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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민들 (Taraxacum officinale) 지상부, 지하부  
혼합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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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investigation evaluated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water extracts from dandelion (Taraxacum 
officinale) aerial parts, roots, and mixed extracts. Mixed extract of T. officinale was a mixture of aerial parts and 
roots at 9:1 and 8:2 weight ratios. Extracts from aerial parts (DAE), roots (DRE), and mixture of aerial parts and 
roots (DME) were measured for cell viability and catalase activity in HepG2 cells,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lipid per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Cell viabilities of HepG2 cells treated with DAE, 
DRE, DME 8:2, and DME 9:1 against H2O2-induced oxidative damage were 63.4%, 54.6%, 76.7% and 83.4% at 
a concentration of 400 μg/mL, respectively. Catalase activity was highest in DME 9:1 (12.2 mU/min/mg protein) compared 
with DAE (9.0 mU/min/mg protein) and DRE (9.7 mU/min/mg protei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DME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EC50 value than DAE (EC50 value of DME 9:1=163.3 μg/mL, DME 8:2=172.4 μg/mL, 
and DAE=173.7 μg/mL). Lipid per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of DME showed a significantly lower EC50 value than 
DAE [EC50 values of DME (9:1)=454.4 μg/mL, DME (8:2)=426.6 μg/mL, and DAE=654.7 μg/mL]. The results indicate 
that a small amount of T. officinale roots increased antioxidant activity of aerial parts. Especially, a 9:1 mixture was 
more valuable than 8:2 mixture for industry.

Key words: dandelion, Taraxacum officinale, antioxidant activity, luteolin, chicoric acid

Received 20 April 2015; Accepted 2 July 2015
Corresponding author: Ji-Hyang Wee, Department of Research and
Development, Jeonnam Food Research Institute, Jeonnam 58275, 
Korea 
E-mail: happywee@lycos.co.kr. Phone: +82-61-339-1210

서   론

인체 내 산화적 스트레스는 암(1), 간질환(2), 노화(3), 염

증(4)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할 수 있어 질병 예방

을 위해서는 적절한 항산화제의 공급이 필요하다. 최근 여러 

식물체에서 발견되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는 천연 항

산화제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항산화 물질은 

산화를 지연시키거나 예방하는 작용을 통해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 식품의 항산화 활성 평

가는 식품 구성 성분의 복잡성과 성분별로 개별적인 항산화

능을 평가할 때의 기술적,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연구에 어

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함유된 천연물의 섭

취는 질병의 예방 및 노화 억제, 면역 증강 등의 효과를 나타

내고 있어 천연물에 대한 항산화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여러 가지 식품 또는 천연물의 혼합을 통한 상호

작용으로 인해 항산화 효과가 상승된다는 연구(6)와 실제로 

다른 종류의 천연물을 적정 비율로 혼합한 추출물에서 항산

화 활성이 증가한다는 많은 연구(7-11) 결과에 따르면 각기 

다른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물을 혼합할 때 항산화 

활성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들레는 한방에서 포공영이라 불리며 뿌리, 잎, 줄기 등 

식물의 전체를 식용할 수 있는 국화과의 다년생 초본 식물

(12)이다. 예로부터 민들레 잎과 뿌리는 간질환, 해열, 항염

증, 항류마티스 등 다양한 질환에 효능이 있는 약재로 사용

되어 왔으며(13,14) 최근에는 민들레의 항산화, 항알레르

기, 항종양 효과 및 지질대사 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

(15-17)가 수행된 바 있어 민들레의 유용성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들레는 hydrox-

ycinnamic acid, chicoric acid, chlorogenic acid, cou-

marins, luteolin glycoside와 같은 폴리페놀이 주요 성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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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고(18), 많은 양의 terpenoid와 sterol 성

분이 뿌리와 잎, 꽃에 분산되어 있다(19). 특히 민들레 잎과 

뿌리에는 luteolin, quercetin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고 chicoric acid, chlorogenic acid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으며(18,20), 그중에서도 luteolin과 chicoric acid는 민

