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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functionality of Dactylosiphon bullosus, Sporochnus radiciformis, and Zonaria diesingiana

extracts among algae as cosmetic ingredients. For this, antioxidant experiments were performed. D. bullosus, S. radiciformis and Z.

diesingiana extracts were prepared with a 70% ethanol concentration to measure antioxidant activities. In terms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Z. diesingiana was the highest with 94.20±0.28%. In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Z. diesingiana was the

highest with 96.26±0.98%. In terms of the total phenolic contents and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Z. diesingiana was the highest

with 47.19±2.07 mg gallic acid/g and 92.87±1.79%, respectively. The above results show that Z. diesingiana extract has the greatest

antioxidant activity, confirming its potential as a cosmetic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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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는 가운데 항산화

능과 폴리페놀 함량은 피부 미용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

다. 기능성 화장품은 식약처 정의에 따르면 미백, 주름 개선, 자

외선보호, 모발의 색상 변화·제거 또는 영양공급, 피부나 모발

의 기능 약화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을 말한다(Shim &

Kim, 2020). 이 중 가장 큰 관심을 받는 화장품은 미백과 주름

개선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다. 

기능성 화장품에서 미백작용은 크게 5가지 기전을 통해 이

루어지며 각각 멜라닌 생성 유전자의 억제, 멜라닌 생성 효소

인 tyrosinase의 전사후처리 억제, tyrosinase의 활성 억제, 멜라

노좀의 이동 억제, 턴오버 주기의 촉진 등이 있다(Ebanks et al.,

2009).

이 중 기능성 화장품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전은

tyrosinase의 활성 억제이다. 멜라닌 합성에는 tyrosine을 산화시

켜 L-DOPA 등 melanin 전구체를 합성하여야 하는데 이때

tyrosinase와 활성산소종이 필요하다(Costin & Hearing, 2007). 

즉 항산화 물질을 통해 활성산소종을 소거하여 미백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ascorbic acid를 미백 제품에 사

용한다.

한편 주름 생성 혹은 피부 노화의 원인으로는 다양한 인자가

있으나 크게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나누어지며, 내인성

노화는 대사산물과 유전자, 호르몬 등 체내의 요소와 관련되어

있으며, 대사산물의 과생산, 유전자 결함, 호르몬 불균형에 의

해 생성된 활성산소종이 MMP(Matrix metallopeptidases)를 활

성화시켜 노화를 유발한다(Poljšak et al., 2012). 한편 외인성 요

인은 자외선, 공기의 오염 등 체외의 요소를 말하며, MMP를

활성화시켜 노화를 유발한다(Poljšak & Dahmane, 2012). 이러

한 이유로 피부 건강 및 노화 방지를 위해 다양한 노화의 중간

매개체인 활성산소종을 소거하고자 화장품에 다양한 생물에서

얻어진 항산화 물질을 첨가한다.

해조류(seaweed)는 거대조류(macroalgae)로서 육안으로 관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세포의 미세조류와 구별되며, 바다에서

생육하는 다세포 원생생물을 말한다(Lee et al., 2011). 거대조

류에서 추출한 2,400종 이상의 물질이 의약, 식품 산업 등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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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성분으로서 이용되고 있다(Kumari et al., 2011). 또한 열량

은 낮고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이 풍부하고 불포화지방산과

필수아미노산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Jimenez-Escrig & Goni-

Cambrodon, 1999).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조류 생산 부분이 전

세계 4위에 이를 만큼 이용 및 양식 산업이 발달해 있다(Kim

& Lee, 2004). 동양 문화권에서 해조류는 주로 식품 형태로 소

비되고 있고, 최근에는 해양 자원을 경제성 있는 신규 항산화

물질로 개발하는데 적극 활용하고 있다(Kim et al., 2008; Choi

et al., 2020).

특히 해조류는 화장품 산업에 활용 가능성을 보이는데 최근

미용적 트렌드가 건강한 피부로 변화함에 따라 항산화능이나

항염 같은 목적을 둔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늘어가고 있다. 해

조류는 DNA등의 피부 구성 물질을 손상시키는 free radical을

소거하는 항산화능을 지니고 있어, 화장품 산업에 사용 되는

소재로서 높은 가능성을 보인다(Park et al., 2020). 

