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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건조 삼채의 분획별 미백  항산화 활성에 한 연구

정수지․김경희․육홍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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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ning and Antioxidant Activities of Solvent Extracts 
from Hot-Air Dried Allium hook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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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analyzed the antioxidant and whitening activities of fractions from hot-air-dried Allium hookeri 
(HADAH).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in fractions from HADAH extract showed the highest value (171.07±7.55 
mg/g GAE) in ethyl acetate fraction of roots. Antioxidant activities of leaf and root par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ethyl acetate fraction. HADAH showed higher whitening activity (n-hexane fraction of leaf; 52.22% melanin 
production) than arbutin (65.82% melanin production), which is known as a whitening ingredi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HADAH extracts can be used as antioxidant and whitening materials. Thus, study of HADAH extracts showing 
effective whitening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can provide efficient data for industrial use of Allium hook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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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1세기는 건강과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으며, 특히 피부미용 분야는 오늘날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핵심 산업으로 피부 노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피부 노화는 체내 대사 작용, 환경오염물질 노출, 

각종 스트레스, 특히 자외선 등에 의하여 생성이 촉진된 free 

radical이 세포 생체막의 구성물질인 불포화지방산을 공격

하여 과산화반응을 일으키며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피부에 

존재하는 항산화 물질의 파괴, 지질과산화 반응의 개시, 단

백질의 산화, DNA 산화, 결합조직 성분인 collagen과 elas-

tin 및 hyaluronic acid 등의 결합사슬 절단 및 비정상적인 

교차결합에 의한 주름 생성, 멜라닌 생성 촉진 등으로 노화

가 가속화된다(2,3). 이에 피부 노화와 관련한 다양한 기능

성 소재 탐색이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인체에 관한 안전성

의 문제로 합성 원료보다는 천연물에서 유래하여 개발하는 

연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합성 원료를 대체할 적절한 미백 

및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4-6).

달고 맵고 쌉싸름한 세 가지 맛이 난다 하여 삼채로 불리

게 된 삼채(三菜, Allium hookeri)는 뿌리 부추라고도 부르

며, 히말라야산맥 1,400~4,200 m 사이의 초고랭지에서 자

생하고 미얀마, 인도 등지에서 주로 섭취하고 있는 채소이다

(7). 현지에서는 쥬밋(juumyit)이라고도 불리며 우리나라의 

파, 마늘처럼 쉽게 애용되는 채소로 식용뿐만 아니라 약용으

로도 사용해왔다고 한다(8,9).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삼채가 들어와 삼채 재배 농가가 늘

어나고 있고 건강식품으로 삼채의 성분 및 효능에 대한 관심

이 집중되는 가운데 국내유통시장에서도 삼채를 쉽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치 양념, 삼채막걸리, 삼채음료와 같은 

여러 가지 삼채를 이용한 제품개발 기술도 나오고 있다. 

Rhyu와 Park(10)의 연구에 의하면 삼채는 10종류의 alkyl 

thiosulfinate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유

황 화합물에 의해 양파, 마늘, 파, 생강, 겨자, 고추냉이, 후추 

등과 같이 혈액응고, 항콜레스테롤, 항산화, 항균작용 및 혈

당 강하 작용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낼 것으로 여겨진

다(11-14). 국내에서 재배된 삼채에 대한 연구로는 항염증 

효과에 대한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천식, 아토피,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 보고되어 있으

며(15,16), Park과 Yoon(9)은 삼채의 주요 수입국인 미얀

마에서 재배된 삼채와 국내산 삼채의 영양 및 화학적 특성을 

비교한 결과 조회분, 조지방, 탄수화물, 유기산 및 유리당의 

함량은 국내 재배 삼채가, 단백질과 조섬유의 함량은 미얀마 

재배 삼채가 높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외 무기질, 조사포

닌, 아미노산 함량이 국내산 삼채에서 높아 국내 재배 삼채

에 미얀마 재배 삼채보다 더 많은 영양성분 및 기능성 성분

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미얀마 재배 삼채와 국내 재배 

삼채의 성분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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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OH extract

  Water : n-Hexane (1:1)

n-Hexane fraction

Aqueous layer

  Chloroform fraction

Chloroform fraction

Aqueous layer

  Ethyl acetate fraction

Ethyl acetate fraction

Aqueous layer

  n-Butanol fraction

n-Butanol fraction

Water fraction

Fig. 1. Procedure for fractionation of methanol extract from 
Allium hookeri by various solvent.

