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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utilizing Cattail pollen as a raw material for functional foods, the nutrients such as free 

sugar, free amino acid, fatty acid composition, flavonoid content, and the biological activity within 

Cattail pollen were measured. The results of proximate analysis within Cattail pollen included the 

following readings: 12.7-13.2% of moisture, 15.7-17.8% of crude protein, 1.3% of crude fat, 

7.5-7.7% of free sugar, 13.7-18.6% of crude fiber, 3.4-4.9% of ash, and 49.7-55.9% of nitrogen 

free extracts. The composition of free amino acids consisted of 1.923% of  T. orientalis, 0.907% of 

T. angustata, and 0.333% of T. latifolia, which were measurements that varied significantly 

among different species. However, all species showed considerable portions of GABA alanine, 

glutamic acid, and proline. Specifically, it was shown that the GABA composition, which is 

known for increasing immunity while simultaneously lowering blood pressure, exceeded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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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fore, this result implies that Cattail pollens have potential as a powerful utilization for 

functional foods. The composition of the fatty acids mainly consisted of linoeic, palmitic acid, 

oleic acid, and linolenic acid, and didn’t show many variances across different species. Also, the 

total contents of unsaturated fatty acid were particularly high with a measured ratio of 

67.2-76.0% value. Mineral in Cattail pollen was composed of 0.354-0.492% of K, 0.0516-0.0546% 

of Mg, 0.045-0.0486% of Ca, and 0.0101-0.0204% of Na. Among the Cattail pollens known as 

anti-oxidants, flavonoid contains 0.169-0.186% of quercetin, and therefore is the largest 

constituent followed by rutin making up a measurement of 0.0094-0.0147%.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Cattail pollen and its extracts were fed to SC class rats for a span of 4 weeks. 

Then,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measured from the tested rats’serums and the 

results showed significant variances. Also,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cholesterol and glucose 

levels in the blood were decreased which in turn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cattail pollen can 

help hyperlipidemia and diabetic treatments.

Key words : Cattail pollew, nutrients, Chemical comparition.

Ⅰ. 서  론

      

  부들화분은 포황(蒲黃)이라는 이름으로 오랜 

옛날부터 지 , 어 의 제거, 토 , 변, 뇨 등

의 치료에 민간에서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압

강하작용, 항균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2).

  각종의 화분은 유리아미노산, 탄수화물, 비타

민, flavonoid, polyphenol성 물질, 회분 등의 양

성분이 풍부하여 오랜 옛날부터 식품이나 의약품

으로 이용되어 왔다(3-6). 재 미국에서는 벌꿀 

화분이 dietary supplement로, 독일에서는 의약품

으로 공식 인정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건강기능성 

식품으로 매되고 있다(7-11). 화분의 이용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섭취나 으로 인한 

allergy 발생과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양성분은 

풍부하나 이용에는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어 화분

의 외피를 이용하기 에 물리 으로 분쇄하거나 

화학 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능성 식품 소재인 화분에 해서 항산화 효

능평가  polyphenol 물질 분석이 진행된 바 있

으나(12-14) 지 까지의 송화분외 기타 화분들에 

한 항산화 효능 평가  련성분에 한 연구

는 미미한 수 이다. 근래 동물 실험을 통하여 

항산화 작용(15-17), 면역증강(18), 간 보호작용

(17,19)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화분에 한 연구는 송화 가루와  

여러 화분이 혼합된 꿀벌화분에 한 것이고 단

일화분에 한 연구는 미미한 수 이며 부들 화

분에 한 연구는 이루어진바 없다(20).

  본 연구에서는 부들을 기능성 식품 소재로 이

용하기 하여 품종별 부들화분의 양성분 분석

과 동물실험을 통하여 생리활성을 측정한 결과를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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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방법

1. 재료 

  실험에 사용된 포황은 충남 학교 실습답과 충

남지역에서 2004-2007년까지 5년간 재배하여 수

확한 것을 실험재료로 사용하 다. 포황의 분쇄

방법은 정(21)의 방법에 따라 roller crusher를 이

용하여 직경 1 ㎜ 내외로 조분쇄하 다. 

