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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향부추의 알뿌리, 잎, 꽃 등의 세 부위별 에탄올 추출물을 대상으로 항산화와 항염 효능을 평가하

였다. DPPH와 ABTS 라디컬 소거능 결과, 알뿌리와 잎보다 꽃 추출물의 소거 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FRAP 분석 

결과 모든 추출물에서 추출물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꽃 (11.29±0.37 

mgGAE/g) > 잎 (6.61±0.14 mgGAE/g) > 알뿌리 (5.7±0.67 mgGAE/g) 추출물 순으로 높게 검출되었다. 쥐 

대식세포 RAW264.7 세포와 사람 피부각질 세포주 HaCaT 세포에 대한 세 가지 추출물의 세포독성은 거의 나타

나지 않았다. NO비색정량법, ELISA를 통하여 각 추출물의 항염 효능을 조사한 결과 LPS에 의한 NO 생성, TNF-

α 분비가 꽃 에탄올 추출물에서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천연식물 자원인 향부추의 

에탄올 추출물이 화장품 원료로서 높은 가능성을 의미한다. 

주제어 : 향부추, 항염, 항산화, 코슈메티컬, 분획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ethanol extracts 

using three parts of the chives plant: the bulb, the leaf, and the flower. As a result of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y, the scavenging activity of the flower extract was higher than that 

of the bulb and leaf. In addition, as a result of FRAP analysis, antioxidant activity increased in all 

extracts depending on the extract concentration.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was high in the 

following order: flower (11.29±0.37 mgGAE/g) > leaf (6.61±0.14 mgGAE/g) > bulb (5.7±0.67 mgGAE/g)

extract. The cytotoxicity of the three extracts against rat macrophage RAW264.7 cells and HaCaT 

cells, both of which are human cutaneous keratinocyte cell lines, was minimal. NO by LPS was 

generate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each extract through the NO 

colorimetric analysis method and ELISA. TNF-α secretion was decreased to a significant level in 

the flower ethanol extract. Therefor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ethanol extract of chives, a natural plant resource, can be used as a cosmetic raw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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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미용과학 분야에서 항노화 위주의 기능성 화장

품 원료에 대한 향장학적 평가가 다양한 분자기전 연구

기법을 통하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항노화에 대한 과학기술과 미용학적 전문기술의 융합

발달에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세포의 노화는 곧 세

포의 산화를 의미하며, 따라서 우수한 항산화 효능을 

지닌 천연물 소재의 발굴은 세포의 노화과정과 그에 대

한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수세기에 걸쳐 질병 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던 

약용식물들이 과학 기술의 발달로 보다 광범위한 분야

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마늘, 양파, 삼채 등

을 포함한 알리움(Alliaceae) 속 식물들은 인체에 대한 

안정성과 다양한 약리적 기능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항

암, 항균, 항산화 등 기능성 생물 소재로 활용되어지고 

있다[1-3]. 

본 연구의 소재로 사용된 천연물 소재인 향부추 (Allium 

schoenoprasum L.)는 알리움 속에 속하는 허브식물로 

세파, 차이브라 불리며 식품, 약용 식물소재로 실생활에 

다양하게 이용되어 왔으며 칼슘에 의한 요로결석, 질분

비물, 변비, 감염, 혈류 상승, 항산화제, 유방암, 항고혈압 

등의 건강 문제에 치료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4-5]. 

향부추에는 갈릭산과 쿠마르산, 페룰산, 루틴과 같은 페

놀과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이 들어 있어 항산화제로서의 

가능성이 알려져 있으며[6-7], 향부추 오일의 diallyl 

sulfides 성분에 의한 박테리아균의 항균활성은 식품산

업에 그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8].

이와 같이 알리움 속 향부추의 유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들은 다소 진행 되어 왔으나 화장품 천연원료로서

의 피부에 대한 안정성과 향장학적 활성 평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의 안정성

과 기능에 대한 유용성 평가를 통해 피부 개선 및 염증

완화를 위한 항산화 또는 항염증 효능을 지닌 천연 소

재로서의 화장품 원료 개발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실시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시료의 추출 

본 실험에 재료로 사용한 향부추는 2018년 7월 경

상남도 통영시에서 구입한 것으로 실험에 사용하기 전 

세척 과정을 거쳐 알뿌리(bulb), 잎(leaf), 꽃(flower) 

세 부분으로 분획하였다. 건조 후 분쇄한 각 알뿌리, 잎, 

꽃을 80% 에탄올에 넣고 추출한 후 여과 및 감압 농축

하여 분말형태의 최종추출물을 획득하였다(수율 22.8%, 

13.5%, 8%).

