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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pergillus niger 효소에 의한 길경 사포닌(플라티코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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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transforming platycodin glycosides using various 
strains of probiotic bateria and edible fungi. Among the experimental microorganisms assess herein, Aspergillus niger 
KCTC 6909 evidenced the highest level of platycodin glycoside hydrolysis during fermentation. Particularly in cases in 
which the organism was incubated in the presence of rhamnose and platycodins. In order to produce the enzyme from 
Aspergillus niger effectively, various incubation conditions were assessd in order to determine the optimal conditions. 
The cytotoxicity on V79-4 (Chinese- hamster lung fibroblasts, normal cells) of platycodin was reduced significantly 
after conversion (concentration on 500 µg/mL, 1000 µg/m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efore conversion was 
35.05% , and was 57.44% afterward. We noted significantly higher conversion activity inhibiting oxidative degradation.
In conclusio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proper combination of food microorganisms -and fermentation conditions 
can result in an increase in the glycoside hydrolysis of platycodin the resultant products of which reduce cytotoxicity –
and increase anti-oxida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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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길경(Platycodi radix)은 초롱과(campanulaceae)에 속하는 
다년초 도라지(Platycodon grandiflorum A. De Candolle)의 
뿌리 부분으로, 대한 약전에서는 도라지의 뿌리 부분을 

물로 씻어서 가는 뿌리를 제거하고, 그대로 또는 cork피
를 제거하여 말린 것을 길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라지

는 한국, 중국, 일본에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채소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외에도진정, 해열, 진통 작용 및 항

궤양, 혈압강하 작용 등에 관한 보고가 있으며 항암활성

과 비만에도 효과적임이 보고되었다(이은방 1974).
호기성 생물체의 경우, 생체 내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

산하는 호흡 대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산소는 산화적 인

산화 과정을 통해 정상적으로 환원되고 있으나, 일정량의 
산소는 부분 환원되어 계속적으로 반응성이 높은 활성산

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라는 유해 물질을 

생성하게 된다(Halliwell B와 Gutteridge JMC 1992). 활성 
산소종에는 hydroxyl radical(OH․), superoxide anion ra-
dical(O2

․), peroxyl radical(RO2)과 같은 자유기 라디칼들

과 라디칼의 형태가 아닌 과산화수소(H2O2), singlet oxy-
gen과 오존 등이 있는데 이러한 과정으로 생성된 ROS는 
생체막 지질의 과산화를 유발하여 그 2차 산물로 결국 

malondialdehyde(MDA)나 4-hydrooxynonenal(4-HNE)와 같

은 지질 과산화 물이 축적되도록 한다(Halliwell B 1996).
ROS는 식균 작용이나 면역체계에서도 생성되어 이물

질 침입에 대한 방어기작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체내에 

고농도로 존재하는 경우 높은 반응성으로 인하여 산화

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DNA 변이와 노화를 촉진한다

(Halliwell B 1996). 이러한 자유기에 대한 방어 기작으로 
생물들은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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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dase와 같은 항산화 효소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외 

항산화 물질로 비타민 A, C, E나 gutathion 등이 활성산

소종을 제거할 수 있다. 효소적 방어기작에서 superoxide 
dismutase는 superoxide anion radical(O2

․)을 과산화수소

(H2O2)로 변환시키고 생성된 H2O2는 catalase에 의해 물과 
산소 분자로 분해된다. 생성된 H2O2와 환원형 glutathione
의 소비로 불포화지방산으로부터 생성된 hydroperoxide는 
seleno-dependent glutathione peroxidase(GPx)에 의해 분해

된다(Halliwell B 1996).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반응을 제어하기 위해 

생리 활성 소재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

고 있는(Chung HY와 Kim HB 2000, Kim EY 등 2004) 가
운데 과일과 채소의 섭취는 식도암, 대장암 등과 같은 암, 
심혈관 질환, 뇌기능장애 등 퇴행성 질환의 위험성을 낮

춰준다고 보고되고 있다(Ames BN 1998).
이소플라본 비당체는 배당체보다 더 빨리 흡수되고비

당체가 많은 물질이 배당체가 많은 물질보다 관상동맥 심

장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어 있다(Xu X 등 1995 ). 또한 비당체를 섭취했을 
때 배당체를 섭취한 것보다 혈중 농도가 더 높았다(Izumi 
T 등 2000). 최근,인삼의 배당체인 ginsenoside를 경구 섭

