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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 has been known to possess anti-inflammatory activity and modulate
the intestinal immune system. In addition, it has traditionally been used for the treatment of water
retention in the body. In this study, the anti-aging and anti-diabetes effects of water and ethanol ex-
tracts from 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 were investigated. The activities of each extract were
measured by antioxidant tests such as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tioxidant pro-
tection factor (PF), TBARs content, and α-amylase and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assay.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found in over 50%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at 100 μg/ml, 50 μg/ml,
respectively.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thanol extract was 99.8±0.1% at 1,000 μg/ml
in water, which was highest among the ethanol extract concentrations. PFs measured with β
-carotene-linoleate model systems were in the order of ethanol (1.49 PF at 1,000 μg/ml) > ethanol (1.40
PF at 500 μg/ml) > water (1.33 PF at 1,000 μg/ml) > water (1.27 PF at 500 μg/ml). TBARs content
in ethanol extracts (1,000 μg/ml) was 0.16±0.03 μM, which was lower than that of water extracts and
other ethanol extract concentrations. The extracts also showed over 90% of α-amylase inhibition and
over 60% of α-glucosidase inhibition ratio in water (1,000 μg/ml) and ethanol extracts (100∼ 1,000 μg/ml).
These results suggest that 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 extracts could be used as a cosmetic
source and preventive agent for aging and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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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진범(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은 열독(熱毒)을 제

거하고 발한(發汗)을 유도하는 효과를 가져 한방에서는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데 사용하여 왔으며, 급성 상기도염과 급성

기관지염 그리고 가벼운 폐렴의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 되어

졌다[10]. 또한 항염증 활성과 장기면역체계를 조절하는 것으

로도 알려져 있다[9]. 이와 같이 천연식물의 높은 약리학적 활

성과 약한 독성을 이용하여 예로부터 지금까지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재 수많은 식품 소재들의 건강

증진효능 및 질병예방효과가 밝혀지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

화장품, 식품 등이 출시되고 있다[2, 11].

식물계에서 superoxide와 같은 활성산소가 광합성 과정에

서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산화적 손상을 방지하려

는 이차대사 산물을 가진다[22]. 식물의 이차대사 산물은 화합

물로서 인간의 신진대사와 생리활성을 촉진하고 개선하는 효

소 활성의 기질로서 사용되는 물질로 보고되어 이러한 식물의

이차대사 산물을 이용하여 자유라디칼 소거능 물질의 개발과

관련하여 소거물질의 탐색의 의미를 두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4]. 식물의 이차대사 산물은 유해물질의 중화, 비

만방지 및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생체방어, 면역활성, 노화 억

제 등의 생체조절기능을 가지고 있으며[16], 그 대표적인 기능

이 항산화 활성이라 할 수 있다. 항산화 활성은 대기오염 물질,

방사선조사 및 free radical을 발생 시키는 환경적인 요인과

방향족 탄화 수소류, 농약 등의 독성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현

대인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인자다. 인체가 여러 가지 부정적

환경에 노출되면 반응성이 높은 활성산소의 생성율이 높아져

생체 내에서 DNA, RNA, 단백질, 지질 등과 반응하여 세포나

조직손상으로 이어지며, 지방산화, DNA 합성 억제 등의 부작

용이 일어난다[23].

현재 우리나라의 식생활 문화의 변화에 따라 고혈압, 당뇨

병 등과 같은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으며, 당뇨병은 고질적인

만성질병으로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나라에서 많이 발

생한다[7]. 전 세계 인구의 3%가 당뇨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

며, 우리나라에서는 당뇨병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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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사인의 4위로 보고되고 있다[1]. 당뇨병은 고혈당을 특징으

로 하는 일련의 대사 질환군으로, 만성적인 고혈당은 여러 가

지 합병증을 야기 시킨다. 따라서 당뇨병에 대한 치료목표는

지속적인 이상적인 혈당을 유지하여 당뇨병성 합병증을 예방

하고 지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26]. α-glucosidase는 탄수화

물의 소화과정 마지막 단계를 촉매 하여 포도당으로 전환시키

는 효소로 이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여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

수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증가를 완화시킬 수 있다. 현재 임상

에서 사용하고 있는 혈당 강화제 약물들은 설사, 위장 장애와

같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α-amylase나 α-glucosidase

저해 물질을 찾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범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당뇨 효

과 연구를 통하여 인류건강과 관련된 의약품, 식품 및 화장품

등 여러 분야에서 천연항산화제 및 항당뇨 기능 소재로의 활

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추출

시료의 추출은 열수 및 에탄올 추출을 하였다. 열수 추출물

의 경우 시료 100 g에 증류수 10배 양을 가하여 85℃에서 3시

간 환류냉각 추출하여 상등액과 침전물을 분리하여 3회 반복

추출하였으며,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70% 에탄올을 시료 중량

의 10배 양을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침지하여 상등액과 침

전물을 분리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3회 반복 추출하였다. 각

추출물은 원심분리 및 여과, 농축 후 동결 건조하여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본 실험의 시료에 사용하였다.

