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생명체의 대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성되는 활성산소는 세포를 

파괴시키는 독성 물질로 DNA, 지질, 단백질에 손상을 주어 세포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어렵게 한다(Kim et al., 2015). 활성산소의 증

가는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유발하여 세포에 손상을 입

히며 이로 인해 당뇨나 심혈관계 질환, 신경계 질환 및 DNA 손상에 

따른 암(cancer) 유발, 노화촉진 등 다양한 형태의 병리적 이상을 초

래한다(Powers et al., 2010). 따라서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을 

제거하고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하지만 대체 보조식품에 합성물질이 이용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 때

문에 국내에서는 천연자원 또는 천연물질의 2차 대사물을 통해 생산

되는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천연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Han et al., 2012; Jang et al., 2011). 

삼국유사에는 쑥과 마늘에 관하여 "곰과 호랑이에게 신령한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며 말하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

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時神遺靈艾一炷 蒜二十枚 曰 爾

輩食之 不見日光百日 更得人形)"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쑥

과 마늘은 곰이 사람이 되는 매개물(媒介物) 구실을 하고 있을 만큼 

예로부터 중요한 약용식물로 이용되었다 (Kim,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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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afety of mugwort Chochung, 
sugared garlic (single compound), and the mixture of two (1:1), and find the 
optimum mixing ratio of the mixture, which can maximize antioxidant activity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Methods: We carried out MTT assay to 
evaluate the safety of each single compound, mugwort Chochung and sugared 
garlic, and the 1:1 mixture. Independent variables were set mugwort Chochung as 
X1, an assay of sugared garlic as X2, and 1 to 2 as a minimum and maximum range 
of assay by RSM. And, dependent variables were a total polyphenol assay, a total 
flavonoid assay, a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and an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Results: It did not show any cytotoxicity from each single compound, mugwort 
Chochung and sugared garlic, and the 1:1 mixture. Also, we found that the optimum 
mixing ratio of the mixture, which can maximize antioxidant activity, is mugwort 
Chochung (X1) of 1.96, sugared garlic (X2) of 2, derived from RSM. At the optimal 
conditions, the predicted characteristic values were: total polyphenol assay of 
20.27 mg TAE/g, total flavonoid assay of 21.02 mg QE/g,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of 85.65%,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of 84.85%. Conclusion: We 
prepared mugwort Chochung and sugared garlic to expand the use of mugwort and 
garlic, which are medicinal plants, and confirmed its safety of the mixture. Also, the 
optimum point for having maximum antioxidant activity was derived from RSM. We 
anticipate that this study could be useful as a natural functional food ingredient with 
secured safety.

Keywords: Mugwort, Garlic, MTT assay, Antioxidant activities,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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쑥(Mugwort)은 국화과(Compositae)에 속하며 한국, 일본, 중국 

등 초목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다년생 식물로 품종이 약 400여종

으로 분화되어 있다(Lee et al., 2000; Seo et al., 2011). 참쑥, 개똥

쑥, 쓴쑥, 사자발쑥 등 다양한 품종 중에서 인진쑥과 약쑥이 약용식

물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Choi et al., 2005). 인진쑥(Artemisia 

capillaris Thunb)은 사철쑥, 애탕쑥으로도 불리며 필수 지방산과 회

분, 섬유소가 풍부하여 체중조절을 위한 식품으로 권장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칼슘과 칼륨의 함량이 높고 vitamin A와 C의 함량은 

일반 야채류를 포함한 산나물류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

다(Ahn, 2000; Kim et al., 2007). 인진쑥은 항균(Drachenberg et 

al., 2004; Jaggi et al., 2005; Markowitz et al., 2000), 항암(Chu 

et al., 1999; Peters et al., 1977), 항산화(Pal et al., 2005; Ram et 

al., 1986), 항염증(Liotta, 1986)등의 효능이 있으며, 간 보호 효과

(Han et al., 1999; Scherer, 1984)와 항알르레기 효능(Chun et al., 

2001)이 밝혀지면서 인진쑥의 기능성 물질이 주목 받고 있다. 그러나 

쑥 특유의 향과 맛으로 식품 자체로의 활용도는 낮은 편이어서 식품 

자체로 섭취할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마늘(Allium sativum L.)은 백합과(Liliaceae)의 Allium속 식물

로 중앙아시아와 지중해 연안 지역이 그 원산지로 추정되며(Byun et 

al., 2001), 강한 냄새를 제외하고는 100가지 이로움이 있다고 하여 

일해백리(一害百利)라고 부르기도 한다. 또한 2002년 미국 타임지에

서는 마늘을 세계 10대 건강식품으로 선정하였으며, 마늘이 항암효

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hashikanth 

et al., 1981; Son et al., 1990). 마늘이 파쇄될 때 마늘의 유기 황화

합물의 주요성분인 alliin이 alliinase의 작용에 의해 allicin으로 전환

되는데, allicin은 마늘 생리활성의 주성분으로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08). 마늘에는 향기 성분과 전구물질의 생성 및 분해에 여러 종

