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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attempted to investigate antioxidant activitie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 from Rosa 
multiflora (RM) by in vitro assays measuring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2,2'-azino-di-2-ethyl-benzthiazoline sulphonat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educing 
power activity, nitric oxide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otal 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RM scavenged the DPPH radical and ABTS radical in a dose-de-
pendent manner at the concentration range from 10 to 500 μg/ml.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
ity of water extract was higher than that of ethanol extract. IC50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water and ethanol extract were 79.73 μg/ml and 145.85 μg/ml. The reducing power activity of wa-
ter extract was higher than that of ethanol extract. The nitric oxide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RM extract was similar to their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of ABTs radical scaveng-
ing activity of water and ethanol extract was 79.82 μg/ml and 159.03 μg/ml. The reducing power ac-
tivity of water extract (0.775) was higher than that of ethanol extract (0.568). Total phenolic content 
of water extract (140.74 mg/g) was higher than that of the ethanol extracts (37.83 mg/g). Total fla-
vonoid content of water extract (45.31 mg/g) was higher than that of the ethanol extracts (42.68 
mg/g). This results suggest that water extract of RM may be useful as potential antioxidant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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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노화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생체 내 여러 가지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하며 아울러 외부로부터 오는 

stress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인간은 연

령의 증가에 따른 노화현상으로서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기능이 약화됨으로써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등 여러 

가지 퇴행성 질환을 동반한다고 한다. 노화를 일으키는 직접

원인이 되는 물질로 알려진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

cies: ROS)은 정상적인 대사과정 중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부산물로 DNA 손상, 암, 심장질환, 동맥경화 등 다양한 질병

과 노화의 원인이 되고 체내에서 강력한 산화작용을 일으키는 

유해산소로 류마티스 관절염, 당뇨병, 심장병, 동맥경화, 암 

등과 같은 여러 질환의 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1, 33]. 이러한 

활성산소나 라디칼을 제거함으로써 노화를 억제하고 질병을 

예방 치료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여 활성산소종을 제거

하는데 관여하는 항산화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33]. 또한 

오랫동안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온 butylated hydroxyanisole 

(BHA)이나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등의 합성항산

화제는 장기적으로 식용할 경우 간, 신장, 위장, 순환계 등에 

독성을 초래하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보고되어 

[5, 34] 합성항산화제의 사용량이 법적으로 제한되고 있기 때

문에 천연소재를 활용한 항산화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소, 과일, 약용작물들의 식물체를 중심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좋은 항산화제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

찔레나무(Rosa multiflora Thunberg)는 장미과(Rosaceas)에 

속하고 한의학에서는 석산호로 불리고 있으며, 열매는 영실 

또는 색미자라 하여 약으로 귀하게 쓰인다. 한국, 일본을 비롯

한 동아시아지역 야산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낙엽관목이며, 

학명 중의 multiflora는 꽃이 많다는 의미이다. 찔레꽃 증류액

은 구창, 당뇨병, 심장질환을 치료하며, 잎은 찧어서 붙이면 

새살을 돋아나게 하고 상처를 아물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

한 찔레꽃은 은은한 향기와 화색으로 자연을 아름답게 꾸며주

고 인간의 심신을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하여 동양에서는 질병

치료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현대의학에

서는 그 향기와 화색을 통해 정신치료 또는 원예치료약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예로부터 다양한 음식에 꽃을 

이용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과거에 식용으로 이용되었던 전통 

화식문화를 재조명하고 다양한 꽃을 이용한 화차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최근 찔레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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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terpenoid인 tormentic acid와 그 배당체인 rosamultin이 보

고되었고[10] 찔레뿌리의 항염증 및 항산화, 찔레추출물의 세

포 형성 억제, 항염증 및 항균성 효과 등이 보고되어 있을 뿐 

찔레꽃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찔레꽃을 이용해 용매별로 추출물을 제조하고 그 추출물의 

항산화 특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찔레꽃은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야생꽃

을 채집한 것을 음건한 후 각 용매로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항산화력 측정에 사용된 시약은 1,1-Dipicryl-2- picrylhy-

drazyl, sodium nitroprusside, sulphanilamide, naphtyl-

ethylene diamine dihydrochloride, 2,2-azinobis-(3-ethylbenzo- 

6-sulphonate), potassium persulfate, potassium ferricyanide, 

TCA용액, Foline-Ciocalteau, aluminum nitrate, potassium 

acetate 등의 시약을 사용하였다.

