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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미생물복귀돌연변이 시험과 같은 in vitro 독성시험의 수행을 위해서는 

시험물질을 용매에 용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식품은 용매에 

용해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식품의 전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in 

vitro 독성시험법의 고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홍국쌀은 아시아 전반에서 

널리 섭취하고 있는 식품이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다수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홍국쌀의 세포독성 평가를 위한 

적절한 추출 용매를 고안하고, 더 나아가 식품의 in vitro 독성시험을 위한 

추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추출 용매로는 모든 화합물의 

성질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넓은 범위의 극성을 가지며, 다양한 

작용기를 가진 추출 용매 10가지(물, 메탄올, 아세톤, 에탄올, 클로로포름, 

에틸 아세테이트, 톨루엔, 헥세인, 5mM 염산, 0.5mM 수산화나트륨)를 

선정하였다. 각 추출물의 세포독성은 마우스의 정상 간 세포주에 처리하여 

측정하였으며, 화학적 특성은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 

분석기(HPLC-MS)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추출물을 홍국쌀을 기준으로 

세포에 처리하여 세포독성을 계산한 결과, 메탄올 추출물에서 세포독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추출물 질량을 기준으로 세포독성을 산출한 결과, 

에탄올, 아세톤, 클로로포름 추출물의 세포독성은 메탄올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추출물에서는 세포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거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메탄올 추출물과 메탄올 추출 

분획물의 결과를 종합하여 메탄올 추출물에 존재하며 세포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8개 봉우리를 선택하였으며,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와 텐덤 

질량분석기(HPLC-MS/MS) 분석을 통해 화합물의 구조를 추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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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통해 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들 

구조는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 중 6개는 유전 독성 및 

발암성을 갖는 화합물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추출 수율이 높은 메탄올 

추출물에 존재하는 화합물만을 정성하였지만, 메탄올 외의 세포독성이 

나타난 추출물에서 관찰된 화합물들 또한 세포독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홍국쌀의 모든 화합물의 독성을 반영하여 세포독성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메탄올을 포함하여 다른 추출 용매(에탄올, 아세톤, 

클로로포름)들과 함께 사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홍국쌀이 아닌 다른 식품의 in vitro 독성 시험에의 적용 시에도 추출 

용매에 따른 성분 비교를 통해 식품의 독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용매의 조합을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 추출, in vitro, 홍국쌀, 세포독성, HPLC-MS  

학  번: 2020-2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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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서론 

현대 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소개되는 식품 원료가 증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건강에 대한 인식과 그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 기능’을 갖춘 식품에 대한 관심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Bogue et al., 

2017).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2019년 약 1778억 달러 규모로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매년 6.7%씩 성장하여 2027년에는 2679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Rake, 2020).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새로운 건강기능성 원료의 발견과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새로이 

개발한 원료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유럽식품안전청(이하 EFSA) 및 미국 

식품의약국(이하 FDA)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가 혹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원료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 독성시험 자료의 제출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유전자 

변형식품, 기존의 기준 및 규격이 없는 식품 원료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통해 허가 및 승인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각 해당 규정에 따라 필요시 독성 시험이 요구된다. 그 중 

유전독성시험은 경제개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에서 정하는 시험법에 

따라 시험한 자료를 제출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박테리아를 이용한 복귀 

돌연변이 시험을 포함한 in vitro 독성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유전독성시험과 같은 in vitro 독성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험 

물질을 세포 혹은 박테리아에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OECD 시험법에서는 고체 시료의 경우 적절한 용매에 용해되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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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시료의 경우에는 바로 처리하거나 희석하여 처리하여야 한다(OECD, 

2016a, 2016b, 2016c, 2020).  

대부분의 식품 원료의 경우 용매에 용해되지 않는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추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추출물의 독성은 

식품 전체(Whole Food)의 독성과 다를 수 있다. 이는 지난 2015년 

백수오를 원료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독성시험을 근거로 들 수 있다. SD 랫드에게 백수오 

열수추출물과 분말을 반복투여한 결과, 열수추출물에서는 이상 증상이 

없었으나, 분말 형태에서는 500~1000mg/kg 농도에서 체중 감소 및 

사료섭취량 감소가 나타났으며, 2000mg/kg 농도에서는 체중 감소와 사료 

섭취량 감소와 더불어 심장 독성, 이상행동 및 사망이 나타났다. 

열수추출물과 분말의 독성이 다르게 나타난 이유는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천연물의 경우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으며 

추출 및 조제 방법에 따라 섭취 성분의 종류와 함량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이를 그 이유로 추측할 수 있다(MFDS, 2017). 이에 따라, 식품 원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in vitro 독성시험법이 필요한 실정이며, 식품 

원료에서 독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는 추출법을 고안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다음과 같이 실험을 설계하였다. 추출은 

모든 성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조와 넓은 범위의 극성을 

갖는 용매들을 선정하였다. pH에 의해 추출되는 물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산성과 염기성을 띄는 용매 또한 추출 용매로 포함시켰다. 

추출물의 세포독성평가와 성분 분석을 통해 식품 전체의 독성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추출 용매의 조합을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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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 대상으로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써 제한적으로 사용되며,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도 사용되는 홍국쌀을 선정하였다. 

홍국쌀(Monascus pilosus rice)은 in vivo 및 in vitro 독성이 보고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는 독성 물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독일연구협회(DFG)의 Permanent Senate Commission on Food 

Safety에서 홍국쌀이 안전하지 않은 식품 및 식품 원료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DFG, 2012). 또한, 홍국쌀이 발효를 통해 제조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발효 조건과 환경에 따라 그 성분의 종류와 함량이 달라질 수 

있다(Fukami et al., 2021). 이에 국내 유통되고 있는 홍국쌀에 대한 

독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연구의 시험 물질로 선정하여 추출 

및 세포독성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홍국쌀의 in vitro 독성 평가를 위해 적절한 추출 용매를 

고안하고, 더 나아가 식품의 in vitro 독성 Monascus pilosus rice 시험을 

위한 추출 방법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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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문헌고찰 

 

홍국은 쌀과 홍국균(M. anka, M. purpures, M. pilosus, M. ruber)을 

원재료로 하며, 쌀에 홍국균을 접종 후 발효하여 제조한 제품을 의미한다. 

