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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포화 지방산은 prostaglandin 의 전구체 및 

생체막 구축재료로서 cholesterol의 수송 및 순 

환기 능을 유지 시 켜 준다. 그중 linoleic acid 는 특 

히 중요한 필수지 방산이나 생체내에서 7-lino- 

lenic acid 로 변화되 어 야만 유용하다.

또 /-linolenic acid 는 dihomo-7-linolenic acid 

를 거쳐 prostaglandiri으로 변환된다. 이와 같은 

필수지방산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으로는 

정어리, 고등어, 대구 등의 생선류와 잇꽃씨, 

옥수수, 해바라기씨의 oil 등이 알려져 있다.

이 러한 식품내의 지방산은 prostaglandin의 전 

구체 인 /-linolenic acid 로 변화하기 어 려 우며, 

오히려 y-linolenic acid 로의 변화를 억제하는 

Mms-type 의 지방산으로 상당량 변화한다」지 

금까지 자연계에서 y-linolenic acid 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는 evening primrose oiA 과 모유3가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의 지 방산 분석 방법으로는 Thin La

yer Chromatography (TLC) 4,5, Gas chromatogra- 

phy(GC)2,6,7 등을 이용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 

LC) J1】가 널리 이 용되 고 있 다. 또한 필 수지 방산 

분석 은 sesame oil,12 fish oil,13 animal lipid,14 

serum,7 soybean oil2 등에서 밝혀진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야생 달맞이꽃 (CWm- 

thera odorata Jwg点？?) 씨 로부터 oil 을 추출하고, 

oil 을 가수분해 하여 구성 지 방산을 GC, HPLC 

로 분리 정 량하였다.

L 실 험

시료 및 시약

시료. 한국산 야생 달맞이꽃 (Oe如址欲r odorata 

而c羿况)씨를 야산에서 채취하여 그늘에서 한달 

이 상 건조하여 5°C 이 하에 서 보관 후 사용하였다. 

시 약. 지 방추출 용매 로 petroleum ether (Rots 

Chem. Co.)를 사용하였으며, 지방의 saponifica

tion 시 에 는 NaOH 와 HC1 (서 울화성 공업) 을 사 

용하였 으며, esterification 시 에 는 tetrahydrofuran 

(동경 화성 공업), n-hexane(Rots Chem. Co.) 

과 KHCO3, methanol, water (Rots Chem. Co.) 

와 acetic acid (서울 화성공업)를 사용하였으며, 

지 방산 standard 로는 yjlinolenic acid, a-lino- 

lenic acid, linoleic acid (Sigma Chem. Co.), 

oleic acid, palmitic acid, stearic acid (동경 화 

성 공업 ) 와 ^-methyl linolenate (Sigma Chem. 

Co.)를 사용하였다.

실험 방법

지방 추출. 달맞이 꽃씨 를 5g 취하여 mortar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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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 고르게 갈아준다. 이를 petroleum ether 

70mZ 로 80° C 에 서 4 시 간동안 soxhlet extraction 

한다. 추출한 후 용매를 제거하여 extractable 

fat 를 얻는다.

Saponification. Extractable fat 150mg 을 취하 

여 round bottom flask 에 넣은 후 90% alcoholic 

NaOH(0.3N) 5mZ 를 가한다. 이 것을 reflux con- 

denser 에 연결하고 70°C에서 교반하면서 3시 

간동안 saponification한다. 3시간 경과후 pe

troleum ether 30mZ 로 re-extraction 한후 용매 

를 제거시켜 free fatty acid를 얻는다.

Esterificaton. Saponification 하여 얻 은 fatty 

acid 100mg 을 25mZ round bottom flask 에 넣고 

70°C 에 서 2 시 간 동안 reflux 한 후 10mZ hexane 

으로 extraction 하고, 8mZ 의 2% KHCO3용액으 

로 세척한후 용매를 제거 하여 fatty acid methyl 

ester 를 얻 는다.

분석기기 및 분석조건

HPLC. 분석에 사용한 HPLC 는 Waters Mo

del 244로 RI detector 를 사용하여 detection 하 

였으며, 분석조건은 TW屁1과 같다.

GC. 분석 에 사용한 GC 는 Schimadzu Model 

GC-9A 이 며, flame ionization detector 를 사용 

하여 detection 하였 으며, 분석 조건 은 Table 2 와 

같다.

