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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eraria lobata, a medicinally important leguminous 
plant produces various isoflavones including puerarin, 
daidzin and daidzein which are metabolized to equol via 
dihydrodaidzein and tetrahydrodaidzein by the bacterial 
fermentation of natural isoflavone sources in human 
intestines. In this study, we described callus proliferation and 
isoflavone production in callus of Korean wild arrowroot 
and dihydrodaidzein biosynthesis in callus extract fermented 
with Pediococcus pentosaceus. Proliferation was the best at 
callus cultured in the medium containing 1.0 mg/L TDZ and 
1.0 mg/L NAA at light condition for 12 days. Puerarin was 
significantly more produced at callus cultured in the medium 
containing 2.0 mg/L kinetin and 1.0 mg/L NAA at dark 
condition for 16 days, but daidzin and daidzein were not 
significant. Callus extract was successfully fermented with 
P. pentosaceus and dihydrodaidzein, which is one of equol 
precursors formed by biotransformation, was confirmed to 

be produced. These results will facilitate mass production of 
callus and isoflavones as equol precursors from Korean wild 
arrowroot and can be applied for the production of equol by 
biotransformation in vitro.

서 론

칡(Pueraria lobata)은 콩과에 속하는 덩굴성 다년식물로 

한국, 일본, 중국을 포함하는 극동아시아 지역에 넓게 분

포하여 야생하고 있다. 칡은 예로부터 중요한 약용식물

로 사용되어 왔으며, 두통, 진경작용, 편도선염 등에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Yuk 1989). 특히 골다공증, 심
혈관계 질병, 폐경기 질환 등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rdshewasart et al. 2007). 칡의 뿌리에는 이

러한 역할을 하는 다이드진(daidzin), 다이드제인(daidzein), 
제니스틴(genistin), 제니스테인(genistein), 푸에라린(puerarin) 등
과 같은 다양한 이소플라본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Chansakaow 
et al. 2000). 이러한 이소플라본들은 주로 콩과작물에 많

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대두를 이용한 많은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Cassidy 1996; Barnes 1998; Setchell 1998; 
Setchell et al. 2013). 칡에는 대두보다 많은 양의 이소플라

본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Kaufman et al. 1997) 
칡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매우 미흡한 편이다. 뿐 만 

아니라 식품으로 섭취된 이소플라본이 장내세균에 의해 

생물 전환되어 생성되는 이퀄(equol)은 앞서 언급된 모든 

다른 이소플라본 보다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

었으나(Setchell et al. 2002), 건강한 성인의 50% 미만이 이

퀄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rai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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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퀄 생산은 식물 유래의 대사산물이 아닌 전적으로 

장내세균의 물질대사에 의해 이소플라본이 전환된 것으

로 장내세균의 종류와 이소플라본 중 이퀄생산의 전구물

질로 알려진 다이드제인을 이퀄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

에 달려있다(Setchell et al. 2002; Jin et al. 2008). 이퀄을 생

산할 수 있는 균주는 인간, 쥐, 돼지 등의 분변 유래 세균

의 분리와 동정에 의해 다양한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으나(Minamida et al. 2006; Jin et al. 2008; Yu et al. 
2008), 이퀄이 생산되는 물질대사 경로는 명확히 밝혀지

지 않았다. 다만 최근 밝혀진 Lactococcus와 Slakia 균주에

서 구명된 몇몇 효소들에 의해 단계적으로 다이드제인이 

디하이드로다이드제인(dihydrodaidzein, DHD)으로, 디하이드

로다이드제인이 테트라하이드로다이드제인(tetrahydrodaidzein, 
THD)으로, 테트라하이드로다이제이인이 이퀄로 전환되

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Shimada et al. 2010; Tsuji et al. 
2012). 다이드제인 이전의 경로는 푸에라린과 다이드진

이 다이드제인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Park 
et al. 2006; Jin et al. 2008).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칡은 기능적으로 많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뿌리 부위에 가장 많은 성분

이 포함되어 있어(Kim et al. 2004) 이를 이용하기 위하여 

야생의 칡을 수거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타 Pueraria 속 식물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진

