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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꼬마리 추출물의 유산발효 특성 및 Helicobactor 
pylori에 대한 항균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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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characterized the anti-Helicobactor pylori activity of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obtained by 
lactic acid fermentation. The growth of the Lactobacillus strains was typically robust upon lactic acid production in
monocultures containing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Lactic acid fermentation in mixed cultures of Lactobacillus 
brevis KCTC 3498 and Lactobacillus casei KCTC 3109 produced higher of anti- H. pylori activity than monocultures. 
Concerning antioxidant activity of fermented extracts, total polyphenol contents were the highest in co-cultures 
of Lactobacillus brevis KCTC 3498 and Lactobacillus helveticus KCTC 3545. Electron donating ability using 
diphenyl picryl hydrazyl (DPPH) showed 70% scavenging in Lactobacillus casei KCTC 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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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천연 기능성물질의 생산 산업 (Natural products Industry)
은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소량 다품목의 

제품 개발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신 물질과 신용도에 한 

산업 재산권을 획득하여 높은 가치를 지속 으로 창출할 

수 있어, 이미 선진 각국에서는 이 분야의 연구개발에 역

을 두고 있고, 각종 천연물의 제품화와 산업화에 역량을 집

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한약재에 함유되어 있는 다양

한 페놀성 화합물인 생리활성물질로부터 천연물신약개발

을 한 연구가 속히 진행됨에 따라 천연식물 소재들을 

천연항산화제와 항균, 항암, 항알 르기, 당뇨 방, 심장질환

방, 충치 방 등의 약제로 개발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Corresponding author
Tel: +82-53-580-5284,  Fax: +82-53-580-6447
e-mail: hskim@kmu.ac.kr

이루어지고 있다 [1-5].
  본 연구의 소재인 도꼬마리 (Xanthium strumarium L.)
는 국화과 (Compositae)에 속하며 체에 거센 털이 나 있으

며 기는 곧게 서고, 키는 1.5 m 정도이다. 꽃은 8～9월

경에 황갈색을 띈 꽃이 기 끝에서 핀다. 열매는 추씨와 
비슷하고 과피 부분에 갈고리 모양의 억센 털이 나 있으며 

들이나 길가에서 주로 자라는 한해살이풀로 한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유럽 등지에 폭넓게 분포․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외 귀화식물인 큰 도꼬마리 (Xanthium 
canadense Mill.)도 많이 확산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도꼬

마리에 한 연구는 국산 도꼬마리 (Xanthium sibiricum 
Patr. ex Widd)가 시 로서 열매의 씨 (창이자)가 해열, 발한, 
진통, 산풍, 거습, 궤양성 피부병, 신경통  악성 종양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항균효과로서는 티푸스균, 이질균과 
더불어 황색포도상구균에 상당한 해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창이엽에는 거풍습, 진통, 해열, 살충 등 다양

한 효능이 있으며, 창이자에 함유된 성분으로는 γ-lac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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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가진 xanthinin과 carotenoid, alkaloid, saponine, 
xanthostrumarin, xanthostrunarin  oleic acid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성분을 지닌 도꼬마리가 통  민간요법으로 
정착되어 습진 등의 피부병 치료에 리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약리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에서 본 연구자는 한국산 도꼬마리로부터 새로운 항균 

 항암효과 등 다양한 생리활성기능이 있는 신규물질의 

탐색과 응용을 한 일환으로서 도꼬마리의 각 부 로부터 

추출한 성분이 세균  진균류 등에 한 범 한 항균효

과를 가진다 [6,7]는 사실과 더불어 분자량 386  230인 

2종류의 항균성 물질을 분리 ․ 정제한 결과 [8]와 다양한 암

세포 주에 한 항암효과를 비롯하여 항변이원성효과 등을 

보고하 다 [1].
  본 연구의 상균인 Helicobactor pylori는 암 뿐 아니

라 염,  십이지장  소화성 궤양의 원인균으로도 알려

져 있으며 [9,10], 생육 해를 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특히 정장작용, 항암효과, 청콜 스테롤 하 등 다

