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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antioxidative activity of solvent (water, 50% ethanol, and 
100% ethanol) extracts from five kinds of medicinal herbs 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SB, Paeonia lacti-
flora Pall.; PA, Salvia miltiorrhiza Bunge; SM, Phellinus linteus; PH, Morus alba L.; MA). The total content 
of phenolic compounds was highest in the 50% ethanol extract from PH (280.05 mg/g), the 100% etha-
nol extract from PH (308.88 mg/g), and the water extract from SM (80.27 mg/g). The total content 
of flavonoids was highest in the 50% ethanol extract from SB (62.71 mg/ml), the 100% ethanol extract 
from SB (64.59 mg/ml), and the water extract from SM (35.85 mg/ml). ACE inhibitory activity only 
occurred in the water extracts, and it was highest in the water extract from SB (45.33%). Cholesterol 
adsorption activity was higher in the SB and PA extracts than in the other extracts. In water extracts, 
SM showed the highest antioxidative activity. Among the 50% and 100% ethanol extracts, DPPH radi-
cal scavenging activity and FRAP were highest in the PH extract,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
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PA extracts. Seven types of compositions were prepared with differ-
ent mixing ratios of 0.2 to 2.0 from relatively high-activity medicinal herbs, such as PH, SM and PA. 
The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mpound contents of the compositions were 50.53-61.96 and 
16.91-33.81 mg/ml, respectively. Cholesterol adsorption activity was 46.27-7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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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식생활의 서구화 및 외식문화의 발달

로 인해 고단백, 고지방 등 동물성 식품의 섭취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며, 이에 따른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뇌혈관질환 

등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28]. 이러

한 심혈관계질환은 고콜레스테롤혈증, 흡연 및 고혈압 등이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27].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

지질, 유리지방산 등은 혈액 중 지용성 물질로서 인체 에너지

의 주요 공급원이며, 주요 구성 성분으로 작용하지만 순환기

계 질환의 주요 위험요인일 뿐 아니라 대식세포에서 생성된 

자유 라디칼, 내피세포의 lipoxygenase 및 과산화지질에 의하

여 쉽게 반응을 일으켜 체내 과산화지질을 축적함으로써 생체

기능이 저하되어 순환기계질환 및 노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41]. 따라서 체내 항산화 작용을 지니며 체내 

지질 대사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천연소재와 이들이 함유하고 

있는 2차 대사산물 및 다양한 생리활성[21]에 대한 관심과 관

련 연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랫동안 식품으로 이용하거나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치료 및 예방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900여종

의 약용식물[16]은 체내에서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소재

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이들 약용식물들은 민간요법이나 한

약재로 과거로부터 사용되어 온 경험을 통해 인체에 대한 안

전성이 검증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생리활성 규명과 관련한 

과학적인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고 이들을 이용한 음료 및 가

공식품의 개발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8]. 

본 연구에서는 혈중 지질 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음료 개발

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문헌조사를 통해 고지혈증 및 심혈

관계 질환의 개선과 관련해 활성이 있는 황금, 작약, 단삼, 상

황버섯 및 뽕잎을 선별하였다. 5종의 선별된 소재 중 황금은 

꿀풀과(Labiatae) 속썩은풀(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의 뿌

리로서 주피를 제거 하거나 뿌리 그 자체를 한약으로 사용하

고 있으며[15], 한방에서 여러가지 한약 복합처방으로 토혈, 

비혈, 신경통, 고혈압, 피부질환, 열성질환, 정신불안 등의 치

료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7]. 작약(Paeonia lactiflora Pall.)은 

함박꽃이라고도 하며 미나리아재비과(Ranunculaceae) 또는 

작약과(Paeoniaeae)에 속하는 다년생 숙근초본으로 중국, 한

국, 일본, 미국, 남아메리카, 유럽 등지에 분포하며, 주로 진통, 

진경, 진해, 부인병, 고혈압 및 염증 치료제로 널리 이용해 왔

다[36]. 단삼(Salvia miltiorrhiza Bunge)은 꿀풀과(Laviatae)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한방에서는 생리불순, 생리통, 어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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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복부동통, 피부발진 등의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40]. 상황

버섯(Phellinus linteus)은 분류학적으로 소나무 비늘 버섯과 진

흙버섯속(Phellinus)에 속하며, 뽕나무와 활엽수의 줄기에 자

생하는 버섯으로 초기에는 노란 진흙덩이가 뭉친 것 같은 형

태로 자란다[2]. 상황버섯의 약리적 효능으로는 항산화 작용, 

항돌연변이, 항암작용 및 혈당,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감소

시킨다는 보고가 있다[13]. 뽕나무(Morus alba L.)는 낙엽활엽 

관목으로 우리나라 전국 각지뿐만 아니라, 열대지역에서 온대

지역까지 걸쳐 널리 분포하는 뽕나무과(Moraceae)에 속하는 

식물자원이며 뽕잎에는 식물성 스테롤이 다량으로 존재하여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저하작용, HDL-콜레스테롤의 

증가 및 항산화 작용 등의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5]. 

선별된 소재 각각의 물, 50% 및 100% 주정 추출물을 제조하

여 용매별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콜레스테롤 흡착활성 및 

ACE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저해활성을 검증하였

다. 이들 중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약용식물 3종을 0.2~2.0의 

비율로 혼합해 조성물 7종을 제조한 후 상호 혼합에 의한 활성

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재료  방법

추출물  조성물의 제조 

논문(NDSL)과 특허(kissipris)를 중심으로 고지혈증 및 심

혈관계 질환의 활성이 우수한 소재를 검색한 결과를 기준으로 

선별된 황금, 작약, 단삼, 상황버섯 및 뽕잎은 건조된 상태의 

것을 국내산임을 확인한 후 진주시내 한약재 도매상을 통하여 

구입하였다. 물, 50% 주정 및 100% 주정을 추출용매로 하여 

각각의 약용식물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물과 50% 주정 추출물

은 건조된 시료의 무게 대비 20배의 물을 가하여 70℃에서 

3시간 가열하였고, 100% 주정 추출물은 동일한 비율로 용매를 

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방치하여 추출하였다. 각각의 추출물

은 여과한 후 여액을 동결건조 하거나 회전식진공농축기를 

이용하여 용매를 모두 제거한 후 분말화하여 시료로 사용하였

다. 