오래전부터 홍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색소, 향신료, 보존제로 사용되어 

왔다(Ma et al., 2000). 국내에서 Monascus spp.는 주류 제조, 홍국쌀 등 

곡류제조, 콩 껍질(두피)에 접종하여 발효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식품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홍국은 아시아권에서 전통적인 약재로서 사용되기도 하였다. 홍국쌀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는 동물 대상 실험(Li et al., 1998; Wei et al., 

2003)과 임상실험(Bogsrud et al., 2010; Venero et al., 2010; Verhoeven 

et al., 2013)에서 입증되었으며, 모나콜린 K가 Hydroxymehtylglutaryl-

CoA(HMG-CoA) reductase의 저해재로 작용하여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euerstein & Bjerke, 2012; Heber et al., 1999). 홍국은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는 모나콜린 K를 지표성분으로 하며, 

건강기능식품 고시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홍국쌀의 성분은 홍국균의 발효 과정에 따라 그 함량이 바뀌며, 대표 

성분은 탄수화물(72.1-73.4%), 단백질(11.6-14.7%), 수분(6-9.9%), 

지방산(1.58-2.8%)이다.(DFG, 2012; Ma et al., 2000) 또한, 홍국균의 

발효에 의해 이차대사물질이 생성되는데, 대표적으로 색소, 모나콜린, 

모나카린, 시트리닌 등 곰팡이 독소 물질이 있다(Tabl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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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hemical profiles of Monascus spp. rice  

Class Compound Molecular 

formula 

Molecular 

weight 

References 

Pigments(red) 

 Rubropunctamine C21H23NO4 353.4 (Zheng et al., 

2010) 

 Monascorubramine C23H27NO4 381.5 (Zheng et al., 

2010) 

Pigments(orange-red) 

 Rubropunctatin C21H22O5 354.4 (Martinkova, 

1999; Su et al., 

2005; Zheng et al., 

2010) 

 Monascorubrin C23H26O5 382.4 (Martinkova, 

1999; Zheng et al., 

2010) 

 Monapilol A C23H28O5 384.2 (Hsu et al., 2011) 

 Monapilol B C21H24O5 356.2 (Hsu et al., 2011) 

 Monapilol C C26H32O6 440.2 (Hsu et al., 2011) 

 Monapilol D C24H28O6 412.2 (Hsu et al., 2011) 

pigments(yellow) 

 Monascin C21H26O5 358.4 (Martinkova, 

1999) 

 Ankaflavin C23H30O5 386.5 (Martinkova, 

1999; Su et al., 

2005) 

 xanthomonasin A C21H24O7 388.4 (Akihisa et al., 

2005; Sato et al., 

1997; Watanabe et 

al., 1997) 

 xanthomonasin B C23H28O7 416.5 (Akihisa et al., 

2005; Watanabe et 

al., 1997) 

 Monacusone A C13H18O5 254.3 (Jongrungruangch

ok et al., 2004)  
Monacusone B C17H18O5 302.3 (Jongrungruangch

ok et al., 2004) 

Monacolins 

 Monacolin K C24H36O5 404.5 (DFG, 2012) 

 Dehydromonacolin K C24H34O4 386.5 (Ma et al., 2000) 

 Dihydromonacolin K C24H38O5 406.6 (Ma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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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ompound Molecular 

formula 

Molecular 

weight 

References 

 Compactin C23H34O5 390.5 (DFG, 2012) 

 Monacolin M C23H34O6 406.5 (DFG, 2012) 

 Monacolin X C24H34O6 418.5 (DFG, 2012) 

 Monacolin J C19H28O4 320.4 (DFG, 2012) 

 Monacolin L C19H28O3 304.4 (DFG, 2012) 

 ML-236A C18H27O5 323.4 (DFG, 2012) 

 ML-236C C18H26O3 290.4 (DFG, 2012) 

Citrinin 

 
Citrinin C13H14O5 250.3 (DFG, 2012) 

Monankarins 

 Monankarin A C20H22O6 358.4 (Hossain et al., 

1996) 

 Monankarin B C20H22O6 358.4 (Hossain et al., 

1996) 

 Monankarin C C21H24O6 372.4 (Hossain et al., 

1996) 

 Monankarin D C21H24O6 372.4 (Hossain et al., 

1996) 

 Monankarin E C19H20O6 344.4 (Hossain et al., 

1996) 

 Monankarin F C20H22O6 358.4 (Hossain et al., 

1996) 

Monascopyridines 

 Monascopyridine A C21H25NO4 355.4 (Ferse et al., 

2012; Knecht & 

Humpf, 2006)  

 Monascopyridine B C23H29O4 383.5 (Ferse et al., 

2012; Knecht & 

Humpf, 2006)  

 Monascopyridine C C20H27NO3 329.4 (Ferse et al., 

2012; Hsu et al., 

2010; Knecht et 

al., 2006; Knecht 

& Humpf, 2006)  

 Monascopyridine D C22H31NO3 357.5 (Ferse et al., 

2012; Hsu et al., 

2010; Knecht & 

Humpf, 2006; 

Mukherjee & 

Singh,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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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Compound Molecular 

formula 

Molecular 

weight 

References 

Other compounds 

 Monascodilone C15H12O4 256.3 (DFG, 2012; Wild 

et al., 2002) 

 γ-aminobutyric 

acid(GABA) 

C4H9NO2 103.1 (DFG, 2012) 

 Ankalactone C18H26O6 338.4 (DFG, 2012) 

 stigmast-4-en-3-

one(sitostenone) 

C29H48O 412.7 (DFG, 2012; 

Shang et al., 2009) 

 red monascus 

azaphilone 

C23H27NO5 397.5 (Avula et al., 

2014) 

 monapurfluore A C23H32O4 372.2 (DFG, 2012; Hsu 

et al., 2010)  

 monapurfluore B C23H32O4 372.2 (DFG, 2012; Hsu 

et al., 2010) 

 monasfluore A C21H24NO5 356.2 (DFG, 2012; Hsu 

et al., 2010) 

 monasfluore B C23H28O5 384.2 (DFG, 2012; Hsu 

et al., 2010) 

 Peroxymonascuspyro

ne 

C19H32O6 356.5 (Cheng et al., 

2010; DFG, 2012) 

 Monascupyrrole C13H17NO5 267.3 (DFG, 2012; Wu et 

al., 2010) 

 Monasincotinate A C21H27NO4 357.4 (Wu et al., 2011) 

 Monasincotinate B C22H29NO4 371.5 (Wu et al., 2011) 

 Monasincotinate C C23H31NO4 385.5 (Wu et al., 2011) 

 Monasincotinate D C21H29NO4 359.5 (Wu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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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SA는 보고된 부작용을 근거로 홍국쌀의 모나콜린을 식이 보조제 

등으로 사용할 때 안전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Additives et 

al., 2018). 독일연구협회도 홍국쌀의 성분 중 in vivo 및 in vitro 독성이 

보고되는 물질이 있어 안전하지 않은 식품 및 식품원료라는 의견을 

내었다(DFG, 2012).  