양한 효과 [11-13]가 알려진 유산균을 이용한 발효를 통해 

H. pylori로부터 를 보호한다는 제품을 비롯하여 자연으

로 부터의 식물추출물을 통하여 H. pylori 생육 해를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14-16].
  본 연구에서는 한약재로 쓰이고 있는 도꼬마리의 항균, 
항암효과를 가진 선행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도꼬마리추출

물을 특정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후 특성으로 항산화효과와 

H. pylori의 생육 해능을 검토하 으며, 특히 다양한 유산

균을 이용한 복합배양에 의한 특성을 검토한 결과를 보

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재료는 경남 ․ 경북 지역의 산야에 자생

하는 Xanthium strumarium L. (한국명: 도꼬마리)을 2008년 
10월  채취하여 음건, 세 한 후 사용하 다. 도꼬마리 추

출액의 조제는 잎과 열매를 각각 50 g 씩 쇄를 하여 1 L의 

methanol에 2일간 추출한 후 Vacuum rotary evaporator 
(EYELA Co. Japan)로 농축하여 사용하 다. 발효에 사용한 
유산균은 GRAS유산균 [17]을 참고하여 6균주를 선정하여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유 자원센터 유 자은행 (KCTC)에서 
분양을 받아 사용하 으며, 시험균주로서 Gram 음성 나선

균인 Helicobactor pylori는 계명 학교 동산의료원에서 

분양을 받아 사용하 다.

균주배양 및 사용배지

  사용균주의 생육배지는 유산균의 경우 lactobacilli MRS
배지 (proteose peptone No. 3 10 g, beef extract 10 g, yeast 

extract 5 g, dextrose 20 g,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oleate 1 g, ammonium citrate 2 g, magnesium sulfate 
0.1 g, manganese sulfate 0.05 g, dipotassium phosphate 
2 g, sodium acetate 5 g/L, pH 6.5, BD Co.)에 계 배양

한 후 균체를 20% glycerol이 포함된 장액에 넣어 -70℃
에 넣어 보 하 으며, 실험에 사용하기  계 배양을 하여 
사용하 다. 시험균주인 Helicobactor pylori는 Brucella broth
배지 (pancreatic digest of casein 10 g, peptic digest of animal 
tissue 10 g, yeast extract 2 g, dextrose 1 g, sodium chloride 
5 g, sodium bisulfite 0.1 g/L, pH 7, BD Co.)에서 4% 
FBS, 5% CO2, 37℃의 조건에서 계 배양 하여 4℃에서 

보 하여 사용하 다.

도꼬마리 추출물의 유산발효

  도꼬마리 추출물의 유산발효는 유산균을 생육시키기 

하여 lactobacilli MRS배지에 도꼬마리 추출물을 멸균수에 

용해 (25 mg/mL)한 추출액을 1：1의 비율로 첨가하 다. 
단일배양  복합배양 시 각각의 유산균 종량은 1 × 108 

CFU/mL으로 stock액을 제조한 후 배양액에 0.1% (v/v)가 

되도록 종 하 으며, 배양은 37℃에서 정치배양 하 다. 
발효된 도꼬마리 추출물 배양액에서 공시균주의 산 생성여

부는 배양일수별로 배양액을 분취하여 10분간 3,000 rpm
에서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의 pH를 측정하여 확인하 다. 

Anti-Helicobactor pylori 활성 측정

  도꼬마리 추출물 발효액의 항균 활성은 Gram 음성 나선

균주인 Helicobactor pylori를 사용하여 agar diffusion법으

로 측정하 다. 시험균주는 Brucella broth배지 계 배양하여 
4℃에서 보 하여 사용하 으며, 항균 활성은 배양액을 4℃,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후 상등액 20 μL를 paper 
disk (Φ 6 mm, Whatman Co.)에 첨가하여 건조시킨 뒤 시험

균주가 종된 평 배지 에 얹고 5% CO2, 37℃에서 2일간 
배양하여 inhibitory zone의 유무  크기를 통해 단하 다. 