각각의 약용식물 추출물에 대한 활성 검증결과를 통해 상대

적으로 활성이 우수한 3종의 소재를 선별하였고, 이들 각각의 

물 추출물 분말을 무게비로 0.2~2.0의 비율로 혼합한 후 모두 

일정한 농도가 되도록 7종의 조성물을 제조하였으며 이 때의 

혼합비는 Table 9와 같다. 

추출 수율  가용성 고형분 함량

추출 수율은 여과 후 용매를 모두 제거한 각각의 추출물의 

무게를 추출 전 시료의 무게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나타내

었다. 

가용성 고형분은 추출 후 여과한 시료액을 일정량 취하여 

자동굴절계(PR-201 α, Atago, Tokyo, Japan)로 3회 반복 측정

하였다. 

총 페놀화합물 정량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은 페놀성 물질인 phosphomolybdic 

acid와 반응하여 청색을 나타내는 원리로 Foiln-Denis 방법

[11]을 이용하였다. 시료액 2 ml에 Foline-Ciocalteau 시약

(Sigma Co. Ltd., St. Louis, MO, USA) 1 ml를 넣고 3분 후 

10% Na2CO3 (Daejung, Siheung, Korea) 용액 1 ml씩을 가한 

후 혼합하여 실온의 암실에서 1시간 정치한 다음 분광광도계

(Libra S 35, Biochrom, Cambridge, England)로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 (Sigma Co. Ltd.)

를 사용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얻은 검량선으

로부터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을 계산하였다. 

총 라보노이드 화합물 정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은 Moreno 등[33]의 방법에 따라 

시료액 1 ml에 10% aluminum nitrate 0.2 ml, 1 M potassium 

acetate 0.2 ml 및 80% ethanol 4.1 ml를 차례로 가한 후 혼합하

여 실온의 암실에서 40분간 정치한 다음 분광광도계를 이용하

여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Quercetin (Sigma Co. 

Ltd.)을 표준물질로 하여 얻은 검량선으로부터 총 플라보노이

드 함량을 계산하였다. 

콜 스테롤 흡착능 

콜레스테롤 흡착능은 Soh 등[37]의 방법을 응용하여 콜레

스테롤 kit시약(AM 202-k, Asan Pharm., Seoul, Korea)으로 

측정하였다. 시료액 1 ml에 콜레스테롤(300 mg/dl) 50 μl를 

가하여 25℃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0.1 M hexadecyl-trime-

thylammonium bromide (Sigma Co. Ltd.) 50 μl를 첨가하여 

25,000 ×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시켰다. 상층액 200 μl에 효소

액 1.5 ml을 가해 혼합한 후 37℃에서 5분간 반응시킨 다음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시료 무첨가구에 대한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 비로서 콜레스테롤 흡착활성(%)을 나

타내었다.

Angiotensin I converting enzyme (ACE) 해활성 

ACE 저해활성 측정은 Cushman과 Cheung [9]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50 mM sodium borate buffer (pH 8.3) 

20 ml에 1 g의 rabbit lung acetone powder (Sigma Co. Ltd.)를 

첨가하여 4℃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한 후, 10분간 원심분리

(4℃, 5,000 × g)하여 ACE 조효소액을 얻었다. 시료 50 μl에 

ACE 조효소액 50 μl를 가한 다음 37℃에서 10분간 예비 반응

시킨 후, 25 mM hippuryl-histidyl-leucine (HHL, Sigma Co. 

Ltd.) 100 μl를 첨가하여 37℃에서 60분간 반응시켰다. 1 M 

HCl 250 μ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후, ethyl acetat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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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traction yield and soluble solid content of medicinal herbs extract with different extract solvent 

  Items                     Samples
Extraction solvent

Water 50% EtOH 100% EtOH

Yield

(%)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Paeonia lactiflora Pall.

Salvia miltiorrhiza Bunge

Phellinus linteus

Morus alba L.

24.27

8.47

20.93

2.40

8.59

23.34

14.05

31.53

2.66

7.94

1.49

1.76

1.17

2.35

1.95

Soluble solid 

content (brix°)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Paeonia lactiflora Pall.

Salvia miltiorrhiza Bunge

Phellinus linteus

Morus alba L.

3.27±0.06
aD

1.13±0.06aB

3.60±0.00aE

0.40±0.10aA

2.27±0.06aC

17.40±0.00bA

18.03±0.06bD

19.67±0.06bE

17.30±0.10bA

17.77±0.12bB

19.83±0.15cA

19.83±0.06cA

19.67±0.06cA

20.33±0.06cB

20.20±0.10cB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n=3.
a-e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olv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ml를 가해 30초간 교반한 다음 원심분리(4℃, 5,000 × g, 10 

min)하여 상등액 1 ml를 얻었다. 이 상등액을 80℃에서 1시간 

동안 완전히 건조시킨 후 증류수 1 ml를 넣어 충분히 교반한 

다음 22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CE 저해활성은 시

료 무첨가구에 대한 시료 첨가구의 흡광도비로 계산하여 %로 

나타내었다.