찔 꽃 추출물의 제조

찔레꽃 50 g에 1 l의 용매(증류수, 80% 에탄올)를 각각 가하

여 열수추출의 경우 95℃에서 5시간, 에탄올추출물의 경우 상

온에서 2일간 추출하여 진공농축기로 농축하였다. 각각의 농

축물을 동결 건조시킨 후 60 mash가 되게 분쇄하여 각각 실험

할 농도로 희석해 사용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DPPH 라디칼 소거능은 Blois 법[2]을 변형하여 측정하였

다. 시료 100 μl에 1,1-Dipicryl-2- picrylhydrazyl (DPPH, 5 

mg/100 ml methanol) 100 μ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20분 반응

시킨 후 ELISA reader (VERSA, USA)를 사용하여 525 nm에서 

측정하였다. 이를 3회 반복 실험하여 얻은 결과를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Re 등의 방법[30]에 따라 7 mM ABTS [2,2-azinobis-(3-eth-

ylbenzo-6-sulphonate)] 용액 50 ml에 potassium persulfate를 

2.4 mM이 되도록 용해시켜 암실에서 12-16시간 동안 반응시

킨 후 415 nm에서 흡광도가 1.5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시킨 

ABTS 용액 120 μl에 시료 80 μl 을 가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 (VERSA, USA)를 사용하여 415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환원력 측정 

Oyaizu의 방법[27]에 따라 시료액 1 ml에 200 mM 인산 

완충액(pH 6.6) 및 1%의 potassium ferricyanide 각 1 ml를 

차례로 가한 다음 50℃의 수욕 상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여

기에 10% TCA용액을 1 ml 가하여 5,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얻은 상징액 1 ml에 증류수 및 ferric chloride 각 

1 ml를 가하여 혼합시킨 후 ELISA reader (VERSA, USA)를 

사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시료의 환원력

은 흡광도 값으로 나타내었다.

Nitic oxide (NO) 소거능 측정

Kato 등의 방법[13]에 따라 각 농도별 시료를 5 mM sodium 

nitroprusside와 혼합하여 25℃에서 150분간 방치한 후 이 반

응 혼합액을 1% sulphanilamide (in 5% phosphoric acid)와 

0.1% naphtylethylene diamine dihydrochloride를 넣어 실온

에서 10분간 방치시킨 후 ELISA reader (VERSA, USA)를 사

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

총 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7]에 따라 각 추출물 1 ml에 

Foline-Ciocalteau 시약 및 10% Na2CO3 용액을 각 1 ml씩 차례

로 가한 다음 실온에서 1시간 정치시킨 후 ELISA reader 

(VERSA, USA)를 사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를 사용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

로 분석하여 얻은 검량선으로부터 총 페놀 함량을 산출하였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oreno 등의 방법[24]에 따라 추

출물 0.5 ml에 10% aluminum nitrate 및 1 M potassium ace-

tate 각 0.1 ml, ethanol 4.3 ml를 차례로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

에서 40분간 방치시킨 후 ELISA reader (VERSA, USA)를 사

용하여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Quercetin을 표준

물질로 하여 얻은 검량선으로 부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산출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각 실험 농도 별 표준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유의성이 발견된 경

우 Tuckey's HSD test [32]에 의해 농도 간의 유의도를 분석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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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xtracts from Rosa multiflora

Conc.
(μg/ml) 

10 50 75 100 250 500 IC50¹⁾ (μg/ml)

Water 
Ethanol

4.95±1.45
2.76±1.30

30.22±1.42
14.88±2.05

*
47.03±1.33
22.78±2.40

*
60.06±0.75
34.28±0.39

*
92.53±0.09
75.79±1.35

*
92.15±0.18
90.55±0.11

*
 79.73
145.85

All values in table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Tukey’s test.

1)
The values indicate 50% decrease of DPPH radical.

Table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xtracts from Rosa multiflora

Conc.

