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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금불초(Inula britannica) 종(種) 및 개화시기에 따른 금불초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을 알

아보았다. 이들 추출물의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살펴본 결과, 만개한 금불초 꽃(I. britannica var. chinensis)

추출물의 경우 500 µg/mL의 농도에서 79.89%의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보였으나, 금불초 유사종인 가는 금

불초(I. britannica var. linariaefolia Regel), 가지 금불초(I. britannica var. ramosa) 및 버들 금불초(I. sali-

cina var. asiatica)의 꽃 추출물의 경우 free radical 소거활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꽃이 만개하였을 

경우 꽃 추출물 분획에서는 93.62%의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보였으며, 봉우리 추출물 분획은 43.28%, 낙화 

추출물 분획은 14.11%를 나타냈다. 금불초의 종 및 개화시기를 선정 후, 추출용매, 온도, 시간을 조절하여 최적

의 추출조건을 확립하였다. 그 결과, 65 ℃ 에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이 나타났

으며, 시간에 따른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개한 금불초 꽃 추출물에 대하여 rose-bengal로 증

감된 사람 적혈구의 광용혈 실험에서 세포보호효과를 측정한 결과, 5 ~ 50 µg/mL의 범위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50 µg/mL의 농도에서 τ50이 116.1 min으로 비교물질인 (+)-α

-tocopherol에 비해 1.58배 더 큰 세포 보호활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HPLC로 금불초 꽃 추출물을 분석한 

결과 flavonoid의 일종인 quercetin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65 ℃ 에탄올로 

추출한 만개한 금불초 꽃 추출물의 경우 다량의 quercetin을 함유하며, 그로 인하여 free radical 소거활성 및 

ROS에 대항하여 세포막을 효과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태양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보호하는 항산화제로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서 응용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In this study, antioxidative effects of the extracts of different species and flowering periods of Inula britannica

were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free radical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scavenging activity of the ex-

tracts, The I. britannica var. chinensis flower extract (500 µg/mL) was measured in a 79.89%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ut the flower extracts of similar species (I. britannica var. linariaefolia Regel, I. britannica var. ramosa, I. 

salicina var. asiatica) did not show any effect on the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e effects of the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I. britannica var. chinensis flower extracts were exhibited in the order of full bloom (93.68%), 

bud (43.28%), and fallen blossom (14.11%). Next, we established optimum condition of extract solvent,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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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ction time. The extract from ethanol at 60 ℃ showed the most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mong other con-

ditions and extraction time not relevant in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e protective effects of the extract of I. 

britannica var. chinensis flower on the photohemolysis of human erythrocytes by using rose bengal were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5 ∼ 50 µg/mL). In particular, the extract in 50 µg/mL concentration exhibited better 

protective activity (τ50 = 116.1 min) than (+)-α-tocopherol (τ50 = 73.44 min), which is a known lipophilic antioxidant. 

Principle component of I. britannica var. chinensis flower was identified as quercetin of flavonoids by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extract of I. britannica var. chinensis flower can function 

as antioxidants in biological systems, particularly skin exposed to UV radiation by scavenging free radical and 
1
O2, and 

protect cellular membranes against ROS. It is concluded that the antioxidative effects of the extract of I. britannica 

var. chinensis flower could be applicable to functional cosmetics.

Keywords: Inula britannica flower, anti-oxidant, cellular protective effect

1. 서    론

피부는 생체의 최외곽에 존재하고 있는 보호막으로

서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항상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적 스트레스 요인의 공격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선에 노출된 피부에서는 자

외선의 작용으로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생성되며 이로 인한 피부의 광산화적 손상 위

