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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antioxidant activity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Hibiscus esculentus, Cirsium

japonicum, Zizania latifolia and Kalopanax pictus for

functional food source were examined. The optimal

conditions for phenolic compounds extraction from medicinal

plants were at 50% ethanol with Hibiscus esculentus and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at 40% ethanol with

Kalopanax pictus and at 60% ethanol with Zizania latifolia.

The total phenolic contents from the extracts of medical

plants were determined to be 2.72~34.15 mg/g in the water

extracts and 2.83~34.23 mg/g in the ethanol extracts. The

electron-donating abilities (EDA) of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s were both above 74% at the low concentration of

50 μg/mL. The ABTS radical-cation decolorization was above

88% at 100 μg/mL concentration in all the extracts of

various medicinal plants. The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PF) in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s of the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extracts was 1.73 ± 0.02 PF and

1.76 ± 0.01 PF at 50 μg/mL concentration respectively, and

was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medicinal-plant extracts.

The TBARs inhibition rates of all the medicinal-plant

extracts, were above 80% at the 50 μg/mL concentration

except Hibiscus esculentus.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the

various oriental medicinal plants (Hibiscus esculentus,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Kalopanax pictus and

Zizania latifolia) that were included in this study are useful

anti-oxidant and functional-food resources.

Keywords: medicinal plants, phenolic compounds, antioxidant

activities, extracts

서 론

활성산소는 생체 내에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산화과정 중 생

성되는 물질로, 생체 내 존재하는 항산화방어계로 인해 대부

분 소멸하게 된다. 하지만, 항산화방어계의 균형이 깨지게 되

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하여 체내 여러 생체물질과 쉽게 반

응하여 체내 고분자들을 공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체내의 세

포와 조직에 비가역적인 손상, 돌연변이, 세포독성, 발암 등을

초래하고, 체외에서는 피부노화를 비롯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Cho et al., 2008b). 또한 세포손상 유발인자인 유리라디

칼은 생체내의 세포막, DNA 및 효소단백질을 손상시켜 질병

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며, 노화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lock, 1993; Feskanich et al., 2000; Halliwell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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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tteridge, 1990; Regnstrm et al., 1992; Gey et al., 1991;

Abuja and Albertini, 2001; Ames, 1989). 이러한 활성산소와

유리 라디칼을 조절하는 항산화제는 합성항산화제와 천연항산

화제로 구분된다. 합성항산화제는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나타

내기는 하지만 다량 섭취 시 여러 가지 독성을 나타낼 수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천연항산화제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ranen, 1975; Choe and Yang,

1982). 특히 약용식물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오랫동안 섭취해 온 약용 및 식품의 재료로 이용

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물자원이다. 이들 약

용식물에 존재하는 일부 성분들은 항산화 시스템에서 체내 활

성산소를 감소시켜 질병을 예방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안전하고 항산화 효과가 높은 물질을 분리 이용하려는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Cho et al., 2008a; Sa et al., 2013; Lee et

al., 2013; Park and Cho, 2014). 식물의 2차 대사산물인

phenolic compound는 여러 종류의 과일, 채소, 약초 등 천연

물에 다량 분포되어 있으며 항염증, 간독성 완화, 항종양, 동맥

경화억제, 항관절염, 항당뇨, 항암성 등과 같이 건강에 유익한

여러 가지 생리활성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Huang et al., 1992; Kang et al., 2010; Kim et al., 1998).

최근 현대인들의 식습관이 점차 변화하고, 생활수준의 향상

과 건강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라 건강

에 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면서 노화억제, 성인병 예방 및

치료 등의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천연물의 성분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해지고 있다(Shim et al., 2005). 이러한 연구 경향에

따라 세계적으로 다양한 천연 자원으로부터 생리활성을 나타

내는 물질을 탐색하는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합성물질이 아닌 식물성 천연물질에 대한 관

심이 집중되고 있다(Kim et al.,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래전부터 식용하여 오던 약용식물

중 오크라(Hibiscus esculentus), 엉컹퀴(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줄풀(Zizania latifolia), 엄나무(Kalopanax pictus)

등을 선별하여 생리활성 물질 탐색의 일환으로 항산화 효과

를 검토하여 질병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감소시켜 안전성이 확

보된 새로운 천연항산화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선정 및 추출물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약용식물은 2014년 6월 대구 소재의 시중

한약방에서 구입한 엉컹퀴(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줄풀(Zizania latifolia), 엄나무(Kalopanax pictus), 오크라

(Hibiscus esculentus)를 40 mesh로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각 시

료 추출의 최적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추출용매로 물과 ethanol

을 0~100%의 농도로 추출하여 최적 조건의 농도를 정하였다.

