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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biological activities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Monascus-fermented 
Angelica gigas Nakai (A. gigas) with a view to the development of health foods. We also investigated 
the effect of the cultivation region of three A. gigas cultivars, namely Sancheong, Pyeongchang, and 
Jecheon. After fermentation, the content of decursin and decursinol angelate was increased compared 
to non-fermentation; the highest content of decursin and decursinol angelate was found in non-fer-
mentation Pyeongchang A. gigas (PA) at 615.504, 326.742 ppm and fermented Pyeongchang A. gigas 
(FPA) at 792.610, 429.500 ppm, respectively. The highest content of phenolic compounds, flavonoids, 
and minerals was found in the FPA group, in which DPPH (α,α `-diphenyl-β-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Fe/Cu reducing power were stronger in fermented than in non-fermented A. 
gigas. The FPA group in particular showed the highest activity. We measured nitric oxide (NO) pro-
duction from lipopolysaccharide-induced RAW 264.7 cells and the inhibition of cancer cell proliferation. 
The inhibition of activity of NO production and cancer cell (MCF-7 and Hep3B) viability was sig-
nificantly decreased in the FPA group. The results suggest that FPA may be highly useful as a health 
food. Overall, the study provides basic data for understanding the biological activities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A. gigas fermented by Monascus purpureus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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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는 미나리과(Umbelliferae)에 속

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약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산지

나 골짜기가 생육의 적지로 토심이 깊고 물빠짐이 좋으면서 

수분 유지가 잘되는 산간 고랭지에서 재배하는 것이 당귀 생

육에 유리하다[9].  참당귀(A. gigas Nakai)의 생태적 특성 때문

에 우리나라에서는 경북 산간지대나 강원 평창, 태백 등의 지

역이 주산지를 이루고 있으며, 동일한 품종이라도 재배지역과 

방법에 따라 그 특성이 달라져 각 지역의 참당귀의 성분과 

약리적 효과는 상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26]. 

참당귀의 효능으로 항암효과, 주름 개선 효과, 조직 재생 

효과 및 tyrosinase 저해 활성 의한 미백 효과[30], 항산화 효과

[19], 간질환 개선 효과[2] 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 당귀는 coumarine계의 decursin, nodakenetin, umbellifer-

on, β-sitosterol 등의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3], 주요 성분인 decursin 및 decursinol angelate의 함량은 

부위별, 추출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당귀의 생육 기간 동안의 토양 조건 및 기상 조건 등에 의해 

당귀 뿌리의 주요 성분인 decursin 및 decursinol angelate는 

각각 봉화산 4.86% 및 3.46%, 영천산 4.75% 및 3.23%, 수원산 

2.33% 및 1.49%으로 지역 및 재배 환경에 따라서도 당귀의 유

효성분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35]. 참당귀는 decursin 

및 decursin angelate 물질뿐만 아니라 식용 가치 면에서 다양

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식품으로서 개발 가치

가 높다[22].

발효는 미생물의 효소작용을 이용하여 식품 내 성분을 분해 

또는 변화시켜 특유의 최종 산물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이용한 

가공기술로 식품에 널리 이용되고 있고[13], 발효 과정을 통해 

독성물질 파괴, 소화 증진 효과 및 필수 비타민 등이 생성되어 

영양학적 가치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식용이 가능한 유용한 

균으로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등을 가수분해하는 가수분해

효소 및 기타 효소를 생성한다[32]. 경제 수준의 향상과 식생활

의 서구화에 의해 제품의 기능성, 기호성 등의 질적 소비를 

추구하는 건강지향적 소비패턴으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발효

를 이용한 기능성 소재가 첨가된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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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홍국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의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어 

홍국균을 이용한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며, 홍국의 우수한 

생리활성을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에 활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홍국을 소재로 한 건강지향 

관련 기능성 식품들이 개발되고 있다[18]. 

홍국 균주인 Monascus 속 곰팡이는 쌀에 번식시켜 홍국

(Red yeast rice, Red koji)이라는 붉은 누룩으로 오래전부터 

발효 식품으로 사용되어 왔고, 천연의 적색계 색소를 함유하

고 있어 착색료로 활용되고 있다[17]. 이의 α-amylase, β-amy-

lase, glucoamylase 및 lipase 등의 가수분해효소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5], 홍국의 monacolin A, J, K와 이의 유