험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부는 복잡한 항산

화 방어망이 발달되어 있어서 ROS에 대항하여 보호

작용을 나타낸다. 하지만 계속된 활성산소의 공격은 

피부의 항산화 방어계를 붕괴시킨다. 결과적으로 피

부에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손상을 야기시키

며, 노화를 가속화시킨다[1-5]. 여기서 말하는 활성산

소종은 반응성이 매우 큰 
1
O2 및 ⋅OH를 비롯하여 O2

⋅-
, 

H2O2, ROO⋅, RO⋅, ROOH 및 HOCl 등을 포함한다[6,7]. 
1
O2은 수명이 짧은 특히 해로운 분자이며, 주로 광

증감반응으로 피부에서 생성되고, 광노화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한다. 특히 
1
O2은 ⋅OH과 함께 ROS 중

에서 반응성이 가장 큰 활성산소종으로 막을 통해 확

산하며, 생체 내에는 이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가 존

재하지 않아 피부 노화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8,9]. 

이 활성산소종은 다양한 염증 질환상태에서 정상 조

직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사람 피부 

섬유아세포에서 collagenase의 발현을 유발하여 UVA

로 유도된 MMP-1 (matrix metalloproteinase-1)의 합성

을 매개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10-14]. 이는 자외선

으로 인한 피부 노화를 예방하고 최소화시키는데 있

어서 
1
O2의 중요한 역할을 시사한다. 따라서 피부 노

화의 지연 및 방지를 위해서는 광노출로 생성되는 활

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 및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항

산화 및 항노화 효과를 가진 천연 소재 개발 연구가 

필요하다.

금불초 꽃(Inula britannica flower)은 쌍떡잎식물 초

롱꽃목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각지의 들판, 산기

슭에서 흔히 자란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와 일본, 

중국 등에 분포하는 야생식물이다[15,16]. 금불초 꽃

의 부탄올 추출물은 DPPH법에서 항산화 효능을 나타

낸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17], Park 등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항산화 효능뿐 아니라 tyrosinase 저해활성 그

리고 피부 상재균에 대한 항균작용으로부터 항산화, 

항노화 효능을 확인하여 항노화 화장품 소재로서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18,19]. 본 연구에서는 선

행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금불초 꽃의 종(種) 및 

개화시기에 따른 최적 추출조건을 확립하고 항산화 

효능을 검토하여 최적의 효능을 가진 금불초 꽃의 종

(種) 및 개화시기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및 기기

본 연구에 사용한 금불초는 봉양야생화(충북 제천

시 신월동 205-2)로부터 재배된 것으로 사용하였고, 

금불초 유사 종(種)은 목나루 분재원(서울 서초구 양

재동 232번지 양재꽃시장 나동)으로부터 구매하여 상

온에서 자연건조 72 h 후 추출 하였다. 1,1-Diphenyl- 

2-picrylhydrazyl (DPPH), thiazolyl blue tetrazolium bro-

mide (MTT), 헤파린, 증감제로 사용된 rose-benga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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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ma (USA)로 부터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완충용액제

조에 사용된 Na2HPO4⋅12H2O, NaH2PO4⋅2H2O, NaCl 

그리고 분석시약 모두 HPLC용 시약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추출 및 분획용 용매는 모두 특급시약을 사

용하였다. ELISA reader는 Spectra Max190 (Molecular 

device, USA), 적혈구 광용혈에 사용한 Spectronic 20D

는 Milton Roy Co. (USA), pH meter는 Istek (Korea), 

Reverse Transcriptase - Polymerase Chain Reaction (RT- 

PCR)에 사용한 Thermalcycler는 TC-E-48D (GenePro, 

China), 분석용 HPLC는 1500 series (Waters, USA)를 

사용하였다.  

2.2. 금불초 꽃 추출물의 제조 

2.2.1 금불초 종(種)에 따른 금불초 꽃 추출물의 제조

만개한 금불초(I. britannica var. chinensis) 및 가는 

금불초(I. britannica var. linariaefolia Regal), 가지 금불

초(I. Britannica var. ramosa) 및 버들 금불초(I. salicina 

var. asiatica)와 같은 금불초 유사종(種) 3종의 꽃을 상

온에서 자연건조 72 h 후 추출에 사용하였다. 추출용

매는 에탄올을 사용하여 65 ℃에서 4 h 동안 추출하였

고, 추출 후 여액을 항산화 효능평가에 이용하였다.

