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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 추출액의 생리활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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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optimal extraction conditions for maca by comparing the yields, 
total polyphenol contents,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y and the nitrite scavenging ability. The 
proximate composition analysis showed 6.57% moisture, 12.83% crude protein, 1.05% crude fat, 4.80% ash and 
74.75% carbohydrate. Maca was extracted with 7 different solvents (water, methanol, ethanol, acetone, ethyl 
acetate, chloroform and hexane) and the extracts were tested for biological activities. The extraction yields 
of water, methanol and ethanol extracts were 46.2%, 21.4% and 16.8%, respectively. Acetone, ethyl acetate, 
chloroform and hexane exhibited very low extraction yield, ranging from 0.2 to 1.0%. Total polyphenol contents 
and the nitrite scavenging ability were the highest in water extract. Electron donating ability and the SOD-like 
activity were the highest in methanol extract. When water extract was drawn out at different extraction 
temperatures (30, 70, 100

o
C) and time (1, 3, 5 hr), the improved biological activities (total polyphenol contents, 

electron donating ability, SOD-like activity and nitrite scavenging ability) were found in extracts treated at 
100oC for 3 or 5 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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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21세기를 맞이하여 국민들의 소득 수  향상과 소비인식

의 변화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식품의 생명유지 기능과 기호

 기능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 만성질환  성인병 방 

등의 생체 조  기능까지 갖춘 식품에 심을 갖기 시작하

다. 이에 따라 학계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식물자원의 생

리활성을 연구하여 새로운 식품소재로의 이용가능성을 보

고하 다(1-4).

십자화과(Brassicaceae)에 속하는 마카(Lepidium meyenii)

는 페루의 안데스 산맥 해발 4,000 m 이상의 고지 에서 재

배되는 다년생 식물로 감자와 비슷한 형태인 뿌리부분이 토

착인들에게 주요한 식량자원으로 이용되고 있다(5). 마카는 

추 , 강풍, 가뭄 등 어려운 자연 환경에서 자라기 때문에 

생명력이 매우 강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비타민, 무기

질, 섬유소 등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알칼로

이드, 스테로이드, 탄닌, 사포닌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

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10). 페루에서는 마카

를 통 인 약용식물로 간주하고 있고 뿌리를 건조시켜 만

든 분말, 캡슐, 환(丸) 등의 형태로 가공 유통하고 있으며 

페루 당국에서는 마카종자를 보존하고 해외에 범람하는 것

을 막기 하여 1차 가공하여 분말화한 것만 수출하도록 하

고 있다. 마카는 미국의 경우 식이보충음식(DSHEA, 1994)

으로 등록되어 있어 porridge, 잼, 푸딩과 같은 형태로 섭취

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기능성을 인정받아 건강식품시장

에서 꾸 한 성장세를 기록하여 2007년 기 으로 마카 제품

의 시장 규모가 60∼70억 엔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11). 우리

나라에서는 식품의약품안 청에서 부원료로 지정한 수입허

가 품목이며 기능성식품으로는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다. 

마카에 한 국내의 연구로는 성분분석에 한 연구(12)가 

보고되어 있을 뿐, 기능성을 연구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최근 마카 가공제품의 수요가 차 증가하고 있어 국내의 

실정에 맞는 합한 연구가 수행되지 않으면 자칫 마카의 

오남용 사태를 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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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마카 분말을 다양한 용매로 추출하여 기능성을 조사하고 

최 의 추출조건을 확립함으로써 향후 마카를 이용한 기능

성식품 개발의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재료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마카는 페루에서 재배되어 분말 상태로 

가공된 것을 수입(A.T.S. Corp.)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추

출에 사용된 용매와 시약은 특   일  시약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일반성분 분석

마카 분말의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회분함량은 AOAC

법(13)에 따라 측정하 다. 즉, 수분은 105oC 상압가열건조

법, 조단백질은 micro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회분은 550
oC 직  회화법으로 측정하 으며 탄수화물 함량

은 시료 100 g 에서 수분, 조단백질, 조지방  회분 함량을 

뺀 값으로 하 으며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하

다.

