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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antioxidant activity for use as a cosmetic material Gracilaria Incurvata, Gracilaria parvispora, and Gracilaria

vermiculophylla among the red algae widely used as edible seaweed. For antioxidant activity measurement, extracts were diluted with

70% ethanol to manufacture extracts. I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ssays, Gracilaria vermiculophylla extract showed the highest

figure at 97.27±1.05%. In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ssays, Gracilaria vermiculophylla extract showed the highest figure at

47.67±2.78%. In total phenolic contents measurement results, Gracilaria vermiculophylla extract showed the highest figure at 75.60±1.40

mg gallic acid/g, but only in the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ssay, the Gracilaria incurvata extract showed the highest figure at

95.80±0.33%. As a result, Gracilaria vermiculophylla was the most likely to develop as a cosmetic material in the remaining three

antioxidant activity measures in addition to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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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해조류는 지구 표면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는 해양에서 생

산되는 생물자원이다. 서식하는 바다의 깊이와 색에 따라 녹조

류, 갈조류, 홍조류 등으로 나뉘며, 예로부터 동아시아 지역에

서 식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Kwak et al., 2005). 식용 해조

로 양식되고 있는 분류군은 6개 속에 국한되어 있는데, 구체적

으로는 홍조류에 속하는 김 속(Genus Porphyra), 톳 속(Genus

Hizikia), 꼬시래기 속(Genus Gracilaria)과 갈조류에 속하는 다

시마 속(Genus Laminaria), 미역 속(Genus Undaria), 녹조류에

속하는 파래 속(Genus Ulva) 등이 식용으로 이용된다(Kim et

al., 2013). 이러한 식용 해조류는 영양학적으로 식이섬유소와

비소화성 다당류가 많은 저열량 식품에 속하며, 비타민과 무기

질 같은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고, 채소류에 비해 필수 아미노

산과 불포화지방산이 많다(Jimenez-Escrig & Cambrodon, 1999).

홍조류는 대부분 연안 해역에 서식하며, 대략 600여 속 7,000

여 종이 기재되어 있으나, 현재 매년 신속 및 신종들이 다수 기

재되고 있고, 실제 2만 여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Norton et al., 1996). 한국 연안에서는 대략 600여 종이 서식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2013). 홍조류는 엽록소 a

와 d를 가지고 광합성을 하며, 광합성 색소로서 피코시아닌이

나 피코에리트린 또는 카로티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다. 광합성

에 이용되는 엽록소나 광합성 색소는 항산화(Othman et al.,

2018; Wu et al., 2015), 항염(Lee et al., 2017; Zang et al., 2020),

항암, 항균 및 항진균(Afreen & Fatma, 2018)과 같은 유용한 특

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해조류

산업 구조는 어장개발면적 비율로 보면 김 70.1%, 미역 16.7%,

다시마 2.0%로 전체 중 약 87% 가량이 김과 미역에 편중되어

있다(Kim, 2003). 이러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여수 지방 해양

수산청에서 2000년 이후부터 꼬시래기 양식 산업화를 추진하

여 대량 양식 산업화에 성공했다. 

Gracilaria spp.는 홍조류에 속하는 해조류로서 홍조식물문

홍조강 꼬시래기목 꼬시래기과에 속하며, 세계적으로는 110종

이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총 15종이 알려져 있고, 주요

*Corresponding author: Sang-Mo Kang

Tel : +82-2-450-3524

E-mail : kangsm@konkuk.ac.kr

접수일(2020년 11월 9일)/수정일(2020년 12월 3일)/채택일(2021년 5월 3일)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52660/JKSC.2021.27.3.552&domain=pdf&date_stamp=2021-06-30


Gracilaria spp. extract 항산화 활성 553

Gracilaria spp.는 5종으로 Gracilariopsis chorda(개꼬시래기),

Gracilaria incurvata(꼬불꼬시래기), Gracilaria parvispora(각시

꼬시래기), Gracilaria textorii(잎꼬시래기), Gracilaria vermiculo-

phylla(꼬물꼬시래기)가 있다(Kim, 2003). Gracilaria spp.는 지

방과 탄수화물의 함량이 낮고 칼슘과 식이섬유를 다량 함유하

고 있으며 체내 중금속 배출 등의 효과가 있으며, 식용 기호식

품으로 뿐만 아니라 해조류가 가진 보습 및 재생효과, 항산화

효능 등을 피부미용에 접목시켜 화장품 산업에서도 많은 응용

가능성을 보이는 원료 소재 중 하나이다(Rosemary et al.,

2019).