류의 효소가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rson, 1987). 향

기 성분으로는 allicin은 신선한 마늘 냄새(Stoll & Seebek, 1951), 

disulfide 및 trisulfide는 조리된 마늘의 향미(Cavallito et al., 1944), 

allyl mercaptan과 diallyl disulfide는 마늘 섭취 후 풍기는 강한 냄새

이다(Jacobsen et al., 1964). 또한 마늘은 면역력 증진(Sung, 2009), 

항산화(Block, 1985; Jain et al., 1975), 항균(Shin et al., 1999), 항

암(Shashikanth et al., 1981; Son et al., 1990), 간 기능 개선(Kim 

et al., 2005a; Kwon, 2003), 심혈관 질환의 개선효과(Rho et al., 

2000; Kim et al., 2005b)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어 천연 건

강 기능성 식품으로도 활용도가 높다(Park et al., 2012).

그러나 마늘 역시 특유의 향과 맛이 있어 최근에는 이러한 부정적

인 면의 개선을 위해 산업계에서는 숙성 마늘로 제조되어 소비가 증

가하였다. 특히 숙성을 거치면서 총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하고 또 다른 기능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Jeong et al., 

2014). 한편, 현대인들의 골다공증, 당뇨병 발병률이 증가되면서 설

탕 등의 단당류 섭취를 줄이고 곡물을 통한 다당류 섭취의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특히 조청은 음식의 맛을 내면서 체내에 유용한 

당분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그 사용빈도와 범위를 다양화할 

수 있는 식재료 중 하나이다(Choi & Park,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약용식물로 알려진 인진쑥과 마늘의 이용성

을 높이고자 쑥 조정과 당침마늘로 제조한 후 안전성을 먼저 평가하

Figure 1. Manufacturing procedure for mugwort Cho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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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반응표면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이용

하여 항산화 효능이 최대로 발현되는 최적혼합비율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Methods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인진쑥과 꿀은 동광 종합물산에서 구입하였고 찹

쌀은 경남 합천군의 가현미곡에서 구입하였다. 엿기름은 광주시에 있

는 자연과 사람에서 구입하였고 마늘은 경남 남해농협에서 구입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쑥 조청과 당침마늘 제조

쑥 조청은 Bae et al. (2012)의 연구방법을 참고하여 제조하였다. 

찹쌀 400 g에 물 800 mL를 넣고 고두밥을 만들어 식혀준 뒤, 인진

쑥 600 g에 물 6000 mL를 넣고 1 h 끓여서 쑥 건더기는 잘 걸러내어 

찹쌀로 만든 고두밥과 엿기름 100 g을 넣어 잘 섞이도록 저어준 후, 

55℃의 항온기에서 4 h 동안 당화하였다. 당화액을 삼베 자루에 넣어 

꼭 짜서 찌꺼기는 버리고 원액을 분리하여 시료 내의 온도가 91℃에

서 1 h 저어주면서 가열하여 쑥 조청을 제조하였다(Figure 1).

당침마늘은 마늘 500 g을 껍질을 제거한 뒤 깨끗이 씻고 건조한 

후, 무게 대비 1:1 아카시아 꿀 500 g에 혼합하여 유리 용기에 밀봉

하여 통풍이 잘되는 그늘진 곳에서 6개월 간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Figure 2). 

2.  안전성 평가

1) 추출물 제조

단일물(쑥 조청, 당침마늘)과 1:1혼합물(쑥 조청과 당침마늘)의 세

포독성 측정을 위해 각 시료 무게 대비 각각 10배 부피의 증류수를 

첨가한 후 환류냉각관을 부착한 80℃의 heating mantle (HM250C; 

Sercrim Lab Tech, Korea)에서 2 h 추출한 후 3회 여과(No. 3, 

Whatman, England)하여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세포배양 

본 연구에 사용된 RAW 264.7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Korean Cell 

Line Bank: KCLB,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Gibco, USA)에 10%의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USA)과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을 

첨가하여 배지로 사용하였으며 37°C, 5% CO2 조건으로 humidified 

incubator (Thermo Fisher Scientific, USA)에서 배양하였다.

3) MTT assay

단일물(쑥 조청, 당침마늘)과 1:1혼합물(쑥 조청과 당침마늘)

의 세포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RAW 264.7 세포를 5×104 cells/

well의 농도로 96 well plate에 분주하여 37°C, 5% CO
2
 조건으

로 humidified incubator(Thermo Fisher Scientific, USA)에 24 h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각 시료를 500 µg/mL, 1,000 µg/mL, 

Figure 2. Manufacturing procedure for sugared garlic.

