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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생강나무 꽃 발효 추출물의 항산화능 및 항염능을 확인하였다. 항산화능 측정을 위해 

DPPH 실험, ABTS 실험을 실시하였다. 동시에 폴리페놀 농도 측정, 플라보노이드 농도 측정을 통해 항산화 물질

의 정량을 실시하였다. 플라보노이드, DPPH, ABTS에서는 발효 후의 항산화능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플라보노이드 농도는 5.0%, DPPH 실험에서는 33.27%, ABTS 실험에서는 29.82%의 항산화능 개선 효과가 나타

났다. 항염능 실험에서는 세포 독성 실험과 LPS로 유도된 염증에 대한 항염능을 알아보기 위한 NO 생성 억제능 

실험을 실시하였다. 세포독성의 경우 대조군과 발효군 모두 낮은 세포독성을 보였지만 발효군에서 더 낮은 세포독

성을 보였다. NO 생성 억제능의 경우 발효군이 대조군에 비해 50% 이상의 항염능 증가를 보여 발효 생강나무 

꽃이 기존 생강나무 꽃에 비해 더 개선된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가능함을 보였다. 

주제어 : 생강나무 꽃, 발효, 추출, 항산화, 항염

Abstract  In this study,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Lindera obtusiloba 

flower fermentation extracts were identified. To evulate antioxidant activity and antioxidant 

concentration, polyphenol concentration measurements, flavonoid concentrations measurements, 

DPPH experiments, and ABTS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Flavonoids, DPPH and ABTS assay, 

antioxidant activity were increased after fermentation. At this time, the flavonoid concentration was 

5.0%, the DPPH experiment showed 33.27% and the ABTS experiment showed 29.82% antioxidant 

increase. In the anti-inflammatory experiment, we conducted a cytotoxicity experiment and an 

anti-inflammatory experiment for LPS-induced inflammation. Cytotoxicity showed low cytotoxicity 

in both control and fermentation groups, but lower cytotoxicity in fermentation groups. In the case 

of NO production inhibition, fermented Lindera obtusiloba flowers showed an increase in 

anti-inflammatory activity by more than 50%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showing that they can 

be used as a cosmetic ingredient with anti-inflammator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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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과거 피부 관리는 피부의 미학적 측면과 사용감에 

치중하여 안전성과 유효성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의학의 발전에 의해 기대수명의 증가되며 노화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여성의 소비 능력 확산과 

맞물려 젊은 피부를 만들기 위한 기능성 화장품의 시장

이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8.5%의 시장성장을 보여주고 있다[1].

화장품법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에서 기능성 화장품

은 크게 모발에 관련된 제품과 피부에 관련된 제품으로 

나눌 수 있고, 피부에 관련된 제품을 정리하자면 미백 

효과와 관련된 화장품, 주름 개선 화장품, 자외선 차단

제, 여드름성 피부 완화  화장품, 피부장벽의 기능에 도

움을 주는 화장품,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이 있다. 기능성을 가진 화장품 원

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장 큰 시장을 가

진 노화방지와 미백 관련 연구 역시 증가하고 있다.

피부의 노화는 크게 내인적 노화와 외인적 노화로 

나눌 수 있다[2,3]. 내인적 노화는 유전적 다양성을 기

반으로 생기는 노화로 SOD와 같은 항산화 효소와 관

련된 유전정보의 결손에 의한 노화를 예로 들 수 있다. 

외인적 노화는 환경오염, 자외선 노출 등 외부 환경에 

의한 노화이다[4]. 외인적 노화에서 염증반응은 외인적 

노화 요소가 피부 노화를 일으킬 수 있게 하는 중요 반

응이다[5,6]. 면역 반응은 중금속, 미세먼지, 유해균 등 

유해 물질을 체내에서 제거하기 위한 반응으로, 이러한 

유해물질의 제거에는 reactive oxygen species 

(ROS)가 사용된다[5,7]. 이러한 ROS는 소거 반응 및 

항산화 기전에 의해 소거되지만 과생산된 ROS는 세포

를 손상시킨다[7,8]. 즉 항염 효과는 ROS의 생성의 조

절을 통해 피부의 노화를 감소시킬 수 있다.

