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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tracted radish bud (Raphanus sativus L.) and investigated its nitrite scavenging activity, 
superoxide dismutases (SOD)-like activity,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xanthine oxidase inhibition activity, and angio-
tensin-converting-enzyme (ACE) inhibition activity according to extraction solvent and sprouting period. For nitrite 
scavenging activity, each extract recorded its highest level of 81.44∼89.71% at pH 1.2. Radish bud extracts on sprouting 
days 4 and 8 showed greater scavenging activities than those on sprouting day 12 at pH 1.2 and pH 4.0. There 
were differences in scavenging activity according to extraction solvent based on water extract exhibiting improved 
scavenging activity. Ethanol extract recorded scavenging activity of 16.12% at pH 6.0, which was similar to those 
of ethanol and methanol radish bud extracts on sprouting day 12. SOD-like activity of radish bud extracts was in 
the range of 4.57∼27.05%. For comparison purposes, SOD-like activity of L-ascorbic acid was 52.15%,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radish bud extracts. Acetone and methanol extracts showed high SOD-like activities on sprouting 
day 8. SOD-like activity of radish bud extracts on sprouting day 12 significantly decreased to 4.57∼15.59%. Radish 
bud extracts recorded goo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ies on sprouting 8 and 12, whereas methanol extracts recorded 
the greatest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at 62.65∼84.89%. Radish bud extracts recorded xanthine oxidase inhibition 
activity of 21.26∼29.52% on sprouting day 4, and acetone extracts showed the highest level of xanthine oxidase 
inhibition activity. Xanthine oxidase inhibitory activity tended to decrease with sprouting period compared early on. 
ACE inhibitory activity was in the range of 12.48∼51.78% according to sprouting period and extraction solvent. 
Ethanol extracts on sprouting day 8 showed the highest ACE inhibitory activity of 51.78%. These results will hopefully 
contribute to research into the identification of materials and development of products for natural functi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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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새싹채소는 씨앗에서 싹이 나와 잎이 1~3개 정도 되는 

싹이 발아한 지 1주일 남짓 된 어린 채소를 말하며 다 자란 

채소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의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1,2). 식물의 종자는 다당류, 탄닌 및 사포닌 

등의 비소화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이를 발아시켜 

새싹채소로 키우면 영양성분과 소화력이 증가되고 쓴맛과 

독성성분을 다른 물질로 전환시켜 기능성 물질을 생산한다

(3-5). 또 싹이 튼 지 씨앗에 따라 3일에서 9일 정도로 본 

잎이 나오기 전의 어린 떡잎 상태일 때가 이러한 유용한 생

리활성 물질의 생성량이 최대가 된다(6,7). 새싹채소는 발아

하는 순간부터 영양소 및 각종 기능성 성분이 증가하고 비타

민, 칼슘, 인, 철분 등의 함량이 높아지며, 단위당 기능성 

성분 함량도 일반채소보다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8,9). 

최근에는 전반적인 산업이 고도화와 도시화로 식생활에 대

한 소비자의 인식이 전환되어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

심의 증가로 인한 건강지향의 식생활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새싹채소에 대한 소비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10). 중국

은 새싹채소를 약 5,000년 전부터 식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영국에서도 무, 겨자, 적양배추 등의 새싹채소를 빅토리아 여

왕 시대부터 식용으로 즐겨 사용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콩나물, 숙주나물 및 무순 등을 식용으로 사용하였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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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sh bud (Raphanus sativus L.) F.D powder 2 g
↓

Extracted with 70% aqueous ethanol 300 mL at 80°C 
for 2 h (80% aq. methanol 300 mL at 80°C for 2 h, 

75% aq. acetone 300 mL at 70°C for 2 h, 
distilled water 300 mL at 100°C for 2 h)

↓
Filtered with Whatman filter paper No. 2 

↓
Centrifuged at 5,000 rpm for 30 min

↓
Supernatant solution

↓
Evaporated under reduced pressure

↓
50 mL filled up with distilled water

↓
Radish bud (Raphanus sativus L.) extracts

Fig. 1. Schematic procedure for preparation of different solvent 
extracts of radish bud.