내산 삼채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중에서 많이 유통되고 있는 삼채 잎과 

뿌리의 열풍건조분말을 메탄올로 추출하여 용매 분획한 뒤, 

이들 분획물들의 총 페놀 함량을 분석하고 항산화 활성과 

미백 활성을 평가함으로써 삼채 뿌리와 잎의 산업적 이용 

증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삼채는 수세, 절단 과정을 거친 후에 

대류식 건조기(LMD-603H, Daeyeong E&B Co., Ltd., 

Ansan, Korea)를 이용하여 70°C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한 

다음에 분쇄기(후드믹서, CM-8000, CHATMING ART Co., 

Ltd., Seoul, Korea)에서 분쇄한 후 24 mesh(710 µM)의 

체를 통과한 것을 4°C에서 냉장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용매 분획별 추출물의 제조

열풍건조 한 삼채 뿌리와 잎을 시료 100 g에 10배 중량의 

메탄올에 현탁하여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한 후 원심분

리기(COMBI-514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Incheon, Korea)로 원심분리(3,200 rpm, 20 min) 한 후 

상등액은 여과지로 여과(Whatman No.4, Maidstone, UK)

하여 rotary vacuum evaporator(EYELA A-1000S,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로 감압･농축한 후 동결건조 

하여 메탄올 추출물을 얻었다. 

건조된 메탄올 추출 시료에 증류수를 넣어 녹인 후 n- 

hexane(Samchun Pure Chemical Co., Ltd., Paeongtaek, 

Korea) 용액을 1:1이 되게 혼합한 다음 separating funnel

을 이용하여 분획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해 n-hexane 분획물을 얻었다(Fig. 1). 동일한 방법으

로 chloroform(Samchun Pure Chemical Co., Ltd.), ethyl 

acetate(Samchun Pure Chemical Co., Ltd.), n-butanol 

(Samchun Pure Chemical Co., Ltd.) 그리고 water 층을 

분획하여 각각의 순차 분획물을 얻었으며, 모든 과정은 3회 

반복 실시하였다. 각 시료 분획물은 melanin synthesis 실

험에서는 1% DMSO(dimethyl sulfoxide, Samchun Pure 

Chemical Co., Ltd.)에 용해하여 cell에 처리하였으며, 그 외

의 실험에서는 50% DMSO에 용해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페놀 함량 분석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페놀성 물질인 phosphomo-

lybdic acid와 반응하여 청색을 나타내는 원리를 이용한 

Folin-Ciocalteu's 방법(17)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를 50 

% DMSO에 녹여 추출한 뒤 시료 0.2 mL에 Folin-Ciocal-

teu's phenol reagent(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와 증류수를 1:2로 섞은 혼합액 0.2 mL를 첨가하고 

암실에서 3분 방치한 다음 10% Na2CO3(Samchun Pure 

Chemical Co., Ltd.) 3 mL를 가하여 다시 암실에 1시간 방

치 후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gallic acid 

(Sigma-Aldrich Co.)를 이용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이 

검량곡선으로부터 건조시료 중량당 mg gallic acid equiv-

alent(mg/g GAE)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항산화 활성은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를 이용하여 시료의 radical 소거 효과를 측정하는 Blois 법

(18)을 활용하였다. DMSO에 희석시켜 농도별로 제조한 시

료 0.75 mL에 60 μM DPPH(Sigma-Aldrich Co.) 용액 0.25 

mL를 가한 뒤 vortex mixer(Model G-560, Scientific 

Industries Inc., Bohemia, NY, USA)로 10초간 진탕하고 

암실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각 시료의 농도별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곡선을 그린 뒤 50%의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DPPH IC50)를 나타내는 값을 구하였

으며, 기존의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Samchun Pure 

Chemical Co., Ltd.)를 대조구로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sample absorbance

)×100
control absorbance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

fonic acid)] radical 소거능의 측정은 Fellegrini 등(19)의 

방법에 의해 측정되었다. 즉 7 mM ABTS(Sigma-Aldrich 

Co.)와 140 mM potassium persulfate(Samchun Pure 

Chemical Co., Ltd.) 용액을 혼합하여 어두운 곳에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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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방치시킨 후, 이를 absolute ethanol(Samchun Pure 