취하였을 때 장내 미생물에 의해 대사되고 그 대산 산물

이 다양한 약리학적 효능을 나타낸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Karikura M등 1991, Akao T와 Kobashi K. 1998).『생약

학(한대석, 1998)』을 보면, 여러 효능을 가지고 있는 길경 
추출물의 주성분은 platycodin D이며 이에 결합한 당은 오

탄당인 D-apiose로서 platycodins의 생리작용과 밀접한 관

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같이 사포닌 배당체의 
완전 혹은 부분 deglycosidation은 부작용의 완화와 함께 

새로운 생활성체로의 검색에 대한 접근으로 이용될 수 

있다.
사람이나 동물에서의 사포닌의 deglycosidation은 완전

히 가수분해된 자유 prosapogenin으로 배출되기 위해 위

산이나 장내 세균의 deglycosidase에 의해 매개되어야만 

한다. 화학적 가수분해와 달리 효소에 의한 배당 사슬의 

부분적 가수 분해는 glycosidic bond를 분리하는데 도움

을 주고 새로운 산출물을 생성할 수 있다. 이것은 천연 

사포닌의 구조적 변형과 기능적 개선에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길경의 사포닌인 platycodin은 알려진 약리학적 

효능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아린 맛과 쓴 맛을 가지고, 복
강 내로 투여 시 용혈 독성을 잃는다고 알려져 있다(Lee 
EB 1975). 이를 바탕으로 길경 내의 배당체를 식품 미

생물을 이용하여 전환시키는 것은 중요한 약리학적 효과

와 향상된 안전성, 아질산염 소거능, 관능치를 가진 특이

적으로 변형된 형태의 platycodin을 산출한다고 보고되었

다(위혜정 2005).
본 연구는 platycodin을 전환시켜 전환 전과 전환 후의 

자유기 소거능을 측정함으로써 항산화성을 살펴보았으며, 
세포주를 이용하여 세포 독성 및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

한 보호효과를 측정함으로써 생리 활성을 살펴보았다. 세
포주의 선택에 있어서는 폐가 산화적 스트레스에 매우 민

감한 기관이라고 보고되고 있는(Pryor WA 등 1998)점을 

감안하여,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전환 전, 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폐 조직에서 유래된 Chinese hamster lung 
fibroblast(V79-4)라는 세포주를 이용하였다(Kang KA 등 

2005).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는 경동시장에서 길경 200 g을 구입한 후, 
methanol 1 L를 가하여 2시간씩 2회 반복 환류 추출한 후 
여과하여 조추출액을 조제하였다. 조추출물을 감압 농축

하여 증류수에 현탁한 후 극성에 따라 n-hexane, chloro-
form, ethyl acetate, n-butanol 순으로 용매 분획하였다. 분
획한 최종 물층을 흡착수지(Diaion HP-20 resin)를 이용하

여 60～80% methanol로 내려 얻은 후에 감압 농축 및 동

결 건조하여 최종 조사포닌(crude platycodin, CP) 25.05 
g(12.52%)을 얻었다.

2. 실험 방법

1) 세포 외 분비 효소의 추출

A. niger로부터 세포 외로 분비되는 효소를 추출하여 사

용하였다. PDA에서 배양한 A. niger는 포자를 포자생리 

식염수(0.005% Tween 80, 0.9% NaCl)에 풀어 수거한 후 

무균 상태에서 mL 당 106개에 해당하도록 potato dextrose 
broth(PDB)에 접종하였다. 30℃, 140 rpm에서 6일 동안 

진탕배양기(SI 600R, Jeio Tech, Korea)에 배양한 후 꺼내

어 원심분리(3000 * g, 40분, 4℃)로 균사체를 제거하고 

여액을 모아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다. 여액은 0.45 µm 
filter로 여과한 후 아미콘(Amicon Ultra-15, 10,000 MWCO, 
Millipore, U.S.A)에 넣어 원심분리(3000 * g, 20분, 4℃)
하여 분자량 10,000 이상의 미정제효소액을 얻었다. 미
정제효소액은 처음 부피의 10분의 1이 되도록 phosphate 
buffer를 이용하여 희석하였다.

