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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ntioxidant and hepatocyte protective effects of guava (Psidium guajava 
L.) leaves cultivated in Korea. The contents of the total polyphenol of the extract was 271.57 mg gallic acid equivalent (GAE)/ 
g residue. Antioxidant activities of leaf extract were evaluated by examining the free radical scavenging ability. 2,2'-azino- 
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and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the extract were 1133.23 mg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TEAC)/g residue and 721.68 mg TEAC/g 
residue, respectively. The hepatocyte protective effect of guava leaf extract was examined in HepG2 cells. Against tert-butyl 
hydroperoxide (TBHP), the viability of HepG2 cells were increased by the treatment of leaf extract. In addition, guava leaf 
extract led to the inhibi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generated in HepG2 cells. The leaf extract increased the 
activity of glutathione (GSH), glutathione reductase (GR), and glutathione peroxidase (GPx) against oxidative stres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guava leaves might be regarded as a potential source natural antioxidant and a hepatoprotectiv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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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생명체가 산

소를 이용하여 호흡하는 중 생겨나는 부산물로서 반응성이 

높아 세포내에 단백질 및 지질성분과 반응하여 이들의 기능

을 손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lliwell & Gutteridge 1999). 
이러한 손상으로 인하여 유도되는 대표적인 질병으로 조직 

및 기관의 노화, 심장병, 당뇨, 관절염 등과 뇌와 관련된 알츠

하이머 등 다양한 질병에 영향을 주며, DNA 손상으로 인한 

암의 발생 및 진행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Valko 
등 2007). 간은 에너지 대사, 호르몬 분비, 해독 등 다양한 기

능을 수행하는 핵심장기로서 외부로부터 유입된 여러 유해 

화합물을 분해하는 기관으로 유해물질로부터 다른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 또한 수행한다. 그러나 과도한 유해물질 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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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적인 알코올섭취 및 감염 등으로 인하여 간 기능에 손상

이 갈 수 있으며,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생성된 활성산소 

역시 간 손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Paul LW 1999; Cederbaum 
등 2009; Yoon & Jo 2010). 체내에는 이러한 활성산소를 억제

하기 위하여 superoxide dismutase(SOD), catalsase (CAT) 등과 

같은 다양한 항산화 효소가 존재하며(Sies H 1999), 건강한 

상태일 경우 이들 효소의 기능으로 적정 수준의 ROS 농도를 

유지하지만, 환경오염, 외부의 스트레스 등의 요인으로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되기도 한다(Rees 등 2008). 불균형한 ROS의 

농도로 인하여 체내에서 발생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방지

하는 화합물을 항산화 물질(antioxidant)이라고 하며, 이러

한 화합물 중 대표적인 것으로 Vitamin C, Vitamin E, 플라보

노이드와 같은 폴리페놀 계열 화합물 등이 있다(Halliwell & 
Gutteridge 1999; Rees 등 2008).

구아바(Psidium guajava L.)는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원산

의 다년생 나무로 현재는 세계 각지에서 널리 재배되는 대표

적인 열대과일 중 하나이다(Jeong 등 2012). 민간요법에서의 

구아바 잎은 이질, 경련 완화, 복부 팽만 및 설사 등의 치료로 

이용되었으며, 최근에도 설사, 통기, 산통, 위통을 치료하기 

위해서도 이용되고 있다(Lozoya 등 2002). 또한, 일본에서는 

구아바 잎을 이용한 차를 ‘특정보건용 식품’으로 허가하였고, 
미국 FDA는 구아바 잎 추출물을 EAFUS(Everthing Added to 
Food in the United States) 목록에 2003년 정식으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Jo 등 2009). 또한, 국내에서도 식후 

혈당상승 억제효과를 인정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

식품공전에 고시형 원료로 등록되었다(MFDS 2016). 구아바 

잎에는 catechins, quercetin, rutin, kaempherol, naringenin 및 

gallic acid 등과 같은 다양한 폴리페놀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

다고 보고되어 있다(Hsieh 등 2007; Nanititanon 등 2010). 이러

한 특성으로 인하여 구아바 잎의 식중독 균에 대한 항균효

과(Jo 등 2009), in vitro 실험에서의 항산화 효과와 tyrosinase 
활성 저해효과(Park & Onjo 2008; Nanititanon 등 2010)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인간 제대 정맥 내피 세포(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 HUVEC)에서 세포사멸 억제

