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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antioxidative and anticancer activity of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pickled soybean products by manufacturing stage.

Methods : Yakkong (YK) was pickled for 15 days to prepare Chokong (CK) and Chokong pills 

(CKP) were mixed Chokong (CK) powder with vinegar. Herbal Chokong pills (HCKP) were made by 

addition five kinds of medicinal herbs to Chokong. Pickled soybean products by each manufacturing 

process were extracted with distilled water and 70% ethanol, and the extracts were tested for their 

antioxidative and anticancer activities.

Results : The highest electron donating abilities (EDA) of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s were from 

HCKP among pickled soybean products and those were 81.2% and 91.5% at 1,000 μg/mL, 

respectively. The ethanol extracts of pickled soybean products had higher activities of EDA and 

superoxide dismutase (SOD) than water extracts. The highest anticancer activity was the water 

extracts of HCKP against both of MDA and A549 cell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herbal Chokong pills (HCKP) can be used as natural 

antioxidant to prevent oxidative damage in normal cells probably because of their antioxidative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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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콩의 성분  40% 이상을 차지하는 단백질은 필수아

미노산이 고르게 균형잡힌 우수한 식품이며
1), 불포화지방

산 함량이 높은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의 

미량 양성분을 고루 갖춘 식품일뿐 아니라 여러 가지 

생리활성이 풍부한 식품이다
2)
. 콩은 다양한 생리활성 물

질을 가진 건강 기능성식품의 소재로 리 이용되고 있

으며
3)
, 해독, 항염증, 행 개선을 한 민간요법에 사용

되고 있으며
4) 1조 엔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의 기

능성식품 시장에서 가장 폭넓게 이용되는 것이 콩을 소

재로 하고 있다
5). 

콩은 다량의 항산화물질과 isoflavone을 함유하고 있어 

골다공증, 심장병, 암을 방하는 작용이 있으며
6-8),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폐

경기에 유발되는 골다공증과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 다
9). Kwon 등10)은 

검은콩 안토시아닌을 첨가한 고지방식이를 여한 쥐에

서 항비만 효과와 청콜 스테롤 하 기능을 보고하

다. 콩 추출물의 항산화능은 콩의 폴리페놀 함량과 이소

라본 함량에 비례하고 있으며
11,12) 품종별로 볼 때 검은

콩 추출물이 흰콩에 비해 약 2배의 항산화효과와 비만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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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 콩 제품은 발효

에 의해 그 기능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14) 콩 발효식품에 

한약재를 첨가하여 그 기능성을 더욱 증 시키고자 하는 

많은 보고들이 있다
15-17). 

한방에서는 약콩, 쥐 이콩이라고 불리우는 서목태에 

한 연구가 활발하며
9,18), 서목태는 해독성이 탁월하고 

섬유질이 많아서 장의 활성화와 신장병을 다스리며 기를 

내리고 모든 풍열을 억제하여 행을 활발히 하여 독을 

푼다고 한다. 콩을 식 에 1～2주간 인 콩은 원료 콩

에 비하여 isoflavone 함량이 증가하며
19,20), 항산화작용21), 

행개선작용
22), 당강하작용23), 항암작용4), 간과 지방조

직의 지질 사에 향을 미쳐 비만억제효과를 나타내는 

건강식품으로서 큰 심을 끌고 있다
20,24). 콩의 효능에 

한 연구로서, 콩에 5종류의 한약재를 첨가한 한방

콩환을 제조하여 흰쥐의 고지방식이에 5% 첨가한 식이

를 섭취한 흰쥐의 체 과 내장지방   지질농도가 

감소하 으며
16) 간세포 조직의 미세구조를 찰한 결과, 

한방 콩환 5% 첨가군은 고지방식이군에 비하여 지방세

포의 수와 크기가 히 어든 상을 보고하 다
17).

최근 부작용이 고 지 까지 섭취해 오던 천연물 유

래 기능성 식품소재의 요성과 더불어 항비만, 항산화 

등의 효능에 한 많은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25,26). 

본 연구는 여러 가지 기능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약

콩(서목태)을 15일간 식 에 인 콩, 콩을 감식 로 

반죽하여 제조한 콩환  콩에 5종류의 한약재를 첨

가하여 감식 로 반죽하여 제조한 한방 콩환을, 물과 에

탄올로 추출한 후, 콩환의 제조단계별로 항산화능  

암세포 증식억제능을 조사하여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활

용하기 한 기 자료를 얻고자 하 다. 

