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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용으로 이용되는 청정

지역의 산채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으며, 독특한 향과 

맛을 나타내는 산채에 함유되어 있는 기능성 성분들의 생리

활성이 밝혀지고 있으며 새롭게 식품 및 약리학적 가치가 부

각되고 있다. 소비자의 소비패턴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패

턴으로 변화하고 산채의 기능적 특성이 알려지면서 고소득 

작목으로 인식되면서, 식품산업이 친환경적으로 급속히 성

장함에 따라 산채 또한 여러 가지 특징을 겸비한 식품으로 

알려지고 있다(Hwang 등 2014). 대사증후군, 즉 비만, 당뇨, 
고지혈증, 관련 질환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질병을 개선하고자 하는 연구들이들이 지속되고 있다(Miquel 

등 1989). 만성질환인 대사증후군은 단기적으로 의약품에 의

한 치료보다는 예방의학적 관리가 중요하며 이에 따라 친환

경적인 소재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다(You 등 2010; Han 등 2019). 고려엉겅퀴라고

도 불리우는 곤드레(Cirsium setidens)는 해발 700 m 이상의 

고지에서 자생하는 국화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요리에 사용

되는 식재료로 한방에서 여러 증상 즉, 고혈압, 부종 등에 사

용되어 왔다(Lee 등 2002). 곤드레의 잎에는 높은 탄수화물의 

함량과 필수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칼륨 등 무기질이 함

유되어 있다(Lee 등 2006). 뿐만 아니라, 플라보노이드의 일

종인 pectolinarin(Park 등 2020)을 비롯하여 luteolin, hispidulin, 
apigenin 등 여러 종류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Thao 등 2011), 기능적인 특성의 활성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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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Ahn 등 2014; Chung 등 2016; Lee 등 2016). Noh 
등(2013)은 간 지방축적의 억제에 고려엉겅퀴가 효과가 있다

고 보고하였다. 곤드레의 여러가지 기능적 활성이 알려지면

서 기능성식품 소재로의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Lee 등 2017). 
유용물질의 추출이 용이하고, 색이나 향기 등의 파괴를 줄이

는 소재의 미세분말은 물질 표면적을 최대화하여 용해도를 

높여 식품 및 바이오산업에서 활용도가 증진되는 장점을 가

지고 있으며, 분말의 분쇄 중 저온을 유지함으로써 색감과 

향기를 최대한 유지시켜 주는 장점이 있어 미세 분말을 활용

한 음료의 경우, 목 넘김, 복용 편이성, 건강기능성이 강조됨

으로써 판매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Park 등 1996). 미
세 분말화 기술 개발은 용해도 증진을 통해 체내 흡수율을 

높이는 기능성 식품소재나 식의약 소재 등 고부가가치 소재

로의 전환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Kim 등 2002a; Jung 
& Lee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분급 곤드레 미세분말의 건강

기능식품 소재화시 기초를 제공하고자 pectolinarin 함량분석

과 이에 따른 곤드레 미세분말의 항산화, 총 플라보노이드 

및 총페놀 함량 및 항비만 활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이용한 건조 곤드레 원료는 ㈜정선약초백화점

(Jeongseon, Korea)으로부터 구입하였다. 건조 곤드레를 미세

분쇄/분급 처리하기 전, 분쇄 효율을 높이고자 MS-200 분쇄

기(Myeongseong Co. Ltd, Chengju, Korea)를 사용하여 조분쇄 

한 후 열풍건조기로 60℃에서 8시간 재건조를 실시하였다. 
건조된 조분쇄물은 Soro-100N 미세분쇄/분급기(Sorobio Co. 
Ltd, Jeonju, Korea)를 이용하여 3,500 RPM으로 곤드레 미세