들레의 주요 성분으로 luteolin은 자유 라디칼 저해제로 염

증 방지에 관여하고(21) caffeic acid 유도체인 chicoric 

acid는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가진다(22). Luteolin과 chico-

ric acid를 병행 처리했을 때 각각을 단독 처리했을 때보다 

LPS 처리한 RAW 264.7 cell에서 NO 및 PGE2 생성과 

TNF-α와 같은 염증 매개체 감소에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23)를 근거로 할 때 이 두 가지 phytochemical을 

동시에 함유하고 있는 민들레는 두 가지 성분의 시너지 효과

로 인해 항산화 활성을 비롯한 생리활성 효능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들레 잎은 샐러드, 꽃은 와인 재료, 전초는 미세 분말화

하여 차로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잎을 말려 

환의 형태로 이용되는 경우도 많아졌다. 그러나 민들레 뿌리

는 높은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잎에 

비해 연간 생산량이 절반가량 낮은 반면 많게는 10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인해 아직까지 가공식품 원료보다는 한약재

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편이다. 민들레 품종은 전 세계에 약 

200여종이 분포하고 있으며(24),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공

하는 식품원재료 데이터베이스에서 식용이 가능한 것으로 

분류된 것은 민들레(Taraxcum platycarpum), 서양민들레

(Taraxacum officinale), 털민들레(Taraxacum mongol-

icum), 흰민들레(Taraxacum coreanu)이다(25). 민들레

(Taraxcum platycarpum), 털민들레(Taraxacum mon-

golicum)와 같은 토종 민들레는 처음에 개화하기까지 몇 년

이 걸리고 봄 한철에만 일회 번식하여 재배에 따른 생산성이 

높지 못한 것에 반해 서양민들레는 사계절 꽃이 피고 자가 

수정을 하여 번식력이 강해(26) 가공식품 원재료로 활용하

기에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민들레의 유용 성분과 생리활성으로 인해 민들레 

잎, 줄기, 꽃과 같은 부위별 기능성이나 민들레 전초에 대한 

연구 결과 보고는 많으나 민들레를 부위별로 혼합한 추출물

의 항산화 활성은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그러므로 다년생 

초본 식물의 특징에 따라 생산량이 많은 민들레 지상부에 

생산량이 적은 지하부를 소량 혼합하여 민들레 부위별 생산

량에 따른 활용도를 높이고 단독 추출물에 비해 혼합 추출물

의 생리활성이 증가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민들레 지상부에 소량의 지하부

를 첨가한 혼합 추출분말의 항산화 활성을 지상부, 지하부 

단독 추출물과 비교하여 혼합 추출물의 건강기능식품 소재

로서의 활용도를 재고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서양민들레는 강원도 양구에서 재배한 

것으로 지상부와 지하부를 채취하여 세척, 절단한 후 열풍 

건조하였다. 민들레 지상부 추출분말은 건조한 민들레 지상

부 중량대비 30배수의 물을 첨가하여 95°C에서 4시간 추출

한 후 농축하여 동결 건조하였고 민들레 지하부 추출분말도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민들레 지상부와 지하부의 혼합 비율을 9:1과 8:2 중량비

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민들레 지상부와 지하부 혼합 추출

분말은 건조한 민들레 지상부와 지하부를 9:1 또는 8:2 중량 

비율로 혼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 농축하여 동결 

건조한 것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Luteolin 함량 분석

민들레 추출분말 0.5 g을 취하여 메탄올(Burdick & Jack-

son, Morristown, NJ, USA) 50 mL를 넣고 30분간 초음파 

진탕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890×g, 10분간 원심분리 

하고 상층액만 취한 후 여액에 메탄올(Burdick & Jackson) 

50 mL를 취하여 한 번 더 반복하였다. 상층액을 농축하여 

90% 메탄올(Burdick & Jackson)로 용해한 후 10 mL 메스

플라스크에 담아 정용한 다음 0.45 μm PTFE syringe filter

로 여과한 용액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표준물질로는 

luteolin(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을 적정

한 농도로 희석 조제하여 표준곡선을 작성하였다. Luteolin 

분석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1100 series; Agilent, 

Santa Clare, CA, USA)를 사용하였다. 분석용 칼럼은 At-

lantis C18 UG(4.6 mm×250 mm, 5 μm; Waters, Dublin, 

Ireland), 검출파장은 350 nm, 이동상으로는 용매 A-0.1% 

phosphoric acid in water와 용매 B-methano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칼럼 온도는 40°C, 유속은 1 mL/min 속도로 

유지시켰고 시료주입량은 20 μL로 하였다.