해조류의 구분은 서식환경 및 구성 성분과 광합성 색소에 따

라 갈조류, 녹조류, 홍조류로 나눠진다(이신엽 등, 2011). 그 중

갈조류는 전 세계적으로 약 1,500종이 발견되었고, 해조류 중

가장 발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Mekinić et

al., 2019). 

갈조류는 항산화능, 페놀 성분, tylosinase 활성 억제능이 높

아 산화적 손상을 줄이는데 주로 이용된다(Dang et al., 2017).

또한 phycocolloid, fucoidan, phlorotannins 생리활성물질을 가

지고 있으며, 항응고, 항암, 항산화 등의 다양한 효과가 나타난

다고 알려져 있다(Halliwell & Gutteridge, 1986).

생리활성물질중 폴리페놀계 물질들은 항산화, 항염, 고혈압

억제 등의 효과가 있는데 특히 갈조류 폴리페놀의 phlorotannins

은 육상식물과 다르게 phloroglucinol(1,3,5-trihydroxybenzene)

을 기본 구조로 하는 독특한 플리페놀 2차 대사산물을 포함하

고 있어 항산화 능력은 물론 해조류의 다양한 생리활성에 기여

한다고 알려졌다(Ferreres et al., 2012; Proestos & Varzakas,

2017). 이러한 이유로 화장품에서 항산화능은 가장 먼저 조사

되어지는 특성 중 하나로, 항산화 물질을 화장품에 첨가함으로

서 ROS에 의한 색소 과생산, 피부 노화, 염증 완화 등의 효과

를 나타낸다(Cho et al., 2016; Moon et al., 2019; Park et al.,

2019).

본 연구는 화장품 원료로의 사용 가능성을 보기위하여, 갈조

류 중 하나인 Dactylosiphon bullosus(긴불레기말), Sporochnus

radiciformis(털비말), Zonaria diesingiana(반주름말)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능을 측정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사용 시료 및 추출물

DPPH assay에 사용된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는

Sigma(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ABTS assay에 사용된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

sulfonic aci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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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tric oxide(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ssay에 사용된

sulfanilamide, naph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는 TCI

(Japan)에서, phosphoric acid는 Junsei(Japan)에서 구입하여 사

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D. bullosus, S. radiciformis, Z. diesingiana 추

출물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생명자원 정보 표준화 및 통합 데이

터베이스 시스템인 해양생명자원 정보시스템(Marine Bio-

Resource Information System, MBRIS)를 통해 분양받아 사용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추출물은 70% ethanol로 추출한 뒤 이를

건조시켜 분말화하여 제조하였다.

2.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Blois(1958)의 방법에 준

하여 항산화력을 측정하였다. 각 추출물은 1.25, 2.5, 5, 10, 20

mg/mL의 농도가 되도록 70% ethanol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DPPH는 95% ethanol에 희석하여 520 nm에서 흡광도가 0.5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추출물 용액 0.20 mL와 DPPH 용액 1.80

mL를 test tube에 주입 후 혼합하여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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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를 이용하여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 대

조군으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

ing activity는 시료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를 구하여 아래

와 같이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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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TS) radical scavenging acivity 측정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Re(1999)의 방법을 수정

하여 항산화력을 측정하였다. 각 추출물은 1.25, 2.5, 5, 10, 20

mg/mL의 농도로 70% ethanol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ABTS

는 2.5 mM 농도로 pH 7.40인 5 mM PBS에 희석한 뒤 oxidizing

agent로서 manganese dioxide를 첨가하여 발색시켰다. 740 nm

OD
520nm

 of sample

OD
520nm

 of blan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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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흡광도가 0.6 이상이 되도록 발색이 되면 Whatman no. 2

filter paper를 이용하여 manganese dioxide를 제거한 후 흡광도

가 0.5가 되도록 pH 7.40인 5 mM PBS으로 희석하였다. 추출

물 용액 0.20 mL와 ABTS 용액 1.80 mL를 test tube에 주입 후

혼합하여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물은 UV-vis spectrophoto-

meter(Ultrospec 3100 pro, GE Healthcare, USA)를 이용하여

7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시료첨

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를 구하여 아래와 같이 백분율로 표

시하였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00

4. Total phenolic contents

Total phenolic contents는 Folin & Denis(1912)의 실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각 추출물은 1.0 mg/mL 농도로 70%

ethanol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NaCO3 포화용액은 증류수에

과량의 sodium carbonate를 용해시킨 뒤, Whatman no. 2 filter

paper를 이용하여 녹지 않은 sodium carbonate를 제거하였다.