이러한 씨앗의 기능성 발아에 관한 연구는 독일에서 발표한 

연구가 주목받기 시작하여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호주 등지

에서는 채소 매장의 30% 정도를 새싹채소가 차지할 정도로 

건강식품의 하나로 일반화되었으며, 일본인들의 식탁에서

는 매일 섭취할 정도이다(12). 국내에서는 배추, 유채, 브로

콜리, 무, 갓, 알파파, 메밀, 보리, 로메인 등의 새싹채소가 

주로 재배되고 있고, 그 생산량은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연

평균 24% 정도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3). 그중 무순

은 십자화과 식물로 무 특유의 향기와 톡 쏘는 듯한 매운맛

이 있으며 샐러드나 무침, 샌드위치, 김초밥 등에 많이 이용

되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채소이다. 또한 항암물질로 

알려져 있는 indole계 화합물이 존재하며 항산화 비타민, 

식이섬유소 및 isothiocyanates 함량이 높고, 멜라닌 합성

에 관여하는 tyrosinase의 활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다른 채

소에 비하여 높다고 보고되고 있다(14). 

우리나라의 경우 새싹채소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급속도

로 증가하는 추세지만 다양하고 다량의 생리활성 물질을 함

유하고 있는 새싹채소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며 이러한 

새싹채소와 같은 천연식품을 기능성식품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생리활성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공급량이 증가하고 사용빈도

가 높아지고 있는 무순을 추출용매 및 발아시기에 따라 in 

vitro 실험으로 생리활성 효과를 측정하여 향후 동물모델을 

통한 in vivo 실험의 효과 검증에 대한 기초적 연구 자료로의 

이용과 무순과 같은 새싹채소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기능성

식품 소재로의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무순은 종자 소독이 되지 않은 무 종자

를 아시아 종묘에서 구입하여 수온이 28~30°C인 물에 4~5

시간 침지시킨 후 수분 공급이 가능한 자동재배기(Miracle 

sprouter KM-130, Hygreen, Seoul, Korea)에 넣어 25± 

2°C의 저온 incubator(VS-1203PFC, Vision Scientific, 

Daejeon, Korea)에서 재배시켰다. 재배용액은 증류수 2 L

로 매일 교환하였다. 재배 후 발아가 되면 4일, 8일, 12일 

발아시기별로 조명을 주어 녹화 단계를 거쳐 무순을 무작위

로 채취하여 세척한 후 사용할 때까지 초저온(-60°C) 하에

서 냉동 보관하였다. 보관된 시료는 동결건조기(FD SFDSM 

24, Samwon, Seoul, Korea)로 건조한 후 마쇄하여 100 

mesh 표준체에 통과시킨 후 실험재료로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제조

생리활성 측정을 위한 시료 추출은 에탄올, 메탄올, 아세

톤, 물 처리구로 나누어 제조하였다(15). 에탄올 추출물은 

각 시료 2 g을 사용하여 70% 에탄올 300 mL에 현탁시킨 

후 80°C에서 2시간 환류 추출하고 여과하였다. 여액은 유기

용매가 완전히 휘발할 때까지 진공농축기(R-114, BÜCHI, 

Flawil, Switzerland)로 감압 농축하고 원심분리기(VS- 

21SMT, Vision Scientific)로 5,000 rpm에서 30분간 원심 

분리 하여 용매 50 mL로 정용한 후 microtube에 나누어 

냉동 보관하였다. 메탄올 추출물은 각 시료 2 g을 80% 메탄

올 300 mL에 현탁시키고 80°C에서 2시간 환류 추출한 후 

에탄올 추출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였으며, 아세톤 추

출물은 각 시료 2 g을 75% 아세톤 300 mL에 현탁시키고 

70°C에서 2시간 환류 추출한 후 에탄올 추출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또한 물 추출물은 증류수 300 mL에 