시약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BHT, yeast extract, beef extract, pyruvic acid, β-carotene, α,α

-diphenyl-β-picrylhydrazyl (DPPH), pancreatin α-amylase, α

-glucosidase, ρ-nitrophenol-α-D-glucopyranoside (PNPG) 등

은 Sigma (USA)사의 특급시약을 사용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 radical에 대한 소거활성은 Blois의 방법[5]을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 1 ml에 60 μM DPPH 3 ml를 넣고

vortex한 후 15분 동안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다음 식으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

대조군의 흡광도-반응군의 흡광도
×100

대조군의 흡광도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의 측정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의 측정은 Pellegrini 등[21]의 방

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즉, 7 mM ABTS 5 ml와 140 mM

K2S2O8 88 μl를 섞어 어두운 곳에 14∼16시간 방치시킨 후,

이를 absolute ethanol과 약 1:88 비율로 섞어 734 nm에서 대조

군의 흡광도 값이 0.7±0.002가 되도록 조절한 ABTS solution을

사용하였다. 시료용액 50 μl와 ABTS solution 1 ml를 혼합하여

30초간 진탕한 후 2.5분간 반응시키고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아래의 식에 의해 라디칼 소거활성을 계산하였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반응군의 흡광도

)×100
대조군의 흡광도

β-carotene-linoleate model system을 이용한 항산화

효과 측정

Kim의 방법[17]에 따라 2 mg의 β-carotene을 10 ml의

chloroform에 녹인 용액에 linoleic acid 0.357 ml 및 tween

40 2.143 ml를 첨가한 후 40℃에서 감압 농축하여 chloroform

을 증류시킨 후 3차 증류수 75 ml를 첨가하여 진탕한 emul-

sion 용액 2.5 ml에 추출물 0.3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55℃에서

105분간 암실에서 반응시킨 다음 49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여 다음의 식으로 PF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값을

계산하였다.

PF =
반응군의 흡광도

대조군의 흡광도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측정

TBARS는 Burge와 Aust의 방법[6]에 따라 측정하였다. 1%

linoleic acid와 1% Tween 40으로 emulsion을 만들고 emul-

sion 0.8 ml와 시료 0.2 ml를 섞은 후 50℃ water bath에서

10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반응액 1 ml에 TBA reagent 2

ml를 가하고 15분간 중탕한 다음 10분간 냉각시킨 후 15분간

1,000 rpm으로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 한 액을 실온에서

10분간 방치 한 후 상등액을 취해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으며, TBARS값은 (흡광도 수치×0.0154)로 1 ml 반응혼합

물에 대해서 생성된 1,1,3,3-tetraethoxy propane (TEP)의 μM

로 표시하였다.

α-amylase 저해 활성 측정

α-amylase 저해 활성 측정은 agar diffusion 방법[15]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Plate는 5 g의 agar와 5 g의 soluble starch

를 500 ml 증류수에 녹인 후 121℃, 15분간 감압 살균하고 15

ml씩 분주하여 제조하였고, 대조군의 경우 0.8 μl의 증류수

0.2 μl의 효소(1,000 unit/ml)를 섞고 반응군는 증류수 대신

진범 추출물을 효소와 섞어 plate에 놓인 disc paper 위에 각각

분주하고 37℃에서 3일간 배양한 후 I2/KI (5 mM I2 i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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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 5 ml를 가하여 15분간 발색 후 다음의 식으로 효소 저해율

을 구하였다.

저해율(%)=(
대조군의 면적-반응군의 면적

)×100
대조군의 면적

α-glucosidase 저해 활성 측정

α-glucosidase 저해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Tibbot 등의

방법[24]에 따라 반응 혼합액은 50 mM sodium succinate buf-

fer (pH 4.2)에 ρ-nitrophenol-α-D-glucopyranoside (PNPG)를

용해시켜 1 mg/ml의 농도로 기질을 만들었다. 기질 1 ml와

효소액 0.1 ml를 혼합하고 대조구에는 증류수 0.1 ml, 반응구

에는 시료 0.1 ml을 넣어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1N-NaOH 0.1 ml를 첨가하여 발색시켰다. 이때 생성된 ρ-ni-

trophenol (PNP)은 400 nm에서 spectro- photometer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그 양은 표준물질 ρ-nitrophenol로부터 작

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구하여 다음의 식으로 저해율을 구하

였다.

