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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the functional compounds in different varieties
of sesame (cv. Daheuk, cv. Goenbaek, cv. Milyang 74) during processing, as well as their antioxidant and hepatoprotective effects.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 ranged from 0.37∼2.79 mg gallic acid equivalent/g
and 0.03∼1.13 mg catechin equivalent/g in different varieties of sesame, roasted sesame, sesame oil, and sesame
meal. The major lignans were identified as sesamin, sesamolin, sesaminol, sesaminol diglucoside, and sesaminol
triglucoside. The highest total lignan content (10.87∼19.44 mg/g)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1.76∼5.14
mg Trolox equivalent/g) were observed in the Milyang 74 cultivar regardless of processing. Furthermore, extracts
of Milyang 74 effectively improved cell viability and inhibited reactive oxygen species generation in oxidative stress-induced HepG2 cel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ilyang 74 cultivar could effectively mediate physiological activity.
The study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for the use of sesame as a functional food material.
Key words: sesame, sesame oil, lignan, antioxidant activity, hepatoprotective effect

서

론

참깨(Sesamum indicum L.)는 참깨과(Pedaliaceae)의 1
년생 초본식물로 Sesamum 속은 30종 이상으로 분류되며

간은 에너지 대사와 내인성, 외인성 물질에 대한 해독 작

주요 재배종은 Sesamum indicum L.이다(Kim 등, 2004).

용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간 손상은 알코올, 바이러스에 의한

참깨는 동양 국가에서는 노화를 방지하는 건강식품으로 오

감염, 약물의 오남용, 산화 자극에 의한 활성산소(reactive

랜 기간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일반적인 참깨의 성분은 지

oxygen species, ROS) 생성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생길

질 44~58%, 단백질 18~25%, 탄수화물 13.5%, 회분 5%로

수 있다(Cichoż-Lach와 Michalak, 2014). 특히 과잉 생성

구성되어 있다(Makinde와 Akinoso, 2014). 특히 참깨는

된 ROS는 표적이 될 수 있는 단백질과 핵산 등을 손상시키

phenyl propane dimer 형태의 sesamin, sesamolin, ses-

고, 생체막의 구성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을 과산화하여 체내

amol, pinoresinol과 같은 리그난 화합물이 유리형 또는 배

과산화지질의 축적을 증가시켜 간 손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당체 형태로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과 같은

질환을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Gupta 등, 2014). 이에

생리활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Andargie 등, 2021). 그

따라 체내에서 발생하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 물질

중에서도 sesamin과 sesamolin은 참깨의 주요 비배당체 지

을 항산화제라고 하며, 이는 대사 과정 중 생성되는 ROS에

용성 리그난으로 참기름의 산패를 억제하여 저장 안정성을

의한 지질과산화 반응을 억제하여 동맥경화, 심혈관계 질환,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Wu 등, 2013), 염증매개물질 형성

염증, 당뇨 등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어 천

억제를 통한 면역기능 강화(Lin 등, 2019), 에탄올로 유도된

연 항산화제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Emerit

간 손상으로부터 보호 및 해독 작용(Peñalvo 등, 2005), γ-

과 Chaudiere, 1989).

토코페롤의 생체이용률 향상을 통한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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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증대(Akl 등, 2012), 장내 콜레스테롤 흡수 억제(Liang

참기름 및 참깨박 추출물을 제조하기 위해 각각의 시료 중량

등, 2015)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비 10배량의 80% 메탄올(v/v)을 첨가해 1시간 동안 3회

또한 최근에는 탈지참깨박에 다량 함유된 sesaminol-di-

반복하여 초음파 추출하고 이 추출물을 여과, 감압농축 및

glucoside, sesaminol-triglucoside 등 배당체 형태의 수용

동결건조하였으며, 추출물을 100 mg/mL의 농도로 di-

성 리그난과 수용성 페놀화합물의 항산화 효과(Mekky 등,

methyl sulfoxide(DMSO)에 용해한 후 80% 메탄올, 버퍼

2019)뿐만 아니라, 항염증(Wu 등, 2019), 에스트로겐 유사

또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배지

활성(Kiyama, 2016), 갈색지방조직 활성화에 따른 비만 억

등으로 희석하여 생리활성 측정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제(Jahagirdar 등, 2018) 등의 기능 또한 보고되었다.
참깨 품종에 관한 연구로는 농촌진흥청에서 역병에 강하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고 수량성이 높은 건백(Kim 등, 2018)을 비롯한 150여 종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Dewanto 등(2002)의 방법에 따라

참깨 품종을 육성하였으며, 리그난의 건강 기능성에 관한

Folin-Ciocalteu reagent가 추출물의 폴리페놀성 화합물에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최근에는 리그난 함량이 높은 참깨

의해 환원된 결과 몰리브덴 정색으로 발색하는 것을 원리로

품종이 개발되고 있다(Yasumoto와 Katsuta, 2006). 특히

측정하였다. 즉, 10 mg/mL 농도의 각 추출물 100 μL에 2%

본 연구에서 주재료로 사용한 ‘밀양 74호’는 리그난 함량이

Na2CO3 용액 2 mL를 가한 후 3분 방치하여 50% Folin-

모부본 대비 최대 87% 이상 증가한 신품종 참깨로 Kim 등

Ciocalteu reagent(Sigma-Aldrich Co., St. Louis, MO,

(2020)이 식물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는 리그난 함량이 높

USA) 100 μL를 가하였다. 실온에서 30분 방치 후 반응액의

고 경장이 작은 경북 22호와 리그난 함량이 높고 성숙기가

흡광도 값을 750 nm에서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빠른 YCS7을 인공교배하고, 계통 육종법을 통해 육종하여

acid(Sigma-Aldrich Co.)를 5, 10, 25 및 50배로 희석하여

F5로부터 64개체를 선발한 후 리그난 함량을 분석하여 MSL

사용하였으며, 검량선 작성 후 총 폴리페놀 함량은 시료 1

06038-4B-54-1 계통을 선별해 ‘밀양 74호’로 명명하였다.

g 중의 mg gallic acid로 나타내었다.