2. 실험방법

1) 양성분 분석

  (1) 일반 성분분석

  애기부들, 좀부들, 큰부들을 60℃에서 건조하여 

AOAC법(22)에 하여 조단백질은 Kjeldahl법, 

조지방은 Soxhlet법, 섬유소는 헨네베르크‧스토

오만 개량법, 회분은 550℃ 회화법, 가용성 무 질

소물은 총량에서 일반 성분을 감하여 건물  %

로 표시하 다

  (2) 유리아미노산 분석

  시료를 물로 85℃에서 2시간 환류 추출하여 여

과한 후 Waters 1500 HPLC, Pico-Tag column 

(3.9mm x 300mm, 4㎛), 996 photoiode array 

detector 254nm, solvent A : 140 mM sodium 

acetate (6% acetonitrile) B : 60% acetonitrile로  

gradient하여 분석하 다

  (3) 당류 분석

  시료를 증류수로 85℃에서 2시간 환류 추출하여 

0.45㎛ syringe로 여과한 후 Waters 1500 HPLC, 

column : Carbopac PA1(4.5×250mm, Dionex, 

Detector : ED50 with integrated amperometry, 

solvent A : 0.5M NaOH, B : Water, C : 0.2M 

NaOAc로 gradient하여 분석하 다.

  (4) 지방산 분석

  조지방 분석은 시료 10 g을 원통여지에 넣고 

diethyl ether를 가하여 Soxhlet 추출장치(Soxhlet 

heater system C-SH6, Korea)를 이용하여 10시

간 연속 추출하여 분석시료로 하 다. 추출된 지

방 약 25mg을 공  시험 에 취하고 14% BF₃

-Methanol을 이용하여 methylation 시킨 지방산 

유도체를 gas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분석

하 다. GC의 분석 조건은 oven temp. 150oC, 주

입구온도를 240
o
C로 하여 column Supelco- 

wax
TM 

(30m×0.53mm×0.5㎛ film thickness)이용

하여 오 온도 150oC에서 60 분간 분리시켜 FID 

detector를 이용하여 검출하 다.

 

  (5) 무기물 분석

  시료를 550-600℃에서 완  회화하여 HNO3로 

용해하여 ICP/MS (Agilent 7500A, USA)로 분

석하 으며 분석 조건은 RF frequency 27 MHz, 

Babington Nebulizer, sampling Ni cone 1mm, 

Skimmer Ni cone 04mm 이었다.

  (6) Flavonoid 정량

  부들 화분 2.5g에 methanol : water(50 : 50, 

V/V) 25 mL를 첨가하여 sonicate 하고 30분 방

치 후 35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 다. 원

심분리 후 상징액을 취하여 0.45 μm PVDF 

filter로 여과하여 Youngrin M930 HPLC, C18 

column 250×4.60mm, Mobile phase A : 

acetonitrile Mobile phase B : 0.3% formic acid, 

UV detector 350nm에서 검출하여 분석하 다.

  

3) 동물실험

  (1) 포황 추출물 제조

  포황 100g를 round flask(5,000 mL)에 넣고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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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수 1,500 mL를 가하여 1시간 불린 뒤 2시간 

동안 끓지 않을 정도의 온도(80-90℃)에서 가열 

추출하여 고운 천으로 추출액을 2회 반복하여 여

과한 뒤 감압농축기를 이용하여 400 mL로 농축

하 다.

