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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덕 부위별 세포벽 물질의 페놀성화합물과 항산화 활성

강 윤 한*

강릉원주대학교 식품과학과

Phenolic Compounds and Antioxidant Activity in Cell Wall Materials
from Deodeok (Codonopsis lanceol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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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measured the amounts of uronic acid, total sugars, non-cellulosic neutral sugars, phenolic compounds
as well as antioxidants activity in cell wall materials (CWM) derived from different parts of deodeok (Codonopsis
lanceolata). The values of the uronic acid (UA): neutral sugars (NS) ratio in polymers extracted from the CWM of the
flesh and skin were 4 and 6, respectively. The total sugar contents of the flesh and skin were 788.6 and 824.9 µg/mg of
CWM, respectively. Galactose and arabinose were the main noncellulosic neutral sugars. The chemical structure of five
phenolic compounds from the CWM were analyzed and identified as vanillic acid, p-OH-benzaldehyde, vanillin, ferulic
acid, and 8-O-4' diferulic acid by HPLC spectral data. Among them, p-OH-benzaldehyde, vanillin, and 8-O-4' diferulic acid
were the first compounds identified from the deodeok. The content of 8-O-4' diferulic acid in the skin CWM was 56.1
µg/g AIR (alcohol insoluble residue). The ethanol-NaOH fractions from CWM had the highest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ORAC) activities, followed by the AIR fractions and ethanol f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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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더덕(Codonopsis lanceolata)은 예로부터 산야에 자생하거나 재

배되어 우리에게 친숙한 식물자원으로 식품재료로서 뿐만 아니

라 한방재료로 그 이용가치가 높으며, 오래된 더덕은 인삼의 약

효에 버금간다. 더덕은 육질과 껍질에서 특유의 향 뿐만 아니라

육질을 먹을 때 입안에서 느끼는 촉감, 맛 등 질감이 독특한데

이는 세포벽을 구성하는 다당류, 페놀성 화합물과 연관된다. 일

반적으로 세포벽 물질의 하나인 셀룰로오스는 xyloglucan에 연결

되어 펙틴과 망상구조를 이루고 있다. 펙틴에는 hairy region펙틴

물질(0-40%)로 araban, rhamnogalacturonan 및 arabinogalactan 등

이 있으며, smooth region 펙틴물질(60-90%)로 polygalacturonic

acid(homogalacturonan)를 들 수 있다(1). 세포벽의 2가지 주요한

헤미셀룰로오스인 xyloglucan과 arabinoxylan은 셀룰로오스와 수

소결합으로 셀룰로오스-헤미셀룰로오스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으

며(2), 이들 다당류는 다양한 페놀성 항산화 물질과도 결합되어

있다(3).

작물의 육질을 제외한 껍질 부분은 페놀성 화합물을 포함한 천

연 항산화제를 함유하고 있으나, 제조업체에서는 폐기물로 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펙틴, 헤미셀룰로오스, 셀룰로오스

등 식이섬유와 결합되어 있는 페놀성 화합물은 조직의 물성 변

화와 생물학적 기능성과 큰 관련이 있다. 흰쥐를 대상으로 동물

실험을 통해 더덕 육질이나 껍질의 부위별 첨가식이로 항산화 효

과와 지질 조성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 잔사물

처리 연구에 의하면 홍삼을 용매 추출 후 남는 부산물은 동물사

료나 퇴비로 이용되거나 폐기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잔사물에

는 용출되지 않은 다당체, 항산화물질 등 기능성 소재가 함유되

어 있어 자원의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한다(5).

더덕의 항산화 연구는 열수추출물의 높은 항산화활성(6,7)과 함

께 더덕 육질을 열수로 추출한 5종의 조다당체 분획물 중 분자

량 1,000 이하의 분획물에서 총페놀 화합물과 항산화 활성이 가

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기타 더덕의 기능적 특성으로 물추

출물은 고지방 식이 흰쥐의 간장 총 지질, 중성지방, 총 콜레스

테롤 수준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또한 물

추출물에 의해 사염화탄소 처리된 흰쥐의 항산화 효소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도 보고되어 있다(10). 그리고 산더덕을 냉수로 추출

한 분획물은 마우스 대식세포의 항종양 활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상의 연구 결과로 볼 때 향후 생리활성 다당류

(12)와 페놀성 합물의 구조적 특징과 인체 생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기대된다.

