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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의 독성물질 Ptaquiloside 제거방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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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taquiloside is a carcinogenic compound from bracken fern (Pteridium aquilinum L).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content of ptaquiloside in bracken fern by various processing methods. The processing meth-

ods were heated and immersed time, water exchange number, and so on. Akali hydrolysis and solvent fractionation of

ptaquiloside in bracken fern leads to the non-toxic and chemically stable pterosin B. The contents of pterosin B was

analyzed by UPLC-MS/MS on mobile phase 3 mM ammonium acetate and methanol. The contents of total pterosin

B in non-processing bracken fern in water extraction was 81.0 mg/kg and toxic ptaquiloside of them was 46.4 mg/kg.

The heating time of 5 minutes removed 60% about the contents of pterosin B in the bracken fern, and two-thirds of

them were already non-toxic pterosin B, namely were not transfered from ptaquiloside. Additional immersed time

(12h), the pterosin B in bracken fern was 10 mg/kg, it was removed 87.6% and once every hour, water exchange times

were removed 99.5% in comparison with them of untreated bracken fern and two-thirds of them were non-toxic

pterosin B. To remove of ptaquiloside in bracken fern, heat, immersion, and water exchange times shall be carried out

simultane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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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리는 지구상에 가장 많은 식물 중 하나로, 남극대

륙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고

사리과의 여러해살이 양치식물이다. 단백질, 칼슘, 철분이

풍부하여 치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

켜 체내의 노폐물을 배출시키며, 식이섬유가 많아 변비 예

방과 부기를 빼는데 효과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생활

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산채나물로서 봄철에 나오는 어린

싹을 건조시킨 후, 저장해서 사계절동안 섭취하고 있다1-4).

하지만, 고사리에 함유된 자체의 독성물질인 ptaquiloside

는 적절한 조리과정 방법 없이 섭취하면 독성물질이 잔류

될 수 있으며, 특히 잎의 끝이 말린 어린 고사리에 가장

많다고 한다. 국제 발암연구센터(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고사리를 동물과 사람의 발암물

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ptaquiloside는 발암가능성 물질로

분류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ptaquiloside는 고사리의

주된 발암물질로 확인되었다. 독성물질인 ptaquiloside의 사

람 노출은 고사리 잎에 많이 함유된 독성물질이 빗물에

의하여 쉽게 토양과 물에 침출되어 지하수로 유입되어 일

어난다고 알려졌다5-9). 특히, 고사리를 2-3년 동안 먹이로

먹은 소는 방광종양으로 인한 증상으로 혈뇨를 보였으며,

위, 장관 종양 등도 나타내었다. 지역적으로는 브라질, 볼

리비아, 스코틀랜드 등에서 비슷한 현상을 보였다6,10-12).

우리나라 사람들과 대부분의 동양인들은 고사리를 일반

야채식품으로 섭취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별다른 중독사

례나 중독병변에 관한 임상보고를 찾을 수 없었다. 이러

한 원인은 동양인들이 소량씩 간헐적으로 섭취하여 인체

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고사

리를 장기간 또는 다량 섭취할 때 독성이 유발될 수 있다

는 것은 다수의 논문에서 보고되었다1,2,8). 

그래서 고사리를 섭취하기 전 독성물질을 제거하기 위

해 물에 침지나 삶기도 하지만 정확한 과학적 근거에 따

른 조리방법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

구는 가열 시간, 침지 시간과 침지 횟수를 다양하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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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 고사리에 함유된 잔류독성물질을 측정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시료 및 분석 표준물질

생체고사리는 전남 담양근교에서 채취하여 진공포장 후,

냉동 보관하였고, 건고사리는 생체고사리를 5분간 가열하

여 햇빛에 건조한 다음, 밀봉 후 실온에 보관하면서 실험

에 사용하였다. Ptaquiloside의 함량 분석은 화학적으로 불

안정하여 재현성 있는 정량실험이 불가능하여 정량이 가

능한 알칼리 가수분해물질인 pterosin B (Chengdu Biopurify

Phytochemicals Ltd., China)을 구입하여 실험을 하였다.

