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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ctobacillus acidophilus을 이용한 홍경천과 홍삼 혼합 발효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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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ondition for mixed fermentation of Rhodilola sachalinensis with red ginseng 
using Lactobacillus acidophillus 128 and the changes of physicochemical properties and antioxidant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lactic acid fermentation was examined. In the single fermentation of Rhodiola sachalinensis extract, the pH and 
titratable acidity rarely changed, and the number of lactic acid bacteria decreased greatly. On the other hand, in the lactic 
acid fermentation of Rhodiola sachalinensis-red ginseng mixed extract of 50% red ginseng content, the pH decreased, 
whereas the titratable acidity and the number of lactic acid bacteria increased. The solid content of optimal mixed extract 
for lactic acid fermentation was 0.5%. Sugar content decreased during fermentation, but total phenolic compounds tended 
to increase during fermentation. The salidroside and p-tyrosol content of the initial Rhodiola sachalinensis-red ginseng mixed 
extract was 419.5 ㎎% and 60.1 ㎎%, respectively; after fermentation, the salidroside content after lactic acid fermentation 
decreased greatly to 81.8 ㎎%, and the amount of p-tyrosol increased greatly to 324.9 ㎎%. The DPPH scavenging activity 
of Rhodiola sachalinensis-red ginseng mixed fermentate was 78.1% at 0.1% concentration, showing a tendency to increase  
as compared to 50.3% of Rhodiola sachalinensis-red ginseng mixed extract before the fermentation (p<0.05); it was a higher 
antioxidant activity as compared to the single fermentation of Rhodiola sachalinensis or red gins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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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인류의 최대 관심은 건강이며, 그 개념은 육체적ㆍ

정신적으로 모든 기능을 활발하게 발휘할 수 있는 상태로 건

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유용 생리활성

을 가지면서 부작용이 없는 천연물 유래의 활성물질 탐색에 

관한 연구가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항노화, 면역 증강, 항산

화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홍경천(Rhodiola sachlinensis A. Bor.)은 고산지역에 주로 

자생하는 돌나무과(Crassulaceae), 돌꽃(Rhodiola)속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고산지역에 주로 자생하며, 진정제, 해
열제, 수렴제 및 고산병 치료를 위한 생약재로 민간에서 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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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어 왔다(Ming 등 1988; Stancheva & Mosharrof 1987). 
홍경천의 대표적인 생리활성 성분으로는 대부분의 돌꽃속 

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salidroside와 salidroside의 비배당체인 

p-tyrosol 등이 있으며, 산소 결핍증을 개선시키고 항피로와 

노화억제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Linch 등 2000; 
Darbinyan 등 2000). 또한 kaempferol-3-O-β-D-glucopyranoside 
(astragalin), kaempferol-3-O-β-D-sophoroside, herbacetin-3-O-
β-D-glucopyranoside 및 herbacetin-7-O-β-D-glucopyranosyl (1
→3)-α-L-rhamnopyranoside와 같은 다양한 플라보노이드 성

분을 포함한 페놀성 화합물은 지방과 DNA 산화를 억제하고, 
강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Lee 등 

2002; Lee 등 2000). 홍경천에는 arginine과 같은 필수 아미노

산, linolenic acid와 같은 불포화지방산, 칼슘, 칼륨, 마그네슘 

같은 무기성분 등이 비교적 다량 함유되어 있어 식품학적 가

치는 높은 생약재로 인정받고 있으며(Lee 등 2004), 항암(Ha 
등 2009a), 면역력 증진(Ha 등 2009b), 간독성 보호작용(Lee 
등 2005), 항균 활성(Sim 등 2004), 항돌연변이성(Cui등 2003), 
미백활성(Choi 등 2004), 항당뇨 활성(Choi 등 2005) 등의 다

양한 효능 관련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 들어 유산균, 효모, 고초균 등 인체에 유익한 미생물

을 이용한 발효를 통해 천연물 함유 기능성 성분의 증가 또는 

생물학적 전환을 유도하거나 면역기능, 장 기능 개선 등의 생

리활성을 강화시킨 발효물의 제조를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

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Kim 등 2010; Son & Lee 2011; 
Park 등 2012). 반면, 홍경천 추출물을 원료로 유산균 발효를 

통한 기능성 및 주요 활성 성분의 함량을 증진시킨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홍경천 추출물은 그 자체로 유산균 발효가 

