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피부는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자극, 상처 등 다양

한 외부 요인들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능의 가장 중

요하고 거대한 표면장벽이다. 이러한 외부자극들 또는 

그로 인한 대사산물들은 체내에서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 ROSs)로 작용하여 염증(inflammation), 

심혈관계 질환(cardiovascular disease), 암(cancer), 조로

(premature agina) 등의 질병을 유발시킨다[1]. 피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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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흑구기자의 생리학적 활성을 평가하여 화장품 산업에 활용 가능한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조사하고자 흑구기자 열매에 70% 메탄올(LRM)과 열수(LRW)를 이용하여 추출물을 획득하였다. DPPH와 ABTS 

라디컬 소거능 결과 LRW 추출물 보다 LRM 추출물에서 라디컬 소거 활성이 증가하였다. FRAP 분석 결과 LRM 

추출물에서 LRW 추출물보다 FRAP 값이 1.3배 증가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LRM 추출물에서 

31.883±1.395 mg/g, LRW 추출물에서 27.748±2.741 mg/g으로 확인되었다. LRM 추출물은 LPS 자극 후 

RAW264.7 세포에서 NO 생성을 억제하였다. 또한 LRM 추출물은 LPS에 의한 COX-2, PGE2, IL-6 및 TNF-α의 

발현을 저해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 흑구기자 열매는 화장품에 활용되는 천연 항산화 및 항염 물질로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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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e study was to evaluate the physiological activity of Lycium ruthenicum to 

investigate their potential as a raw material that can be used in the cosmetic industry. L. 

ruthenicum fruit extracts were obtained using 70% methanol(LRM) and hot-water(LRW). The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bilities were higher in the LRM extract than in the LRW extract. The 

FRAP value of LRM was about 1.3-fold greater than that of LRW. The polyphenol contents of LRM 

and LRW were 31.883±1.395 mg/g and 27.748±2.741 mg/g respectively. LRM inhibited the 

generation of NO in LPS-stimulated RAW264.7 cells. LRM also attenuated the expression of COX-2, 

PGE2, IL-6, and TNF-α induced by LPS. These results suggests that L. ruthenicum fruits could be 

use as a source of natural antioxidants and anti-inflammatory agent in cosmetic products. 

Key Words : Lycium ruthenicum Murray,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Natural source, 

Cosmetic ingredient

*Corresponding Author : Ji-An Lee(jessicajslee@naver.com)

Received March 16, 2021

Accepted May 20, 2021

Revised April 21, 2021

Published May 28, 2021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11. No. 5, pp. 190-198, 2021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21.11.05.190



융합정보논문지 제11권 제5호191

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위한 주요 항산화제로는 

ascorbic acid (vitamin C), tocopherols (vitamin 

E), carotenoids, Zn(II)-gycine, Polyphenols 등이 

있으며, 이들 가운데 폴리페놀은 과일, 야채, 곡물 등에 

풍부한 식이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다[2]. 특히 폴리페놀

이 풍부한 berry fruits는 현대인들에게 ‘superfood’로 

인식되어 그 수요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Lycium 속(genus) 식물들(goji berries 혹은 

wolfberries)은 전 세계적으로 약 80 여종이 알려져 

있으며[3], 그 중 한국에서 재배되고 있는 일반구기자

(L. chinense Miller), 중국에서 자생하는 영하구기자

(L. barbarum)와 흑구기자(L. ruthenicum Murray) 

3종이 약용, 식용, 음용 등으로 사용되어왔다[4]. 흑구

기자는 black goji berry라고도 불리며, 중국 서부 티벳

고원의 소금사막(salinized desert)에 서식하는 관목으

로 내염성(salt-tolerant)과 내건성(drought-resistant)

의 독특한 특성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최근 전통의학에서 질병 치료에 사용되어 온 흑구기

자 열매의 성분 분석 연구 결과 다당류, 페놀 화합물, 

안토시아닌, 지방산, 미네랄 등이 밝혀졌으며, 이 중 안

토시아닌과 다당류가 주요 생리 활성 화합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7,8]. 또한 흑구기자 열매의 약리학 효능으

로는 피로 방지, 면역력 증강, 방사선 손상에 따른 세포

보호 및 항산화 활성 등이 알려져 있다[9-12]. 

