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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chemical composition and antioxidant activity in the aerial parts or roots of 
Korean and Chinese Cirsium. Water was abundant in their roots than their aerial parts, and its content 
was similar between Korean Cirsium and Chinese one. Ash was abundant in the aerial parts of Korean 
one. Protein was abundant in the aerial parts of Korean one and the roots of Chinese one. Lipid content 
was abundant in the roots of Chinese one. Carbohydrate was abundant in the roots of Korean one while 
K content was abundant in the roots of Chinese one. Ca and Mg contents were abundant in the aerial 
parts of Korean one. P and Fe contents were abundant in the aerial parts of Korean one. Cu content 
was abundant in the aerial parts of Korean and Chinese ones. Vitamin A and vitamin C were not 
detected, but vitamin E and β-carotene were contained 5.35 IU/100 g, 1113.18 ㎍/100 g in the aerial 
parts of Korean one. Yield, total phenolics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were abundant in the roots of 
Korean one. Silymarin, cynarin, and narirutin were not detected in Korean and Chinese ones, but 
apigenin was identified in the aerial parts of Korean one. Acacetin was identified in the roots of Chinese 
one. Antioxidant activity was low in Korean and Chinese on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nutrition 
composition, total phenolic content, total flavonoid content and apigenin content in the aerial parts of 
Korean Cirsium was superior than those in the roots of Korean and Chinese Cirs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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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엉겅퀴속은국화과의다년초로국내에는 Cirsium
속 식물이 18종자생하고(국립수목원 2008) 있으며, 
2종의 귀화식물인 Carduus속이 있다(Lee YM 등
2008). 엉겅퀴의 영어명은 ‘Thistle’, 한자로는 ‘대
계(大薊)’, ‘소계(小薊)’, ‘랄계(剌薊)’, ‘우륙구(牛戮

口)’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가시나물’, ‘항가새’
라고도 하고, 엉겅퀴 뿌리는 ‘대계근(大薊根)’으
로 부른다(김건희 등 2007). 한방에서는 지상부

또는 지하부를 ‘대계(大薊)’라 하여 약용으로 이

용되어 왔다. 즉, 지상부는 개화기에 채취하고, 뿌
리는 경혈, 지혈, 소종의 효능이 있어 가을철에

채취해서 말려 토혈, 혈뇨, 대하, 간염, 고혈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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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료에사용한다(Park HK 등 2006; 심상욱 1976). 
엉겅퀴는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며, 여름 및 가

을에 꽃이 필 때 전초를 취하여 건조한 후 사용하

고, 어린 전초는 나물 등으로 사용한다. 엉겅퀴의

가시가 연한 어린잎과 부드러운 줄기는 살짝 데

쳐서 나물이나 국으로 이용하고 줄기는 껍질을

벗겨서 튀김, 무침, 볶음, 데침 등으로 이용하며

특유의 향미가 있고 촉감이 좋아 차로도 사용하

는 식물이다(Park HK 등 2006). 
엉겅퀴에는 이뇨, 해독, 지혈 및 강장작용이 있

어서 월경불순, 자궁근종, 빈혈, 요혈, 하혈 등의

치료에 쓰인다. 약용으로는 주로 뿌리가 사용되

는데 여자의 적․백대하를 다스리고 대를 안정시

킨다. 그리고 하혈을 그치게 해주고 혈을 보한다. 
이때는 뿌리 말린 것 15～20 g을 5합의 물에 반이

되게 다려서 하루 3번 식전 또는 식간에 마신다. 
그 외에 엉겅퀴는 건강제로 쓰이기도 하고 혈압

하제 구실도 한다(정찬조 1993). 동의보감(윤택

기․서희창 1994)에 의하면 ‘성질은 평(平)하고 맛

은 쓰며[苦] 독이 없다. 어혈이 풀리게 하고 피를

토하는 것, 코피를 흘리는 것을 멎게 하며 옹종과

옴과 버짐을 낫게 한다. 여자의 적․백대하를 낫

게 하고 정(精)을 보태 주며 혈을 보한다. 곳곳에

서 자라는데 음력 5월에 금방 돋아난 잎을 뜯고

9월에 뿌리를 캐 그늘에서 말린다[본초]. 지정(地
丁)이 즉 엉겅퀴이다. 꽃이 누른 것은 황화지정(黃
花地丁)이라 하고 꽃이 자줏빛인 것을 자화지정

