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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turmeric and fermented turmeric by Bacillus natto on antioxidant activities, liver function
recovery of acute hepatotoxicity mice, and serum lipid parameters in high fat diet fed mice were investigated.
In the results of antioxidant activity by DPPH method, fermented turmeric had higher antioxidative activity
than turmeric. Acute hepatotoxicity was induced by 0.5 mL of carbon tetrachloride (CCl4) per kg of mice. Unlike
turmeric, fermented turmeric significantly reduced the levels of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nd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fter 5 days compared to the controls with 0.5% methyl cellulose (p<0.05). In addition,
higher recovery of liver damage by CCl4 was observed in mice with fermented turmeric than with turmeric.
High fat (20%) diet fed mice were divided into 4 group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urmeric and fermented
turmeric on serum lipid parameters: C (vehicle), TuL (low dose (80 mg/kg) with turmeric), TuH (high dose
(160 mg/kg) with turmeric), FTuL (low dose with fermented turmeric), and FTuH (high dose with fermented
turmeric). The levels of LDL-cholesterol and HDL-cholesterol were significantly reduced and increased in FTuL,
FTuH and TuH groups compared to the C group, respectively.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triglyceride levels by either turmeric or fermented turmeric compared to those by control. Collectively, these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fermented turmeric by Bacillus natto could be used as a functional food for
enhancement of health with better consumer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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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향상시킨 연구(1), 황국 균주를 이용하여 발효시켜 울금 특
유의 쓴맛과 냄새를 제거하여 소비자의 음용 거부반응을 해

울금(Curcuma longa L, Turmeric)은 생강과(Zingibera-

소한 연구(13), 울금 농축액에 흑설탕과 흑국균을 혼합 발효

ceae)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로서 고온다습한 남부아시아, 아

시켜 울금의 쓴맛 제거 및 유익한 유기산을 다량 함유하게

프리카, 중남미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진도

제조하여 체내 흡수가 빠르고 체질에 따른 부작용 및 알레르

지방에서 울금의 대량재배가 성공하면서 최근에는 전국 각

기 반응을 최소화시킨 연구(14) 등과 같이 울금을 소비자가

지에서 재배되고 있다(1,2). 울금의 작용과 효과는 항염작용

원하는 기호로 바꾸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3,4), 항암작용(5-7), 해독기능(8), 항산화작용(9,10), 간 기

본 연구에서는 울금의 생리활성 작용을 강화하고 동시에

능 개선효과(1,11,12) 등이 밝혀져 있으며, 이 밖에도 이담작

기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바실러스 낫토균(Bacillus natto)

용, 이뇨작용, 위액분비촉진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중국 고

을 사용하여 울금을 발효하였다. 짚에서 발견되는 바실러스

서인 본초강목, 동의보감 등에 기록되어 있어 만병통치약으

낫토균은, 짚 한 묶음에 약 1천만 개가 붙어있으며 종의 보존

로 불린다(1).

을 위해 포자를 형성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하지만 울금 특유의 냄새와 맛이 소비자의 기호에 잘 맞지

균은 낫토키나아제(nattokinase)라는 효소를 생성한다. 낫

않아 산업적 실용화가 부족한 실정이다(1). 따라서 울금 추

토키나아제는 장내 생존율이 높고 정장작용을 하는 것으로

출물을 다른 천연 약초들과 섞어 소비자의 기호에 맞도록

알려져 있다(15). 특히 이 효소는 혈전용해능력이 우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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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심근경색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군은 40 mg/10 mL/kg 발효울금현탁액을 12시간 간격으로