이에 본 연구는 흑구기자 열매 추출물의 항산화 활

성, NO 저해 활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여 화장품 

산업에서 적용 가능한 기능성 물질로서의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흑구기자 열매 추출물의 제조 

본 실험에서는 흑구기자의 열매 건조중량 100 g에 

70% 메탄올 또는 증류수를 각각 3L씩 첨가하고 60℃, 

15시간 조건으로 3회 반복 후 추출하였다. 각 추출물을 

여과(Whatman filter paper No.2), 농축(EYESA, 

N-1100 series, Tokyo, Japan)하여 동결건조(Labconco 

Co., Kansas city, MO, USA) 후 초저온냉동고에서 보

관하며,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최종 분말형태 

시료는 메탄올추출물 11.347 g, 열수추출물 19.703 g

을 얻었다.

2.2 세포주 및 세포 배양

본 실험에는 사람의 각질형성세포(human 

keratinocytes, HaCaT), 사람의 피부섬유아세포 

(normal dermal fibroblasts, NHDF), 그리고 쥐의 

대식세포주 (murine macrophage cell lines, 

RAW264.7)는 한국세포주은행(KCLB, Seoul, Korea)

으로부터 분양받아 10% FBS와 1% P/S을 포함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oC,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2.3 항산화 활성 측정

2.3.1 DPPH/ABTS 라디컬 소거능

DPPH 전자공여능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은 Blios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13]. 각 

시료(100 ㎕)는 농도별(0.02, 0.05, 0.1, 0.2, 0.5, 1 

mg/mL)로 희석하여 DPPH용액 (메탄올에 용해된 0.2 

mM DPPH) 100 ㎕와 섞은 후, 빛을 차단하여 30분간 

반응시켰다. 혼합물의 흡광도(Optical density, OD)는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측정하였다. 양성 대

조물질로 ascorbic acid (AsA)를 이용하였다.

ABTS 라디컬 소거능은 Roberta등에 의해 기술된 

방법에 따라 측정되었다[14]. ABTS⦁+ 용액은 7.4 mM 

ABTS(Sigma, St. Louis, MO, USA) 수용액과 2.6 

mM potassium persulfate 수용액을 섞어 암소 조건

에서 12∼16시간 반응시킨다. 734 nm 에서 흡광도가 

0.7(±0.02)이 되도록 메탄올로 희석시킨 ABTS⦁+ 용

액 180 ㎕와 농도별(0.02, 0.05, 0.1, 0.2, 0.5, 1 

mg/mL)로 희석된 각 시료 20 ㎕를 혼합하여 30분간 

반응시켰다. 혼합물의 흡광도는 734 nm에서 측정하였다.

2.3.2 FRAP에 의한 환원력 측정

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에 

의한 항산화 활성은 Benzie등에 의해 기술된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평가하였다[15]. 표준시약 Ferrous 

sulfate를 농도별( 0.1, 0.2, 0.4, 0.6, 0.8, 1.0 nM)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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L)을 만

들고 200 ㎕씩 분주하였다. 분주된 FRAP 용액에 농도

별로 제조한 시료 100 ㎕를 첨가한 후, 37oC에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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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반응시킨 뒤 593 nm에서 흡광을 측정하였다.

2.3.3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분석하였다[16]. 각 추출물을 농도별로 제조

한 시료와 Folin-Denis reagent를 동일한 양으로 섞

어 실온에서 5분간 방치한 후, 10% Na2CO3를 첨가하

여 암소 조건에서 반응시켰다. 1시간 후 상등액을 취하

여 96 well plate에 옮겨 55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 gallic acid(Sigma,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mg gallic acid 

equivalent(GAE)/g로 나타내었다.

2.4 세포 독성 실험

흑구기자 열매 추출물 농도에 따른 세포 독성을 알

아보기 위하여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세포 (3x104

cells/well/96 well)에 LPS (100 ng/ mL) 또는 각 추

출물을 농도별로 제조한 시료를 처리하였다. 24시간 

후, MTT 용액을 최종농도 0.5 mg/mL이 되도록 첨가

하고 4시간 동안 추가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하고 

100 ㎕의 DMSO를 첨가한 후,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5 항염 효과 측정

2.5.1 NO 생성 및 COX-2 단백질 발현 측정

면역세포의 한 종류인 쥐의 대식세포 RAW264.7 세

포를 LPS로 자극한 후 흑구기자 열매 추출물에 의한 

NO(nitric oxide)의 생성변화를 알아보고자 griess 

reagent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수행하였다.  세포

(1x105 cells/well/24 well)에 LPS (100 ng/mL)와 각 

추출물을 농도별로 제조한 시료를 처리하여 24시간 배

양하였다. Murakami등의 방법으로 세포 배양 상등액

과 griess reagent를 동일한 양으로 혼합하여 암소 조

건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뒤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17].