피부 노화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인자가 있으나 크게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나누어지며, 내인성 노화는 대사산물과

유전자, 호르몬 등 체내의 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며, 대사산물

의 과생산, 유전자 결함, 호르몬 불균형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

소종이 DNA와 단백질, 세포막 등과 반응하여 노화과정을 일

으킨다(Lee, 2002). 한편 외인성 노화는 자외선, 공기의 오염 등

체외의 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자외선으로 인한

DNA 결손, 오염물질 침입에 의한 염증 반응 등으로 일어난 활

성산소종 및 염증반응이 세포 조직의 손상을 유도하게 된다

(Poljšak et al., 2012). 이러한 이유로 피부 건강 및 노화방지를

위해 노화의 중간 매개체인 활성산소종을 소거하고자 화장품

에 다양한 생물에서 얻어진 항산화 물질을 첨가한다(Ahn et al.,

2011).

최근 천연식물 유래 물질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면서, 해

조류의 생리활성에 대한 기초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를 응용하여 의약품, 화장품, 건강기능성식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 시키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Gracilaria spp.가 화장품 원료 소재로서 노화

방지를 위한 항산화 활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주요

Gracilaria spp. 5종 중 G. incurvata, G. parvispora, G. vermiculo-

phylla를 사용하여 항산화 활성 정도를 알아보았다. 

II. 재료 및 방법

1. 사용 시료 및 추출물

2,2-다이페닐-1-피크릴하이드라질(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assay에 사용된 DPPH는 Sigma(USA)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2,2'-아지노 -비스 (3-에틸벤조싸이아졸린 -6-설포닉애씨드 )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assay에 사용된 ABTS, ascorbic acid, manganese dioxide는

Sigma(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Total phenolic contents assay에 사용된 Folin-Ciocâlteu reagent,

gallic acid, sodium carbonate, trichloroacetic acid는 Sigma(US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니트릭옥사이드(Nitric oxide, NO) assay에 사용된 sulfanilamide,

naph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는 TCI(Japan)에서,

phosphoric acid는 Junsei(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G. incurvata, G. parvispora, G. vermiculophylla

추출물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생명자원 정보 표준화 및 통합 데

이터베이스 시스템인 해양생명자원 정보시스템(Marine Bio-

Resource Information System, MBRIS)를 통해 분양받아 사용하

였다.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DPPH assay에서 실험방법은 Blois(1958)의 방법을 변형해

사용하였다. 시료는 1.25, 2.5, 5, 10, 20 mg/mL의 농도가 되도

록 70% ethanol로 희석하여 520 nm에서 흡광도가 0.5가 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시료 0.20 mL와 DPPH 용액 1.80 mL를

test tube에 주입 후 혼합하여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물은

UV-vis spectrophotometer(Ultrospec 3100 pro, GE Healthcare,

USA)를 이용하여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첨가한 경우는 실험군, 첨가하지 않은 경우는 대조군으로 하였

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흡

광도를 이용해 아래와 같이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ABTS assay에서 실험방법은 Re et al.(1999)의 방법을 변형

해 사용하였다. 시료는 1.25, 2.5, 5, 10, 20 mg/mL의 농도가 되

도록 70% ethanol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ABTS는 2.5 mM 농

도로 pH 7.40인 5 mM PBS에 희석한 뒤 oxidizing agent로서

manganese dioxide를 첨가하여 발색시켰다. 740 nm에서 흡광

도가 0.6 이상이 되도록 발색이 되면 Whatman no. 2 filter paper

를 이용하여 manganese dioxide를 제거한 후 흡광도가 0.5가 되

도록 pH 7.40인 5 mM PBS으로 희석하였다. 시료 0.20 mL와

ABTS 용액 1.80 mL를 test tube에 주입 후 혼합하여 30분간 반

응시켰다. 반응물은 UV-vis spectrophotometer(Ultrospec 3100

pro, GE Healthcare, USA)를 이용하여 74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실험군과 대조군