2. 결과 및 고찰

GC 률 이용한 ^-linolenic acid 와 a-linolenic 

acid 의 분리

앞의 esterification 방법에 의하여 oil 100mg 

을 esterification 하여 fatty acid methyl ester 를 

얻은후 lmZ n-hexane에 녹인 것과 여기에 a- 

methyl linolenate standard 를 spiking 한 것을 

각각 Iftl injectiori 하였으며, 이 때 chromato- 

gram 을 功g.l 에 나타내 었다. Fig. 1(a)에 서 달 

맞이꽃씨의 oil 내에는 /-linolenic acid만이 존 

재함을 알 수 있으며, F也.1(b) 에서 /-linolenic 

acid 와 a-linolenic acid 가 완전히 분리 된 것을 

볼 수 있다.

HPLC를 이용한 달맞이꽃씨 내의 주요 지방산 

의 정량분석

각 지방산의 정 량곡선은 각각의 지 방산을 in

ternal standard 인 stearic acid 가 첨 가된 chlor。- 

form 과 methanol 혼합용액 (1+1, 5.0X10"5g/

Table 1.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conditions

column 10~/zm ^Bondapak 以(300X3.9mm

I. D.)

mobile phase mixture of chloroform, fmethanol, water 

and acetic acid (10 ： 70 ： 19 ： 1 by 

volume)

flow rate ImZ/min

detect or RI detector, attenuator X8

chart speed 0. 5cm/min

sample size 10以

Table 2. Gas chromatography conditions

column flexible fused silica column, 25m in

length and coated with Carbowax

20M

carrier gas n2
flow rate 60mZ/min

injector and 230°C

detector

temp.

column temp initial temp. 140°C

program rate 3°C/min

final temp. 170°C

chart speed 0.25cm/min

sample size Ipl

Retention time (min)
Fig. 1. GC chromatogram of Evening Primrose Oil 

(EPO) : (a) EPO, (b) EPO added a-linolenic acid 

standard. */-linolenic acid. +a-linole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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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ercentage composition and retention time 

of Evening Primrose Oil as obtained by High perfor

mance liquid chromatography.

Fatty acid Retention time (min.) %

18 : 3w6 8. 31 6.8

18 : 3w3 — not detected

18：2 10.10 78.0

16 : 0 12.14 7.9

18 : 1 13.42 7.3

Retention time (min)
Fig. 2. HPLC chromatogram of Evening Primrose Oil 

(EPO). Peaks； (a) 18 : 3w6, (b) 18 ： 2, (c) 16 : 0, 

(d) 18 : 1.

以)에 녹여 각각 0.5X10-5, 2.0X10-5, 4.0X 

IO"5, 6.0X10T, 8.0X10-5, 10.0X10「5g/以)의 

농도로 만들어 작성하였고, 각각의 지방산에 대 

하여 0.5X 10~5g/以 에 서 10. ox 10一5时以 까지 의 

농도에서 직선으로 나타났다.

지 방산 정 량시 달맞이 꽃씨 의 前 100mg 을 sa

ponification 하여 free fatty acid 를 얻은후 이를 

stearic acid 가 첨 가된 chloroform 과 methanol 

혼합용액 (l+l)lmZ 에 녹여 10以씩 HPLC 에 

injection 하였다. °1 때 chromatogram 은 Fig. 2 

와 같았으며, 각각의 지방산의 함량과 retention 

time 은 T沥姑 3 과 같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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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  론

한국산 야생 달맞이 꾳 (Og冲功erw odorata Jac- 

如由i) 씨로부터 지방산을 분리 정 량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Capillary GC 를 사용하여 a-linolenic acid 와 

/-linolenic acid 를 분리 하였고, 그 결과 한국산 

달맞이꽃씨 내에는 a-linolenic acid는 존재하지 

않으며 , ^-linolenic acid 만이 존재 함을 알 수 있 

었다.

HPLC 를 사용하여 달맞이꽃씨 내의 주요 지 

방산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 전체 지방산에 대한 

함량은 palmitic acid 7.9%, oleic acid 7.3%, 

linoleic acid 78. 0 %, ^-linolenic acid 6.8% 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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