정해진 최적 조건의 농도에 따라 각 시료 분말 1 g을 물과

ethanol 100 mL에 침지하여 추출교반기로 24시간 동안 추출하

여 Whatman No. 1 filter paper(Advantec, Tokyo, Japan)로 여

과 후 필요에 따라 농축하여 추출물을 제조하여 시료로 사용

하였다.

Phenolic compounds 정량

Total phenolic compounds의 정량은 Folin-Denis 방법(1912)으로

측정하였으며, 시료 추출물 1 mL에 95% ethanol 1 mL와 증류

수 5 mL를 첨가하고 1 N Folin-ciocalteu reagent(JUNSEI,

Tokyo, Japan) 0.5 mL를 넣어 잘 섞어주고, 5분간 방치한 후, 종

료시약 Na2CO3 1 mL를 가한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UV Mecasys, Daejeon, Korea)로 725 nm에서 1

시간 이내에 측정하여 gallic acid를 이용한 표준곡선으로부터

양을 환산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DPPH radical에 대한 소거활성은 Blois의 방법(1958)을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 1 mL에 60 μM 1,1-diphenyl-2-
picrylhydrazyl(DPPH)(Sigma-Aldrich Co, Louis, MO, USA)

3 mL를 넣고 vortex한 후 실온에서 15분 동안 반응시킨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1-반응구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 × 100으로 계산하였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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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의 측정은 Pellegrin 등의 방법

(1998)에 의해 측정하였다. 7 mM ABTS(Sigma-Aldrich Co,

Louis, MO, USA) 5 mL와 140 mM K2S2O8 88 μL를 섞어 암

실에서 14~16시간 반응시켜 radical을 형성시켰다. 이를 absolute

ethanol과 약 1:88 비율로 섞어 734 nm에서 대조구의 흡광도 값

이 0.7 ± 0.002가 되도록 조절한 ABTS solution을 사용하였다.

시료용액 50 μL와 ABTS solution 1 mL를 혼합하여 30초간

vortex한 후 2.5분간 반응시키고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다음의 식에 의해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1-반응구

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 × 100으로 계산하였다.

Antioxidant Protention Factor(PF) 측정

PF는 Andarwulan과 Shetty의 방법(1999)으로 측정하였다. 10 mg

의 β-carotene(TCI, Tokyo, Japan)을 50 mL의 chloroform에 녹

인 용액 1 mL를 evaporator용 수기에 넣고 40oC water bath에

서 chloroform을 증류시킨 후 20 μL Linoleic acid, 184 μL

Tween 40과 50 mL H2O2를 가하여 emulsion을 만들었다. 시료

용액 100 μL에 5 mL의 emulsion용액을 혼합하여 vortex한 후

50oC에서 30분간 반응시켜 냉각시킨 후, 4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PF값은 반응구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의 비로 계

산하였다.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TBARs) 측정

TBARs는 Burge와 Aust의 방법(1978)에 따라 측정하였다. 1%

Linoleic acid(Wako, Osaka, Japan)와 1% Tween 40(JUNSEI,

Tokyo, Japan)으로 emulsion을 만들고, 시료 0.2 mL와

emulsion 0.8 mL를 섞은 후 50oC water bath에서 10시간 반응

시켰다. 반응 후 반응액 1 mL에 TBA reagent 4 mL를 가하고

15분간 중탕한 다음 10분간 냉각시켜 15분간 1,000 rpm으로

원심분리 하였다. 원심분리 한 액을 실온에서 10분간 방치 한

후 상층액을 취해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TBARs



Antioxidant Activities of Phenolic Compounds from Medicinal Plants (Hibiscus esculentus, Cirsium japonicum...  59

Curr Res Agric Life Sci (2015) 33(2): 57−63

값은 (흡광도 수치 × 0.0154)로 1 mL 반응혼합물에 대해서 생

성된 1,1,3,3- tetraethoxypropane(TEP)의 μM로 표시하였다.