홍국쌀의 대표적인 독성 성분으로는 Table 2-1의 색소 성분을 들 수 

있다. 색소 성분은 극미량의 용량에서도 닭 배아 기형을 

유도하였으며(Martinkova, 1999), 세포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necht et al., 2006; Zheng et al., 2010). 또한, 곰팡이 독소로 

분류되는 시트리닌을 포함하여 홍국의 여러 성분은 유통되는 제품에 따라 

그 함량이 매우 다르다(Heber et al., 2001; Tangni et al., 2021).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국내 유통되는 홍국쌀에 대한 세포독성평가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9 

제3장 재료 및 방법 

 

3.1. 추출 

 

3.1.1. 추출 시료의 선정 

 

추출 시료로 사용한 홍국 분말은 ㈜엠푸드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해당 시료는 쌀에 홍국(M. pilosus)을 접종하여 분쇄한 쌀가루 중 포털 

사이트 판매 순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쌀의 원산지는 국산(인천 

강화도)이다. 홍국 분말은 동결건조 뒤 -80℃에 보관하였으며, 추출 전 

항량을 맞추어 사용하였다.  

 

3.1.2. 추출 용매의 선정 

 

추출 용매는 극성 지수와 구조를 포함한 용매의 특성(Snyder, 

1974)에 따라 Table 3-1과 같이 선정하였다. 식품의 추출 용매로 자주 

사용하는 물과 에탄올을 추출 용매로 포함하였고, 추출 용매의 pH에 따른 

추출 차이를 보기 위해 각각 산성과 염기성을 띄는 용액도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추출 용매로 사용한 증류수는 In house 증류수를 Water Purification 

System(aqua MAX-Ultra System, Younglin Instrument, Gyeongg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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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을 이용하여 재정제한 distilled-deionized water을 사용하였다. 

메탄올(99.9%), 에탄올(99.9%), 염산(1N), 수산화 나트륨(1N)은 

Samchun Pure Chemicals (Gyeonggi-do,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아세톤(99.9%), 클로로포름(99.9%), 에틸아세테이트(99.9%), 

톨루엔(99.8%), 헥세인(98.0%)은 Fisher Scientific(USA)에서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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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Characteristics of solvents used for extraction 

Solvent 

Solvent characteristics 

Formula Solvent group 
Polarity 

index(P’)* 

Water H2O Water 9.0 

HCl/ H2O (5mM, pH 2.3) 
  

 

NaOH/ H2O 

(0.5mM, pH 10.7) 

  

 

Methanol CH4O 
Aliphatic 

alcohol 
6.6 

Acetone C3H6O Alkyl ketone 5.4 

Ethanol C2H6O 
Aliphatic 

alcohol 
5.2 

Chloroform CHCl3 Alkyl halide 4.4 

Ethyl acetate C4H8O2 Alkyl ester 4.3 

Toluene 
C7H8 Aromatic 

hydrocarbon 
2.3 

Hexane C6H14 n-alkane 0.0 

Polarity index(P’)* : P’ is a measure of the ability of the solvent to interact with 

various polar test solutes by Snyder(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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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추출 방법 

 

동결 건조한 홍국 분말 2g을 각각의 추출 용매 10ml에 침지 시킨 후, 

진탕기(SI-600R, Lab companion, Jeiotech, Seoul, Korea)에서 30℃, 

200 rpm으로 16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 후 여과지 Whatman 

NO.2(8µm)를 통과시켜 용질과 추출 용액을 분리시켰다. 추출 용액 중 

용매를 제거하기 위해 유기용매(메탄올, 아세톤, 에탄올,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톨루엔, 헥세인)의 경우 회전 증발 농축기를 이용하였고, 

증류수 및 5mM 염산, 0.5mM 수산화나트륨의 경우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였다. 용매를 모두 제거한 추출물은 1.5mL 다이메틸 

설폭사이드(이하 DMSO,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 

용해시킨 후 -80℃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5mM 염산, 0.5mM 수산화나트륨을 추출 용매로 이용한 경우 SPE 

catridge를 통과시켜 이온과 양이온을 제거하였다. 5mM의 염산은 Sep-

pak QMA(0.4mL, 130mg, Waters Corporation, MA, USA)을, 0.5mM의 

수산화나트륨은 Sep-pak CM(0.4mL, 130mg, Waters Corporation, MA, 

USA)을 사용하였다. SPE는 먼저 5mL Ethanol로 활성화시키고, 5mL 

증류수로 평형을 맞추었다. 이후 흘려준 추출 용액을 받아 동결 

건조하여1.5mL DMSO에 용해시킨 후 -80℃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추출은 같은 과정을 3반복하여, 하나의 추출 용매당 3개의 추출물을 

준비하였으며, DMSO에 용해시키기 전 추출물의 질량을 측정하여 추출 

수율을 계산하였다.  



  13 

3.1.4. 통계 분석 

 

추출 용매에 따른 수율(extraction yield, %)의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사후검정으로는 

Bonferroni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이 0.05보다 낮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분산분석과 사후검정은 R 

통계소프트웨어(ver. 4.1.1)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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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cheme of M. pilosus rice ext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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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추출물의 세포독성 평가 

 

3.2.1. 세포주 및 세포 배양 

 

마우스 정상 간세포 NCTC clone 1469(derivative of NCTC 721)을 

한국세포주은행(Seoul, Korea)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NCTC clone 

1469는 10% Horse Serum(Sigma, MA, USA)을 첨가한 

DMEM(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배지(Welgene, 

Gyeongsang-do, Korea)를 이용하여 포화 습도가 유지되는 온도 37℃, 

이산화탄소5% 조건의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이틀마다 새로운 배지로 

교체하였으며, 약 70%의 confluence가 되면 계대 배양하였다. 실험 

배지로는 계대 배양시와 마찬가지로 10% Horse serum이 첨가된 DMEM 

배지를 이용하였다.  

 

3.2.2. WST-1 assay 

 

홍국 추출물에 의한 세포 생존율 감소를 알아보기 위해 WST-1 

assay(Roche, Basel, Switzerland)을 수행하였다. 이 방법은 연한 붉은 

색의 tetrazolium salt가 살아 있는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dehydrogenase에 의해 tetrazolium ring가 끊어져 수용성의 진한 붉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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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zan결정으로 환원되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환원된 formazan의 양은 

생존한 세포의 양과 비례하여, 이를 통해 세포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DMSO에 용해시킨 추출물은 PTFE membrane filter(0.2μm, 25mm, 

Millipore, MA, USA)으로 여과한 후, 1, 1/2배, 1/4배, 1/8배가 되도록 

DMSO로 희석한 후, 다시 실험 배지를 이용하여 DMSO가 최종 처리 

용액의 0.5%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세포를 96 well plate에 well당 

50㎕(0.5×104 cells/plate)씩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실험 배지로 

희석한 추출물을 well당 50㎕씩 분주한 후 24시간 배양시켰다. 이후 

WST-1 용액을 well당 10㎕처리하고, 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1분간 

진탕하였다.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s, CA, USA)을 이용하여 

450nm, 650nm(reference wavelength)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WST-1의 경우 처리 용액을 제거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에, 

