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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마와 장마 영여자의 항산화능 및 항돌연변이 활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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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bulbil of the Dioscorea species is produced, the amount of which is 2,000 tons annually, but it has been 

discarded without specific use. In this study the antioxidant and antimutagenicity of bulbil of the Dioscorea, which 

compared to bulbil of Danma(Dioscorea japonica Decaisne) and Jangma(Dioscorea batatas Decaisne), a major domestic 

cultivation species. The study was done by extracting bulbil of the Dioscorea methanol and the methanol extracts was 

re-extracted with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and water. In methanol extract of Danma and Jangma, polyphenolic 

compounds contained 2.2 and 3.9 mg/g extract, respectively. The ethyl acetate fraction of Danma and Jangma had higher 

polyphenolic contents of 33.9 and 39.1 mg/g, whereas water fractions were much lower at 2.4 and 5.8 mg/g. Determination 

of antioxidant activity showed that the ethylacetate fraction strong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e inhibitory effects of methanol extracts and chloroform, ethylacetate, n-butanol, water fraction from 

bulbil of Danma and Jangma on the mutagenicity in 1-NP, AFB1, Trp-P-1 were investigated using S. typhimurium TA98. 

Danma and Jangma cultivars decreased the reverse mutation induced by 1-NP, AFB1, Trp-P-1 in S. typhimurium TA98. The 

fraction of chloroform and ethylacetate showed strong inhibitory effects, in a dose dependant manner against the 

mutagenicities induced by 1-NP, AFB1, Trp-P-1 in S. typhimurium TA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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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마는 마과(Dioscoreaceae)에 속하는 덩굴성 다년생 식

물로 10속 650여종 이상이 있으며 식용으로 약 50종이 알

려져 있다(Kim et al., 2009; Kum et al., 2006; Yang 

et al. 2009).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마는 지하부에 형성된 덩이줄기를 생체나 익혀서 식용으로 

하며, 한방에서는 마를 말린 것을 산약이라 하여 한약재로 

사용하고 있다(Yang et al. 2009; Jang et al., 1999). 또

한 영여자는 마의 줄기에 열리는 주아로 양분을 저장하며 

무성적으로 새로운 개체를 이룰 수 있으며 오래전부터 허

리와 다리를 보하는 약재로 이용되어왔다. 이러한 마는 국

내에서는 년간 5,000톤 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영여자는 

그 절반인 2,000~2,500톤이 생산(Kim et al., 2008)되고 

있으나 식품원료로 이용되지 못해 거의 버려지고 있는 실

정이다.

마의 품종으로는 D. pentaphylla, D. batatas, D. 

deltoIdea. D. alata, D. villosa. D. japonica Thunberg, 

D. alata L., D. nipponica Makino, D. batatus Decne, 

D. bulbifera L. 및 D. tokoro Makino 등이 있으며, 주로 

단마(D. japonica Decaisne)와 장마(D. batatas Decais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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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배되고 있다(Kim et al., 2009; Yang et al., 2009). 

마의 효능으로는 항암, 항염, 항진균 및 혈당 강하, 콜레스

테롤 저하효과, 항당뇨, 혈당강화, 지질분해효소저해 활성 

및 항돌연변이원성 등(Kim et al., 2001; Kwon et al., 

2001; Lee et al., 1995; Han et al., 1990; Hironaka et 

al., 1990)의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의학적

으로 마와 유사한 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영여자

에 대한 연구로는 Fu et al.(2006) 등에 의해 지방 0.44%, 

조섬유 5.5%, 조단백 12.7%, 전분 71.9%, 회분 5.2%, 

allantoin과 allantoic acid가 0.197%와 0.297%가 함유

되어 있다는 보고와 Kum et al.(2006) 등에 의해 장마(D. 

batats Decaisne)에서 생산된 영여자로부터 3종의 phen-

anthrene와 2종의 phenanthraquinones 화합물이 분리되

었으며 이 중 6,7- dihydroxy-2,4-dimethoxyphenanthrene

는 가장 높은 항진균 활성을 나타냄을 보고되었을 뿐 기능

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한편 민간에서는 영여자를 이용해 조림 등의 식재료로 

