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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mprove the use of ginseng flower-buds, antioxidant activities of ginseng flower-buds fermented using
a variety of useful microorganisms were analyzed. Non-fermented grape pomace was used as a control, while
fermentation was carried out using Bacillus subtilis (BS), Lactobacillus plantarum (LP), Lactobacillus casei (LC),
Candida utilis (CU), Saccharomyces cerevisiae strain CHY1011 (Y1), Saccharomyces cerevisiae strain ZP 541
(Y2), and a mixed-strain culture with LP, LC, and CU (M).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of ginseng flower-buds
was highest in the control compared to the other fermented ginseng flower-buds. DPPH radical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ere also highest in fermented group by BS. The FRAP value (10 mg/mL) was
highest in the control group but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fermented group by BS. The highest
reducing power activity was in the fermented group by LC compared to the other group, including the control.
Therefore, the fermentation of ginseng flower-buds using various microorganisms, shows that fermentation
with the Bacillus subtilis strain increases antioxidant activity. More research of its effects on other physiological
activities will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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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은 오가피과(Aralia-

ceae)에 속하는 반음지성 식물로써 동양의학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약재이다. 일반적으로 뿌리를 약용으로 이용하

며 자연 건강식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고, 약리 효능의 과

학적 입증과 임상을 근거로 인식과 신뢰가 높으며, 의약품

및 기능성 식품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인삼의 뿌리

에는 사포닌, 지용성 성분, 산성다당류, 페놀 화합물, 함질소

화합물 및 펩타이드, 유리당, 유리산, 비타민, 무기성분 등이

있으며, 그중에서 인삼 사포닌인 ginsenoside는 우수한 약리

효과가 있다(1,2). 이처럼 인삼의 뿌리에 관한 성분 및 효능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있고 유용 성분의 이용을 목적으로

홍삼, 홍삼추출농축액, 파우치 등으로 가공하거나 한약재료

로 사용되고 있지만, 잎을 포함한 지상부는 거의 약용으로

이용되지 않고 있다.

지상부에 속하는 인삼의 꽃은 ginsenoside 함량이 뿌리보

다 많고 그 종류도 뿌리와 유사하다. 꽃에서는 Rb2, Rc, Rd,

Re, Rg1 및 총 ginsenoside가 많으며, 특히 꽃에서의 Re 함량

은 채취시기와 관계없이 월등히 많았는데 잎과 줄기와는 달

리 채취시기별 함량변이도 거의 없다(3). 뿐만 아니라 채종

하지 않는 꽃은 인삼의 뿌리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거되

므로 이들의 활용방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발효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생물학의 기술로 산업전반에 걸친

기술개발이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식품에서의

기술개발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수삼 가공의 경우 건조, 증

자, 가열 추출의 물리적 방법 외에 생물학적 가공방법인 발

효를 이용한 가공방법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수삼

의 경우 수삼을 발효시켜 미생물의 발효과정 중 생성되는

당 분해효소 등을 이용하여 인삼사포닌의 전환을 유도함으

로써 영양학적, 기능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인삼 발효 미

생물의 선별에 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며(4), Senthil

등(5)의 연구에서는 인도 음식에서 분리해낸 β-glucosidase

활성을 보이는 세균이 인삼으로부터 분리해낸 Rb1을 미량

ginsenoside인 Rd로 변환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유산균

을 이용한 발효인삼 제조에 가장 적합한 유산균주 및 최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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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확립하여 차후 건강기능성 식품소재로써의 유산균 발

효 인삼제품화 가능성을 조사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6).