세포를 분주하지 않은 well에 용액을 실험군과 마찬가지로 처리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여 이들에 의한 영향을 보정하였다. 또한, DMSO가 최종 

처리 용액의 0.5%가 되도록 실험 배지로 희석한 용액을 처리한 군을 

대조군으로 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각각의 대조군 대비 실험군의 흡광도를 

통해 아래와 같이 계산하였으며, 추출물 한 개당 4반복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Cell viability(%) =
𝑎𝑏𝑠𝑜𝑟𝑏𝑎𝑛𝑐𝑒 𝑜𝑓 𝑒𝑥𝑝𝑒𝑟𝑖𝑚𝑒𝑛𝑡 𝑔𝑟𝑜𝑢𝑝

𝑎𝑏𝑠𝑜𝑟𝑏𝑎𝑛𝑐𝑒 𝑜𝑓 𝑐𝑜𝑛𝑡𝑟𝑜𝑙 𝑔𝑟𝑜𝑢𝑝
× 100 

Inhibition rate(%) = (1 −
𝑐𝑒𝑙𝑙 𝑣𝑖𝑎𝑏𝑖𝑙𝑖𝑡𝑦(%)

100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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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통계 분석 

 

각 추출물에서 대조군 대비 처리군의 세포 생존율의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검증하였다. 사후 분석으로는 

dunnett’s T test를 이용하였으며, 유의 수준이 0.05보다 낮을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았다. 분산분석과 사후분석은 R 

통계소프트웨어(ver. 4.1.1)을 이용하였으며, 사후 분석 결과는 

“multicomp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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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추출물의 성분 분석 

 

DMSO에 녹인 추출물을 증류수를 이용하여 세포 실험과 같은 농도인 

200배로 희석한 후 PVDF membrane filter(0.22μm, 10mm, Millipore, 

MA, USA)으로 여과한 후 분석에 사용하였다. HPLC 분석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의 장비를 이용하였다. LCMS-8050 

(Shimadzu, Kyoto, Japan)기기를 사용하였으며, Nexera X2(Shimadzu, 

Kyoto, Japan)에 C18 HPLC column(CORTECS C18 Column, 1.6μm, 

90Å, 2.1 × 100 mm, Waters Corporation, MA, USA)을 연결하여 

이용하였다. 이동상은 0.1% formic acid를 포함하는 수용액(A)와 0.1% 

formic acid를 포함하는 acetonitrile(B)으로 1분동안 B용액 10%으로 

유지시킨 후 46분 동안 B 용액 10-99%으로 농도 구배 용리(gradient 

elution)하였다. 이후 다음 분석을 위해 3분동안 B용액 99-10%, 10분 

동안 B용액 10%으로 유지하였다. 유속은 0.4 mL/min으로 하고 시험용액 

중 1 μL를 주입하였다. Oven 온도는 45℃로 유지하였다. 

이온화 방식은 electro spray ionization (ESI) positive mode와 

negative mode를 모두 이용하였다. 100~1000의 질량 대 전하의 

비(m/z)를 가지는 구간을 Full Scan mode로 스캔하였다(Table 3-2). 

 

  



  19 

Table 3-2. HPLC-MS conditions for Monascus pilosus rice extract analysis 

Description Condition 

LC Column C18 HPLC column  

(1.6 μm, 90Å 2.1 × 100 mm) 

 Mobile phase 0.1% formic acid in water  

0.1% formic acid in Acetonitrile 

gradient elution for 60 min 

 Column flow rate 0.4 mL/min 

 Injection volume 1 μL 

 Oven temperature  45 ℃ 

MS Ionization mode ESI positive mode, negative mode 

 Nebulizing gas flow 3.0 L/min 

 Drying gas flow 10.0 L/min 

 Heating gas flow 10.0 L/min 

 Interface voltage 4.0 kV 

 Interface temperature 300 ℃ 

 DL a temperature 250 ℃ 

 Heat block temperature 400 ℃ 

 Conversion dynode voltage 10.0 kV 

 Detector voltage 1.96 kV 

 CID b gas 270 kPa 

a Desolvation line 
b Collision-induced di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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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메탄올 추출물의 세포독성 기여 성분 탐색  

 

3.4.1. 메탄올 추출물의 분획 

 

추출 수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메탄올 추출물을 앞선 HPLC-

MS에서의 분석 조건과 유사하게 설정하여 분획을 진행하였다. 추출물의 

분획은 C18 SPE catridge(6mL, 2000mg, Macherey-Nagel Düren, 

Germany)을 Acetonitrile 3.5ml로 활성화시킨 후 증류수 3.5ml로 평형을 

맞춘 후 사용하였다. 앞선 추출 과정과 동일하게 추출된 추출물을 DMSO 

1.5ml에 용해시킨 후 증류수로 10배 희석하여 SPE에 흘려주었다. 10% 

Acetonitrile 용액 4mL를 흘려 씻어준 후 각각 30%, 45%, 70%의 

Acetonitrile 4mL를 흘려주어 이들을 차례로 받았다. (Elute 1, Elute 2, 

Elute 3) SPE과정에 사용한 모든 acetonitrile과 증류수는 0.1%의 formic 

acid를 포함하도록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SPE에서 받은 세 용액은 모두 

rotary evaporator(Buchi, Germany)와 Centrifuagl vacuum 

concentrator(Labex, Gyeonggi-do, Korea)을 차례로 사용하여 용매를 

제거하였다. 용매를 제거한 추출물은 DMSO에 용해시켜 다음 과정을 

수행하였다. (Figur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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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ze drying the sample 

   

Dissolution in methanol 

 2 g sample 

10 mL Methanol 

Extract using rotating shaker (200 rpm for 16 hours) 

 Filtrate (8μm Whatman No.2 paper) 

Drying under reduced pressure 

 Dissolve in 1.5mL DMSO 

Dilute 10-fold with water  

[Solid Phase Extraction] Chromabond C18 ec 

 Condition: 

Equilibrate:  

Load: 

Wash: 

Elute 1: 

Elute 2: 

Elute 3: 

Elute 4: 

3.5 mL Acetonitrile(with 0.1% formic acid) 

3.5 mL Water(with 0.1% formic acid) 

15mL diluted (with water) 

4mL 10% Acetonitrile(with 0.1% formic acid) 

4mL 30% Acetonitrile(with 0.1% formic acid) 

4mL 45% Acetonitrile(with 0.1% formic acid) 

4mL 70% Acetonitrile(with 0.1% formic acid) 

4mL 99% Acetonitrile(with 0.1% formic acid) 

 

Drying under reduced pressure 

 Dissolve in DMSO 

Cell viability test(WST-1) and HPLC-MS analysis 

Figure 3-2. Scheme of M. pilosus rice extract fractio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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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메탄올 추출 분획물의 세포독성 평가 

 

추출 분획물의 세포독성평가는 WST-1 assay(Roche, Basel, 

Switzerland)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각 분획물을 4mg/mL의 농도로 

DMSO에 용해시켜 stock으로 제조한 후, 이들을 배양 배지를 이용하여 

희석하여 최고 처리 농도가 200µg/mL가 되도록 처리하였다. 이 외의 

전반적인 과정은 앞서 3.2. 추출물의 세포독성평가에서 언급한 과정과 

동일하게 수행하였다. 