이용하거나, 발효 효소액 제조, 침출주 제조에 이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여자는 식품원재료로 인정받지 못해 폭넓

게 이용되지 못하고 있어 대부분 버려지고 있다. 특히 영여

자는 마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종사로

서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산업적이용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영여자에 대해 생리활성평가

의 기초적연구라 할 수 있는 항산화 및 항돌연변이원성을 

평가하여 학문적 관심과 식품으로서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된 단마와 장마 영여자는 경북 안동에서 

재배된 것을 실험용 재료로 사용하였다. 흡광도는 흡광도

계(UV-1601, Shimaczu, Japan)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항산화 평가를 위한 2,2-diphenyl-1- picrylhygrazyl 

(DPPH), 5,7,8-tetramethychroman-2-carbosylic acid 

(Trolox, 97%),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fe-

rrozine, potassium ferricyanide, gallic acid, linoleic 

acid는 Sigma-Aldrich(St. Louis, MO, USA)제품을 사

용하였으며, 2,2'-azobis(2-aminopropane) dihydrochloride 

(AAPH)와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는 Wako Chemical(Richmond, VA, USA)

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돌연변이원인 aflatoxin B1(AFB1), 

3-amino -1,4-dimethyl-5H-pyrido[4,3-b] indole(Trp-P-1) 

등은 Sigma-Aldrich(St. Louis, MO, USA)사 제품을, 

1- nitropyrene (1-NP)은 Wako Chemical(Richmond, 

VA, USA)제품을 사용하였으며, Salmonella typhimurium 

TA98 (hisD3052)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은행으로

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시료의 제조

단마와 장마품종에서 채취한 영여자를 3～4차례 증류수

로 수세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동결건조를 하여 80mesh

로 분쇄하였다. 분쇄한 영여자에 10배(w/v)의 80%메탄올

을 이용하여 3반복 추출한 후 메탄올을 제거하고 클로로포

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물층 순으로 분획을 하여 –2

0℃에 보관 하면서 실험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폴리페놀 함량 측정

단마와 장마 영여자의 폴리페놀 함량은 Seo et al.(2011)

와 Slinkard et al.(1977)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

였다. 즉 영여자 80% 메탄올 추출물과 분획물 200 μL과 

증류수 1.8 mL, Folin-Ciocalteu’s phenol regent 200 μ

L를 혼합하여 5분간 반응시킨다. 이 반응액에 7% Na2CO3 

2 mL과 증류수 0.8 mL를 혼합하고, 실온에서 90분 동안 

반응시킨 다음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검량선

은 gallic acid를 증류수에 용해시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하여 작성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은 Kim et al. 

(2001)와 Rhim et al.(2009)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실

시하였다. 즉, 0.15 mM 2,2-diphenyl-1-picrylhygrazyl 

(DPPH) 1 mL에 시료용액을 농도별로 0.1 mL을 혼합하여 

37℃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분광광도계(UV-1601,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absorbance 

(ABS)를 측정하여 다음 식에 의하여 전자공여능을 평가하

였다. 각 시료의 농도에 따른 DPPH 라디칼을 소거하여 잔

존하는 DPPH라디칼을 50% 줄일 수 있는 농도(EC50)로 계

산하였다.



韓資植誌 KoreanJ. Plant Res. 25(2) : 200~208(2012)

- 202 -

ABTS 라디칼 소거활성

단마와 장마 영여자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

(Re et al., 1999; Woo et al., 2008)하기 위하여, 0.15 M 

NaCl을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4)에 

용해시킨 후 1 mM의 AAPH와 2.5 mM의 ABTS를 넣는다. 

AAPH와 ABTS가 섞인 시약을 water bath (68℃)에서 15

분 이상 반응시켜(녹색) 흡광도(ABS)를 734nm에서 0.650

이 되도록 0.15 M NaCl을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7.4)로 조정하였다. 이에 일정한 농도로 용해시

킨 영여자 추출물 20 μL과 980 μL ABTS 용액를 혼합 한 

후 이를 암실에서 37℃, 10분간 반응시켜 734nm에서 ABS 

측정하였다.

