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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develop a new material consisting of a mixture of Red Allium cepa 
(RA) Cucurbita moschata duch (CM), and Angelica gigas Nakai (AG). RA and CM have low storage sta-
bility because of their high moisture content. Therefore, their major components were extracted and 
used for the research after a content analysis. In order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e quercetin 
from RA, β-carotene from CM, and decursin/decursinol angelate (D/DA) from AG were separately 
extracted, and the biochemical activity of each extract and mixture was compared. RA was bio-
converted by the Bacillus subtillis KJ-3 (BS3) after ethanol extraction. After bioconversion, the quercetin 
content of RA was increased by 128.9%. β-carotene was detected in the CM ethanol extract and its 
content was very low concentrations at 0.2 mg/g. The AG ethanol extract (1 mg) contained 0.4146 
mg and 0.3659 mg of D/DA, respectively. The purity of the D/DA was found to be about 78%. The 
flavonoid and polyphenol content of each extract and their mixtures (mixture 1 (RA:CM:AG = 5:2:3), 
mixture 2 (RA:CM: AG = 3:5:2), and mixture 3 (RA:CM:AG = 3:2:5)) were measured. In addition, the 
cell survival rate, anti-inflammatory activity, and antioxidant ability were also evaluated. In all the re-
sults, the antioxidant activity of mixture 3 was most effective. Therefore, these findings provide basic 
data for future food development using a 3:2:5 mixture of RA, CM, and 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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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당귀는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

되는 대표적인 한약재 중의 하나이다. 미주나 유럽에서는 기

능성 식품으로 쓰이기도 한다. 당귀 중 한국에서 자생하는 당

귀를 참당귀라고 하며 학명은 Angelica gigas Nakai이다[2]. 참

당귀는 진한 자주색 꽃이 피는 것이 특징이며, coumarine 계열

의 다양한 물질들이 존재하고 대표적으로 decursin과 decursi-

nol angelate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41]. 참당귀의 대표적인 

약리작용으로는 당뇨성 고혈압의 치료, 빈혈 치료, 진정작용, 

진통효과, 강장제, 월경통치료, 폐경기증후군 치료, 상처치료, 

복통 및 편두통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 5, 16, 

29, 30, 44]. 적양파(Allium cepa L.)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채소와 향신료로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4]. 양파의 주요 생리활성물질은 quercetin, quercitrin, 

rutin 등의 flavonoid계 성분과 allyl propyl disulfide, diallyl 

disulfide 등의 지방분해 작용을 하는 황함유 화합물들이다

[22, 25, 27]. 양파는 색에 따라 백색양파, 황색양파, 적색양파로 

나뉘는데, 그 중 적색양파는 quercetin 함량이 높고, 안토시아

닌 성분 등 유용한 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저장성이 짧은 단

점이 있다[36]. 적양파의 효능에 대한 연구로는 항균작용, 항산

화 작용, 항암효과, 혈중 지질 농도 감소, 항동맥경화 작용, 

혈당저하 및 심혈관계 질환예방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에 

관해 보고되고 있다[24]. 또한, 적양파는 비타민 B1, C, 칼슘, 

인, 무기질 등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위장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quercetin은 혈중 지질 농도를 낮추어 동맥경화 예방 및 

혈류개선 효과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도 가지고 있다[35]. 뿐

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 및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

하는 싸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는 항염증 효과도 있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24]. 늙은 호박(cucurbita spp.)은 박과에 속하

는 일년생의 덩굴식물이며 동양계 재래종 호박의 한 종류로 

예로부터 식용뿐만 아니라 회복기 환자, 위장 보호, 산후 부종

을 완화하는 용도의 약용으로 사용하였다[20, 26]. 늙은 호박의 

과육 부위는 호박 전체의 84%를 차지하며 fructose, gluc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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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유리당과 aspartic acid, serine등의 아미노산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 17]. 특히 carotenoid류인 β-car-

otene의 함량도 높고, 비타민 A, 섬유질 및 무기질을 다량 함유

하고 있어 광에너지 흡수, 비타민 A의 전구물질, 항산화작용 

등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고 있다[3, 26]. 이 세 가지 재료 

모두 인류 역사를 통해 오랫동안 섭취되어 왔고, 많은 사람들

이 선호하는 식재료이기도 하다. 특히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

를 비롯한 혈행개선 효과가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통

적인 효과가 있는 세 가지 재료를 혼합 시 혈행개선 및 면역증

가 등의 synergy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하

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양파와 늙은 호박은 수분 함

량이 높아 장기간 보관 시 미생물 번식이나 생리활성의 변화

로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섭취하기 힘든 재료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적양파의 생리활성 성분인 quercetin을 최대한 분