한편 주름 개선에서도 염증 반응은 중요한 요소이다. 

주름은 피부 진피층의 콜라겐의 감소에 의해 생성된다. 

이때 콜라겐 분해에는 matrix metalloproteinase 

(MMP)-1이라는 효소가 작용한다. MMP-1의 합성을 

촉진하는 요소로는 자외선, ROS,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nterleukin (IL)-1과 IL-6 등이 있다[9].

한편 여러 노화기전은 결과적으로 ROS의 생성과 연

관이 되어있으며, ROS를 제거하는 것으로 노화를 억제

할 수 있다. 이에 ROS를 소거하는 물질인 항산화 물질, 

그 중에서도 식물 유래 항산화 물질에 대해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식물 유래 추출물에서 항산화

능을 나타내는 성분으로는 polyphenol, 그 중에서도 

flavonoid가 주된 항산화능을 나타내며, 이러한 식물 

유래 성분들을 phytochemical이라고 한다[1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식물 중 생강나무 꽃과 그 발

효에 의한 항산화능의 증가를 연구하였다. 

생강나무(Lindera obtusiloba)는 한국, 중국, 일본

에 분포하는 녹나무과의 활엽소 교목이다. 주 서식 환

경은 산간지방이며, 높이는 3 m 정도로 생장한다. 나무

의 껍질은 검은 회색이며 생강냄새가 난다[11]. 생강나

무 잎을 이용한 연구로는 생강나무의 암 전이 억제 효

과[12], 항산화능과 tyrosinase 억제능, 미백능[13] 등

이 있다. 생강나무 꽃의 경우 화장품 원료로서 항산화

능, 미백, 주름개선 효과, 항균력에 대한 연구가 있다

[14]. 생강나무 꽃의 유효성분은 quercetin-3-O-α

-L-rhamnopyranoside와 quercetin-3–O-β-L- 

galactopyranoside와 같은 플라보노이드 배당체를 함

유하고 있다[15]. 이러한 배당체는 발효를 통해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발효에 사용된 균주로는 효모인 Saccharomycopsis 

fibuligera를 사용하였다. 효모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

루어진 Saccharomyces  cerevisiae의 경우 포도당 

이외의 당대사가 느린 편이며, 다양한 물질을 분해하는 

능력이 떨어진다[16]. 그에 비해 Saccharomycopsis 

fibuligera의 경우 포도당 이외에도 α-amylase, 

glucoamylase, acid protease, β-glucosidase 등 다

양한 영양성분 분해 효소를 생산하며, 발효를 통해 새로

운 특성을 가진 성분으로 전환하기도 매우 유리하다[17].

이에 생강나무 꽃 효모 발효 추출물이 기존 생강나

무 꽃 추출물보다 높은 항산화능 및 항염능을 가지고 

있으며 생강나무 꽃의 화장품 천연 소재로서 활용가치

를 확인하였다. 

2. 실험 방법

2.1 발효 추출 방법

본 실험에 사용한 생강나무 꽃(allcha, 케이푸드아이

엔지, Korea)는 실험 전 autoclave를 통해 121℃, 15

분간 멸균과정을 거쳤다.

배양에 사용된 균주는 생물자원센터에서 분양받은 

Saccharomycopsis fibuligera KCTC 7806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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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배양액으로는 YM broth (yeast extract 3.0 

g, malt extract 3.0 g, peptone 5.0 g, dextrose 

10.0 g, distilled water 1.0 L)를 제조하여 autoclave

를 통해 121℃, 15분간 멸균과정을 거쳤다.

생강나무 꽃과 배양액은 1 : 25 (w/v)으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대조군으로는 균을 접종하지 않은 생강나

무 꽃 첨가 배양액을 사용하였으며, 실험군으로는 전배

양된 배양액(기준 O.D 1.0)을 1% 농도로 접종한 생강

나무 꽃 첨가 배양액을 1일간 27℃에서 30 rpm으로 

진탕배양한 발효액을 사용하였다.

