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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삼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플라보노이드의 화학적 구조에 따른 

항산화 상관관계 구명

김 선 홍

산림과학부 환경재료과학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오늘날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보조식품이나 화장품 등의 

항산화제 사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항산화제와 항노화 화장품의 원

료로써 주로 이용되는 합성 보존 원료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면서 합성 항산화제를 대체할 천연물 유래 항산화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천연물 유래 항산화 활성은 약용식물이나 허브식물, 과일 등의 

추출물에 국한되어 연구가 이루어졌고, 수목 추출물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삼나무는 우리나라와 일본에 자생하는 수목으로서 

우리나라의 남부지역과 제주도에 조림되어 있는 상록교목이다. 그러

나 오늘날 삼나무 화분 알레르기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벌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삼나무 이용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삼나무 추출물 중 정유의 항균활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다양한 삼나무 추출물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의 활용 트렌드에 맞춰 삼나무의 

이용 방안을 검토하고자 삼나무 유래 다양한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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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명하였다. 또한 항산화 활성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하여 유효 

성분의 구조와 항산화 활성의 상관관계를 구명하였다. 

삼나무 잎으로부터 각각 정유, 메탄올추출물, 열수추출물을 획득

하여 이들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 평가한 결과, 메탄올추출물과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이 정유의 항산화 활성보다 우수했다. 정유가 

함유하고 있는 테르펜 화합물은 항산화 활성이 비교적 낮은 성분으

로 사료된다. 활성이 우수했던 메탄올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은 다양한 

유기용매(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메탄올, 에탄

올, 아세톤)와 물을 사용하여 분획을 실시하였고, 메탄올추출물의 

아세톤 및 수용성 분획물, 그리고 열수추출물의 에탄올 분획물이 천

연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α-tocopherol과 유사한 활성을 나타

내거나, 보다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수산기 및 당류를 가지는 성분을 함유하고 높은 페놀 화합물 함량

을 나타냈기 때문에 삼나무 잎 추출물은 수산기 및 당류를 가지는 

페놀 화합물에 의해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판단되었다. 

나아가 삼나무 잎 추출물 유래 항산화 유효 성분을 구명하였다. 

메탄올추출물의 아세톤 분획물과 열수추출물을 컬럼 크로마토그래

피를 통해 분획한 결과, esculin, hesperetin, diosmetinidin, 

myricetin 등의 플라보노이드 및 페놀 화합물이 주성분인 분획물과 

catechin, chlorogenic acid, delphinidin 3-O-glucoside, 

procyanidin B2, robinin 등의 플라보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 배당

체, 그리고 페놀산이 주성분인 분획물이 가장 항산화 활성이 높았

다.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분획물의 주성분으로 항산화 활성을 평가

한 결과, 메탄올추출물의 유효성분인 myricetin의 활성이 가장 높았

으며, 열수추출물의 주성분들은 모두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 iii -

이와 같이 삼나무 잎 추출물 유래 항산화 효과가 우수한 성분들

은 주로 플라보노이드로 구명되었다. 플라보노이드는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진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플라보노이드의 다양한 구조와 

항산화 활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본 연

구에서 플라보노이드의 구조 별 항산화 활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그 

결과 플라보노이드의 B 링뿐만 아니라 A 링의 인접한 두 개 이상

의 수산기가 존재할 때, 즉 A 링 또는 B 링에 catechol 구조를 가

졌을 때,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A, B 링에 존재하는 

catechol 구조는 항산화 유효 구조로 판단된다. 또한 플라보노이드 

골격 구조에 따른 수산기의 위치는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플라보노이드 골격 구조 

및 수산기의 위치에 따라, 반응 속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Flavonol 

구조는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구조로서, 초기 반응 속도와 

후기 반응 속도가 모두 높았기 때문에 항산화 활성이 지속되어 최

종 활성이 높은 것이라 사료된다. 플라보노이드의 수산기를 

trimethylsilyl group과 acetyl group으로 치환한 후 항산화 활성

을 측정하였을 때, 항산화 활성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항산

화 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는 수산기로 판단되며, 

이들의 위치에 따라 그 활성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삼나무 잎 유래 테르펜 화합물보다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유효 항산화 성분으로 구명되었다. 삼나무 잎 유래 메탄올

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은 페놀 화합물인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산이 주

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수산기를 다수 가질 수 있는 페놀 화

합물의 높은 함량을 나타냈기 때문에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플라보노이드는 그들이 가지는 고유의 골격 

구조에 따라 각각 다른 항산화 활성을 가졌지만 이 보다 수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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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가 가장 영향을 미쳤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수

목 부산물인 삼나무 잎의 이용방안과 항산화 원료로의 생산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으며, 다양한 플라보노이드의 구조와 항산화 

활성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하였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 삼나무 잎, 메탄올추출물, 열수추출물, 플라보노이드, 항산

화활성, 화학적 구조

학  번 : 201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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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1.1 수목 추출물

수목은 곤충 또는 미생물에 의해 기계적 손상을 입은 후, 이차

대사 과정을 거쳐 추출물, 즉 이차대사물질을 생산한다(Sjӧstrom, 

1993). 일반적으로 수목 추출물의 함량은 수피, 잎, 뿌리에서 가장 

많으며 목부에는 적다. 이들은 수목 내에 여러 종류의 친유성, 친수

성 유형의 유기화합물로 존재하며, 대부분 그 양이 10% 미만이지

만, 이례적으로 전건 중량 대비 40%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Yang 

& Jaakkola, 2011). 

수목 추출물은 지방족화합물(aliphatic compounds), 지방족고

리화합물(alicyclic compounds), 페놀 화합물(phenolic com-

pounds)로 분류된다.

지방족화합물과 지방족고리화합물로는 테르펜, 왁스, 지방 등이 

있다. 테르펜은 isoprene 단위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 1-1과 같이 

monoterpene, sesquiterpene, diterpene, triterpene, 그리고 

polyterpene으로 분류된다. Monoterpene은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서 수목의 향기에 관여한다. Sesquiterpene은 다양한 종류의 화합

물로 존재하며 침엽수의 심재뿐만 아니라 수지구에도 존재한다. 

Diterpene은 탄화수소에 수산기, oxo group, carboxyl group 같

은 관능기를 가진 다양한 유도체들로 존재하여 산업적으로 널리 이

용된다. Triterpene은 주로 산소를 포함하고, triterpenoid 및 스테

로이드로 분류된다. Triterpenoid와 스테로이드는 주로 유리 배당

체, 지방산 에스터로 존재한다. 스테로이드는 유조직의 수지에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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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고 사슬형의 폴리테르펜 구조이며, 지방산 ester로서 존재한

다(Sjӧstrom, 1993). 

지방과 왁스는 친유성의 물질로 지방은 침엽수의 유조직의 수지

에 풍부하다. 지방은 주로 C18의 불포화 지방산, oleic acid, lino-

leic acid의 글리세롤과 에스터 결합으로 연결된 triglyceride로 존

재한다. 왁스는 긴 alkyl 사슬로서 지방산과 같은 다양한 관능기를 

가진 긴 알코올 사슬의 에스터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수목 추출

물에서는 terpene alcohol, sterol로 존재한다(Yang et al., 2011). 

페놀 화합물은 대부분 방향족 추출물로서 추출물 중 가장 함유

량이 많다. 수목 추출물 유래 페놀 화합물의 대표적인 성분은 그림 

1-1과 같다(Stenius et al., 2000). Stilbene은 주로 소나무 종의 

심재에 분포하며 lignan은 침엽수와 활엽수에 분포하고 있다. 페놀 

화합물은 대부분 phenyl propane 단위의 산화 결합에 의해 형성되

며 화학 구조에 따라 여러 그룹으로 분류된다. Tannin은 당의 잔기

(D-glucose)와 하나 이상의 polyphenol carboxylic acid, gallic 

acid, digallic acid, ellagic acid가 에스터 결합되어 있다. 플라보노

이드는 전형적인 diphenylpropane 구조로서 침엽수와 활엽수에 널

리 분포하며, isoflavone 또는 isoflavonoid는 플라보노이드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다(Yang & Jaakkola, 2011b).  

오늘날 천연물의 효능과 기능성이 부각되는 수목 추출물은 천연

물로서 식품, 화장품, 의약 산업의 원료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적

은 함량에 따른 대량 생산의 어려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적 기

술력의 요구 등의 제한이 있으므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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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lbene

Pinosylvin

Lignans

Pinoresinol Conidendrin Plicatic acid

Tannins

Gallic acid Ellagic acid

Flavonoids

Chrysin Taxifolin Catechin

Figure 1-1. Typical natural phenolic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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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lassification of terpenes

Prefix Number of carbon atoms Number of isoprene (C5H8) unit
Hemi 5 1
Mono 10 2
Sesqui 15 3

Di 20 4
Sester 25 5

Tri 30 6
Tetra 40 8
Poly > 40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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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항산화 효과의 중요성과 산업적 이용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염, 피부암, 광 알레르기 반응과 

같은 피부질환의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이러한 피부 질환은 자외선 

중, 280∼315 nm 파장의 UV-B가 주원인이다(Ichihashi et al., 

2003). 자외선뿐만 아니라 체내에서 발생한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및 활성질소종(reactive nitrogen species 

, RNS)과 같은 산화 스트레스는 다양한 퇴행성 질환, 관상 동맥 질

환, 노화, 암 등의 산화 손상을 야기한다(Branen, 1975). 생체 내

에는 자유라디칼 생성과 제거의 균형을 위해 효소 및 비효소적 항

산화방어시스템이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기에 항산화제 사용은 불가피하다(Fridovich, 1997).

항산화 관련 산업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노화 예방과 

방지에 초점을 맞춘 의약품, 기능성 식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을 

포함한다. Global Industry Analysts 사의 『Anti-Aging 

Products』(2009.1)에 의하면 건강 유지와 외모관리로 구분하여 

2015년 항산화 산업 시장 규모가 2,91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

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13)에 따르면 국내시장은 소비재 분

야(주로 화장품)가 75%로 성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 뒤로 의료분

야가 약 18%, 서비스분야가 약 7%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국내 항노화 활성물질 개발 사업은 초보 단계이며, 한국노화학회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노화 연구는 대부분 노화 기전 등 기초 연구로

서 항산화 활성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5).

항산화제의 원료로는 대부분 butylated hydroxyanisole 

(BHA),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butylated hyd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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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none, gallic acid 등과 같은 합성 원료가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체 유해성과 많은 부작용이 보고됨에 따라 대체제가 필요

한 실정이다. 특히, 합성 산화방지제를 대체할 수 있는 부작용이 적

고 효과적인 천연 항산화 물질의 확보가 필요하다(Barlow, 1990; 

Branen, 1975). 예로부터 식물 유래 추출물은 ROS 및 RNS를 제

거하는 잠재적인 항산화 효과를 가진다고 언급되었고, 이에 따라 천

연 항산화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현재, 뛰어난 항산화 활성

을 나타내는 블루베리와 같은 산딸기류의 열매와 타임과 같은 허브

식물 등으로부터 획득한 추출물은 식품 산업에서 항산화 원료로 이

용되고 있다(Ito et al., 1986). 

식물 유래 항산화제로는 페놀산, 페놀성의 diterpene, 플라보노

이드, procyanidin,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등을 포함하는 비타민 E, 

비타민 C, 폴리페놀 등이 있으며, 이들은 중요 식이요소로서 각광받

고 있다(Aruoma, 1994; Cantuti-Castelvetri et al., 2000; 

Ferguson, 2001). 식물 유래 항산화제는 수용액 또는 유기용액 환

경에서 peroxyl radicals, alkyl peroxyl radicals, superoxide 

hydroxyl radicals, peroxynitrite 등의 라디칼을 제거한다고 알려

져 있다(Chen et al., 1996; Mira et al., 2002; Sanz et al., 

1994). 페놀 화합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과일, 허브, 채소, 곡물 

등과 같은 여러 식물 유래 추출물들은 지질의 산화적 열화를 지연

시켜 품질을 개선한다고 보고되며, 플라보노이드 및 기타 페놀 화합

물들은 암 및 심장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역할을 한

다고 보고되었다(Lollinger, 1981). 무알코올성 레드 와인이나 레드 

와인에서 추출한 페놀 화합물의 섭취는 원형질 세포의 산화 상태를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다(Carbonneau et al., 1998; Serafini et 

al., 1998). 

또한 식물 유래 페놀산은 일반적으로 자유라디칼을 제거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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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항산화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플라보노이드는 자유라디칼을 제거

하거나 전이 금속 이온과 착화합물을 이루어 항산화제로서의 역할

을 한다(Gheldof & Engeseth, 2002). 그림 1-2는 널리 알려진 

천연 항산화성분이다(Brewer, 2011).

수목 추출물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페놀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항산화제로서 잠재적인 가능

성을 가지고 있다. 



- 9 -

Figure 1-2. Widely known natural antioxidant chemicals

Phenolic acids

Gallic acid Protocatechuic acid ρ-Coumaric acid Rosmarinic acid

Phenolic diterpenes

Carnosol Carnosic acid Rosmanol

Flavonoids

Epicatechin Quercetin Epicatechin gallate Rutin

Volatile oil

Eugenol Carvacrol Safrole 1,8-Cineol

Cinnamaldehyde Piperine Myristicin α-Terpin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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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항산화 메커니즘

페놀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효과는 다음과 같이 2가

지 자유라디칼의 비활성화 메커니즘으로 제안된다. 하나는 페놀성의 

항산화 성분이 ROO•, RO•와 같은 산소 또는 질소를 포함하는 자유

라디칼에 수소원자를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이다. 다른 방법은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과 같은 라디칼에 페놀 

화합물이 전자를 공여함으로써 자신은 음이온(phenoxyl radical, 

PhO•)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수소원자 공여(H-atom transfer, HAT) 반응은 지질과산화와 

연관하여 다음 반응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자유라디칼 R•(1)이 발생한 후 산소와의 반응(2)을 빠르게 거

쳐 과산화지질(RO2
•)이 생성되고 항산화 성분의 수소원자 공여로 

과산화지질이 제거되며 음이온이 생성된다(3). 이와 관련한 항산화 

성분인 페놀 화합물은 (4)와 같이 반응한다(Minisci, F., 1997).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phenoxyl radical PhO•

이 비교적 안정적이어야 하고 RO2
•와는 빠르게, RH와는 느리게 반

응해야 한다. PhO•와 RH의 반응은 RH 또는 PhOH로부터 제공되는 

수소원자의 에너지 장벽에 영향을 받는다. 항산화 효과는 페놀 화합

물의 O-H 결합(가스 상: 87-90 kcal/mol, 극성유기용매 상: 95 

kcal/mol)의 결합 해리 에너지(bond dissociation energy, BDE)

RH → R• 초기반응...........................(1)
R• + O2 → RO2

•  산소와 반응......................(2)
RO2

• + RH → ROOH + R• 수소원자 공여...................(3)

RO2
• + PhOH → ROOH + PhO•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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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는다(Blanksby & Ellison, 2003;Mulder 

et al., 2005).

두 번째 메커니즘은 단일 전자 공여(single electron transfer, 

SET) 반응으로서 페놀성 라디칼 양이온(PhOH•+)의 생성으로부터 

시작되고 재빠른 탈양성자화 작용을 수반한다.

 

페놀 화합물 PhOH의 이온화 전위(ionization potential, IP)는 

항산화 활성을 결정짓는 이화학적인 요소로서 중요하며 낮은 이온

화 전위를 갖는 성분들은 단일 전자 공여가 쉽게 일어난다.         

  

페놀 화합물의 단일 전자 공여 반응의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수

소 전자 공여 반응과 동일하다.  

        

RO2
• + PhOH → RO2

- + PhOH•+  전자 공여.........................(1)
PhOH•+ + H2O → PhO• + H3O+ 탈양성자의 평형...............(2)
RO2

- + H3O+  → ROOH + H2O 과산화수소 형성...............(3)

RO2
• + PhOH → ROOH + P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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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천연 항산화물의 구조

항산화 효과를 가진 대다수의 천연물은 페놀산,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은 페놀 화합물이다(Pratt & Hudson, 1990). 항산화 효능

은 페놀 화합물의 구조에 따른 방향족 핵의 전자 비편재화와 연관

성이 있다. 자동산화(autoxidation)가 일어나는 동안 형성된 자유라

디칼이 페놀 화합물과 반응할 때, 페놀 화합물로부터 새로운 라디칼

이 형성되고 생성된 라디칼은 방향족 핵의 공명 효과에 의해 안정

화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라디칼의 연쇄 반응은 산패를 지연시키고 

억제한다(Cuvelier et al., 1992). 따라서 항산화 효과는 항산화 성

분의 구조, 즉, 방향족 수산기의 수와 위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고

된다. 

식물 추출물은 대부분 여러 종류의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한다

(Harborne, 1967). 플라보노이드의 분류는 그림 1-3과 같다

(Keller, 2009). 천연물에는 그림 1-3과 같은 기본 구조에 수산기

의 수, 그리고 이들 그룹의 alkylation 및 glycosylation에 따른 다

양한 플라보노이드가 존재한다. 추출물의 가장 흔한 구조로는 B 링

의 3'와 4' 위치에 두 개의 수산기를 가지는 flavone과 flavonol 형

태이며,  B 링의 4' 위치에 하나의 수산기를 가지는 성분들은 드물

다. 플라보노이드의 배당체 또한 식물 추출물에서 많이 발견되며 이

들의 배당체는 7 위치보다 3 위치에서 주로 존재한다. Glucose는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당류이지만 galactose

와 rhamnose, xylose 또한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의 당류로 발견된

다(Herrmann & Nagel, 1989).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식물 페놀 

화합물들은 그림 1-4와 같이 방향족 구조에 결합된 페놀성 수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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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위치와 그 수의 차이에 따라 항산화 활성 정도가 다르다

(Djeridane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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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Classification of flavonoids.

Basic flavonoid (catechol) Catecholone Flavone Isoflavone

Catecholol Flavanonol Flavonol Anthocyanidin

Aurone Chalc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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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ntioxidant activity of benzoic acids depending on sub-

stitution pattern of hydroxyl group.

Meta Ortho Pa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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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목적

자외선은 홍반, 색소 침착, 피부암 등의 피부질환을 야기하며 피

부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피부 치료 및 개선을 위한 기능성 제품

은 현재 합성 화합물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합성 화합물은 건강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부작용이 

적은 식물 유래 천연 화합물의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산화를 억제하는 천연물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채소, 과일, 잎, 

종자, 곡물, 허브, 약용 식물 등의 다양한 식물 재료를 기반으로 진

행되고 있다. 그러나 수목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는 많이 연구되지 

않았다. 폴리페놀, 정유, 플라보노이드 배당체는 수산기, oxo 

group, carboxyl group 등의 관능기와 공명구조 및 이중결합을 가

지고 있어 항산화 활성을 가진다. 수목 추출물 또한 다양한 관능기

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항산화 활성을 가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

다.