행되었던 캘러스와 모상근의 유도 및 배양을 통해 생산된 

재료에서의 이소플라본 생성 검증 연구(Vaishnav et al. 2006; 
Reppert et al. 2008; Boonsnongcheep et al. 2010; Korsangruang 
et al. 2010; Udomsuk et al. 2011)와 같이 국내 야생칡으로부터 

유도된 캘러스의 증식에 효과적인 배지와 배양조건 등을 구

명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캘러스에서 이퀄전구체 이소플라본

의 생성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캘러스 추출물과 본 연

구와의 공동연구로 구명된 생물전환 능력이 있는 신규 균주

와의 반응에서 디하이드로다이드제인의 생성여부를 검증하

여 기내에서 이퀄의 생산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재료 및 캘러스 배양조건

실험에 사용된 칡(Pueraria lobata)은 한국에 자생하는 야

생칡으로 전국 4개 지역에서 수집되어 대구대학교 포장

에서 생육중인 계통 중, 기 확립된 캘러스 유도 및 증식

(Kim et al. 2012)이 용이한 GS1으로 고체배지에서 1차 배

양된 캘러스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캘러스는 칡 덩굴의 

줄기에서부터 유도된 것으로 증식된 캘러스는 0.5 g 정량

하여 125 ml 삼각플라스크의 50 ml MS 배지(Murashige and 
Skoog 1962)에 접종하여 암조건과 16시간 광주기조건(광

조건: 약 45 μmol/m2s)으로 나누어 23±1℃, 110 rpm의 조

건으로 현탁배양하였다. 배지에 첨가된 식물생장조절제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사이토키닌계 식물생장조절제 2.0 ml/L 
BA (6-benzyladenine), 2.0 ml/L Kinetin, 1.0 ml/L thidiazuron 
(TDZ)과 옥신계 식물생장조절제 1.0 ml/L NAA (Naphthalene 
acetic acid)의 조합으로 구성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모든 

배지와 기구는 121℃, 1.5기압으로 20분간 고온, 고압 멸

균하여 사용하였으며, 각각의 처리에 대해 4반복으로 실

험이 진행되었다. 배양된 캘러스는 배양기간에 따른 증

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4일 간격으로 네 차례에 걸

쳐 생체중을 측정한 후, 동결건조시켜 건물중을 측정하

였다. 이후 배양된 캘러스로부터의 추출물을 균주와 반

응 시 물질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하여 250 ml 삼각플라

스크에서 앞서 언급한 동일한 배지와 동일한 광주기 조

건의 처리로 12 ~ 14일 배양하여 증식된 캘러스를 동결건

조하여 약 2 g의 샘플을 각각 확보하였다.

배양된 캘러스에서의 이소플라본 분석 

이소플라본(푸에라린, 디이드진, 다이드제인) 및 미생물 

발효후의 이소플라본 대사체(디하이드로다이드제인) 분
석을 위해 DGU-20A3R (Shimazu, Japan) HPLC를 사용하였

으며, 검출기는 PDA detector (Shimazu, SPD-M20A)를 사용

하였다. 컬럼은 Sky pack C18 (SKchemical, Korea)이었으며 

길이는 25 mm, 내경은 4.6 mm이고 입자크기는 5 um 이었

다. 이동상은 A [물:아세트산 = 100:1], B [물:아세토나이

트릴:아세트산 = 50:50:1] (v/v, %)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시간은 60분이었다. 검출 파장은 280 nm 이었으며 이동

상의 유속은 1.0 mL/min, 시료주입량은 50 uL이었다. 

캘러스 추출물과 균주 반응에 의한 디하이드로다이드제인의 생산

각각의 처리 별로 배양되어 동결 건조된 캘러스를 20% 
에탄올을 사용하여 상온에서 교반 추출하였으며, 얻어진 

추출액은 여과지(Hyundai micro, 20 um)를 이용하여 여과

하였다. 여과된 추출액을 회전진공농축기(EYELA, Japan)
를 사용하여 농축하여 동결건조(IlshinBioBase, Korea)를 

통한 분말화 하였으며, 사용 시까지 -20℃에 보관하였다. 
GAM broth에 Pediococcus pentosaceus EP106을 접종 시킨 

후, 상기의 분말을 최종농도 2%가 되도록 첨가하여 28℃ 
250 rpm 조건에서 0, 24, 48 및 72시간 동안 배양시간에 

따른 푸에라린, 다이드진+다이드제인 및 디하이드로다

이드제인의 생산량을 확인하였다.