현탁시킨 후 100°C에서 2시간 환류 추출한 후 에탄올 추출

물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였다(Fig. 1). 이렇게 제조한 

시료는 생리활성 비교를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아질산염 소거능은 Gray와 Dugan(16)의 방법을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 1 mM NaNO2 용액 2 mL에 각각의 추출물 

1 mL를 가하고 여기에 0.1 N HCl(pH 1.2) 및 0.2 M citrate 

buffer(pH 4.2와 6.0)를 사용하여 반응용액의 pH를 각각 

1.2, 4.2 및 6.0으로 조정하여 반응용액을 10 mL로 정용하

였다. 이를 37°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반응액을 

각각 1 mL씩 취하고 여기에 2% acetic acid 5 mL와 Griess 

reagent 0.4 mL를 가하여 혼합시킨 후 실온에서 빛을 차단

하여 15분간 방치시킨 다음 UV/VIS spectrophotometer 

(UV-1601, Shimadzu Co., Kyoto, Japan)로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염을 구하였다. Griess 

reagent는 sulfanilic acid와 naphthylamine을 각각 1% 상

당량 정량한 후 100% 초산을 첨가하여 교반 용해시킨 다음 

30% 초산이 되도록 일정량을 정용하여 사용 직전에 조제하

였다. 공시험은 Griess 시약 대신 증류수를 0.4 mL를 가하

여 상기와 동일하게 행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은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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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계산식으로 계산하였다.

SA (%)= (1－
A

)×100
B

SA: Nitrite scavenging ability

A: Absorbance of 1 mM NaNO2 added sample after 

standing for 1 hour

B: Absorbance of control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 활성 측정

SOD 유사 활성은 superoxide에 의해 산화되는 pyro-

gallol의 산화속도를 억제시키는 원리로 Marklund와 Mar-

klund(17)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각 추출물 0.2 

mL에 pH 8.5로 보정한 tris-HCl buffer[50 mM tris(hy-

droxymethyl)amino-methane+10 mM EDTA] 3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가하고 25°C에서 10분간 방

치한 후 1 N HCl 0.2 mL로 반응을 정지시킨 다음 UV/VIS 

spectrophotometer(UV-1601, Shimadzu Co.)를 이용하

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시료 첨가 및 무첨가구 

간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SOD-like activity (%)=(1－
B

)×100
A

A: Absorbance of control

B: Absorbance of sample

Tyrosinase 저해 활성 측정

Tyrosinase 저해 활성 측정은 Vanni 등(18)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반응구는 0.1 M sodium phosphate buf-

fer(pH 6.8) 0.5 mL에 10 mM L-DOPA(L-3,4-dihydrox-

yphenylalanine)를 녹인 기질액 0.2 mL 및 시료용액 0.1 mL

의 혼합액에 mushroom tyrosinase(110 unit/mL, Sigma- 

Aldrich Co., St. Louis, MO, USA) 0.2 mL를 첨가하여 

25°C에서 5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종료 후 반응을 정지

시키기 위해 80°C 이상 가열하고 25°C로 냉각한 후 반응액 

중에 생성된 DOPA chrome을 UV/VIS spectrophoto-

meter(UV-1601, Shimadzu Co.)로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yrosinase 저해 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Inhibition rate (%)= (1－
B

)×100
A

A: Absorbance of control

B: Absorbance of sample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 측정

Xanthine oxidase의 저해 활성 측정은 Stripe와 Corte 

(19)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즉 반응구는 0.1 M po-

tassium phosphate buffer(pH 7.5)에 xanthine 2 mM을 

녹인 기질액 1 mL에 0.04 unit xanthine oxidase를 0.1 

mL 가한 후 추출용액 0.1 mL를 넣고 대조구에는 추출용액 

대신 증류수를 0.1 mL 첨가하여 37°C에서 30분간 반응시

키고 20% trichloroacetic acid(TCA) 1 mL를 가하여 반응

을 종료시킨 다음 원심분리 하여 단백질을 제거한 후 반응액 

중에 생성된 uric acid를 UV/VIS spectrophotometer 

(UV-1601, Shimadzu Co.)로 29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여 다음 식으로 저해율을 구하였다.