수목 잎은 숲 가꾸기 사업과 가지치기 등에 의해 대부분 숲에 방

치된다. 연간 수목 부산물은 350만 m3이 발생하고, 이 중 수목 잎

은 39만 m3이 해당된다. 미이용되는 수목 부산물을 이용한다면 수

목 부산물의 이용 및 고부가가치화 방안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수목 추출물의 항산화에 대한 연구는 조추출물의 생리 활

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유효성분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하다. 특히 유용 화합물의 구조적 특이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

다. 따라서 천연 자원으로부터 유래한 항산화 유효성분을 구명하고 

항산화 유효성분의 구조적 특이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 공시재료로 이용된 삼나무는 조림 및 방풍림으로 주

로 우리나라 남부지방 및 제주도, 그리고 일본에 식생하는 수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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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삼나무의 화분 알레르기가 알려짐에 따라 삼나무 벌채 

및 이용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벌채 후, 건축자

재 및 가구재로 이용되고 있고 이를 위한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 산림조합의 삼나무 이용방안 연구가 실시되었고, 아모레퍼시

픽에서 삼나무 추출물을 이용한 화장품을 개발하였다. 삼나무 테르

펜 화합물 중 elemol, eudesmol은 피부사상균, 여드름 유발균, 호

흡기 질환 관련 박테리아 등 다양한 균에 대해 높은 항균 활성을 

가졌다. 삼나무는 추출물 함량이 편백, 잣나무, 소나무보다 높은 수

종으로서 이용적 측면에서 삼나무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 공시재료로 사용하였으며,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

다. 또한 선행연구로부터 삼나무 추출물 유래 플라보노이드에 관한 

연구는 미미하기 때문에 삼나무 유래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활성

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식물 추출물 유래 플라보노이

드의 우수한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플라보

노이드의 구조적 특이성과 항산화 활성과의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구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삼나무 추출물에서 항산화 유효성분을 구명하고

자 다양한 추출 방법을 통해 추출된 삼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을 평가하였고 그 성분들의 구조분석을 통해 항산화 유효성분을 구

명하였다. 또한 플라보노이드의 골격이나 관능기 등에 따른 항산화 

활성과 항산화 활성의 반응속도를 비교 평가하여 플라보노이드의 

구조적 차이와 항산화 활성과의 상관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

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삼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의 유효성을 구

명하고 또한 플라보노이드의 구조적 차이에 따른 항산화 활성 정도

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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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사

3.1 삼나무 잎 성분

삼나무 잎 유래 테르펜 화합물은 그림 1-5와 같이 α-pinene 

(9.84%), 4-terpineol (5.71%), sabinene (5.53%), δ-carene 

(3.05%), d-limonene (2.02%) 등의 다양한 monoterpene, 함유

율이 높은 α-eudesmol (12.18%), elemol (10.93%), β

-eudesmol (10.61%) 등의 sesquiterpene과 kaurene (19.36%)

과 같은 diterpene이 주성분으로 함유되어 있다(Kim et al., 

2013). 삼나무 정유의 elemol, eudesmol은 피부사상균에 대해 높

은 항진균 활성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으며(김 등, 2012), 삼나무 

정유 유래 nezukol, bornyl acetate는 미백 및 항산화 활성을 가진

다고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2013). 또한 삼나무 목부 건조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은 미백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김 등, 2011). 

삼나무 잎 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와 리그난 종류는 그림 1-6과 

같다. 플라보노이드는 taxifolin (1), 5-hydroxy-4',7-dime-

thoxyflavone (2), 5-hydroxy-3,4',7-trimethoxyflavone (3), 

5-hydroxy-3,3',4',7-tetramethoxyflavone (4), quercetin (5), 

catechol pentaacetate (6), epicatechol pentaacetate (7), 

4'',4''',7,7''-tetramethylamentoflavone (8) 등이 알려져 있고, 리

그난은 matairesinol (9), nortrachelogenin (10), isolariciresinol 

tetraacetate (11), secoisolariciresinol tetraacetate (12), ce-

drusinin triacetate (13), dihydrodehydrodiconiferyl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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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acetate (14), cedrusin tetraacetate (15), cis-dihydrodehy-

drodiconiferyl alcohol triacetate (16), dihydrodehy-

drodiconiferylalcohol tetraacetate (17), agatharesinol tetraa-

cetate (18) 등이 알려져 있다(Su et al., 1995). 

일반적으로 식물 잎에는 배당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삼나무 잎 추출물의 배당체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

비하다. 따라서 다양한 삼나무 잎 추출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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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Major components of essential oil from leaves of 

Cryptomeria japonica.

α-Pinene 4-Terpineol

d-Limonene δ-Carene

Elemol α-Eudesmol

Kaurene β-Eudesm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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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Flavonoid and lignan components of Cryptomeria japonica 

leaves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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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출 방법에 따른 성분의 다양성

식물 추출물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그 추출 방법과 사용하는 

용매에 따라 추출되는 성분이 다르다. 추출물은 식물의 비구조적 물

질로서 묽은 알칼리성 또는 중성 용매로 추출되거나 제거된다. 따라

서 다양한 식물 추출물의 활성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추출 

방법을 통해 획득한 추출물을 비교 분석해야 한다. 

Lapornik 등(2005)은 에탄올 또는 메탄올을 용매로 사용할 때, 

수용성 용매(물)보다 anthocyanin과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폴리페놀 

성분을 2배 이상 추출해 낸다고 보고했다. 증기 증류법, 용매 증류 

추출, 초임계 추출 등은 휘발성의 2차 대사물질을 포집할 수 있는 

방법이다(Stashenko et al., 2004).

대부분의 폴리페놀, 왁스, 그리고 지방 성분들은 용매 추출을 통

해 추출된다. 지방, 레진 성분들은 에테르에 의해 추출되고, 수지는 

클로로포름에 의해 추출된다. 사포닌, 당, 배당체, 유기산, 탄닌, 알

칼로이드는 알코올류에 의해 추출되며 당, 배당체, 단백질, 염은 수

용성 물질로서 물에 추출되기도 한다(Woo, 2002). 

페놀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모든 식물에서 발견되는 추출 성분으

로서 여러 생리활성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된 바 있다. 특히, 페놀 

화합물은 지질의 산화 분해를 지연함으로써 항산화 활성에 특효가 

있다고 보고되며 이에 따라 식품 산업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 원료

로 각광받고 있다(Kähkönen et al., 1999). 식품 보존을 위한 천

연 원료로서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정유는 항미생

물활성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유의 항미생물, 항충 

활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Baratta et al., 

1998; Yanishlieva et al., 1999). 최근에는 정유가 천연 항산화제



- 23 -

로서 적용 가능하다는 연구가 있다(Yanishlieva et al., 1999).  

이와 같이 천연물은 추출하는 방법에 따라 추출물에 함유되는 

성분이나 수율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낸다. 이로 인해 추출물의 활성

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추출법에 따른 추출물의 성분 변화 및 생

리활성의 차이를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연구

를 통해 우수한 항산화 성분을 획득하는 최적의 추출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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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천연물 유래 항산화 성분

많은 식물 추출물의 항산화 유효성이 널리 알려져 있고, 특히 

폴리페놀 화합물과 정유 성분이 효과적이다. 식물 유래 천연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폴리페놀과 정유 성분은 다음과 같다.

α-Tocopherol은 가장 널리 알려진 천연 항산화 성분으로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온 지용성 화합물이다. α-Tocopherol은 광

합성에서 파생된 ROS, 특히 •O2
−를 비활성시키고 thylakoid 막에

서 지질과산화 라디칼을 제거함으로써 지질과산화의 확산을 방지 

할 수 있다(Munne-Bosch, 2005). 또한 α-tocopherol은 단백질 

산화를 억제할 수 있으며, 산화된 근원섬유단백질로부터 발생하는 

α-aminoadipic semialdehyde와 γ-glutamic semialdehyde의 

형성을 억제하여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Estévez & Heinonen, 

2010).   

Dorman은 oregano, rosemary, sage, thyme 등과 같은 꿀풀

과(Lamiaceae family)의 수용성 추출물은 다양한 환원력 및 라디

칼 소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저밀도 지질단백질의 산화를 지연시

키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Dorman et al., 2003). 꿀풀과 식

물 추출물은 높은 페놀 함량을 가지고 있지만 낮은 자유라디칼 소

거 활성을 나타냈으며, 이는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 알려진 페놀 함

량과 항산화 활성의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페놀 함량과 라디칼 소거 활성과의 비례적인 연관성이 항상 성립하

지는 않는다(Chen et al., 2007). 

대부분의 식물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는 조추출물의 항산화에 관

한 연구들이 많았다. 물/에탄올, 디클로로메탄, 에탄올 세 가지 용매

로 추출한 Origanum vulgare L.의 추출물은 rosmarinic acid와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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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노이드 배당체 함량이 높았고 이들은 항산화 활성과 과산화물 

음이온 라디칼 소거 활성에 효과적이었다(Hernández-Hernández 

et al., 2009; Jun et al., 2001). Thyme 정유는 매우 강력한 자

유라디칼 소거 능력을 가지며 지질과산화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

다(Bozin et al., 2006). Thyme 정유와 주요 성분들의 항산화 활

성을 비교한 결과, thyme 정유 > thymol > carvacrol > γ

-terpinene > myrcene > linalool > ρ-cymene > limonene > 

1,8-cineole > α-pinene 순으로 활성이 높았다(Youdim et al., 

2002). Thyme 정유를 이루는 각각의 성분보다 정유의 항산화 활

성이 높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Richheimer 등은 rosemary 정유의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고하였으며, 이들을 구성하는 성분들 중 페놀

성의 diterpene인 carnosic acid, carnosol, rosmanol, rosmadial, 

12-methoxycarnosic acid, epirosmanol, isorosmanol 등에 의해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특히 carnosic acid는 합성 항산화제인 

BHT, BHA와 유사한 활성을 나타냈다(Richheimer and others 

1996).  

식용 식물 중 높은 항산화 활성과 높은 페놀 함량을 가진 식물

로는 aronia와 crowberry와 같은 산딸기류가 있다. 사과 추출물은 

페놀 함량이 낮지만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Kӓhkӧnen et 

al., 1999). 이 또한 항산화 활성과 페놀 함량과의 상관관계는 미약

하다는 결과이다. 

 100 종의 정유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평가한 Jayaprakasha 

등(2001)에 따르면, 정유의 주성분 중 산소를 함유한 mono-

terpene 및 sesquiterpene과 벤젠 유도체, alcohol, aldehyde, 

ketone과 같은 관능기를 가진 화합물이 함유된 정유가 활성이 높았

다.   

침엽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은행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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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에 대해 이루어졌으며, 은행나무 추출물은 산화 촉진 작용 없

이 뛰어난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특히 과산화물제거효소인 SOD 

(superoxide dismutase)와 비슷한 활성으로 자유라디칼을 제거하

였다(Hibataliah et al., 1999). 

Kӓhkӧnen 등(2003)은 anthocyanin 성분인 pelargonidin, 

cyanidin, delphinidin, peonidin, petunidin, malvidin과 이들의 배

당체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한 결과 당과 결합한 구조에 따라 항산

화 활성이 다르다고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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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항산화 메커니즘

3.4.1 항산화 활성과 유효 구조와의 상관관계

복수의 수산기를 가진 분자, 즉 페놀 화합물 내 수산기의 위치

는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Lupea et al., 2008). 

Ascorbic acid는 4개의 수산기를 가지고 있어 수소를 공여함으로써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 이와 같이 페놀 화합물의 탄소 원자에 인

접해 있는 수산기는 철, 구리 이온과의 chelate 반응이 일어나기 쉽

기 때문에 ROS와 같은 자유라디칼을 제거하고 환원제로서 반응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Ahn et al., 2002). 

플라보노이드는 그림 1-7과 같이 수소원자를 직접 제공하여 자

유라디칼을 제거할 수 있다. 자유라디칼(R‧)은 플라보노이드의 자유

라디칼 제거 메커니즘에서 생성되는 phenoxyl radical (Fl-O•)에 

영향을 받아 제거된다.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골격 구조의 관능기의 

배열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달라지며, 수산기의 총 개수와 배열 형

태는 항산화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된 바 있다(Heim et 

al., 2002). 플라보노이드 B 링의 수산기의 배열은 ROS 제거에 가

장 중요한 요인으로서 A 링과 C 링의 수산기는 지속적인 과산화음

이온 라디칼 제거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되었다

(Amic et al., 2007; Taubert et al., 2003). Proanthocyanidin, 

catechin polymer 등과 같은 플라보노이드의 중합체 구조는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경향이 있으며, 그들의 중합 구조는 많은 

수산기를 가지기 때문에 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Proanthocyanidin의 항산화 능력은 올리고머화의 사슬길이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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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ROS 구조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Lotito et al., 

2000).

Figure 1-7. Scavenging of reactive oxygen species by flavonoid.

효과적인 라디칼 소거 활성을 가지는 주요 플라보노이드의 구조

적 특징은 그림 1-8과 같다. B 링의 ortho 위치에 존재하는 cat-

echol 구조와 같은 두 개의 수산기를 가질 때(1) 전자의 비편재화

가 용이하여 효과적이라고 보고된다. 또한 C 링 2, 3번 탄소의 이

중결합과 4번 탄소의 oxo group을 가질 때(2) B 링으로부터 비편

재화 전자를 제공받기 용이하여 항산화 활성에 효과적인 구조라고 

알려져 있다. 마지막으로 3, 5번 탄소에 수산기가 존재할 때(3), 

oxo group과 수소 결합하는 수소의 공여가 용이하여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Burda & Oleszek, 2001; Amic et al., 2007; 

Taubert et al., 2003). 

Figure 1-8. The main structural features of flavonoid required for effi-

cient radical scavenging.

Hydroxyl flavonoids Flavonoid radical Flavonoid quinone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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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cetin은 catechin과 같은 위치에 수산기를 가지고 있지만 

C 링 2, 3번 탄소에 이중결합과 4번 탄소의 oxo group이 존재한

다. Quercetin은 catechin보다 항산화 활성이 약 2배 높게 평가되

었고, 이는 C 링의 이중결합과 oxo group이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고하였다(Rice-evans et al., 1995).   

Shahidi 등 (1992)에 따르면, 플라보노이드 배당체는 그들의 

아글리콘과 비교하여 낮은 활성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 Quercetin

의 3번 탄소(C 링)의 수산기가 배당체로 치환된 rutin이나 quer-

cetin rutinoside, 그리고 3번 탄소에 수산기가 존재하지 않는 lu-

teolin은 quercetin보다 항산화 활성이 비교적 낮았다. 따라서 라디

칼 소거 활성은 C 링에 존재하는 4번 탄소의 oxo group과 2, 3 탄

소의 이중결합에 인접한 수산기가 항산화 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보고되었다. C 링의 구체적인 유효 항산화 활성 구조는 밝혀

지지 않았지만 B 링의 catechol 구조를 가진 두 개의 수산기는 항

산화 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 Galangin, 

kaempferol, quercetin, myricetin과 같은 flavonol 화합물들은 B 

링의 구조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달라진다고 보고되었다. B 링에 

수산기가 세 개 존재하는 myricetin이 항산화 활성이 가장 우수하

고 수산기가 존재하지 않는 galangin은 항산화 활성이 가장 미미하

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많은 연구에서 수소 결합력이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Xiao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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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폴리페놀 화합물과 금속 이온의 결합

생체 내 항산화 효소인 SOD는 라디칼 소거 반응을 통해 과산

화수소를 형성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혈액 내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철, 구리 이온과 과산화수소가 fenton 반응을 일으켜 라디칼을 

형성하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재발생한다(Perron & Brumaghim, 

2009).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는 DNA 손상을 일으키고, 더 나아가 

각종 암을 유발하거나 생체 내 금속 이온과 관련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금속 이온은 생체 내 ROS 생성의 주요 원인으로서 금속 

이온은 다양한 항산화 요법의 대상이 되었다.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의 주요 항산화 반응 중 하나는 생체 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하지 않은 철, 구리 이온과 같은 금속 이온과 chelate 반응을 

일으켜 자유라디칼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다(Mira et al., 2002). 플

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성분은 다양한 폴리페놀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금속 chelator로서 철, 구리 이온과 배위 결합하여 수소이온을 

만들고, 이렇게 생산된 수소이온은 지질과산화 형성을 억제하고 라

디칼을 제거하여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Brewer, 2007).

폴리페놀 구조를 가지는 catechol, gallol, 그리고 이들로부터 

유래한 많은 유도체들은 효과적인 금속 chelator로 알려져 있다(그

림 1-9). 비양자화 된 상태의 catechol과 gallol 3분자는 철 이온

과 배위 결합하여 수소이온을 생성하고 이렇게 생성된 수소이온은 

라디칼을 제거하여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Hoid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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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Chelate reaction of general iron-polyphenol complex.

철과 구리 이온은 산화 스트레스와 연관된 반응 경로와 조건에 

관여한다. 철과 구리 이온은 과산화수소와 수산화 라디칼과 같이 

DNA와 다른 생체 분자를 손상시키는 1차 산화 요인이다(Huang, 

2003). 따라서 생체 내 존재하는 금속이온과 항산화제의 chelate 

반응을 통해 생체 내의 항산화 효과를 유추할 수 있다. 

Kawabata 등(1996)의 연구와 Yoshino 등(1998)의 연구에 따

르면 다양한 폴리페놀에 의한 chelation은 fenton 반응을 억제함으

로써 동물 마이크로솜의 지질과산화를 억제한다. 특히, 항산화 효과

가 우수한 catechin은 철 이온과 chelate 함으로써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Quercetin과 rutin은 효과적인 전이 금속의 chelator로서 아글

리콘과 배당체에서 다른 활성을 나타낸다(Ska-Kordala et al., 

2001). 이들처럼 B 링의 catechol 구조, C 링의 oxo group, 5번 

위치에 수산기를 가진 플라보노이드는 chelate 복합체를 형성하여 

fenton 반응에 의한 산화를 강하게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Cheng 

& Bree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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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폴리페놀에 의한 금속 chelate 반응은 산화의 촉진

보다 항산화와 연관성이 높고, 세포 보호와 연관이 있는 간세포로부

터 철 이온을 제거하거나 chelate 반응에 관여한다(Morel et al., 

1993). Quercetin은 철 이온 매개 지질과산화가 일어나는 적혈구

에서 철 이온과 결합할 수 있으며(Ferrali et al., 1997), 홍차, 녹

차, 레드 와인 추출물의 폴리페놀은 쥐의 간조직의 지질과산화를 유

도하는 철 이온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nghileri & 

Thouvenot, 2000).

Mira 등(2002)은 myricetin과 quercetin이 철 이온(Fe3+)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으며, 특히 B 링의 catechol 구

조와 C 링의 3번 위치의 수산기의 존재가 철 이온 제거에 효과적인 

구조라고 보고하였다. C 링의 2, 3번 탄소의 이중 결합과 4번 탄소

의 oxo group 또한 철 이온의 제거에 효과적이고 catechin, taxi-

folin과 비교하였을 때 quercetin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즉, 3, 5, 3', 4'번 탄소의 수산기를 가지고 있는 플라보노이드가 효

과적으로 금속 이온과 chelate 반응하여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

낸다고 보고하였다(그림 1-10). 

Figure 1-10. Binding sites of polyphenol compounds for metals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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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산화 효소 억제 능력

플라보노이드는 xanthin oxidase, protein kinase C와 같은 과

산화물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를 억제한다(Hanasaki et al., 1994, 

Ursini et al., 1994). 특히 luteolin은 xanthin oxidase를 억제하

는데 효과적이다(Cos et al., 1998). 플라보노이드는 생체 내 피부

의 이중 막 구조에서 ROS 생산에 관여하는 cyclooxygenase, lip-

oxygenase, microsomal succinoxidase, NADH 산화 효소, 

NADPH 산화 효소를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Ago et al., 2003; 

Umeki, 1994). 특히 3', 4', 7번 탄소의 수산기를 가진 플라보노이

드, quercetin, fisetin, luteolin이 단백질 산화효소를 억제하는 구

조로 알려져 있다(Ferriola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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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추출 방법에 따른 삼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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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인체는 항상 산소와 자외선에 노출됨에 따라 생성되는 ROS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Park, 2003). ROS는 주름생성, 

멜라닌 생성 촉진 등의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체내 항산화 효소에 의해 제거된다. 그러나 산소와 자외선

에 지속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그 보호망이 점차 파괴되고, 잔존하는 

자유라디칼이 점차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생체조직이 손상되고 노화

가 촉진된다(Fantone & Ward, 1982). 더 나아가 ROS의 연쇄반

응으로 인한 지질과산화 반응에 따라 생체막 파괴, 효소 불활성, 세

포 노화, 동맥경화, 뇌졸중, 암 등의 질병이 유발될 수 있다(Choi 

et al., 2003). 이에 따라 오늘날, 오존층 파괴 등의 환경오염에 의

한 피부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식품이나 화장품 등의 항산화제

의 사용이 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항산화제와 항노화 화장품의 

원료로서 사용되는 합성 보존료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

면서 합성 항산화제를 대체할 천연물 유래 항산화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Barlow, 1990; Branen, 1975). 

천연 항산화제로는 동·식물 유래 추출물을 예로 들 수 있다. 

추출물은 다양한 방향족화합물, 폴리페놀 화합물 등을 함유하고 있

기 때문에 항산화 활성이 높다(Chen et al., 1996, Mira et al., 

2002). 이에 따라 다양한 식물 추출물의 연구가 보고되고 있지만 

수목 잎 추출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자생 수목 추

출물에 대한 연구는 솔잎 추출물과 은행잎 추출물에 대해 보고되고 

있으며, 이들은 항산화제로 알려진 α-tocopherol 및 BHA보다 항

산화 활성이 높다(Hibataliah et al., 1999, Cha et al., 1997). 

