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37(9), 1162～1167(2008)  DOI: 10.3746/jkfn.2008.37.9.1162

홍화(Carthamus tinctorius L.)씨와 발아홍화씨의 화학성분 비교

김은옥
1
․이기택

2
․최상원

1†

1 구가톨릭 학교 식품 양학과
2충남 학교 식품공학과

Chemical Comparison of Germinated- and Ungerminated-Safflower
(Carthamus tinctorius) Seeds

Eun Ok Kim1, Ki Teak Lee2, and Sang Won Choi1†

1Dept. of Food Science & Nutrition,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Gyeongbuk 712-702, Korea
2Dept. of Food Science and Techn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05-764,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germinated (GSS)- and ungerminated (UGSS)- 
safflower (Carthamus tinctorius) seeds. GSS had higher amount of sugar and crude fiber than UGSS, but 
less amounts of protein and lipid. Levels of α-tocopherol and essential amino acids of GSS were higher than 
those of UGSS, although there are no difference in fatty acid composition between GSS and UGSS. Among 
the nine phenolic compounds detected, five phenolic compounds, except for two lignans and two flavonoids, 
were found in both GSS and UGSS. Four serotonin derivatives accounted for about 80 per cent of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levels of five phenolic compounds decreased slightly with germin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germination may enhance the functionality of safflower seed by increasing nutritional compositions and 
by decreasing phenolic compounds with bitter taste and cathart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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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홍화(紅花, 명: Safflower, 생약명: Carthamus tinctor-

ius L.)는 국화과에 속하는 일년생 목으로서 원산지는 아

카니스탄의 산악지  는 이집트  에티오피아이다(1). 홍

화는 수용성의 황색색소(safflor)와 불용성의 색색소

(carthamin)를 함유하고 있어 로부터 천연 염료로서 리 

사용되어져 왔으며(1), 아울러 한방에서는 어   통경 치료

제로서 홍화탕, 황 통경탕 등의 한약처방제로 리 이용하

고 있다(2). 한편, 홍화씨유에는 리놀 산을 비롯한 다량의 

불포화지방산과 토코페롤  식물성스테롤 성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홍화씨는 단백질  식이성 섬유소의 원으

로서 요하다(3). 홍화씨는 국내에서 민간  한방에서 골  

 골다공증 등 골질환 치료제로 리 사용되어져 왔으며(4), 

최근 홍화씨 분말  물추출물의 쥐의 늑골골  회복  골  

치유 효과(5), 홍화씨의 쥐의 경골골 치유 효과(6)  난소

제 쥐의 골다공증 유발 모델에서 홍화씨 탈지박 분말(7)과 

추출물(8)의 골손실 억제효과 등 홍화씨가 골질환 치료 효능

이 우수함이 보고된 바가 있다. 한, 홍화씨 분말  추출물

은 고콜 스테롤 식이 흰쥐  난소 제 쥐의 장  간 

지질 사 개선효과가 우수함을 보고(9,10)하 으며, 난소

제 쥐의 골다공증 유발 모델을 이용하여 홍화씨의 탈지박 

에탄올추출물이 장  간 지질 사 개선효과가 있었으며, 

홍화씨의 리그난  라보노이드 성분이 그 주된 생리활성

물질로써 작용함이 밝 진 바가 있다(11). 이외에도 홍화씨 

유박에 함유되어 있는 세로토닌유도체  리그난과 라보

노이드 등의 폴리페놀화합물이 항암(12), 항산화(13-16), 항

염증(17),  피부세포증식 효과(18)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이와 같이 홍화씨는 골질환, 동맥경화증  염증를 방

하는 기능성식품 소재로써 뿐만 아니라 피부노화 방용 기

능성 화장품 신소재로써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홍화씨는 다른 곡류와 달리 껍질이 매우 두껍고 거칠어 