자동산화 억제효과

단마와 장마 영여자의 자동산화 억제활성은 Igarashi et 

al.(1993)과 Hayase et al.(1984)의 방법을 일부 변경하여 

측정하였다. 즉 에탄올을 이용하여 제조한 2.51% linoleic 

acid용액 1 mL과 0.05 M phosphate buffer(pH 7.0) 2 

mL, 증류수 1 mL를 혼합한다. 이에 일정 농도의 영자자 

추출물을 혼합하여 지질과산화 반응용액을 제조한 다음, 

반응용액을 40℃ 항온수조에서 보관하면서 24시간마다 시

료를 채취하여 과산화물가를 측정하였다.

항돌연변이원성 시험

항돌연변이원성 실험은 Ames test를 개량한 preincubation 

방법(Ames et al., 1983)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즉, 미

리 멸균시킨 시험관에 변이원 50 μL, 0.1 M sodium pho-

sphate buffer 0.5 mL(0.5% S9 mix 0.5 mL), 고구마 추

출물 50 μL와 Oxoid nutrient broth No.2에 하룻밤 배양

시킨 균 배양액(1∼2 × 10
9 
CFU/mL, OD 0.4) 100 mL를 

혼합하고, 37℃에서 210 rpm으로 20분간 진탕 배양하였

다. 배양액에 미리 준비해 둔 0.5 mM histidine과 biotin

을 함유한 top agar 2 mL를 혼합한 후 minimal glucose 

agar plate[agar 15 g, 멸균수 930 mL, 50 × VB salt 20 

mL, 40% glucose 50 mL] 상에 도포, 평판 고화시킨 다

음, 37℃에서 48시간 배양하여 발생한 복귀 돌연변이주

(his
+
 revertant colony)의 수를 계수하여 항돌연변이원성

을 평가하였다. 항돌연변이 효과(억제율)는 [(M-S1) / (M- 

So) × 100]으로 계산하였고, 돌연변이원 만을 첨가하였을 

때 복귀 돌연변이주의 수를 M, 자연 복귀 돌연변이주의 수

를 So, 돌연변이원과 시료를 첨가했을 때의 복귀 돌연변이

주의 수를 S1으로 나타내었다. 각각의 실험은 2반복 2 

plate 씩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단마와 장마 품종 영여자의 항산화성 평가

단마와 장마 영여자의 항산화성을 비교하기 위해 80%메

탄올 추출물과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물층

에 대한 폴리페놀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활성, ABTS 라

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단마와 장마 영여자 80% 메탄올의 폴리페놀함량은 2.2 

와 3.9 mg/g로 장마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영

여자의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물 분획물별 

폴리페놀함량은 단마 영여자에서 11.5, 33.9, 3.9, 2.4 

mg/g을 장마 영여자에서는 19.6, 39.1, 7.4, 5.8 mg/g을 

나타내어 에틸아세테아트 분획물과 장마 영여자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Ahn et al.(2009)은 D. batatas 

Decne 품종의 영여자에서 메탄올추출물과 헥산, 에틸아세

테이트, 부탄올, 물 분획물에서 각 60.6, 12.6, 27.5, 17.2, 

4.0 mg/g의 폴리페놀함량을 나타내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있어서 에

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단마

보다는 장마에서 비교적 높은 폴리페놀함량을 나타내 유사

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단마와 장마 영여자의 DPPH 라디칼 소거능에서 

단마 영여자의 80% 메탄올 추출물 및 클로로포름, 에틸아

세테이트, 부탄올, 물 분획물은 200.8, 38.8, 14.8, 75.4, 

1297 ㎍에서 EC50을 나타내었으며, 장마 영여자에서 84.0, 

23.6, 9.2, 27.6, 2400 ㎍에서 EC50을 나타내었다. Ahn 

et al.(2009)은 D. batatas Decaisne 품종의 영여자에서 

메탄올추출물과 헥산,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물 분획물

에서 376.3, 180.9, 38.1, 161.4, 1,000 ㎍/mL에서 EC50

을 나타내어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가장 높을 활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있어서는 단마보다는 장마 영여자