이처럼 고리그난 참깨 신품종의 개발 및 참깨 리그난의
항산화 활성을 비롯한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보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고되었지만, 고리그난 참깨 신품종의 가공과정에 따른 기능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Zhishen 등(1999)의 방법을 변

성분 분포와 그에 따른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

형하여 분석하였다. 플라보노이드 분석을 위한 10 mg/mL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리그난 함량이 다양하게 분포하

농도의 추출물 250 µL에 증류수 1 mL와 5% NaNO2 75

는 다흑, 건백 및 밀양 74호의 가공과정에 따른 항산화 활성

µL를 가한 다음 5분 후 10% AlCl3･6H2O 150 µL를 가하여

및 산화적 스트레스가 유도된 간세포 모델에서의 보호 효과

6분간 방치하고 1 M 수산화나트륨(NaOH) 500 µL를 가하

를 분석하였다.

여 11분간 방치한 후, 반응액의 흡광도를 510 nm에서 측정
하였다. 표준물질로 (+)-catechin hydrate(Sigma-Aldrich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추출물 제조

Co.)를 사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리그난 함량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참깨 품종은 2020년에 경상남도 밀양

참깨의 리그난 함량 분석은 Park 등(2021)의 방법에 따

소재의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생산된 다흑(cv. Daheuk), 건

라 HPLC(Dionex 3000, Thermo Fisher, Waltham, MA,

백(cv. Goenbaek), 밀양 74호(cv. Milyang 74) 품종이다.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Sesamin과 sesamolin 분석

품종별 참깨는 정선 후 세척한 다음 30°C의 건조기에서 수

방법은 참깨 시료 1.0 g을 분쇄한 후 100% 메탄올 20 mL를

분함량이 3~4%가 되도록 조절하여 볶음 처리 및 압착유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회전식 교반기(Multi shak-

제조에 이용하였다. 참깨의 볶음 처리를 위해 품종별 참깨

er, MMS-110, Eyela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추출

종자 1 kg을 자동볶음솥(Dongbang Machinery Co., Daegu,

하였다. 추출 용액의 상등액을 syringe filter(Whatman 0.2

Korea)을 사용하여 180°C의 온도에서 20분간 볶아 상온에

µm, NYL; Whatman, Maidstone, UK)를 이용하여 여과한

서 30분간 방랭 후 4°C에 보관하였다. 참기름은 동일 조건

후 HPLC 분석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HPLC 분석 조건

에서 볶은 참깨 종자를 유압식 착유기(Dongbang Machin-

은 mobile phase를 메탄올과 증류수로 하였으며 메탄올의

ery Co.)를 사용하여 제조하였으며, 내부온도를 60°C로 설

비율은 60%(v/v)다. 칼럼은 YMC Triart C-18(1.9 µm, 2.0

정하고 60 MPa의 압력을 20분간 가한 후 압착이 끝난 실린

×50 mm, 30°C; YMC Co., Kyoto, Japan)을 사용하였고

더를 원위치로 고정하고 흘러내리는 기름을 20분간 착유하

유속은 0.3 mL/min이며, 검출기는 diode-array detector

였다. 압착 착유가 완료된 참기름은 별도의 정제를 거치지

(DAD 3000, Thermo Fisher) UV 290 nm로 15분간 분석

않고 밀봉하였으며, 착유기에 남아있는 참깨박과 함께 상온

하였다.

에서 30분간 방랭 후 4°C에 보관하였다. 참깨, 볶음참깨,

Sesaminol, sesaminol diglucoside 및 sesaminol 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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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coside 등의 리그난 배당체 분석 방법은 참깨 시료 1.0

30:70으로 설정했으며, 유속은 1 mL/min으로 하였고 주입

g을 분쇄한 후 hexane 10 mL를 이용하여 진탕 탈지한 후,

량은 20 μL로 설정하였다. 검출기는 UV 290 nm에서 검출

20 mL의 70% 에탄올을 첨가하여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하였으며, 컬럼은 Econosil ODS(5 µm, 250 mm×4.6 mm,

회전식 교반기(Eyela Co.)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 용

Alltech Co., Deerfield, MA, USA)를 사용하였다. 표준물

액의 상등액을 syringe filter(Whatman 0.2 µm, NYL)를

질은 각각 sesamin, sesamolin, sesaminol, sesaminol di-

이용하여 여과한 후 HPLC 분석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glucoside 및 sesaminol triglucoside 등을 Sigma-Aldrich

이동상은 0.01 M phosphate가 포함된 증류수(A)와 아세토

Co.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HPLC 크로마토그램은

나이트릴(B)을 gradient 조건으로 흘려주었고, gradient 조

Fig. 1과 같다.