2.2.2. 개화시기에 따른 금불초 꽃 추출물의 제조

금불초 꽃의 개화시기에 따라 봉우리, 만개, 낙화 3 

시기로 나누어 금불초 꽃을 수급하고 상온에서 자연

건조 72 h 후 추출에 사용하였다. 추출용매는 에탄올

을 사용하여 65 ℃에서 4 h  동안 추출하였고, 추출 후 

여액을 항산화 효능평가에 이용하였다.

2.2.3. 금불초 꽃 추출물의 최적 추출조건 확립

금불초 꽃 추출물의 최적 추출조건 선정을 위하여 

추출용매, 추출온도, 추출시간을 변경하여 추출하였

고, 항산화 효능평가를 통하여 최종 최적 추출조건을 

확립하였다.

2.3. 금불초 꽃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 평가  

금불초 꽃의 종(種) 및 개화시기에 따른 금불초 꽃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은 DPPH free radical에 대한 소

거활성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DPPH free radical 소거

능은 Blois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20]. 96 Well 

plate에 에탄올에 용해한 DPPH 용액 100 µL (0.4 mM)

와 동량의 시료를 가하여 37 ℃에서 30 min간 반응하

였다. 반응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 비교물질로는 BHT 

(butylated hydroxytoluene)를 사용하였다.

2.4. 금불초 꽃 추출물의 항노화 효능평가 

2.4.1. Photohemolysis법을 이용한 세포보호 효과 측정

사람 적혈구를 대상으로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손상 

및 파괴 실험은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손상 모델로 적

합한 점이 많다. 광증감제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광증

감 반응이 일어나 주 생성물인 
1
O2를 비롯하여 다양한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1
O2은 반응성이 매우 큰 항산화

제로서 생체 내에는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효소가 존재

하지 않는다. 
1
O2는 일차적으로 항산화제를 파괴하여 

피부 항산화 방어체계를 무너뜨리며 또한 세포막을 

투과하여 지질 또는 세포 구성 성분들의 자동산화 반

응을 개시한다. 이렇게 개시된 연쇄반응은 세포를 파

괴시켜 피부노화를 촉진시킨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는 광증감제인 rose-bengal로 유도된 ROS에 대한 금불

초 꽃 추출물의 세포보호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금불

초 꽃 추출물의 항산화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

2.4.1.1. 적혈구 현탁액 제조

적혈구는 건강한 성인 남녀로부터 얻었다. 채혈 즉

시 heparin이 첨가된 시험관에 넣은 후, 3,000 rpm으로 

5 min 동안 원심 분리하여 적혈구와 혈장을 분리하고, 

분리한 적혈구는 0.9% saline phosphate buffer로 세척

하고 원심 분리하여 백혈구 층은 제거하였다. 3회 반

복하여 세척, 분리한 적혈구는 4 ℃의 냉장고에 보관

하면서 사용하였고, 모든 실험은 채혈 후 12 h 이내에 

행하였다. 광용혈 실험은 이미 확립된 방법에 따라 수

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적혈구 현탁액은 700 nm에

서 O.D.가 0.6이었으며 이때 적혈구 수는 1.5 × 10
7
 

cells/mL이었다.

2.4.1.2. 광용혈 억제 효과

적혈구 현탁액 3.5 mL를 파이렉스 시험관(No. 9820)

에 넣은 후, 시료용액을 첨가하였다. 금불초 꽃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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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min) A % (v/v) B % (v/v)

0 〜 20 40.00 60.00

20 〜 26 80.00 20.00

26 〜 32 40.00 60.00

Table 1. HPLC Gradient Condition

Species
Conc. 