따라서 본 연구는 낫토균으로 울금을 발효함으로써 울금

1일 2회 경구투여 하였다. 2일간 실험물질을 경구투여 후,

의 기호성 향상 및 낫토키나아제의 작용으로 울금의 체내

3일째 오전에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Sigma)를

이용율을 증가시켜 생리활성 기능이 증가하는지 알아보고

corn oil(Sigma)에 1:3으로 희석하여 음성실험군을 제외한

자 연구하였다. 새로운 발효방법으로 제조한 발효울금이 고

나머지 실험군에 0.5 mL/kg을 복강 내 투여하여 급성 간독

기능 울금으로 건강 기능성 식품에 적합한지 알아보고자 유

성을 유발시켰다. 음성실험군은 corn oil만 0.5 mL/kg을 복

효성분의 변화, 항산화 효과, 간 기능 개선효과, 콜레스테롤

강 내 투여하였다. 간독성 유발 후 각 군에 해당 실험물질을

상승 억제 효과 등의 분석 및 관능 평가를 실시하여 기능성

12시간 간격으로 하루 두 차례 3일 동안 경구투여 하였다.

과 기호성 향상 여부를 평가하였다.

최종일에 실험동물을 하룻밤 절식시킨 후 ether로 마취한
다음 안와 정맥총에서 혈액을 채혈하였다. 혈액은 상온에서

재료 및 방법

20분간 방치한 후 3,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한 다
음 혈청을 분리하였다. 채혈한 마우스는 경추 탈골 후 개복

발효울금 제조

하여 간의 좌측 소엽 일부를 적출하여 10% 포름알데하이드

0.8% 영양배지와 0.5% 포도당을 함유한 증류수 1 L를

에 넣어 고정시켰다. 분리한 혈청 AST, ALT는 Reitman-

o
121 C, 20분 멸균한 후, 이 배지에 바실러스 낫토균을 접종하

Frankel법으로 분석하는 키트(아산제약, 한국)를 활용하여

o
여 37 C 교반배양기에서 4일간 접종 균을 배양하였다. 증류

5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고정된 간 조직은 탈수시

수 5 L에 2% 울금분말(국산)을 넣고 121oC, 21분 멸균한 후,

켜 파라핀 블럭을 만들어 조직 절편 슬라이드를 만든 후,

o
배양한 낫토균을 울금 배지에 접종하여 37 C 배양기에서 7

H＆E(hematoxylin-eosin) 염색을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일 동안 배양하였다. 발효된 배양물을 농축, 건조하여 발효
울금 분말을 얻었다.

혈중지질 함량 측정
선발된 Balb/c 마우스를 6개 실험군, 즉 음성실험군(NC),

미량성분 분석

양성실험군(PC), 저농도 울금실험군(TuL), 고농도 울금실

식품공전의 미량성분시험법에 의하여 울금(Tu)과 발효

험군(TuH), 저농도 발효울금실험군(FTuL), 고농도 발효울

울금(FTu) 분말에 포함된 칼슘, 아연, 셀레늄의 함량을 측정

금실험군(FTuH)으로 나눠 각 군당 7마리씩 무작위법으로

하였다.

배치하였다. 울금과 발효울금이 농도 의존적으로 혈중지질

항산화효과
울금과 발효울금 분말을 에탄올에 용해하여 50, 100, 200,
400, 800, 1,000 μg/mL의 농도로 희석하여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Sigma) 용액을 첨가하여 54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 BHT(butylated
hydroxytoluene, Sigma)로 비교하였다.

실험동물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80 mg/10 mL/kg 투여
군을 저농도로, 160 mg/10 mL/kg 투여군을 고농도 실험군
으로 임의 설정하였다. 음성실험군만 일반사료를 자유 섭취
하도록 하고 나머지 실험군은 지방 20%가 함유된 고지방
사료를 자유 섭취하도록 하였다. 4주간 매일 NC, PC 군은
0.5% MC를 경구투여 하였고, TuL 및 TuH는 각각 160
mg/10 mL/kg 농도의 울금 현탁액을, FTuL 및 FTuH는 각
각 80 mg/10 mL/kg 농도의 발효울금 현탁액을 경구투여

급성간독성 실험을 위한 ICR 마우스(5주령, 수컷)와 지질

하였다. 4주 동안 매일 경구투여 후, 최종일에 실험동물을

개선효과 실험을 위한 Balb/c 마우스(5주령, 수컷)를 구입

하룻밤 절식시킨 후 ether로 마취한 다음 안와 정맥총에서

(오리엔트 바이오)하여 7일간 순화 사육기간을 거쳐 각 실험

혈액을 채혈하였다. 혈액은 상온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o
에 사용하였다. 사육실은 실내온도 22±2 C, 상대습도 55±
5%, 12 hr light-dark cycle의 조건으로 조절하였다. 실험