  (2) 동물식이  분류

  동물은 6 주된 수컷 정상 Sprague-Dawley 

(150-200g)를 그룹 당 10마리를 rat용 일반 고형

사료(수퍼피드사, 한국)와 물을 충분히 공 하면

서 실험실 환경에 응시켜 사육하 다. Table 1 

실험동물의 사육은 일정한 조건(온도 22±2℃, 습

도 55±5%, 명암 12시간 light/dark cycle)에서 사

육하면서 환경에 응시킨 후 다음과 같이 실험

군을 분류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조군(control 

group)은 일반 식이와 2 mL의 증류수를, 포황의 

열수추출물 실험군(cattail pollen extracts group)

은 일반 식이와 포황 열수추출물을 4주에 걸쳐 1

Ingredients Contents(%)

Moisture 12.5

Carbohydrate 48.9

Crude protein 22.1

Crude fat 3.5

Fiber 5.0

Crude ash 8.0

Table 1. Proximate compositions of basal diet for rats

Group No. of Animals Treatment

Control group 10 Basal diet + D.W.

CP1) extracts feeding group  10 Basal diet +CP extracts

CP powder feeding group 10 Basal diet +CP powder(5%)

Table 2.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s for rats

1)Cattail pollen

일 2회(오  10시, 오후 6시) 매회 2 mL(추출농

축액)씩 경구 투여하고, 포황 분말 실험군(cattail 

pollen powder group)은 5%의 포황 분말 첨가한 

일반 식이사료를 여하 다. 당분석 실험군은 

streptozotocin(STZ) (50 mg/Kg B.W.)를 0.01M 

citric acid buffer(pH 4.5)에 용해하여 1회 복강에 

주사하여 당뇨를 유도하고 의 실험군과 같은 

방법으로 식이를 실시하 다. 당뇨 유발 여부의 

확인은 꼬리정맥에서 채 하여 당계(Medisense 

2)로 당을 측정하여 비공복 당(non pasting 

blood sugar)이 170 mg/dL이상인 동물은 당뇨군

으로 정하고 당뇨군의 분리는 각 군의 평균

당이 비슷하도록 하 다. 각 군의 처리는 Table 

2와 같다.

  (3) 액 분석

  SD계의 rats를 지름 25cm desiccator에 넣고 증

류한 anhydrous diethyl ether(T.J. Baker Analyz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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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 reagent, USA)로 5-7분간 마취시킨 후 후

정맥에서 5-6 mL의 액을 채취하여 액 생

화학  분석에 사용하 다. 수집한 액은 15 mL 

conical tube에 담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청을 얻었다. 청은 polyethylene 

tube에 나눠 담아 -70℃에 냉동 보 하면서 분석

에 사용하 다.

  (4) 생화학  검사

   (가) 1, 1-Diphenyl-2-picryl hydrazyl(DPPH) 

radical 소거효과

  포황의 free radical에 한 소거효과를 보기 

해 Blois(24)의 방법에 따라 DPPH radical 소

거 효과를 측정하 다. 청과 증류수 혼합물 4 

mL에 1.5×10
-4
M DPPH(Sigma, USA)/MeOH 1 

mL를 가하여 잘 혼합하고 37℃에서 30분 동안 

방치한 후 517nm에서 spectrophotometer(UV-60, 

Shimadzu, Japan)로 흡 도를 측정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계산하 다. DPPH radical 소거 효과를 

비교하기 하여 20 ppm 농도의 BHT 조군을 

병행하여 실험하 다.

DPPH 소거능(%) =                    
                 C P 투여군의 흡 도
          ( 1 -                        ) × 100
                   조군의 흡 도

   (나) 청  total cholesterol 함량

  청 의 total cholesterol 함량 측정은 분리된 

청을 생화학 자동분석기인 Spotchem SP-4410 

(Arkray Inc, Japan)를 이용한 dry chemistry 

system Kit 반응으로 total cholesterol을 분석하

다. 즉 효소 0.02 mL를 시험 에 넣고, 여기에 

조제된 효소시약 3.0 mL씩을 가하여 잘 혼합한 다

음 37℃에서 5분간 반응시키고, 2시간 이내에 505 

nm에서 증류수를 blank로 하여 spectrophotometer 

(UV-60, Shimadzu, Japan)로 측정하 고, 표

액의 흡 도로부터 total-cholesterol 함량을 계산

하 다.