2.2 항산화 활성 측정

2.2.1 DPPH 라디컬 소거능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전자공

여능 측정은 Blois 방법을 변형하여 수행하였다[9]. 농

도별 (0.1, 0.25, 0.5, 1 및 2 mg/mL)로 만든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을 96 well plate에 100 ㎕씩 옮겨 나눈 

후, 0.2 mM DPPH (Sigma, St. Louis, MO, USA) 용

액 100 ㎕를 첨가하였다.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뒤 분광광도계(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활용하여 517 nm 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

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는 AA (ascorbic acid, 1 

mg/mL)를 사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2.2.2 ABTS 라디컬 소거능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는 Roberta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10]. 라디컬을 생성시킬 

수 있도록 7.4 mM ABTS (Sigma, St. Louis, MO, 

USA)와 2.6 mM potassium persulfate 용액을 혼합

하여 하룻밤 동안 암소에서 반응시킨 뒤   734 nm 파

장에서 메탄올을 이용하여 흡광도를 0.7±0.02로 보정

하였다. 농도별 (0.1, 0.25, 0.5, 1 및 2 mg/mL) 만든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 20 ㎕에 희석된 ABTS+ 라디컬 

용액 180 ㎕를 첨가 한 뒤 30분 동안 반응한 후 분광광

도계(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활

용하여 734 nm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2.3.3 FRAP에 의한 환원력 측정

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에 

의한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의 환원력 측정을 위해 

Benzie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수행하였다[11]. 표준시

약 Ferrous sulfate를 농도별 (10, 20, 40, 60, 80, 

100 μM)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FRAP 용액 (300 mM 

acetate buffer pH3.6 40 mL + 10 mM TPTZ(40 

mM HCl) 4 mL + 20 mM FeCl3 4 mL + 증류수 4.8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및 항염증 효과 234

mL)을 제조하고 200 ㎕씩 나누어 옮겼다. 분주된 

FRAP 용액에 농도별 (0.1, 0.25, 0.5, 1 및 2 mg/mL)

로 만든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 50 ㎕를 각각 첨가하여 

암조건 37oC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이후 분광광도

계(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활용

하여 593 nm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2.2.4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12]. 향부추의 알뿌리, 잎, 꽃의  부위별 에

탄올 추출물로 제조한 시료 200 ㎕와 folin-ciocalteu 

reagent(Sigma, USA) 200 ㎕을 혼합하여 실온에서 5

분간 동안 용해시킨 후 10% Na2CO3 용액 200 ㎕를 

첨가하여 30분간 흔들지 않고 방치시킨 뒤, 1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층액을 새로운 

96 well plate로 옮겨 담은 후, 분광광도계(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활용하여 760 nm

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gallic acid(Sigma, 

St. Louis, MO, USA)를 총 폴리페놀 함량을 확인하기 

위한 표준물질로 하여 추출물 중량당 mg gallic acid 

equivalent (GAE)/g로 표기하여 표준검량곡선을 작성

하였다.

2.3 세포주 배양 및 세포 독성 평가

2.3.1 세포 및 세포배양

본 실험을 위해 사용된 세포주는 쥐 대식세포 (RAW264.7, 

mouse macrophage)와 사람의 피부각질세포(HaCaT, 

human keratinocyte)로 한국세포주은행 (KCBS: 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아 본 실험에 사

용하였다. 세포배양은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Welgene, Korea)에 10% (V/V)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USA)과 1%  penicillin-streptomycin 

solution을 참가한 후, 37oC조건 5% CO2의 배양기에서 배양

하였다.

2.3.2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의 세포독성 평가

세포를 96 well culture plate (3×104 cells/well)에 

옮겨 나누어 16시간 동안 배양한 후, LPS 단독 또는 각 

부위별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을 농도별 (0.1, 0.25, 0.5, 

1 및 2 mg/mL)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하고 최종농도 0.5 mg/mL이 되도록 각 well에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

ubromide (MTT) 용액을 포함한 새로운 배지를 첨가하

였다. 4시간 후 배지를 제거하고, 100 ㎕의 DMSO 

(dimethyl sulfoxide)를 섞어 세포를 녹인 후, 분광광도

계(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활용하

여 570 nm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2.4 LPS로 유도된 RAW264.7 세포에서 항염 활성 측정

2.4.1 NO 생성 억제 측정

그람음성세균의 내독소인 LPS로 RAW264.7 세포에 

염증을 유도한 후 NO 생성량을 Griess 시약법[13]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24 well culture plate(1×105 

cells/well)에 세포를 옮겨 나누어 16시간 동안 배양한 

이후,  LPS(100 ng/mL)의 양성대조군과 LPS 처리 후 

각 향부추 부위별 에탄올 추출물을 농도별 (0.1, 0.25, 

0.5 및 1 mg/mL)로 처리하여 하루동안(24hr) 배양하였

다. 세포배양액 100 ㎕와 Griess reagent(Sigma, USA) 

100 ㎕를 혼합하여 15분간 흔들지 않고 방치하여 보관

한 후 분광광도계(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활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

하였다. 

