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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hloroform layer of fermented glasswort (Salicornia herbacea) juice was found to have higher radi-
cal-scavenging activity than the other layers by the assays using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and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radicals. Two antioxidative compounds were
isolated and purified from the chloroform layer by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y using the guided
assay of DPPH radical scavenging. Based on mass spectrometer and nuclear magnetic resonance, the isolated
compounds were identified as cirsiumaldehyde (1) and chrysoeriol (2). This is the first study to report the pres-
ence of those compounds in fermented glasswort juice. Compound 2 showed higher radical-scavenging activity
tha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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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함초(Salicornia herbacea L.)는 명아주과의 한해살이 초

본 식물로 우리나라에서는 퉁퉁마디로도 불리어지며, 칠면

초와 해홍나물 등과 함께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바닷가

에 자생하는 염생식물들 중의 하나이다(1). 이 식물은 일반

육상식물들과 달리 NaCl 함량이 높고 칼슘, 마그네슘, 그리

고 칼륨 등의 미네랄도 다량 함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2). 예로부터 함초는 몸 안에 쌓인 독소와 숙변을 없애고,

암, 고혈압, 당뇨병, 피부병, 관절염 등의 치료 목적으로 사용

되어 왔으며, 민간요법에서는 시력저하, 소화불량, 위장병,

간염, 그리고 신장병 등의 예방에도 사용되어 왔다(3,4). 최

근 많은 연구자들로부터 함초가 갖는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

가 활발히 수행되어 항당뇨(2,5), 항산화(6,7), 항암(8), 면역

조절 기능 향상(9,10), 그리고 미백(11)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

또한 함초에 존재하는 생리활성 물질로는 sterols(12),

polysaccharides(13), flavonoid glycosides(13,14), 그리고

chlorogenic acid 유도체들(15) 등이 동정되었으며, flavo-

noid 배당체 화합물로써 isorhamnetin 3-O-β-D-gluco-

pyranoside, quercetin 3-O-β-D-glucopyranoside와 tung-

tungmadic acid(3-caffeoyl-4-dihydrocaffeoyl quinic acid)

가 항산화 활성 물질로 규명되어진 바 있다(16,17). 또한 함

초로부터 분리한 isorhamnetin 3-O-β-D-glucopyranoside

는 streptozotocin에 의해 유도된 당뇨 쥐에서 알도스 산화효

소의 저해와 함께 소르비톨 축적을 억제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18).

이처럼 최근 함초의 다양한 기능성이 밝혀지면서 그에 대

한 관심 또한 고조되어 이를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

식물은 보통 생식하거나 나물 등의 형태로 먹어 왔으나 최근

환, 소금, 발효액, 된장과 같은 발효식품류 등의 다양한 응용

제품들이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중 발효액은 함초를

당과 혼합하여 1년 이상의 발효를 거쳐 숙성시켜 만든 것으

로 함초 자체가 갖는 짠맛을 줄여 음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함초에 Bacillus subtilis 및 Lactobacillus

acidophilus 균주를 접종하여 속성 발효시켜 만든 함초발효



1138 조정용․박선영․신미정․고천성․문제학․함경식

액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19,20). 즉 B. subtilis

균주로 발효시킨 함초발효액은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의 저해 활성을 증가시키고, L. acidophilus로 발효시

킨 함초발효액은 발효과정 중 항산화 활성과 fibrinolytic

activity를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이는 아마도 함초 자체의

유용 성분과 더불어 발효과정 중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생성

된 성분들이 생리활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시사된다. 이와

같이 함초발효액은 식품학적 측면에 있어 응용 가치가 충분

하다고 생각되나 함초발효액 제조에 적합한 발효균주 및 유

용성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함초발효액에 함유된 유용 성분의

구명 연구의 일환으로, 상온에서 1년간 자연 발효시킨 다음,

여과하여 얻어진 여액을 숙성시켜 제조한 발효액으로부터

2종의 항산화 활성물질을 분리하고 구조해석 하였으며, 단

리된 이 화합물들의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함초발효액은 우리원식품(Bosung,

Korea)으로부터 구입하였다. 이 제품은 2002년 10월에 보성

군 벌교읍 갯벌지역에 자생하는 신선한 함초를 채취하여 물

로 세척 후, 함초, 올리고당, 설탕을 7:1.5:1.5(w/w)로 혼합한

후, 상온에서 1년 동안 발효시킨 다음, 여과(No. 2, Whatman,

Maidstone, England)하여 얻어진 여액을 5년간 상온에서 자

연 숙성시켜 만든 것을 이용하였다.