3,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한 다음 혈청을 분리하였
다. 혈청 중 콜레스테롤은 CHOD-PAP법으로 분석하는 키

식이와 식수는 자유 섭취시켰다. 순화 사육기간 중 일반증상

트(영동제약, 한국)를, 중성지방은 GOD-PAP법으로 분석하

을 관찰하여 증상이 없고 체중감소가 없는 건강한 동물을

는 키트(영동제약, 한국)를, 그리고 LDL은 direct LDL-콜레

실험에 사용하였다.

간기능 개선효과
순화 선발된 ICR 마우스를 4개의 실험군 즉 음성실험군
(NC), 양성실험군(PC), 울금 실험군(Tu), 발효울금 실험군

스테롤 분석 키트(영동제약, 한국)를 활용하여 각각 60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HDL은 면역학적 방법
으로 분석하는 키트(영동제약, 한국)를 활용하여 546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Tu)으로 나눠 각 군당 7마리씩 무작위법으로 배치하였다.

관능평가

음성실험군과 양성실험군은 0.5% methyl cellulose(MC)을,

울금 및 발효울금의 분말을 물에 1%(무게/부피) 희석하

울금실험군은 40 mg/10 mL/kg 울금현탁액, 발효울금실험

여 쓴맛, 신맛, 그리고 향에 대한 관능평가를 실시하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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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관능평가는 5인의 훈련된 평가원에 의해 5점 등급제

(%)

로 하여 실시하였다. 각 검사항목이 보통이면 3점, 매우 좋지

100

면 4점으로 등급 하였다.

통계분석
측정된 결과는 평균치와 표준오차로 계산하고, 각 군의
평균치 비교는 분산분석을 한 후 처리구간의 유의성을
Student's t-test(p<0.05)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Anti-oxidation value (%)

않으면 1점, 좋지 않으면 2점, 매우 좋으면 5점, 그리고 좋으
80

Tu
FTu
B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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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울금의 미네랄 성분변화
미네랄 성분은 항산화 활성 및 혈중지질 함량 변화에 영향
을 미치므로(16) 발효에 의한 미네랄 성분변화를 측정하였

10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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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tioxidant activity of turmeric and fermented turmeric.
Tu: turmeric, FTu: fermented turmeric by Bacillus natto,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다. 울금분말과 낫토균으로 발효한 발효울금 분말의 미네랄

물질인 셀레늄이 낫토균 발효를 통해 발효울금이 함유하게

성분변화 분석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칼슘과 아연의

되어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경우 울금에 비하여 발효울금에서 각각 약 6배와 44배 증가
하였고, 셀레늄의 경우에는 발효울금에서만 새롭게 검출되

발효울금의 간 기능 개선효과

었다. Kwon 등(17)은 보리메주의 발효기간이 늘어날수록

사염화탄소로 간 손상을 일으킨 마우스에서 울금과 발효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철 등 무기질 함량이 2～16배

울금의 경구투여를 통해 간 기능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셀

여 혈청 AST, ALT의 효소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과 간 조직

레늄의 경우 발효울금에서만 검출되었는데 이는 낫토균의

절편 슬라이드의 H＆E 염색관찰을 통해 조직 손상회복 정

발효를 위해 사용한 원료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14)은 흑국균으로 발효한 울금에서 원재료에 존재하지
않았던 유익한 유기산이 다량 생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처리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할 만한 체중 변화는 없었다.
실험 결과 사염화탄소에 의해 AST 및 ALT의 효소활성
이 정상군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되어 급성 간 손상을 나타내

