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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Adenophora triphylla), 더덕 (Codonopsis lanceolata) 

추출물의 생리활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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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  (O bjectives) 

잔 (Adenophora triphylla)는 식용  약용으로 사용되는 작물로 사삼이라 불리며 인삼

과 비슷한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aponin, inulin 등의 유용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한방에서는 거담, 진해, 강장제 등의 약제로 사용하고 있다. 한 더덕

(Codonopsis lanceolata)은 로부터 독특한 맛과 향으로 인해 리 사용되며 한방에서는 

폐 기운을 돋워주고 가래를 없애주는 약제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더덕의 주성분은 

saponin, inulin, flavonoid 등이 알려져 있다. 로부터 우리가 상용하거나 식용 는 약

재로 사용되어 그 안 성이 확인된 각종 생약재를 메탄올로 추출하여 이들의 생리활성을 

검색하여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조사하고 이를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

하기 한 기  자료로 얻고자 한다. 

재료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농 진흥청 인삼특작부 약용작물과에서 2010년 6월에 채취하여 

제공받아 4℃ 장고에서 냉장보 하면서 분석에 사용하 다.

◦ 실험방법

시료를 80% MeOH로 추출 후 감압 농축하여 MeOH에 ㎎/㎖의 농도로 조제하여  0.45 ㎛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다음 각종 항산화 분석에 사용하 다.

총페놀 함량, SOD유사활성은 UV(spectrophotometer) 이용하여 흡 도로 측정하 고, 

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은 DPPH free radical 소거법에 의하여 측정하 다. 

Hydroxy radical 소거능, 유리당, 총당, 비타민C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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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Results) 

 총 페놀함량은 잔  0.822mg/ml, 더덕0.821mg/ml, SOD 유사활성은 잔  88.63%, 더덕 

87.31%로 유의 인 차이가 없으며,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잔  45.34%, 더덕 38.3%, 

hydroxyl radical 소거능은 Fig 1과 같으며 잔  38.21%, 더덕 20.65%로 잔 가 높게 측

정되었다. 

* 시험성

Fig 1.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Methanol Extracts from SAdenophora triphylla 

and Codonopsis lanceolat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