2) A. niger에서의 platycodin 분해 효소 생산의 최적화

Dupin 등(Dupin I 등 1992)의 방법을 응용하여 platy-
codin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얻기 위해 최소배지((% 
w/v): (NH4)2SO4, 0.8(% w/v) ((NH4)2HPO4, 0.3(% w/v) 
KH2PO4, 0.1(% w/v) MgCl2

․H2O, 0.1(% w/v))를 사용하였

다. 탄소원으로 β-D(+)glucose(Sigma, St. Louis, U.S.A.), 
α-L-rhamnose(Sigma, Steinhelm, Germany), rutin(Sigma, St. 
Louis, U.S.A.), (+)xylose(Sigma, St. Louis, U.S.A.), pl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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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din, L(+)arabinose(Sigma, St. Louis, U.S.A.)를 각각 물

에 녹인 후 120℃에서 15분간 멸균 후 사용하였다. 최소

배지는 100 mL 목 넓은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 멸균 후 

무균적으로 탄소원을 배합하여 첨가하고 총 부피는 20 
mL로 하였다. PDA에서 배양한 A. niger의 포자를 포자 

생리 식염수(0.005% Tween 80, 0.9% NaCl)에 풀어 수거

한 후 무균 상태에서 mL 당 107개에 해당하도록 접종하

였다. 30℃, 140 rpm으로 6일간 배양한 후 원심분리(3000 
* g, 20분, 4℃)로 균사체를 제거하고 여액을 모다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다. 배지의 pH는 6으로 맞추었다.

3) 미정제효소를 이용한 platycodin의 전환

위와 같이 미생물에서 얻은 미정제효소액에 1%의 PD
를 첨가하여 37℃ 배양기에서 배양하여 최적의 시간을 

탐색하였다. 반응을 끝낸 후에 TLC로 반응 유무를 확인

하기 위하여 n-butanol로 추출한 후 butanol 층을 이용하

였다. 반응 전 후의 비교 실험에 이용할 것은 여과하고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로 분획한 후 용매를 완

전히 날린 후 사용하였다.

4) 항산화 활성 측정

DPPH 자유기 소거 활성 측정

Blois(Blois MS 1958)의 방법을 응용하여 시료 0.5 mL
에 0.3 mM DPPH(1,1-Diphenyl-s-picrylhydrazyl, Sigma 
Chemical Co., USA)용액 2 mL를 넣고 37℃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분광광도계(DU 650 spectrophotometer, Beck-
man, USA)로 517 nm에서 흡광도 감소를 통하여 DPPH
의 잔존량을 측정하였고, 다음 식에 의하여 항산화성을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 ) × 100
대조군의 흡광도

세포 생존률 측정

Chinese Hamster lung fibroblasts인 V79-4 세포(ATCC, 
CCL-93)는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에서 

분양 받아 10% fetal bovine serum(FBS ; GibcoTM Inv-
trogen, USA)과 100 unit/mL의 penicillin 및 100 µg/mL의 
streptomycin(GibcoTM Invtrogen, USA)이 포함된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 GibcoTM, Invtro-
gen, USA)을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2일 간격으로 배지 

교환 및 계대 배양을 하였다.
Platycodin의 세포 생존률 실험은 Nara(Nara E 등 2001)

의 방법에 따라 살아있는 세포의 mitochondrial dehydro-
genase에 의해 tetrazolium salt의 cleavage로 형성된 보라

색 formazan의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상대적인 세포의 

생존률을 3-(4,5-dimethylthiazol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 : Sigma Chemical Co., USA)시약을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즉, V79-4세포를 5×105 cell/mL의 농도로 

96 well plate에 분주한 후 37℃, 5% CO2(Sanyo, Japan)
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배양에 사용된 배지를 제거하고 

각각의 세포를 배양하는 배지에 녹인 여러 가지 농도

(1000, 500, 100, 10, 1 µg/mL)의 시료를 분주하였다. 다
시 72시간 배양한 후, 5 mg/mL 농도의 MTT 시약을 well 
당 10 µL씩 분주하였다. 추가로 4시간 배양 후, 2-pro-
panol에 녹인 0.04 N HCl을 100 µL 넣은 후 ELISA micro-
plate reader(Bio-rad, Benchmark, USA)를 이용하여 57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Lipid peroxidation 억제능 측정

