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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미나리 추출물의 함유성분 분석과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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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of using Oenanthe javanica as a natural health food
source. To accomplish this, its general and biological activities were measured. Its carbohydrate, crude protein, crude lipid,
and ash contents were 44.7, 9.8, 8.9, and 27.8%, respectively. The K content was largest for minerals followed by Ca, P,
and Mg, which means that Oenanthe javanica is an alkali material. The concentrations of total phenol and flavonoids of
OJE were 88.9±0.46 mg GAE/g, and 28.6±0.64 mg QE/g, respectively. Gallic acid, catechin, chlorogenic acid, and caffeic
acid in OJE as measured by using HPLC were 0.9±0.23, 1.2±0.19, 227.1±0.62, and 4.0±0.35 mg/g. The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OJE were 72.2%, and 66.1%, respectively, at 1,000 µg/mL. The FRAP and reducing
power of OJE were 0.79, and 0.41 absorbance units value respectively, at 1,000 µg/mL. OJE possessed significant
antioxidant properties, which suggests its great potential as a functional ingredient for food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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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서구화에 따른 식습관의 변화로 고단백, 고지

방 등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하

여 각종 암이나 성인병 등 과거에는 흔하지 않았던 질병으로 인

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심장병, 당뇨,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것으로 인하여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어서 최근에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천연물에 대

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

이에 따라 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약물 이외의 식생활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

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건강보조식품, 영양보충용 및 식사

대용식품 등의 특수영양식품과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가 소개되

어 있으며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

면서(3), 특히 식물자원들의 성분과 기능에 관한 과학적인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6). 그러나 식물자원을 이용한 건강기

능식품의 제조·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고가의 비용과 효능

에 대한 논란 및 형태의 제한 등이 맹점으로 대두되면서(7), 국

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는 또 다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따

라서 식품의 3차 기능은 물론 영양 가치와 기호성이 동시에 충

족될 수 있으며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접근한 경제적인 약

이성 식품 또는 음식이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이 분야

의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따라서 안전하고 경제적이면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식물기원의 천연항산화제를 개발하고자 하

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식물체는 외부자극에 대한

생체내의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의 생산과 광합성 과정에서 발생

되는 활성산소종에 대한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다

양한 형태의 항산화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식물체

의 항산화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한약재로

사용되는 약용식물, 과일·채소 등의 식용식물의 항산화 효과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고, 이들로부터 규명된 항산화 물질로는

quercetin, kaempferol, naringin 등의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및 이

들 배당체, catechin 등과 같은 탄닌류, chlorogenic acid, vanillic

acid, gallic acid, caffeic acid, ferulic acid 등의 phenolic acid, a-

tocopherol, ascorbic acid 등의 비타민 등이 알려져 있다(8-16). 한

편 식물체로부터 수많은 항산화 물질이 분리, 보고되어져 있지

만, 과학적으로 확인된 항산화 물질은 미약한 실정으로, 고부가

가치의 천연물 소재 발굴이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 돌미나리(Oenanthe javanica)는 미나리과(Umbellifer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쌍떡잎식물이다. 돌미나리는 계곡의 샘

터나 들의 습지 또는 물가에서 야생하는 것으로, 물미나리에 비

하여 잎사귀가 많으며 줄기가 짧고 줄기 아래가 약간 붉은 색을

띤다. 또한 독특한 향미가 나여 다양한 용도로 식용되어져 있고

혈압강하, 해열, 진정, 변비예방, 및 하혈 등에 효과가 있고, 항균

작용과 고혈압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8). 돌미

나리는 여러 가지 민간요법에도 사용되어 왔으며 한방에서는 수

근이라 하여 해열, 이뇨효능이 있어 황달, 수종, 소변불리, 고혈

압 등을 치료하는데 달여서 복용하기도 하고, 또한 중국에서는

*Corresponding author: Jong-Dai Kim,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Gangwon 200-701, Korea
Tel: 82-33-250-6456
Fax: 82-33-241-0508
E-mail: jongdai@kangwon.ac.kr
Received February 25, 2013; revised March 7, 2013;
accepted March 14



228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5권 제 2호 (2013)