건은 A:B를 초기 85:15(%, v/v)에서 30분에 70:30, 40분에

A

Milyang 74

Goenbaek

Daheuk

B

Milyang 74

Goenbaek
Daheuk

Fig. 1. HPLC chromatogram of oil-soluble (A) and soluble (B) lignan of raw sesame with different varieties. (1) Sesamolin, (2)
Sesamin, (3) Sesaminol-triglucoside, (4) Sesaminol-diglucoside, (5) Sesami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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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ypsin-EDTA를 처리하여 계대배양을 실시하였다. 유품종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
ABTS 라디칼 소거능은 ABTS cation decolorization

및 유도인자 처리별 발아현미 추출물의 세포독성은 Ishiya-

assay 방법(Choi 등, 2006)에 따라 측정하였다. 7.4 mM

ma 등(2016)의 방법에 따라 MTT(3-(4,5-dimethylthi-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assay를

acid)(ABTS, Sigma-Aldrich Co.)와 2.6 mM potassium

4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HepG2 cell을 2×10 cell/well 농도

persulphate를 하루 동안 암소에서 방치하여 ABTS 양이온

로 96-well plate에 100 μL씩 분주한 후 37°C, 5% CO2

을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5 nm에서 흡광도 값이 1.4가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시료는 50~200 μg/mL 농

4

-1

-1

되도록 물 흡광계수(ε＝3.6×10 M cm )를 이용하여 증

도가 되도록 DMSO로 희석하여 사용했으며, 배양에 사용된

류수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ABTS 용액 1 mL에 10 mg/mL

배지를 제거하고 배지에 일정 농도로 희석된 시료를 첨가하

농도의 추출액 50 μL를 가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정확히 60

여 다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완료 후 2 mg/mL 농도의

분 후에 측정했으며, 표준물질로 Trolox(Sigma-Aldrich

MTT 시약을 well당 10 μL씩 첨가한 다음 37°C, 5% CO2

Co.)를 사용하였다. 시료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이

배양기에서 4시간 후 MTT 시약이 포함된 배지를 제거하고

를 mg Trolox eqiuvalent(TE)/extract g으로 표현하였다.

DMSO 100 μL를 가한 후 상온에서 발색시키고, ELISA microplate reader(ELx 808, Bio-Tek Inc., Winooski, VT,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

USA)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각

DPPH 라디칼 소거능은 Hwang 등(2006)의 방법을 변형

의 세포독성은 세포 생존율로 표시하였고, HepG2 cell의

하여 측정하였다. 즉, 10 mg/mL 농도의 추출물 0.2 mL에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농도에서 세포보호 효과 및 세포

0.2 mM DPPH(Sigma-Aldrich Co.) 용액 0.8 mL를 가하여

내 ROS 생성억제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온에서 60분간 방치한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전자공여능은 시료첨가구와 비첨가구의 흡광도 차이를
mg Trolox eqiuvalent(TE)/extract g으로 표현하였다.

세포보호 효과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간세포보호 효과는 Ham 등
(2015)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HepG2 cell을 2×
4
10 cell/well 농도로 96-well plate에 100 μL씩 분주한

환원력 측정
품종별 참깨추출물의 FRAP(ferric-reducing antioxi-

후 37°C, 5%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품종별

3+

dant power)는 Benzie와 Strain(1996)의 방법에 따라 Fe

참깨, 볶음참깨, 참깨박 및 참기름 추출물은 100 μg/mL 농

가 Fe2+로 환원되어 2,4,6-tris(2-pyridyl)-s-triazine

도로 FBS free DMEM 배지로 희석하여 사용했으며, 배양

(TPTZ)과 결합해 blue 계열의 색을 나타내어 환원력을 흡

에 사용된 배지를 제거하고 배지에 희석된 시료를 첨가하여

광도 값으로 나타내는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FRAP reagent

다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완료 후 세포는 500 μM

는 25 mL acetate buffer(300 mM, pH 3.6)를 37°C에서

tert-butyl hydroperoxide(TBHP)로 4시간 동안 산화 스

가온한 후 40 mM HCl에 용해한 10 mM TPTZ(Sigma-

트레스를 유도한 다음 참깨 유래 추출물의 세포보호 효과는

Aldrich Co.) 5 mL와 20 mM ferric sulfate 2.5 mL를 가하

MTT 방법으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여 제조하였다. 제조한 FRAP reagent 0.9 mL에 시료 0.03
mL, 증류수 0.09 mL를 넣은 후 37°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세포 내 ROS 생성억제 효과

후 593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Blank는 시료 대신

ROS는 fluorescent probe DCFH-DA 방법(Wang과

80% 에탄올을 넣어 측정하였다. 계산은 25, 50, 100, 200,

Joseph, 1999)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세포를 96-

500, 1,000 및 2,000 μM의 농도로 반복하여 작성한 FeSO4

4
well plate에 5×10 cell/well의 농도로 100 μL씩 분주한

2

･7H2O의 검량식(y＝0.0004x+0.063, R =1)에 대입하여

후 37°C, 5%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품종별

환산하였다.