Pterosin B 추출 및 기기분석조건

Ptaquiloside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며 pH 8~11 사이에

서 열처리에 의해 pterosin B로 전환된다(Fig. 1)9,12). 따라서

ptaquiloside를 알칼리에 의한 가수분해 한 다음, 알칼리용

액에서 해리되어 있는 화합물에 HCl를 첨가하여 산성 조

건에서 비해리화한 후, CH2Cl2으로 용매분획(Fig. 2)하여

pterosin B를 추출하였다. 분석기기는 UPLC-MS/MS, UVD

를 사용하였으며13-21), 분석조건과 MS/MS chromatogram은

Table 1과 Fig. 3에 나타내었다. 분석과정의 회수율은 고

사리에 인위적으로 일정 농도의 pterosin B를 첨가하여 전

처리방법에 따라 추출 후 분석하여 구하였다. 검출한계

(LOD; Limit of detection)는 정량한계(LOQ; Limit of

quantitation)로 예상 되는 최저 농도의 2배를 첨가, 7반복

하여 측정한 후, 시료들의 면적에 대한 표준편차와 표준

물질 검량선의 기울기를 이용하여 구하였으며, LOQ는

LOD에 3을 곱하여 구하였다9,10).

고사리 자체의 ptaquiloside함량

고사리는 ptaquiloside와 pterosin B가 동시에 함유되어

있다. 고사리 자체에 함유된 pterosin B와 ptaquiloside에서

전환된 pterosin B 함량은 생체고사리를 40oC 물로 1시간

추출한 용액과 추가로 1 N NaOH을 가하고 40oC에서 1시

Fig. 1. Structure of ptaquiloside and pterosin B.

Fig. 2. Extraction of pterosin B from bracken fern.
Fig. 3. UPLC-MS/MS chromatograms of ptetosin B.

(patrent ion: 219.1, daugther ion: 201.1, 145.0)

Table 1. The analytical conditions of instruments for pterosin B

Instrument Parameter Operation conditions

UPLC

Column
ACQUITY UPLC BEH C

18
,

1.7 um, 2.1 × 100 mm

Mobile phase

A:B = 60:40 → 5:95

A: 3 mM Ammonium acetate,

B: MeOH

Flow rate 0.35 mL/min

Injection volume 10 μL

Run time 5 min

Wavelength 260 nm

MS/MS

Ionization mode ESI (Positive MRM mode)

Collision and

auxiliary gas
Ar, N

2

Parent ion 219.1

Daugther ion 201.1, 145.0

Cone Energy (V) 40

Collision Energy (V) 20, 24

Source temp., 

desolvation temp. (oC)
120, 200

Dwell time (s)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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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추출한 용액으로 알칼리 가수분해 수행 전후를 분석하

여 측정하여 구하였다. 그리고, 고사리를 5분 가열한 고사

리를 가지고 H2O로 추출한 다음, 알칼리 가수분해 전후의

pterosin B 함량을 측정하여 ptaquiloside 함량을 계산하였다. 

시료의 여러 조건별 전처리

고사리를 1, 3, 5, 10 min별로 가열한 후, 잔류독성물질

을 측정하였으며, 일정 시간(5 min) 가열 후, 침지시간(0,

1, 3, 6, 12 h)을 변수로 하여, 그리고 일정 시간(12 h) 침지

하면서 침지 물 교환 횟수(0, 1, 2, 4, 12회)를 변수로 추가

하여 실험하였다. 여러 조건별로 전처리하여 얻은 시료를

대상으로, 일정크기(1 cm)로 세절한 다음, Table 1의 전처

리법에 의해 고사리에 남아 있는 ptreosin B 함량의 측정

하였다. 결과값은 3반복 시험하여 측정한 값을 가지고 평

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정리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고사리의 수분함량

생고사리의 수분함량은 91.0 ±0 .4%이었으며, 5분간 가

열하여 햇빛에 건조한 다음, 밀봉 후 실온에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한 건고사리의 수분함량은 8.3 ± 0.2%이었다.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의 국가표준식품성분표22)에 따르면,

생고사리의 수분함량은 93%, 건고사리는 12.2%로 알려져

있다.