분쇄/분급(시료투입량 10 kg/hr)을 실시하여 pectolinarin 고함

유 곤드레 분말을 제조하였다. 조분쇄된 곤드레 시료 투입량

(7.5 kg) 대비 곤드레 분말의 회수량은 1.7 kg(22.7%)으로 나

타났다.
DPPH(2,2-Diphenyl-1-picrylhydrazyl), AAPH(2,2'-azobis(2-me-

thylpropionamidine),dihydrochloride), trifluoroacetic acid, NAC(N- 
acetyl-L-cysteine), insulin, dexamethasone, 3-isobutyl-1-methyl-
xanthine, nitroblue tetrazolium, Oil Red O, isopropanol 등은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pectolinarin은 Carbosynth(Compton, Berkshire, UK)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Acetonitrile은 J.T. Baker(Phillipsburg, NJ, 
USA)에서, DMSO(dimethyl sulfoxide)는 Junsei Chemical(Tokyo,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DMEM, bovine serum, fetal 
bovine serum, penicillinstreptomycin, phosphate-buffered saline 

및 trypsin-EDTA는 Gibco(Gaithersburg, MD, USA)로부터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2. Pectolinarin 분석
곤드레 미세분말의 pectolinarin 분석은 Oh 등(2015)의 방법

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한 조건은 Table 1과 같으

며 분석용 column은 Capcell Pak C18(4.6 mm×250 mm, 5.0 μm, 
Shiseido Co., Tokyo, Japan)을 사용하였다.

 
3.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페놀 및 총 플라보이드 함량은 Kim 등(2011)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곤드레 시료액

과 Follin-Ciocalteau's phenol regent(2%) 및 10% Na2CO3를 

1:1:1의 비율로 혼합한 후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750 nm에

서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
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고 gallic acid의 표준곡선을 이

용하여 총 페놀 함량을 구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 곤드레 시료액 0.5 mL에 95% ethanol 1.5 mL, 10% 
aluminum nitrate 0.1 mL, 1 M potassium acetate 0.1 mL, 증류수 

2.8 m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30일 동안 반응시킨 후 micro-
plate reader로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rutin 표준곡선

을 이용하여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다.

4. DPPH radical 소거활성 평가
DPPH radical 소거능은 전자 전달에 의한 항산화활성을 측

Analytical condition
Column temp. 40℃
HPLC Waters 2695 HPLC system
Detector Waters 996 PDA Detector (340 nm)

Column Shiseido Capcell Pak C18 UG 120
(4.6×250 mm, 5.0 μm)

Mobile phase

Time (min) A1) B2)

0 70 30
6 70 30
11 53 47
22 53 47
25 70 30
30 70 30

Injection vol. 10 μL
Flow rate 1.0 mL/min
1) 0.05% trifluoracetic acid in DDW.
2) 0.05% trifluoracetic acid in acetonitrile.

Table 1. HPLC condition for analysis of pectolin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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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방법으로, 방향족 화합물, 방향족 아민류에 의해 전

자나 수소를 받아 환원되어 안정한 분자를 형성하게 될 때, 
보라색이 탈색되어지는 원리를 이용하여 다양한 천연소재로

부터 항산화물질을 탐색하기 위해 많이 이용되고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항산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시료 

200 μL와 0.4 mM DPPH 시약 800 μL를 혼합하여 10분간 어

두운 곳에서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Kim 등 2002b). 다음 식에 의해 시료의 DPPH radical 소거능

을 구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 =  ×
5. ABTS radical 소거활성 평가
ABTS 라디칼을 이용한 항산화능의 측정은 샘플 내의 항

산화 물질에 의해 ABTS free 라디칼이 제거되어 청록색이 탈

색되는 원리이다(Cho 등 2013). 7 mM ABTS와 2.45 mM pota-
ssium persulfate 용액을 16시간 동안 암소에서 반응시키고 

radical을 발생 후 96-well microplate에 시료 10 μL와 ABTS 용
액 290 μL를 가해 혼합한 후 6분간 어두운 곳에서 반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구하고 소거활성을 계산하였다(Re 
등 1999). 다음 식에 의해 시료의 ABTS radical 소거능을 구하

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  ×
6. FRAP assay
FRAP 활성 측정은 전자 공여능을 측정하지 않고 산화 및 

환원 반응을 측정방법으로 항산화 물질이 노란색 계열의 Fe
(Ⅲ)-TPTZ를 푸른색 계열의 Fe(Ⅱ)-TPTZ로 환원시키는 원리

를 이용한 방법(Student 등 1980)으로 acetate buffer(pH 3.6, 300 
mM):TPTZ(10 mM)․FeCl3․6H2O(20 mM)를 각각 제조하여 

10:1:1의 비율로 섞어 FRAP 용액을 제조하였다. 시료 50 μL, 1.5 
mL의 FRAP 및 150 μL의 증류수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10 min 
동안 보관 후, 593 nm에서 흡광도를 구하였다(Benzie & Stranin 
1996).