(μg/ml) 
10 50 75 100 250 500 IC50¹⁾ (μg/ml)

Water 

Ethanol

4.44±0.17

2.63±0.46
*

22.89±0.21

14.11±0.72
*

46.98±1.05

21.00±2.49
*

55.95±1.17

31.44±0.88
*

93.54±0.05

70.11±0.81
*

92.99±0.18

87.12±0.00
*

 79.82

159.03

All values in table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Tukey’s test.

1)
The values indicate 50% decrease of ABTS radical.

결과  고찰

DPPH 라디칼 소거능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서 다양한 천연 소재로부터 항

산화 물질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는 

DPPH radical을 용매별로 관찰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찔

레 추출물의 용매 모두에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였다. 각각 10 μg/ml부터 500 μg/ml까지 측

정한 결과 열수추출물의 경우 4.95%~92.15%의 소거효과를 보

였으며, 에탄올추출물의 경우 2.76%~90.55%를 보임으로서 전

체적으로 열수추출물이 에탄올 추출물 보다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100 μg/ml의 농도에서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

출물 각각 60.06%, 34.28% 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보였으

며 300 μg/ml 이상 농도에서 80%이상의 우수한 전자 공여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im 등[17]의 민들레 잎 메탄

올 추출물에서 44.65%, Kim 등[14]의 흰 민들레 메탄올 추출물

에서 40.7% 이 전자공여능이 있다고 보고한 결과보다 현저히 

높은 결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찔레 추출물의 항산화활

성의 DPPH free radical을 50%억제 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

도(IC50)로 나타낸 결과 찔레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의 

IC50값이 각각 79.73, 145.85 μg/ml의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Lim 등[22] 돌단풍의 용매에 따른 추출물실험의 열수추출물, 

에탄올추출물은 각각 62.14, 549.86 μg/ml로 나타난 것과 비교

하면 찔레 에탄올 추출물이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Lee 등[19]의 진달래 용매별 추출물실험에서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의 IC50값이 각각 494, 257 μg/ml 인 

것과 비교해볼 때 찔레추출물이 모두 꽃 추출물에 비해 IC50값

이 높은 수치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ABTS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 활성법은 in vitro에서의 항산화능 측정

뿐만 아니라 in vivo에서도 항산화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

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23]. ABTS를 peroxidase, H2O2와 반응

시켜 활성 양이온인 ABTS free radical이 형성되면 추출물의 

항산화력에 의해 ABTS free radical이 소거되어 라디칼 특유

의 색인 청록색이 탈색되는데 이를 흡광도 수치로 나타내어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할 수 있다.  찔레추출물의 ABTS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각각 

10 μg/ml부터 500 μg/ml까지 측정한 결과 열수추출물의 경

우 4.44%~92.99%의 소거효과를 보였으며, 에탄올추출물의 경

우 2.63%~87.12%의 소거효과를 보였다. 열수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50 μg/ml에서 각각 22.89%, 14.11%로 낮게 나왔

는데 이는 Park 등[28]의 찔레 나무뿌리 추출물 실험과 비교했

을 때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80% 이상 열수 추출물에서는 70% 

이상의 radical 소거능을 확인한 것에 비해 조금 낮은 수치라

고 볼 수 있다. 용매별로 농도가 높아질수록 활성이 증가하였

는데 Hyun 등[9]의 구절초 추출물의 항산화력 측정결과와 비

슷한 결과를 보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찔레 추출물의 

ABTS를 IC50으로 나타낸 결과 열수추출물, 에탄올추출물 각각 

79.82, 159.03 μg/ml 으로 나타났다. 이는 Woo 등[35]의 국화

과 Chrysanthemum속 식물 3종의 항산화 효과실험 중 국화 에

탄올추출물의 IC50값이 320 μg/ml를 나타낸 결과와 비교해볼 

때 찔레 에탄올추출물이 ABTS radical 소거능이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환원력 

항산화 활성의 여러 가지 기작 중에서 활성 산소종 및 유리

기에 전자를 공여하는 능력을 환원력이라고 하며[31], 어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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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ducing power activity of extracts from Rosa multiflora

Conc. (μg/ml) 10 50 75 100 250 500

Water

Ethanol

0.256±0.008

0.234±0.005
*

0.305±0.006

0.256±0.011
*

0.354±0.011

0.295±0.011
*

0.406±0.001

0.383±0.020

0.575±0.003

0.476±0.004
*

0.775±0.003

0.568±0.021
*

All values in table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Tukey’s test.