용매별 추출액의 제조  추출수율 측정

마카에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을 가장 효율 으로 추출할 

수 있는 용매를 선정하기 하여 물, 메탄올(99.9%), 에탄올

(99.9%), 아세톤, 에틸아세테이트, 클로로포름, 헥산 등 극성

을 달리한 7종의 용매를 선택하여 마카 분말에 해 20배

(w/v)로 첨가하고 30
oC에서 120 rpm으로 3시간 진탕 추출

하 다. 이것을 10,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 한 다음 

여과하여(Whatman No. 1) 일정량으로 정용한 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 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마카 추출액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14)으

로 측정하 다. 시료용액 0.1 mL에 증류수 1.9 mL를 가하여 

잘 혼합한 후 0.2 N Folin-Ciocalteau's phenol reagent 

(Sigma Co., St. Louis, MO, USA)를 0.2 mL 가하 다. 이것

을 실온에서 3분간 방치한 다음 Na2CO3 포화용액 0.4 mL와 

증류수 1.9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분 도계(Smart Plus, Seoul, Korea)를 이용하여 72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이 때 총 폴리페놀 함량은 

tannic acid(Sigma Co.)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 곡선으로부

터 구하 다.

자공여능 측정

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은 Blois(15)의 방

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 다. 마카 추출액 0.2 mL에 0.2 

mM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Sigma Co.) 2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다음의 계산식으로부터 자공

여능을 산출하 다.

자공여능(%)＝( 1－
시료 첨가군의 흡 도

)×100시료 무첨가군의 흡 도

Superoxide dismutase 유사활성 측정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은 Marklund와 

Marklund의 방법(16)에 따라 측정하 다. 시료 추출액 0.2 

mL에 Tris-HCl buffer(pH 8.5) 3 mL와 기질물질인 7.2 mM

의 pyrogallol 0.2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켰다. 이 용액에 1 N HCl 0.2 m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4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고 다음의 계

산식을 이용하여 SOD 유사활성을 산출하 다.

SOD 유사활성(%)＝( 1－
시료 첨가군의 흡 도

)×100시료 무첨가군의 흡 도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 scavenging ability)은 Kato 등

(17)의 방법에 하여 시료 추출액 0.1 mL에 1 mM NaNO2 

0.2 mL를 가하고 citrate buffer를 사용하여 반응용액의 pH

를 각각 pH 1.2, 3.0으로 맞춘 다음 37
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이 용액에 2% acetic acid 5 mL와 Griess 시약 0.4 

mL를 가하고 잘 혼합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한 다음 5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아질산염 

소거능을 산출하 다.

아질산염 소거능(%)＝( 1－
A－B

)×100C

A: 1 mM NaNO2 용액에 시료를 첨가하여 1시간 반응시킨 

후의 흡 도

B: 시료 추출물의 흡 도

C: 1 mM NaNO2 용액에 시료 신 증류수를 첨가하여 

1시간 반응시킨 후의 흡 도

추출온도와 추출시간에 따른 물 추출액의 최  조건 확립

최 의 추출온도  추출시간을 알아보기 한 추출액 제

조는 마카분말과 물의 비율을 1:20(w/v)으로 하고 30, 70, 

100
o
C의 온도에서 1, 3, 5시간 동안 각각 추출한 다음 원심분

리 하여 얻어진 상층액을 일정량으로 정용한 후 분석용 시료

로 사용하 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여 SPSS(Version 15.0 

for Window)를 이용하여 평균±표 편차를 구하 으며 분

산분석(ANOVA)과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시료간

의 유의차를 p<0.05에서 검정하 다.

 

결과  고찰

일반성분

마카 분말에 한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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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yield of maca extract by different solvents

Extract Water Methanol Ethanol Acetone Ethyl acetate Chloroform Hexane

Yield (%) 46.2 21.4 16.8 0.4 1.0 0.4 0.2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s of maca (unit: %)

Moisture Crude protein Crude fat Ash Carbohydrate

6.57±0.031) 12.83±0.13 1.05±0.12 4.80±0.02 74.75±0.05
1)Each value is mean±standard deviation (SD).

