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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동백 꽃 아임계 수 추출물(SWE, 135 ∼ 180 ℃, 70 bar 조건)의 항염 및 항산화 효능을 

70% 에탄올 및 열수 추출물과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추출물 중 180 ℃, 70 bar의 조건으로 추출한 아임계 

수 추출물의 수율(57.9%)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열수 추출물(28.1%)에 비해서 2배 이상 추출 수율이 

증가하였다. Lipopolysaccharide (LPS)로 자극된 RAW 264.7 대식세포를 이용한 nitric oxide (NO) 생성 억제 

활성 실험 결과, 아임계 수 추출물이 세포 독성 없이 NO의 생성을 저해시키는 효과가 70% 에탄올 및 열수 

추출물보다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실험 결과, 아임계 수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 활성이 70% 에탄올 및 열수 추출물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동백 꽃의 주성분인 gallic acid의 함량을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아임계 수 추출물(165 ℃, 70 bar)에서 함량이 1.62 mg/g으로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동백 꽃 아임계 수 추출물은 항염 및 항산화 효과를 갖는 천연 화장품 소재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anti-inflammatory and anti-oxidant efficacy of camellia subcritical water extracts (SWE, 135 ∼ 

180 °C, 70 bar) was compared with 70% ethanol and hot water extracts. Among these extracts, the yield (57.9%) of 

the subcritical water extract, which was extracted under the condition of 180 °C and 70 bar was the highest, which increased 

the extraction yield by more than two times compared to the hot water extract (28.1%). The results of the nitric oxide 

(NO) production inhibition activity experiment using RAW 264.7 macrophages stimulated with lipopolysaccharide (LPS) 

showed that subcritical water extracts had superior effects in inhibiting the production of NO without cytotoxicity than 

70% ethanol and hot water extracts. In addition,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xperiments showed that 

th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ubcritical water extract was similar to that of 70% ethanol and hot water extract. Moreover, 

the content of gallic acid was determined by HPLC and the quantity was about 1.62 mg/g for the SWE (165 °C, 70 

bar), which was the highest among all of the extracts.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concluded the SWE of C. japonica 

flowers could be potentially applicable as anti-inflammatory and anti-oxidative ingredients in cosmetic formulations. 

Keywords: Camellia japonica, subcritical water extract, anti-inflammation, anti-oxidation



김정은ㆍ고 린ㆍ부석환ㆍ강성희ㆍ이남호

한화장품학회지, 제48권 제 2 호, 2022

98

1. 서  론 

피부에서 염증은 매우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아토피성 피

부질환, 여드름성 피부질환, 광 민감성 피부질환 및 민감성 

피부질환의 생리학적 기본 기전은 염증 반응의 과정을 거치

며, 다양한 염증 현상에 의해 진피층을 파괴하는 효소들인 

hyaluronidase, elastase, collagenase 등의 발현이 증가하여 피부

의 노화 및 주름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1]. 대식세포

(macrophage)는 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주요 세포로 알려져 있

으며, 자극에 노출되거나 면역세포들이 분비하는 사이토카인

(cytokine) 등에 의해 활성화되며, 감염초기에 nitric oxide (NO)

와 사이토카인을 생산하여 생체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2]. 항염증제는 피부 진정과 여드름, 아토피에 관련하여 피부 

자극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3]. 항염증제로 이용되고 있는 물질로 비스테로이드 계통의 

benzydamine, indomethacin 등이 있으며 스테로이드 계통의 

dexamethasone, hydrocortisone 등이 사용되고 있다[4,5]. 그러나 

이러한 물질들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특히 스테로이드 계통의 

경우 피부위축, 불면, 불안 등의 부작용을 동반하고 있다. 따

라서 피부에 안전성이 우수하고 부작용이 없는 천연 식물에

서의 항염 효능을 갖는 물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6].

생체 내에서 정상적인 대사과정을 통해 사용되는 산소 

중 일부는 유해한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으로 변하게 된다. 활성산소는 안정한 형태인 삼중항산소

(3O2)가 환원되어 생성되며 superoxide anion radical (·O2

-), 

hydrogen peroxide (H2O2), hydroxyl radical (·OH), singlet 

oxygen (1O2)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유해 활성산소는 대부

분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자유 라디칼이다. 과도한 활성산

소 생성은 신체에 악영향을 끼쳐 각종 질병과 노화를 유발

하는 주범이 되고 있다[7,8].