리 정제하기 위해 적양파의 단순 에탄올 추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rutin, quercitrin 및 quercimeritrin을 Bacillus subtillis KJ- 

3 균주를 이용하여 quercetin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다양한 β- 

carotene을 주성분으로 하는 늙은호박 추출물과 decursin 및 

decursinol angelate를 주성분으로 함유하는 참당귀 추출물을 

혼합하여 각 재료들의 세포생존율, 항산화, 항염증 활성과 같

은 생리활성을 검증하여 세 가지 물질들의 최적의 혼합비율을 

찾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한다면 식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재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재료  방법

양  추출물

적양파는 경상남도 농업기술원 양파연구소(경상남도 창녕)

로부터 공급받아 건조분말 2 kg을 1 l의 주정에탄올에 투입하

고 하룻밤 동안(12시간) 정치시킨 다음, 여과지(Whatman No. 

2, GE Helathcare, Boston, USA)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여액

을 농축한 것을 Red-Q라고 명명하였고, 이를 생물전환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하였다. 

양  생물 환물

생물전환은 Bacillus subtilis KJ-3 (종균등록번호 KCCM 

11523P, 이하 BS3), Bacillus mojavensis-KJS3 (종균등록번호 

KCCM10961P, 이하 Moja3), Bacillus polyfermenticus-KJS2 (종

균등록번호 KCCM10769P, 이하 BP2)를 각각 사용하여 quer-

cetin으로의 전환율을 비교하였다. 균주의 콜로니 2~3개를 취

하여 tryptic soy broth (TSB) 배지 5 ml에 접종한 다음 42℃, 

150 rpm의 속도로 16시간 배양하여 종균으로 사용하였다. 종

균 5 ml를 미네랄 배지(corn starch 1.5 g, yeast extract 0.5 

g, K2HPO4 0.25 g, KH2PO4 0.25 g, KCl 0.05 g, NaCl 0.03 g, 

MgSO4 0.05 g, MnSO4 0.003 g, CaCl2 0.02 g 함유) 100 ml에 

중간 접종하였다. 이를 40℃의 온도를 유지하며 4시간 동안 

150 rpm으로 진탕 배양하여 미생물 배양액을 제조하였다. 이 

배양액에 100 ml 기준으로 건조 적양파 추출물(Red-Q) 20 g을 

넣고 55℃의 온도를 유지하며 2시간 동안 150 rpm으로 진탕 

배양한 후 상온에서 하룻밤 동안(12시간) 150 rpm으로 배양하

였다. 8,000 rpm의 속도로 10분간 원심분리(LABOGENE, 

scanspeed 1735R, Daejeon, Korea)에 의해 상등액과 침전물로 

분리하고, 침전물을 주정에탄올에 투입하여 용해시킨 다음 여

과지(No.2)를 이용하여 여과시킨 후 농축하여 적양파 생물전

환물(Red-BCQ)을 제조하였다. 동일한 방법에 의해 Red-BCQ

를 제조하되, 사용한 미생물을 Moja-3와 BP2로 각각 대체하여 

사용하였고 균주 종류에 따른 quercetin 전환율을 비교하였다. 

균주 배양에 사용된 BactoTM tryptic Soy Broth와 BactoTM agar

는 BectonDikinson (Franklin Lakes, NJ,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발효 배양기는 Ecell3000 (Ecell)을 사용하였고, 

shaking incubator는 Seyoung SH-803R(Seyoung Scientific 

Co., Seoul, Korea)을 사용하였다.

양 의 Quercetin 함량 분석 조건

Red-Q 및 Red-BCQ의 quercetin 함량 분석을 위해 HPLC 

(Waters 2690, San diego, Clalifornia, USA)를 사용하였다. 

quercetin 표준품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였고 시료를 

500 μg/ml으로 하여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다음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다. column은 ZorbaxEc-

lipse XDB-C18 column (4.6 mm × 250 mm, 5 μm)을 사용하였

고, column 온도는 35℃로 하였다. 이동상은 2% acetic acid 

(A)와 Acetonitrile (ACN) (B)을 혼합한 용액을 60:40(v/v) 사

용하였으며, 유속은 1.3 ml/min, 주입량은 20 μl, 검출기는 

photo diode array detector, 파장은 370 nm에서 분석하였다. 