Ramesh 등(7)의 연구에서는 발효인삼의 처리가 노화 중 일

어나는 산화를 개선하여 free radical과 관련된 산화적 스트

레스 및 노화를 최소화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밖에도 백삼,

홍삼과 대비하여 발효인삼의 일반성분에 대한 성분 특성을

분석한 보고도 있으며(8), 인삼을 비롯한 다양한 소재들을

활용하여 발효하거나 또는 첨가하여 식품의 기능성 강화,

관능적 품질을 향상시켜 발효식품으로써 개발하려는 연구

가 시도되었다(9). 따라서 인삼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는 인삼꽃을 발효할 경우 유용한 생리활성물질

이 많이 생성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연구에서는 인삼과 마찬

가지로 많은 사포닌 함량을 지니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이용

정도가 미비한 인삼꽃을 대상으로 여러 유용 미생물을 이용

하여 인삼꽃을 발효시킨 후 여러 미생물별 인삼꽃 발효에

따른 항산화 활성 변화를 조사하여 향후 화장품 등의 산업원

료 소재 및 사료 첨가재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인삼꽃은 공주시에 있는 인삼재배 농가

에서 5년근 인삼의 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인삼꽃 발

효물의 제조는 20 g의 glucose와 5 g의 peptone을 1 L의

3차 증류수(DW)에 넣은 후 121oC 15분으로 가압고온 멸균

하여 실온에서 서서히 식힌 다음 미리 활성화 시킨 7종의

발효 균주를 각각 10 mL씩 넣은 후 찬물에 5회 수세한 100

g의 건조 인삼꽃을 넣고, Bacillus(B.) subtilis, Candida(C.)

utilis, Saccharomyces(S.) cerevisiae, 혼합균주(Lactoba-

cillus(L.) plantarum, L. casei, C. utilis의 혼합)는 30oC, L.

plantarum, L. casei는 37oC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배양액을 여과지(Whatman No. 4, Whatman, Middle-

sex, UK)로 여과시킨 여액을 121oC에서 15분 동안 가압 고

온 멸균시켰다. 멸균된 배양액을 -75oC deep freezer에 12시

간 두었다가 freeze dryer에 넣고 동결건조 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인삼꽃 무발효 대조군으로는 인삼꽃 100 g당 10배량

(w/v)의 DW로 24시간 동안 3회 추출한 후 여과지

(Whatman No. 4)로 여과한 다음 동결건조 하여 얻은 인삼

꽃 물 추출물(이하 무발효 추출물)을 사용하였다. 각 시료

분획물은 50% ethanol에 용해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사용균주

인삼꽃 발효에 사용된 균주는 B. subtilis KCTC 1022

(BS), L. plantarum KCTC 3104(LP), L. casei KCTC 2180

(LC), C. utilis KCCM 50342(CU)로 생물자원센터(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 Daejeon, Korea) 및 한국미생

물보존센터(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S. cerevisiae 균주

들(S. cerevisiae strain CHY1011: Y1, S. cerevisiae strain

ZP 541: Y2)은 빵 발효에 이용되는 효모를 사용하였으며,

18S rRNA 서열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가장 가까운 종을 표

시하였다. BS는 nutrient broth에서, LP 및 LC는 Lacto-

bacilli MRS broth에서, CU, Y1, Y2는 YM broth에서 배양

하였다. BS, CU, Y1, Y2는 30
o
C, LP, LC는 37

o
C에서 24시간

주기로 3회 계대배양 후 600 nm에서 흡광도 값이 0.4～

0.6(1×105 CFU/mL) 범위 안에 들게 하여 발효 균주로 사용

하였다.

사용균주에 따른 인삼꽃 발효액의 배양 특성

균주의 성장에 따른 배양액의 pH의 변화는 24시간 배양

후 여과지(Whatman No. 4)에 여과한 다음 pH meter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혼탁도 측정은 24시간 배양 후 여과된 발

효액의 흡광도를 UV/Visible spectrophotometer(UV-1800,

Shimadzu, Kyoto, Japan)로 600 nm에서 측정하여 미생물의

발효 정도를 확인하였다. 생균수 측정은 24시간 배양한 인삼

꽃 발효액을 여과하여 멸균된 생리식염수에 희석해 측정하

였다. 발효 희석액을 충분히 혼합한 후, plate count agar

(PCA) 및 potato dextrose agar(PDA) 배지에 분주한 후 각

각 37oC, 30o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생균수를 측정하였으며,

모든 실험구는 4회 반복으로 실험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Folin과 Denis의 방법(10)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를 증류수에 녹여 추출한 뒤 시료 0.2

mL에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와 증류수를 1:2로 섞은 혼합액

0.2 mL를 첨가하고 암실에서 3분 방치 후 10% Na2CO3 3

mL를 가하여 1시간 다시 암실에 방치 후 765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으며, 표준곡선은 gallic acid를 이용한 표준

