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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유산균에 의한 감국 추출물(CIL)의 항산화능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64%, 80% ethanol 로 추출한 농도별 

CIL를 발효시켜 total phenolic contents (TPC), flavonoid,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reducing power (RP), linoleic acid 자동산화 저해활성의 변화를 확인해 보았다. TPC의 경우 3109, 3237에서 

증가하였으며, flavonoid에서는 모든 균주에서 감소를 나타냈다. DPPH 측정에서는 64% CIL 발효 후 3074, 

3109에서 증가하였으며, 80% CIL 발효에서는 모든 균주가 증가를 나타냈다. RP측정에서는 64%, 80% CIL에서 

모든 균주에서 증가를 보였으며, linoleic acid 자동산화 저해활성에서는 모든 균주에서 감소를 나타냈다. 특히 

3109 항산화능을 평가하는 DPPH와 RP 측정에서 다른 균주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게 측정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4종의 유산균 중에서 3109가 발효과정을 통해서 CIL의 항산화 효능을 효과적으로 증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감국, 발효, DPPH, 환원력, Lactobacillus casei KCTC 3109

Abstract  The antioxidant activity of Chrysanthemum indicum L. extract (CIL) was investigated by 

fermenting lactic acid bacteria with the CIL from 64% and 80% ethanol extraction and measuring 

the total phenolic contents (TPC), flavonoid,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reducing power 

(RP), and linoleic acid auto-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CIL was confirmed to inhibit bacterial 

auto-oxidation. TPC was increased in strains 3109 and 3237, while flavonoid decreased in all 

strains. DPPH was increased in strains 3074 and 3109 fermented with 64% CIL and all the strains 

with 80% CIL. RP was increased and linoleic acid auto-oxidation inhibitory activity decreased in 

all the strains fermented with 64% or 80% CIL. Among the 4 strains, strain 3109 had the highest 

DPPH and RP; thus, it was most effective in increasing CIL’s antioxidant efficacy through the 

fermen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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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식품은 생물이 생존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식

품을 섭취함으로써 대사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다. 한편 삶의 질의 상승, 교육수준의 향상, 환경에 대

한 관심 증가로 인해 건강을 위한 조건으로서 식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1]. 그러나 식단의 서구화 및 간

편화에 의해 전통발효식품은 접하기 힘든 메뉴가 되며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관심 및 시장은 감소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발효식품이 면역, 비만, 항산화, 미백 등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미디어 노출에 의해 

다시금 발효식품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다[2].

발효는 식품의 맛, 보존성, 영양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식품에 미생물을 배양시키는 방법이다[3,4]. 과거 발효

는 식품, 주류, 음료 등을 발효하는데 한정적으로 사용

되었으며 우연성에 의존하였으나, 현재 발효는 균주 및 

발효 조건, 유전 정보 등을 조작하여 체계적 예상 및 조

절이 가능하게 되었다[5]. 대표적으로 식품 발효에 사용

되는 미생물은 유산균과 고초균, 효모, 곰팡이 등이 있

다[6]. 다양한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연구 결과, 발효과

정은 다당류, 단백질, 배당체, 지방 등을 분해하여 단당

류, 아미노산, 비배당체, 지방산 혹은 이들의 중간체 등

의 다양한 발효 산물을 얻을 수 있고, 이들의 시너지 작

용으로 생리활성 효능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밝혀졌다

[7,8]. 

유산균은 발효 과정에서 젖산 및 여러 대사산물을 

생산하는 미생물이다. 젖산을 생산하여, 식품의 pH를 

낮춤으로서 식품의 보존성을 높이며, 신맛을 내는 음료

의 생산 등 식품으로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져 왔다. 이

로 인해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에서는 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로서 

인정받고 있다. 최근에는 유산균의 섭취가 장내 유해균

을 억제시켜,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한다는 것이 알

려지면서 유산균 중 이러한 특징이 높은 probiotics 균

주에 대한 연구와 응용이 증가되고 있다[9]. 한편, β

-glucosidase 활성을 가지는 대표적인 유산균인 

Lactobacillius sp.는 여러 식물 배당체의 장내가수분

해를 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10,11].

