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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investigated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Spirodela polyrhiza (SP) 
through in vitro assays. The total phenolic contents of SP water and ethanol extracts were 52.75-293.4 
and 60.12-398.4 mg/g, respectively. The total flavonoid content of SP ethanol extract (38.25-159.4 
mg/g) was higher than that of SP water extract (38.25-67.75 mg/g).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SP scavenged the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and 2,2'-azino-di-2-ethyl-benzo-
thia-zoline sulfonate (ABTS) radical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the concentration range of 100–
2,500 μg/ml.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SP ethanol extract (2.87%-59.5%) was higher 
than that of the water extract (4.12%-81.52%). The IC50s of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were 2,100 and 1,034 μg/ml respectively.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
tivities of SP water and ethanol extracts were 8.30%-83.16% and 13.11%-8.34% respectively. The IC50s 
of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P water and ethanol extracts were 798.7 and 457.1 μg/ml, 
respectively. The reducing power activities of SP water and ethanol extracts were 0.055-1.122 and 
0.140-1.428, respectively (500-4,000 μg/ml). The soybean lipoxygenase (SLO) radical scavenging activ-
ities of SP water and ethanol extracts were 157.7%-168.0% and 148.0%-169.4%, respectively. These re-
sults suggest that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s of SP may be useful as a potential antioxi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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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급속한 경제 성장은 인간의 평균수명을 증가시켰으며, 삶의 

질의 향상과 함께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특히 노화의 

원인이 되는 인자들에 대한 관심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노화와 함께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들은 다양하게 존재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생체 내에서 생리활성 과정 중에 생성되

기도 하고, 오염물질이나 바이러스 등에 노출되거나 약물, 스

트레스 등의 요인에 의하여 생성되기도 하는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화학적인 활성이 매우 높아

서 주위에 있는 생체분자인 세포막을 이루는 지질이나 단백질 

등에 반응함으로써 이들 생체분자를 공격하여 정상적인 기능

을 차단하게 된다[1]. 결국 활성산소종은 산화스트레스를 일으

키고 이에 따라 DNA 손상, 암, 파킨슨병,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및 염증반응 등 여러 질병과 노화를 일으키게 된다[2]. 

이에 따라 인간의 체내에는 활성산소종을 조절할 수 있는 방

어계를 가지고 있어 생체 내 제어가 가능하나 활성산소종이 

과다하게 생성되거나 항산화시스템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노

화 및 여러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3]. 그러므로 생체 내 노화 

및 질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산화시스템의 조절은 중요하게 

작용되어진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이러한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항산화시스템의 효과적인 조절을 위해 생리활

성물질 탐색을 부작용이 적은 천연소재에서 찾고자 수많은 

연구들이 되어오고 있다[4-6]. 

 부평초(Lemnae Herba)는 개구리밥과에 속하는 일년생 부

유성 수생식물로 식물체는 잎처럼 넓은 도란형을 가지고 있으

며 논이나 연못의 물위에 2~6개씩 모여 특이한 번식방법을 

가지고 군생하며 우리나라에는 전국적으로 자생하고 있다. 또

한 이는 수면에 떠 있는 작은 풀로 개구리밥의 전초를 부평초

라고도 한다. 부평초의 생리활성 성분으로는 개구리밥의 전초

에 flavonoid, anthocyanin 및 tannin 등이 있으며[7], sterol의 

campesterol, ß-sitosterol, flavones-O-glycoside의 apige-

nin-7-O-ß-D-glucoside, luteolin-7-O-ß-D-glucoside 등이 함유

되어 있다고 보고 되었다[8, 9]. 또한 엽록소, 초산칼륨 및 염화

칼륨 등의 성분도 알려져 있는 데, 이는 한방작용으로 강심작

용과 해혈작용 효과와 함께 면역 및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 최근에는 수련과의 여러해살이 수생식물인 

연잎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및 마름의 열매로 한해살이풀로서 

연못 등에 자라는 능실 추출물 및 그 분획물이 노화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11-1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생리활성 성분이 있음에도 불



Journal of Life Science 2017, Vol. 27. No. 2 181

구하고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지지 않은 수생식물의 일종인 

부평초 또한 항산화 효능이 있는 천연식물로서의 활용가능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평초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

하여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고 항산화 효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부평초는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에서 

재배 된 것을 사용하였다. 부평초 추출물은 부평초를 세척 후 

잘게 자른 다음 건조하여 각 용매에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항

산화력 측정에 사용한 시약은 1,1-dipicryl-2-picrylhydrazyl, 

2.2-azinobis-(3-ethylbenzo-6-sulphonate), potassium persul-

fate, potassium ferricyanide, TCA 용액, Folin-Ciocalteu, alu-

minum nitrate, potassium acetate, soybean lipoxygenase 등

의 시약을 사용하였다.

