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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ative stress, which is induced by free radicals, causes various pathophysiological problems
in the body. Natural essential oils derived from aromatic plants such as lavender and rosemary
are used as additives in foods and cosmetics because of their aroma and antioxidant eff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activity of natural essential oils
from Korean endemic plants. Natural essential oils including Mentha piperascens, Teucrium
veronicoides, Citrus unshiu Peel, Angelica gigas Nakai, Zingiber officinale Roscoe, Artemisia
annua L., Houttuynia cordata Thunb,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Chrysanthemum
morifolium, and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 were extracted by steam distillation extraction
method, respectively. 2,2-Diphenyl-1-(2,4,6-trinitrophenyl)hydrazyl and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methods were performed to measure the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ach essential oil. We found that the essential oils from the Asteraceae family including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and Chrysanthemum morifolium showed more potent
antioxidant activity than those from other plants. Our findings suggest that natural essential oils
derived from Asteraceae family have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hich may be explored in
the prevention of health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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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산소는 호흡을 통해 체내에 들어와 에너지를 만드는데 사용된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산소는 꼭 필요한 요소
이지만 한편으로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free radical과 활성산소(reactive oxygen)가 발생한다. Free radical
의 과발현은 식품의 부패, 노화, 암 유발을 야기하며 활성산소는 천식, 염증, 관절염, 치매 등의 병리 생리학적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이러한 free radical과 활성 산소들에 의한 문제를 줄이고 체내 축적을 예방하기 위해 항산화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산화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서 중요시 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인간의 질병 예방과 free radical
에 의해 일어나는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Kim et al., 2008). 그러나 propyl gallate, butylated hydroxyltoluene
(BHT) 등과 같이 널리 사용되던 항산화제가 잠재적 건강 위험과 독성으로 인해 논쟁이 되어왔다. 따라서 최근 항산화
능을 가진 천연 자원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hoi et al., 2016).
식물로부터 추출한 방향성 오일인 essential oil (정유)은 식품첨가물, 화장품, 의약품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 왔
으며 그 사용 범위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춰 다양한 essential oil이 생산되고 있다. Essential oil의 다
양한 생리적 작용에 의한 효능은 현대의 과학기술로 그 작용 기전이 밝혀져 오고 있다(Jeon et al., 2013). Essential oil
의 작용 기전 중 항산화활성에 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양한 식물로부터 추출된 essential oil이 항산화 활
성을 갖는 것이 보고되었다. 대표적인 천연 항산화 물질로는 라벤더, 로즈마리 등의 아로마 식물로부터 추출되고 있
으며,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아로마 식물을 비롯하여 몇몇 식물의 essential oil의 항산화능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반면, 국내 자생하는 식물들의 항산화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본 실험의 재료로 사용된 박하(Mentha piperascens)는 꿀풀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잎은 긴 타원형이고 국내
들판의 습지나 산기슭 등에서 자생하며 약용목적으로 농가에서 재배하기도 한다. 박하는 예로부터 잎과 줄기를 약재
로 사용하였으며 여름부터 가을까지 두 번에 걸쳐 채취한다. 박하의 주요 성분으로는 멘톨, (-)멘톤, I-리모넨, 에틸아
밀케톤 등으로 해열, 피로회복, 피부질환 등의 약재로 사용된다(Lee et al., 2005). 곽향(Teucrium veronicoides)은 꿀풀
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잎은 난형을 띄며 산지에서 자란다. 잎과 줄기를 모두 약용하며 한의학적으로 따뜻한 성
질을 가지며 매운맛을 내어 소화액 분비를 촉진한다(Park et al., 2017). 곽향은 향료로 많이 이용되고 지금까지 정유
성분으로 총 77종의 물질이 보고되었으며, 주성분으로 methylchavicol, estragole, limonene 등이 알려져 있다. 서양
에서는 곽향의 항산화, 항진균 작용을 이용하여 당뇨, 간염, 고혈압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Bae et al.,