용매분획물의 조제

시료 1,500 mL(신선 함초 5 kg 상당량)에 물 0.5 L를 혼합

한 다음, n-hexane(2 L, 3회), chloroform(CHCl3, 2 L, 3회),

ethyl acetate(EtOAc, 2 L, 3회), 그리고 water-saturated

butanol(BuOH, 1 L, 3회)로 순차용매 분획하여 n-hexane층,

CHCl3층, EtOAc층, 그리고 BuOH층을 각각 얻었다. 얻어진

각 분획층은 cooling aspirator(CCA-1110, Eyela, Tokyo,

Japan)가 장착된 vacuum evaporator를 사용하여 37oC에서

감압 농축하였다.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y의 분자

크기에 의한 정제

Sephadex LH-20(70～230 mesh, Pharmacia Fine Che-

micals, Uppsala, Sweden)을 100% MeOH로 상온에서 24시

간 동안 팽윤화한 다음, 동 용매계로 column(2.0×35 cm)에
충진시킨 후 100% MeOH 용매계를 이동상으로 하여 300

mL를 용출시켰으며, 용출용액은 5 mL씩 분획하였다.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raphy의 흡착

에 의한 정제

Sephadex LH-20(Pharmacia Fine Chemicals)을 MeOH/

H2O(1:9 v/v)로 slurry를 만든 다음, 동일한 용매로 column

(2.0×20 cm)에 충진한 후, MeOH/H2O 용매계를 이동상으

로 MeOH 농도를 10～100%까지 10%씩(각 단계별 200 mL)

증가시키는 step-wise 용출 방법으로 용출하였으며, 용출용

액은 10 mL씩 분획하였다.

분리된 활성물질의 기기분석

단리된 활성물질의 1H-nuclear magnetic resonance(1H-

NMR, 400 MHz),
13
C-NMR(100 MHz), two-dimensional

NMR(2D-NMR) spectra는 Digital Avance 400 spectrom-

eter(Bruker Analytik GmbH, Karlsruhe, Germany) 분석에

의해 얻어졌으며, 용매는 CD3OD와 DMSO-d6을, 그리고 내

부 표준물질은 tetramethylsilane(TMS)을 기준점으로 하였

다. 또한 electron spray ionization mass spectrometer(ESI-

MS) 분석은 ESI ion trap mass spectrometer(Bruker

Daltonics, EsquireHCT, Bremen, Germany)를 사용하였다.

항산화 활성 측정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활성 측정: 용매분획물 및 단리된 화합물들의

항산화 활성은 Abe 등(21)이 제시한 DPPH radical-scaveng-

ing 활성 검정법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즉, DPPH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ethanol 용액

(100 μM) 900 μL에 시료용액 100 μL를 가하여 vortex mixer

로 가볍게 혼합한 다음, 암소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비교구로 천연 항산화

제인 ascorbic acid를 이용하였으며, DPPH radical이 50%

scavenging 된 농도를 SC50(50% scavenging concentra-

tion)으로 나타냈다.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
) radical-scavenging 활성 측정: 용매분

획물 및 단리된 화합물들의 항산화 활성은 ABTS+ radical-

scavenging에 의해 측정되었다. 즉 ABTS+ 라디칼 용액은

1.0 mM의 2,2'-azobis(2-amidino-propane) dihydrochloride

를 phosphate buffer saline(PBS)에 녹인 2.5 mM의 ABTS

와 혼합하여 70oC의 항온조에서 30분간 반응시켜 제조된 것

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PBS는 10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4)로서 150 mM NaCl을 포함하는 용매를 사용

하였다. 이때 blue-green ABTS+ radical의 농도는 spec-

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734 nm에서 0.7±0.02(mean± 
SD)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각 시료를 20 μL씩 취해서 980

μL ABTS radical 용액에 첨가한 다음, 37oC에서 10분간 반

응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의 ABTS
+

radical-scavenging 활성을 조사하였다.