   (다) 청  당 함량

  Streptozotocin(50 mg/kg:복강주사)으로 당뇨

를 유발 시킨 뒤 4주 동안 조군의 일반 식이와 

포황 열수추출물  포황 분말이 5% 포함된 사

료를 식이 하 다. 1주 간격으로 rat로부터 채

한 액을 15 mL conical tube에 담아 3000 rpm

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청을 얻었다. 이 

청을 자동 생화학 분석기인 Spotchem SP-4410 

(Arkray Inc, Japan)를 이용하여 당을 검사하

다. 

 

Ⅲ. 결과  고찰

1. 성분분석

1) 일반성분 함량

  애기부들, 좀부들  큰부들의 화분의 일반 성

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부들화분의 

일반성분  조단백질은 15.7-17.8%, 지방은 1.3%, 

가용성 무질소물은 7.5-7.7%, 조섬유소 14.7- 

18.6%, 회분은 3.4-4.9%로서 품종 간에 차이가 

크지 않았다.

  정 등(25)은 해바라기 화분립의 양성분을 분

석한 결과에서 수분 12.9%, 조단백질 18.9%, 조

지방 4.8%, 회분 5.0%, 가용성 무질소물 59.7%

이었다고 보고하 으며, 김 등(26)은 꿀벌이 먹

이로 사용되는 화분하의 양성분을 분석한 결

과, 조단백질 25.0%, 지방 5.4%, 가용성 무 질소

물 50.3%, 회분 2.4%, 조섬유소10.4%, 수분 6.6%

이었다고 보고하 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결과



이병찬․박혜민․심후성․김곤섭․구자형․오만진 

- 190 -

와 차이를 보이는데 화분은 단일 종류의 화분이 

아니라 많은 종류의 꽃으로부터 벌에 의하여 모

여진 물질이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2) 유리아미노산 함량

  애기부들, 좀부들, 큰부들의 화분 유리 아미노

산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과 같다.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애기부들의 화분이 1,923 

Composition
Species

T. orientalis T. augustata T. latifolia

Moisture 12.7 13.2 12.8

Crude protein 15.7 17.8 15.7

Crude fat  1.3  1.3  1.3

Free sugar  7.6  7.7  7.5

Crude fiber 18.6 18.6 14.7

Ash  3.4  4.9  4.9

Nitrogen free extract 53.4 49.7 55.9

Table 3. Proximate compositions of Cattail pollens                                          (%)

Amino acid
Species

T. orientalis T. augustata T. latifolia

Alanine 181.3  363.9  61.7

Glycine  22.9   60.8  18.7

Valine -   44.2   4.5

Leucine -   19.9 -

Isoleucine -    6.5 -

Threonine -  102.7 -

GABA 323.8  542.8 106.6

Proline  71.2  204.5  39.8

Aspartic acid  75.1   46.4  23.4

Methionine -   15.2 -

Glutamic acid 135.1  316.1  66.0

Phenylalanine   5.2   45.4 -

Histidine  47.3   85.7 -

Tyrosine  44.6   68.7  12.0

Total free amino acid 906.6 1923.0 332.6

Table 4. Free amino acid contents of Cattail pollens                                     (mg%)

mg%, 좀부들이 907 mg%  큰부들이 333 mg%

로서 품종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고 유리아미

노산의 조성은 모든 품종에서 GABA, alanine, 

glutamic acid, proline의 순으로 나타났다.

  숙취해소, 불안감 해소, 고 압강하, 인슐린효

과의 증 , 식욕감퇴  우울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GABA의 함량이 높게 나타남으

로 특징 인 결과를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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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리당 함량

  부들 화분의 유리당 함량은 Table 5와 같다. 