에서, 분획물 중에서는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가장 

강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ABTS 라디칼 소거능에서 단마 영여자는 각 2.34, 

0.52, 0.13, 0.93, 9.4 mg을 장마 영여자에서는 0.95, 

0.32, 0.09, 0.42, 7.6 mg을 나타내어 단마보다는 장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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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ntioxidant activity of bulbils of D. japonica Decaisne and D. batatas Decaisne

Cultivars
80%

MeOH ex.

Fraction

CHCl3 EtOAc BuOH Water 

Polyphenol

contents

(mg/g)

DJB
1)

2.2( ± 0.1)
3)

11.5( ± 0.4) 33.9( ± 1.8) 3.9( ± 0.1) 2.4( ± 0.1)

DBD
2)

3.9( ± 0.2) 19.6( ± 0.8) 39.1( ± 2.2) 7.4( ± 0.4) 5.8( ± 0.2)

DPPH racical

scavenging

activity(㎍)

DJB 200.8( ± 7.9) 38.8( ± 3.6) 14.8( ± 0.6) 75.4( ± 1.6) > 1000

DBD 84.0( ± 2.6) 23.6( ± 2.0) 9.2( ± 0.2) 27.6( ± 0.8) > 1000

Vit. C 3.3 ㎍

ABTS racical

scavenging

activity(mg)

DJB 2.3( ± 0.2) 0.5( ± 0.02) 0.13( ± 0.02) 0.93( ± 0.1) 9.4( ± 0.5)

DBD 0.9( ± 0.04) 0.3( ± 0.04) 0.09( ± 0.04) 0.42( ± 0.04) 7.6( ± 0.4)

Vit. C 1.2 ㎍
1)

D. japonica Decaisne 
2)

D. batatas Decaisne 
3)

Mean±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 EC50 is half-inhibition concentration. 

Fig. 1. Antioxidant activity of bulbils of D. japonica

Decaisne and D. batatas Decaisne in linoleic acid emulsion

system. Concentration of EtOAc and CHCl3 fractions were

1 μL (50 ㎍/50 μL), Trolox was 50 μL (1 mM).

영여자에서 강한 활성을 나타냈으며, 분획물 중에서는 에

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강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단마와 장마 영여자의 지질과산화 억제효과

단마와 장마 영여자의 지질과산화 억제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80%메탄올 추출물과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물 분획물에 대한 지질과산화 억제효과를 관찰하

였으며, 그 결과는 Fig. 1과 같다.

장마와 단마 영여자는 80%메탄올 추출물에서는 유사한 

지질과산화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부탄올과 물 분획물

에서는 매우 낮은 지질과산화 억제효과를 나타냈다(data 

not shown). 그러나 클로로포름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에서는 높은 지질과산화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Fig 1). 특

히 장마 영여자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강한 억제효과

를 나타났으며, 단마 영여자의 클로로포름 분획물이 가장 

낮은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폴리페놀함량과 지질과산화 억

제효과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폴리페놀함량이 높은 장마 

영여자에 높은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클로로포름 분획

물 보다는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높은 억제효과를 나

타내어 폴리페놀함량이 높은 수록 강한 억제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질과산화는 자유라디칼에 의해 세포벽의 지질로

부터 전자를 가져옴으로서 세포에 손상을 가겨오며, 연쇄

반응에 의해 연속적으로 진행된다. 지질과산화의 억제는 

천연 항산화물질, SOD, catalase peroxidase 등에 의해 

대부분 제거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돌연변이, 발암, 세포

괴사 등을 일으켜 암의 원인이 되지도 한다(Medvedev, 1990; 

Orr et al., 1994).