재료  방법

1. 한방 콩환의 배합비율 

본 실험에서 사용한 약콩(서목태)은 주시 문수면의 

우가네농장에서 재배한 것을 구입하 으며, 한방 콩환의 

제조를 한 5종류의 한약재는 Kim 등
27)이 비만치료  

방을 하여 사용한 처방에서 사용한 한약재 , 식품

으로 사용 가능한 것을 선정하 으며 이 한약재 에서 

Park 등
16)이 항산화능과 항암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

한 5종류의 한약재(감 , 산조인, 산수유, 백출, 황기)를 

경북 천시의 한약재 건재상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한방 콩환은 Park 등
16)의 방법에 따라 서목태를 15일 

동안 미식 에 여 콩을 제조한 후 건조하여 분말

화 한 후, 미식 로 반죽하여 콩환을 제조하 다. 한

방 콩환은 분말에 5종류의 약재(감 , 산조인, 산수유, 

백출, 황기) 분말을 각각 2%씩 첨가하여 미식 로 반

죽한 후 환으로 제조하 다. 

2. 추출물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한방 콩환의 제조단계에 따

라 서목태, 콩, 콩환  한방 콩환으로 구분하여 증

류수 1,000 mL에 100 g의 시료를 가하여 80℃에서 3시간 

동안 3회 반복 추출, 여과하 다. 에탄올추출물은 70%의 

에탄올 1,000 mL에 100 g의 시료를 가하여 70℃에서 3시

간 동안 3회 반복 추출, 여과하 다. 각 추출물은 회 식

증발농축기(EYELA, Japan)로 농축하여 동결건조한 후, 

기능성 실험 시료로 사용하 으며, 시료의 추출 수율은 

추출  시료의 량에 한 각 추출물의 동결건조 후 

량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3. 추출물의 항산화능 측정

1) 자공여능

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Blois 

MS의 방법
28)에 하여 각 시료 2 mL에 0.2 mM DPPH 

(1-1-diphenyl-2-picryl hydrazyl) 1.0 mL를 넣고 혼합하

여 30분 동안 반응시킨 다음 분 도계로 517 nm에서 

반응액의 흡 도를 측정한 후, 시료 첨가 ․후의 흡

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2) SOD 유사활성

SOD 유사활성은 Marklund S와 Marklund G의 방법29)

에 따라 각 시료 0.2 mL에 Tris-HCl buffer (pH 8.5) 3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가하고 25℃에서 10

분간 반응시킨 후 1N HCl 1 mL로 반응을 정지시킨 후 

4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

첨가구 사이의 흡 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3) 아질산염 소거능

아질산염 소거작용(nitrite scavenging ability; NSA) 

측정은 Kato 등의 방법
30)에 하 다. 즉 1 mM NaNO2

용액 2 mL에 각 시료 추출물 1 mL를 가하고, 0.2 M 구

연산 완충액으로 반응용액의 pH를 각각 pH 1.2, 3.0, 6.0으로 

보정한 다음 반응용액의 부피를 10 mL로 하 다. 이 용액을 

37℃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각 반응액 1 mL를 취하여 

Griess 시약(1% sulfanilic acid : 1% naphthylamine = 1 : 1) 

0.4 mL를 가한 후 혼합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방치 후 

5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염의 백

분율로 나타내었으며 공시험은 Griess 시약 신 증류수

를 가하여 동일하게 행하 다.

4.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 억제능 측정

Mosman의 방법31)에 따라 10% fetal bovine serum 

(FBS)을 함유한 RPMI 1640 배지에 배양한 A549 cell(폐

암세포)과 MDA cell(유방암 세포)을 5×10
4 cells/mL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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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희석하여 각각의 well에 180 μL씩 첨가한 후 4시간 

동안 항온기(37℃, 5% CO2)에서 배양시켰다. 그 후 각각

의 추출물을 최종농도가 100, 300, 500, 1,000 μg/mL가 

되도록 20 μL씩 첨가하여 48시간 동안 다시 배양시켰다. 

조구에는 동일한 양의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을 첨가하 으며 시료 당 각각의 실험군은 3개의 

well을 동일 조건으로 사용하 다. 여기에 5 mg/mL의 

methylthiazol tetrazolium (MTT)을 20 μL씩 첨가하여 4

시간 동안 배양시켜 formazan을 형성시킨 후 dimethyl 

sulfoxide (DMSO) 150 μL를 첨가하여 formazan을 녹인 

다음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 Emax)를 이

용하여 5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증식억제율(%) = (1-시료 처리군의 흡 도/ 조군의

               흡 도) × 100

5.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SPSS 통계분석 로그램

(version 12.0)을 이용하여 평균치와 표 오차를 산출하

으며, one way ANOVA test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통하여 각 데이터 구간에 유의 인 차이를 

분석하 다. 

