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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천연물 유래 식물소재의 유용성 탐색의 일환으로 자생하는 실새삼을 열수로 추출하여 몇 가지 
이화학적 추출특성과 기능성분 함량 및 생리활성을 측정하였다. 실새삼 중 납, 카드뮴 및 비소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수은은 0.0004ppm으로 허용 기준치 이내의 함량으로 검출되었고, 추출수율은 23.45%, gallic 
acid에 대응되는 총페놀함량과 naringin에 대응되는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699.8과 373.8 mg/100g
으로 측정되었다. 실새삼 추출물에서 28종의 유리 아미노산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anserine과 sarcosine의 
함량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실새삼 추출물과 ascorbic acid의 생리활성을 비교한 결과 추출물의 총환원
력, 전자공여능 및 철환원력은 각각 ascorbic acid의 88%, 56% 및 40%의 크기에 해당하였다. pH 1.5에서 
실새삼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ascorbic acid의 78%의 활성을 보였으며, 들기름에 대한 항산화지수
는 ascorbic acid의 약 5배에 해당하는 우수한 산화억제 효과를 보여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였
다.

주제어 : 실새삼, 추출특성, 생리활성, 항산화활성, 아질삼염 소거능

  Abstract : To investigate the usefulness of natural plants,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functional 
components and physiological activities of dodder(Cuscuta australis R.Brown) were experimented. The 
extraction of dodder was carried out at 60℃ in shaking bath with 10 times of distilled water for three 
hours. Harmful metals such as lead, cadmium and arsenic were not detected, but the content of 
mercury from dodder was 0.0004ppm in acceptable standards. The extraction yield was 23.45%, total 
content of phenolics equivalent to gallic acid was 699.8 mg/100g and total content of flavonoid 
equivalent to naringin was 373.8 mg/100g. 28 kinds of free amino acids were detected with the 
contents of 252mg/100g in the dodder extract, and the contents of anserine and sarcosine were 
analysed highest in all amino acids. From the comparison of physiological activities of dodder extract 
with those of ascorbic acid, total reducing power, electron donating ability based on DPPH ra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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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avenging and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was equivalent to 88%, 56% and 40%, respectively, 
of ascorbic acid. The nitrite scavenging activity of dodder extract was 78% of ascorbic acid on pH 
1.5, but the antioxidant index of dodder on perilla oil was about 4 times greater than that of ascorbic 
acid.

Keywords : Dodder, Cuscuta australis R.Brown, Extraction characteristics, Physiological activity, 
Antioxidant activity, Nitrite scavenging ability

1. 서 론

  
  수많은 동․식물들이 각 종마다 다양한 성분과 
기능성을 가짐으로 해서 이로부터 유용성분의 구
명과 추출 및 이를 응용한 의료, 식품 및 화장품 
소재 등의 개발에 많은 노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각종 질병의 예방과 치료, 피부미백, 
노화의 억제 등에 활용 가능한 항산화 및 항노화 
활성에 대한 연구가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이미 합성물인 BHA(butylated hydroxy 
anisole), BHT(dibutyl hydroxy toluene), 
PG(propyl gallate) 및 TBHQ(tert-butyl 
hydroquinoline) 등 많은 항산화제는 그 효과와 
경제성에 있어서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일부 발암 유발성이나 열안정성 등의 취약성이 
있어 사용에 상당한 제약이 불가피하다[1]. 따라
서 인체 친화적이고 기능성이 우수한 천연물 유
래 항산화 물질의 탐색이 절실하다. 
  지속적인 확인과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천연물 
항산화 활성을 가진 물질로는 비타민 C인 아스코
르브산을 비롯하여 페놀성 화합물, 플라보노이드
류, 카르테노이드류, 토코페롤, 아미노산이나 펩
티드 등 많은 대상 물질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동․식물 중에 분포하고 있어서 그 함량의 대소나 
활성 발현효과의 정도 등을 탐색하기 위한 천연
물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학명이 Cuscuta australis R.Brown인 실새삼
(dodder)은 전국 각처의 양지바른 들녘이나 제방
의 풀밭 혹은 경작하는 밭 가장자리나 콩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란색 실처럼 생긴 덩굴성 일
년생 초본으로서 생약명으로는 토사, 노루, 호사, 
금사초 등으로 불린다. 
  그 종자를 토사자, 토사실, 황승자라고 하며, 
종자에서 발아하여 성장할 때 뿌리나 떡잎을 만
들지 않고 줄기만 길게 만들어 숙주에 기생하는 