어려워 흡착제를 이용한 전처리 공정을 거친 후 홍경천  유산

균 발효물을 제조하였으며, 발효 홍경천의 높은 항산화 활성

을 확인하였다(Sung 등 2013). 그러나 흡착 전처리 과정에서 

많은 흡착제량과 흡착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발효물의 

대량 생산으로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홍경천과 마찬가지로 항피로, 면역력 증진, 항스트레스 등

의 효능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adaptogen으로 알려져 있고(Park 
등 2007; Panossian 등 2010), 비교적 유산균 발효가 잘 진행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Park 등 2006) 홍삼을 홍경천과 함께 

추출한 후 발효하였으며, 홍경천 성분의 생물학적 전환, 기능

성 성분의 증가 및 관련된 활성의 증가 등 시너지 효과에 의

한 기능성 증진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주요 활성 성분의 

함량 변화와 총 페놀화합물 함량 및 항산화 활성 변화 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홍경천(Rhodiola sachlinensis A. Bor.)은 2011년 중국 연변

대학교에서 백두산 자생 홍경천을 제공받아 사용하였으며, 
홍삼은 4년근 홍삼(2011년산, 금산)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발효를 위해 사용된 균주는 한국식품연구원에 보

관 중인 Lactobacillus acidophilus KFRI 128을 사용하였으며, 
유산균 수 측정에 사용된 배지로 MRS agar(Difico, Detroit, MI, 
USA)를 사용하였다. 항산화 활성 평가를 위해 사용된 DPPH 
(1,1-diphenyl-2-picryl hydrazyl)는 Sigma(Louis, MO, USA) 제
품을, 홍경천 활성 물질인 salidroside는 Tauto Biotech Co. Ltd. 
(Shanghai, P.R. China) 제품을, p-tyrosol은 Sigma(Louis, MO, 
USA)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비교 시료로 사용된 비타

민 C는 Dae Heung(Gyonggi-do, Korea) 제품을 사용하였다.

2. 추출물 조제

홍경천 및 홍삼 추출물은 각각의 시료 분말 100 g에 증류

수 1 ℓ를 가하여 90℃ 열수에서 3시간 추출한 후 원심분리

기(Mega 17R, Hanil Science Industrial Co. Ltd., Gyonggi-do, 
Korea)를 이용하여 6,5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을 유산균 발효를 위한 시료 추출물로 사용하였으며, 
일부는 동결건조기(Tokoyo Rikakikai Co. Ltd., FD-1000, Tokyo, 
Japan)로 건조하여 성분 분석 및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기 위

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홍경천과 홍삼 혼합 추출물들은 홍삼 

분말을 홍경천 분말에 전체 중량의 0, 10, 20, 30, 40, 50%를 

첨가한 후 홍경천 추출물 제조과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제

하였다. 추출물들의 최종 수율은 건물기준으로 홍경천과 홍

삼 추출물의 경우 각각 16.5%, 18.1%이었으며, 홍삼 분말을 

전체 중량의 50% 첨가하여 조제한 홍경천과 홍삼 혼합 추출

물의 최종 수율은 17.0%이었다.

3. 유산균 발효물 조제

유산균의 생육배지로 사용된 홍경천, 홍삼 및 홍경천과 홍

삼 혼합 추출물들(최종 고형물 함량 0.5%)을 고압멸균기(Mega 
Science Co., MG-6845, Gyonggi-do, Korea)를 이용하여 121℃, 
15분간 멸균한 후 초기 pH를 6.5로 조정하고, 활성화된 유산

균을 1%(1.0×106 CFU/㎖) 접종한 다음, 37℃에서 24,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발효를 종료하기 위해 100℃에서 10분간 

살균과정을 거친 발효액을 동결건조기로 건조하여 얻은 홍

경천, 홍삼 및 홍경천과 홍삼 혼합 발효물들의 최종 수율은 

건물기준으로 각각 17.2%, 23.5%, 27.0%이었다.