암, 당뇨, 비만과 노화 등은 산화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 산화 스트레스의 활성산소와 free radical은 세

포에서 산화를 유발한다. 특히, 다량의 free radical 형

성은 세포 단백질, 세포의 DNA 등을 산화시키고, 

nuclear factor-kappa B (NF-κB), hypoxia- 

nducible factor–1 (HIF-1α) 등의 세포 신호와 전사 

경로를 매개하는 염증성 interleukins, cytokines 등의 

인자를 방출하여 염증 세포를 유발한다. 이런 인자를 해

소하려면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등과 같은 

천연 항산화 효소 및 항산화능이 뛰어난 천연작물을 통

해 보충함으로써 이를 해소할 수 있다[12,13].

감국(Chrysanthemum indicum L.)은 국화과의 여

러해살이풀로 동아시아 지역의 양지에서 자란다. 감국

차는 감기 예방, 두통, 장염, 변비, 관상동맥, 심장 질환 

및 고혈압 치료를 위해 한약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감국에 포함된 페놀성 화합물에는 chlorogenic acid, 

luteoloside, 3,5-dicaffeoylquinic acid, luteolin, 

apigenin 및 quercetin을 포함한 일부 flavonoid가 

존재한다[14,15]. 이 중 chlorogenic acid와 luteoloside

는 발효과정을 통해 분해되어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chlorogenic acid는 caffeic acid와 

quinic acid가 ester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

나 동량의 caffeic acid에 비해 약한 항산화능을 나타

낸다[16]. 한편 luteoloside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genistin, daidzin과 같은 배당체 isoflavone이 발효

를 통해 비배당체로 전환되며 항산화능이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화의 일종인 감국을 발효하

여 감국 발효 시 최적의 항산화 활성 증대를 유도하는 

유산균을 선별해 건강식품 원료로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감국의 추출 및 저항성 유산균 선별

감국은 서울 경동시장 내에서 구입해 시료로 사용하

였으며, 유산균은 생물자원센터(KCTC, Korea)에서 분

양 받았다. 상온에서 48 hr 동안 감국 200 g을 64%, 

80% ethanol 1,000 mL에서 각 추출하였다. 감국 추

출물(CIL)의 항균작용에 대해 내성을 가진 유산균을 분

리하기 위해 감국 유산균 배지를 제조하여 균의 생장을 

확인하였다. 1차선별을 위해 80% CIL 400 mL/L, 

glucose 20 g/L, soy peptone 20 g/L, yeast extract 

10 g/L, agar 20 g/L 농도로 고체배지를 만들었다. 2

차선별을 위해 80% CIL 50 mL/L, glucose 20 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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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y peptone 20 g/L, yeast extract 10 g/L 농도로 

액체배지를 만들었다. 최종적으로 선별된 균주는 선행

연구[18]와 동일하게 Table 1과 같이 선별되었다.

Table 1. List of lactic acid bacteria

Name KCTC No.

Lactobacillus paracasei subsp. tolerans 3074

Lactobacillus casei 3109

Lactococcus lactis subsp. lactis 3115

Lactobacillus rhamnosus 3237

2.2 유산균 배양 특성

유산균 배양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장률 측정, 

colony-forming unit (CFU)측정, 환원당 정량, 유기

산 정량, pH정량을 실시하였다. 성장률 측정을 위해 

80% CIL 50 mL/L, glucose 20 g/L, soy peptone 

20 g/L, yeast extract 10 g/L 농도로 액체배지를 만

들었다. 만들어진 액체배지에 유산균 전 배양액을 O.D 

3.0 기준으로 10% 농도로 접종한 뒤 4일간 배양하였다. 

그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Ultrospec 

3100 pro, GE healthcare, USA)로 60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여 감국 유산균 배지에서 유산균의 생장

속도를 측정하였다. 