(紫花地丁)이라 하는데 다 같이 옹종을 낫게 한다

[정전].’고 기록되어 있다. 
엉겅퀴속 식물은 생리활성이 뛰어난 약 78종의 

flavonoid(apigenin, luteolin, myricetin, kaemferol, 
pectolinarin, 5,7-dihtdroxy-6,4'-dimethoxyflavone, 
hispidulin-7-neo-hesperioside 등)를 포함하여 항암

성과 항돌연변이성, 면역 증진 활성을 가지며, api-
genin은 암예방 효과 및 신경 보호 효과, 항염증, 
항진경 및 항균작용 등의 생리 활성이 있다고 한

다(Chung MS 등 2007; Liu S 등 2006; Lee HK 
등 2003; Kim SJ & Kim GH 2003; Lee MK 등

2002; Lim SS 등 1997a). 또한 엉겅퀴는 지질과

산화를 억제하고 glutathione reductase의 활성을

증가시켜 알코올 해독을 촉진시켜 간 보호 작용

이 있으며(Park JC 등 2004), 간장 내 총 콜레스테

롤, 중성지질 등의 농도를 감소시키므로 간 손상

을 지연시키고, 고지혈증 시 혈청 지질 함량을 감

소시킬 수 있다(Lim SS․Lee JH 1997; Lim SS 등 
1997b). 그리고 쥐 실험에서는 항 우울작용이 있

고(Prak HK 등 2006), 엉겅퀴 잎 추출물은 항 류

마티스성의효과가있다고하였다(Lee JH 등 2008).
인터넷 상의 구글(google), 네이버(naver), 다음

(daum), 천리안(chollian)에서 판매되는 엉겅퀴 제

품은 엉겅퀴 즙(박지민 2009), 대계근(풀그린 2009; 
유차근 2009; 김동훈 2009; 이우경 2009)이나 엉

겅퀴환(풀그린 2009; 김옥주 2009; 김동훈 2009)
이 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대계는 어떤종류

인지밝혀져있지않고, 일부 사이트(풀그린 2009)
에서는 sylimarin이 함유되어 있다고 판매되고 있

으며, 대부분의 제품은 경동시장이나 경북 영천, 
제주도에서 구입하여 판매되고 있었다.

엉겅퀴의 성분은 종류에 따라 다르나, 이에 대

한 정확한 정보의 부족으로일반적으로 대중들은

엉겅퀴가 간에 좋고 숙취를 해소시켜 준다고 알

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쉽게 구입할

수 있고 한약재도매상으로 알려진 경동시장에서

판매되는 엉겅퀴의일반성분과플라보노이드, aca-
cetin, apigenin, cynarin, narirutin, sylimarin 등을

분석하여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올바른 기능성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Ⅱ. 연구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경동시장에서 2008
년 10월에 구입한 국내산(제주시산) 엉겅퀴 2종
으로 전초(全草) 볶아서 말린 것과 뿌리 말린 것

및 중국산(동경종합상사(주)) 뿌리 말린 것 1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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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건조된 시료는 먼지와 불순물을 제

거하고 난 후 분쇄기(Jam-606, Hanil, Korea)를 이

용하여 분말(50 mesh)로 만들어 모두 냉동보관

(－70℃)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일반성분 분석

엉겅퀴의일반성분은 AOAC의방법(AOAC 1990)
에 따라 분석하였다. 수분은 105℃ 상압가열건조

법, 조회분은 직접회화법, 조단백질은 Kjeldhal법
으로단백질 자동 분석장치(CH/B-339 distillation 
unit, Buchi, Switzerland)를 사용하였다. 조지방은

Soxhlet법으로 extraction system B-811(Buchi, Switzer-
land)을 사용하였다. 탄수화물은 100에서 수분, 조
회분, 조단백질, 조지방 함량을뺀값으로 하였다.