4. 유산균 수 측정

홍경천 및 홍경천과 홍삼 혼합 발효물의 유산균 수는 균일

하게 혼합된 유산균 발효액 시료 1 g에 멸균한 증류수 9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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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고 균질화 한 후, 단계별로 희석한 다음 0.1 ㎖를 취하였다. 
그렇게 한 후 MRS agar 배지에 도말하여 37℃에서 48시간 동

안 배양한 후 형성된 colony를 계수하여 그 평균 집락 수에 

희석배수를 곱하여 생균수를 추출물 ㎖당 colony forming 
unit(CFU/㎖)로 나타내었다.

5. pH 및 적정산도

유산균의 산 생성을 조사하기 위해 시료를 골고루 섞어준 

후, pH meter(pH meter 430, Corning, West chester, USA)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고, 발효액의 적정산도는 식품공전 방법(1999)
에 준하여 측정한 후 lactic acid의 양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

다. 즉, 홍경천, 홍삼 및 홍경천과 홍삼 혼합 발효 추출물을 

20 ㎖를 취하여 0.1 N NaOH 용액으로 pH 8.4가 될 때까지 

적정한 다음 lactic acid의 양으로 환산하여 표시하였다.

6. 이화학적 성분 함량

동결건조한 홍경천과 홍삼 추출물 또는 발효물 1 g을 100 
㎖ 증류수에 녹이고 여과한 후, 여액을 중성당, 산성당, 단백

질 및 폴리페놀화합물 등 주요 이화학적 성분함량을 측정하

기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중성당 함량은 D-glucose를 표준

물질로 하여 phenol sulfuric acid법(Dubois 등 1956)으로 측정

하였다. 즉, 시료용액 1 ㎖에 5% phenol 용액 1 ㎖와 sulfuric 
acid 5 ㎖를 가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49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표준검량선으로 부터 구해진 glucose의 

함량으로 총당 함량을 계산하였다. 산성당 함량은 D-galacturonic 
acid를 표준물질로 하여 m-hydroxy diphenyl법(Blumenkronz & 
Asboe-Hansen 1973)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시료 용액 

0.5 ㎖에 sulfuric acid 3 ㎖를 가하여 100℃에서 5분간 반응시

킨 후 실온에서 냉각시키고, m-hydroxybiphenol 시약 50 ㎕를 

가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 다음 52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검량선으로 부터 구해진 galacturonic 
acid의 함량으로 산성당 함량을 계산하였다. 단백질 함량은 

bovine serum albumin을 표준물질로 하여 Bradford법(Bradford 
MM 1976)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시료 용액 0.2 ㎖에 

bradford dye 시약을 1 ㎖를 넣고 상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60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표준검량선으로 

부터 구해진 BSA의 함량으로 단백질의 함량을 계산하였다.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페놀성 물질이 phosphomolybdic acid
와 반응하여 청색을 나타내는 것을 이용한 Folin Denis법
(Swain & Hillis 1959)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시료 

용액 0.1 ㎖에 증류수 5 ㎖를 가한 후 Folin-Ciocalteu's phenol 
regent 0.5 ㎖와 20% sodium carbonate 1.5 ㎖를 가한 다음, 증
류수 2.9 ㎖를 첨가한 후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켜 765 ㎚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폴리페놀 화합물은 gallic acid를 이

용하여 작성한 표준검량선으로 부터 함량을 계산하였다. 

7. 활성성분 분석

홍경천의 주요 활성성분인 salidroside와 p-tyrosol를 분석하

기 위하여 표준물질과 동결건조된 홍경천 등의 추출물 및 발

효물들을 각각 0.1 g씩 취해 메탄올 10 ㎖에 녹인 후 0.45 ㎛ 
막 필터로 여과하여 활성성분 분석을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

다. HPLC 분석을 위한 기기는 Jasco(Tokyo, Japan) HPLC 시
스템을 시용하였으며, PU-2089plus Quaternary gradient pump, 
UV-2075plus UV/VIS detector, AS-2057plus Intelligent sampler 
등으로 구성되었다. 컬럼은 SunfireTM C18(4.6×250 ㎜ i.d., 5 
㎕, Waters, Milford, MA, USA)을, 이동상으로는 20% 메탄올

(v/v)을 사용하였으며, 시료 주입량은 20 ㎕, 유속은 1 ㎖/min
로 하여 278 ㎚에서 검출하였다. 