결  과

1. 추출물의 수율

한방 콩환의 제조 단계에 따른 약콩(서목태), 콩, 

콩환  한방 콩환의 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수율은 

Table 1과 같다. 약콩의 추출수율은 물과 에탄올 추출물

이 각각 25.59, 13.11%로서 물추출물이 에탄올 추출물보

다 2배 이상 높았다. 그러나 15일간 식 에 인 콩은 

물과 에탄올 추출물이 각각 23.12, 22.01%로서 두 추출물

의 수율이 비슷한 수 이었었다. 콩분말을 식 로 반

죽한 콩환의 수율은 물과 에탄올 추출물이 각각 

24.18, 22.42%로서 큰 차이가 없었으며 콩분말의 수

율보다 약간 증가한 편이었다. 5종류의 한약재를 각각 

2%씩 첨가하여 제조한 한방 콩환의 수율은 물과 에탄

올 추출물이 각각 29.50, 25.30%로서 물추출물의 수율

이 약간 높았고 콩환에 비하여 물과 에탄올 추출물 

Table 1. Yields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Pickled 
Soybean Products (%)

Manufacturing Stage
Yield

Water Ethanol

Yakkong (YK) 25.59 13.11

Chokong (CK) 23.12 22.01

Chokong pill (CKP) 24.18 22.42

Herbal Chokong pill (HCKP) 29.50 25.30

모두 약간 증가하 다. 

2. 추출물의 항산화능

1) 자공여능

Fig. 1은 약콩, 콩, 콩환  한방 콩환 물추출물

의 자공여능으로서, 1,000 μg/mL에서 약콩과 콩 추

출물이 모두 69.0% 으며, 콩환은 73.2%, 한방 콩환은 

81.2%로 제조단계에 따라 자공여능이 증가하 으며 한

방 콩환 물추출물은 약콩과 콩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은 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p<0.05). 

약콩, 콩, 콩환  한방 콩환 에탄올추출물의 

자공여능은 Fig. 2와 같으며,  1,000 μg/mL에서 각각 

75.3%, 72.5%, 81.2%  91.5%로서 한방 콩환 추출물은 

약콩, 콩, 콩환에 비하여 유의 으로 자공여능이 

높았으며(p<0.05) Fig. 1의 물추출물에 비하여 체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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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water extracts from pickled 
soybean products 
YK : Yakkong. CK : Chokong. CKP : Chokong pills. HCKP : Herbal 
Chokong pill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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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ethanol extracts from 
pickled soybean products

YK : Yakkong. CK : Chokong. CKP : Chokong pills. HCKP : Herbal 
Chokong pill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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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D-like activity of water extract from pickled soybean 
products 

YK : Yakkong. CK : Chokong. CKP : Chokong pills. HCKP : Herbal 
Chokong pill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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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OD-like activity of ethanol extract from pickled soybean 
products

YK : Yakkong. CK : Chokong. CKP : Chokong pills. HCKP : Herbal 
Chokong pill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에서 3.5～10.3% 높은 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 

2) SOD 유사활성

약콩으로 한방 콩환을 제조하는 단계의 각 제품 물추

출물의 SOD 유사활성은 Fig. 3과 같으며 1,000 μg/mL에

서 약콩과 모든 제품에서 40% 이상으로 활성이 높았으

며, 약콩, 콩, 콩환, 한방 콩환이 각각 41.2, 40.2, 

44.1, 46.2%로서 콩환과 한방 콩환은 약콩이나 콩에 

비하여 활성이 높았다. 한방 콩환을 제조하는 단계의 각 

제품 물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은 Fig. 1의 자공여능 

측정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Fig. 4는 한방 콩환을 제조하는 각 단계의 제품 에탄

올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으로서 1,000 μg/mL의 활성은 

약콩, 콩, 콩환, 한방 콩환이 각각 43.2, 47.4, 48.3, 

55.1%로서 Fig. 3의 물추출물에 비하여 2～9% 높았다. 