의 흡광도를 이용해 아래와 같이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OD
520nm

 of sample

OD
520nm

 of blank
----------------------------------------------- 
  × 100

OD
740nm

 of sample

OD
740nm

 of blank
-----------------------------------------------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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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otal phenolic contents 측정

Total phenolic contents 측정은 Folin-Denis(1912) 방법을 변

형하여 사용하였다. Folin-Ciocalteau's phenol reagent가 페놀성

화합물과 반응하여 환원되면서 몰리브덴청색으로 바뀌는 원리

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Gutfinger, 1981). 시료는 1.0 mg/mL의

농도가 되도록 70% ethanol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NaCO3 포

화용액은 증류수에 과량의 sodium carbonate를 용해시킨 뒤,

Whatman no. 2 filter paper를 이용하여 녹지 않은 sodium

carbonate를 제거하였다. 시료 0.02 mL와 Folin-Ciocâlteu reagent

0.01 mL, sodium carbonate 포화용액 0.06 mL를 micro tube에

주입한 뒤 15분간 반응시킨 후 증류수 0.20 mL를 주입하여 원

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반응물은 UV-vis spectro-

photometer(Ultrospec 3100 pro, GE Healthcare, USA)를 이용하

여 7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

를 사용했다. 

5.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NO assay에서 실험방법은 Jagetia & Baliga(2004)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시료는 1.25, 2.5, 5.0, 10, 20 mg/mL의

농도가 되도록 70% ethanol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NO는

griess reagen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Griess reagent는 1%

sulfanilamide를 5% phosphoric acid에 녹인 것과 0.1% naphthyl-

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 수용액을 1 : 1 비율로 혼합한

것을 사용하였다. NO 반응 생성 물질로는 0.1M sodium nitrite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희석하여 흡광도가 1.0이 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였다.

Sodium nitrite 용액 0.9 mL와 시료 0.1 mL를 혼합 후 30분간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용액 중 상층액 0.1 mL와

griess reagent 0.1 mL를 혼합하여 1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물은

UV-vis spectrophotometer(Ultrospec 3100 pro, GE Healthcare,

USA)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흡광도를 이용

해 아래와 같이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III. 결과 및 고찰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PPH assay는 천연물의 수용성 혹은 유기용매 추출물의 항

산화 활성 측정법으로(Choi & Shin, 2012), 안정한 상태의 활성

산소종을 이용하여 항산화력을 검증하는데 널리 사용하는 방

법이다. 여기서 free radical은 인체의 지질 또는 단백질과의 반

응을 통해 노화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2019).

G. incurvata, G. parvispora, G. vermiculophylla 각 추출물의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기 위해 추출물을 희석하

여 DPPH radical solution에 반응시켜 측정하였다(Table 1,

Fig. 1). 

G. incurvata 추출물은 1.25 mg/mL에서 8.47±5.49%, 2.5 mg/

mL에서 13.67±7.20%, 5 mg/mL에서 13.13±1.82%, 10 mg/mL

에서 26.27±4.08%, 20 mg/mL에서 46.13±3.60%의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1
OD

540nm
 of sample

OD
540nm

 of blank
-----------------------------------------------– 

  × 100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racilaria spp. extract

Sample Concentration RSA (%) S.D

G1

1.25 mg / mL 8.47 ± 5.49

2.5 mg / mL 13.67 ± 7.20

5 mg / mL 13.13 ± 1.82

10 mg / mL 26.27 ± 4.08

20 mg / mL 46.13 ± 3.60

G2

1.25 mg / mL 5.13 ± 3.14

2.5 mg / mL 11.33 ± 7.51

5 mg / mL 6.60 ± 1.98

10 mg / mL 13.93 ± 4.23

20 mg / mL 21.67 ± 4.65

G3

1.25 mg / mL 14.00 ± 5.07

2.5 mg / mL 23.87 ± 6.15

5 mg / mL 38.33 ± 4.98

10 mg / mL 69.53 ± 3.64

20 mg / mL 97.27 ± 1.05

Abbreviations: RSA, radical scavenging activity; G1, G. incurvata

extract; G2, G. parvispora extract; G3, G. vermiculophylla extract.

