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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pimedium koreanum Nakai is a wild herb commonly consumed in South Korea due to its beneficial health effects. 
In the present study, the antimutagenic and immunoactivities of extracts from E. koreanum Nakai containing different 
icariin quantities were investigated for food use. In the Ames test, both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s were found 
not to have a mutagenic effect on Salmonella typhimurium TA98 and TA100, respectively. The E. koreanum Nakai 
extracts showed over 80 and 90% antimutagenic effects on benzo(α)pyrene (B(a)P) in S. typhimurium TA98 and 
TA100, respectively. Moreover, all the extracts showed over 70% antimutagenicity on S. typhimurium TA98 and 
TA100 against 4-nitroquinoline-1-oxide (4NQO). The E. koreanum Nakai extract with ethanol showed strong 
antimutagenic activity, higher than that of the water extract and the sequenced KE9412, KE9408, and KE9405. 
In the immunomodulating activity test, the effect of E. koreanum Nakai on the B (Rhamos) and T (Jukat) cells 
were investigated. The immunoactivity results showed that the growth and viability of the B and T cells increased 
and were activated more in KE9405 (1.8 times), KE9408 (1.6 times), and KE9412 (1.32 times) in the water extracts, 
and least in KE9412 (1.74 times), KE9408 (1.52 times), and KE9405 (1.4 times) in the ethanol extracts. In the 
case of both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s (500 μg/mL) from E. koreanum Nakai, the highest cell number of 
the human B (Rhamos) and T (Jukat) cells was observed on day 4 in KE9405 and KE9412, and on day 5 in 
KE9408.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the development of E. koreanum Nakai as a food material is recom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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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삼지구엽초(Epimedium koreanium Nakai)는 매자나무과

(Berberidaceae) 삼지구엽초속(Epimedium L)의 다년생 천

근성 초본으로 온대지방에 약 20여종이 분포하며 우리나라

에는 Epimedium koreanum Nakai 종이 있으며 주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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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중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자생하고 있다. 초장은 30 cm

내외로 줄기의 가지가 세 개로 1가지에 3개의 잎이 달려

삼지구엽(三指九葉)초라 하며 잎은 잎자루가 길고 난형이

고 끝이 뽀족하며 밑 부분이 심장형으로서 가장자리에 털

같은 잔 톱니가 있다. 꽃은 황백색으로 4~5월에 총상화서로

아래를 향해 피는데 그 모양이 밑을 향한 배의 닻 모양과

같아 닻풀 이라고도 한다. 꽃받침은 8개이고 꽃잎은 4개이

며 1개의 암술과 4개의 수술이 있다(1). 열매는 6월에 결실

하게 되는데 1 삭과당 3~1개의 작은 종자가 있으며 지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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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지표면에서 10 cm 내외의 깊이에 분포하며 구불구불

옆으로 뻗으며 잔뿌리가 많다. 용도로는 관상용, 약용으로

쓰이고 관상초 및 한방과 민간에서 잎과 줄기 및 전초, 강장

이뇨, 창종, 생목, 장근골, 건망증, 음위 및 강정 등에 약재로

쓰이고 있다(2).

삼지구엽초의 주성분은 flavonoid인 icariin(3,4), quercetin,

anhydroicaritin-3-O-α-rhamnoside, n-alkanes, phytosterols,

phytosteryl glucosides, epimedoside C, epimedoside, icariside

A1, maltol, salidroside, epimedin I, icaritin-3-O-α- rhamnoside,

ikarisoside A-F 등이 분리 보고(5,6)되었다. 이중 icariin은

삼지구엽초의 주요 약효성분으로 고혈압과 간독성을 억제

한다는 보고(7)가 있으며, flavonoid glycoside인 epimedin

A, B 및 C가 추가로 보고(8)되었다. 또한 말초혈관을 확장

시켜 지속성이 뚜렷한 혈압강하작용을 나타내며 항이뇨작

용이 있다(9). 삼지구엽초에 대한 연구로는 잎과 생육 특성

을 비교한 것(10), 일부지역에서의 자생지 식생 및 환경

특성 조사(12,13), 일부 생약성분의 구명(14) 등이 있다. 식

품분야에서는 항산화제라면 유지의 산화억제 혹은 지연이

라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근래에는 산화억제

혹은 지연기능이 생체 내에서도 발현될 수 있음이 알려지면

서 여러 가지 생리적 장애를 억제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5).