Table 1. Independent variables and their coded levels and actual values used for optimization

Samples Mugwort Chochung (X1) Sugared garlic (X2)

1 2.00 1.00

2 1.50 1.50

3 1.00 2.00

4 1.50 2.00

5 2.00 1.50

6 1.50 1.50

7 1.00 1.00

8 2.00 2.00

9 1.00 1.50

10 1.50 1.00

11 1.5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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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µg/mL, 5,000 µg/mL 농도로 희석하여 처리하고 37℃, 5% 

CO
2
 조건으로 humidified incubator (Thermo Fisher Scientific)

에 24 h 동안 배양하였다. 24 h 배양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1 mg/

mL의 3-(4,5-Dimeth 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Invirtrogen, USA)를 각 well에 첨가한 뒤 4 h 동

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MTT 용액을 제거하고 dimethyl sulfoxide 

(DMSO; Daejung, Korea)를 300 µL/well에 분주하여 formazan 

crystal을 용해시킨 뒤 540 nm 흡광도로 측정하였고, 결과는 대조군

에 대한 세포 생존율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3. 반응표면분석법(RSM)을 이용한 실험설계

1) 혼합 비율 설정

쑥 조청과 당침마늘의 최적 혼합비율을 도출하기 위해 반응표면

분석법(response surface method, RSM)의 중심합성계획법(central 

composite design, CCD)에 따라 실험을 설계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인진쑥 조청(X1)과 당침마늘(X2)의 함량으로 설정하였고, 각 함량

의 범위는 예비실험을 바탕으로 각 요인의 최소 및 최대 범위를 쑥 

조청(1-2 g), 당침마늘(1-2 g)로 설정하였다. RSM을 이용하여 설

계된 혼합비율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으며, 종속변수로는 total 

polyphenol 함량, total flavonoid 함량, DPPH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으로 설정하였다.

2) 추출물 제조

RSM에 의해 설계된 11개 샘플의 항산화 활성 측정 시료 제조를 위

해 쑥 조청과 당침마늘을 무게 대비 각각 10배의 증류수를 첨가한 후 

환류냉각관을 부착한 80℃의 heating mantle (HM250C; Sercrim 

Lab Tech, Korea)에서 2 h 추출시킨 후 3회 여과(No. 3, Whatman, 

England)하여 쑥 조청과 당침마늘 시료를 제조하였고 증류수 10 mL

에 쑥 조청 시료와 당침마늘 시료를 각 비율대로 첨가하여 분석용 시

료로 사용하였다.

4. 항산화 활성 측정

1) Total polyphenol 함량 측정

RSM에 의해 설계된 11개 샘플의 total polyphenol함량은 F-C 시

약을 사용하는 Singleton & Rossi (1995)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

다. 추출물 350 µL에 50% Folin-Ciocalteu (Sigma-Aldrich, USA) 시

약 70 µL를 가하여 3 min 간 정치한 후, 2% (w/v) Na
2
CO

3
 용액 350 

µL를 첨가하여 1 h 반응시킨 후, ELISA microplate reader (Infinite 

M200 pro Nanoquant; Tecan Austria GmbH, Austria)를 이용하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tann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 곡선으로부터 구하였다.

2) Total flavonoid 함량 측정

Total flavonoid 함량은 Davis (1947)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

정하였다. 추출물 70 µL에 diethylene glycol (Daejung) 700 µL

를 첨가하고 다시 1N-NaOH 용액 7 µL를 첨가한 후 37℃

에서 1 h 반응시킨 후, ELISA microplate reader (Infinite 

M200 pro Nanoquant; Tecan Austria GmbH,)를 이용하

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quercetin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 곡선으로부터 구하였다. 

3)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1, 1-diph enyl-2-picrylhy drazyl (DPPH, Sigma-Aldrich) radical 

소거능은 Blois (1958) 변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시료 

100 µL에 1.5×10-4 M DPPH 용액 100 µL을 가하여 실온의 암실에

서 30 min 간 정치한 후, ELISA microplate reader (Infinite M200 pro 

Nanoquant; Tecan Austria GmbH)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fonic acid (ABTS, 

Sigma-Aldrich) radical 소거능은 Fellegrin et al. (1998)의 방법으로 측

정하였다. ABTS 7.4 mM과 potassium persulphate (Daejung, Korea) 

2.6 mM을 같은 비율로 섞어 하루 동안 암소에 방치하여 ABTS 양이

온을 형성시킨 후 732 nm에서 흡광도 값이 0.70±0.02가 되도록 가

하여 1 h 정치한 후, ELISA microplate reader (Infinite M200 pro 

Nanoquant; Tecan Austria GmbH)를 이용하여 7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통계처리