추출물 0.02 mL와 Folin-Ciocâlteu reagent 0.01 mL, sodium

carbonate 포화용액 0.06 mL를 micro tube에 주입한 뒤 15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증류수 0.20 mL를 주입하여 원심분리 후 상

층액을 분리하였다. 반응물은 UV-vis spectrophotometer(Ultrospec

3100 pro, GE Healthcare, USA)를 이용하여 74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gallic acid를 사용하였다.

5.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각 추출물은 1.25, 2.5, 5, 10, 20 mg/mL의 농도가 되도록

70% ethanol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griess reagen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Green et al.,

1982). Griess reagent는 1% sulfanilamide를 5% phosphoric acid

에 녹인 것과 0.1% naph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 수

용액을 1 : 1 비율로 혼합한 것을 사용하였다. NO 생성 물질로

는 0.1 M sodium nitrite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희석하여

아래의 실험 방법을 통해 흡광도 1.0이 나오도록 보정하였다.

Sodium nitrite용액 0.9 mL와 추출물 0.1 mL를 혼합 후 30분

간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용액 중 상층액 0.1 mL

와 griess reagent 0.1 mL를 혼합하여 15분간 동안 발색이 이루

어지도록 반응시켰다. 그 후 540 nm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40

nm 흡광도는 생성된 NO의 양과 비례한다.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

였다.

NO scavenging rate(%) = ×100

III. 결과 및 고찰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PPH는 유기용매 또는 수용성의 추출물 항산화 활성 측정

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Choi & Shin, 2015).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항산화 물질의 전자공여능으로 인해 아민

류 및 방향족 화합물에 의해 환원되어 보라색의 탈색 정도를

지표로 하는 항산화능 측정 방법이다(Choi et al., 2003). 이 실

험 또한 보라색을 띄는 radical 상태의 DPPH 시약이 항산화 작

용을 통해 radical이 소거되어 노란색으로 환원되는 원리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Kang et al., 2018). 

갈조류 추출물의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을 측정한

결과 Table 1, Fig. 1과 같다. 갈조류 추출물의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결과 추출물의 농도와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이 비례한 결과를 보였다. D. bullosus 추출물

은 1.25 mg/mL에서 4.00±2.84%, 2.5 mg/mL에서 8.00±2.86%,

5.0 mg/mL에서 14.86±3.92%, 10 mg/mL에서 29.54±3.62%, 20

mg/mL에서 58.20±3.12%의 radical scavenging acivity를 보였다.

S. radiciformis 추출물은 1.25 mg/mL에서 2.66±0.96%, 2.5 mg/

mL에서 3.94±1.80%, 5.0 mg/mL에서 9.86±2.04%, 10 mg/mL에

OD
740nm

 of sample

OD
740nm

 of blank
----------------------------------------------- 
 

1
OD

540nm
 of sample

OD
540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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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brown algae extract

Concentration
(mg/mL)

RSA (%) S.D

D

1.25 4.00 ± 2.84

2.5 8.00 ± 2.86

5.0 14.86 ± 3.92

10 29.54 ± 3.62

20 58.20 ± 3.12

S

1.25 2.66 ± 0.96

2.5 3.94 ± 1.80

5.0 9.86 ± 2.04

10 40.60 ± 2.70

20 77.34 ± 1.09

Z

1.25 9.34 ± 1.41

2.5 18.14 ± 1.20

5.0 35.60 ± 1.02

10 71.80 ± 1.42

20 94.20 ± 0.28

Abbreviations: RSA,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 Dactylosiphon

bullosus; S, Sporochnus radiciformis; Z, Zonaria diesingi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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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0.60±2.70%, 20 mg/mL에서 77.34±1.09%의 radical scaveng-

ing acivity를 보였다. Z. diesingiana 추출물은 1.25 mg/mL에서

9.34±1.41%, 2.5 mg/mL에서 18.14±1.20%, 5.0 mg/mL에서

35.60±1.02%, 10 mg/mL에서 71.80±1.42%, 20 mg/mL에서

94.20±0.28%의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20 mg/mL 농도에서 Z. diesingiana 추출물은 94.20±0.28%로