기생식물(parasitic plant)이다. 숙주에 닿으면 기
생근을 만들어 영양분을 흡수하며, 점차 줄기의 
하부가 고사하여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되므로 
무근초(無根草)라고도 한다. 따라서 실새삼의 생
존환경은 기생하는 숙주의 종류에 의존하며, 실새
삼으로 말미암아 숙주식물(host plant)은 결국 고
사하기도 한다[2, 3].
  실새삼은 수지 배당체와 당류, 비타민 A류를 
함유하고, 특히 종자에는 나트륨, 칼슘, 아연, 망
간 등 광물질과 알칼로이드, 비타민 B1과 B2 등
이 함유되어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뼈를 튼튼하
게 하여 강정, 강장 및 해독의 효능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토혈, 혈변, 황달 치료에도 복
용하며, 창상에는 찧어서 외용하는 것으로 전해진
다[4]. 
  최근에는 여드름, 기미 및 피부 노화방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오미자, 구기
자, 복분자, 차전자(질경이과의 우설초)와 더불어 
5자 중 하나로 꼽을 만큼 약효가 특별한 천연보
약으로 취급되어 이에 대한 항산화 작용에 대한 
연구도 많이 시도되고 있다[5,6]. 
  근래의 연구로는 실새삼 흡기세포의 미세구조
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구조적 특징을 구명
한 바 있으며[7], Kim 등[8]은 실새삼의 광합성 
색소의 생합성 특성을 고찰하여 실새삼의 생태를 
검토하였다. Suk 등[9]은 여드름 원인균인 
Propionibacterium acnes 증식억제 효과를 검토
하여 여드름 개선 및 치료효과를 규명하고, 열수 
추출물의 Mushroom tyrosinase 활성억제 효과를 
고찰하였다. Chang과 Suk[6]은 실새삼 추출물이 
Clone M-3세포주의 멜라닌 생합성과 Tyrosin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과 세포독성 및 항산화 효과
를 보고하였다. Heriyanto와 Limantara[10]는 실
새삼의 주요 조성과 성분을 측정하여 보고하였고, 
Azad 등[11]은 실새삼의 총폴리페놀과 플라보노
이드 함량을 측정하고, DPPH radical 활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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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활성을 측정하여 보고한 바 있다. Folarin 
등[12]은 아세트아미노펜에 중독된 실험용 쥐에 
있어 실새삼 에탄올 추출물이 간보호 활성을 가
짐을 구명하였다. 
  식물 중 버드나무나 리마콩, 포플러나무 등은 
냄새를 맡고 동종간에 의사소통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새삼 또한 개체간의 냄새로 의
사소통을 하며 식물의 냄새를 맡고 숙주식물을 
찾아내는 식물임을 확인하고 그 경로를 구명[13]
하는 등 국내․외에 다수의 연구보고가 있다.  
  그러나 실새삼의 용매에 따른 추출성분과 추출
조건의 최적화 등 각종 추출특성이나 추출물의 
생리활성, 특히 항산화 활성 등에 대한 자료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하므로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생하는 실새삼을 채취
하여 열수 추출하고, 이화학적 특성을 측정하였으
며, 기능성분 함량 및 생리활성을 측정하여 천연
물 유래 식물소재로서의 유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자 하였다. 

2. 실 험

2.1. 재료 및 추출   

  실새삼은 덩굴상태로 숙주식물과 함께 채취한 
다음 이를 숙주로부터 분리하고, 흐르는 수돗물로 
충분히 세척한 후 45℃에서 45시간 열풍건조하고 
손으로 비벼 잘게 분쇄한 다음 원추사분법으로 
취하여 추출용 분쇄시료로 사용하였다. 삼각플라
스크에 분쇄 시료 80 g을 채취하고 증류수 800 
mL를 용매로 사용하여 60℃에서 3시간 항온 진
탕하여 추출물을 얻은 다음 No.2 여과지로 여과
하여 적갈색의 추출물 시료를 얻었다. 알루미늄 
호일접시에 추출물 일정량을 취하여 105℃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여 가용성 고형분 함량
을 측정하고, 분쇄 시료량에 대한 고형분 함량의 
백분율로 추출 수율을 결정하였다. 