CFU는 생장속도 측정과 같은 방식으로 배양된 각 

균주 감국 발효물을 증류수로 다단 희석을 통해 희석하

여 MRS agar에 도말 후 CFU를 측정하였다. 환원당 

정량은 3,5-dinitrosalicylic acid (DNS) reagent와 

glucose 용액을 사용하였다. Standard curve를 만들

기 위해 glucose 용액을 다양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

하였다. 2 mL의 DNS reagent가 담긴 test tube에 감

국 발효물이나 glucose 용액을 2 mL을 첨가한 뒤, 끓

는 물에 약 10 min 간 중탕하였다. 중탕이 끝나면 바

로 찬물에 옮겨 냉각한 뒤 575 nm의 파장에서 흡광도

(Ultrospec 3100 pro, GE healthcare, USA)를 측정

하였다.

pH 측정 및 유기산 정량은 pH meter로 감국 발효

물의 pH를 측정하였으며, 0.1 N NaOH 용액으로 감국 

발효물의 pH가 중성이 될 때까지 NaOH 용액을 첨가

한 뒤 첨가한 용액을 바탕으로 유기산의 양을 계산하였

다. 균주 별 감국 발효물은 KCTC 번호로 표시하였다.

2.3 Total phenolic contents 함량 측정

Total phenolic contents (TPC) 함량은 Dewanto

의 방법[19]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 0.2 mL

에 Folin-Ciocalteau reagent (Sigma-Aldrich, USA)

0.1 mL를 넣은 뒤 5 min간 안정화 후, 20% sodium 

carbonate (Junsei, Japan) 0.6 mL를 가하였다. 15 

min 후 증류수 9 mL를 넣어 혼합한 뒤 UV/Visible 

spectrophotometer (Ultrospec 3100 pro, GE 

healthcare, USA)로 725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TPC 함량은 gallic acid (Sigma-ldrich, USA)

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여 농도를 나타냈다. 

2.4 Flavonoid 함량 측정

Flavonoid 함량은 Moreno의 방법[20]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 0.5 mL에 10% aluminum nitrate 

0.1 mL, 1 M potassium acetate 0.1 mL, 80% 

ethanol(Sigma-Aldrich, Germany) 4.3 mL를 가하였

다. 40 min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Ultrospec 3100 pro, GE healthcare, USA)로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lavonoid 함량은 

quercetin (Sigma-Aldrich, Germany)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여 농도를 나타냈다.

2.5 2,2-dipheny-1-picrylhydrazyl (DPPH) 측정

2,2-dipheny-1-picrylhydrazyl (DPPH) 측정은 

Blois의 방법[21]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각 시료 0.1 

mL에 methanol 1.9 mL를 첨가한 뒤, 517nm 파장에

서의 흡광도 0.8이 되도록 보정한 DPPH 용액

(Cayman Chemical, USA) 1.0 mL를 첨가하였다. 반

응액은 vortexing한 뒤 실온에서 30 min 동안 반응시

켰다. 반응시킨 뒤, UV/Visible spectrophotometer 

(Ultrospec 3100 pro, GE healthcare, USA) 로 517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무첨가 군의 소거능

(%)으로 결과를 산출하였다.

2.6 Reducing power 측정

Reducing power (RP)측정은 Oyaizu의 방법[22]

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각 시료 0.1 mL에 0.2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6) (Thomas 

Scientific, USA) 0.5 mL, 1% potassium ferricyan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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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Aldrich, Germany) 0.5 mL를 가하였다. 50℃

에서 20 min 동안 반응시킨 후 10% trichloroacetic 

acid (TCA, Sigma-Aldrich, Germany) 2.5 mL를 가

하였다. 반응액을 1,000 rpm에서 10 min간 원심분리

를 시킨 뒤, 상층액 0.5 mL와 distilled water (DW) 

0.5 mL, 1% ferric chloride (Sigma-Aldrich, 

Germany) 0.1 mL를 혼합했다. 혼합물을 반응시킨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Ultrospec 3100 

pro, GE healthcare, USA)로 700 nm에서의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RP는 ascorbic acid (Sigma-Aldrich, 

USA)를 이용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여 농도를 나타냈다.