1,1-diphenyl-2-picryhdrazyl (DPPH) 라디칼 소거활성

Blois의 방법[4]을 변형하여 DPPH 라디칼 소거활성에 의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에탄올로 1.5×10-4 M 농도가 되도

록 조절한 DPPH용액 100 μl에 농도별 약용식물 추출액 100 

μl를 가하고 10초간 균질화 시킨 다음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한 

후 분광광도계로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음성대조

군은 시료대신에 증류수 100 μl를 가하여 동일하게 실험하였

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시료첨가군에 대한 음성대조군

의 흡광도 비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라디칼 소거활성

7 mM의 ABTS 용액에 potassium persulfate를 2.4 mM이 

되도록 용해시켜 암실에서 12~16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415 

nm에서 흡광도 값이 1.5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이 

용액 100 μl에 농도별 약용식물 추출액을 100 μl 가하여 실온에

서 5분간 반응시킨 후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시료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비로 나타내었다.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FRAP에 의한 항산화 활성의 측정은 환원력을 이용한 방법

으로 Benzie와 Strain방법[3]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Reaction 

solution은 300 mM acetate buffer (pH 3.6), 40 mM HCl에 

녹인 10 mM 2,4,6-tris(2-pyridyl)-s-triazine (TPTZ) 및 20 mM 

iron(Ⅲ) chloride를 10:1:1로 혼합하되 실험직전에 만들어 사

용하였다. 시료액 40 μl, 증류수 40 μl, reaction solution 100 

μl를 차례로 혼합하여 37℃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593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FeSO4·7H2O를 사용하여 환원력

을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하였으며 실험으로부

터 얻은 결과는 SPSS 18.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치는 실험군당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였다. 

결과  고찰

약용식물 추출물의 수율  가용성 고형분 함량 

약용식물 5종 각각의 추출수율 및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모든 시료 추출물에서 100% 

주정 추출물의 수율이 가장 낮아 1.17~2.35%에 불과하였다. 

시료에 따라 50% 주정 추출물과 물 추출물의 수율은 서로 상

이하였는데, 황금의 경우 각각 23.34%와 24.27%로 수율이 유

사한 범위였으나 작약 추출물의 경우 50% 주정 추출물에서 

수율이 14.05%인 것에 반해 물 추출물에서는 8.47%로 수율이 

더 낮았다. 단삼도 유사한 경향으로 50% 주정 추출물의 수율

은 31.53%로 물 추출물(20.93%)보다 수율이 더 높았고, 뽕잎은 

물 추출물의 수율이 8.59%로 50% 주정 추출물(7.94%)보다 더 

높았다.

Kim 등[22]은 다류 소재로 이용되는 생약재 물 추출물의 

수율은 1.38~42.80%의 범위로 시료 간에 차이가 크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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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tal phenolic compounds contents of medicinal herbs extract with different solvent (mg/ml)

Samples
Extraction solvent

Water 50% EtOH 100% EtOH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Paeonia lactiflora Pall.

Salvia miltiorrhiza Bunge

Phellinus linteus

Morus alba L.

22.54±0.11
aA

46.46±0.16aC

80.27±0.27bE

40.63±0.32aB

59.74±0.07bD

 96.69±0.20bC

 87.39±0.4bB

 73.41±0.11aA

280.05±4.40bD

 74.71±0.19cA

222.92±0.42cD

155.86±1.89cC

109.25±0.38cB

306.88±0.44cE

 51.04±0.20aA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n=3.
a-e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solv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Total flavonoid compounds contents of medicinal herbs extract with different solvent (mg/ml)

Samples
Extraction solvent

Water 50% EtOH 100% EtOH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Paeonia lactiflora Pall.

Salvia miltiorrhiza Bunge

Phellinus linteus

Morus alba L.

 9.87±0.43
aB

 7.78±0.11aA

35.83±1.70bE

14.15±0.99bC

26.66±0.67bD

62.71±0.37bD

14.45±0.44cA

45.76±0.57cC

45.91±0.92cC

40.51±0.85cB

64.59±0.56cD

12.90±0.36bB

25.13±2.51aC

 9.81±2.45aA

 9.47±0.75aA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n=3.
a-e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solv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하였으며, Ju 등[14]은 추출수율은 추출용매와 시료와의 비율, 

추출용매의 종류, 추출온도 및 시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16종의 한약재 추출물의 수율은 2.29~36.49%로 

가장 낮은 오가피를 제외한 모든 시료가 산업적 활용이 가능

하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비교해 볼 때 본 연구 사용된 시료 

중 상황버섯을 제외한 시료들의 물 및 50% 주정추출물은 상업

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물 추출물에서는 0.40~3.60 brix°였는

데, 주정 추출물에서 월등히 더 높았다. 50% 주정 추출물의 

경우 단삼이 19.67 brix°로 가용성 고형분 함량이 가장 높았고, 

여타 시료는 17.30~18.03 brix°의 범위였다. 100% 주정 추출물

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50% 주정 추출물보다 더 높았으며 

19.67~20.33 brix°로 시료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약용식물 추출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

물의 하나로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는데[32], phe-

nolic hydroxy기가 단백질 등과 결합하고 강한 환원력을 지님

으로써 라디칼을 소거하여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며[17], 항균, 

항암 등의 생리 기능을 가지므로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을 

위해 식품이나 의료 등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16].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약용식물 5종의 용매별 추출물 중 총 

페놀화합물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물 추출물 

중에서는 단삼 추출물에서 가장 함량이 높아 80.27 mg/ml이

었고, 다음으로 뽕잎 추출물에서 59.74 mg/ml로 그 함량이 

높았으며, 황금 추출물에서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은 22.54 

mg/ml에 불과하였다. 주정 추출물들에서는 그 함량이 월등

히 높았는데, 뽕잎을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50% 주정 추출물

에 비해 100% 주정 추출물에서 함량이 더 높았다. 뽕잎 추출물

의 경우 50% 주정 추출물에서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은 74.71 

mg/ml이었는데, 100% 주정 추출물에서는 51.04 mg/ml로 그 

함량이 더 낮았다. 상황버섯의 경우 타 시료에 비해 주정 추출

물에서 함량이 월등히 높아 50% 주정 추출물에서는 280.05 

mg/ml, 100% 주정 추출물에서는 306.88 mg/ml로 정량되었

다. 