장마와 단마 품종 영여자의 항돌연변이원성 평가

단마와 장마 영여자의 항돌연변이원성을 비교하기 위해 

영여자 80% 메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1-NP, AFB1, Trp 

-P-1를 돌연변이원으로 한 S. typhimurium TA98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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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hibitory effect of bulbils of D. japonica Decaisne and D. batatas Decaisne on the mutagenicity of 1-NP and 

AFB1, Trp-P-1

Fraction
Conc.

(mg/plate)

Mutagens

1-nitropyrene aflatoxin B1 Trp-P-1
1)

DJB
2)

DBD
3)

DJB DBD DJB DBD

80%MeOH

extract

0.5 18.6( ± 2.4)
4)

18.6( ± 1.0) 9.2( ± 0.4) 28.4( ± 2.6) 20.4( ± 2.0) 21.5( ± 1.6)

1.0 37.5( ± 4.0) 31.7( ± 1.8) 24.5( ± 1.2) 53.9( ± 2.6) 37.9( ± 3.6) 56.8( ± 3.8)

CHCl3 fr. 0.5 73.4( ± 3.2) 79.2( ± 2.4) 86.0( ± 1.8) 89.5( ± 0.8) 84.8( ± 2.8) 90.6( ± 2.4)

EtOAc fr. 0.5 51.5( ± 2.8) 36.4( ± 1.8) 89.8( ± 2.6) 78.6( ± 1.4) 82.7( ± 4.0) 78.4( ± 1.6)

BuOH fr. 1.0 6.4( ± 3.4) 12.5( ± 2.4) 3.6( ± 3.6) 3.4( ± 3.6) 25.5( ± 3.6) 4.2( ± 2.2)

Water fr. 1.0 3.3( ± 1.8) 7.2( ± 3.6) 0.2( ± 2.2) 2.0( ± 2.4) 9.8( ± 1.4) 3.8( ± 3.6)
1)

3-amino-1,4-dimethyl-5H-pyrido[4,3-b]indole
2)

D. japonica Decaisne
3)

D. batatas Decaisne
4)

Mean±standard deviation of triplicate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시험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단마 영여자 80%메탄올 추출물의 1-NP, AFB1, Trp- 

P-1의 돌연변이원에 대해 돌연변이 억제효과는 1 mg/plate 

농도에서 37.5, 24.5, 37.9%이었으며, 장마 영여자는 31.7, 

53.9, 56.85%의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 장마 영여자 

메탄올 추출물이 높았다. 또한 1-NP, AFB1, Trp-P-1의 

돌연변이원에 대한 단마와 장마 영여자의 클로로포름, 에

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물 분획물의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단마 영여자 분

획물은 1-NP를 돌연변이원으로 하였을 경우 클로로포름

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농도가 0.5 mg/plate 일때 

73.4, 51.5%의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부탄

올과 물 분획물에서는 1.0 mg/plate에서 6.4와 3.3%의 돌

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 클로로포름과 에틸아세이트 분

획물에서 높은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장

마 영여자 분획물에서는 79.3, 36.4, 12.5, 7.2%의 돌연변

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어 클로로포름과 에틸아세테이트 분

획물에서 높은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단

마와 장마 영여자 분획물의 AFB1에 대해 클로로포름과 에

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86.0, 89.8%와 89.5, 78.6%로 높

은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부탄올과 물 분획물

에서는 낮은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Trp-P 

-1에 대한 돌연변이 억제효과는 클로로포름 분획물과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84.8, 82.7%와 90.6, 78.4%로 높

은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부탄올과 물 분획

물에서는 낮은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

과로부터 1-NP, AFB1, Trp-P-1에 대한 단마와 장마 영

여자 분획물은 클로로포름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높은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각 

돌연변이원에 대한 클로로포름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의 농도변화에 따른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평가하였다.

1-NP(1-nitropyrene)에 대한 돌연변이 억제효과

1-NP를 돌연변이원으로 한 S. typhimurium TA98에 

대해 단마와 장마 영여자 클로로포름 분획물과 에틸아세테

이트 분획물의 농도에 따른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관찰하였

으며, 그 결과는 Fig. 2와 같다.