실험 자료의 분석 및 최적화는 Design Expert 10 (Stat-Ease, Inc., 

Figure 3. Cell viability of mugwort Chochung extracts using MTT 
assay. 
Mugwort Chochung extracts were treat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500 µg/mL, 1,000 µg/mL, 2,500 µg/mL, and 
5,000 µg/mL) in RAW 264.7 cells, data were presented as 
mean±SD (n=4),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rmined 
using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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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Program의 ANOVA test와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모델

의 적합성은 F-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이외 모든 자료는 SPSS 

statistics 21 (SPSS Institute, USA)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를 구하였으며, 샘플 간의 유의성은 ANOVA를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각 샘플의 평균차이에 대한 사후 검정을 유의수

준 5%에서 실시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안전성 평가

본 연구에 사용된 단일물(쑥 조청, 당침마늘)과 1:1혼합물(쑥 조청

과 당침마늘)을 농도별(500, 1000, 2500, 5000 µg/mL)로 RAW 264.7

세포에 처리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3, 

Figure 4, Figure 5에 제시한 바와 같다. 쑥 조청, 당침마늘, 쑥 조청과 

당침마늘 혼합 시료 모두 5000 µg/mL 농도까지 대조군과 같거나 8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보여 특이한 세포독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 Kim et al. (2009)의 연구에서 마늘 추출물의 세포독성 결과, 1000 

µg/mL 농도에서 70-80%의 세포생존율을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

하였다.

2. 항산화 효능

1) Total polyphenol 함량

Figure 4. Cell viability of sugared garlic extracts using MTT 
assay. 
Sugared garlic extracts were treat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500 µg/mL, 1,000 µg/mL, 2,500 µg/mL, and 5,000 µg/mL) 
in RAW 264.7 cells, data were presented as mean±SD (n=4), 
an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rmined using the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Figure 5. Cell viability of mugwort Chochung and sugared garlic 
extracts using MTT assay. 
Mugwort Chochung and sugared garlic extracts were treated using 
different concentrations (500 µg/mL, 1,000 µg/mL, 2,500 µg/mL, 
and 5,000 µg/mL) in RAW 264.7 cells and data are presented as 
mean±SD (n=4). NS, not significant.

Table 2. Antioxidant activities of mugwort Chochung (X1) and sugared garlic (X2) by 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

Samples Mugwort
Chochung (X1)

Sugared
garlic (X2)

Total polyphenol
content

(mg TAE1)/g)

Total flavonoid
content

(mg QE2)/g)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2.00 1.00 17.93 16.03 74.82 68.80

2 1.50 1.50 16.76 15.70 75.84 74.01

3 1.00 2.00 18.87 18.58 80.41 76.60

4 1.50 2.00 18.20 19.72 77.10 76.35

5 2.00 1.50 19.11 17.61 79.86 77.30

6 1.50 1.50 17.17 16.08 77.68 75.80

7 1.00 1.00 11.33 10.83 60.05 57.79

8 2.00 2.00 21.02 20.28 84.47 82.55

9 1.00 1.50 15.87 11.69 67.68 60.42

10 1.50 1.00 14.51 13.08 73.30 57.39

11 1.50 1.50 16.96 15.89 76.76 74.90
1)TAE, tannic acid equivalent.
2)QE, quercetin acid equiva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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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의 항산화 물질로 잘 알려진 폴리페놀은 체내의 활성산소를 자

유 라디칼로 안정시켜 산화 스트레스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Jung et al.,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쑥 조청과 당침마늘 혼

합물의 항산화 관련 성분을 확인하기 위해 RSM에 의해 설계된 11개 

샘플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는  2에, 반응표면 

회귀분석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쑥 조청(A)과 당침마늘(B) 혼합물의 total polyphenol 함량 측정 결

과, 11.33-21.02 mg TAE/g 범위를 보였는데, 8번 샘플(쑥 조청2, 당

침마늘2)이 21.02 mg TAE/g으로 가장 높았고, 7번 샘플(쑥 조청1, 

당침마늘1)이 11.33 mg TAE/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수 

간에 선형효과와 곡선효과가 나타나는 quadratic model이 선정되었

고, 결정계수 R2 값은 0.9353로 모델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p<0.0001로 5% 이내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 모델에 대한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Figure 6에 제시된 perturbation plot에서 쑥 조청(A)과 

당침마늘(B)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total polyphenol 함량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회귀식에 따라 쑥 조청(A)보다 당침마늘(B)의 첨가량이 

total polyphenol 함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ang et al. (2008)의 연구에서 생마늘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3.7 

mg TAE/g, 흑마늘은 10 mg TAE/g이었으며, 생마늘에 비해 흑마늘

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2.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마늘의 숙성 과