늙은 호박 추출물

호박은 엄궁 농산물 도매시장(부산)에서 구입하여 60℃에

서 24시간 동안 건조 후 건조분말 5 kg을 25 l의 주정에탄올에 

투입하고 하룻밤 동안(12시간 동안) 정치시킨 다음, 여과지 

No.2 (Advantec,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여액을 

농축하였다. 농축물에 동량의 증류수를 넣고 냉장고에 12시간 

정치한 뒤 원심분리(8,000 rpm, 20분, 4℃) 후 침전물을 동결건

조(EYELA, FDU-1200, dokyo, Japan)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β-carotene 분석은 β-carotene 표준품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

성하였고, 시료를 500 μg/ml으로 하여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다음 분석하였다. 분석조건은 다음과 같다. col-

umn은 Supersil ODS-II column (4.6 mm × 250 mm, 5 μm)을 

사용하였고, column 온도는 40℃로 하였다. 이동상은 ACN과 

Methanol을 8:15(v/v) 로 혼합한 용액(A)와 dichloromethane 

(DCM) (B)를 사용하였으며, 유속은 1.0 ml/min, 주입량은 20 

μl, 검출기는 photo diode array detector, 파장은 450 n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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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였다. 

참당귀 추출물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는 심마니 산삼영농조합(경상

남도 함양군)에서 수확한 것을 구입하여 70℃에서 24시간 동

안 건조 후 분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참당귀 분말 10 kg에 

5배의 주정에탄올을 첨가하여 2~3회 반복 추출하고, 5,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얻어 rotary evapo-

rator를 사용하여 농축하였다. 제조한 참당귀 추출물 시료 1 

mg/ml을 메탄올에 녹인 후 HPLC를 이용하여 유효성분인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를 분석하였다. Flow rate는 1 

ml/min, column 온도는 30℃, 파장 329 nm에서 검출하였다. 

Injection volume은 10 μl, 이동상으로 ethanol 및 0.1% formic 

acid를 1:1로 섞은 용액을 이용하였다.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활

성측정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은 Blois [7]의 방법을 변형하

여 실험하였다. 시료의 농도별 희석액 50 μl에 0.15 mM DPPH 

용액 또는 ethanol 150 μl를 첨가한 후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

킨다. 반응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 ascorbic acid 

(Sigma-Aldrich Co., frnakfrut, Germany)를 사용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S-SB
) ×100

C-CB

S: Absorbance of sample

SB: Absorbance of sample blank

C: Absorbance of ethanol

CB: Absorbance of ethanol blank

Total flavonoid 함량측정

Total flavonoid는 Davis [10]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

다. 시료와 naringin을 0.01 g/ml의 용량으로 제조한 용액 100 

μL에 diethylene glycol 1 ml, 1 N NaOH 10 μl 첨가하여 37℃

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Naringin을 사용하여 표준검량곡선을 작성하여 naringin 

equivalents (mg) / sample (g)로 나타내었다.

Total polyphenol 함량측정

Total polyphenol 함량은 Folin-Denis법[11]에 따라 비색 정

량하였다. 시료의 농도별 희석액 500 μl에 1 N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Sigma, USA) 500 μl와 10% Na2CO3 500 μl을 

혼합하여 암실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96 well plate에 

200 μl씩 분주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allic 

acid를 이용하여 표준검량곡선을 작성하였고 결과 값은 gallic 

acid equivalents (mg) / sample (g)으로 나타내었다.

세포배양 

RAW 264.7 세포(KCLB NO.40071)는 한국세포주은행(Ko-

rean cell line bank, KCLB,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아 본 

실험실에서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RAW 264.7 세포

는 10% FBS (Fetal bovine serum)와 1% penicillin을 포함한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을 사용하여 

37℃, 5% CO₂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계대 배양할 때에

는 PBS (Phosphate buffer solution)을 사용하여 세척하고 계

대하였다.