도체, GABA (γ-aminobutyric acid), dimerumic acid 색소와 

미지의 성분 등을 유도할 수 있으며, 혈당 및 혈압 강하, 항혈

전, 항산화 및 방부 작용 등의 역할을 한다[37]. 이러한 홍국 

균을 이용한 발효를 통해 참당귀의 기능적 효능 증대가 기대

된다. 참당귀에 대한 영양학적인 분석부터 기능적 분석까지 

전반적으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지만, 여러 산지별로 나

뉘어 당귀가 재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지에 따른 당귀의 

효능 분석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지별 참

당귀의 홍국 발효를 통해 그 유효성분 및 생리활성 특성을 

가지는 기능성 식품 소재 및 가공품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는 산청(San-

cheong), 평창(Pyeongchang), 제천(Jecheon)에서 재배되고 있

는 참당귀를 각각 산청한방약초(Sancheong, Korea), 약재파는 

청년들(Jecheon, Korea), 제천한방마을(Soeul, Korea)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참당귀는 음건한 후, 분쇄하여 실험에 사용하

였다. 발효 균주인 Monascus purpureus KCCM 12002 (M. pur-

pureus)는 한국 미생물 보존센터에서 구입하여 발효에 사용하

였다. M. purpureus의 전 배양은 PDA agar로부터 spores를 백

금이를 이용하여 찹쌀 1%, sucrose 1%, 각 산지별 당귀 분말 

0.1%가 포함되어 있는 100 ml flask에 접종시켜 배양하였다. 

배양은 30℃에서 72시간 120 rpm의 조건으로 하였다. 전 배양

시킨 M. purpureus는 각 산지별 당귀 분말에 1:1로 접종하여, 

30℃에서 72시간 발효시켜 실험 재료로 사용하였다. 발효 조건

은 Ahn 외[2]의 연구와 같이 30℃, 12일의 조건으로 설정하였으

나 3일 발효 후의 발효물의 성상 및 decursin 함량은 12일 발효 

후의 발효물과 근소한 결과를 나타내어 발효를 종료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RAW 264.7, B16-F10 세포, HT-29 세포, 

LNCaP 및 Hep3B 세포는 ATCC로부터 분양 받아 실험에 이

용하였다. 100 unit/ml의 Antibiotic Antimycotic (GIBCO®/ 

Invitrogen™, Gran Island, NY, USA)와 10% FBS (Fetal Bovine 

Serum)가 첨가된 DMEM을 사용하여 37℃, 5% CO2 incubator

에서 계대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한편, MCF- 7 세포는 

ATCC로부터 분양 받아 100 unit/ml의 Antibiotic Antimycotic

과 10% FBS가 첨가된 RPMI 1640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조건

에서 계대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의 추출

산지별 참당귀 및 발효 참당귀를 추출하기 위하여 100 g을 

각각 취해 10배의 정제수를 가한 후 37℃ 항온수조에서 3시간

씩 교반 하면서 3회 반복 추출하여, 추출액을 모아 Adventec 

110 mm 2 여과지(Toyo 2A; Toyo Roshi, Tokyo, Japan)로 여

과시켜 얻은 여과액을 실험 재료로 사용하였다.

당도, pH  총 산도 측정 

당도는 시료 300 μl을 취하여 당도계(Hand refractormeter, 

Kruss, Germany)를 사용하여 ºBrix (%)로 측정하였다. pH는 

시료 10 ml 취하여 pH meter (SevenCompact™ pH/Ion S220, 

Mettler-Toledo AG,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산도는 시료 5 ml를 pH 8.3이 될 때까지 0.1 N NaOH용액

으로 적정하여 acetic acid의 양으로써 표시하였다.

Total acidity (w/v, %) = (0.006 × V × F) / S ×100

V: 0.1 N NaOH의 소비량(ml), F: 0.1 N NaOH의 Factor

S: 검체량(ml)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함량 측정 

산지별 참당귀 및 발효 참당귀 100 g을 10배에 해당하는 

메탄올로 37℃ 항온수조에서 3시간씩 교반 하면서 3회 반복 

추출하여, 추출액을 모아 Adventec 110 mm 2 여과지(Toyo 

2A; Toyo Roshi, Tokyo, Japan)로 여과시켜 얻은 여과액을 

HPLC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지표물질인 decursin 및 

decursinol angelate (Chengdu Biopurify phytochemicals 

Ltd., Chengdu, Sichuan, China)를 각각 12.25, 25.00, 50.00, 

100.00, 500.00 μg/ml의 농도로 메탄올에 희석한 후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산지별 참당귀 및 발효 참당귀 메탄올 추출물을 