천연물의 추출 방법으로는 일반적으로 유기용매(에탄올 

등) 또는 열수 추출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에탄올 사용 

시 농도가 증가할수록 유효성분의 함량은 증가하나 추출

물 제조 수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높은 제조 경비 

및 잔류로 인한 안전성 이슈 등이 존재한다. 또한 열수추

출에 사용되는 물은 안전한 추출 용매로 에탄올 대비 수율

이 높으나, 고온 장시간 추출로 인한 생산성의 저하, 유효

성분의 함량 감소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천

연물의 유효 성분 추출에는 보다 효과적이며 경제적이고 

안전한 추출 방법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진다[9-11].

아임계 수(subcritical water, SW)는 물의 끓는점(100 ℃)

과 임계 온도(374 ℃) 사이에 압력이 가해진 상태(< 22.1 

MPa)에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물로 가압 열수(pressurized 

hot water) 또는 과열된 물(superheated water)이라고 한다. 

아임계 수 추출(subcritical water extraction, SWE)은 기존의 

환류 냉각 추출 등과 비교하여 추출 시간이 짧고 적은 양

의 용매가 소모되며 온도와 압력 조절을 통해 용매의 극성

을 폭넓게 조절함으로써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선택적 추

출을 가능하게 한다[12,13]. 산, 알칼리 등 촉매 없이 물·열·

압력으로 처리하므로 아임계 수 추출은 친환경 공법이며, 

추출시간도 5 ∼ 30 min 정도로 짧은 것이 장점이다. 또한 

아임계 수 추출은 순수한 물을 용매로 사용하여 안전하며 

수율 향상 등의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추출 방법이다.

동백(Camellia japonica)은 쌍떡잎식물로 물레나무목 차나

무과의 상록교목으로 나무와 꽃은 관상용으로 많이 사용하

며, 겨울에 꽃이 핀다하여 동백이란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주로 동백 종자에서는 기름을 짜서 여러 다양한 용도로 이

용되고 있으며, 동백나무 꽃을 말린 것을 ‘산다화’라고 하며 

지혈하는 용도의 한약재로 쓰인다. 동백 꽃 추출물의 효능 

및 성분 연구로는 대부분 유기용매(에탄올 등) 및 열수 추

출물에 대한 항산화, 항균 효능이 보고되어 있으며[14-17], 

플라보노이드 등을 포함하여 페놀성 화합물이 다량 함유되

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18,19]. 또한 동백 꽃에서 분리한 트

리터페노이드 배당체인 camellioside B가 멜라닌 생성 억제 

활성(미백) 및 섬유아세포 증식에 도움을 준다는 효능 연구

가 보고되어 있다[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이고 친

환경 추출방법인 아임계 수 추출법을 활용한 동백 아임계 

수 추출물의 항염, 항산화 효능 및 gallic acid의 함량을 기존

의 추출방법(에탄올 및 열수)과 비교 연구하여 효율적인 아

임계 수 추출 조건을 확립하고 동백 아임계 수 추출물의 천

연 화장품 원료로써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동백 꽃은 2021년 5월에 제주생물자

원(주)(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구입한 동백 꽃은 

열풍건조 및 분쇄하여 냉장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2.2. 동백 아임계 수, 70% 에탄올 및 열수 추출물 제조

건조 및 분쇄된 동백 꽃 1 g과 모래 10 g을 40 mL 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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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추출 셀에 충진한 후, 아임계 추출장치(SpeedExtractor 

E-916, BUCHI, Switzerland)에 장착하였다. 아임계 추출조

건은 135 ℃, 150 ℃, 165 ℃ 및 180 ℃, 70 bar의 4 가지 

조건으로 15 min 동안 추출하였으며, 추출 용매로는 증류

수를 이용하였다. 얻어진 아임계 추출액은 감압 농축하고 

동결건조시켜 분말형태의 아임계 수 추출물을 얻었다. 

70% 에탄올 및 열수 추출물은 건조, 분쇄된 동백 꽃 5 g을 

70% 에탄올 및 증류수 200 mL에 넣고 실온 또는 100 ℃

에서 4 h 동안 교반하여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용액을 여

과하여 걸러진 여액을 감압 농축하고 동결건조시켜 분말

형태의 추출물을 얻었다.