항균성 물질의 분리 및 확인

  항균성 물질의 분리는 복합배양한 도꼬마리 추출물 발효

액을 사용하 으며, 발효액은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

리하여 침 물을 제거한 후, 1 mL용 C18 Sep-Pak cartridge 
(Waters Co.)에 배양액 500 μL을 흡착시키고 증류수 1 mL
로 wash 한 후 각각 30%, 50%와 100% methanol로 항균성 

물질을 용출시켜 20 μL를 paper disk (Φ 6 mm, Whatman 
Co.)에 첨가하고 건조시킨 뒤 항균활성을 확인하 다.

항균성 물질의 TLC 분석

  도꼬마리 추출물의 유산발효액으로부터 생산된 항균성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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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분리를 한 비조작은 TLC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C18 Sep-Pak cartridge (Waters Co.)에 흡착시킨 항균성 물

질은 30% methanol로 용출시킨 용액 10 μL를 TLC plate 
(Silica gel 60 F254, Merck Co.)에 spotting하고 개용매는 

methylene chloride와 methanol을 6：4로 혼합하여 개하

다. 검출은 UV lamp를 사용하여 254 nm에서 조사한 후 

확인하 다. Silica gel plate상에서 UV로 확인된 spot은 

silica gel을 회수하여 개용매로 추출, 농축하여 항균 활

성을 확인하 다.

도꼬마리 유산발효액의 항산화 활성 측정

  Polyphenol 화합물 측정
  Polyphenol 화합물 측정은 polyphenol을 Folin-Denis 방
법 [18]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발효된 도꼬마리 추출물 

배양액은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도꼬마리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한 발효액과 

2배 희석한 Folin 시약은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실온에서 
3분간 반응시킨 후 10% Na2CO3을 2 mL 첨가하여 1시간 

반응시키고 UV/Visible spectrophotometer 700 nm에서 측정

하 다. 조구는 tannic acid를 이용하 으며, 각각 농도별

로 첨가하여 측정하 다. 

  Radical 소거능 측정
  Radical 소거능은 Blois의 방법 [19]을 변형한 방법을 이

용하여 측정하 다. DPPH는 실험을 시작하기  methanol
에 0.3 mM이 되도록 녹인 후 사용하 으며, DPPH 용액과 
도꼬마리 추출물 발효액을 1：1로 혼합하여 실온에서 30분

간 반응 시킨 다음,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음성 
조구는 배양액 신 methanol을 첨가하여 측정하 다. 

DPPH Scavenging (%) = C - (S1 - S2)  × 100C

C: methanol + DPPH의 흡 도, S1: 시료 + DPPH의 흡

도, S2: 시료 + methanol의 흡 도.

결과 및 고찰

유산발효용 도꼬마리 추출물의 농도

  도꼬마리 추출물의 유산발효에 의한 항균 효과를 비롯한 다

양한 기능성 물질의 생산가능성을 검토하기 하여 먼  배양

에 사용할 도꼬마리 추출물의 농도를 검토하 다. 도꼬마리 

추출물은 멸균수로 각각 5, 25, 50, 100, 200 mg/mL의 농도

로 희석하여 agar diffusion법으로 시험균주인 Helicobactor 
pylori에 한 항균 활성을 조사하 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출물은 5 mg/mL의 농도에서는 항균 활성이 없

으나 25 mg/mL이상의 농도에서는 항균 활성을 나타내었

다. 이 결과로 부터 유산발효에 사용할 도꼬마리 추출물은 

25 mg/mL의 농도로 조제하여 유산균배지와 1：1 (최종농도 
12.5 mg/mL)로 혼합하여 배양하 다.