큰부들이 7.7%, 애기부들이 4.1%, 좀부들이 3.5%

순이었으며 유리당의 조성은 품종 간에 큰 차이

가 있어 큰부들은 sucrose의 함량이 매우 높았고 

좀부들과 애기부들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애기부들 화분의 유리당은 fructose, maltose, 

glucose순이었고 좀부들은 fructose, glucose순이

었으며 큰부들은 sucrose, fructose, glucose순이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화분 에 존재하는 가수

분해 효소의 활성에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김 등(26)의 연구에서 화분의 유리당 함량은 

fructose, glucose, sucrose순으로 나타난 것과 비

교하면 부들의 종류에 따른 포황의 유리당 함량

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pecies Glucose Fructose Sucrose Maltose Total sugar

T. orientalis 1.3 1.8 t t 3.5

T. augustata 0.1 3.4 t 0.6 4.1

T. latifolia 0.2 1.0 6.5 t 7.7

Table 5. Free sugar contents of Cattail pollens                                (% of fresh sample)

Fatty acid
Species

T. orientalis T. augustata T. latifolia

Plamitic acid (C16:0) 22.41 30.97 28.22

Stearic acid (C18:0)  1.58  1.86  1.57

Oleic acid (C18:1)  6.42  5.47  2.42

Linoleic acid (C18:2, n6) 36.92 47.83 48.47

Linolenic acid (C18:3, n3)  3.75  3.09  4.26

Arachidic acid (C20:0)  0.94  0.58  0.58

Eicosenoic acid (C20:1)  1.94  0.44  0.32

Eicosadienoic acid (C20:2) 14.76  4.82  9.14

Docosadienoic acid (C22:2)  3.09  0.92  1.97

EPA (C22:5, n3)  2.32  1.21  1.36

Table 6. Fatty acid composition in Cattail pollens                             (% of crude lipid)

4) 지방산 조성

  지방산 조성은 Table 6과 같다. 지방산 조성은 

linoleic acid가 36.9-48.5%로써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palmitic, oleic, linolenic acid 순으로써 품종

간에 큰 차이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docosadienoic, 

eicosaenoic, eicosadienoic acid는 품종 간에 차이

가 크게 나타났고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67.2- 

76.0%로서 매우 높았다.

  김 등(26)의 연구에서와 같이 linoleic acid가 

28.6%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며, 불포화지방산에 있어서도 69.1%

로써 근사한 결과를 보 다.

5) 무기물 함량

  부들 품종에 따른 화분의 무기물 함량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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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무기질은 K, Mg, Ca, Na 순이었으며, 품종 간

에 큰 차이가 없었고 Mn은 0.2-14.4 mg% 로서 

좀부들이 가장 높았고 애기부들이 가장 낮았다. 

애기부들 화분의 무기물 함량은 칼륨이 354.0 

㎎%으로서 가장 높았고 마그네슘과 칼슘이 각각 

73.3 ㎎%, 46.3 ㎎%이었으며 기타의 무기질의 

함량은 매우 낮았다.

  김 등(26)의 연구에 의하면 무기질 조성에서 

K 661.2 ㎎%, P 331.9 ㎎%, Mg 102.4 ㎎%, Ca 

62.4 ㎎%의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K의 함

량이 높은 특징을 알 수 있었다.

6) Flavonoid 정량 

  포황 에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은 주로 화분

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화분의 생리

활성으로는 지 작용, 암 이 억제작용, 항산화

작용, 확장 효과, 진정효과, 심장  확장제

의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Quercetin, 

isorhamnetin, rutin과 같은 flavonoid가 이와 같

Element
Species

T. orientalis T. augustata T. latifolia

Ca  48.6  47.4  45.0

K 354.0 478.0 492.0

Mg  51.6  54.6  54.4

Mn  14.4   0.2   9.9

Na  10.1  20.4  11.4

Zn   0.1   0.4   0.3

Table 7. Mineral contents in Cattail pollens                                               (mg %) 

Type of cattail pollen Rutin Quercetin

Pulverized cattail pollen 14.7 185.7

Unpulverized cattail pollen 9.4 169.3

Table 8. Flavonoid content of Cattail pollens                                          (mg/ 100g)

은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 져 있으므로 분쇄하

지 않은 포황과 미세 분쇄한 포황의 flavonoid  

함량을 알아보기 하여 HPLC로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포황 의 flavonoid는 quercetin

이 169-186 mg%로서 부분을 차지하 고 rutin

이 9.4-14.7 mg%이었다. 화분은 단단한 세포벽

으로 둘러 싸여 있기 때문에 내용물의 추출을 용

이하게 하기 하여 미세 분쇄하여 flavonoid 함

량을 측정한 결과 미처리한 포황에 비하여 rutin

은 60%정도, quercetin은 10%정도 증가하 다. 