전처리 및 기기분석방법에 대한 회수율, LOD, LOQ

고사리에 인위적으로 일정 농도의 pterosin B를 첨가하

여 전처리방법으로 추출 후, 분석하여 구한 회수율은 95.0 ±

2.1%였고, 검출한계(LOD)는 0.018 mg/L 였으며, 정량한계

(LOQ)는 0.055 mg/L로 나타났다. 다른 문헌에 따르면,

pterosin B의 회수율은 95.5%로 본 실험과 유사하였으며,

검출한계(LOD)는 0.15 µg/L에서 1.95 mg/L 범위로 다양하

게 나타났다9,10,12). 이는 pterosin B 추출방법과 분석기기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사리의 ptaquiloside 함량

고사리에 들어있는 ptaquildoside 함량은 불안정하여 정

확하게 분석하기 어려워 pterosin B로 전환시켜 분석하였

다. 즉, 고사리의 ptaquiloside는 Fig. 1과 같이 ptaquiloside

로부터 가수분해하여 pterosin B로 전환된 함량에서 고사리

자체에 들어 있는 pterosin 함량을 뺀 수치로 표현하였다.

생고사리는 먼저 H2O로 추출한 다음, 알칼리 가수분해

전·후의 pterosin B 함량과 고사리를 5 min 가열한 후,

H2O로 추출한 다음, 알칼리 가수분해 전·후의 pterosin B

함량을 비교해 보았다(Table 2). 

고사리를 H2O로 추출(40oC, 1 h)한 후, 알칼리 가수분해

전·후의 pterosin B 함량은 알칼리 가수분해 전 H2O 추

출물에 35.6 mg/kg 함유되어 있었으며, 알칼리분해 후, 81.0

mg/kg이었다. 따라서, 고사리의 ptaquiloside 함량은 약 46.4

mg/kg이었다. 고사리의 독성물질 함량은 지역에 따라 굉

장히 광범위하며, 70 mg/kg에서 12,900 mg/kg까지 지역에

따라 다양한 것으로 보고되었다6,9,10). 

그리고 5분 가열 후, 고사리에 H2O로 추출한 다음, 알

칼리 가수분해 전·후의 pterosin B 함량의 결과로 부터

ptaquiloside 함량은 10.8 mg/kg이었다. 즉, 5 min 가열은 독

성물질인 ptaquiloside가 76.7% 제거됨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전처리에 따른 pterosin B 함량

실험조건을 다양하게 하여 가열시간별(0, 1, 3, 5, 10

min), 일정 시간(5 min) 가열 후 침지시간별(0, 1, 3, 6, 12

h), 일정 시간(12 h) 침지하는 동안 침지 물 교환 횟수(0,

1, 2, 4, 12회)를 추가로 하여 잔류되어 있는 pterosin B 함

량을 측정해 보았다. 생고사리를 최대 10분 동안 데치면

서 pterosin B 잔류량을 측정해본 결과(Fig. 4), 생고사리를

5분 가열로 인해 32.4 mg/kg으로 생고사리에 비해 60%정

도가 제거되었고, 10분 동안 가열하면 27.2 mg/kg으로 약

66.4%가 제거되었다. 이처럼 가열 시간에 정비례하게 독성

물질이 제거되지는 않고, 5분 이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하

였다. 