2.7 Linoleic acid 자동산화 저해활성

Linoleic acid 자동산화 저해활성 측정은 

Haraguchi의 방법[23]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각 시

료 0.02 mL 마다 ethanol에 희석한 2.5% linoleic 

acid (Sigma-Aldrich, Germany) 0.2 mL, DW 

0.78mL를 첨가하였다. 반응액은 70℃ 암 조건에서 1

일간 반응시켰다. 반응시킨 뒤 반응액 0.1 mL, 70% 

ethanol 2.8 ml, 30% ammonium thiocyanate 

0.05 mL, 3.5% hydrochloric acid (HCI)에 녹인 

0.02 M ferrous chloride (Sigma-Aldrich, 

Germany) 0.05 mL를 반응시켰다. 3분간 반응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 (Ultrospec 3100 

pro, GE healthcare, USA)로 500 nm에서의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은 시료용액 첨가 군과 무첨

가 군과의 과산화물 생성 억제능(%)으로 산출하였다.

2.8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험을 통해 수치화 했으며, 

평균치±표준편차로 표시하고 통계분석은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신뢰구간 p<0.05

으로 검정을 실시하였다. 대조군과의 유의차를 확인하기 

위해 Dunnett’s test를 실시하고 통계프로그램은 Graph 

Pad Prism 5 software (Graph Pad Software, Inc., 

USA)를 이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유산균 배양 특성

배양 특성은 상업적 배양 생산에 있어 발효 조건의 

설정과 발효 생산성에 중요한 지표가 된다. 미생물 배

양에서 배양액의 혼탁도는 균의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

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가장 간략하게 균의 농도

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CFU는 미생물 배양액을 고체배

지에 도말하여 생성된 콜로니의 개수를 측정하는 방법

으로 콜로니를 생성할 수 있는 살아있는 균의 숫자를 

셀 수 있다. Glucose는 미생물의 탄소원으로 유산균의 

경우 이를 통해 유기산, 그 중에서도 젖산을 생성한다. 

이렇게 생성된 젖산은 pH 감소의 원인이 된다.

이에 감국 발효물의 혼탁도, CFU, glucose, 유기산, 

pH 측정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본 실험에서는 흡광도

를 통한 균체 측정, CFU를 통한 균체 측정, glucose 잔량, 

유기산 함량, pH에서 3074가 가장 높은 성장을 보였다. 

Table 2. Fermentation characteristics of the strains 

of lactic acid bacteria

OD600 CFU/mL Glucose
Organic 

acid
pH

30741) 0.661 1.19×109 0.71 8.29 3.58

31092) 0.549 9.4×108 2.18 6.15 3.89

31153) 0.548 9.2×108 1.68 7.61 3.79

32374) 0.570 9.1×108 1.21 6.38 3.84

1)Lactobacillus paracasei subsp. tolerans.
2)Lactobacillus casei
3)Lactococcus lactis subsp. lactis
4)Lactobacillus rhamnosus

3.2 Total phenolic contents

TPC에는 polyphenol과 flavonoid, anthocyanin 

등 다양한 물질이 포함된다. 이들의 구조는 phenol을 

기본 구조로 하고 있으며, 이들은 수소공여능, 전자공여

능, 라디컬 안정화, 금속 chelating 활성 등 항산화능

에 관련된 작용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hydroxyl 

group 역시 수소공여능을 가지고 있어 강한 항산화능을 

나타낸다[24]. CIL 및 감국 발효물의 TPC 측정 결과는 

Fig. 1과 같다. 64% CIL의 경우 농도는 0.697±0.013 

mM였으며, 3109, 3237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를 나타났

으나(p<0.01, p<0.001), 3115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p<0.001). 80% CIL의 경우 발효 전 농도는 