(Hsieh 등 2007) 및 발효 구아바 잎 추출물이 mouse에서 고혈

당을 억제하는 실험(Jin 등 2006) 등 다양한 방면에서의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구아바 잎의 메탄올 추출물이 인

간의 간세포에서의 항산화 활성 및 다양한 항산화 효소 활성 

작용에 관한 연구는 불충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

아바 잎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HepG2 세포에서의 산화

적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보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 및 시약

실험에 사용한 구아바(Psidium guajava L.) 잎은 충북 음성 

재배농가에서 2016년 4월에 구매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약 

중 Folin-Ciocalteu's reagent, catechin, 2,2'-azino-bis(3-ethylbenzo-
thiazoline-6-sulphonic acid(ABTS), potassium persulfate, trolox,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3-(4,5-dimethylthiazol)-2, 
5-diphenyltetrazoliumbromide(MTT), tert-butyl hydroperoxide 
(TBHP), glutathione, glutathione reductase,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NADPH), 5,5'-dithiobis(2-nitrobenzoic acid) 
(DTNB),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는 Sigma-Aldrich 
Co.(Sigma Co, St. Louis, MO, USA.)에서 구매하였으며, gallic 
acid는 Santa Cruz Biotechnology사(Santa Cruz, CA, USA)에서 

구매하였다. 세포 배양에 사용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fetal bovine serum(FBS), 0.05% trypsin-0.02% 
EDTA, 100 μnit/mL penicillin-streptomycin,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은 Gibco사(Lafayette, C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구아바 잎 추출물 제조
구아바 잎은 흐르는 물에 세척하여 음건한 후 동결 건조한 

뒤 －70℃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메탄올 추출물을 만들기 

위해 동결 건조한 잎을 분말화한 뒤 2.5 g을 메탄올 150 mL와 

함께 상온(25℃) 15시간동안 150 rpm에서 진탕하여 추출하

였다. 상등액은 여과지(Whatman filter paper No. 2, Whatman, 
Maidstone, UK)를 이용하여 여과한 뒤 감압농축기(EYELA N- 
1000, Rikakikai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동

결건조하고 DMSO에 녹여 －20℃에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

였다.

3.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구아바 잎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은 Folin-Ciocalteu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Folin & Denis 1912). 구아바 잎 

추출물 50 μL를 2% NaHCO3 500 μL와 충분히 혼합한 후 50%  
Folin-Ciocalteu's 시약 50 μL를 가하여 진탕하고 96 well plate
에 200 μL 옮겨 ELISA reader기(Thermo Scientific Ltd, Lafayette, 
CO, USA)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의 총 폴리페놀의 함
량은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하여 mg GAE(gallic acid equiv-
alent)/g residue로 나타내었다.

4.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은 Zhishen 등의 방법에 따라 

실험하였다(Zhishen 등 1999). 시료 추출물 250 μL에 증류수 

1,250 μL를 첨가하고, 5% NaNO2 75 μL와 혼합한 후 6분간 

암소에 방치하고 10% AlCl․6H2O를 150 μL 첨가한 뒤 암소

에 5분간 방치한 뒤 1 M NaOH 1 mL를 첨가한 후 잘 혼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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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 잔사 중 플라보노

이드의 함량은 catechin을 표준품으로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

성해 계산하였으며, mg CE(catechin equivalent)/g residue로 나

타내었다.

5. ABTS 라디칼 소거능을 통한 항산화력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은 Re 등(1999)의 실험방법을 일부 변

형하여 진행하였다. 7.4 mM ABTS와 2.6 mM potassium per-
sulfate를 혼합 후 상온, 암소에서 12시간 동안 방치하여 radical
을 형성하고, 실험 직전 735 nm에서 흡광도가 1.000±0.1이 되

도록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시료 25 μL에 희석된 ABTS 용액 

0.5 mL를 e-tube에서 잘 혼합하고, 30분간 암소에서 방치한 후 
96 well plate에 200 μL씩 옮겨 73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Trolox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라디칼 소거

능은 mg TEAC(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g residue
로 나타내었다.