대조군 및 실험군을 거즈를 이용하여 생강나무 꽃을 

제거하였으며 걸러진 용액은 dry oven을 통해 60℃에

서 건조과정을 거쳤다. 동시에 YM broth도 건조과정

을 거쳐 대조군과 실험군의 건조중량에서 제하여 생강

나무에서 추출된 물질만 측정하였다.

2.2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은 phenol reagent를 이용

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18]. 생강나무 꽃 추출물 

1.0 mL와 10배 희석 Folin-Ciocalteu 시약 1.0 mL

를 반응시킨 후 5 분간 방치하였다. 그 후 7% 탄산 칼

슘 용액(w/v) 1.0 mL와 증류수 0.4 mL를 혼합한 뒤 

30 분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그 후 

765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폴리페놀 농도는 gallic acid를 기준으로 standard 

curve를 작성하여 측정하였다. 

2.3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은 플라보노이드와 알루

미늄의 발색 반응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18]. 생강나

무 꽃 추출물 1.0 mL와 5% 아질산나트륨 용액(w/v) 

0.3 mL를 혼합 후 5 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2% 염화 

알루미늄 용액(w/v) 0.5 mL를 시료와 혼합하였으며 6 

분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 마지막으로 

1 M NaOH 0.5 mL를 주입하여 중화시켰다. 10 분 후 

51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플라보노이드 농도는 quercetin을 기준으로 

standard curve를 작성하여 측정하였다. 

2.4 DPPH 라디컬 소거능 측정

DPPH 소거능 측정에는 DPPH가 항산화제에 의해 

노란색으로 전환되는 특징을 이용하였다[19]. DPPH 

용액은 70% ethanol를 용매로 1%(w/v)으로 녹여 사

용하였다. 불용물은 filter paper를 통해 제거한 뒤 

517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광도가 1.00이 되

도록 재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생강나무 꽃 추출물 1.0 

mL와 DPPH 용액 1.0 mL를 혼합 후 30 분간 반응시

켰다. 그 후 517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 ascorbic acid의 EC50을 측정 후 

비교하여 항산화능을 측정하였다.

2.5 ABTS 라디컬 소거능 측정

ABTS 소거능 측정은 ABTS가 항산화제에 의해 투

명하게 전환되는 특징을 이용하였다[20]. ABTS 용액은 

발색 되지 않은 7 mM ABTS 용액에 2.45 mM 

potassium persulfate 녹여 발색반응을 진행 시켰다. 

발색 반응을 12 시간 동안 진행시킨 뒤 734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광도가 0.7이 되도록 희석하여 사

용하였다. 생강나무 꽃 추출물 1.0 mL와 ABTS 용액 

1.0 mL를 혼합 후 30 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734 nm

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 ascorbic acid의 EC50을 측정 후 

비교하여 항산화능을 측정하였다.

2.6 세포 독성 측정

세포 독성 실험에는 RAW 264.7 cell을 사용하였다. 

세포의 배양에는 DMEM broth (GE healthcare, USA)

와 fatal bovine serum (Sigma, USA), antibiotics

(100X) (Sigma, USA)를 각각 445 mL, 50 mL, 5 mL 

씩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물은 DMSO에 용해시켜 

처리하였다.

세포 독성 측정 방법으로는 MTT assay를 선정하였

다. 먼저 RAW 264.7 세포주를 96 well plate에 

1×104 cell/well 농도로 주입하여 24 시간 동안 세포

가 well plate에 부착 및 증식하도록 하였다. 배양이 

끝난 후 생강나무 꽃 추출물을 농도로 처리하여 48 시

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나면 배양액을 제거한 

뒤 MTT 용액(5 mg/mL)를 다시 가해주고 37℃, 5% 

CO2의 배양기에서 MTT의 결정이 생성되도록 하였다. 

각 well에 생성된 결정은 DMSO로 녹여 540 nm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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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NO 생성 억제능 측정

염증에 의한 NO 생성을 측정하는 데에는 RAW 

264.7 cell을 사용하였다. 세포의 배양에는 DMEM 

broth와 fatal bovine serum, penicillin- 

streptomycin solution (100X)를 각각 445 mL, 50 

mL, 5 mL 씩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추출물과 LPS 

(lipopolysaccharide, Sigma, USA)은 DMSO에 용해

시켜 처리하였다.