0.734±0.015 mM였으며, 발효 후 3109, 3237에서 유

의하게 증가를 나타냈으나(p<0.01), 3115에서는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p<0.05). 반면 3074의 경우 60%, 80% 

CIL 대비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발효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효소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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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ulose나 lignin을 분해하여 phenolic contents의 

추출을 증가시키나, 미생물 대사과정에서 생기는 활성

산소 및 phenolic contents를 분해하는 효소들로 인해 

장기적인 발효는 phenolic contents를 감소시킨다

[25,26].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이유에 의해 3074와 

3115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결과와 반대로 Oh의 연구[17]에서는 미생물의 

발효로 인해서 배당체인 물질들이 비배당체로 전환되어 

phenolic contents로서 측정되는 양이 증가되었다. 이

러한 변화의 이유는 phenolic contents의 측정 방법에 

있다. Phenolic contents 측정은 phenolic contents가 

알칼리조건에서 phosphomolybdate/hosphotungstic 

acid complex에 전자를 공여하여 청자색의 환원물을 

만드는 현상을 이용한 것으로[27], 유사한 특성을 가진 

방향족 아미노산, 핵산, 환원당, thiol성 물질, amine

성 물질들 역시 전자공여능으로 인해 phenolic 

contents로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효과정에서 생산된 여러 효소들이 

배당체를 비배당체로 전환하는 한편 단백질을 분해하

여 방향족 아미노산을 생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

향족 아미노산은 phenolic contents와는 다르게 취급

되나, 이들 역시 radical 소거능, chelating 효과 등을 

통해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물질로 건강에 도

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8].

Fig. 1. The total phenolic contents of CIL 

fermented with lactic acid bacteria
CIL, Chrysanthemum indicum L. extract; 3074, Lactobacillus 

paracasei subsp. tolerans; 3109, Lactobacillus casei; 3115, 

Lactococcus lactis subsp. lactis; 3237, Lactobacillus rhamnosus;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The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was analyzed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test. **p<0.01, ***p<0.001, comparison between the 64% 

CIL group; #p<0.05, ##p<0.01, comparison between 80% CIL group.

3.3 Flavonoid 함량 측정

Flavonoid는 phenolic contents의 하나로 주로 

식물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전자공여능을 가지고 

있어 항산화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식물 항산화능

에 대한 표준물질로서 자주 이용된다. Fig. 2의 결과에

서 64% CIL의 경우 발효 전 농도는 0.539±0.020 

mM였으나, 발효 후 모든 균주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를 

나타났다(p<0.001). 80% CIL의 경우도 발효 전 농도

는 0.536±0.019 mM였으나, 발효 후 모든 균주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01).

Flavonoid의 감소는 phenolic contents 감소와 동

일하다고 볼 수 있다. 미생물 대사과정에서 생기는 활성

산소와 flavonoid를 분해시키는 효소들로 인해 

flavonoid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29]. Flavonoid는 

발효과정에서 polyphenol과 flavonoid가 유산균이 생

성한 효소에 의해 분해된 것으로 예상된다. Phenolic 

contents의 경우 오히려 발효 후 증가한 균주도 있었으

나, flavonoid의 경우 모든 균주에서 발효 후 감소 경향

을 보였다. Phenolic contents의 경우 아미노산, 핵산, 

thiol성 물질, amine성 물질 다양한 물질이 측정되며, 

이로 인해 농도가 증가될 수 있으나, flavonoid의 경우 

식물에서만 생성되는 물질이며, 발효를 통해 추가적으로 

생산되지 않으므로 실험결과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30].