 

3.4.3. 메탄올 추출 분획물의 성분 분석 

 

추출 분획물의 성분 분석은 3.3추출물의 성분 분석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HPLC-MS를 통해 얻은 크로마토그램의 피크를 이전의 

결과와 비교하여 독성에 기여하는 물질을 추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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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메탄올 추출물의 potentially cytotoxic compounds 정성 

 

세포독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메탄올 추출물의 8가지 화합물에 

대해 High Resolution HPLC-MS 및 MS/MS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분석은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공동기기원(NICEM)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였다. Ultimate3000(Thermo Scientific, MA, USA)기기를 

사용하였으며, Triple TOF 5600+(AB Sciex, NH, USA)에 C18 HPLC 

column(CORTECS C18 Column, 1.6μm, 90Å, 2.1 × 100 mm, Waters 

Corporation, MA, USA)을 연결하여 이용하였다. HPLC pump 조건은 

앞선 3.3추출물의 성분 분석의 조건과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연결된 

MS와 MS/MS 검출기의 조건은 Table 3-3과 같이 분석하였다. 

MS/MS로 분석한 화합물의 정성을 위해 Peakview 2.2 software(AB 

Sciex, MA, USA)을 사용하였다. 화합물의 MS/MS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능한 화합물의 화학식들을 얻었으며, 이들 화학식들의 isotope 

abundance 패턴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화학식을 화합물 추론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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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Q-TOF MS, MS/MS conditions for potentially cytotoxic 

compound identification  

Description Condition 

Ionization mode ESI positive mode  

MS scan type Full scan and Information Dependent Acquisition 

(IDA) Scanning  

MS scan range 100 ~ 2000 m/z 

MS/MS scan range 30 ~ 2000 m/z 

Ion source 1(Nebulizing gas)  50 psi 

Ion source 2(Heating gas) 50 psi 

Curtain gas 25 psi 

Desolvation temperature 500℃ 

ionspray voltage floating 5.5kV 

Declustering Potential (DP) 60 

Collision Energy (CE) 10 

Collision Energy 35±15 

Collision gas 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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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과 및 고찰 

 

4.1. 추출 용매에 따른 세포독성 비교 

 

4.1.1. 추출 수율 비교 

 

시료 2g을 용매 10mL에 침지시켜 추출한 용액을 용매를 모두 

제거한 후 추출물의 질량을 측정하였다. 이후 시료 대비 추출물의 질량을 

비율로 나타내어 추출 수율(Extraction yield, %)을 계산하였다(Table 4-

1). 추출 효율은 메탄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증류수와 pH를 다르게 한 추출 용매에서 높게 나타났다. 극성이 낮은 

유기 용매를 추출 용매로 사용한 경우 극성이 높은 용매를 사용했을 

경우에 비해 추출 수율이 낮게 나타났다.  

홍국쌀에서 추출되는 유효 성분들은 각각 구조와 성질에 맞는 추출 

용매에 높은 비율로 추출될 것이다. 홍국쌀의 성분 분석과 관련한 

연구에서 극성이 낮은 유효 성분이 홍국쌀에 다량 존재할 수 있음(Table 

2-1)을 확인한 것과 달리 본 실험에서는 오히려 극성이 높은 용매에서 

높은 추출 수율을 보였다.  

 유효성분을 추출해 내기 위해서는 홍국쌀에 대한 추출 용매의 접근 

및 침투가 선행되어야 한다. 홍국쌀은 탄수화물 비율이 높은 반면, 

단백질과 지방의 함량이 적다. 수산화기(-OH)를 다량 함유하여 극성이 

높은 탄수화물의 특성을 고려하였을 때, 극성이 높은 용매가 홍국쌀에 



  26 

접근하여 유효 성분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극성이 

낮은 유효성분이 다량 존재하더라도, 홍국쌀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로 인해 

극성이 낮은 용매에서 낮은 추출 수율을 보였을 것이다. 추출된 성분의 

특성은 이후 HPLC-MS를 이용한 분석에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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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Total extracts and extraction yield of M. pilosus rice 

Solvents Total extract(mg)  Extraction yield(%) 

 Mean ± SD Mean  ±    SD 

Water 123.1 ± 10.0 6.15 a ± 0.50 

HCl/ H2O(5mM) 94.5 ± 8.8 4.72 b ± 0.44 

NaOH/ H2O(0.5mM) 103.9 ± 10.3 5.19 b ± 0.51 

Methanol 138.5 ± 5.0 6.91 c ± 0.27 

Acetone 56.3 ± 6.3 2.81 def ± 0.11 

Ethanol 67.6 ± 0.2 3.37 de ± 0.11 

Chloroform 42.1 ± 4.2 2.10 df ± 0.06 

Ethyl acetate 42.9 ± 1.2 2.14 df ± 0.01 

Toluene 49.2 ± 0.3 2.46 df ± 0.05 

Hexane 44.5 ± 1.1 2.22 df ± 0.07 

a-f Different lowercase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extraction solvent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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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추출물의 세포독성 평가 

 

각 용매로 추출한 추출물을 농도별로 희석하여 NCTC clone 1469 

세포에 처리한 후, WST-1을 이용하여 추출물이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세포독성은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은 Control그룹 대비 

세포 생존율을 계산하여 Figure 4-1에 나타내었다. 세포에 처리한 

추출물의 농도는 추출에 사용된 2g의 홍국쌀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추출물을 가장 높은 농도(홍국쌀 기준 666µg/mL 처리군)로 

처리하였을 때, 메탄올 추출물을 처리한 군에서 약 45.6%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으며, 아세톤, 에탄올, 클로로포름 추출물을 처리한 군에서는 

각각 약 80% 정도의 세포 생존율이 나타났다. 그 외의 톨루엔, 

에틸아세테이트, 헥세인, 물, 5mM 염산과 0.5mM 수산화나트륨 

추출물에서는 세포 생존율 저해 효과가 매우 낮거나, 나타나지 않았다.  