COX-2 단백질의 발현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western blot 분석을 Park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수행

하였다. 세포에 RIPA buffer(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를 첨가하여 30분간 얼음에서 방

치한 후 13,000 rpm, 4℃ 조건에서 15분간 원심 분리

하여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단백질은 Bradford 

assay를 통해 정량한 후, 총 50 ㎍의 시료를 

SDS-PAGE에 전기영동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gel을 

PVDF membrane으로 transfer하고 5% BSA로 

blocking하였다. 1차 항체 Rabbit 항-COX-2(Cell 

Signaling Technology, MA, USA)와 Mouse 항-β

-actin(Santa Cruz Biotechnology, CA, USA)을 2차 

항체 항-rabbit IgG, HRP-linked antibody와 항

-mouse IgG, HRP-linked antibody를 사용한 후, 

Chemiluminescence detection kit (EZ-Western 

Lumi Pico, DoGen, Seoul, Korea)로 단백질을 검출

하였다[18].

2.5.2 PGE2와 IL-6 분비량 측정

RAW264.7(1x105 cells/well/24 well) 세포에 LPS 

(100 ng/mL)와 각 추출물을 농도별로 제조한 시료를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세포 배양액으로 분비된 

PGE2 (R&D Systems, MN, USA) 또는 IL-6의 생성량을

ELISA kit(BD Biosciences, CA, USA)로 측정하였다.

2.6 통계분석

본 연구에 표기된 모든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

타내었고, 평균값 사이에 대한 유의성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p-value값을 계산하여 통계적 유의

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p<0.05인 경우 *로 표기하였고 

p<0.001인 경우 **로 표기하여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3.1 항산화 활성

3.1.1 DPPH 전자공여능 측정

보라색의 DPPH 화합물은 페놀성 화합물과 같은 전

자공여체로부터 제공받은 전자와 비가역적으로 결합하

여 환원되고 그 결과 DPPH가 노란색으로 변화되는데 

이를 항산화 척도로 이용한다[19]. 흑구기자 열매 추출물

의 천연 항산화제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PPH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 Fig. 1과 같다. 메탄

올(LRM)과 열수(LRW) 추출물 농도 0.2 mg/mL에서 

LRM의 전자 공여능이 67.4%, LRW이 47.9%로 나타

났으며, 대조군으로 사용된 AsA의 IC50값이 7.898㎍/mL

일 때 LRM과 LRW의 IC50값은 각각 151.283㎍/mL, 

221.308 ㎍/mL로 LRM의 전자공여능이 LRW보다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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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확인하였다. 양민이 등[20]의 흑구기자 열수(4

0℃)추출물 1 mg/mL 농도 조건에서 DPPH 전자공여

능은 77.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열수(60℃)추

출물의 전자공여능이 88.8%로 더 높게 측정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Liu 등이 보고한 흑구기자 차(tea)의 물 온

도가 높고 시간이 길수록 생리활성 성분과 항산화 활성

이 증가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21]. 

Fig. 1. DPPH electron donating activity of L. 
ruthenicum fruits. The data are 

re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able 1.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L. ruthenicum fruits. 

IC50 (㎍/mL) DPPH ABTS 

LRM 151.283±14.41 680.617±25.58

LRW 221.308±7.48 866.953±40.47

AsA 7.898±0.67   34.563±0.94

AsA, ascorbic acid.

3.1.2 ABTS 라디컬 소거능 측정

ABTS 라디컬 측정법은 DPPH와 함께 radical 제거

능을 흡광도 변화로 측정하는 항산화 실험방법이다. 그

러나 DPPH와 달리 시료 자체가 함유하는 색소에 의한 

흡광도 측정에 방해가 없는 장점이 있다[22]. 흑구기자 

열매 추출물의 ABTS 라디컬 활성 측정 결과 Fig. 2와 

같다. LRM과 LRW 두 추출물 농도 의존적으로 라디컬 

소거능이 증가하였으며, AsA의 IC50값이 34.563 ㎍

/mL일 때 LRM의 IC50 농도가 680.617 ㎍/mL로 

LRW(866.953 ㎍/mL)보다 낮았다. 이는 흑구기자 열

매를 0.1% 염화수소수(HCl)로 추출한 후 추출물의 

ABTS IC50값이 762.3 ㎍/mL라고 보고한 Li 등의 결

과와 비교했을 때[23], 메탄올추출물의 IC50 농도가 더 

낮아 ABTS radical 활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L. 
ruthenicum fruits. The data are 

