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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 vitro antioxidant activities of Curcuma longa L. extracts obtained using
different solvents (ethanol,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hexane, and water). We determined that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the 80% ethanol extract and hexane fraction were 192.96 mg GAE/g and 271.60 mg GAE/g, respectively, which were higher than other fractions such as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and water. In addition,
the total flavonoid content was as high as 392.98 and 390.74 mg QE/g in the butanol and hexane fractions, respectively.
The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significantly higher and similar to the positive control (ascorbic
acid) in the butanol fraction (93.05% and 91.31%, respectively). Moreover, the highest reducing power was obtained
in the butanol fraction. Overall, the 80% ethanol extract and butanol fraction from Curcuma longa L. showed high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and antioxidant activities. Taken together, our results indicate the potential
of Curcuma longa L. to be used as a new functional food ingredient with strong antioxidant activity, and its application
as functional health food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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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도하게 생성되면 산화스트레스 상태가 되며 지속적인 산
화스트레스는 생체내의 세포막, 단백질, DNA 손상 등을 유

외부적인 자극이나 에너지 대사 과정 중에 발생하는 활성

발하여 암, 당뇨, 고혈압, 비만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은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Dröge, 2002; Willcox 등, 2004; Gardner와 Fridovich,

세포 내 기관의 정상적인 대사 및 세포질 내 일부 효소들에

1991).

의하여 생성된다(Kim 등, 2001; Yu, 1996). 활성산소종에

현재 활성산소종의 생성을 막기 위해 이용되고 있는 합성

는 superoxide, nitricoxide, hydroxyl, peroxyl, alkoxyl,

항산화제 butylated hydroxy toluene(BHT), butylated

hydroperoxyl radical 등 여러 종류의 화합물이 존재하는데

hydroxy anisole(BHA), propyl gallate(PG) 등은 뛰어난

(Lee 등, 2017), 이들은 분자 구조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기

효과와 경제성을 가지고 있지만(Choe와 Yang, 1982), 발암

때문에 고분자의 세포 성분들을 공격하여 산화적 손상을 유

성과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이 보고되어 안전성에 대한 염려

발한다(Papa와 Skulachev, 1997). 활성산소 화합물이 생

가 높아지고 있다(Halliwell, 1996; Morrissey와 O’Brien,

성되면 인체는 superoxide dismutase(SOD), glutathione

1998; Bae 등, 2001; Park 등, 2005). 천연항산화제로는

peroxidase(GPx), catalase 등과 같은 항산화계 효소를 생

ascorbic acid 및 tocopherol, 페놀성 화합물, flavone 유도

성하여 활성산소종을 포함하는 자유라디칼을 조절하여 체

체, carotenoids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노화 억제와 질병

내를 보호한다. 이러한 항산화 방어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예방에 효과적이다(Atoui 등, 2005; Suh 등, 2019).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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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opherol과 같은 천연물질은 우수한 안전성으로 별도의

든 과정은 3회 반복 실시하였다. 각 시료 분획물은 50% di-

법적 규제 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가격이 비싸고 항산화

methyl sulfoxide(Sigma-Aldrich Co., St. Louis, MO,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항산화 효

USA)에 용해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과가 우수한 천연항산화제의 개발이 요구된다(Cort, 1974).
강황(Curcuma longa Linne)은 생강과(Zingiberaceae)

총 폴리페놀 함량

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인도, 중국 및 동남아시아 등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

지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다(Singh와 Singh, 2011). 주로 한

하였다(Folin과 Denis, 1915). 즉, 시료 0.1 mL에 증류수

약재와 염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식품에서 노란색을 나타내

8.4 mL와 2 N Folin-Ciocalteu 시약(Sigma-Aldrich) 0.5

는 천연색소로 카레(curry)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고 있다. 강

mL를 첨가하고 20% sodium carbonate(Junsei Chemical

황의 생리활성 물질로는 curcumin, demethoxycurcumin,

Co., Ltd., Tokyo, Japan) 1 mL를 가하여 2시간 방치하였다.