1.00%의 농도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희석한 시료는 HPLC 

(HPLC pump (Waters 1525, Waters, U.S.A), HPLC UV/ 

Visible detector (Waters 2489, Waters, U.S.A))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컬럼은 YMC - Triart C18 (250x4.6 mml.D., 5 μm)

를 사용하였으며, 컬럼은 C18, 용매 A는 HPLC용 acetonitrile, 

용매 B는 HPLC용 water를 사용하여 gradient 조건으로 분석

하였다[3]. 분석 조건은 Table 1와 같이 column oven 온도 3

0℃, 이동상의 속도 1 ml/min, 분석 파장은 329 nm로 용매 

gradient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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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lvent gradient condition for HPLC analysis

Time

(min)

Flow rate

(ml/min)

Solvent A

(%)

Solvent B

(%)

0

10

11

21

22

32

33

43

44

54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50

50

70

70

100

100

5

5

50

50

50

50

30

30

0

0

95

95

50

50

페놀성 화합물 함량 측정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산지별 참당귀 및 발효 추출물 시

료에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를 이용한 Folin-Denis

법[36]으로 비색시켜 spectrophotometer (Hitachi U-2900, 

Tokyo, Japan)의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함

량은 tannic acid를 일정 농도(0-500 μg/ml)로 하여 시료와 동

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표준곡선으로부터 계산하였다.

Flavonoid 함량 측정

Flavonoid 함량은 Jia 등의 방법[16]에 따라 측정하였다. 

0.1%(w/v) 시료 용액에 5% NaNO2 용액 및 10% AlCl3·6H2O

를 잘 혼합하여 반응시킨 용액을 spectrophotometer (Hitachi 

U-2900)의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함량은 

표준 물질로서 (+)-catechin hydrate을 일정 농도(20-200 μg/ 

ml)로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

로부터 계산하였다.

미네랄 함량 측정

미네랄 함량은 AOAC 분석 방법[1]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즉, 각 건조 분말 1 g을 정확히 취해 550℃에서 3시간 회화 

시킨 후 6 N HCl에 용해시켜 완전히 산분해시켜 수욕상에서 

산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 건조물에 3 N HCl를 가하여 여과한 

후 원소 종류에 따라 각각 일정비율로 희석하여 원자흡광 분

광광도계(Analyst 300, Perkin Elmer, Norwalk CT,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DPPH에 의한 항산화 활성 측정

항산화 활성 측정은 Blois 방법[6]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 

지역별 발효/비발효 추출물을 각 0.10%, 0.50%, 1.00%의 농도

로 만든 시료에서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활성을 52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시료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차를 아래의 식에 넣어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이때 활성 비교는 합성 항산화제 

butylated hydroxytoluene (BHT)를 0.05% 농도로 첨가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sample absorbance 528 nm)/control absorbance 528 

nm] ×100

Fe/Cu 환원력 측정

Fe-환원력 측정은 Zhu 등의 방법[38]에 따라 산지별 참당귀 

및 발효 참당귀 추출물 0.10%, 0.50%, 1.00%의 시료 용액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6) 및 1%(w/v) potas-

sium ferricyanide [K3Fe(CN)6]를 혼합하여 50℃에서 반응 시

키고 10% trichloroacetic acid (w/v) 상층액에 증류수 및 

0.50% ferric chloride (FeCl3)를 혼합한 후 실온에서 반응 시켜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한편, Cu-환원력 측정 또한 

산지별 참당귀 및 발효 참당귀 추출물 0.10%, 0.50%, 1.00%의 

시료 용액에 0.01 M CuCl2, 7.5 mM ethanolic neocuprorine 

solution 및 1 M NH4OAc buffer를 혼합하여 상온에서 반응시

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환원력 비교를 

위하여 기존에 항산화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천연 항산화제 

ascorbic acid와 합성 항산화제 BHT를 각각 시료와 동일 농도

로 동일한 방법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환원력은 시료 반응

액에서 흡광도가 증가된 만큼 강한 환원력을 나타내어 준다.

SRB assay에 의한 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

암세포 증식 억제능은 SRB (sulforhodamine B) assay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SRB assay는 생존 세포 내의 단백질 총량

을 흡광도로 나타내어 세포 사멸 정도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TCA (trichloroacetic acid)에 의해 생존 세포만 well plate에 

부착되며 이 세포의 단백질 내 염기성 아미노산 잔기가 SRB와 

결합하여 Tris buffer에 용출되어 흡광도를 나타낸다. 암세포 

성장 억제능은 세포를 2×104 cells/ml가 되도록 희석하여 48 

well plate에 분주한 다음 37℃,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시료를 100, 500, 1,000 μg/ml농도별로 첨가하고 

2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24시간 후 12% TCA를 넣어 4℃에서 

세포를 고정시킨 후 증류수로 well을 세척하여 건조하였다. 