울금과 발효울금의 항산화 활성

었다(Fig. 2). 울금과 발효울금을 40 mg/kg의 농도로 사염화

울금과 발효울금의 항산화 효과 비교분석은 DPPH에 대

탄소 처리 전 2일, 처리 후 3일 동안 12시간 간격으로 1일

한 전자공여능을 통한 소거효과로 측정하였고 분석결과는

2회 경구 투여한 결과 간 손상으로 현저히 증가된 AST 및

Fig. 1과 같다. 실험 결과 1,000 μg/mL 농도에서 발효울금은

ALT의 효소활성이 감소하였다. 특히, 발효울금의 경우 유

약 82%, 울금은 약 78% 정도의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고,

의하게(p<0.05) AST 및 ALT 효소활성이 감소하여 간기능

50%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농도가 울금은 590 μg/mL,

개선에 울금보다 효과적이었다. Kim(1)은 울금추출물을 40

발효울금은 509 μg/mL로 각각 측정되었다. 울금과 발효울

mg/10 mL/kg으로 7일 동안 투여할 때 사염화탄소에 의해

금의 항산화 활성은 각각의 실험농도에서 비슷한 효과를 나

증가된 AST 및 ALT 효소 활성을 SD계 랫트에서 현저히

타내었으나 발효울금이 울금보다 항산화 활성이 약간 높았

감소시킴을 보고하였다. 이는 사용한 실험동물과 투여일수

다. 비록 대표적 항산화 물질인 BHT의 50% 항산화 활성

의 차이로 본 연구에서 울금 처리한 결과보다 AST 및 ALT

농도인 87 μg/mL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Ju 등

효소활성 감소효과가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18)이 열수 추출한 울금 1,000 μg/mL 농도에서 항산화 활성

사염화탄소로 인한 간 손상이 울금 및 발효울금 경구투여

이 약 66%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결과보다는 높게 측정되었

에 의해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조직학적으로 관찰한 결과는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울금에서 검출되지 않는 천연 항산화

Fig. 3에 나타내었다. 사염화탄소로 간의 손상을 유발시킨
군에서는 핵의 모양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 괴사가 심하게

Table 1. The mineral contents of turmeric and fermented
turmeric
(mg/100 g)

Group1)

Calcium

Tu
FTu

151±11.58
903±10.95

2)

Zinc

Selenium

0.17±0.02
7.45±0.11

0.00±0.00
0.07±0.01

초래되었으며 또한 지방 축적도 볼 수 있었다(Fig. 3B). 한
편, 사염화탄소 투여 전후에 울금을 경구투여한 군에서는
사염화탄소에 의해 야기된 간조직의 염증, 괴사 및 지방 축
적 등의 감소가 미비하였으나, 발효울금을 경구투여한 군에

1)

서는 핵이 뚜렷이 관찰되고 지방축적이 확연히 줄어드는 등

2)

정상군에 가깝게 간 손상이 회복되었다(Fig. 3C, D). 본 결과

Tu: turmeric, FTu: fermented turmeric by Bacillus natto.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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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속의 미생물에 의해 tetrahydrocurcumin(THC)이라는 물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250

질로 변화하여 흡수된다는 보고(20)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즉, 바실러스 낫토균을 사용하여 발효한 울금에서

200

*

Kar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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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curcumin이 THC로 변화하여 체내흡수율이 증가되어 나타
난 결과로 생각된다.

100

발효울금의 혈중 지질함량 상승 억제효과

50

고지방(20% 지방) 식이로 유도된 마우스에서 혈중 지질

0

NC
음성대조군

PC
양성대조군

Tu
울금

FTu
발효울금

농도(80 mg/10 mL/kg), 고농도(160 mg/10 mL/kg)로 4주간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매일 경구투여한 후, 혈청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400

*

LDL-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함량의 변화를 비교 평가하였
다. 실험기간 동안 처리군과 대조군에서 유의할 만한 사료

300
Karmen

함량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서 울금과 발효울금 현탁액을 저

섭취량의 변화와 체중 변화는 없었다. 다만 고지방 사료를
200

섭취한 마우스의 체중증가가 정상 사료를 섭취한 마우스보
다 약간 높았다.

