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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a species leaves have been used in traditional medicine for their anti-inflammatory, antipyretic, and 
diuretic properties. Sasa quelpaertensis Nakai is a small bamboo grass that grows only on Mt. Halla 
on Jeju Island, Republic of Korea. This small bamboo grass has recently been the focus of much atten-
tion due to its potential biomass as well as its beneficial health effects. In this study, to promote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S. quelpaertensis leaf, we established a simple preparation method for phy-
tochemical-rich extract (PRE) by comparing phytochemical contents and biological activities according 
to extraction methods.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nalysis revealed that the 
contents of two major phytochemicals such as, tricin (5.35 mg/g) and p-coumaric acid (44.10 mg/g) 
contained in PRE were higher than those in fresh hot water extract (SQH, p-coumaric 23.39 mg/g, 
tricin 0.18 mg/g) and ethanol extract (SQE, p-coumaric 10.8 mg/g, tricin 0.38 mg/g). The antioxidant 
activities [1,1-diphenyl-2-picrylhydrazy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2,2'-azino-bis-3-ethyl-
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nitric oxide (NO) scavenging ac-
tivity, and xanthine oxidase inhibitory activity] of PRE were higher than those of SQH and SQE. PRE 
effectively inhibited NO production in LSP- stimulation RAW 264.7 cells, and the growth of human 
promyelocytic leukemia (HL-60) cel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RE has a potential as a promising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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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벼과(Gramineae)에 속하는 조릿대 속(Sasa)은 작은 대나무

(dwarf bamboo)라고 불리는 다년생 식물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아시아 국가에 여러 종들이 분포하고 있다[17]. 조릿

대 속 식물의 잎은 예로부터 항염, 해열, 이뇨 효능이 있어 

민간약재로 이용되어 왔으며[2], in-vitro 및 in-vivo에서 항산

화, 항염 및 항암활성 등 다양한 건강증진 효과들이 보고 된 

바 있다[20, 22, 26]. 

제주조릿대(Sasa quelpaertensis Nakai)는 제주도 한라산 일

대에서만 서식하는 특산식물로 왕성한 생육특성으로 서식지

가 확대되고 있으며, 서식지의 생물종 다양성을 훼손하는 식

물로 알려져 있다[8]. 예로부터 어린 제주조릿대 잎은 건강 차 

소재로 이용되어 왔고,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 메스가 풍부하

기 때문에 제주조릿대 잎을 유용 생물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제주조릿대 잎 추출물은 

in-vitro 및 in-vivo 연구에서 항염, 항균, 항암, 항산화, 항당뇨, 

항비만 등의 건강증진 효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4, 5, 7, 9-11, 

14, 27]. 이러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기능성 소재로서의 제주

조릿대 추출물의 산업적 활용이 증대되고 있어 제주조릿대 

잎 가공 부산물을 최소화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조릿대 잎의 추출방법에 따른 식물화합

물의 함량과 생리활성을 비교함으로써 식물화합물 다량 함유 

추출물(phytochemical-rich extract, PRE)를 제조하여 그 특성

을 조사하였다.

재료  방법

추출물 제조

제주조릿대는 2015년 9월 제주도 한라산에서 채집하였다. 

잎 부위를 세척하고 60℃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분쇄하여 추

출 시료로 사용하였다. 열수추출물(SQH)은 시료 3 kg에 증류

수 40 l를 가한 후 90℃에서 4시간에 동안 추출하였고, 알코올

추출물(SQE)은 시료 100 g에 70% 에탄올 1 l를 가하고 24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그리고 열수추출 후 여과하여 남겨진 잔사

는 다시 60℃에서 48시간 동안 건조한 후, 건조된 잔사 2 kg을 

알코올 추출물과 동일한 조건으로 추출하였다(PRE). 각 추출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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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은 여과한 후 농축하여 동결건조기를 사용하여 건조하였

다.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은 시료에 10% Folin 시약과 2M 

Na2CO3 시약을 첨가하여 1시간 동안 반응을 시킨 후 75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tannic acid를 표준

물질로 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표준곡선에 대한 식을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19]. 