Chemical Co., Ltd.)과 섞어 734 nm에서 대조구의 흡광도 

값이 0.70±0.02가 되도록 조절한 ABTS solution을 사용하

였다. 시료용액 50 μL와 ABTS solution 1 mL를 섞은 후 

2.5분간 암실에 방치시켜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으며 무처리구와 처리구의 값을 비교하여 free radical 소거 

활성을 결정하였다. 이때 IC50(mg/mL)은 아래의 식을 이용

하여 각 시료의 농도별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곡선을 그린 뒤 50%의 radical 소거 활성을 나타내는 값으

로 구하였으며, 기존의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를 대조구

로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sample absorbance

)×100
control absorbance

FRAP(ferric-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 측정

FRAP 측정은 Benzie와 Strain(20)의 방법을 참고하여 

측정하였다. 0.3 M acetate buffer(pH 3.6)를 37°C에서 가

온한 후, 40 mM HCl(Samchun Pure Chemical Co., Ltd.)

에 용해한 10 mM 2,4,6-tripyridyl-S-triazine(TPTZ) 

solution(Sigma-Aldrich Co.)과 20 mM ferric chloride 

hexahydrate(FeCl3･6H2O, Samchun Pure Chemical Co., 

Ltd.)를 각각 10:1:1(v/v/v)의 비율로 혼합하여 37°C에서 

10분간 incubation 시켜 FRAP reagent를 준비하였다가 사

용하였다. 제조된 900 μL FRAP reagent에 50 mg/mL의 

농도로 추출시킨 시료 30 μL와 증류수 90 μL를 넣은 다음 

37°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93 nm에서 spectropho-

tometer(UV-1800, Shimadzu, Kyoto, Japan)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scorbic acid는 1 mg/mL 농도로 

제조하여 대조군으로 사용하였고, 0.125, 0.25, 0.5, 1, 2.5 

및 5 mM의 농도로 반복하여 작성한 FeSO4의 검량식에 대

입하여 환산하였다.

Tyrosinase 억제 활성 평가

Tyrosinase 저해능은 tyrosinase의 작용 결과 생성되는 

dopachrome을 비색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1). 기질로

써 10 mM L-DOPA(dihydroxyphenylalanine, Sigma- 

Aldrich Co.) 20 μL를 넣고,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6.8) 100 μL를 혼합한 혼합액에 시료 40 μL를 

첨가하여 37°C에서 20분간 pre-incubate 시킨 다음, 효소

액(mushroom tyrosinase, 100 unit/mL, Sigma-Aldrich 

Co.)을 40 μL 넣은 후 37°C에서 15분 동안 반응시켜 475 

nm에서 측정하고 dopachrome의 변화를 저해능으로 환산

하였다. Tyrosinase 저해능은 다음의 환산식에 의하여 계

산되었다. 

저해능(%)= (1－
A－B

)×100
C－D

A: 효소액을 첨가한 시료처리구의 흡광도

B: 효소액을 첨가하지 않은 시료처리구의 흡광도

C: 효소액 첨가 후 시료 대신 시료 희석액을 첨가한 흡광도

D: 효소액과 시료 대신 시료 희석액을 첨가한 흡광도

세포주 및 배양

B16F10 melanoma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WelGENE, Deagu, Korea)과 1% antibiotic-anti-

mycotic(100 unit/mL, 100 μg/mL, Gibco BRL Life Tech-

nologies, Grand Island, NY, USA)을 함유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Life Technologies, 

Inc., Gaithersburg, MD, USA)으로 37°C로 유지되는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생존율(cell viability) 평가

B16F10 melanoma cell을 96 well plate에 배지 3.0× 

103 cells/well 농도로 분주한 후 37°C, 5% CO2 incubator

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하면서 세포가 plate에 완전히 부착된 

것을 확인한 다음 시료를 31.25, 62.5, 125, 250, 500, 

1,000 μg/mL로 처리한 후 37°C에서 72시간 동안 배양하였

다. 세포 생존율은 72시간 이후 각 well에 EZ-Cytox(Daeil-

lab Service, Seoul, Korea)를 10 μL씩 첨가하고 37°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용매 분획별 melanin 생성 억제 효과

6 well plate에 5.0×104 cells/well로 B16F10 세포를 

접종한 후 37°C, 5% CO2 incubator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하

면서 세포가 plate에 완전히 부착된 것을 확인한 후 삼채 

분획별 추출물을 1% DMSO에 50 μg/mL로 희석하여 처리

하였다. B16F10 melanoma 세포의 세포 내 멜라닌의 과생

성을 유도하기 위하여 100 nM의 α-MSH(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Sigma-Aldrich Co.)를 처리하고 72