2.2. 이화학적 특성

  실새삼과 그 추출물의 몇 가지 이화학적 특성
을 측정하였다. 먼저 실새삼 분쇄시료에 대하여 
일반성분과 중금속 함량을 측정하였고, 실새삼 추
출물의 당도와 염도, 유리아미노산의 함량, 방향
족 화합물의 함량, 페놀성화합물의 함량 및 플라
보노이드 함량 등 기능성분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2.2.1. 일반성분 및 중금속 함량 분석
  실새삼 분쇄시료 일정량을 취하여 수분, 조단
백질, 조지방 등 일반성분의 함량을 AOAC법
[14]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원자흡수분광광도계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AA- 
7000F, Shimadzu)를 사용하여 생약 시험법 중 
습식분해법으로 납, 카드뮴, 비소의 함량을 측정
하였으며, 수은분석기로 수은의 함량을 측정하였
다. 

  2.2.2. 당도 및 염도 측정
  실새삼 추출물의 당도는 굴절 당도계
(Master-M, Atago)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염
도는 염도계(SB-2000Pro, 기미상궁)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2.3. 유리아미노산 함량 측정
  실새삼 추출물을 동결건조기(FDU-1200, Eyler)
로 건조한 분말 30 mg에 6 M 염산 10 mL를 
가하여 110℃에서 가수분해 후 감압여과하고, 
pH 2.2의 citrate phosphate완충용액을 가하여 
10 mL로 정용한 후 아미노산자동분석기(S433, 
Sykam)를 사용하여 유리아미노산 함량을 측정하
였다. 

  2.2.3. 방향족 화합물 함량 측정
  추출물의 농도별 방향족 화합물 함량은 분광광
도계(V-570, Jasco)를 사용하여 파장 28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결정하였다.

  2.2.4. 페놀성 화합물 함량 측정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Folin-Denis법[15]을 약
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추출물 시
료 5 mL에 동량의 Folin-Ciocalteu시약을 가하
고 1분간 진탕혼합하여 3분간 방치한 다음 10%
농도의 탄산나트륨 용액 5 mL를 가하여 실온에
서 1시간 동안 정치반응시킨 다음 파장 720 nm
에서 흡광도 측정으로 구하였다.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를 사용하여 건조시료 100 g당 mg 
GAE (mg of gallic acid equivalent)로 나타내었
다. 

  2.2.5.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추출물 시료 1 mL에 디
에틸렌글리콜 10 mL와 1 N 수산화나트륨 1 mL
를 가하여 혼합하고, 이를 37℃에서 1시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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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 후 파장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16]. 이 때 표준물질로 naringin을 사용한 검량
선으로부터 건조시료 100 g당 mg NE(mg of 
naringin equivalent)로 계산하였다. 

2.3. 생리 활성

  실새삼 추출물의 생리활성으로 총환원력, 전자
공여능, 철환원력 및 유지산화 억제효과 등 몇 
가지 항산화 활성과 아질산염 소거능에 따른 항
암활성을 측정하였다. 각 항목의 활성측정에는 추
출물 중의 가용성 고형분 함량과 동일한 량의 
ascorbic acid를 대조구로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
와 비교하였으며, 모든 측정은 3회 반복하여 그 
평균값으로 결정하였다. 

  2.3.1. 총환원력 측정
  추출물 시료의 총환원력은 Yildirim등의 방법
[17]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였는데, 추출물 1 
mL와 pH 6.6의 완충용액 2.5 mL 및 1% 
potassium ferricyanide 2.5 mL를 혼합하고 50℃
에서 30분간 정치반응시켰다. 여기에 10% 
trichloroacetic acid 2.5 mL를 첨가하여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상등액 2 mL
를 취하고, 증류수 2 mL와 0.1% ferric chloride 
0.4 mL를 첨가한 다음 파장 70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여 추출물의 총환원력을 구하였다. 

  2.3.2. 전자공여능 측정
  추출물의 DPPH(α,α-diphenyl-β-picrylhy- 
drazyl) radical 소거에 따른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Burda와 Oleszek의 방
법[18]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추출물 2 mL에 
2 mL의 에탄올과 0.5 mM DPPH 용액 1 mL를 
가하여 빛이 차단된 상태의 상온에서 30분간 방
치, 반응한 다음 파장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추출물 시료 대신 2 mL의 에탄올을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대조구의 흡광도를 측
정하고, 시료 첨가구와 무첨가구에 대한 흡광도의 
백분율로 DPPH 라디칼 소거에 따른 전자공여능
을 계산하였다. 