단마 영여자 클로로포름 분회물의 농도가 100, 250, 

500, 750, 1000 ㎍/plate일 때 1-NP에 대한 돌연변이 억

제효과는 4, 47, 73, 79, 82%의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에

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는 1, 24, 51, 53, 57%의 돌연변

이 억제효과를 나타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장마 영여자 클로로포름 분획물은 24, 48, 79, 86, 89%의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3, 12, 36, 

48, 56%의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단마와 장마 영여자 클로로포름 분획물은 에

틸아세테이트 분획물 보다 높은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

내었으며, 단마와 장마 영여자 간에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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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ose-dependently antimutagenic effect of bulbils 

of D. japonica Decaisne and D. batatas Decaisne on the 

mutagenicity of 1-NP in S. typhimurium TA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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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ose-dependently antimutagenic effect of bulbils 

of D. japonica Decaisne and D. batatas Decaisne on the 

mutagenicity of aflatoxin B1 in S. typhimurium TA98.

1-nitropyrene(1-NP)는 디젤엔진이나 화석연료의 불

완전 산화에 의해 많이 발생되는 니트로화합물로 대도시의 

대기 57 pg/m
3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호흡을 통

해서만 인체에 흡입되며 산소와 결합하여 고리를 형성한 다

음 DNA와 결합되어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물질이다(Mary 

et al., 1989).

AFB1(Aflatoxin B1)에 대한 돌연변이 억제효과

AFB1을 돌연변이원으로 한 S. typhimurium TA98에서 

단마와 장마 영여자 클로로포름 분획물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농도에 따른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관찰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과 같다.

단마 영여자 클로로포름 분획물의 농도가 100, 250, 500, 

750, 1000 ㎍/plate일 때 16, 53, 85, 85, 94, 95%의 돌

연변이 억제효과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는 7, 19, 

75, 89, 90, 91%의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장마 영여자 클로로포름 분획물은 33, 68, 83, 89, 93, 

95%의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는 9, 20, 54, 78, 83, 83%의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

었다. 즉 단마와 장마 영여자는 분획물 종류에 따라 유사한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보다는 클로로포름 분획물에서 높은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AFB1에 의한 암 유발 원인은 생체내 간의 microsomal 

enzyme system 가운데 mixed function oxidase에 의해 

대사활성되어 친전자성인 핵산이나 단백질과 함께 첨가 생

성물들은 형성함으로써 불활성 또는 돌연변이를 일으키며, 

인체에 노출될 경우 강한 발암원으로 간암 발생율을 60배

나 증가시킨다(Eaton et al., 1989).

Trp-P-1에 대한 돌연변이 억제효과

Trp-P-1을 돌연변이원으로 한 S. typhimurium TA98

에서 단마와 장마 영여자 클로로포름 분획물과 에틸아세테

이트 분획물의 농도에 따른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관찰하였

으며, 그 결과는 Fig. 4와 같다.

단마 영여자 클로로포름 분획물의 농도가 100, 250, 500, 

750, 1000 ㎍/plate일 때 16, 55, 81, 84, 89, 91%의 돌연

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

서는 9, 22, 57, 82, 87, 89%의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

내었다. 또한 장마 영여자 클로로포름 분획물은 30, 65, 

83, 90, 93, 93%의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는 9, 24, 78, 90, 92%의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단마와 장마 영여자 클로로포름 분획물은 에

틸아세테이트 분획물보다 비교적 높은 돌연변이 억제효과

를 나타내었으며, 품종간에는 유사한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3-amino-1,4-dimethyl-5H-pyrido[4,3-b] 

indole(Trp-P-1)은 심장의 모세관이나 관상동맥과 결합

하고, 신장에서는 사구체의 모세혈관 및 소동맥과 결합하

며, 이는 P450A1의 BNF-inducible enzyme에 의해 활성

화됨과 동시에 헤테로 고리형 아민으로 변형되어 돌연변이

원으로 작용한다(Cartwright et al., 1983). 특히 이러한 

Trp-P-1은 단백질과 지방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생선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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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ose-dependently antimutagenic effect of bulbils 

of D. japonica Decaisne and D. batatas Decaisne on the 

mutagenicity of Trp-P-1 in S. typhimurium TA98.