최근 국민소득이의 향상과 환경의 악화 등 사회적 변화

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고조되면서 각종 건강보조식

품이 개발되고 그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14).

그 중에서도 삼지구엽초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용성

이 높은 식물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는 삼지구엽초에 대하

여 과학적으로 주로 연구된 바 없으며 다만 한방에서 약채

첨가물로서 일부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삼지구엽

초는 항산화, 항암, 간기능 증진, 고협압 억제효과 등 생리활

성이 높아 활용성이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주성

분인 icariin 함량 차이가 주원인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나

(9), 삼지구엽초의 항돌연변이 및 면역활성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삼지구엽초를 기능

성식품 소재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주성분인 icariin 함량에

따른 삼지구엽초 추출물의 항돌연변이 및 면역활성을 검토

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 료

본 실험에 사용한 삼지구엽초(Epimedium koreanium

Nakai)는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 재배되고 있는 삼지구엽

초를 icariin 함량의 차이에 따라 KE9405(icariin 함량

0.20%), KE9408(icariin 함량 0.40%)와 KE9412(icariin 함량

0.59%) 품종을 제공받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15).

추 출

삼지구엽초의 뿌리, 줄기, 잎 중 뿌리와 줄기는 증류수로

2-3차례 수세한 다음 음건하였고, 잘게 세절하였다. 이들

시료를 일정량 취하여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10배의 증류

수를 사용하여 열수추출에서는 90℃에서 7시간 동안 2회

환류 추출하였고, 에탄올 추출은 70% 에탄올을 첨가하여

50℃에서 3시간동안 2회 환류 추출한 다음 No. 2 여과지로

각각 여과하였다. 여과액을 감압농축기를 사용하여 농축

후 동결건조기로 건조시킨 다음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돌연변이원성 및 항돌연변이원성 실험

변이원성 및 항돌연변이원성 실험에 사용한 균주

Salmonella typhimurium TA98과 TA100은 한국생명공학연

구원 유전자은행으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변이원성

및 항돌연변이 원성 실험은 Ames test를 개량한 preincubation

mutagenicity 방법(16)으로 실시하였다. 건열 멸균시킨 glass

cap tube에 각각의 삼지구엽초 추출물 50 μL씩 가하고, TA

culture 배지에서 하룻밤 배양된 균주 100 μL를 가한 다음

0.2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4)로 전체량이 700

μL가 되도록 하였다. Histidine/biotin이 첨가된 top agar를

2 mL씩 각 tube에 붓고 3초간 vortex하고 minimal glucose

agar plate 상에 도말하고 평판 고화시켜 37℃에서 48시간

배양하여 생긴 복귀돌연변이(his
+

revertant colony) 수를 측

정하여 돌연변이원성의 유무를 판정하였다. 항 돌연변이

실험에 사용된 발암물질은 B(a)P 및 4NQO를 사용하였다.

미리 건열 멸균시킨 glass cap tube에 icariin 50 μL를 첨가한

다음 하룻밤 배양된 균주를 100 μL씩 주입한 후, 0.2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4)로 전체량이 700 μL가 되도

록 하였다. 이것을 20분간 preincubation한 다음 histidine/

biotin이 첨가된 45℃의 top agar를 2 mL씩 각 tube에 붓고

minimal glucose agar plate 상에 도말하고 평판 고화시켜

37℃에서 48시간 배양하여 생긴복귀돌연변이 수를 측정하

여 돌연변이원성의 유무를 판정하였다. 돌연변이 억제효과

의 정도(inhibition rate)는 아래의 식에 의하여 계산하였으

며, 대조구로는 삼지구엽초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dimethyl sulfoxide (DMSO)를 사용하여 균 생육억제 유무를

판정하였다.

Inhibition rate (%)＝[(a－b) / (a－c)]×100

여기서 a는 돌연변이원에 의하여 유도된 복귀돌연변이

의 수, b는 시료를 처리하였을때의복귀돌연변이의 수이며,

c는 돌연변이원과 시료가 없을 경우의 자연복귀돌연변이

의 수이다.