본 연구는 더덕 부위별 세포벽 물질의 구성 다당류 중 단당류,

페놀성 화합물 조성 및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여 더덕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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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더덕(Codonopsis lanceolata Bentham et Hooker)은 경북 경산시

소재 재래 시장에서 구입한 평균 중량이 26 g의 것으로 육질과

껍질로 구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재료는 액체 질소로 즉

시 동결 건조하여 화학 분석 전까지 –40oC에 저장하면서 시료로

사용하였다. 당 분석에 사용한 NaBH
4
는 Aldrich사(Milwaukee, WI,

USA)에서, 2-deoxyglucose는 Sigma사(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페놀성화합물 분석에서 ferulic acid, trans-cinnamic

acid 등 페놀산은 Sigma사의 것을 사용하였으며, 항산화 활성에

사용한 Trolox(6-hydroxy-2,5,7,8-tetramethylchroman-2-carboxylic

acid)는 Aldrich사, 2,2'-azobis(2-amidinopropane) dihydrochlo-

ride(AAPH)는 Wako Chemicals USA(Richmond, VA, USA)의 것

을 사용하였다.

세포벽 물질의 제조

각기 구분한 시료 100 g에 5 mM Na
2
S

2
O

5
를 함유한 1.5%

sodium lauryl sulfate(SDS)를 첨가하여 Ystral homogenizer(Ystral

GmbH, Dottingen, Germany) 로 5분간 마쇄하였다. 거품이 발생

하면 몇 방울의 octanol을 첨가하였다. 마쇄물은 100 µm nylon

mesh(John Stannier and Co., Manchester, UK)로 여과하고, 남은

잔사에는 전분 등 세포내 성분이 남아 있어 이를 제거하기 위해

3 mM Na
2
S

2
O

5
를 함유한 0.5% SDS를 넣은 ball mill(Pascall, 0.5

L pot)로 0oC에서 60 rpm으로 2시간 처리하였다. 마쇄물은 70 µm

nylon mesh로 여과 후, 잔사는 3 mM Na
2
S

2
O

5
를 함유한 냉수를

가해 5분간 균질화하여 여과하였다. 이러한 조작은 iodine/potassium

iodide 염색 후 광학현미경으로 평가하여 전분 등 세포 내용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3회 반복하였다. 얻어진 세포벽 물질(CWM)

은 –20oC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당 분석

세포벽 물질의 당 분해는 Saeman 등(13)의 방법에 따라 CWM

을 72% H
2
SO

4
에 현탁한 후 1 M로 희석하여 100oC에서 2시간 30

분 동안 실시하였다. 모든 시료는 이반복으로 분석하였다. 그리

고 중성당은 Blakeney 등(14)의 방법에 따라 NaBH
4
로 환원하고,

아세틸화하였다. 이때 내부 표준물질로 2-deoxyglucose를 사용하

였다. Alditol acetates의 정량은 Parr 등(15)의 방법에 따라 가스크

로마토그라피(GC)로 분석하였다. 즉 GC의 분석은 Restek RT
x 

225

WCOT column(15 m×0.32 mm i.d.; 0.25 µ film)이 장착된 Carlo

Erba Vega GC를 이용하여 온도프로그램(90oC(1 min), 90→150oC

(45oC/min), 150oC(1 min), 150→210oC(2oC/min), 210oC(1.5 min))

으로 실시하였다. 구성당 함량은 각 peak의 면적비와 구성당의

alditol acetate의 분자량으로부터 계산한 mol%로부터 µg/mg으로

환산하였다.