저해율 (%)=(1-
반응군의 PNP 생성량

)×100
대조군의 PNP 생성량

결과 및 고찰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물인 phenol성 화

합물들은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며, 이에 따라 이화학

적 성질 및 생리적 기능도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유리 라디

칼은 생물학적 손상의 주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phe-

nol성 화합물이 단백질, 효소 단백질 및 기타 거대 분자들과

결합하는 성질을 가져, 유리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하는 항산

화 활성 등을 나타낸다고 한다[5]. 진범 추출물에 함유된 phe-

nol성 화합물의 전자공여 작용능력을 측정 하였다. 그 결과

Fig. 1과 같이 진범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은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으며, 전자공여능은 진범 추

출물의 처리 농도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내었다. 물 추출물에서는 100 μg/ml, 에탄올 추출물에서

는 5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50% 이상의 전자공여능

을 나타내어 큰방가지똥 메탄올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이

405.8±3.67 μg/ml (EC50) 이라고 보고한 Xu [25] 등의 결과에

비해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측정

ABTS free radical 소거활성은 ABTS와 potassium persul-

fate가 암소에 방치되면 ABTS
+
라디칼이 생성되어 추출물이

가지는 항산화력에 의해 radical 특유의 색이 탈색된다. 이와

같은 ABTS
+
라디칼 탈색반응에 따른 흡광도 값으로 항산화력

Fig. 1. Effect of extracts from 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
on electron donating ability. AW: 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 extracted with water, AE: Aconitum pesu-
do-laeve var. erectum extracted with ethanol. Result are

means±SD of triplicate data.

을 알 수 있으며, 이 반응은 단시간에 일어나 실험시간이 짧고

소수성과 친수성 모두에 적용 가능하여 DPPH와 달리 pH 변

화에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항산화 활

성 측정에 많이 이용된다[21]. 진범 추출물의 ABTS free radi-

cal 소거활성 역시 전자공여능 측정 결과와 같이 에탄올 추출

물이 물 추출물에 비해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내었고, 모든 추

출물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Fig. 2). 대봉감 연시 과즙과 와인의 ABTS
+˙ 라디칼 소거활성

이 처리 농도(10, 20, 40, 100 및 1,000 μg/ml)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상응하여 활성 역시 증가한다고 보고한 Joo [13] 등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울릉도산 참고비의 에탄올 추출물

100 μg/ml 처리농도에서 87.2%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이

나타났다고 보고한 Bae [3] 등의 결과에 비해 같은 처리농도의

진범 에탄올 추출물이 90.4%로 다소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내

었다.

β-carotene-linoleate model system에서의 항산화 효

과 측정

β-carotene-linoleate model system을 이용하여 대조군에

대한 시료 처리군의 흡광도 비로 antioxidnat protection factor

(PF) 값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3과 같이 물과 에탄올 추출

물 모두 5∼100 μg/ml 첨가군에서는 대조군의 흡광도와 큰

차이가 없는 1.0 PF값을 나타내었으나, 500 μg/ml 이상의 농

도로 첨가하였을 때 물 추출물에서 1.27 PF, 1.33 PF값을, 에탄

올 추출물에서는 1.40 PF, 1.49 PF로 첨가 농도에 따라 PF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충이 추출물 100 μg/ml 첨가에

서는 다소 낮은 항산화력을 나타내었으나 700 μg/ml 이상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내며 추출물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을 때 오히려 더 낮은 항산화력을 나타낸

다는 Choi [8] 등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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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extracts from 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
on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AW: 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 extracted with water, AE:

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 extracted with ethanol.

Result are means±SD of triplicate data.

Fig. 3. Effect of extracts from 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
on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AW: Aconitum pesu-
do-laeve var. erectum extracted with water, AE:

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 extracted with ethanol.

Result are means±SD of triplicate data.

었다. 추출물의 농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활성산화 인자간

의 상호 작용으로 산화반응을 촉진 시킨다는 보고[8]와 달리

진범 추출물 1,000 μg/ml 농도까지는 농도 의존적으로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내어 산화촉진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측정

지방산패도를 나타내는 TBARs값은 TBA시약과 반응하여

붉은색을 띄는 malondialdehyde (MA)의 생성량을 나타낸 것

이다[6]. 불포화 지방산이 자동산화 하는 과정 중 지방산화의

2차 산물인 MA가 생성된다. 진범 추출물의 MA생성 억제활성

을 알아본 결과 Fig. 4와 같이 대조군 0.48 μM에 비해 추출물

첨가농도 50 μg/ml 까지는 비슷한 TBARs값을 나타내었으나,

100 μg/ml 농도 처리군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대조군에 비해

Fig. 4. Effect of extracts from 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
on TBARs. AW: 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 ex-

tracted with water, AE: Aconitum pesudo-laeve var. erec-
tum extracted with ethanol. Result are means±SD of trip-

licate data.