우리나라의 경우, 숲 가꾸기 사업과 가지치기 등에 의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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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 잎이 숲에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미래부에서는 천연물 산업발

전 플랫폼 추진을 위해 『천연물 소재의 과학화 및 수목 부산물 이

용방안 계획』등을 추진함으로써 수목 부산물의 이용방안을 모색하

고 있는 실정이다. 버려지는 수목 잎으로부터 추출물을 획득하고 이

들의 항산화 활성을 구명한다면 숲의 부산물로부터 고부가가치 산

업이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삼나무는 아시아 전역의 넓은 범위에 자라는 상록수로서 가구

재, 구조재로 각광 받고 있다. 하지만 삼나무 잎 유래 다양한 추출

물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추출물은 다양한 추출 방법에 의해 다양한 성분들로 추출될 수 

있다. 하지만 동일 시료의 추출 방법에 따른 여러 종류의 추출물의 

비교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나무 잎 유래 정유, 

유기용매추출물, 열수추출물 등의 다양한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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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삼나무 잎은 제주도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산림

연구소에서 채취하여 생재 상태로 –30℃에서 보관 후, 정유와 열수 

추출 시에는 생재 상태, 용매 추출 시에는 24시간 상온에서 건조 

후 사용하였다. 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sodium carbonate, alumi-

num nitrate, sodium acetate, potassium acetate, gallic acid, 

quercetin, catechin, potassium phosphate, xanthine, xanthine 

oxidase, iron(II) chloride, ferrozine 등은 시그마알드리치코리아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각각의 시약은 99% 이상의 순도를 나

타냈다.

2.2 추출

정유는 실험실 규모의 수증기 증류 장치에 600 g의 생재 상태

의 삼나무 잎과 3 L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추출하였다. 맨틀의 온도

를 100℃까지 승온시킨 후, 24시간 동안 증류시켜 휘발성분들을 포

집하였다. 응축액의 정유 층만 스포이드로 분리하고 무수황산나트륨

을 이용하여 남아 있는 물을 제거한 후, 4℃에서 냉장 보관하였다. 

열수추출물은 정유를 추출할 때 부산물로 나오는 액상을 여과지

(Hyundai Micro Co, No.20, 185 mm)로 여과하고 동결 건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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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득하였다. 유기용매 추출은 메탄올을 용매로 사용하여 상온에서 

침지법으로 24시간 3회 추출 후 농축 및 동결 건조하여 시료를 준

비하였다. 그 후, 열수추출물과 메탄올추출물의 분획을 위해 동결 

건조 시료에 용매를 첨가하여 분획을 실시하였다. 사용한 용매는 극

성의 차이에 따라 선택하였다. n-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

트, n-부탄올, 아세톤, 물을 순차적으로 200 mL씩 가하여 진탕하

여 분획하고 여과 후 농축 및 동결건조하여 준비하였다. 열수추출물

의 경우, 비 친수성인 n-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에는 활

성 평가에 사용할 만큼의 양이 분획되지 않아 시료로 사용하지 않

았고, 메탄올과 에탄올을 사용하여 추가로 분획을 실시하였다. 분획 

모식도와 회수율은 다음과 같다. 회수율은 전건기준이다. 

Figure 2-1.  Flow chart for extraction and solvent fracti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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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항산화 활성 평가

2.3.1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평가

DPPH radical 소거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Blois (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Blois. 1985). 각 추

출물 당 여러 농도 별 시료를 준비하고 시료 1 mL와 1.5 × 10-4 

mol/L의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용액 1 mL를 

혼합하여 10초간 진탕한 후, 상온에서 30분간 암반응시켜 색변화 

관찰을 통해 라디칼 소거 활성을 평가하였다. 안정한 자유라디칼인 

DPPH의 색변화를 통해 활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이는 

UV-Visible spectrophotometer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517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고 다음의 식으로 DPPH 라디칼 소

거 활성을 계산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A/B)]×100

A: Absorbance of sample

B: Absorbance of blank sample

2.3.2 FRAP (Ferric reducing ability of plasma) 활성 평가

FRAP 활성은 추출물의 환원력 평가로서, 3가 철 이온(Fe3+)을 

2가 철 이온(Fe2+)으로 환원시키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Benzie and Strain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Benzie & 

Strain, 1996). 300 mM의 아세테이트 버퍼(pH 3.6)와 40 mM의 

염산용액에 10 mM TPTZ (2,4,6-tripyridyl-s-triazine)을 혼합

한 용액, 20 mM의 염화철(iron (III) chloride, 6수화물)을 혼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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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모액(stock solution)으로 준비했다. 모액은 부피 비 10:1:1 비

율의 250 mL 아세테이트 버퍼, 25 mL TPTZ 용액, 25 mL 염화

철 용액의 혼합액으로 37℃에 보관하였다. 추출물 150 μL와 모액 

2,850 μL를 혼합한 후, 상온에서 30분 동안 암반응시켰다. 그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했다. 각각의 흡광도는 Trolox의 표준

곡선에 의해 μM TE/g fresh mass로 나타냈다. 

2.3.3 Xanthin oxidase 저해 활성 평가 

Xanthine oxidase (XO) 저해 활성은 Marcocci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Marcocci et al., 1994). 기질은 0.1 M 인산

칼륨 버퍼(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5))에 xanthine 2 

mM을 녹여 제조하였다. XO 저해 활성 평가는 제조된 기질 1 mL

와 0.04 unit xanthine oxidase 0.1 mL, 5,000 ppm의 추출물 

0.1 mL를 혼합하여 반응시켰다. 혼합물은 37℃에서 20분간 반응시

키고, 그 후 1N 염산 1 mL를 가하여 반응을 종료시켰다. 반응액 

중에 생성된 uric acid를  UV-Visible spectrophotometer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흡광도 292 nm에서 측정하였다. 

저해율(%)은 다음 식으로 구하였다.

Xanthin oxidase inhibition activity (%) = [1-((A-B)/C)]×100

A: Absorbance of group treated enzyme and sample 

B: Absorbance of group untreated enzyme 

C: Absorbance of blank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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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철 이온 chelate 활성 평가

철 이온 chelate 능력 검정법은 Decker 등의 방법을 따랐다

(Decker & Welch, 1990). 추출물 1,000 μL와 1,350 μL의 증

류수, 50 μL의 2 mM 염화철용액을 혼합한 후, 100 μL의 5 mM 

ferrozine 용액을 첨가하여 10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그 후 

56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아래 식을 통해 chelate 능력을 평

가하였다.

Chelating activity assay(%) = [(A-(B-C))/A]×100

A: Absorbance of group untreated sample

B: Absorbance of group treated sample and ferrozine

C: Absorbance of group untreated ferrozine

2.4 페놀 화합물 함량 평가 

총 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법에 따라 평가하였다(Wolfe 

et al., 2003). 2% Folin-Ciocalteu reagent (수용액, 1:10 v/v)

에 시료를 혼합한 용액 2 mL에 탄산나트륨 용액(sodium carbo-

nate, 75 g/L) 2 mL을 첨가하여 25℃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gallic acid의 검량선으로 나타냈

다. 총 flavonol 함량은 Kumaran 등의 방법에 따랐다(Kumaran & 

Karunakaran, 2007). 2 mL의 시료와 2 mL의 2% 알루미늄 질산

염, 3 mL의 아세트산나트륨(50 g/L)을 25℃에서 150분간 반응 

후 4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quercetine의 검량선으로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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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성분 분석 

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FT-IR)와 gas 

chromatograph-mass spectrometry (GC-MS)를 이용하여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FT-IR (JASCO. FTIR-6100 AVANCE 600)은 파장 범위 

4,000∼400 cm-1에서 32 scans/cm-1으로 분석하였다. 

GC-MS를 위해서 TMS (Trimethylsilylation) 반응을 실시하

였다. TMS는 pyridine (JUNSEI, Japan)과 Sylon BFT 용액

(BSTFA + TMCS (99:1), SUPELCO)을 1:1의 비율로 시료에 

첨가하여 105℃에서 2시간 반응시켜 실시하였다.

GC-MS 분석을 위하여 GC (model-Agilent 6890) 분석을 위

해  DB-5 (25 m ×  0.32 mm × 0.52 μm) column을 사용하

였다. Carrier gas는 헬륨을 사용하였고, 온도 조건은 injector 26

0℃, detector 280℃였다. Oven 온도는 초기온도 50℃에서 5분간 

유지한 후 3℃/min의 속도로 온도를 상승시키고 최종온도 320℃에

서 5분간 유지하여 분석하였다. MS 분석은 model Agilent 5973을 

사용하였고 EI mode로 분석하여 얻어진 시료 피크의 mass data와 

표준 library data (Willy 7th ed)를 비교하여 피크의 화합물 구조

를 동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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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항산화 활성

3.1.1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평가

삼나무 잎 정유, 메탄올추출물, 열수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

거 활성을 평가하였다. 그림 2-2는 삼나무 잎 정유의 DPPH 라디

칼 소거 활성 평가 결과이다. 반응시간을 30분, 1시간, 2시간, 4시

간으로 차이를 두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30분 반응했을 

때, 6,400 ppm의 농도까지 활성이 10% 미만으로 매우 미미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 4시간으로 반응 시간을 늘렸을 때, 그 활성 

또한 상승했으며, 실험은 공기, 온도, 빛 등의 외부적 환경을 고려하

여 진행하였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정유를 구성하고 있는 테르펜

은 구조가 다양하며 많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성

분들은 각기 다른 kinetic behaviour의 라디칼 소거 능력을 가질 

것이며(Kulisic et al., 2004), 이러한 여러 반응 메커니즘의 영향

으로 반응이 천천히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Koleva et al., 

2002). 마찬가지로 본 연구에서 반응 시간의 증가에 따라 활성이 

증가했지만 6,400 ppm 미만의 농도에서는 10% 미만의 매우 낮은 

활성을 나타냈으므로 정유의 항산화 유효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대

조군인 α-tocopherol은 62.5 ppm에서 90.3%의 활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삼나무 정유는 항산화 활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2-3은 메탄올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평가 결과이다. 두 추출물 모두 유사한 활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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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 ppm에서 40% 이상의 활성을 나타냈고 62.5 ppm 이상에서

는 메탄올추출물은 74.3%, 열수추출물은 87.3%로 높은 활성을 나

타냈다. 125 ppm에서는 각각 94.4%, 93.9%로 매우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특히, 메탄올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은 62.5 ppm 이상의 농

도에서 대조군으로 사용된 α-tocopherol과 유사한 활성을 나타냈

다(그림 2-4). 낮은 농도에서도 높은 활성을 나타낸 catechin, 

gallic acid, quercetin보다 낮은 활성을 보였지만 125 ppm의 낮은 

농도에서 100%에 가까운 활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삼나무 잎 메탄

올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은 항산화 유효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삼나무 정유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매우 미미하기 때문

에 세 가지 추출물 중 정유를 제외한 메탄올추출물, 열수추출물의 

유기용매 분획을 통한 분획물을 획득하였다. 열수추출물은 수용성 

추출물로서 극성이 낮은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용매에

는 활성을 평가할 양이 추출되지 않아 시료로 사용하지 않았다. 분

획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평가 결과는 그림 2-5, 2-6과 같

다. 메탄올추출물에서는 아세톤, 물 분획물이 가장 활성이 우수했으

며,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활성이 미비했다. 

특히 아세톤 분획물과 수용성 분획물은 15.6 ppm에서 50% 이상의 

활성을 나타냈으며 31.3 ppm에서 각각 83.9%, 81.2%의 높은 활

성을 나타냈다. 열수추출물의 경우, 수용성 분획물을 제외한 나머지 

분획물에서 모두 활성이 우수했다. 특히 조추출물의 활성이 높게 나

타났으며 에탄올 분획물은 31.3 ppm에서 83.7%의 높은 활성을 나

타내며 가장 우수했다. 메탄올추출물의 수용성 분획물은 활성이 높

았지만 열수추출물의 수용성 분획물은 활성이 매우 미미하였다. 같

은 용매로 분획을 하였어도 조추출물을 획득할 때의 추출 방법에 

따라 추출되는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분획물의 구성 성분이 다르게 

되어 활성에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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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등(2012)에 따르면, 소태나무 잎의 메탄올추출물은 10 

ppm의 농도에서 97% 이상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다

고 보고되었다. 하지만 Jung 등의 연구는 본 연구와 DPPH 용액의 

농도는 같지만 시료 추출물을 DPPH 용액의 4배가 되도록 첨가하

여 실험한 것으로서, 최종 시료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본 연구결과

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유사한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한 

Jimoh 등(2007)의 연구에 따르면 Paullinia pinnata의 메탄올추출

물은 40 ppm의 농도에서 90%의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며 이는 합

성항산화제인 BHA와 유사한 활성이다. P. pinnata의 메탄올추출물

의 결과와 삼나무 잎 추출물의 결과가 유사하므로 삼나무 잎 추출

물은 항산화 유효 추출물로 예상된다.

메탄올추출물의 아세톤 및 수용성 분획물과 열수추출물의 에탄

올 분획물은 조추출물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에 따

라, 메탄올 조추출물을 아세톤으로 분획하거나 열수추출물을 에탄올

로 분획하는 것이 삼나무 잎으로부터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분획물을 얻을 수 있는 최적 추출 방법임을 구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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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essential oil from 

Cryptomeria japonica leaves.

Figure 2-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α-tocopherol 

(positive control), methanol and hot water extracts from Cryptomeria ja-

ponica le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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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positive controls 

such as catechin, gallic acid, quercetin, and α-tocoph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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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solvent fractions 

of methanol extract. CHCl3: chloroform, EA: ethyl acetate, BuOH: butyl 

alcohol.

Figure 2-6.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solvent fractions 

of hot water extract. BuOH: butyl alcohol, MeOH: methanol, EtOH: 

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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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FRAP (Ferric reducing ability of plasma) 활성 평가

삼나무 추출물의 항산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해 FRAP 활성 평

가를 통해 환원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FRAP 활성은 Trolox 환원력

에 대한 흡광도의 검량선(R2=0.96)으로 수식(y=0.045x+0.0145)

을 얻었고, 이를 통해 당량농도(Equivalent concentration)로 나타

냈다. 그 결과, FRAP 활성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유사한 결

과를 나타냈다.

그림 2-7a는 메탄올추출물과 그 분획물의 FRAP 활성 평가 결

과이다. 아세톤 분획물과 수용성 분획물이 조추출물보다 높은 활성

을 나타냈고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는 조추출물보다 낮

은 활성을 나타내며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

냈다. 메탄올추출물은 0.6 μM TE/μg의 활성을 나타낸 반면, 수

용성 분획물은 0.94 μM TE/μg으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고, 

아세톤 추출물 또한 0.91 μM TE/μg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2-7b는 정유, 열수추출물 및 열수추출물의 용매분획물의 

FRAP 활성 평가 결과이다. 정유는 0.13 μM TE/μg의 낮은 환원

력을 나타냈고, 열수추출물은 수용성 분획물을 제외하고 높은 

FRAP 활성을 나타냈다. 특히, 열수추출물의 에탄올 분획물은 0.77 

μM TE/μg으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열수추출물은 조추출

물 자체가 0.59 μM TE/μg의 FRAP 활성을 나타내며 높은 항산

화 효과를 나타냈다. 

Tachakittirungrod 등(2007)에 따르면 항산화제인 butylated 

hydroxytoluene (BHT)이 2.92 μM TE/μg 나타냈다고 보고하

였다. Dudonné 등(2009)에 따르면 허브, 수목, 과실 등의 30종의 

식물 추출물의 FRAP 활성은 1 μM TE/μg 미만이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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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나무 잎 메탄올 및 열수추출물은 항산화 활성이 높은 식물 추출

물과 유사한 FRAP 활성을 가지므로 천연 항산화 추출물로의 적용

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그림 2-8은 대조군으로 이용한 항산화 성분인 α-tocopherol, 

catechin, quercetin, gallic acid의 결과이다. 모든 추출물보다 대

조군의 FRAP 활성이 높았다. 하지만 α-tocopherol은 가장 널리 

이용되는 천연 항산화제로써 삼나무 잎 추출물들의 활성과 유사하

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삼나무 잎 추출물의 높은 항산화 활성을 

구명하였다고 판단된다. 삼나무 잎 추출물은 항산화 원료인 BHT, 

quercetin보다 환원력은 낮았지만, 선행 연구들의 다양한 식물 추출

물에 비해 높은 환원력을 가졌다고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삼나무의 메탄올 및 열수추출물의 유효 분획물을 획득 할 수 있는 

최적 분획법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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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a. FRAP values (μM TE/μg) of methanol extract and its sol-

vent fractions (5,000 ppm concentration).

Figure 2-7b. FRAP values (μM TE/μg) of essential oil, hot water ex-

tract and solvent fractions of the latter (5,000 ppm concentration). HW: 

Hot water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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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FRAP values (μM TE/μg) of positive control such as cat-

echin, gallic acid, quercetin and α-tocoph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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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Xanthin oxidase 저해 활성 및 철 이온 chelate 활성 평가

Xanthin oxidase (XO)는 산화 효소로서 과산화 양이온을 생성

하고 생체 조직의 산화 손상을 일으키는 효소이다(Chambers et 

al., 1985). 본 연구에서는 산화 효소를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알

아보고자 XO 저해 활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혈액 속 단백질과 결합

하지 않은 철, 구리 이온의 제거를 통해 일어나는 항산화 활성을 관

찰하고자 철 이온과의 chelate 활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XO 저해 

활성과 철 이온 chelate 활성 평가는 라디칼 소거 활성, 환원력 평

가와 같은 농도로 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활성을 나타내지 않아 

5,000 ppm의 농도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XO 저해 활성 평가 결과는 그림 2-9와 같다. 앞선 라디칼 소

거 활성과 환원력 평가와는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정유가 메탄올

추출물과 열수추출물보다 높은 XO 저해 활성을 나타냈다. 정유는 

54.8%의 XO 저해 활성을 나타냈고, 열수추출물과 메탄올추출물은 

각각14.4%, 4.5%의 XO 저해 활성을 나타냈다. 선행 연구에 따르

면 삼나무 정유는 높은 항미생물 활성이 있다고 밝혀졌다(김 등, 

2012). 따라서 정유의 XO 저해 활성이 메탄올 및 열수추출물보다 

높은 이유는 정유의 항미생물 활성에 의해 산화 효소인 XO가 저해

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권 등(2012)에 따르면 주박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은 XO 저해 효과가 미비하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감

잎 열탕 추출물은 100 ppm의 농도에서 82.9%의 활성을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Nagao 등(1999)은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XO 저해 효과에 대해 평가하였고, chrysin, luteolin, 

kaemferol, quercetin, myricetin과 같은 flavonol과 flavone 화합

물이 XO 저해활성을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삼나무 잎 추

출물은 높은 농도에서 XO를 억제하므로 효과적인 XO 저해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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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판단되지 않는다. 

철 이온 chelate 활성 평가 결과는 그림 2-10과 같다. 각각의 

추출물은 5,000 ppm의 농도로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정유와 열수

추출물의 chelate 활성은 각각 5.8%, 4.2%로 낮았고, 메탄올추출

물은 33.4%로 정유와 열수추출물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하지

만 삼나무 잎 추출물의 chelate 능력은 라디칼 소거 활성과 환원력

에 비해 높지 않았다. Wang 등(2009)에 따르면 해초의 수용성 추

출물은 5,000 ppm의 농도에서 60% 이상의 활성을 나타냈다. 또한 

갈조류 추출물은 높은 금속 chelate 반응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Chew et al., 2008, Senevirathne et al., 2006). 이러한 금속 

chelate 반응은 폴리페놀 구조의 수산기에 의해 일어난다(Santoso 

et al., 2004). 하지만 삼나무 잎 추출물은 금속 chelate 능력이 높

지 않다고 사료된다. 

삼나무 추출물의 산화 효소 억제 활성과 금속 chelate 활성은 

높은 농도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유기용매 별 분획물에 대한 실험은 

실시하지 않았다. 삼나무 추출물은 산화 효소 억제 및 금속 chelate 

반응보다 라디칼 소거 활성과 환원력이 뛰어났다. 생체 내의 주요 

산화 스트레스는 ROS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라디칼 제거 효과 및 

환원력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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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Xanthine oxidase inhibition activities (%) of Cryptomeria 

japonica extracts.