2008). 진피(Citrus unshiu Peel)는 귤나무 Citrus unshiu Markovich 또는 Citrus reticulata Blanco (운향과 Rutaceae)
의 잘 익은 열매껍질이다. 진피는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판모양이며 가볍고 부스러지기 쉽다. 바깥면은 황적색－어두
운 황갈색이고 유실에 의한 작은 오목한 자국이 많다. 안쪽은 흰색－연한 회갈색이다. 특유의 냄새가 있고 맛은 쓰면서
약간 자극성이 있다. 당귀(Angelica gigas Nakai)는 산형과(미나리과)에 속하는 참당귀의 뿌리를 건조한 것으로 동양
에서 보혈제의 대표적인 생약으로 사용된다. 당귀의 주성분은 pyranocoumarin 계열의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
으로 다양한 질병의 약리 효과에 대해 보고되고 있다(Son et al., 2009). 건강(Zingiber officinale Roscoe)은 생강을 말
린 것으로 생강과에 속하는 다년생 작물이다. 뿌리 부위의 독특한 향기와 매운맛으로 기호성이 좋다. 국내에서는 젓
갈, 김치 등에 향신료로 첨가되고 한방에서는 건위약, 소화불량, 구토, 진통제로 사용된다. 건강에 포함된 6-gingerol
및 6-shogaol 성분은 항염, 항균 작용,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항산화작용이 있어 건강식품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생강의 지상부는 거의 폐기되고 뿌리만 생강 제품을 위한 소재로 유통되고 있다(Lee et al., 2014). 개똥쑥(Artemisia
annua L.)은 국화과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으로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길가나 들판에 무리지어 야생하고 있다. 한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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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개똥쑥의 지상부를 지혈제, 피부병 치료제, 해열제, 살충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 보고에 의하면 개똥쑥은
페놀 화합물 성분에 의한 높은 항산화력을 가진 약용식물이다(Ryu et al., 2011). 어성초(Houttuynia cordata Thunb)
는 삼백초과(Saurur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의 야생 약초이다. 매독, 방광염, 자궁염 등의 광범위한 치료효과가
있는 전통약용 식물로서 현재까지 항산화, 항균, 항종양 등이 보고되고 있다. Quercitrin은 어성초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로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Jeong et al., 2010). 구절초(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는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전국 산지와 고원지에서 자생한다. 예로부터 구절초는 줄기와 잎을 말
려 위장병과 월경불순, 불임, 자궁냉증 등의 여성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생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구절초 메탄
올추출물에서 주성분으로 linarin이 분리되었는데, linarin는 생리활성 작용으로 항염증, 해열, 간 보호 작용이 보고 되
었다(Hyun et al., 2011). 국화(Chrysanthemum morifolium)는 전통식품의 기능성 소재로서 위장, 감기, 두통, 현기증,
고혈압 등에 유효하고 바이러스 억제효과, 항균활성 및 항암활성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국화는 주로
꽃 부분을 이용하여 차류 제품이 다량 출시되고 있으나 연구가 미흡하여 국화과 식물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Woo et
al., 2008). 백출(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근경 또는 주피를 제거한
뿌리를 생약으로 사용한다. 동양에서 방향성 건위제로 사용되며 진정, 이뇨 등의 효과를 가진다(Ha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생하는 식물인 박하, 곽향, 진피, 당귀, 건강, 개똥쑥, 어성초, 구절초, 국화, 백출 총 10개의 식
물의 essential oil의 항산화능을 DPPH 시험법과 ABTS 시험법을 이용하여 각각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천연물 Essential oil의 준비
실험에 사용된 박하(DJU20171135), 곽향(DJU20171130), 진피(DJU20171126), 당귀(DJU20171128), 건강(DJU
20171137), 개똥쑥(DJU20171103), 어성초(DJU20191118), 구절초(DJU20171112), 국화(DJU20171146), 백출(DJU
20191139)은 충북약초영농조합에서 구입하여 강원대학교 천연향료실험실에서 증기증류법으로 식물의 essential oil
을 추출하였다. 증기증류법은 물을 끓여 발생한 증기가 천연물을 통과하고 그 증기를 다시 식히는 방법을 통해 위에
떠오르는 극히 소량의 정유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순수 오일을 추출할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essential oil은 박하, 곽향, 진피, 당귀, 건강, 개똥쑥, 어성초, 구절초, 국화, 백출로 총 10개이다. 박하는 2회, 곽향 4회,
진피 2회, 당귀 2회, 건강 2회, 개똥쑥 4회, 어성초 2회, 구절초 4회, 국화 5회, 백출 1회 추출하였다. 이때 1회당 1000 g
의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각 시료의 essential oil 수득률은 Table 1과 같다.
실험에 사용된 10종의 식물 중 박하가 1.86%로 가장 높은 수득률을 보였다. 그 다음은 구절초와 백출이 0.23%, 국
화와 당귀가 0.19%의 수득률을 보였다. 추출한 essetial oil은 기름 성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비중이 물(1 g/mL)
과 달라 농도를 구할 때 보정이 필요하며, 다음의 식 (1)에 의해 계산 및 시험을 실시하였다(Table 2).
Essential oil 100 mg/mL = (100 mg / Essential oil 100 µL의 무게(mg) × 100 µL)의
Essential oil (µL) + (1000 µL - Essential oil의 양)의 Ethanol (µ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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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traction yield of essential oil
Scientific name