음주 후의 열독 제거에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에서는

변비, 두드러기에 돌미나리를 찧어서 생즙을 마시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돌미나리에 대하여 기능성 검토와 이용

개발을 위하여 일반성분 분석, 무기질, 비타민, 유리당 분석을 통

하여 영양적 가치를 평가하고 생리활성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항산화 활성을 규명함으로써 돌미나리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돌미나리는 춘천시 석사동에서 재배된 것을

채취하여 70% 에탄올에 70oC로 24시간 3회 추출하였고 Whatman

No. 1 (Whatman Ltd, Maidstone, Kent, UK)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회전진공농축기(EYELA, SN-1100, Tokyo, Japan)를 사

용하여 50oC에서 감압농축 하였다. 농축된 추출물은 동결건조기

(PVTFA 10AT, ILSIN, Korea)을 이용하여 −55oC에서 급속동결과

정을 거쳐 분말 상태로 준비하여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그 수율

은 14.5%이었다.

돌미나리 추출물의 일반성분 분석

돌미나리의 일반성분은 AOAC 법(19)과 식품공전의 분석방법

(20)에 따라 3회 분석하여 평균값으로 하였다. 즉, 수분 함량은

105oC 상압건조법, 회분 함량은 550oC에서 직접회화법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조단백질 함량은 micro-kjeldahl 법을 이용한 단백

질 자동분석기(Kjeltec protein analyzer, Tecator, Sweden)로, 조지

방 함량은 Soxhlet 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총 당질 함량은 위

의 측정치를 합한 값을 100에서 뺀 값으로 하였다.

돌미나리 추출물의 무기질 조성 분석

무기질(Ca, P, Mg, K, Na, Fe, Zn, Cu, Mn) 함량은 AOAC법

(21)에 의하여 분석하였다. 즉, 시료를 0.1 mg 단위까지 정확히 칭

량하여 550oC에서 6시간 동안 회화시킨 다음, 20oC sand bath상

에서 5 mL의 HNO3 용액을 가하여 10분 동안 가온하고 방냉 후,

25 mL volumetric flask에 넣고 증류수를 가해 여과하면서(whatman

filter paper No. 41) 정용하였다. 이렇게 여과된 여과액을 각 희

석용액으로 적절한 농도로 희석한 후 Inductively Coupled Spec-

trometer (ICP, Lactam 8440, Plasma Lab., Australia)를 이용한 유

도결합 Plasma 방출분석법으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조건은 approx-

imate RF Power가 1,150 W이며, analysis pump rate는 100 rpm으

로 하였고, nebulizer pressure와 observation height는 각각 30 psi

및 15 mm로 하였다.

돌미나리 추출물의 비타민 분석

 비타민 함량은 식품공전의 분석방법(20)을 응용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 HPLC로 분석하기 이전에 vitamin C, B1, B2, B6,

nicotinic acid를 0.1 g씩 각각 100 mL 플라스크에 넣어 3차 증류

수로 정용한 후, 용해시켜 표준농축용액을 만들었다. 이것을 3차

증류수로 희석하여 적정 농도의 표준용액을 만들어 0.45 µm

MILLEX-HV13 필터(Millipore)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HPLC 장

비 270 nm UV 검출기가 부착된 장비(Hewlett Packard 1090

series)이며 column은 shisedo C18 (5 µm, 4.6×250 nm, Tokyo,

Japan)을 사용하였다. 이동상은 A상과 B상으로 사용하였는데 A

상은 PIC B7 (1-heptanesulfonic acid sodium salt) 1.25 mM 및

acetic acid 1%를 용해한 수용액이며, B상은 PIC B7 1.25 mM 및

acetic acid 1%를 용해한 60% methanol이다. 이동상의 유속은 0.5

mL/min으로 0-1분 사이에는 100% A 이동상을, 1-25분까지는 순

차적으로 100% B 이동상이 되도록 흘려주었으며, 25-28분 사이

에는 100% B 이동상으로 흘려주었다. 끝으로 10분간 100% A

이동상을 흘려주었다. 시료용액의 주입량은 20 µL이다.