(µg/mL)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

I. britannica var. chinensis

10 0.00

50 5.31

100 14.11

500 79.89

I. britannica var. 

linariaefolia Regel 

10 0.00

50 0.00

100 0.00

500 0.16

I. britannica var. ramosa

10 0.00

50 0.00

100 0.00

500 0.00

I. salicina var. asiatica

10 0.00

50 0.00

100 0.00

500 0.25

Table 2.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I. britannica

Flower Extract 

물을 농도별로 각각 50 µL씩 첨가하였다. 암소에서 30 

min 동안 pre-incubation 시킨 후, 광증감제 rose-bengal 

(12 µM) 0.5 mL를 가하고 파라필름(Whatman labo-

ratory sealing film, UK)으로 입구를 막은 후 15 min 동

안 광조사 하였다. 광용혈에 필요한 광조사는 내부를 

검게 칠한 50 cm × 20 cm × 25 cm 크기의 상자 안에 

20 W 형광등을 장치하고, 형광등으로부터 5 cm 거리

에 적혈구 현탁액이 담긴 파이렉스 시험관을 형광등

과 평행이 되도록 배열한 후 15 min 동안 광조사 하였

다. 광조사가 끝난 후 암반응(post-incubation) 시간에 

따른 적혈구의 파괴정도를 15 min 간격으로 700 nm에

서 투광도(transmittance, %)로부터 구하였다. 모든 실

험은 25 ℃ 항온실에서 행하였다. 금불초 꽃 추출물의 

광용혈에 미치는 효과는 post-incubation 시간과 용혈

정도로 구성된 그래프로부터 적혈구의 50%가 용혈되

는 시간인 τ50을 구하여 비교하였다.

2.5. 금불초 꽃 추출물의 기시물질 분석    

금불초 꽃 추출물을 ethanol에 용해하여 0.45 µm sy-

ringe filter (SmartPor, Pall Corporation, USA)로 여과한 

후 HPLC로 분석하였다. Column은 Mightysil RP-18 GP 

250-4.6 (5 µm, Kanto chemical Co., Inc.)이며 유속은 

1.0 mL/min, 시료 주입량은 20 µL로 UV 363 nm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이동상은 용매 A (Methanol / 

Acetonitrile = 2 /1)와 용매 B (2.5% Acetic)의 gradient 

조건을 이용하였다. Gradient 조건은 Table 1과 같다.

3. 결과 및 고찰

3.1. 금불초 종(種) 및 개화시기에 따른 금불초 꽃 추출물

의 항산화 효능

금불초 종(種) 및 개화시기에 따른 금불초 꽃 추출

물의 항산화 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DPPH free radi-

cal 소거활성을 확인하였다. 만개한 금불초를 제외한 

유사종 3종의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만개한 금불초 꽃 추출물의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은 500 µg/mL에서 약 80% 소거활

성을 나타내었다(Table 2). 또한, 개화시기에 따른 금

불초 꽃 추출물의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확인

한 결과, 금불초 꽃 만개 시기의 추출물이 가장 높은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ure 3). 따라서, 금불초 꽃 추출물의 종(種)은 I. bri-

tannica var. chinensis로 개화시기는 만개로 선정하여 추

출하였고, 이에 대한 항노화 효능평가를 수행하였다.

3.2. 추출조건에 따른 금불초 꽃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

3.2.1. 추출용매에 따른 금불초 꽃 추출물의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  

금불초 꽃 추출물의 최적 추출조건 선정을 위하여 

추출용매를 변경하여 금불초 꽃을  65 ℃에서 4 h 동

안 추출하였다. 단, water의 경우, 끓는점을 고려하여 

80 ℃에서 추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추출용매에 따른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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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Whole plant and flowers of I. britannica var. chinensis.