염증에 의한 NO 농도 측정에는 griess reagent를 

사용하였다. RAW 264.7 세포주를 96 well plate에 

1×104 cell/well 농도로 주입하여 24 시간 동안 세포

가 well plate에 부착 및 증식하도록 하였다. 배양이 

끝난 후 생강나무 꽃 추출물을 농도로 처리하여 48 시

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나면 배양액 100 μL와 

griess reagent 100μL를 반응시켜 생강나무 꽃 발효

액의 NO 생성 억제능을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추출 수율

대조군과 S. fibuligera를 이용한 발효액의 건조 중

량을 통해 추출 수율을 계산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9.6 

mg/mL로 나타났으며, 발효군의 경우 10.8 mg/mL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추출 수율을 계산한 결과 대조군

은 24.0%, 발효군은 27.0%로 발효군의 실험 결과가 높

게 나타났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는 생강나무 꽃 선행

연구에서 나온 추출 수율인 26.8%과 유사하지만[15], 

본 논문의 대조군과 발효군의 경우 추출을 위한 가열과

정이 없으며, 발효군의 경우 발효과정에서 생산되는 

cellulase와 ethanol에 의해 세포벽과 세포막에 의해 

가두어져 있던 세포내 성분이 용출되어 기존 물을 이용

한 추출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17,21]

3.2 총 폴리페놀 함량

대조군과 S. fibuligera를 이용한 발효액의 폴리페

놀 함량을 계산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대조군의 경

우 1.214±0.061 mg/mL로 나타났으며, 이를 건조물 

중 폴리페놀 함량으로 환산하였을 때 126.5±6.2 

mg/g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효군의 경우 1.214± 

0.046 mg/mL로 나타났으며, 이를 건조물 중 폴리페

놀 함량으로 환산하였을 때 112.4±4.3 mg/g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강나무 꽃 선행연구에서 

나온 물을 이용한 추출 수율인 107.46 mg/g과 유사하

다[15]. 한편 대조군에 비해 발효군의 폴리페놀 함량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발효과정이 폴리페놀의 농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 Yeast를 이용한 커피 발효 연구에 

따르면 yeast의 경우 다양한 기질분해효소를 생성하여 

커피나 식물의 조직을 연화시키지만 동시에 phenol 

oxidase와 같은 유용한 성분을 분해하는 효소도 동시

에 존재한다[22]. 한편 폴리페놀 농도는 phenolic 

contents 성분들이 yeast의 대사과정에 의한 radical

에 의해 활성을 잃거나 세포 성분으로써 사용되었을 가

능성도 있다.

Table 1. Total polyphenol concentration

Concentrate 

(mg/mL)
Concentrate (mg/g)

NFL 1.214±0.061 126.5±6.2

FL 1.214±0.046 112.4±4.3*

* p<.05

NFL, Not fermented L.obtusiloba; FL, fermented L.obtusiloba

3.3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대조군과 S. fibuligera를 이용한 발효액의 플라보

노이드 함량을 계산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대조군

의 경우 0.897±0.017 mg/mL로 나타났으며, 이를 건

조물 중 폴리페놀 함량으로 환산하였을 때 93.4±1.8 

mg/g으로 나타났다. 한편 발효군의 경우 

1.060±0.027 mg/mL로 나타났으며, 이를 건조물 중 

폴리페놀 함량으로 환산하였을 때 98.1±2.5 mg/g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생강나무 꽃 선행연구

에서 나온 물을 이용한 추출 수율인 107.46 mg/g과 

유사하다[15]. 한편 대조군에 비해 발효군의 플라보노

이드 함량이 감소하였다. 이는 폴리페놀에서 보인 경향

과 유사하다. 이 대조군과 발효군을 t-test를 통해 검정

한 결과 p값은 0.046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Table 2. Total flavonoid concentration

Concentrate 

(mg/mL)
Concentrate (mg/g)