bisdemethoxycurcumin 등이 있으며, 생리활성으로는 항

반응물의 흡광도는 725 nm에서 spectrophotometer(U-

균, 항염, 항산화 등이 알려져 있다(Sharma 등, 2005; Kim

1800, Hitachi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

등, 2005). 최근 curcumin의 약리효과가 알려지면서 의학

하였고, gallic acid(Sigma-Aldrich)를 이용한 표준곡선으

분야를 중심으로 간장염, 담도염, 담석증, 카타르성 황달,

로 양을 환산하였다.

소화기 및 심혈관계에 대한 작용, 항 혈소판 응집, 혈중지질
강하, 항산화, 항돌연변이, 항종양, 항균 작용 등에 관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Kim 등, 2008; Branen, 1975;

총 폴라보노이드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Lee 등(1997)의 방법을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 시료 0.2 mL에 diethylene glycol(Sigma-

Cho 등,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리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진 강

Aldrich) 10 mL와 1 N NaOH(Yakuri Pure Chemicals Co.,

황의 추출용매에 따른 활성산소종 방어를 위한 항산화 활성

Ltd., Kyoto, Japan) 1 mL를 가하고 잘 혼합하였다. 그리고

을 조사하여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37°C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자 하였다.

하였다. Quercetin(Sigma-Aldrich)을 이용한 표준곡선으
로 양을 환산하였다.

재료 및 방법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실험 재료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라디칼에 대한

본 연구에 사용된 강황은 2014년 진도에서 재배하여 절

소거 활성은 Blois(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편한 건조품을 구입 후 상온 보관하였으며, 분쇄기(MSM-

각 시료 용액 30 μL에 0.2 mM DPPH 용액(Sigma-Aldrich)

4000, Morning Sense, Incheon, Korea)로 분쇄한 후 30

200 μL를 가하여 혼합하고 이를 암실에서 10분간 반응시킨

mesh의 체를 통과한 분말을 추출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강황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 제조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강황 에탄올 추출물 제조는 분쇄된 강황 시료 70 g에 중량

ABTS+ 소거 활성은 Re 등(1999)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

비 10배의 80% 에탄올에 현탁하여 60°C에서 2시간씩 2회

정하였다. 시료용액 0.1 mL와 3.9 mL ABTS+ 용액(Sig-

추출하고 여과지(Whatman No.2, Whatman International

ma-Aldrich)을 혼합한 후, 23°C에서 6분간 반응시켜 734

Ltd., Maidstone, England)로 여과한 다음, rotary evapo-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rator(N-1000, Tokyo Rikakikai Co., Ltd., Tokyo, Japan)를 이용하여 60°C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한 추출

환원력 측정

물은 동결건조기(FDU-2110, EYELA, Rikakikai Co., Ltd.)

환원력은 Wong과 Chye(2009)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를 이용하여 동결건조한 후 냉동 보관하면서 시료로 사용하

측정하였다. 시료 0.5 mL 0.2 M phosphate 완충용액(pH

였다. 동결건조된 강황 에탄올 추출물을 증류수로 재용해하

6.6) 1 mL와 1% potassium ferricyanide(Sigma-Aldrich)

여 n-hexane(Duksan Pure Chemical Co., Ltd., Ansan,

1 mL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50°C를 유지하면서 30분간 반

Korea) 용액을 1:1이 되게 혼합한 다음, seperation funnel

응시켰다. 반응액에 10% trichloroacetic acid(Wako Pure

을 이용하여 분획하고 rotary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해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 1 mL를 첨가하

n-hexane 분획물을 얻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chloroform,

여 섞은 후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징액

ethyl acetate, butanol(Duksan Pure Chemical Co., Ltd.)