이는 포황을 미세 분쇄함으로서 화분의 입자의 

세포벽이 괴됨으로써 내부에 있던 flavonoid가 

쉽게 추출되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Quercetin은 식품 속에 존재하는 flavonoid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순환기 질환의 

방, 항염증작용, 항암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27) quercetin이 포황에 다량 함유되

어 있는 것으로 보아 기능성 식품으로 좋은 소재

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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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실험

1) DPPH radical 소거효과

  DPPH는 비교  안정한 radical 로서 아스코르

빈산, 토코페롤, 방향족 아민류, polyphenol류에 

의해 환원되어 짙은 자색이 탈색되는 정도에 따

라서 항산화물질의 자 공여능을 측정할 때 유

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8). 포황을 4주간 

식이한 rats의 청에서 DPPH free radical에 

한 소거효과를 측정하여 Fig. 1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

Fig. 1. Effects of Cattail pollen o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n rat's serum.

  조구에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22%내외의 

소거활성을 유지하여 거의 변화가 없었다. 포황 

분말 투여군과 포황 열수추출물 투여군은 1주후

부터 활성을 나타내어 각각 28.2%, 33.4%, 34.1%, 

35.2%  30.1%, 36.5%, 37.5%, 36.8%이었다. 즉 

control과 비교하면 포황 분말 식이군에서는 1.5

배 이상의 free radical에 한 소거효과가 유의

으로 나타났다.  20 ppm 농도의 BHT 조

군은 54%내외의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보 는

데 포황 섭취군은 BHT 조군에 비하여 62%정

도의 소거효과가 있었다. 

  김 등(29)은 넙치치어의 양식  건강 증진  

생육 진을 하여 활성산소를 해시키는 효과

가 있는 spirulina와 astaxanthin을 사료에 각각 

0.5%씩 첨가하여 6주간 식이하고 in vivo실험으

로써 넙치의 간장에서 청을 분리하여 DPPH 

free radical에 한 소거효과를 측정하 는데 

control에서 41.7%, 0.5% astaxanthin 식이군에서

는 41.7, 0.5% spirulina 투여군에서는 53.9%의 

결과를 얻었다. astaxanthin을 첨가한사료의 free 

radical 소거효과는 59.4%이었고 spirulina 첨가군

은 37.0%이었으나 오히려 astaxanthin 식이군은 

control과 비교하여 유의 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생리활성 물질에 따라 체내 축  농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2) Total cholesterol 함량

  포황을 5% 사료에 섞거나 열수 추출하여 음수

에 5% 되도록 가해 4주간 먹이면서 경시별로 

청 의 total cholesterol 수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정상군은 1주째 39±2.5, 2

주째 41±1.4, 3주째 43±2.3, 4주째 43±3.5의 결과

로 나타나 주별 경과에 따라 콜 스테롤 수치가 

상승하 고 실험군인 열수 추출물 식이군에서는 

1주째 32±2.1, 2주째 28±1.3, 3주째 25±1.9, 4주째 

21±1.8로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열수 

추출물 식이군과 포황 첨가군 간에는 유의 인차

가 없었으나 두군 모두 total cholesterol이 감소

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포황의 첨가는  total 

cholesterol 수치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chigo(30)는 화분에는 당질, 단백질, 식물성 

sterols, 효소, 호르몬과 미지의 유효물질 다량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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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되어 있어 고지 증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 등(31)은 고지방식이와 함께 송화분을 첨가

하여 6주간 사육한 흰쥐에서 청 의 total 

cholesterol 함량을 분석한 결과에서 고지방식이 

투여군에서는 91.8 mg/dL, 송화분을 함께 투여

한 군에서는 84.2 mg/dL의 결과를 얻어 송화분

의  total cholesterol 감소효과를 확인하 다. 