Figure 2-10. Ferrous ion chelate activities (%) of Cryptomeria japonica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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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페놀 화합물 함량 평가 

대부분의 천연물은 페놀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

어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Ferguson, 2001). 

따라서 페놀 화합물 함량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총 페놀 함량, 총 flavonol 함량을 평가하였다.   

라디칼 소거 활성과 환원력이 높았던 메탄올추출물과 열수추출

물의 페놀 화합물 함량 평가를 실시하였다. 총 페놀 함량과 총 fla-

vonol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표 2-1, 표 2-2와 같다.

총 페놀 함량은 페놀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구조를 가진 성분

들의 함량을 의미한다. 메탄올추출물은 열수추출물에 비해 총 페놀 

함량이 낮았다. 총 페놀 함량이 9.21%인 메탄올추출물보다 메탄올

추출물의 아세톤 및 수용성 분획물이 각각 12.86%, 11.83%로 높

게 나타났다. 메탄올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와 클로로포름 분획물

은 7.34%, 7.29%로 메탄올추출물보다 낮은 페놀 함량을 나타냈다. 

열수추출물은 수용성 분획물을 제외하고 모두 24% 이상의 높은 페

놀 함량을 나타냈다. 

Flavonol 함량 측정 결과, 메탄올추출물 분획물의 경우, 수용성 

분획물 이외의 다른 분획물이 메탄올추출물보다 flavonol 함량이 높

았다. 열수추출물과 열수추출물 분획물의 경우, 메탄올추출물보다 

낮은 flavonol 함량을 나타냈지만 열수추출물의 에탄올 분획물은 비

교적 높은 flavonol 함량을 나타냈다. Flavonol 구조 또한 페놀 구

조를 가진 성분으로서 비교적 flavonol 함량보다 총 페놀 함량이 높

았던 열수추출물은 flavonol 구조 이외의 다른 페놀 화합물이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메탄올추출물의 경우, flavonol 함

량이 총 페놀 함량 보다 높았기 때문에 페놀 화합물 중 flavonol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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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항산화 활성 결과와 비교해 보면, 가장 우수했던 메탄올추출물

의 아세톤, 수용성 분획물과 열수추출물의 에탄올 분획물은 페놀 화

합물의 함량이 높게 측정되었다. 세 가지 분획물의 총 페놀 함량 중 

열수추출물의 에탄올 분획물이 메탄올추출물의 아세톤 및 수용성 

분획물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열수추출물이 메탄올추

출물보다 다소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이유는 페놀 함량이 높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종합적으로, 가장 항산화 활성이 높았던 메탄올추출물의 아세톤 

및 수용성 분획물과 열수추출물의 에탄올 분획물은 공통적으로 높

은 페놀 함량으로 인해 효과적인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판

단된다. 메탄올추출물에는 플라보노이드 구조를 가진 페놀 화합물이 

주성분으로 함유되어 있고, 열수추출물에는 플라보노이드 외 페놀 

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라 사료된다. 

많은 선행 연구에서 페놀 화합물과 항산화 활성과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식물 추출물의 높은 항산화 활성을 페놀 화

합물의 함량이 많기 때문이라 보고되었다(Velioglu et al., 1998, 

Scalzo et al., 2005, Jimoh et al., 2007). Velioglu 등(1998)에 

따르면, 28 종의 식용 작물의 총 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을 비교

한 결과 높은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고찰한 결과, 삼나무 추출물의 높은 항산화 활성은 

페놀 구조에 의한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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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Polyphenol contents of methanol extract and its solvent fractions

EA: ethyl acetate, BuOH: Butyl alcohol

Table 2-2. Polyphenol contents of hot water extract and its solvent fractions

EA: ethyl acetate, BuOH: Butyl alcohol, MeOH: methanol, EtOH: ethanol

Crude 
extract

Solvent extracts

Hexane Chloroform EA BuOH Acetone Water

Total phenol contents 9.21±0.26 10.13±0.62 7.34±0.22 7.29±0.52 9.86±0.01 12.86±0.22 11.83±0.11
Total flavonol contents 6.86±0.01 8.37±0.00 8.88±0.05 9.89±0.05 7.81±0.00 7.58±0.01 5.85±0.00

Crude 
extract

Solvent extracts
BuOH Acetone MeOH EtOH Water

Total phenol contents 25.95±0.07 24.31±0.09 24.53±0.15 24.87±0.14 29.5±0.14 16.74±0.01
Total flavonol contents 2.29±0.11 2.39±0.19 2.35±0.06 1.81±0.12 3.79±0.40 0.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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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성분 분석

3.3.1 FT-IR 분석 

선행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페놀 화합물 함량 평가 결과에 따

라 항산화 활성에 대한 수산기의 영향이 관찰되었다. 이에 따라 

FT-IR 분석을 통한 추출물의 관능기를 관찰하였다(그림 2-11, 

2-12). 모든 추출물에서 2,800∼3,000 cm-1의 C-H 구조와 

1,700∼1,600 cm-1의 carbonyl group (C=O), 1,500∼1,400 

cm-1의 3개의 방향족 탄소 이중결합(방향족 C=C)이 나타났다. 항

산화 활성이 높았던 메탄올추출물의 아세톤, 수용성 분획물에서 

3,300∼3,200 cm-1의 수산기(O-H) 피크와 1,100∼1,010 cm-1

에서 뚜렷한 당류의 –C-O 결합이 관찰되었다. 열수추출물에서는 

수용성 분획물을 제외한 나머지 분획물에서 수산기와 당류의 –C-O 

결합이 모두 관찰되었다. 또한 활성이 낮았던 헥산, 클로로포름, 에

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는 수산기와 당류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수산기와 당 성분이 항산화 활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삼나무 잎 추출물 유래 항산화 유효성분은 수산기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 방향족이면서 당을 포함한 성분으로 예상된다.  

많은 식물 유래 유기용매 및 열수추출물에서 본 연구와 같이 수

산기와 방향족 탄소 이중결합, 다당류를 포함한 추출 성분들이 관찰

되었다(Sivam et al., 2013; Zarai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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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g)

Figure 2-11. FT-IR spectra of methanol extract and its solvent fractions. 

(a): Crude extract, (b): Hexane fraction, (c): Chloroform fraction, (d): 

Ethyl acetate fraction, (e): Butyl alcohol fraction, (f): Acetone fraction, 

(g): Water fraction.

* X-axis: cm-1, Y-axis: abso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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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ure 2-12. FT-IR spectra of hot water extract and its solvent 

fractions. (a): Crude extract, (b): Butyl alcohol fraction, (c): Acetone 

fraction, (d): methanol fraction, (e): ethanol fraction, (f):  (g): Water 

fraction.

* X-axis: cm-1, Y-axis: abso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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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GC-MS 분석 

성분 분석을 위해 GC-MS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2-3, 2-4와 같다. 메탄올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은 가스화가 어렵기 

때문에 TMS (Trimethylsilylation)화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메탄

올추출물은 테르펜 화합물과 당 성분이 검출되었으며, 항산화 활성

이 낮았던 헥산, 클로로포름 분획물에서는 주로 테르펜 화합물이 검

출되었다. 검출된 테르펜 화합물은 삼나무 정유의 주성분인 kaur-

ene, elemol, eudesmol, terpineol 등이었다(Kim et al., 2013). 

이는 메탄올 추출물의 테르펜 화합물이 비교적 비극성 용매인 헥산, 

클로로포름에 의해 분획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헥산, 클로로

포름 분획물의 낮은 항산화 활성의 결과는 삼나무 정유의 낮은 항

산화 활성과 연관지을 수 있으며, 테르펜 화합물의 미미한 항산화 

효과 때문에 메탄올추출물의 헥산, 클로로포름 분획물이 낮은 항산

화 활성을 나타낸 것이라 사료된다. 활성이 높았던 메탄올추출물의 

아세톤, 수용성 분획물에서는 당 성분이 주로 검출되었다. 이는 

TMS화 과정에서 열에 의해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의 결합이 깨지면

서 당 성분이 주로 검출된 것이라 사료된다. Stobiecki (2000)에 

따르면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MS 분석 시,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의 

O-glycosylation bond가 해리되어 당류의 검출이 이루어진다고 보

고하였기에 같은 결과로 판단된다. 

열수추출물의 경우 모든 분획물에서 비슷한 성분이 검출되었으

며, 메탄올추출물과 마찬가지로 여러 당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 또

한 TMS화에 의해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의 결합이 해리되면서 당 성

분이 검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메탄올추출물과 다르게 열수

추출물에서는 catechin과 chlorogenic acid가 주성분으로 검출되었

다. Catechin과 chlorogenic acid는 항산화 활성 성분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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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므로 열수추출물의 에탄올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은 

이러한 성분들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양한 식물 추출물 유래 chlorogenic acid의 항산화 유효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Bouayed et al., 2007;Jung et al., 

1999;Kweon et al., 2001;Sato et al., 2011). 그러나 지금까지 

삼나무 잎 추출물에서 chlorogenic acid가 검출되었음을 보고한 연

구는 없었고 본 연구에서 삼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유효성분으로 

chlorogenic acid를 구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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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GC-MS analyses of methanol extract and its solvent fractions

Crude extract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yl alcohol Acetone Water
Kaurene Kaurene Kaurene Shikimic acid Shikimic acid Shikimic acid D-Pinitol

Shikimic acid β-Eudesmol Elemol D-Pinitol D-Pinitol Glucopyranose
D-Pinitol Pimaric acid β-Eudesmol Mannopyranose Fructopyranose Shikimic acid

Fructopyranose Androstane α-Eudesmol Tagatofuranose Mannopyranose Fructopyranose
(+)Copalol Isopimaric acid Xylofuranose Glucopyranose
β-Eudesmol Glucopyranose Pimaric acid

Elemol Isopimaric acid
α-Eudesmol

Galatopyranose
Glucopyranose

Androstane
Sclareol

Pimaric acid
Isopima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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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GC-MS analyses of hot water extract and its solvent fractions

Crude extract Butyl alcohol Acetone Methanol Ethanol Water
Shikimc acid Shikimc acid Shikimc acid Shikimic acid Shikimic acid Shikimic acid
Glucopyranose Glucopyranose Glucopyranose Glucopyranose Glucopyranose Glucopyranose
Fructopyranose Fructopyranose Fructopyranose Fructopyranose Fructopyranose Fructopyranose

D-Pinitol D-Pinitol D-Pinitol D-Pinitol D-Pinitol D-Pinitol
Mannopyranose Mannopyranose Mannopyranose Mannopyranose Mannopyranose Mannopyranose

Chlorogenic acid Catechin Catechin Chlorogenic acid Chlorogenic acid Chlorogenic acid
Catechin Arabinopyranose Catechin Isopimar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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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세 가지 추출 방법을 통해 추출된 정유, 메탄올추출물, 열수추출

물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 평가한 결과 정유에 비해 메탄올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이 뛰어난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평가 결과, 메탄올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은 62.5 ppm 농도에서 

70% 이상의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또한 메탄올추출물의 아세톤 

및 수용성 분획물과 열수추출물의 에탄올 분획물은 15.6 ppm 농도

에서 50% 이상의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으며, 31.3 ppm에서

는 80% 이상의 높은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며 메탄올 및 열수

추출물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FRAP 활성 평가 결과,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마찬가지로 메탄올추출물의 아세톤 및 수용성 

분획물과 열수추출물의 에탄올 분획물이 뛰어난 활성을 나타냈다. 

삼나무 잎 추출물의 산화효소 억제 활성과 금속 chelate 활성은 농

도 의존적으로 활성을 나타내기는 하나, 매우 높은 농도에서 활성을 

나타냈다. 산화 효소 억제 활성과 금속 chelate 활성은 라디칼 소거 

활성과 환원력 평가에 비해 미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삼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는 높은 라디칼 소거 활성과 높은 환원력

을 통해 나타난다고 판단된다. 

많은 연구에서 페놀 화합물과 항산화 활성의 연관성에 대해 논

의되었다. 삼나무 잎 추출물의 페놀 화합물 함량을 평가한 결과, 페

놀 화합물 함량이 높을수록 항산화 활성이 높았으며, 항산화 활성과 

페놀 화합물과의 연관성이 존재하였다. 

FT-IR 분석 결과, 항산화 활성이 높았던 메탄올추출물의 아세

톤 및 수용성 분획물과 열수추출물의 에탄올 분획물에서 공통적으

로 수산기와 방향족화합물, 당류가 관찰되었다. 또한 이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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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MS 분석 결과, 활성이 높았던 분획물에서 당류가 검출되었고, 

열수추출물의 경우, 에탄올 분획물에서 chlorogenic acid와 cat-

echin, 그리고 당류가 검출되었다. 

이와 같이 2장에서는 삼나무 잎의 메탄올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의 

높은 항산화 활성을 구명하였으며, 이들은 수산기와 당을 함유한 페

놀 화합물로서 테르펜 화합물로 이루어진 정유보다 높은 항산화 활

성을 가지는 화합물로 판단된다. 또한 삼나무 추출물은 높은 라디칼 

소거 활성과 환원력으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삼나무 잎 추출물은 다양한 수산기 및 당을 포함한 페놀 화합물을 

함유하여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임을 구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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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삼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유효성분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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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천연 유래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는 오랜 시간 지속되어 왔지만 

추출물 유래 유용 성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화장품이나 

식품 소재 관련 항산화 제품에 사용하는 원료는 조추출물이 많이 

이용되지만 제품의 효과와 관련하여 성분에 관한 지표가 필요하므

로 유효성분의 화학조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항산화, 항노화에 관련된 천연 기능성 성분으로는 소나무 

수피 추출물인 pycnogenol, 폴리페놀, β-carotene, propolis 등이 

알려져 있으며, 현재 식품 또는 화장품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자몽, 오렌지, 레몬, 탄저린 등의 과일에서 유래한 citrus bio-

flavonoid는 산화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며(Tirkey et 

al., 2005), 소나무 껍질과 포도씨에서 추출된 pycnogenol의 항산

화 활성은 오랜 기간 연구되어 왔다(Packer et al., 1999).  

대부분의 항산화 관련 천연 원료로는 허브식물, 과일, 식용 식물 

등에 국한되어 이용되어 왔다. 블루베리나 아사이베리 추출물 유래 

폴리페놀은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어 직접 섭취 혹은 이들과 

관련된 식품의 소비가 늘고 있다. 특히, 블루베리나 아사이베리의 

anthocyanin과 β-carotene은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진다는 연구 

보고가 많이 이루어졌다(Mertens-Talcott et al., 2008;Schauss 

et al., 2006). Kang 등(2011)에 따르면 아사이 펄프 추출물에서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플라보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인 

(2S,3S) dihydro- kaempferol 3-O-β-d-glucoside, (2R,3R) 

dihydrokaempferol 3-O-β-d-glucoside, isovitexin, velutin, 

5,4'-dihydroxy -7,3',5'-trimethoxy flavone 등이 검출되었고, 

그 중, isovitexin이 가장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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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천연물 유래 항산화 유효성분으로는 많은 연구가 보고된 허브

식물 중 하나인 thyme 추출물의 thymol과 carvacrol 등이 알려져 

있다(Aeschbach et al., 1994;Lee et al., 2005;Ündeğer et al., 

2009). 

수목 추출물 유래 항산화 성분으로는 은행잎 추출물인 EGb 

761이 보고된 바 있다. EGb 761의 terpene lactone 화합물과 

flavone 배당체는 라디칼 소거 활성, XO 억제 효과 등의 다양한 항

산화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되었고, 현재 건강보조제로서 시판되고 

있다(Maitra et al., 1995;Marcocci et al., 1994). 

화장품 시장은 매년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 중 주름개선 및 미백

과 같은 항산화와 관련한 기능성 화장품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화장품 소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천연소재, 친환경, 인체에 무해한 소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원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 산업에서 국내 소재의 개발

은 화장품 산업에서 경쟁력을 증가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수목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

다. 특히, 활성 성분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목 잎에는 

다양한 폴리페놀 및 테르펜 성분들이 존재하며, 폴리페놀과 테르펜

의 높은 항산화 활성은 널리 알려져 있다. 2장에서 삼나무 잎 유래 

메탄올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의 높은 항산화 활성을 구명하였으며, 이

에 따라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유효성분을 구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나무 잎 유래 항산화 유효성분을 구명

하고 삼나무 잎 추출물의 다양한 항산화 제품 적용 시 활용될 수 

있는 지표 성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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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항산화 유효성분을 구명하고자 2장에서 활성이 우수했던 메탄올 

아세톤 분획물(MA)과 열수추출물(HW)의 분획을 실시하였다. HW

는 에탄올 분획물이 가장 활성이 높았지만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하기에는 HW 에탄올 분획물의 수율이 낮았고 성분의 차이가 

크지 않아 에탄올 분획물이 아닌 조추출물인 HW를 사용하였다. 

컬럼에 사용한 충진제는 실리카겔 60(40∼100 μm)과 

Sephadex LH-20 (Pharmacia Biotech, Code No. 17009002)을 

사용하였다. 용매는 헥산과 에틸아세테이트, 메탄올, 물을 사용했다. 

용매는 모두 99.5%의 순도를 가진 용액으로 삼전순약공업주식회사

에서 구입하였다. 물은 2차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2.2 분획

MA의 항산화 유효성분 분획을 위해 실리카겔 60(40∼100 μ

m)을 고정상으로 하여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했다. 전개 용매

(이동상)는 에틸아세테이트와 메탄올 비율을 2:1, 1:1, 1:2, 1:4, 

1:8, 1:10로 하여 각각 4 L씩 사용했고, 그 후 메탄올, 아세톤을 4 

L씩 사용했다. 

HW의 항산화 유효성분 분획을 위해 Sephadex LH-20을 고정

상으로 하여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실시했다. 전개 용매는 메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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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물 비율을 10:1, 8:1, 4:1, 2:1, 1:1, 1:2, 1:4, 1:8, 1:10 각각 

2 L씩 사용했고, 그 후 물로 분획을 실시했다. 

각각의 고정상은 24시간 동안 충진시켰고 용매의 속도는 20 

mL/min으로 하여 50 mL씩 분획하였다. 각각의 분획물은 TLC 양

상에 따라 MA는 11개의 분획물, HW는 7개의 분획물로 나누었다. 

MA 분획물은 MA-F1∼F11, HW 분획물은 HW-F1∼F7로 명명

하였다. 

2.3 항산화 활성 평가

항산화 활성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평가와 FRAP 활성 평가

를 통해 실시하였다. 실험방법은 2장과 동일하며, 2장의 2.3 항산화 

활성 평가에 기재하였다. 또한 활성 분획물의 성분 분석을 통해 검

출된 주성분의 표준물질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순도 

97% 이상의 myricetin, hesperetin, esculin, catechin, chloro-

genic acid, delphinidin 3-O-glucoside를 시그마알드리치코리아

에서 구입하여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2.4 성분 분석

GC-MS와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LC-MS)

를 이용하여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GC-MS 분석은 2장의 2.5 항의 방법으로 동일하게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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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LC-MS/MS 분석을 위해 auto-sampler, Diode array de-

tector, binary pump가 부착된 Ultimate 3000 RSLC HPLC 시스

템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MA, USA)과 Triple TOF 

5600 Q-TOF LC-MS/MS 시스템(ABSciex, CA)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LC separation은 이동상 A(물 + 0.1% 포름산)와 이동

상 B (아세토니트릴 + 0.1% 포름산)를 사용했다. 컬럼은 Kinetex 

2.6 μm F5 100A (100×2.1 mm, phenomenex, 00D4723AN)

를 사용했으며, 유량은 0.25 mL/min이었다. Linear gradient는 아

래와 같다. Auto-sampler의 온도는 4℃로 맞추었고 주입 용량은 

1∼5 μL이었다. Mass 스펙트럼은 5,500 V의 이온 분무 전압의 

양전자분무이온화 (positive electrospray ionization (ESI))에 의

해 얻어졌다. 온도 조건은 500℃이며, 커튼 가스, 이온원 가스 1, 

이온원 가스 2는 각각 35, 65, 55 psi의 압력으로 행해졌다. 두 개

의 전체 스캔 Mass 스펙트럼은 MS 모드에서 50∼2,000 m/z에서 

얻어졌다. 데이터는 TF 1.7 software를 이용하여 수집되고 

PeakView 2.2.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3-1. Linear gradient of buffer A and B 

Time (min) 0 2 17 20 21 23
A % 65 65 0 0 65 65
B % 35 35 100 100 35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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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항산화 활성 평가

3.1.1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평가

그림 3-1, 3-2는 삼나무 잎 MA 분획물과 HW 분획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평가 결과이다. 그 결과, 활성이 높은 분획

과 활성이 낮은 분획으로 나뉘었다. MA 분획물 중, MA-F5, 

MA-F6, MA-F10, MA-F11이 MA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냈고, 

MA-F4는 MA와 유사한 활성을 나타냈다. HW 분획물 중 

HW-F3, HW-F4, HW-F5가 HW보다 낮은 농도에서 높은 활성

을 나타냈고, HW-F1, HW-F2, HW-F6, HW-F7은 HW보다 낮

은 활성을 나타냈다. 