분쇄하여도 식용하기에는 식감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껍

질에 함유되어 있는 다량의 cellulose  hemicellulose 때문

에 소화장애를 래하게 된다. 한 생홍화씨에 함유되어 

있는 세로토닌유도체, 스테로이드  리그난배당체는 쓴맛

과 설사를 유발하므로 지 까지 식품이나 사료로 사용하는

데 크게 제한을 받아 왔다(19-21). 따라서 홍화씨의 소화성, 

기능성  기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찜  볶음처리(22)와 

더불어 새로운 가공기술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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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종자는 비소화성의 다당류  단백질 분해효소 해

제와 더불어 사포닌  탄닌 등의 독성물질과 특유의 풀냄새 

 비린내을 지니고 있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볶음, 찜, 마이

크로  처리  발아 등의 가공기술이 개발되어져 왔다

(23,24). 특히 식물종자의 발아는 양성 강화, 소화성 향상, 

독성 완화  기능성 물질 생산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콩의 발아  이소 라본의 함량 증가  체내 흡수 개선효

과(25-27), 발아땅콩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28,29), 발아 미

의 GABA(γ-aminobutyric acid) 함량 증가에 따른 압강

하, 비만 억제  콜 스테롤 하 효과(30-32), 그리고 발아

메  추출물의 항산화, 항균활성  세포독성 등에 한 연

구들이 보고(33)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식물종자는 발아가 진

행됨에 따라 소화성  기능성 증 와 더불어 기호성이 향상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소화성, 기능성  기호성이 낮은 

생홍화씨를 발아하 을 때 화학성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홍화씨의 소화성, 기능성  기호성을 

개선하기 한 연구의 일환으로 홍화씨를 발아하여 발아홍

화씨를 생산하고 그들의 일반성분  기능성성분(지방산, 토

코페롤, 수용성아미노산  페놀화합물 조성)의 함량을 발아

하지 않은 홍화씨와 비교 분석하 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홍화(Carthamus tinctorius L.)씨는 

2007년 8월  경북 의성 농가에서 직  생산한 것을 수확 

후 정선  수세하여 햇빛에서 일주일간 자연건조시키고 방

냉한 후 -20
oC에서 보 하면서 공시재료로 사용하 다.

발아홍화씨의 제조

건조 홍화씨를 20oC의 물에 하룻밤 침지시킨 후 빛이 차단

된 항온실(온도: 20～22oC, 습도: 75～80%)에서 3～4일간 하

루 6번씩 물뿌림하면서 홍화씨를 0.5～1.0 cm 발아시켰다. 

발아시킨 홍화씨는 껍질째 동결건조한 후 가정용 분쇄기를 

사용하여 20～40 mesh 크기로 분쇄하여 발아홍화씨 분말을 

제조하 다. 이때, 시료는 -20oC에서 보 하면서 실험에 사

용하 다.

일반성분 분석

홍화씨와  발아홍화씨의 일반성분 함량은 식품공 의 

방법(3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하 다. 수분은 105oC 상

압건조법, 조지방은 soxhlet법, 조단백질은 micro-Kjeldahl

법, 회분은 550oC 직 회화법, 그리고 조섬유는 헨네베르

크․스토오만개량법으로 각각 측정하 다.

지방산 조성 분석

홍화씨와 발아홍화씨 20 g을 분쇄한 후 soxhlet 장치에서 

에테르로 6시간 추출하고 이를 감압농축하여 홍화씨유을 얻

었다. 홍화씨유 100 mg을 test tube(10 mL)에 넣고 6% 

H2SO4(in MeOH) 3 mL를 가하여 용해한 후 여기에 내부표

물질 heptadecanoic acid(1.0 mg/mL, n-hexane) 10 μL를 

넣은 후 vortex한 다음 100oC water bath에서 20분간 탕하

여 methylation 시켰다. 여기에 n-hexane 2 mL를 넣어서 

교반한 후 얻어진 n-hexane 층을 무수 Na2SO4 가하여 수분

을 제거한 다음 1.0 μL를 Supelco-wax
TM-10 column을 장착

한 Gas Chromatography(Hewlett-Packard 6890 series, 

USA)로 지방산을 분석하 다.