NFL 0.897±0.017 93.4±1.8

FL 1.060±0.021 98.1±1.8*

* p<.05

NFL, Not fermented L.obtusiloba; FL, fermented L.obtusiloba



대학 교직원의 신체 건강과 주관적 구강 건강의 관계에서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 300

3.4 DPPH 라디컬 소거능

대조군과 S. fibuligera를 이용한 발효액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Fig 1과 같다. 측정 전 비교를 위해 

ascorbic acid의 항산화 수치를 측정하였다. 각 농도

는 2.5, 5, 10, 20, 40 μg/mL 농도 범위로 반응시켜 

EC50 수치를 얻어내었다. 이를 통해 얻어진 ascorbic 

acid의 EC50 수치는 12.2 μg/mL였다.

한편 대조군과 발효군의 경우 500 μg/mL, 250 μ

g/mL, 125 μg/mL, 62.5 μg/mL, 31.25 μg/mL로 희

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대조군은 111.51 μg/mL, 

발효군은 83.67 μg/mL에서 EC50 수치가 나타났다.

50%에 가까운 항산화능을 보인 125 μg/mL 농도에

서 대조군과 발효군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검정한 결

과 p값은 0.002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생강나무 꽃 선행연구에서 나온 물을 이용한 추출물

의 EC50은 250 μg/mL으로 추정되며 본 실험에서 나

온 수치에 비해 50%에 가까운 결과를 보였다[15]. 한편 

폴리페놀이 감소하였음에도 항산화능이 높아진 것은 

폴리페놀이 발효에 의해 감소되었으나, 동시에 생강나

무 꽃의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유효성분의 추출이 증가

하여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

** p<.01

NFL, Not fermented L.obtusiloba; FL, fermented L.obtusiloba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rate of L.obtusiloba

3.4 ABTS 라디컬 소거능

대조군과 S. fibuligera를 이용한 발효액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Fig 2와 같다. 측정 전 비교를 위해 

ascorbic acid의 항산화 수치를 측정하였다. 각 농도

는 2.5, 5, 10, 20, 40 μg/mL 농도 범위로 반응시켜 

EC50 수치를 얻어내었다. 이를 통해 얻어진 ascorbic 

acid의 EC50 수치는 10.2 μg/mL였다.

한편 대조군과 발효군의 경우 500 μg/mL, 250 μ

g/mL, 125 μg/mL, 62.5 μg/mL, 31.25 μg/mL로 희

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대조군은 105.97 μg/mL, 

발효군은 81.63 μg/mL에서 EC50 수치가 나타났다.

50%에 가까운 항산화능을 보인 125 μg/mL 농도에

서 대조군과 발효군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검정한 결

과 p값은 0.001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발효를 통해 29.82%의 항산화능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DPPH에서 확인된 

33.27%의 개선효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 p<.01

NFL, Not fermented L.obtusiloba; FL, fermented L.obtusiloba

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rate of L.obtusiloba

3.5 세포 독성

대조군과 S. fibuligera를 이용한 발효액의 세포 독

성 측정을 위해 MTT assay를 이용한 세포독성을 측

정, 계산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조군과 발효군의 

경우 200 μg/mL, 100 μg/mL, 50 μg/mL, 25 μ

g/mL로 희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200 μg/mL 농도에서 85.53± 

0.75%의 세포 생존률이 나타났으며, 발효군의 경우 200 

μg/mL 농도에서 87.35±1.49%의 수치가 나타났다. 

ISO 10993-5의 기준에서 80% 이상의 세포 생존율

을 나타낸 경우 독성이 없음으로 판단되며, 80-60%의 

경우 약한 세포독성, 60-40%의 경우 중간정도의 독성, 

40% 이하의 경우 강한 세포독성으로 판별되며, 이러한 

기준으로는 발효 전과 후 모두 모든 실험 농도에서 세

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강나무 꽃 선행연구에서 나온 물을 이용한 추출물에

서 세포 생존율은 200 μg/mL을 기준으로 90%이상을 보

였다[15]. 본 실험 결과 역시 대조군과 발효군 모두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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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g/mL에서 9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으나, 특히 

대조군의 경우 1.76% 정도의 세포 독성 완화를 보였다.