부평  추출물의 제조

부평초의 열수추출물은 부평초 50 g의 원료무게 대비 20배

의 물 1 l를 가한 후 95℃에서 5시간 추출하였고, 부평초의 

에탄올 추출물은 부평초 50 g의 원료무게 대비 20배의 80%의 

에탄올을 1 l를 가한 후 상온에서 3일간 추출하여, 각각의 추출

액을 진공농축기(EYELA, Japan)로 10 brix가 될 때까지 농축

하였다. 각각의 농축액은 동결 건조시킨 후 60 mesh가 되게 

분쇄하여 각각 실험할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총 페놀 함량

총 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12]에 따라 각 추출물 1 ml에 

Folin-Ciocalteu 시약 및 10% Na2CO3용액을 각 1 ml씩 차례로 

가한 다음 실온에서 1시간 정치시킨 후 ELISA reader (VERSA, 

USA)를 사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

질로 gallic acid를 사용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얻은 검량선으로부터 총 페놀 함량을 산출하였다.

총 라보노이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oreno 등의 방법[15]에 따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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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te를 각 0.1 ml, ethanol 4.3 ml를 차례로 가하여 혼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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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하여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Quercetin을 표

준물질로 하여 얻은 검량선으로부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산출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DPPH radical 소거능은 Blois 법[16]을 변형하여 측정하였

다. 각각의 농도 별 시료 1 ml에 1,1-dipicryl-2-picrylhydrazyl 

(DPPH, 5 mg/100 ml methanol) 2 m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10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 (VERSA, USA)를 사용하여 

525 nm에서 측정하였다. 이를 3회 반복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

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전자공여능(%)＝(1－
시료첨가군의 흡광도

) ×100
무첨가군의 흡광도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Re 등의 방법[17]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7 mM ABTS 

[2,2-azinobis-(3-ethylbenzo-6-sulphonate)] 용액 50 ml에 po-

tassium persulfate를 2.4 mM이 되도록 용해시켜 암실에서 

12-16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15 nm에서 흡광도가 1.5가 되도

록 증류수로 희석시킨 ABTS 용액 3 ml에 시료 0.5 ml을 가한 

후 ELISA reader (VERSA, USA)를 사용하여 415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으며 이를 3회 반복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라디칼 소거능(%) ＝(1－
시료첨가군의 흡광도

) ×100
무첨가군의 흡광도   

환원력 측정

Oyaizu의 방법[18]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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가하여 5,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얻은 상층액 1 ml에 증류수 및 0.1%의 ferric chlor-

ide 각 1 ml를 가하여 혼합시킨 후 ELISA reader (VERSA, 

USA)를 사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시료

의 환원력은 흡광도 값으로 나타내었다.

Soybean lipoxygenase activity

Koshihara 등의 방법[19]에 따라 부평초 추출물을 측정하였

다. 시료 20 μl를 0.1 M Tris-HCI buffer에 잘 혼합하여 20 μl 

soybean lipoxygenase를 첨가하여 25℃에서 5분 동안 반응시

킨 후 50 μl linoleic acid solution을 첨가하여 234 nm에서 3분 

동안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활성도는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흡광도에 대한 sample 흡광도의 감소를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 결과들은 3회 반복 측정하여 평균값±표준

편차로 나타내었으며,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

cal Package for Science, version 18,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각 실험 농도 별 표준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유의성이 발견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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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phenolic contents (A)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B) of extracts from Spirodela polyrhiza. All values in Figure are 

mean±standard deviation.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Tukey’s test.

Table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xtracts from Spirodela polyrhiza

Conc.