Chicoric acid 함량 분석

민들레 추출분말 0.2 g을 취하여 메탄올 50 mL 메스플라

스크에 담고 메탄올(Burdick & Jackson)로 정용한 후 0.45 

μm PTFE syringe filter로 여과한 용액을 시험용액으로 사

용하였다. 표준물질로는 chicoric acid(Fulka, Neu-Ulm, 

Germany)를 적정한 농도로 희석 조제하여 표준곡선을 작

성하였다. Chicoric acid 분석은 액체크로마토그래피(HPLC, 

1100 series; Agilent)를 사용하였다. 분석용 칼럼은 Atlantis 

C18 UG(4.6 mm×250 mm, 5 μm; Waters), 검출파장은 

320 nm, 이동상으로는 용매 0.1% acetic acid in water : 

0.1% acetic acid in acetonitrile(85:15, v/v)을 이용하여 

30분간 isocratic 조건으로 분석하였으며, 칼럼 온도는 35 

°C, 유속은 1 mL/min 속도로 유지시켰고 시료주입량은 20 

μL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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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배양 및 세포독성

인간 간암세포주 HepG2는 ATCC(American Type Cul-

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10% fetal bovine serum(FBS)과 penicillin(100 units/ 

mL), streptomycin(100 g/mL)이 함유된 MEM 배지를 사

용하여 37°C, 5% CO2, 95% humid air로 조절된 배양기에

서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는 일주일에 2~3회 refeeding 

하고 6~7일 안에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으로 세

척한 후 0.05% trypsin-0.02% EDTA로 부착된 세포를 분

리하여 계대 배양하였다. FBS, penicillin, streptomycin, 

MEM, PBS, trypsin은 Gibco BRL(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HepG2 세포에 대한 민들레 추출물의 세포 독성은 Lim 

등(27)의 방법에 따라 XTT assay로 측정하였다. HepG2 

세포는 5×104 cells로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1일 동안 민들레 추출물을 0~1,000 μg/mL 농도로 

처리하였다. 1일 민들레 추출물 처리 후 배지를 제거 및 PBS

로 세척하고 XTT-phenazine methosulfate(PMS) 용액

(0.25 mg XTT-10 μg PMS/mL) 250 μL를 첨가하여 37°C

에서 2시간 배양한 다음 생성된 formazan을 ma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내 산화적 스트레스 억제 효과

H2O2 처리에 따른 민들레 추출물의 세포내 산화적 스트레

스 억제 효과는 X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HepG2 

세포는 5×104 cells/24-well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

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세척한 다음 민들레 추출물

을 well당 1 mL씩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산화

적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위하여 300 µM H2O2를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XTT-PMS 용액을 넣고 37°C에

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세포생존율은 4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시하

였다.

세포내 항산화 지표

세포내 항산화 지표는 HepG2 cell에서의 catalase(CAT)

를 측정하였다. HepG2 세포는 5×105 cells/dish로 분주하

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세척한 

다음 민들레 추출물을 10 mL씩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으키기 위하여 300 µM H2O2

를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이 완료된 세포

는 PBS로 세척한 다음 passive lysis buffer(Promega, 

Fitchburg, WI, USA)로 4°C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하여 단백

질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세포는 890×g로 20분간 원심분

리 한 후 상등액을 얻었다. 

세포의 catalase 활성은 Tome 등(28)의 방법에 따라 10 

mM H2O2 용액 290 μL와 상등액 10 μL를 가하여 240 nm에

서 15분간 흡광도의 변화를 추적함으로써 측정하였다. 단백

질량은 bradford(Sigma-Aldrich Co.)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민들레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은 1,1-diphenyl-2-pic-

rylhydrazyl(DPPH)(Wako, Osaka, Japan)의 환원력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29). 시료 10 μL와 100 μM DPPH 용액 

190 μ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micro-

plate reader를 사용하여 5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각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의 식으로 계산

