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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hough many studies have described the physiological effects of bee products, such as honey, prop-
olis, pollen, and royal jelly, the health benefits of honeycomb remain incompletely characterized. We 
performed a comparative study of the antioxidant properties of honey and honeycomb extracts using 
two different solvents (water and 95% ethano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otal phenolic and fla-
vonoid content of the honeycomb extract was higher than that of the honey extract. They also demon-
strated that water was more effective than ethanol in extracting total phenols. The in vitro antioxidant 
properties of the water honeycomb extract were evaluated using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and nitric oxide (NO•) radical scavenging assays and ferrous ion chelating and reducing power 
assays. The antioxidant activity of the honeycomb extract exhibited was higher than that of the honey 
extract. The 50% effective concentrations (EC50) of the honeycomb extract were 7.3±0.26 mg/ml for 
scavenging DPPH radicals, 6.1±0.22 mg/ml for scavenging NO• radicals, 6.9±0.44 mg/ml for chelat-
ing ferrous ions, and 8.2±0.11 mg/ml for reducing power. A correlat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to-
tal phenolics and flavonoids of the honeycomb extract were the major contributors to the radical scav-
enging activity, ferrous ion chelating, and reducing power. The honeycomb extract was effective in 
protecting biological systems against various oxidative stresses in vitro. This is the first report on the 
antioxidant properties of honeyco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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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벌꿀은 예로부터 천연감미료 및 약용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현재에도 제과류, 과실, 음료 등에 첨가물로 사용할 뿐만 아니

라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9]. 벌꿀은 밀원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인 당 성분은 단당류로써 높은 에너지로 섭취 시 신체 

흡수가 빨라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며 멜라닌 생성 억제 활성, 

항균, 항암, 항산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생리활성 관련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기능성 소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9, 

12]. 뉴질랜드산 마누카꿀은 그 대표적 예로서 상처 치료 및 

화상치료제로 쓰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원료로 많이 이용되

고 있는데 특히 메틸글리옥살(methylglyoxal) 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항균력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1]. 

벌집채꿀은 꿀벌이 체내에서 꿀을 소화시켜 만들어지는 밀

랍 내부에 벌집을 만들고 그 안에 꿀을 생산한 벌집을 통째로 

숙성시켜서 만들어진 것으로 프로폴리스, 화분, 로얄제리, 벌

꿀, 천연밀랍벌집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종합적 양봉산물

로서 2, 3차 가공을 통해 화장품, 의약품, 각종 제품의 기초소

재, 식품첨가제, 건강보조식품으로 제조 판매되고 있다. 프로

폴리스는 꿀벌들이 수목류의 성장점 보호 물질이나 진액을 

수집하여 타액과 혼합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벌집 내로 침입하

는 미생물이나 외부에서 침입하는 물질에 대하여 부패를 억제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28], 에탄올 추출물에서 높은 환원력

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람 양성균에서 높은 항균활성을 보

였고 A549 (폐암세포)에 대하여 높은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

[19]. 로얄제리는 벌집 내에서 벌의 유충이나 여왕벌유충의 먹

이로써 오래 전부터 기능성물질이 풍부하다 알려져 있는데, 

10-HDA라는 성분에 의한 항암효과[27]와 멜라닌 생성억제, 

세포 내 ROS 감소 효과 등 여러 연구들에 의해 생리활성 효과

가 입증되어 많은 기능성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5, 6]. 최근에

는 벌집밀랍에서 추출한 고분자 지방족알코올의 혼합물인 비

즈왁스 알코올(beeswax alcohol)이 위점막을 보호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24]이 확인되어 국내외에서 건강보조식

품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다.