3. 무기질, 비타민 함량

비타민과 무기질 함량 분석은 각 엉겅퀴의 잎, 
줄기, 뿌리 전체를 동량으로 혼합한 후 분쇄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칼슘, 인, 칼륨, 철, 구리, 마
그네슘은 원자흡광광도계(Perkin Elert,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비타민 A, E, C와 β-카로

틴은 HPLC(Agilent 1100 series, Agllent, USA)를
사용하여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청 2008)의 방

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4. 추출물 조제

Acacetin, apigenin, cynarin, narirutin, sylimarin 
함량 분석과 항산화 활성을 보기 위하여 추출물

은 시료 분말(50 mesh)을 각각 50～60 g을 플라

스크에 넣고 메탄올(SK chemical, Korea) 1 L를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정치한 후 1시간 동안

sonication(power sonic 420, 화신테크, Korea)하
여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여과지(Filter paper: 110 
㎜, Whatman, England)를 이용하여 여과시킨 후

감압저온농축기(vacuum rotary evaporator, Buchi, 
Switzerland)로 농축하여 총 3회반복 추출하였고

질소농축기(Eyela MG-2200, Japan)로 농축하여최

종 추출물을 얻어 시료로 사용하였다. 각 추출물

의 수율(%)을 계산하였다.

5. 총 페놀(Total Phenolic Content, TPC)

함량 측정

총 페놀의 함량은 Folin-Ciocalteu법(Folin O & 
Ciocalteu V 1927, Singleton YL & Rossi JA 1965)
을 사용해측정하였다. 건조 시료를 DMSO(sigma 
aldrich, USA)에 1 mg/mL 농도로맞추어 TPC 측
정에 이용하였다. 시료 0.25 mL에 Folin-Ciocalteu 
regent를 0.75 mL 가하여 잘 혼합한 후 5분간 실

온에 정치시켰다. 이 용액에 7.5% Na2CO3을 2 mL 
첨가하고 증류수 7 mL를넣어 최종 볼륨을 맞추

었다. 암실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뒤 universal 
microplate reader EL-800(BIO-TEK, Instrument, 
INC, USA)를 이용하여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했다. 표준시약은 gallate(sigma aldrich, USA)를 
사용하였으며, gallate의 농도를 달리하여 조제한

후 표준 곡선을 작성하였다. 모든 처리는 3회 반

복하여 측정하였다. 

6. 총 플라보노이드(Total Flavonoid Con-

tent; TFC) 함량 측정

건조 시료를 DMSO(sigma aldrich, USA)에 1 
mg/mL 농도로 맞추어 TFC 측정에 이용하였다. 
시료 1 mL에 증류수 4 mL를 첨가해 희석시키고

5% NaNO2을 0.3 mL 가하여 5분간 실온에 방치

한 후 10% AlCl3를 0.3 mL를 가하고 6분간 실온

에서 반응시켰다. 그 다음 1 M NaOH를 2 mL를
넣고 증류수 2.4 mL를 가하여 완전히 섞어 반응

시키고최종적 universal microplate reader EL-800 
(BIO-TEK, Instrument, INC, USA)를 이용하여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시약은 (+)- 
catechin(sigma aldrich, USA)으로 농도를 달리하

여 조제한 후 표준곡선을 작성하였다. 모든 처리

는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Jung HA 등 2008).