돌미나리 추출물의 유리당 분석

유리당의 함량은 Richmond 등(22)의 HPLC 분석조건을 응용하

였다. 즉, 시료 5 g을 칭량하여 80% methanol 100 mL를 넣고

13,000 rpm에서 3분 동안 균질화 하였다. 이 균질체를 환류냉각

기를 부착한 추출장치에 옮긴 후 80oC에서 2시간 동안 추출한

후 여과하였다. 이 추출조작을 2회 반복하여 모은 여액을 45oC

에서 감압·농축한 후 증류수를 넣어 100 mL로 정용하였다. 이

렇게 조제한 시료용액은 −70oC에서 냉동 보관하면서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은 Sugar-Pak column (Waters, USA, 300 mm×6.5 mm)과

용출용매 Ca-EDTA (500 mg/L)를 조합하였다. 전처리 된 시료 1

mL를 취하여 0.45 µ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column에 20

µL씩 주입하였다. 이때의 column의 온도는 90oC를 유지하였다.

용출용매는 0.5 mL/min로 흘려보냈으며 검출은 refractive index

(RI) detector를 이용하였다. 표준용액과 시료의 유리당 peak를 직

접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정량은 각 표준물질의 검량곡선을 따로

작성한 후 peak의 면적에서 산출하였다.

돌미나리 추출물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돌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Gutfinger법(23)

을 변형하여 분석하였다. 돌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 1 mL을

test tube에 가한 후 10% Folin-Ciocalteu 시약과 2% sodium car-

bonate 용액을 각각 1 mL 가한 다음 25oC에서 한시간 동안 반응

시킨 후, microplate reader을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gallic acid을 표준물질로 이용하여 작

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환산하였으며, 실험 측정은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돌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oreno

등의 방법(24)에 따라 실험하였다. 돌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

0.5 mL을 test tube에 가한 후, 10% aluminum nitrate 0.1 mL을

혼합한 후 40분간 실온에서 반응을 시킨다. 그 다음 1M Potassium

acetate 와 80% 에탄올을 각각 0.1 mL과 4.3 mL을 가한 후 40분

간 실온에서 반응을 시킨다. 그 후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고 quercetin을 표준물질로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총 플

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평균

값을 사용하였다.

HPLC를 통한 페놀 성분 분석

돌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의 페놀 성분을 분석하기 위하여

HPLC로 분석하였다. HPLC로 분석하기 이전에 돌미나리 70% 에

탄올 추출물 10 mg을 50% ethanol로 녹였으며 0.45 µm Millipore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였다. HPLC 장비는 Waters 2690이며

column은 sheseido C18 (5 µm 4.6×250 nm, Tokyo, Japan)을 사용

하였다. 검출기는 photodiode array detector (PDA)을 이용하여

27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동상은 solvent A (acetic acid:

water=3:97, v/v)와 solvent B (acetic acid:acetonitrile:water=3:25:

72, v/v)을 사용하여 1 mL/min의 유속으로 60분간 분석하였다.

HPLC condition은 Table 1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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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H radical 소거활성

DPPH radical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은 Chu 등의 방법(25)을 약

간 변형하여 실험하였다. 농도별로 나눈 돌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 0.2 mL에 4×10−4 M DPPH 용액 0.8 mL 가하여 잘 혼합

한 후 상온의 암소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A/B)]×100

A: absorbance value of testing solution

B: absorbance value of control solution

ABTS radical 소거활성

ABTS radical에 대한 항산화의 변화 측정은 Re 등 방법(26)을

약간 응용하여 실험하였다. 7 mM의 농도로 녹인 ABTS 용액 5

mL에, 140 mM 농도의 potassium persulfate 용액 88 µL을 첨가하

여 암소에서 14-16시간 동안 반응을 시킨다. 반응시킨 후 ABTS

1 mL를 5 mM의 phosphate buffer (pH 7.4)로 희석하여 750 nm에

서 흡광도가 0.7±0.02가 되도록 한다. 희석한 ABTS 용액 1 mL

에 농도별로 나눈 돌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 10 µL씩 처리하

여 실온에서 6분간 반응시킨 후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으며,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A/B)]×100

A: absorbance value of testing solution

B: absorbance value of control solution

FRAP를 통한 환원력 측정

FARP assay는 Benzeine와 Strain 방법(27)에 의해 실험하였다.