(μg/ml)
100 250 500 750 1,000 2,500

IC50
1) 

(μg/ml)

Water

Ethanol

Ascorbic acid

 2.87±0.12
c

 4.12±0.35b

53.83±0.03a

6.31±0.66c

10.49±0.13b

94.68±0.01a

13.03±0.45c

21.44±0.32b

94.75±0.03a

14.56±0.07c

35.18±0.90b

94.87±0.03a

26.09±0.87c

48.32±1.00b

94.75±0.0 a

59.50±0.16c

81.52±0.96b

94.81±0.06a

2100

1034

92.88

All values in Table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a-cValues with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1)The values indicate 50% decrease of DPPH radical.

우 Tukey’s HSD test [20]에 의해 농도 간의 유의성을 분석하

였다. 

결과  고찰

총 페놀  라보노이드 함량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특히 식

물의 고유의 색깔을 띄게하며, 식품의 떫은맛과 쓴맛과 같은 

특유한 맛을 내기도 한다[21]. 이러한 페놀성 물질은 최근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작용, 항암작용과 같은 생리활성

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22]. 또한 이러한 페놀성 물질인 플

라보노이드도 생체 내에서 활성산소의 생성 및 전파를 억제하

는데 관여하여 free radical이나 electrophiles의 소거효과와 함

께 노화방지에 대한 효능을 나타내었다[23]. 따라서 총 페놀함

량 및 페놀성 화합물인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측정은 free radi-

cal을 소거하는 항산화 활성도에 중요한 인자로 작용할 수 있

다. 부평초의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의 농도, 100 μg/ml

부터 2500 μg/ml에서 총 페놀함량의 조사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열수추출물은 각 농도에서 52.75~293.4 mg/g, 에탄올추

출물은 60.12~398.4 mg/g으로 에탄올추출물의 모든 농도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페놀함량이 관찰되어졌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경우 열수추출물은 38.25~67.75 mg/g, 에탄올추출물

은 38.25~159.4 mg/g으로 250 µg/ml의 농도에서부터 열수추

출물에 비해 에탄올추출물에서 유의적으로 높은 플라보노이

드 함량이 측정되어졌다. Lee 등[24]의 연구의 연구에 의하면 

부평초와 같은 수생식물의 한 종류인 연잎은 열수추출물에서 

0.088 mg/ml,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0.761 mg/ml로 연잎 

또한 열수추출물에 비해 에탄올추출물에서 더 높은 페놀함량

을 나타내었다. Heo 등[25] 또한 수생식물인 홍련꽃과 잎의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에서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을 측정하였는 데, 열수추출물에 비해 에탄올추출물에서 높게 

나타났다. Kim 등[3]은 여러 자생식물 가운데 개구리밥의 메

탄올 추출물로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관찰하였는데, 

각각 146.05 mg/g, 63.27 mg/g으로 본 실험결과와 유사한 범

위 안에 있었으며, 다른 수생식물이 비해 다소 높은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부평초는 높은 

항산화 효능을 나타내리라 사료된다.  

DPPH radical 소거능

DPPH는 짙은 보라색을 띄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

서 항산화 성분과 반응하게 되면 보라색이 무색으로 변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항산화 활성을 쉽게 검증 가능하므

로 다양한 천연소재로부터 항산화 물질의 전자공여능을 측정

하는데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다[23]. 부평초 추출물을 용매별

로 DPPH radical 소거능을 관찰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양성대조군으로는 수용성 항산화제로 알려진 ascorbic acid가 

사용되었다(Table 1). 부평초 열수추출물 및 에탄올추출물 모

두에서 농도가 증가할수록 DPPH radical 소거능이 증가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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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xtracts from Spirodela polyrhiza

Conc.

(μg/ml)
100 250 500 750 1,000 2,500

IC50
1) 

(μg/ml)

Water

Ethanol

α-tocopherol

 8.30±0.17c

13.11±0.31b

60.64±5.22a

20.42±0.51c

29.73±0.43b

92.32±3.21a

41.27±1.73c

54.69±0.95b

92.68±2.73a

46.95±0.81c

73.65±0.99b

92.44±2.65a

73.01±0.52c

83.73±0.07b

92.33±1.63a

83.16±0.09c

80.34±0.05b

91.34±2.11a

798.7

457.1

82.45

All values in Table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a-cValues with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1)The values indicate 50% decrease of ABTS radical. 

Table 3. Reducing power activity of extracts from Spirodela polyrhiza

Conc.