Fig. 2. Contents of flavonoid of CIL fermented 

with lactic acid bacteria
CIL, Chrysanthemum indicum L. extract; 3074, Lactobacillus 

paracasei subsp. tolerans; 3109, Lactobacillus casei; 3115, 

Lactococcus lactis subsp. lactis; 3237, Lactobacillus rhamnosus;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The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was analyzed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test. ***p<0.001, comparison between the 64% CIL 

group; ###p<0.001, comparison between 80% CI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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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DPPH 측정

DPPH 측정은 DPPH의 분자에 라디칼이 존재하는 

경우 보라색으로 발색되는 것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DPPH는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에 항산화제에 의한 

감소를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CIL 및 감국 발효

물의 DPPH 측정 결과는 Fig. 3과 같다. 64% CIL의 경

우 발효 전 DPPH는 34.04±0.94%였으며, 발효 후 

3074, 3109에서 유의하게 증가를 나타냈으나(p<0.001), 

3237에서는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p<0.01). 80% 

CIL의 경우 발효 전 DPPH는  19.67±0.97%였으며, 

발효 후 모든 균주에서 증가를 나타냈다(p<0.001).

본 실험에서 TPC와 flavonoid 결과와 DPPH의 결

과는 차이가 존재했다. 그 이유로는 미생물 대사과정에

서 phenolic contents와 flavonoid가 분해되며 농도가 

감소하지만[25,26,29] chlorogenic acid나 luteoloside

와 같은 물질들은 효소의 분해과정에 의해 항산화능이 

증가하기도 한다. 그 예로 감국과 국화의 기능성 물질 

중 하나인 chlorogenic acid는 caffeic acid와 

quinic acid가 ester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질이

나 동량의 caffeic acid에 비해 약한 항산화능을 나타

낸다[16]. 또한, 단백질 역시 고분자 상태에서는 낮은 

항산화능을 나타내지만 저분자로 분해되는 과정에서 

항산화능이 높아진다[31].

Fig. 3. DPPH radical rate of CIL fermented with 

lactic acid bacteria
CIL, Chrysanthemum indicum L. extract; 3074, Lactobacillus 

paracasei subsp. tolerans; 3109, Lactobacillus casei; 3115, 

Lactococcus lactis subsp. lactis; 3237, Lactobacillus rhamnosus;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The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was analyzed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test. **p<0.01, ***p<0.001, comparison between the 

64% CIL group; ###p<0.01, comparison between 80% CIL group.

3.5 Reducing power 측정

RP 측정은 Oyaizu의 방법[22]을 변형하여 사용하

였다. 이 방법은 철이 이온화되었을 때 2가 철이온

(Fe2+)과 3가 철이온(Fe3+)의 색이 다른 것을 이용하는 

것으로 Fe3+이 환원제에 의하여 Fe2+으로 환원되었을 

때 색 변화를 측정한다. Fig. 4의 결과에서 64% CIL의 

경우 발효 전 RP는 0.103±0.036 mg/mL였으며, 발

효 후 모든 균주에서 증가를 나타났으며, 그 중 3109의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80% CIL의 경우도 발효 

전 농도는 0.114±0.040 mg/mL였으며, 발효 후 모든 

균주에서 증가했으며, 특히 3109은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RP 측정은 DPPH 측정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발

효과정은 reductone을 생성하여 환원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32]. Reductone은 unsaturated diol 중 두 개의 

hydroxyl group 사이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동시에 

ketone group이 존재하는 물질을 말하며, ascorbic acid

와 maillard reaction products가 이에 속한다. 또한, 환

원력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단백질의 분해를 들 수 있다. 

Canabady-Rochelle의 연구[33]에 의하면 단백질의 소수

성과 크기에 의해 환원력이 높아지며, 소수성 아미노산으

로 이루어진 dipeptide가 가장 높은 환원력을 보였다. 유

산균의 경우 대부분 protease 활성을 나타내는데, 본 연구

에서 환원력이 증가한 요인 중 하나로 유추할 수 있다.