의 0.5 mL를 취하여 증류수 1 mL와 0.1% FeCl3 0.5 mL를

및 water 층을 분획하여 각각의 순차분획물을 얻었으며 모

첨가하여 흡광도 700 nm에서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하였으며 실험 결과
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26.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각 그룹 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은 one-way ANOVA 분산분석을 실시한 후 P<0.05 수준에
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다양한 식물에 함유된 페놀성 물질은 한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하이드록시기(-OH)를 포함하고 있어 단백질 또는
효소, 기타 거대분자들과 결합하는 성질을 가진다. 이러한
성질은 미생물의 세포에 작용하여 성장 저해를 유발해 항미
생물 활성을 보여주며 항산화 효과로 이어지기도 한다(Lee
등, 2009). 폴리페놀의 한 종류인 플라보노이드는 과일 껍질,

Total flavonoid contents (mg Q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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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tal flavonoid contents in ethanol extracts and fractions
from curcuma. The results represent mean±SD of values obtained from three dependent experiments. Quercetin was used
as a standard for measuring of the total flavonoid content.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채소 잎 및 다양한 식물의 꽃, 줄기, 뿌리, 씨앗 등에 광범위
하게 존재하는 황색 계통의 색소(Choi 등, 2006)로 C6-C3-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288.25 mg QE/g이었고, 용매 분

C6의 benzopyrone 기본골격을 가지고 있으며 대부분 당과

획물에서는 butanol> hexane> ethyl acetate> chloro-

결합된 배당체 형태로 존재한다(Hertog 등, 1992). 강황 추

form> water 순으로 각각 392.98, 390.74, 380.79, 290.90

출물 및 분획물에 대한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및 226.36 mg QE/g으로 나타났다. Kim 등(2004)은 약용식

측정한 결과는 Fig. 1, Fig. 2와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물인 감초, 속단, 칡에서 각각 55.35, 32.26 및 15.20 mg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192.96 mg GAE/g이었고, 용매 분

Ng/g의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

획물에서는 hexane> butanol> ethyl acetate> chloro-

였는데,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볼 때 강황 에탄올 추출물

form> water 순으로 각각 271.60, 269.59, 257.92, 188.54

및 분획물은 상당히 많은 총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을 함유하

및 159.47 mg GAE/g의 함량을 나타내어 hexane 분획물에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ethyl acetone

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또는 butanol로 추출하면 극성이 큰 플라보노이드나 배당체

높은 hexane 분획물은 가장 낮은 water 분획물보다 약 1.7

등이 추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과 Kim, 2015).

배가량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Kang 등(2017)은 초석잠 용매별 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 함
량을 측정한 결과 부탄올 추출물이 헥산, 클로로포름 및 물

Total phenolic contents (mg GAE/g)..

추출물보다 함량이 높다고 보고하였고, 이 결과는 본 실험의
400

결과와 일치하였다.
c

300

c

DPPH 라디칼 소거능

c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비교 화학적으로 유도되는 or200

b

b
a

ganic nitrogen radical로 항산화 활성이 있는 물질과 만나
면 매우 빠른 속도로 전자를 공여받아 안정한 화합물인 2,2diphenyl-1-picryl hydrazin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짙은

100

보라색이 엷어지는 특성이 있다(Thongchai 등, 2009). 강
황 추출물 및 분획물에 대한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0
80%
EtOH

Hexane CHCl
CHCl3
F EtOAc F BuOH F Water F
3 F
F

Fig. 1. Total phenolic contents in ethanol extracts and fractions
from curcuma. The results represent mean±SD of values obtained from three dependent experiments. Gallic acid was used
as a standard for measuring of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결과는 Fig. 3과 같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62.60%였으며, 용매분획물에서는 butanol>
hexane> ethyl acetate> chloroform> water 순으로 각각
93.05, 92.83, 91.57, 73.53, 62.07%로 나타났다. Kang 등
(1995)의 연구에서 DPPH에 대한 라디칼 소거 활성은 페놀
산, 플라보노이드 및 페놀성 화합물에 의해 기인한다고 하였
는데, 본 연구에서도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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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55.04%였으며, 용매분획물에서