Figure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racilaria spp.
extract.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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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parvispora 추출물은 1.25 mg/mL에서 5.13±3.14%, 2.5

mg/mL에서 11.33±7.51%, 5 mg/mL에서 6.60±1.98%, 10 mg/

mL에서 13.93±4.23%, 20 mg/mL에서 21.67±4.65%의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G. vermiculophylla 추출물은 1.25 mg/mL에서 14.00±5.07%,

2.5 mg/mL에서 23.87±6.15%, 5 mg/mL에서 38.33±4.98%, 10

mg/mL에서 69.53±3.64%, 20 mg/mL에서 97.27±1.05%의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3가지 추출물 중 가장 높은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를 보인 것은 20 mg/mL 농도에서 G. vermiculophylla 추출물로

다른 2가지와 달리 농도 증가에 따라 차이가 커지는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으며, 이 수치는 G. parvispora

추출물에 비해 4.49배 높았고, G. incurvata 추출물에 비해 2.10

배 높았다. 그리고 G. incurvata 추출물은 G. parvispora 추출물

에 비해 2.13배 높은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으

나 두 개의 차이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Cho et al.(2012)의 홍조류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Symphyocladia

latiuscula(참보라색우무)의 경우 1 mg/mL의 농도에서 반응시

켰을 때 19.2%의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이 실험에서 가장 높은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인 것은 G. vermiculophylla로 Cho et al.(2012)과 동일한 실험

조건과 실험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53.8±2.6%의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여 선행논문의 S. latiuscula의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보다 2.80배 더 높은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TS assay는 천연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측정법으로 널

리 사용하는 방법이다(Rajurkar & Hande, 2011). ABTS assay는

DPPH assay와 radical scavenging activity에 의한 항산화능 측정

법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화학 반응을 통해 free radical이 유

발된 용액에 시료를 넣어 항산화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Seo et al., 2010). 또한 DPPH assay는 pH, 빛 그리고 온도에 영

향을 받는 반면에 ABTS assay는 pH의 변화에 민감하게 작용

하지 않는 장점이 있다(Yoo et al., 2007).

G. incurvata, G. parvispora, G. vermiculophylla의 각 추출물

의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기 위해 추출물을 희

석하여 ABTS radical solution에 반응시켜 측정하였다(Table 2,

Fig. 2). 

G. incurvata 추출물은 1.25 mg/mL에서 2.67±1.95%, 2.5 mg/

mL에서 4.33±2.12%, 5 mg/mL에서 7.00±0.85%, 10 mg/mL에

서 14.87±1.06%, 20 mg/mL에서 32.07±2.04%의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G. parvispora 추출물은 1.25 mg/mL에서 1.47±2.00%, 2.5

mg/mL에서 0.67±1.27%, 5 mg/mL에서 2.60±1.61%, 10 mg/mL

에서 6.60±2.21%, 20 mg/mL에서 11.67±1.20%의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G. vermiculophylla 추출물은 1.25 mg/mL에서 2.40±1.18%,

2.5 mg/mL에서 5.07±1.52%, 5 mg/mL에서 11.33±1.91%, 10

mg/mL에서 24.07±2.37%, 20 mg/mL에서 47.67±2.78%의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3가지 추출물 중 가장 높은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를 보인 것은 20 mg/mL 농도에서 G. vermiculophylla 추출물로

다른 2가지와 달리 농도 증가에 따라 차이가 커지는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으며, 이 수치는 G. parvispora

추출물에 비해 4.08배 높았고, G. incurvata 추출물에 비해 1.49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racilaria spp. extract