정에서 연화 된 마늘 조직에 기인하여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쑥 분말을 첨가한 양갱의 품질특성에 관한 연구(Choi & 

Lee, 2013)에서 쑥 분말의 첨가량이 많을수록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

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쑥 조청의 함량이 증가할수

록 혼합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한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2) Total flavonoid 함량

RSM에 의해 설계된 쑥 조청과 당침마늘 혼합물 11개 샘플의 총 플

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2에, 반응표면 회귀분석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쑥 조청(A)과 당침마늘(B) 혼합물의 total flavonoid 

함량 측정 결과, 10.83-20.28 mg QE/g 범위를 보였는데, 8번 샘플

(쑥 조청2, 당침마늘2)이 20.28 mg QE/g으로 가장 높았고, 7번 샘플

(쑥 조청1, 당침마늘1)이 10.83 mg QE/g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각각 작용하여 선형효과만 존재하는 linear model이 선

정되었고, 결정계수 R2 값은 0.8685로 모델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

였으며, p<0.0001로 5% 이내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 모델에 대

한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Figure 7에 제시된 perturbation plot에서 

쑥 조청(A)과 당침마늘(B)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total flavonoid 함량

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회귀식에 따라 쑥 조청(A)보다 당침마

늘(B)의 첨가량이 total flavonoid 함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늘 젤리의 이화학적 품질 특성에 관한 연구(Jung et al. 2009)에

서 생마늘 보다 흑마늘 추출액에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마늘의 숙성 과정에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에서도 당침마늘이 첨가된 혼합물의 플라

보노이드 함량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진쑥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

조한 식혜의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Song & Hwang, 

2016)에서 인진쑥 비율이 높아질수록 식혜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이 증가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쑥 조청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혼합물

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한 결과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6.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mugwort Chochung (A) and sugared garlic (B) on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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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mugwort Chochung (A) and sugared garlic (B) on the total 
flavonoid content.

Table 3. Analysis of the predicted model equation for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X1 and X2

Response Model Mean R2 1) F-value p-value Polynomial equation2)

Total polyphenol content Quadratic 17.07±0.94 0.9353 49.20 <0.0001 17.07+42.00A+2.39B-1.11AB

Total flavonoid content Linear 15.95±0.87 0.8685 34.03 <0.0001 15.95+2.12A+3.11B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Linear 80.49±3.87 0.9177 19.53 <0.0007 75.27+5.17A+5.64B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Linear 71.08±0.80 0.9850 295.27 <0.0001 71.08+5.64A+8.59B

1) 0≤R2≤1, indicates the regression line to fix the model
2)Coded equation (the levels of the factor are coded as +1~-1).
X1, mugwort Chochung; X2, sugared garlic.

Figure 8.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mugwort Chochung (A) and sugared garlic (B) on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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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PPH radical 소거능

RSM에 의해 설계된 쑥 조청과 당침마늘 혼합물 11개 샘플의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는 Table 2에, 반응표면 회귀분석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쑥 조청(A)과 당침마늘(B) 혼합물의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 60.05-84.47% 범위를 보였는데, 8번 샘

플(쑥 조청2, 당침마늘2)이 84.47%로 가장 높았고, 7번 샘플(쑥 조

청1, 당침마늘1)이 60.05%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각

각 작용하여 선형효과만 존재하는 linear model이 선정되었고, 결

정계수 R2 값은 0.9177로 모델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p<0.0007로 5% 이내에서 유의적인 결과를 보여 모델에 대한 적합

성이 인정되었다. Figure 8에 제시된 perturbation plot에서 쑥 조

청(A)과 당침마늘(B)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DPPH radical 소거능이 

우수하였고, 회귀식에 따라 쑥 조청(A)보다 당침마늘(B)의 첨가량이 

DPPH radical 소거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g et al. (2015)은 마늘의 숙성 기간이 DPPH radical 소거능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 혼합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이 높아진 것은 당침마늘의 숙성 기간에 기인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Bang et al. (2014) 연구에서 쑥 분말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DPPH radical 소거능의 유의적 증가를 보고하였는

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4) ABTS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은 potassium persulfate와의 반응으로 인