HPLC 분석 

각 추출물의 식물화합물에 대한 함량 비교는 제주조릿대 

추출물의 주성분로 알려진 p-coumaric acid와 tricin을 지표물

질로 선택하여 HPLC system (Waters Corp., Milford, MA)으

로 분석하였다[7]. HPLC system은 duel pump와 autosam-

pler, column oven 그리고 PDA 검출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330 nm (UV spectrum, 210-600 nm)에서 두 성분을 모니터링 

하였다. 컬럼은 SunfireTM C18 column (250×4.6 mm, ID; 5 

mm)을 사용하였고 이동상은 acetonitrile (A)과 1% acetic acid 

(B)을 사용하여 0.8 ml/min 유속으로 흘려주었다. 이동상 조

건은 기울기용리법을 사용하여 15% A를 40.0분 동안 42.5% 

A로 용리시키고 40.1분에 100%로 용리하여 45분 동안 흘려준 

후 다시 초기조건으로 45.1분부터 55분까지 용리시켰다. 이때 

컬럼에서 분리가 일어나는 동안 오븐 온도는 40℃를 유지시켰

다. 시료는 100 mg/ml의 농도로 DMSO/MeOH (v/v, 1/1)로 

용해하여 0.45 mm syringe filter로 여과한 후 autosampler를 

이용하여 10 ml 3회씩 주입하였다. 지표물질의 표준용액은 25, 

50, 250, 500 mg/ml의 농도로 시료와 동일한 용매조건 하에 

희석하여 제조하였고 추출물 내 각 성분의 함량은 머무름 시

간과 표준물질의 흡광도를 비교하여 계산하였다.

항산화 활성 분석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 소거활성은 시료를 

96 well plate에 100 μl씩 분주하고 0.4 mM DPPH 용액을 동량 

첨가 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 

sulphonic acid) 소거활성은 7 mM ABTS와 2.45 mM ammo-

nium persulphate를 동량 혼합하여 100 ul씩 시료에 첨가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73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Xanthine oxidase 억제 활성은 시료와 0.5 mM 

xanthine와 1 mM EDTA를 함유한 200 mM sodium phos-

phate buffer (pH7.5) 100 μl에 30 mU/ml xanthine oxidase를 

첨가하여 uric acid 생성을 유도하였고 2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NO 소거 활성은 10 mM sodium nitro-

prusside (SNP) 용액 100 μl에 시료를 첨가하고 실온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반응액과 동일한 양의 Griss 

시약을 첨가하였다. 실온에서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54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1].

세포 내 Nitric oxide (NO) 생성 억제 활성  세포독성 

RAW 264.7 세포는 한국 세포주은행(Seoul, Korea)에서 분

양 받아 사용하였다. RAW 264.7 세포를 96 well plate에 최종

농도가 3×104 cells/ml가 되도록 분주한 뒤 24시간 배양한 후 

시료를 처리한 다음, 1시간 후 LPS (200 ng/ml)를 처리하여 

18시간 배양하였다. NO 생성억제 활성은 세포배양액 100 μl와 

Griess 시약(1% sulfanilamide and 0.1% naphthylethylenedi-

amine dihydrochloride in 5% phosphoric acid) 100 μl를 혼합

하여 실온에서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세포독성은 MTT (3-(4, 5-dimethylth-

iazol-2-yl)-2, 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 방법으로 측

정하였다[4].

HL-60 세포증식 억제 활성  

HL-60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Seoul, Korea)에서 분양 받

아 사용하였다. HL-60 세포(2.5×105 cells/ml)를 96 well plate 

각 well에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시료를 처리하여 

3일간 배양하였다. 그리고 MTT 100 μl를 첨가하고 4시간 동안 

더 반응시킨 후, 원심분리로 배지를 제거한 다음, dime-

thylsulfoxide (DMSO) 150 μl를 가하여 MTT의 환원에 의해 

생성된 formazan 침전물을 용해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

통계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검증은 SPSS program 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행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고찰

추출물의 식물화합물 함량 

각 추출물의 총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여 Table 1에 나타내

었다. 그 결과 PRE는 128.1±3.4 μg/mg으로 다른 조릿대 추출

물인 SQH (113.6±0.9 μg/mg)와 SQE (106.9±0.4 μg/mg)에 비

하여 가장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각 추출물의 추출효율은 PRE, SQE, SQH가 각각 8.2, 10.3, 

11.9%로 SQH가 다른 두 추출물에 비해 가장 높은 추출효율을 

나타내었다. 

조릿대 속 식물에서 분리된 식물화합물들은 flavonoid 류, 

lignan 류, terpene 류, phenylpropanoid 류, alkene 류, organ-

ic acid 류 등이 보고되었다[6, 12, 16, 18, 24, 25]. 본 연구에서는 

제주조릿대에서 보고된 p-coumaric acid와 tricin을 지표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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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oxidant Activities of the extracts prepared from Sasa quelplaertensis leaf

Sample
Total polyphenol 

content (μg/mg)