MA-F5와 HW-F3, HW-F4가 다른 분획물보다 높은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다. 12.5 ppm에서 MA-F5는 58.8%, HW-F3, 

HW-F4는 각각 79.8%, 81.8%의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25 ppm 

이상의 농도에서는 세 분획물 모두 90% 이상의 활성으로 높은 라

디칼 소거 효과를 나타냈다.  

2장의 그림 2-3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대조군들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MA 및 HW 분획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과 비교했을 때,  MA-F5, HW-F3, HW-F4는 α-tocopherol, 

catechin과 유사하게 낮은 농도에서 우수한 활성을 나타냈다. 이는 

삼나무 추출물의 활성 분획물이 보편적인 항산화 물질과 유사한 효

과를 가진다는 결과로서, 항산화제 원료로써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 75 -

다.

MA 분획물보다 HW 분획물이 낮은 농도에서 라디칼 소거 효과

가 뛰어났지만 25 ppm 이상에서는 활성이 유사했다. 많은 연구에

서 활성반수영향농도(The term half maximal effective concen-

tration, EC50)를 평가하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효 분획물인 

MA-F5는 12.5 ppm에서 50% 이상의 활성을 나타냈고, HW-F3, 

HW-F4는 6.25∼12.5 ppm 사이에서 EC50을 나타냈다. Kwak 

등(2006)의 연구에 따르면, 국내 자생하는 솔잎의 에탄올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 활성은 95.12 ppm에서 EC50을 나타냈다. 또한 Park 

등(2011)은 솔잎의 열수추출물이 250∼500 ppm에서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이 등(2012)에 따르면, 편백 잎의 

아세톤추출물 중,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126.4 ppm에서 EC50

을 나타낸다고 보고했다. 이는 각각의 수목 추출물들이 삼나무 잎의 

메탄올 및 열수추출물보다 높은 농도에서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

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삼나무 잎의 메탄올 및 열수추출물은 효과적

인 항산화 원료로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가장 활성이 높은 분획물인 MA-F5와 HW-F3, 4의 라디칼 

소거 활성은 조추출물보다 낮은 농도에서 높게 나타냈다. 하지만 

MA-F 중에서 활성이 낮은 분획물은 100 ppm의 농도에서도 10% 

미만의 활성을 나타냈고, HW-F1, 2, 6, 7 또한 HW보다 매우 낮

은 활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조추출물에서는 활성이 높은 분획물과 

활성이 낮은 분획들이 모두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루는 

물질들이 서로 길항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3.2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 76 -

Figure 3-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subfractions from 

MA. MA: acetone fraction of methanol extract, MA-F1~MA-F11: sub-

fractions of MA fraction.

Figure 3-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fractions of hot 

water extract. HW: Hot water extract, HW-F1~HW-F7: fractions of 

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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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FRAP 활성 평가

환원력 평가 결과는 그림 3-3, 3-4와 같다. FRAP 활성 평가 

결과,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MA-F5, 

HW-F3, HW-F4 분획물들이 높은 환원력을 나타냈다. 특히 

MA-F5는 1.54 μM TE/μg의 가장 높은 환원력을 나타냈다. 

HW-F3는 0.85 μM TE/μg, HW-F4는 0.84 μM TE/μg을 나

타내며 다른 분획물보다 높은 환원력을 나타냈다. DPPH 라디칼 소

거 활성에서 활성이 미미했던 MA-F1, 2, 3, 7, 8, 9는 MA보다 

낮은 FRAP 활성을 나타냈다. 낮은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던 

HW-F1, 2, 6, 7은 HW-F3, 4보다 낮은 환원력을 나타냈지만 

HW보다는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환원력에 있어서 MA의 경우, 항

산화 유효성분들과 무효성분들의 길항작용이 일어나 유효 분획물보

다 낮은 활성을 나타낸 것이라 사료된다. 또한 MA 분획물은 테르

펜, 플라보노이드.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등의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

하고 있었다. 그러나 분획된 시료는 극성의 차이, 구조의 차이에 의

해 종류 별로 나뉘어 분획되었기 때문에 활성 차이를 나타내는 것

으로 사료된다. HW 분획물은 HW 조추출물보다 높은 FRAP 활성

을 나타냈기 때문에 각각의 분획물을 이루는 특성이 유사한 성분들

에 의해 높은 환원력을 가진다고 판단된다.

MA-F5는 1.31 μM TE/μg의 활성을 나타낸 천연 항산화제

의 α-tocopherol보다 높은 환원력(1.54 μM TE/μg)을 나타냈

다. 따라서 MA-F5는 유효 항산화 추출물로써 항산화 원료로 적용 

가능할 것이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가지는 분획물과 FRAP 활성을 가

지는 분획물은 일치하였지만 MA 분획물이 HW 분획물보다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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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환원력을 나타냈다. 라디칼 소거 활성에서는 HW 분획물이 효

과적이었는데 이는 각각의 추출물을 이루는 성분들에 있어 특화된 

항산화 능력이 다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추출 방법에 따라 추출

되는 성분들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활성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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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FRAP values (μM TE/μg) of subfractions from MA. MA: 

acetone fraction of methanol extract, MA-F1~MA-F11: subfractions of 

MA fraction.

Figure 3-4. FRAP values (μM TE/μg) of fractions of HW. HW: Hot 

water extract, HW-F1~HW-F7: fractions of 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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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성분 분석

3.2.1 GC-MS 분석 

분획물의 구조분석을 위하여 TMS화 후, GC-MS 분석을 실시

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5, 3-6과 표 3-2, 3-3과 같다. 

활성이 미미했던 MA-F1, 2, 3에서는 주로 삼나무 잎 추출물

의 주요 테르펜 화합물인 β-eudesmol과 kaurene이 검출되었다. 

MA-F7과 MA-F8의 주성분은 shikimic acid와 quinic acid로 검

출되었다. 2장에서 삼나무 잎 추출물에 chlorogenic acid가 주성분

으로 검출된 결과로 미루어보아 quinic acid는 caffeic acid와 

quinic acid의 에스터 결합으로 이루어진 chlorogenic acid(Sato 

et al., 2011)로부터 유래된 것이라 사료된다. 가장 활성이 높았던 

MA-F5는 주성분이 catechin으로 검출되었고, 그 외 5탄당 유래 

xylofuranose와 diterpene acid인 pimaric acid가 검출되었다. 

Pimaric acid는 수목 레진의 주성분으로 알려져 있다(Keeling & 

Bohlmann, 2006). 한편, MA-F9∼11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활성 성분은 플라보노이드 배당체로 예상되며 이들은 삼

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유효성분이라 사료된다.

MA 분획물의 경우, 삼나무 잎 추출물의 주요 테르펜 화합물이 

함유된 분획물은 활성이 높지 않았다. 이는 2장에서 삼나무 잎 정유

의 낮은 항산화 활성 결과와 연관 지을 수 있다. 여러 선행 연구에

서 정유의 항산화 활성에 관해 보고된 바 있다(Burits & Bucar, 

2000;Kulisic et al., 2004;Ruberto & Baratta, 2000). 하지만 테

르펜 화합물은 플라보노이드나 비타민에 비해 높은 농도에서 활성

이 나타나므로 테르펜 화합물은 플라보노이드나 플라보노이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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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혹은 비타민 성분과 비교하여 항산화 유효성분이라 볼 수 없다

고 판단된다.  

HW 분획물의 경우, 대부분 당 성분과 페놀산이 검출되었다. 

MA 분획물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분획된 HW-F6∼7은 성분이 검

출되지 않았다. 낮은 활성을 나타낸 HW-F1, 2는 페놀 화합물의 

전구체인 shikimic acid와 당성분인 pinitol, glucose, mannose 등

이 검출되었다. 항산화 활성이 가장 뛰어났던 HW-F3의 주성분은 

shikimic acid와, quinic acid, catechin, chlorogenic acid였고, 두 

번째로 높았던 HW-F4는 malic acid, quinic acid, chlorogenic 

acid였다. 이에 따라 HW의 유효성분은 chlorogenic acid와 그 외 

페놀산이며, 2장에서의 HW의 총 페놀 함량이 높았던 이유는 MA와 

달리 플라보노이드 외 페놀산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환원력 또한 높았기 때문에 삼나무 잎 추출

물의 항산화 유효성분은 낮은 농도에서 라디칼 소거 활성에 효과적

이었으며 환원력 또한 높았던 MA-F5와 HW-F3의 주성분으로 사

료되는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와 chlorogenic acid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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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Total ion chromatograms of subfractions of MA by GC-MS 

analysis. MA-F1~MA-F8: subfractions of MA fraction.

* X-axis: retention time, Y-axis: abso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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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F3

MA-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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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5. Continued. 

*MA-F9~11: Not detected.

MA-F5

MA-F6

MA-F7

MA-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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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Major components of subfractions of MA by GC-MS analysis

*MA-F1~MA-F8: subfractions of MA fraction.

No. MA-F1 MA-F2 MA-F3 MA-F4 MA-F5 MA-F6 MA-F7 MA-F8
1 β-Eudesmol β-Eudesmol β-Eudesmol β-Eudesmol xylofuranose D-Pinitol Shikimic acid Shikimic acid
2 Kaurene Androstane Androstane Androstane Androstane Quinic acid
3 Pimaric acid Pimaric acid Pimaric acid Pimaric acid
4 Catechin Catec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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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Total ion chromatogram of fractions of HW by GC-MS 

analysis. HW-F1~HW-F5: fractions of HW.

* X-axis: retention time, Y-axis: abso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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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F5

Figure 3-6. Continued

*MA-F6~7: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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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Major components of fractions of HW by GC-MS analysis

*MA-F6~7: Not detected

No. HW-F1 HW-F2 HW-F3 HW-F4 HW-F5
1 Shikimc acid Shikimc acid Shikimc acid Malic acid Malic acid
2 D-Pinitol D-Pinitol Quinic acid Quinic acid Quinic acid
3 Mannopyranose Quinic acid Catechin Chlorogenic acid
4 Acrylic acid Mannopyranose Chlorogenic acid
5 Glucopyranose Acrylic acid
6 Glucopyran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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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LC-MS/MS 분석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의 정확한 구조는 GC-MS 분석을 통해 정

확한 구조를 밝히지 못하였기 때문에 LC-MS/MS 분석을 통해 구

조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MA-F5의 LC-MS 스펙트럼은 그림 

3-7과 같다. 그 후 이들의 MS/MS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표준물질

의 MS/MS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여 성분 분석을 도출하였다(그림 

3-8).

그 결과 1)benzoic acid와 myricetin의 화합물(RT: 5.65, m/z 

[M−H]− = 453; MS–MS fragments of m/z 453 = 411, 343, 

301, 191, 163, 123), 2)hesperetin (RT: 9.92, m/z [M−H]− 

= 303.23; MS–MS fragments of m/z 303.23 = 257.23, 

147.12), 3)diosmetinidin (RT: 10.42, m/z [M−H]− = 323.25; 

MS–MS fragments of m/z 323.25 = 305, 287, 277, 149, 

135), 4)esculin (RT: 13.79, m/z [M−H]− = 341.3; MS–MS 

fragments of m/z 323.25 = 341, 285, 71, 95, 57)이 주성분으

로 예상되었다. 그 외 catechin (RT: 3.84), shikimic acid (RT: 

1.08), apigenin (RT: 8.05), apigenic glycoside (RT: 6.48), 

baicalein (RT: 16.8), cyanidin glycoside (RT: 13.1), delphi-

nidin glycoside (RT: 10.78, 18.28), kaempferol glycoside 

(RT: 13.09), naringenin glycoside (RT: 5.92), luteolin glyco-

side (RT: 6.53), quercetin glycoside (RT: 9.24, 12.04) 등이 

검출되었다. 또한 다양한 탄수화물과 페놀산 등도 검출되었다. 

피크의 강도(intensity)가 가장 높았던 esculin은 쿠마린 배당

체로서 esculetin의 배당체이며 칠엽수 유래 추출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Matysik et al., 1994). Esculin 표준물질의 항산화 활성은 

820 ppm의 농도에서 50%의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지만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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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in이 함유되어 있는 칠엽수 수피 추출물은 140, 280 ppm에서 

50%의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며 표준물질보다 추출물의 항산

화 효과가 높다고 보고하였다(Otajagić et al., 2012). 이와 같이 

추출물은 추출물의 여러 요소와 다양한 구성 성분들의 시너지 효과

로 인해 그 활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MA-F5 역시 esculin과 그 외 

다른 성분들과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 활성이 높아진 것이라 판단된

다.

Myricetin은 수산기가 많이 존재하는 flavonol 화합물로서 다양

한 식물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에 항산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Laughton et al., 1989;Pekkarinen et al., 1999). 

Myricetin은 뛰어난 항산화 활성을 가진 성분으로서 myricetin처럼 

수산기가 많은 화합물이 항산화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

으며, 항산화 성분인 α-tocopherol과 견주어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보고되었다(Guitard et al., 2016;Xin et al., 2014).  

Hesperetin은 지질과산화를 막고 라디칼 제거에 효과적이기 때

문에 잠재적인 항산화 성분이라는 선행연구가 보고되었다. 특이한 

사항으로 이 연구에서는 hesperetin 배당체인 hesperidin은 항산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고하였다(Cho, 2006). 

Diosmetinidin의 피크는 완전히 일치하는 성분으로 판단되지는 

않았고 anthocyanidin계 화합물로 예상된다. 식물의 색소배당체인 

anthocyanin의 아글리콘인 anthocyanidin은 항산화 활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보고되었다(Hu et al., 2016;Hwang & Thi, 2014). 3

번 피크 외에 cyanidin glycoside와 delphinidin glycoside가 존재

하는 것으로 보아 3번 피크도 anthocyanidin으로 예상된다. 

HW-F3의 LC-MS 스펙트럼은 3-9와 같다. 이들의 MS/MS 

분석을 실시하였다(그림 3-10). 그 결과, 1)procyanidin B2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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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m/z [M−H]− = 579.15; MS–MS fragments of m/z 

579.15 = 517.15, 427.10, 409.09, 301.07, 291.09, 289.07, 

287.06, 271.06, 247.06, 163.04, 139.04, 127.04), 2)catechin 

(RT: 5.07, m/z [M−H]− = 291.09; MS–MS fragments of m/z 

291.09 = 291.09, 273.08, 249.08, 207.07, 1655, 139.04, 

123.05), 3)chlorogenic acid (RT: 5.35, m/z [M−H]− = 

323.25; MS–MS fragments of m/z 323.25 = 163.04, 145.03, 

135, 114.04), 4)robinin (RT: 6.33, m/z [M−H]− = 741.18; 

MS–MS fragments of m/z 741.18 = 741.18, 571.12, 451.10, 

433.09,289.07, 259.06, 231.07, 179.04, 153.02), 5)delphini-

din 3-O-glucoside (RT: 7.099, m/z [M−H]− = 465.10, MS–
MS fragments of m/z 465.10 = 465.10, 303.05)이 주성분으로 

예상되었다. 

Procyanidin B2는 두 개의 epicatechin이 결합된 성분으로, 과

일의 껍질, 씨앗 등에 많이 함유되어있다.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

낸다고 알려져 있으며, 인간 세포 DNA의 산화 손상을 억제하여 암

과 같은 질병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Orozco et al., 2003).  

Catechin은 녹차 잎에 많이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로서 항산화뿐

만 아니라 건강 증진에 효과적인 성분으로 높은 항산화활성을 가진

다고 알려져 있다. 많은 식물 추출물의 주요 플라보노이드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차 잎의 성분으로 알려짐에 따라 차 섭취의 

건강 증진에 대한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Higdon & Frei, 2003). 

Chlorogenic acid는 많은 식물, 과일, 채소 등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다양한 항산화 활성 평가에 이용되며 높은 항산화 효과가 

구명되었다. Chlorogenic acid을 섭취할 수 있는 주요 공급원은 커

피콩으로 알려져 있고 이렇게 섭취된 chlorogenic acid은 ROS를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Sato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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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empferol glycoside의 robinin은 kaempferol에 3개의 당이 

결합된 구조로서 robinin의 세 개의 당은 전자의 공여 반응에 방해

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kaempferol의 항산화 활성을 억제시킨다고 

보고되었다(de Souza Gil et al., 2012). 

Delphinidin 3-O-glucoside는 anthocyanidin glycoside로서 

robinin과 달리 아글리콘인 delphinidin에 비해 활성이 많이 떨어지

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 Anthocyanidin 중 활성이 가장 높은 성분

은 delphinidin이며, delphinidin glycoside 또한 그 활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Kӓhkӓnen & Heinonen, 2003). 

따라서 삼나무 잎 추출물은 위와 같은 다양한 성분에 의해 항산

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삼나무 잎 추출물의 주요 플

라보노이드 화합물은 다양한 식물 추출물에서 유래되는 플라보노이

드 화합물로는 보고되었지만 현재까지 삼나무 잎 성분으로 보고되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삼나무 추출물 유래 항산화 유효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을 구명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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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7. LC-MS spectrum of MA-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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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Mass spectra of major components of MA-F5. (1) benzoic 

acid and dimethyl myricetin, (2) hesperetin, (3) diometinidin, and (4) 

esculin.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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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8. Continued.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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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LC-MS spectrum of HW-F3



- 96 -

Figure 3-10. Mass spectra of active ingredient of HW-F3 (1) procyani-

din B2 (2) catechin, (3) chlorogenic acid, (4) robinin, and (5) delphini-

din 3-O-glucoside.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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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Continued.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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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0. Continue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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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활성 분획물의 주성분의 항산화 활성 평가

MA-F5의 주성분인 diosmetinidin 외 myricetin, hesperetin, 

esculin의 표준 시료로 항산화 활성을 평가 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11, 3-12와 같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평가 결과 myricetin이 가장 높았고 

esculin이 가장 낮았다. Hesperetin은 그 중간 활성을 나타냈다. 

Myricetin은 12.5 ppm의 낮은 농도에서 90.7%의 높은 라디칼 소

거 활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esculin은 100 ppm의 농도에서도 

2.4%의 낮은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다. Myricetin은 MA-F5

의 라디칼 소거 활성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냈고 hesperetin과 es-

culin은 MA-F5보다 낮은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다. 

Myricetin은 α-tocopherol과 12.5 ppm에서 유사한 라디칼 소거 

활성을 가지며 낮은 농도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

다.  

FRAP 활성 역시 myricetin이 2.67 μM TE/μg으로 가장 높

았고 hesperetin과 esculin은 각각 2.60 μM TE/μg, 1.24 μM 

TE/μg을 나타냈다. 1.31 μM TE/μg의 FRAP 활성을 나타낸 α

-tocopherol과 비교했을 때, myricetin과 hesperetin이 α

-tocopherol보다 우수한 활성을 나타냈고, esculin 또한 α

-tocopherol과 유사한 활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MA-F5는 myr-

icetin, hesperetin, esculin의 높은 환원력을 통해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평가 결과에서 주성분인 esculin은 

MA-F5에 비해 낮은 활성을 나타냈다. Otajagić 등(2012)의 연구

에 따르면 esculin의 항산화 활성은 낮지만 추출물에 함유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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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활성이 우수하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따라서 MA-F5는 es-

culin과 여러 성분들의 시너지 효과에 의해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이라 사료된다. 

HW-F3의 주성분 중 catechin, chlorogenic acid, delphinidin 

배당체의 표준 시료로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3-13, 3-14와 같다. 