검량식에 적용하여 1 g에 대한 mg gallic acid equivalents

(GAE)로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DPPH radical 소거능은 Blois(11)의 방법에 준하여 농도

별로 제조한 시료 1 mL에 0.2 mM DPPH(1,1-diphenyl-2-

picrylhydrazyl, Sigma Chemical Co.)용액 1 mL를 넣은 후

vortex mixer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켜 meth-

anol 용액을 blank로 하여 517 nm에서 UV/Visible spec-

trophotometer(UV-1800, Shimadzu)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다음과 같은 계산식에 의해 환산

하여, 대조군에 대한 50% 흡광도의 감소를 나타내는 검체의

농도(IC50)로 표시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sample absorbance

)×100control absorb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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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 value, turbidity and viable cell count in the broth
of ginseng flower-buds fermented by microorganism

Microorganism
1)

pH Turbity
4) Viable cell count

(log CFU/mL)

BS
LP
LC
CU
Y1
Y2
M

4.76±0.012)a3)
3.74±0.01d
3.52±0.00f
3.68±0.00e
3.92±0.01c
4.00±0.00b
3.52±0.00f

1.77±0.01bc
1.81±0.02bc
0.25±0.04d
1.73±0.04c
2.05±0.07a
2.04±0.05a
1.84±0.06b

9.44±0.07a
6.34±1.14b
6.31±1.65b
7.47±0.46b
6.48±0.01b
6.71±0.20b
7.71±0.64b

1)BS, B. subtilis; LP, L. plantarum; LC, L. casei; CU, C. utilis;
Y1, S. cerevisiae strain CHY1011; Y2, S. cerevisiae strain ZP
541; M, microbial consortium fermented with LP, LC and CU.
2)
Mean±SD (n=4).
3)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0.05).
4)Turbidity measurement based on OD600 in the broth of ginseng
flower-buds fermented by microorganism.

ABTS radical 소거활성 측정

총 항산화력 측정은 Pellegrin 등(12)의 ABTS radical 소

거능에 따라서 측정하였다. 7 mM ABTS와 140 mM potas-

sium persulfate 용액을 혼합하여 하루 동안 어두운 곳에 방

치하여 ABTS+․를 형성시킨 후 이 용액을 734 nm에서 흡광

도 값이 0.70±0.02가 되도록 50% ethanol로 희석하였다. 희

석된 ABTS+․ 용액 1 mL에 50% ethanol에 농도별로 희석

된 추출액 50 μL를 가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정확히 3분 후에

측정하였으며, 다음의 식에 의해 저해율을 환산하여 대조군

에 대한 50% 흡광도의 감소를 나타내는 검체의 농도(IC50)로

표시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sample absorbance

)×100control absorbance

FRAP(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측정

FRAP 측정 방법은 Benzie와 Strain(13)의 방법을 참고하

여 측정하였다. FRAP reagent는 25 mL acetate buffer(300

mM, pH 3.6)를 37
o
C에서 가온한 후, 40 mM HCl에 용해한

10 mM 2,4,6-tris(2-pyridyl)-s-triazine(TPTZ, Sigma

Chemical Co.) 5 mL와 20 mM ferric sulfate(FeSO4) 2.5 mL

를 가하여 제조하였다. 제조된 0.9 mL FRAP reagent에 5

및 2.5 mg/mL의 농도로 용해시킨 시료 0.03 mL와 증류수

0.09 mL를 넣은 다음 37
o
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93 nm

에서 UV/Visible spectrophotometer(UV-1800, Shimadzu)

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Blank는 시료 대신 에탄

올을 넣어 측정하였다.