Inhibition rate (%)= (1－
B

)×100
A

A: Content of uric acid in control

B: Content of uric acid in sample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저해 활성 측정

ACE 저해 활성 측정은 Cushman과 Cheung(20)의 방법

으로 측정하였다. 즉 반응구는 0.3 M NaCl을 함유하는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8.3)에 기질인 hip-

puryl-L-histidyl-L-leucine(HHL, Sigma-Aldrich Co.) 

2.5 mM을 녹인 액 0.15 mL, ACE(0.25 unit/mL, Sigma- 

Aldrich Co.) 0.1 mL와 각 추출시료 용액 0.1 mL를 혼합하

였으며, 대조구는 추출시료 대신 증류수 0.1 mL를 첨가하여 

37°C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1 N HCl 0.25 mL 첨가로 

반응을 중지시킨 뒤 3 mL의 ethyl acetate를 첨가하였다. 

Ethyl acetate 층으로부터 용매를 증류시킨 잔사에 2 mL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추출된 hippuric acid를 UV/VIS spec-

trophotometer(UV-1601, Shimadzu Co.)를 사용하여 흡

광도 280 nm에서 측정한 후 다음 식에 따라 저해율(%)을 

구하였다.

Inhibition rate (%)= (1－
B

)×100
A

A: Content of hippuric acid in control

B: Content of hippuric acid in sample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PSS 14.0(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PSS Inc., Chicago, IL, USA) software를 이용하여 각 시

험에서 각각의 시료에 대해 3 반복 측정하여 평균±표준오

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군에 따른 유의성 검증은 분산분석

(ANOVA)을 한 후 α=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아질산염 소거능

아질산염은 nitrosoamine을 생성하는 물질로 핵산이나 

단백질 또는 세포 내 성분을 alkyl화하여 매우 낮은 농도에

서의 노출로도 위암이나 후두암, 방광암 등 다양한 암을 유

발 및 증가시킬 수 있어 환경적 발암인자로 중요시 되고 있

다. Nitrosoamine의 생성은 식품성분과의 상호반응으로 식

품 자체 내에서 생성되기도 하며, 위장 내의 pH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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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radish bud extracts prepared with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Sprouting period

(days) Solvent
Nitrite scavenging ability (%)1)

pH 1.2 pH 4.0 pH 6.0

4

70% ethanol
80% methanol
75% acetone
Distilled water

87.47±0.24bA2)3)

86.02±0.67cA

81.44±0.42dC

89.71±0.09aA

23.44±0.61cA

17.56±0.29dC

26.35±0.43bB

62.51±0.59aA

 4.21±0.12dC

 5.74±0.17cC

 8.46±0.19aB

 7.40±0.09bA

8

70% ethanol
80% methanol
75% acetone
Distilled water

83.42±0.40dC

86.38±0.23aA

84.41±0.17cA

85.16±0.08bB

19.73±0.11dB

24.38±1.03cB

28.06±0.49bA

54.09±0.41aB

 9.15±0.18cB

15.12±0.87aB

12.17±0.36bA

 4.45±0.31dB

12

70% ethanol
80% methanol
75% acetone
Distilled water

86.33±0.20aB

79.57±0.23dB

83.22±0.13cB

83.81±0.13bC

24.14±0.17cA

41.67±0.12bA

22.66±0.11dC

44.47±0.43aC

22.54±0.22bA

37.41±0.24aA

 5.77±0.09cC

 2.86±0.08dC

L-ascorbic acid (100 μg/mL) 85.46±0.89 65.74±0.65 50.28±1.09
1)Each sample was tested at the concentration of 1,000 μg/mL.
2)Each value is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n=3).
3)Value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period and different capital letters in the same solvent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산성조건일수록 생성이 촉진된다(21,22). Table 1은 추출