해 생성된 ABTS 유리 라디칼이 추출물 내의 항산화 물질에 의해 제

거되어, 라디칼 특유의 색인 청록색이 탈색되는 것을 이용하여 측정

할 수 있다(Lee & Ryu, 2019). RSM에 의해 설계된 쑥 조청과 당침

마늘 혼합물 11개 샘플의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는 Table 2

에, 반응표면 회귀분석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쑥 조청(A)과 당침

마늘(B) 혼합물의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 57.39-82.55% 

범위를 보였는데, 8번 샘플(쑥 조청2, 당침마늘2)이 82.55%로 가

장 높았고, 10번 샘플(쑥 조청2, 당침마늘1.5)이 57.3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독립변수가 각각 작용하여 선형효과만 존재하는 

linear Model이 선정되었고, 결정계수 R2 값은 0.9850로 모델에 대

한 높은 신뢰도를 보였으며, p<0.0001로 5% 이내에서 유의적인 결

과를 보여 모델에 대한 적합성이 인정되었다. Figure 9에 제시된 

perturbation plot에서 쑥 조청(A)과 당침마늘(B)의 함량이 증가할

수록 ABTS radical 소거능이 우수하였고, 회귀식에 따라 쑥 조청(A)

보다 당침마늘(B)의 첨가량이 ABTS radical 소거능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ee et al. (2010)의 연구에 의하면 생마늘에 비해 열처리한 마늘

에서 항산화 효능이 상승되었고, 갈변 물질이 많이 생성될수록 효능

이 더 증가하였으며, 마늘의 숙성기간과 정도에 따라 ABTS radical 

소거능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Choi et al. (2006)

의 연구에서 쑥 추출물은 페놀화합물 함량에 비례하여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이 높아진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쑥 조

청과 당침마늘 함량이 증가할수록 혼합물의 항산화 활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3. RSM을 이용한 쑥 조청과 당침마늘 혼합물의 최적화

본 연구에서는 반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여 쑥 조청과 당침마늘 

혼합물의 최적혼합비율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종속변수 중 항산

화 관련 지표로 total polyphenol 함량, total flavonoid 함량, DPPH 

Figure 9. Perturbation plot and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mugwort Chochung (A) and sugared garlic (B) on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TS , 2, 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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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을 활용하였다. 쑥 조청과 당

침마늘의 배합 범위는 1-2로 설정하였고 항산화 활성이 최대로 발

현되는 최적혼합비율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최고의 desirability

를 나타낸 최적점을 선택하여 최적혼합비율을 산출한 후, 결과를 

Figure 10에 제시하였다. 항산화 활성이 최대로 발현되는 최적혼합

비율은 쑥 조청(X1) 1.96, 당침마늘(X2) 2로 나타났으며, 이 때의 

total polyphenol 함량은 20.27 mg TAE/g, total flavonoid 함량은 

21.02 mg QE/g, DPPH radical 소거능은 85.65%, ABTS radical 

소거능은 84.85%로 예측되었다.

Conclusion

본 연구의 목적은 쑥 조청, 당침마늘 단일물과 1:1혼합물의 안전

성 여부를 알아보고, 반응표면분석법(RSM)을 이용하여 항산화 활

성이 최대로 발현되는 쑥 조청과 당침마늘 혼합물의 최적혼합비율

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단일물(쑥 조청, 당침마늘)과 1:1혼합물(쑥 조청과 당침마늘)에 

대한 MTT assay 결과, 5000 µg/mL까지 특이한 세포독성은 나타

나지 않았다.

또한 반응표면분석법(RSM)을 이용하여 쑥 조청과 당침마늘 혼합

물의 항산화 활성이 최대로 발현되는 최적혼합비율을 도출하기 위

해, 독립변수로 쑥 조청과 당침마늘, 종속변수로는 항산화 활성 지

표인 total polyphenol 함량, total flavonoid 함량, DPPH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항산화 활

성이 최대로 발현되는 최적혼합비율은 쑥 조청(X1) 1.96, 당침마늘

(X2) 2로 나타났으며, 이 때의 total polyphenol 함량은 20.27 mg 

TAE/g, total flavonoid 함량은 21.02 mg QE/g, DPPH radical 소

거능은 85.65%, ABTS radical 소거능은 84.85%로 예측되었다.

따라서, 쑥과 마늘을 보완하여 제조한 쑥 조청과 당침마늘 혼합물

은 기능성 식품 소재로 사용하기에 매우 안전하면서 우수한 항산화 

효능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쑥 조청과 당침마늘 혼합

물의 항산화 효능이 최대로 발현되는 최적혼합비율을 도출하여, 향

후 안전한 천연 기능성 식품 소재로 그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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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 최적화를 위한 쑥 조청과 당침마늘 혼합비율 확립

이재석1, 김애정2* 
1경기대학교 대체의학과, 서울, 한국 
2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 식품치료전공, 서울, 한국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쑥 조청, 당침마늘 단일물과 그 혼합물(1:1)의 안전성 여부를 알아보고, 반응표면분석법(RSM)을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이 최대로 발현되는 쑥 조청과 당침마늘 혼합물의 최적혼합비율을 도출하고자 함이다. 방법: 단일물(쑥 조청, 당침마