7. Reducing power
Reducing power activity는 시료 0.1 mL, sodium phosphate 

buffer(0.2 M) 0.5 mL, potassium ferricyanide(1%) 0.5 mL를 혼

합한 후 20분간 50℃에서 반응시키고 trichloroacetic acid 
(10%) 0.5 mL를 가한 후 10분간 원심 분리(12,000 rpm)한 후, 
0.5 mL의 상등액에 증류수 0.5 mL, iron(III) chloride(0.1%) 0.1 

mL를 가하여 1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키고 700 nm에서 micro-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고(Cho 등 2011), 구
한 값을 이용하여 환원력을 비교하였다.

8. 세포독성평가(XTT assay)
3T3-L1 지방세포에 대한 시료의 세포 독성평가는 Kim 등

(2011a)의 방법에 따라 XTT assay Kit(WelGene, Seoul, Korea)
로 측정하였으며 분화 6일이 되었을 때 XTT assay를 진행하

였다. 1 mL의 XTT reagent와 20 μL PMS reagent를 혼합하여 

working solution을 준비하고, 피펫으로 96-well medium 부피의 

20% 되는 양을 well에 가한 후 흔들어 혼합해 주었다. 37℃의 

CO2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microplate reader(Spectramax i3,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사용하여 450 nm 
흡광도 값에서 690 nm의 흡광도 값을 뺀 결과 값으로 세포 

독성을 계산하였다. 

9. Oil Red O staining을 통한 지방축적량
지방축적량을 측정하고자 지방 세포에 곤드레 시료를 처

리하여 분화된 3T3-L1 세포에 500 μL의 formalin 용액(10%)
을 가하여 상온에서 5분 동안 방치하고 제거한 후, 같은 양의 

formalin 용액으로 분화된 3T3-L1 세포를 상온에서 1시간 이

상 방치하여 고정시킨 후 isopropanol 용액(60%) 500 μL로 세

척하고 세포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만들어 놓은 Oil Red O 
(ORO:증류수=6:4) 용액으로 세포 내 축적된 지방성분들을 염

색하였다. 증류수를 이용하여 세포를 세척한 후, isopropanol
을 이용하여 지방 성분과 결합한 ORO를 용출시키고 490 nm
에서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10. NBT assay를 이용한 ROS 함량 측정
ROS 생성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멸균 PBS(phosphate buffer 

saline, pH 7.4)로 세포 배양액을 세척하고 NBT 용액(0.2%) 
200 μL를 첨가하여 90분간 CO2 배양기에서 반응시키고 

DMSO:1 N KOH=7:3의 비율로 혼합한 KOH 용액을 사용하

여 formazan을 용출시키고 같은 양의 증류수를 가하여 섞어

준 후 570 nm에서 microplate reader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11. Western blot 분석
100 ø plate에서 배양한 3T3-L1 세포에 곤드레 시료를 처리

하여 지방세포 분화시킨 후, 세포를 cell lysis buffer(0.1% SDS, 
1 mM pepstatin, 150 mM sodium chloride, 50 mM Tris-HCl, 
0.25% sodium deoxycholate, 1% NP-40, 1 mM phenylmethane 
sulfonyl fluoride)에 용해시켜 4℃에서 30분 동안 처리하였다. 
이후 12,000×g에 20분간 원심분리 하고 얻은 세포용출액은 

Bradford protein assay kit(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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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USA)을 이용하여 단백질 농도를 결정하였다. 30 μg의 세

포용출액을 10% SDS-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PAGE)
에서 전기영동 후 단백질을 전기적으로 polyvinylidene difluo-
ride membrane(Immun-Blot PVDF membrane, 0.2 μM; Bio-Rad 
Laboratories, Inc.)으로 전이시켰다. 비특이적 결합을 억제하