용매와 발아시기에 따른 무순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이다. 전체 측정 구간 중 pH 1.2에서 81.44~ 

89.71%로 가장 높은 소거능을 나타내었고 pH가 증가할수

록 아질산염 소거능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

는 아질산염 소거능이 pH에 매우 의존적이며 pH가 높을수

록 소거 효과가 감소된다는 Kytopoulos(23)의 결과와도 일

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pH 1.2와 pH 4.0의 조건에서 발아 

4일과 8일째의 무순으로 추출한 추출물이 발아 12일째의 

무순 추출물보다 높은 소거능 효과를 보였으며 추출용매에 

따라 소거능의 차이는 보였으나 물로 추출한 추출물이 상대

적으로 다른 용매 추출물에 비해 소거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Kim 등(24)의 부위별 새송이버섯 추출물의 아질

산염 소거능 측정에서 pH 1.2의 물 추출물이 70.2%, 에탄올 

추출물이 58.7%로 전반적으로 물 추출물에서 높은 소거능

을 나타내었고, Joo 등(25)의 순비기나무 줄기 추출물의 아

질산염 소거능 측정 결과에서는 pH 1.2와 pH 3.0의 열수 

추출물이 각각 88.36%, 30.24%의 소거능을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거나 낮은 소거능 효과를 보였다. 또한 pH 6.0

에서는 에탄올 추출물이 16.12%의 활성을 보여 발아 12일

째 무순의 에탄올 추출물과 메탄올 추출물의 소거능 효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추출물

의 용매가 극성으로 갈수록 아질산염 소거능이 높게 나타났

으며, pH가 낮아질수록 아질산염 소거능이 증가하였다. 대

조군인 L-ascorbic acid와 비교하면 pH 1.2의 조건에서 무

순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소거 

효과를 보였으나 pH 4.0과 pH 6.0의 조건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소거능을 보여 큰 효과를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Yamada 등(26)은 폴리페놀 화합물이 아

질산염을 효과적으로 분해하여 nitrosoamine 생성을 효과

적으로 억제한다고 하였으며, Shenoy와 Choughuley(27)

는 각종 페놀이 아민의 니트로화의 저해제로 작용한다고 보

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무순 추출물이 아질산염 

소거 활성을 보이므로 육제품이나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가

공식품의 제조 시 아질산염 소거 효과를 가진 천연 첨가물로

의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SOD 유사 활성

SOD는 superoxide radical을 과산화수소와 정상상태의 

산소로 환원시켜줌으로써 노화 억제 등의 항산화 역할을 한

다. SOD 유사 활성 물질은 효소는 아니지만 SOD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저분자 물질로 주로 phytochemical에 속한다

(28,29). 상업적으로는 관절염이나 류머티즘 등과 같은 각

종 퇴행성 질병 치료를 위한 항염증제나 피부 노화방지를 

위한 화장품의 첨가제로도 이용되고 있다(30). 추출용매 및 

발아시기에 따른 무순 추출물의 SOD 유사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무순 추출물의 SOD 유사 활성은 4.57 

~27.05%의 범위를 보였고 비교물질인 L-ascorbic acid의 

활성이 52.15%로 무순 추출물의 활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

타냈다. 추출물 중에서 발아 8일째의 아세톤 추출물과 메탄

올 추출물의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발아 4일째의 

무순 추출물의 SOD 유사 활성은 추출물 전 구간에서 비슷한 

활성 효과를 나타내었다. 발아 12일째의 무순 추출물의 SOD 

유사 활성은 4.57~15.59%로 현저히 활성이 감소하는 경향

을 볼 수 있으며 아세톤 추출물을 제외한 모든 추출물 구간

에서 미미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추출용매에 따라 아세톤, 

메탄올, 에탄올 추출물 순으로 활성이 좋았으며 발아 8일째

의 무순 추출물이 가장 높은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 Kim 등(24)의 새송이 버섯의 SOD 유사 활성 결과에서 