참깨, 볶음참깨, 참깨박 및 참기름 추출물은 100 μg/mL 농
도로 FBS free DMEM 배지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배

세포배양 및 독성 측정

양에 사용된 배지를 제거하고 배지에 희석된 시료를 첨가하

본 실험에서 사용된 인체 유래 간암세포주(HepG2, Hu-

여 다시 24시간 배양하였다. 24시간 동안 시료를 전처리한

man liver cancer cell)는 한국세포주은행(Seoul, Korea)

후, 250 μM DCFH-DA를 37°C에서 1시간 동안 각 well에

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각각의 세포는 10% fetal bo-

첨가하였다. 세포를 PBS로 세척한 후 1 mM TBHP를 첨가

vine serum(FBS; Hycoone, Loga, UT, USA)과 100 U/

하였다. 세포 간에 상응하는 ROS는 120분 동안 여기파장

mL penicillin G, 50 μg/mL streptomycin을 첨가한 DMEM

(excitation wavelength) 485 nm와 방출파장(emission

배지(Gibco Co., Grand Island, NY, USA)를 사용하여 5%

wavelength) 530 nm에서 fluorescent intensity를 측정하

CO2, 37°C 배양기(EYELA, Vision scientific Co., Dae-

였다.

jeon, Korea)에서 배양했으며, 세포 밀도가 높아지면 5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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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통계분석과 상관분석은 SPSS 통계프로그램(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각 측정군의 평균과 표준편
차를 산출하고, 가공처리 및 품종 간의 차이 유무를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로 분석한 후 사후검정
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
정하였다(P<0.05). 또한, 간세포보호 효과 구명을 위한 산
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한 HepG2 세포모델에서 TBHP 처리
에 따른 세포 생존율 및 ROS 생성능에 대한 차이를 2-sample Student’s t-test를 실시하였다(P<0.001). 상관분석은
총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sesamin, sesamolin, sesaminol,

sesaminol-diglucoside,

sesaminol-triglucoside,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 환원력, 세포보호 효과,
ROS 생성량 간의 상관성을 Pearson correlation test 및
이변량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신뢰구간 P<0.05, P<0.01에
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가공과정에 따른 품종별 참깨의 항산화 성분 변화를 측정
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참깨, 볶음참깨, 참기름 및 참깨
박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밀양 74호가 각각
0.61~2.79 mg gallic acid equivalent(GAE)/g 및 0.35~
1.13 mg catechin equivalent(CE)/g으로 가공과정에 상관
없이 가장 높은 범위로 나타났다. 건백과 다흑 품종의 경우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각각 0.37~1.39 및 0.40~1.94 mg
GAE/g이었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0.28~0.54 mg
CE/g 및 0.03~0.68 mg CE/g 범위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
었다. 참깨의 품종별 항산화 성분에 관해 연구한 Khan 등
(2019)은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0.68~1.40
mg GAE/g 및 0.22~0.31 mg CE/g 범위로 보고하였고,
Salamatullah 등(2021)은 로스팅하지 않은 흰색 및 갈색
종피의 참깨 품종은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각각 0.68 및 0.90
mg GAE/g으로 나타난다고 하여, 최근 Kim 등(2020)이 육
성한 신품종 밀양 74호는 리그난뿐만 아니라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또한 높게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공과정에 따른 품종별 참깨의 항산화 성분 또한 다양
하게 분포하였는데, 볶음 처리에 따른 총 폴리페놀 및 플라
보노이드 함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 품종과 관계없이 총 폴리
페놀의 경우 볶음 처리에 의해 0.89~2.40 mg GAE/g 범위
에서 1.02~2.62 mg GAE/g 범위로 미량 증가하였지만, 총
플라보노이드는 0.43~1.13 mg CE/g 범위에서 0.46~1.08
mg CE/g 범위로 유사하거나 미량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볶음 처리 및 in vitro 소화과정에 따른 품종
별 참깨의 페놀화합물 변화를 분석한 Chen 등(2020)의 연
구에서 대부분 품종에서 로스팅 공정에 의해 총 폴리페놀

품종별 참깨추출물의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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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했지만,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유지

품종별 참깨를 180°C의 온도에서 20분간 볶음 처리했을 때

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또한

sesaminol-diglucoside 및 sesaminol-triglucoside 등 배

착유 과정에서의 참기름과 탈지참깨박의 총 폴리페놀 및 플

당체 형태의 리그난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총 리그난 함량이

라보노이드 함량은 지용성 유용성분이 다량 함유된 참기름

3.98~17.76 mg/g에서 3.16~16.38 mg/g으로 미량 감소하

의 경우 품종과 관계없이 0.37~0.61 mg GAE/g 및 0.03~

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240°C에서 20분간 로스팅했을 때

0.35 mg CE/g으로 낮게 분포하였고, 참깨박의 경우 탈지

pinoresinol diglucoside, sesamol을 제외한 리그난 함량이

과정에 의해 상대적으로 수용성 페놀화합물이 증가하면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는 Chen 등(2020)의 연구 결과와 유

1.39~2.79 mg GAE/g 및 0.41~1.13 mg CE/g으로 참깨

사하며, 가열처리로 리그난 배당체가 pinoresinol 계열의 리

및 볶음참깨에 비해 높은 범위로 나타났다. 폴리페놀과 플라

그난 전구체로 전환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참기름의

보노이드 화합물은 과일, 채소, 곡류 등의 식품에 함유된 효

경우 모든 품종에서 sesaminol, sesaminol-diglucoside,

과적인 항산화 물질 중 하나이며, 분자 내에 phenolic hy-

sesaminol-triglucoside 등의 수용성 리그난은 검출되지

droxyl group이 자유라디칼을 안정화시키기 때문에 항산화

않았으며, sesamin과 sesamolin의 지용성 리그난 함량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Zhang과 Tsao,

품종별로 다흑, 건백, 밀양 74호가 각각 6.16, 11.62 및

2016)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 FRAP와 같은 항산

19.44 mg/g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

화 활성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는 참기름의 sesamin과 sesamolin 함량은 5.34~9.90 mg/
g으로 나타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Jeon 등, 2012), 볶음