TBARs에 대한 저해율(%)은 (1-반응구의 TBARs μM/대조구의

TBARs μM) × 100으로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6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7.5 for window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mean±standard

deviation)로 표시하였고 분산분석(ANOVA)과 Duncan의 다중

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시료간의

유의차를 P<0.05 수준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약용식물 추출물의 phenolic compounds 함량

식물성 식품 내에 존재하는 flavonoid류, carotenoid류, phenol

성 화합물 등은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phenol성 물질은 phenolic hydroxyl기를 가지고 있어 유해한

radical 제거 효과가 뛰어나 항암 작용, 항산화 등의 생리활성

을 가진다고 보고되어 있으며(Lee, 2007), phenol성 물질은 극

성용매에서 용해도가 높아 유기용매로 추출했을 때 추출수율

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Shin, 2003), 유기용매를 이용

한 추출물은 식품에 적용시키기 어려워 본 연구에서는 식용

이 가능한 물과 에탄올을 추출용매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오크라, 엉컹퀴, 엄나무, 줄풀 등 각 시료 추출의 용매 최적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추출용매로 물과 ethanol(10~100%)을

사용하여 ethanol 농도별 total phenolic compounds 함량을 비

교하여 Figure 1-A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오크라와 엉컹퀴는

50% ethanol extracts에서, 엄나무는 40% ethanol extracts에서,

줄풀은 60% ethanol extracts에서 가장 높은 total phenolic

compounds 함량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phenolic

compound 용출을 위한 최적 농도로 판단하였다. 최적 용매 농

도에서 약용식물 4종에 대하여 물과 ethanol 추출물의 total

phenolic compounds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1에서와 같이

, total phenolic compounds 함량은 물추출물에서 2.72~34.15 mg/

g, ethanol 추출물에서 2.83~34.23 mg/g의 용출량을 나타내었다.

각 샘플 간에는 매우 높은 phenolic compound의 함량차이를 나

타내었으며, 엄나무 물과 ethanol 추출물에서 각각 34.15 mg/g

와 34.23 mg/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오크라

ethanol 추출물은 5.65 mg/g, 엉컹퀴 water 추출물은 5.18 mg/g,

줄풀 ethanol 추출물은 2.83 mg/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Park 등

(2012)은 지유(Sanguisorba officinalis), 진피(Citrus unshiu), 천

Figure 1. The ethanol concentration on extracts of phenolic from medicinal plants. A: Hibiscus esculentus fruits, B: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C: Kalopanax pictus, D: Zizania latifolia.

Table 1. The content of total phenolic compounds from medicinal plants
extracts

Scientific names
Phenolic content(mg/g)

Water extracts Ethanol extracts

Hibiscus esculentus fruits1) 03.61 ± 0.21
a

05.65 ± 0.23
b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2)

05.18 ± 0.34
a

04.84 ± 0.30
b

Kalopanax pictus3) 34.15 ± 1.40
a

34.23 ± 4.05
a

Zizania latifolia4) 02.72 ± 0.11
a

02.83 ± 0.05
a

1)2): 50% ethanol extracts, 3): 40% ethanol extracts, 4): 60% ethanol
extracts. Mean ± standard deviation (n=6). Means with different super-
scripts (a-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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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자(Melia azedarach), 천문동(Asparagus cochinchinensis), 청

피(Citrus reticulata), 편축(Polygonum aviculare), 하고초

(Prunella vulgaris) 등의 약용작물의 물과 ethanol 추출물의 total

phenolic compound 함량을 측정한 결과 각각 1.9~31.5 mg/g 및

1.8~32.7 mg/g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샘플 간 phenolic

compound의 함량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 사용된 4종의 약용식물의 경우에도 total phenolic

compounds 함량이 2.72~34.23 mg/g으로 샘플 간 phenolic

compound의 함량 차이도 크게 나타나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phenol성 물질은 극성용매에서 용해도가 높아 유기용매

