활성 

DPPH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써, ascorbic acid, 

tocopherol, polyhydroxy 방향족 화합물, 방향족 아민류에 

의해 환원되어 짙은 자색이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항산

화 활성을 측정하는데, 이러한 DPPH법은 식물 추출물의 항

산화 활성을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동시에 실제 항산화 활

성과도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3,4,13]. 두릅 순 수용성 추출물의 DPPH free radical 소거정

도를 측정하여 전자공여능으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결과, 

0.1%, 0.05%, 0.025 농도에서 각각 28.69%, 20.14%, 19.95%로 

나타나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에탄올 

및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항산화 활성이 아주 낮게 나타났다

(Table 4). Kim 등[34]은 약용식물의 수용성 추출물에서 전자

공여능에 의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1.0 mg/ml 

Table. 4.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in the aque-

ous, ethanol, and methanol extracts from Aralia elata 

shoot (AES) and leaf (AEL)

Composition
Concentration

(%)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AES AEL

BHT 0.05 92.29±0.33

Aqueous

0.025

0.05

0.1

19.95±0.72

20.14±0.29

28.69±0.31

41.32±0.12

41.77±0.17

54.89±0.07

Ethanol

0.025

0.05

0.1

 0.00±0.00

 1.62±0.09

 2.78±0.30

36.85±0.26

67.03±0.47

89.77±0.18

Methanol

0.025

0.05

0.1

 1.42±0.14

 3.63±0.25

 9.97±0.31

41.00±0.27

77.53±0.82

92.36±0.12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0.1%) 농도에서 당귀 15.8%, 감초 13.3%, 옥죽 5.4%로 보고

되어 본 실험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자들

의 예비실험에서 고농도인 두릅순 수용성 추출물 0.25% 및 

5.0% 처리에 의해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이 각각 82.8% 

및 88.1%였으며, 두릅잎 수용성 추출물 0.25% 및 5.0% 처리

에 의한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은 각각 86.7% 및 89.3%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때 대조구로 사용된 시

판 합성 항산화제인 BHT 0.05% 처리에 의해서도 91.8%였다

(미발표). 특히 두릅잎 추출물의 0.1% 첨가구에서는 수용성 

추출물 54.86%, 에탄올 추출물 89.77%, 메탄올 추출물 

92.36%로 높게 나타났으나, 이보다 낮은 농도 처리에 의해서

는 전자공여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Table 4). 메

탄올 추출물 0.1% 첨가는 시판 항산화제로 사용되고 있는 

BHT 0.05% 처리의 92.29%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은 전

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 Han 등[18]은 땅 두릅 및 땅 두릅잎 

추출물 100 µg/ml 농도에서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은 각

각 97.84 및 99.69%였으며, 천연 항산화 ascorbic acid 및 합

성 항산화제 BHT의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은 각각 

96.15%와 86.22% 정도의 항산화능을 보여 땅두릅 및 땅 두릅

잎에서 우수한 항산화능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에

서 두릅의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은 추출 용매의 차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두릅잎의 

메탄올 추출물에서 비교적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 항산화 기능성 소재로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불포화 지방산 Linoleic acid 산화 실험계를 이용한 항산

화 활성

불포화 지방산인 linoleic acid를 이용한 thiocyanate 방법

으로 두릅순 및 두릅잎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는 Fig. 1과 2에 나타내었다. 두릅순 추출물을 사용한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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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tioxidative activities of the aqueous, ethanol, and 

methanol extracts from Aralia elata shoot against the li-

noleic acid oxidation measured by the ferric thiocyanate 

method. Con: control,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0.05%), W: aqueous extract, E: ethanol extract, M: meth-

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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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tioxidative activities of the aqueous, ethanol, and 

methanol extracts from Aralia elata leaf against the lino-

leic acid oxidation measured by the ferric thiocyanate 

method. Con: control,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0.05%), W: aqueous extract, E: ethanol extract, M: meth-

anol extract. 

실험구에서 반응 3일째까지 산화반응이 계속 증가 경향을 보

이다가 4일째부터는 서서히 증가하면서 7일째 최고조에 이

르렀다. 한편 두릅잎 추출물을 사용한 실험구에서는 수용성 

추출물과 메탄올 추출물은 반응 일수와 함께 산화 반응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인반면 두릅잎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수용

성과 메탄올 추출물보다 전체적으로 약 절반정도의 산화반

응을 보여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이 유지되었다. 이들에 비

해 대조구로 사용된 시판 합성 항산화제인 BHT는 매우 강한 

항산화 작용을 보였다. Choi 등[12] 및 Chang 등[10]도 식품

으로 사용되어 그 안전성이 확인된 각종 식물 및 약재를 에

탄올과 물로 추출하여 항산화력을 검색한 결과, 에탄올 추출

물이 물 추출물 보다 항산화 효과가 강하고 추출 수율도 높

았다고 하였다. 불포화 지방산인 linoleic acid를 이용한 TBA

법으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4에 나타내었

다. 추출물 무첨가 대조구에서는 반응일수 증가와 함께 계속

0

0.5

1.0

1.5

2.0

2.5

3.0

3.5

1 2 3 4 5 6 7

CON
BHT
W 0.025%
W 0.05%
W 0.1%
E 0.025%
E 0.05%
E 0.1%
M 0.025%
M 0.05%
M 0.1%

Reaction time (day)