리그난 함량

조건에 따른 들기름과 참기름의 기능 성분 함량 변화를 연구

가공과정에 따른 품종별 참깨의 리그난 및 리그난 배당체

한 Park 등(2021)의 연구에서는 170~190°C의 온도에서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품종에 따른 총 리그

볶음 처리를 한 후 압착유를 제조했을 때 9.01~9.17 mg/g

난 함량은 밀양 74호가 17.76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의 범위로 나타난다고 하여 밀양 74호를 이용하여 제조한

으며, 그 조성은 sesamin, sesamolin, sesaminol, ses-

참기름 또한 리그난이 시판 참기름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aminol-diglucoside 및 sesaminol-triglucoside가 각각

수준으로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압착유를 제조

9.00, 3.23, 0.02, 0.66, 4.85 mg/g으로 지용성 리그난의

하고 남은 부산물인 탈지참깨박의 리그난 함량분포를 분석

sesamin과 수용성 리그난의 sesaminol-triglucoside가 가

한 결과는 총 리그난 중에 수용성 리그난인 sesaminol-tri-

장 높은 비율로 분포하였다. 다흑과 건백 품종과 비교해봤을

glucoside가 차지하는 비율이 볶음참깨에 비해 증가하는 경

때 총 리그난 함량이 각각 3.98 및 5.32 mg/g으로 고리그난

향을 보였으며, 특히 밀양 74호 유래의 탈지참깨박의 ses-

신품종인 밀양 74호가 대조품종에 비해 최대 4.5배 증진되

aminol-triglucoside 함량이 3.83 mg/g으로 볶음참깨의

었음을 확인하였다. 종피색이 다양한 참깨 43 자원의 지용

3.02 mg/g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품종

성 리그난 성분에 관해 연구한 Dar 등(2019)은 sesamin

및 가공과정에 따른 지용성 및 수용성 리그난의 다양한 분포

및 sesamolin 함량을 각각 2.10~5.98 mg/g 및 1.04~2.31

는 항산화 활성 및 간보호 효과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

mg/g 범위로 보고하였고, Yasumoto와 Katsuta(2006)가

로 판단된다.

개발한 고리그난 특성을 가진 갈색 참깨의 리그난 함량과
항산화 활성을 분석한 Ishiyama 등(2016)의 연구에서 ses-

항산화 활성

amin 및 sesamolin 함량은 각각 8.48 mg/g 및 2.80 mg/g으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리그난 및 리그난 배당체 등의

로 나타난다고 하여, 최근 Kim 등(2020)이 육성한 신품종

기능 성분 변이에 따른 항산화 활성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밀양 74호의 리그난 함량이 기존품종 대비 매우 높은 수준

가공과정 중의 품종별 참깨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분석한

으로 분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탈지참깨박에 다량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참깨, 볶음참깨, 참기름 및 참깨박

함유된 sesaminol, sesaminol-diglucoside, sesaminol-

의 ABTS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FRAP는

triglucoside 등 배당체 형태의 수용성 리그난은 항산화

밀양 74호 유래 추출물이 1.76~5.14 mg TE/g, 1.99~5.19

(Mekky 등, 2019), 항염증(Wu 등, 2019) 및 항비만(Jaha-

mg TE/g 및 4.01~13.70 mM/g으로 각각 가공과정에 상관

girdar 등, 2018) 등의 효과가 보고되었는데, 밀양 74호의

없이 가장 높은 범위로 나타났다. 다흑과 건백 품종의 경우

총 수용성 리그난 함량이 5.53 mg/g으로 다흑(1.64 mg/g)

ABTS 라디칼 소거능이 각각 0.66~3.51 mg TE/g 및 1.02

및 건백(1.20 mg/g)에 비해 각각 3.4배 및 4.6배 증진되었

~2.66 mg TE/g이었으며, DPPH 라디칼 소거능은 1.32~

음을 확인하여 항산화 활성을 비롯한 다양한 생리활성에 영

3.16 mg TE/g 및 1.95~2.65 mg TE/g이었고, FRAP는

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가공과정에 따른 품종별 참깨의

2.36~5.93 mM/g 및 3.76~12.08 mM/g으로 나타났다. 종

리그난 함량분포는 볶음 처리에 의한 변화는 미비하였지만,

피색이 백색, 황색, 갈색, 흑색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하는

착유 과정에서의 참기름과 탈지참깨박의 리그난 및 수용성

12개 품종의 대사체 분포와 항산화 활성을 분석한 Dossou

리그난의 함량분포는 품종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였다. 즉,

등(2022)의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흑색 및 갈색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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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ntioxidant activities and cytotoxicity in human liver cancer cell (HepG2) of different sesame varieties during the processing
1)
DPPH2)
ABTS
(mg TE/g sample) (mg TE/g sample)

FRAP3)
(mM/g sample)

4)

Cultivar

Sample

Cc

Daheuk

Sesame
Roasted sesame
Sesame oil
Sesame meal

1.67±0.01
2.11±0.01Bb
0.66±0.04Cd
3.51±0.02Ba

1.55±0.10Cc
1.92±0.09Bb
1.32±0.13Bd
3.16±0.13Ba

2.36±0.12Cc
3.44±0.03Bb
2.55±0.22Bc
5.93±0.11Ca

No
No
No
No

cytotoxicity
cytotoxicity
cytotoxicity
cytotoxicity

(≤800
(≤800
(≤400
(≤800

μg/mL)
μg/mL)
μg/mL)
μg/mL)