로 추출했을 때 추출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Shin,

2003), 추출용매로 ethanol을 다양한 농도로 사용하였으나 Figure

1-C에서와 같이 엄나무에서는 ethanol과 같은 유기용매가 함유

되어 있는 페놀성물질의 polarity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아

ethanol 농도별 용출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Phenolic compound 등의 전자공여체와 반응하면 phenoxy

radical을 생성하는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에 대한 소거활성은 free radical을 환원시키는 능력이 클

수록 활성 산소에 대한 높은 소거활성을 기대할 수 있다(Blois,

1958). 따라서 4종의 약용작물 추출물의 DPPH radical에 대한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서와 같이 대조구인 BHT

를 50 μg/mL 처리하였을 때 54.1%인 것에 비해 오크라, 엉컹

퀴 및 줄풀의 water 추출물과 ethanol 추출물을 50 μg/mL 처

리하였을 때 80% 이상의 높은 소거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줄

풀의 경우 water 추출물이 ethanol 추출물에 비해 100 μg/mL

이하의 저 농도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

내었다. 줄풀의 경우 water 추출물이 ethanol 추출물에 비해 상

대적으로 다소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은 추출물에 존재하

는 phenolic profile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측되며, 향후 물

질 동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되었다. Lee 등 (2002)은 천종의 ethanol 추출물이 500 ppm의

농도에서 41.84%의 DPPH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

으며, Choe 등(2008)은 250 μg/mL의 농도의 산수유, 천화분,

숙지황, 택사, 산약의 water 추출물에서 60% 이하의 낮은

DPPH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Ju 등(2006)

은 250 μg/mL의 농도에서 산사육, 결명자, 감국, 엉겅퀴, 배초

향, 오가피, 당귀의 water 추출물에서 50% 이하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이 나타났음을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와 비

교하였을 때, 본 연구에 사용된 4종의 약용작물은 50 μg/mL

의 농도에서 80% 이상의 소거능을 나타내어 DPPH radical에

대한 산화 억제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측정

일반적으로 식물에 함유된 phenolic compounds는 유해한

radical에 수소를 공여하여 radical을 제거하므로 체내 산화 억

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총 페놀 함량이 높을수록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buza, 1971).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은 친수성 및 lipophilic 물

질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potassium persulfate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ABTS + free

radical이 추출물 속에 함유된 phenolic compound와 같은 항산

화 물질에 의해 제거되어 발생하는 radical 물질의 탈색 정도

Table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extracts from medicinal plants

Sample

Inhibition activity (%) 

Water extracts Ethanol extracts

Phenolic content (µg/mL) Phenolic content (µg/mL)

50 100 150 200 50 100 150 200

Hibiscus esculentus fruits 80.7 ± 0.6
a

81.3 ± 0.5
ab

081.0 ± 0.1
a

82.7 ± 1.0
b

82.8 ± 0.5
a

083.3 ± 0.2
ab

84.0 ± 0.2
b

086.4 ± 0.1
c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79.1 ± 0.6
a

80.7 ± 0.7
b

081.2 ± 0.6
bc

81.8 ± 0.2
b

80.3 ± 0.6
a

82.2 ± 0.2
b

082.7 ± 0.6
bc

083.4 ± 0.1
c

Kalopanax pictus 80.1 ± 1.0
a

80.3 ± 0.1
a

082.1 ± 0.3
b
 82.3 ± 0.2

b
80.2 ± 0.3

a
081.9 ± 0.2

ab
82.3 ± 0.4

b
083.1 ± 0.1

c
 

Zizania latifolia 83.3 ± 0.3
a

85.4 ± 0.7
ab

086.2 ± 0.5
b

85.9 ± 0.4
b

74.1 ± 0.1
a

81.2 ± 0.1
b

95.9 ± 0.7
c

100.0 ± 0.1
d

Positive control (BHT) 54.1 ± 1.9
a

64.8 ± 0.4
b

069.1 ± 0.2
bc

75.1 ± 0.1
c

54.1 ± 1.9
a

64.8 ± 0.4
b

069.1 ± 0.2
bc

075.1 ± 0.1
c

Mean ± standard deviation (n=6).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Table 3.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of extracts from medicinal plants