8. DPPH 라디컬 소거 활성 측정

항산화 활성은 1,1-diphenyl-2-picryhydrazyl (DPPH)을 이용

하여 시료의 자유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하는 Blois의 방법

(Blois MS 1958)을 일부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메탄올에 농도

별(0.1, 1.0%)로 녹인 시료액 400 ㎕에 에탄올 280 ㎕와 0.4 
mM DPPH 용액 800 ㎕를 가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반응한 후 

ELISA reader(Bio-Rad, Hercules, model 680, CA, USA)를 사용

하여 517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비교시료는 항산화 

물질로 널리 알려져 있는 비타민 C를 사용하였으며, 발효액

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

(Ac)와 시료구(As)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하

였다. 

DPPH 라디컬 소거능(%) = [1－(As/Ac)]×100

9. 통계 처리

본 실험 결과 얻어진 자료에 대한 통계 처리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version 8.12) program(SAS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ANOVA)
을 실시하였으며, Du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 시료 간의 

유의차를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홍경천과 홍삼 적정 혼합 비율

유산균 발효를 위한 홍경천-홍삼의 적정 혼합 비율을 살펴

보기 위하여 홍경천과 홍삼의 비율을 달리하여 혼합 추출물

을 조제하고, L. acidophilus KFRI 128을 접종하여 37℃에서 

24, 48시간 유산균 발효시키면서 발효액의 pH, 적정산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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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 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1 및 Fig. 1과 같다. 
홍경천 단독 발효물(대조구)의 pH는 24, 48시간 발효 후에 

각각 6.04, 5.86으로 발효전의 6.50에 비해 차이가 거의 없어 

발효가 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홍삼을 10~30% 
비율로 첨가한 혼합 추출물들의 24, 48시간 발효후의 pH 역
시 각각 5.81~5.89, 5.73~5.86으로 대조구와 비슷한 경향을 나

타내었다. 반면, 홍삼을 40% 및 50% 첨가한 시료의 pH는 각

각 24시간 후 5.51, 4.60, 48시간 후 5.46, 4.55로 대조구에 비

해 유의적으로 낮은 pH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유산균 발

효 과정 중 pH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발효가 진행됨에 따

라 생성되는 젖산 및 여러 가지 유기산들의 증가에 의한 것으

로 보고된 바 있으며(Lee & Park 2003), 실제 적정 산도를 측

정해본 결과에서도 홍삼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의 24, 48시
간 발효 후 적정 산도는 0.036과 0.038%로 초기 0.040%에 비

해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홍삼을 40% 첨가한 혼합 

발효물의 발효 24시간 후 적정산도는 0.051%로 대조구에 비

해 약 1.5배 정도 증가하였고, 48시간 경과 후 0.056%로 2배 

정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홍삼을 50% 첨가한 혼합발효물 

역시 24, 48시간 발효 후의 적정산도는 각각 0.068, 0.072%로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홍삼 

첨가량을 40~50%로 첨가하였을 때 홍경천-홍삼 혼합 추출물

의 유산균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홍삼 분말을 40 및 50%로 첨가하여 발효한 혼합 발효물의 

유산균 수 변화를 살펴본 결과(Fig. 1), 홍경천 단독 발효물

(대조구)의 유산균 수는 전보(Sung 등 2012)와 같이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여 초기 6.85 log CFU/㎖에서 

발효 3일째 2.39 log CFU/㎖ 수준까지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Table 1. Changes on pH and titrable acidity of Rhodiola 
sachalinensis by fermentation with different red ginseng 
ratio using Lactobacillus acidophillus KFRI 128

Ratio
(%)

pH Acidity(%)

24 hr 48 hr 24 hr 48 hr
100:01) 6.04±0.032)a3) 5.86±0.03a 0.036±0.001d 0.038±0.002d

90:10 5.81±0.02a 5.68±0.03a 0.037±0.003d 0.040±0.002d

80:20 5.90±0.02a 5.75±0.04a 0.034±0.002d 0.036±0.004d

70:30 5.89±0.04a 5.73±0.02a 0.030±0.001d 0.033±0.002d

60:40 5.51±0.06b 5.46±0.03b 0.051±0.001c 0.056±0.001c

50:50 4.60±0.02b 4.55±0.02b 0.068±0.002b 0.072±0.001b

0:100 4.02±0.03c 3.93±0.05c 0.162±0.004a 0.167±0.003a

1) Rhodiola sachalinensis : Red ginseng ratio(%, w/w)
2) Values are mean±S.D.(n=3)
3)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Fig. 1. Changes on microbial cell counts of Rhodiola 
sachalinensis-red ginseng mixture fermentation by Lactobacillus 
acidophillus KFRI 128. -●-: red ginseng ratio 0%, -⃝-: 
red ginseng ratio 40%, -▲-: red ginseng ratio 50%