환원력 측정

환원력은 Oyaizu(14)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농도를

각각 달리하여(2.5, 5, 10, 20 mg/mL) 첨가한 화합물 1에 so-

dium phosphate buffer(0.25 mL, 200 mM, pH 6.6)와 potas-

sium ferricyanide(0.25 mL, Sigma Chemical Co.)를 혼합시

켰다. 그리고 혼합물을 50
o
C에서 20분 동안 배양시킨 후 tri-

chloroacetic acid(0.25 mL, 10%, w/v)를 첨가시킨 후 10분

동안 3,000 rpm으로 원심분리를 시켜 상징액(0.5 mL)에 탈

이온수(0.5 mL)와 1% ferric chloride(0.1 mL, Sigma Chem-

ical Co.)를 첨가시켰고, UV/Visible spectrophotometer

(UV-1800, Shimadzu)를 사용하여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IBM

SPSS Statistics 19.0 software system(Chicago, IL, USA)

을 이용하였다.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분산분

석(ANOVA)을 실시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사용균주에 따른 인삼꽃 발효액의 배양성 결과

인삼꽃의 발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발효 미생물별로 24

시간 발효시킨 인삼꽃 발효액의 pH 변화를 측정하였다.

Table 1에서와 같이 pH 값은 발효하지 않은 배지에서 6.27

±0.02인 반면(data not shown), 발효한 배지에서는 3.52～

4.76이 되어 발효에 의해 pH가 낮아져 모든 실험군에서 모두

발효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중 BS 균주를 이용

한 발효군에서 4.76±0.01로 가장 높은 pH 값을 보였으며,

Y2, Y1, LP, CU, LC 및 M의 순서로 나타났다. 보통 BS를

이용한 발효의 경우 pH 변화가 적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도

BS가 가장 영향을 덜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생물이 일

정한 배수로 증가하는 활동은 흡광도 측정(OD600)으로 부유

된 미생물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판단할 수 있어(15) 발효

후 미생물 생장에 의한 혼탁도 분석 결과(Table 1), 발효전의

혼탁도는 0.01～0.03(data not shown)의 범위를 나타내었으

며 인삼꽃 발효액의 혼탁도는 LC(0.25±0.04)를 제외하고

1.70 이상을 나타내었다. LC의 경우 pH 측정 실험에서 발효

에 의해 pH 값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48시간 배양

시 OD600 값은 0.17로 24시간 발효했을 때보다 낮은 OD600

값을 보였다. 인삼꽃 발효액이 미생물 생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24시간 발효 후 생균수를 측정한 결과(Table

1), 발효 전 생균수가 5.71～6.71(data not shown)의 범위를

나타낸데 비해 발효 후에는 6.31～9.44 log CFU/mL의 생균

수를 나타내었다. BS 처리구에서 9.44±0.07 log CFU/mL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균들에서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p<0.05). Park 등(6)의 연구에서는 24시간 배양한

1% 백삼분말 배지를 MRS 배지에서 생균수 측정 시 LP 및

LC의 생균력이 각각 8.10 log CFU/mL 및 4.70 log CFU/mL

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의 생균수 측정

실험에서 LC를 이용하여 발효했을 때 생균수가 다른 발효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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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fer-
mented ginseng flower-buds by various microorganism

Microorganism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C50 (mg/mL)
2)

Ascorbic acid
Control
BS
LP
LC
CU
Y1
Y2
M

0.03±0.003)g4)
1.16±0.03e
0.73±0.02f
2.13±0.03a
1.71±0.01c
1.49±0.03d
1.79±0.19c
1.48±0.02d
1.92±0.03b

0.05±0.00e
4.28±0.13a
1.13±0.05d
2.63±0.08b
2.28±0.13bc
1.74±0.08cd
2.06±0.71bc
1.89±0.55bc
2.12±0.65bc

1)Control, water extract of ginseng flower-buds; BS, B. subtilis;
LP, L. plantarum; LC, L. casei; CU, C. utilis; Y1, S. cerevisiae
strain CHY1011; Y2, S. cerevisiae strain ZP 541; M, mixed
strain culture with LP, LC and CU.
2)Inhibitory activity was expressed as the mean of 50% inhibi-
tory concentration of triplicate determines, obtained by inter-
polation of concentration inhibition curve.
3)
Mean±SD (n=5).
4)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0.05).