여기에 침지(12h)를 추가하면, 잔류되는 양이 10 mg/kg

으로 생고사리에 비해 약 88%가 제거되었다(Fig. 5). 또한

매시간 물교환 작업 추가로 하면 0.4 mg/kg으로 생고사리

에 비해 99.5%이상이 제거되었으며(Table 3), 이중 2/3에

해당하는 pterosin B는 Table 2에서 말해 주듯이 침지와

물교환 작업을 하기 전 5 min 가열로 인해 이미 ptaquiloside

가 알칼리분해에 의해 전환되어 생긴 pterosin B가 아니라

알칼리분해 전부터 독성을 잃은 상태로 존재한 pterosin B

함량이라 할 수 있어 잔류된 독성물질로 환산한다면 0.1 mg/

kg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고사리의 독성물질인 ptaquiloside는 열에 약하고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6,9). 따라서 독성물질 제

거는 가열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물에 담가주면서 물을

여러 번 갈아주면 훨씬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과

거 우리 조상들이 고사리를 삶아 물에 오랫동안 불려서

Table 2. Pterosin B and ptaquiloside contents (mg/kg) of bracken

fern according to processing methods

Processing methods
Pterosin B 

(mg/kg)

Ptaquiloside 

(mg/kg)

H
2
O extraction 35.6 ± 2.5

46.4
 addition of akali hydrolysis 81.0 ± 2.6

Heated (5 min) → H
2
O extraction 21.6 ± 0.3

10.8
 addition of akali hydrolysis 32.4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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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소 성분을 상당부분 제거한 후에 조리하여 먹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독성물질의 제거는

가열시간과 더불어 침지와 물 교환 횟수도 동시에 이루어

져야 한다.

건고사리의 침지 시간에 의한 물 교환 횟수별 처리

생고사리를 5분간 가열하여 햇빛에 건조하여 가공된 건

고사리를 가지고, 일정 시간(12 hr) 침지하는 하면서 침지

물 교환 횟수(0, 1, 2, 4, 12회)를 추가로 하여 잔류되어

있는 pterosin B 함량을 측정해 보았다. 

실험 결과, 매시간 물교환 작업 추가로 하면 ptersoin B

의 잔류량은 11.5 mg/kg이었으며(Table 4), 이는 건조무게로

계산했을 때이며, 생고사리와 비교하기 위해 수분함량을 보

정하여 계산하면 약 1 mg/kg이 잔류되어 있고, 이것 역시

앞서 Table 2에서 말해 주듯이 잔류량의 2/3에 해당하는

pterosin B는 5 min 가열로 인해 이미 ptaquiloside가 알칼

리분해에 의해 전환되어 생긴 pterosin B가 아니라 알칼리

분해 전부터 독성을 잃은 상태로 존재한 pterosin B 함량

이므로, 실제 독성물질은 훨씬 더 적은 양으로 판단된다.

 국문요약

Ptaquiloside는 고사리에 들어 있는 발암성 물질이다. 본

연구는 다양한 조리법에 따라 고사리에 함유된 ptaquiloside

을 측정해 보고자 하였다. 조리법은 가열, 물에 침지, 물

교환 횟수 등이었다. 알칼리 가수분해와 용매분획은

ptaquiloside를 화학적으로 안정한 물질인 pterosin B로 전

환시켜 주었다. Pterosin B 함량은 이동상용매로 3 mM

ammonium과 메탄올 용매를 사용하여 UPLC-MS/MS로 분

석하였다. 조리과정이 없는 생고사리의 H2O추출물에 함유

된 pterosin B함량은 81 mg/kg으로 검출되어 독성물질

ptaquiloside는 46.4 mg/kg이었다. 5분의 가열 시간 후 고

사리의 pterosin B 함량은 약 60%정도 제거시켜주며, 이

중 2/3는 ptaquiloside에서 전환된 pterosin B가 아닌 고사

리 고유의 ptersoin B 함량이었다. 12시간 침지를 추가한

고사리는 처리하지 않은 고사리에 비해 약 88%, 또한 매

시간 물교환 작업을 추가시 99.5%까지 제거됨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독성물질 ptaquiloside의 제거는 가열시간과

더불어 침지와 물 교환 횟수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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