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대조구 흡광도－시료첨가구 흡광도

×100
대조구 흡광도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은 Lin과 Chang(30)의 방법을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Linoleic acid 0.1 mL와 Tween 80 0.2 

mL, 증류수 19.7 mL를 혼합하여 linoleic acid emulsion을 

제조하였다. Linoleic acid emulsion 1 mL에 0.01% FeSO4 

0.2 mL, 0.56 mM H2O2 0.2 mL, 시료 0.4 mL를 섞어주고 

37°C에서 14시간 배양하였다. 0.4% BHT 0.2 mL, 4% 

TCA 0.2 mL, 0.8% TBA 2 mL를 첨가하고 잘 혼합한 후 

100°C에서 15분간 끓인 다음 방랭하였다. 890×g로 20분

간 원심분리 한 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그 값을 

DPPH 계산식과 동일하게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통계분석

본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현하였고 추출분말 

샘플 간 결과 비교 및 유의성 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한 후 P<0.05 수준에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단 세포독성 실험 결과에서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각 추출분말 샘플 간 평균의 차

이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추출수율

민들레 지상부, 지하부 추출분말의 수율은 각각 28.3%, 

31.0%로 지하부의 수율이 높게 나타났고 혼합 추출분말은 

9:1 혼합이 36.9%, 8:2 혼합이 24.3%로 9:1 혼합 추출분말

의 수율이 더 높았다(Table 1). 이는 Han 등(31)이 민들레를 

세절한 후 열수에서 3회 반복 추출하여 수율을 확인한 결과, 

3회 반복 추출로 인해 본 연구의 단회 추출보다 전체적인 

수율은 높았으나 뿌리의 추출수율이 68.79%, 꽃과 잎의 추

출수율이 각각 33.41%, 39.02%로 나타나, 지하부가 지상부

보다 추출수율이 높은 경향은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민들레 지상부를 단독으로 추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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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ield and contents of luteolin and chicoric acid in 
Taraxacum officinale extracts

Extracts1) Yield (%) Luteolin
(μg/g)

Chicoric 
acid (μg/g)

DAE
DRE
DME 9:14) 

8:2

28.3
31.0
36.9
24.3

55.3±0.19a2)3)

0.66±0.04d

51.6±0.05b

45.4±0.07c

2,231.5±62.8a

  43.1±2.0d

1,465.7±75.1c

1,666.8±120.4b

1)DAE, extract of dandelion aerial parts; DRE, extract of dande-
lion roots; DME, mixed extract of dandelion aerial and roots. 

2)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only
in luteolin and chicoric acid. 

3)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Mixed ratio, aerial : roots (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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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Taraxacum officinale extracts on cell viability
in HepG2 cell. DAE, extract of dandelion aerial parts; DRE, 
extract of dandelion roots; DME, mixed extract of dandelion 
aerial and roots.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Significantly different compared to control at P<
0.05.

보다 9:1 비율로 지상부와 지하부를 혼합하여 추출할 때 수

율이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uteolin 및 chicoric acid 함량

민들레의 대표적인 주요 성분으로써 강력한 항산화 활성

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24,25) luteolin과 chicoric acid가 

지상부와 지하부 혼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들레 지상부, 지하부, 혼합 추출분말의 함량을 확인

하였다(Table 1). 민들레 잎에 많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32) 바와 같이 luteolin은 민들레 지상부 추출분말에서 55.3 

μg/g, 지하부 추출분말에서 0.66 μg/g으로 나타나 지상부에

서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혼합 추출분말에서는 9:1

이 51.6 μg/g, 8:2가 45.4 μg/g으로 9:1 혼합일 때 luteolin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혼합 추출분말의 luteo-

lin 함량이 지상부보다 높지는 않았다. 

Chicoric acid도 지상부, 지하부 추출분말의 함량이 각각 

2,231.5 μg/g, 43.1 μg/g으로 나타나 luteolin과 마찬가지로 

지하부에 비해 지상부의 함량이 높았다. 혼합 추출분말에서

는 9:1이 1,465.7 μg/g, 8:2가 1,666.8 μg/g으로 나타나 8:2 

혼합비율에서 chicoric acid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나 luteolin

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개 혼합 추출분말 모두 

지상부 단독 추출분말보다 luteolin과 chicoric acid 함량이 

낮았는데, 이는 지하부에 함유된 이들 화합물의 함량이 혼합 

추출물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로 소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세포독성