특히 한방 콩환 추출물 1,000 μg/mL의 활성은 약콩 추

출물보다 12% 높은 활성으로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

으며(p<0.05), 500 μg/mL에서도 45.7%의 활성으로 약콩 

추출물 1,000 μg/mL의 활성보다 높아서 우수한 항산화능

을 나타내었다. 체 으로 한방 콩환 제조단계의 각 제

품 에탄올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은 Fig. 2의 자공여

능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아질산염 소거능

Fig. 5는 약콩으로 한방 콩환을 제조하는 단계의 각 

제품 물추출물의 pH 1.2에서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나타

낸 것으로서 1,000 μg/mL에서 약콩, 콩, 콩환, 한방

콩환 물추출물의 아질산염소거능은 각각 53.8, 43.1, 

48.5, 52.1%로서 약콩과 한방 콩환이 콩에 비하여 유

의 으로  높은 소거능을 나타내었다(p<0.05). 

한방 콩환을 제조하는 단계의 각 제품 에탄올추출물

의 pH 1.2에서의 아질산염 소거능은 Fig. 6과 같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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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water extract from pickled 
soybean products

YK : Yakkong. CK : Chokong. CKP : Chokong pills. HCKP : Herbal 
Chokong pill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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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ethanol extract from 
pickled soybean products

YK : Yakkong. CK : Chokong. CKP : Chokong pills. HCKP : Herbal 
Chokong pill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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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μg/mL에서 약콩, 콩, 콩환, 한방 콩환 에탄올

추출물의 아질산염소거능은 각각 61.2, 46.5, 49.2, 54.3%

로서 약콩 추출물의 활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한방

콩환, 콩환, 콩의 순으로 활성이 높았고 콩추출

물은 활성이 가장 낮아서 약콩추출물에 비하여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3. 추출물의 암세포 증식억제능

1) 유방암세포(MDA cell)에 한 증식억제능

Fig. 7은 유방암세포(MDA cell)에 한 한방 콩환을 

제조하는 단계의 각 제품 물추출물의 암세포 증식억제능

을 나타내었다. 추출물 1,000 μg/mL 농도에서 한방 콩

환(52.3%), 콩(50.2%), 약콩(48.7%), 콩환(46.2%)의 순

으로 높은 증식억제능을 나타내었으나 각 제품 추출물간

의 활성에 유의 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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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nhibition of the water extract from pickled soybean 
products on the growth of MDA cells 

YK : Yakkong. CK : Chokong. CKP : Chokong pills. HCKP : Herbal 
Chokong pill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0

10

20

30

40

50

60

YK CK CKP HCKP

In
h
ib

it
io

n
 r

a
te

(%
)

100㎍/mL 300㎍/mL 500㎍/mL 1000㎍/mL

a
a

b b
ab ab

cd cd cdcd

c

d

e
e

e

e

Fig. 8. Inhibition of the ethanol extract from pickled soybean 
products on the growth of MDA cells 

YK : Yakkong. CK : Chokong. CKP : Chokong pills. HCKP : Herbal 
Chokong pill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Fig. 8은 유방암세포(MDA cell)에 한 한방 콩환을 

제조하는 단계의 각 제품 에탄올추출물의 암세포 증식억

제능을 나타내었으며 추출물 1,000 μg/mL 농도에서 약

콩, 콩, 콩환, 한방 콩환 물추출물의능은 각각 38.5, 

34.2, 34.7, 41.2%로서 한방 콩환의 활성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각 단계의 에탄올추출물의 유방암세포 증식 억제

능은 각각의 물추출물에 비하여 약 11～16% 낮은 수

이었다. 

2) 폐암세포(A549 cell)에 한 증식억제능

Fig. 9는 폐암세포(A549 cell)에 한 한방 콩환을 

제조하는 단계의 각 제품 물추출물의 암세포 증식억제

능으로 추출물 1,000 μg/mL 농도에서 약콩, 콩, 콩

환, 한방 콩환 물추출물의 증식억제능은 각각 35.2, 

32.1, 38.5, 43.1%로서 한방 콩환 추출물은 약콩과 

콩 추출물보다 유의 으로 높은 암세포 증식억제능을 

나타내었다(p<0.05). 