기 위하여 5% skim milk 또는 3% bovine serum albumin을 함

유한 Tris-buffered saline을 이용하였으며, 목적 단백질에 대

한 1차 항체 및 2차 항체를 처리 후 Super-Signal West Pico 
Chemiluminescence(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목적단백질을 검출하였다. Western blot의 

band는 Chemi Doc image software 5.2.1(Bio-Rad Laboratories, 
Inc.)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12.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실험을 통해 평균±표준편차로 나타

내었으며, 실험 결과 값은 SAS version 9.4(SAS institute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One-way ANOVA 
검정을 통해 유의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Duncan의 다중범

위 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항산화 성분과 항산화 활성의 상관성 

분석은 Pearson correlation을 수행하여 p<0.05, p<0.01, p<0.001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고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곤드레 미세분말의 pectolinarin 함량,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식물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고 잘 알려진 플라보노이드는 

황색의 물질로 항산화활성 및 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물질이

다. 플라보노이드는 항비만, 항염증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

니라 분화억제 및 항산화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Hsu & 
Yen 2007). 곤드레 미세 분말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

량을 분석한 결과(Table 2), 곤드레 미세분말의 pectolinarin 함

량, 총 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10.95±0.15 
mg/g, 12.92±0.18 mg GAE/g 및 26.47±0.77mg RE/g으로 나타

났다. Lee 등(2015)의 연구에 의하면 곤드레 나물을 90℃에서 

4시간 동안 열수추출하여 제조한 곤드레 열수 추출물에는 

pectolinarin 함량이 약 2.81±0.01 mg/g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

고하여 본 연구에서 미세분말화한 곤드레 시료의 pectolinarin
의 함량이 약 3.89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곤드레 미세분말의 항산화능 측정
비타민 C 와 E 등에 의해 환원되어 보라색이 탈색되어지

는 원리로 천연소재로부터 항산화 물질을 탐색하는데 사용

되고 있는 DPPH radical은 비교적 간단하게 짧은 시간 내에 

항산화능력을 측정할 수 있어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Que 등 2006). 곤드레 미세분말의 DPPH radical 측정 결과는 

Fig. 1A와 같다. 곤드레 미세분말의 1.25, 2.5 및 5.0 mg/mL 농
도에서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각각 18.35±3.3, 44.17±0.4 및 

91.03±0.5%로 곤드레 미세분말의 농도의 증가에 따라 DPPH 
radical 소거활성도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 곤드레 미세

분말의 FRAP 항산화 활성 결과는 Fig. 1B와 같이 곤드레 미세

분말 1.25, 2.5 및 5.0 mg/mL의 농도에서 FRAP 활성은 각각 

0.190, 0.276 및 0.444로 나타났다. 700 nm에서 Fe3+ 혼합물이 

수소를 공여하여 유리라디칼을 안정화시켜 Fe2+로 전환하는 

환원력을 흡광도로 나타낸 환원력의 결과는 Fig. 1C와 같이 

곤드레 미세분말 1.25, 2.5 및 5.0 mg/mL의 농도에서의 환원

력은 0.22, 0.25와 0.27로 나타내 유의적인 증가를 보여주었

다. ABTS법은 양이온 라디칼을 소거하는 특징을 나타내며, 
기질과 반응물과의 결합 정도 차이에 따라 라디칼의 소거 능

력을 나타낸다(Li 등 2007). ABTS radical 소거활성 결과는 

Fig. 1D에 나타내었다. 곤드레 미세분말 1.25, 2.5 및 5.0 
mg/mL의 농도에서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각각 27.56, 
38.73 및 57.59%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Prior 등(1998)의 결과와 비슷한 지표성분 함량과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에 따라 항산화능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미세분말 곤드레의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에 의한 것으로 판

단된다. 항산화능을 평가하는 네 종류의 실험에서 곤드레 미

세분말은, 농도에 따라 항산화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항산화 작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항산화 성분과 항산화 활성의 상관관계 분석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는 in vitro 방법은 기전에 따라 크게 