활성산소는 호흡을 통해 체내로 유입된 산소가 미토콘드리

아, 식세포 혹은 세포질에서 대사 과정 중에 생성되는 반응성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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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매우 높은 유리 라디칼로서 생체 내로 이물질이 침입했을 

시 방어 시스템의 역할을 하지만 과량으로 존재하게 되면 세

포막, 단백질, DNA, 효소 등을 손상시키게 되어 노화를 촉진

할 뿐만 아니라 동맥경화, 고지혈증, 뇌졸중 및 백내장, 당뇨 

등과 같은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16, 25]. 따라서 생체 내에서

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여러 효소들이 존재하여 산화 

반응을 방지하려고 노력하지만 잘못된 식습관, 환경오염, 스

트레스 등과 같이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과량으로 활

성산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산화 환원의 균형을 맞추

기 위한 항산화 물질 개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6, 25]. 

최근 벌집채꿀을 활용한 식품의 다양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체계적인 인체 작용 연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벌

집채꿀을 통해 많은 양봉산물이 생산되는 만큼 벌집채꿀에 

대한 무한한 가능성에 비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연구가 전무

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벌꿀과 벌집채꿀의 항산

화 성분과 활성을 측정하여 비교 분석함으로써 잠재적 천연물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 벌집채꿀의 활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재료  방법

시료의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된 벌꿀 및 벌집채꿀은 2014년도에 제주도 

지역 야생화로부터 채밀한 벌꿀 및 벌집채꿀을 ㈜한라산 식품

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벌집채꿀은 잘게 분쇄하여 시

료와 용매가 500 g/l가 되도록 물, 95% 에탄올을 첨가하여 

준 뒤 60℃의 shaking incubator에서 3시간 간격으로 3번 나누

어서 추출하였다. 추출 후 벌집의 천연밀랍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20℃에서 48시간 동안 냉동보관 한 뒤 paper filter로 

반복여과 하여 매회 여과한 여액을 수집하였고 0.45 μm sy-

ringe filter로 재차 여과하여 사용하였다[19]. 벌꿀의 경우 벌

집채꿀 추출물과 같은 조건으로 시료를 제조하였고 왁스성분

을 제거할 필요가 없으므로 shaking incubator에서 제조를 마

친 후 냉장보관 한 뒤에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여과하였다.

실험 시약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에 사용된 시약인 Folin- 

Ciocalteu는 Merck & Co. (Germany), gallic acid 및 rutin은 

Sigma Chemical Co. Ltd. (St. Louis, MO, US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항산화능 측정 실험에 사용된 시약인 iron (II) 

chloride는 Alfa aeser Co. Ltd. (UK), trichloroacetic acid는 

Merck에서 구입하였고,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sodium nitroprusside , griess reagent, ferrozine, potassium 

ferricyanide (III) 등은 Sigm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은 Kim 등[17]의 방법에 의해 실행하

였다. 시료용액 30 μl와 증류수 150 μl, 95% 에탄올 30 μl, 50% 

Folin-Ciocalteu reagent 15 μl를 첨가하여 잘 혼합하고 5분간 

실온에 방치하였다. 5분간 반응시킨 후 5% NaCO₃ 30 μl 를 

가하여 혼합하고 차광한 상태에서 1시간 동안 실온에 발색시

킨 후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을 통해 총 폴

리페놀 함량을 구하였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Kim 등[17]에 의한 방법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실험에 앞서 준비한 시료 30 μl를 증류수 120 

μl, 5% NaNO2 9 μl와 함께 혼합하여 6분간 방치한 후 10% 

AlCl3 9 μl를 첨가해 6분간 반응시킨다. 그 다음 1 M NaOH 

60 μl 및 증류수 72 μl를 혼합하여 15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키고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rutin을 사용하

여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mg rutin equivalent/100 g dry 

weight)을 산출하였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Kim 등[14]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0-10 mg/ml농도로 희석된 

시료 100 μl를 96-well plate에 분주한 뒤 동량의 0.4 mM 

DPPH 용액을 혼합하여 10분 동안 암반응 시켜주고 517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를 대조구와 비교하여 감소

된 흡광도로부터 radical 제거율을 계산하였고, 50%의 DPPH 

radical을 소거하는 유효농도(EC50)를 계산하였다. 