D. bullosus 추출물의 58.20±3.12%에 비해 높고, S. radiciformis

추출물의 77.34±1.09%에 비해 높아 Z. diesingiana 추출물이 가

장 뛰어난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이는 동

일한 갈조류인 Ecklonia cava의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인 87.2%보다 높은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나타내었다(Athukorala et al., 2006).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TS는 비교적 안정한 상태의 free radical로, DPPH보다 여

러 가지 방법을 통한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을 측정할 수 있

어, 다양한 시료에 이용할 수 있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은 청록색의 ABTS radical이 항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추출물과 반응해 연한 녹색으로 변하는 원리를 적용한 측

정 방법이다(Lee & Lee, 2017).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경우 소수성 물질과 친수성 물질의 antioxidative activity

측정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으로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보다 폭 넓은 물질에 대해 활성을 나타낸다(Re et al., 1999).

갈조류 추출물의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을 측정한

결과,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또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Fig. 2와 같다. D. bullosus 추출물은 1.25 mg/mL에서 2.14±2.00%,

2.5 mg/mL에서 3.00±1.18%, 5.0 mg/mL에서 8.46±1.91%, 10

mg/mL에서 16.14±2.32%, 20 mg/mL에서 33.74±2.58%의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S. radiciformis 추출물은 1.25 mg/

mL에서 4.34±2.16%, 2.5 mg/mL에서 7.00±1.07%, 5.0 mg/mL

에서 14.20±2.86%, 10 mg/mL에서 32.60±3.80%, 20 mg/mL에

서 61.54±1.72%의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Z.

diesingiana 추출물은 1.25 mg/mL에서 2.34±1.32%, 2.5 mg/mL

에서 24.46±0.98%, 5.0 mg/mL에서 71.46±0.34%, 10 mg/mL에

서 93.20±0.16%, 20 mg/mL에서 96.26±0.98%의 radical scaveng-

ing activity를 보였다.

20.0 mg/mL 농도에서 Z. diesingiana 추출물은 96.26±0.98%

로 D. bullosus 추출물의 33.74±2.58%에 비해 높고 S. radiciformis

추출물의 61.54±1.72%에 비해 높아 Z. diesingiana 추출물이 가

장 뛰어난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이는 동

일한 갈조류인 Ecklonia cava의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인 35.6%보다 높은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brown algae extract.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Table 2.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brown algae extract

Concentration
(mg/mL)

RSA (%) S.D

1.25 2.14 ± 2.00

2.5 3.00 ± 1.18

D 5.0 8.46 ± 1.91

10 16.14 ± 2.32

20 33.74 ± 2.58

1.25 4.34 ± 2.16

2.5 7.00 ± 1.07

S 5.0 14.20 ± 2.86

10 32.60 ± 3.80

20 61.54 ± 1.72

1.25 2.34 ± 1.32

2.5 24.46 ± 0.98

Z 5.0 71.46 ± 0.34

10 93.20 ± 0.16

20 96.26 ± 0.98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brown algae. extract.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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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Athukorala et al., 2006).

3. Total phenolic contents

다양한 antioxidant가 함유되어 있는 천연물 추출물에는 종류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total phenolic content가 차지하는 비율

이 높음으로 phenolic content의 양을 측정해 추출물의 항산화

능을 유추할 수 있다(Singleton & Rossi, 1965).

이에 갈조류 추출물의 total phenolic contents를 측정하였다.

갈조류 추출물의 total phenolic content를 측정한 결과 Table 3,

Fig. 3과 같다. 갈조류 추출물 중 1 mg/mL에서 D. bullosus는

41.84±1.49 mg gallic acid/g, S. radiciformis는 36.27±2.06 mg

gallic acid/g, Z. diesingiana는 47.19±2.07 mg gallic acid/g의 결

과를 보였다.