2.4.2 TNF-α 분비 측정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이 LPS 유도에 의한 염증매개 

사이토카인 TNF-α 분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자 쥐 대식세포 RAW264.7 세포를 24 well culture 

plate (1×105 cells/well)에 옮겨 나누었다. 16시간 

이후 새 배양액으로 갈아주고 LPS (100 ng/mL)와 시

료를 처리하였다. 24시간 이후, 세포배양액을 얻어 배

양액에 함유된 TNF-α 양의 측정은 ELISA kit(BD 

Biosciences, CA, USA)를 활용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진행하였다.

2.5 통계처리

모든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의 통계분석은 각 실험의 

평균(mean)±표준편차(SD)로 나타내었다. 평균값 간

의 유의성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각 실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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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및 고찰

3.1 항산화 활성

3.1.1 DPPH 전자공여능 측정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의 DPPH 전자공여능을 평가

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각 부위별 추출물 농도 (0.1, 

0.25, 0.5, 1 mg/mL)에 따른 전자공여능 평가 결과, 

알뿌리 추출물은 7.92%, 16.36%, 21.29%, 32.98%, 잎 

추출물은 8.96%, 22.20%, 37.53%, 66.75%, 꽃 추출물

은 12.20%, 28.83%, 47.79%, 77.27%로 추출물 농도 

의존적으로 전자공여능이 증가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ascorbic acid (AA, 1 mg/mL)의 라디컬소거

능은 96.65%로 나타났다. Stajner 등[14]은 향부추 알

뿌리 추출물의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관찰하였으며, 이

러한 항산화 활성은 SOD, CAT 등과 같은 높은 효소 

활성과 GSH, flavonoids와 같은 비효소 항산화제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자는 향부추

의 각 부위별 DPPH 라디컬 소거능을 평가한 결과 꽃 

추출물(1 mg/mL)에서 가장 높은 라디컬 소거능을 확

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꽃 추출물 내 항산화 

유효성분의 단일물질화를 고려해 볼 때 향부추 꽃 추출

물의 항산화 활성이 우수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1.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A. schoenoprasum
extracts.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D. of 

triplicate measurements(*p<0.05, **p<0.01)

3.1.2 ABTS 라디컬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측정법은 DPPH와 함께 천연

물질의 항산화능을 평가하는 측정법이다. 향부추 에탄

올 추출물의 ABTS 라디컬 소거능으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각 부위별 추출물 농도 

(0.1, 0.25, 0.5, 1 mg/mL)에 따른 소거능은 각각 알뿌

리가 1.45%, 4.12%, 8.08%, 17.06%, 잎이 2.45%, 

7.30%, 13.16%, 24.20%, 꽃이 6.19%, 15.78%, 

26.60%, 43.00%로 나타나 추출물 농도 의존적으로 소

거활성이 증가하였다.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한 

ABTS 라디컬 소거능 측정 결과 DPPH 결과와 동일하

게 알뿌리 > 잎 > 꽃 순으로 추출물의 항산화능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부추 꽃 에탄올 추출물은 

항산화 후보물질로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 
schoenoprasum extracts.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D. of triplicate measurements 

(*p<0.05, **p<0.01)

3.1.3 FRAP에 의한 환원력 측정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철이온의 환

원력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Fig. 3과 같다. 각 추출물 

농도 (0.1, 0.25, 0.5, 1, 2 mg/mL)에 따른 FRAP 

value는 추출물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꽃 추

출물이 가장 높은 FRAP 환원력을 나타냈다. 따라서 향

부추 에탄올 추출물은 매우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assay of A. 
schoenoprasum extracts.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D. of triplicate measurements (*p<0.05, **p<0.01)

3.1.4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Folin-ciocalteau 측정법으로 확인한 결과 Table 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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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그 결과 각 부위별 총 폴리페놀 함량은 꽃

(11.29±0.37 mgGAE/g) > 잎(6.61±0.14 mgGAE/g) 

> 알뿌리(5.7±0.67 mgGAE/g) 순으로 꽃에서 가장 높았다.

향부추는 갈릭산, 쿠마르산, 페룰산, 루틴 등과 같은 

많은 페놀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향부추 에센셜오

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6.76±0.37 mgGAE/g으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였다[15].