Nitric oxide 소거 활성

Nitric oxide 소거능은 Kim 등[14]의 방법에 따라서 96-well 

plate에 농도 별로 희석한 시료 50 μl와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pH 7.0)에 녹인 10 mM sodium nitroprusside 

50 μl를 첨가하여 25℃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여기에 

griess reagent 100 μl를 가한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여 무첨가군의 흡광도를 첨가군과 비교하여 NO• 소거 효과

에 대하여 계산하였고, NO•를 50% 소거하는데 유효한 농도

(EC50)를 나타내었다. Griess reagent는 5% polyphosphoric 

acid를 함유하는 1% sulfanilamide와 0.1% N-1-naphthyl-

ethylene diamine dihydrochloride를 사용직전에 1:1 (v/v)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Ferrous ion chelating 활성

Chelating 활성은 Kim 등[15]에 의한 방법을 통해 측정하였

다. 시료를 96-well plate에 250 μl 분주하고 2 mM ferrous 

chloride (FeCl2) 5 μl 을 첨가한 뒤 5 mM ferrozine[3-(2-p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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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of the water and ethanol extract from honey and honeycomb

Solvent
Total phenolic contents 

(GAE1) mg/100 g)

Total flavonoid contents 

(RE2) mg/100 g)

Water
Honey

Honeycomb

192.9±4.24

268.9±10.47*,#
42.3±2.36

54.2±2.36
*

Ethanol
Honey

Honeycomb

193.3±3.11

229.5±3.11*
44.4±1.55

50.6±0.0
*

1)GAE (Gallic acid equivalent). 2)RE (Rutin equivalent).

All values are mean ± S.D. from three separated experiments.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honey
* and the ethanol 

extract of honeycomb# by Student’s t-test (p<0.05).

idyl)-5,6-diphenyl-1,2,4-triazine-p,p’-disulfonid acid mono-

sodium salt hydrate] solution을 10 μl을 혼합하였다. 실온에

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6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추

출용매를 대조구로 사용하여 시료와의 흡광도 차이를 통해 

chelating 효과를 조사하였으며, ferrous ion chelating 50% 활

성에 유효한 농도(EC50)를 계산하였다.

환원력 측정

환원력은 Kim 등[15]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농도별

로 준비한 벌꿀 및 벌집채꿀 시료 300 μl를 취하고, 200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6) 300 μl 및 1% potassium 

ferricyanide를 300 μl를 혼합하여 50℃에서 20분간 진탕 반응

하였다. 반응시킨 혼합액에 10% trichloroacetic acid 300 μl를 

가하여 반응을 중단시키고 만약 침전물이 생길 경우 650 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 시켰다. 상층액을 100 μl를 취하고 증류

수 100 μl 및 0.1% ferric chloride 20 μl 를 혼합한 후 70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환원력은 대조구의 흡광도와 비교하

여 계산하였고, OD값이 0.5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

(EC0.5)를 나타내었다. 

통계방법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결과치는 Student’s t-test 검정에 의

한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결과  고찰

총 폴리페놀 함량

용매별 벌꿀과 벌집채꿀 추출물에 대한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벌집채꿀의 총 폴리페놀은 물 

추출 시 268.9±10.45 mg/100 g으로 에탄올 추출물(229.5±3.11 

mg/100 g) 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는데(p<0.05), 

이는 추출 용매에 대한 용해력의 차이로 기인되었다 생각된

다. 또한 본 연구에서 벌집채꿀이 벌꿀과 비교하여 128% 이상 

높은 총 폴리페놀 함량을 보였는데(Table 1), 이는 벌집채꿀이 

꿀 외에도 프로폴리스, 천연밀랍, 로열젤리, 벌집, 화분 등 많

은 활성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향후 벌집채

꿀의 개별성분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

다 사료된다.

Choi 등[3]의 연구에서 밤꿀이 가장 높은 폴리페놀 함량

(0.67 mg/ml)을, 아카시아꿀이 가장 낮은 함량(0.06 mg/ml)

을 보였는데, 본 실험결과의 벌집채꿀 물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을 환산하여(0.20 mg/ml) 이 수치들과 비교했을 때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Table 1). 이와 

같이 벌꿀 및 벌집채꿀에 대한 총 폴리페놀 성분 및 함량은 

생산지역 및 시기뿐만 아니라 밀원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향후 이에 대한 비교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

료된다. 