Nitric oxide (NO) 생성량 측정

Raw 264.7 세포로부터 lipopolysaccharide (LPS)에 의해 생

성되는 Nitric oxide (NO) 생성량 측정은 Griess법[12]을 변형

하여 측정하였다. RAW 264.7세포를 well 당 10⁵ 되도록 세포

를 포함한 DMEM 배지를 이용하여 incubator (37℃, 5% CO2)

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LPS 처리하여 NO2
-를 유발한 

뒤 각 농도별 시료를 처리하고 150분간 상온에서 반응을 한 

후 Griess 용액 1 ml를 혼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Nitrite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NO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 측정 

세포 생존율 확인을 위해 Park 등[38]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험하였다. RAW 264.7 세포를 24 well plate에 well 당 10⁵ 
되도록 세포를 포함한 DMEM 배지를 0.5 ml씩 분주하여 in-

cubator (37℃, 5% CO2)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시료를 1000, 500, 250, 125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37℃, 

5% CO2 incubator에 24시간 동안 다시 배양하였다. 배양 후 

Phosphate buffer solution (PBS)에 MTT (3-(4,5-dimethyl- 

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2 mg/ml의 

농도로 제조한 시약을 처리한 다음 37℃, 5% CO2 incubator에 

3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다음 배지를 제거하고 well당 

DMSO (Dimethyl sulfoxide) 350 μl를 분주한 후 15분간 반응

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아래와 같은 식으로 

세포생존율을 계산하였다. 

Cell viability (%) ＝
대조구의 흡광도

×100
시료처리구의 흡광도

통계  분석

본 실험의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

고, 통계적 유의성은 Student‘s t-test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 

p<0.05일 경우에 한하여 유의성을 인정하였다. 

결과  고찰

각 추출물들의 지표성분 함량 분석

예로부터 우리 식생활에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는 적양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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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PLC diagram of quercetin. (A) Red-Q, sample loading 500 μg/ml (B) Red-BCQ, quercetin bioconverted by Bacillus poly-

fermenticus KJS-2, sample loading 500 μg/ml (C) Red-BCQ, quercetin bioconverted by Bacillus mojavensis-KJS3, sample loading 

500 μg/ml (D) Red-BCQ, quercetin bioconverted by Bacillus subtillis KJ-3, sample loading 500 μg/ml.

그 다양한 효능효과[6, 18, 21, 42]가 알려져 있다. 양파에 주로 

함유되어 있는 flavonoid로는 quercetin 4'-glucoside, querce-

tin 3,7-diglycoside, quercetin 4',7-diglycoside, 3,4'-diglyco-

side, quercetin, quercetin aglycone, isorhamnetin mono-

glycoside, kaempferol monoglycoside등이 있으며 이 중 약 

80%가 quercetin diglycoside, monoglycoside, quercetin agly-

cone으로 존재한다[35]. 양파의 겉껍질 부분에는 껍질중량 대

비 약 6.5%의 quercetin이 함유되어 있으며 양파 속부분은 중

량대비 0.01%의 quercetin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겉껍질 쪽의 

quercetin함량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3]. 또한 껍질의 

색이 백색인 것 보다는 진한 색을 가진 것일수록 quercetin 

함량이 높다고 보고되어 있다[14, 33]. 본 연구에서는 적양파의 

quercetin 함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1차적으로 Red-Q를 제

조한 다음 미생물을 사용하여 Red-BCQ를 얻었다. Quercetin

의 피크는 3.89분이었으며, 500 μg/ml의 시료를 이용하여 측

정한 결과 Red-Q에서 quercetin은 39.7 μg/ml으로 나타났다

(Fig. 1A). Red-Q를 BP2, Moja3, BS3의 세 가지 균주를 이용하

여 각각 생물전환한 후 분석을 하였다. BP2를 이용하여 생물전

환한 것은 quercetin 함량이 55.78 μg/ml, Moja3는 64.75 μg/ 

ml, BS3는 90.86 μg/ml으로 생물전환하기 전보다 quercetin 

함량이 각각 40.5%, 63.1%, 128.9% 증가하였다. 이는 생물전환

하기 전보다 rutin, quercitrin, quercimeritrin 등의 O-link된 

당이 균주가 분비하는 효소에 의해 유리되어 상대적인 quer-

cetin 순도는 더욱 높아진 결과이며, Red-BCQ 1 g 당 180 mg 

quercetin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늙은 호박은 β-carotene 성분을 추출하여 실험에 사용하였

다. 에탄올 추출하여 농축한 뒤 당을 제거하기 위하여 증류수

로 washing 한 것을 시료로 사용하였고, 이렇게 얻은 시료를 

동결건조하여 β-carotene 함량을 HPLC로 측정하였다. 시험

방법은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공정 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였

다. 그 결과 농축물 중의 β-carotene 함량은 2 μg/ml이었다

(Fig. 2A). 농축물 1 g중의 함량은 0.2 mg으로 나타나 매우 

적은 양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참당귀는 김 등의 논문[19]의 방법을 이용

하여 추출하여 decursin 및 decursinol angelate를 얻었다(Fig. 