같다. 마카 분말의 수분함량은 6.57%, 조단백질 12.83%, 조

지방 1.05%, 회분 4.80%  탄수화물 74.75%인 것으로 나타

났다. Rondán-Sanabria와 Finardi-Filho(18)는 마카 뿌리를 

건조하여 일반성분을 분석한 연구에서 조단백질 17.69%, 조

지방 3.61%, 탄수화물 72.78%라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

보다 조단백질과 조지방 함량은 높고 탄수화물 함량은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마카의 품종, 재배 지역, 재배 시기, 건

조 상태 등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용매별 추출수율

마카 분말로부터 생리활성 물질을 가장 효율 으로 추출

하기 한 용매를 선정하기 하여 극성이 다른 7종의 용매

를 사용하여 추출수율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물, 

메탄올  에탄올의 추출수율은 각각 46.2%, 21.4%  

16.8%로 물 추출물이 가장 높은 수율을 보 으며 메탄올 

 에탄올 추출물보다 각각 2.2배  2.8배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아세톤, 에틸아세테이트, 클로로포름, 헥산은 각각 

0.4%, 1.0%, 0.4%, 0.2%로 낮은 추출 수율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Table 1의 일반성분 분석에서 나타났듯이 80% 이상이 

탄수화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 비극성 용매에 잘 용출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Dong 등(19)은 용매

별 정향추출물의 항산화효과에 한 연구에서 물, 에탄올 

 에테르로 정향을 추출하 을 때 각각의 추출수율은 물 

34.7%, 에탄올 21.4%, 에테르 17.0%로 보고하 고 이때 추

출용매의 극성이 증가할수록 식물체에 존재하는 수용성 폴

리페놀 화합물과 방향족 아민 등의 용출이 증가하여 결과

으로 극성용매에서의 추출수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보

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총 폴리페놀 함량

각 용매별 추출액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물 추출액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328.68 

mg/100 mL로 가장 높았고, 메탄올 추출액 197.47 mg/100 

mL, 에탄올 추출액 90.15 mg/100 mL, 아세톤 추출액 6.84 

mg/100 mL이었으며 에틸아세테이트, 클로로포름, 헥산 추

출액에서는 폴리페놀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물로 추출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 임을 시사하

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기자를 물, 50% 에탄올  100% 

에탄올로 추출한 경우 물 추출물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Shon 등(20)의 결과와 비슷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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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maca extract by differ-
ent solvent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at p<0.05.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오미자 추출물의 생리활성에 

한 연구(21)에서는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보다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높다고 보고하 고 경옥고의 추출물별 항

산화에 한 연구(22)에서는 클로로포름, 에탄올, 물 순으로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높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의 결과와 

다른 경향을 나타내었다. 폴리페놀은 식물체에 존재하는 다

기능성 물질(23-25)로 분자 내에 하나 이상의 hydroxyl기를 

가지고 있어서 수소 공여체로 작용하고 페놀구조의 공명안

정화에 기여함으로써 항산화활성을 나타낸다(26). 한 당

이나 수용성 단백질이 폴리페놀의 hydroxyl기에 ether 결합

으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하여 극성용매에 한 

용해성이 증가하여(19) 물, 메탄올  에탄올 추출액에서 높

은 함량을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자공여능

용매별 마카 추출액의 항산화능은 DPPH에 한 자공

여능으로 측정하 고 그 결과는 Fig. 2와 같다. 메탄올 추출

액이 52.36%로 가장 높았고, 물 추출액 39.79%, 에탄올 추출

액 25.00%이었으며 그 외의 용매 추출액에서는 1.62∼6.55%

의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자공여능은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물 추출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날 것이

라는 기 와 달리 물보다 극성이 낮은 메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으로써 폴리페놀 이외의 다른 성분이 여

하여 자공여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구에서는 

도토리가루 추출물의 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 물 추출물

에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75% 에탄올, 메탄올 순으로 측정

되었다고 보고하 다(27). Dong 등(19)은 정향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연구에서 총 페놀 함량이 

가장 낮은 물 추출물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이 가장 높게 



820 권윤숙․ 인숙․황진 ․임동민․강용수․정해정

aba
c

d

f

e

0

20

40

60

80

100

Water Methanol Ethanol Acetone Ethyl
acetate

Chloroform Hexane

E
le

ct
ro

n 
do

na
tin

g 
ab

ilit
y 

(%
)  .