Sample

Inhibition activity (%) 

Water extracts Ethanol extracts

Phenolic content (µg/mL) Phenolic content (µg/mL)

50 100 150 200 50 100 150 200

Hibiscus esculentus fruits 048.9 ± 0.6
a

089.9 ± 0.6
b

097.9 ± 0.4
c

098.2 ± 0.2
c

40.0 ± 1.0
a

091.3 ± 0.8
b

097.2 ± 0.8
bc

99.1 ± 0.2
c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065.5 ± 1.5
a

095.5 ± 0.8
b

099.4 ± 0.3
c

099.7 ± 0.3
c

63.0 ± 0.6
a

093.4 ± 0.7
b

099.3 ± 0.9
c

99.6 ± 0.7
c

Kalopanax pictus 055.7 ± 0.3
a

088.8 ± 0.9
b

099.7 ± 0.1
c

099.7 ± 0.2
c

52.9 ± 0.9
a

087.7 ± 0.2
b

099.7 ± 0.1
c

99.8 ± 0.2
c

Zizania latifolia 100.0 ± 0.1
a

100.0 ± 0.1
a

100.0 ± 0.1
a

100.0 ± 0.2
a

96.7 ± 1.0
a

100.0 ± 0.0
b

100.0 ± 0.1
b

99.9 ± 0.1
b

Positive control (BHT) 004.5 ± 1.2
a

064.1 ± 0.5
b

082.3 ± 0.7
c

085.5 ± 0.8
d

04.5 ± 1.2
a

064.1 ± 0.5
b

082.3 ± 0.7
c

85.5 ± 0.8
d

Mean ± standard deviation (n=6).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ntioxidant Activities of Phenolic Compounds from Medicinal Plants (Hibiscus esculentus, Cirsium japonicum...  61

Curr Res Agric Life Sci (2015) 33(2): 57−63

를 측정하여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는 원리이다(Pellegrin et al.,

1998). 약용작물 4종에 대한 ABTS radical 제거 효과를 측정

한 결과 Table 3에서와 같이 대조구인 BHT의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이 50 μg/mL의 첨가 농도에서 4.53%인 것

에 비해 오크라, 엉컹퀴, 엄나무, 줄풀의 water 추출물을 50 μg/

mL 처리하였을 때 모두 약 50% 이상의 더 높은 저해율을 나

타내었고, ethanol 추출물을 50 μg/mL 처리하였을 때도 역시

40% 이상의 저해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줄풀의 경우 50 μg/

mL의 저 농도 water과 ethanol 추출물에서 97% 이상의 매우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오크라, 엉컹퀴 및 줄풀도 150 μg/

mL이상의 첨가 농도에서 97% 이상의 ABTS radical 제거 효

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 사용된 4종

의 시료 모두 친수성 및 lipophilic 물질에 대해 매우 우수한

산화 억제력을 가지고 있음이 입증되었다. Park 등(2012)은 지

유, 진피, 천련자, 천문동, 청피, 편축, 하고초 등 7종의 약용

작물의 ABTS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100 μg/mL 이상

의 phenolic 농도에서 모두 90% 이상의 높은 ABTS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다는 보고와 유사하였으며, Lee 등(2012)은

한약재 복합물의 ABTS radical 소거능이 1000 μg/mL의 농도

에서 70% 이상의 소거능을 나타내었다는 결과에 비하면, 본

실험에 사용된 약용식물이 ABTS free radical에 대해 매우 우

수한 산화 억제력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radical

의 기질에 따라 선택적으로 phenolic compounds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며, 시료의 종류마다 radical 소거

능이 다소 차이가 나는 것은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phenolic

compound들의 종류에 따라 유해 radical 소거 활성이 다양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었다(Chae et al., 2012).