벌꿀의 경우, 사용 추출 용매와 상관없이 유사한 총 폴리페

놀 함량을 보였는데(Table 1), 이는 Han 등[8]의 연구에서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지닌 것으로 기술된 제주산 감귤꿀(81 mg 

GAE/100 g) 보다 월등하게 높은 폴리페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총 라보노이드 함량

벌집채꿀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물 추출물이 54.2 

mg/100 g, 에탄올 추출물이 50.6 mg/100 g으로 용매에 따른 

통계적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며, 벌꿀 역시 같은 경향을 보

였다(Table 1).

총 폴리페놀 함량 결과와 마찬가지로 벌집채꿀 물과 에탄올 

추출물들(54.2 mg/100 g과 50.6 mg/100 g)이 벌꿀 추출물들

(42.3 mg/100 g과 44.4 mg/100 g)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보였다(Table 1). 일반적으로 벌꿀의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색이 진할수록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3], 본 연구에서 사용된 벌꿀은 비교적 맑은 

편이나 벌집채꿀은 진한 암갈색을 띠어 이와 부합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Kim 등[13]의 연구에서, 메밀꿀(171 μg 

GAE/g)이 유채꿀(126 μg GAE/g) 보다 높은 총 폴리페놀 함

량을 보인 반면 메밀꿀(99 μg quercetin equivalent/g)의 총 

플라보노이드는 유채꿀(102 μg quercetin equivalent/g)에 비

해 낮은 함량을 보여, 유채꿀이 가지는 폴리페놀성 화합물 중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높은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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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water extract 

from wildflower honey and honeycomb at various con-

centrations (0-10 mg/ml). All values are mean ± S.D. 

from three separated experiments.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oney by Student’s t-test (p<0.05).

Fig. 2. Nitric oxide scavenging activity of water extract from 

wildflower honey and honeycomb at various concen-

trations (0-10 mg/ml). All values are mean ± S.D. from 

three separated experiments.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oney by Student’s t-test (p<0.05).

함량을 나타낸 벌꿀과 벌집채꿀 추출물들의 성분 비율을 비교

하였을 때 총 폴리페놀 화합물 중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약 

20-24%의 낮은 비율을 가지는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Table 1). 

따라서 향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야생화 채밀 벌꿀과 벌집채

꿀의 어떤 비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플라보노이드와 함께 항산

화 활성과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

다고 사료된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  

DPPH는 진한 보라색을 띠는 안정한 free radical이고 항산

화 물질을 처리했을 때 radical이 환원되어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항산화 활성을 측정할 수 

있다[10]. Fig. 1에서 보여지듯이 시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DPPH 소거 활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가장 높은 농도인 10 mg/ml에서 벌꿀은 30%, 벌집채꿀은 

60%의 소거활성을 보였다. DPPH radical을 50% 소거하는 유

효농도(EC50) 값에서도 벌집채꿀은 7.3 mg/ml로 벌꿀(17.4 

mg/ ml)에 비해 우수한 DPPH radical 소거 능력을 보였다

(p<0.05) (Fig. 1). 이 결과는 Kim 등[12]의 지역별 밤꿀과 벌집

채꿀을 비교했을 때 순창지역의 밤꿀이 우수한 DPPH radical 

소거능을 가지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7가지 밀원별 벌꿀의 DPPH 소거활성에 대한 EC50 값을 비교

한 Bertoncelj 등[2]의 연구결과 가장 높은 소거능을 보인 포리

스트꿀(7.2 mg/ml)과 유사한 EC50 값을 보였다. 