도꼬마리 추출물의 유산발효

  유산균을 이용한 도꼬마리 추출물의 유산발효는 미발효시

의 anti-Helicobactor pylori 활성 (Table 1)보다 우수한 항균

성 물질의 생산 등 다양한 기능성 물질의 생산을 목 으로 실

험을 시행하 다.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Lactobacillus 
6균주의 단일배양에서는 Lactobacillus brevis KCTC 3498와 

Lactobacillus casei KCTC 3109가 미발효 배양액인 control
에 비해 항균활성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다

수가 큰 차이가 없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도꼬마리 

추출물의 단일배양 시 pH는 유산생성으로 인한 항균 효과, 
Lactobacillus 6균주의 생육활성과 복합배양의 조합을 하

여 측정하 다. 생육 활성이 가장 양호한 배양 3일째 배양

액의 pH를 측정한 결과, 도꼬마리 배양액은 Fig. 1에서 보인 

바와 같이 미발효 배지인 control에 비해 다수의 pH가 

3.5∼4.0으로 낮아져서 유산을 생산하며 생육이 양호함을 확

인하 다. 그  Lactoba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KCTC 3635가 높은 pH를 나타내었으며, 내산성인 Helicobactor 
pylori에 한 항균활성은 유산에 의한 결과가 아닌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1. Anti-Helicobactor pylori activity of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Concentration (mg/mL) Inhibitory zone (mm)
  5
 25
 50
100
200

-
10
12.5
15
16.5

Fig. 1. pH of fermented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with 
Lactobacillus strains. Control: Medium containing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A: Lb. plantarum KCTC 3108, 
B: Lb. casei KCTC 3109, C: Lb. fermentum KCTC 3112, 
D: Lb. brevis KCTC 3498, E: Lb. helveticus KCTC 3545, 
F: Lb.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KCTC 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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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 복합배양의 항균효과

  복합배양의 항균활성을 확인하기 하여 두 그룹으로 나

어서 실험을 실시하 다. 단일배양에서의 pH 측정결과 
(Fig. 1)로부터 유산생산능이 낮은 Lactobacillus균주 (Fig. 
1 C, D, F)를 Fig. 1과 동일하게 종하여 2일간 배양한 

다음, 유산생산능이 우수한 Lactobacillus균주 (Fig. 1 A, B, E)
를 동량 종하여 2일간 더 배양한 A 그룹과 Lactobacillus 
6균주를 무작 로 2균주 씩 선택하여 배양한 B 그룹으로 

나 어 항균 활성을 검토하 다. Fig. 2에서 보인 바와 같이 
A 그룹에서는 Lactobacillus brevis KCTC 3498와 Lactobacillus 
helveticus KCTC 3545의 복합배양 (pH 3.2, 결과 미게재)
에서 항균 효과가 우수하 으며, 무작 로 선택하여 배양한 
B 그룹은 Lactobacillus plantarum KCTC 3108과 Lactobacillus 
helveticus KCTC 3545의 복합배양 (pH 3.5, 결과 미게재)
에서 항균 활성이 우수하 다. 이 결과는 단일배양 (Table 2)
의 경우 항균 효과가 미약하 으나 (inhibitory zone: 12 mm), 
복합배양에서는 A  B 그룹  두 종류의 복합배양에서 

control에 비해 강한 항균 활성 (A: 20.5 mm, B: 20 mm)을 
보 다. 특히 A 그룹의 Lactobacillus brevis KCTC 3498와 

Lactobacillus helveticus KCTC 3545의 복합배양은 단일배

양에서의 항균 활성이 가장 우수한 균주간의 배양이며, 이들 
유산균주의 복합배양 시 다양한 항균성 물질의 생산에 의해 
항균 활성이 증 된다고 사료되었다.

Table 2. Anti-Helicobactor pylori activity of fermented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with Lactobacillus strains

Sample
Incubation time (days)

1 3 5
Inhibitory zone (mm)

Control
KCTC 3108*

KCTC 3109
KCTC 3112
KCTC 3498
KCTC 3545
KCTC 3635

12
12
11.5
11
13
12.5
12

12
12
12
12.5
13
12
12

11
12
13
12.5
11
 9
10

*KCTC 3108: Lb. plantarum, KCTC 3109: Lb. casei, KCTC 
3112: Lb. fermentum, KCTC 3498: Lb. brevis, KCTC 3545: Lb. 
helveticus, KCTC 3635: Lb.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항균성 물질의 분리