Bb

Goenbaek

Sesame
Roasted sesame
Sesame oil
Sesame meal

2.01±0.04
2.04±0.01Bb
1.02±0.05Bc
2.66±0.03Ca

1.95±0.14Bb
2.06±0.15Bb
2.09±0.21Ab
2.65±0.18Ca

4.31±0.14Bb
3.87±0.15Bc
3.76±0.13Ac
12.08±0.13Ba

No
No
No
No

cytotoxicity
cytotoxicity
cytotoxicity
cytotoxicity

(≤400
(≤800
(≤400
(≤400

μg/mL)
μg/mL)
μg/mL)
μg/mL)

Ab

Milyang 74

Sesame
Roasted sesame
Sesame oil
Sesame meal

4.42±0.00
4.45±0.15Ab
1.76±0.03Ac
5.14±0.03Aa

4.67±0.21Ab
4.48±0.14Ab
1.99±0.19Ac
5.19±0.10Aa

5.13±0.14Ac
5.97±0.41Ab
4.01±0.11Ad
13.7±0.14Aa

No
No
No
No

cytotoxicity
cytotoxicity
cytotoxicity
cytotoxicity

(≤400
(≤400
(≤400
(≤400

μg/mL)
μg/mL)
μg/mL)
μg/mL)

Cytotoxicity (extracts dose)

Value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es. Different capital letters in the same item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varieties. Different small letters in the same item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processing.
1)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mg Trolox equivalent/g sample).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mg Trolox equivalent/g sample).
3)
Ferric-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 (mM FeSO4·7H2O/g sample).
4)
No cytotoxicity means that cell viability was more than 90% compared to the control.
가 황색 및 백색 참깨에 비해 라디칼 소거능 및 FRAP 등의

5.41 mg TE/g, 2.65~5.19 mg TE/g 및 5.93~13.70 mM/g

항산화 활성이 더 높은 범위로 분포하며, 이는 플라보노이

으로 참깨 및 볶음참깨에 비해 높은 범위로 나타났다. Shar-

드, 아미노산 및 아미노산 유도체, 리그난 및 테르페노이드

ma 등(2020)에 따르면 탈지참깨박은 다양한 종류의 페놀화

등의 대사체와 상관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생물

합물, 폴리페놀, sesaminol, sesaminol-glycosides 및 pi-

전환에 의한 품종별 참깨 발효물의 리그난 함량과 항산화

noresinol 등의 수용성 furofuran lignan 등의 파이토케미

활성 변화를 분석한 Jung 등(2016)의 연구에서는 참깨 품종

컬을 함유하고 있고, 이로부터 유래한 추출물은 강력한 항산

의 종피색과 무관하게 리그난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DPPH

화력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밀양 74호는 sesamin 및

라디칼 소거능 및 총항산화력이 우수하게 나타난다고 보고

sesamolin 등의 지용성 리그난뿐만 아니라 수용성 페놀화

하여, 본 연구에서 또한 리그난 및 리그난 배당체를 다량

합물, 플라보노이드 및 리그난 배당체의 함량 또한 높으므로

함유한 밀양 74호 유래 추출물이 가공과정과 관계없이 항산

밀양 74호 유래의 탈지참깨박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이 건백

화 활성이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가공과정

및 다흑 유래 탈지참깨박 추출물보다 우수하게 나타난 것으

에 따른 품종별 참깨의 항산화 활성 또한 유용성분 변이에

로 판단되며,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간보호 효과 및 활성

따라 다양하게 분포했는데, 볶음 처리에 따른 품종별 참깨의

산소종 생성억제 효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

항산화 활성을 분석한 결과 180°C의 온도에서 20분간 로스

각된다.

팅했을 때, ABTS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FRAP가 각각 볶음 처리 전 1.67~4.42 mg TE/g, 1.55~

간세포보호 효과 및 ROS 생성 억제능

4.67 mg TE/g, 2.36~5.13 mM/g에서 볶음 처리 후 2.04~

본 연구에 사용한 TBHP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하는

4.45 mg TE/g, 1.92~4.48 mg TE/g, 3.44~5.97 mM/g으

세포독성 유발물질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cytochrome

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Chen 등(2020)은 볶음 처리

c에 의해 대사되고 t-butoxyl 및 methyl radical 등의 자유

및 in vitro 소화과정에서의 품종별 참깨의 페놀화합물과 항

라디칼을 생성하여 지질과산화, 단백질 산화 및 핵산의 손상

산화 활성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참깨의 종피색과 관계없이

을 초래한다고 보고되어 있다(Kennedy 등, 1992). 먼저 가

모든 품종의 참깨가 로스팅 공정에 의해 저분자 페놀화합물

공과정에 따른 품종별 참깨추출물이 HepG2 세포의 사멸에

의 추출수율이 증가함에 따라 라디칼 소거능과 총항산화력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TT assay를 이용한 세포

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Table 2), 100 μg/mL 농도에서 세포

보였다. 또한 특이하게 압착유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인

생존율이 모두 90% 이상으로 측정됨에 따라 100 μg/mL의

탈지참깨박 유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살펴보면, 총 폴리

농도에서는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여 간세포를 이용해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유사하게 탈지 과정에 의해 상

TBHP에 대한 세포보호 효과와 ROS 억제 활성 검정 실험을

대적으로 수용성 페놀화합물의 추출이 용이해지면서 ABTS

진행하였다. 먼저 TBHP 500 μM을 4시간 동안 간세포에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FRAP가 2.66~

노출한 결과 추출물이 처리되지 않은 세포에서는 대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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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epatoprotective effect of extracts (100 μg/mL) from different sesame varieties during the processing in tert-butyl hydroperoxide (TBHP)-induced HepG2 cell. ###P<0.001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Different capital letters and
small letters in the same item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different cultivars and processin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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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extracts (100 μg/mL) from different sesame
varieties during the processing on the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ROS) formation induced by tert-butyl hydroperoxide
###
(TBHP) in HepG2 cell. P<0.001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control. Different capital letters and small letters in
the same item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different cultivars and processing, respectively.