Tocopherol 분석

앞서 얻어진 홍화씨  발아홍화씨유 0.1 g을 n-hexane 

10 mL에 용해한 후 PTFE syringe filter(25 mm 0.2 μm, 

Whatman)를 사용하여 감압여과시킨 다음 HPLC (Younglin 

Acme, Korea)를 사용하여 4가지 tocopherol 성분(α-, β-, 

γ-  δ-tocopherol)의 함량을 측정하 다. 이때 column은 

LiChrosorb DIOL(5 μm, 3×100 mm)를, 분석용매는 n- 

hexane/acetic acid(1000:1, v/v)를 각각 사용하 으며, 295 

nm의 UV detector(Younglin Absorbance, Korea)와 유속은 

0.5 mL/min에서 측정하 으며 이때 sample 주입량은 10 μL

이었다.

유리아미노산 분석

분쇄한 홍화씨  발아홍화씨 10 g을 75% 에탄올수용액 

100 mL로 2시간 동안 2회 반복 reflux 추출한 후 여과  

농축하여 에탄올추출물을 제조하 다. 다음, 이 추출물 100 

mg을 아미노산 분석용 완충액(0.2 M lithium citrate buffer, 

pH 2.8)으로 충분히 용해한 후 하룻밤 방치하고 난 다음 여

과하여 100 mL로 정용하 다. 이 액을 아미노산 완충액으로 

2배 희석하여 0.45 μm membrane filter(Gelman, Ann 

Arbor, MI, USA)를 통과시킨 다음 amino acid analyzer 

(Biochrom 30, Biochrom Ltd., UK)를 이용하여 유리아미노

산 함량을 측정하 다.

페놀화합물의 분석

분쇄한 홍화씨  발아홍화씨의 페놀화합물의 함량은 

80% 에탄올추출물을 제조하여 보(16)와 같이 실시하

다. 홍화씨  발아홍화씨 분말 20 g에 80% 에탄올수용액 

300 mL를 가한 후 2시간 동안 2회 반복하여 ultrasonicator

에서 추출한 다음 여과  감압농축하여 에탄올추출물을 얻

었다. 다음, 에탄올추출물을 80% 에탄올수용액 100 mL에 

용해한 후 노르말-헥산 200 mL로 탈지한 후 농축하여 탈지

에탄올추출물[수율: 홍화씨(0.91 %)  발아홍화씨(0.78 %)]

을 얻었다. 탈지에탄올추출물을 80% 에탄올수용액으로 용

해하여 100 mL로 정용한 후 같은 용매로 10배 희석하여 0.45 

μm membrane filter를 통과시킨 후 HPLC로 분석하 다. 

이때 각 페놀화합물은 이 에 분리된 표  페놀화합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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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proximate compositions of germinated- and ungerminated-safflower seeds

Safflower seed
Proximate composition (%, dry base)

Nitrogen free extract Crude protein Crude lipid Ash Crude fiber

UGSS1)

GSS2)
58.9±1.8
64.0±1.2

16.8±1.2
15.6±1.0

19.7±1.8
15.7±1.3

2.3±0.2
2.5±0.1

39.4±1.8
44.5±2.1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analyses.
1)Ungerminated-safflower seed (UGSS). 2)Germinated-safflower seed (GSS).

retention time과 비교하여 확인하 으며, 각 화합물의 cali-

bration curve는 회귀분석그래 를 이용하여 작성한 후 각

각의 페놀화합물의 함량을 계산하 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3회 반복 실험하여 평균치와 표 편차를 

계산하 다.