2B). 한국산 참당귀는 다양한 약리학적 효과가 입증된 한약재

로 일본의 당귀와는 달리 자줏빛 꽃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

이다. 특히 참당귀는 피의 생성과 순환에 관계되는 보혈, 활혈, 

거어, 항암작용 등에 효과가 좋으며 대표물질인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는 항노화 치매예방효과가 기대되고 있어 

최근에 다시 한번 더 주목받고 있는 원료이다[9, 34]. ‘대한민국 

약전’에 따르면, 한약재로 사용하는 당귀에는 지표 성분인 de-

cursin과 decursinol angelate가 함유돼 있어야 한다. 참당귀에

는 이 지표 성분이 있어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일당귀에

는 이 성분이 없거나 현저히 적다. 참당귀 추출물의 유효성분

인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를 HPLC를 이용하여 표준

품의 표준검량선을 작성하였다. 그 결과 1 g 속에 decursin은 

0.4146 g, decursinol angelate는 0.3659 g으로 약 78%의 순도

로 확인되었다. 분석결과를 Fig. 2B에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각각의 추출물들의 효과 및 유효농도를 

측정하였고, 이 중 참당귀 추출물의 유효농도를 기준으로 나

머지 2종의 추출물을 임의의 비율로 혼합한 재료의 효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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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PLC diagram of (A) β-carotene and (B) Decursin and Decursinol angelate. (A) β-carotene, sample loading 500 μg/ml. 

(B) Decursin and Decursinol angelate, sample loading 100 μg/ml.

비교하였다. 각각의 시료들은 적양파 생물전환물(RA), 호박 

추출물(CM), 참당귀 추출(AG)과 이들을 각각 5:2:3(M1), 

3:5:2(M2), 3:2:5(M3)로 혼합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

페놀 화합물들은 일반적으로 우수한 효능들이 많이 보고되

었는데 특히 다양한 생리활성, 항산화, 항비만, 항염 등의 효과

를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27, 28, 39]. 각 추출물과 혼합물의 

flavonoid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250 μg/ml의 

농도에서 비교하였을 때 RA는 36.55 μg/ml, CM은 29.58 μ

g/ml, AG는 27.61 μg/ml이었으며, M1, M2, M3는 각각 34.77 

μg/ml, 26.25 μg/ml, 21.66 μg/ml로 양파 함량이 가장 높은 

비율로 혼합된 M1에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CM이나 

AG보다는 RA에 flavonoid류인 quercetin이 다량 함유되어 있

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미생물 생물전환에 의해 

quercitrin, quercimeritrin 등이 quercetin으로 전환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여기에 AG와 CM이 추가로 혼합됨으로 인한 sen-

ergy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A가 가장 많이 함유된 혼

합물인 M1에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

아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주로 RA의 양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RA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증가는 BS3에 의한 대

사과정을 통한 생물전환에 기인한 것이라 사료된다.  

총 폴리페놀 함량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되어 있는 물질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는 페놀성 화합물은 phenolic hydroxyl기를 가

지고 있으며, 이 작용기가 물질의 단백질과 같은 분자와의 결

합을 통해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각 추출물과 혼합물의 polyphenol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다. 500 μg/ml의 농도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을 

비교하였을 때 RA는 82.05 μg/ml, CM은 79.97 μg/ml, AG는 

71.19 μg/ml이었으며, M1, M2, M3은 각각 113.23 μg/ml, 

111.49 μg/ml, 108.75 μg/ml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추출물 각각 보다는 혼합물에서 비슷한 비율로 다소 높게 나

타났다. 양파의 quercetin 성분, 참당귀의 decursin과 decursi-

nol angelate 또한 phenol성 화합물이다. 따라서, 단일 추출물 

보다는 각 추출물들의 혼합물에 phenolic hydroxyl기를 함유

한 방향족 화합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이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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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flavonoid contents. CON: vehicle (10% ethanol + 1.5% Lysine + 1% tween 80), CM: cucurbita moschata duch, RA: red 

allium cepa, AG: angelica gigas Nakai, M1 (RA:CM:AG = 5:2:3), M2 (RA:CM:AG = 3:5:2), M3 (RA:CM:AG = 3:2:5). All the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 ± SD.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value with *(p<0.01) and **(p<0.05) (Student's 

t-test).