First weight (g)

Obtain weight (g)

Yield (%)

박하

Mentha piperascens

2,000

37.2

1.86

곽향

Teucrium veronicoides

4,000

3.12

0.078

진피

Citrus unshiu Peel

2,000

1.6

0.08

당귀

Angelica gigas Nakai

2,000

3.8

0.19

건강

Zingiber officinale Roscoe

2,000

1.6

0.08

개똥쑥

Artemisia annua L.

4,000

3.6

0.09

어성초

Houttuynia cordata Thunb

2,000

1.6

0.08

구절초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4,000

9.2

0.23

국화

Chrysanthemum morifolium

5,000

9.5

0.19

백출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

1,000

2.3

0.23

Table 2. Essential oil per unit volume
Scientific name

Weight (mg/100 µL)

Essential oil volume (µL)

박하

Mentha piperascens

곽향

Teucrium veronicoides

93

107.5

진피

Citrus unshiu Peel

93.4

107

당귀

Angelica gigas Nakai

76.4

130.8

건강

Zingiber officinale Roscoe

86.5

115.6

개똥쑥

Artemisia annua L.

89.1

112.2

80

125

어성초

Houttuynia cordata Thunb

78.2

127.8

구절초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91.3

109.5

국화

Chrysanthemum morifolium

91

109.8

백출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

96

104.1

DPPH assay
2,2-Diphenyl-1-(2,4,6-trinitrophenyl)hydrazyl (DPPH) assay의 radical 소거능은 Eldeen의 방법을 활용하여 측정
하였다(Rao et al., 2014). DPPH의 구조를 보면 중간에 free radical을 지닌 질소(N)가 있다. 이것이 수산화기를 가진
복합물과 만나 수소결합을 이루면서 free radical이 소거되는 원리이다. DPPH 용액은 보라색을 띠는데 샘플과 반응
하여 용액 속 free radical이 non-radical로 변화하면 노란색을 띤다. 이때 파장 517 nm로 흡광도를 측정하면 free
radical이 사라질수록(보라색이 옅을수록) 흡광도가 감소하는데 그 값을 백분율로 계산한다. 그 계산식은 다음 식 (2)
와 같다.
Scavenging effect (%) = ([control 흡광도 - sample 흡광도] / control 흡광도) × 100

(2)

96 well plate에 0.2 mM DPPH 용액 100 µL와 각 essential oil의 농도별 100 µL를 혼합하여 빛을 차단하고 상온에
서 30분 incubation하고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김소연 외 / 국내 자생식물로부터 얻어진 천연정유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구 ∙ 21