MTT assay에 의한 면역활성

본 실험에 사용한 면역 증진 효과 검증세포는 인간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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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인 T-cell (Molt-4)과 B-cell (Rhamos)을 이용하여 검증

하였다. 삼지구엽초 추출물의 면역 증진 효과는 3-[4,5-

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Sigma, St Louis, MD, USA) assay(17, 18)와 24 well plate에

세포를 2.0×10
4

cells/mL의 농도로 조절한 후시료를투여하

여 8일 동안 배양시키며 매일매일 각 well의 cell을

hemacytometer로 세포수를 측정하여 생육증강도를 측정하

는두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MTT assay는 세포의 생육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살아있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내의

dehydrogenase에 의해 황색 수용성 물질인 MTT로부터

purple formazan이 생성되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이를 위해

각 세포주는 4×104 cells/mL의 농도로 조절하고 96 well

plate에 cell을 100 μL씩분주한후 37℃, 5%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 후, 시료를 농도별로 20 μL씩 첨가하여 2-3일

동안 다시 배양하였다. 배양완료후 PBS에 2 mg/mL 농도의

용해시켜 제조한 MTT용액을 각 well에 10 μL씩 가하고,

37℃, 5% CO2 배양기에서 4시간 후 MTT가 환원되도록

하였다. 시약이 포함된 배지를 제거하고 각 well에 dimethyl

sulfoxide (DMSO) 150 μL를 첨가하여 생성된 formazan 결

정을 용해시켜 ELISA microplate reader(EL×808, Bio-teck
Ⓡ

Inc., Highland Park, St Louis, MD, USA)를 이용, 54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 of control =
시료처리구의 흡광도

× 100
control 흡광도

통계처리

모든 측정값은 3회 이상 반복 실험한 결과의 평균값과

표준편차 (mean±SD)로 표시하였고, 각 실험군간의통계학

적 분석은 SAS(ver. 12.0, Statistical Analysis System,

Milwaukee, WI, USA)를 이용하였다. 각 군 간의 측정치

비교는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사용하

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돌연변이원성 및 항돌연변이원성 실험

Salmonella typhimurium TA98과 TA100을 이용하여

Ames test를 수행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음성대조군의

복귀 돌연변이 집락수는 TA98 균주에서 열수 추출물에서

icariin 함량에 따른 삼지구엽초 추출물 KE9405 14.0 μL/mL,

KE9412 12.5 μL/mL, KE9408 10.7 μL/mL의 순이고,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KE9412 13.0 μL/mL, KE9408 12.0 μL/mL,

KE9405 10.0 μL/mL의 순으로 Spontaneous 14.6 μL/mL과

큰 차이가 없었다. TA100 균주에서도 열수 추출물 KE9408

은 301.5 μL/mL, KE9412 288.2 μL/mL, KE9405 287.0 μ

L/mL, 에탄올 추출물 KE9405 291.5 μL/mL, KE9408 287.7

μL/mL, KE9412 288.0 μL/mL로 나타나 Spontaneous 293.3

μL/mL과 비교하여 TA98 균주에서와 마찬가지로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icariin 함량에 따른 삼지구엽초

추출물은 TA98 및 TA100 균주 모두에서 집락수가 음성대

조군에 비하여 농도 변화에 따른집락수의 큰 변화를 나타

내지 않으므로 돌연변이원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Table 1. Mutagenicity of Epimedium koreanum Nakai extract
against Salmonella typhimurium TA98 and TA100.

Samples Concentration (μL/mL)
1)

Strains TA98 TA100

Spontaneous 14.6±2.6a 293.3±12.1a

Water extract

KE9405 14.0±2.1
a

287.0±18.4
a

KE9408 10.7±1.5
a

301.5±21.7
a

KE9412 12.5±1.3a 288.2±13.8a

Ethanol extract

KE9405 10.0±2.2a 291.5±14.2a

KE9408 12.0±1.3
a

287.7±22.3
a

KE9412 13.0±2.1
a

288.0±19.1
a

1)
The data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determinations (p<0.05).