선행논문(Kim et al., 2006)에서 해조류 7종 구멍쇠미역

(Agarum cribrosum), 곰피(Ecklonia stolonifera), 지누아리

(Grateloupia filicina), 재래종다시마(Kjellmaniella crassifolia),

김(Porphyra tenera), 괭생이모자반(Sargassum horneri), 고리매

(Scytosiphon lomentaria)의 total phenolic contents를 측정 결과

구멍쇠미역은 10.84 mg/g, 곰피는 2.44 mg/g, 지누아리는 1.57

mg/g, 재래종다시마는 1.12 mg/g, 김은 0.35 mg/g, 괭생이모자

반은 7.22 mg/g, 고리매는 0.37 mg/g를 보였다. 이 중 갈조류에

해당하는 구멍쇠미역과 괭생이모자반이 각각 10.84 mg/g과

7.22 mg/g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본 실험에서 취급한 3종의

갈조류 추출물은 D. bullosus, S. radiciformis, Z. diesingiana 순

서로 41.84±1.49 mg gallic acid/g, 36.27±2.06 mg gallic acid/g,

47.19±2.07 mg gallic acid/g 결과로 앞선 연구의 해조류 7종의

결과와 비교했을때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특히나 Z.

diesingiana 추출물은 함량이 가장 높다고 나타난 구멍쇠미역에

비해 약 4배 이상의 결과로 total phenolic content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NO는 적정한 농도에서 혈관의 확장, 향균, 신경의 신호전달,

항암효과를 지니는데 NO에 만성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reactive

oxygen species와 반응하여 높은 독성의 ONOO−가 생성될 가

능성이 높아진다(Bhaskar & Balakrishnan, 2009; Amaeze et al.,

2011). NO 또한 reactive oxygen species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물질에 의해 소거된다고 알려져 있다(Lakhanpal & Rai, 2007).

이에 갈조류 추출물의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을 보기

위해 갈조류 추출물을 용액에 반응시켜 측정하였다. 갈조류 추

출물의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을 측정한 결과 Table 4,

Fig. 4와 같다. D. bullosus 추출물은 1.25 mg/mL에서 4.87±1.92%,

2.5 mg/mL에서 10.23±0.59%, 5.0 mg/mL에서 20.63±1.70%, 10

mg/mL에서 42.90±1.65%, 20 mg/mL에서 70.63±1.70%를 보였

다. S. radiciformis 추출물은 1.25 mg/mL에서 5.33±1.35%, 2.5

mg/mL에서 9.27±1.14%, 5.0 mg/mL에서 17.53±0.95%, 10 mg/

mL에서 35.37±1.09%, 20 mg/mL에서 67.93±1.68%를 보였다.
Table 3.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otal phenolic contents of
brown algae extract (Gallic acid used as standard) 

Concentration
(mg gallic acid/g)

S.D

D 41.84 ± 1.49

S 36.27 ± 2.06

Z 47.19 ± 2.07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Fig. 3. Total phenolic content of brown algae extract (Gallic acid
used as standard).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Fig. 1.

Table 4.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brown algae extract

Concentration
(mg/mL)

RSA (%) S.D

1.25 4.87 ± 1.92

2.5 10.23 ± 0.59

D 5.0 20.63 ± 1.70

10 42.90 ± 1.65

20 70.63 ± 1.70

1.25 5.33 ± 1.35

2.5 9.27 ± 1.14

S 5.0 17.53 ± 0.95

10 35.37 ± 1.09

20 67.93 ± 1.68

1.25 4.97 ± 1.52

2.5 13.13 ± 1.09

Z 5.0 26.50 ± 1.84

10 51.80 ± 1.42

20 92.87 ± 1.79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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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diesingiana 추출물은 1.25 mg/mL에서 4.97±1.52%, 2.5 mg/

mL에서 13.13±1.09%, 5.0 mg/mL에서 26.50±1.84%, 10 mg/mL

에서 51.80±1.42%, 20 mg/mL에서 92.87±1.79%를 보였다. 

20.0 mg/mL 농도에서 Z. diesingiana 추출물은 92.87±1.79%

로 D. bullosus 추출물의 70.63±1.70%에 비해 높고 S. radiciformis

추출물의 67.93±1.68%에 비해 높아 Z. diesingiana 추출물이 가

장 뛰어난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해조류 35종 추출물의 nitrite 소거활성 평가(Ahn et al., 2011)

의 연구 논문 내용 중 갈조류의 17종(감태(Ecklonia cava), 곰피

(Ecklonia stolonifera), 패(Ishige okamurai), 불레기말(Colpomenia

sinuosa), 쇠미역(Costaria costata), 대황(Eisenia bicyclis), 톳

(Hizikia fusiforme), 넓패(Ishige foliacea), 다시마(Laminaria

japonica Areschong), 알쏭이모자반(Sargassum confusum), 모자

반(Sargassum fulvellum), 짝잎모자반(Sargassum hemiphyllum),

괭생이모자반(Sargassum horneri), 지충이(Sargassum thunbergii),

야마자모자반(Sargassum yamade), 고리매(Scytosiphon lomen-

taria), 미역(Undaria pinnatifida))의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경우 11종이 70% 이상의 활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되

었다.