통계적 분석

캘러스의 배양조건에 따른 증식의 차이, 이소플라본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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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rowth curves of callus suspension culture of Korean 
wild arrowroot, P. lobata incubated in three different medium at 
24 hour dark condition. Fresh (FW) and dry (DW) weight were 
measured for 16 days of culture period. BA, Kn and TDZ indicate 
different medium containing different plant growth regulators, 2.0 
mg/L BA + 1.0 mg/L NAA, 2.0 mg/L kinetin + 1.0 mg/L NAA 
and 1.0 mg/L TDZ + 1.0 mg/L NAA, respectively. The error 
bars represent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four replicates

Fig. 2 Growth curves of callus suspension culture of Korean 
wild arrowroot, P. lobata incubated in three different medium 
at 16 hour light and 8 hour dark condition. Fresh (FW) and dry 
(DW) weight were measured for 16 days of culture period. BA, 
Kn and TDZ indicate different medium containing different 
plant growth regulators, 2.0 mg/L BA + 1.0 mg/L NAA, 2.0 
mg/L kinetin + 1.0 mg/L NAA and 1.0 mg/L TDZ + 1.0 mg/L 
NAA, respectively. The error bars represent the standard error 
of the means of four replicates

성 정도의 차이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데이터에 대

하여 ANOVA (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하였고, 처리 집

단간의 유의성의 있는 경우 DMRT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 검증을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로 설

정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국내 자생하는 칡을 대상으로 유도된 캘러스를 이용하여 

가장 효율적인 이소플라본의 생성 조건을 구명하기 위하

여 배지에 첨가되는 식물생장조절제의 종류, 광조건 및 

배양기간에 따른 캘러스의 증식 정도와 이퀄의 전구체로 

알려진 푸에라린과 다이드진+다이드제인을 조사하였다.
  기존 보고된 Pueraria 속 식물을 대상으로 한 캘러스 

배양에서는 NAA, 2, 4-D (2, 4-dichlorophenoxyacetic acid), 2, 
4, 5-T (2, 4, 5-Tricholorophenoxy acetic acid) 등 옥신계 및 

BA, kinetin 등 사이토키닌계 식물생장조절제의 다양한 

농도와 조합을 사용하였다(Vaishnav et al. 2006; Prasain et 
al. 2007; Goyal & Ramwat 2008; Boonsnongcheep et al. 2010; 
Korsangruang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사이

토키닌계 식물생장조절제인 TDZ을 포함하여 이들 전체

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합과 농도를 기본 MS배지에 첨가하

여 캘러스를 증식하며 선발된 세 가지의 다른 배지조성

(2.0 mg/L BA+1.0 mg/L NAA, 2.0 mg/L kinetin+1.0 mg/L 
NAA, 1.0 mg/L TDZ+1.0 mg/L NAA)과 두 가지 배양조건

(암조건, 광조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각의 처리별로 4
반복으로 진행된 실험에서 초기 접종된 0.5 g의 캘러스를 

배양하여 16일간 4일 간격으로 생체중과 동결건조 이후

의 건물중을 측정하였다(Fig. 1, 2). 생체중과 건물중 모두 

암조건과 광조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배지

조성과 배양기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암
조건에서는 생체중과 건물중 모두 TDZ이 첨가된 배지에

서 16일 동안 배양한 경우, 광조건에서는 생체중과 건물

중 모두 TDZ이 첨가된 배지에서 12일 동안 배양한 경우 가

장 높은 증가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Boonsnongcheep 등
(2010)과 Goyal과 Ramawat (2007)가 보고한 Pueraria 식물

의 캘러스 배양에서 캘러스의 생체중과 건물중이 일정기

간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거나 증가 후 감소하는 경

향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캘러스의 증식

량을 분석한 결과 암조건에서는 배양기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광조건에서는 TDZ이 처리된 배지에