EDA(%)=(1 - Abs of sample/Abs of 

reference)×100

 
  2.3.3. 철 환원력 측정
  산화와 환원반응에 따른 환원력을 이용하여 항
산화력을 측정하는 철환원력(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은 다음과 같이 
Benzie와 Strain법[19]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였
다. 10 mM의 TPTZ (2,4,6-tri(2-pyridyl)- 
1,3,5-triazine)용액과 20 mM의 염화제2철 용액 
및 pH 3.6의 0.3 M acetate 완충용액을 1:1:10
의 비율로 실험직전에 혼합하여 반응액을 조제하
고, 이 반응액과 추출물 시료를 동량비로 혼합하
여 4분간 교반한 다음 파장 593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여 철환원력을 구하였다. 이 때 검량선
은 황산철(II)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2.3.4. 유지산화 억제효과 측정
  들기름을 기질 유지로 사용하여 Rancimat 
(Rancimat 743, Metrohm)으로 AOM test를 실
시함으로써 유지의 산화에 대한 추출물의 산화억
제 효과를 측정하였다.  
  Measuring vessel에 60 mL의 초순수를 취하
고, reaction vessel에 들기름 3.0 g과 추출물 시
료 1 mL를  취한 다음 온도 120℃, 공기유속 20 
L/h의 시험조건에서 유지의 가속산화를 시켰다. 
산화의 진행에 따라 산화 생성물을 흡수하는 초
순수의 전기전도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시점까
지의 유도기간을 측정하고, 추출물을 첨가한 실험
구와 무첨가구의 유도기간의 비를 항산화지수로 
구하여 지수의 대소로부터 추출물의 유지산화 억
제효과를 구하였다. 

  2.3.5.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추출물 시료에 2배의 1 mM 아질산나트륨을 
가하고, pH 2의 0.1 M citrate 완충액을 사용하
여 반응용액의 pH를 1.5로 조정한 다음 반응액
의 부피를 10 mL로 정용하였다. 이 용액을 37℃
에서 1시간 정치 후 1 mL를 취하여 2 % 초산용
액 5 mL를 첨가한 후 0.4  mL의 Griess시약(1 
%의 sulfanilic acid 초산용액과 1 % 
naphthylamine 초산용액을 동량 혼합한 시약)을 
가한 다음 빛이 차단된 상태의 실온에서 15분간 
정치한 후 파장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20]. 동일한 방법으로 Griess시약 대신 추출용
매를 사용하여 공시험을 행하고, 추출물 시료 첨
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로부터 아질산염 소거
능을 구하였다. pH 4.0과 7.0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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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on 
yield (%)

Sugar
(Brix)

Salinity
(%)

Total phenolics content

(mg GAE1)/100g)

Total flavonoid content

(mg NE2)/100g)

23.45 2.8 0.28 699.8 373.8

1) Gallic acid equivalent
2) Naringin equivalent 

Table 1. Extraction yield, contents of total phenolics and total flavonoid of Dodder extract

3. 결과 및 고찰

3.1. 이화학적 추출특성

  3.1.1. 일반성분과 중금속 함량
  추출물을 얻기 이전에 실새삼 분쇄 분말시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일반성분은 수분 10.6%, 조단백
질 13.7%, 조지방 2.7%, 조회분 5.0%, 그리고 
탄수화물 68.0%의 조성으로 얻어졌다.
  중금속 함량을 측정한 결과 납과 카드뮴 및 비
소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수은은 0.0004 ppm의 
농도로 측정되었다. 수은의 잔류허용기준은 화장
품의 경우 1 ppm, 어패류의 경우 0.5 ppm, 심해
어류의 경우 1.0 ppm으로 설정[21]되어 있어서 
실새삼의 수은 함량은 허용기준치 이내의 함량으
로 충분한 안전성을 보였다.

  3.1.2. 수율, 당도 및 염도
  실새삼 추출물의 추출수율은 가용성 고형분의 
함량을 기준으로 23.45 %로 얻어졌으며(Table 
1), 추출물의 당도는 2.8 Brix였고, 염도는 0.28 
%로 측정되었다.