5가지 유형으로 금속이온 킬레이팅, 수소공여기전, 항산화성 

효소기전, 산소 소거기전 및 일중항산소 제거기전 등으로 나

눌 수 있다(Yang 등 2011; Lee 등 2012). 본 연구에서는 농도

별 곤드레 미세분말 추출물의 항산화 성분(총 페놀 및 플라

Sample Pectolinarin
(mg/g)

Total phenol
(mg GAE1)/g)

Total flavonoid
(mg RE2)/g)

Control 4.24±0.02b 11.35±0.18b 18.31±0.18b

FPC 10.95±0.15a 12.92±0.18a 26.47±0.77a

1) GAE: gallic acid equivalent.
2) RE: rutin equivalent.
a,b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Table 2. Pectolinarin, total 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of FPC (Cirsium setidens Nakai fin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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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노이드 함량)과 항산화 활성(DPPH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 FRAP 활성, reducing power)을 평가하였으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항산화 성분과 항산화 활성에 대한 상

관관계를 비교하여 R2 값으로 나타내었다(Table 3). 그 결과 

모든 항산화 활성실험 값이 항산화 성분에 대하여 1에 가까

운 R2 값을 타나내어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가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활성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 결과로 보아 곤드레 미세분말 추출물은 라디칼 소거능 및 

산화․환원작용을 통하여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사

료되며, 천연 항산화 소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 FRAP value (b) and reducing power (c),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d) of FPC (Cirsium setidens Nakai fine powder).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of quadraplicate determinations, n=3.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one-way ANOVA (p<0.05).

Parameter DPPH ABTS FRAP Reducing power TPC1) TFC2)

DPPH 1.000
ABTS 0.998** 1.000
FRAP 0.999** 0.999** 1.000

Reducing power 0.978** 0.981** 0.975** 1.000
TPC1) 0.998** 0.999** 0.999** 0.976** 1.000
TFC2) 0.997** 0.998** 0.999** 0.976** 1.000** 1.000

1) Total phenolic content. 
2) Total flavonoid content.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are significant at the 0.01 level.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 among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antioxidant compounds of Cirsium setidens Nakai 
fin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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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곤드레 미세분말의 세포독성
분화 유도기간 동안 3T3-L1 전구지방세포에 곤드레 미세

분말의 세포독성에 대한 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다. 곤드레 

미세분말의 25~500 μg/mL 농도에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

았으며, 현미경 상에서의 형태학적인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

다.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경우에도 100~200 μg/mL의 농도에서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

았다. 국내 산림자원 5종 추출물에 대한 세포독성을 연구한 

Choi 등(2017)의 결과에서도 지방전구 세포에 농도별로 처리 

결과, 세포 내 독성을 보이지 않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곤드레 미세분말의 세포 보호 효

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50~500 μg/mL 농도로 실험을 하였다.

5. 3T3-L1 세포내지방축적및 ROS 생성에대한곤드레
미세분말의 효과

Fig. 3은 3T3-L1 세포에 곤드레 미세분말을 농도별로 분화

유도배지와 함께 처리하면서 adipocyte로 분화를 유도시키고 

Oil red O를 통해 중성지방의 양을 측정한 결과이다. 처리농

도는 Do 등(2012)의 연구에서 3T3-L1 지방세포에 늙은 호박

(Cucubita moschata Duch)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를 보기 위한 

추출물의 농도를 0.5-5 mg/mL로 설정한 것과 Yoon 등(2012)
의 연구서 쓴메밀 및 단메밀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및 지

방세포 분화 억제 효과를 보기위한 시료의 농도를 50-400 μ
g/mL로 설정한 것을 참고로 하여 곤드레 미세분말 추출물을 

25~5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한 군에서 101.22±4.57, 97.68± 
8.88, 81.61±8.47, 76.09±1,033 및 45.17±7.08%로 지방세포 분

화과정에서 지방 축적이 감소하였으며, 500 μg/mL의 농도에

서 지방생성량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약 45% 가량 감소한 결

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가르시나아 캄

보지아 추출물의 200 μg/mL에서의 지방축적 억제효과와 곤드

레 미세분말 500 μg/mL의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NBT assay의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다. ROS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T3-L1 분화 과정 중, 50~500 μg/mL의 