(A)

(B)

(C)

Figure 2. Whole plant and flowers of three species of I. britannica var. chinensis. (A) I. britannica var. linariaefolia Regel. (B) 

I. britannica var. ramosa. (C) I. salicina var. asiatica. 

정 결과, 아세톤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DPPH free radi-

cal 소거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반대

로 에탄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DPPH free radicla 소

거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에탄올

을 사용하여 추출하였을 경우, 가장 높은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내었고, 비교물질인 BHT와 비

교하여도 높은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내

었다. 따라서 금불초 꽃 추출용매는 에탄올을 선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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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I. britannica var. chinensis flower extract according to the extraction solvent.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µg/mL.

Figure 5.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I. britannica var. chinensis flower extract according to the extraction 

temperature and time.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100 µg/mL.

Figure 3.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I. 

britannica var. chinensis flower extract according to the 

flowering period.

3.2.2. 추출온도 및 시간에 따른 금불초 꽃 추출물의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  

금불초 꽃 추출물의 최적 추출조건 선정을 위하여 

추출온도 및 추출시간을 변경하여 금불초 꽃을 추출

하였으며, 추출용매는 에탄올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

한 결과는 Figure 5와 같다. 추출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추출시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금불

초 꽃 추출물의 최적시간은 4 h 으로 선정하였고, 추

출온도는 각 온도에 대한 항노화 효능평가 결과를 토

대로 수행하였다. 

3.3. 금불초 꽃 추출물의 항노화 효능평가 

3.3.1. Photohemolysis법을 이용한 세포보호 효과 

활성산소에 의한 지질 과산화 반응, 구조 단백질의 

절단, 단백질 산화 현상 등의 세포손상에 대해서 금불

초 꽃 추출물의 종(種)중에서 DPPH free radical 소거 

활성이 가장 높은 I. britannica var. chinensis종으로 선

택하였으며, 개화 시기는 만개한 것으로 선정하여 세

포보호 효과를 살펴보았다. 적혈구 세포가 50% 파괴

되는데 걸리는 시간(τ50)은 세포 보호 활성이 클수록 

크게 나타난다.

대조군으로 시료 또는 기준 물질과 같은 항산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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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50 (half time of hemolysis
1)

)

Concentration (µg/mL) 5 10 25 50

I. britannica var. chinensis flower extract 41.5 (± 4.3) 47.5 (± 4.1) 80.4 (± 7.0) 116.1 (± 5.9)

(+)-α-Tocopherol - 38.00 ± 1.80 - 73.44 ± 6.35

1) Control, τ50 = 30.0 ± 1.0 min

Table 3. Cellular Protective Effects of Extracts and Fractions from I. britannica var. chinensis Flower Extract and Reference 

Compounds on the Rose-Bengal Sensitized Photohemolysis of Human Erythrocytes

(A) (B)

Figure 6. HPLC analysis of I. britannica var. chinensis flower extract. (A) Standard material. (B) I. britannica var. chinensis

flower extract.

를 넣어주지 않았을 경우에 rose-bengal로 유도된 
1
O2 

상에서 적혈구의 τ50을 확인하였다. 대조군은 시료 

대신 각 시료에 해당하는 용매를 넣어주고 다른 조건

은 실험군과 같게 하였다. 모든 경우의 실험에서 대조

군은 τ50이 30 min으로 오차범위 ± 1 min 이내로 재

현성이 양호하게 나타났다. Rose-bengal을 첨가하고 

광조사를 안 했을 경우와 rose-bengal을 첨가하지 않고 

광조사만 했을 경우는 모두 암반응 120 min까지는 용

혈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실험군은 금불초 꽃 추출

물 별로 5, 10, 25, 50 µg/mL 농도에서 실험을 진행하

였다.