HepG2 cell에서 민들레 추출분말의 세포 독성을 확인하

기 위해 추출물의 농도를 0 μg/mL, 500 μg/mL, 750 μg/ 

mL, 1,000 μg/mL로 처리하여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였다

(Fig. 1). 민들레 지상부 추출분말은 실험한 모든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하부의 경우 1,000 μg/ 

mL에서 생존율이 80%로 나타나 세포에 독성을 보였다. 이

는 Chon과 Kang(33)이 보고한 고들빼기 부위별 항산화 특

성 연구에서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낮은 뿌리

에서 페암 세포주에서의 독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같이 

생리활성 물질과 세포독성 간의 연관성이 정의 상관관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혼합 추출분말에서는 

9:1 혼합은 모든 농도에서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8:2의 경우는 1,000 μg/mL에서 세포 독성을 보였다. 이는 

민들레 지하부가 1,000 μg/mL 농도에서 세포 독성을 보인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뿌리 혼합비율이 높은 8:2 

혼합에서 독성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추후 실험은 모든 샘플에서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750 

μg/mL 이하의 농도로 실험하였다.

세포내 산화적 스트레스 방어 효과

민들레 추출분말의 산화적 스트레스 방어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간세포주인 HepG2 cell에 민들레 추출분말을 100 

μg/mL, 200 μg/mL, 300 μg/mL, 400 μg/mL 농도로 처리

하고 H2O2를 처리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킨 후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H2O2 처리군은 control 

(100%)에 비해 세포 생존율이 49.5%로 감소하였다(Fig. 

2). 민들레 추출분말을 100 μg/mL, 200 μg/mL 농도로 처리

했을 때 모든 샘플에서의 세포 생존율은 H2O2 처리군과 비

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으나 3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DRE를 제외한 모든 샘플에서 세포 생존

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100 μg/mL, 200 μg/mL 농도에서는 지상부, 지하부, 혼

합 추출분말 간 세포 생존율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300 μg/mL 농도에서는 9:1과 8:2 혼합 추출분말의 세포 

생존율이 지상부, 지하부 단독 추출분말보다 높았고 400 μg/ 

mL에서는 positive control(caffeic acid)에 비해서도 유의

적으로 높아 혼합 추출분말이 단독 추출분말보다 산화적 스

트레스 방어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400 μg/mL에서 

민들레 지상부, 지하부, 8:2 혼합, 9:1 혼합 추출분말의 세포 

생존율이 각각 63.4%, 54.6%, 76.7%, 83.4%로 나타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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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Taraxacum officinale extracts on H2O2-induced
oxidative damage in cell viability in HepG2 cell. CA, caffeic
acid (20 μg/mL); DAE, extract of dandelion aerial parts; DRE,
extract of dandelion roots; DME, mixed extract of dandelion 
aerial and roots.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Different
letters on bar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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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araxacum offici-
nale extracts. AC, ascorbic acid (3 μg/mL); DAE, extract of 
dandelion aerial parts; DRE, extract of dandelion roots; DME, 
mixed extract of dandelion aerial and roots.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Different letters on bar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합 추출분말의 세포 생존율이 지상부, 지하부 단독 추출분말

보다 유의적으로 높았고 8:2 혼합과 9:1 혼합 사이에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민들레 지상부와 지하부의 활용도

를 높이고자 제조한 9:1 혼합 추출분말은 이를 구성하는 단

독 추출물에 비해 오히려 높은 활성을 나타냄으로써 각 추출

분말의 한 종류 성분이 아니라 여러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상호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혼합을 통한 성분 변화와 생리

활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talase 활성

외부의 자극이나 에너지 대사 과정 중 불완전한 환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은 높은 산화력으로 인해 체내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