  항균성 물질의 분리는 C18 Sep-Pak cartridge를 사용하여 
Fig. 2의 복합배양에서 항균 활성이 우수한 두 그룹 (A  B)
의 배양액을 사용하 다. 1 mL용 C18 Sep-Pak cartridge에 

배양액 500 μL을 흡착시킨 다음 각각 30%, 50%와 100% 
methanol로 항균성 물질을 용출시켜 용출액 20 μL로 항균 
활성을 확인하 다. Fig. 3에서 보인바와 같이 30% methanol
에서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이 결과로 인

해 도꼬마리 복합배양액의 항균성 물질은 친수성이 강한 물

질로 추정되었다.

Fig. 2. Anti-Helicobactor pylori activity of fermented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by mixed culture of Lactobacillus 
strains. A: Culture broth fermented with Lb. brevis KCTC 
3498 and Lb. helveticus KCTC 3545, B: Culture broth 
fermented with Lb. plantarum KCTC 3108 and Lb. 
helveticus KCTC 3545, C: Medium containing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항균성 물질의 TLC 분석

  Fig. 3의 결과에서 항균 활성을 가진 30% methanol 용출

액 의 항균성 물질을 TLC로 분석하 다. 용출액 10 μL를 
TLC plate에 spotting하고 개용매는 methylene chloride와 
methanol (6：4)을 사용하여 개하 다. 검출은 UV lamp 
(254 nm)를 사용하 으며 항균성 물질의 확인은 검출된 spot
을 회수하여 개용매로 추출, 농축하여 항균 활성을 확인하

다. Fig. 4에서 보인 바와 같이 a, b 모두 Rf 0.46의 치에

서 spot이 확인되었으며, 이들 spot을 회수하여 항균 활성을 

검토한 결과 Helicobactor pylori에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것

을 확인하 다.

Fig. 3. Anti-Helicobactor pylori activity of eluted materials in 
30% methanol by C18 Sep-pak cartridge from fermented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A: Mixed culture of 
Lb. brevis KCTC 3498 and Lb. helveticus KCTC 3545, 
B: Mixed culture of Lb. plantarum KCTC 3108 and Lb. 
helveticus KCTC 3545, C: Medium containing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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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tection of antibacterial compound by TLC analysis.
A: Coculture of Lb. brevis KCTC 3498 and Lb. helveticus 
KCTC 3545, B: Coculture of Lb. plantarum KCTC 3108 
and Lb. helveticus KCTC 3545.

도꼬마리 유산발효액의 총 polyphenol 함량

  도꼬마리 추출물의 유산균 발효에 의해 생산된 기능성 

물질 (항산화능)의 변화를 검토하기 하여 총 polyphenol 
함량을 측정하 다. 도꼬마리 추출물의 단일배양에서 Folin- 
Denis 방법을 응용하여 polyphenol 화합물을 측정한 결과, 
Fig. 5에서 보인 바와 같이 항균 활성 (Table 2)과는 달리 

농도 (0.5  1 mg/mL)의 도꼬마리 추출물을 첨가한 유산

발효 시에 미발효한 추출물에 비해 2∼4배의 polyphenol이 
생산된 결과를 확인하 다. 특히 Lactobacillus fermentum 
KCTC 3112로 발효한 도꼬마리 추출물의 polyphenol은 
가장 높은 생산성을 나타내었다. 도꼬마리 추출물의 복합

배양에서 polyphenol 생산은 Fig. 6에서 보인 바와 같이 단일

배양 (Fig. 5)에서와 마찬가지로 도꼬마리 추출물 0.5 mg/mL
와 1 mg/mL의 농도에서 추출물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하

으며, 특히 A그룹  Lactobacillus brevis KCTC 3498과 

Lactobacillus helveticus KCTC 3545를 복합배양한 경우 
1 mg/mL 첨가농도에서 polyphenol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들 결과에서 유산균을 이용하여 복합배양을 함으로써 도꼬

마리 추출물의 polyphenol 함량이 발효하지 않았을 때보다 

크게 증가한다고 사료되었다.