부평초 추출물의 페놀화합물 함량을 분석한 Song 등[38]은 

모든 농도에서 물 추출물에 비해 에탄올 추출물에서 페놀화합

물의 함량이 더 높다고 하였으며, Kang 등[17]은 쑥의 건조방

법뿐만 아니라 추출용매 중의 에탄올 비율에 따라서 총 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상이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의 결과

에서도 재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추출용매 

중의 주정농도가 높을수록 추출물의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이 

더 높았다.

약용식물 추출물의 총 라보노이드 화합물 함량

5종 약용식물의 용매별 추출물 중 총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함량은 Table 3과 같다. 총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함량은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과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50% 주정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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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CE inhibitory activities of medicinal herbs extract with different solvent (%)

Samples
Extraction solvent

Water 50% EtOH 100% EtOH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Paeonia lactiflora Pall.

Salvia miltiorrhiza Bunge

Phellinus linteus

Morus alba L.

45.33±0.19
C

32.55±0.41B

8.62±0.41A

32.03±2.81B

34.58±1.90B

-

-

-

-

-

-

-

-

-

-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n=3.

Concentration of tested each sample was 10 mg/ml.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solv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Cholesterol adsorption capacity of medicinal herbs extract with different solvent (%)

Samples
Extraction solvent

Water 50% EtOH 100% EtOH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Paeonia lactiflora Pall.

Salvia miltiorrhiza Bunge

Phellinus linteus

Morus alba L.

 8.87±1.57
aA

76.47±0.36aD

26.62±0.76cB

46.18±1.33aC

45.30±0.66cC

79.80±0.20bD

79.16±0.53bD

22.01±0.40bB

66.96±2.68bC

16.70±1.47bA

86.22±0.51cE

82.19±0.44cD

20.14±1.26aB

66.02±1.09bC

 2.28±1.23aA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n=3.

Concentration of tested each sample was 2 mg/ml.
a-e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solv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에서 함량이 더 높아 14.45~62.71 mg/ml의 범위였다. 물 추출

물 중에서는 단삼 추출물에서 35.83 mg/ml로 가장 높은 함량

이었으며, 다음으로 뽕잎 추출물에서 26.66 mg/ml로 함량이 

높았고, 황금과 작약 추출물에서는 10 mg/ml 미만으로 정량 

되었다. 황금의 경우 50% 주정 추출물과 100% 주정 추출물 

간의 함량 차이가 미미하였으며, 상황버섯이나 뽕잎 추출물의 

경우 50% 주정 추출물에서는 각각 45.91 mg/ml과 40.51 

mg/ml이 함유되어 있었으나 100% 주정 추출물에서는 각각 

9.81 mg/ml과 9.47 mg/ml로 50% 주정추출물에 비해 약 21% 

정도로 함량이 낮았다. 

Kim 등[20]은 자생식물과 생약자원 추출물의 총 페놀화합

물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비교해 본 결과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이 높을 때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반드시 높은 값은 가지

는 것도 아니며 반대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을 때 총 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반드시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

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이와 동일한 경향으로 총 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함량이 서로 일치하는 경향

은 아니었다. 

플라보노이드는 기질의 산화, 활성산소의 소거 및 산화적 

스트레스를 막는 역할을 함으로써 노화방지, 암 및 심장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효과가 있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31].

약용식물 추출물의 ACE 해활성

고혈압이 발생하는 기작에서 renin-angiotensin system은 

혈압조절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ACE는 angiotensin 

I으로부터 angiotensin II를 합성하는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관여하는 효소이다[16]. Angiotensin II는 혈관을 수축시키며, 

부신에서 알도스테론의 유리를 촉진시켜 체내 수분 보유량을 

많게 하여 결과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13]. 

ACE 활성을 저해하는 것은 혈압상승을 억제하는 지표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ACE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고혈압을 직접적

으로 억제할 수 있다[16]. 이러한 ACE의 저해인자로는 저분자 

peptide들과 그 유도체들, 녹차에 존재하는 catechin과 메밀의 

rutin같은 polyphenol 성분들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10].

약용식물 5종의 물, 50% 및 100% 주정 추출물을 동일한 

농도로 만들어 ACE 저해활성을 평가한 결과(Table 4) 물 추출

물에서만 활성이 확인되었다. 황금 추출물의 활성이 가장 높

아 45.33%였고, 다음으로 뽕잎 추출물이 34.58%로 활성이 높

았으며, 작약과 상황버섯 추출물의 활성은 유사한 범위였다. 

단삼 추출물의 활성이 가장 낮아 8.62%에 불과하였다.

Choi 등[7]은 5 mg/ml 농도에서 황금의 상온 물 추출물은 

32.3%, 열처리 물 추출물에서는 14.1%의 ACE 저해활성을 보

였다고 보고한 바 있다. 10 mg/ml 농도에서 32종 생약재의 

물 및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ACE 저해활성을 살펴 본 Do 등

[10]은 물 추출물에서만 ACE 활성을 확인하였으며, 파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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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edicinal herbs extract with different solvent (%)

Extraction

solvent
Samples

Concentration (μg/g)

125 250 500 1,000

Water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Paeonia lactiflora Pall.