세포독성이 확인된 메탄올, 아세톤, 에탄올, 클로로포름 추출물은 

홍국쌀을 기준 농도로 세포에 처리하였으며, 추출물마다 처리된 추출물의 

농도가 상이하다. 이에 각 추출물의 대조군 대비 최고농도에서의 

세포생존저해율(%)을 추출물의 질량(㎍)으로 나누어 추출물의 질량 대비 

세포생존저해율(%/㎍)을 계산하였다. 메탄올 추출물에서 1.18 %/㎍, 

에탄올 추출물에서 0.85%/㎍, 그리고 아세톤 추출물과 클로로포름 

추출물은 각각 1.08%/㎍, 1.10%/㎍의 추출물의 질량 대비 

세포생존저해율을 보였다. 에탄올, 아세톤과 클로로포름 추출물을 메탄올 

추출물의 처리 농도와 동일하게 세포에 처리한다면 이들의 세포독성은 

메탄올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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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독성이 확인된 추출물을 낮은 농도로 처리한 군에서는 세포 성장 

촉진(proliferation)이 활발히 나타났다. 독성 물질을 저농도로 처리할 때 

세포 생존율이 증가하는 호르미시스 효과(Hormesis) 이론이 보고된 바 

있으며(Calabrese & Baldwin, 2002), 이 효과에 의해 메탄올, 아세톤, 

에탄올,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의 저농도 처리군에서 control그룹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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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Cytotoxicity of extracts using various solvents 
Cell viability (%) of normal mouse liver cells (NCTC clone 1469) determined by 4-[3-(4-Iodophenyl)-2-(4-nitro-phenyl)-2H-

5-tetrazolio]-1,3-benzene sulfonate (WST-1) assay after incubation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red rice yeast extracts at 24 

hours. The concentration of treatment was based on the weight of red yeast rice. Each bar represents mean (standard deviation) 

triplicate samples. *P<0.05 versus 0µ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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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추출 수율로 인해 홍국쌀 대비 처리군에서 세포독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메탄올 추출물은 4개의 구간으로 분획하였다. 138.5mg의 

메탄올 추출물을 구간1(5.6mg), 구간2(4.6mg), 구간3(6.8mg), 

구간4(7.6mg)로 분획하였다.  

메탄올 분획물의 각 구간별 세포독성을 WST-1을 통해 

확인하였다(Figure 4-2). 최고 처리 농도인 200µg/mL에서 구간3이 

65%의 세포 생존 저해율로 가장 높은 세포독성이 확인되었으며, 구간4는 

최고 농도에서 약 50%의 세포 저해율을 보였다. 그 외의 구간1과 

구간2는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저농도 처리군에서 세포 분열 

촉진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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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Cytotoxicity of methanol extract fractions 
Four fractions of methanol extract were added to NCTC clone 1469. Each fraction was eluted sequentially with increasing amount of 

acetonitrile as follows: fraction 1 (0.1% formic acid in 30% ACN/ 70%H2O), fraction 2 (0.1% formic acid in 45% ACN/ 55% H2O), 

fraction 3 (0.1% formic acid in 70% ACN/ 30% H2O), fraction 4 (0.1% formic acid in 99% ACN/ 1%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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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출물의 성분 분석 

 

4.2.1. HPLC-MS를 이용한 추출물의 성분 분석 

 

HPLC-MS을 이용하여 각각의 추출물 및 메탄올 분획물을 분석한 후, 

각 크로마토그램의 패턴을 비교하였다. 세포독성이 확인된 추출물의 

크로마토그램에서 화합물의 질량을 확인할 수 있는 봉우리를 용출 

순서대로 compound 1-17의 번호로 나타내었다(Figure 4-3, Figure 4-

3).  

분석 결과, 메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다양한 종류의 화합물이 가장 많은 

양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에탄올의 경우 메탄올과 극성과 구조가 

비슷하여 추출되는 화합물이 비슷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compound 4와 

15만 메탄올과 에탄올 추출물에 공통적으로 관찰되었으며, compound 2, 

10, 13와 같이 에탄올에서만 추출되는 화합물 또한 관찰되었다. 극성이 

낮은 추출 용매(chloroform, ethyl acetate, toluene, hexane)에서도 

compound 9, 14와 같이 공통적으로 추출되는 부분이 있는 반면, 용매에 

따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화합물이 다수 존재하였다. 특히, 세포독성을 

보인 에탄올, 아세톤, 클로로포름 추출물에 compound 2, 7, 10, 12, 13, 14, 

16, 17과 같이 메탄올 추출물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화합물이 관찰되었다. 

이는 홍국쌀의 세포독성을 나타나는 화합물의 성분 조성이 추출 용매에 

따라 다른 패턴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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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Total ion chromatograms of cytotoxic extracts of M. pilosus rice 
Total ion chromatograms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ion modes of (a) methanol, (b) ethanol, (c) acetone and (d) chloroform extracts 

are shown. 17 peaks were labelled according to the order of e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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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Total ion chromatograms of cytotoxic methanol fractions of 

M. pilosus rice 
Total ion chromatograms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ion modes of methanol 

fraction 1 and fraction 2 are shown. Peaks of chromatogram were matched 

with the peak number in Figur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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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메탄올 추출물의 Potentially cytotoxic compounds 추론  

 

세포독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메탄올 추출물의 화합물은 HPLC-

MS와 세포독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추론하였다. 가장 높은 추출 수율을 

보인 메탄올 추출물에서의 화합물에 주목하여 potentially cytotoxic 

compounds를 추론하였다.  

메탄올 추출물에서 확인된 9개의 화합물(compound 1, 3-6, 8, 9, 11, 

15) 중 높은 세포독성이 나타낸 메탄올 추출 분획물 구간3과 구간4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된 화합물을 세포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합물로 

선정하였다.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물 추출물에서 다량 추출된 

compound 1은 세포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세포독성 후보 물질에서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8개의 화합물(compound 

3-6, 8, 9, 11, 15)을 선택하였다.  

8 개의 화합물에 대해 Q-ToF HPLC-MS 및 MS/MS를 이용하여 

각각의 화합물에 대한 Fragment ion의 스펙트럼을 얻었다. 화학물의 

화학적 조성 확인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error의 최대 기준값은 

5ppm이다(Bristow & Webb, 2003). 본 분석에서 확인한 화합물의 

error는 모두 5ppm 이하이며, 이 중에서 Isotopic abundance 패턴이 

가장 일치하는 화학식을 선택하였다(Table 4-2).    