시간 후 원심분리 하여 cell pellet을 모은 뒤 멜라닌 정량에 

사용하였다. 분리된 pellet에 1 N NaOH(Samchun Pure 

Chemical Co., Ltd.) 200 μL를 가해 60°C에서 1시간 반응

하여 완전히 녹인 후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멜

라닌 표준물질로부터 얻은 검량선을 이용하여 각 well에서 

생성된 멜라닌 양을 산출하였다. 멜라닌 생성량은 α-MSH 

처리군 대비 백분율(%)로 계산한 것(22)을 다시 세포 생존

능으로 표준화하여 나타내었다.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멜라닌 생성량×
100

세포 생존율

통계처리

이상의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IBM SPSS Statistics 

20.0 software system(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one way 

ANOVA test로 분석하였으며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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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ield of each fractions extracted from Allium hookeri

Solvent
Yield (%, w/w)

Leaf Root

Methanol1) 37.33 25.46
Fractions of methanol extract2)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Water

14.98
 4.92
 1.11
 7.27
71.71

 5.04
 2.58
 2.98
 3.40
86.00

1)Yield (%)=(weight of solid extract/ weight of dry sample)×100.
2)Yield (%)=(weight of solid fraction/ weight of methanol ex-

tract)×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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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otal phenolics compound contents on various solvent 
fractions from methanol extract of Allium hookeri. Different let-
ters (a-h) within a total sample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solvent frac-
tions from methanol extract of Allium hookeri

　Solven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mg/mL)1)

Leaf Root
Methanol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Water 

5.98±0.12c2)

5.46±0.45d

0.84±0.02fg

0.29±0.01h

1.22±0.01f

5.94±0.63c

8.19±0.35b

2.20±0.07e

0.45±0.01gh

0.06±0.00h

1.06±0.01f

9.27±0.08a

1)Inhibitory activity was expressed as the mean of 50% in-
hibitory concentration of triplicate determines, obtained by in-
terpolation of concentration inhibition curve.

2)Mean±SD (n=3).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respective solvent ex-

tract and fractio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수율

삼채 메탄올 추출물의 수율은 잎은 37.33%, 뿌리는 25.46 

%이며 이를 100%로 환산하여 용매별로 분획한 후 추출 수

율을 측정한 결과 잎과 뿌리 모두 water 분획물이 71.71% 

및 86.00%로 가장 높았다(Table 1). 잎은 n-hexane 분획

물이 14.98%, n-butanol 분획물이 7.27%, chloroform 분

획물이 4.92%, ethyl acetate 분획물이 1.11%, 뿌리는 n- 

hexane 분획물이 5.04%, n-butanol 분획물이 3.40%, eth-

yl acetate 분획물이 2.98%, chloroform 분획물이 2.58%

의 수율을 나타내어 두 가지가 비슷하지만 ethyl acetate, 

chloroform water 분획물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총 페놀 함량

천연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성분인 페놀성 화합물은 대

사물질로 수산기를 가지는 방향성 화합물을 총칭하는 것으

로, 자유라디칼을 소거하며 체내의 항산화 체계와 함께 자유

라디칼로부터 조직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23). 삼채 

분획물의 잎과 뿌리에서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Fig. 

2에 나타내었으며,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표준 검량식에 

적용하여 건조시료 중 gallic acid 함량(gallic acid equiv-

alent mg/g)으로 나타내어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을 구하

였다. 분획 전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 잎에서 19.08±0.14 

mg/g GAE, 뿌리에서 11.65±0.36 mg/g GAE에 해당하는 

페놀성 화합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잎에서 뿌리보다 2배 정

도 많은 페놀성 화합물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삼의 부위별 총 페놀 함량을 실험한 결과 인삼의 잎(147~ 