Fig. 4. Total polyphenol contents. CON: vehicle (10% ethanol + 1.5% Lysine + 1% tween 80), CM: cucurbita moschata duch, RA: 

red allium cepa, AG: angelica gigas Nakai, M1 (RA:CM:AG = 5:2:3), M2 (RA:CM:AG = 3:5:2), M3 (RA:CM:AG = 3:2:5). All 

the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 ± SD.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value with *(p<0.01) and **(p<0.05) (Student's 

t-test).

유추해 볼 때 이들은 radical 소거 등과 같은 강력한 환원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DPPH radical 소거반응이다. 시료 분자 내 radical과 보라색의 

1,1-diphenyl-2-picrylhydrazyl 시약이 반응하여 수소나 전자

를 받아 색깔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

하여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20, 37]. 적양파는 안토시아

닌 등의 생리활성 성분이 다량 함유 되어 있어 일반 흰 양파보

다 기능성이나 당도가 높으며[27], 항산화작용을 가진 fla-

vonoid계 성분 또한 다량 함유하고 있다. 특히 구조 중 hy-

droxyl group을 포함하고 있는 polyphenol과 같은 물질들은 

DPPH radical과 반응하기에 적합한 입체구조를 가지고 있어 

높은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보인다[40]. 본 연구에서 각각

의 추출물 RA, CM, AG 및 이들의 혼합물인 M1, M2, M3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positive control인 ascorbic acid와 

비교하였고, 시료농도는 1,000, 500, 250, 125 μg/ml으로 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동일한 농도인 

500 μg/ml에서 비교했을 때 positive control은 93.51% 소거활

성을 가졌으며, 혼합물 M3은 109.49%로 ascorbic acid보다 항

산화 효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호박, 양파, 당귀

는 같은 농도에서 비교했을 때 53.92%, 54.22%, 59.67%의 소거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추출물과 혼합물 M1, 

M2는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참당귀 추출물이 가장 많이 배합

된 M3의 경우 DPPH 소거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Lee [32] 등의 연구에 따르면 생양파와 열처리한 

양파 모두 EtOAc 분획물에서 높은 ABTS, DPPH, hydroxyl, 

superoxide 라디칼 및 hydrogen peroxide 소거능을 갖는 것으

로 보고한 바 있다. Rha (2014) 등의 연구에 따르면 발효 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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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Mixtures. CON: vehicle (10% ethanol + 1.5% Lysine + 1% tween 80), Positive Con: ascorbic 

acid, CM: cucurbita moschata Duch, RA: red allium cepa, AG: angelica gigas Nakai, M1 (RA:CM:AG = 5:2:3), M2 (RA:CM:AG 

= 3:5:2), M3 (RA:CM:AG = 3:2:5). All the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 ± SD.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value 

with *(p<0.01) and **(p<0.05) (Student's t-test).

Fig. 6. The inhibitory effect on LPS-induced NO production in RAW 264.7 Cell. Negative CON: LPS + vehicle (10% ethanol + 

1.5% Lysine + 1% tween 80), Positive Con: LPS + Ascorbic Acid, CM: LPS + cucurbita moschata duch, RA: LPS + red allium 

cepa, AG: angelica gigas Nakai, M1: LPS + (RA:CM:AG = 5:2:3), M2: LPS + (RA:CM:AG = 3:5:2), M3: LPS + (RA:CM:AG 

= 3:2:5). All the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 ± SD.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value with *(p<0.01) and **(p<0.05) 

(Student's t-test).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1 mg/ml의 농도에서 

43.34±1.41%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나타난 결과

로 볼 때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물질인 페놀성 

화합물이 양파껍질에 다량 함유되어 있고, 참당귀의 에탄올 

추출물에도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높아[13] 단일 물질보다는 

혼합물에서 radical 소거활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는 실험에 사용된 시료 중 참당귀 추출물이 가

장 많은 비율로 혼합된 M3가 DPPH 활성 라디칼을 가장 많이 

저해시켜 산화적 스트레스의 방어기작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AW 264.7 세포의 NO 생성량 측정 

LPS는 그람음성세균의 endotoxin으로 알려져 있다. LPS는 

여러 염증성 인자인 NO, 염증성 cytokine과 같은 물질들을 

생성하여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병리학적 반응을 일으킨다. 