  3.1.3. 페놀성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페놀성 화합물은 자유라디칼이나 활성산소종에 
전자나 수소를 제공하여 라디칼에 의한 연쇄반응
을 종결하고 안정된 화합물로 전환시키므로 페놀
성 화합물의 함량은 생리활성과 관계가 있다. 실
새삼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과 플라보노이
드 함량의 측정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Gallic acid에 대응한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실새
삼 건조분말 100 g당 699.8 mg의 함량으로 측정
되어 삼채잎[22]의 2.77 mg GAE/g 보다는 높았
으나 와송의 결과[23]인 15.42 mg GAE/g에 비
하여 낮은 함량이었으며, naringin에 대응한 실새
삼 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373.8 
mg/100g 으로서 블랙 초크베리[24]의 quercetin

에 대응된 결과인 12.84 mg QE/g 보다 낮은 함
량이었으나 뽕나무[25]의 6.19 mg QE/g과는 유
사한 함량이었다.  

  3.1.4. 방향족 화합물의 함량
  추출물 원액을 20배까지 희석하여 흡광도로 나
타낸 방향족 화합물의 함량은 Fig. 1과 같이 희석 
배수에 반비례하여 4.231에서 3.535의 범위로 나
타났으며, Fig. 1에 추출물의 희석비에 따른 방향
족 화합물 함량의 추세선 방정식을 제시하였다.

  Fig. 1. Total aromatics contents change of   
Dodder extract with dilution ratio. 

  3.1.5. 유리아미노산 함량
  실새삼 열수 추출물의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Table 2와 같이 28종, 252.8 mg/100g의 함량으
로 나타났으며, 8종의 필수아미노산과 2종의 소
아용 필수아미노산이 검출되었다. 이들 함량은 흑
마늘의 제조 과정에 따른 유리아미노산의 함량인 
110.73~131.96 mg/100g보다 높게 나타났다[26].
  검출된 아미노산 중 anserine과 sarcosine의 함
량이 아주 높게 측정되었는데, anserine은 
carnosine과 함께 동물, 특히 토끼나 조류의 근육
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펩티드[27]로서 일반적으
로 식물 소재에서는 그 함량이 높지 않은데 실새
삼 추출물에서는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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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erine의 생리작용은 칼슘의 체내수송과 Ca2＋

-ATPase 작용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새삼의 종자를 토사자(菟絲子)라 하고, 민간에
서 강정, 강장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유
가 여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2. Contents of free amino acids in 
Dodder extract

Amino acids
Contents

mg/100g %
Phosphoserine 5.08 2.01 
Taurine 0.53 0.21 
Phospho ethanol amine 3.25 1.29 
Urea 6.71 2.65 
Aspartic acid 3.36 1.33 
Threonine 0.78 0.31 
Serine 3.67 1.45 
Glutamic acid 12.22 4.83 
Sarcosine 39.50 15.62 
Proline 6.53 2.58 
Glysine 1.37 0.54 
Alanine 8.46 3.35 
α-amino-n-butyric acid 1.22 0.48 
Valine 13.80 5.46 
Methionine 0.52 0.21 
Isoleucine 5.09 2.01 
Leucine 8.67 3.43 
Tyrosine 4.34 1.72 
Phenylalanine 3.85 1.52 
β-alanine 0.66 0.26 
β-amino isobutyric acid 0.27 0.11 
γ-amino-n-butyric acid 5.94 2.35 
Ethanol amine 1.50 0.59 
Orinithine 0.13 0.05 
Lysine 4.21 1.67 
Histidine 2.19 0.87 
Anserine 98.86 39.10 
Arginine 10.10 4.00 