200 mg%), 줄기(110~153 mg%), 뿌리(61~86 mg%)의 순

으로 페놀 화합물 양이 높게 나타났다는 것과도 유사한 결과

이다(24). 용매별 분획물 결과는 ethyl acetate 층이 잎에서 

116.24±7.46 mg/g GAE, 뿌리에서 171.07±7.55 mg/g GAE

로 가장 높은 수치를, water 층은 잎에서 11.02±0.09 mg/ 

g GAE, 뿌리에서 4.97±0.00 mg/g GAE로 가장 낮은 수치

를 나타내 용매 분획 시 ethyl acetate 분획물에 폴리페놀 

함량이 다량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DPPH radical 소거능

DPPH radical 소거능은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는 가장 흔

한 방법으로 DPPH는 화합물 내 질소 중심의 radical로 

radical 전자의 비편재화에 의해 안정한 구조의 radical로 

존재하며, 517 nm에서 최대 흡수를 나타내고 환원되면 517 

nm에서의 흡수가 없어진다. 따라서 DPPH의 환원 정도는 

환원제의 환원력에 달려있어 인체 내에서 활성 radical에 

의한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의 척도로 이용되고 있다(25- 

27). 삼채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검체 

농도에 따른 항산화 활성 변화곡선으로부터 산화를 50% 억

제시키는 농도인 IC50으로 Table 2에 나타내었다. 분획물 

중 가장 활성이 높은 분획물은 ethyl acetate 분획물로, 뿌

리가 0.06±0.00 mg/mL, 잎이 0.29±0.01 mg/mL의 IC50 

값이 나타나 뿌리의 ethyl acetate 분획물이 가장 높은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다. 양성대조군으로 사

용된 ascorbic acid의 IC50(0.01 mg/mL)과 비교해 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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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BTS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from methanol extract of Allium hookeri

Solvent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mg/mL)1)

Leaf Root
Methanol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Water 

2.58±0.07d2)3)

1.27±0.11e

0.29±0.15g

0.05±0.01h

0.30±0.00g

7.92±0.16b

 2.91±0.07c

 1.14±0.02f

 0.12±0.00h

 0.01±0.00h

 0.30±0.01g

12.94±0.10a

1)Inhibitory activity was expressed as the mean of 50% inhibi-
tory concentration of triplicate determines, obtained by inter-
polation of concentration inhibition curve.

2)Mean±SD (n=3).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respective solvent ex-

tract and fractio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 (FRAP) on the 
Allium hookeri methanol extract by solvent fractionation

Solvent
FeSO4･7H2O (mM) (5 mg/mL)1)

Leaf Root
Methanol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Water

0.31±0.01gh2)3)

0.87±0.00f

2.83±0.16d

4.00±0.04b

1.00±0.06ef

0.18±0.00gh

 0.37±0.01g

 1.12±0.02e

 3.40±0.08c

10.08±0.41a

 1.13±0.02e

 0.11±0.00h

1)Sample concentration.
2)Mean±SD (n=3).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respective solvent ex-

tract and fractio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때 비교적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있다고 사료되며, 

Joo(28)는 약용식물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한 결과 양성 대

조군으로 사용된 비타민 C가 2.44 μg/mL(IC50)의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화피, 헛개나무, 오가피, 황금, 감국 등이 

5.39~43.34 μg/mL(IC50)의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높은 활성을 보이는 

분획물은 잎과 뿌리 모두 chloroform 분획물> n-butanol 

분획물> n-hexane 분획물> water 분획물 순으로 나타났

다. 이는 Song 등(29)의 홍화씨를 분획하여 얻어진 추출물

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에서 에틸아세테이트층에서 가

장 높고 다음으로 부탄올 및 물 분획물의 순서라는 보고와 

유사하였다.

ABTS radical 소거능

ABTS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 혈장에서 ABTS 

radical의 흡광도가 항산화제에 의해 억제되는 것에 기초하

여 개발된 ABTS radical 소거 활성법은 DPPH 방법과 함께 

항산화 활성을 스크리닝 하는 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ABTS

를 peroxidase, H2O2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활성 양이온

인 ABTS+가 시료 중의 항산화성 물질에 의해 제거되어 

radical 특유의 색인 청록색이 탈색되는데, 이를 흡광도 값

으로 나타내어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할 

수 있다(30). 삼채 추출물 및 분획물의 ABTS radical 소거

능을 측정한 결과(Table 3), 잎과 뿌리 모두 ethyl acetate 

분획물이 가장 낮은 IC50(잎 0.05±0.01 mg/mL, 뿌리 0.01± 

0.00 mg/mL)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chloroform 분획

물(잎 0.29±0.15 mg/mL, 뿌리 0.12±0.00 mg/mL), n- 

butanol 분획물(잎 0.30±0.00 mg/mL, 뿌리 0.30±0.01 mg/ 

mL), n-hexane 분획물(잎 1.27±0.11 mg/mL, 뿌리 1.14 

±0.02 mg/mL) 순으로 나타났고 water 분획물이 가장 낮은 

활성을 보였다. 본 실험 결과와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as-

corbic acid의 활성(IC50: 0.003 mg/mL)을 비교하였을 때 

ethyl acetate 분획물은 비교적 높은 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분획물 