A
bs

or
ba

nc
e 

(a
t 5

00
 n

m
)

0

0.5

1.0

1.5

2.0

2.5

3.0

3.5

1 2 3 4 5 6 7

CON
BHT
W 0.025%
W 0.05%
W 0.1%
E 0.025%
E 0.05%
E 0.1%
M 0.025%
M 0.05%
M 0.1%

Reaction time (day)

A
bs

or
ba

nc
e 

(a
t 5

00
 n

m
)

Fig. 3. Antioxidative activities of the aqueous, ethanol, and 

methanol extracts from Aralia elata shoot against the lip-

id peroxidation measured by the ferric TBA method. 

Con: control,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0.05%), 

W: aqueous extract, E: ethanol extract, M: meth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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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tioxidative activities of the aqueous, ethanol, and 

methanol extracts from Aralia elata leaf against the lip-

id peroxidation measured by the ferric TBA method. 

Con: control,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0.05%), 

W: aqueous extract, E: ethanol extract, M: methanol 

extract.

적으로 산화반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두릅 순 및 

두릅 잎 추출물에서는 반응 3일째까지 대조구와 비슷한 수준

으로 산화반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반응 4일째부터 

더 이상 산화반응이 증가하지 않고 비교적 높은 항산화 활성

을 나타내었다. TBA법으로 불포화 지방산인 linoleic acid의 

산화 반응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thiocyanate 방법으로 측정

한 결과와 마찬가지로 두릅 순 및 두릅 잎의 에탄올 추출물

에서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이상의 실험결과에서 항산화 활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

지고 있는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 DPPH free radical 소거 

활성능, 불포화 지방산인 linoleic acid를 이용한 thiocyanate

법 및 TBA법으로 지질과산화 정도는 두릅순 추출물보다는 

두릅잎 추출물에서 더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가진 것으로 나

타나 향후 천연 항산화제 소재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

로 사료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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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두릅 순 및 두릅 잎의 천연 항산화제 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생리활성물질 분석과 항산화 활성을 DPPH free radical 소거 

활성능, 불포화 지방산인 linoleic acid를 이용한 thiocyanate법 

및 TBA법으로 지질과산화 정도를 측정 하였다. 두릅 순 및 

두릅 잎으로 부터 추출된 수율은 수용성 3.08% 및 3.13%, 에탄

올 추출물 0.58% 및 0.66%, 메탄올 추출물 0.81% 및 1.73%로 

용매 중에서는 메탄올 추출에서 수율이 높았으며, 두릅 순 보

다는 두릅 잎에서 추출 수율이 높았다. 두릅순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수용성 4.68%, 에탄올 6.60% 및 메탄올 5.00%

로 에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았으며, 두릅 잎에서는 수용성 

10.74%, 에탄올 16.20% 및 메탄올 16.68%로 메탄올 추출물에

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고, 두릅 순 보다는 두릅 잎에서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이 높았다. 미네랄 함량은 두릅 순 및 

두릅 잎에서 Ca이 각각 575.7 및 759.3 mg%로 가장 많이 함유

되었고, 다음으로 K가 353.5 및 330.0 mg%, Mg가 31.3 및 31.0 

mg%였으며, Zn, Mn, Na, Fe 성분은 소량씩 함유되어 있었다. 

DPPH free radical 소거 활성능은 두릅 순 수용성 추출물 0.1% 

농도에서 28.69%로 에탄올과 메탄올 추출물보다 높았으며, 두

릅 잎 추출물 0.1% 첨가구 에서 수용성 추출물 54.86%, 에탄올 

추출물 89.77%, 메탄올 추출물 92.36%로 메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DPPH free radical 소거 활성능 측정에서

는 두릅 잎 메탄올 추출물 0.1% 첨가가 시판 합성 항산화제인 

BHT 0.05% 처리의 92.29%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높은 전자

공여능을 나타내었다. 불포화 지방산인 linoleic acid를 이용한 

thiocyanate법으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두릅잎 

에탄올 추출물에서 높았으며, TBA법 항산화 활성 측정에서도 

두릅순과 두릅 잎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우수한 항산화 활

성을 보였다. 이상의 실험결과에서 항산화 활성과 밀접한 관

련성을 가지고 있는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 DPPH free rad-

ical 소거 활성능, 불포화 지방산인 linoleic acid를 이용한 thio-

cyanate법 및 TBA법으로 지질과산화 정도는 두릅 순 추출물

보다는 두릅 잎 추출물에서 더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향후 천연 항산화제 소재 개발에 유용하게 사

용될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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