Table 2.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of fermented ginseng
flower-buds by various microorganism

Microorganism
1) Total polyphenol content

(GAE mg/g, dry basis)

Control
BS
LP
LC
CU
Y1
Y2
M

44.22±0.692)a3)
40.21±0.22b
27.72±0.04g
32.15±0.63e
30.49±0.27f
34.54±0.20d
36.08±0.08c
27.41±2.11g

1)
Control, water extract of ginseng flower-buds; BS, B. subtilis;
LP, L. plantarum; LC, L. casei; CU, C. utilis; Y1, S. cerevisiae
strain CHY1011; Y2, S. cerevisiae strain ZP 541; M, mixed
strain culture with LP, LC and CU.
2)
Mean±SD (n=3).
3)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들에 비해 적게 측정된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따라서 24시

간 배양하여 인삼꽃 발효액을 제조했을 때 pH, 흡광도 측정,

생균수 측정 결과 충분한 미생물 생장에 의해 인삼꽃 발효가

잘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인삼꽃 발효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폴리페놀계 물질들은 한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phenolic

hydroxyl(-OH)기를 가진 방향족 화합물들을 총칭하며, 식

물체에 특수한 색깔을 부여하고 산화-환원 반응에서 기질로

작용한다. 플라보노이드와 탄닌이 주된 식물계 폴리페놀 물

질이며, 충치 예방, 고혈압 억제, 항산화, 항암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다(16). 6종의 단일균주 및 혼합균주를 이용

하여 발효시킨 인삼꽃 발효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한

결과(Table 2), 무발효 추출물이 44.22 GAE mg/g으로 발효

시킨 인삼꽃에 비해 유의적(p<0.05)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

었으며, 발효균주 중에서는 BS로 발효시킨 것이 40.21 GAE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Y2(36.08), Y1

(34.54), LC(32.15), CU(30.49), LP(27.72) 및 혼합균주(27.41)

순으로 함량을 나타내었다. Doh 등(17)은 연구에서 발효인

삼의 폴리페놀류 함량 측정 결과, 무발효 추출물은 61.92

mg/10 g으로 나타났고 Bifidobacterium longum, Lactoba-

cillus delbrueckii subsp. bulgaricus, L. fermentum, L.

plantarum 및 Streptococcus thermophilus로 발효한 발효

추출물은 9.18～17.05 mg/10 g으로 나타나 발효 시에 무발

효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보다는 낮았다고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인삼과 마찬가

지로 인삼의 부산물인 인삼꽃의 경우에도 발효에 의해 폴리

페놀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인삼꽃 발효물의 radical 소거능

항산화 활성 측정 방법 중 DPPH 라디칼 소거법은 실제

항산화 활성과 연관성이 높은 방법으로서, 활성 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지방질의 산화를 억제시키는 척도로 사용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인체 내에서 활성 라디칼에 의한 노화

를 억제하는 작용의 척도로 이용되고 있다(18). DPPH 법은

특히 수소공여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수소공여

항산화물질의 특징은 hydroxyl기를 하나 이상 함유하고 있

는 환구조(ring)와 메틸기나 비극성 탄화수소 사슬 구조와

같은 비극성기를 가지고 있으며,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폴리

페놀계 물질이 이와 같은 분자 구조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이다(19).

인삼꽃 발효액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Table 3에 나

타내었다. 무발효 추출물의 IC50 값은 1.16 mg/mL의 활성을

나타냈으며, 전체적으로는 BS 발효물에서 0.73 mg/mL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그 뒤로 Y2(1.48 mg/mL), CU

(1.49 mg/mL), LC(1.71 mg/mL), Y1(1.79 mg/mL), M(1.92

mg/mL), LP(2.13 mg/mL) 순으로 DPPH radical 소거활성

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이 높았던

BS 및 Y2에서 DPPH radical 소거활성 역시 높게 나타났으

며 특히 BS 발효물의 경우 페놀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무발효 추출물보다 DPPH radical 소거능이 높았는데 이는

미생물에 발효에 일어난 의한 ginsenoside 전환에 의해 항산

화 활성을 나타내는 ginsenoside 함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ginsenoside Rh2, Rb1, RC 등이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로서 DPPH 방법과 함께