층의 경우 뿌리 부분에서 활성이 더 좋았고, n-butanol 층에

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water 분획물 층과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잎 부분의 활성이 더 좋게 나타나 DPPH rad-

ical 소거능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RAP 측정

FRAP value의 측정은 colored ferrous TPTZ 복합체에 

의해 ferric ion이 ferrous로 전환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시료 내의 항산화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낮은 pH에서 환원

제에 의해 Fe3+-TPTZ 복합체가 Fe2+-TPTZ로 환원되는 

원리에 기초하여 hydroxylation의 정도와 polyphenol에 결

합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31-33). 열풍건조 삼채 추

출물 및 분획물의 FRAP value를 측정한 결과 잎과 뿌리 

모두 각 분획물 중 ethyl acetate 분획물의 값이 4.00±0.04 

및 10.08±0.41 mM로 가장 높았으며, chloroform 분획물> 

n-butanol 분획물> n-hexane 분획물> MeOH 추출물 순의 

활성을 나타내었다(Table 4). Water 분획물을 제외한 모든 

분획물에서 잎보다는 뿌리의 FRAP value가 높게 나타났다. 

분획물 중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낸 삼채 뿌리 ethyl acetate 

분획물의 활성은 대조군인 ascorbic acid(7.04 mM, 1 mg/ 

mL)보다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단일 물질이 아닌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높은 활성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Tyrosinase 저해 활성

열풍건조 삼채 뿌리 및 잎의 추출물과 분획물이 tyrosi-

n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

으며, 양성대조군으로는 tyrosinase 효소의 작용 저해 효과

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질인 arbutin을 사용하였다. 열풍건

조 삼채의 n-hexane 분획물은 잎에서 53.51±2.55%, 뿌리

에서 49.19±2.39%로 분획물 중 유의적으로 높은 tyrosi-

nase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chloroform 분획물> eth-

yl acetate 분획물> n-butanol 분획물> MeOH 추출물> 

arbutin> water 분획물 순서로 tyrosinase 저해 활성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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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ies on various solvent frac-
tions from methanol extract of Allium hookeri

Solvent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ies (%)

(2 mg/mL)1)

      Leaf        Root
Methanol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Water

38.47±0.71ef2)3)

53.51±2.55a

48.06±1.60bc

45.49±0.50c

36.65±1.85f

36.15±0.47f

36.59±1.44f

49.19±2.39b

42.11±1.17d

40.60±3.94de

35.28±0.78f

31.77±1.61g

Arbutin 37.09±1.21f

1)Sample concentration (arbutin and solvent fractions from meth-
anol extract of Allium hookeri).

2)Mean±SD (n=5).
3)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the respective solvent ex-

tract and fraction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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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ell viability on various 
solvent fractions from methanol 
extract of Allium hookeri. B16F10 
cells seeded at 3.0×103 cells/well. 

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쑥 추출물의 hexane 및 chloro-

form 분획물(10 mg/mL)에서 각각 96.7%와 98.9%의 높은 

활성을 보였다는 연구(34)와 유사한 결과이며, water 분획

물을 제외한 나머지 분획물과 메탄올 추출물은 양성대조군

으로 사용된 arbutin보다 높은 활성을 보여 피부 미백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 및 식품의 효소적 갈변화를 

방지하는 기능성 제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포 생존능

멜라닌의 생성은 피부의 표피와 진피 사이에 주로 존재하

는 melanoytes에서 이루어진다. Melanoma 세포주는 mouse 

유래의 멜라닌 생성세포로 멜라닌을 생합성한다(35). 삼채 

추출물과 용매별 분획물의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를 밝히고

자 우선적으로 B16F10 melanoma cell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관찰하였다(Fig. 3). 추출물 및 분획물을 