나타났다. 반면, 홍삼을 40% 첨가하여 발효한 혼합 발효물의 

유산균 수는 24시간 후 7.32 log CFU/㎖로 10배 정도 증가하

다가 발효 48시간 후 7.01 log CFU/㎖로 감소하였으며, 발효 

72시간 후 6.70 log CFU/㎖로 점점 감소하여 초기와 비슷한 

균수를 나타내었다. 반면, 홍삼을 50% 첨가한 홍경천과 홍삼 

혼합발효물의 유산균 수는 24시간 후 7.65 log CFU/㎖, 48시
간 후 8.82 log CFU/㎖, 72시간 후 8.59 log CFU/㎖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유산균 수는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전체

적으로 홍삼의 첨가비율이 전체 중량의 50%일 때, 유산균 증

식이 가장 원활하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H와 

적정산도 변화 및 발효 중의 유산균 수 측정 결과 등을 고려

하여, 이후 이화학적 성분 특성 분석과 항산화 활성 평가시에

는 홍삼의 첨가 비율이 전체 중량의 50%인 홍경천과 홍삼 혼

합 추출물 또는 발효물을 사용하였다.  

2. 홍경천과 홍삼 혼합 추출물의 적정 농도

홍경천과 홍삼 혼합 추출물을 제조한 후 L. acidophilus KFRI 
128가 증식할 수 있는 적정 농도를 살펴보기 위해 고형물 함

량 기준으로 0.5와 1.0%로 농도를 조정한 후 유산균 발효에 

따른 pH, 산도 및 유산균 수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2). 농
도가 1.0% 수준일 때, 발효 48시간 이후 pH값은 5.65로 발효

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산도는 초기 0.035%에서 48시간 후 

0.047%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유산균 수의 경

우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1/100 정도 급격하게 감소하여 72시
간 후에는 3.80 log CFU/㎖로 현저히 낮아졌다. 반면, 0.5% 수
준의 농도일 때 발효 초기 pH값은 6.50에서 24시간 후 4.55
로 크게 낮아졌으며, 48시간 후에는 4.21, 72시간 후 4.11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적정산도는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초기 0.030%에서 24시간 이후 0.06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성수경․이영경․조장원․김영찬․이옥환․홍희도 한국식품영양학회지362

Fig. 2. Changes on pH, acidity and microbial cell counts 
of fermentation by L. acidophillus 128. -●- RSF 0.5: 
Rhodiola sachalinensis fermentation (concentration, 0.5%), 
-⃝- MF 1.0: Rhodiola sachalinensis-red ginseng mixture 
fermentation (concentration, 1.0%), -▲- MF 0.5: Rhodiola 
sachalinensis-red ginseng mixture fermentation (concentration, 
0.5%)

72시간 후 0.078%의 산도를 나타내었다. 생균수는 초기 6.85 
log CFU/㎖에서 48시간까지 8.82 log CFU/㎖로 증가하다가 

발효 72시간 이후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Song 
등(2011)이 보고한 톳 추출액에서의 미생물 생육에서도 발효 

2일째 이후 유산균 수가 급격히 감소한다는 결과와 유사하

며, 이는 생균수 감소는 혼합 추출액 중의 유산균 증식에 필

요한 영양분의 고갈 및 독성 대사산물의 축적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홍경천-홍삼 혼합물의 

유산균 발효의 적정 발효 조건은 혼합 추출물의 농도는 0.5%, 
발효시간은 24~48시간 정도이었다.