Uronic acids의 정량은 Blumenkrantz과 Asboe-Hansen(16)의 변

법에 따라 비색적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즉 시료를 상온에서 3시

간 동안 72% H
2
SO

4
에 현탁한 후 1 M H

2
SO

4
로 희석하여 100oC

에서 1시간 분해하였다.

페놀성 화합물 분석

페놀성 화합물은 CWM로부터 에탄올 가용성 분획과 alcohol

insoluble residue(AIR)를 대상으로 Waldron 등(17)의 방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즉 ethanol extract와 AIR 20 mg을 각각 4 M NaOH

로 질소 기류 하에서 상온에서 12시간 추출하였다. 원심분리 후

상등액을 여과(GF-A, Whatman, UK)하여 염산으로 산성화하였

다. 이 때 여과액에 내부 표준물질로 trans-cinnamic acid 첨가하

여 건조하였다. 여기에 50% 메탄올(200 µL; HPLC grade; BDH)

을 첨가하여 용해 후 고속액체크로마토그라피(HPLC)로 분석하였

다. 즉 세포벽 중 페놀산의 단량체(monomer)와 이량체(dimers)는

Waldron 등(17)의 방법에 따라 역상 HPLC와 diode array detec-

tion(HPLC-DAD)에 의해 동정과 정량을 하였다. 사용한 칼럼은

inertpak ODS2 reverse phase column(250×4.6 mm i.d., 5 µm;

Capital HPLC Ltd., Broxburn, West Lothian, UK)으로 분석에 사

용하였다. 용출 용매는 gradient system으로 1 mM trifluoroacetic

acid(TFA)내에 methanol/acetonitrile 함량을 증가시켰다. 세포벽 중

페놀화합물의 분리에 사용한 gradient profile은 용매 A(10%(v/v)

aqueous acetonitrile plus TFA to 1 mM)와 용매 B(40%(v/v)

aqueous methanol, 40%(v/v) aqueous acetonitrile, 및 20% water

plus TFA to 1 mM)이며,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초기 25분 A

90%, B 10% linear gradient 에서 A 25%, B 75%; 5분 expo-

nential gradient A 0%, B 100%; 10분 exponential gradient A

90%, B 10%; 2분 isocratic A 90%, B 10%. 유속은 1 mL/min

으로 하였다. 용매는 헬륨 기체로 기포를 제거하였다. 검출은

Perkin-Elmer 235C DAD를 사용하였다.

항산화 활성 분석

항산화 활성은 CWM로부터 에탄올 가용성 분획과 이의 4 M

NaOH 분획 및 AIR 분획 등 3종류의 분획물을 대상으로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ORAC) 측정을 위해 fluorescent probe

로 fluorescein과 FLUO star Optima microplate reader(BMG

Labtechnologies, Durham, NC, USA)를 사용하는 Prior 등(18)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각 추출 분획물을 ORAC 분석 전 phosphate

buffer(75 mM, pH 7)로 희석하였다. 분석은 48-well Falcon plates

(VWR, St Louis, MO, USA)에 시료를 가하여 37oC에서 실시하

였다. 각 well은 희석시료 40 µL를 포함하여 최종 용량이 590 µL

로 하였다. 그리고 Trolox standard(6.25, 12.5, 25, 50 µM)와

blank solution(75 mM, pH 7.0 Phosphate buffer)도 각 well에 첨

가하였다. 2개의 자동주입기를 갖춘 FLUOstar Optima는 각 well

에 fluorescence 400 µL, 2,2'-azobis(2-amidinopropane) dihydro-

chloride(31.6 mM) 150 µL를 가하도록 프로그램화하였다. Fluores-

cence readings(excitation 485 nm, emission 520 nm)은 AAPH 첨

가 후 매 192초 마다 112분간 95% 형광 소실이 일어나는 것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따라서 최종 값은 초기 값과 대비되며 최

종 결과는 공시험, 시료, 표준물질 간의 형광 소실 곡선의 면적

(area under the curve, AUC) 차에 기초하여 계산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세포벽 물질의 당