각 well에 0.4% SRB 용액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염색한 후 1% 

acetic acid로 세척하고 10 mM Tris buffer를 첨가하여 SRB를 

녹였다. 상등액을 96 well plate에 옮겨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MTT assay를 이용한 Hep3B cell의 성장 억제 효과

평창 참당귀 및 발효 평창 참당귀 추출물은 동결건조 및 

용매 농축 후 DMSO에 20, 40, 60, 80 및 100 μg/ml 농도로 

녹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24 well plate에 Hep3B cell을 1×105 

cells/ml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37℃, 5% CO2 incubator에

서 안정화시킨 후 발효 전 및 발효 후 참당귀 추출농축액을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MTT solution 500 μg/ml를 첨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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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Brix concentration, pH and total acidity 

water extracts from SA, PA, JA, FSA, FPA and FJA

ºBrix pH Total acidity (%)

SA1)

PA2)

JA3)

FSA4)

FPA5)

FJA6)

4.0±0.12a

4.0±0.06a

3.6±0.12b

5.0±0.00c

4.6±0.00d

4.4±0.12d

4.24±0.02a

4.24±0.01a

4.52±0.02b

4.78±0.01c

4.98±0.01d

4.92±0.01e

0.88±0.00a

0.79±0.02b

0.55±0.00c

0.69±0.01d

0.69±0.00d

0.56±0.00c

1)
SA: Sancheong Angelica gigas Nakai.

2)PA: Pyeongchang Angelica gigas Nakai.
3)JA: Jecheon Angelica gigas Nakai.
4)FSA: Fermented Sancheong Angelica gigas Nakai.
5)FPA: Fermented Pyeongchang Angelica gigas Nakai.
6)FJA: Fermented Jecheon Angelica gigas Nakai.

Values are mean ± S.E.,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 B

Fig. 1. Calibration curve of decursin (A) and decursinol angelate (B).

여 30분 동안 CO2 incubation시킨 후 처리한 약물을 제거하고 

PBS washing 후 DMSO를 분주하여 각 well에 생성된 for-

mazan을 녹인 후 96 well plate에 200 μl씩 분주하여 ELISA 

microplate reader (SPECTRA max plus384, California, USA)

로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itric oxide 생성량 측정

안정된 일산화질소 산화물인 NO2
- (nitrite)는 Griess반응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대식세포주(RAW264.7)를 추출물 또는 

LPS와 함께 48시간 배양한 후 배양 상층액을 96 well plate에 

100 μl씩 넣고 여기에 Griess 시약 (0.1% N-1-naphthyl-eth-

yl-endiamine in H2O : 1% sulfanilamide in 5% H3PO4 = 1:1)

을 동량 첨가하여 10분간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로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itrite의 농도는 sodium 

nitrite를 64 μM에서 0.5 μM까지 2배씩 희석하여 얻은 표준곡

선과 비교하여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치는 one-way ANOVA 검정에 

의한 평균치와 표준오차(mean ± SD)로 표시하였고, 각 실험

군 간의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나타

내었다[11].

결과  고찰

당도, pH  총 산도의 변화

각 산지별 발효 전 및 발효 후의 참당귀 수용성 추출물의 

당도, pH 및 총 산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산청 참당귀(SA), 평창 참당귀(PA), 제천 참당귀(JA)의 당도 

함량은 각각 4.0, 4.0, 3.6 ºBrix로 나타났으며, 발효 산청 참당귀

(FSA), 발효 평창 참당귀(FPA), 발효 제천 참당귀(FJA)의 당도 

함량은 각각 5.0, 4.6, 4.4 ºBrix로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SA, PA, JA의 pH 또한 발효함으로써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SA, PA의 산도는 각각 0.88, 0.79%로 나타났으며, 발효에 의해 

각각 0.69, 0.69%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JA와 FJA의 산도

는 각각 0.55, 0.56%로 발효로 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 함량

본 실험에 사용된 decursin및 decursinol angelate의 peak 

면적에 대한 검량선은 12.25-500.00 μg/ml의 농도 범위에서 

R2=0.9999의 직선성을 나타내었으며(Fig. 1), HPLC chroma-

togram에서 retention time은 각각 17.76분, 18.50분대에서 확

인되었다(Fig. 2). SA군, PA군, JA군의 decursin 함량은 각각 

455.730, 615.504, 314.876 ppm이고, decursinol angelate 함량

은 각각 209.968, 326.742, 266.350 ppm으로 decursin이 de-

cursinol angelate보다 많이 함유 되어 있다고 하는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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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2. HPLC chromatograms of methanol extracts from SA, PA, JA, FSA, FPA and FJA. (A: SA(Sancheong Angelica gigas Nakai), 