염증반응에서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에 의해

서 생성된 NO는 정상 상태에서는 혈관조절, 방어작용, 신경전

달 등의 기능을 하지만, 고농도의 NO 생성은 염증 자극제 역

할을 하는 peroxynitrite, nitrogen dioxide와 같은 유해물질을 

생성하여 대식세포를 활성화 한다[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귀 3종 혼합추출물들의 항염증 효과를 알아보고자, RAW 

264.7 세포에 LPS를 처리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이와 함께 다

양한 농도의 물질들을 첨가하여 NO 생성 억제 효과를 관찰하

였다.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모든 물질들이 대조물질

인 ascorbic acid와 비슷한 수준으로 NO 생성을 억제하였으

나, 농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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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effect of mixtures on cell viability of RAW 264.7 cells. CON: vehicle (10% ethanol + 1.5% Lysine + 1% tween 80), Positive 

Con: ascorbic acid, CM: cucurbita moschata duch, RA: red allium cepa, AG: angelica gigas Nakai, M1 (RA:CM:AG = 5:2:3), M2 

(RA:CM:AG = 3:5:2), M3 (RA:CM:AG = 3:2:5). All the values were expressed as means ± SD.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value with *(p<0.01) and **(p<0.05) (Student's t-test).

세포생존율 측정

각 시료물질 모두 세포증식능이 증가하여 세포독성을 가지

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다(Fig. 7). 특히 대조군인 ascorbic acid 

보다 비슷하거나 높은 세포생존율을 가졌으며, 비처리구에 대

해서는 각각 1,000 μg/ml에서 비교하였을 때, RA는 141.97%, 

CM은 133.07%, AG는 141.27%, M1, M2, M3는 각각 135.36%, 

137.41%, 139.53%의 높은 세포생존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모든 시료처리군은 비처리군에 비해 약 1.3~1.4배의 세포생존

율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Scutellariae radix 추출물

[43]과 Ligustri lucidi fructus 추출물[31] 또한 RAW 264.7 세

포에서 세포생존율이 증가하였으며, 이에 독성을 가지지 않는

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인 1,000 μg/ml에서도 

낮은 농도와 비슷한 세포생존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이 

농도에서도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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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Bacillus Subtilis KJ-3를 이용한 생물 환물  그 혼합물의 생리활성

이진 1․동재경2․정유성1․김미령3․강재선1*

(1경성대학교 약학과, 2신라대학교 제약공학과, 3신라대학교 식품공학과)

이 연구는 Red allium cepa (RA), Cucurbita moschata Duch (CM), and Angelica gigas Nakai (AG)의 혼합물을 

이용한 새로운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RA와 CM은 수분 함량이 높아 저장 안정성이 매우 낮

다. 따라서 각 재료들의 주요성분들을 추출하여 함량 분석 후 연구에 사용하였다. RA는 에탄올 추출 후  Bacilus 

subillis KJ-3 (BS3)에 의해 생물전환하였다. 생물전환 후, RA의 Quercetin 함량은 128.9% 증가되었음을 확인하였

다. CM의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β-카로틴을 검출하였고 함량은 0.2 mg/g으로 낮았다. AG 에탄올 추출물(1 mg)의 

데커신 및 데커시놀 엔젤레이트(D/DA)는 각각 0.4146 mg과 0.3659 mg을 함유했다. D/DA의 순도는 약 78%로 

나타났다. 이들 각각의 물질 및 혼합물(혼합물 1 (RA:CM:AG = 5:2:3), 혼합물 2 (RA:CM: AG = 3:5:2), 혼합물 

3 (RA:CM:AG = 3:2:5)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 항염증 활성, 항산화 

능력 또한 평가하였다.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혼합물 3 (RA:CM:AG=3:2:5)의 항산화 작용이 가장 효과적이

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향후 RA, CM, AG의 3:2:5 혼합물을 이용한 식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