ABTS assay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assay의 radical 소거능은 Adewusi의 방법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Rao et al., 2014). ABTS의 용액이 첨가된 potassium persulfate와 반응하여 free radical이 형성
된다. 이 free radical은 수산화기를 가진 복합물과 만나 수소결합을 이루면서 free radical이 소거되는 원리이다.
ABTS 용액은 청록색을 띄는데 샘플과 반응하여 용액 속 free radical이 제거되어 청록색이 탈색된다. Free radical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7 mM의 ABTS와 2.4 mM의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하여 빛을 차단하여 12－16시간 냉장
보관한 뒤 무수 에탄올과 1:89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이때 ABTS 용액은 734 nm에서 흡광도 값이 0.7 ± 0.02가 되게
희석한다. 이때 파장 734 nm로 흡광도를 측정하면 free radical이 사라질수록(청록색이 옅을수록) 흡광도가 감소하는
데 그 값을 백분율로 계산한다. 그 계산식은 다음 식 (3)과 같다.
Scavenging effect (%) = ([control 흡광도 - sample 흡광도] / control 흡광도) × 100

(3)

96 well plate에 흡광도를 0.7로 설정한 ABTS 용액 150 µL와 각 essential oil의 농도별 50 µL를 혼합하여 빛을 차
단하고 상온에서 30분 incubation하고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Essential oil의 항산화 활성 측정
Essential oil의 항산화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DPPH 및 ABTS의 free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뒤 scavenging effect
가 50% 감소하는데 필요한 샘플의 농도(50 percent inhibitory concentration, IC50)로 나타내었다. IC50값이 낮을수록
적은 농도로 radical을 효과적으로 소거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대조시료로는 항산화, 항비만 및 항노화 등이 뛰어나
다고 알려진 비타민 C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고, DPPH 시험법과 ABTS 시험법으로 평가하였을 때 IC50값이 모
두 약 0.008 mg/mL으로 탁월한 free radical 소거능을 보였다.
Table 3. IC50 value of essential oil (DPPH assay)
Scientific name

IC50 (mg/mL)

비타민C

0.0089 ± 0.00

Ascorbic acid

곽향

Teucrium veronicoides

5.23 ± 0.11

구절초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7.00 ± 0.14

국화

Chrysanthemum morifolium

8.29 ± 0.05

진피

Citrus unshiu Peel

9.23 ± 0.11

건강

Zingiber officinale Roscoe

16.02 ± 0.14

개똥쑥

Artemisia annua L.

19.36 ± 0.14

어성초

Houttuynia cordata Thunb

20.88 ± 0.19

백출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

22.99 ± 0.31

당귀

Angelica gigas Nakai

26.62 ± 1.36

박하

Mentha piperascens

66.51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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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C50 graph of essential oil (DPPH assay).

DPPH 시험법으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을 때 곽향 essential oil (IC50 = 5.23 ± 0.11 mg/mL), 구절초 essential
oil (IC50 = 7.00 ± 0.14 mg/mL), 국화 essential oil (IC50 = 8.29 ± 0.05 mg/mL), 진피 essential oil (IC50 = 9.23 ± 0.11
mg/mL) 등의 IC50가 10 mg/mL 이하로 연구를 진행한 국내 식물 10종의 정유 중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 반
면, 박하 essential oil (IC50 = 66.51 ± 3.32 mg/mL)은 비교적 항산화 효과가 낮음이 확인되었다(Table 3, Fig. 1).
ABTS 시험법으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을 때, 국화 essential oil (IC50 = 0.70 ± 0.00 mg/mL), 구절초 essential
oil (IC50 = 1.05 ± 0.02 mg/mL), 곽향 essential oil (IC50 = 2.27 ± 0.19 mg/mL), 진피 essential oil (IC50 = 3.20 ± 0.31
mg/mL) 등의 IC50가 5 mg/mL 이하로 연구를 진행한 국내 식물 10종의 정유 중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 반
면, 박하 essential oil (IC50 = 14.60 ± 0.47 mg/mL)은 ABTS로 radical의 소거능을 측정했을 때 비교적 항산화 효과가
낮음이 확인되었다(Table 4, Fig. 2).
Table 4. IC50 value of essential oil (ABTS assay)
Scientific name

IC50 (mg/mL)

비타민C

Ascorbic acid

0.0083 ± 0.00

국화

Teucrium veronicoides

0.70 ± 0.00

구절초

Dendranthema zawadskii var. latilobum

1.05 ± 0.02

곽향

Chrysanthemum morifolium

2.27 ± 0.19

진피

Citrus unshiu Peel

3.20 ± 0.31

개똥쑥

Zingiber officinale Roscoe

4.71 ± 0.15

건강

Artemisia annua L.