31.25, 62.5, 125, 250, 500, 1,000 μg/mL의 농도로 세포

에 처리한 후 72시간 동안 배양한 결과, 대조군에서의 생존

능을 100%로 하여 비교하였을 때 62.5 μg/mL 농도의 모든 

시료구에서 80% 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내었고, 특히 잎의 

n-hexane 및 n-butanol 분획물과 뿌리의 n-hexane 분획

물에서 세포 사멸이 관찰되지 않은 결과를 토대로 melanin 

생성 억제 효과 실험에서는 50 μg/mL의 arbutin 및 시료 

처리구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열풍건조 삼채 뿌리 및 잎의 추출물과 분획물의 melanin 

생성 억제 효과

멜라닌은 자외선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

지만 이의 과다 생성은 기미, 주근깨, 검버섯, 피부암 등의 

질환을 유발한다. 세포 생존능 실험 결과를 토대로 B16F10 

melanoma 세포를 이용하여 50 μg/mL의 농도에서 멜라닌 

생성 저해 효과를 측정하였다(Fig. 4). 무리처군(non-treat-

ed group)에 비하여 α-MSH 처리군에서 멜라닌 농도가 유

의적으로(P<0.05) 증가한 것으로 보아 α-MSH에 의한 me-

lanogenesis가 성공적으로 유도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arbutin 처리 그룹에서 멜라닌 생성

량이 유의적으로(P<0.05)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분획

물 중 뿌리의 n-hexane 층과 chloroform 층을 처리한 군에

서 60.32%, 70.60%, 잎의 n-hexane 층과 chloroform 층

에서 52.22%, 61.26%로 α-MSH만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melanin 생성 억제를 보이며 65.82%를 생성한 arbutin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P<0.05). 반면 분획하

기 전의 MeOH 추출물과 water 분획물 및 뿌리의 ethyl 

acetate와 n-butanol 분획물은 melanin 생성 억제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삼채와 같은 속인 양파의 주

요 성분인 quercetin은 tyrosinase의 monophenolase와 

diphenolase 활성을 억제하고 B16F10 세포에 50~100 μL/ 

mL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최대 50%까지 멜라닌의 합성을 

억제한다는 보고(36,37)가 있으며 삼채의 경우에도 삼채 내 

함유되어 있는 페놀 화합물이나 유황 화합물이 삼채의 미백 

활성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지나 삼채의 미백 활성 성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Seo 등(38)의 연구에서 

더위지기 추출물을 분획하여 50 μg/mL 농도에서 melanin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에탄올 추출물에서 36.8%, 대조구

인 ascorbic acid는 17.4%, 물 추출물은 10.5%의 억제 효과

를 나타내었다는 결과와 죽황 추출물 50 μg/mL의 농도에서 

31%의 활성을 나타내었다는 결과(39)를 비교했을 때 삼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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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lanin production on various solvent fractions from 
methanol extract of Allium hookeri in B16F10 melanoma cell 
treated with α-MSH. B16F10 cells seeded at 3×105 cells/well.
The cells were treated with 100 nM α-MSH, 50 μg/mL of arbu-
tin and samples for 72 h. Different letters (a-h) within a total 
sample differ significantly (P<0.05).

분획물은 높은 미백 활성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열풍건조 삼채 뿌리 및 잎의 추출물과 분획물의 melanin 

생성 억제 효과는 tyrosinase 저해 활성 결과와 비슷하게 

n-hexane 및 chloroform 분획물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어 

삼채 추출물의 세포 내 melanin 생성 저해능이 melanin 생

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단백질인 tyrosinase

의 활성 저해와 관계가 있을 것이라 여겨지며 삼채 뿌리 및 

잎의 n-hexane 층과 chloroform 층은 미백 활성 관련 산업

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요   약

열풍건조 삼채 잎 및 뿌리 부분의 메탄올 추출물과 순차적 

분획물에 대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

고, 미백 활성을 측정하여 삼채의 생리활성 효과와 화장품 

원료 등의 기능성 소재로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열풍

건조 삼채 잎 및 뿌리 부분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뿌리의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 171.07±7.55 mg/g GAE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항산화 활성 측정 결과 잎과 뿌리 부분 모두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미백 활

성 측정 결과 잎 부분의 n-hexane 분획물에서 tyrosinase 

저해 활성은 2 mg/mL의 농도에서 53.51±2.55%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melanin 생성 억제 효과도 52.22%의 

멜라닌 생성으로 양성대조군으로 쓰인 알부틴의 65.82%보

다도 더 높은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삼채의 메탄올 추출물 및 용매 분획물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고, tyrosinase 저해 활성 및 melanin 생성 

억제 효과를 나타내어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관련 제품으

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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