Fig. 1. Nitric oxide (NO) scavenging activity of extracts from 

Rosa multiflora. All values in figure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Tukey’s 

test. 

질의 환원력은 항산화 활성에 대한 중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물질의 환원력은 항산화 능력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인자로서 

항산화제와 같이 환원력을 가진 물질은 Fe3+-cyanide 복합체

를 Fe2+-cyanide 형태로 환원시켜 푸른색을 띠게 되며[25] 항산

화 활성이 큰 물질일수록 높은 흡광도 값을 나타낸다. 용매별

로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각각 10 μg/ml부

터 500 μg/ml까지 측정한 결과 열수추출물의 경우 0.256~ 

0.775의 환원력을 보였으며, 에탄올추출물의 경우 0.234~0.568

의 환원력을 보였다.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 모두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환원력 또한 증가하였다. 두 가지 추출물 모두 

500 μg/ml에서 각각 0.775, 0.568의 환원력을 보였는데 이는 

Oh 등[26]의 등나무 꽃 추출물을 이용한 실험 1 mg/ ml에서

의 에탄올추출물 0.693 보다 높은 수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Lee 등[18]의 제비꽃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측정결과 1 mg/ml

의 농도에서 열수추출물이 0.454, 에탄올추출물 0.233으로 측

정되어 본 연구 결과가 조금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찔레 추출물이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가능

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Nitric oxide (NO) 소거능

Nitiric oxide (NO)는 생체 내에서 기질인 L-arginine이 ni-

tric oxide synthase (NOS)의 작용으로 citrulline과 함께 생성

된다. 생체 내에서 과량으로 생성된 NO는 미토콘드리아의 기

능 억제, FeS함유 효소 기능 저하, DNA 손상유발 및 각종 효소

의 작용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활성산소 중 하나이

며, 최근 염증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NO 

소거 활성을 관찰한 결과 Fig. 1과 같다. NO의 소거능은 시료

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증가되었다. 각각 10 μg/ml부터 500 

μg/ml까지 측정한 결과 열수추출물의 경우 47.09%~78.43%의 

소거효과를 보였으며, 에탄올추출물의 경우 48.02%~76.91%

의 소거효과를 보임으로써 열수추출물에서 조금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Jung 등[11]의 보고에 의하면 개망초의 각 부위별 

분획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이 농도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하였

는데 찔레 추출물 또한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찔레 추

출물 500 μg/ml의 농도에서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이 각

각 78.43%, 76.91%로 Kang 등[12]의 추출방법에 따른 쑥 추출

물의 아질산염 소거능과 비교했을 때 찔레추출물이 조금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10~1,000 μg/ml 

농도에서 Lee 등[21]의 구릿대 잎 에탄올추출물 17.24~44.24%

보다 높게 나타났다. Yu 등[36]의 오가피순 추출물의 농도를 

100, 500 및 1,000 μg/ml로 처리하였을 때 아질산염 소거능을 

비교한 실험에서 각각 3.6±4.5, 9.0±2.9 및 13.2±1.9%로 나타난 

것과 비교하면 찔레 추출물이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높은 활성을 보여줌으로써 찔레추출물

은 체내에서 아질산염과 아민반응에 의한 nitrosamine 생성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총 페놀  총 라보노이드 함량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있는 2차 대사산

물로 항산화 활성과 항암 작용을 하는 생리활성물질로 알려져 

있다[6]. 식물들의 항산화능 화합물은 주로 polyphenol 물질

들이며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기능을 한다[29]. Gallic acid를 

표준용액으로 하여 작성한 검정 곡선으로부터 찔레 추출물의 

1 mg/ml속의 총 페놀 함량의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의 경우 각각 140.74 mg/g, 37.83 

mg/g으로 열수추출물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

다. Park 등[28]의 찔레 나무뿌리 추출물 시험의 열수추출물 

57.48 mg/g인 것과 비교했을 때 찔레 열수추출물의 페놀함량

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Lee 등[20]의 동백나무 

잎과 꽃 추출물의 실험의 결과와 같이 어린잎 꽃봉오리 및 

꽃 추출물이 더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달래 

꽃 추출물의 페놀함량 측정결과[4] 24.2 mg/g에 비해 많은 

양을 함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Woo 등[35]의 향료성 

약용식물인 라벤더에는 5.4 mg/g, 카모마일에는 7.5 m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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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라늄에는 25.9 mg/g을 함유한다는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많