120
100

는 butanol> ethyl acetate> hexane> chloroform> water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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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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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으로 각각 91.31, 91.19, 91.15, 73.25, 65.20%로 나타
났다. Butanol, ethyl acetate, hexane에서 positive con-

b

80

a

a

trol인 ascorbic acid와 유사하게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또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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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연 식물추출물에서 n-butanol과 같은 용매 분획층에
서 항산화 활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Im과 Lee

20

(2011)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
면 butanol과 hexane이 강황의 항산화물질 추출을 위해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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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in ethanol extracts
and fractions from curcuma. The results represent mean±SD of
values obtained from three dependent experiments. L-ascorbic
acid (1,000 ppm) was used as a standard for measuring of the
total flavonoid content and all test samples were measured at
a concentraion of 1,000 ppm.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환원력
일반적으로 환원력은 시료에 존재하는 환원제, 즉 전자나
수소 이온을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반응
3+
2+
용액 중에 Fe 를 Fe 로 환원시키는 원리로 측정한다. 따
2+

라서 시료 중에 환원력을 가진 물질이 많이 존재한다면 Fe

가 많이 생성되어 700 nm에서 흡광도가 상승하게 되며, 흡
광도가 높게 나올수록 시료의 환원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할

높은 butanol과 hexane 분획물에서 높은 라디칼 소거 활성

수 있다(Cho 등, 2008). 강황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에

이 나타났다.

대한 환원력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흡광도는 2.23, hexane, butanol, ethyl

+

ABTS 라디칼 소거능

acetate 추출물에서 흡광도는 각각 3.36, 3.24, 3.15로 pos-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은 potassium persulfate
+

itive control인 ascorbic acid와 유사하게 높은 환원력을

와 반응에 의해 생성된 ABTS 자유라디칼이 시료 내의 항

나타내었다. 기존의 연구 결과(Jo 등, 2010)를 살펴보면

산화 물질에 의해 양이온이 제거되어 라디칼 특유의 청록색

+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과

이 탈색되는 것을 이용한 방법이다(Choi 등, 2003). 강황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본 실험의

+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에 대한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의

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환원력은 화합물의 전자

+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ABTS 라디칼 소거능

전달 능력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항산화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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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mir 등,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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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in ethanol extracts
and fractions from curcuma. The results represent mean±SD of
values obtained from three dependent experiments. L-ascorbic
acid (1,000 ppm) was used as a standard for measuring of the
total flavonoid content and all test samples were measured at
a concentraion of 1,000 ppm.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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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ducing power in ethanol extracts and fractions from
curcuma. The results represent mean±SD of values obtained from
three dependent experiments. L-ascorbic acid (1,000 ppm) was
used as a standard for measuring of the total flavonoid content
and all test samples were measured at a concentraion of 1,000
ppm.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f)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추출용매에 따른 강황추출물의 In Vitro 항산화 활성

요

약

본 연구는 강황의 추출용매에 따른 활성산소종 방어를 위한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
드 함량과 라디칼 소거능,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
놀 함량은 80% 에탄올 추출물 192.96 mg GAE/g으로 나타
났으며, hexane 분획물은 271.60 mg GAE/g으로 다른 분
획물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butanol, hexane 분획물에서 392.98, 390.74 mg
QE/g으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과
ABTS 라디칼 소거능의 경우 butanol 분획물이 각각 93.05
와 91.31%로 대조군인 ascorbic acid와 유사한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환원력 측정 결과에서도 butanol 분획물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연구 결과를 통해 80% 에탄올 추
출물과 용매 분획물 중 butanol 분획물이 다량의 페놀성 화
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in vitro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강황을 기능성
식품 개발 원료로 활용하는 데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
며,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기능성 식품 소재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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