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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식물을 이용한 추출물이 화장품과 의약품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목의 미활용

부위인 리기다소나무 내수피의 화장품소재로써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리기다소나무 내수피 추

출물을 이용하여 아질산염 소거능, 항염효과, 항균효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아질산염 소거능 실

험결과 100 ppm에서 물가용부는 88.7%, EtOAc가용부는 99%로 대조군인 vitamin C와 유사한 소거작용을 나타내어

리기다소나무 내수피 추출물의 뛰어난 아질산염 소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료의 NO 저해활성이 세포독성으로

인한 cell population의 저하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관찰하기위해 MTT assay를 통해 cell의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8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어 이것을 토대로 NO 저해활성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세

포의 배양액 중에 생성된 nitrite양을 griess시약을 사용하여 NO생성 저해를 측정하였다. 물가용부와 EtOAc가용부 모

든 농도에서 12시간부터 24시간까지 NO생성을 저해하였으며, 물가용부는 100 ppm의 낮은 농도에서 뛰어난 NO생

성 저해능을 나타내었다. 항균효과 측정 실험에서 그람양성균인 S. aureus에 대하여 물가용부 3 mg/disc에서 14 mm

의 생육 저해환을 나타내었으며, EtOAc가용부는 3 mg/disc에서 15 mm의 생육 저해환을 나타내었다. 효모인 C. albicans

에 대해서는 EtOAc가용부 3 mg/disc에서 15 mm의 생육 저해환을 나타내었으며, S. epidermidis와 그람음성균인 E.

coli에서는 생육 저해환을 나타내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리기다소나무 내수피 추출물의 항염 및 항균효과

와 천연 소재로서 화장품 산업에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interest in the applications of plant-based extracts to both

cosmetic and medicinal industri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inflammatory and anti-

microbial effect of P. rigida extracts by water and ethyl acetate. Anti-inflammatory and anti-microbial effect of

P. rigida extracts by water and EtOAc were investigated by using nitrite scavenging ability, nitric oxide

production and anti-microbial ability. In the test of nitrite scavenging ability, P. rigida extracts by water and

EtOAc showed 88.7% and 99% at 100 ppm concentration, respectively. The cell viability was measured using

the MTT assay at 24 hours after P. rigida extracts as shown in over 80%. Anti-inflammatory effect was

examined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s. NO productions in LPS and P. rigida extracts stimulated group

were decreased in a concentration and were dependent on time as compared with LPS stimulated. The water

extracts showed the highest inhibition at the 100 ppm concentration. In anti-microbial activity test, the water

extract with 3.0 mg/disc resulted in the clear zone of 14 mm, and ethyl acetate with that of 15 mm for

Staphylococcus aureus. However, P. rigida extracts didn't show any growth inhibitory effect on Esherichia coli.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xtracts of P. rigida have anti-inflammatory activities as a cosmeceut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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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화장품이 미생물에 의하여 오염이 되면 화장품의 표면

이나 내용물 속에서 미생물의 이화 작용과 동화작용 및

생분해작용으로 침전물, 혼작상태, 박막(pellicle)등이 형성

된다(Spooner, 1973). 이들 제품을 무균적으로 제조한다고

해도 장기간 사용한다면 박테리아, 곰팡이 또는 효모 등

에 의해 오염되며 화장품 원료중의 일부를 탄소원으로 이

용하여 증식하기 때문에 제품의 조성이 변화될 수 있으며

제품이 원래의 목적과는 상반되는 자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제품의 성분, 조성, 상태, 등을 품질, 성능 및 안

정성으로 평가하는 위생적 측면의 품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Tomita et al., 2000). 이러한 유화 제품들을 오염현상

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해 방부살균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첫째 목적은 제품을 제조하여 용기에 충전하는 공정에서

유래되는 미생물과 소비자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오염되

는 미생물을 살균하고 증식을 저지하여 미생물 오염으로

인한 화장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제품의 방부에 있고,

둘째 목적은 피부상에 존재하는 호기성미생물 등을 살균

하여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시키고, 미생물에 의하여 발생

하는 피부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김기호 등,

1979). 

일반적으로 방부살균제는 본질적으로 무해하나 다량으

로 사용하면 피부를 자극하여 피부문제를 발생하며, 알레

르기와 같은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적당한 양의 배합이 요구되고 있다(Kim et al.,

2006).