은 양의 페놀을 함유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플라보노이드는 천연물에서 분리된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

로 분류되기도 하며 phenolic acid에 속하는 polyphenol 물질

과 유사한 항산화 기능을 가지며, 항산화 물질들은 체내에서 

자유기의 생성과 전파를 억제하는데 참여한다. 항산화 기능과 

산화촉진인자인 금속이온과 착염을 형성하는 기능으로 인해 

free radical이나 electrophiles의 소거효과, 노화방지, 심혈관

순환계질환의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플라보

노이드가 중금속류와 킬레이트착화합물을 형성하여 금속들

이 산화촉진제로 작용하지 못하도록 하며, 또한 스스로가 항

산화제로 작용하여 이미 생산된 free radical을 없애는 radical 

scavenger로 작용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따라서 페놀 화합

물과 같이 플라보노이드 또한 식물성분의 항산화 활성의 원인 

물질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quercetin을 표준용

액으로 하여 작성한 검정곡선으로부터 찔레 추출물의 1 

mg/ml속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찔레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의 경우 각각 45.31 mg/g, 42.68 mg/g으로 Woo 등[35]의 

국화과 Chrysanthemum 속 식물 3종의 항산화 효과 실험과 비

교한 결과 국화 메탄올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16.78 

mg/g으로 찔레 에탄올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더 높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Kim 등[15]의 포공영 열수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7.80 mg/g 과 Heo 등[8]의 토종 민들레 

지상부 열수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6.55 mg/g에 비

해 현저히 높은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식품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을수록 항산화 활성이 높다는 연구 결

과[16]에 의하면 찔레는 항산화 효능을 나타내는 총 폴리페놀

과 총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천연 항산화제로 

이용가치가 높다고 사료되며 이를 이용한 다류 및 건강 보조

식품의 재료로 활용이 예상된다.

Table 4. Total phenolic contents, total flavonoid contents of 

Rosa multiflora 

Conc.

(mg/g) 
Phenol Flavonoid

Water

Ethanol

140.74±3.90

 37.83±0.74*

45.31±2.91

42.68±1.66

All values in Table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Tukey’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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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찔 꽃 추출물의 용매별 항산화 활성

여진실1․ 성식2․최정화1*

(1한국국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한국국제대학교 식품의약학과)

본 연구는 찔레의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간의 항산화 활성 비교를 위해 in vitro에서 총 페놀 및 플라보노

이드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DPPH, ABTS, NO radical 소거능 및 환원력을 10~500 μg/ml의 농도에서 실험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열수추출물(4.95~92.15%)과 에탄올추출물(2.76~90.55%)이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높아졌으며 열수추출물이 더 높은 소거능을 보였다. ABTS radical 소거능을 비교한 결과 열수추출물

(4.44~92.99%)이 에탄올추출물(2.63~87.12%)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환원력은 열수추출

물(0.256~0.775)이 에탄올추출물(0.234~0.568)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그리고 농도 의존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보였으며, NO radical 소거능을 비교한 결과 열수추출물이 에탄올추출물보다 조금 높은 활성을 보였고 농도 

의존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찔레추출물의 항산화력의 IC50값을 비교한 결과 DPPH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에서 각각 열수추출물에서 79.73, 79.82 μg/ml으로 나타났고, 에탄올추출물의 경우 145.85, 

159.03 μg/ml로 나타났다. 총 페놀함량은 열수추출물에서 140.74 mg/g, 에탄올추출물에서 37.83 mg/g 플라보노

이드 함량은 열수추출물에서 45.31 mg/g, 에탄올추출물에서 42.68 mg/g로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 열수추출물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찔레꽃 추출물은 항산화 효능을 나타내는 실험들에서 모두 높은 수치를 나타내어 천

연 항산화제로 이용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