Table 1은 더덕의 육질과 껍질의 각기 다른 부위로부터 세포벽

물질의 당조성을 조사한 것이다. 즉 각기 다른 부위의 uronic acid,

총당, 비섬유성 중성당의 양을 측정한 것이다. 더덕의 육질과 껍

질의 CWM의 수율은 각각 7.3, 7.5%였다. 더덕의 CWM 중 당

조성은 rhamnose, fucose, arabinose, xylose, mannose, galactose

및 glucose였다. 주요 당 조성은 인삼과 유사하였으며(19) 함량에

있어서는 인삼과 같이 큰 뿌리인 본체와 미삼이 다르듯이 육질

과 껍질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Arbinose와 galactose가 비

섬유성 중성당의 주 성분이었다. 더덕의 육질과 껍질 중 galactose

함량은 60.3, 46.7 µg/mg CWM이었다. 앞서 보고된 인삼의 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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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미삼 중 galactose 함량인 89.9, 67.6 µg/mg CWM보다 낮게

나타났다. 더덕의 육질과 껍질 중 arabinose 함량은 각각 34.8,

24.7 µg/mg CWM으로 인삼의 본체와 미삼의 100.3, 81.2 µg/mg

CWM보다 많은 차이를 보였다. Arabinose와 galactose를 합한 중

성당 총량은 더덕이 인삼보다 모든 부위에서 낮은 함량을 보였

다. 그러나 xylose 함량은 더덕의 육질과 껍질 중 24.6 µg/mg

CWM, 29.4 µg/mg CWM으로 인삼보다 높은 함량인 것으로 나타

났다. 더덕의 총당 함량은 육질과 껍질에서 각각 788.6, 824.9 µg/

mg CWM으로 껍질에서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더덕의 육질과

껍질에서 추출된 uronic acid와 중성당의 비(UA:NS)는 각각 4, 6

의 값을 나타내었다. 더덕의 육질만 비교 시 당근의 4와 같고, 인

삼의 3과는 차이가 있다. Uronic acid 함량은 더덕, 인삼, 당근 모

두 총당 함량의 절반 정도였으나, 중성당(arabinose+galactose) 함

량은 총당 대비 더덕은 당근(3)과 비슷하나 인삼(19)보다 낮게 나

타났다.

세포벽 물질의 페놀성 화합물

페놀성 화합물 분석은 vanillic acid, vanillin, ferulic acid 등

Table 1. Sugar composition of cell wall materials (CWM) from Codonopsis lanceolata (Deodeok)

Fraction
Yield

(% CWM)

Cell wall sugars (µg/mg) Total
sugar1)

Ratio2)

UA:NSRha Fuc Ara Xyl Man Gal Glc UA

 Deodeok
 (flesh)

7.3 9.5 3.1 34.8 24.6 14.3 60.3 266.7 375.3 788.6 4

 Deodeok
 (skin)

7.5 9.7 3.5 24.7 29.4 21.0 46.7 287.3 402.6 824.9 6

1)Values are expressed as µg of anhydrosugar/mg dry polymers.
2)UA: NS, uronic acid: neutral sugar (arabinose+galactose)

Fig. 1. HPLC profile of phenolics of CWM from Codonopsis lanceolata (Deodeok). (a), flesh; (b), skin; 1, vanillic acid; 2, p-OH-
benzaldehyde; 3, vanillin; 4, ferulic acid; 5, 8-O-4' diFA; A, B, C, D and E, Unidentified; IS, internal standard (trans-cinnam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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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lic monomers는 시판품을, 8-O-4' diFA 등 dehydrodimers는

Waldron 등(17)의 방법으로 표준물질을 준비하여 reverse phase

HPLC에 의해 분리하였으며, 이들 페놀성화합물의 개별 absorption

spectra는 280-340 nm 사이의 peak를 관찰하였다.