Table 1. Total polyphenol contents (TPC) of A. 
schoenoprasum extracts

Samples Polyphenol (mgGAE/g)*

Bulb 5.7±0.67

Leaf 6.61±0.14

Flower 11.29±0.37 

*mgGAE/g: mg Gallic acid equivalent per g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D, mgGAE/g

3.2 세포독성 측정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의 항염 효능을 평가하기 위한 

선행실험으로 쥐의 대식세포주 RAW264.7에 대한 세

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람음성세균의 염증유도물

질인 LPS 단독 또는 각 부위별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

한 후, MTT assay를 수행한 결과는 Fig. 4a와 같다. 

그 결과 0.1∼0.5 mg/mL의 처리 농도에서 90%이상의 

세포생존율이 확인되었으며, 1 mg/mL에서  15% 생존

율이 감소하였다. 이는 김수연 등[16]의 아사이베리 추

출물과 김미정 등[17]의 갯기름나물 추출물에서 세포생

존율 80% 이상일 때, 세포사멸에 의한 영향이 없이 항

염 효능을 측정할 수 있는 연구결과로 본 연구에서는 

추후 항염 활성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1 mg/mL 농도

를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사람의 피부 표피층을 

구성하는 세포인 피부각질세포형성세포(HaCaT)를 대

상으로 알뿌리, 잎, 꽃 에탄올 추출물의 세포생존율 측

정한 결과 각각 93.68%, 94%, 90.09%로 높게 나타났

다(Fig. 4a).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0.1∼1 

mg/ml 농도범위에서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의 세포 독

성이 낮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

의 화장품 소재 활용 시 적절한 농도를 찾는 근거자료

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Fig. 4. Cell viability of A. schoenoprasum extracts in 

RAW264.7(a) and HaCaT(b) cell lines.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D. of triplicate measurements (*p<0.05, 

**p<0.01)

3.3 항염증 활성

3.3.1 NO 생성 감소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의 항염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

여 LPS로 염증이 유도된 RAW264.7 세포에 추출물을 

처리한 후 NO 양을 측정한 결과 Fig. 5와 같다. LPS 

(100 ng/mL)처리 후 세포 배양액 내 NO 생성량은 급

격하게 증가하였으나, 각 추출물 처리에 따른 NO의 생

성억제능은 처리한 추출물의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

였다. 

배대열 등[18]은 Allium 속(family) 식물인 삼채

(Allium hookeri)를 사용하여, LPS(500 ng/mL)로 활

성화된 RAW264.7 세포에 삼채 70% 에탄올 추출물을 

0.1∼0.5 mg/mL로 처리한 결과 NO 생성이 억제되는 

효능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사용된 

Allium 속 향부추 추출물은 염증 매개 물질인 NO의 

생성을 차단하는 기전으로 염증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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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Effect of A. schoenoprasum extracts 

on LPS-induced NO production in RAW264.7 cells.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D. of triplicate 

measurements (*p<0.05, **p<0.01)

3.3.2  TNF-a 분비 억제

본 연구에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의 TNF-α 분비 억

제에 대한 영향을 확인한 결과 Fig. 6과 같다. 

RAW264.7 세포만 배양한 대조군의 TNF-α 농도가 

0.2 ng/mL 일 때, LPS로 활성화된 세포의 TNF-α 농

도는 1.3 ng/mL로 약 6.5배 증가하였다. 각 향부추 부

위별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추출물 농도 의존적

으로 LPS에 의해 증가된 TNF-α의 분비가 억제되는 것

을 관찰하였다. Parvu 등[19]은 쥐의 turpentine oil 

유도 염증 모델에서 향부추 잎 에탄올 추출물이 산화스

트레스 지수 및 식세포 작용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으

며,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통해 향부추 에탄올 추출물은 

NO 생성 저해 활성뿐만 아니라 TNF-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여 항염 물질로서의 활용가치가 높을 것

으로 기대된다.

Fig. 6. The effect of A. schoenoprasum extracts 

on LPS-induced TNF-α secretion in RAW264.7 

cells.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D. of 

triplicate measurements (*p<0.05, **p<0.01)

4. 결론

본 연구는 향부추의 각 부위 알뿌리, 잎, 꽃의 에탄올 

추출물을 대상으로 항산화 능력과 항염 효능을 평가하

여 천연 식물 소재로서의 화장품 원료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기 위해 라디컬 소거능을 이용

한 DPPH와 ABTS 분석법, 철의 환원력을 이용한 

FRAP 분석법 및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알뿌리, 잎, 꽃 에탄올 추출물의 DPPH 전자공여

능과 ATBS 라디컬 소거능은 추출물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각 추출물의 FRAP 값 또한 추출물의 농

도가 증가할수록 항산화 활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총 폴리페놀 측정결과 꽃 > 잎 > 알뿌리 순서로 

높은 함량을 나타내 향부추 꽃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능력이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염증유도 물질 LPS

로 활성화시킨 RAW264.7 세포에 각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염증 매개 물질인 NO와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TNF-α의 분비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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