6.00 ± 0.07

당귀

Houttuynia cordata Thunb

6.34 ± 0.13

어성초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

8.23 ± 0.08

백출

Angelica gigas Nakai

9.11 ± 0.14

박하

Mentha piperascens

14.60 ± 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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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C50 graph of essential oil (ABTS assay).

두 개의 시험법을 종합하였을 때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essential oil로는 곽향, 진피, 구절초, 국화 등이
있다. 반면 박하는 다른 essential oil에 비해 항산화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두 결과를 종합하여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을 비교하면 국내 자생 식물 10종 중 곽향, 진피, 구절초, 국화의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가 가장 좋음을 확인하였다(Fig. 3).

Fig. 3. IC50 value of essential oil (DPPH and ABTS a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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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DPPH 시험법으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을 때 곽향 essential oil (IC50 = 5.23 ± 0.11 mg/mL), 진피 essential oil
(IC50 = 9.23 ± 0.11 mg/mL) 등이 연구를 진행한 국내 식물 10종의 정유 중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 반면 박
하 essential oil (IC50 = 66.51 ± 3.32 mg/mL)은 비교적 항산화 효과가 낮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ABTS 시험법으로 항
산화 활성을 측정하였을 때 구절초 essential oil (IC50 = 1.05 ± 0.02 mg/mL), 국화 essential oil (IC50 = 0.70 mg/mL)
등이 연구를 진행한 국내 식물 10종의 정유 중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 한편 DPPH의 결과와 유사하게 박하
essential oil (IC50 = 14.60 ± 0.47 mg/mL)은 ABTS로 radical의 소거능을 측정했을 때 비교적 항산화 효과가 낮음이
확인되었다. DPPH 시험법과 ABTS 시험법, 두 시험법을 종합하였을 때 국내 자생 식물 10종의 essential oil 중 곽향,
진피, 구절초, 국화가 free radical을 소거하는 능력이 가장 좋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박하는 다른 essential oil에 비해
free radical을 소거하는 능력이 가장 낮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국화과 식물 4종(개똥쑥, 구절초, 백출, 국화) 중 구절초와 국화가 비교적 높은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보아 국화과 식물들 중 일부가 항산화 활성이 뛰어난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보고된 바에
따르면 구절초의 항산화 활성은 70°C, 50% 주정추출물 100 µg에서 51.42%의 소거 활성을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도
구절초 100 µg/mL의 농도에서 ABTS assay로 활성을 평가하였을 때 약 50%의 소거 활성을 보인다(Kim et al., 2016).
다른 연구 논문을 살펴보면 대표적인 천연 항산화 식물로 알려진 라벤더는 100 µg/mL일 때 79%의 활성 산소 소거능
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Jeon et al., 2013). 라벤더와 이 연구에 사용된 국내 자생 식물 10종의 항산화 활성을 비
교했을 때 국내 자생 식물의 항산화효과는 비교적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를 살펴보면 이 연구에서
추출한 증기증류법이 아닌 다른 추출방법을 사용하여 정유를 추출하면 활성 산소 소거능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
다. 따라서 앞으로 정유 추출법에 따른 추출물을 사용하여 항산화 효과를 비교하여 더 효과가 좋은 추출물을 찾는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자생하는 많은 식물 중 10개의 식물에 대한 항산화 효과를 평가하였다. 하지
만 앞으로 추가 연구를 통해 10종 이외의 다른 국내 자생 식물의 항산화 효과에 대해 평가하여 해외의 아로마 식물과
같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식물을 찾고, 나아가 essential oil의 항산화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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