Antioxidant Protention Factor(PF) 측정

지질 산화과정 중 생성되는 peroxy radical과 반응하여 불활성

물질을 형성하고, free radical에 의한 연쇄반응을 중단시키는

β-carotene linoleate system으로 지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 효

과인 PF를 측정하였다(Zielinski and Kozlowska, 2000). 그 결

과 Table 4에서와 같이 오크라, 엉컹퀴, 엄나무 및 줄풀의

water 추출물 50~200 μg/mL 처리하였을 때 1.32~1.83 PF를 나

타내었고, ethanol 추출물에서는 1.39~1.82 PF를 나타내었다.

대조구로 사용된 BHT의 1.92~2.46 PF보다는 낮은 결과를 나

타내었으나 항산화의 기준으로 제시된 1.2 PF보다는 높은 수

준을 나타내었다(Andarwulan and Shetty, 1999). 이러한 결과

를 통해 오크라, 엉컹퀴, 엄나무 및 줄풀 추출물이 지용성 물

질에 대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ark

등(2012)은 지유, 진피, 천련자, 천문동, 청피, 편축, 하고초 등

7종의 약용작물의 water과 ethanol 추출물의 PF를 측정한 결

과 천문동 water 추출물의 1.2~1.7 PF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

료에서 1.0 PF 이하의 낮은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PF)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실험재료인 오크라, 엉컹퀴, 엄

나무, 줄풀 등 4종은 1.3~1.8 PF 수준의 높은 지용성물질에 대

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다.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TBARs) 측정

산화과정 중 과산화물로부터 분해되어 생성되는 저분자 화합

물인 malondialdehyde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TBARs 생성 억제율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에서

와 같다. 엉컹퀴 및 엄나무의 water 추출물과 ethanol 추출물

에서는 50 μg/mL의 저 농도에서도 94% 이상의 높은 저해율

Table 4.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PF) activities of extracts from medicinal plants

Sample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PF)

Water extracts Ethanol extracts

Phenolic content (µg/mL) Phenolic content (µg/mL)

50 100 150 200 50 100 150 200

Hibiscus esculentus fruits 1.32 ± 0.04
a
 1.40 ± 0.02

b
 1.43 ± 0.01

bc
 1.44 ± 0.02

c
 1.39 ± 0.03

a
1.41 ± 0.01

ab
1.45 ± 0.01

b
1.46 ± 0.02

b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1.73 ± 0.02
a

1.76 ± 0.01
b

1.79 ± 0.01
c

1.80 ± 0.01
c

1.76 ± 0.01
a

1.78 ± 0.01
ab

1.81 ± 0.02
b

1.82 ± 0.01
b

Kalopanax pictus 1.72 ± 0.01
a

1.74 ± 0.01
ab

1.77 ± 0.01
b

1.78 ± 0.01
b

1.75 ± 0.01
a

1.77 ± 0.01
a

1.79 ± 0.02
ab

1.80 ± 0.01
b

Zizania latifolia 1.33 ± 0.01
a

1.34 ± 0.03
a

1.37 ± 0.05
b

1.40 ± 0.02
c

1.39 ± 0.04
a

1.52 ± 0.02
b

1.71 ± 0.01
c

1.78 ± 0.01
d

Positive control (BHT) 1.92 ± 0.01
a

2.18 ± 0.01
b

2.31 ± 0.01
c

2.46 ± 0.03
d

1.92 ± 0.01
a

2.18 ± 0.01
b

2.31 ± 0.01
c

2.46 ± 0.03
d

Mean ± standard deviation (n=6).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Table 5. Inhibition rates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of extracts from medicinal plants

Sample

Inhibition activity (%) 

Water extracts Ethanol extracts

Phenolic content (µg/mL) Phenolic content (µg/mL)