정제 및 단리과정에서 항산화 활성 검정: 정제된 획분

혹은 단리 화합물을 TLC(thin-layer chromatography, 25

TLC aluminium sheets, Silica gel 60 F254, 0.25 mm thick-

ness, Merck, Darmstadt, Germany) plate에 spotting한 후,

DPPH의 ethanol 용액(200 μM)을 plate에 분무하여 보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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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탈색되어진 획분이나 물질을 항산화 활성의 양성으로 판

정하였다(22).

결과 및 고찰

함초발효액 용매분획물의 DPPH와 ABTS+ radical-

scavenging 활성

함초발효액을 용매분획 하여 n-hexane층(0.5 g), CHCl3

층(1.52 g), EtOAc층(4.2 g), 그리고 BuOH층(6.5 g)을 각각

얻었다. 이들 분획물을 대상으로 DPPH radical-scavenging

활성을 검정한 결과(Fig. 1), n-hexane층> CHCl3층> EtOAc

층> BuOH층 순으로 나타났다. 즉 n-hexane층과 CHCl3층

이 상대적으로 높은 활성을 보였다. 또한 동일 분획물을 대

상으로 ABTS+ radical-scavenging 활성을 조사한 결과

(Fig. 2), 이들 radical-scavenging 활성은 CHCl3층>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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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of each fraction
after solvent fractionation of fermented glasswort juic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in triplicate experiments. (●)
n-Hexane layer; (▲) CHCl3 layer; (■) EtOAc layer; (▼) BuOH
layer; (◆) H2O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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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BTS+ radical-scavenging activity of each fraction
after solvent fractionation of fermented glasswort juic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in triplicate experiments. (●)
n-Hexane layer; (▲) CHCl3 layer; (■) EtOAc layer; (▼) BuOH
layer; (◆) H2O layer.

hexane층> EtOAc층> BuOH층 순으로 나타났다. DPPH

radical-scavenging 활성에서는 n-hexane층에서 강한 활성

을 보인 반면, ABTS+ radical-scavenging 활성은 CHCl3층

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이로부터 함초발효액에

함유된 DPPH 및 ABTS+ radical-scavenging 활성물질들은

비교적 극성이 낮은 CHCl3층과 n-hexane층에 분포되어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함초발효액을 용매분획 하여 얻어진

분획물들 중 n-hexane층 및 CHCl3층이 비교적 높은 DPPH

및 ABTS
+
radical-scavenging 활성을 나타내 그중 보다 양

이 많은 CHCl3층을 대상으로 그에 함유된 항산화 활성 물질

을 먼저 분자 수준에서 밝히고자 그들 성분의 분리를 시도하

였다.

활성물질의 단리 및 정제

함초발효액으로부터 얻어진 CHCl3층(1.02 g)을 대상으로

MeOH을 이동상으로 하여 Sephadex LH-20 column chro-

matography를 행하여 분자체 크기에 의한 분리 방법을 이

용하여 용출․분획하였다. 각각의 용출 획분의 일부를 TLC

에 spotting하여 적절한 용매로 전개한 다음, DPPH 용액을

분무하여 항산화 활성을 검정한 결과, 모든 획분에서 항산화

활성이 인정되었으며, TLC 상에서 단일 spot으로 검출된 활

성획분 C(4.6 mg, 화합물 2, 황색분말, elution volume/total

volume 1.58～1.87)를 포함하여 총 4그룹의 활성획분으로

나누었다. 활성획분 C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획분 B(246.4 mg, elution volume/total volume 0.46

～0.80)를 H2O/MeOH 용매계로 Sephadex LH-20을 이용한

흡착 칼럼 chromatography에 의해 분획하여 항산화 활성을

검정한 결과, TLC 상에서 거의 단일 spot을 보인 획분(H2O/

MeOH 9:1, v/v, 154.9 mg, B2)을 얻었다. 보다 정제된 화합

물을 얻기 위하여 그 활성획분 B2(154.9 mg)를 H2O/MeOH

＝9:1(v/v) 용매계로 isocratic 용출방법에 의해 Sephadex

LH-20 칼럼 chromatography를 실시하여 활성물질 1(140.2

mg, 황색오일)을 얻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함초발효액의 CHCl3 분획물로부터 2

종의 항산화 활성 물질을 분리하였으며, 단리된 화합물들은

NMR및 MS 분석 등의 기기분석에 의해 구조해석을 행하였다.