본 실험 연구 결과 또한 D. bullosus 추출물이 70.63±1.70%,

S. radiciformis 추출물이 67.93±1.68%의 수치로 선행 연구의 결

과와 유사한 한편 Z. diesingiana 추출물의 경우 92.87±1.79%를

보여 높은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otal phenolic contents,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측정하였다. DPPH와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경우 radical activity에 따라 흡광 파장이 달

라지는 물질을 이용하여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DPPH, ABTS는 활성산소와 유사하게 radical로서 작용을 한다

(Floegel et al., 2011). 한편 phenolic contents 측정은 항산화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polyphenol의 농도를 측정하여 항산화

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며 주로 식물 추출물에 이용

된다(Scalzo et al., 2005). 마지막으로 NO 소거능 측정은 추출

물이 nitrite 염에 의해 만들어진 활성질소종을 소거시키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Karmakar et al., 2011). 

화장품에서는 간접적인 phenolic content 측정과 NO 소거능

측정보다 광범위한 항산화능을 측정할 수 있는 DPPH와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가 선호되며, 서로간 측정수치의 차이

가 있어 두 방법을 모두 시행하는 것이 추천된다(Floegel et al.,

2011). 

IV. 결 론

갈조류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측정하기 위해 D.

bullosus, S. radiciformis, Z. diesingiana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측

정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의 측정 결과 20 mg/mL 농

도에서 Z. diesingiana 추출물은 94.20±0.28%로 D. bullosus 추

출물의 58.20±3.12%에 비해 높고, S. radiciformis 추출물의

77.34±1.09%에 비해 높아 Z. diesingiana 추출물이 가장 뛰어난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결과 20.0 mg/mL 농도

에서 Z. diesingiana 추출물은 96.26±0.98%로 D. bullosus 추출

물의 33.74±2.58%에 비해 높고 S. radiciformis 추출물의

61.54±1.72%에 비해 높아 Z. diesingiana 추출물이 가장 뛰어난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에서 높은 효과를 나타냈던

Z. diesingiana 추출물은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에서

도 높은 효과를 보여, Z. diesingiana 추출물이 DPPH, ABTS에

서 모두 가장 높은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나타냈다.

Total phenolic content 측정 결과 D. bullosus는 41.84±1.49

mg gallic acid/g, S. radiciformis는 36.27±2.06 mg gallic acid/g,

Z. diesingiana는 47.19±2.07 mg gallic acid/g의 결과를 보였으

며, Z. diesingiana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결과 20 mg/mL에서 20.0

mg/mL 농도에서 Z. diesingiana 추출물은 92.87±1.79%로 D.

bullosus 추출물의 70.63±1.70%에 비해 높고 S. radiciformis 추

출물의 67.93±1.68%에 비해 높아 Z. diesingiana 추출물이 가장

뛰어난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보였다. 

본 연구의 3종의 갈조류 실험 결과 Z. diesingiana 추출물이

모든 실험 방법에서 가장 뛰어난 항산화능을 보여 기능성 화장

품 소재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 될 것으로 사료된다. 화장

품의 원료로서 항산화능은 ROS를 소거시키는 능력을 통해 미

백, 염증에 의한 피부 손상 방지, 피부 노화 방지, 주름 방지 등

의 특성을 지닌다(Cho et al., 2016; Moon et al., 2019; Park et

al., 2019). 동시에 지방성분의 산패를 막아, 화장품의 변성을 방

지하는 특성을 지녀 제조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Shahidi

Fig. 4.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brown algae extract.
Abbreviations were the same as Fig. 1.



갈조류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857

& Zhong, 2010). 이에 항산화능이 높은 Z. diesingiana 추출물을

이용함으로서 해양 자원을 이용한 화장품 개발에 도움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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