항돌연변이원성 실험은 microsomal enzyme의 대사활성

에 의해서만 돌연변이원성을 나타내는 간접변이원으로서

실제로 식품을 통해 흡수될 수 있는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인 benzo(α)pyrene (B(α)P)을 사용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S. typhimurium TA98에 대한 열수 추출물과 에탄

올 추출물의 항돌연변이원성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열수

추출물에서 KE9405와 KE9408이 시료 농도 500 μL/mL에

서 inhibition이 80%이상을 나타냈으며, 시료농도 1000 μ

L/mL에서는 KE9405, KE9408, KE9412 모두에서 90%이상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Fig. 1A).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KE9408과 KE9412가 시료 농도 750 μL/mL에서 약 80%

정도의 항돌연변이를 나타내었고 시료농도 1000 μL/mL에

서는 KE9405, KE9408, KE9412 모두에서 열수 추출물과

마찬가지로 저해율이 90% 이상을 나타냈으며(Fig. 1B), 열

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시료 농도가 증가할수록

돌연변이 억제율(%)이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S. typhimurium

TA100에 대한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항돌연변이

원성은 Fig. 2에 나타내었다. 열수 추출물에서는 시료농도

750 μL/mL에서 KE9408과 KE9412에서 돌연변이 억제율이

약 80%로 나타났으며, 1000 μL/mL에서는 KE9405,

KE9408, KE9412 모두에서 90% 이상으로 icariin 함량이

많은 시료가 더 높은 억제율을 나타내었다(Fig.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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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antimutagenic effects of water extracts(A) and ethanol
extracts(B) from Epimedium koreanum Nakai against B(a)P induced
Salmonella typhimurium TA98.

(◆ : KE9405, ■ : KE9408, ▲ : KE9412).

Fig. 2. The antimutagenic effects of water extracts(A) and ethanol
extracts(B) from Epimedium koreanum Nakai against B(a)P induced
Salmonella typhimurium TA100.

(◆ : KE9405, ■ : KE9408, ▲ : KE9412).

Fig. 3. The antimutagenic effects of water extracts(A) and ethanol
extracts(B) from Epimedium koreanum Nakai against 4NQO
induces Salmonella typhimurium TA98.

(◆ : KE9405, ■ : KE9408, ▲ : KE9412).

Fig. 4. The antimutagenic effects of water extracts(A) and ethanol
extracts(B) from Epimedium koreanum Nakai against 4NQO
induced Salmonella typhimurium TA100.

(◆ : KE9405, ■ : KE9408, ▲ : KE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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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시료농도 750 μL/mL에서 KE9405,

KE9408, KE9412 모두 70% 이상의 억제율을 보였고, 1000

μL/mL에서는 각 시료 모두 95%이상의 높은 억제율을 나타

내었다(Fig. 2B).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시료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억제율(%)도 증가하였으며 열수 추

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항돌연변이 효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항돌연변이 효과는 두 추출물 사이에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않았다. 지금까지 세균시험계를 사용하여 삼지구엽

초의 항돌연변이 효과를 연구한 보문은 전무한 실정이며,

Ames test를 사용한 본 저자의 연구에 의해 처음으로 삼지

구엽초의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강하게 나타내는 항돌연변

이 물질이 icariin이라는 것을 확인할수 있었다. 삼지구엽초

추출물로 강력한 발암물질인 4-Nitroquinoline-1-oxide

(4NQO)를 사용하여 각각의 농도에 따른 항돌연변이원성

억제효과를 검토하였다. S. typhimurium TA98에 대한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항돌연변이원성은 Fig. 3에 나타

내었다. 열수 추출물에서는 시료농도 750 μL/mL에서

KE9408과 KE9412에서 70%의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

냈으며, 1000 μL/mL에서는 모두 85% 이상의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3A).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시료농도 500

μL/mL에서 KE9405, KE9408, KE9412 모두 항돌연변이 억

제율이 65% 이상을 나타내었고, 시료농도 1000 μL/mL에서

는 KE9405, KE9408, KE9412 모두에서 80% 이상의 억제효

과를 보이고 있으며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시료농도가 증가할수록 돌연변이 억제효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3B). S. typhimurium TA100에 대한 열수 추출

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항돌연변이원성은 Fig. 4에 나타내었

다.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시료 농도 1000 μ

L/mL에서 돌연변이 저해율이 85%이상으로 나타냈으며

(Fig. 4), 열수 추출물보다 에탄올 추출물의 돌연변이 억제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났다.