B: PA(Pyeongchang Angelica gigas Nakai), C: JA(Jecheon Angelica gigas Nakai), D: FSA(Fermented Sancheong Angelica gigas 

Nakai), E: FPA(Fermented Pyeongchang Angelica gigas Nakai), F: FJA(Fermented Jecheon Angelica gigas Nakai))

결과와 일치하였다[20, 24]. 한편 M. purpureus로 발효시킨 

FSA군, FPA군, FJA군에서의 decursin 함량은 각각 539.112, 

792.610, 431.152 ppm으로 모두 증가되었으며, decursinol an-

gelate 함량은 각각 257.008, 429.500, 389.504 ppm으로 발효에 

의해 증가되었고, FPA에서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Table 3). 

참당귀의 주요 약효 성분인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는 

부위별, 산지별, 추출 방법에 따라 함량이 달라지는 결과[14, 

20, 24]와 같이 산청, 평창 및 제천에 따라 재배 산지별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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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ncentrations of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flavonoids in water extracts from SA, PA, JA, FSA, 

FPA and FJA

Total phenolic compounds

concentrations 

(mg/100 g)

Flavonoids

concentrations

(mg/100 g)

SA

PA

JA

FSA

FPA

FJA

1171.81±64.53a

1609.25±27.07b

1258.40±83.48a

2500.07±119.44c

3582.73±54.01d

3044.33±30.27e

317.63±8.11a

686.41±64.77b

524.90±13.98b

301.49±2.69a

616.43±59.95b

549.13±74.60b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2.

Values are mean ± S.E.,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Content analysis by HPLC chromatogram of decursin and decursinol angelate in SA, PA, JA, FSA, FPA and FJA

Sample Name RT Area Height Amount (ppm)

SA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17.756

18.043

7147952

3308238

547459

265468

455.730

209.968

PA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17.762

18.049

9631568

5148459

736417

407166

615.504

326.742

JA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17.762

18.050

4958425

4196727

384753

324541

314.876

266.350

FSA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17.764

18.051

8444079

4049535

654576

317676

539.112

257.008

FPA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17.767

18.054

12384629

6767809

943173

519407

792.610

429.500

FJA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17.763

18.050

7232232

6137511

563797

476130

461.152

389.504

RT: Retention time.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2.

성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과 일치하였다.

당 분해력이 좋은 M. purpureus를 이용한 발효를 통해 다른 

물질로부터 전환되었거나 효소로 인해 성분 분해되어 de-

cursin 및 decursinol angelate의 함량이 증가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정확한 기작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총 페놀성 화합물  라보노이드 함량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

물로서 flavonoid, tannin, catechin류로 크게 구분하며, 이들 

물질들은 phenolic hydroxyl기를 가지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 

혈중 지질 저하 작용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페놀성 화합물 중 플라보노이드는 당뇨병과 galactosemia의 

억제효과, 혈압강하, 적혈구 세포 응고의 감소, 항산화, 항염증 

작용, 항균 활성, 콜레스테롤 저하, 지방간 억제 등에 효과를 

나타낸다[8]. 이러한 flavonoid는 노란색 또는 담황색을 띠고 

있는 화합물로서 자연에서 유리상태로 존재하기도 하나 대개

는 rhamnose, rutinose, glucose 등의 당과 결합한 배당체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총 페놀성 화합물 측정 결과 

SA군에서 1171.81 mg/100 g, PA군에서 1609.25 mg/100 g, 

JA군에서 1258.40 mg/100 g으로 나타났으며, PA군에서 유의

적으로 증가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Flavonoid 함량은 SA군 

317.63 mg/100 g, PA군 686.41 mg/100 g, JA군 524.90 

mg/100 g의 함량을 나타내었고, PA군 및 JA군은 SA군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Table 4). SA, PA 및 JA 모두 발효를 

함으로써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FSA군 

2500.07 mg/100 g, FPA군 3582.73 mg/100 g, FJA군 3044.33 

mg/100 g으로 각 군은 발효 전에 비해 약 2배 가까이 증가 

한 것을 확인하였다. flavonoid 함량은 FSA군 301.49 mg/100 

g, FPA군 616.43 mg/100 g, FJA군 549.13 mg/100 g의 함량으

로 발효군 모두 발효전의 함량과 유사한 함량을 나타내어 M. 

purpures 발효는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에 영향을 주지만 

flavonoid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부분의 

식물체에서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flavonoid보다 많이 함

유하고 있으며, 대체로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많은 식물체

에서는 flavonoid의 함량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1].