300 mM acetate buffer (pH 3.6), 10 mM HCl로 녹인 40 mM TPTZ

(2,4,6-Tripyridyl-s-triazine), 그리고 10 mM iron chloride를 각각

10:1:1 (v/v) 첨가하여 FRAP 용액을 만들었다. 농도별로 나눈 돌

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 50 µL와 증류수 150 µL, 그리고

FRAP 용액 1.5 mL을 가하였다. 4분간 반응을 시키고 595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환원력 측정

돌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의 환원력은 Jayprakasha 등의 방

법(28)에 의해 실험하였다. 농도별로 나눈 돌미나리 70% ethanol

추출물 0.5 mL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6) 2.5

mL과 1% potassium ferricyanide 2.5를 가하고 50oC에서 20분간

반응을 시킨다. 반응을 시킨 후에 10% trichloroacetic acid 2.5

mL를 가하고 10분동안 1,790×g에서 원심분리를 한다. 상층액 2.5

mL과 증류수 2.5 mL, 그리고 0.1% iron (III) chloride 0.5 mL을

첨가하여 반응시키고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AS (ver. 8.0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package release 8.01)를 이용하여 평균±표준편

차로 표시하였고, 평균값의 통계적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성분 함량

본 연구에서 분석된 돌미나리 추출물의 일반성분 함량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추출물 100 g (wet weight basis)중에는 수분

8.8%, 탄수화물 44.7%, 조단백 9.8%, 조지방 8.9%, 조회분 27.8%

가 함유된 것으로 분석되어 돌미나리 추출물의 주된 성분은 대

부분의 식물체의 구성성분인 탄수화물과 회분으로 구성되어 있

었으며, 일반성분 중에서 조지방 함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Heo 등(29)의 연구결과와는 큰 차이가 나는 결과로

채취시기에 따른 성분의 차이로 판단된다.

무기질 함량

Table 3은 돌미나리 추출물 100 g 중 무기질 함량을 분석한 결

과이다. 칼륨이 약 10.4 g으로 가장 함량이 높았고 그 다음이 인

(865.1 mg), 마그네슘(198.3 mg), 칼슘(82.6 mg) 순이었다. 미량영양

소인 철분, 구리, 아연 및 망간 함량도 각각 1.9, 2.4, 2.6, 및 2.63

mg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돌미나리 추출물

에서 무기질 성분 중 칼륨함량이 높은 것은 식염의 과다섭취로

인한 피해를 막아주어 혈압을 강하시키는 고혈압치료제로 알려

진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30)으로 생각된다.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70% ethanol extracts from
Oenanthe javanica                                                                 (unit: %)

Nutrients 
Oenanthe javanica
70% ethanol extract

Moisture 8.8±1.4

Carbohydrate 44.7±2.30

Crude protein 9.8±1.5

Crude lipid 8.9±2.5

Crude Ash 27.8±0.90

Values are mean±SD. Values are mean of triplicates.

Table 3. Mineral contents of 70% ethanol extracts from

Oenanthe javanica                                                     (unit: mg/100 g)

Ingredients
Oenanthe javanica 

70% ethanol extracts

K 10,372.9±15.300

P 865.1±10.3

Mg 198.3±11.2

Na 134.6±5.90

Ca 82.6±14.3

Cu 82.6±0.10

Mn 2.6±0.9

Zn 2.6±0.7

Fe 1.9±4.2

Values are mean±SD. Values are mean of triplicates.

Table 1. HPLC conditions for analysis of phenolic compound

Instriment Water 2690 (Waters, Milford, MA, USA) 

Column Shiseido C18 (5 µm 4.6×250 nm, Tokyo, Japan)

Mobile phase
A: 3% acetic acid, 97% water
B: 3% acetic acid, 25% acetonitrile, 72% water

Flow rate 1 mL/min

Injection volume 20 µL

Gradient 80% A+20% B

Detector 278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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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분석 결과