화학식과 보고된 문헌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Fragment ion의 

패턴을 해석하여 화합물의 정성을 실시하였다. Fragment ion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보고된 적 없는 화합물의 경우 Fragmentation 

pathway를 그려 가능한 화합물의 구조를 예측하였다(Figure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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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Proposed structures of potentially cytotoxic compounds 

Measured m/za & Theoretical m/za : Measured and actual mass-to-charge ratios of their [M+H]+ 

Errorb : calculated by following equation, (Measured m/z – Theoretical m/z)/(Theoretical m/z) × 106 

RBDb : Ring double bond equivalent value  

Compound 

No. 
Identification RT Formula 

Measured 

m/za 

Theoretical 

m/za 

Errorb 

(ppm) 
RBDc Fragment ions(m/z) 

3 
Red Monascus 

azaphilone 
15.78 C23H27NO5 398.1962 398.1973 -2.8 11 

380.1793, 354.2058, 336.1945, 

300.1225, 256.1325 

4 Rubropunctamine 16.86 C21H23NO4 354.1700 354.1711 -3.1 11 

310.1803, 292.1702, 256.0970, 

228.1020, 212.1061, 200.1073, 

199.0989 

5 Unknown 17.40 C20H25NO4 344.1856 344.1867 -3.3 9 
246.1127, 228.1026, 202.0859, 

186.0915 

6 Unknown 18.44 C20H25NO5 360.1805 360.1816 -3.2 9 

342.1709, 316.1905, 298.1804, 

262.1080, 244.0974, 218.0800, 

202.0866, 190.0500, 178.0885, 

164.0705 

8 Monascorubramine 21.57 C23H27NO4 382.2013 382.2024 -2.8 11 
338.2113, 320.2012, 256.0970, 

212.1067 

9 
Monascuspiloin 

(Dihydromonascin) 
22.15 C21H28O5 361.2010 361.2020 -2.9 8 

261.1118, 233.1172, 215.1064, 

187.1111, 159.1153 

11 Monasnicotinate A 23.05 C21H27NO4 358.2013 358.2024 -3.0 9 
260.1280, 228.1021, 202.0841, 

186.0909 

15 Monascin 24.98 C21H26O5 359.1853 359.1864 -3.1 9 

331.1899, 315.1945, 287.2009, 

287.2009, 261.1118, 243.1015, 

233.1168, 215.1059, 187.1108, 

159.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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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5. Structures of potentially cytotoxic compounds 
The potentially cytotoxic compounds of methanol extracts were identified by interpretation of their MS and MS/MS spectra obtained 

by Q-TOF-MS combined with information from published articles: (3) red monascus azaphilone (4) rubropunctamine, (5) and (6) 

compounds are unknown, (8) monascorubramine, (9) monascuspiloin (dihydomonascin), (11) monasnicotinate A, (15) monas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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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15은 문헌에 보고된 화합물 구조식과 Fragment 패턴이 

일치하여 Monascin으로 정성하였다. Monascin은 홍국쌀에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Chen & Wu, 2016; Mostafa & Abbady, 2014; Wild 

et al., 2002), 홍국쌀의 대표적인 색소 성분(Chen et al., 2017; Feng et 

al., 2012)이다.  Compound 9은 Monascin과 비슷한 MS/MS패턴을 

보였다. Compound 9은 Compound 15과 m/z 261.1118, 243.1172, 

215.1064, 187.1111, 159.1153의 fragment가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Compound 9은 Monascin보다 수소 원자가 2개 많은 형태이기에 

Monascin에 수소 원자가 2개 결합된 Dihydromonascin으로 판단하였다. 

이 화합물은 monascuspiloin으로도 알려져 있다(Jůzlová et al., 1996).  

Compound 4와 Compound 8는 보고된 화학식과 MS/MS패턴과 

비교하여 각각rubropunctamine, monascorubramine으로 정성하였다 

(Avula et al., 2014). 이들 또한 홍국쌀의 대표적인 색소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Chen et al., 2017; Feng et al., 2012; Mostafa & Abbady, 2014; 

Wild et al., 2002). Compound 11는 알려져 있는 화합물의 화학식 및 

MS/MS패턴(Avula et al., 2014)과 비교하여 Monascus spp.의 이차 

생성물로 알려져 있는Monasnicotinate A로 정성하였다.  

Compound 3의 화학식은 Monascus spp.의 발효 과정 중 생성되는 

물질인 Red monascus azaphilone (Balakrishnan et al., 2017; Wu et al., 

2020)와 일치하였다. 해당 화합물의 Fragmentation pathway를 Figure 

4-6와 같이 추론하였다. 주요 fragment인 m/z 354.2058은 이산화탄소가, 

m/z 300.1225은 헥사노일(hexanoyl)기가 제거되면서 생성되는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질소 원자에 치환된 에탄올기에서의 탈수를 통해 m/z 

380.1793의 fragment가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추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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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3을 (E)-3-hexanoyl-7-(2-hydroxyethyl)-9a-methyl-

6-(prop-1-en-1-yl)furo[3,2-g]isoquinoline-2,9 (7H,9aH)-dione 

으로 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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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 Fragmentation pathway of red monascus azaphilone(compound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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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und 5은 홍국쌀에 존재하는 화합물로써 보고된 바 없어, 

본 연구에서 분석한 다른 화합물의 MS/MS패턴과 비교하여 화합물을 

추론하였다. Compound 5의 MS/MS패턴은 monasnicotinate A와 

유사하였으며, 이들의 fragmentation pathway 추론(Figure 4-7)을 통해 

4-((E)-2-acetyl-4-oxonon-1-en-1-yl)-6-((E)-prop-1-en-

1-yl) nicotinic acid으로 구조를 추정하였다. Compound 6의 주요 

fragment인 m/z 186.0909는 m/z 228.10226에서 C2H2O의 제거로, m/z 

202.0841은 m/z 228.10226에서 C2H2의 제거로 생성되며, 이러한 

패턴은 monasnicotinate A의 fragment에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monasnicotinate A에서 헥사노일기의 제거로 생성되는 MS/MS패턴은 

compound 5에서 동일하게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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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Fragmentation pathway of monasnicotinate A and compoun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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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und 6은 홍국쌀의 화합물로써 알려진 바 없으며, 다른 

화합물의 MS/MS패턴과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아, 소프트웨어가 

제시한 화학식과 MS/MS패턴을 통해 Fragmentation pathway를 

유추하였다(Figure 4-8). Compound 6에서 헥사노일기와 이산화탄소가 

제거되어 생성될 것으로 예측되는 fragment가 관찰되었다. 이에, 

compound 6의 기본 구조가 앞서 정성한 화합물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Compound 3와 동일하게 탈수가 이뤄지므로 Compound 

3와 유사한 구조인 질소원자에 치환된 에탄올기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3-hexanoyl-7-(2-hydroxyethyl)-9a-methyl-3a,9a-

dihydrofuro[3,2-g] isoquinoline-2,9(3H,7H)-dione가 Compound 6의 

화합물 중 높은 확률로 일치할 것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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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8. Fragmentation pathway of unknown (compou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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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정성한 화합물의 독성 예측 

 

Toxtree software(v3.1.0)을 이용하여 여덟 개의 potentially 

cytotoxic compound의 구조를 통해 독성을 예측하였다. 먼저, Cramer의 

decision tree(Cramer et al., 1976)에 의해 독성을 예측한 결과 여덟 

개의 화합물이 모두 Class Ⅲ 으로 분류되었다. Class Ⅲ 화합물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심지어는 심각한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물질을 의미한다(Patlewicz et al., 2008). 또한, α, β 

unsaturated carbonyl기를 갖고 있는 monascin, monascuspiloin, red 

monascus azaphilone, monascorubramine, compound 7의 구조는 

이탈리아 보건 연구소(ISS, Istituto Superiore di Sanita)의 규칙에 의해 

유전 독성과 발암성을 나타낼 수 있다(Benigni, 2008; Benigni et al., 

2007; Benigni et al., 2013).  