6. DPPH 라디칼 소거능을 통한 항산화력 측정
DPPH 라디칼에 대한 전자공여능은 Blois 등의 방법을 응

용하여 측정하였다(Blois MS 1958). 희석된 시료 25 μL에 0.2 
mM DPPH(Sigma Co.)용액 500 μL를 넣고, 암소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기로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표준물질은 trolox를 사용하였으며, mg TEAC/g residue
로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7. 세포배양
HepG2 세포는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CL- 

173, Manassas, VA, USA)에서 분양 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는 1% antibiotics와 10%의 FBS를 함유한 DMEM을 사용

하여 37℃ 온도 하에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으며, 2
일 간격으로 배지를 교체하여주었다.

8. 시료 독성 및 TBHP로부터 보호효과 측정
배양된 HepG2 세포를 96 well plate에 각 well당 2×104로 

seeding하여 incubator에서 18시간 동안 배양한 후 FBS가 첨

가되지 않은 DMEM 배지에 시료와 TBHP를 희석하여 200 μL
씩 분주한 뒤 6시간 동안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켰다. 배
양 후 세포의 생존율 측정은 MTT assay를 통해 실시하였으

며, 각 well에 4 mg/mL로 희석된 MTT 시약을 10 μL씩 분주

하고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때 형성된 formazan은 DMSO
에 녹여 ELISA reader로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Yeon 등 2013; Lee 등 2017).

9. 활성산소종 생성량 측정
세포 내에서 생성된 ROS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DCFH- 

DA를 이용한 Lee 등(2017)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험하였다. 
배양 중인 세포를 black 96 well plate에 5×104의 농도로 각 

well에 분주하고 18시간 후 구아바 잎 추출물을 다양한 농도

로 serum-free DMEM에 녹여 4시간 동안 전처리하였다. 이후 

각 well에 TBHP를 최종농도가 1 mM이 되도록 첨가하였다. 
1시간 후 배지를 제거하고 DCFH-DA 20 μL를 함유한 DMEM 
200 μL를 30분간 처리하였다. 반응 후 PBS로 새포를 세척한 

후 세포에 HBSS를 분주하고, synergy HTx(BioTek, Winooski, 
VT, USA)를 이용해 여기파장 485 nm와 방출파장을 530 nm
에서 ROS 함량을 측정하였다.

10. Glutathione(GSH) 함량 및 항산화 효소 활성 측정
배양한 HepG2 세포를 6 well plate에 1×106 농도로 각 well

에 분주하였다. 24시간 후 serum-free DMEM에 시료를 희석

한 후 세포에 처리하고 18시간 배양 후 1 mM TBHP를 함유

한 DMEM으로 배지를 교체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하

였다. 6시간 후 cell scraper로 취하여 얼음에 보관하였다. 세
포는 Vibra-Cell VCX 750 sonicator(Sonic & Materials, Inc., 
Newtown, CT, USA)를 사용하여 10초간 lysis하였으며, 용해

물은 4℃에서 10분간 10,000 rpm으로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은 
－70℃에 보관하며, GSH 및 효소 활성 분석에 이용하였다. 세
포 내의 총 GSH는 Baker 등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Baker 
등 1990). 세포 용해물에는 단백질을 침전시키기 위해 5% 
sulfosalicylic acid를 첨가한 후 4℃에서 10분간 10,000 rpm으

로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 후 상등액 20 μL에 3 mM DTNB, 
400 μnits/mL glutathione reductase 그리고 2.5 mM NADPH가 

포함된 반응 혼합물(180 μL)을 첨가하여 412 nm에서 ELISA 
reader를 사용하여 10분 동안 30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GSH
의 농도는 표준 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단백질 농도를 

BCA protein assay kit(Thermo Scientific Ltd., Waltham, WA, 
USA)로 정량하여 단백질 mg당 nmol GSH로 표현하였다. 세
포내에 GR의 활성평가는 DTNB를 사용하여 결정하였고, 
thiobenzoic acid를 생성시켜 41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Glutathione peroxidase(GPx)의 활성은 GPx의 GSH의 산화

능력에 근거하여 gluthatione reductase에 의한 NADPH의 소멸

에 결합하는 기질로서 cummen hydroperoxide를 사용하여서 

측정하였다(Yeon 등 2013).