돌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의 비타민 함량분석 결과 Table 4

과 같다. 추출물의 성분들을 각각 확인해보면 vitamin C (21.9 mg/

100 g), vitamin B1 (1.2 mg/100 g), vitamin B2 (2.3 mg/100 g), vitamin

B6 (0.04 mg/100 g), nicotinic acid (8.3 mg/100 g)로 나타났다. 성분

들 중에서 vitamin C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nicotinic acid,

vitamin B2, vitamin B1, vitamin B6의 함량 순으로 나타났다. 돌미

나리 70% ethanol 추출물의 비타민 성분 함량이 낮은 것은 추출

온도가 높아 일부 비타민이 파괴가 되어 함량이 낮은 것으로 사

료된다. 비타민 C 분석 결과(207.33 mg)(31)와는 매우 큰 차이가

있었으나 본 연구의 시료 전처리 과정에 추출 시 열에 의해 파

괴된 것으로 생각된다.

유리당 분석

돌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의 유리당 함량분석 결과 Table 5

와 같다. 추출물의 유리당 성분들을 각각 확인해보면 glucose

2.4%, frutose 4.3%의 함량이 확인됐고 lactose와 maltose는 확인

되지 않아, 유리당 조성면에서 본다면 Kim 등(32)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결과

페놀계 물질들은 식물체에 특수한 색깔을 부여하고 산화-환원

반응에서 기질로 작용하고, 한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phenolic

hydroxyl (OH)기를 가진 방향족 화합물들을 가리키며 플라보노이

드와 탄닌이 주성분으로 항산화, 항암, 고혈압 등의 다양한 생리

활성을 가진다(33). 돌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의 페놀 및 플

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결과 Table 6과 같다. 돌미나리 70% 에탄

올 추출물의 총 페놀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88.9

±0.46 mg GAE/g, 28.6±0.64 mg QE/g 나타났다. 한편 Huda 등

(34)은 돌미나리 methanol 추출물의 페놀 함량은 7.41 mg TAE

(tannic acid equivalent)/100 g 나타났으며 Wan-Ibrahim 등(35)은

돌미나리 물 추출물의 페놀함량이 684±14.7 mg GAE/g 보고한 것

과 비교하면, 돌미나리의 품종에 따른 함량차이로 판단된다.

HPLC을 통한 페놀성분 분석 결과

돌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의 페놀 함량 분석결과를 Fig. 1

과 Table 7에 나타내었다. HPLC의한 분석 결과 돌미나리 추출물

의 페놀 함량은 chlorogenic acid가 227.1±0.62 mg/g로서 가장 많

은 양이 함유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caffeic acid,

catechin, gallic acid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Coumaric

acid, ferulic acid는 확인되지 않았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DPPH radical은 alcohol 용액 내에서는 DPPH의 질소 원자와

alcohol간에 수소결합이 형성되기 때문에 다른 유리 라디칼보다

비교적 안정하고, 항산화 활성을 갖는 물질과 반응하면 진보라색

의 DPPH의 색깔이 점점 옅어져 흡광도가 감소하게 되므로 흡광

도의 감소를 측정함으로서 radical 소거 활성을 쉽게 측정 할 수

있다(36). DPPH와 같은 극성의 실험계에서는 지용성의 비타민 E

또는 BHT, BHA와 같은 물질보다 ascorbic acid와 같은 수용성

항산화제들의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으로 측정된다. 이러한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식물 추출물의 항산화능 측정에 매우 편리한

방법이다. 돌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과 대조군으로 사용한

ascorbic acid와 BHT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돌미나리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DPPH

radical 소거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돌미나리 추출물

1,000 µg/mL 농도에서 72.2% 소거활성을 보였다. 대조군으로 사

용한 BHT도 농도가 높아질수록 DPPH radical 소거활성이 증가

를 하였으나 ascorbic acid는 소거활성이 증가를 하지 않았다.

Ascorbic acid와 BHT의 1,000 µg/mL 농도에서 각각 86.7%,

67.6% 보였다. 1,000 µg/mL 농도에서 돌미나리 추출물은 1,000 µg/

mL 농도의 BHT보다 높은 소거활성을 보였다. 한편 Wan-Ibrahim

등(35)은 돌미나리 물 추출물에서 45.0±4.% (1 mg/mL) 나타냈다.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돌미나리는 수용성 항산화화합물보다 지

용성 항산화 화합물의 함량이 더욱 많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4. Vitamin contents of 70% ethanol extracts from
Oenanthe javanica                                                     (unit: mg/100 g)

Ingredients
Oenanthe javanica 

70% ethanol extracts

Vitamin C 21.9±0.50

Vitamin B1 1.2±1.1

Vitamin B2 2.3±0.6

Vitamin B6 0.04±0.10

Nicotinic acid 8.3±1.2

Values are mean±SD. Values are mean of triplicates.

