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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iological activities of an aqueous extract of Angelica 
gigas (Ag) fermented by Saccharomyces cerevisiae (Sc). First, the soluble solids of the F/3 group, in 
which the Ag was fermented by Sc for 3 days, decreased from 1°Bx to 0.9°Bx. On the other hand, 
the pH increased with the number of days of fermentation. The result of a TLC experiment confirmed 
that it gradually decomposed into a low–molecular weight sugar form upon fermentation. The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flavonoid contents were higher in the fermented group than in the non-fer-
mented group. K and Ca contents were increased by fermentation in the following order: F/3, NF, 
and F/0 groups. Decursin and decursinol angelate contents were highest in the F/3 group. The DPPH 
(α, α’-diphenyl-β-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NF, F/0, and F/3 groups were 
41.89%, 39.51%, and 60.26%, respectively. The inhibition activities of tyrosinase and lipoxygenase were 
stronger in the F/3 group than in the NF group. This experiment showed that the fermentation of 
Ag Nakai can lead to an increase in its antioxidant ability, physiological activity, whitening and an-
ti-inflammatory effects. Thus, this oriental herbal medicine can be developed into a functional material 
that can be utilized in the development of cosmetic products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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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국·내외 소비자들의 화장품에 대한 지식과 인식수준

의 상승으로 새로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부가가치 뷰

티 제품의 개발이 필요하다. 특히 한방 및 발효화장품[22]은 

이미 세계적인 트랜드가 된 ‘웰빙’, ‘자연주의’를 지향하며 자

연 성분을 선호하는 소비자 욕구를 만족시키고, 동시에 동양

적 정서가 함께 적용하면서 화장품 기업들 대부분이 하나 또

는 그 이상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을 만큼 독자적인 영역을 구

축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품 제조 원료는 

합성 화합물이 주를 이루었으나, 천연소재 기능성 화장품 시장

의 확대로 고부가가치 원료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21]. 

기능성이 강화된 제품의 소비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비자를 포함한 각 연구기관 및 기업에서는 천연 생리활성 

효능을 가진 기능성 소재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생물체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활성산소종[6]이 생성

되며, 체내 활성 산소가 증가되게 되면 산화적 스트레스를 일

으켜 세포 내 단백질 및 지질성분이 변성되어 기능저하 및 

여러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를 지연시키거나 억제하

는 새로운 기능성 소재를 천연 공법인 발효과정을 통해 개발

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5].

한방소재인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는 미나리과(Umbel-

lifer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크게 한국당귀(Angelica gigas 

Nakai), 중국당귀(Angelica acutiloba Kitagaw), 일본당귀(Angel-

ica sinensis Diels)로 구분된다[18]. 참당귀는 예로부터 약성이 

따뜻하고, 맛은 달며, 독성과 부작용 또한 미미하여 질병치료 

및 건강증진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생약재이다. 

국내에 재배되고 있는 참당귀의 약효성분으로는 decursin, 

decursinol, decursinol angelate, nodakenin, nodakenetin, 

umbelliferone, β-sitosterol, α-pinene, limonene 등이 있다

[15]. 이들 성분은 항산화, collagenase 저해에 의한 주름개선, 

조직 재생, 미백 작용 및 항암작용 등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26]. 특히 참당귀 내 다량 함유되어있는 de-

cursin 및 decursinol angelate는 항균, 혈관형성억제, 항암 등

의 약리적인 효과가 알려져 있다[25]. 

최근 들어 유용 미생물을 이용해 발효 시킴으로써 추출물이 

가진 독성을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거나 기존의 

생리활성 물질이 다른 물질로 전환되어 처음과는 다른 긍정적

인 효능을 가지게 되는 등 관련된 기능성 향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유산균, 곰팡이, 바실러스, 효모 등의 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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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기술을 통해 다당체, 올리고당, 

사포닌, 펩타이드, 피틴산 등의 새로운 발효산물을 얻거나 또

는 상호 간의 시너지 작용에 의해 생리활성 및 기능성 효능이 

상승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30]. 