IC50 (μg/m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Nitric oxide 

scavenging activity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Xanthine oxidase 

inhibitor activity

SQH

SQE

PRE

BHA

Quercetin 

Allopurinol

113.6±0.9
b

106.9±0.4c

128.1±3.4a

N/A

N/A

N/A

 241.6±14.1a

 343.0±12.7b

232.8±6.3a

 7.8±0.3

N/A

N/A

>1,000

574.1±31.8b

380.1±20.5a

N/A

296.3±47.9

N/A

70.8±6.4a

102.4±23.4b

 55.8±12.2a

3.0±1.0

N/A

N/A

 749.8±22.6c

 507.3±25.6b

140.6±3.7a

N/A

N/A

18.9±1.7

Each value is the average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IC50 values were calculated from regression lines using five different 

concentrations in triplicate experiments. SQH, hot water extract; SQE, 70% ethanol extract; PRE, phytochemical-rich extract; BHA, 

butylated hydroxy Anisole. N/A, not assayed.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Phytochemical 

contents(mg/g)

SQH SQE PRE

Contents %RSD Contents %RSD Contents %RSD

p-Coumaric acid

Tricin

23.39

0.18

1.30

0.91

10.84

0.38

0.65

0.94

44.10

5.35

5.70

0.16

Fig. 1. Comparison of phytochemical contents of the extracts prepared from the Sasa quelpaertensis leaf. SQH, hot water extract; 

SQE, 70% ethanol extract; PRE, phytochemical-rich extract. RT, retention time; %RSD, relative standard deviation.

로 선택하여 각 추출물로부터 조릿대 내 주요 식물화합물 성

분을 비교하기 위해 HPLC 분석을 수행하였다. 두 화합물의 

표준용액에 대한 검량선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른 상관계수

(R
2
)는 모두 0.999 이상을 나타내었다. 이 검량선들을 기준으로 

하여 두 성분의 함량을 계산한 결과 SQH, SQE 그리고 PRE 

내 p-coumaric acid는 각각 23.39, 10.84 그리고 44.10 mg/g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상대표준편차는 

1.30, 0.65 그리고 5.70%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tricin 성분

은 각각 0.18, 0.38 그리고 5.35 mg/g 함량을 보였으며 이에 

대한 상대표준편차 값은 각각 0.91, 0.94 그리고 0.16%를 나타

내었다. 이 결과로 볼 때 제주조릿대는 열수나 알코올 용매로 

추출하는 경우보다 열수 추출 후 남은 잔사를 알코올로 재추

출하는 경우에 보다 많은 식물화합물이 함유될 수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또한, PRE 추출물 내 두 성분을 제외한 미확인

된 3개의 식물화합물 성분도 다른 추출물보다 높은 함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Leenders 등[13]에 의하면 p-coumaric acid는 물용매에 녹

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p-coumaric acid는 물과 etha-

nol에 모두 용해되는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추출방법 

중 PRE에서 가장 높게 추출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조릿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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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inhibitory effect of the extracts prepared from Sasa 

quelplaertensis leaf on NO production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and their cytotoxicities

Sample
Nitric Oxide assay

IC50 (μg/ml)

MTT assay

TC50 (μg/ml)

SQH

SQE

PRE
a)

417.5±54.1b

80.3±6.3a

59.1±7.4a

>1,000

207.0±11.1

304.5±18.8

IC50 and TC50 values were calculated from regression lines using 

five different concentrations in triplicate experiments. SQH, hot 

water extract; SQE, 70% ethanol extract; PRE, phytochem-

ical-rich extract. Values 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

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The inhibitory effect of the extracts prepared from Sasa 

quelplaertensis leaf on the growth of HL-60

Concentration

(μg/ml)

Growth inhibition (%)

SQH SQE PRE

25

50

100

200

6.85±5.321

8.95±2.210

9.13±4.801

14.55±3.346

7.18±5.572

18.89±1.422

29.54±2.106

41.28±4.051

13.67±1.596

21.58±6.053

37.77±3.680

93.75±1.053

Each value is the average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SQH, hot water extract; SQE, 70% ethanol extract; PRE, phy-

tochemical-rich extract. 

시료로 열수추출을 하더라도 조릿대 잔사 시료에 여전히 많은 

양의 p-coumaric acid가 잔존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ricin

은 flavonoid류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고 이와 같은 flavonoid

류에 대한 보편적인 추출방법은 알코올이나 고온, 고압의 열

수추출로 이뤄지고 있다[23]. 하지만, 제주조릿대에 함유되어 

있는 tricin인 경우는 비교적 낮은 함량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

에 PRE는 SQH나 SQE 추출방법과 비교할 때 잔사물의 알코올 

추출방법은 제주조릿대 잎으로부터 tricin을 추출하기 위한 매

우 효과적인 추출방법임을 보여준다. 