지구상에 자생하는 소나무속(Genus Pinus)은 약 100여

종이 북미를 포함한 서반구에 70여종, 아시아와 유럽지역

에 40여종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Mirov,

1967), 유연관계에 따라 단유관속아속(Haploxylon)과 쌍유

관속아속(Diploxylon)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리기다소나

무는 쌍유관속아속에 속하여, 소나무류(hard pine)로 분류

된다(이창복, 1997). 

소나무는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민간약재로 쓰여 왔으

며, 그 중 소나무의 수피인 송피를 비롯한 송실, 송지, 송

로, 복령 등 소나무의 부위별 효용가치는 동의보감에 언

급되어 있으며(Yoon et al., 1997), 송피는 새살이 돋고 지

혈 작용이 있으며, 어혈을 풀어준다 하여 관절염, 타박상,

화상에 이용하였으며, 솔잎은 한방에서 약술형태로 복용

하면 수렴성 소염작용과 통증을 진정시키고 피를 멎게 하

며 마비를 풀어주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배기환, 2000).

리기다소나무는 재질이 불량하고 송진과 수지가 많아

여러 가지 재료로 적당하지 않아 지금까지 목재의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 이용성이 저조하였으며, 지금까지 버려졌

던 수피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UR, FTA, WTO등

시장 개방에 따라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산촌에 국제 경쟁

력을 부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고부가 가치의 소득원 개

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 Mill.) 수피에 대한 생리활성

연구는 동속식물인 프랑스산 해송(Pinus maritima)의 수피

로부터 페놀성 물질로 구성된 pycnogenol 이라는 추출물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Fabio 등(1998)은

pycnogenol이 Raw 264.7 macrophage에서 free radical을

제거하고 NO 생성을 조절한다고 보고하였고, Bayeta 등

(2000)이 macrophage로부터 inflammatory mediator의 생

성을 억제함을 보고하였으며, Cho 등(2000)이 proinflam-

matory cytokine인 interleukin-1의 생성을 저해하여 항염작

용을 가진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리기다소나무 내수피의 항균효과 및 항

염효과를 실험하여 식품과 제약 그리고 화장품 산업에 적

용하기 위하여 천연소재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살펴보았

다. 실험에 사용된 균주는 피부상재균인 Staphylococcus

aureus(S. aureus), Escherichia coli(E. coli) 및 Staphylo-

coccus epidermidis(S. epidermidis)와 효모인 Candida

albicans(C. albicans)을 사용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 Mill.) 내

수피는 경북 경산시 소재의 리기다소나무 임분(N3549'22"/

Table 1. Data of investigated variables (Diameters at breast height (DBH), tree height, total barks and inner barks weights) for

P. rigida in the Gyeongsan stand.

Sample tree No. DBH (cm) Tree height (m) Weight of total barks (kg) Weight of inner barks (kg)

1 8.0 10.00 5.95 1.15

2 10.0 9.00 6.30 2.40

3 14.0 12.00 8.10 2.16

4 16.0 12.00 9.30 2.60

5 22.0 12.00 10.55 3.70

6 24.0 14.00 19.15 7.00

mean±S.D. 15.67±6.37 11.5±1.76 9.89±4.86 3.1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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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2845'57", 해발고: 110 m)에서 생장이 줄어드는 시기

인 11월에 시험재료(평균수고 12 m, 평균흉고직경 16

cm)를 벌채하여 외수피를 제거하고 내수피를 채취하였

으며(Table 1), 채취된 내수피는 물로 세척 음건 후 건조

된 시료를 분쇄하여 추출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료에

10배 양의 acetone과 물을 7:3의 비율(v/v)로 넣은 다음

3일 동안 추출한 후 여과하여 감압 농축하여 acetone 조

추출물을 만든 후 조추출물을 물에 현탁하여 동량의

CHCl
3
으로 세 차례에 걸쳐 분획하고, 물층을 다시 동량

의 ethyl acetate (EtOAc)로 세 차례에 걸쳐 분획하여

EtOAc가용부와 물가용부를 얻었다. 이 두 가지 가용부

를 감압 농축후 동결건조하여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

였다.

2.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은 Gray와 Dugan의 방법(1975)으

로 측정하였다. 시료 1 mL와 1 mM Na
2
NO

2
 1 mL에

HCl로 pH 1.2로 보정하여 반응용액의 부피를 10 mL로 하

였다. 이 용액을 37oC에서 1시간 반응한 후 각 반응액을

1 mL씩 취하여 2% acetic acid 5 mL을 가하여 반응을 정

지하고, griess reagent 0.4 mL를 첨가하여 15분 반응한

후 UV-VIS spectrophotometer UV mini 1240(Shimadzu

Co., Japan)을 이용하여 흡광도 540 nm에서 측정하였다.