0

10

20

30

40

50

60

YK CK CKP HCKP

In
h
ib

it
io

n
 r

a
te

(%
)

100㎍/mL 300㎍/mL 500㎍/mL 1000㎍/mL

a

b
b

c

c
c

ab

dd d d

e
e e

dede

Fig. 9. Inhibition of the water extract from pickled soybean 
products on the growth of A549 cells

YK : Yakkong. CK : Chokong. CKP : Chokong pills. HCKP : Herbal 
Chokong pill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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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hibition of the ethanol extract from pickled soybean 
products on the growth of A549 cells

YK : Yakkong. CK : Chokong. CKP : Chokong pills. HCKP : Herbal 
Chokong pills.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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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폐암세포(A549 cell)에 한 한방 콩환을 

제조하는 단계의 각 제품 에탄올추출물의 암세포 증식억

제능으로 추출물 1,000 μg/mL 농도에서 약콩, 콩, 콩

환, 한방 콩환 물추출물의 증식억제능은 각각 30.1, 29.5, 

32.7, 38.5%로서 한방 콩환은 약콩, 콩  콩환 추출

물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은 암세포 증식억제능을 나타

내었다(p<0.05). 체 인 에탄올 추출물의 폐암세포에 

한 증식억제능은 Fig. 9의 물추출물보다 각각 2.6～

5.7% 낮은 편이었다.

고  찰

산업화 사회의 발달로 고열량과 고지방식품의 과다섭

취에 의한 식생활의 변화로 만성질환이 증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2007년 사망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의하면 

3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 뇌 질환, 심장질환으

로 총 사망자의 48.3%를 차지하고 있다
32). 노화와 련

된 각종 퇴행성 질환과 심 계 질환의 원인으로는 세

포 내의 사과정에서 생성된 활성산소가 축 되어 세

포의 기능 하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3). 

산화  스트 스는 동맥경화, 당뇨병, 염  치매 

등 성인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34), 비만과 만성퇴행

성 질환의 발병 기  역시 산화스트 스 측면에서 연구

가 이루어 지고 있다
35)
. 인체는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CAT), glutathione peroxidase (GPX) 

등의 항산화 효소로 활성산소의 유리기를 제거함으로써 

산화  스트 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고 있다
36). 

최근 체의학에 한 심이 고조되면서 항산화능이 

우수한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인체 내의 지질과산화를 억

제하고 질병을 방하려는 목 으로 한약재나 식품에 함

유된 항산화물질을 항산화제로 개발하여 부작용이 없는 

‘항산화제 치료(antioxidant theraphy)’라는 새로운 약물학

, 의학  치료가능성을 제시하 다
37). 항산화물질을 많

이 함유한 식품의 소비는 동맥경화, 암, 간경변 등의 질

병이나 노화와 련된 산화  손상을 일 수 있으며 

BHA나 BHT와 같은 합성 항산화제의 사용은 안 성에 

문제가 있어 산화  손상의 방을 하여 천연항산화제

에 한 심이 집 되고 있으며
11), 항산화 식품을 이용

한 기능성 식품의 개발이 활기를 띄고 있다
1,3).

식생활이 원인이 되는 만성질환의 사회  문제화에 따

라 식물성 식품의 섭취에 의한 생체조  기능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38), 식물성 식품 에는 콩과에 속

하는 두류가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하여 기능

성 식품소재로서 각 을 받고 있다. 콩에 포함된 성분

으로서 phytic acid, triterpene, flavonid, lignan, pinitol, 

식이섬유, 올리고당 등의 phytochemical이 항산화 작용

이 크고
13,39), 암 방6), 당개선15,18), 골다공증 방9,40), 

비만억제
20,24)

 콜 스테롤 하
6,41)

시키는 효과도 보

고되어 있다.

이러한 에서 본 연구는 항산화능이 우수한 검은콩 

에서 약콩(서목태)을 식 에 여 콩을 제조하 으며 

콩분말을 식 로 반죽하여 콩환을 제조하 고, 한방

콩환은 콩분말에 항산화능이 우수한 5종류의 한약재

(감 , 산조인, 산수유, 백출, 황기) 분말을 각각 2%씩 첨

가하여 식 로 반죽한 한방 콩환을 제조하 다. 본 실험

에서 사용한 약콩의 추출수율은 물추출물(25.6%)이 에탄

올추출물(13.1%)보다 약 2배의 수율을 보 으나 콩과 

콩환 추출물에서는 물과 에탄올 추출물이 거의 비슷한 

수율로서 약콩을 식 에 이는 과정에서 에탄올에 추출

되는 성분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방 콩환은 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각 제조단계의 제품  가장 추출수

율이 컸는데 그 원인으로는 첨가된 산수유, 백출 등의 한

약재 추출수율이 특히 높았던 결과
41,42)와 한약재와 콩

분말의 환 제조과정에서 첨가된 식 가 각 제품의 추출

수율을 높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방 콩환의 제조단계별 각 제품 추출물의 항산화능