활성물질의 구조해석

화합물 1의 ESI-MS(negative ion) spectrum으로부터

m/z 235[M＋H]
+와 257[M＋Na]

+이 검출되어 이 화합물의

분자량(MW)은 234로 시사되었다. 화합물 1의
1
H-NMR

spectrum으로부터 2종의 이중결합 유래 proton signals[δ 

7.37(2H, d, J＝3.5 Hz, H-3)과 6.58(2H, d, J＝3.5 Hz, H-4)],

1종의 methylene proton signal[δ 4.61(4H, s)], 그리고 1종의

aldehyde proton signal[δ 9.53 (2H, s)]이 검출되었다(Table

1). 특히 2종의 이중결합 유래 proton signals[δ 7.37(H-3)과

6.58(H-4)]의 coupling constant 값(J )이 등가(3.5 Hz)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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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1H- (400 MHz) and 13C- (100 MHz) NMR data of
1 (CD3OD)

Position δH (int., mult., J in Hz) δC

2, 2'
3, 3'
4, 4'
5, 5'
CH2×2
CHO×2

－
7.37 (2H, d, 3.5)
6.58 (2H, d, 3.5)

－
4.61 (4H, s)
9.53 (2H, s)

154.3
125.3
111.3
163.6
57.8
179.9

정되어 이 화합물은 furan 형의 구조임이 시사되었다. 화합

물 1의 13C-NMR spectrum으로부터는 1종의 carbonyl

carbon signal(δ 179.9)을 포함한 2종의 sp2 methine carbon

signals[δ 125.3(C-3)과 111.3(C-4)], 2종의 sp2 oxygenated

quaternary carbon signals[δ 154.3(C-2)과 163.3(C-5)], 그

리고 oxygenated methylene carbon signal(δ 57.8)로 총 7종

의 carbon signal들이 검출되어
1
H-NMR data와 일치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Table 1). 이상의 MS 및 1D-NMR

spectra로부터 화합물 1은 1종의 aldehyde와 1종의 methyl

alcohol이 각각 결합된 furan 형의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보다 정확한 구조해석을 위해서 이 화합물에 대한 HSQC,
1
H-

1
H COSY, 그리고 HMBC 등의 2D-NMR 분석을 행하여

proton 및 carbon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특히 HMBC

spectrum(Fig. 3)에서 methylene proton signal[δ 4.61(1H,

s)]로부터 C-4위의 sp2 methine carbon signal(δ 111.3)에

cross peak가 관찰되어 methyl alcohol은 furan의 5위에 결

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쪽 3위의 이중

결합 유래 proton signal(δ 6.58)로부터 carbonyl carbon

signal(δ 179.9)에 상관관계가 관찰되어 carbonyl group은

furan 환의 2위에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매우

특이하게도 HMBC spectrum 상에서 methylene proton

signal[δ 4.61(1H, s)]로부터 그 자신의 methylene carbon

signal(δ 57.8)에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이것은 hydroxy-

methylfurfural 2종이 존재하며, 그 2종의 methyl alcohol

group들이 서로 ether 결합하여 대칭형의 2량체를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 결과라 판단되었다. 또 결정적으로

MS 분석에 의해 확인된 분자량이 그 2량체에 귀속되어지는

234였던 것으로부터 화합물 1의 구조는 bis-5,5'-formyl-

furfuryl ether(cirsiumaldehyde)로 해석되었다(Fig. 3).

O

OH

HO

O

O

OH

35

6

2

5

6

1 2

O

3'4'

H

O

O

O

H

O

3 4

2

5' 2'

Fig. 3. Structures of 1 and 2. Arrows: important HMBC
correlations.