물 추출물이 에탄올 추출물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낸 것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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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OD-like activity of radish bud extracts prepared with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Each sample was tested at the con-
centration of 1,000 μg/mL.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period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Different
capital letters in the same solvent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
ence (P<0.05) among different sprouting periods. The concen-
tration of positive control (L-ascorbic acid) solutions were meas-
ured at 10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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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of radish bud extracts pre-
pared with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Each sample was tested 
at the concentration of 1,000 μg/mL.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period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Different capital letters in the same solvent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different sprouting periods. The con-
centration of positive control (L-ascorbic acid) solutions were 
measured at 100 μg/mL. 

상반된 결과를 나타냈으며, Lee 등(31)의 늙은 호박 추출물

의 SOD 유사 활성을 측정한 결과에서 에탄올로 추출한 추출

물이 물로 추출한 추출물보다 더 높은 유사 활성을 보인 결

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 Lee 등(32)의 백국과 

황국 추출물의 SOD 유사 활성에서 백국용매 추출물은 메탄

올 추출물이, 황국용매 추출물은 아세톤 추출물이 유의적으

로 높은 유사 활성을 보였다는 결과로 보았을 때, 이는 추출

용매의 차이에 따라 함유되는 생리활성 물질의 특이성에 따

른 것으로 보이며 추출용매에 따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로 볼 때 무순 추출물

이 체내 및 식품에서 활성산소종 제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추후 활성을 보이는 성분 구명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Tyrosinase 저해 활성

Tyrosinase는 tyrosine을 기질로 하여 dopaquinone을 

생성시키며, 생성된 dopaquinone은 아미노산 혹은 단백질 

중합반응에 의해 멜라닌이 합성된다(33). 과도한 멜라민 생

성은 색소침착으로 이어지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며, 피부

암 유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생성된 멜라닌은 쉽

게 파괴 또는 분해가 어려워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의 일

환으로 tyrosinase의 활성을 저해하는 방법이 있다(31). 

Fig. 3은 mushroom tyrosinase 효소를 이용하여 추출용매 

및 발아시기에 따른 무순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능을 측

정한 결과이다. 발아시기에 따른 저해 활성은 발아 8일째와 

12일째의 무순 추출물의 활성이 좋았으며, 추출용매에 따라 

에탄올 추출물이 41.75~66.25%, 메탄올 추출물이 62.65~ 

84.89%, 아세톤 추출물이 44.69~64.85%, 물 추출물이 

51.80~59.96%의 범위로 측정되었으며 메탄올 추출물이 

가장 좋은 저해 활성을 보였다. Lee 등(34)의 꾸지뽕나무 

부위별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능 측정에서는 잎과 줄기 

추출물에서 각각 5.22~17.56%, 27.71~30.42%의 범위로 

측정되었고 메탄올 추출물이 에탄올 추출물이나 물 추출물

보다 높게 측정되어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Kim 등(35)의 하고초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능 측정에

서는 열수 추출물보다 에탄올 추출물이 42.67%로 높은 저

해력을 보인다고 보고하였고, An 등(36)의 늙은 호박 추출

물에 관한 연구에서는 에탄올 추출물보다 열수 추출물의 저

해능이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내어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추출물의 종류 및 추출용매에 따라 ty-

rosinase의 저해능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추출물과 추물용

매에 따라 용출되어 나오는 총 페놀,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물질이 다르고 이와 같은 항산화물질은 tyrosinase 

저해 활성과 서로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tyrosinase 저해 효과가 클수록 melanin 생성 억제 효과가 

우수할 것으로 보이며, 무순과 같은 추출물들의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분석 및 분리 연구를 통하여 이를 활용한 기능