Table 5. Free sugar contents of 70% ethanol extracts from

Oenanthe javanica                                                                  (unit: %)

Ingredients
Oenanthe javanica

70% ethanol extracts

Glucose 2.4±1.3

Fructose 4.3±0.9

Lactose ND

Maltose ND

Values are mean±SD. Values are mean of triplicates.
1)ND: Not detected

Table 6.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70% ethanol
extracts from Oenanthe javanica

Oenanthe javanica
70% ethanol extracts

Total phenol content (mg GAE/g) 88.9±0.46

Total flavonoid content (mg QE/g) 28.6±0.64

GAE: Gallic acid equivalent
QE: Quercetin equivalent

Table 7. Phenolic compounds of 70% ethanol extracts from

Oenanthe javanica by HPLC                                         (unit: mg/g)

Oenanthe javanica
70% ethanol extracts

Gallic acid 0.9±0.23

Catechin 1.2±0.19

Chlorogenic acid 227.1±0.6200

Caffeic acid 4.0±0.35

p-coumaric acid ND

Ferulic acid ND

Values are mean±SE. Values are mean of triplicates.
1)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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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TS radical 소거활성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는 potassium persulfate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ABTS radical이 항산화 물질에 의해 제거되

어 청록색이 탈색된다. 이 ABTS 탈색반응은 이미 생성된 free

radical의 제거 정도를 흡광도 값으로 나타내어 ABTS의 소거활

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탈색반응이 1분 안에 종료되므로 단시

Fig. 1. HPLC chromatograms. (a) major phenolic compounds in Oenanthe javanica 70% ethanol extracts; (b) standard phenolic compounds.

Fig.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enanthe javanica
70% ethanol extracts. a-g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enanthe javanica
70% ethanol extracts. a-g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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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측정할 수 있고, 소수성과 친수성 모두에 적용할 수 있다

(37,38). ABTS radical에 대한 돌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과 대

조군으로 사용한 ascorbic acid와 BHT의 항산화 활성은 Fig. 3에

나타내었다. 돌미나리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ABTS radical

소거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돌미나리 추출물 1,000

µg/mL농도에서 66.1% 소거활성을 보였다. Ascorbic acid와 BHT

의 1,000 µg/mL 농도에서 각각 95.3%, 95.1% 보였다. 1,000 µg/

mL 농도에서 돌미나리 추출물은 100 µg/mL 농도의 BHT보다 높

은 소거활성을 보였다.

FRAP을 통한 환원력 측정

FRAP 방법은 colored ferrous tropyridyl triazine complex에 의

해 ferric ion이 ferrous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서 시료 내

의 총 항산화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낮은 pH에서 환원제에 의

해 3가 철이 2가 철로 환원되는 원리를 기초로 고안되어진 방법

이고 흡광도가 증가할수록 항산화 활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39). 돌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의 FRAP 결과는 Fig. 4에 나

타내었다. 돌미나리 추출물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흡광도 값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돌미나리 추출물 1,000 µg/mL 최종 농

도에서 0.79 흡광도(595 nm)값 나타내었다. 대조군으로 사용한

ascorbic acid와 BHT 모두 흡광도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고 1,000 µg/mL 최종 농도에서 각각 2.76, 1.28 흡광도(595 nm)

값을 나타내었다. 1,000 µg/mL의 농도에서 돌미나리 추출물은 100

µg/mL 농도에서의 ascorbic acid와 500 µg/mL에서의 BHT의 유사

한 환원력을 가졌다. 한편 Wan-Ibrahim 등(35)은 돌미나리 물 추

출물이 842±14.7 µmol iron(II) sulphate equivalent/g의 효과를 나

타냈으며 Kwon 등(40)은 돌미나리 methanol 추출물이 농도 의존

적으로 trolox equivanent 값이 증가함을 보고하여 본 실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환원력 측정