Fig. 4. Reducing power of CIL fermented with 

lactic acid bacteria
CIL, Chrysanthemum indicum L. extract; 3074, Lactobacillus 

paracasei subsp. tolerans; 3109, Lactobacillus casei; 3115, 

Lactococcus lactis subsp. lactis; 3237, Lactobacillus rhamnosus;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The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was analyzed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test. **p<0.01, comparison between the 64% CIL 

group; ##p<0.01, comparison between 80% CI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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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Linoleic acid 자동산화 저해 활성

Linoleic acid 자동산화 저해활성 측정 결과는 Fig. 

5와 같다. 64% CIL의 경우 발효 전 linoleic acid 자

동산화 저해활성은 56.06±1.14%였으며, 발효 후 모든 

균주에서 유의하게 감소를 나타냈으며(p<0.001), 80% 

CIL의 경우 발효 전 linoleic acid 자동산화 저해활성

은 66.18±1.38%였으며, 발효 후 모든 균주에서 유의

성 있게 감소하였다(p<0.001).

Linoleic acid는 불포화 지방산의 일종으로, 공기 

중에서 자연적으로 산패가 진행되며, 산패된 불포화 지

방산을 섭취하였을 경우 세포막의 파괴, 노화, 심장질환, 

암 발생가능성 증가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34]. 

산패를 막기 위해서 산소 차단, 저온 보관, 식물유래 

phenolic compound의 처리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

고 있다[35]. 본 연구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인 linoleic 

acid를 이용하여 CIL 및 감국 발효물의 자동산화 저해

활성을 각 측정하였으며, 모든 균주에서 감소하였다. 이

러한 경향은 flavonoid의 발효 전 후 변화와도 유사하

다. Wang의 연구[36]에 따르면 flavonoid가 자동산화 

저해활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이를 토대로 발

효에 의해 감소된 flavonoid에 의해 linoleic acid 자동

산화 저해활성 역시 감소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Fig. 5. Inhibition of linoleic acid auto-oxidation of 

CIL fermented with lactic acid bacteria
CIL, Chrysanthemum indicum L. extract; 3074, Lactobacillus 

paracasei subsp. tolerans; 3109, Lactobacillus casei; 3115, 

Lactococcus lactis subsp. lactis; 3237, Lactobacillus rhamnosus;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The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was analyzed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test. ***p<0.001, comparison between the 64% CIL 

group; ###p<0.001, comparison between 80% CIL group.

4. 결론

항산화능은 식물 추출물의 평가에 가장 자주 사용되

는 지표로, 섭취 시 체내 활성 산소의 저해, 염증 반응

의 경감, 세포 및 유전물질의 손상 방지 등 다양한 작용

을 하며, 제품에 포함 시 제품의 산패를 방지하는 효과

가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TPC, flavonoid, DPPH, 

RP, linoleic acid 자동산화 저해활성을 측정하였다. 

TPC 측정으로 3109, 3237에서 증가, 3074, 3115에

서는 감소하였다. Flavonoid는 모든 균주에서 감소를 

보였다. DPPH 측정에서 64% CIL의 경우 3074, 3109

에서 증가를 나타냈으며, 3115, 3237에서는 감소하였

다. 80% CIL의 경우, 발효 후 모든 균주에서 증가하였

다. RP 측정에서는 발효 후 모든 균주에서 증가를 나타

냈으며, 그 중 3109의 증가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linoleic acid 자동산화 저해활성에서는 발효 후 모든 

균주에서 감소를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CIL의 발효는 

발효과정에서 생성된 효소와 활성산소에 의해 

flavonoid 및 flavonoid와 직접 관련된 지질 산화 억

제능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그렇지만 항산화능

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DPPH 측정과 RP

의 측정 결과 대부분의 균주에서 증가 또는 CIL의 항산

화능과 비슷한 수치를 보였다. 이는 발효를 통해 항산

화능이 증가했다는 선행연구[26, 29, 32]의 결과와 일

치하였다. 특히, 3109로 발효한 경우 DPPH와 RP의 

확연한 증가를 보였으며, flavonoid는 소모되었으나, 

그 외의 전반적인 항산화능이 발효과정을 통해 증가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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