항산화활성을 스크리닝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 또한

lipophilic 또는 hydrophilic 항산화 물질의 측정에 적용 가능

한 방법으로 이 방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은 ABTS radical을

억제하거나 소거하는 것에 의해 이루어진다(12). ABT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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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tential (FRAP) value
of fermented ginseng flower-buds by various microorganism

Microorganism1) FRAP value (mM)

Control
BS
LP
LC
CU
Y1
Y2
M

3.03±0.132)a3)
3.02±0.30a
1.74±0.10d
2.34±0.04bc
2.23±0.08bc
2.54±0.06b
2.46±0.24b
2.05±0.12cd

1)
Control, water extract of ginseng flower-buds; BS, B. subtilis;
LP, L. plantarum; LC, L. casei; CU, C. utilis; Y1, S. cerevisiae
strain CHY1011; Y2, S. cerevisiae strain ZP 541; M, mixed
strain culture with LP, LC and CU.
2)
Mean±SD (n=5).
3)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5. Reducing power of fermented ginseng flower-buds
by various microorganism

2.5 mg/mL 5 mg/mL 10 mg/mL 20 mg/mL

Control
1)

BS
LP
LC
CU
Y1
Y2
M

0.16±0.562)e3)
0.17±0.42e
0.34±0.45bc
0.38±0.50a
0.31±0.46c
0.26±0.41d
0.37±0.39ab
0.26±0.39d

0.48±0.04d
0.50±0.02cd
0.58±0.11bcd
0.83±0.23a
0.77±0.07ab
0.84±0.05a
0.71±0.06abc
0.70±0.16abc

0.72±0.09a
0.68±0.06a
0.71±0.01a
0.80±0.08a
0.80±0.09a
0.73±0.21a
0.61±0.06b
0.49±0.09b

1.64±0.95abc
0.90±0.24c
1.67±0.85abc
2.56±0.28a
2.41±0.92ab
1.44±0.45abc
1.33±0.50bc
0.99±0.24c

1)Control, water extract of ginseng flower-buds; BS, B. subtilis;
LP, L. plantarum; LC, L. casei; CU, C. utilis; Y1, S. cerevisiae
strain CHY1011; Y2, S. cerevisiae strain ZP 541; M, mixed
strain culture with LP, LC and CU.
2)Mean±SD (n=5).
3)
Different letters within a same column differ significantly (p<
0.05).

peroxidase, H2O2와 반응시켜 활성 양이온인 ABTS
+
이 형성

되면 추출물의 항산화력에 의해 ABTS+이 소거되어 라디칼

특유의 색인 청록색이 탈색되는데 이를 흡광도 수치로 나타

내어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할 수 있다(12).

인삼꽃 무발효 추출물 및 발효물의 ABTS radical 소거활

성을 평가한 결과,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삼꽃 무발

효 추출물에서 4.28 mg/mL의 IC50 값을 보여 발효액과 비교

했을 때 가장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인삼꽃 발효물은 BS

(1.13 mg/mL), CU(1.74 mg/mL), Y2(1.89 mg/mL), Y1(2.06

mg/mL), M(2.125 mg/mL), LC(2.28 mg/mL), LP(2.63

mg/mL)의 순으로 항산화 활성이 높았으며,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BS 발효물의 활성이 가장

높았으나 다른 미생물 발효물의 ABTS radical 소거활성은

DPPH radical 소거활성과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

로 반응속도가 빠른 ABTS 라디칼과는 달리 DPPH 라디칼

의 반응속도는 화합물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

데, 비타민 C의 경우 EC50 농도에서 동적평형상태(steady

state)로 도달하는 시간이 75분인데 반해 rutin의 경우 103분

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다(2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ABTS

radical은 DPPH radical과 달리 극성과 비극성 물질 모두와

반응하여 소거되며(22), ABTS 라디칼과 잘 반응하는 항산

화 물질이 DPPH와는 전혀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알려

져 있다(23). 따라서 각각의 미생물에 대한 발효 생성물의

차이가 ABTS 및 DPPH radical 소거활성에 대한 차이를

나타내었다고 사료된다.