2배 이상 낮은 TBARs값을 나타내었으며, 물 추출물 보다 에탄

올 추출물에서 더 낮은 TBARs값을 나타내었다. 생체 내에서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지질 및 당지질과 혈관에 존재하는 지질

은 산소와 결합하여 과산화류, keton류 등을 생성하여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기도 하며, 세포의 노화를 일으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12], 진범 추출물이 지방 자동 산화 과정

중 생성되는 2차 대사산물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되

어 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α-amylase 저해 활성 측정

사람이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이를 분해하기 위해 가장 먼저

작용하는 소화효소가 타액의 α-amylase와 췌장내의 α-amy-

lase로 탄수화물의 소화에 있어서 중요한 효소이다. 이 효소를

저해시킴으로서 탄수화물의 소화속도를 지연시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25]. 진범 추출물이 가지는 α-amyl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5와 같이 물 추출물에서는 500

μg/ml 이상의 농도로 처리 하였을 때 60% 이상의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물 추출물 1,000 μg/ml, 에탄올 추출물 100∼

1,000 μg/ml로 처리 하였을 때 90% 이상의 높은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Kim [15] 등은 산사 물 추출물 200 μg/ml 첨가

시 95.7%의 저해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진범 물

추출물의 α-amylase 저해활성보다 높았으며 진범 에탄올 추

출물의 α-amylase 저해 활성과 유사한 결과였다.

α-glucosidase 저해 활성 측정

소장의 brush-order membrane에 존재하는 효소인 물질에

α-glucosidase는 이당류나 다당류 형태의 탄수화물이 소화 흡

수하기 위한 상태인 단당류로 가수분해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효소의 활성을 저해시킴으로서 체내의 포도당 흡수를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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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hibition effect of extracts from 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 on α-amylase. AW: 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 extracted with water, AE: Aconitum pesu-
do-laeve var. erectum extracted with ethanol. Result are

means±SD of triplicate data.

Fig. 6. Inhibition effect of extracts from 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 on α-glucosidase. AW: Aconitum pesu-
do-laeve var. erectum extracted with water, AE:

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 extracted with ethanol.

Result are means±SD of triplicate data.

시켜 식후 혈당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저혈당의 부작용

을 일으키지 않는 큰 장점을 가질 수 있어 α-glucosidase 저해

물질의 탐색은 매우 유용하다[7, 14]. α-glucosidase 저해 효과

를 가진 물질의 연구는 아카시아 나무수피로부터 분리한

proanthocyanidin (PA)이 GTase 탄수화물 효소 활성을 억제

한다는 보고[19]와 조록나무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PA에 대

한 강한 활성을 가지는데 PA는 phenol 계통의 물질로 α

-amylase와 α-glucosidase의 활성을 저해한다는 보고가 있다

[18]. 또한 고혈당과 관련된 많은 생화학적 경로들에 의해 자유

라디칼의 생성이 증가되며, 당뇨병에서는 여러 인자들에 의해

산화 스트레스 및 조직의 산화적 손상이 증가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4]. 이에 따라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진범 추출물

의 α-glucosidase의 저해 활성을 탐색하여 혈당 조절은 물론

이차적 산화 스트레스를 막을 수 있는 기전을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Fig. 6과 같이 진범 물 추출물에서는 1,000 μg/ml로

처리하였을 때 61.2%를 나타내었으며,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100∼1,000 μg/ml의 농도에서 62.3%, 90.6%, 93.7%의 α

-glucosid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Phenol 계통 물질이 α

-amylase와 α-glucosidase의 활성을 저해 한다는 Lee [18] 등의

보고와 같이 진범 추출물 내의 phenol성 물질들 또한 위와

같은 저해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며 진범 추출물을 이

용하여 항산화 제제 및 α-amylase와 α-glucosidase 억제제를

개발 한다면 시판되고 있는 acarbose와 같은 α-glucosidase 저

해제가 가지는 부작용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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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진범(Aconitum pesudo-laeve var. erectum) 추출물의 항노화 및 항당뇨 효과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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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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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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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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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서대학교 한방화장품과학과, 2경북대학교 식품공학부, 3경북전략산업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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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당뇨 활성을 조사하였다. 물과 에탄올을 이용하여 진범을 추출하고 그 추출물이 가지는 DPPH, ABTS 라디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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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놀레이트 모델 시스템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 측정결과 500 μg/ml 이상의 농도로 첨가하였을 때 물 추출물에서

1.27 PF, 1.33 PF값을,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1.40 PF, 1.49 PF로 나타났으며, 에탄올 추출물의 농도 1,00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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