Fig. 2. Effects of FPC (Cirsium setidens Nakai fine powder) 
on cell viability in 3T3-L1 adipocytes.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f 3 independent in triplicat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on the same kind of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3. Effects of FPC (Cirsium setidens Nakai fine powder) 
on lipid accumulation in 3T3-L1 adipocytes.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f 3 independent in triplicat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on the same kind of bars are signi-
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4. Effects of FPC (Cirsium setidens Nakai fine powder) 
on ROS production in 3T3-L1 adipocytes. Results are pre-
sented as the mean±S.D. of 3 independent in triplicate.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on the same kind of bars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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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별로 곤드레 미세분말 시료를 처리하여 분화 유도를 행

하였으며, 생성된 ROS를 NBT assay로 평가하였다. 곤드레 

미세분말을 처리한 실험군에서 ROS 생성이 억제되었으며 

500 μg/mL에서 대조군에 비해 ROS의 생성이 약 63% 정도 

억제되었다. 이 결과는 Kim 등(2011b)에 의해 보고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Choi & Kim(2014)의 연구 결과

와도 유사함을 나타내었다.

6. 3T3-L1 세포내 주요 바이오마커 변화에 미치는 곤드
레 미세분말의 효과

지방세포 분화 시 곤드레 미세분말 처리에 따른 주요 바이

오마커 분석을 위하여 지방세포 합성과 관련된 바이오마커로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γ(PPARγ), CCAAT- 
enhancer-binding proteins α(C/EBPα), adipocyte Protein 2(aP2)
를, 에너지 대사 조절 바이오바커는 AMP activated protein 
kinase(AMPK), 지방 분해 촉진 바이오마커로 hormone sensitive 
lipase(HSL)를 측정하였다. 곤드레 미세분말은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인 PPARγ, 및 C/EBPα, aP2의 단백질 발현

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Fig. 5). 또한, 지방

세포화 인자의 발현을 억제시키는 AMPK의 인산화형태인 

phospho-AMPK의 발현은 곤드레 분말 처리군에서 증가하였

다. 뿐만 아니라 호르몬 민감성 지방분해효소(hormone sensi-

             

Fig. 6. Effects of FPC (Cirsium setidens Nakai fine powder) on the expression levels of p-AMPK and p-HSL proteins 
in 3T3-L1 adipocytes. All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D. Bars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at p<0.05 by one-way ANOVA.

          

Fig. 5. Effects of FPC (Cirsium setidens Nakai fine powder) on the expression levels of adipocyte-specific transcription 
factors in 3T3-L1 adipocytes. All values are presented as the mean±S.D. Bars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at p<0.05 by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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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ve lipase)는 곤드레 미세 분말 처리시 단백질의 발현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Fig. 6). C57BL/6J 마우스 

모델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곤드레 주정추출물의 항비만 활

성을 평가한 Cho 등(2017)의 연구와 비교해 볼 때, 곤드레 미

세분말의 항비만 활성은 AMPK의 인산화로부터 adipogenic 
gene의 발현 조절을 통해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미세분쇄/분급을 통한 곤드레 미세분말의 식품

산업에 활용 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곤드레 미세분말의 

지표물질과 항산화 및 항비만 효능평가를 실시하였다. Pecto-
linarin 고함유 곤드레 분말 제조조건은 3,500 rpm 이상으로 

10 kg/hr의 조건으로 곤드레 미세분쇄/분급을 실시한 시료의 

pectolinarin 함량,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0.95± 
0.15 mg/g, 12.92±0.18 mg GAE/g 및 26.47±0.77mg RE/g이었

고 DPPH radical, FRAP, 환원당, ABTS radical 등의 항산화능

력은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내어 항산화에 효과가 있음

을 알 수 있었다. 곤드레 미세분말은 25~5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곤드레 미세

분말을 처리한 지방세포는 지방축적량과 ROS 생성량 모두 

억제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미세분쇄/분급을 통한 곤드레 

미세분말은 대사증후군 개선을 위한 건강기능소재로서의 가

능성이 기대되며, 다양한 식품 및 건강기능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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