3. Macrophage cells의 생존율 측정 

시료에 의한 macrophage Raw 264.7cells에 미치는 영향

은 Carmichael 등(1987)의 thiazolyl blue tetrazolium

bromide (MTT) assay를 통해 평가하였다. 96well plate에

5×104 cells/well로 분주한 후, 80%의 confluency에 도달

할 때 serum free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

(EMEM)으로 교체하였다. 시료를 농도별로 첨가하여 생

존세포에 MTT(5 mg/mL)를 4시간 배양처리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생성된 formazan crystal을 dimethylsulfoxide

(DMSO)에 녹여 UV-VIS spectrophotometer UV mini

1240(Shimadzu Co., Japan)을 이용하여 흡광도 540 nm에

서 측정하였다. 

4. Nitric oxide 저해활성 측정 

Macrophage Raw 264.7 cell로부터 생성된 nitric oxide

의 양은 Byun 등의 방법(2005)을 통하여 실험하였다. 세

포 배양액 중에 존재하는 NO
2

-를 griess 시약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세포배양 상등액 100 μL와 griess 시약 10

μL을 혼합하여 반응하여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UV-VIS

spectrophotometer UV mini 1240(Shimadzu Co., Japan)

을 이용하여 흡광도 540 nm에서 측정하였다. NO
2

-의 양

은 NaNO
2
의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5. 항균효과 측정을 위한 균배양 

Candida albicans KCTC 7965의 배양을 위한 액체배지

로는 YM broth를 사용하였으며, Escherichia coli KCTC

1039및 Staphylococcus epidermidis KCTC 3065의 액체

배지로는 Nutrient broth를 사용하였고, Staphylococcus

aureus KCTC 1621의 액체배지로는 Tryptic soy broth를

사용하였다. 고체배지는 상기 액체배지에 agar powder를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사용균주는 모두 한국생명공학연구

원 유전자은행에서 분양을 받아 BOD incubator에서 37℃

로 배양하였다.

6. 생육 저해환(Clear zone) 측정 

항균력 측정은 disc diffusion 법(Conner and Beuchat,

1984)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평판배지에 배양된 각 균

주를 1 백금이량 취해서 액체배지 10 mL에서 18~24시간

배양하여 활성화 시킨 후 다시 액체배지 10 mL에 균액을

0.1 mL접종하여 3~6시간 본 배양한 후, 멸균 면봉으로 균

일하게 도말하였다. 멸균된 filter paper disc를 고체 평판

배지에 올려놓은 다음 50 μL/disc가 되도록 시료를 농도

별로 흡수시켜 37oC에서 18~24시간 배양하여 disc 주위의

clear zone(mm)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아질산염 소거능 

아질산염류는 소화기관에서 또는 식품의 저장 중에 질

산환원효소나 질산염 환원세균에 의하여 아질산염으로 환

원되며(Hayashi and Eatanabe, 1978; Takagi and Naka,

1971), 2급 및 3급의 아민류와 반응하여 니트로사민을 생

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and Lee, 2000). 아질산염

은 그 자체가 독성을 나타내어 일정농도 이상 섭취하게

되면 혈액중의 헤모글로빈(hemoglobin)이 산화되어 메티

모글로빈(methemoglobin)을 형성하여 methemoglobin증

등 각종 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to et al.,

1987).

위에서 언급한 니트로사민의 전구물질인 아질산염 소

거능을 측정한 결과 100 ppm에서 물가용부는 88.7%,

EtOAc가용부는 99%로 대조군인 vitamin C와 유사한 소

거작용을 나타내어 리기다소나무 내수피 추출물의 뛰어

난 아질산염 소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1).

2. Macrophage cells 생존율 

리기다소나무 내수피의 macrophage Raw 264.7 cell에

대한 세포 생존율을 평가하기 위한 MTT assay결과, 리

기다 물가용부와 EtOAc가용부에서 세포독성은 나타나

지 않았다. 실험결과에 나타난 NO의 생성량의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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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독성에 의한 영향과는 무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2).