3. 이화학적 성분 특성

적정 발효 조건으로 발효시킨 홍경천과 홍삼 혼합 발효물

의 이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았다. 홍경천

과 홍삼 추출물의 유산균 발효 시 총당 함량은 초기 68.0%에

서 발효 후 63.0%로 감소하였으며, 산성다당체 함량도 21.8%
에서 20.8%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단백질 함량은 

5.3%에서 8.8%로 증가하였다. 페놀성 물질은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며, 한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phenolic hydroxyl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 등의 거대분자들과 결합하

는 성질을 가지며, 항산화 효과 등의 생리활성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Lee 등 2008). L. acidophilus KFRI 128 균
주를 이용한 홍경천-홍삼 혼합 발효물의 페놀성 물질 함량은 

7.3%로 발효전 추출물의 함량(4.9%)보다 50%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Park 등(2012)이 보고한 발효 천마의 

페놀성 물질 함량은 400 ㎎/㎖로 비발효 천마의 109 ㎎/㎖보

다 3배 정도 높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Ha 등(2010)에 의

하면 유산균을 이용하여 매자나무 수피를 발효한 결과, 페놀 

성 물질 함량이 21~22 ㎎/g으로 이는 일반 매자나무 수피 추

출물보다 30~40% 증가한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4. LC 분석을 통한 지표성분 분석

홍경천과 홍삼 혼합 발효물 중에 존재하는 홍경천의 유효

성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홍경천 추출물, 홍경천과 홍삼 

혼합 추출물, 홍경천 발효물 및 홍경천과 홍삼 혼합 발효물의 

salidroside 및 p-tyrosol 함량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

다. 홍경천 추출물의 salidroside와 그 비배당체 형태인 p-tyrosol 
함량은 각각 996 ㎎%, 174 ㎎%이었으며, 홍경천 발효물의 

salidroside 및 p-tyrosol 함량은 888 ㎎%, 192 ㎎%로 일부 비배

Table 2. Changes of neutral sugar, acidic polysaccharide 
and total phenolics of Rhodiola sachalinensis and red ginseng 
mixture extract and Lactobacillus acidophillus KFRI 128 
fermentation

Chemical components(%) ME1) MF2)

Neutral sugar  68.0±1.63)a 63.0±0.6a

Acidic polysaccharide 21.8±3.8a 20.8±1.6a

Protein  5.3±1.2b  8.8±0.8a

Total phenolics  4.9±0.8b  7.3±0.2a

1) Rhodiola sachalinensis-red ginseng mixture extract(1:1)
2) Rhodiola sachalinensis-red ginseng mixture fermentation(1:1)
3) See the legend of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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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 on salidroside and p-tyrosol contents of 
Rhodiola sachalinensis and red ginseng mixture fermented 
by Lactobacillus acidophilus KFRI 128.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n=3). RSE: water extract of Rhodiola 
sachalinensis, RSF; Rhodiola cvsachalinensis fermentation, 
ME: Rhodiola sachalinensis-red ginseng mixture extract, 
MF: Rhodiola sachalinensis-red ginseng mixture fermentation

당체인 p-tyrosol로 전환되었지만, 홍경천 추출물과 비교하였

을 때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홍경천과 홍삼 혼합 추출물의 

salidroside 및 p-tyrosol 함량은 420 ㎎%, 60 ㎎%로 혼합에 따

른 희석효과로 홍경천 추출물에 비해 약 50% 정도 감소한 함

량을 나타내었다. 홍경천과 홍삼 혼합 발효물의 경우, salidroside
의 함량은 82 ㎎%로 약 1/4배로 현저히 감소한 반면, p-tyrosol 
함량은 325 ㎎%로 약 5배 정도로 증가하여 배당체 형태로 존

재하는 활성물질들이 유산균 발효에 의해 가수분해 됨에 따

라 비배당체 형태로 전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생물

학적 전환은 체내 흡수성을 높여 기능성을 증가시켜주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kao T 1992). 인삼 사포닌은 

체내에 직접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Bifidobacterium 속 및 

Lactobacillus 속 등의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 인체가 흡수할 

수 있도록 ginsenoside Rh2, compound K(20-O-β-D-glucopyranosyl- 
20 (S)-protopanaxadiol) 등의 화학성분으로 전환되며(Zhou 등 

2006; Trinh 등 2007), 높은 항암활성을 나타내는 compound K
는 Aspergillus oryzae KCTC 6292의 발효에 의해 증가하였으

며, 발효 5일째에 최대로 생성됨이 보고된 바 있다(Trinh 등 

2007). 또한 비배당체 형태의 대두 isoflavone의 생물학적 활

성은 estrogen과 유사하여 체내에 배당체 형태보다 빠르게 흡

수되어 다양한 생리기능성을 나타내는데 특히, genistein의 생

리적 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Peterson & Barnes 
1991). Kim 등(2010)에 의하면 Lactobacillus plantarum KTCT 
3108을 이용하여 대두 추출분말을 24시간 발효한 결과, isoflavone
의 배당체 형태인 daidzin, genistin 등의 함량이 감소한 반면, 
이들의 비배당체 형태인 daidzein, genistein 등의 함량이 급격