성식품의 개발과 미백 효과를 줄 수 있는 기능성 제품의 개

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

Xanthine oxidase는 purine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로 

xanthine 또는 hypoxanthine으로부터 uric acid를 형성하

고 염증 및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통풍과 신장에 침착되어 

신장질환을 유발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으며(37) xanthine 

oxidase의 저해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므로 항산화, 

노화 및 항암 등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효소라고도 할 수 있

다. 추출용매 및 발아시기에 따른 무순 추출물의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발아시

기 중 발아 4일째의 저해 활성이 21.26~29.52%로 가장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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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Xanthine oxidase inhibitory of radish bud extracts pre-
pared with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Each sample was tested 
at the concentration of 1,000 μg/mL.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period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Different capital letters in the same solvent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different sprouting periods. The con-
centration of positive control (allopurinol) solutions were meas-
ured at 100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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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CE inhibitory activity of radish bud extracts prepared
with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Each sample was tested at 
the concentration of 1,000 μg/mL. Values are mean±SD of 3 
replicates.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period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Different capital letters in the same solvent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different sprouting periods. Captopril
(0.1 mg/m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for antihypertensive
effect.

은 저해능을 나타내었고 발아 8일째의 저해 활성은 13.71~ 

18.43%, 발아 12일째의 저해 활성은 6.00~10.07%로 발아

초기에 비해 발아가 진행됨에 따라 저해능은 감소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또한 추출용매는 아세톤 추출물의 저해 활성

이 각각의 발아시기에서 가장 높은 저해능을 보였고 에탄올 

추출물과 메탄올 추출물의 저해 활성은 발아시기에 따라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발아 12일째의 추출물은 

용매에 상관없이 활성이 떨어져 큰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하

였다. 또 Kim 등(38)의 발아기간에 따른 벼의 xanthine ox-

idase 저해 활성 측정 결과에서는 발아시기에 따라 xan-

thine oxidase 저해 활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러

한 결과는 gallolyl을 함유한 플라보노이드 화합물과 폴리페

놀 화합물이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발아초기에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다가 

발아후기에 감소한다는 Kim 등(39)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발아후기에 

xanthine oxidase를 저해하는 폴리페놀 화합물이 감소한 

결과를 보여준 선행연구(15) 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allopurinol의 저해 

활성에 비해 큰 저해 활성을 주지는 못했으나 본 연구를 통

하여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을 주는 천연소재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저해 활성

고혈압은 우리나라에서 암 다음으로 많이 발생되는 대표

적인 질환의 하나로 그 원인은 renin-angiotensin계가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ACE라는 효소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체 

중에 존재하는 불활성형의 angiotensin-Ⅰ의 C말단에 존재

하는 dipeptide(His-Leu)를 절단하여 혈관벽 수축작용을 

하는 angiotensin-Ⅱ(octapeptide)로 전환된다. 이 물질은 

강력한 혈관수축작용을 가지고 aldosterone의 분비를 촉진

함으로써 물과 sodium의 배설을 억제하며, 또한 혈관이완

작용을 갖는 bradykinin을 불활성화 시켜 혈압을 상승시키

는 역할을 한다(40). ACE 저해제는 ACE의 작용을 저해함

으로써 angiotension-Ⅱ의 생성 저해, aldoterone 분비 감

소, 혈관확장제인 bradykinin의 증가 등의 과정을 통해 신장

혈관을 확장시켜 sodium의 배설을 촉진함으로써 혈압을 낮

추어 줄 수 있다(41). 이러한 ACE의 활성 저해인자로는 저

분자 펩타이드들과 그 유도체들 그리고 녹차에 존재하는 

catechin과 메밀의 rutin과 같은 폴리페놀 성분들이 대표적

으로 알려져 있다(42). 본 연구에서는 추출용매와 발아시기

에 따른 무순 추출물의 ACE 저해 활성에 의한 항고혈압 효과

를 측정하였으며 Fig. 5와 같다. 양성대조군으로는 현재 시

판되고 있는 항고혈압제인 captopril을 사용하였으며 cap-

topril 0.1 mg/mL가 78.12%의 저해 활성을 보였다. 발아시

기와 추출용매에 따른 ACE 저해능은 12.48~51.78%의 저

해 활성을 보였으며, 발아 8일째의 에탄올 추출물이 51.78%

로 각 추출물 중 가장 높은 저해 활성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열수 추출물이 발아 8일째와 발아 12일째에서 21.34~22.30 