2.3. 항염 활성

2.3.1. 세포배양

Murine macrophage cell line인 RAW 264.7 cell은 American 

Type Cell Culture (ATCC, USA)로부터 분양 받아 100 

U/mL penicillin, 100 µg/mL streptomycin (GIBCO Inc., USA) 

및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Inc., USA)이 함유

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GIBCO 

Inc., USA) 배지를 사용하여 37 ℃, 5% CO2 항온기에서 배

양하였으며, 2 ∼ 3일에 한 번씩 계대 배양하였다.

2.3.2. Nitric Oxide (NO) 생성 억제 활성

48 well plate에 1 × 105 cells/well로 세포를 분주하고 37 ℃, 

5% CO2 조건하에서 18 h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였다. 100 

ng/mL의 LPS (Sigma, USA)를 포함하는 배지로 교환 후, 

시료를 농도별로 각각 첨가하여 24 h 배양하였다. 이후 

세포배양 상등액 100 µL와 Griess 시약(1% sulfanilamide, 

0.1% naphthylethylenediamine in 2.5% phosphoric acid) 100 

µL를 혼합하여 96 well plate에서 10 min 동안 반응 시킨 

후 54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생성된 NO의 양은 

Griess 시약을 이용하여 세포배양액 중에 존재하는 NO2

-의 

형태로 측정하였고, sodium nitrite (NaNO2)를 standard로 사

용하여 정량하였다.

2.3.3. 세포독성 평가(MTT Assay)

MTT assay는 RAW 264.7 세포를 48 well plate에 1 × 105 

cells/well로 분주하고 37 ℃, 5% CO2 조건하에서 18 h 전배양 

후, LPS와 시료를 농도별로 동시에 처리하여 24 h 배양하였

다. 이후 500 µg/mL의 농도로 MTT (3-(4,5- dimethylthiazol- 

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Biosesang, Korea)를 첨

가하여 37 ℃에서 3 ~ 4 h 동안 반응시킨 후, MTT 용액을 

제거하였다. 여기에 DMSO를 가하여 살아있는 세포와 반

응하여 생긴 formazan 침전물을 용해시키고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 생존률(%)을 계산하였다.

2.4. 항산화 활성

2.4.1.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Sigma, USA) 라디칼 

소거 활성 실험은 Blois 방법[21]을 응용하였고 96 well plate

에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 용액 20 µL와 0.2 mM DPPH 용

액 180 µL를 혼합하여 상온에서 10 min 간 반응시킨 후, 

5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소거 활성

(scavenging activity) 백분율이 50%일 때의 농도(SC50)를 계

산하였으며 양성 대조군으로는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Sigma, USA)를 사용하였다.

2.4.2.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Sigma, USA) 양이온 라디칼 소거 활성은 Re 등의 방법[22]

을 응용하였고, 7.4 mM ABTS와 2.6 mM potassium persulfate 

(Sigma, USA)를 혼합하여 실온 및 암소에서 16 h 동안 반응

시켜 ABTS+ 라디칼을 형성시켰다. 이 용액을 에탄올로 희석

하여 700 nm에서 흡광도가 0.78 ± 0.02가 되도록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96 well plate에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 용액 20 

µL와ABTS+ 용액 180 µL를 혼합하여 상온에서 15 min 간 반

응시킨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소거 

활성(scavenging activity) 백분율이 50%일 때의 농도(SC50)를 

계산하였으며 양성 대조군으로는 BHT를 사용하였다.

2.5. Gallic Acid의 함량 분석

동백 꽃의 주성분인 gallic acid (Sigma, USA)의 함량을 

확인하기 위해 HPLC (Alliance, Waters Co., USA), Kromasil 

100-5-C18 (4.6 × 250 mm, AkzoNobel, Netherlands) 컬럼을 

사용하여 정량 분석하였다. 각 추출물과 표준품은 메탄올

에 녹여 PTFE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준비하였다. 이동상

은 0.1% 아세트산을 포함하는 증류수(용매 A)와 아세토나

이트릴(용매 B)을 사용하였으며 유속은 0.8 mL/min, 주입

량은 10 µL로 하였고 검출기는 UV detector (270.7 nm)를 

사용하였다. 용출조건은 gradient mode로 12 min 동안 용매 

B를 2 ∼ 7.2%의 비율로 변화시키면서 용출시켰다. 농도

별로 제조한 gallic acid의 peak 면적을 구하여 회귀 방정식

을 이용한 검량선을 작성하여 정량하였으며, 검량선의 r2 

값은 0.999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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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통계 분석