본 연구에서 정성한 화합물 중 monascin, rubropunctamine, 

monascorubramine의 마우스에서의 항암 효과와 (Akihisa et al., 2005), 

인체에서 유래한 암세포주에의 항암 효과(Zheng et al., 2010)가 

보고되었다. 메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인 monascin은 

추가적으로 닭 배아에 대한 독성이 보고되었다(Martinkova, 1999). 또한, 

rubropunctamine과 monascorubramine은 향균 효과(Knecht et al., 

2006) 뿐만 아니라 인간 유래 신장 세포에의 세포독성과 세포분열저지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Nozaki et a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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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세포독성평가를 위한 추출 용매 선정 

 

각 추출물의 수율을 고려하여 4.1.2와 같이 계산하였을 때, 메탄올, 

아세톤, 에탄올 및 클로로포름 추출물은 비슷한 수준의 독성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또한, 추출 용매에 따라 다양한 화합물이 

분석되었으므로 추출물의 화합물 중 동일하게 나타나는 몇 개의 

화합물만이 추출물의 독성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즉, 아세톤, 

에탄올, 클로로포름 추출물이 나타내는 세포독성은 메탄올 추출물과 

동일하게 관찰되는 몇 개의 화합물만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홍국쌀의 세포독성시험을 위해 메탄올만을 추출 용매로 사용한다면 

홍국쌀의 모든 독성 화합물의 독성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홍국쌀의 세포독성시험을 위해 메탄올을 포함한 세포독성을 나타낸 다른 

추출 용매들(에탄올, 아세톤, 클로로포름) 또한 함께 사용해야 할 것이다.  

추출 용매 중 특성이 비슷한 메탄올과 에탄올 추출물은 서로 다른 

정도의 세포독성 정도를 나타냈으며, 홍국쌀에서 추출되는 성분의 종류가 

매우 다르게 관찰되었다. 홍국쌀이 아닌 다른 식품도 홍국쌀과 마찬가지로 

추출 용매에 따라 추출되는 성분과 독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식품의 in vitro독성 시험에의 적용 시에도 두 가지 이상의 추출용매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독성 시험 전 추출 용매에 따른 성분 비교를 통해 

식품이 나타내는 독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용매의 조합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메탄올 추출물과 메탄올 추출 분획물 구간4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 

monascin은 구조 추정과 보고된 연구를 통해 메탄올 추출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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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독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Monascin의 옥탄올-물 

분배계수(Octanol-water partition coefficient)를 소프트웨어를 통해 

계산하면(Wang et al., 1997) 3.2의 XLogP값을 얻을 수 있다. 

Monascin은 3.9의 XLogP값을 가지는 헥세인보다 -0.5의 XLogP값을 

가지는 메탄올에 다량 추출되었다. 이론적으로 비극성도가 높은 

monascin은 헥세인에 추출되어야 하지만, 극성이 높은 메탄올에 다량 

추출되었다. 이는 추출 효율이 메탄올이 높은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극성이 높은 물질을 다량 함유한 쌀의 경우, 극성이 낮은 

헥세인이 쌀을 침투하여 유효물질을 추출해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므로, 식품의 in vitro 독성 시험을 위한 추출 용매 선정 시 추출 

시료의 식품의 매트릭스도 함께 고려한다면 독성 성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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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식품으로 유통되는 홍국쌀을 대상으로 식품 

전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in vitro 독성시험을 위한 추출용매를 

고안하였다. 다양한 구조 및 넓은 극성 범위, 산과 염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10가지 추출 용매(물, 메탄올, 아세톤, 에탄올,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톨루엔, 헥세인, 5mM 염산, 0.5mM 수산화나트륨)를 

이용하여 홍국쌀을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홍국쌀을 기준으로 세포에 

처리하여 세포생존율을 계산한 결과, 메탄올 추출물에서 세포독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에탄올, 아세톤, 클로로포름 추출물은 홍국쌀 대비 

세포독성은 높지 않았으나, 추출물의 질량 대비 세포독성은 메탄올과 

비슷한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추출 수율이 가장 높은 메탄올의 화합물 중 

세포독성에 기여할 수 있는 8가지 화합물을 정성한 결과, 이들 화합물은 

Monascus spp.의 이차 생성물로써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메탄올 추출물에 존재하는 화합물에 대해서만 정성하였지만, 다른 

추출물(에탄올, 아세톤, 클로로포름)의 화합물 또한 세포독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홍국쌀의 세포독성시험을 위해 

메탄올, 에탄올, 아세톤, 클로로포름 추출물의 결과를 조합하는 것이 

적절함을 제안한다. 나아가, 홍국쌀이 아닌 다른 식품의 in vitro 독성 

시험에의 적용 시에도 추출 용매에 따른 성분 비교를 통해 식품이 

나타내는 독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용매의 조합을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추출 용매 조합 선정 시 대상 식품의 매트릭스 또한 고려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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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독성 물질의 특성을 더욱 효율적으로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메탄올 외 추출물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화합물을 정성하고 

이들의 독성학적 특성을 규명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홍국쌀의 

세포독성시험을 위한 추출 용매 조합의 타당성을 더 직관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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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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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various extraction solv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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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st substances must be prepared in a proper formulation 

that can be added to cells or bacteria to conduct in vitro toxicity tests. 

Most food ingredients are in a form that cannot be diluted in a solvent, 

and they must be extracted for treatment. In this study, solvents with 

various functional groups and a wide range of polarities were selected 

to encompass as many chemical components as possible. Red yeast 

rice, which has been the subject of safety warnings by several agencies 

but is widely used in Asia, was chosen as the extraction sample. The 

toxicity of the extract was evaluated by a cell viability test to mouse 

liver cells, and the chemical properties were analyzed through HPLC-

MS analysis. Since methanol showed the highest extraction yield and 

cytotoxicity, the structures of eight compounds from methanol extract 

were proposed by high-resolution LC-MS and MS/MS analysis, and 

their structures suggest substantial toxicity based on SAR prediction. 



  60 

Ethanol, acetone, and chloroform extract exhibited cytotoxicity 

comparable to methanol extract, considering the extraction yield and 

distinct compounds as compared with the methanol extract. In the case 

of using methanol as the sole solvent,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determine the cytotoxicity of red yeast rice. Therefore, the optimal 

extract solvent combination to conduct cytotoxic tests of red yeast rice 

could be methanol, ethanol, acetone, and chloroform. It is necessary to 

compare the profiles of compounds according to the various solvents 

and identify a combination of solvents when applied to in vitro toxicity 

tests of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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