미네랄 함량

산지별 발효 전 및 발효 후 참당귀의 미네랄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미네랄 성분 조성은 Ca, K, Fe, Mg, 

Mn, Cu, Zn, Na로 나타내었으며, 전체적으로 K, Mg, Ca 순으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K가 287.20 ppm으로 FPA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고, Mg는 FJA에 37.50 ppm, Ca는 FPA에 

19.33 ppm으로 높은 함유량을 나타내었으며, Fe, Na, Mn,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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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ineral concentration in SA, PA, JA, FSA, FPA and FJA                                                    (ppm)

Potassium Magnesium Calcium Iron Sodium Manganese Zinc Copper

SA

PA

JA

FSA

FPA

FJA

182.90±2.50

201.00±2.50

130.60±1.50

223.50±2.70

287.20±6.60

196.80±2.60

24.40±0.20

22.30±0.00

26.30±0.30

29.70±0.20

33.70±0.30

37.50±0.40

15.19±0.14

14.50±0.12

12.37±0.15

18.13±0.12

19.33±0.03

17.59±0.11

2.90±0.08

3.40±0.08

4.58±0.04

4.08±0.04

6.74±0.12

7.11±0.06

1.49±0.11

3.05±0.14

4.24±0.06

1.77±0.05

3.72±0.07

2.19±0.07

1.49±0.02

1.43±0.03

1.40±0.02

1.72±0.02

3.11±0.14

1.95±0.12

0.32±0.00

0.38±0.00

0.24±0.00

0.35±0.00

0.54±0.00

0.33±0.00

0.056±0.00

0.034±0.00

0.089±0.00

0.075±0.00

0.108±0.00

0.129±0.00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2.

Values are mean ± S.E., n=3.

Fig.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water extracts from 

SA, PA, JA, FSA, FPA and FJA. BHT : butylated hydrox-

ytoluene (0.05%),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2. Values are mean ± S.E., n=3. 

Cu는 소량 함유되어 있었다. 측정한 원소 대부분 발효 후에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어 참당귀가 발효됨에 따라 미네랄 함량

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되며, K, Mg, Ca 등은 인체에 중요한 

필수 미네랄 성분으로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발효후의 참당귀

가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DPPH를 이용한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

항산화 활성 측정방법 중 DPPH 라디칼을 이용한 소거활성 

측정은 DPPH를 소거시키는 항산화 물질의 활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DPPH는 짙은 자색을 띄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

로서, 방향족 아민류 등에 의해 환원되어 색이 탈색되는 것을 

이용하여 항산화 물질을 검색하는데 이용되고 있다[4]. 

산지별 참당귀 및 홍국발효 참당귀의 DPPH의 free radical 

소거를 이용한 항산화 활성을 본 결과는 Fig. 3과 같다. 발효 

전과 후의 참당귀군 모두 농도의존적인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

었고, 발효 전의 참당귀 군중 PA군에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발효 전에 비해 발효 후의 참당귀군 모두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고, 발효 후 참당귀 또한 FPA군에서 높은 활

성을 보였다. 

폴리페놀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물 중 

하나로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수산기로 치환된 방향족의 

환을 가지고 있으며, 활성 자유라디칼(reactive free radical)에 

수소원자를 제공하여 안정한 비 라디칼(non-radical)을 만들

어줌으로써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

[27]. 이와 같이 폴리페놀의 함량이 가장 높았던 FPA군에서 

항산화 활성 또한 높은 근거로 뒷받침하고 있다.

환원력 활성

환원력은 항산화 작용의 여러 기전 중에서 활성 산소종 및 

유리기에 전자를 공여하여 환원시켜주는 능력을 말하며, Fe3+ 

및 Cu2+ 혼합물이 수소 공여하여 유리 라디칼을 안정화시켜 

Fe2+ 및 Cu+로 전환하는 환원력을 흡광도 값으로 나타낸 것으

로 환원력의 세기가 높을수록 항산화 활성이 높다는 것을 나

타낸다[34]. 발효 전 참당귀의 Fe와 Cu의 환원력은 SA군 1%에

서 각각 0.32, 0.23, PA군 1%에서 0.44, 0.36, JA군 1%에서 0.41, 

0.19로 PA군에서 약간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발효 후 참당

귀의 Fe와 Cu의 환원력은 FSA군 1%에서 0.79, 0.54, FPA군 

1%에서 1.13, 0.75, FJA군 1%에서 0.89, 0.58로 발효 전과 같이 

발효 평창 참당귀군에서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었다(Table 6). 