모든 실험은 3 회 반복으로 이루어졌으며, 실험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또한 excel software (version 

2022, Microsoft Corp., USA)의 student’s t-test로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동백 꽃 아임계 수 추출 수율

동백 꽃 아임계 수 추출물(SWE)의 항염 및 항산화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기존의 보편적인 추출방법(열수 및 70% 에탄

올)의 추출물과 수율, 효능 및 gallic acid의 함량을 비교하였

다. 동백 꽃 아임계 수 추출물은 온도를 변수로 하여 4 가지 

조건(135 ℃, 150 ℃, 165 ℃ 및 180 ℃, 70 bar)으로 15 min 

동안 추출하였으며, 감압 농축 및 동결건조하여 분말 형태의 

추출물을 얻어 각 추출물의 수율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150 ℃ 

이상에서 추출한 아임계 수 추출물의 수율이 70% 에탄올 및 

열수 추출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80 ℃, 70 bar의 추

출조건에서의 수율이 57.9%로 열수 추출물(28.1%) 보다 2 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1). 

3.2. 동백 꽃 아임계 수 추출물의 항염 활성

동백 꽃 아임계 수 추출물의 항염 효능을 확인하기 위

해, LPS로 자극된 RAW 264.7 대식세포를 이용하여 NO 생

성 억제 활성 및 세포독성을 측정하였다. 그람 음성균의 

세포외막에 존재하는 내독소로 잘 알려진 LPS는 대식세포 

또는 단핵구를 자극하여 tumor necrosis factor (TNF)-α, 

interleukin (IL)-1β, IL-6와 같은 염증 매개성 사이토카인들

의 분비를 촉진하며 NO의 대량 생성에 관여하게 되어 숙

주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

료에 대한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식세포에 LPS 

자극을 가하여 NO 및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23,24]. 동백 

아임계 수 추출물의 NO 생성 억제 효능을 확인한 결과, 

165 ℃ 및 180 ℃, 70 bar 조건에서 추출한 아임계 수 추출

Extraction Method Time
Sample 

(g)

Extract 

(g)

Yield 

(%)

70% Ethanol 4 hr 5 1.062 21.2

Hot Water 4 hr 5 1.404 28.1

Subcritical

Water

135 ℃, 70bar 15 min 1 0.180 18.0

150 ℃, 70bar 15 min 1 0.309 30.9

165 ℃, 70bar 15 min 1 0.432 43.2

180 ℃, 70bar 15 min 1 0.579 57.9

Table 1. Extraction Condition and Yield of C. japonica Flowers

Extract by Various Extra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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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ffects of subcritical water extract (SWE), 70% EtOH and hot water extract from C. japonica flowers on NO production (A) and

cell viability (B)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The cells were stimulated with 100 ng/mL of LPS only, or with LPS plus 

various extract from C. japonica flowers for 24 h. The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triplicate experiments.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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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효능이 70% 에탄올이나 열수 추출물보다 높게 나타

났다. 특히, 아임계 수 추출물은 고농도(200 µg/mL)에서도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NO 생성을 농도 의존적

으로 저해시키는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하였다(Figure 1). 

3.3. 동백 꽃 아임계 수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인체에 유해한 활성산소(ROS)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해

인자는 hydroxyl radical (·OH)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체내

에서 진행되는 유해한 과산화작용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라

디칼 인자를 제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DPPH는 비교적 

안정한 hydrazyl 라디칼 화합물로서, 항산화 기질과 반응하

여 중성인 hydrazin으로 변환되며 DPPH 용액의 변색이 수

반된다. 식물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법으로서 

DPPH 용액의 흡광도 변화를 추적하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

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ABTS+를 이용한 항산화능의 측

정은 potassium persulfate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ABTS+ 

유리 라디칼이 항산화 물질에 의해 제거되어 라디칼 특유

의 색인 청록색이 탈색되는 것을 이용한 방법이다. DPPH 

assay와 마찬가지로 인위적인 라디칼을 제거하는 작용 기작

이 공통적이며, DPPH 라디칼 제거능과 유의적인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동백 아임계 수 추출물에 

대한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실험 결과 70% 에

탄올 및 열수 추출물과 유사한 라디칼 소거 활성이 나타남

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온도 조건별 아임계 수 추출물 간

의 활성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2, Table 2).  