서 유의한 차이의 증식량을 보였다(Table 1, 2).
  동결건조 된 캘러스는 각각의 처리별로 생합성되는 이

소플라본의 함량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푸에라린과 

다이드진+다이드제인의 함량이 분석되었다. 푸에라린의 

경우 암조건과 광조건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배지조성과 배양기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4). 암조건에서 kinetin을 첨가한 배지에서 16일 간 

배양하였을 때 가장 높은 생성량을 나타내었으며, 이를 

포함하여 암조건에서 TDZ을 포함한 배지에서 16일 간 

배양 및 광조건에서 kinetin 또는 TDZ을 포함한 배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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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llus growth per day in three different medium at dark condition. Experiment was conducted in four replications over 16-day 
period

4 days 8 days 12 days 16 days
BA 0.020 ± 0.005 0.010 ± 0.004 0.018 ± 0.003 0.011 ± 0.001

Kinetin 0.039 ± 0.005 0.028 ± 0.005 0.059 ± 0.023 0.057 ± 0.023
TDZ 0.041 ± 0.008 0.024 ± 0.002 0.021 ± 0.002 0.065 ± 0.042

* Average fresh weight of callus is given in gram per day.
* BA (2.0 mg/L), Kinetin (2.0 mg/L) and TDZ (1.0 mg/L) indicate plant growth regulators added in MS medium with 1.0 mg/L NAA.
* The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and mean 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Table 2 Callus growth per day in three different medium at 16 hours light and 8 hours dark condition. Experiment was conducted 
in four replications over 16-day period

4 days 8 days 12 days 16 days
BA 0.009 ± 0.002 b 0.006 ± 0.003 b 0.010 ± 0.002 b 0.022 ± 0.002 b

Kinetin 0.031 ± 0.007 b 0.030 ± 0.005 b 0.019 ± 0.002 b 0.038 ± 0.007 b
TDZ 0.028 ± 0.006 b 0.047 ± 0.019 b 0.141 ± 0.057 a 0.065 ± 0.010 b

* Average fresh weight of callus is given in gram per day.
* BA (2.0 mg/L), Kinetin (2.0 mg/L) and TDZ (1.0 mg/L) indicate plant growth regulators added in MS medium with 1.0 mg/L NAA.
* The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and mean values with a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MRT.

Table 3 Puerarin contents in callus cultured in three different medium at dark and light conditions. Experiment was conducted in 
four replications over 16-day period

4 days 8 days 12 days 16 days

Dark condition
BA 5.68 ± 4.37 b 0.42 ± 0.25 b 0.64 ± 0.58 b 0.25 ± 0.09 b

Kinetin 4.55 ± 0.30 b 6.46 ± 1.98 b 11.54 ± 2.98 b 27.43 ± 18.13 a
TDZ 8.08 ± 2.13 b 5.02 ± 0.79 b 7.75 ± 1.89 b 14.67 ± 8.11 ab

Light 
condition

BA 1.04 ± 0.23 b 1.73 ± 0.12 b 2.12 ± 0.65 b 3.23 ± 0.99 b
Kinetin 3.60 ± 1.02 b 9.63 ± 1.84 b 7.77 ± 1.53 b 12.94 ± 1.01 ab

TDZ 3.53 ± 0.40 b 3.15 ± 2.24 b 10.43 ± 2.40 b 13.09 ± 0.63 ab
* Puerarin content is given in milligram per gram of 20% ethanol extract.
* Dark and Light conditions indicate 0 and 16 hours photoperiod, respectively.
* BA (2.0 mg/L), Kinetin (2.0 mg/L) and TDZ (1.0 mg/L) indicate plant growth regulators added in MS medium with 1.0 mg/L NAA.
* The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and mean values with a differen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MRT.