Fig. 2.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maca extracts by different 
solvent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나타나 총 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능과는 상 계

가 없다고 보고함으로써 본 실험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SOD 유사활성

용매별 마카 추출액의 SOD 유사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메탄올이 19.8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에탄

올, 물, 클로로포름, 헥산 추출액이 각각 17.18%, 11.09%, 

6.64%  3.59%로 나타났으며 아세톤과 에틸아세테이트 추

출액에서는 활성이 검출되지 않았다. SOD는 몸 안에 생성된 

활성산소종의 하나인 superoxide anion radical(․O2
-)을 산

소분자와 과산화수소로 환시키는 반응을 매하는 표

인 항산화 효소이다(22). SOD 유사활성물질은 SOD와 유

사한 역할을 하는 분자 물질로 phytochemical에 속하며 

식물체에 다량 존재하는 것이 밝 졌다(28). 마카 추출액의 

SOD 유사활성을 다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볼 때 감  

35.63%, 연자육 28.70%, 구기자 21.27%보다는 낮은 활성이

었고 결명자 17.73%, 천궁 18.47%, 복분자 13.20%와는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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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D-like activity of maca extracts by different 
solvent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한 정도임을 알 수 있었다(28).

아질산염 소거능

용매별 마카 추출액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pH 1.2에서는 물 추출액이 77.51%로 에탄올

과 메탄올 추출액의 73.42%와 62.89%보다 높은 소거능을 

보 고 에틸아세테이트, 아세톤, 헥산, 클로로포름 추출액은 

각각 52.05%, 49.25%, 43.93%, 41.26%의 소거능을 나타내었

다. pH 3.0에서는 에탄올, 메탄올  물 추출액이 각각 

54.09%, 48.62%와 42.15%를 나타내었고 에틸아세테이트, 

아세톤, 헥산, 클로로포름 추출액은 35.74∼42.96%를 나타

내어 반 으로 pH 1.2에서의 아질산염 소거능보다 감소하

으며 pH 4.2와 6.2에서는 모든 추출액이 10% 이하의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data not shown). 이러한 결과는 pH가 

낮을수록 아질산염 소거능이 높게 나타난다는 다른 연구자

의 연구결과(3,21,22,29)와 일치하 다. 육제품의 가공 시 첨

가되는 아질산염은 발색능, 보존성  능성을 향상시키지

만 많은 양을 섭취할 경우 (胃)의 산성 조건에서 아민과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nitrosamine을 형성한다. 한 액 

의 hemoglobin을 산화시켜 methemoglobin을 생성함으로써 

methemoglobinemia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다(3). 본 실험 

결과 마카의 물 추출액은 pH 1.2에서 효과 으로 아질산염

을 소거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내에서 아질산염과 아민 반응

에 의한 nitrosamine 생성 억제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추출온도와 추출시간에 따른 마카 물 추출액의 기능성

최 의 마카 추출용매를 선정하기 하여 극성이 다른 7

종의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액의 총 폴리페놀 함량, 자공여

능, SOD 유사활성  아질산염 소거능을 비교한 결과 물, 

메탄올  에탄올 추출액에서 높은 활성이 나타났으나 추출

수율 비 생리활성도를 고려할 때 추출수율이 하게 높

은 물을 최 의 용매로 선정하여 향후 실험을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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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time and temperature on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maca water extracts.

물로 추출할 경우 추출온도와 시간이 마카의 기능성에 미치

는 향을 평가하기 하여 30, 70, 100oC에서 각각 1, 3, 5시

간 추출한 후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30oC에서 339.85∼371.33 mg/100 

mL, 70oC에서 331.47∼354.74 mg/100 mL, 100oC에서 362.79

∼396.36 mg/100 mL로 측정되어 100oC의 추출조건에서 높

게 나타났으나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Kim 등(26)의 연구

에 의하면 멜론, 사과, 토마토, 참외, 수박 등을 110∼150oC의 

고온에서 열처리하 을 때 총 폴리페놀 함량은 온도가 증가

할수록 증가하 다고 보고하 고 그 원인은 고온처리에 의

해 결합형의 폴리페놀 성분이 유리형태로 환되었거나 새

로운 페놀화합물이 생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하 다. 추

출온도와 시간을 달리한 마카 물 추출액의 자공여능은  

Fig.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추출온도가 증가할수록 유의 으

로 증가하여 100oC에서 80.00∼90.38%의 높은 활성을 나타

내었는데 이 같은 결과는 온도가 높아질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한 Fig. 5의 결과와 련이 있고 한 고온으로 