(μg/ml)
500 750 1,000 2,500 3,000 4,000

Water

Ethanol

Ascorbic acid

0.055±0.002
c

0.140±0.004b

0.798±0.01a

0.073±0.001c

0.271±0.007b

1.811±0.01a

0.220±0.001c

0.568±0.006b

2.507±0.01a

0.687±0.002c

0.818±0.008b

2.963±0.02a

0.857±0.006c

1.049±0.004b

2.977±0.03a

1.122±0.001c

1.428±0.006b

2.989±0.02a

All values in Table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a-cValues with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다. 열수추출물의 경우는 각각의 농도, 100 μg/ml부터 2,500 

μg/ml에서 2.87%~59.5%의 소거효과를 보였으며. 에탄올 추

출물의 경우 4.12%~81.52%의 소거능으로 열수추출물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2,500 μg/ml의 

농도에서 부평초의 에탄올추출물은 양성대조군으로 사용 된 

ascorbic acid의 소거능과 유사하게 높은 활성을 보였다. 또한 

DPPH radical을 50% 억제 하는데 필요한 부평초의 농도, IC50

에서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이 각각 2,100 μg/ml, 1034 

μg/ml로 약 2배 정도 에탄올추출물이 높은 활성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Kwon 등[26]의 연구에서는 여러 수생관속

식물의 메탄올추출물에서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

과 이삭물수세미는 40% 이상, 마름은 70% 이상의 활성을 나타

내었던 반면 가래과에 속하는 식물들은 10%에 미치지 못하는 

활성도를 나타내었다. 다른 수생식물들과 비교하여 부평초는 

비교적 높은 DPP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는 결과로 미루어 

우수한 활성효과를 가진다고 사료된다. 또한 Park과 Lee [27]

의 보고에서와 같이 페놀성 물질의 함유량이 증가되어 질수 

록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진다는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 

ABTS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은 potassium persulfate와의 반응으로 생성된 

peroxide radical 의 ABTS가 항산화성 물질에 의해 제거되면

서 청록색이 탈색되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항산화능의 차이에 

의해 청록색이 탈색되는 정도를 흡광도 수치로 나타낸다. 

DPPH radical 소거능의 경우에는 유리라디칼이 소거되어지

는 것을 이용하는 반면, ABTS radical 소거능은 양이온인 라디

칼이 소거되어지는 것을 이용한다[28]. 부평초의 용매별 추출

물의 ABTS radical 소거능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양성대조군으로는 지용성 항산화제로 알려진 α-토코페롤이 

사용되었다(Table 2). 부평초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을 

각각 100 μg/ml부터 2,500 μg/ml까지 측정한 결과 열수추출

물의 경우, 100 μg/ml부터 2,500 μg/ml의 농도범위에서 8.30 

%~83.16%의 소거효과를 보였으며.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13.11%~80.34%의 소거능으로 열수추출물에 비해 1,000 μg/ 

ml의 농도까지 유의적으로 더 높은 활성이 나타났다. 2,500 

μg/ml의 농도범위에서는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 모두 α-토코

페롤의 소거능과 같이 높은 소거능을 보였다. 또한 IC50은 열수

추출물 및 에탄올추출물에서 각각 798.7 μg/ml, 457.1 μg/ml

으로 나타났다. Park 등[29]의 연구에 의하면 수생식물의 연꽃 

뿌리의 95% 에탄올 추출물에서 ABTS radical 소거능을 측정

한 결과,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ascorbic acid 만큼 소거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 연구에서 연꽃 뿌리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 radical 소거에 관여하였으리라는 보고와 같이 본 실험

에 사용된 부평초 또한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등의 성분이 

ABTS radical 소거능에 탁월하게 작용하였으리라 기대된다.

환원력

활성산소 및 유리기에 전자를 공여하는 능력을 환원력이라 

하는데, 이는 ferricferricyanide (Fe3+) 혼합물이 수소를 공여하

여 유리라디칼을 ferrous (Fe2+)의 안정된 상태로 전환한다[30]. 

부평초의 용매별 추출물로 이러한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양성대조군으로는 수용성 항산화제로 알려진 

ascorbic acid가 사용되었다(Table 3). 부평초 열수추출물과 에

탄올추출물을 각각 500 μg/ml부터 4,000 μg/ml까지 측정한 

결과 열수추출물에 경우, 0.055~1.122의 환원력을 보였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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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oybean lipoxygenase (SLO) scavenging activity of ex-

tracts from Spirodela polyrhiza. All values in Figure are 

mean±standard deviation.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Tukey’s test.