이러한 결과는 발효 후의 FPA군의 폴리페놀 및 flavonoid 함

량의 증가로 DPPH를 이용한 라디칼 소거 활성이 높게 나타났

듯이 Fe, Cu 환원력에서도 높은 효능을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

다.

RAW 264.7 식세포의 NO 생성에 미치는 향

대식 세포는 선천적 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이

며, 동물 체 내 모든 조직에 분포하며 선천적 면역반응을 담당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백혈구이다[29]. 산지별 발효 전 및 

발효 후 참당귀 추출물의 면역활성 유도능에 관해 알아보기 

위하여 대식세포주(RAW 264.7)에 LPS와 시료를 농도별로 처

리하였으며, 대식세포의 면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

는 NO생성량을 측정하였다(Fig. 4). RAW 264.7에 대한 시료

의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해 100, 500, 1,000 μg/ml의 농도로 

24시간 동안 처리하여 확인하였다. 모든 시료에서 RAW 264.7

의 생존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A).



926 생명과학회지 2017, Vol. 27. No. 8

Table 6. Reducing power of water extracts from SA, PA, JA, 

FSA, FPA and FJA

Conc. (%)
Fe-Reducing 

power
Cu-Reducing 

power

BHT
1.00
0.50
0.10

2.33±0.06
2.42±0.09
1.71±0.05

2.57±0.03
2.13±0.01
1.16±0.01

A.A
1.00
0.50
0.10

2.90±0.03
2.88±0.05
2.76±0.20

3.54±0.04
2.37±0.02
2.09±0.03

SA
1.00
0.50
0.10

0.32±0.00
0.19±0.00
0.04±0.00

0.23±0.00
0.11±0.01
0.05±0.00

PA
1.00
0.50
0.10

0.44±0.01
0.23±0.00
0.05±0.00

0.36±0.02
0.19±0.00
0.06±0.00

JA
1.00
0.50
0.10

0.41±0.01
0.20±0.00
0.05±0.00

0.19±0.00
0.16±0.00
0.06±0.02

FSA
1.00
0.50
0.10

0.79±0.06
0.42±0.00
0.09±0.00

0.54±0.04
0.32±0.00
0.09±0.00

FPA
1.00
0.50
0.10

1.13±0.02
0.56±0.00
0.12±0.00

0.75±0.02
0.41±0.01
0.12±0.00

FJA
1.00
0.50
0.10

0.89±0.01
0.44±0.01
0.10±0.00

0.58±0.01
0.34±0.01
0.10±0.00

BHT : butylated hydroxytoluene, AA : Ascorbic acid.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2.

Values are mean ± S.E., n=3.

A B

Fig. 4. Effect of water extracts on the cell viability (A) and nitric oxide production (B) by RAW 264.7 macrophage from SA, PA, 

JA, FSA, FPA and FJA. LPS : Lipopolysaccharide (1 μg/ml),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2. Values are mean 

± S.E., n=3. 

대식세포 면역활성 유도능을 본 결과 무처리군인 Con군에 

비해 LPS를 단독으로 처리한 양성대조군인 LPS군의 NO 생성

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LPS와 100, 500, 1,000 

μl/ml 농도의 시료를 처리한 군에서는 양성대조군과 비교하

여 유의적인 NO 생성량을 나타내었다(Fig. 4B). NO 생성량은 

SA, PA 및 JA 모두 발효함으로써 증가하였다. 한편, SA, PA, 

JA, FSA 및 FJA의 1,000 μl/ml은 양성대조군에 비해 낮은 NO 

생성량을 가지지만, FPA의 1,000 μl/ml 농도에서 유의적 증가

를 보여, FPA군은 양성대조군 보다 높은 NO 생성량을 나타내

었다. 항원을 인식한 대식세포가 면역세포에 항원을 제시함으

로써 대식세포 활성화 지표인 NO를 생성하는데, 이는 적정량

의 NO증가는 인체 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25]. 따라서 SA, PA 및 JA는 M. purpureus로 발효 함으로써 

발효 전에 비해 면역 기능 활성이 증가하고, 특히 PA의 M. 

purpureus 발효가 면역 기능 활성 증가에 가장 효율적인 것으

로 판단된다. 