100

고지방식이 마우스에서 울금 및 발효울금의 경구투여에
0
음성대조군
NC

양성대조군
PC

울금
Tu

발효울금
FTu

Fig. 2. The remedial effects of turmeric & fermented turmeric on serum aminotransferase activities in CCl4-intoxicated mice. NC (negative control): corn oil＋0.5% methyl cellulose, PC (positive control): CCl4＋0.5% methyl cellulose, Tu
(turmeric): CCl4＋80 mg/10 mL/kg turmeric, FTu (fermented tur*
meric): CCl4＋80 mg/10 mL/kg fermented turmeric. p<0.05 compared positive control treatment.

의한 혈청 중 지질함량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정상대조군에 비해 고지방식이를 한 마우스의 경우
중성지방을 제외하고 총 콜레스테롤 및 LDL이 유의하게 높
아져(p<0.05) 고지방 식이에 의해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성
공적으로 유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울금과 발효울금의
경구투여에 의하여 중성지방 농도는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
나, 총 콜레스테롤과 LDL 농도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를 통해서 낫토균으로 발효한 발효울금이 울금에 비해 손상

(p<0.05). 특히 HDL 콜레스테롤 농도의 경우 울금 고농도투

된 간 기능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성 물

여군, 발효울금 저농도 및 고농도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질로 생각된다. 이는 울금은 생체 이용율이 매우 낮은 것으

높게 측정되었다(p<0.05).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울금 및

로 알려져 있고(19), 특히 울금의 주요성분인 curcumin은

발효울금이 혈중지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였고, 발효울금

AA

BB

CC

DD

Fig. 3. Histology of the liver tissue
(H&E, ×400). A: Liver tissue of normal
mouse, B: Liver tissue of CCl4-intoxicated
mouse, C: Liver tissue of CCl4-intoxicated
mouse treated with turmeric, D: Liver tissue of CCl4-intoxicated mouse treated
with fermented turme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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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turmeric and fermented turmeric on serum
lipid parameters in high fat diet-induced mice
(mg/dL)

Group1)
NC
PC
TuL
TuH
FTuL
FTuH

Total
cholesterol
2)

207.6±8.23
#
270.6±10.00
*
256.3±5.01
*
223.5±9.01
258.7±28.22
*
235.0±15.11

Triglyceride

HDLcholesterol

45.4±3.51
59.3±10.19
#
57.4±14.88 86.1±14.41
91.8±3.21
43.6±8.11
*
59.6±15.14 127.2±7.15
*
54.2±8.31 172.3±13.29
*
56.2±12.30 164.9±10.33

Table 3. Sensory score1) of turmeric and fermented turmeric

Group

LDLcholesterol
74.7±8.30
#
95.2±4.99
91.0±2.29
*
78.4±2.63
*
85.2±9.60
*
78.3±5.04

Tu
FTu

Flavor

2)

Bitter

Sour
3)

1.4±0.5
3.2±1.3*

1.4±0.6
3.4±0.6*

Odor
3.0±1.2
2.8±1.1

1)

Sensory scores were assessed on 5 point scale base on 1=extremely bad, 5=extremely good.
2)
Tu: turmeric, FTu: fermented turmeric by Bacillus natto.
3)
Mean±standard deviation. *p<0.05 compared turmeric group.

1)

NC (negative control): normal diet＋0.5% methyl cellulose, PC
(positive control): high fat diet＋0.5% methyl cellulose, TuL
(low dose turmeric): high fat diet＋80 mg/kg turmeric, TuH
(high dose turmeric): high fat diet＋160 mg/kg turmeric, FTuL
(low dose fermented turmeric): high fat diet＋80 mg/kg fermented turmeric, FTuH (high dose fermented turmeric): high
fat diet＋160 mg/kg fermented turmeric.
2)
Mean±standard deviation.
#
p<0.05 compared negative control treatment, *p<0.05 compared
positive control treatment.