삼지구엽초의 항돌연변이원성을 알아본 결과, B(α)P나

4NQO에서 전반적으로 TA98과 TA100 균주 모두에서 항돌

연변이원성 활성이 높았다. 따라서 삼지구엽초 추출물의

icariin은 간접변이원의 활성화에 관여하는 최종 변이원 물

질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리라 추정되는 항변이원 물질이외

에도 직접변이원이 직접 DNA에 결합하여 유전적 변이원

을 일으키는 것을 차단하는 작용을 하는 항변이원성 물질인

것으로 사료된다. Lee (19)는 냉이, 민들레, 수리취, 질경이

등 11종의 산채류 생즙에 대하여 돌연변이 억제율을 조사

한 결과, 부추, 민들레, 냉이, 수리취, 씀바귀, 삼지구엽초

그리고 질경이가 B(a)P, 4NQO에 의해 유발된 변이원성에

대해 억제활성이 가장 컸다고 보고하였으며, Ito 등(20)은

양파, 가지, 호박 그리고 양배추의 생즙및 가열즙이 7,12-di-

methylbenzo(a)anthracene (DMBA)에 의해 유발된 돌연변

이원성을 억제하는 활성을갖고 있으며 이것은 양파나 가지

에 존재하는 SH 화합물이 glutathione transferase의 활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라고 보고하였다(21). Tognolini 등(22)

은 삼지구엽초(Epimedium koreanium Nakai)는 icariin,

epimedoside A 및 quercetin 등과 같은 생리활성 물질은 함유

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는데, 삼지구엽초가 나타내는 항

돌연변이 효과는 주요성분인 icariin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이전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icariin

뿐만 아니라, epimedoside 계열 및 quercetin이 세포계 및

동물실험에서 항돌연변이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있

다(23-27). 또한 다른 많은 연구결과에서 이들 화합물이 항

산화효과를 유발 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어 있다

(28-31).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삼지구엽초는 S. typhimurium

strain TA98 및 TA100에 대한 돌연변이를 유발하지 않으며,

이러한 Ames test 결과 안전한 식품소재라할수 있다. 아울

러 삼지구엽초가 항돌연변이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이러

한 안전성과 건강기능성을 활용한 식품소재로서 효용 가치

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MTT assay에 의한 면역활성

인간의 면역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인

B cell과 T cell에 대하여 면역증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역세포의 생육 촉진 효과를 생육도를통하여측정하였으

며,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에 의한 추출물의 B cell (Rhamos)

의 생육촉진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열수 추출물의

경우 시료농도 1000 μL/mL에서 KE9408 1.3배, KE9412 1.2

배, KE9405 1.0배의 순으로 생육촉진 활성을 나타냈으며

(Fig. 5A),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열수 추출물과 달리

KE9412 1.17배, KE9408 1.1배, KE9405 1.05배의 순으로

icariin 함량이 많을수록 생육촉진도 높게 나타났다(Fig.

5B). T cell (Jurkat)에 대한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생육촉진은 Fig. 6에 나타내었다. 열수 추출물의 생육촉진

활성은 KE9405, KE9408, KE9412의 순으로 대조군과 비교

하여 각각 1.84배, 1.6배, 1.53배의 활성을 나타내었고(Fig.

6A), 에탄올 추출물의 생육촉진은 열수 추출물의 생육촉진

과 반대로 KE9412 1.74배, KE9408 1.52배, KE9405 1.4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Fig. 6B), 에탄올 추출물보다 열수 추출

물의 생육촉진활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B cell과 T cell의

생육 활성도를 배양 시간별로 8일 동안 생 세포수를측정한

결과는 Fig. 7과 Fig. 8에 나타내었다. Icariin 함량에 따른

삼지구엽초의 생 세포수를측정한 결과 B cell과 T cell 모두

에서 KE9405는 4일째, KE9408은 5일째, KE9412는 4일째

생육이 최대로 나타났다(Fig. 7-8). 열수 추출물은 B cell과

T cell 모두에서 KE9405가 대조군에 비해 각각 2.27배, 1.72

배의 활성을 나타내었고, 에탄올 추출물은 KE9408에서 B

cell과 T cell에서 각각 1.65배, 1.34배를 나타내었다(Fig.