Salvia miltiorrhiza Bunge

Phellinus linteus

Morus alba L.

 1.35±1.44aA

28.82±0.58aD

44.10±1.81aE

21.07±0.57aC

13.92±0.78aB

 6.39±0.74bA

51.39±1.83bD

76.12±2.94bE

37.61±1.14bC

29.32±0.96bB

 9.86±0.32cA

73.03±1.23cD

79.73±0.17cE

56.93±3.38cC

41.71±0.53cB

 16.41±0.86dA

 76.30±0.07dD

 81.23±0.58cE

 71.50±0.82dC

 36.65±0.54cB

50% EtOH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Paeonia lactiflora Pall.

Salvia miltiorrhiza Bunge

Phellinus linteus

Morus alba L.

32.60±3.52aB

52.09±0.92aC

31.61±3.02aB

77.88±0.27aD

19.92±0.46aA

50.44±2.13bB

77.71±1.57bC

55.47±5.77bB

81.60±0.17bC

34.51±3.63bA

74.28±1.23dB

79.64±0.71cC

73.66±0.31cB

83.92±0.22cD

53.53±2.16cA

 74.04±0.41dB

 80.01±1.04cD

 75.80±0.97cC

 89.15±0.44eE

 56.41±0.48dA

100% EtOH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Paeonia lactiflora Pall.

Salvia miltiorrhiza Bunge

Phellinus linteus 

Morus alba L.

64.33±3.85aC

65.56±2.73aC

39.89±0.97aB

82.86±1.17aD

19.63±2.56aA

89.66±0.74bD

82.39±0.92bC

63.15±0.84bB

89.26±0.53bD

27.49±2.38bA

96.51±0.13cD

89.41±0.94cC

83.66±1.17dB

99.28±0.79cE

66.51±2.79cA

100.59±1.29dCD

 93.47±0.39dB

 71.14±0.40cA

104.64±0.26dD

 94.65±4.92dC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n=3.
a-e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sampl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추출물에서 65.2%로 가장 높은 억제율을 나타내었고 소목과 

죽엽을 제외한 나머지 생약재에서는 30% 이하의 ACE저해율

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약용식물 추출물의 콜 스테롤 흡착능

약용식물 용매별 추출물을 대상으로 콜레스테롤 흡착활성

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시료마다 추출용매에 따른 

활성이 서로 상이하였는데 황금과 상황버섯의 경우 물 추출물

의 활성은 각각 8.87% 및 46.18%로 물 추출물의 활성이 가장 

낮았으나 50% 주정 추출물에서는 각각 79.80% 및 66.96%, 

100% 주정 추출물에서는 각각 86.22% 및 66.02%의 높은 활성

을 나타내었다. 이와는 상반되게 뽕잎의 경우 물 추출물에서 

45.30%로 가장 활성이 높은데 반해 50% 주정 추출물에서는 

16.70%, 100% 주정 추출물은 2.28%로 활성이 낮았다. 단삼은 

추출물간의 활성 차이가 크지 않아 물 추출물의 활성은 

26.62%였고, 100% 주정 추출물의 활성은 20.14%였다. 작약의 

경우 물 추출물에서는 76.47%, 50% 주정 추출물에서는 79.16 

%, 100% 주정 추출물은 82.19%로 모든 추출물에서 고루 활성

이 높았다.

식물류에 함유된 일부 영양소, 식이섬유 및 피토케미컬은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 고추씨 에탄올 추출물의 콜레스테롤 흡착능을 연구한 

Song 등[39]은 고추씨의 식이섬유소 및 생리활성 물질인 fla-

vonoids, phenolics, quercetin, luteolin 및 capsaicinoids 등이 

콜레스테롤 흡착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는데, 

본 연구의 약용식물 추출물의 활성도 함유되어 있는 fla-

vonoid, phenolics 등 생리활성 물질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

다. 황금 및 상황버섯의 주정 추출물, 작약의 물 및 주정 추출

물은 60% 이상의 콜레스테롤 흡착능을 보여 이들 추출물을 

인체에 적용시킬 경우 체내 지질수준의 감소에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용식물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불안정한 유리기에 환원기능을 가

진 proton ion을 제공하여 안정화 되도록 유도하는 기능으로 

생체 내에서 발생하는 불안정하고 유해한 유리기를 안정화시

키는 역할을 하므로 미지의 특정물질이 생체의 생리작용 혹은 

산화작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hydroxyl radical 혹은 super-

oxide radical 등을 제거하는 항산화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되

는 지표로 높은 값일수록 항산화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한다

[20].

125~1,000 μg/ml 농도 범위에서 각각의 약용식물 추출물을 

시료로 하여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평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가장 시료의 농도가 낮은 125 μg/ml 농도에서는 

물 추출물 중 단삼 추출물이 44.10%로 가장 활성이 높았고, 

주정 추출물에서는 상황버섯 추출물의 활성이 높아 77% 이상

이었다. 시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도 증가하여 250 

μg/ml 농도의 황금, 작약, 상황버섯 100% 주정 추출물은 

82.39~89.66%의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500 μg/ml 농도에

서는 물 추출물 중에서도 작약과 단삼 추출물이 각각 73.03%

와 79.73%로 활성이 높았고, 50%와 100% 주정 추출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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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medicinal herbs extract with different solvent (%)

Extraction 

solvent
Samples

Concentration (μg/g)

125 250 500 1,000

Water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Paeonia lactiflora Pall.

Salvia miltiorrhiza Bunge

Phellinus linteus

Morus alba L.