금불초 꽃 추출물의 경우 τ50이 5, 10, 25, 50 µg/mL

의 농도에서 각각 41.5, 47.5, 80.4, 116.1 min으로 추출

물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세포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

다(Table 3). 또한 비교 물질인 지용성 항산화제인 (+)-

α-tocopherol와  10, 50 µg/mL에서 τ50값을 비교해 보

았을 경우 금불초 꽃 추출물이 10 µg/mL 농도에서는 

1.25배, 50 µg/mL 농도에서는 1.58배 더 뛰어난 세포

보호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금불초 꽃 추출물의 기시물질 분석    

금불초의 활성성분으로 O,O-diacetylbritannilactone, 

O-acetylbritannilactone 등과 그 외에 부탄올 추출물에

서 분리된 patuletin, nepetin, axillarin 등의 flavonoid에 

대한 활성이 보고되어 있다[15]. 따라서 금불초 꽃 추

출물에도 금불초의 활성성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플

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플라보

노이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금불초 꽃 추

출물의 기시물질로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quercetin

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ure 6). 따라

서, 금불초 꽃 추출물의 항산화 및 세포보호 효과와 

같은 항노화 효능은 기시물질인 quercetin에 기인한 것

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금불초(I. britannica) 종(種) 및 개화

시기에 따라 금불초 꽃의 항산화 효능을 알아보기 위

하여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 photohemolysis법을 

이용한 세포보호 효과 측정을 수행하였다. 금불초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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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種)에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 측정 결과, 만개한 

금불초 꽃(I. britannica var. chinensis)추출물의 경우 

500 µg/mL의 농도에서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이 

79.89%로 가는 금불초(I. britannica var. linariaefolia 

Regel), 가지 금불초(I. britannica var. ramosa) 및 버들 

금불초(I. salicina var. asiatica)와 같은 유사종 3종 금

불초 꽃 추출물의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과 비교

하여 매우 뛰어난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

내었다. 금불초 꽃의 봉오리, 만개, 낙화와 같은 개화

시기에 따른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 측정에서는 

만개의 경우,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이 93.62%로 

봉오리, 낙화 시기와 비교하여 매우 뛰어난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금불초 꽃

의 종(種)과 개화시기가 선정되었고, 최적 추출조건 

확립을 위하여 추출용매, 추출온도 및 추출시간에 따

른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 추출용

매는 에탄올, 추출온도는 65 ℃에서 가장 높은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내었고, 시간에 따른 유의

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불초 꽃

(I. britannica var. chinensis)에 대한 최적 추출조건을 

확립하고 이에 대한 항산화 효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photohemolysis법을 이용한 세포보호 효과 측정을 수

행한 결과, τ50이 5, 10, 25, 50 µg/mL의 농도에서 각

각 41.5, 47.5, 80.4, 116.1 min으로 농도 의존적으로 세

포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비교물질인 (+)-α

-tocopherol 10, 50 µg/mL 에서 τ50값을 비교해 보았을 

경우 금불초 꽃 추출물이 10 µg/mL 농도에서는 1.25

배, 50 µg/mL 농도에서는 1.58배 더 뛰어난 세포보호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과 photohemolysis

법을 이용한 세포보호 효과 측정을 수행한 결과 만개

한 금불초 꽃(I. britannica var. chinensis) 추출물은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과 세포보호 효과를 가지

며 이에 따라 항산화 효능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금불초 꽃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은 문헌조

사를 통한 금불초의 활성성분 중 플라보노이드에 기

인한 것으로 사료되어 HPLC를 이용한 플라보노이드 

분석을 수행하였다. HPLC 분석 결과, 금불초 꽃 추출

물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인 quercetin이 다량 함유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항산화 

효능은 금불초 꽃 추출물의 quercetin의 함량에 기인하

여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는 본 연구에서 금불초 종(種) 및 개화시기에 

따른 금불초 꽃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을 확인하였고, 

추출물의 HPLC 분석을 통하여 quercetin의 함량을 확

인하였다. 따라서 항산화 화장품 소재로서 quercetin을 

함유하고 있는 금불초 꽃 추출물의 사용이 기대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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