Table 2. 1H- (400 MHz) and 13C- (100 MHz) NMR data of
2 (DMSO-d6)

Position δH (int., mult., J in Hz) δC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3'-OCH3

－
6.90 (1H, s)

－
－

6.51 (1H, d, 2.0)
－

6.20 (1H, d, 2.0)
－
－
－

7.56 (1H, d, 2.0)
－
－

6.94 (1H, d, 8.0)
7.58 (1H, d, 8.0)
3.89 (3H, s)

163.7
103.2
181.8
161.5
 98.9
164.2
 94.1
157.4
103.7
121.5
110.5
148.2
150.8
115.8
120.4
 56.0

화합물 2의
1
H-NMR(400 MHz, DMSO-d6) spectrum

(Table 2)으로부터 전형적인 flavonoid의 signal 패턴이 관

찰되었다. 즉 3종의 sp2 carbon proton signals[δ 7.56(1H,

d, J＝2.0 Hz, H-2'), 6.94(1H, d, J＝8.0 Hz, H-5'), 7.58(1H,

d, J＝8.0 Hz, H-6')]는 flavonoid의 B ring에, 그리고 2종의

sp2 carbon proton signals[δ 6.51(1H, d, J＝2.0 Hz, H-6),

6.20(1H, d, J＝2.0 Hz, H-8)]은 flavonoid의 A ring에, 그리

고 1H분의 sp2 carbon proton signal[δ 6.90(1H, s, H-3)]은

flavonoid의 C ring에 각각 결합된 것으로 추정되는 proton

signal들이 관찰되었다. 또 그에 더하여 1종의 methoxyl

proton signal[δ 3.89(3H, s)]의 존재가 관찰되어 이 화합물은

1종의 methoxyl group이 결합된 flavone류 화합물임이 시사

되었다. 화합물 2의
13
C-NMR(100 MHz, DMSO-d6) spec-

trum(Table 2)에서는 1종의 carbonyl carbon signal(δ 181.8),

14종의 sp2 carbon signals(δ 164.2-94.1), 그리고 1종의

methoxyl carbon signal(δ 56.0)을 포함하여 총 16종 carbon

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 13C-NMR spectrum은 1H-NMR

data와 일치하는 상관성을 보여 화합물 2는 methoxyl group

이 결합된 flavone 구조일 가능성이 재차 강하게 시사되었

다. 특히 이 화합물의 13C-NMR spectrum을 methylation된

다양한 flavone 화합물들의 spectra와 비교한 결과(23),

chrysoeriol의
13
C-NMR spectrum과 정확히 일치하였다. 더

욱이 이 화합물의 ESI-MS(negative ion) spectrum으로부

터 m/z 299.0[M-H]+이 검출되어 이 화합물의 분자량(MW

300)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화합물 2의 구조는

chrysoeriol(5,7,4'-trihydroxy-3'-methoxyflavone)로 동정

되었다(Fig. 3).

단리 화합물들의 DPPH 및 ABTS
+
radical-scavenging

활성

함초발효액의 CHCl3층으로부터 단리된 2종의 항산화 활

성물질을 대상으로 DPPH 및 ABTS+ radical-scave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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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ree radical-scavenging activities of the com-
pounds isolated from fermented glasswort juice

Compounds
SC50 (μg)

DPPH radical ABTS
+
radical

1
2

Ascorbic acid
1)

< 250
< 250
3.5

202.5
16.6
1.8

SC50 value is the concentration of compound required for 50%
radical scavenging.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two
replications. The final concentration of the DPPH was 100 μM
and final absorbance of ABST

+
radical solution was 0.7±0.02

at 734 nm.
1)
Ascorbic acid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활성을 검정하였다. 그 결과(Table 3), 이 화합물들의 DPPH

radical-scavenging 활성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구로 사용한 ascorbic acid에 비해 매우 약한 활성을 나

타냈다. 이중 chrysoeriol(2)은 DPPH radical-scavenging

활성에 있어 cirsiumaldehyde(1)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활성

을 나타냈다. 반면, ABTS
+
radical-scavenging 활성의 경

우, 이들 화합물은 DPPH를 이용한 radical-scavenging 활

성보다 더 높은 활성을 보였다(Table 3). 즉 chrysoeriol(2)

의 SC50 값이 16.6 μg/mL로 cirsiumaldehyde(1, SC50 202.5

μg/mL)보다 현저히 높은 활성을 보였다. 함초발효액으로부

터 얻어진 CHCl3층은 다른 용매분획층들보다 강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던 반면, 그 CHCl3층으로부터 단리된 주요 활성