  식품의 성분 에서 장 콜 스테롤 농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는 지방, 콜 스테롤, 포화지

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의 비, 섬유질, 단백질  

총열량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 포황의 성분  지

방산은 불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높으므로 콜 스

테롤의 수치를 낮출 수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3) 포황이 당에 미치는 향

  일반 으로 STZ의 투여는 insulin을 만드는 췌

장의 β-세포를 특이 으로 괴함으로써 인슐린 

의존성 당뇨를 형성하여 당질 사 이상과 체 단

백  지질의 이화상승으로 체 감소 등의 결과로 

나타나 나쁜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Streptozotocin(50 mg/kg, 복강주사)으로 당뇨

를 유발 시킨 뒤, 포황을 먹여 사육한 rats의 

청에서 자동 생화학 분석기를 이용하여 당을 

실험한 결과는 Fig. 3과 같았다. 시험한 결과 5% 

포황의 첨가는 STZ-유발 당뇨쥐의 액 의 

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포황의 열수

추출물과 5%의 포황 식이군 간에는 유의 인차

가 없었다.

  이 등(31)은 고지방식이를 투여한 흰쥐에서 

청 의 glucose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 고지방식

이군에서는 229.7 mg/dL, 송화분 투여군에서는 

175.1 mg/dL의 결과를 얻어 송화분이 청 의 

glucose의 농도를 낮추는 것을 확인하 다.

Fig. 2. Effects of Cattail pollen supplementation 

on serum total cholesterol in rats.

Fig. 3. Effects of Cattail pollen on fasting blood 

glucose in streptozotocin exposed rats.

  포황에는 다량의 quercetin이 존재하는데 Vessal 

등(33)과 Mahesh 등(34)은 quercetin이 항 당뇨

작용에 있어 우수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 유의 인 결과가 나타난 것으

로 미루어 볼 때 quercetin의 항 당뇨작용에 의

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stretozotocin에 의한 산

화  손상을 받지 않은 β-세포가 포황에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에 의하여 자극을 받음으로써 인슐

린의 분비량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론된다(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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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요 

  포황을 기능성 식품의 소재로 이용하기 한 

가능성을 검토하기 하여 일반 성분, 유리 당, 

유리 아미노산, 지방산 조성, flavonoid 등을 분석

하고  생리활성을 측정하 다. 포황의 일반성분

은 수분 12.7-13.2%, 조단백질  15.7-17.8%, 조지

방 1.3%, 유리당 7.5-7.7%, 조섬유 14.7-18.6%,  

회분 3.4-4.9%, 가용성 무질소물 49.7-55.9%이었

다.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애기부들이 1.923 %, 

좀 부들이 0.907 %, 큰 부들이 0.333 %로서 품

종 간에 큰 차이를 나타내었고 그 조성은 모든 

품종이 GABA alanine, glutamic acid, proline의 

순이었다. 면역 활성을 높여주고 압강하 활성

이 높다고 알려진 GABA함량이 50% 이상을 

하고 있어 매우 유용한 기능성 식품 소재로 단

된다.  지방산 조성은 linoleic, palmitic acid, oleic 

acid, linolenic acid 순으로서 품종 간에 큰 차이

가 없었고 불포화 지방산의 비율이 67.2-76.0%로

서 매우 높았다. 무기질 함량은 K이 0.354-0.492 

% 으로서 가장 높았으며 Mg 0.0516-0.0546 %, 

Ca 0.045-0.0486 %, Na 0.0101-0.0204 % 이었다.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포황 의 flavonoid는 

quercetin이 0.169-0.186 %로서 부분을 차지하

고 rutin이 0.0094-0.0147 %이었다.  SD계 rats

에 4주간 포황과 그 추출물을 식이하면서 rats의 

청에서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알아 본 결

과 소거활성 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고,  

cholesterol 함량을 낮추어 주는 효과와  

glucose 함량을 낮추어 주는 결과로 보아 고지

증의 방과 당뇨병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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