여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활

성산소를 억제하는 효소계 항산화제로는 SOD, CAT, glu-

tathione reductase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 CAT는 H2O2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키는 효소로 작용하여 활성산소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35). 본 연구에서는 HepG2 

cell에서 효소적 항산화 시스템에 대한 민들레 추출물의 영

향을 평가하기 위해 민들레 지상부, 지하부, 혼합 추출 분말

의 CAT 활성을 확인하였다(Fig. 3). 지상부의 CAT 활성은 

9.0 mU min-1･mg-1 protein이고 지하부는 9.7 mU로 나타

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 결과는 Kim과 Cho(36)가 당

뇨 유발 흰쥐의 뇌조직에서 CAT의 활성을 확인한 결과 잎

과 뿌리가 비슷하게 나타나 부위에 따른 차이가 없다고 보고

한 것과 유사하였다. 혼합 추출분말의 CAT 활성은 2개 혼합 

추출분말 모두 지상부, 지하부 단독 추출분말에 비해 유의적

으로 높은 활성을 보였고 혼합 추출분말끼리 유의적인 차이

는 없었다. 이는 산화적 스트레스 방어 효과에서 확인한 것

과 같이 CAT 활성에 있어 지상부와 지하부의 부위별 차이

는 없으나 이들을 혼합할 때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CAT 활

성이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은 방법이 간단하고 정확성

이 높은 실험방법으로 천연 항산화제에 대한 항산화능 평가

에 널리 쓰이고 있다(37). 본 연구에서도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하여 민들레 추출분말의 총 항산화능을 평가하

였다. 민들레 지상부, 지하부, 혼합 추출분말의 DPPH 라디

칼 소거활성은 4개 추출분말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

였고(Fig. 4) 지하부의 소거활성이 지상부와 혼합 추출분말

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지상부, 8:2 혼합, 9:1 혼합 

추출분말의 소거활성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지상

부와 8:2 혼합, 9:1 혼합 추출분말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은 260 μg/mL의 농도에서 70.1%, 71.1%, 73.8%이고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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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C50 i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lipid
peroxidation inhibition activity of Taraxacum officinale extracts

Extracts1)
EC50 (μg/m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Lipid peroxidation 
inhibition activity

DAE
DRE
DME 9:15)

8:2

173.7±1.1b2)3)

   ND4)

163.3±1.2a

172.7±1.4b

654.7±1.3c

  ND
454.4±0.4b

426.6±0.6a

1)DAE, extract of dandelion aerial parts; DRE, extract of dande-
lion roots; DME, mixed extract of dandelion aerial and roots. 

2)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3)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Not detect. 
5)Mixed ratio, aerial : roots=(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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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hibitory activity of Taraxacum officinale extracts on
lipid peroxidation. Quercetin (45 μg/mL); DAE, extract of dan-
delion aerial parts; DRE, extract of dandelion roots; DME, 
mixed extract of dandelion aerial and roots.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Different letters on bars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μg/mL에서는 75.0%, 76.1%, 77.0%로 매우 높게 나타나, 

민들레 물추출물이 1.0 mg/mL 농도에서 50% 이상의 전자

공여능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38) 및 포공영 물 

추출물이 10 mg/mL의 고농도에서 52.6%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보인 연구 결과(39)에 비해 본 연구에 사용한 

민들레 추출분말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매우 높은 수

준으로 확인되었다.

본 실험의 모든 농도에서 혼합 추출분말은 지상부 추출분

말과 비교했을 때 소거활성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그러

나 DPPH 소거능을 EC50 값으로 분석한 결과(Table 2)에서

는 지상부 추출분말과 8:2 혼합 추출분말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고 9:1 혼합 추출분말이 8:2 혼합과 지상부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소거활성을 보였다. 따라서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지상부와 지하부의 혼합을 통해 총 항산화능이 

상승하였고 특히 9:1 혼합의 소거활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luteolin과 chicoric acid가 강력한 라디칼 소

거활성을 가지는 항산화 물질(24,25)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

다. 그러나 luteolin과 chicoric acid 함량이 지상부보다 낮

은 혼합 추출분말의 항산화 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아 lu-

teolin과 chicoric acid 함량에 비례하여 항산화 활성이 증

가한다기보다는 Park 등(23)의 연구 결과와 같이 2개 화합

물의 상호 작용을 통해 생리활성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

항산화능 평가에 사용되고 있는 과산화물질 중 지질과산

화 시스템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40) MDA(malon-

dialdehyde)를 이용하여 민들레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평가

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마찬가지로 지질과산화 

억제에서도 모든 농도에서 지상부, 지하부 추출분말보다 혼

합 추출분말의 억제 활성이 더 높고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이 

증가하였다. 민들레 지하부 추출분말은 450 μg/mL 이하의 

농도에서는 지질과산화 억제에 대한 활성이 없었으나 지상

부 추출분말은 180 μg/mL의 낮은 농도에서 30%, 900 μg/ 

mL에서는 50% 이상의 높은 억제 활성을 보였다(Fig. 5). 