7. LC-MS에 의한 Acacetin, Apigenin,

Cynarin, Narirutin, Sylimarin 함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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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alytical condition of Korean and Chinese origins of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by LC 

Classification Condition

Mobile phase
A: 5 mM ammonium acetate adjusted to pH 4.0 with formic acid 
B: MeOH: water: formic acid = 90 : 10 : 0.1(v/v)

Gradient(B%) 0 min(40%), 35 min(85%), 45 min(100%)

Flow rate 0.7 mL/min

Injection volume 5～10 μL

Detector wavelength(nm) 245 nm

Column Agilent Pre-18, scalar(4.6 ㎜ × 250 ㎜, 5 ㎛)

플라보노이드류의 정량분석을위하여 분석대상

물질로 acacetin, apigenin, cynarin, narirutin, syl-
imarin(chromadex, USA)을선정하여 LC-MS(LCQ 
Advantage Max system, Thermo Fisher, USA)를
이용한 기기분석을 행하였다(Fuzzati N 등 1999). 
LC는〈Table 1〉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MS
의 ESI 조건은 다음과 같다 : sheath gas flow 
rate(arb) 24, spray voltage 4.8 KV, capillary temp 
250℃, capillary voltage 5 V, full scan spectra 130～
500 u(negative ion mode) 

8.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를 이용한 항산화능 측정

시료 ethanol solution 300 μL에 3.5 mM DPPH 
ethanol solution 1.8 mL를 가하여 vortex mixer로
잘혼합하고 37℃에서 20분 동안 항온시킨 후 uni-
versal microplate reader EL-800(BIO-TEK, Instru-
ment, INC, USA)를 이용하여 515 nm에서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리 라디칼 소거 활성을 백분율로 나

타냈으며, 기존의항산화제인 L-ascorbic acid(Sigma 
aldrich, USA)와비교하였다. 각시료의 항산화 작

용은 DPPH에 대한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과 IC50치로 나타내었고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Blois MS 1958; Lim JP 등 2002).

EDA(%) = {(Control O.Da－Sample O.Db) / Control} × 100
a Control O.D: 시료 대신 DMSO 가한 시험액의흡광도

b Sample O.D: 시료를 가한 시험액의 흡광도

9. Photochem을 이용한 항산화능 측정

ACL 방법을 사용하여 분획물의 photosensitizer
로부터 생성된 free radical의 소거능을 측정하였

다. 반응은 photochem(analytik jena, Analytik Jena 
Korea)을 사용하였으며 MeOH 2.3 mL와 buffer 
solution 0.2 mL, photosensitizer 25 μL와 sample 
10 μL를혼합하여 3분간측정하였다. Photochem
은 Luminol을 이용한 화학발광에 대한 소거능력

을측정하는 것으로 비교물질인 tocopherol(Sigma 
aldrich, USA)을 이용하여검량선을먼저 구한뒤 
그것을 기준으로 시료의 항산화능을 tocopherol 
equivalent로표현하였다(Govindarajan R 등 2005; 
Vijayakumar M 등 2005).

10. 통계처리

모든 data는 SPSS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

산분석법(ANOVA)을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증하

고, p<0.05 수준에서 Duncan의 다중범위검증(Dun-
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한 사후분석을 수행

하였다(정충영․최이규 2000). 

Ⅲ. 결과 및 고찰

1. 일반성분

엉겅퀴의일반성분 분석결과는〈Table 2〉와 같

다. 경동시장에서 구입한 제주산과 중국산 엉겅

퀴의 경우, 수분함량은 전초보다 뿌리에서 더 많

았고 국내산과 중국산의 함량은 비슷하였으며, 
회분 함량은 제주산 엉겅퀴 전초에서 많았다.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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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ximate compositions of Korean and Chinese origins of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Kind
Water

(g/100 g)
Ash

(g/100 g)
Protein

(g/100 g)
Lipid

(g/100 g)
Carbohydrate

(g/100 g)

Korean(whole plant-roasted)  6.60±0.14a 11.15±0.21c 6.20±0.03b 1.15±0.06b 74.9 ±0.17a

Korean(root-dried) 10.25±0.21b  6.20±0.57b 5.58±0.17a 0.75±0.07a 77.22±0.59b

Chinese(root-dried) 10.15±0.07b  4.75±0.07a 6.65±0.02bc 4.25±0.07c 74.20±0.05a

Mean±SD.
a～c Values with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백질 함량은 국내산 전초와 중국산 뿌리에서 많

았고, 지방 함량은 중국산 엉겅퀴에서 많았으며, 
탄수화물 함량은 국내산 뿌리가 많았다. 본 연구

에서의 회분 함량과 지방 함량은 Lim SS & Lee 
JH(1997)의 전주 지역 생엉겅퀴 전초 분석 결과

보다낮아 시료와지역의 차이로 보인다. 또한, 한
국영양학회(2005)의 엉겅퀴 분석 결과와 비교 시

회분과 지방 함량은 비슷하였으나단백질 함량은

낮았다. 