정상세포에 비해 세포 생존율이 49.01%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P<0.05). 그러나 참깨, 볶음참깨 및 참깨박 추출물

제에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였고, TBHP로 HepG2 세포에

이 전처리된 세포에서는 품종과 관계없이 세포 생존율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했을 때 대조구 대비 ROS 생성량이

68.18%에서 최대 91.80%까지 증가하여 산화적 스트레스

252.24%까지 증가하였지만, 밀양 74호 유래 추출물을 전처

에 의한 간세포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Fig. 2). 특히 폴리

리한 세포에 TBHP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한 결과 100

페놀, 플라보노이드 및 리그난 및 리그난 배당체 함량이 높

μg/mL의 농도에서 102.87~116.29% 범위까지 감소하는

게 나타났던 밀양 74호 유래의 참깨, 볶음참깨 및 참깨박

경향을 보여 세포 내 ROS 생성량 억제를 확인하였다. 종합

추출물이 각각 1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73.49, 76.40

적으로 고리그난 신품종인 밀양 74호 유래의 추출물을 산화

및 91.80%까지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여 산화 스트레스에

적 스트레스를 유도한 HepG2 세포에 처리했을 때, 세포막

대한 세포보호 효과가 가장 우수하였고, 대조품종인 건백

지질의 산화, 세포 단백질의 변성 및 DNA 손상 등에 의한

대비 116%에서 최대 120%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ROS의 생성 및 축적을 효과적으로 억

또한 간세포 내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는

제하였고 그에 따라 산화적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가 증가하

ROS 생성에 대한 가공과정에 따른 품종별 참깨추출물의 억

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밀양 74호에 다량 함유된 폴리페

제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HepG2 세포에서의 독성과 TBHP

놀, 플라보노이드, 리그난 및 리그난 배당체 등의 유용성분

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한 뒤 DCFH-DA probe를 이용하

에 따른 것으로 생각한다. 특히 대조품종인 건백 및 다흑

여 ROS의 양에 따른 형광 발생 정도를 측정하였다(Fig. 3).

대비 총 리그난 함량이 최대 4.5배 증진된 밀양 74호에는

1
ROS는 자유라디칼 및 O2, O2 ･, H2O2, ･OH 등 다양한 형태

특히 sesamin이 9.0 mg/g으로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사염

의 활성화된 산소로 생명체의 항상성 유지 기작을 통해 조절

화탄소로 유도된 간 손상 모델에서 sesamin의 보호 효과를

된다(Halliwell과 Gutteridge, 1990). 하지만 노화 및 산화

연구한 Ma 등(2014)에 따르면, sesamin 처리는 세포 내의

적 스트레스로 조절능이 불안정화되면 ROS의 양이 많아져

phospho-JNK1/2, phospho-c-Jun, Bax, Bak, TNF-α,

세포막 지질의 산화, 세포 단백질의 변성 및 DNA의 손상을

cytosol cytochrome c, caspase-3의 발현을 감소시킴으

유발하게 되며, 결국 노화의 촉진 및 각종 성인병을 발병시

로써 간세포의 apoptosis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지질과산

켜 인간의 수명을 단축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Aruoma,

화 및 ROS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간의 산화적 손상을 감소시

1998). 그러므로 세포 내 ROS의 축적은 살아있는 세포의 산

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esaminol-diglucoside, ses-

화적 손상의 좋은 지표이다. 세포 내 ROS 생성량을 분석한

aminol-triglucoside, pinoresinol-glucoside가 다량 함유

결과, TBHP 1 mM을 4시간 동안 처리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된 탈지참깨박 유래 수용성 분획물의 세포 내 항산화 효과에

유발한 세포에서는 정상세포에 비해 ROS의 생성이 증가하

대해 분석한 Ben Othman 등(2016)의 연구에서 탈지참깨박

였지만, 품종별 참깨, 볶음참깨 및 참깨박 추출물을 전처리

의 수용성 추출물이 산화적스트레스를 hydrogen peroxide

한 세포는 ROS의 생성이 전체적으로 억제되는 효과를 보였

(H2O2)로 유도했을 때, 세포 내의 Nrf2 pathway를 활성화

다. 특히 세포보호 효과와 마찬가지로 밀양 74호 유래의 참

하고 활성산소종 및 지질과산화를 억제하여 산화적 손상으

깨, 볶음참깨 및 참깨박 추출물 처리 시 세포 내 ROS 생성억

로부터 보호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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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among total polyphenol (TPC), flavonoid contents (TFC), lignan contents, ABTS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erric-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protective effect (HepG2 cell), and reactive oxygen species (ROS)
of sesame depending on varieties and processing
Components

Activities
ABTS
DPPH
FRAP
Protective effect
ROS

TPC

TFC

Sesamin

Sesamolin

Sesaminol

Sesaminol-diglucoside

Sesaminol-triglucoside

0.988**
**
0.942
*
−0.419
**
0.873
*
−0.801

0.962**
**
0.939
−0.283
**
0.769
**
−0.796

0.195
0.322
**
0.790
−0.186
0.133

−0.179
−0.032
**
0.926
**
−0.519
**
0.477

0.856**
**
0.823
**
−0.449
**
0.822
**
−0.696

0.806**
**
0.818
−0.326
**
0.607
**
−0.632

0.877**
**
0.888
−0.324
**
0.685
**
−0.675

Significant at *P<0.05,

**

P<0.01 about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functional components, antioxidant and hepatoprotective effects.