탄올추출물의 경우 0.140~1.428의 환원력을 나타내었다. 환원

력의 경우, DPPH, ABTS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었던 농도인 

열수추출물, 100 μg/ml 및 250 μg/ml에서 환원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에탄올추출물에서는 250 μg/ml에서만이 0.015정도

의 환원력을 나타내었다(data not shown). Jeong 등[31]의 연

구에 의하면 부평초와 같이 수생식물인 백련잎과 뿌리, 그리

고 홍련잎과 뿌리의 부탄올 분획물에서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

었다고 보고한 결과는 본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주변의 습지나 강변 혹은 밭가에 자생하는 소리쟁이 추

출물은 tannin, flavonoid 및 emodin, anthraquinone 등과 같

은 페놀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환원력을 나타내었는데[32], 본 

연구에 사용된 부평초의 성분인 tannin 및 여러 flavonoid, an-

thocyanin 성분들 또한 이러한 환원력에 기여하였으리라 사료

된다. 

Soybean lipoxygenase activity

부평초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미루어, 부평초가 항염증의 

기능에도 관여하는 지 관찰하기 위하여 피부 트러블, 알레르

기 및 아토피와 같은 염증성 피부질환을 유발시켜 피부 노화

를 촉진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는 soybean lipoxygenase activ-

ity (SLO)을 측정하였다[33]. SLO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부평초 열수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을 각각 100 

μg/ml부터 2,500 μg/ml까지 측정한 결과 열수추출물에 경우 

157.7~168.0%의 SLO 저해 활성이 보였고, 에탄올추출물의 경

우 148.0~169.4%의 항염증 효과를 보였다. Jang 등[32]의 연구

에 의하면 초피나무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은 500 μg/ml 농도

에서 10~50% 정도의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었고, 앞서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우리는 조릿대 추출물에서 500 μg/ml의 농도에

서 80~100%의 소거능을 관찰하였다[23]. 본 연구의 부평초 추

출물의 농도, 500 μg/ml에서는 열수추출물에서 163.5%, 에탄

올추출물에서 152.3%을 나타낸 것으로 미루어 다른 식물들에 

비해 보다 높은 항염증 효과가 기대되어지며, 부평초는 항산

화 기능과 더불어 항염증에 관여할 수 천연 식물소재로서 활

용가치가 있음이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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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부평  추출물의 페놀  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항산화 활성

송원 ․최정화*

(한국국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본 연구에서는 부평초의 열수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간의 항산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100~2,500 μg/ml의 부

평초의 농도를 이용하여 in vitro 실험으로 관찰하였다. 먼저 부평초 추출물을 농도별로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 열수추출물에서 52.75~293.4 mg/g 그리고 에탄올추출물에서 60.12~398.4 mg/g의 함량이 관찰되었고, 플라

보노이드 함량에서는 열수추출물(38.25~67.75 mg/g)에 비해 에탄올추출물(38.25~159.4 mg/g)에서 유의적으로 높

게 나타났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열수추출물(2.87~59.5%)과 에탄올추출물(4.12~81.52%)으로 농도 의존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에탄올추출물은 열수추출물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높은 소거능이 관찰되어졌다. ABTS 

radical 소거능을 비교한 결과는 열수추출물에서 8.30~83.16%, 에탄올추출물에서 13.11~80.34%로 농도 의존적인 

높은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다. 부평초 추출물의 IC50값을 비교한 결과 DPPH, ABTS radical에서 각각 열수추출물

의 경우, 2,100 μg/ml, 798.7 μg/ml으로 나타났고, 에탄올추출물의 경우에는 1,034 μg/ml, 457.1 μg/ml으로 나타

났다. 환원력은 500~4,000 μg/ml의 농도에서 관찰되어 졌는데, 열수추출물에서 0.055~1.122, 에탄올 추출물에서 

0.140~1.428로 농도가 증가될수록 높은 활성을 보였으며, 에탄올추출물이 열수추출물에 비해 유의적으로 더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항염증 효능을 관찰하기 위한 SLO를 측정한 결과는 열수추출물에서 157.7~168.0% 그

리고 에탄올추출물에서 148.0~169.4%의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부평초의 용매에 따른 추출

물은 항산화 효과에 뛰어난 활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항염증에도 관여할 수 있음이 사료되어지며, 항산화 효능

에 대한 천연식물소재로서의 이용가치가 기대되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