화합물들은 비교적 약한 활성을 나타냈다. 용매분획 후 각

획분들의 항산화 활성 비교에 있어 CHCl3층의 활성이 가장

강하게 평가되었고, 그 함량 또한 다른 분획물들보다 많았으

며, CHCl3층 정제과정의 각 획분들의 TLC 상에서의 항산화

활성 화합물의 존재경향에 있어서도 단리된 2종 화합물들의

활성정도와 존재량이 가장 현저하였다. 이는 CHCl3층에 단

리된 2종 화합물이 주요 항산화제로 존재하나 그 외에도 다

른 강한 활성물질들이 미량으로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2종 화합물의 활성이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CHCl3층의 활성

이 다른 획분에 비해서 더 강하게 나타났을 것이며, 그

CHCl3층으로부터 2종 이외의 다른 화합물들이 단리되지 못

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함초발효액의 CHCl3층에 함유된 2종의 항산화 물질이 분

리되고, 이 활성물질들은 기기분석을 통하여 cirsiumalde-

hyde(bis-5,5'-formylfurfuryl ether)와 chrysoeriol(5,7,4'-

trihydroxy-3'-methoxyflavone)로 각각 구조해석 되었다

(Fig. 3). 이 화합물들은 본 실험에 사용한 발효액의 원료인

함초에서의 존재는 아직 보고된 바 없어 함초발효액으로부

터는 처음으로 동정된 것으로 생각된다. 함초발효액의

CHCl3층으로부터 다량으로 단리된 화합물 1(cirsiumalde-

hyde)은 최근 엉겅퀴 및 천마 등의 식물에서도 동정된 바

있다(24,25). 이 화합물은 식품의 열처리 혹은 저장 중

Maillard 반응이나 carmel 반응에 의해 당으로부터 생성되

는 대표적인 성분인 5-hydroxymethyl furfural로부터 생성

되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26). 또한 이 화합물은 Calcari-

sporium arbuscula의 배양액으로부터 동정된 바 있어(27),

미생물에 의해서도 생성되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함초발효액에 존재하는 화합물 1은 발효액의 원료인 함초

유래일 가능성도 있으며, 발효과정 중 5-hydroxymethyl-

furfural이 자동 중합되거나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어질 가능

성도 있어 추후 보다 상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화합물 2

(chrysoeriol)는 항암 및 항산화 활성을 발현하며, 다양한 식

물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28,29). 특히 다양한 식물체내

에서 당과 결합된 배당체 화합물로 동정되고 있어 함초에

있어서도 이 화합물은 배당체 형태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

이 높을 것으로 추측되며, 발효과정 중에 aglycone이 유리되

어 화합물 1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그러나 아직

그에 대한 검토가 수행된 바 없기 때문에 함초에 화합물 1의

배당체로서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배당체로 존재할 경우

당의 종류 및 그 결합 위치 등의 분자수준에서의 추가 연구

가 요구된다. 더 나아가 flavonoid 배당체 화합물들은 발효과

정 중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당 가수분해 되어 aglycone이

유리된다고 보고되고 있다(30,31). 따라서 함초발효액으로

부터 단리된 cirsiumaldehyde(1)와 chrysoeriol(2)은 함초발

효액의 제조에 있어 품질관리를 위한 지표물질로써의 활용

가능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를 위해서는 함초

발효액으로부터 유용성분이 추가적으로 구명되어야 할 것

이다. 또한 이들 물질이 함초 원재료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

인지, 아니면 발효과정 중 생성되어지는 성분인지에 대한

연구가 추후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함초발효액의 기능성 해명과 유용 기능성 성분 탐색연구

의 일환으로 함초발효액으로부터 항산화 활성물질을 분리

하여 구조해석 하였다. 함초발효액을 용매분획 하여 얻어진

용매분획물들 중 CHCl3층이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그래서 CHCl3층을 Sephadex LH-20 column chromatog-

raphy의 분자체 효과 및 흡착능의 특성을 각각 이용하여 정

제함으로써 2종의 항산화 활성물질을 분리하였다. 단리한

이들 화합물을 대상으로 MS 및 NMR 분석을 통하여 cir-

siumaldehyde(1)와 chrysoeriol(2)로 각각 동정하였다. 이

화합물들은 ABTS+ 및 DPPH radical-scavenging 활성을

나타냈으며, 화합물 2는 화합물 1에 비해 더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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