2. 비타민 및 무기질 함량

엉겅퀴의 비타민과 무기질 분석결과는〈Table 
3〉과 같다. 칼륨 함량은 국내산 뿌리보다 중국산

뿌리가많았고, 칼슘, 마그네슘함량은 국내산 전

초가 제일많았다. 인과 철 함량은 국내산이 중국

산보다 많았고, 뿌리보다 전초가 함량이 더 많았

다. 구리는 국내산 전초와 중국산 뿌리에서 많았

Table 3. Mineral and vitamin contents of Korean and Chinese origins of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Kind Korean(whole-roasted) Korean(root-dried) Chinese(root-dried)

Mineral

K(mg/100 g) 2,386.29±133.33ab 1,133.43±64.55a 2,749.49±218.40b

Ca(mg/100 g) 1,214.96± 26.76c  265.43± 8.81a  551.25±  8.79b

Mg(mg/100 g)  242.61± 10.95c  145.91± 0.89a  205.52± 15.14b

P(mg/100 g)  197.07±  5.29c  118.72± 3.22b   69.30±  1.28a

Fe(mg/100 g)  173.70±  1.41c   98.67±10.34b   61.12±  2.53a

Cu(mg/100 g)    1.71±  0.07b    1.07± 0.05a    1.63±  0.02b

Vitamin
Vit. E(IU/100 g)    5.35±  0.31 ND ND

β-Carotene(㎍/100 g) 1,113.18± 24.40b    6.72± 0.20a    4.14±  0.05a

Mean±SD.
a～c Values with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D not detected.

다. 칼슘, 마그네슘, 철의 함량은 Lim SS와 Lee 
JH(1997)의 전주 지역의 생엉겅퀴 전초 분석 결

과와 한국영양학회(2005) 분석 결과보다 높았다.
비타민의 경우, 비타민 A와비타민 C는검출되

지 않았으며, 비타민 E 함량은 국내산 뿌리와 중

국산 뿌리에서는검출되지않았으나 국내산 전초

에서 5.35 IU/100 g 검출되었고, β-carotene은 국

내산 전초에서 1,113.18 ㎍/100 g으로 뿌리보다

아주 많았다. β-carotene은 한국영양학회(2005)의
분석 결과인 226.0 ㎍/100 g보다 높았는데,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국내산 전초에 꽃이 포함되었

기 때문으로 보인다.

3. 엉겅퀴 추출물의 수율 및 총 페놀과 총 플

라보노이드 함량

엉겅퀴추출물의수율은〈Table 4〉와같이 국내

산 뿌리 > 국내산 전초> 중국산 뿌리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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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otal phenolic contents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of Korean and Chinese origins of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Kind
Yield
(%)

TPC(mg/g 
fraction)

TFC(mg/g 
fraction)

Korean 
(whole-roasted)

10.7 50.74±1.94b 31.24±4.52a

Korean 
(root-dried)

15.1 85.91±6.59c 90.72±1.13c

Chinese 
(root-dried)

9.76 29.08±3.19a 70.45±2.99b

Mean±SD.
a～c Values with the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

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엉겅퀴의 수율은 Lee HK 등(2003)의 9.17%보다

높았는데 이는 추출물의 용매 차이로볼수 있다. 
엉겅퀴의 총페놀과 총플라보노이드 함량은〈Ta-
ble 4〉와 같이 국내산 뿌리가 국내산 전초 볶은

것이나 중국산 뿌리보다 총 페놀과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이 많았다. 이는 경동시장에서 구입한

엉겅퀴(Lee JM 등 2001)에 함유된총플라보노이

드(6.70 mg/g)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었으나 흰무

늬 엉겅퀴(Kim KB 등 2006)보다는 작았다. 또한

녹차(Lee JM 등 2001)에 함유된 44.7 mg/g보다

국내산 엉겅퀴 전초나 뿌리의 함량이 더 많았다.