의 경우 저농도 투여에 의해서도 혈중 지질 개선효과가 나타
나 울금에 비해 상대적인 우수성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발효울금은 낫토균에 의해 발효된 울
금으로서 칼슘과 아연과 같은 미네랄이 울금보다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다(Table 1). Nam(16)은 마그네슘과 칼슘을 1:2
로 투여한 토끼의 혈청 콜레스테롤이 낮아졌으며, LDL을
낮추며 HDL/T-콜레스테롤의 비가 높아졌다고 보고하였
다. 이는 혈청 전해질의 분포상태가 콜레스테롤 농도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며, 발효울금을 통해 공급된 미량성분
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21)은
사춘기 여중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그룹의 혈청에
서 아연 함량이 정상군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HDL-콜레스
테롤 함량 또한 정상군보다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셀레
늄의 경우 발효울금에서만 검출되었는데, 고 셀레늄의 섭취
가 혈중 지질 함량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어 있
다(22). 따라서 미량성분의 섭취량 및 비율에 따른 지질 함량
변화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Kim 등(23)은 고콜레스테롤혈증 흰쥐에서 울금 추출물이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테롤은 효과적으로 감소시켰
으나 HDL-콜레스테롤에는 변화를 주지 못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효울금의 경우 총 콜레스테롤 및 LDL-콜
레스테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HDL-콜레스
테롤을 효과적으로 증가시켜 혈중 지질 함량의 개선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발효울금에 다량 함유된
유용한 미량성분과 낫토균에 의해 생성되는 혈전용해 효소
인 낫토키나아제의 작용(15)에 따른 효과로 생각된다.

풍미를 유의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울금의 독특
한 향은 발효 울금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발효에 의해 발생한 특유의 냄새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Kim(1)은 둥글레와 말토덱스트린의 첨가가 울금 음료의 색
을 갈변화하여 소비자의 기호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보고하
였다. 따라서 발효울금을 이용해 적절한 제품화 과정을 거친
다면 기능성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를 향상시킬 수 있는
건강 기능성 식품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는 낫토균으로 울금을 발효함으로써 울금의 기호
성 향상 및 낫토키나아제의 작용으로 울금의 체내이용율을
증가시켜 생리활성 기능이 증가하는지 알아보고자 연구하
였다. 울금을 낫토균으로 발효시킨 결과, 칼슘과 아연의 경
우 울금에 비하여 발효울금에서 각각 약 6배와 44배 증가를
보였고, 셀레늄의 경우에는 발효울금에서만 새롭게 검출되
었다. 항산화 활성 비교실험 결과, 울금과 발효울금의 항산
화 활성은 각각의 실험농도에서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었으
나 발효울금이 울금보다 항산화 활성이 약간 높았다. 발효울
금의 간 기능 개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사염화탄소로 간
손상을 일으킨 마우스에서 실험한 결과, AST 및 ALT 효소
활성의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고(p<0.05) 특히 사염화탄소에
의해 야기된 간조직의 염증, 괴사 및 지방의 축적이 확연히
적어지는 등 정상군에 가깝게 간 손상이 회복되어 발효울금
은 간 기능성 개선에서 울금보다 효과적이었다. 낫토균으로
발효한 발효울금의 혈중 지질 개선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고
지방(20% 지방) 식이로 유도된 마우스에서 발효울금 및 울
금의 경구투여에 의한 혈중 지질 함량 변화를 평가한 결과,
고지방 식이에 의해 증가된 총 콜레스테롤과 LDL 농도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며 HDL 콜레스테롤 농도는 유의하
게 증가시켰다(p<0.05). 본 연구에서 울금 및 발효울금 모두
혈중지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였으나, 발효울금의 경우 저
농도 투여에 의해서도 혈중 지질 개선효과가 나타나 울금에

관능평가

비해 상대적인 우수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낫토균에 의한

울금 및 발효울금의 쓴맛, 신맛, 그리고 향에 대한 관능평

울금의 발효가 울금 특유의 이취에 의한 쓴맛 및 신맛을 유

가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울금은 특유의 이취에 의

의하게 개선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적절한 제품화 과정을 거

해 쓴맛 및 신맛이 안 좋게 평가된 반면 발효울금의 경우

친다면 기능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낫토균으로 발효한 발효울금의 투여가 마우스의 간 기능 및 혈중 지질 함량에 미치는 영향

건강 기능성 식품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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