이에 본 연구진은 예로부터 한방소재로 사용되어왔던 참당

귀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발효를 이용한 

참당귀의 생리 활성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참당귀의 건조 분말과 유용미생물인 효모를 

이용한 발효 공정을 통해 우수한 기능성소재 개발을 위한 기

초 연구의 일환으로 이화학적 특성 및 생리활성을 비교 검토

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참당귀(Angelica gigas Nakai)는 2018년 

9월에 제천황기연합 영농조합법인(충청북도 제천시)에서 구

입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참당귀분말의 발효 균주로는 효모

의 일종인 Saccharomyces cerevisiae를 선택하여 사용하였으며, 

전 배양 시킨 균주를 참당귀분말에 1:1 비율로 접종한 후 30℃

에서 72시간 발효과정을 거쳤다. 24시간마다 회수한 발효참당

귀를 60℃에서 8시간 열풍 건조시켜 실험시료로 사용하였다. 

실험군으로 사용된 시료는 발효하지 않은 참당귀(NF), 비발효

군인 참당귀 + Saccharomyces cerevisiae의 혼합물(F/0) 및 발효

군인 참당귀 + Saccharomyces cerevisiae 발효 3일차(F/3)으로 

진행하였다.

추출조건, 가용성 고형물(°Brix)  pH

시료의 추출은 참당귀 및 발효참당귀 건조 분말 500 g을 

각각 취해 20배의 정제수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3시간씩 3회 

환류 추출하여 Adventec 110 mm No. 2 여과지(Toyo 2A; 

Toyo Roshi, Tokyo, Japan)로 여과한 다음 실험재료로 사용하

였다. 가용성 고형물 측정은 시료를 1.5 ml 취하고 2,000× g에

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당도계(Hand refractor-

meter, Kruss, Germany)로 사용하여 total soluble solids 

(°Brix)를 측정하였다. pH는 pH meter (SevenCompactTM 

pH/Ion S220, Mettler-Toledo Ag, Switzerland)를 이용하여 

3회 측정하였다.

TLC(Thin-layer chromatography)

다당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사용

하였다.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는 silica gel plate (25 DC-Alufo-

lien Kieselgel 60, Merck Co., Ltd.) 상에 참당귀 및 발효참당귀

분말의 5% 수용성 추출물을 점적하여 전개용매인 1-butanol/ 

ethanol/water (5 : 5 : 3)로 전개시켰다. 전개가 완료된 plate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methanol에 3% 황산을 첨가하여 만든 

발색용액을 살포한 후 100℃ 이상의 hot plate 위에 놓고 10분

간 가열하였다. 이때 사용한 표준물질은 standard malto-oli-

gosaccharide (G1~G7)으로써 G1, G2, G3, G4, G5, G6 및 G7은 

각각 glucose, maltose, maltotriose, maltotetraose, malto-

pentaose, maltohexaose 및 maltoheptaose이었다.

페놀성 화합물 함량 측정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페놀성 물질이 phosphomolybdic 

acid와 반응하여 청색을 나타내는 원리를 이용한 Folin-Denis

법[29]으로 측정하였다. 0.1%(w/v) 시료 용액 0.5 ml에 Folin- 

ciocalteu's phenol reagent 2.5 ml를 첨가하여 혼합하고 5분간 

실온에서 방치하였다. 5분 반응시킨 후 7.5% Na2CO3 2 ml를 

가하여 혼합하고 50℃에서 5분간 발색시킨 후 spectropho-

tometer (Hitachi U-2900, Hitachi High-Technologies Co., 

Tokyo, Japan)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tannic acid를 일정한 농도(0~500 μg/ml)로 

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한 표준곡선으로부터 

mg/100 g로 나타내었다.

Flavonoid 함량 측정

Flavonoid 함량은 Jia 등의 방법[12]에 따라 측정하였다. 