추출물의 생리 활성  

최근 심혈관계, 노화 및 동맥경화 등에 활성산소(ROS)가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식품의 섭취를 통하여 활성산

소를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에 대한 효과가 크게 주목 받고 

있다. 활성산소는 몸 속에서 단백질, 지질, 핵산, 세포 등을 

공격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주므로 각종 심혈관 질환, 암 및 

노화를 촉진시킨다[15]. 따라서 최근에는 ROS를 제거하는 능

력인 항산화 능력을 가진 천연 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제주조릿대 잎의 추출방법에 따른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DPPH, ABTS, Nitric oxide 소거 활성과 Xanthine 

oxidase 억제 활성)을 IC50값으로 비교하였으며 Table 1과 같

다. PRE에서 DPPH 소거활성(IC50 = 232.8±6.3 μg/ml), ABTS 

소거활성(IC50 = 55.8±12.2 μg/ml), NO 소거활성(IC50 = 

380.1±20.5 μg/ml) 과 xanthine oxidase 억제 활성(IC50 = 140.6 

± 3.7 μg/ml) 모두 SQH와 SQE에서 보다 IC50값이 낮게 검출

되었다. 이는 총 폴리페놀과 식물화합물을 더 많은 양으로 함

유하고 있는 PRE에 항산화 물질들이 SQH, SQE 보다 다량으

로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식세포(Macrophage cells)는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들의 

세포구성 성분이나 면역세포에서 분비된 cytokines에 의해 활

성화되어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nitric oxide (NO), 

prostaglandin E2 (PGE2) 등과 같은 물질의 분비를 조절한다. 

NO는 활성 산소 종의 하나로, 정상적으로는 세포 내에서 세포

신호 전달을 통한 항상성 기능 조절에 관여하나, 체내 염증과

정에서는 nitric oxide synthase (iNOS)에 의해 과량의 NO가 

생성되어 주변조직의 손상을 유도하고, 만성염증을 유발한다

고 알려져 있다[3]. 따라서 LPS로 자극된 RAW 264.7 세포에서 

각 추출물의 NO 생성 억제활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포독

성이 나타나지 않는 농도에서 PRE (IC50 = 59.1±7.4 μg/ml)가  

NO 생성 억제 활성이 가장 우수하였다(Table 2). 

각 추출물의 항암활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혈액암 세포인 

HL-60세포의 세포증식 억제활성을 MTT를 사용하여 MTT 환

원에 의해 생성되는 formazan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확인하였

다. 그 결과, 각 추출물 중 SQE, PRE 처리군에서 농도 의존적

으로 세포증식 억제효과를 보였으며, 특히 PRE에서는 가장 

높은 세포증식 억제효과(IC50 = 124.9 μg/ml)를 확인 할 수 

있었다(Table 3). PRE을 처리한 경우 200 μg/ml에서 HL-60 

세포의 증식을 94%까지 억제하였다. PRE에서 HL-60 세포증

식 억제효과가 우수한 이유는 SQE에 비해 PRE가 총 폴리페놀 

함량(Table 1) 뿐만 아니라 유용한 식물화합물 함량(Fig. 1)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한라산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제주조

릿대 잎 추출물의 산업적 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출방법

에 따른 제주조릿대 추출물의 주요성분과 그 생리활성을 비교

함으로써 식물화합물 다량 함유 추출물(PRE)의 제조법을 확

립하였다. PRE는 식물화합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유효 추출

물로 항산화 및 항염소재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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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식물화합물 다량 함유 제주조릿  잎 추출물의 제조와 특성

이주엽1․고희철1․장미경2․김세재1,2* 

(1제주대학교 제주조릿대 사업단, 2제주대학교 생물학과)

조릿대 속 식물의 잎은 한의학적으로 염증, 해열, 이뇨 관련 질환 치료에 사용되어 왔다. 제주조릿대는 제주도 

한라산 일대에서만 분포되어있는 토착식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조릿대 잎 추출물의 산업적 활용 효율을 높이

기 위해 추출방법에 따른 식물화합물의 함량과 그 생리 활성을 비교함으로써 기능성이 강화된 식물화합물 다량 

함유 추출물(phytochemical-rich extract; PRE)의 제조방법을 개발하였다. PRE는 열수추출물과 알코올추출물에 비

하여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내었고, 조릿대 주요성분인 p-coumaric acid (44.10 mg/g)와 tricin (5.35 mg/g)의 

함량은 열추추출물(p-coumaric 23.39 mg/g, tricin 0.18 mg/g)과 알코올 추출물(p-coumaric 10.8 mg/g, tricin 0.38 

mg/g)에 비해 매우 높았다. RPE는 다른 추출물에 비해 총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1,1-diphenyl-2-picrylhy-

drazy (DPPH) 소거활성,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소거활성, nitric oxide 

(NO) 소거활성,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이 가장 높았다. 그리고 RPE는 LPS로 자극시킨 RAW 264.7 세포에서 

NO 생성(IC50 = 59.1μg/ml)과 혈액 암(HL-60) 세포의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PRE가 식물

화합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 및 항염소재로서 활용가치가 있음을 제시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