re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3.1.3 FRAP 활성 평가

Ferric reducing ability of Plasma (FRAP)은  

colored ferrous triphyridyl triazine 복합체에 의해 

ferric tripyridyltrizaine(Fe3+-TPTZ) 복합체가 낮은 

pH에서 환원제에 의해 ferrous tripyridyltriazine 

(Fe2+-TPTZ)으로 전화되는 원리로 항산화능을 측정

하는 방법이다[24]. 표준물질로 ferrous sulphate 

(FeSO4)를 사용하여 두 추출물의 FRAP 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3과 같다. 그 결과 추출물의 모든 농도 범위

에서 LRM 추출물의 FRAP 값이 LRW 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DPPH 전자공여능, ABTS 라디컬 소거능, 

FRAP 활성 결과를 통해 흑구기자 열매의 메탄올과 열

수추출물은 산화방지제로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Fig. 3. FRAP activity of L. ruthenicum fruits. The 

data are re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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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총 폴리페놀 함량

메탄올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 Fig. 4와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LRM

이 31.883±1.395 mgGAE/g, LRW이 27.748± 

2.741 mgGAE/g으로 LRM에서 1.14배 높은 함량을 

보였다. Islam 등은 acetone:water:acetic acid 

(70:29.5:0.5) 용매로 추출한 일반 구기자와 흑구기자 

열매 추출물에서 폴리페놀 함량이 각각 2.17~4.48 

mgGAE/g, 7.26~9.01 mgGAE/g로 보고하여[25], 본 

연구에서 사용된 메탄올과 열수 용매 선택이 항산화 활

성에 기인하는 유효성분 추출에 보다 효율적인 추출 방

법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흑구기자 열매 메탄올 또

는 열수추출물은 천연 항산화제로서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Fig. 4. Calibration curve of standard gallic acid for 

determination of total polyphenol content in 

L. ruthenicum fruits. (A) Standard curve 

was plotted using gallic acid as a standard. 

(B) Total polyphenols of L. ruthenicum 
extracts at 0.1, 1, and 10 mg/mL were 

measured. Results are the mean±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3.2 세포 독성 측정

흑구기자 열매 추출물의 화장품 원료로서 세포 독성

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람의 각질형성 세포(HaCaT)와 

사람의 피부 섬유아세포(NHDF)를 대상으로 MTT 

assay를 수행한 결과 Fig. 5와 같다. LRM과 LRW 처

리 농도에 따른 세포 독성은 HaCaT 세포에서는 관찰

되지 않았으며, NHDF 세포의 경우 0.5 mg/mL 농도 

이상에서 세포 생존율이 5% 미만으로 감소하였다. 

Fig. 5. Effect of L. ruthenicum fruits on HaCaT (A) 

and NHDF (B) cell viability. The data are 

re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he significance 

was assessed by the Student's t-test 

(*p<0.05).

3.3 항염증 활성

3.3.1 NO (Nitric oxide) 생성에 미치는 영향 

흑구기자 열매 추출물의 항염 활성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면역세포의 한 종류인 RAW264.7 세포에서 MTT 

assay를 수행하여 최적의 추출물 처리농도 범위를 확

인하고자 하였다. 각 추출물을 농도별(0.05, 0.1, 0.2, 

0.5, 1 mg/mL)로 희석하여 세포 독성을 조사한 결과 

Fig. 6A와 같다. 염증 유도물질인 LPS (100 ng/mL)와 

모든 추출물 농도 범위에서 세포 생존율이 95% 이상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용된 흑구기자 열매 

추출물의 농도가 RAW264.7 세포에서 독성이 없으므

로, 추후 동일한 무독성 조건에서 항염증 효능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염증반응 지표 물질인 NO의 생성에 각 추

출물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Fig. 6B와 같다. 양

성대조군 LPS에 의한 NO 농도가 21.65 μM 일 때, 

LRM과 LRW의 추출물 처리농도에 따른 NO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Peng 등이 L. ruthenicum에서 분리한 polysaccha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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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NO 합성 효소인 iNOS의 mRNA 발현을 감소시켜 

NO 생성을 저해시킨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26] 흑구기

자 열매 추출물이 과도한 NO 생성으로 인한 피부염증 

질환에 염증반응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Fig. 6. Effect of L. ruthenicum fruits on RAW264.7 

cell viability (A) and LPS-induced NO 

production (B). Cells were pre-treated with 

the extract 1 h prior to stimulation with LPS 

(100 ng/mL) for 24 h (A)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B) Cell 

supernatants were analyzed for NO 

production. The data are re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he significance was assessed 

by the Student's t-test(*p<0.05, **p<0.01 ).