22.14±2.05aA

89.22±1.16aD

97.73±0.27aE

52.91±3.00aB

80.43±0.80aC

36.76±1.93bA

98.72±0.02bC

98.31±0.04bC

93.12±1.92bB

99.32±0.26bC

 55.13±1.68cA

 98.71±0.01bB

 98.10±0.04bB

 98.61±0.03cB

100.10±0.11bcC

 83.75±1.66dA

 98.89±0.07bBC

 98.26±0.09bB

 98.69±0.14cBC

100.00±0.27bcC

50% EtOH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Paeonia lactiflora Pall.

Salvia miltiorrhiza Bunge

Phellinus linteus

Morus alba L.

90.82±1.55aA

99.06±0.08aD

96.20±0.69aC

98.68±0.72aD

92.46±0.74aB

96.93±0.03bA

99.09±0.08aE

98.31±0.07bD

97.44±0.15aB

98.01±0.04bC

 96.15±0.08bA

 99.08±0.07aB

 98.21±0.03bB

 98.06±1.63aB

 98.33±0.05bB

 95.99±0.05bA

 99.17±0.14aB

 98.31±0.02bB

 98.49±2.50aB

 98.44±0.14bB

100% EtOH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Paeonia lactiflora Pall.

Salvia miltiorrhiza Bunge

Phellinus linteus 

Morus alba L.

98.05±0.17aC

98.79±0.08aC

85.66±0.94aB

97.64±0.79abC

33.87±1.44aA

98.05±0.34aB

98.92±0.08aB

97.79±0.03bB

97.58±0.75abB

54.22±2.50bA

 96.53±0.57aB

 98.97±0.11aC

 95.43±0.81bB

 98.81±1.96bC

 76.21±1.13cA

 96.96±1.05aB

 98.97±0.17aB

 98.08±0.90bB

 96.75±0.18abB

 91.06±2.59dA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n=3.
a-e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sampl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는 뽕잎 추출물을 제외한 모든 시료가 73.66~99.28%의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작약, 단삼, 상황버섯의 경우 물 추출물이

나 주정 추출물들 모두에서 고루 활성이 높은데 반해 황금의 

경우 물 추출물에서는 활성이 극히 낮아 최고 농도에서도 활

성은 16.41%였다. 

Park 등[35]은 8종의 한약재 물 및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능을 비교해 본 결과 감초, 대추, 작약에 있어서는 물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가 높으며, 황기, 국화, 구기자, 당귀, 천궁에 있어

서는 에탄올 추출물의 효과가 더 높아 한약재 종류와 추출용

매에 따라서 항산화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한 바 있

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동일한 경향이었다. 

약용식물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potassium persulfate와의 반응으

로 생성된 peroxide radical 성격의 ABTS가 항산화성 물질에 

의해 제거되면서 청록색이 탈색되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항산

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의 경우 

유리 라디칼이 소거되어지는 것을 이용하는 반면, 양이온 라

디칼이 소거되어지는 원리를 이용한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법

이다[34].

농도별 약용식물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을 평가

한 결과(Table 7)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는 다소 상이한 경

향을 나타내었으며, 활성의 절대 값도 더 높아 가장 낮은 농도

인 125 μg/ml 농도에서 물 추출물은 22.14~97.73%, 50% 주정 

추출물은 90.82~98.68%로 활성이 높았고, 100% 주정 추출물

의 활성도 33.87~98.79%의 범위였다. 시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도 증가하여 1,000 μg/ml 농도에서 활성은 

83.75~100%의 범위였다. 물 추출물 중에서는 황금의 활성이 

가장 낮아 최고 농도에서도 활성은 83.75%였고, 100% 주정 

추출물 중에서는 뽕잎 추출물의 활성이 가장 낮아 

33.87~91.06%의 범위였다. 50% 주정 추출물에서는 모든 시료

가 가장 낮은 농도에서도 90% 이상으로 활성이 높았다. 

Lee 등[32]은 생약재 11종을 대상으로 동일한 시료 추출물

의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을 비교한 결과 ABTS 라디

칼 소거활성이 더 우수하였는데, 생약재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시료의 페놀 화합물 함량에 관계없이 우수하기 때문이

며, 라디칼의 종류에 따른 활성의 차이도 크다고 보고하였는

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이었다.

약용식물 추출물의 FRAP 

FRAP법은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법과는 

다른 메커니즘의 항산화 측정법으로 시료가 Fe3+을 Fe2+로 환

원 시킬 때 Fe2+가 나타내는 흡광도를 측정하여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며, 대부분의 항산화제가 환원력을 가지고 있

다는 점에 착안하여 고안된 방법이다[3].

농도별 약용식물 용매별 추출물의 FRAP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추출물 모두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도 

증가하였으며, 물 추출물의 경우 500 μg/ml 농도에서 

14.69~608.27 μM의 범위로 시료에 따른 활성의 차이가 매우 

컸는데, 단삼 추출물의 활성이 가장 높았다. 100% 주정 추출물

의 경우 가장 낮은 농도인 125 μg/ml 농도에서 뽕잎 추출물이 

6.15 μM로 가장 활성이 낮았고, 여타 시료에서는 1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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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RAP of medicinal herbs extract with different solvent (FeSO4·7H2O eq μM)

Extraction 

solvent
Samples

Concentration (μg/g)

125 250 500 1,000

Water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Paeonia lactiflora Pall.

Salvia miltiorrhiza Bunge

Phellinus linteus

Morus alba L.

-

 82.31±2.14
aC

160.14±1.52aD

 41.23±1.12aA

 67.36±1.69aB

-

169.48±2.42
bC

323.81±5.06bD

 90.20±0.92bA

140.68±3.45bB

 14.69±1.28aA

346.94±1.60cD

608.27±4.89cE

192.65±2.99cB

265.79±3.86cC

  45.72±2.30bA

 656.68±11.09dD

 970.93±5.52dE

 380.32±3.76dB

 489.14±5.18dC

50% EtOH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Paeonia lactiflora Pall.