Catechin, chlorogenic acid, delphinidin 배당체는 항산화 활성

이 모두 높았다. 그 중, catechin은 12.5 ppm의 농도에서 77.6%의 

높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2.82 μM TE/μg의 FRAP 활성

을 나타내며 라디칼 소거 활성과 환원력에 있어 가장 우수한 성분

으로 판단되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robinin은 활성이 낮다고 보

고되고 있기 때문에 HW-F3의 높은 항산화 활성은 robinin을 제외

한 나머지 성분들에 의한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chlorogenic acid

는 HW-F3에 가장 많이 함유된 성분으로서 GC-MS 분석과 

HPLC 분석 결과(non data)에서도 주성분으로 확인되었다. 

Chlorogenic acid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아닌 페놀산으로, 항산화 

유효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chlorogenic acid는 12.5 

ppm의 농도에서 69.45%, 25 ppm의 농도에서 93.44%의 높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고 2.82 μM TE/μg의 높은 

FRAP 활성을 나타냈다. HW-F3에는 catechin과 같은 플라보노이

드와 더불어 페놀산 구조를 가진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chloro-

genic acid가 함유되어있어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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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major compo-

nents from MA-F5 such as myricetin, hesperetin, and esculin. 

Figure 3-12. FRAP values (μM TE/μg) of major components from 

MA-F5 such as myricetin, hesperetin, and esc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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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major compo-

nents from HW-F3 such as catechin, chlorogenic acid, and delphinidin 

3-O-glucoside.

Figure 3-14. FRAP values (μM TE/μg) of major components from 

HW-F3 such as catechin, chlorogenic acid, and delphinidin 

3-O-gluco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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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삼나무 잎 추출물의 유효성분을 구명하고자 MA와 HW를 각각 

실리카겔과 sephadex 20을 고정상으로 하여 분획을 실시했고, 그 

중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분획물은 MA-F5와 HW-F3이었다. 

MA-F5의 주성분은 myricetin, hesperetin, esculin이었고, 

HW-F3의 주성분은 catechin, chlorogenic acid, delphinidin 

3-O-glucoside이었으며, 이들은 플라보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 배

당체, 그리고 페놀산이었다. 

MA-F5와 HW-F3는 12.5 ppm의 농도에서 각각 58.8%, 

79.8%의 높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고, MA-F5는 

1.54 μM TE/μg, HW-F3는 0.85 μM TE/μg의 FRAP 활성을 

나타내며 다른 분획물보다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또한 

MA-F5와 HW-F3는 기존 항산화 성분인 α-tocopherol과 유사

한 활성을 나타내며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며 잠재적인 항산화 

원료로의 가능성이 밝혀졌다.

MF-F5의 주성분 중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esculin은 가장 

낮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반면, 함유량이 작았던 myricetin이 가

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MA-F5의 높은 항산

화 활성은 myricetin의 의한 것이거나 여러 성분들 간의 시너지 효

과에 의한 것이라 사료된다. HW-F3의 주성분은 catechin, 

chlorogenic acid, delphinidin 3-O-glucoside이었다. 이중 cat-

echin이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고, chlorogenic acid와 

delphinidin 3-O-glucoside 또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HW-F3의 항산화 활성은 구성하는 성분들의 높은 항산화 

활성에 의한 것이라 사료된다. 특히, chlorogenic acid는 HW-F3



- 104 -

에 가장 많이 함유된 성분으로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기 때

문에 HW-F3는 플라보노이드 성분 외의 페놀산에 의해서도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Chlorogenic acid는 선행 연구에서 항산화 유효성분으로 알려

져 있다. 하지만 삼나무 잎 추출물의 성분으로는 알려진 바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를 통해 삼나무 잎 추출물에서의 chlorogenic acid

의 추출 방법을 구명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삼나무 잎 추출물 유래 항산화 성분은 플라보노이드 화

합물 및 페놀산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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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플라보노이드 구조에 따른 

항산화 효과 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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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플라보노이드는 폴리페놀 화합물로서 다양한 식물군의 추출성분

으로 알려져 있다. 플라보노이드는 두 개의 phenyl ring (A, B 링)

과 heterocyclic ring (C 링)의 골격을 가지는 탄소 15개

(C6-C3-C6)로 이루어진 화합물로서 그들이 가지는 골격과 수산

기의 위치, 관능기의 종류에 따라 anthocyanin, flavone, flava-

none, flavonol, flavanol, flavone 등으로 분류된다. 플라보노이드

는 전통적으로 뛰어난 항산화 활성 및 항암 효과가 입증되어 오랜 

기간 동안 연구되고 있으며, 그동안의 연구들을 바탕으로 의약, 식

품, 화장품 산업 등에 이용되고 있다(Dillard & German, 

2000;Stanojević et al., 2009). 

플라보노이드의 뛰어난 항산화 활성을 구명하고자 대부분의 연

구는 식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활성을 가지는 

추출물들은 대부분 폴리페놀 구조를 가지는 페놀산, 플라보노이드 

화합물로 구명되어 왔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항산화 활성과 구조적 

상관관계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항산화 유효 구조로는 B 링의 catechol 구조

가 있다. B 링의 catechol 구조(3', 4' 탄소에 수산기 존재)는 전자

의 비편재화에 의해 야기된 phenoxyl radical 구조를 안정화 하며, 

C 링의 4-oxo group과 이중결합은 B 링으로부터 비편재화된 전자

의 이동을 쉽게 한다(de Queiroz Ferreira et al., 2015). 이와 같

이, 플라보노이드 구조는 항산화 활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항산화 활성은 두 가지 주요 메커니즘을 가진다. 첫 번째 메커

니즘은 항산화 성분의 수소원자의 이동으로 인한 라디칼 제거이다. 

이는 수산기(O-H)의 산소와 수소의 결합 해리 에너지와 연관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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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산기의 결합이 약하면 라디칼 제거가 쉽게 일어난다고 보고되

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항산화 성분의 라디칼 양이온화에 따른 

자유라디칼 생성으로 스스로 전자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온화 전위

가 낮을수록, 쉽게 전자가 생성되므로 결합 해리 에너지와 이온화 

전위는 두 번째 메커니즘에 의한 항산화 활성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되었다(Bendary et al., 2013).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효과 

성분이지만 플라보노이드의 모든 성분이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고자 선행연구에서 플라보노이드의 

구조와 항산화 활성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러 연구에서 플라보노이드 구조와 항산화 활성

의 연관성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게 도출되었다. 따라서 플라보노

이드 구조와 항산화 활성의 연관성에 대해 정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2, 3장에서 삼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유효성분은 플라보노이

드 및 플라보노이드 배당체로 구명되었지만 각각의 성분들의 항산

화 활성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구조적 차이에 의해 항산화 활성

이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양한 플

라보노이드 구조, 즉 flavanone, flavone, flavonol, flavan, antho-

cyanin, 그리고 그들의 배당체 구조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 평가하

고, 라디칼 제거에 관여하는 반응 속도를 평가하여 유효 구조에 대

해 정의 내리고자 하였다. 또한 구조에 따른 항산화 반응 속도론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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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97% 이상의 순도를 나타내는 다양한 구조의 플라보노이드 표

준물질을 시그마알드리치코리아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사용된 

플라보노이드는 표 4-1과 같다.

2.2 항산화 활성 평가

항산화 활성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평가와 FRAP 활성 평

가를 통해 실시하였다. 실험방법은 2장과 동일하며, 2장의 2.3 항산

화 활성 평가에 기재하였다. 본 장에서는 항산화 활성 크기에 따른 

구조적 특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2.3 항산화 반응 속도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구조와 항산화 효과의 상관관계를 구명

하고자 라디칼 소거 활성을 통한 반응 속도를 평가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평가는 30분의 반응 후에 평가한다. 따라서 30분 

동안의 반응 기작을 살펴보고자 초당 흡광도를 측정하여 초기 반응, 

중간 반응, 후기 반응으로 나누어 라디칼 소거 반응 속도를 측정하

였다. 실험은 각각의 플라보노이드와 1.5 × 10-4 mol/L의 DP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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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을 각각 1.5 mL씩 혼합하여 30분 동안 1초 단위로 517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시간에 따른 흡광도의 차이를 무 

첨가구와 비교하여 다음의 식(비선형 회귀방정식)으로 표현하였으

며, 이 식을 통해 시간에 따른 항산화 활성을 표현하였다. a, b는 

상수이고 t는 반응시간이다.

AC517 nm – AS517 nm(t=x) = a·tb

AC517 nm: 무 첨가구의 흡광도

AS517 nm: 시료의 흡광도

그 후, 항산화 활성의 반응 속도를 정량화하기 위해 다음의 식

으로 DPPH 라디칼 소거 반응 속도(Rs)를 구하였다. 초기 반응 속

도와 5분, 10분, 30분에서의 반응 속도를 측정하였다. 

RS = a·b·tb-1

2.4 수산기가 치환된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활성

플라보노이드의 수산기는 항산화 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서 수산기가 치환된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 평

가하고자 하였다. 플라보노이드 골격 구조에 따라 flavanone의 

eriodictyol, flavone의 baicalein, flavonol의 quercetin, flavan의 

catechin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수산기를 치환시켜 비교 평가하였

다. 수산기를 치환시키는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수산기를 치환시킬 

때 상용되는 trimethylsilylation (TMS)과 acetylation 방법을 사

용하였다. TMS는  pyridine (JUNSEI)과 Sylon BFT 용액 

(BSTFA + TMCS (99:1), SUPELCO)을 1:1의 비율로 시료에 

첨가하여 microwave (1,000 W)에서 1분 30초 간 반응시켜 준비

하였고, acetylation은 acetic anhydride와 pyridine을 1:1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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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에 첨가하여 105℃에서 3시간 반응시켜 준비하였다. 그 후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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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List of flavonoids used in this study

Flavanone Flavone Flavonol Flavan Anthocyanidin Flavonoid glycoside

Flavanone Flavone 3-Hydroxyglfavone Catechin Pelargonidin chloride Liquiritin

6-Hydroxyflavanone 6-Hydroxyflavone Quercetin  Gallocatechin Cyanidin chloride Vitexin   

7-Hydroxyflavanone 7-Hydroxyflavone Pinobanksin Deophinidin chloride Orientin

Naringenin 3',5'-Dihydroxyflavone Morin
Apigenin
–7-glucoside

Liqiritigenin Baicalein Myricetin Luteolin-7- glucoside

Eriodictyol Chrysin Galangin
Kaempferol-3- 

glucoside

Apigenin Kaempferol
Quercetin 

-3-glucoside

Luteolin Myricitrin

Scutellarein Callistephin chloride

Kuromanin chloride 

Delphinidin 
glucoside chlo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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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항산화 활성

3.1.1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평가

플라보노이드는 C6-C3-C6의 골격을 가진 화합물로서 대표적

으로 flavanone, flavone, flavonol, flavan, anthocyanidin, flavonoid 

glycoside로 분류된다. 2, 3장에서 삼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유효

성분으로 플라보노이드와 플라보노이드 배당체가 구명되었고, 그들

이 가지는 항산화 활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플라보노이드 구조

에 따른 항산화 활성을 비교 평가하고자 하였다.

플라보노이드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평가 결과는 그림 

4-1∼그림 4-6과 같다. 그 결과, 수산기가 존재하지 않는 flavone

과 flavanone은 활성이 미미하였다. 하지만 C 링의 3번 탄소에 수

산기가 존재하는 flavone 구조인 flavonol (3-hydroxy flavone)은 

flavone과 flvanone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Flavonol 구조는 

수산기가 증가할수록 그 활성이 높아졌다. 다른 플라보노이드 구조 

또한 수산기 수가 증가 할수록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아지는 경향

을 나타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우수한 플라보노이드는 eriodictyol, 

baicalein, luteolin, quercetin, myricetin, catechin, galloca-

techin, delphinidin이었다. 이들은 12.5 ppm의 농도에서 70% 이

상의 높은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이 미미한 플라보노이드는 flavanone, 6-hydroxy flava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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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hydroxy flavanone, naringenin, liquiritigenin, flavone, 

6-hydroxy flavone, 7-hydroxy flavone, 3',5'-dihydroxy fla-

vone, chrysin, apigenin이었다. 이들은 100 ppm의 농도에서도 

10% 미만의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다. 라디칼 소거 활성 평가

에서 효과 성분과 비효과 성분의 구조적 차이는 catechol 구조의 

유무였다. A 링 혹은 B 링의 catechol 구조가 존재하는 플라보노이

드는 항산화 활성이 우수했다. 따라서 A, B 링의 catechol 구조는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각각의 플라보노이드 구조에서 같은 위치 즉, 3, 5, 7, 3', 4', 

5' 탄소 위치에 수산기를 가진, flavanone, flavone, flavonol, fla-

van, anthocyanidin 중, anthocyanidin이 가장 활성이 높았고 fla-

vanone이 가장 낮은 활성을 나타냈다. 플라보노이드 구조들 중 가

장 활성이 높은 성분 간의 비교에서 anthocyanidin은 6.25 ppm의 

낮은 농도에서 95.94%의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antho-

cyanidin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라 사료된다.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의 경우, 아글리콘에 비해 활성이 낮았다. 

플라보노이드 배당체는 낮은 농도에서 라디칼 소거 효과가 낮았지

만 농도가 높아질수록 그 활성은 증가했고 100 ppm에서는 활성차

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kaempferol의 경우, 25 ppm에서 96%

의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낸 반면, 배당체인 kaempferol 

3-O-glucoside는 활성이 5% 미만이었다. kaempferol과 quer-

cetin 모두 활성이 높았지만 kaempferol 3-O-glucoside는 활성이 

낮고 quercetin 3-O-glucoside는 비교적 높은 이유는 B 링의 

catechol 구조의 유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Kaempferol과 

quercetin은 모두 flavonol 구조로서 flavonol은 A 또는 B 링에 

catechol 구조가 존재하지 않아도 다른 구조에 비해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았다. 따라서 kaempferol과 quercetin은 flavo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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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은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kampferol 배당체가 quercetin 배당체보다 라디칼 소거 활

성이 낮은 이유는 catechol 구조를 가지지 않는 kaempferol의 활

성이 당 성분에 의해 억제된 것으로 사료된다. 선행 연구에서 배당

체의 존재는 라디칼 소거에 관여하는 B 링의 상대적 평면성을 감소

시켜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낮게 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Limasset et 

al., 1993). 

삼나무 잎 추출물 유효 분획물인 MA-F5와 HW-F3의 라디칼 

소거 활성은 25 ppm에서 90% 이상의 활성을 나타냈다. 특히 

HW-F3은 12.5 ppm에서 81.8%의 높은 활성을 나타내며 cat-

echin과 유사한 활성을 보였고, MA-F5는 kaempferol과 유사한 

활성을 보였다. 따라서 삼나무 잎 추출물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플라보노이드 단일 성분과 비교하였을 때, 그 효과가 유사하게 나타

났으므로 항산화 성분을 대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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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flavanone 

compounds.

Figure 4-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flavone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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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flavonol 

compounds.

Figure 4-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flavan 

compounds.



- 117 -

Figure 4-5.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anthocyanidin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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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flavonoid glycoside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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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FRAP 활성 평가

FRAP 활성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결과가 유사하였다

(그림 4-7∼그림 4-12). 

Flavanone 구조에서는 eriodictyol, flavone 구조에서는 bai-

calein과 luteolin, 3-hydroxy flavone, scutellarein, flavonol 구

조에서는 quercetin, flavan 구조에서는 두 성분 모두 높았으며, 

anthocyanidin에서는 delphinidin이 가장 환원력이 높았다.  

활성이 낮은 플라보노이드 구조는 flavanone이며, flavanone 구

조의 eriodictyol을 제외한 모든 성분은 활성이 미미하였다. 

Flavone 구조에서는 6-hydroxy flavone, 7-hydroxy flavone, 

3',5'-dihydroxy flavone, chrysin, apigenin, flavonol 구조에서는 

galangin, anthocyanidin에서는 pelargonidin이 활성이 낮았다. 하

지만 낮은 활성을 가진 플라보노이드 중에서  6-hydroxy flava-

none은 7-hydroxy flavanone, 7-hydroxy flavone, 3',5'-di-

hydroxy flavone보다 라디칼 소거 활성뿐만 아니라 FRAP 활성도 

높았다. 따라서 A 링의 6번 위치의 수산기가 7번 위치의 수산기보

다 라디칼 소거 활성과 환원력에 있어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된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FRAP 활성은 비슷한 경향을 보였

다.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은 성분들이 높은 FRAP 활성을 나타냈

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에서는 delphinidin과 quercetin이 모

두 높은 활성을 나타냈지만 FRAP 활성 평가에서는 quercetin이 뛰

어난 활성을 나타냈다(4.96 μM TE/μg). Firuzi 등(2005)에 따

르면 플라보노이드의 환원력은 그 구조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B 링의 두 개의 수산기와 C 링의 2, 3번 탄소의 이중결합과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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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의 수산기의 존재로 인해 환원력이 높아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quercetin과 delphinidin 모두 3번 탄소에 수산기, B 링의 

두 개 이상의 수산기가 존재한다. 따라서 quercetin과 delphinidin

의 유일한 구조적 상이성인 4번 탄소의 oxo group가 환원력에 영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삼나무 잎 추출물의 유효 분획인 MA-F5와 HW-F3의 환원력

은 각각 1.31 μM TE/μg, 0.85 μM TE/μg으로서, 항산화 효과

가 뛰어난 플라보노이드보다 낮은 FRAP 활성을 나타냈다. 하지만 

MA-F5는 α-tocopherol (0.54 μM TE/μg)과 유사한 환원력을 

가지므로 유효 항산화 분획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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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FRAP values (μM TE/μg) of flavanone compounds.

Figure 4-8. FRAP values (μM TE/μg) of flavone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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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FRAP values (μM TE/μg) of flavan compounds.

Figure 4-10. FRAP values (μM TE/μg) of anthocyanidin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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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1. FRAP values (μM TE/μg) of flavonol compounds.

Figure 4-12. FRAP values (μM TE/μg) of flavonoid glycoside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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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당류와 catechol 구조의 항산화 활성 평가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유효 구조를 확인하고자 당 성분과 페놀 

구조의 라디칼 소거 활성을 평가하였다.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의 항

산화 활성은 아글리콘의 종류에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아글리콘보다 낮은 활성을 나타냈기 때문에 당류 및 방향족 화합물

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 4-13, 그림 4-14와 같다. 당류는 100 ppm의 

농도에서 2% 미만의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어 당에 의한 항산

화 활성은 미미하다고 사료된다. 한편, 플라보노이드 배당체가 아글

리콘보다 낮은 활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배당체가 플라보노이드의 

수산기의 수소 제공을 억제하거나 phenoxyl radical의 안정화를 억

제하여 길항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페놀 구조에서는 벤젠과 페놀은 활성이 미미했고, 수산기가 2개 

이상 존재하는 catechol, hydroquinone, pyrogallol 등은 3.9 ppm

의 낮은 농도에서도 100%에 가까운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Naphthol 또한 높은 활성을 나타냈으므로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은 

catechol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플라보노이드의 두 개의 수산기는 ortho 

구조뿐만 아니라 para 구조를 가질 때,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항산화 활성은 플라보노이드 구조적 특이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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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sugar 

compounds. 

Figure 4-1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phenol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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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구조와 항산화 활성과의 상관관계 분석

3.2.1 삼나무 잎 추출물 유래 활성 플라보노이드의 구조와 항산화 활성과의 관계 분석

삼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분획물은 MA-F5와 

HW-F3이었다. MA-F5의 주성분은 esculin, hesperetin, dio-

smetinidin, myricetin이었고, HW-F3의 주성분은 procyanidin 

B2, catechin, chlorogenic acid, robinin, delphinidin 3-O-glu-

coside이었다. 이들의 구조는 모두 다르다. Esculin은 쿠마린 배당

체, hesperatin은 flavanone, diosmetinidin은 anthocyanidin, 

myricetin은 flavonol 구조이고 procyanidin B2는 proanthocya-

nidin, catechin은 flavanol, chlorogenic acid은 페놀산, robinin은 

flavonol glycoside, delphinidin 3-O-glucoside는 anthocyanidin 

glycoside이다. 이와 같이 삼나무 잎 유래 유효성분들은 다양한 구

조를 가지고 있다(표 4-2). 

MA-F5는 12 ppm에서도 50% 이상의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MA-F5의 성분 중, myricetin이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

고 esculin이 가장 낮았다. Hesperetin은 flavanone 구조에서 가장 

활성이 높았던 eriodictyol보다 항산화 활성이 낮았다. Hesperetin

은 eriodictyol의 4' 위치에 메톡실화(OCH3)가 되어있는 형태이다. 