0.1%(w/v) 시료 용액 0.25 ml에 1.25 ml의 정제수와 5% NaNO2 

용액 5 ml을 가하고, 5분 후 10% AlCl3･6H2O 0.15 ml를 잘 

혼합하고, 이 혼합 용액을 spectrophotometer의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함량은 표준 물질로서 (+)-cat-

echin hydrate을 일정 농도(20~200 μg/ml)로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작성한 표준 곡선으로부터 mg/100 g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미네랄 함량 측정

참당귀분말 및 발효참당귀분말의 미네랄 함량은 A. O. A. 

C. 분석방법[11]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즉, 건조 분말 1 g을 

정확히 취해 각 550℃ 회화로에서 3시간 회화 시킨 후 6 N 

HCl에 용해시켜 완전히 산분해시켜 수욕상에서 산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 건고물에 3 N HCl를 가하여 Adventec 110 mm 

2 여과지(Toyo 2A; Toyo Roshi, Tokyo, Japan)로 여과한 후 

원소 종류에 따라 각각 일정비율로 희석하여 원자 흡광 분광

광도계(Analyst 300, Perkin Elmer, Norwalk CT, USA)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함량 측정

참당귀 및 발효참당귀 건조 분말 20배에 해당하는 95% 에

탄올로 3시간씩 3회 환류 추출 한 다음 Sartorius minisart 0.45 

μm filter (Sartorius Stedim, Goettingen, Germany)로 여과 한 

후 진공농축기(Buchi Rotavapor R-215, Flawil, Switzerland)

로 농축하였다. 농축된 시료를 메탄올로 녹인 다음 Sarto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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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of total soluble solids and pH in aqueous ex-

tract of Angelica gigas fermented using  Saccharomyces 

cerevisiae 

Composition Total soluble solids (°Brix) pH

Angelica 

gigas

NF

F/0

F/3

1.00±0.00
a

1.50±0.02b

0.90±0.01a

5.18±0.00a

4.90±0.02b

6.22±0.01c

Values are mean ±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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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F : Angelica gigas

F/0 : Angelica gigas with Saccharomyces cerevisiae for 0 day

F/3 : Angelica gigas fermented by Saccharomyces cerevisiae for 3 

day

Minisart 0.2 μm filter로 여과시킨 후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메탄올에 녹인 시료는 HPLC (Agilent 1200, Agilent Technol-

ogies, USA)를 사용하여 칼럼은 Waters symmetry C18 col-

umn (4.5×250 mm, 5 μm), 온도 30℃, 이동상의 속도는 1 

ml/min, UV 파장은 340 nm, 분석 용매로 용매 A는 HPLC용 

water 및 용매 B로 HPLC용 acetonitrile, 분석조건은 Table 

4와 같이 분석하였다. 

DPPH에 의한 항산화 활성 측정

항산화 활성 측정은 Blois 등의 방법[2]에 따라 측정하였다. 

에탄올 100 ml에 DPPH 16 mg을 녹인 후 증류수 100 ml를 

혼합하여 Whatman filter paper NO. 2에 여과시켜 반응 용액

을 만들었다. 참당귀 추출물 1.00%의 농도 시료 용액 1 ml을 

취한 후 DPPH 반응 용액 5 ml을 넣어 잘 혼합한 후 암실에서 

30분간 반응시켜 spectrophotometer의 528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활성 비교를 위하여 항산화제로 많이 사용

되고 있는 합성 항산화제 BHT (butylated hydroxytoluene)를 

0.05% 농도로 첨가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DPPH 법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 계산법은 시료 첨

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차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 

  (1－
sample absorbance 528nm ) × 100
control absorbance 528nm

Tyrosinase inhibition 활성

Tyrosinase 활성은 Masamoto 등의 실험 방법[19]을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 In vitro mushroom tyrosinase 활성 저해 능력