Nitric oxide소거 활성

Nitric oxide 는 생체 내에서 nitric oxide synthase (NOS)에 

의해 생성되어 외부 침입 미생물이나 종양세포에 대한 방어 

또는 혈액응고 및 혈압조절 등의 역할을 하지만 과량으로 존

재할 시 DNA 합성 억제, 각종 효소의 작용을 억제, 세포 손상 

및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superoxide (O2
-)와 반응하여 독성과 

반응성이 높은 산화제인 peroxynitrite (ONOO-)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26, 30]. 벌꿀 및 벌집채꿀 추출물을 

0, 0.5, 1, 5, 10 mg/ml 의 농도로 측정했을 때 NO• 소거 활성

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농도 의존적인 NO• 소거 

활성 증가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0.5 mg/ml에서 NO• 

소거능은 벌꿀이 18%, 벌집채꿀은 23%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10 mg/ml에서 그 소거능이 각각 1.6배, 3배 증가하

였다(Fig. 2). 벌집채꿀의 EC50값은 6.05 mg/ml로 벌꿀(21 

mg/ml)에 비해 유의적으로 뛰어난 NO• 소거 활성을 보였다

(p<0.05).   

기존 문헌에서 양봉산물 중 하나인 로얄제리의 저장방법에 

따라서 NO• 소거능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실온 보관에

서는 1개월 이내에 소거활성이 감소하였고 4℃에서 보관한 

경우 6개월 이후부터 소거활성이 감소한 반면에, -20℃에서는 

유의적인 감소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7]. 본 연구의 벌집채

꿀 또한 온도나 보관 기간에 따른 항산화 활성 및 생리활성 

물질의 변화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errous ion chelating 활성

Fe2+, Cu2+ 등과 같은 금속은 지질산화 반응을 촉매하므로 

금속의 chelating 활성이 높아질수록 촉매 감소에 따른 지질산

화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21, 29]. Ferrozine은 금속과 결합하

여 색깔이 변하는 발색제로 ferrozine과 ferrous ion의 chelat-

ing 작용이 억제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항산화 활성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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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errous ion chelating activity of water extract from wild-

flower honey and honeycomb at various concentrations 

(0-10 mg/ml). All values are mean ± S.D. from three 

separated experiments.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oney by Student’s t-test (p<0.05)

Fig. 4. Reducing power of water extract from wildflower honey 

and honeycomb at various concentrations (0-10 mg/ml). 

All values are mean ± S.D. from three separated experi-

ments. 
*Value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oney by 

Student’s t-test (p<0.05). 

타낸다[18]. 본 연구에서 야생화로부터 채밀한 벌꿀 및 벌집채

꿀 시료의 chelating 활성을 측정한 결과, 0.5-10 mg/ml까지 

농도 의존적으로 그 활성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Fig. 3). 

벌꿀은 0.5 mg/ml 농도에서 4%의 미미한 활성을 보였으나 

10 mg/ml에서는 28%로 약 7배의 활성 증가를 보였고, 벌집채

꿀 또한 9%에서 63%로 7배의 급격한 활성 증가를 보였다(Fig. 

3). EC50값을 비교한 결과, 벌집채꿀이 6.94 mg/ml로 벌꿀

(18.23 mg/ml)에 비해 우수한 chelating 활성을 가진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 3).   

지질산화 반응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chelating 활성뿐만 아

니라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측정법

이 있는데 이는 식품의 지방 산패 정도를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Johnston 등[11]의 연구에서 소고기 패티

에 꿀을 첨가하여TBARS 값을 측정한 결과 클로버꿀과 야생화

꿀이 패티의 지방산화를 저해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현재 식품에 첨가되는 합성 항산화제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천연 항산화제 개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는데[22], 본 연구결과는 우수한 chelating 활성을 나타낸 벌집