Salvia miltiorrhiza Bunge

Phellinus linteus

Morus alba L.

105.91±5.80
aA

181.14±3.75aC

146.19±2.87aB

395.05±6.06aD

 99.84±0.99aA

201.08±2.30bA

342.99±5.33bC

287.94±3.98bB

678.77±8.29bD

192.10±3.45bA

437.62±4.66cB

634.27±9.68cD

556.05±10.73cC

954.00±1.09cE

346.95±4.06cA

 769.90±6.94dA

 939.88±11.03dC

 950.95±4.29dB

 967.53±4.58dD

 592.31±4.73dA

100% EtOH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Paeonia lactiflora Pall.

Salvia miltiorrhiza Bunge

Phellinus linteus 

Morus alba L.

174.78±4.18
aC

207.81±1.86aD

129.72±0.85aB

368.15±5.39aE

  6.15±0.57aA

340.16±5.60bC

396.31±4.51bD

256.00±5.90bB

631.91±0.07bE

 18.47±4.25bA

651.91±2.85cC

163.37±1.93cD

490.26±7.87cB

962.54±8.16cE

 39.55±2.49cA

 961.66±5.87dD

 946.60±3.46eC

 905.86±7.21eB

1023.25±5.28dE

 105.26±5.42dA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n=3.
a-e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D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sampl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9. Mix ration for preparing a composition from the se-

lected medicinal herbs water extract

Sample 

code

Mixing ratio (%)

Phellinus 

linteus

Paeonia lactiflora 

Pall.

Salvia miltiorrhiza 

Bunge

A

B

C

D

E

F

G

1

0.5

0.5

0.5

0.2

0.2

0.5

1

1.5

1

0.5

0.8

2

2

1

1

1.5

2

2

0.8

0.5

368.15 μM로 활성이 높았다. 50% 주정 추출물의 경우 여타 

추출물에 비해 활성이 높으며, 최고 농도인 1,000 μg/ml 농도

에서는 592.31~967.53 μM의 범위였고, 50% 및 100% 주정 추

출물에서는 상황버섯의 환원력이 가장 높았다.

식물성 원료들의 환원력은 총 페놀화합물 함량에 의존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6], 본 연구 결과에서도 총 페놀화합물

이 높았던 단삼 물 추출물 및 상황버섯 주정 추출물이 타 시료

에 비해 환원력이 높았다. 

약용식물 조성물의 이화학  특성  생리활성 

상황버섯, 작약 및 단삼 물 추출물의 혼합 비율을 달리하여 

제조한 조성물(Table 9)을 각각 2 mg/ml 농도로 제조하여 가

용성 고형분, 총 페놀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함량, 

콜레스테롤 흡착활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가용성 고형분 함량은 작약의 혼합 비율이 높은 F와 G 조성

물에서만 1.6 brix° 정도였고, 여타 시료에서는 1.0~1.1 brix°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은 50.53~61.96 mg/ml로 시료의 혼

합 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함량도 16.91~32.84 mg/ml의 범위로 동일한 경향이었다. 단

독 시료 중에서 이들 화합물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를 고려할 

때 단일 재료 중에 그 함량이 높은 시료의 혼합비율이 높으면 

조성물에서도 높게 정량되어 단일 시료에서 이들 화합물의 

함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Heo 등[12]은 항산화 활성이 있는 페놀성 물질을 일정 비율

로 혼합한 혼합물의 항산화 활성은 시너지 효과 보다는 각 

물질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합과 유사하여 첨가 효과라고 보

고한 바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2 mg/ml 농도의 약용식물 조성물들의 콜레스테롤 흡착활

성을 평가한 결과 B 조성물이 69.41%, F와 G 조성물이 각각 

70.03%와 69.49%로 여타 시료에 비해 활성이 높았으며, 이들 

시료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콜레스테롤 흡착활성도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결과와 같이 조성물들의 시너

지 효과보다는 첨가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약용식물 조성물의 항산화 활성 

3종 약용식물의 혼합비율을 달리한 조성물을 농도별로 제

조하여 항산화 활성을 평가한결과는 Table 11과 같다. 125~ 

500 μg/ml의 농도 범위에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가장 

낮은 농도인 125 μg/ml 농도에서 28.37~32.86%였으며, 시료



328 생명과학회지 2018, Vol. 28. No. 3

Table 10. Soluble solid,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mpound contents and cholesterol adsorption capacity of medicinal herbs 

composition from selected medicinal herbs water extract

Sample code
Soluble solid content

(brix°)

Total phenolic 

compounds (mg/ml)

Total flavonoid

compounds (mg/ml) 

Cholesterol adsorption 

capacity (%)

A

B

C

D

E

F

G

1.0±0.06
A

1.1±0.00B

1.1±0.00B

1.1±0.00B

1.1±0.00B

1.6±0.06C

1.6±0.00C

51.02±0.30A

52.75±0.30B

56.53±0.60C

59.95±0.50D

61.96±0.34E

50.53±0.47A

50.71±0.45A

24.62±0.77D

22.72±0.60C

28.30±0.73E

33.84±0.71G

32.48±0.63F

19.37±0.33B

16.91±0.33A

67.43±0.33D

69.41±0.33E

59.98±0.38C

46.27±0.68A

51.21±0.50B

70.03±0.63E

69.49±0.55E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n=3.