패스푸드에서 발견되는 돌연변이원으로서 섭취할 수밖에 

없는 물질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영여자는 오래전부터 한약재나 음식의 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효능과 성분에 있어서도 마와 유사하다. 그러나 식

품원재료로 인정받지 못해 식품개발에 한계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리활성 등 학문적 연구도 매우 미진한 실정

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영여자의 연구소재로서의 가치

와 기능성식품소재로서의 국내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단

마와 장마 영여자에 대한 항산화 및 항돌연변이원성을 평

가하였다. 그 결과 단마와 장마 영여자는 생리활성과 밀접

한 관계를 갖고 있는 총폴리페놀함량에 있어서 비교적 높

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분획물 중에는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총폴리페놀함량이 

높은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DPPH 라디컬 소거활성 및 

ABTS 라디컬 소거능에서 가장 강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지질과산화 억제효과에서 단마와 장마 영여자 80% 

메탄올 추출물과 클로로포름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

서 지질과산화 억제효과를 나타냈으며, 부탄올과 물 분획

물에서는 매우 낮은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단마와 장마 영

여자의 비교에 있어서는 장마 영여자 추출물이 비교적 높

은 항산화활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단마와 장마 영여자의 항돌연변이원 평가에 있어

서 돌연변이원을 1-NP, AFB1, Trp-P-1로 하였을 때 S. 

typhimurium TA98에 대해서 80% 메탄올 추출물과 클로

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항돌연변이원성을 나

타냈다. 단마와 장마 영여자 분획물의 항돌연변이원서 비교

･평가에 있어서 1-NP를 돌연변이원으로 하였을 경우 항

산화평가와 달리 유사한 항돌연변이원성을 나타냈으며, 클

로로포름 분획물이 다소 높은 항돌연변이원성을 나타냈다. 

또한 AFB1을 돌연변이원으로 하였을 경우 단마보다는 장

마 영여자에서, 에틸아세테이트 보다는 클로로포름 분획물

에서 높은 항돌연변이원성을 나타냈다. 그리고 Trp-P-1

에 대한 단마와 장마 영여자 클로로포름 분획물은 에틸아

세테이트 분획물보다 비교적 높은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

타내었으며, 단마보다는 장마 영여자에서 다소 높은 돌연

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현재 영여자에 대한 세균시

험계를 이용한 항돌연변이원서은 보고된 사례가 없으며, 

영여자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마(D. batatas Decene)

에 관해서 Lee et al.(1995)은 benzo(a)pyrene, sodium 

azide에 대해서는 높은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2-AF에 대해 

낮은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영여자

는 암발생의 주요원인인 활성산소 소거능과 1-NP, AFB1

과 같은 돌연변이원에 대한 항돌연변이원성을 갖고 있어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있어서 높은 항산화 활성 및 항돌연변이원성을 나

타낸 클로로포름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 대한 유효성

분이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영여자를 이

용한 제품개발을 추진함으로서 소비를 확대 시켜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적  요

단마와 장마 영여자에 대한 항산화 및 항돌연변이원성을 

비교･평가하였다. 단마와 장마 영여자 80% 메탄올의 폴리

페놀함량은 2.2 와 3.9 mg/g로 장마에서 높았다. 또한 분

획물에 있어서는 장마 영여자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그리고 DPPH과 ABTS 라디칼 

소거능 및 지질과산화 억제효과에 있어서는 총폴리페놀이 

높은 장마와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한편 단마와 장마 영여자 80%메탄올 추출물 1 

mg/plate의 1-NP, AFB1, Trp-P-1에 대한 항돌연변이원

성은 S. typhimurium TA98(hisD3052)에서 37.5, 24.5, 

37.9%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장마 영여자는 

31.7, 53.9, 56.85%의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또

한 분획물 중에는 단마와 장마 영여자 클로로포름과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만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나타내었

으며,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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