Total 252.8 100

3.2. 생리활성

  총환원력은 자유라디칼의 분해로 가능하고 이 
때 흡광도가 변하므로 이를 측정하여 환원력의 
평가가 가능하다. 흡광도로 나타낸 실새삼 추출물
의 총환원력은 Table 3과 같이 나타났으며, 추출
물의 가용성분 함량과 동일한 농도의 ascorbic 
acid와 비교하여 약 88%의 크기로 평가되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에 기준하여 측정한 실새
삼 추출물의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은 Table 3과 같이 39.44%로 측정되어, 
대조구로 사용한 ascorbic acid의 전자공여능 
70.25%에 비하여 약 56%의 크기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실새삼 추출물의 철환원력은 0.76 mmol
로 측정되어 1.91 mmol로 측정된 ascorbic acid
에 비해 39.8%로 상당히 낮게 비교되었다(Table 
3). 
  기질로서 시판 식용유인 들기름을 사용하고, 
여기에 실새삼 추출물과 대조군으로 ascorbic 
acid를 첨가하여 추출물에 의한 들기름의 산화억
제 효과를 Rancimat test로 측정하여 그 결과를 
유도기간(induction period)으로 Table 3에 나타
내었다. 실새삼 추출물을 추가한 경우 유도기간이 
5.13시간으로서 ascorbic acid의 유도기간 0.99시
간에 비하여 상당히 긴 결과를 보였다. Rancimat 
test에 의한 항산화지수(antioxidant index)는 첨
가물이 첨가되지 않은 유지의 유도기간에 대한 
첨가물을 첨가한 유지의 유도기간의 비로 정의되
므로, Table 3에서와 같이 들기름 자체의 산화에 
대한 유도기간은 0.44시간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항산화지수를 구하면 실새삼 추출물을 첨가한 경
우 11.6으로 계산되어 2.25로 얻어진 ascorbic 
acid의 지수보다 5.15배에 해당하여 들기름 산화
에 대한 실새삼 추출물의 산화 억제효과가 아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3.3. 아질산염 소거능

  식품 특히 육제품의 발색과 결착성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아질산염을 아용하지만 이는 식품
의 저장과정이나 인체의 소화기관에서는 아민류
와 반응하여 암을 유발하는 전구체로 변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소화기관에서 아질산
염 소거능이 발현되면 암 유발 전구체 형성을 억
제하여 항암효과가 기대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
여 pH 변화에 따른 추출물과 ascorbic acid의 아
질산염 소거능(nitrite scavenging activity, NSA)
을 측정하여 Fig. 2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실새삼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높은 pH
에서는 낮았으나 인체의 위액의 산성과 유사한 
조건인 pH 1.5에서는 69.8%의 상당히 높은 소
거활성을 보였다. 그러나 추출물의 고형분 함량에 
대응되는 ascorbic acid의 소거능 89.95 %에 비
해서는 약 78 %의 활성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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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3. Comparison of physiological activities between Dodder extract and ascorbic acid

Assays Dodder extract Ascorbic acid1)

Total reducing power(Abs) 0.7673 0.8738
Electron donating ability(%) 39.44 70.25
FRAP(mmol Fe2+) 0.76 1.91
Rancimat test 0.442)

  Induction time(hr) 5.13 0.99

1) Concentration is equivalent to the soluble solid content of Dodder extract
2) The value is induction time of perilla oil oxidation without any addition 

  

  Fig. 2. Comparison of nitrite scavenging activity of dodder extract with ascorbic acid. 

         (DLC;Dodder extract, DLC_AA:ascorbic acid equivalent to soluble solid of extract) 

4. 결 론

  천연물 유래 식물소재의 유용성 탐색의 일환으
로 자생하는 실새삼을 열수로 추출하여 몇 가지 
이화학적 추출특성과 기능성분 함량 및 생리활성
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실새삼 중 수은은 0.0004 ppm의 함량으로 
허용 기준치 이내의 함량으로 검출되었으나 
납, 카드뮴 및 비소는 검출되지 않았다. 

  2. 추출수율은 23.45%, gallic acid에 대응되는 
총페놀함량과 naringin에 대응되는 총플라보
노이드 함량은 각각 699.8과 373.8 
mg/100g으로 측정되었다.

  3. 실새삼 추출물에서 28종, 252.8 mg/100g의 
유리아미노산이 검출되었으며, 이 중 
anserine과 sarcosine의 함량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4. 실새삼 추출물과 ascorbic acid의 생리활성
을 비교한 결과 추출물의 총환원력, 전자공
여능 및 철환원력은 각각 ascorbic acid의 
88%, 56% 및 40%의 크기에 해당하였다. 

  5. pH 1.5에서 실새삼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
거능은 ascorbic acid의 78%의 활성을 보였
으나 들기름에 대한 항산화지수는 ascorbic 
acid의 약 5배에 해당하여 우수한 산화억제 
효과를 보여 천연 유래 항산화제로서의 가
능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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