을 측정하기 위하여 1.5 ml plastic cuvette에 2.5 mM 3,4-dihy-

droxyphenylalanine (L-DOPA) 0.3 ml, 시료 추출물 0.05 ml 

및 0.1 M 인산완충용액(pH 6.8)을 혼합하여 25℃에서 먼저 

반응시켰다. 여기에 1,380 units/ml mushroom tyrosinase 

(2,500 unit,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0.05 

ml를 넣은 후 25℃에서 2분간 반응시키면서 spectropho-

tometer의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대조

군은 시료가 들어있지 않는 시료 용해 용액을 사용하였고, 양

성대조군은 tyrosinase 저해제로 알려진 0.6 mM kojic acid를 

사용하였다. 이때 tyrosinase 활성 저해율(%)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Tyrosinase 활성 저해율(%) =100－
A-B

) ×100
A

- A는 시료가 들어있지 않은 반응액의 0.5~1분 사이의 흡광

도 차이

- B는 시료가 들어있는 반응액의 0.5~1분 사이의 흡광도 차이

Lipoxygenase inhibition 활성

Lipoxygenase inhibition 활성 측정은 corning flat 96well에 

시료 10 μl첨가 후 borate buffer 20 μl를 넣고 기질인 linoleic 

acid를 70 μl 첨가 후 효소를 넣기 전 흡광도 값을 측정한 뒤, 

효소인 lipoxygenase 10 μl 넣고 상온에서 10분간 반응한 후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흡광도는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

여 파장 2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 

indomethacin (Sigma, USA)을 0.05%(w/v)로 에탄올에 녹여

서 사용하였다.

통계처리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는 one-way ANOVA 검정에 의

한 평균치와 표준 오차(mean ± SE)로 표시하였고, 각 실험 

군 간의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나타

내었다[8].

결과  고찰

추출물 가용성 고형분(Soluble solid)  pH

본 연구에서 추출한 참당귀 및 발효참당귀 수용성 추출물의 

°Brix 및 pH의 변화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참당귀 및 발효

참당귀 수용성 추출물의 soluble solid 경우, NF군에서 1 °Brix, 

F/0군에서 1.5 °Brix로 발효균주가 첨가됨에 따라 조금의 증가

된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F/3군에서 0.9 °Brix로 발효가 됨에 

따라 오히려 당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효모가 참

당귀 내의 당 성분을 이용하여 증식함으로써 당 함량이 감소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3군의 pH는 6.22로 NF군 및 F/0

군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Sac-

charomyces cerevisiae는 항산화 방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을 생산하는데, 그 함량이 pH 6에서 최대치를 나타냈다는 

선행 연구결과[23]와 유사하게 NF군에 비해 F/3군에서 항산

화 활성 및 생리활성물질 함량이 증가했을 것으로 기대된다.

TLC (Thin-layer chromatography)  

Malto-oligosaccharides 표준 물질 G1~G7 (G1, Glucose; 

G2, Maltose; G3, Maltotriose; G4, Maltotetraose; G5, Ma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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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 aqueous extract of Angelica gigas fermented using Sac-

charomyces cerevisiae were chromatographed on thin-layer 

chromatography.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STD: Standard, malto-oligosaccharides (G1~G7). Sub-

strates: G1, Glucose; G2, Maltose; G3, Maltotriose G4, 

Maltotetraose G5, Maltopentaose G6, Maltohexaose G7: 

Maltohepaose.

Table 2. The concentration of total phenolic compounds and 

total flavonoids compounds in aqueous extract of 

Angelica gigas fermented using Saccharomyces cerevisiae

Composition

Total phenolic 

compounds concentration  

(mg/100 g)

Flavonoids 

concentration

 (mg/100 g)

Angelica

gigas

NF

F/0

F/3

67.66±3.61
a

60.71±1.64b

93.61±4.86c

8.43±0.13a

6.53±0.88b

9.46±0.35c

Values are mean ±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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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Table 3. Mineral concentrations of Angelica gigas fermented us-

ing Saccharomyces cerevisiae

Composition
Angelica gigas

NF F/0 F/3

K

Ca

Fe

Zn

Mn

Mg

Na

2.67±0.08
a

0.77±0.05a

0.43±0.01a

0.40±0.02a

0.39±0.01a

0.29±0.03a

0.16±0.04a

2.61±0.09b

0.76±0.02a

0.59±0.01b

0.32±0.04b

0.38±0.03a

0.29±0.03a

0.22±0.03b

3.51±0.09c

0.89±0.07b

0.56±0.04c

0.35±0.04c

0.49±0.03b

0.37±0.04b

0.29±0.05c

Values are mean ±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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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pentaose; G6, Maltohexaose; G7: Maltohepaose)를 기준으로 