Table 4 Total contents of daidzin and daidzein in callus cultured in three different medium at dark and light conditions. Experiment 
was conducted in four replications over 16-day period

4 days 8 days 12 days 16 days

Dark condition
BA 8.75 ± 0.69 4.82 ± 1.14 2.37 ± 0.89 1.14 ± 0.22

Kinetin 0.22 ± 0.09 0.30 ± 0.12 0 ± 0 4.64 ± 4.62
TDZ 0.37 ± 0.14 0.07 ± 0.07 0.09 ± 0.09 5.05 ± 5.05

Light condition
BA 0 ± 0 0 ± 0 0.01 ± 0.01 0.23 ± 0.10

Kinetin 0 ± 0 0.53 ± 0.25 0.11 ± 0.08 0.29 ± 0.20
TDZ 0.25 ± 0.10 0.10 ± 0.10 0.56 ± 0.32 0.42 ± 0.34

* Total content of daidzin and daidzein is given in milligram per gram of 20% ethanol extract.
* Dark and Light conditions indicate 0 and 16 hours photoperiod, respectively.
* BA (2.0 mg/L), Kinetin (2.0 mg/L) and TDZ (1.0 mg/L) indicate plant growth regulators added in MS medium with 1.0 mg/L NAA.
* The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error and mean value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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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uerarin, daidzin+daidzein and dihydrodaidzein contents after fermentation of callus extracts of Korean wild arrowroot with 
P. pentosaceus EP106

Medium Time
(hours)

Dark condition Light condition

Puerarin Daidzin+
Daidzein DHD Puerarin Daidzin+

Daidzein DHD

BA

0 71.31 13.03 ND 79.17 20.28 ND
24 19.29 6.43 ND 52.44 19.61 ND
48 19.29 5.73 ND 20.78 19.80 4.09
72 18.23 13.19 ND 20.10 7.63 4.10

KN

0 110.28 50.99 ND 172.65 41.13 ND
24 87.62 29.45 ND 93.32 39.33 4.19
48 44.31 28.81 ND 77.73 30.05 4.98
72 19.30 27.58 5.43 36.11 25.19 5.34

TDZ

0 54.34 10.44 ND 91.83 41.89 ND
24 3.50 5.44 ND 52.56 32.60 ND
48 3.06 3.42 ND 43.22 28.96 4.08
72 3.39 4.63 5.30 31.12 27.20 4.78

* Contents of puerarin, daidzin+daidzein and DHD are given in milligram per gram of 20% ethanol extract.
* Dark and Light conditions indicate 0 and 16 hours photoperiod, respectively.
* BA (2.0 mg/L), Kinetin (2.0 mg/L) and TDZ (1.0 mg/L) indicate plant growth regulators added in MS medium with 1.0 mg/L NAA.
* 0, 24, 48 and 72 indicate fermentation time with P. pentosaceus EP106.
* ND indicates ‘not detected’.

16일 간 배양한 캘러스에서 유의성 있는 푸에라린이 생

성됨을 확인하였다. 다이드진과 다이드제인의 총 함량 

분석에서는 배지조성과 배양기간에 따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암조건에서의 생성량이 광조건보다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Table 5). Boonsnongcheep 등(2010)은 P. candollei 
var. candollei의 잎, 줄기, 뿌리에서 유도된 셀배양 후 다

이드제인, 다이드진, 제니스테인, 제니스틴 조사하였는

데 줄기에서 유도된 셀에서 가장 높은 이소플라본 함량

이 측정되었으며, 배양기간에 따라서는 기관별로 유도된 

셀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이나 18 ~ 21일 배양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Vaishnav 등(2006)은 캘러

스 배양 시 배지에 첨가되는 식물생장조절제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이소플라본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소플라

본의 종류와 식물생장조절제의 종류에 따라 함량의 차이

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는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Pueraria 속에 속한 종의 차이, 배양배지에 

첨가된 식물생장조절제의 종류, 배양기간, 조사 이소플

라본의 종류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생

각된다.
  캘러스 증식 연구에서 처리된 배양배지 및 배양조건 

별로 12-14일간 배양하여 동결 건조된 각각의 캘러스 추

출물은 이소플라본의 생물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구명된 

P. pentosaceus EP106 (미발표데이터)를 반응시켜 반응시

간 별로 이퀄의 전구체인 푸에라린, 다이드진, 다이드제

인, 디하이드로다이드제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암조건

의 경우 BA 배지에서 배양된 캘러스에서는 디하이드로

다이드제인의 72시간 배양까지 생성되지 않았으나, kinetin
과 TDZ 배지에서 배양된 캘러스에서는 72시간 배양에서 

디하이드로다이드제인이 검출되었다(Table 5). 광조건의 

경우 BA 및 TDZ 배지에서 배양된 캘러스에서는 48시간 

배양 추출물부터, kinetin 배지에서 배양된 캘러스에서는 

24시간 배양 추출물부터 디하이드로다이드제인이 검출

되었다(Table 5, Fig. 3). 뿐 만 아니라 캘러스 추출물에 존

재하고 있던 푸에라린, 다이드진, 다이드제인이 전반적

으로 균주와의 반응시간이 길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균주의 생물전환능에 의해 물질