결과  고찰

일반성분 함량

홍화씨와 발아홍화씨의 일반성분의 함량을 측정하고 비

교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먼  홍화씨의 일반성분은 가

용성 무질소물 58.9%, 조단백질 16.8%, 조지방 19.7%, 회분 

2.3%  조섬유 39.4% 이었으나 발아홍화씨는 가용성 무질

소물 64.0%, 조단백질 15.6%, 조지방 15.7%, 회분 2.5%  

조섬유 44.5%이었다. 홍화씨와 발아홍화씨의 일반성분을 

비교해 볼 때 가용성 무질소물, 조섬유  회분은 발아함에 

따라 다소 증가하 으나 조단백질  조지방은 다소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홍화씨의 발아  생장 

 체내 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양성분이 다소 변화가 

래되었으며, 그  지방과 단백질은 에 지원으로 다소 소

모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Shin(35)은 콩나물 재배  단백

질, 지방  가용성 무질소물은 감소하고 섬유소는 증가하

다는 보고와 Lee 등(36)은 호박씨의 발아  단백질과 지

방 함량은 감소한 반면, 섬유소, 회분, 가용성 무질소물의 

함량은 증가하 다는 보고를 미루어 볼 때 식물의 종류에 

따라 발아종자의 일반성분의 함량 변화가 약간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지방산 조성 함량

홍화씨  발아홍화씨의 지방산 조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홍화씨의 지방산 함량은 palmitic 

acid(C16:0), stearic acid(C18:0), oleic acid(C18:1), linoleic 

acid(C18:2), arachidic acid(C20:0)  eicosenoic acid(C20:1)가 

각각 12.4, 3.1, 9.5, 72.1, 2.1  0.8 mol%인 반면, 발아홍화씨

의 지방산 함량은 11.0, 2.5, 9.2, 72.5, 3.5  0.3 mol%로서 

홍화씨  발아홍화씨 둘 다 linoleic acid(C18:2)가 약 72%로

서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pal-

mitic acid(C16:0), oleic acid(C18:1), stearic acid(C18:0), arachi-

dic acid(C20:0) 순으로 나타났고 linolenic acid(C18:3)와 eico-

Table 2. Comparison of fatty acids compositions of germi-
nated- and ungerminated-safflower seeds

    Fatty acid
Fatty acid (unit: mole%)

UGSS GSS

Palmitic acid (C16:0)
Stearic acid (C18:0)
Oleic acid (C18:1)
Linoleic acid (C18:2)
Linolenic acid (C18:3)
Arachidic acid (C20:0)
Eicosenoic acid (C20:1)
TSFA1)

TUSFA2)

12.4±0.1
3.10±0.0
9.50±0.1
72.1±0.1
  ND3)

2.10±0.1
0.80±0.1
17.6±0.1
82.4±0.1

11.0±0.0
2.50±0.0
9.20±0.0
72.5±0.3
0.90±0.0
3.50±0.1
0.30±0.4
17.1±0.1
82.9±0.3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analyses.
1)TSFA: total saturated fatty acid. 
2)TUSFA: total unsaturated fatty acid.
3)ND: not detected.

senoic acid(C20:1)의 함량은 매우 낮았다. 이와 같이 홍화씨

의 지방산 조성은 이미 보고된 결과(37)와 유사하게 linoleic 

acid(C18:2)와 oleic acid(C18:1) 등의 불포화지방산이 거의 

83%로 매우 높은 반면, 포화지방산은 16% 미만으로 매우 

낮았으며, 발아홍화씨에는 미량의 linolenic acid(C18:3)를 함

유하고 있었으나, 발아에 의한 홍화씨의 지방산 조성 변화는 

거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Tocopherol 함량

홍화씨  발아홍화씨유의 4가지 tocopherol 유도체의 함

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홍화씨  발아홍화씨

에는 4가지 tocopherol 성분  α-tocopherol만 확인되었으

며, 홍화씨  발아홍화씨의 α-tocopherol 함량은 각각 744.7 

 809.0 mg%로서 홍화씨를 발아함에 따라 α-tocopherol 

함량이 다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때 α-tocopherol 이외 

3가지 tocopherol 성분(β-, γ-  δ-tocopherol)은 UV de-

tector를 사용하 을 때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발아

Table 3.  Comparison of tocopherol derivatives content of 
germinated- and ungerminated-safflower seeds

Safflower
seed

Tocopherol (mg%, dry base)

α-
Tocopherol

β-
Tocopherol

γ-
Tocopherol

δ-
Tocopherol

UGSS
GSS

744.7±1.2
809.0±3.5

 ND1)

ND
ND
ND

ND
ND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analyses.
1)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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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씨는 천연항산화제로서 잘 알려진 α-tocopherol의 함량

이 다소 많은 것을 볼 때 발아홍화씨는 항산화성 기능성소재

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단된다.