11.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AS 9.2(SAS Institute Inc., Cary, NC, USA)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표준편차 또는 표준오차를 산출하

였고, 시료 처리구 간의 차이 유무를 분산분석(ANOVA)을 시

행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0.05 수준

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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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polyphenol (GAE mg/g residue)1) Total flavonoid (CE mg/g residue)2)

Psidium guajava L. leaf methanol extracts 271.57 ± 3.59 166.04 ± 5.70
Each value is expressed as a mean±standard error.
1)GAE: gallic acid equivalent.
2)CE: catechin equivalent.

Table 1. Total polyphenols and flavonoid contents of the methanolic extract of Psidium guajava L. leaf. (n=3)

ABTS (TEAC mg/g residue)1) DPPH (TEAC mg/g residue)
Psidium guajava L. leaf methanol extracts 1,133.23±2.19 721.68±4.65

Each value is expressed as a mean±standard error.
1)TEAC: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Table 2. ABTS and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methanolic extract of Psidium guajava L. leaf.
(n=3)

결과 및 고찰

1. 추출 수율 및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
국내 재배 농가로부터 구입한 구아바 잎은 동결건조를 실

시하여 분말화하고 메탄올로 추출하였으며, 추출한 잔사의 

수율은 33.39%로 나타났다.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

노이드 함량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식물에 존재하는 다양

한 페놀 화합물은 항산화, 항염 및 항균 등의 생리활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과 항산화 활성사이에 연관성에 관하여 다양

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추출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271.57±3.59 GAE mg/g residue로 나타났으며, 플라보노이드

계열 화합물의 양은 166.04±5.70 CE mg/g residue로 측정되었

다. 파인애플 구아바 잎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진행한 Mosbah 
등(2018)의 연구에 의하면 폴리페놀 함량은 179.43 mg GAE/g 
extract,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210.18 mg CE/g extract로 보고하

였다. 본 연구결과는 국내산 구아바 잎 추출물은 선행연구보

다 높은 함량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라디칼 소거능 측정
구아바 잎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은 Table 2와 같다. ABTS, 

DPPH 라디칼에 대한 시료의 소거능은 각각 1,133.23±2.19, 
721.68±4.65 TEAC mg/g residue로 나타났다. Tachakittirungrod 
등의 실험에 따르면 구아바 잎을 methanol로 추출하였을 때 

butanol, ethyl acetate, hexane을 이용하여 추출한 것보다 폴

리페놀 화합물이 2배 이상 추출되었으며, 라디칼 소거능 

실험에서도 methanol로 추출한 구아바 잎이 다른 용매를 이

용한 추출물보다 라디칼 소거능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Tachakittirungrod 등 2007). 또한, Maisuthisakul 등의 논문에

서는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폴리페놀 화합물이 불안정한 

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함으로써 라디칼을 소거한다고 보고하

고 있다(Maisuthisakul 등 200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진행한 

구아바 잎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은 catechins, quercetin 등
과 같은 폴리페놀에 의한 효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3. 시료 독성 및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보호효과
시료가 HepG2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과 TBHP로 산화

적 스트레스가 유도된 세포에 대한 보호능을 알아보기 위하

여 MTT assay를 진행하였다(Fig. 1A, 1B). 실험한 농도(20, 10, 
5, 2.5 μg/mL)의 시료는 HepG2 세포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

았기 때문에 이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TBHP로 산화적 스트레

스가 유도된 HepG2 세포에서는 TBHP 처리구(31.66%)에 비

하여 20 μg/mL의 시료를 처리하였을 때는 62.37%로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

포 생존율 역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
러한 결과는 식물체에 존재하는 폴리페놀 화합물의 다양한 

세포 보호 기능 때문이라 판단된다(Pandey & Rizvi 2009).

4. 활성산소종 생성 억제 효과
스트레스, 노화 등으로 인하여 체내 활성산소종의 양이 증

가하면 세포막지질, 단백질 및 유전자에 손상을 일으켜 노화 

및 성인병 발병을 촉진한다(Aruoma OI 1998). 세포내 활성

산소의 농도는 세포가 받는 산화적 스트레스의 주요 지표이

기 때문에 세포에서 생성된 활성산소의 양을 알기 위하여 
DCFH-DA를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였다(Fig. 2). TBHP를 단