히 증가한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5. 항산화 활성

전자공여능 측정에 사용된 DPPH은 짙은 자색을 띄는 비

교적 안정한 자유 라디컬로서 항산화제, 방향족 아민류 등에 

의해 환원되어 탈색되는데, 이것은 다양한 천연소재로부터 

항산화 물질을 검색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Lee 등 2004). 
홍경천 추출물, 홍경천 발효물 및 홍경천과 홍삼 혼합 발효물

의 DPPH 라디컬 소거능을 농도별(0.1, 1.0%)로 측정한 결과

는 Fig. 4와 같았다. 홍경천-홍삼 혼합 발효물의 농도를 0.1%
로 처리했을 때 DPPH 라디컬 소거능은 78.1%로 발효 전 50.3%
보다도 높은 소거능을 나타내었으며, 홍경천 추출물(66.1%)과 
홍삼 추출물(40.3%)을 각각 발효하였을 때 DPPH 라디컬소거

능보다도 비교적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히, 홍경천과 홍삼 혼합 발효물을 1.0% 수준으로 처리했을 

때 DPPH 라디컬 소거능은 85.9%이며,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

져 있는 항산화제인 비타민 C(88.5%)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홍경천(73.2%)과 홍삼(45.8%)을 각각 

발효하였을 때보다도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홍삼의 

단독 발효보다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상엽, 상백피, 당귀 등

을 첨가한 홍삼-생약재 혼합 발효물의 항산화 효소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한다는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Kim 등 2012). 또한 Doh 등(2010)은 1.0%의 농도에서 인삼 

추출물의 DPPH 소거 활성이 45.4%인 반면, Lactobacillus plantarum 
및 Lactobacillus fermentum 발효에 의한 인삼의 DPPH 소거 활

성은 각각 50.5%, 55.6%로 DPPH 소거 활성이 발효 후 증가한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천연물에서 

Fig. 4.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RSE, RGE, ME, 
RSF, RGF and MF.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n=3). RSE: Water extract of Rhodiola sachalinensis, RGE: 
Water extract of red ginseng, ME: Rhodiola sachalinensis- 
red ginseng mixture extract(1:1), RSF: Rhodiola sachalinensis 
fermentation, RGF: red ginseng fermentation, MF: Rhodiola 
sachalinensis-red ginseng mixture fermentation. 
a~d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can's multiple range test(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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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어지는 항산화성 물질이 주로 phenolic compound와 flavonoid
류의 화합물로서 유산균 발효 중 amylase, protease 등의 효소

가 분비되어 가용성 페놀성 물질들이 증가하여 활성이 증가

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Park 등 2012).

요약 및 결론

항산화 활성이 우수하지만 유산균 발효가 잘 진행되지 않

는 홍경천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홍경천과 유사한 기능을 가

지고 있고 비교적 유산균 발효가 잘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된 

홍삼을 이용하여 혼합 발효를 시도해 보았다. 홍경천과 홍삼

의 비율을 1:1로 하여 혼합 추출물을 제조하고 유산균 발효하

였을 때 가장 효과적인 pH 감소 및 적정산도의 증가가 나타

났으며, 유산균 수는 배양시간 48시간까지 증가하였다. 홍경

천과 홍삼 혼합 추출물의 유산균 발효시 당류 함량은 감소하

였고, 총 페놀 및 단백질 함량은 증가하였다. 홍경천을 단독

으로 발효하였을 때에는 salidroside 및 p-tyrosol의 함량 변화

가 거의 없었던 반면, 홍경천과 홍삼 혼합 추출물의 유산균 

발효시 salidroside 함량은 크게 감소하였고, 비배당체형태인 

p-tyrosol의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DPPH 소거

활성 역시 홍경천 또는 홍삼 단독 발효물에 비해 홍경천-홍
삼 혼합 발효물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홍경천과 홍삼의 혼합 발효

는 홍경천의 원활한 유산균 발효를 촉진하고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된 다양한 기능성을 증진 효

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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