Fig. 5.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fermented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with Lactobacillus strains. A: Lb. 
plantarum KCTC 3108, B: Lb. casei KCTC 3109, C: 
Lb. fermentum KCTC 3112, D: Lb. brevis KCTC 3498, 
E: Lb. helveticus KCTC 3545, F: Lb.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KCTC 3635, Extract: medium containing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Fig. 6. The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fermented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with mixed culture of Lactobacillus 
strains. A: Mixed culture of Lb. brevis KCTC 3498 and Lb. 
helveticus KCTC 3545, B: Mixed culture of Lb. plantarum 
KCTC 3108 and Lb. helveticus KCTC 3545, Extract: 
Medium containing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도꼬마리 유산발효액의 radical 소거활성 

  DPPH법을 이용한 도꼬마리 유산발효액의 radical 소거

활성은 Fig. 7의 결과에서 보인 바와 같이 단일배양의 경우 

도꼬마리 추출물 0.1  0.5 mg/mL 첨가 시에 미발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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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에 비해 30∼40%의 scavenging을 확인하 다. 특히 

Lactobacillus casei KCTC 3109의 경우 0.1 mg/ mL의 농도

에서 70%의 scavenging을 나타내었다. 복합배양의 경우 

(Fig. 8) A와 B 그룹이 미발효시에 비해 첨가농도 0.1 mg/mL
에서 다소 증가한 40%의 scavenging을 나타내었다.

Fig. 7.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n fermented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with Lactobacillus strains. A: Lb. 
plantarum KCTC 3108, B: Lb. casei KCTC 3109, C: 
Lb. fermentum KCTC 3112, D: Lb. brevis KCTC 3498, 
E: Lb. helveticus KCTC 3545, F: Lb.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KCTC 3635, Control: Medium containing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Fig. 8.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n fermented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with mixed culture of Lactobacillus 
strains. A: Mixed culture of Lb. brevis KCTC 3498 and Lb. 
helveticus KCTC 3545, B: Mixed culture of Lb. plantarum 
KCTC 3108 and Lb. helveticus KCTC 3545, Control: 
Medium containing Xanthium strumarium L. extract.

요  약

  약용식물인 도꼬마리 추출물을 사용하여 유산균을 이용한 
단일  복합배양을 통하여 새로운 기능성 물질의 생산을 

검토하 다. 도꼬마리 추출물의 유산발효 시 단일배양 결과

에서 유산생산을 통해 체로 잘 증식하는 것이 확인되었

으며, H. pylori의 항균 활성은 단일배양보다 복합배양 시 

항균활성이 아주 우수하 다. 항균성 물질의 분리는 C18 Sep- 
pak cartridge에 흡착시켜 30% methanol 용출획분에서 항균

성물질이 확인되었으며, TLC로 분석한 결과 Rf 0.46의 치

에서 항균성 물질을 확인하 다. 도꼬마리 유산발효액의 항산

화활성은 총 polyphenol 함량  radical 소거능을 검토하

으며, 그 결과 총 polyphenol 함량은 미발효시에 비해 도

꼬마리 추출물의 농도에서 단일배양의 경우 2∼4배 증가

하 으며, Lactobacillus brevis KCTC 3498과 Lactobacillus 
helveticus KCTC 3545를 복합배양한 경우 1 mg/mL 첨가농

도에서 polyphenol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Radical 소거능은 
도꼬마리 추출물을 0.1  0.5 mg/mL로 첨가하여 발효하

을 때 30∼40%의 scavenging이 확인되어 발효를 하지 

않았을 때 (25%)보다 발효를 하 을 때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Lactobacillus casei KCTC 3109의 경우 

0.1 mg/mL의 농도에서 70%의 scavenging을 나타내었다. 
이들 결과로부터 도꼬마리 추출물의 유산발효는 미발효시에 
비해 Helicobactor pylori에 한 항균활성물질의 생산과 

기능성물질인 항산화물질의 생산성이 우수하다고 사료되었

으며 천연한약재의 발효를 통한 천연물 신약 등 신기능물질

의 생산가능성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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