가열 시 마이얄 반응에 의해 항산화 물질의 생성이 진되면

서 항산화효과가 증가된다고 하는 Kim 등(26)의 보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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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time and temperature on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maca water extract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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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time and temperature on SOD-like ability 
of maca water extract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SOD 유사활성은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30oC에서 11.01∼12.16%, 70oC에서 14.24∼16.9%, 

100
oC에서 17.13∼19.53%로 추출온도가 높아질수록 활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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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p<0.05) 시간에 따른 뚜렷한 경향

은 나타나지 않았다. 아질산염 소거능은 pH 1.2에서 81.56∼

86.17%, pH 3.0에서 41.10∼55.84%를 나타내었고(Fig. 8) 추

출온도와 시간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다. pH 3.0에서는 pH 

1.2에서보다 약 50% 감소된 활성을 보여 Fig. 4에서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식물체로부터 기능성 성분을 최 의 조

건으로 추출하기 한 여러 연구들이 보고되었는데 Kim 등

(30)은 무화과를 열수로 추출하 을 때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추출온도 98.82
oC, 추출시간 130.80 min에서, 자공

여능은 추출온도 98.91
oC, 추출시간 127.95 min일 때 최 값

을 나타냈다고 하 다. Lee와 Kim(31)은 도토리 열수 추출 

시 총 페놀성 화합물은 추출온도 57.91oC, 추출시간 4.08시간

에서, 자공여능은 추출온도 60.37
oC, 추출시간 2.85시간에

서, 아질산염 소거능은 추출온도 47.07oC, 추출시간 1.24시간

에서 최 값을 보인다고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열에 한 

항산화능의 안정성이 다른 것은 식물체의 종류에 따라 이들

에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성분의 종류가 각각 다르고 이들의 

열안정성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마카 분말로부터 추출온도

와 시간을 달리하여 생리활성물질을 추출하는 조건은 100
oC

에서 3시간 는 5시간 추출했을 경우 총 폴리페놀 함량, 

자공여능  SOD 유사활성이 다른 조건에서보다 높게 나

타났으나 이를 시간, 에 지의 효율성  경제성을 고려한다

면 100oC에서 3시간 추출하는 것이 가장 합할 것으로 단

된다.

요   약

본 실험에서는 마카를 기능성식품 소재로 사용하기 한 

가능성을 알아보기 하여 마카분말을 다양한 용매로 추출

하고 추출수율, 총 폴리페놀 함량, 자공여능, SOD 유사활

성  아질산염 소거능 등을 측정하여 최 의 추출조건을 

확립하고자 하 다. 일반성분 분석 결과 수분, 조단백질, 조

지방, 회분  탄수화물 함량은 각각 6.57%, 12.83%, 1.05%, 

4.80  74.75%로 나타났다. 추출수율은 물을 사용할 경우 

46.2%로 메탄올, 에탄올, 아세톤 등으로 추출하는 것보다 약 

2∼200배 높게 나타났다. 추출용매에 따른 총 폴리페놀 함량

은 물 추출액에서 328.68 mg/100 mL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자공여능은 메탄올 추출액이 52.36%로 가장 높았고 아질

산염 소거능은 pH 1.2의 조건에서 물 추출액이 77.5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 의 추출용

매로 물을 선정하 고 물 추출 온도(30, 70, 100
oC)와 시간(1, 

3, 5시간)을 달리하여 생리활성 물질의 함량변화를 측정한 

결과 100
oC에서 3시간 는 5시간 추출할 때 총 폴리페놀 

함량, 자공여능  SOD 유사활성이 다른 조건에서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간과 에 지의 효율  

측면을 고려하여 마카분말을 100
oC에서 3시간 물로 추출하

는 것이 가장 합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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