하지만 hesperetin은 eriodictyol에 비해 라디칼 소거 활성이 매우 

낮았고 FRAP 활성은 유사했다. 이는 methoxylation에 의해 전자

의 비편재화가 낮아져 환원력에는 상관관계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

로 사료된다. Esculin은 플라보노이드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활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myricetin은 활성이 매우 높은 구조로

서 esculin과 hesperetin의 구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A 링에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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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산기, 2, 3번 탄소의 이중결합, oxo group 등의 항산화 유효 

구조를 가지므로 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HW-F3의 주성분들은 모두 항산화 활성이 높았다. 

Anthocyanidin 배당체인 delphinidin 3-O-glucoside이 가장 항산

화 활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아글리콘인 delphinidin의 활성이 더 

높았지만 delphinidin 배당체 또한 활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del-

phinidin은 당에 의한 수소 공여 능력, 전자 공여 능력 등이 저해되

는 것이 아니라 delphinidin의 B 링의 많은 수산기에 의해 자체적으

로 라디칼 소거 활성을 일으키는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아글리콘

인 delphinidin보다 항산화 활성이 낮았으므로 당에 의한 저해 영향

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Catechin은 낮은 농도에서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았고, flavan 구조인 catechin은 C 링에 이중결합과 oxo 

group이 없지만 B 링의 catechol 구조에 의해 활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Chlorogenic acid은 플라보노이드 구조는 아니지만 페놀 

화합물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이는 페놀성 구조는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진다는 다수의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Chlorogenic acid의 항산화 활성은 caffeic acid의 catechol 구조

에 의해 높은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며, 많은 수산기의 영향으

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바 있다(Razzaghi-Asl 

et al., 2013). Chlorogenic acid 이외에도 페놀산은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식물 유래 추출물에 페놀산들이 존

재하므로 다양한 페놀산을 포함한 페놀 화합물에 대한 항산화 활성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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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Chemical structures of major components of MA-F5 and HW-F3 and their antioxidant activities

*: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at 12.5 ppm, %

**: FRAP value, μM TE/μg

Myricetin Hesperetin Esculin

90.68* 2.67** 16.11* 2.61** 0.48* 1.24**

Catechin Chlorogenic acid Delphinidin 3-O-glucoside

77.62 2.82 69.45 2.58 68.70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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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의 구조에 따른 항산화 활성 변화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FRAP 활성이 모두 높은 화합물은 

quercetin으로 확인되었다. Quercetin은 O-H 결합 해리 엔탈피가 

70.09 kcal/mol로 매우 낮기 때문에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Amić & Lučić, 2010). 이러한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플라보노이드의 화학 구조가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 활성과 구조적 상관관계를 

찾고 항산화 유효성분의 구조적 특이성에 대해 구명하고자 하였다.  

각각의 구조별로 활성을 비교한 결과는 표 4-3∼표 4-9와 같

다. 가장 활성이 높은 플라보노이드 구조의 공통점으로는 작용기 측

면에서 수산기가 많은 화합물이고, 구조적으로는 A 링 혹은 B 링에 

catechol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Flavanone 구조는 다른 구조에 비해 활성이 낮았으며 flavonol 

구조가 활성이 높았다. 플라보노이드의 O-H 결합 해리 엔탈피가 

낮을수록 라디칼 수소 공여 능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플라보노이드

의 항산화 활성은 O-H 결합 해리 엔탈피와 연관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Pérez-González et al., 2012). Flavonol은 76.08 

kcal/mol로 다른 플라보노이드에 비해 O-H 결합 해리 엔탈피가 낮

다(Amić & Lučić, 2010). 따라서 flavonol 구조는 O-H 결합의 

해리가 쉽기 때문에 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플라보노이

드 구조와 비교했을 때, flavonol 구조의 특이점인 C링의 2, 3번 탄

소의 이중결합과 3번 탄소의 수산기에 의해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Flavanone은 2, 3번 탄소에 이중결합이 

없어 B와 C 링 사이의 전자의 비편재화가 어려워 phenoxyl radi-

cal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이며, 이에 따라 phenoxyl radical의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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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어렵기 때문에 활성이 낮다고 보고된바 있다(Anbazhagan et 

al., 2008). 

Flavanone 구조는 eriodictyol을 제외한 모든 구조에서 활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Naringenin은 eriodictyol과 다른 수산기의 위치

는 같지만 3' 위치에 수산기가 존재하지 않는 차이가 있는 반면, 항

산화 활성은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같이 flavanone 구조는 3' 

위치에 수산기가 존재하거나 3', 4' 탄소에 catechol 구조를 가질 

때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수산기를 3개 가지고 있지

만 B 링에 수산기가 없는 pinobanksin은 항산화 활성이 낮았다. 따

라서 수산기가 많더라도 그 위치에 따라 활성 차이가 다르다고 판

단된다. 즉, flavanone 구조에서는 B 링의 catechol 구조가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사료된다. 

Flavone 구조는 같은 위치에 수산기를 가진 flavanone 구조보

다 활성이 높았다. Flavone 구조는 flavanone 구조보다 A 링의 수

산기의 결합 해리 엔탈피가 낮다고 보고되었다(Amić & Lučić, 

2010). 따라서 flavanone 구조보다 flavone 구조에서 수소 공여 

능력이 우월하여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C 링

의 2, 3번 탄소의 이중 결합의 유무의 차이 때문이며 2, 3번 탄소

의 이중 결합은 항산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

지만 무조건적으로 flavone의 A 링의 수산기가 flavone의 항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A 

링에 두 개의 수산기를 가진 chrysin과 apigenin은 활성이 매우 미

미했고, A 링에 세 개의 수산기를 가진 baicalein과 scutellarein은 

높은 활성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따라서 A 링의 meta 위치에 존재

하는 수산기는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세 개의 수산

기가 인접하여 존재 할 때 그 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수산기가 B 링에 두 개 존재하는 3',5'-dihydroxy flavone은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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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낮았다. 이는 B 링에 수산기가 두 개 존재하더라도 근접하

지 않은 수산기는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A 링 혹은 B 링의 catechol 구조가 flavone 구조에서 항산화 활성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Flavonol은 3번 탄소에 수산기가 존재하는 flavone 구조이다. 

Flavonol 구조는 다른 구조보다 활성이 높았다. 

3-Hydroxyflavone (flavonol)은 flavone보다 활성이 높았다. 따라

서 3번 탄소의 수산기는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판단

된다. 하지만 flavanone 구조 중 3번 위치에 수산기가 존재하는 

pinobanksin의 활성은 미미하였기 때문에 flavonol 구조의 높은 항

산화 활성은 3번 탄소의 수산기보다 flavone과 flavonol의 구조적 

차이인 2, 3번 탄소의 이중결합과 3번 탄소의 수산기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A 링에만 수산기가 2개 존재하는 fla-

vonol 구조인 galangin은 같은 구조의 B 링에 수산기가 하나 존재

하는 kaempferol에 비해 활성이 낮았다. 또한 B 링에 2개의 수산

기가 meta 위치에 존재하는 morin은 ortho 위치에 수산기가 있는 

quercetin보다 활성이 낮았다. Myricetin은 B 링에 수산기가 세 개 

존재하지만 quercetin보다 활성이 낮았다. 따라서 flavonol 구조에

서 항산화 활성에 주요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B 링의 수산기의 존

재와 C링의 이중결합이며, 특히 B링의 catechol 구조의 영향이 크

다고 판단된다.   

Flavan과 anthocyanin 구조에서는 비교 대상이 적지만 B 링의 

수산기가 많을수록 그 활성이 높아졌다. Catechin과 cyanidin은 수

산기가 모두 같은 곳에 위치한 quercetin에 비해 활성이 낮았다. 이

는 C 링의 4번 탄소의 oxo group과 2, 3번 탄소의 이중결합의 유

무에 의한 차이로 사료된다. 하지만 gallocatechin과 delphinidin은 

flavonol의 같은 위치에 수산기를 가진 myricetin에 비해 높은 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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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활성을 나타냈다. 이는 gallocatechin과 delphinidin의 C 링에 

이중 결합 또는 oxo group이 존재하지 않아 전자의 비편재화가 어

렵지만, B 링에 수산기가 3개 이상 존재함에 따라, 각각의 수산기가 

직접적으로 수소를 공여함으로서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

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각각의 플라보노이드는 각각의 골격 구조에 

따라 항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가 다른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의 경우, 대부분 아글리콘의 활성에 영향을 

받았다. 아글리콘인 플라보노이드가 활성이 높으면 배당체 또한 활

성이 높았다. 하지만 플라보노이드 배당체는 플라보노이드보다 비교

적 낮은 활성을 나타냈다. Kaempferol과 quercetin은 모두 활성이 

높았지만 kaempferol 3-O-glucoside는 활성이 미미하였고, 

quercetin 3-O-glucoside는 quercetin보다 활성이 낮았다.  

Limasset 등 (1993)에 따르면 quercetin 배당체의 당류, 즉 glu-

cose, rhamnose, rutinoside의 종류에 따라 그 활성이 달라졌고, 

배당체에 의해 활성이 낮다고 보고되었다. 이는 플라보노이드의 수

산기를 당으로 치환한 구조인 플라보노이드 배당체는 배당체를 이

루는 당류가 라디칼 소거에 관여하는 수산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B 링의 상대적 평면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여 플라보노이드 배

당체의 항산화 활성이 억제되는 것이라 사료된다. 하지만 배당체 구

조는 장내로 들어가면 당과 아글리콘으로 해리되기 쉽다(Heim et 

al., 2002). 따라서 항산화 활성이 높은 플라보노이드를 아글리콘으

로 가지고 있는 수용성인 플라보노이드 배당체가 인체 적용에 더 

수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고 

항산화 활성의 차이에 따른 구조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류하였

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주는 화학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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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인자는 다음의 5 가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 구조적 인자;

첫째, 플라보노이드 골격 구조

둘째, A, B 링의 수산기의 위치 및 개수

셋째, C 링의 3번 위치의 수산기 존재 

넷째, C 링의 2, 3번 위치의 이중 결합 및 oxo group 유무

다섯째, 배당체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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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Antioxidant potentials of various flavanone structures 

Substances R3 R5 R6 R7 R3′ R4′ 1 2

Flavanone H H H H H H n.a. 0.75

6-Hydroxy flavanone H H OH H H H 4.0 1.42

7-Hydroxy flavanone H H H OH H H n.a. 0.56

Liqiritigenin H H H OH H OH n.a. 0.87

Naringenin H OH H OH H OH n.a. 0.87

Pinobanksin OH OH H OH H H 3.5 0.89

Eriodictyol H OH H OH OH OH 78.9 2.77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at 12.5 ppm **2: FRAP value, μM TE/μg ***n.a.: non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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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Antioxidant potentials of various flavone structures 

Substances R3 R5 R6 R7 R3′ R4′ R5′ 1 2

Flavone H H H H H H H 0.7 0.71

3-Hydroxy flavone OH H H H H H H 10.3 2.41

6-Hydroxy flavone H H OH H H H H 0.9 0.56

7-Hydroxy flavone H H H OH H H H n.a. 0.54

3'5'-dihydroxy flavone H H H H OH H OH 1.1 0.65

Chrysin H OH H OH H H H 1.3 0.75

Apigenin H OH H OH H OH H n.a. 0.69

Baicalein H OH OH OH H H H 90.8 2.52

Scutellarein H OH OH OH H OH H 85.4 2.58

Luteolin H OH H OH OH OH H 93.3 3.08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at 12.5 ppm **2: FRAP value, μM TE/μg ***n.a.: non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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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Antioxidant potentials of various flavonol structures 

Table. 4-6. Antioxidant potentials of various flavan structures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at 12.5 ppm **2: FRAP value, μM TE/μg ***n.a.: non activity 

Substances R5 R7 R2′ R3′ R4′ R5′ 1 2

Flavonol H H H H H H 10.3 2.41

Galangin OH OH H H H H 26.8 1.13

Kaempferol OH OH H H OH H 44.7 2.18

Morin OH OH OH H OH H 54.7 2.52

Quercetin OH OH H OH OH H 95.1 4.96

Myricetin OH OH H OH OH OH 90.7 2.67

Substances R5 R6 R7 R3′ R4′ R5′ 1 2

Flavan (flavanol)

Catechin OH H OH OH OH H 77.6 2.82

Gallocatechin OH H OH OH OH OH 95.5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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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7. Antioxidant potentials of various anthocyanidin structures 

Substances R3 R5 R6 R7 R3′ R4′ R5′ 1 2

Anthocyanidin

Pelargonidin OH OH H OH H OH H 79.8 1.07

Cyanidin OH OH H OH OH OH H 94.01 2.60

Delphinidin OH OH H OH OH OH OH 101.3 2.67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at 12.5 ppm **2: FRAP value, μM TE/μg ***n.a.: non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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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Antioxidant potentials of various flavonoid glycoside structures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at 12.5 ppm **2: FRAP value, μM TE/μg ***n.a.: non activity 

Flavanone glycoside Flavone glycoside Flavonol glycoside Anthocyanidin glycoside

Liquiritin 
(Liquiritigenin 4'-O-glucoside)

Apigetrin 
(Apigenin 7-O-glucoside)

Astragalin 
(Kaempferol 3-O-glucoside)

Callistephin
(Pelargonidin 3-O-glucoside)

1 2 1 2 1 2 1 2
0.42 0.44 0.55 0.73 1.36 0.70 49.36 1.23

Vitexin 
(Apigenin 8-C-glucoside)

Isoquercetin
(Quercetin 3-O-glucoside)

Chrysanthemin
(Cyanidin 3-O-glucoside)

1 2 1 2 1 2
n.a. 0.87 56.67 2.40 61.36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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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Continued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at 12.5 ppm **2: FRAP value, μM TE/μg ***n.a.: non activity 

Flavanone glycoside Flavone glycoside Flavonol glycoside Anthocyanidin glycoside

Cynaroside 
(Luteolin 7-O-glucoside)

Myricitrin
(Myricetin 3-O-rhamnoside)

Myrtillin
(Delphinidin 3-O-glucoside)

1 2 1 2 1 2
75.31 2.73 78.94 4.04 68.69 2.47

Orientin
(Luteolin 8-C-glucoside)

1 2
74.28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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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반응 속도

3.2에서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화학 구조적 인자들

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화학 구조적 인자들이 항산화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항산화 반응 속도를 조사하였다.

시간에 따른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평가 결과(AC517 nm – 
AS517 nm)는 그림 4-15와 같고, 이 그래프에 따른 비선형 회귀식

(a·tb)을 얻은 후, 이 식에 따른 반응 속도(RS = a·b·tb-1)를 평

가하였다. 각각의 RS는 표 4-9와 같다.

우선 B 링의 수산기 위치에 따른 반응 속도는 flavonol의 

quercetin과 morin을 비교하였다(그림 4-15(a), 표 4-9(a)). 그 

결과 초기 반응 속도는 quercetin이 높았고 후기 반응 속도는 유사

하였다. 두 성분의 라디칼 소거 활성의 차이는 컸지만 초기 반응 속

도에서 차이가 있고 후기 반응 속도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B 

링의 catechol 구조는 항산화 활성과 초기 반응 속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사료된다. 

B 링의 수산기 수에 따른 반응 속도를 평가하기 위해 B 링의 

수산기 수가 다른 flavan 구조의 gallocatechin과 catechin(그림 

4-15(b), 표 4-9(b)), 그리고 flavonol 구조의 myricetin과 

quercetin을 비교하였다(그림 4-15(c), 표 4-9(c)). 그 결과, 

flavan 구조에서는 gallocatechin과 catechin은 활성과 반응속도 모

두 유사하게 나타났다. Flavonol의 경우, myricetin이 초기 반응이 

높았고 후기 반응 비슷했다. 이에 따라 flavan 구조에서는 B 링에 

의한 수산기 역할은 크지 않지만 flavonol의 경우 B 링의 수산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사료된다. Quercetin의 전체 O-H 결합 해리 

엔탈피는 myricetin보다 낮아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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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각각의 수산기의 결합 해리 엔탈피는 높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Myricetin의 3', 4' 탄소의 수산기의 결합 해리 엔탈피가 quercetin 

수산기보다 낮다고 보고된 바 있다(Amić & Lučić, 2010). 따라서 

반응 속도론 관점에서 봤을 때, myricetin의 각각의 수산기가 갖는 

낮은 결합 해리 엔탈피에 의해 초기 반응이 빠르게 일어나는 것으

로 판단된다. 하지만 최종 활성은 quercetin이 높은 것으로 보아 

catechol 구조는 가장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구조이며, 인

접한 수산기의 수가 많을수록 반응 속도는 증가하지만 최종 활성은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사료된다.

C 링의 이중 결합 및 oxo group 유무에 따른 플라보노이드의 

반응속도를 비교하였다(그림 4-15(d), 표 4-9(d)). Flavonol 구

조의 myricetin과 anthocyanidin 구조의 delphinidin, flavan 구조

의 gallocatechin을 비교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B 링의 수산기

가 3개 존재하고 C 링의 3번 탄소에 수산기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이다. 그 결과, 항산화 활성과 초기 반응 속도가 myr-

icetin이 뛰어났다. Delphinidin은 초기 반응 속도는 느렸지만 5분, 

10분, 30분 반응 속도가 다른 성분들보다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

속적인 반응을 하여 최종 활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Gallocatechin은 초기반응 속도가 높았고 후기 반응 속도는 느렸기 

때문에 B 링의 수산기에 의해서만 반응을 일어나며 C 링의 이중결

합과 oxo group이 없기 때문에 후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반응 

초기에 활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보인다. Delphinidin은 oxo group

이 없지만 이중 결합이 존재하기에 후기 반응이 높아 꾸준한 라디

칼 소거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

라, myricetin은 C 링의 이중결합 및 oxo group에 의해 활성이 우

수하고 지속적인 활성을 나타내며, gallocatechin은 C 링의 이중결

합 및 oxo group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항산화 활성과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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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또한 delphinidin은 C 링의 oxo 

group이 없지만 anthocyanidin 구조가 갖고 있는 공명 구조에 따

라 전자의 이동의 영향으로 후기 반응 속도에 영향을 받아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C 링의 구조는 B 링의 구조

와 상호 작용을 하여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판단된

다. 

C 링의 2, 3번 탄소의 이중결합 및 3번 탄소의 수산기의 유무

에 따른 반응 속도를 비교하였다(그림 4-15(e), 표 4-9(e)). 

Flavonol의 quercetin, flavone의 luteolin, flavanone의 erio-

dictyol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초기 반응속도는 quercetin이 높았

고 후기 반응 속도는 quercetin과 luteolin이 높았다. 따라서 본 연

구결과를 바탕으로 B링의 catechol 구조는 초기 반응에 영향을 미

치며, C 링의 2, 3번 탄소의 이중결합 및 3번 위치의 수산기와 B 

링의 catechol 구조의 상호작용은 후기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C 링의 수산기 및 이중결합이 존재하지 않아도 

B 링의 catechol 구조는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

된다. 따라서 flavonol 구조는 B 링의 인접하는 수산기의 존재로 인

해 초기 반응 속도 뿐만 아니라 B 링과 C링의 상호작용으로 후기 

반응 속도가 높아지므로 지속적인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A 링의 수산기와 B 링의 수산기에 따른 반응 속도를 비교하고

자 flavone 구조의 apigenin, baicalein, scutellarein을 비교하였다

(그림 4-15(f), 표 4-9(f)). 선행 연구에서는 A 링의 수산기는 항

산화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되었다(Amic et al., 

2007).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baicalein과 scutellarein은 높은 활

성을 나타냈다. Apigenin과 scutellarein은 B 링의 4‘ 위치에 수

산기가 존재하고 baicalein은 B 링에 수산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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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baicalein과 scutellarein은 A 링의 수산기가 인접한 위치에 세 

개 존재하고 apigenin은 meta 위치에 수산기가 두 개 존재한다. 

Apigenin은 활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고 반응속도 또한 느린 반

면, baicalein은 초기, 후기 반응 속도가 모두 높고 활성이 높았다. 