Ohkawa의 방법(Ohkawa H 등 1997)에 따라 생성된 mal-
ondialdehyde(MDA)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lipid peroxida-
tion을 측정하였다. V79-4세포에 배지를 녹인 시료들을 1
시간 동안 처리한 후 1 mM hydrogen peroxide를 가해주

고 다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PBS로 헹궈주고 1.15% 
KCl과 함께 세포를 떼어낸 후 sonicator(VCX 400, Sonic 
& Materials Inc, USA)로 파쇄시켰다. Cell lysate 100 µL
에 8.1% SDS 200 µL, 20% acetate acid 1.5 mL 증류수 

700 µL를 가하고 95℃에서 120분간 가열하였다. 상온까

지 식힌 후에 n-buthanol이 pyridine을 15:1(v/v)로 섞인 혼

합물을 5 mL씩 가하고 vortex를 이용하여 잘 섞어주었다. 
15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 후에 상층액의 흡광

도를 532 nm에서 분광 광도계(DU 530 spectrometer, Beck-
man,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 통계 분석

통계 처리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산 분석(analysis 
of variance) 및 Duncan의 다중 범위 시험법(Duncan’s mul-
tiple range test)과 Student’s t-test를 적용하여 실시하였

으며 probability values는 p<0.05, p<0.01, p<0.001 수준

에서 판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추출 수율

길경을 메탄올로 추출하여 얻은 조추출물의 수율은 

29.19±3.41%였으며, 메탄올 추출물을 순차적으로 용매 분

획하여 농축했을 때 각 분획물의 수율은 핵산층 0.5±0.15%, 
클로로포름층 1.4±0.32%, 에틸아세테이트층 0.4±0.07%, 부
탄올층 3.7±1.45%, 물층이 21.94±7.13%였다. 분획한 최종 
물층을 흡착수지를 이용하여 정제한 후에 감압 농축 및 

동결 건조하여 최종 조 사포닌 12.52±1.89.%을 얻었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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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platycodin.

µg/mL/Treatment 100 500 1000 2000 4000 Concentration 
effect2) F Value

before conversion 3.42±2.181)a 11.05±3.22b 18.09±7.51c 25.43±2.47d 35.05±6.45e *** 38.05
After conversion 10.12±4.91a 27.25±6.94b 30.57±2.93c 44.93±4.23c 57.44±1.94d *** 94.89

conversion effect3) ** *** * *** *** 　

t Value -3.14 -6.98 -3.77 -8.2 -7.08 　

All mean value are triplicate determinations.
1) Means±standard deviation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convers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Paired t-test at p<0.05
N.S: Not significant, * significant at p<0.05, ** p<0.01, *** p<0.001

Fig. 1. The TLC profile of platycodin transformed by extra-
cellular enzyme from A. niger.
CP : crude platycodin, A : crude platycodin transformed by 
crude enzyme from A. niger PD : platycodin D, W: water 
layer, H : Haxane layer, C: chloroform layer, EA: ethyl acetate 
layer, Bu: buthanol layer

2. 항산화 활성

1) 전환된 Platycodin의 세포 생존률

Platycodin의 세포 생존률 실험은 정상 세포인 Chinese 
hamster lugh fibroblast를 이용하여 세포가 사멸하는 정도

를 알아보았다. Fig. 2를 보면, 전환 전의 CP는 농도 의

존적으로 모든 농도(1 µg/mL, 10 µg/mL, 100 µg/mL, 500 
µg/mL, 1000 µg/mL)에서 세포독성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92.23%, 84.67%, 81.18%, 67.56%, 44.98%). 전환 
후의 CP 대사체는 역시 농도에 의존적으로 모든 농도(1 
µg/mL, 10 µg/mL, 100 µg/mL, 500 µg/mL, 1000 µg/mL) 에
서 세포 독성이 나타났다(96.88%, 89.92%, 84.94%, 73.64%, 
59.09%). 전환 전과 전환 전후의 차이는 500 µg/mL, 1000 
µg/mL 농도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의 농도에

서도 전환 후의 viability가 높게 나타났다(Fig. 2).