Fig. 1은 더덕의 CWM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AIR중 페놀성

화합물의 크로마토그램을 나타낸 것이다. 동정된 페놀성 화합물

외에 미확인 화합물 5종(A-E)을 포함하고 있다. 검출은 A, vanillic

acid(peak 1), p-OH-benzaldehyde(peak 2); B, vanillin(peak 3),

ferulic acid(peak 4); C; D, 8-O-4' diferulic acid(8-O-4' diFA)

(peak 5), trans-cinnamic acid(IS, internal standard); E의 순이었다.

Table 2에서 HPLC의 spectral data로 분석된 더덕의 5가지 페

놀성 화합물은 vanillic acid, p-OH-benzaldehyde, vanillin, ferulic

acid, and 8-O-4' diFA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p-OH-benzal-

dehyde, vanillin, 8-O-4' diFA는 더덕에서 동정된 것이 처음이다.

이는 인삼(19)에서와 같이 vanillin 등이 포함된 유사한 페놀성 화

합물의 조성을 보인 것은 특징적인 것이다. 더덕의 AIR중 vanillin

함량은 육질과 껍질에서 각각 36.3, 58.0 µg/g CWM으로 껍질에

서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페놀성 화합물 중 hydroxycinnamic acids는 수용성 conjugates

로 추정되며, 많은 양이 식물체 세포벽에 결합되어 있다. 결합된

페놀산은 동물의 장기 중 미생물의 작용으로 분리되게 된다(20).

Hydroxycinnamic acids는 성장하고 성숙한 식물체 세포벽의 방어

와 구조적 역할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21). Ferulic acid units는

peroxidase의 작용에 의해 촉매되어 arabinoxylans에 결합되어 있

다. 인접한 arabinoxylan 사슬은 diferulic acid 가교로 연결되어 있

다(22). 밀기울에는 ferulic acid의 dehydrodimers를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알칼리 가수분해에 의해 검출되고 정량할 수 있다. 밀기

울에서 정제되어 볼 수 있는 가장 풍부한 이량체의 하나는(Z)-β-

{4-[(E)-2-carboxyvinyl]-2-methoxyphenoxy}-4-hydroxy-3-methoxy-

cinnamic acid(8-O-4'-diFA)로 나타났다. 이 8-O-4'-diFA는 지용성과

수용성상에서 ferulic acid보다 좋은 항산화제인 것으로 보고되었

다(23). 총 유리되는 feruloyl groups의 95%는 장에서 발효하는 동

안 일어나며, 단지 소량만 위장과 소장에서 유리된다. 따라서 발

효액에서 볼 수 있는 낮은 수준은 장내 미생물에의해 급속히 이

용되거나 액중에 머무르는 동안 다른 페놀형으로 변형된다고 보

고되었다(24). 세포벽 분해효소(endo-arabinase, α-L-arabinofuranosi-

dase)는 Aspergillus niger cinnamoyl eaterase(CinnAE)(25)에 의한

ferulic acid의 유리를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더덕의 세포벽 물질 중 ethanol 가용성 분획의 페놀성 화

합물의 조성은 AIR에서 볼 수 있는 p-OH-benzaldehyde, vanillin

등 2종과 함께 4종의 미확인 화합물인 A, B, C, D 이외에 새로

운 1종의 미확인 화합물인 F를 함유하고 있다. F 성분의 함량은

껍질과 육질에서 각각 76.8, 28.1 µg/g CWM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덕의 육질과 껍질의 CWM으로부터 ethanol 분획 중 vanillin 함

량은 육질과 껍질에서 각각 53.8, 58.0 µg/g CWM으로 껍질에서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약용 작물인 더덕의 CWM 중 페놀성 화합물의

조성은 인삼의 그것과 유사하였으며(19), 함량은 육질과 껍질의

각 부위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산화 활성

Table 3은 CWM으로부터 에탄올 가용성 분획과 이의 4 M

NaOH 분획 및 알코올(에탄올) 불용성 잔사(AIR)의 4 M NaOH

분해물인 AIR-NaOH 분획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조사한 것이다.