대사가 일어나 디하이드로제인 그리고/또는 이퀄을 포함

하는 다른 이소플라본 대사체로 전환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Park et al. 2006; Jin et al. 2008; Shimada et al. 
2010; Tsuji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자생칡을 대상으로 유도된 캘러스

를 현탁배양할 때 배지에 첨가되는 식물생장조절제의 종

류, 배양조건 및 배양기간에 따른 캘러스의 증식 정도와 

생체내에서 합성되는 이퀄의 전구물질인 이소플라본의 

생성 정도를 확인하고, 이소플라본을 생물전환에 의한 

물질대사를 통하여 이소플라본 대사체를 생산할 수 있는 

균주와의 반응을 통한 디사이드로다이드제인의 생합성

을 확인하였다. 최종적으로는 조직배양을 통한 바이오매

스의 증대, 다양한 조건에서의 이퀄 전구체인 이소플라본 

함량의 증대와 균주 반응을 통한 최종산물인 이퀄 생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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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n example of HPLC-PDA analysis of puerarin (1), daidzin (2), daidzein (3) and dihydrodaidzein (4) from callus extracts 
of Korean wild arrowroot cultured in MS medium containing 2.0 mg/L kinetin and 1.0 mg/L NAA at 16 hours photo period. A: 
without fermentation with P. pentosaceus EP106, B: 24 hours, C: 48 hours, D: 72 hours fermentation with P. pentosaceus EP106

목적으로 하는 바, Sharma 등(2009)이 보고한 P. tuberosa를 
대상으로 한 생물반응기 배양을 통한 바이오매스의 증대 

및 이소플라본의 효율적 대량생산, Korsangruang 등(2010)이 
보고한 P. candollei를 대상으로 한 Methyl Jasmonate, Chitosan, 
Yeast extract 등과 같은 생물적, 비생물적 Elicitor 처리에 

의한 이소플라본 함량의 증대,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이용

된 균주와 칡 캘러스 추출물과의 반응을 통한 최종산물 

이퀄생산의 확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적 요

국내 자생하는 야생칡(Pueraria lobata)은 푸에라린, 다이

드진, 다이드제인 등 다양한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

는 주요한 콩과 약용작물이다. 이들 이소플라본은 장내

에서 특정 세균과 반응으로 생물전환이 일어나 디하이드

로다이드제인, 테트라하이드로다이드제인을 거쳐 약리

작용이 타 이소플라본 보다 월등한 이퀄로 물질대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야

생칡으로부터 유도된 캘러스를 이용하여 배양배지, 배양

조건 및 배양기간에 따른 캘러스의 증식과 이소플라본의 

합성 정도를 구명하고 배양된 캘러스 추출물을 생물전환 

능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Pediococcus pentosaceus 균주

와의 반응을 통하여 이퀄 전구체인 디하이드로다이드제

인의 생합성을 구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캘러스의 증식은 

광조건에서 1.0 mg/L TDZ과 1.0 mg/L NAA가 첨가된 배

지에서 12일 배양했을 때 가장 좋다. 푸에라린 함량은 암

조건에서 2.0 mg/L kinetin과 1.0 mg/L NAA가 첨가된 배지

에서 16일 배양했을 때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이드진

과 다이드제인 함량은 처리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캘러스 추출물을 P. pentosaceus 균주와 반응

하여 발효시켰을 때 생물전환에 의해 이퀄의 전구체인 

디하이드로다이드제인이 성공적으로 생합성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 야생칡을 대상으로 

캘러스의 대량증식을 통한 이퀄의 전구물질인 이소플라

본의 대량생산에 기여할 수 있으며, 기내에서 생물전환

을 통하여 이퀄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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