참당귀 및 발효참당귀 분말 10% 수용액 추출물을 TLC plate에 

전개시킨 결과는 Fig. 1과 같다. NF군에서 진한 spot을 보인 

maltose (G2)가 발효 균주인 Saccharomyces cerevisiae 가 첨가됨

에 따라 F/0군에서 glucose (G1)으로 대부분 저분자의 당 형태

로 분해되었으며 발효 3일 차부터 단당 위치의 spot 또한 분해

되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malto-

triose (G3) 위치의 spot이 일부 생성되어 나타났는데, 이는 

Saccharomyces cerevisiae이 성장하면서 참당귀분말 내의 다당

을 먹이로 사용하며 발효시킴으로써 짧은 사슬의 당이 일부 

생성했다고 판단된다. 즉, 참당귀 분말에 발효 균주인 Sacchar-

omyces cerevisiae 로 발효시킨 발효 참당귀 분말(F/3군)이 비발

효 참당귀 분말(NF군)과 비교했을 때 짧은 사슬의 당 함량을 

증가 시킨다는 것을 입증 하였다.

총 폴리페놀  라보노이드 함량

폴리페놀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

산물[10]로써 flavonoid, catechin, tannin 류로 크게 구분되며, 

이 중 플라보노이드는 페닐기 2개가 C3 사슬을 매개하여 결합

한 형태로 C6-C3-C6의 탄소 골격 구조로 이루어져있다. Flav-

onol, flavanone, isoflavone, anthocyanidin가 속하는 천연 항

산화제인 플라보노이드는 폴리페놀류에 포함된다[20].

본 실험에서 사용한 참당귀 및 발효참당귀 수용성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참당귀 및 발효참당귀 수용성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각각 NF군에서 67.66 mg/100 g, F/0군에서 60.71 mg/ 

100 g에 비해 F/3군에서 93.61 mg/100 g으로 발효에 의해 

수치가 증가하였다. 또한 총 flavonoid 함량은 NF군에서 8.43 

mg/100 g, F/0군에서 6.53 mg/100 g이었던 것이 발효 후 F/3

군에서 9.46 mg/100 g 으로 증가하여 발효 참당귀 수용성 추

출물의 항산화 활성 증가는 발효에 의해 총 폴리페놀 화합물 

및 총 flavonoid 함량 증가에 기인하는 것을 시사하였다.

미네랄 함량

참당귀 및 발효참당귀 분말의 미네랄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미네랄 성분 조성 비율 측정결과, 전반적으로 

NF, F/0 및 F/3군 순으로 K가 각각 2.67, 2.61 및 3.51 ppm으로 

F/3군에서 가장 많은 함유량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Ca이 각각 

0.77, 0.76 및 0.89 ppm으로 함유되어 있었다. Fe는 각각 0.43, 

0.59 및 0.56 ppm, Zn은 각각 0.40, 0.32 및 0.35 ppm, Mn는 

각각 0.39, 0.38 및 0.49 ppm, Mg은 각각 0.29, 0.29 및 0.37 

ppm, 마지막으로 Na가 각각 0.16, 0.22 및 0.29 ppm 함유되어 

있었다. 국내산 참당귀분말의 미네랄 성분 비율은 K가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며[4], 본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하

게 참당귀분말에 비해 발효참당귀분말의 미네랄 중에 K와 Ca

의 함량이 다른 미네랄에 비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발효함

으로써 함량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상과 같이 당귀에 함유된 K, Ca, Fe, Zn 등은 필수 미네랄 

성분으로 영양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 하며[7], 피부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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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in aqueous extract of 

Angelica gigas fermented using Saccharomyces cerevisiae.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0.05%). Values are mean  