채꿀의 잠재적 식품산화방지제로서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환원력 측정 

환원력 측정은 ferric-ferricyanide (Fe3+) 혼합물이 항산화 

물질에 의해 수소를 공여하여 ferrous (Fe2+)로 환원되면서 

FeCl3와 반응해 생성되는 Perl’s prussian blue를 700 nm에서 

흡광도 값으로 나타낸 것이다[4, 20]. 0-10 mg/ml 에서 벌꿀 

및 벌집채꿀 추출물에 대한 환원력을 측정한 결과, 농도의존

적으로 환원력이 증가함을 보였다(Fig. 4). 벌꿀과 벌집채꿀 

추출물 모두 1 mg/ml까지는 농도별 흡광도 증가는 미미하였

으나 5 mg/ml부터는 흡광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환원력

이 유의적으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700 nm에서의 

OD 값이 0.5에 도달하기 위한 농도(EC0.5)를 비교한 결과 벌집

채꿀이 8.2 mg/ml로 벌꿀(17.7 mg/ml)에 비해 환원력이 우수

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Estevinho 등[4]의 연구에서 맑은 꿀과 짙은 색 꿀로부터 

얻은 폴리페놀 화합물의 환원력을 비교 측정한 결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환원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짙은 색 꿀

의 환원력이 더 우수함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벌

집채꿀이 벌꿀보다 좀 더 짙은 색을 띄는 것으로 보았을 때 

상기의 연구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성분과 항산화능 상 계

벌꿀과 벌집채꿀의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 여타 연구결과들과 비교했을 때 특히 폴리페놀 및 플라

보노이드 함량과 항산화 활성간의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12, 13]. 이에 따라 벌꿀 및 벌집채꿀

의 항산화 성분 함량과 항산화 활성(EC50)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항산화 활성이 증가할수록 

EC50 값이 감소하는 양상을 띄므로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

드 함량과 EC50 간에는 모두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모든 상관계수가 절대값 1에 가까운 r
2
 값을 나타내어 성분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Table 2). 또한 총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간의 상관관계에서 모두 0.05, 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

타냈는데, 총 폴리페놀 함량과 환원력 간의 상관관계에서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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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antioxidant com-

pound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water extract from 

honey and honeycomb

DPPH
3) NOS4) FCA5) RP6)

TPC1)

TFC2)
-0.949**

-0.979**
-0.964**

-0.975**
-0.875*

-0.957**
-0.989**

-0.959**

1)
TPC (Total phenolic contents). 2)TFC (Total flavonoid contents). 

3)DPPH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4)NOS (Nitric oxide 

scavenging activity). 
5)FCA (Ferrous ion chelating activity). 6)RP 

(Reducing power).

p-values of <0.05
* and <0.01** were considered highly statisti-

cally significant.

-0.989로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Table 2). 플라보노

이드 함량과 항산화 활성간의 상관관계 역시 r2 값이 모두 0.9 

이상으로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

은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chelating 활성과의 상관관계에서 r2= 

-0.957로 0.01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냈는데, 폴리페놀과의 

상관관계에서 r2= -0.875로 0.05 수준에서 유의한 것과 비교했

을 때 chelating 활성은 총 폴리페놀 화합물 중 비플라보노이

드 물질보다는 플라보노이드 물질과 더 큰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요   약

벌꿀, 프로폴리스, 로얄젤리, 천연밀랍 등과 같은 양봉산물

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음에도 아직까지 벌집채꿀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야생화로부

터 채밀한 제주 지역의 벌꿀 및 벌집채꿀의 기능성 성분 분석 

및 항산화 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

이드 함량은 각각 268.86 mg gallic acid equivalent/100 g, 54.2 

mg rutin equivalent/100 g을 나타낸 벌집채꿀 물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벌꿀 및 벌집채꿀의 항산화 활

성을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

으며 이를 EC50 값으로 환산했을 때 벌집채꿀이 유의적으로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벌꿀과 벌집채꿀에 함유되어 있는 생리활성물질과 항산화 활

성이 높은 연관성이 있으며,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

량과 항산화 활성이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상

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양봉산업 활성에 기여할 수 있는 

벌집채꿀의 기능성 식품 및 의약제제로써의 개발 가능성이 

제시되어 이를 검증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능성 실험 및 동물

실험 등의 평가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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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야생화로부터 채밀한 제주 지역 벌꿀 및 벌집채꿀의 페놀성분 분석과 항산화 활성 비교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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