4. Acacetin, Apigenin, Cynarin, Narirutin,

Sylimarin 함량

엉겅퀴의 acacetin, apigenin, cynarin, narirutin, 
sylimarin 함량은〈Table 5〉와 같다. 경동시장에

서 구입한 국내산 엉겅퀴 전초와뿌리, 중국산 뿌

Table 5. Acacetin, apigenin, cynarin, narirutin, sylimarin contents of Korean and Chinese origins of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Kind
Acacetin Apigenin Cynarin Narirutin Sylimarin

(mg/g fraction)

Korean(whole-roasted)  -1) 1.54±0.11 - - -

Korean(root-dried) - - - - -

Chinese(root-dried) 2.02±0.10 - - - -
1) -: not detected, Mean±SD.

리의 성분확인결과, 국내산 전초에서 apigenin이 
확인되었으며, 중국산 뿌리에서 acacetin이 검출

되었다. 그리고일반적으로 엉겅퀴에 함유되어 있

고(풀그린 2009), 간장 보호 효과(Park JC 등 2004)
가 있다고 알려진 sylimarin은 검출되지 않았으

며, 그 외 cynarin, narirutin도 검출되지 않았다. 
Apigenin은 암 예방 효과 및 신경 보호 효과, 

항염증, 항균작용 등의 생리 활성이 있다고 보고

되었으며, 류마티스성 관절염 치료에도 매우 중

요하다고 한다(Jordon-Thaden & Louda 2003; Lee 
MI 등 2001; Iwashina 등 1995; Kaneta 등 1978). 
Chung MS 등(2007)이 엉겅퀴의 잎, 꽃, 줄기에서

apigenin을검출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Kim 
SJ & Kim GH(2003)의 연구결과, 엉겅퀴 뿌리에

서는 apigenin이검출되지않았으나 잎에서는 api-
genin 이 검출되어 국내산의 경우 뿌리에서는 검

출되지 않았으나 전초의 경우 apigenin이 검출된

것으로 보인다. 

5. DPPH Radical Scarvenging와 Photo-

chem 결과

엉겅퀴의 부위별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결과와 photochem에 의한 항산화 활성 및 IC50 결
과는〈Table 6〉과 같다. 각 종류에서메탄올 추출

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기존의 합성항산

화제인 BHT의 91.02%, ascorbic acid의 96.10%보

다 낮아 항산화성을 보이지않았으며, photochem
의 측정결과 2.3 nmol이 넘는 시료는 없었으며, 
IC50은 국내산, 중국산 엉겅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엉겅퀴 뿌리의 DPPH radical 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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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Antioxidant activity of solvent fractionation of Korean and Chinese origins of Cirsium japonicum 
var. ussuriense

Kind DPPH scavenging activity(EDA %) Photochemiluminescence assay(nmol) IC50(μg)

Korean(whole-roasted) 26.62 1.074  -1)

Korean(root-dried) 26.15 1.079 -

Chinese(toot-dried) 35.36 0.186 -
1) -: not detected.

활성은 Lee HK 등(2003)의 연구와비슷하였으며, 
항산화성이 참취, 쑥, 씀바귀, 국화보다 높지 않

았다는 Lee JM 등(2001)의 연구와 비슷하였다. 
그러나 흰무늬 엉겅퀴(Kim KB 등 2006)보다는

활성이 낮았으며, 감압 농축한 석류 과즙 농축물

(Park KT et al. 2009) 과 비슷하였다. 