인삼꽃 발효물의 FRAP(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value

FRAP value의 측정은 낮은 pH에서 환원제에 의해 ferric

tripyridyltriazine(Fe
3+
-TPTZ) 복합체가 파란색의 ferrous

tripyridyltriazine(Fe
2+
-TPTZ)으로 환원될 때 발생하는 청

색파장을 593 nm에서 측정하여 환원력을 계산하는 방법으

로 라디칼 소거방식의 항산화 측정법과는 다른 메커니즘의

항산화 측정법으로 흡광도의 변화는 반응 혼합물속에 존재

하는 전자를 공여하는 항산화제의 전체 환원능력 또는 결합

능력과 직접 관련이 있으며 라디칼 소거방식의 항산화 측정

법과는 다른 메커니즘의 항산화 측정법이다(13,24,25). 실험

결과 무발효 추출물의 FRAP value는 3.03 mM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BS 발효물과는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05). 발효물 중에서는 BS에서 3.02 mM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Y1, Y2, LC, CU, M, LP 순서로 각각 2.54

mM, 2.46 mM, 2.34 mM, 2.23 mM, 2.05 mM, 1.74 mM의

활성을 나타내었다(Table 4). 상황버섯 균사체를 이용한 발

효 홍삼의 경우 비발효 홍삼(47.2 mM)에 비해 발효 홍삼에

서 높은 FRAP 활성(95.8 mM)을 나타내었다고 보고(26)하

고 있으며, Chaiyasut 등(27)은 Aspergillus oryzae를 이용

하여 발효한 태국대두의 경우 발효에 의해 FRAP value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BS 발효물을 제

외하고 발효에 의해 FRAP value가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인삼꽃 발효물의 환원력

활성 산소종 및 유리기에 전자를 공여하는 능력이 환원

력이며 환원력이 강할수록 녹색에 가깝게 발색되므로 항산

화 활성이 큰 물질일수록 높은 흡광도 값을 나타낸다(28).

따라서 항산화 활성은 환원력과 함께 수반되며 일반적인 특

징은 reductone의 존재와 관계되어 reductone이 peroxide의

어떤 전구체로서 반응하기 때문에 peroxide 형성을 억제한

다고 보고되고 있다(29). 인삼꽃 무발효 추출물 및 발효물의

농도를 2.5, 5, 10, 20 mg/mL로 각각 달리하여 첨가한 후

금속이온을 환원시키는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5 mg/mL 농도에서 측정한 결과, 무발효 추출물에 비

해 발효물들에서 더 높은 환원력을 나타내었으며, 10 mg/

mL 농도군에서는 Y2 및 혼합균주 발효물을 제외한 모든

시료군에서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이전의 항산화

실험에서 BS 발효물에서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인 것과는

다르게 환원력의 경우 LC 및 CU 발효물에서 높은 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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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발효에 관여하는 균주의 특성에 따

라 생성되는 발효대사 산물인 항산화 물질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요 약

인삼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포닌을 함유하고 있는 인삼꽃

의 이용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Bacillus

subtilis(BS), Lactobacillus plantarum(LP), Lactobacillus

casei(LC), Candida utilis(CU), Saccharomyces cerevisiae

strain CHY1011(Y1), Saccharomyces cerevisiae strain ZP

541(Y2), 혼합발효(M) 등의 여러 유용 미생물을 이용하여

인삼꽃을 발효시킨 후 미생물별 인삼꽃 발효물에 대한 항산

화 활성 변화를 탐색하였다. 총 페놀함량 측정 결과 무발효

추출물은 인삼꽃 발효물에 비해 유의적(p<0.05)으로 높은

값을 보였으며, 발효 균주 중에서는 BS로 발효한 발효물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및

ABTS radical 소거활성 측정 결과 BS 발효물이 유의적으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FRAP value(10 mg/mL)는

무발효 추출물의 활성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BS 발효물과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환원력 측정 결과, 대체적으로 무

발효 추출물에 비해 미생물 발효물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내

었으며 LC 발효물이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여러

유용미생물을 이용한 인삼꽃 발효의 경우 Bacillus subtilis

를 이용하여 발효할 경우 다른 균주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항산화 활성 증진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생리활성 증진 효과에 대한 연구가 좀 더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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