ORAC 활성은 더덕 껍질의 CWM으로부터 ethanol-NaOH 분획이

50.86 µmol Trolox/g CWM으로 가장 높은 값이었으며, 더덕 육

질의 CWM으로부터 ethanol 분획이 18.69 µmol Trolox/g CWM으

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항산화 활성은 더덕 육질과 껍질

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Table 2)함에 따라 대체로 증가하

는 경향으로, 부위별로 볼 때 껍질이 육질보다 항산화 활성이 높

았으며, 항산화 활성은 vanillin, vanillic acid, ferulic acid 등의 함

량과 연관된다고 생각된다. Ethanol 분획과 ethanol-NaOH 분획의

항산화 활성은 육질에서 18.69, 41.4 µmoles Trolox/g CWM, 껍질

에서 28.54, 50.86 µmol Trolox/g CWM으로 약 2배의 차를 보였

는데, 이는 솔잎 CWM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솔잎의

결과에서는 ethanol 분획과 ethanol-NaOH 분획의 활성 차가 3배

(미발표 자료)로 나타났는데 이는 ethanol 분획의 알칼리 분해 시

유리된 새로운 페놀산인 p-coumaric acid, ferulic acid 등 함량이

증가되어 항산화 활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더덕의 육질과 껍질의 부위별 세포벽 물질(CWM)로부터 uronic

acid, 총 당, 비섬유성 중성당, 페놀성 화합물 함량 및 항산화 활

성을 측정하였다. 더덕의 육질과 껍질의 uronic acid와 중성당의

비는 4, 6이었다. 총 당 함량은 육질과 껍질에서 각각 788.6, 824.9

µg/mg CWM이었다. 주요 비섬유성 중성당은 galactose와 arabinose

였다. 더덕 CWM으로부터 분석된 주요 페놀성 화합물은 vanillic

acid, p-OH-benzaldehyde, vanillin, ferulic acid 및 8-O-4' diferulic

Table 2. Phenolic composition of AIR and ethanol extract from
different parts of Codonopsis lanceolata (Deodeok)

 Deodeok (flesh CWM) Deodeok (skin CWM)

 AIR
Ethanol 
extract

 AIR
Ethanol 
extract

A  23.8  11.7 27.0  10.7

Vanillic acid  7.5  -  37.0  -

p-OH-benzaldehyde  3.0  6.7  5.4  7.0

B  13.9  6.9  12.8  33.0

Vanillin  36.3  53.8  58.0  58.0

Ferulic acid  4.2  -  24.0  -

C  10.1  31.5  13.1  26.1

D  7.6  22.3  9.4  13.2

8-O-4' diFA  -  -  56.1  -

E  10.2  -  8.2  -

F  -  28.1  -  76.8

Total  116.6 161.0 251.0 224.8

Duplicate experiment, µg/g of cell wall carbohydrate

Table 3.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ORAC) of ethanol
soluble fraction and its 4 M NaOH hydrolysate, and AIR-NaOH
hydrolysate from cell wall materials (CWM) of Codonopsis
lanceolata (Deodeok)

CWM
AIR-NaOH

Ethanol Ethanol-NaOH

Deodeok (flesh) 18.69±6.42 41.40±2.07 27.63±8.57

Deodeok (skin) 28.54±0.37 50.86±7.09 38.28±0.58

Micromoles of Trolox equivalents per gram of CWM
Duplicat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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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d 였다. 이들 중 p-OH-benzaldehyde, vanillin, 8-O-4' diferulic

acid는 더덕에서 처음으로 동정된 것으로 인삼의 세포벽 페놀성

화합물 조성과 유사하였다. 더덕의 껍질 AIR에 함유된 8-O-4'

diferulic acid의 함량은 56.1 µg/g CWM이었다. 더덕의 CWM로부

터 얻은 ethanol 분획, ethanol 분획의 ethanol-NaOH 분획, ethanol

분획 후 잔사로부터 얻은 AIR 분획의 항산화 활성의 크기는

ethanol-NaOH 분획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AIR 분획, ethanol

분획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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