유리아미노산 함량

홍화씨  발아홍화씨의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홍화씨의 주요 구성아미노산은 as-

paragine(57.6 mg%), arginine(38.2 mg%), proline(20.8 

mg%), glutamic acid(15.9 mg%)가 체 총 아미노산의 

68.5%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 아미노산 함량은 10 mg% 

이하로 낮았다. 반면, 발아홍화씨는 주요 아미노산인 pro-

line(85.7 mg%), asparagine(71.4 mg%), arginine(68.1 

mg%), glutamic acid(34.1 mg%) 함량이 크게 증가하 으

며, 총 아미노산 함량은 홍화씨가 193.5 mg%인 반면, 발아홍

화씨가 418.7 mg%로서 홍화씨를 발아함에 따라 아미노산 

함량이 증가하 다. 그리고 발아홍화씨는 홍화씨보다 필수

아미노산인 threonine, valine, leucine, isoleucine, phenyl-

alanine, lysine  histidine의 함량이 3～10배 크게 증가하

Table 4.  Comparison of free amino acids compositions of 
germinated- and ungerminated-safflower seeds

Amino acid
Amino acid (mg%, dry base)

UGSS GSS

Taurine
O-Phospho-L-serine
Phosphoethanolamine
Urea
Aspartic acid
Threonine
Serine
Asparagine
Glutamic acid
Proline
Glycine
Alanine
Citrulline
α-Aminoisobutyric acid
Valine
L-Cystine
Methionine
Isoleucine
Leucine
Tyrosine
β-Alanine
Phenylalanine
γ-Aminobutyric acid
Ethanolamine
Ammonium chloride
Ornithine
Lysine
Histidine
3-Methyl-L-histidine
L-Anserine
Arginine
Essential amino acids
Total amino acids

  0.3±0.1
  ND1)

 ND
  2.3±0.5
  7.0±1.1
  2.1±0.8
  2.9±0.6
 57.6±6.3
 15.9±2.0
 20.8±3.1
  2.7±1.0
  5.4±1.0
  0.8±0.2
 ND

  3.1±0.9
  0.3±0.1
 ND

  1.4±0.1
  0.7±0.3
  2.3±0.2
  0.2±0.1
  3.1±0.6
  4.6±0.3
  1.2±0.4
  8.4±2.1
  0.3±0.1
  1.9±0.2
  7.2±1.8
  2.8±0.4
 ND

 38.2±5.4
 19.5±1.8
193.5±2.3

  0.5±0.1
  0.8±0.2
  0.5±0.1
  6.6±1.2
  4.5±0.8
  7.9±1.3
 13.2±1.8
 71.4±3.7
 34.1±3.6
 85.7±3.6
  5.5±1.4
 31.6±2.8
  1.1±0.2
  0.3±0.0
 10.6±1.7
  0.1±0.1
  2.4±0.6
  5.3±1.4
 10.3±2.6
  4.8±0.4
  0.5±0.1
  8.9±2.6
  3.5±1.2
  2.6±0.7
 15.0±1.5
  0.2±0.1
  3.6±0.3
 13.3±1.9
  5.1±0.8
  0.7±0.1
 68.1±4.2
 62.3±2.6
418.7±1.9

1)
ND: not detected.