± S.E.,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Table 4. Solvent gradient condition for HPLC analysis

Time

 (min)

Flow rate

 (ml/min)

Solvent A

 (%)

Solvent B

 (%)

0

10

11

31

32

42

43

53

54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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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0

50

50

50

50

30

30

0

0

100

100

50

50

Table 5. Content analysis by HPLC chromatogram of decursin and decursinol angelate in Angelica gigas fermented using Saccharomyces 

cerevisiae

Strain Name RT Area (%) Height Amount (ppm)

NF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17.180 

17.513 

 8386522

 8720421

649528

515035

270.856

276.117

F/0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17.169 

17.500 

 9108256

 9552622

712636

563264

288.306

302.624

F/3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17.185 

17.517 

11593135

12459208

899058

709015

369.531

398.032

RT : Retention time.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측면에서도 벨런스 유지 및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중요한 요

인으로 작용함으로 기능성 소재로써의 가치를 한층 더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 

Decursin  decursinol angelate 함량

당귀의 주요 약리적 성분으로 decursin과 decursinol ange-

late이 잘 알려져 있으며[13], 이에 본 연구에서도 참당귀 뿌리

에 탄수화물(68.75%)이 많이 함유[28, 24]된 점을 감안하여 당

질 분해력이 높은 발효 균주인 Saccharomyces cerevisiae를 접종

하여 발효시킴으로써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의 함량

이 증가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본 실험에서 

참당귀 뿌리의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 분석한 결과 

각각 17.18분 및 17.51분대에 peak가 나타났으며(Table 4), 이

들의 함량은 NF군에서 각각 270.85 ppm 및 276.11 ppm, F/0

군에서 각각 288.30 ppm 및 302.62 ppm, F/3군에서 각각 

369.53 ppm 및 398.03 ppm 로서 발효 3일 후인 F/3군에서 

decursin과 decursinol angelate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참당귀 주요성분 중 decursin [31]은 면역기능 활성화, 항염, 

항산화 및 항암[17]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며, 본 연구에서 

Saccharomyces cerevisiae를 이용한 발효 참당귀 추출물에서 de-

cursin 함량이 증가한 경향을 보아 체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DPPH free radical에 의한 자공여활성

DPPH는 비교적 안정한 유리 라디칼로써, 천연 항산화제인 

ascorbic acid, tocopherol 및 방향족 아민류에 의해 환원반응

이 일어나 보라색이 노랗게 탈색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항산화 

활성을 판단한다[1]. 참당귀 및 발효 참당귀 수용성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정도에 의한 항산화 활성은 Fig. 2에 나타

내었다. 양성 대조구로 사용된 시판 합성 항산화제인 BHT 

0.05% 처리에 의해 90.26%로 높은 활성을 보였다. 참당귀 및 

발효 참당귀 수용성 1%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NF군에서 

41.89%, F/0군에서 39.51%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F/3군에서 60.26%으로 활성이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총 폴리페놀 화합물 및 flavonoid

가 항산화 활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판단했

을 때, 이전의 실험결과로 증가한 총 폴리페놀 화합물 및 fla-

vonoid 함량이 항산화 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27].

Tyrosinase 해 활성

Melanin은 머리카락, 피부 등 여러 부위에 존재하고,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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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hibition activity of tyrosinase in aqueous extract of 

Angelica gigas fermented using Saccharomyces cerevisiae. 

Albutin: 0.05%. Values are mean ± S.E.,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Fig. 4. Inhibition activity of lipoxygenase in aqueous extract of 

Angelica gigas fermented using Saccharomyces cerevisiae. 

Indomethacin: 0.05%. Values are mean ± S.E., n=3.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bbreviations are the same as in Table 1.

을 포함한 생물체[9]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색소 성분이다. 주

로 표피층의 melanocyte라는 색소세포 내의 melanosome에서 

합성되는데, tyrosine이 tyrosinase 효소에 의해 DOPA (3,4- 

dihydroxy-phenylalanine) 및 DOPA quinone으로 산화된 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구성아미노산 간의 중합 반응으로 합성된

다[32]. 이때 생성된 melanin은 피부의 색을 검게하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tyrosinase의 활성을 저해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이 미백효과를 증명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주

목받고 있다[14]. 