늘)과 1:1혼합물(쑥 조청과 당침마늘)의 안전성 평가를 위해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RSM에 의해 독립변수는 인진쑥 조청(X1), 

당침마늘(X2)의 함량, 함량의 최소 및 최대 범위를 1-2로 설정하였다. 종속변수로는 total polyphenol 함량, total flavonoid 함량, 

DPPH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으로 설정하였다. 결과: 단일물(쑥 조청, 당침마늘)과 1:1혼합물(쑥 조청과 당침마늘)에

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RSM에 의해 도출한 항산화 활성이 최대로 발현되는 최적혼합비율은 쑥 조청(X1) 1.96, 당침

마늘(X2) 2였으며, 이 때의 total polyphenol 함량은 20.27 mg TAE/g, total flavonoid 함량은 21.02 mg QE/g, DPPH radical 소거

능은 85.65%, ABTS radical 소거능은 84.85%로 예측되었다. 결론: 약용식물인 쑥과 마늘을 식품 자체로의 이용 확대를 위해 쑥 조

청과 당침마늘을 제조하였고, 그 혼합물과 더불어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RSM을 통해 항산화 활성이 최대로 발휘되는 최적

점도 구하였다. 향후 본 연구 결과가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 기능성 식품 소재로 다양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

핵심어: 쑥, 마늘, MTT assay, 항산화, 반응표면분석법

참고문헌

권순경. 마늘의 유기유황성분과 생리활성. Biomolecules & Therapeutics, 11: 8-32, 2003. 

김기주, 도정룡, 김현구. 마늘 추출물의 향균, 항고혈압 및 항암활성. 한국식품과학회지, 37: 228-232, 2005. 

김미리, 김정희, 김미라, 강명화, 이명숙, 송효남, 박은주, 이정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식품, 파워북출판사, 고양, 

pp109, 2015.

김재용, 박경욱, 양현숙, 조영숙, 정창호, 심기환, 이성태, 서권일. 양파고추장 메탄올추출물의 항암 및 면역활성. 한국식

품저장유통학회지, 12: 173-178, 2005. 

김재희. 유라시아 곰 신앙과 단군신화의 쑥과 마늘을 통해 본 웅녀의 재해석. 한국민속학, 67: 31-58, 2018.

김홍태, 김주완, 임미경, 여상건, 장광호, 오태호, 이근우. 인진쑥 추출물의 병원성 세균에 대한 시험관내 항균효과. 한국

임상수의학회지, 24: 130-136, 2007.

김희정, 이준호. 딸기 퓌레를 첨가한 고추장의 숙성 중 품질변화. 산업 식품공학, 13: 110-116, 2009.

노숙령, 한지혜. 인체 폐암세포주에 대한 마늘과 양파 메탄올추출물의 세포독성.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29: 870-874, 

2000. 

박영희, 박수진, 한귀정, 최정숙, 이진영, 강민숙. 마늘의 유통 형태에 따른 저장 중 품질 특성.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1: 994-1001, 2012. 

방병호, 김관필, 이문수, 정은자. 쑥 분말 첨가량에 따른 쿠키의 품질 평가.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7: 427-434, 2014. 

배성문, 박강주, 신동주, 황용일, 이승철. 단감을 이용한 조청의 제조 및 특성. 한국응용생명화학회지, 44: 88-91, 2001.

변평화, 김우정, 윤석권. 추출조건이 마늘 추출액의 기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과학회지, 33: 507-513, 2001. 

서경순, 윤경원. 인진(茵蔯)으로 쓰이는 사철쑥과 더워지기 추출물의 항미생물활성 및 total polyphenol함량. 한국자원식

물학회지, 24: 10-16, 2011.



518

Optimization of Mixed Ratio of Mugwort Chochung and Sugared Garlic for Using RSM

http://dx.doi.org/10.20402/ajbc.2020.0067

성기천. 천연 쑥 추출물의 약리 및 화학적 특성 연구. 한국응용과학기술학회지, 26: 51-59, 2009.

손흥수, 황우익. 마늘중 지용성 성분의 암세포증식 억제효과 연구.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23: 135-147, 

1990.

송금자, 황은선. 인진쑥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식혜의 품질 특성 및 항산화 활성.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5: 1630-

1637, 2016. 

손경현, 임재각, 공운영, 박지용. 고압처리에 의한 Alliinase의 불활성화가 마늘의 풍미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과학회지, 

28: 593-599, 1996.

신현주, 신동화, 곽이성, 주종재, 유정희. 홍삼첨가 고추장의 관능적 특성 및 미생물과 효소력의 변화. 한국식품영양과학회

지, 28: 766-772, 1999.