으며, 특히 홍화씨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O-phospho-L- 

serine, phosphoethanolamine, α-aminoisobutyric acid, me-

thionine  L-anserine이 발아홍화씨에는 0.8, 0.5, 0.3, 2.4 

 0.7 mg%로 각각 미량으로 나타나 발아에 의한 향을 

볼 수 있었다. 반면, 홍화씨 발아 후 aspartic acid와 γ-ami-
nobutyric acid (GABA)의 함량은 다소 감소하 는데, 이는 

미를 발아할 때 GABA 함량이 3배 이상 크게 증가하 다

는 보고(30)와 큰 차이가 있었다. 이와 같이 홍화씨 발아 후 

유리아미노산의 증가는 다른 식물종자의 발아에서도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30,36), 총 아미노산  필수아미노

산 함량이 증가한 것은 발아 시 단백질 분해효소활성이 증가

하 기 때문으로 단되며, 홍화씨의 발아는 양 강화 측면

에서 의미가 있다고 단된다.

페놀화합물 함량

홍화씨는 껍질이 두꺼워 홍화씨 분말 자체로 섭취 시 소화

가 잘 안되므로 에 부담을 주게 되어 가공식품의 원료로 

그 로 이용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으며, 아울러 홍화씨의 껍

질은 핵과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 분리하는 작업 한 쉬운 

문제가 아니다. 한편, 콩이나 미의 발아 시 호흡과 사 

작용으로 양성분  생리활성물질의 변화를 수반하여 

양   기능 으로 우수한 품질특성을 갖게 된다는 연구보

고(26,30)를 바탕으로 생리활성이 강화된 홍화씨 가공식품

의 생산에 기여코자 홍화씨를 발아시킨 후 홍화씨의 주된 

기능성물질로 잘 알려진 페놀화합물(7,9,11)의 함량을 측정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홍화씨에는 3종의 리그난

(8'-hydroxyarctigenin 4'-O-β-D-glucoside(HAG), 8'- 

hydroxy-arctigenin  matairesinol)과 4종의 세로토닌유

도체[N-feruloylserotonin 5-O-β-D-glucoside, N-fer-

uloylserotonin, N-(p-coumaroyl)serotonin 5-O-β-D- 

glucoside, N-(p-coumaroyl) serotonin] 그리고 2종의 라

보노이드(acacetin 7-O-β-D-glucuronide, acacetin)가 존

재하 으며, 그들의 건물 당 함량을 보면 HAG은 202.7 

mg%(나머지 두 가지는 미량 존재), 세로토닌유도체는 40.1, 

349.9, 118.4, 238.6 mg% 그리고 라보노이드는 모두 미량

으로 존재하 다. 반면, 발아홍화씨의 페놀화합물의 함량을 

살펴보면 HAG은 193.7 mg%, 세로토닌유도체는 38.7, 

341.9, 110.8, 235.0 mg%, 그리고 라보노이드는 홍화씨와 

유사하게 모두 미량으로 존재하 다. 이와 같이 홍화씨의 

페놀화합물의 함량은 보에서 보고한(16) 홍화씨의 함량과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페놀화합물의 함

량이 홍화의 품종, 재배  수확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홍화씨를 발아함에 따라 세로토닌유도체를 

함유한 모든 페놀화합물의 함량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는 콩(25)  땅콩(28)을 발아함에 따

라 이소 라본  즈베라트롤 배당체가 감소하고 그들의 

아 리콘이 증가한다는 보고와 호박씨(36)를 발아했을 때 

triterpene 배당체가 증가한다는 보고를 미루어 볼 때 식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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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phenolic contents in ethanol extract of germinated- and ungerminated-safflower seeds

               Compounds
Content (mg%, dry base)

UGSS GSS

8'-Hydroxyarctigenin 4'-O-β-D-glucoside
N-Feruloylserotonin 5-O-β-D-glucoside
N-Feruloylserotonin
N-(p-Coumaroyl)serotonin-5-O-β-D-glucoside
N-(p-Coumaroyl)serotonin
Matairesinol
8'-Hydroxyarctigenin
Acacetin 7-O-β-glucuronide
Acacetin
Total

202.7±2.2
 40.1±1.3
349.9±7.8
118.4±1.8
238.6±3.3
 Tr1)

Tr
Tr
Tr

949.7±3.7

193.8±2.5
 38.7±1.1
341.9±5.3
110.8±1.7
235.0±3.5

Tr
Tr
Tr
Tr

920.2±3.2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analyses. 1)Trace: <1.0 mg%.