Concentration of tested each sample was 2 mg/ml.
A-G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11. Antioxidative activity of medicinal herbs composition from selected medicinal herbs water extract

        Activities        Sample code
Concentration (μg/g)

125 250 500

DPPH radical 

scavenging (%)

A

B

C

D

E

F

G

 29.25±0.28
aAB

 31.12±0.26aC

 31.25±0.59aC

 31.64±1.04aCD

 32.86±0.38aD

 30.55±1.15aBC

 28.37±0.92aA

 44.32±0.54bA

 46.39±0.03bB

 46.15±0.13bB

 46.27±0.50bB

 47.00±0.16bB

 53.01±1.38bD

 49.81±1.21bC

 53.98±0.71cA

 54.73±0.53cA

 54.28±1.47cA

 54.30±1.35cA

 54.65±0.41cA

 62.75±1.33cB

 63.28±1.00cB

ABTS radical 

scavenging (%)

A

B

C

D

E

F

G

 81.72±1.66
aA

 90.24±3.46aBC

 92.51±0.71aCD

 93.13±0.71aCD

 94.79±2.54aD

 93.08±1.61aCD

 88.05±0.47aB

 98.26±0.09bA

 98.18±0.15bA

 98.22±0.14bA

 98.25±0.03bA

 98.24±0.11bA

 98.38±0.08bA

 98.60±0.15bB

 98.13±0.05bAB

 98.10±0.13bAB

 98.09±0.15bAB

 98.10±0.08bAB

 98.00±0.02bA

 98.25±0.15bB

 98.60±0.15bC

FRAP

(FeSO4․7H2O eq μM)

A

B

C

D

E

F

G

 71.83±1.83
aB

 81.81±1.92aC

 87.86±0.56aD

 94.29±1.34aE

100.78±1.52aF

 80.72±2.19aC

 66.51±3.95aA

179.27±1.36bA

195.15±2.27bB

211.38±2.89bC

223.92±2.77bD

237.54±4.89bE

206.33±3.88bC

176.68±1.82bA

358.56±3.84cA

380.81±2.22cC

417.13±4.93cD

452.98±3.61cE

463.53±1.47cF

373.00±2.79cB

369.32±2.11cB

Each value represents mean ± SD, n=3.
a-f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in the same sampl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도 증가하여 500 μg/ml 농도에

서는 53.98~63.28%의 범위였다. F와 G 시료의 경우 가장 낮은 

농도에서는 여타 시료에 비해 활성이 높지 않았으나 250 μg/ 

ml 이상의 농도에서는 여타 시료에 비해 활성이 우수하였다. 

재료의 혼합 비율을 달리한 조성물의 ABTS 라디칼 소거활

성은 125 μg/ml 농도에서는 81.72~94.79%로 시료 간에 차이

가 있었으나 25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모든 시료에서 활

성은 98% 이상으로 재료의 혼합 비율이나 사용농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약용식물 조성물의 FRAP를 확인한 결과 농도가 증가할수

록 활성도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시료간에 차이도 커서 125 

μg/ml 농도에서 66.51~100.78 μM의 범위였다. 최고농도인 

500 μg/ml 농도에서 FRAP는 C, D, E 시료에서 417.13~463.53 

μM로 여타 시료에 비해 활성이 높았다. 이러한 경향은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서로 라디

칼을 소거하는 기작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에 작용하는 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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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작용기 또한 상이하여 나타난 차이로 생각된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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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약용식물 5종의 용매별 추출물  조성물의 생리활성 

신지 ․강재란․강민정․신정혜*

((재)남해마늘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5종의 약용식물(황금, 작약, 단삼, 상황버섯, 뽕잎)를 물, 50% 및 100% 주정으로 추출하여 항산화 

활성, ACE 저해활성 및 콜레스테롤 흡착활성을 비교하였다. 그 중 상대적으로 활성이 우수한 작약, 상황버섯, 단

삼을 0.2~2.0의 비율로 혼합한 조성물 7종의 활성을 검증함으로써 약용식물 조성물을 활용한 음료 개발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약용식물 5종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물 추출물 중에서는 단삼 추출물이 80.27 mg/g

으로 가장 높은 함량이었으며, 50% 및 100% 주정 추출물에서는 상황버섯이 각각 280.05 및 306.88 mg/g으로 가

장 높았다. 플라보노이드 화합물도 단삼 추출물이 35.83 mg/g으로 물 추출물 중 가장 높았으며, 50% 및 100% 

주정 추출물은 황금 추출물이 각각 62.71 및 64.59 mg/g으로 가장 높게 정량되었다. ACE 저해활성은 물 추출물에

서만 활성이 있었는데, 황금 추출물에서 45.33%로 가장 활성이 높았다. 콜레스테롤 흡착능은 작약 물 추출물과 

황금 100% 주정 추출물이 타 시료에 비해 유의적으로 활성이 높았다.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활성 및 FRAP 

활성을 통해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물 추출물 중에서는 단삼 추출물의 활성이 가장 높았고, 50% 및 100% 

주정 추출물의 경우 DPPH 라디칼 소거활성 및 FRAP는 상황버섯 추출물의 활성이 가장 높았고,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작약 추출물에서 활성이 가장 높았다. 상황버섯, 작약 및 단삼 물 추출물의 혼합 비율을 달리하여 제

조한 조성물 7종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화합물 함량은 각각 50.53~61.96 mg/g 및 16.91~33.84 mg/g의 범위

였는데 단삼의 비율이 높은 시료에서 더 함량이 높았고, 콜레스테롤 흡착능은 46.27~70.03%로 작약 첨가 비율이 

높은 시료에서 활성이 더 높았다. 항산화 활성도 단삼의 혼합 비율이 높을수록 더 높았는데, 항산화 활성과 콜레

스테롤 흡착활성은 동일한 경향을 보이지 않아 조성물 제조시는 목표로 하는 활성에 따라서 조성물의 비율을 달

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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