Extraction Method
SC50 (µg/mL)

DPPH Radical ABTS+ Radical

70% Ethanol 191.8 84.3

Hot Water 187.5 102.3

Subcritical

Water

135 ℃, 70bar 276.5 110.8

150 ℃, 70bar 232.7 105.8

165 ℃, 70bar 267.0 123.1

180 ℃, 70bar 243.8 120.7

Positive Control (BHT) <50 <50

Table 2. SC50 Values of C. japonica Flowers Extract by Various 

Extra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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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PPH (A) and ABTS+ (B)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subcritical water extract (SWE), 70% EtOH and hot water extract 

from C. japonica flowers. The data are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control and represent the mean ± SD of triplicate experiments.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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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동백 꽃 아임계 수 추출물의 Gallic Acid 함량 분석

동백 꽃에서 분리 보고된 페놀성 화합물[18,19]에 대한 

HPLC 분석 결과 동백 꽃의 주성분은 gallic acid로 확인되

었다. Gallic acid는 천연 식물에 풍부히 함유되어 있는 폴

리페놀 화합물로 식품산업에서 널리 쓰이는 항산화제이며 

전신 독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gallic 

acid의 효능으로는 항산화[26] 외에 항염[27], 항암[28], 간기

능 보호[29], 미백 활성[30] 등이 보고되어 있다. 동백 꽃의 

아임계 수, 70% 에탄올 및 열수 추출물에서 gallic acid의 

함량을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조건별 

아임계 수 추출물 모두에서 기존 70% 에탄올 추출물보다 

함량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150 ℃ 및 165 ℃, 

70 bar 조건의 아임계 수 추출물에서 gallic acid의 함량은 

각각 1.46 mg/g, 1.62 mg/g으로 열수 추출물(1.22 mg/g) 보다

도 더 함유량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Figure 3).  

4. 결  론

아임계 수 추출 기술은 안전성, 경제성, 친환경 등 장점

이 많으므로 기능성 강화, 공정 최적화, 수율 향상, 원가 

절감 등의 목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유망한 분야이다. 그러

나 아직까지 동백 꽃을 활용한 아임계 수 추출물에 대한 

효능 연구는 알려진 바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동백 꽃

의 온도 조건별 아임계 수 추출물을 제조하여 기존의 보편

적인 추출법인 70% 에탄올 및 열수 추출물과의 항염, 항

산화 효능 및 gallic acid의 함량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150 ℃ 이상에서 추출한 아임계 수 추출물의 수율이 기존 

추출물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180 ℃, 70 bar 조건에

서의 수율이 57.9%로 열수 추출물(28.1%) 보다 2 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동백 꽃 아임계 수 추출

물의 항염 활성 실험 결과 165 ℃ 및 180 ℃, 70 bar 조건

에서 추출한 아임계 수 추출물은 세포에 대한 독성 없이 

NO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였으며, 이는 70% 에탄올이나 열수 추출물보다 더 효

능이 우수하였다. 또한 항산화 활성 실험에서는 동백 꽃 

아임계 수 추출물이 70% 에탄올 및 열수 추출물과 유사한 

(A)

(C)

(B)

(E) (F)

(D)

Figure 3. HPLC chromatogram of 70% EtOH (A), hot water (B), subcritical water extract (135 ℃ (C), 150 ℃ (D), 165 ℃ (E), 180 ℃

(F)) from C. japonica flowers.

Extraction Method Gallic Acid (mg/g)

70% Ethanol 0.56

Hot Water 1.22

Subcritical

Water

135 ℃, 70bar 0.94

150 ℃, 70bar 1.46

165 ℃, 70bar 1.62

180 ℃, 70bar 0.62

Table 3. Content of Gallic Acid from C. japonica Flowers Extract

by Various Extrac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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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칼 소거 활성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동백 꽃의 주성분

인 gallic acid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165 ℃, 70 bar 조건의 

아임계 수 추출물에서 함량이 1.62 mg/g으로 함유량이 가

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동백 꽃 아임계 수 추출물은 항염 및 항산화 효과를 갖는 

친환경 천연 화장품 소재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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