이에 따라 A 링의 수산기 또한 catechol 구조를 가질 때 그 반응 

속도가 높아지고 또한 C 링의 oxo group과 이중 결합의 상호작용

으로 초기, 후기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api-

genin의 결과에 따라 B 링의 수산기가 한 개 존재할 때는 반응 속

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의 결과는 그림 4-15(g), 표 4-9(g)이다. 

그 결과, 플라보노이드 배당체는 해당 아글리콘에 비해 반응 속도가 

초기, 후기 모두 느렸다. 이러한 결과는 당류에 의해 라디칼 소거가 

저해되는 것을 의미한다. Luteolin의 경우 8-C 결합을 하는 ori-

entin이 7-O 결합을 하는 cynaroside보다 반응 속도가 빨랐다. 이

는 A 링의 수산기에 배당체가 치환된 구조인 cynaroside가 탄소와 

glycosidic bonding을 하는 orientin보다 수산기를 적게 갖기 때문

으로 사료된다. 천연물에는 3-O-glycosidic bonding을 하는 플라

보노이드 배당체가 많으며, 3-O-Glycosidic bonding을 한 배당체

는 항산화 활성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반응 속도 또한 낮다고 보고

된다. 하지만 배당체 구조는 장내로 들어가면 당과 아글리콘 결합이 

해리되기 쉽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는 그 활성이 달라질 것이다

(Heim et al., 2002).    

종합적 결론으로는 flavonol 구조의 myricetin은 초기, 후기 반

응이 가장 높으며 이에 따라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구조로 

판단된다. 모든 플라보노이드에서 B 링의 catechol 구조는 초기반

응에 주로 영향을 미치며, B 링의 수산기와 C 링의 2, 3번 탄소의 

이중결합 및 oxo group 간의 상호작용은 후기 반응속도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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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 링과 B 링의 수산기 수 또한 주요 

항산화 인자이며 수산기가 많을수록 라디칼 소거 활성이 지속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그 수산기는 인접한 구조로 존재해야 한

다. 모든 수산기와 이중결합, oxo group 등은 각각이 활성을 나타

냄으로써 초기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서로 상호작용하여 

후기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가장 먼저 항산화 활

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B 링의 catechol 구조를 포함한 인접한 

수산기가 2개 이상 존재할 때이며, B 링의 catechol 구조는 그 자

체만으로 낮은 결합 해리 엔탈피를 가지기 때문에 수소를 제공함으

로써 라디칼 소거가 용이한 구조로 판단된다. 따라서 플라보노이드

의 A, B, C 링의 구조는 라디칼 소거 작용에서 서로 상호작용을 일

으켜 반응 속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플라보노이드의 수산기가 항산화 활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구명되었다. 이에 따라 플라보노이드의 수

산기를 TMS화와 acetylation을 통해 치환한 후, DPPH radical 소

거 활성을 평가하였다. 사용된 플라보노이드는 각각의 플라보노이드 

구조별 활성이 높았던 flavanone의 eriodictyol, flavone의 baica-

lein, flavonol의 quercetin, flavan의 catechin이었으며 평가한 농

도는 활성을 나타내기 시작한 12.5 ppm에서 비교하였다. 시료를 

무첨가한 TMS화 용액 및 acetylation 용액은 DPPH radical 소거 

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결과는 그림 4-16과 같다. 

Eriodictyol, baicalein, quercetin, catechin은 모두 12.5 ppm에서 

80% 이상의 높은 활성을 나타낸 반면, TMS화와 acetylation을 시

킨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은 모두 활성이 5% 미만으로 활성을 나타

내지 않았다. 따라서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수산기는 항산화 활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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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15. The difference of DPPH radical scavenging absorbance of 

flavonoids and blank (AC517 nm – AS517 nm) dependence on time at 

12.5 ppm.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hydroxyl group position of the B ring.

(b): Difference according to number of hydroxyl group of the B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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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

Figure 4-15. Continued.

(c): Difference according to number of hydroxyl group of the B ring.

(d): Difference according to presence of double bond and oxo group the C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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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f)

Figure 4-15. Continued.

(e): Difference according to presence of hydroxyl group of A and B rings.

(f): Difference according to double bone and hydroxyl group of C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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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Continued. (g): Difference according to presence of glycoside.

(1) (2)

(3) (4)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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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The radical scavenging reaction rate of flavonoids

(a)
The reaction rate (Rs)

Initial 5 min 10 min 30 min
Quercetin 1352.78 0.0099 0.0053 0.0020

Morin 1181.02 0.0091 0.0049 0.0018

(b)
The reaction rate (Rs)

Initial 5 min 10 min 30 min
Catechin 1328.46 0.0098 0.0052 0.0019

Gallocatechin 1399.67 0.0068 0.0036 0.0013

(c)
The reaction rate (Rs)

Initial 5 min 10 min 30 min
Quercetin 1352.78 0.0099 0.0053 0.0020
Myricetin 1791.48 0.0126 0.0067 0.0025

(d)
The reaction rate (Rs)

Initial 5 min 10 min 30 min
Myricetin 1791.48 0.0126 0.0067 0.0025

Gallocatechin 1399.67 0.0068 0.0036 0.0013
Delphinidin 155.40 0.0245 0.0155 0.0074

(e)
The reaction rate (Rs)

Initial 5 min 10 min 30 min
Eriodictyol 1087.41 0.0051 0.0027 0.0010
Quercetin 1352.78 0.0099 0.0053 0.0020
Luteolin 1033.28 0.0111 0.0061 0.0023

(f)
The reaction rate (Rs)

Initial 5 min 10 min 30 min
Baicalein 1557.24 0.0112 0.0060 0.0010

Scutellarein 1419.28 0.0057 0.0030 0.0022
Apigenin 161.07 0.0014 0.0008 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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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Continued

(g)
The reaction rate (Rs)

Initial 5 min 10 min 30 min
Myricetin 1791.48 0.0126 0.0067 0.0025
Myricitrin 1192.03 0.0057 0.0030 0.0011

Delphinidin 155.40 0.0245 0.0155 0.0074
Myrtillin (Delphinidin 3-O-glucoside) 733.0176 0.0113 0.0063 0.0025

Quercetin 1033.28 0.0111 0.0061 0.0023
Isoquercetin (Quercetin 3-O-glucoside) 327.83 0.0061 0.0034 0.0014

Luteolin 1352.78 0.0099 0.0053 0.0020
Orientin (Luteolin 8-C-glucoside) 1242.04 0.0064 0.0034 0.0012

Cynaroside (Luteolin 7-O-glucoside) 711.39 0.0053 0.0028 0.0011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hydroxyl group position of the B ring.

(b): Difference according to number of hydroxyl group of the B ring.

(c): Difference according to number of hydroxyl group of the B ring.

(d): Difference according to presence of double bond and oxo group the C ring.

(e): Difference according to presence of hydroxyl group of A and B rings.

(f): Difference according to double bone and hydroxyl group of C ring.

(g): Difference according to presence of glyco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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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6.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 of flavonoid, trimethylsilylated (TMS) flavonoids, and acetylated 

flavonoids.  

T-flavonoid: TMS-flavonoid, A-flavonoid: acetylation-flavon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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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많은 연구 결과로부터 수산기가 많은 페놀 화합물은 항산화 활

성이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를 통해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활성은 각각의 골격 구조에 따른 수산기의 위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사료된다. 많은 연구에서 B 링의 catechol 구조가 

가장 큰 영향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A 링과 B 링에 

인접한 두 개 이상의 수산기가 존재할 때, 모두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B 링 뿐 만 아니라, A 링의 catechol 구조 또한 항

산화 유효 구조임을 구명하였다. 

B 링의 catechol 구조는 단독 혹은 C 링과의 상호관계에 따라 

라디칼 소거 활성에 관여하고, C 링의 이중결합과 oxo group은 

catechol 구조가 존재할 때, 라디칼 소거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구조로는 flavonol 

구조로 판단되었고, flavanone 구조의 성분들은 항산화 활성이 낮았

다. Flavonol 구조에서는 많은 연구에서 알려진 B 링의 catechol 

구조와 C 링의 2, 3번 탄소 이중결합, 4번 탄소의 oxo group의 상

호 협력에 의해 초기 반응, 후기 반응이 모두 일어나므로 높은 항산

화 활성을 나타내며, flavanone 구조는 수산기가 많을수록 항산화 

활성이 높아진다. Flavone 구조는 B 링의 catechol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받지만 A 링의 수산기가 많을 때 역시 활성이 높다. 이는 A 

링 또한 C 링의 oxo group, 이중결합과의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A 링은 항산화 활성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Flavan 구조는 비교군이 많지 않았지만 A 링과 B 

링의 수산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Anthocyanidin 구조는 후기 반

응 속도가 높으며 꾸준한 반응으로 항산화 활성에 효과적인 구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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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플라보노이드 배당체들은 당류에 의해 그 활성이 아글리콘보다 

낮고, 이는 당에 의한 전자의 이동이 억제되어 phenoxyl radical의 

안정화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anthocyanidin 배당체는 항산

화 활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으므로 anthocyanidin 구조는 높은 항

산화 활성을 가지는 유효 구조로 사료된다. 

플라보노이드의 A, B, C 링의 수산기 및 이중 결합이 모두 항

산화 활성에 영향을 미치며, 상호 협력을 통해 라디칼 소거 활성을 

가진다. 또한 플라보노이드는 많은 수산기를 가질수록 수소 제공 능

력이 높아지므로, 상호 협력을 통해 안정화된 phenoxyl radical을 

만들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라디칼 소거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플라보노이드의 A, B, C 링의 수산기는 가장 강력한 항산

화 효과의 인자로 판단되었고 이들을 trimethylsilyl group과 ace-

tyl group으로 치환했을 때 그 활성이 매우 미미하였다. 따라서 플

라보노이드의 수산기의 존재는 항산화 활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

자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알려진 B 링과 C 링의 

항산화 유효 구조뿐만 아닌 A 링의 catechol 구조, 즉 수산기의 위

치와 수 역시 항산화 활성에 영향하는 인자임을 밝혀냈으며, 각각의 

플라보노이드 골격 구조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차이를 가짐에 따라 

다양한 유효 구조를 구명하였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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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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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항노화 및 항산화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천연 항산화제에 대한 갈망은 끊임없이 이어

져오고 있다. 또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산업, 의약

산업, 화장품 산업 등에 이용될 수 있는 천연 항산화 원료의 개발이 

큰 목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오랜 기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식물 추출물은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잠재적인 천

연 항산화제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항산화 유효성분에 대

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유효성분의 항산화 기작 및 추출 방법

에 대한 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용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수목 부산물인 

삼나무 잎을 사용하여 삼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구명하고 

항산화 원료로의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삼나무 잎 

유래 항산화 유효성분을 구명하였으며, 항산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자 유효 구조를 구명하였다.

수목 추출물은 다양한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추출 방

법에 따라 테르펜,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등과 같이 매우 다양한 성

분들이 추출된다. 이들의 항산화 활성을 알아보고자 정유, 메탄올추

출물, 열수추출물과 같은 다양한 삼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정유는 항산화 활성이 매우 낮았지만 메탄올 및 열수추

출물은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이들의 용매 분획물은 페놀 

화합물이 많이 함유될수록 그리고 추출물의 관능기에 수산기가 존

재할수록 항산화 활성이 높았다.

메탄올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유효 분획은 아세톤 분획물의 

MA-F5 (subfraction)이었으며 주성분은 myricetin, hesperetin, 

diosmetinidin, esculin이었다. 이 중, myricetin은 매우 높은 항산

화 활성을 나타냈고 esculin은 낮은 활성을 나타냈다. 열수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유효 분획은 HW-F3 (열수추출물 분획물)이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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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분은 catechin, chlorogenic acid, delphinidin 3-O-gluco-

side이었다. 이들은 모두 낮은 농도에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

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항산화 활성 성분들은 페놀산, 플라보노

이드,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였다. 본 연구에서 chlorogenic acid가 

삼나무 열수추출물의 주성분으로 분석되었다. Chlorogenic acid는 

여러 식물 추출물 유래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삼나무 추

출물 유래 성분으로는 알려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삼나

무 추출 성분으로서 chlorogenic acid를 구명하였고, 삼나무 추출물

의 항산화 유효성분에 대해 도출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삼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유효성분은 주로 플라보

노이드 화합물이었다. 플라보노이드는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성분으

로 알려져 있으나 그들의 구조에 따라 활성 정도가 다르다. 하지만 

구조적 특이성에 따른 항산화 활성의 상관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따

라서 본 연구를 통해 플라보노이드의 구조와 항산화 활성과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선행 연구들과 공통점으로는 많은 수

산기가 존재할 때, B 링의 catechol 구조를 가질 때 항산화 활성이 

높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의 독창적인 점으로는 B 링의 catechol 

구조는 C 링의 이중결합과 oxo group 및 수산기와 상호 작용을 하

여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며, 또한 플라보노이

드 골격 구조에 따라 그 활성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Flavonol 구조

에서는 빠른 초기 반응 속도와 후기 반응 속도를 나타내며 높은 라

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냈다. Flavanone 화합물은 활성이 낮은 구조

로서 수산기가 많을 때 그 활성이 높아졌고, flavone과 flavan 구조

는 A링 B링의 수산기 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hocyanidin은 후기 반응 속도가 다른 플라보노이드보다 높았으

며 이에 따라 높은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며 항산화 활성에 효

과적인 구조로 사료된다.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구조에서는 당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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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항산화 활성이 억제됨이 관찰되었지만 anthocyanidin 배당체

는 anthocyanidin과 활성에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Anthocyanidin은 당류에 의해 활성이 억제되는 구조가 아니며, 

anthocyanidin이 가지는 각각의 구조는 라디칼 소거 반응에 관여하

여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사료된다. 그리고 A 링의 

수산기는 항산화 활성에 적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대조적

으로, 본 연구에서는 B 링뿐만 아니라 A 링의 catechol 구조 또한 

항산화 활성에 높은 영향을 나타냈다. 

삼나무 잎 추출물의 활성 분획물(MA-F5, HW-F3)은 높은 항

산화 활성을 나타내며 그 효과가 천연 항산화 성분인 α

-tocopherol과 유사하거나 높았다. 따라서 삼나무 잎 추출물은 천

연 항산화제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삼나무 잎 추출

물은 플라보노이드 외에도 페놀산과 플라보노이드 배당체 등으로 

분석되었다. 플라보노이드 배당체는 수용성 성분으로 인체 침투 시, 

당류와 아글리콘 부분이 해리가 되어 아글리콘의 활성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수용성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배당체가 플라보노이드보

다 인체 적용성은 높을 것이라 판단되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삼나

무 추출물 유래 플라보노이드 배당체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를 통해 삼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구명하였으

므로 더 나아가 다양한 수목 추출물의 생리활성을 구명하여 수목 

추출물의 이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수목 잎은 부산물로서 

대부분 임지에서 연료로 이용되거나 방치된다. 하지만 수목 잎은 다

양한 추출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용 가치가 높다. 따라서 수목 잎

의 추출물을 이용한 생리활성 평가가 필요하고 산업 원료로 이용하

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다양한 수목 추

출물의 생리활성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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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추출물의 분획물에 대해 국한된 연구로서 단일 성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기 때문에 향후, 삼나무 잎 유래 항산화 유효 단일 

성분에 대한 활성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활성을 나타낸 분

획물은 여러 성분들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각 성분들의 시너지 효과

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에 적용하기 위

해서는 삼나무 추출물의 안정성 평가 및 인체 적용 가능성도 평가

해야 하며 후에 이러한 연구가 보충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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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vestigation on antioxidant activities of 

Cryptomeria japonica extracts and effect of 

chemical structures of flavonoids on antioxidant activities

Seon-Hong Kim
Program in Environment Materials Science

Department of Forest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has recently been considerable interest in the antioxidant. 

However, the synthetic antioxidants used nowadays have caused or 

promoted negative health effects. The restrictions on their application, 

therefore, have been reinforced and a trend that encourages the 

consumption of naturally occuring antioxidants has been settled. 

Natural product extracts of which antioxidant activities are 

investigated and showed their effectiveness have been mainly derived 

from medicinal plants, herbs, and fruit trees. In the case of woody 

extracts, on the other hand, the study on the antioxidant activity has 

been significantly. Especially the research on the antioxidant activity of 

Cryptomeria japonica there of also has not been well studied. 

Therefore, in this study, antioxidant activities of various types of 

extracts derived from Cryptomeria japonica leaves wer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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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nvestigated a potential antioxidant raw material.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chemical structures of flavonoids and antioxidant 

activities was clarified. C. japonica is an evergreen tree that is being 

vegetated in Jeju island located in southern part of Korea and Japan. It 

is known for species utilized as forest therapy because of the 

phytoncide effect thereof. However, due to the pollen allergy, there is a 

plan to use it. Studies of C. japonica extracts were almost focused on 

antimicrobial activities of essential oil. Additionally,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of them in relation to various extraction methods have been 

also limited in the literature. Therefore, in this study, antioxidant 

activities of various C. japonica extracts were investigated for the use 

of C. japonica in accordance with today's trends. 

Antioxidant activities of C. japonica extracts such as essential oil, 

methanol extract, and hot water extract were evaluated. Intuitively, the 

result was quite clear since terpenes have lower antioxidant effect than 

flavonoid compounds. In effect, methanol and hot water extracts showed 

higher antioxidant activities than essential oil, and therefore flavonoids, 

flavonoid glycosides and water soluble materials were considered as 

antioxidant active ingredients. Especially, acetone and water fractions of 

methanol extract and ethanol fraction of hot water extract showed 

higher antioxidant effect than other solvent fractions, which had high 

content of phenolic compounds and had hydroxyl group including many 

hydroxyl groups and glycosidic bonds. Consequently, those phenolic 

compounds were thought to have a responsibility for effective 

antioxidant activities.

The fractionation was carried out for investigation of active 

antioxidant ingredient from C. japonica extracts. Esculin was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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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main component of methanol extract, and others were detected as 

hesperetin, diosmetinidin, and myricetin. The antioxidant activity of each 

standard material however, showed that esculin had the lowest 

antioxidant effect and myricetin had the most effective antioxidan 

activity. The synergy effect caused by what compound consisted of 

active fraction from methanol extract could be explain this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content of the fraction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standard materials. In case of hot water extract, main components were 

detected as catechin, chlorogenic acid, delphinidin 3-O-glucoside, 

procyanidin B2, and robinin. All materials, except for robinin showed 

high antioxidant activity. Therefore, active fraction derived from hot 

water extract showed high antioxidant effect by high activity of each 

components. Based on these results, components of extracts derived 

from natural plant had more excellent antioxidant activity than single 

standard material. 

In the extracts of C. japonica, there were several types of 

flavonoid compounds which differ in chemical structure. The hydroxyl 

group on flavonoid A, B, and C ring and carbon double bond or 

4-oxo-group of C ring affected the antioxidant activity. For instance, 

hydroyl groups of flavonoid not only have the ability to provide 

hydrogen atom to unstable free radicals, but also they can stabilize 

their own radicals, converted to phenoxyl radical structure. Many 

studies have been reported that catechol structures of the B ring 

represents the greatest antioxidant effect. In this study, however, the 

presence of more than one hydroxyl group adjacent to A and B ring, 

showed higher activity than other structures. This means that, catechol 

structure of all flavonoid rings was the effective antioxidan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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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rthermore, it was determined that the greatest antioxidant activity of 

flavonoids was affected by the position of hydroxyl group in the 

flavonoid backbone structure. Flavonoid structures, meanwhile, had 

higher radical scavenging reaction rate than other materials at all time. 

In particular, anthocyanidin structure showed effective antioxidant 

activity with high reaction rate at 5, 10, and 30 minutes consistently. 

When it comes to the antioxidant activity among various flavonoids, 

flavonols were the excellent chemical structure.

In conclusion,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antioxidant activity of 

various C. japonica leaves extracts active ingredients, methanol and hot 

water extracts showed high antioxidant activities. Since different 

structural nature of flavonoid compounds such as the position of 

hydroxyl group could affect the chemical nature of themselves, the 

antioxidant capacity of various types of flavonoids was determined. 

Overall, effective method for extraction of natural antioxidant from C. 

japonica leaves could be applied and thereby substantive utilization of 

C. japonica leaves was devised.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ructure and the antioxidant activity of various flavonoids has been 

evaluated.

Keywords: Cryptomeria japonica leaves, methanol extract, hot water 
extract, flavonoid, antioxidant activity, chemical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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