Ⅳ.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소비자들이 나물, 즙, 환 등으로 섭

취하면서도 정확하게 엉겅퀴의 각 종에 대한 정

보가 미비하여 경동시장에서 판매되는 엉겅퀴(국
내산 전초, 뿌리 말린 것, 중국산 뿌리 말린 것) 
3종의일반성분, 비타민과 무기질, 총페놀, 총플
라보노이드, acacetin, apigenin, cynarin, narirutin, 
sylimarin 등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그결과, 수분

함량은 전초보다 뿌리에서 더 많았고, 국내산과

중국산의 함량은 비슷하였으며, 회분 함량은 제

주산 엉겅퀴 전초에서 많았다. 단백질 함량은 국

내산 전초와 중국산 뿌리에서 많았고, 지방 함량

은 중국산 엉겅퀴에서 많았으며, 탄수화물 함량

은 국내산 뿌리가많았다. 칼륨함량은 국내산 뿌

리보다 중국산 뿌리가많았고, 칼슘, 마그네슘함

량은 국내산 전초가 제일많았다. 인과 철 함량은

국내산이 중국산보다 많았고, 뿌리보다 전초가

함량이 더 많았다. 구리는 국내산 전초와 중국산

뿌리가많았다. 비타민 A와비타민 C는검출되지

않았으며, 비타민 E 함량은 국내산 뿌리와 중국

산 뿌리에서는검출되지않았으나 국내산 전초에

서 5.35 IU/100 g이 검출되었고, β-carotene은 국

내산 전초에서 1113.18 ㎍/100 g으로 뿌리보다 아

주 많았다. 수율은 국내산 뿌리> 국내산 전초>
중국산 뿌리 순이었으며, 국내산 뿌리가 국내산

전초 볶은 것이나 중국산 뿌리보다 총 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많았다. 또한 본 실험에 사

용된 엉겅퀴에는 sylimarin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그 외 cynarin, narirutin도 검출되지 않았으나 국

내산 전초에서 apigenin이 확인되었으며, 중국산

뿌리에서 acacetin이 검출되었다. 항산화성은 국

내산, 중국산 엉겅퀴에서 낮았다. 이와같은 결과

로 한국산 전초의 영양성분이 우수하였으며, 엉
겅퀴에 sylimarin이많다는잘못된정보의오류를

판명하게 되었다. 따라서 무분별한 인터넷의 부

정확한 정보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보급이 필요

하며, 엉겅퀴 종류에 대한 정확한 성분 분석이 마

련되어야 앞으로 안심하고 소비자들이 약용식물

을 섭취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한글초록

본 연구는 국내산과 중국산 엉겅퀴(전초, 뿌리)
의 일반성분과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였다. 수분

함량은 전초보다 뿌리에서 더 많았고, 국내산과

중국산의 함량은 비슷하였으며, 회분 함량은 국

내산 엉겅퀴 전초에서 많았다. 단백질 함량은 국

내산 전초와 중국산 뿌리에서 많았고, 지방 함량

은 중국산 엉겅퀴에서 많았으며, 탄수화물 함량

은 국내산 뿌리가많았다. 칼륨함량은 중국산 뿌

리가많았고, 칼슘, 마그네슘함량은 국내산 전초

가 제일많았다. 인과 철 함량은 국내산 전초에서

많았다. 구리는 국내산 전초와 중국산 뿌리가 많

았다. 비타민 A와 비타민 C는 검출되지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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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비타민 E와 β-carotene은 국내산 전초에서

5.35 IU/100 g, 1,113.18 ㎍/100 g을 검출되었다. 
수율, 총 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국내산

뿌리가 많았다. Sylimarin, cynarin, narirutin은 검
출되지 않았으나 국내산 전초에서 apigenin이 확
인 되었으며, 중국산 뿌리에서 acacetin이 검출되

었다. 항산화성은 국내산, 중국산 엉겅퀴에서 낮

았다. 따라서 국내산 전초가 영양성분이나 총 페

놀, 플라보노이드, apigenin 함량이 많아 중국산

이나 국내산 뿌리보다 더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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