Fig. 2. The cell viability of crude platycodin and the trans-
formed metabolites.
1) Control group treated only medium without platycodin. All mean 
value are triplicate determinations.
*significant at p<0.05, ** p<0.01, *** p<0.001

이는 CP가 미생물을 이용하여 전환되고 당 부분이 일

부 혹은 전부 떨어져 나가면 세포에 대한 독성이 크게 감

소하여 안전성이 더 커졌다고 말해주는 결과이다.

2) DPPH 자유기 소거 활성

Platycodin의 항산화 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DPPH 
자유기 소거능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Platycodin의 DPPH자유기 소거능은 35.05%에서 57.44% 
정도의 억제 활성을 보였으며 전환 후 4000 µg/mL platy-
codin에서 가장 큰 높은 억제 활성을 보였고, 전환 전보

다 전환 후의 억제 활성이 모든 농도에서 높게 나타났다.
전환 전, 후의 차이는 모든 농도에서 유의적 이였으며, 

특히 500 µg/mL, 2000 µg/mL, 4000 µg/mL에서는 p<0.001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CP가 미생물을 이용

하여 전환되고 당 부분이 일부 혹은 전부 떨어져 나가면

서 항산화 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보이

는 결과이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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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londialdehyde(MDA) concentration of crude platy-
codin and the transformed

µg/mL/Treatment 100 200 concentration 
effect2) F Value

before conversion 25.90±3.771)a 24.30±1.56a N.S. 0.47
after conversion 12.09±1.61a 9.29±0.90a ** 6.92

conversion effect3) N.S. ** 　 　

t Value 9.37 10.57 　 　

All mean value are triplicate determinations. 
1) Means±standard deviation
2)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

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3)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convers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Paired t-test at p<0.05
N.S: Not significant, * significant at p<0.05, ** p<0.01, *** p<0.001

3) Lipid peroxidation 억제능

전환 전과 후의 platycodin의 lipid peroxidation 억제능

을 알아보기 위하여 malondialdehyde(MDA) 양을 측정하

였고,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전환 전 Platycodin과 전

환 후 platycodin의 malondialdehyde(MDA)은 전환 후의 

MDA의 양이 100 µg/mL, 200 µg/mL 농도에서 각각 12.09 
mM, 9.29 mM 생성되었다. 이는 전환 전 Platycodin 100 
µg/mL, 200 µg/mL 농도에서 생성된 25.90 mM, 24.30 mM 
보다 46.7%, 38.23%씩 감소된 것이다. 특히 200 µg/mL 
농도에서는 전환 전과 전환 후의 차이가 p<0.001수준으

로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DPPH 자유기 소거능에서 보여

준 결과와 마찬가지로 전환 체의 항산화 활성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이것으로 미루어 항암이나 항염 연구를 계속

한다면 비슷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상된다. 또한 배당

체의 전환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

단되어진다(Table 2).

IV.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길경을 추출, 농축, 정제하여 crude platy-
codin을 얻은 후, 식품 미생물을 이용하여 길경의 배당

체인 platycodin의 당 사슬 부분을 일부 가수분해하여 전

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platycodin의 전

환 전과 전환 후의 세포주를 이용한 세포 독성, 항산화 활

성 및 항산화 효소 활성에 대해 비교하여 보았다. Chinese 
Hamster lung fibroblast인 V79-4 세포 독성실험 결과, 전
환 전에 비교하여 전환 후에 더 나은 세포 생존률을 보

였다. 후에 진행된 DPPH 자유기 소거능을 측정실험과 

lipid peroxidation 억제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malondial-
dehyde(MDA) 양을 측정한 결과 전환 후에서 더 높은 항

산화 활성이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식품이나 생약 소재 배당체의 구조를 식품 미

생물을 통해 안전하게 전환시키면 그에 따라 독성, 활성 

등이 변화해 새로운 성질을 가진 유도체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이러한 전환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생리활성을 가지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식품이나 생약 소재 배당체의 구조를 식품 미생물

을 통해 안전하게 비당체로 전환시키면 그에 따라 독성, 
활성 등이 변화해 새로운 성질을 가진 유도체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platycodin의 전환 전과 전환 후의 

항산화 생리활성은 대부분이 전환 후의 platycodin 활성

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전환체가 새로운 식품 소재로

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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