Table 3. Cell survival rate of RAW 264.7 with 

L.obtusiloba extract

Concentrate (μg/mL) NFL (%) FL (%)

25 98.35±0.87 99.29±1.38

50 95.26±1.02 99.46±1.19

100 93.16±0.95 95.13±0.98*

200 85.53±0.75 87.35±1.49

* p<.05

NFL, Not fermented L.obtusiloba; FL, fermented L.obtusiloba

3.6 NO 생성 억제능

대조군과 S. fibuligera를 이용한 발효액의 염증 억

제능 측정을 위해 griess reagent를 이용한 NO 생성

량 측정, 계산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대조군과 발

효군의 경우 200 μg/mL, 100 μg/mL, 50 μg/mL, 

25 μg/mL로 희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200 μg/mL 농도에서 22.25± 

1.55%의 NO 생성 억제율이 나타났으며, 발효군의 경

우 200 μg/mL 농도에서 34.05±1.86%의 NO 생성 

억제율이 나타났다. 200 μg/mL 농도에서 대조군과 발

효군의 차이를 t-test를 통해 검정한 결과 p값은 0.003

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냈다.

Nitric oxide는 염증 반응의 중요한 작용인자이며 

guanidino nitrogen가 산화되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 

진다. NO는 균, 바이러스, 진균, 기생충 등의 병원균에 

대한 숙주의 면역반응에 있어 필수적이다. 하지만 염증

성 질환 중에는 machrophage cell에 의해 NO와 

proinflammatory cytokines을 과량 생산하게 되며 

이는 세포의 노화를 일으킬 수 있다[23]. 따라서 NO의 

생성 저해제는 노화 방지 화장품 개발의 주요 목표이다.

이에 생강나무 꽃의 NO 생성 억제능은 발효를 통해 

증가시킬 수 있으며, 동시에 노화방지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4. NO concentration rate of RAW 264.7 with 

L.obtusiloba extract

Concentrate (μg/mL) NFL (%) FL (%)

25 99.12±1.77 99.52±1.56

50 97.53±1.76 92.90±2.22

100 91.87±1.79 81.66±2.60*

200 77.75±1.55 65.95±1.86**

* p<.05, ** p<.01

NFL, Not fermented L.obtusiloba; FL, fermented L.obtusiloba

4. 결론 및 제언

생강나무 꽃의 항산화능 및 항염능을 확인하기 위하

여 항산화능 실험과 세포를 이용한 항염능 실험을 실시

하였다. 항산화능 실험에는 DPPH 실험, ABTS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항산화 물질의 정량에는 폴리페놀 

농도 측정, 플라보노이드 농도 측정을 이용하였다. 폴리

페놀 농도 측정에서는 대조군이 발효군에 비해 높은 농

도를 나타내어, 발효 과정이 폴리페놀 농도를 낮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플라보노이드 농도 측정에서는 발효

군이 대조군에 비해 높은 농도를 나타내어, 발효 과정

이 플라보노이드 농도를 높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편 DPPH, ABTS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발효군의 항산

화능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항염능 실험에서는 세포 독성과 항염능을 알아보았

다. 세포독성의 경우 대조군과 발효군 모두 낮은 세포

독성을 보였지만 발효군에서 더 낮은 세포독성을 보였

다. NO 생성 억제능의 경우 발효군이 대조군에 비해 

50% 이상의 항염능 증가를 보여 발효 생강나무 꽃이 

항염능을 가진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가능함을 보였다.

이러한 효과의 증가는 S. fibuligera가 발효 과정에

서 생산해 낸 효소에 의한 조직의 연화 및 에탄올 발효

를 통한 추출 수율 증가에 의한 요인으로 생각된다[17]. 

그 예로 동일한 S. fibuligera로 블랙커런트 열매를 발

효한 연구에 따르면 발효 후 안토시아닌 배당체가 비배

당체로 전환된다고 하였다[24]. 생강나무 꽃의 경우 

quercetin-3-O-α-L-rhamnopyranoside와 

quercetin-3 -O-β-L-galactopyranoside와 같은 배

당체가 있으며 이들은 S. fibuligera의 효소에 의해 전

환이 가능하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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