3.3.2 COX-2와 PGE2 생성에 미치는 영향

PGE2(prostaglandin E2)는 혈관 확장을 통한 염증

반응의 특징인 홍반(redness), 부종(swelling), 통증

(pain), 발열(heat)을 일으키며 COX(cyclooxygenase)

-2 효소에 의해 생성된다.  흑구기자 열매 추출물의 

COX-2와 PGE2 생성 억제 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7

과 같다. 그 결과 LPS 처리 후 증가 된 COX-2와 PGE2

생성은 추출물 처리농도에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LRM에 의한 저해가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Fig. 7. Effect of L. ruthenicum fruits on 

LPS-induced COX-2 and PGE2 

expression in RAW264.7 cells. (A) 

Whole cell lysates were prepared and 

resolve the levels of COX-2 by western 

blot assay. The β-actin was used as 

internal control. (B) The levels of PGE2 

were detected using ELISA kit according 

to the instructions of ELISA kit. The data 

are re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he 

significance was assessed by the 

Student's t-test(*p<0.05).

3.3.3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cytokine은 면역세포의 활성

과 증식, 분화를 조절하여 염증반응을 매개하는 인자이

며, 특히 in vitro 및 in vivo 모두에서 염증반응을 조

절하는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으로는 tumor-necrosis factor(TNF)-α, 

interleukin(IL)-6, IL-1β 등이 있다. 흑구기자 열매 

추출물이 염증성 cytokine인 TNF-α, IL-6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ELISA kit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Fig. 

8과 같다. 그 결과 LRM 추출물이 IL-6 생성량 감소에 

뛰어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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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L. ruthenicum fruits on LPS-induced 

IL-6 (A) and TNF-α (B) secretion in 

RAW264.7 cells. The supernatants were 

analyzed for IL-6 and TNF-α production. The 

data are re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he 

significance was assessed by the Student's 

t-test (*p<0.05, **p<0.01).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흑구기자 열매가 천연 화장품 소재로

써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그 생리활성을 

확인하고자 DPPH 전자공여능, ABTS 라디컬 소거 활

성, FRAP 활성, 총 폴리페놀 함량, NO 생산량, 

COX-2와  PGE2발현,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를 측정

하였다. DPPH 전자공여능과 ABTS 라디컬 소거능 결

과 메탄올추출물(LRM)과 열수추출물(LRW) 처리농도

에 따른 라디컬 소거 활성은 추출물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LRM의 항산화 활성이 LRW 보다 

더 우수하였다. 또한 철의 환원력을 이용한 FRAP 결과

에서도 LRM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이 LRW 보다 높게 

나타났다. 흑구기자 열매 메탄올추출물의 폴리페놀은 

31.883±1.395 mgGAE/g, 열수추출물은 27.748± 

2.741 mgGAE/g의 함량을 나타내 동일 소재를 대상으

로 유효성분 효능의 최대화를 위해 다양한 추출 방법을 

활용한 평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각 추출물

의 세포 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람의 각질형성세포

(HaCaT), 섬유아세포(NHDF), 쥐의 대식세포주

(RAW264.7)를 대상으로 MTT assay를 수행한 결과, 

세포 독성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그람음성균의 염증 

유도 물질인 LPS로 쥐 면역세포의 일종인 대식세포에

서 염증을 유도한 후 NO, IL-6, COX-2, PGE2 등의 

염증반응에 관여하는 여러 분자생물학적 중간체들에 

대한 흑구기자 열매 각 추출물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LPS에 의한 염증반응이 LRM 추출물에 의해 효과적으

로 저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흑구기자 

열매를 유기용매인 메탄올로 추출하였을 때, 세포 안전

성과 항산화, 항염 효과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됨

에 따라 염증 억제를 통한 피부 미용을 위한 기능성 소

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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