Sample Concentration RSA (%) S.D

G1

1.25 mg / mL 2.67 ± 1.95

2.5 mg / mL 4.33 ± 2.12

5 mg / mL 7.00 ± 0.85

10 mg / mL 14.87 ± 1.06

20 mg / mL 32.07 ± 2.04

G2

1.25 mg / mL 1.47 ± 2.00

2.5 mg / mL 0.67 ± 1.27

5 mg / mL 2.60 ± 1.61

10 mg / mL 6.60 ± 2.21

20 mg / mL 11.67 ± 1.20

G3

1.25 mg / mL 2.40 ± 1.18

2.5 mg / mL 5.07 ± 1.52

5 mg / mL 11.33 ± 1.91

10 mg / mL 24.07 ± 2.37

20 mg / mL 47.67 ± 2.78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Figure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racilaria spp.

extract.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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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높았다. 그리고 G. incurvata 추출물은 G. parvispora 추출물

에 비해 2.75배 높은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Cho et al.(2012)의 홍조류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S. latiuscula

의 경우 1 mg/mL의 농도에서 반응시켰을 때 16.2%의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이 실험에서 가장 높은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인 것은 G. vermiculophylla로 Cho et al.(2012)과 동일한 실험

조건과 실험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14.4±1.2%의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여, Cho et al.(2012)의 S. latiuscula의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보다 1.8% 낮은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3. Total phenolic contents

천연물 추출물에는 다양한 antioxidant가 포함되어 있으며,

천연물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total phenolic contents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total phenolic contents의

양을 측정하여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유추할 수 있다(Wang et

al., 2019). 일반적으로 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등의 생리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으로 보고된다(Lee et al., 2012).

G. incurvata, G. parvispora, G. vermiculophylla의 각 추출물

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알아보기 위해 total phenolic contents를

측정하였다(Table 3, Fig. 3). 

G. incurvata 추출물은 1 mg/mL에서 72.32±1.53 mg gallic

acid/g의 total phenolic contents를 보였다. G. parvispora 추출물

은 1 mg/mL에서 56.87±1.73 mg gallic acid/g의 total phenolic

contents를 보였다. G. vermiculophylla 추출물은 1 mg/mL에서

75.60±1.40 mg gallic acid/g의 total phenolic contents를 보였다. 

3가지 추출물 중 가장 높은 total phenolic contents를 보인 것

은 1 mg/mL에서 G. vermiculophylla 추출물로 이 수치는 G.

parvispora 추출물에 비해 1.33배 높았고, G. incurvata 추출물

에 비해 1.05배 높았다. 그리고 G. incurvata 추출물은 G.

parvispora 추출물에 비해 1.27배 높은 total phenolic contents 함

량을 보였다. 

Cho et al.(2012)의 홍조류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total

phenolic contents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S. latiuscula의 경우 1

mg/mL에서 15 mg gallic acid/g의 total phenolic contents 함유량

을 보였으며, Kwak et al.(2005)의 한국산 5종 해조류의 total

phenolic contents를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Porphyra terera(김)

의 경우 1 mg/mL에서 3.81 mg gallic acid/g total phenolic

contents 함유량을 보였다. 

이 실험에서 가장 높은 total phenolic contents 함유량을 보인

것은 G. vermiculophylla로 Cho et al.(2012)에서 S. latiuscula의

total phenolic contents 함유량 보다 5.04배 더 높은 total

phenolic contents 함유량을 보였으며, Kwak et al.(2005)에서 P.

terera의 total phenolic contents 함유량 보다 19.84배 더 높은

total phenolic contents 함유량을 보였다.

4.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NO는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호분자로서

혈액응고 및 혈압조절, 면역기능 등의 이로운 기능도 있지만,

과다하게 존재하게 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세

포 손상뿐 아니라 염증 반응을 야기 하기도 한다(Amaeze et al.,

2011; Bhaskar & Balakrishnan, 2009). 

NO는 nitrite가 산화되면서 생산되는 물질로 nitrite는 nitrate

가 nitrate reductase에 의해 환원되면서 독성을 가지게 되며

(Walker, 1990), 과도하게 체내로 유입되었을 경우 amine류와

반응하여 발암물질인 nitrosamine을 생성하여 암을 유발하므로

nitrite 소거는 항산화능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Rorald, 1975).