50 100 150 200 50 100 150 200

Hibiscus esculentus fruits 38.6 ± 6.3
a

49.7 ± 4.0
b

57.0 ± 2.2
c

61.5 ± 1.9
d

54.2 ± 0.4
a

63.0 ± 2.9
b

69.8 ± 4.6
bc

75.9 ± 5.7
c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93.3 ± 1.9
a

94.6 ± 0.9
ab

95.2 ± 1.6
b

95.7 ± 0.9
b

95.2 ± 0.7
a

95.8 ± 1.9
a

96.6 ± 0.8
a

98.0 ± 0.3
b

Kalopanax pictus 93.9 ± 0.8
a

97.1 ± 0.8
b

97.3 ± 0.2
b

97.3 ± 1.9
b

94.5 ± 1.1
a

95.4 ± 0.9
ab

95.9 ± 1.0
ab

96.2 ± 0.1
b

Zizania latifolia 80.5 ± 9.2
a

83.4 ± 4.1
b

85.2 ± 1.0
bc

86.6 ± 3.6
c

79.7 ± 1.0
a

82.8 ± 0.6
b

85.6 ± 1.3
bc

87.0 ± 1.4
c

Positive control (BHT) 98.5 ± 0.1
a

98.8 ± 0.2
a

98.7 ± 0.2
a

98.8 ± 0.1
a

98.5 ± 0.1
a

98.8 ± 0.2
a

98.7 ± 0.2
a

98.8 ± 0.1
a

Mean ± standard deviation (n=6).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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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어 항산화 효과가 매우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오

크라의 경우 나머지 3종류의 약용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은 항산화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오크라 추출물은 첨가되는

phenolic compound에 대하여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효과가

높아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ethanol 추출물의 경우

200 μg/mL 처리에서 76%의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어 4가지 약

용작물 모두 지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 활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산화활성 등 생리활성효과는 일반적으로

식물에 함유된 phenolic compounds 함량이 높을수록 항산화

효과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Lee, 2007; Shin, 2003),

배나무 추출물(Lee et al., 2011), 지유, 진피, 천련자, 천문동,

청피, 편축, 하고초 추출물(Park et al., 2012)에서 첨가되는

phenolic compounds 함량이 높아질수록 과 항산화 효과가 높

아지는 농도의존성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결과와 비교한 결

과, 본 연구에 사용된 4종의 천연 약용식물 추출물에서도 첨

가되는 phenolic compound의 함량 증가에 따라 농도 의존적

으로 항산화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본 연구에 사용된 4가지 약용식물에 함유된

phenolic compound는 항산화 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따라서 오크라, 엉컹퀴, 엄나무 및 줄풀 등 4종의

천연 약용식물 추출물은 기존에 우리가 식용으로 이용하던 식

물로서 안전성이 확보된 새로운 천연항산화제로서의 활용가치

가 높은 자원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

탐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다면 유용한 기능성 소재로서 개

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요 약

안전한 천연물을 이용한 천연항산화제 개발 연구의 일환으로,

오크라, 엉컹퀴, 엄나무 및 줄풀 등 4종의 천연 약용식물 추

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해보았다. 추출물의 총 phenolic

compounds 함량은 오크라와 엉컹퀴는 50% ethanol, 엄나무는

40% ethanol, 줄풀은 60% ethanol에서 최대용출을 나타내었으

며, water 추출물에서 2.72~34.15 mg/g, ethanol 추출물에서

2.83~34.23 mg/g의 용출율을 나타내었다. 4종류 약용식물 water

과 ethanol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50 μg/mL의 저

농도에서 모두 74% 이상의 높은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을 측정한 결과, 4종의 약용식물

water 추출물과 ethanol 추출물 100 μg/mL의 농도에서 모두

88% 이상의 높은 저해율을 나타내었다. 지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PF)

를 측정한 결과, 엉컹퀴 water과 ethanol 추출물 50 Ïg/mL의

저 농도에서 각각 1.73과 1.76 PF로 다른 약용식물 보다 높은

항산화효과를 나타내었다. TBARs 생성 억제율을 측정한 결과

오크라를 제외한 3종의 약용식물 추출물 50 μg/mL phenolic

농도에서 80% 이상의 생성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

과에 따라 다양한 약용식물 추출물이 항산화 및 기능성 식품

소재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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