7-8). 생육촉진 실험과 생육활성 실험에서 에탄올 추출물보

다 열수 추출물의 활성이 더 높게측정되었으며, 이는 삼지

구엽초에 포함된 면역활성 기능이 있는 유용성분 물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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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ffect of the water extracts(A) and ethanol extracts(B)
from Epimedium koreanum Nakai on the growth of human B cell
(Rhamos).

(◯ : Control, ◆ : KE9405, ■ : KE9408, ▲ : KE9412).

Fig. 6. The effect of the water extracts(A) and ethanol extracts(B)
from Epimedium koreanum Nakai on the growth of human T cell
(Jurkat).

(◯ : Control, ◆ : KE9405, ■ : KE9408, ▲ : KE9412).

Fig. 7. The cell growth of human B cell (Rhamos) cell line of water
extracts(A) and ethanol extracts(B) (500 μg/mL) from Epimedium
koreanum Nakai.

(◯ : Control, ◆ : KE9405, ■ : KE9408, ▲ : KE9412).

Fig. 8. The cell growth of human T cell (Jukat) cell line of water
extracts(A) and ethanol extracts(B) (500 μg/mL) from Epimedium
koreanum Nakai.

(◯ : Control, ◆ : KE9405, ■ : KE9408, ▲ : KE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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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riin이 높은 온도에서 나오는 수용성 물질로 사료되어진

다. 또한 한약재로 상용되는 물질들의 면역활성과 삼지구

엽초 추출물을 비교해 보면 대조구에 비해 B cell과 T cell에

서 Kim 등(32)은 씀바귀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면역활성이 각각 1.5배, 1.2배, Hwang 등(33)는 참취 뿌리의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면역활성이 각각 1.3배,

1.1배라고 하였고, Ahn 등(34)은 숙지황 열수 추출물과 에

탄올 추출물의 면역활성이 각각 1.9배, 1.3배, Park 등(35)은

가시오가피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면역활성이

각각 1.7배, 1.4배라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의 시료인 삼

지구엽초 추출물의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면역활

성이 이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면역증진활

성의 확인은 삼지구엽초의 향후 식품산업에 있어서의 면역

증강 효능을 가진 삼지구엽초의 건강 기능성식품 개발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약용식물의 부가가치를

좀더 높이고, 이에 따른 수요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어진다.

요 약

예로부터 삼지구엽초는(Epimedium koreanum Nakai)는

한방에서 강장, 강정, 이뇨 등의 약재로 이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삼지구엽초의 주성분인 icariin의 함량에 따른

항돌연변이 및 면역활성을탐색하여 향후기능성 식품소재

로서 활용하고자 하였다. Ames test 결과, icariin 함량에

따른 삼지구엽초 추출물은 TA98 및 TA100 균주 모두에서

집락수가 음성대조군에 비하여 농도 변화에 따른집락수의

큰변화를 나타내지 않으므로 돌연변이원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변이균인 B(a)P 항돌연변이 실험에서는 열

수 및 에탄올 추출물이 각각 80% 그리고 90% 이상을 그리

고, 직접변이균인 4NQO 항돌연변이균에서는 70% 이상으

로 icariin 함량이 많은 순인 KE9412, KE9408, KE9405 순으

로 항돌연변이 억제효과를 각각 나타내었다. 인간면역세포

인 B와 T 세포를 이용한 면역활성 실험결과, 열수 추출물에

서는 icariin 함량이 적은 KE9405가 1.8배로 가장 높은 활성

을 나타냈으나,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열수 추출물과는 반

대로 icariin 함량이 많은 KE9412가 1.74배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하여, 삼지구엽초는

항돌연변이능과 면역활성 효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건강

기능성 식품 소재로의 효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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