암세포 성장억제 효능

산지별 발효 전 및 발효 후 참당귀 추출물의 피부 암세포

(B16-F10), 대장 암세포(HT-29), 전립선 암세포(LNCaP), 유방 

암세포(MCF-7)에 대한 성장억제효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B16-F10세포(Fig. 5A), HT-29 세포(Fig. 5B), LNCaP 세포(Fig. 

5C) 모두 산지별 발효 전 및 발효 후 참당귀 추출물을 농도 

별로 희석하여 처리하였을 때, 대조군(Con)과 비교하여 농도

에 상관없이 세포 생존율에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

다. 한편, 100, 500, 1,000 μl/ml의 농도로 처리한 MCF-7 세포

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농도 의존적인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

를 보였으며, 1,000 μl/ml농도 FSA, FPA, FJA에 대한 세포생

존율은 각각 77.42%, 80.18%, 82.44%로, 발효 전 1,000 μl/ml농

도 SA, PA, JA에 대한 세포생존율인 83.02%, 97.11%, 92.38%

보다 낮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5D). Park 외[31]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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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5. Effect of water extracts from SA, PA, JA, FSA, FPA and FJA on the cell viability of B16-F10 cell (A), HT-29 cell (B), LNCaP

cell (C) and MCF-7 cell (D).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2.

s

A B

Fig 6. Inhibition of cell viability by PA (A) and FPA (B) in human Hep3B cancer cells.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2. Values are mean ± S.E.,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구에서 참당귀로부터 정제한 decursin은 유방암 세포주(MCF-

7)의 증식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며, apoptosis유도, 세포 

밀도 감소현상과 암세포의 형태학적 변화 등 항암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참당귀 내의 decursin은 유방암 세포 사멸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귀 및 발효당귀추출

물은 H16-F10, HT-29, LNCaP세포의 억제능보다 MCF-7 세포

의 성장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참당귀 내에 존재하는 decursin과 같은 약효 성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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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산지별 참당귀 중 유방암 세포에 농도 유의적으로 독성을 

나타낸 평창 참당귀를 선별하여 간암 세포인 Hep3B를 이용한 

세포생존율은 Fig. 6에 나타내었다. PA 및 FPA는 Hep3B cell

의 세포생존율을 농도의존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내

었으며, PA군과 FPA군에서 Hep3B의 세포생존율은 60 μg/ml

의 농도까지 유사한 세포생존율을 보이다가 80 μg/ml의 농도

에서 FPA가 PA에 비해 세포생존율을 더 감소시켜 발효는 

Hep3B의 억제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내었다. 또한, PA는 

100 μg/ml의 농도에서 FPA 80 μg/ml의 농도와 유사한 세포

생존 저해 효과를 나타내어 발효를 통해 발효 전보다 적은 

농도로 간암 세포생존을 저해할 수 있어 효율적인 결과를 나

타내었다.

당귀 추출물은 간암세포주인 HepG2 세포주에서 암예방 효

과의 지표로 사용되는 quinone reductase 효소 활성 유도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12] 간암 예방 차원의 건강 천연물로서

의 개발 및 응용가능성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산지별 

참당귀의 M. purpureus 발효를 통한 이화학적 및 생리활성 특

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자료로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

서의 활용 가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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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산지별 홍국발효 참당귀의 이화학  특성  생리활성

박규림1†․김 완2†․김태훈2․안희 2․심소연2․김정욱1․조 수2*

(1㈜자연과 효소, 2동아대학교 생명공학과)

본 연구는 발효 참당귀를 이용한 건강 기능성 식품개발을 위해 산청, 평창 및 제천산 참당귀를 Monascus pur-

pureus로 발효시켜 제조한 발효 참당귀의 이화학적 특성 및 생리활성을 평가하였다. 발효 참당귀의 decursin 및 

decursinol angelate 함량은 발효전보다 증가한 바, 평창 참당귀(PA)군의 615.504 및 326.742 ppm이 발효 후 각각 

792.610 및 429.500 ppm으로 증가되었다. 총 페놀성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및 미네랄 함량이 발효로 인해 증가하

였고, DPPH를 이용한 자유라디칼 소거능 및 Fe, Cu를 이용한 환원력 비교를 통해 발효 참당귀군에서 높게 나타

났으며, 이중 FPA군에서 활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LPS처리 RAW 264.7세포의 NO생성능과 유방암 세포

(MCF-7) 및 간암 세포(Hep3B) 성장 저해능 확인 결과 발효 참당귀군에서 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M. 

purpureus 발효 산청, 평창 및 제천 참당귀를 비교한 결과 평창 참당귀에서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의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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