환원력은 potassium ferricyanide reduction법을 사용한 추출물의

환원력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reductone의 항산화 반응은 hydrogen

atom을 제공함으로써 자유 라디칼 연쇄를 변환시키며, reductone

은 또한 과산화의 일정한 전구물질과 반응하여 과산화물을 형성

한다. 환원력에서 흡광도 수치는 그 자체가 시료의 환원력을 나

타내며, 높은 환원력을 가지는 물질은 흡광도의 수치가 높게 나

타난다(41). 그 수치는 반응계에 첨가되는 시료의 특성, 시료의

추출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돌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

의 환원력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돌미나리 추출물은 농도

가 증가할수록 흡광도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돌미나

리 추출물 1,000 µg/mL 최종 농도에서 0.41 흡광도(750 nm)값을

나타내었다. 대조군으로 사용한 ascorbic acid와 BHT 모두 흡광

도 값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1,000 µg/mL 최종 농도에

서 각각 2.39, 0.90 흡광도(750 nm)값을 나타내었다. 1,000 µg/mL

의 농도에서 돌미나리 추출물은 100 µg/mL 농도에서의 ascorbic

acid와 100 µg/mL에서의 BHT의 유사한 환원력을 가졌다. 한편

Huda 등(34)은 돌미나리 methanol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환

원력이 증가함을 보고하여 본 실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항산화 반응은 reductones이 제공하는 수소원자가 free radical 사

슬을 분해함으로써 시작되면, reducing power는 첨가되는 시료의

농도변화에 따라 큰 변화를 나타내어진다. 환원력은 항산화 활성

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환원력은

항산화 활성에 대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돌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의 일반성분, 무기

질, 비타민, 유리당,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HPLC을 이

용하여 페놀 성분을 분석하였으며 DPPH, ABTS, FRAP assay 및

reducing power을 측정하여 in vitro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돌

미나리 70% 에탄올 추출물의 일반성분 함량은 수분 8.8%, 탄수

화물 44.7% 조지방 8.9%, 조단백질 9.8%, 조회분 27.8% 로 확인

되었다. 추출물의 무기질 조성을 분석한 결과 K이 10,372.9 mg/

100 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가졌고 P, Mg, Na, Ca, Mn, Zn,

Cu, Fe의 함량 순으로 나타났다. 추출물의 비타민 함량을 분석한

결과 vitamin C 21.9 mg/100 g, vitamin B1 1.2 mg/100 g, vitamin

B2 2.3 mg/100 g, vitamin B6 0.04 mg/100 g, nicotinic acid 8.3

Fig. 5. Antioxidative activities of Oenanthe javanica 70% ethanol
extracts using reducing power. a-h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Fig. 4. Antioxidative activities of Oenanthe javanica 70% ethanol
extracts using FRAP. a-hValues are mean±standard deviation (n=3),
mean in the same column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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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100 g으로 확인되었다. 추출물의 유리당 함량을 분석한 결과

glucose 2.4%, fructose 4.3%으로 나타났다. 추출물의 총 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결과 각각 88.9±0.46 mg GAE/g, 28.6±0.64

mg QE/g로 확인되었다. HPLC를 이용한 페놀성분의 분석 결과,

chlorogenic acid의 함량이 가장 높았으며 caffeic acid, catechin,

gallic acid 순으로 각각 227.1±0.62, 4.0±0.35, 1.2±0.19, 0.9±0.23

mg/g의 함량을 보였다. DPPH assay 결과, 1,000 µg/mL의 농도에

서 72.2% 소거활성을 나타났고, ABTS assay는 1,000 µg/mL의 농

도에서 66.1% 소거활성을 보였으며 FRAP assay는 1,000 µg/mL

의 농도에서 0.79 흡광도 값을 보였으며 reducing powr activity

측정결과 1,000 µg/mL의 농도에서 0.41의 흡광도 값을 나타났다.

돌미나리 추출물은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성 생리활성 성분을 함

유하고 있어 앞으로 건강식품 소재로서 그 이용가치가 높다고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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