류에 따라 종자발아  다양한 생리 사 작용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홍화씨를 발아하면 껍질과 핵이 쉽게 

분리되어 홍화씨 분말을 이용한 가공식품 제조에 있어 소화

성  기호성이 문제시되는 거칠고 딱딱은 껍질을 배제할 

수 있고 한 설사와 쓴맛을 지니는 리그난배당체  세로토

닌유도체의 함량이 다소 감소됨을 알 수 있었기에 홍화씨보

다 발아홍화씨 분말을 건강식품 소재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발아홍화씨의 껍질에는 항골다

공증, 항염증, 항고지 증, 항산화성  피부 항노화성 세로

토닌아 리콘[N-feruloylserotonin  N-(p-coumaroyl) 

serotonin]이 거의 부분 존재하고 있기에(데이터 생략) 이

를 제거하여 폐기하기보다는 효과 으로 추출  생산하여 

기능성식품  화장품 신소재로 사용하는 것이 요망되며, 

아울러 발아홍화씨 핵에는 세로토닌아 리콘을 제외한 앞

서 모든 폴리페놀화합물과 기능성물질이 부분 존재하기

에 껍질을 제외한 발아홍화씨 핵 분말을 골다공증  고지

증 방용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향후 발아홍화씨의 보다 상세한 생리활성물질의 검색

과 더불어 그들의 골아세포 증식  분화 진효과를 조사하

여 보고할 정이다.

요   약

홍화씨를 이용한 골다공증  고지 증 방용 건강기능

식품을 개발하기 한 연구의 일환으로 홍화씨의 소화성, 

기능성  기호성을 증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발아홍화씨

를 제조하여 일반성분  기능성성분(지방산, tocopherols, 

수용성아미노산  페놀화합물)의 함량을 홍화씨와 비교 분

석하 다. 홍화씨는 발아하면서 조단백질과 조지방은 감소

한 반면, 가용성 무질소물, 조섬유소  회분은 다소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linoleic  oleic aicds가 약 80% 

이상 거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외 palmitic, 

stearic  arachidic acids가 주요 지방산으로 나타났고, 발

아에 따른 지방산의 조성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홍화

씨와 발아홍화씨의 α-tocopherol 함량은 각각 744.7  809.0 

mg%로서 발아 후 64.3 mg% 증가하 으며, 홍화씨의 주된 

아미노산으로 asparagine, arginine, proline, glutamic acid

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발아함에 따라 그들의 함량이 크게 

증가하 고, 특히 threonine, valine, leucine, isoleucine, 

phenylalanine, lysine  histidine 등의 필수아미노산 함량

이 크게 증가하 다. 홍화씨에는 3종의 리그난(8'-hydrox-

yarctigenin 4'-O-β-D-glucoside, 8'-hydroxyarctigenin 

 matairesinol)과 4종의 세로토닌유도체[N-feruloylser-

otonin 5-O-β-D-glucoside, N-feruloylserotonin, N-(p- 

coumaroyl)-serotonin 5-O-β-D-glucoside, N-(p-cou-

maroyl)serotonin] 그리고 2종의 라보노이드(acacetin 7- 

O-β-D-glucuronide, acacetin) 화합물이 존재하 으며, 발

아함에 따라 세로토닌유도체를 함유한 모든 페놀화합물의 

함량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홍화씨

를 발아함에 따라 섬유소  유용 기능성성분의 증가와 더불

어 설사를 유발하는 고미성분의 감소 그리고 소화성  기호

성을 떨어뜨리는 홍화씨 껍질의 분리  효율성 확 를 이룰 

수 있기에 향후 발아홍화씨는 항골다공증  항고지 증 건

강기능식품 소재로서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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