안병민. 인진쑥(茵蔯蒿)이란 무엇인가? 사철쑥(Artemisia capillaris), 더워지기(Artemisia iwayomogi)와 개똥쑥

(Artemisia annua). 대한간학회지, 6: 548-551, 2000. 

이성동, 박홍현, 김동원, 방병호. 쑥(艾)의 생리활성 물질과 이용.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3: 490-505, 2000.

이수정, 신정혜, 강민정, 정우재, 류지현, 김라정, 성낙주. 숙성 홍마늘의 생리활성. 한국생명과학회지, 20: 775-781, 

2010.

이영숙, 유민정. 계피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및 화장품소재의 응용.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17: 69-80, 2019.

장가희, 박혜원, 이동진. 꿀풀과 허브 식물의 항산화, 항암 및 Tyrosinase 저해활성 검정.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23: 

81-88, 2011.

장은경, 서지현, 이삼빈. 숙성에 의해 제조된 흑 마늘 추출물의 생리학적 활성 및 항산화 효과. 한국식품과학회지, 40: 

443-448, 2008.

정연희, 한정순, 김애정.  로스팅한 연근과 우엉을 이용한 이너 뷰티 차의 항산화 활성과 품질 평가.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

지, 17: 235-245, 2019.

정윤숙, 황경아, 김가람, 송진, 노건민, 황인국. 숙성조건이 마늘의 품질특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8: 

745-751, 2015. 

정은영, 이현순, 오윤호, 손흥수, 서형주. 마늘을 이용하여 제조한 젤리의 이화학적 품질 특성.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19: 

627-634, 2009.

정헌, 김연숙, 박표잠, 최웅규, 정재현, 이웅수, 최원석. 인진쑥을 기질로 한 노루궁뎅이버섯 균사체 배양물과 흑마늘을 이

용한 기능성 혼합음료 개발.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7: 751-759, 2014.

천현자, 안병용, 한종현, 우원홍. 인진쑥 물추출물의 조다당제에 의한 Melanin 생성억제 효과. 약학회지, 45: 701-707, 

2001.

최덕주, 이수정, 강민정, 조희숙, 성낙주, 신정혜. 흑마늘의 이화학적 특성.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7: 465-471, 2008. 

최병범, 이혜정, 방선권. 강화쑥의 생화학적 특성 및 휘발성 향기성분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18: 334-340, 

2005.

최인경, 이준호. 쑥 분말을 첨가한 양갱의 품질특성.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42: 313-317, 2013. 

최용민, 정봉환, 이준수, 조용구. 쑥 수집종의 항산화력. 한국작물학회지, 51: 209-214, 2006.

최정희, 박금순. 조청의 이용실태 및 선호도 연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5: 979-989, 2015.

한정선, 이동희. 솔잎 발효액의 항산화 활성 및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 아시안뷰티화장품학술지, 10: 619-624, 2012.



519

반응표면분석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 최적화를 위한 쑥 조청과 당침마늘 혼합비율 확립

http://www.e-ajbc.org

中文摘要 

利用响应曲面法（RSM）优化艾蒿造淸和糖蒜的抗氧化活性的最佳混合比例 
 
李在碩1，金愛貞2* 
1京畿大学代替医疗学科，首尔，韩国 
2京畿大学代替医疗大学院食品治疗学科，首尔，韩国

目的: 研究艾蒿造淸和糖大蒜（单一化合物）以及两者的混合物（1：1）的安全性，并利用RSM找到该混合物的
最佳混合比例，从而可以最大程度地提高抗氧化活性。方法: 进行了MTT分析，以评估每种单一化合物，艾蒿造
淸和加糖大蒜以及1:1混合物的安全性。自变量将艾蒿造淸设置为X1，将加糖大蒜的分析方法设置为X2，将RSM
的最小和最大范围设置为1至2。并且，因变量是总多酚测定，总类黄酮测定，DPPH自由基清除能力和ABTS自
由基清除能力。结果: 艾蒿造淸和加糖大蒜以及1：1混合物均未显示任何细胞毒性。同样，我们发现可以使抗氧
化剂活性最大化的混合物的最佳混合比例是艾蒿造淸（X1）为1.96，加糖大蒜（X2）为2，源自RSM。在最佳条
件下，预测的特征值为：总多酚测定值为20.27 mg TAE / g，总黄酮含量测定为21.02 mg QE/g，DPPH自由基
清除能力为85.65％，ABTS自由基清除能力为84.85％。结论: 我们准备了艾蒿造淸和加糖大蒜，以扩艾蒿造淸
和大蒜（药用植物）的用途，并确认了其混合物的安全性。同样，具有最大抗氧化剂活性的最佳点来自RSM。
我们希望这项研究可以用作具有安全性的天然功能性食品成分。

关键词: 艾蒿，大蒜，MTT法，抗氧化活性，响应曲面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