%의 활성을 보였으며 메탄올 추출물과 아세톤 추출물에서

는 12.48~18.70%로 큰 활성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비록 

captopril보다 낮은 활성이지만 추출용매 및 발아시기에 따

라 저해 활성이 변화가 있음을 나타냈으며 이런 결과들로 

항고혈압 효능을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Cho 등(43)의 구기

자 추출물의 항고혈압 측정에서 에탄올 추출물과 물 추출물

에서 높은 저해율을 보였다는 결과와도 일치하며, Kim 등

(38)의 발아기간 벼의 항고혈압 측정에서 발아 5일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결과와 유

사하며, Cho 등(44)의 매생이 추출물의 항고혈압 측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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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와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33.8%, 85.0%의 활성을 

나타냈는데 열수 추출물에서는 크지 않지만 에탄올 추출물

에서는 큰 ACE 저해 활성을 보이고 있다는 결과와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추출용매의 차이에 따라 함유

되는 생리활성 물질의 특이성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Lee 등(45)은 angiotensin 전환 효소 저해 및 항산화 활성

이 총 페놀화합물 함량과 ACE 활성 저해 사이에 높은 상관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무순 추출물이 천연 항고혈압 소재로써의 

이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무순을 추출용매 및 발아시기에 따라 추출하

여 아질산염 소거능, SOD 유사 활성, tyrosinase 저해 활성,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 그리고 ACE 저해 활성을 측정

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에서는 pH 1.2의 조건에서 각 

추출물들이 81.44~89.71%로 가장 높은 소거능을 나타내

었고 pH 1.2와 pH 4.0의 조건에서 발아 4일째와 8일째의 

무순 추출물이 발아 12일째의 무순 추출물보다 높은 소거능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 추출용매에 따라 소거능의 차이는 

보였으나 물로 추출한 추출물이 상대적으로 다른 용매 추출

물에 비해 소거능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pH 6.0 조

건에서는 에탄올 추출물이 16.12%의 활성을 보여 발아 12

일째 무순의 에탄올 추출물과 메탄올 추출물의 소거능 효과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무순 추출물의 SOD 유사 활성은 

4.57~27.05%의 범위를 보였고 비교물질인 L-ascorbic 

acid의 활성이 52.15%로 무순 추출물의 활성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냈다. 추출물 중에서는 발아 8일째의 아세톤 추출

물과 메탄올 추출물의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발아 

12일째의 무순 추출물의 SOD 유사 활성은 4.57~15.59%

로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yrosinase 저해 활

성은 발아 8일째와 12일째의 무순 추출물의 활성이 좋았으

며, 추출용매는 메탄올 추출물이 62.65~84.89% 측정되어 

가장 좋은 저해 활성을 보였다. Xanthine oxidase 저해 활

성은 발아 4일째의 무순 추출물이 21.26~29.52%로 아세톤 

추출물이 가장 높은 저해능을 나타내었고 발아초기에 비해 

발아가 진행됨에 따라 저해능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발아시기와 추출용매에 따른 ACE 저해능은 12.48∼

51.78%의 저해 활성을 보였으며, 발아 8일째의 에탄올 추

출물이 51.78%로 각 추출물 중 가장 높은 저해 활성을 보였

다. 이와 같은 생리활성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천연 기능성 

식품의 소재 발굴 및 식품 개발에 있어 연구 활용의 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일반적으로 섭취하여 큰 효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무순을 유효성분만을 추출하여 소재화 하

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현행 건강기능식품

법에 따르면 물, 주정, 핵산 등의 추출용매를 사용하여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용매의 종류 및 

추출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큰 기대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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