을 측정한 자공여능과 SOD 유사활성에서, 물과 에탄

올 추출물 모두 한방 콩환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

을 보 으며 특히 주 재료인 약콩 추출물에 비하여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p<0.05). 한방 콩환의 물과 에

탄올 추출물의 자공여능은 약콩의 각 추출물보다 12～

16% 증가하 으며 SOD 유사활성은 약콩의 각 추출물보

다 5～12% 증가하 다. 한방 콩환의 항산화능은 한약

재  항산화능이 우수했던 감 , 산조인, 백출과 거의 

비슷한 수 이었으며, 콩에 소량의 한약재를 첨가함

으로써 항산화능이 크게 증가된 효과로서 이는 콩과 한

약재의 혼합으로 기능성이 상승되는 효과를 나타낸 것

으로 생각된다.

한방 콩환의 제조단계별 각 제품 추출물의 유방암 세

포(MDA cell)에 한 증식억제능을 측정한 결과, 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한방 콩환 추출물의 증식억제능이 

약콩, 콩,  콩 추출물에 비하여 가장 컸으며 각 제

품 추출물의 폐암세포(A549 cell)에 한 증식억제능 역

시 한방 콩환 추출물의 증식억제능이 가장 컸다. 콩 제

품의 이러한 항암활성에 하여 Kim과 Kim
9)
은 황 콩, 

약콩 등의 isoflavone이 폐경기에 유발되는 골다공증과 

유방암, 자궁암, 난소암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하여 다양한 암세포에 한 증식억제작용을 하는 식품으

로서의 가치를 인정하 다. 특히 한방 콩환 추출물의 유

방암 세포와 폐암세포에 한 증식억제능은 한약재로서 

높은 암세포 증식억제능을 나타내었던 백출과 감
38-42)보

다도 증식억제능이 증가된 효과로서, 앞의 항산화능과 마

찬가지로 콩과 한약재의 혼합으로 항암활성이 상승되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자들은 산수유, 황기 감 와 백출, 산조인을 첨

가한 한방 콩환을 개발하여 고지방식이와 함께 한방

콩환을 여한 흰쥐에서, 비만억제   지질농도 감

소 등의 효과
16,17)를 나타내어 비만으로 인한 고지 증이

나 동맥경화증 등의 심 계 질환 방에 효과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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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하 다. 본 실험 결과에서 한방 콩환 추출물

이 원재료(약콩) 추출물에 비하여 높은 항산화능과 암세

포 증식억제능을 나타낸 결과로 볼때 산화  손상을 억

제함으로써 성인병 방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

다.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한약재와 두류의 혼합에 의한 

천연식품의 정 혼합제품의 항산화작용에 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면, 부작용이 없는 건강식품의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의 목 은 항산화활성을 가진 건강식품소재를 

개발하기 하여 약콩(서목태)을 식 에 15일 동안 여 

콩을 제조하 으며 콩분말을 식 로 반죽하여 콩

환을 제조하 고, 한방 콩환은 콩분말에 항산화능이 

우수한 5종류의 한약재(감 , 산조인, 산수유, 백출, 황기) 

분말을 각각 2%씩 첨가하여 식 로 반죽한 한방 콩환

을 제조하 다. 각 제조단계에 따른 제품을 물과 70% 에

탄올로 추출한 후, 각 추출물의 수율, 항산화능  항암

활성을 측정하 다. 한방 콩환 추출물 1,000 μg/mL 농

도의 자공여능은 물과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81.2, 

91.5%로서 약콩, 콩, 콩환에 비하여 가장 높았다. 한

방 콩환 추출물의 1,000 μg/mL 농도에서 물과 에탄올 

추출물은 유방암세포(MDA cell)에 하여 각각 52.3, 

41.2% 으며, 폐암세포(A549 cell)에 한 항암활성은 각

각 43.1, 38.5%로서 다른 제품보다 가장 큰 활성을 나타

내었으며 물추출물의 활성이 에탄올추출물보다 높았다. 

본 실험결과로 볼때, 한약재를 첨가한 한방 콩환은 약콩

이나 콩, 콩환에 비하여 항산화활성과 암세포 증식억

제능이 증가하여 부작용이 없는 천연식품으로서 유용한 

건강식품소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

험결과로 볼때, 한약재를 첨가한 한방 콩환은 약콩이나 

콩, 콩환에 비하여 항산화활성과 암세포 증식억제능

이 증가하여 부작용이 없는 천연식품으로서 유용한 건강

식품소재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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