본 실험에서는 대조구로 사용한 albutin 500 μM에서 약 

60%의 저해효과를 나타낸 반면 참당귀 및 발효참당귀 수용성 

1%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활성은 NF군에서 9.13%, F/0군

에서 13.46%, F/3군에서 25.48%로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비발

효군보다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3). 이는 참당귀 

자체에 tyrosinase 저해활성을 내는 물질이 비교적 적은 수치

를 보였으나, 발효가 진행됨에 따라 약 2.5배 증가한 수치를 

확인하였으므로, 발효 균주인 Saccharomyces cerevisiae 와의 시

너지 상승효과로, 미백활성의 유효성분이 유리 되어 나타나는 

것이라 사료된다. 당귀는 한방 생약재로써 많이 사용되고 있

으며, 참당귀 수용성 추출물은 자체 미백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이를 발효 함으로써 tyrosinase 저해활성이 

증가하였고, 참당귀를 이용하여 향후 미백제 화장품 원료로 

사용될 때에 발효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고된 연

구[3]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참당귀를 미백

제 원료로 사용 시 발효를 통해 미백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된다.

Lipoxygenase 해 활성  

Lipoxygenase는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발현이 미비하지만, 

염증이 유발되면 leukotrienes 물질의 증가로 인해 활성을 나

타내는 것으로 보고된다[16]. 발효 균주인 Saccharomyces cer-

evisiae에 의해 발효한 참당귀 수용성 1% 추출물의 lipoxyge-

nase 저해 활성을 비교 검토한 수치는 Fig. 4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양성 대조군인 indomethacin 0.05% 처리에 의해 lip-

oxygenase 저해 활성은 89.58%로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NF 군에서 17.62%, F/0군에서 18.83%으로 미비한 수치를 나

타낸 데 반해, 발효 진행 후 F/3군에서 37.35%로 약 2배에 

높은 수치를 보였다. 따라서 한방 생약재 유래 항염증 기능성 

화장품 소재개발은 추출물 단독사용보다는 미생물 또는 균사

체로 발효시켜 사용함으로써 세포 독성 경감, lipoxygenase 

활성 저해, 멜라닌 생합성 억제 작용과 같은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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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유용 효모균주를 이용한 발효참당귀분말 추출물의 이화학  특성  생리활성 효과

심소연1․박우상1․신 승1․옥  민2․조 수1․안희 1*

(1동아대학교 생명공학과, 2㈜오케이바이오랩)

본 연구는 Saccharomyces cerevisiae를 이용하여 발효한 참당귀 분말을 수용성 용매에 추출하여 이화학적 특성 

및 생리활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당도 및 pH를 확인한 결과, NF군 1 °Brix에 비해 F/3군 0.9 °Brix로 발효가 됨에 

따라 당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F/3군의 pH는 NF군 및 F/0군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Thin-layer chromatography 실험결과, F/3군이 NF군에 비해 대부분 저분자의 당 형태로 분해된 것을 확인하였

다. 총 폴리페놀 함량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참당귀 분말 추출물에 비해 발효 참당귀 분말 추출물에서 전반적으

로 함량이 증가하였다. 미네랄 중 K 및 Ca 함량은 F/3군, F/0군 및 NF군 순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Decursin 및 decursinol angelate 함량은 NF군보다 F/3군에서 더 높은 함량을 나타냈다. 참당귀 및 발효 참당귀 

수용성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NF군 41.89%, F/0군 39.51%, F/3군에서 60.26%으로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미백 및 항염증 효능 실험결과, 참당귀 분말 추출물에 비해 발효 참당귀 분말 추출물에서 효능이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한방 생약재 중 참당귀를 유용 미생물로 발효시켜 사용함으로써 항산화능, 생리활

성물질, 미백효능 및 항염증 효과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어 향후 화장품 개발을 위한 소재로써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