G. incurvata, G. parvispora, G. vermiculophylla의 각 추출물

의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기 위해 추출물을 희석하

여 griess reagent에 반응시켜 측정하였다(Table 4, Fig. 4). 

G. incurvata 추출물은 1.25 mg/mL에서 11.23±1.28%, 2.5

mg/mL에서 22.33±1.76%, 5 mg/mL에서 42.87±2.09%, 10 mg/

mL에서 82.00±1.67%, 20 mg/mL에서 95.80±0.33%의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G. parvispora 추출물은 1.25 mg/mL에서 5.57±0.86%, 2.5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otal phenolic contents of
Gracilaria spp. extract(gallic acid used as standard)

Sample
Concentration 

(mg gallic acid/ g)
S.D

G1 72.32 ± 1.53

G2 56.87 ± 1.73

G3 75.60 ± 1.40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Figure 3. Total phenolic contents of Gracilaria spp. extract (gallic

acid used as standard).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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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L에서 9.43±0.62%, 5 mg/mL에서 19.23±1.06%, 10 mg/

mL에서 38.83±2.41%, 20 mg/mL에서 74.53±2.33%의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G. vermiculophylla 추출물은 1.25 mg/mL에서 8.83±1.23%,

2.5 mg/mL에서 15.37±1.58%, 5 mg/mL에서 30.37±1.33%, 10

mg/mL에서 58.77±1.56%, 20 mg/mL에서 83.63±1.84%의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3가지 추출물 중 가장 높은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인 것은 20 mg/mL 농도에서 G. incurvata 추출물로 다른 2가

지와 달리 농도 증가에 따라 차이가 커지는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으며, 이 수치는 G. parvispora 추출

물에 비해 1.29배 높았고, G. vermiculophylla 추출물에 비해

1.15배 높았다. 그리고 G. vermiculophylla 추출물은 G. parvispora

추출물에 비해 1.12배 높은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

였다.

Ahn et al.(2011)의 해조류 추출물의 항산화 및 nitrite 소거활

성을 측정한 선행연구에서 Porphyra yezoensis Ueda(방사무늬

김)의 경우 0.1 mg/mL에서 80.82±0.07%의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이 실험에서 가장 높은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인

것은 G. incurvata로 Ahn et al.(2011)과 동일한 실험조건과 실

험방법으로 실험한 결과 85.80±0.60%의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여 Ahn et al.(2011)의 P. yezoensis Ueda의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보다 1.06배 더 높은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화장품 원료가 가진 항산화능은 피부 건강을 증진 시킬 뿐만

아니라 화장품의 보존에도 큰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 DPPH

assay와 ABTS assay의 경우 radical activity에 따라 흡광 파장이

달라지는 물질을 이용하여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활

성산소와 유사하게 radical로서 작용을 한다(Floegel et al.,

2011). 한편 total phenolic contents 측정은 항산화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polyphenol의 농도를 측정하여 항산화능을 간접

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며 주로 식물 추출물에 이용된다

(Scalzo et al., 2005). 마지막으로 NO assay는 추출물이 nitrite

염에 의해 만들어진 활성질소종을 소거시키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이다(Karmakar et al., 2011). 

화장품에서는 간접적인 total phenolic content 측정과 NO

assay보다 광범위한 항산화능을 측정할 수 있는 DPPH assay와

ABTS assay가 선호되며, DPPH assay와 ABTS assay 간 측정

수치의 차이가 있어 두 방법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

(Floegel et al., 2011). 

G. vermiculophylla 추출물은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의 경우, 20 mg/mL 농도에서 G. parvispora 추출물에 비해

4.49배 높았고, G. incurvata 추출물에 비해 2.10배 높았다. 또한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의 경우, 20 mg/mL 농도

에서 G. parvispora 추출물에 비해 4.08배 높았고, G. incurvata

추출물에 비해 1.49배 높았다. 그리고 total phenolic contents 측

정 결과, 1 mg/mL에서 G. parvispora 추출물에 비해 1.33배 높

았고, G. incurvata 추출물에 비해 1.05배 높았다. 다만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결과에서만, G. incurvata 추출

물이 G. parvispora 추출물에 비해 1.29배 높았고, G. vermiculo-

phylla 추출물에 비해 1.15배 높았다.