독으로 처리한 비교군은 대조군 대비 352%가 증가된 ROS의 

형성이 관찰되었으나, 시료를 함께 처리함으로써 ROS의 생

성량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최저농도인 2.5 μg/mL를 

처리하였을 때는 대조군 대비 193%로 측정되었고, 최고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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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ytotoxicity and (B) cell protective effect of methanol extract from Psidium guajava L. leaf methanol extracts 
in HepG2 cells. Oxidative stress was induced by 1 mM tert-butyl hydroperoxide (TBHP). 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error (n=3). Blots are representative of at least 3 independent experiments. N.S mean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all treatment group and a~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compared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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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methanol extract from Psidium guajava 
L. leaf on the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formation induced by tert-butyl hydroperoxide (TBHP). 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error (n=3). Blots 
are representative of at least 3 independent experiments. a~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compared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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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methanol extract from Psidium guajava 
L. leaf on tert-butyl hydroperoxide (TBHP)-induced cellular 
redox state impairment. 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 standard error (n=3). Blots are representative of at 
least 3 independent experiments. a~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compared to 
control.

인 20 μg/mL의 시료를 처리하였을 때는 133%로 TBHP 단독 

처리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ROS의 형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5. 세포 내 glutathione(GSH) 함량 및 항산화 효소 활성
GSH는 glutamate, cysteine, glycine이 결합된 트리펩타이드

로서 환원형태인 GSH와 산화형태인 GSSG로 존재한다. GSH
의 대부분이 세포질에 존재하면서 생체 내의 산화, 환원반응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GSH는 산화 스트레스나 생체 내 free 
radical을 제거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H2O2와 지질과

산화물을 대사하는 효소인 GPx, GST에 대한 전자공여체로 

세포방어체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Zhang 등 2009). 실험에 

사용한 TBHP는 세포 내 항산화 기작의 불균형을 일으켜 세

포내에 GSH의 수준을 감소시킨다(Nishida 등 1997). 따라서 

구아바 잎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에 의한 세포보호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TBHP로 독성을 유도한 세포 내 GSH량

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3). TBHP를 처리한 비교군은 32.91 
nmol/mg protein으로 대조군 85.67 nmol/mg protein보다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구아바 잎 메탄올 추출물을 함께 

처리하였을 때 5 mg/mL 농도에서는 정상세포와 유사한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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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tioxidant enzyme activity of  glutathione reductase (A) and  glutathione peroxidase (B) were evaluated in HepG2 
cells treated with 1 mM tert-butyl hydroperoxide (TBHP). 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tandard error (n=3). Blots 
are representative of at least 3 independent experiments. a~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compared to control. GR, glutathione reductase; GPx, glutathione peroxidase; TBHP, tert-butyl hydroperoxide.

의 GSH 함량을 나타냈으며, 최고농도인 20 mg/mL를 처리하

였을 때는 93.33 nmol/mg protein으로 대조군에 비해서도 유

의적으로 증가한 GSH 농도가 관찰되었다. 이는 구아바 잎 메

탄올 추출물에 함유된 페놀성 화합물의 강력한 항산화 작용

과 항산화 효소의 활성 증가로 인해 세포내 GSH가 GSSG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GSH의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Moskaug 등의 분석에 의하면 폴리페놀 화합

물은 세포 및 동물실험에서 GSH의 농도를 증가시킨다고 

언급하고 있으며(Moskaug 등 2005), Jiao 등의 연구에 의하면 

TBHP에 의해 감소된 GSH의 농도가 catechin을 처리하였을 

때 증가한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비슷한 연구 결과를 나타

냈다(Jiao 등 2003).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산 구아바 잎 추출물의 항산화 작용 및 

간 세포 보호효과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위

해 총 폴리페놀 함량, 항산화 활성 및 간세포의 산화적 스트

레스에 대한 보호 효과를 알아보았다. 구아바 잎 추출물의 폴

리페놀 함량은 271.57 mg GAE/g residue로 나타났으며,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이 우수하였다. 또한, 구아바 잎 추출

물은 간세포를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아바 잎 추출물은 HepG2 세포에서 TBHP로 유도

한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세포 생존율을 증가시켰고, ROS
의 형성 또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또한, 
구아바 잎 추출물은 GSH, GR 및 GPx 등과 같은 항산화 작용

에 관련된 물질의 활성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구아바 잎은 항

산화 작용과 관련된 효소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ROS의 생성

을 억제함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산 구아바 잎은 간

세포 보호 작용이 우수함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간 기능성 개

선 식품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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