3. Nitric oxide 저해활성 

Nitric oxide(NO)는 혈압조절, 신경전달, 혈소판응집억

제, 면역기능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

러 조직과 세포에서 L-arginine으로부터 nitric oxide

synthase(NOS)에 의해 합성된다(Galla, 1993; Stamler et

al., 1992). NOS는 크게 cNOS와 iNOS로 나눌 수 있으며,

iNOS는 세포내 Ca
2

+의 농도에 비의존성이며 대식세포, 혈

관 평활근 세포, 내피세포, 간세포와 심근세포 등 여러 세

포에서 lipopolysaccharide(LPS), interferon-γ, interleukin-

1 등의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어 장시간 동안 다량의 NO

를 생성하며, 이런 NO가 필요 이상으로 생성되면 shock

에 의해 생체에 유해한 작용을 나타낸다(Knowles and

Moncada, 1992; Nathan, 1992).

LPS에 의해 활성화된 macrophage Raw 246.7 세포의

배양액 중에 생성된 nitrite의 양을 griess시약을 사용하여

리기다소나무 내수피 추출물의 NO생성 저해활성을 조사

하였다. 물가용부와 EtOAc가용부는 모든 농도에서 12시

간부터 24시간까지 NO생성을 저해하였으며, LPS처리구

와 비교시 물가용부는 100 ppm 농도에서 71.83%의 뛰어

난 NO생성 저해능을 나타내었으며(Figure 3), EtOAc 추

출물은 100 ppm에서 30.52%의 저해능을 나타내었다

(Figure 4).

4. 항균 효과 측정 

항균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피부상재균인 Staphylococcus

aureus(S. aureus), Escherichia coli(E. coli) 및 Staphylo-

coccus epidermidis(S. epidermidis)와 효모인 Candida

albicans(C. albicans)에 대한 clear zone 형성을 관찰한 결

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그람양성균인 S. aureus에 대

Figure 1.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P. rigida extracts.
Water : Barks of P. rigida extracted with water, EtOAc :
Barks of P. rigida extracted with ethyl acetate, Vitamin C :

Ascorbic acid. Results are means ± S.D. of triplicate data.

Figure 2. Effect of P. rigida extracts on the viability of
macrophage Raw 264.7 cells. Water : Barks of P. rigida extracted
with water, EtOAc : Barks of P. rigida separation with ethyl

acetate. Results are means±S.D. of triplicate data.

Figure 3. Effect of P. rigida extracts water on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in LPS stimulated macrophage Raw 264.7
cells. CON : non-treatment LPS of mouse macrophage Raw
264.7 cells, LPS : lipopolysaccharide.

Figure 4. Effect of P. rigida extracts EtOAc on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in LPS stimulated macrophage Raw 264.7
cells. EtOAc : Barks of P. rigida extracted with ethyl acetate.
CON : non-treatment LPS of mouse macrophage Raw 264.7
cells, LPS : lipopolysaccha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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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물가용부 3mg/disc에서 14 mm의 생육 저해환을 나

타내었으며, EtOAc가용부는 3 mg/disc에서 15 mm의 생

육 저해환을 나타내었다. 효모인 C. albicans에 대해서는

EtOAc가용부 3 mg/disc에서 15 mm의 생육 저해환을 나

타내었으며, S. epidermidis와 그람음성균인 E. coli에서는

생육 저해환이 나타내지 않았다. 항균시험 결과 특히, S.

aureus에 대한 항균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리

기다소나무 내수피 추출물을 화장품의 보조방부제 및 피

부상재균주에 대한 항균제로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리기다소나무 내수피에 함유된 물질을

추출하여 내수피의 항염효과 및 그 생리활성적인 기능을

구명하며, 식품과 제약 그리고 화장품 산업에 적용하기 위

하여 천연소재로써의 이용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아질산

염 소거능 실험결과 100 ppm에서 물가용부는 88.7%,

EtOAc가용부는 99%로 대조군인 vitamin C와 유사한 소

거작용을 나타내어 우수한 아질산염 소거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NO생성 저해활성 실험에서 물가용부 100 ppm 농도에

서 71.83%의 뛰어난 NO생성 저해능을 나타내었으며,

EtOAc가용부는 100 ppm에서 30.52%의 저해능을 나타내

어 NO생성 저해능은 물가용부가 EtOAc가용부에 비해 높

은 저해능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항균효과 측정실험에서 그람양성균인 S. aureus에 대하

여 높은 항균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효모인 C. albicans

에 대해서는 EtOAc가용부 3 mg/disc에서 15 mm의 생육

저해환을 나타내어 천연방부제로의 이용가치가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항염, 항균효과 실험을 통하여 활용성이 낮은 리

기다소나무 간벌재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쓸모없이 버

려지는 수피를 이용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산림자원의 고부가 가치화를 통하여 농산촌의 소득 증대

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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