이와 같이 G. vermiculophylla 추출물은 DPPH assay와 ABTS

assay에서 radical scavenging activity가 가장 높아 항산화능을

가진 화장품 원료로서 더 유용한 물질로 판단된다. 또한 부수

적으로 total phenolic contents도 가장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racilaria spp. extract

Sample Concentration RSA (%) S.D

G1

1.25 mg / mL 11.23 ± 1.28

2.5 mg / mL 22.33 ± 1.76

5 mg / mL 42.87 ± 2.09

10 mg / mL 82.00 ± 1.67

20 mg / mL 95.80 ± 0.33

G2

1.25 mg / mL 5.57 ± 0.86

2.5 mg / mL 9.43 ± 0.62

5 mg / mL 19.23 ± 1.06

10 mg / mL 38.83 ± 2.41

20 mg / mL 74.53 ± 2.33

G3

1.25 mg / mL 8.83 ± 1.23

2.5 mg / mL 15.37 ± 1.58

5 mg / mL 30.37 ± 1.33

10 mg / mL 58.77 ± 1.56

20 mg / mL 83.63 ± 1.84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Figure 4.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racilaria spp. extract.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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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홍조류 중 Gracilaria spp.에 속하는 G.

incurvata, G. parvispora, G. vermiculophylla 3가지 추출물의 화

장품 원료로서의 항산화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otal

phenolic contents,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측정하였다.

DPPH assay를 통한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결과, 20

mg/mL 농도에서 G. incurvata 추출물은 46.13±3.60%, G.

parvispora 추출물은 21.67±4.65%, G. vermiculophylla 추출물

은 97.27±1.05%의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가장 높

은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인 것은 G. vermiculo-

phylla 추출물로 G. parvispora 추출물에 비해 4.49배 높았고,

G. incurvata 추출물에 비해 2.10배 높은 항산화력을 보였다. 

ABTS assay를 통한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결과, 20

mg/mL 농도에서 G. incurvata 추출물은 32.07±2.04%, G.

parvispora 추출물은 11.67±1.20%, G. vermiculophylla 추출물

은 47.67±2.78%의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가장 높

은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인 것은 G. vermiculo-

phylla 추출물로 G. parvispora 추출물에 비해 4.08배 높았고,

G. incurvata 추출물에 비해 1.49배 높은 항산화력을 보였다. 

Total phenolic contents 측정 결과, 1 mg/mL에서 G. incurvata

추출물은 72.32±1.53 mg gallic acid/g, G. parvispora 추출물은

56.87±1.73 mg gallic acid/g, G. vermiculophylla 추출물은 75.60

±1.40 mg gallic acid/g의 total phenolic contents를 함유하고 있

었다. 가장 높은 total phenolic contents를 함유한 것은 G.

vermiculophylla 추출물로 G. parvispora 추출물에 비해 1.33배

높았고, G. incurvata 추출물에 비해 1.05배 높은 total phenolic

contents 함량을 나타내었다. 

다만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결과에서만 20 mg/

mL 농도에서 G. incurvata 추출물은 95.80±0.33%, G. parvispora

추출물은 74.53±2.33%, G. vermiculophylla 추출물은 83.63±

1.84%의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나타내었다. 가장 높

은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인 것은 G. incurvata 추

출물로 G. parvispora 추출물에 비해 1.29배 높았고, G. vermiculo-

phylla 추출물에 비해 1.15배 높은 항산화력을 보였다.

여기서 화장품에서는 간접적인 항산화능 측정방법인 NO

assay보다는 광범위한 항산화능을 측정할 수 있는 DPPH assay

와 ABTS assay가 더 유용한 방법이므로(Floegel et al., 2011),

G. vermiculophylla 추출물이 항산화능을 가진 화장품 원료로서

더 유용한 물질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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