서 본 연구에서도 sesamin 및 sesaminol 등의 지용성 리그

량과 상관성이 높다고 보고한 Ben Othman 등(2016)의 연

난뿐만 아니라 페놀화합물 및 리그난 배당체 등의 수용성

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 밀양 74호

화합물의 함량이 높은 밀양 74호 유래 추출물이 산화적 스

의 참깨, 볶음참깨, 탈지참깨박 유래 추출물이 항산화 활성

트레스에 의한 ROS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간 손상으

및 간보호 효과가 우수하게 나타난 것은 총 폴리페놀, 플라

로부터 보호하는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보노이드, 리그난 배당체 등의 유용성분 함량 결과와 높은
양의 상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상관관계분석
가공과정에 따른 품종별 참깨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요

약

플라보노이드 함량, sesamin, sesamolin, sesaminol, sesaminol-diglucoside, sesaminol-triglucoside 등의 유용

본 연구에서는 리그난 함량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품종별 참

성분과 ABTS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거능, FRAP,

깨의 가공과정에 따른 유용성분 분포와 그에 따른 항산화

TBHP에 대한 간세포보호 효과 및 간세포 내 ROS 생성량

활성 및 TBHP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간세포보

등의 항산화 및 간보호 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호 효과를 분석하였다. 품종은 고리그난 참깨 신품종인 밀양

Table 3과 같다. ABTS 및 DPPH 라디칼 소거능과 간보호

74호와 대조품종으로 검정깨 및 흰깨의 다흑과 건백을 사용

효과는 총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sesaminol, sesami-

하였고, 품종별 참깨, 볶음참깨, 참기름 및 탈지참깨박을

nol-diglucosde, sesaminol-triglucoside와 같은 수용성

80% 메탄올을 이용하여 초음파 추출하여 생리활성 측정용

리그난과 유의적인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활성산소종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및 총 리그

생성량과는 유의적인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대표적으

난 함량 모두 가공과정과 관계없이 고리그난의 신품종인 밀

로 TBHP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간세포보호 효

양 74호가 각각 0.61~2.79 mg GAE/g, 0.61~2.79 mg

과는 총 폴리페놀(R=0.873), 총 플라보노이드(R=0.769)와

GAE/g 및 10.87~19.44 mg/g 범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는 유의적으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고, 반대로

며, 참깨 원곡의 리그난 조성은 sesamin, sesamolin, ses-

ROS 생성량은 각각 총 폴리페놀(R=-0.801), 총 플라보노

aminol, sesaminol-diglucoside 및 sesaminol-trigluco-

이드(R=-0.796)와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특히

side가 각각 9.00, 3.23, 0.02, 0.66, 4.85 mg/g으로 지용성

리그난 함량 변이에 따른 간세포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리그난의 sesamin과 수용성 리그난의 sesaminol-triglu-

상관분석에서는 리그난 중 sesaminol(R=0.822), ses-

coside가 가장 높은 비율로 분포하였다. 폴리페놀, 플라보

aminol-digulcoside(R=0.607), sesaminol-triglucoside

노이드, 리그난 및 리그난 배당체 등의 유용성분 변이가 참

(R=0.685)와 유의적으로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깨 유래 추출물의 생리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 ROS 생성량은 각각 sesaminol(R=-0.696), sesami-

각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 환원력 및 산화적 스트레스에

nol-digulcoside(R=-0.632), sesaminol-triglucoside(R=

대한 간세포보호 효과 및 활성산소종(ROS) 억제 효과를 분

-0.675)와 낮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리그난

석하였다. 그 결과 ABTS 라디칼 소거능, DPPH 라디칼 소

배당체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활성 및 TBHP로 유도

거능 및 환원력 등의 항산화 활성이 각각 1.76~5.14 mg

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간보호 효과가 증가했다는 것을

TE/g, 1.99~5.19 mg TE/g 및 4.01~13.70 mM/g으로 각

의미하여 참깨의 지용성 리그난뿐만 아니라 수용성의 페놀

각 가공과정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범위로 나타났다. 또한,

화합물 및 리그난 배당체가 생리활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HepG2 세포에서 TBHP로 산화 스트레스를 유도한 뒤 참깨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탈지참깨박 유래의 수용성 분획물의

유래 추출물의 세포보호 효과 및 ROS 생성억제 효과를 분석

활성산소종 및 지질과산화 억제능이 sesaminol-digluco-

한 결과 또한, 밀양 74호 유래 추출물 처리 시 세포 내 ROS

side, sesaminol-triglucoside, pinoresinol-glucoside 함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그에 따라 산화적 손상에 대한

품종별 참깨추출물의 생리활성

보호 효과가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로
부터 고리그난 참깨 밀양 74호가 대조품종인 다흑 및 건백
대비 모든 가공과정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sesamin
과 sesamolin 뿐만 아니라 수용성의 페놀화합물 및 리그난
배당체의 함량이 높게 분포하였고, 이는 항산화 활성 및 산
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간보호 효과 및 활성산소종 생성억제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산 참깨 품종으로부터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식품소재로서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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