이는 민들레에 함유된 다양한 폴리페놀 화합물이 간 손상을 

유발한 쥐 간조직의 지질과산화를 억제했다고 보고한 연구

(41)에서와 같이 지상부에 더 많이 함유된 luteolin, chico-

ric acid와 같은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화합물에 기인한 

결과로 보인다. 

혼합 추출분말의 경우 180 μg/mL에서는 9:1 혼합과 8:2 

혼합 추출분말의 억제 활성에 차이가 없었으나 450 μg/mL, 

900 μg/mL 농도에서는 8:2 혼합 추출분말이 9:1 혼합 추출

분말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억제 활성을 보였다. 억제 활성을 

EC50 값으로 분석한 결과(Table 2)에서도 8:2 혼합 추출분

말의 억제 활성이 9:1 혼합보다 높았다. 이 결과를 통해 혼합 

비율에 따른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 정도는 다르지만 지상부, 

지하부 단독 추출분말보다 혼합 추출 시 항산화 활성이 증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요   약

본 연구는 민들레 지상부와 지하부의 혼합 추출에 따라 항산

화 활성에 상승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민들레 지상부

와 지하부를 9:1 또는 8:2 중량 비로 혼합한 혼합 추출분말

과 지상부, 지하부 단독 추출분말의 생리활성 성분을 분석하

고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였다. 민들레의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려진 luteolin, chicoric acid를 분석한 결과 지상부의 함

량이 지하부보다 월등히 높았으며 혼합 추출분말의 함량은 

지상부보다 낮고 지하부보다 높았다. HepG2 cell에서의 산

화적 스트레스 방어 효과 및 CAT 활성을 확인하여 효소적 

항산화 시스템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결과 민들레 지상부와 

지하부 간에 CAT 활성의 차이는 없었으나 혼합 추출분말의 

활성이 현저히 증가하여 혼합 추출을 통한 상호작용이 영향

을 미쳤을 것으로 보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및 지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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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억제에 대한 EC50 분석 결과에서도 지상부보다 혼합 

추출분말의 항산화능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산화능 평가 항목에 따라 8:2 혼합과 9:1 혼합의 활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DPPH 라디칼 소거활성에서는 9:1 혼합의 

EC50이 더 낮고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에서는 8:2 혼합의 

EC50이 더 낮았다. 이와 같이 민들레 지상부와 지하부를 혼

합하여 추출할 때 지상부, 지하부 단독 추출물보다 항산화 

활성이 상승한 것은 청미래 덩굴잎 열수추출물과 토복령 열

수추출물을 혼합하였을 때 EDA 및 FRAP와 같은 항산화 

활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및 로스팅 커피와 홍삼 혼합 추출물

의 항산화 효과 평가에서 커피와 홍삼의 함량 조절을 통해 

항산화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에서 2개 이상의 식품 

또는 천연물을 혼합할 때 항산화 활성에 상승효과를 나타낸

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서 민들레 지상부와 지하부에 함

유된 각기 다른 화합물들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항산화 활성

이 상승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혼합 추출을 통한 생리활

성 물질의 변화 및 상호 작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는 기존의 민들레 전초 또

는 각 부위별 항산화능을 평가한 연구와는 달리 민들레 지상

부와 지하부를 9:1 또는 8:2로 혼합한 추출분말이 단독 추출

분말보다 항산화 활성이 높은 것을 확인함으로써 지상부, 

지하부의 혼합을 통해 항산화 활성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 HepG2 cell에서의 

산화적 스트레스 방어 효과 및 catalase 활성에서 지상부와 

지하부 혼합 비율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 없이 모두 지상부보

다 높은 활성을 보였고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같은 총 

항산화능 평가에서는 8:2 혼합보다 9:1 혼합 추출분말의 활

성이 유의적으로 높으며 수율도 9:1 혼합 추출분말이 8:2 

혼합보다 약 1.5배 가량 높게 나타나 9:1 혼합 추출분말이 

상업적인 항산화 활성 소재로써의 가치가 더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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