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화장품 산업은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증

가, 소비 계층의 확대, 고령화 시대 진입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새

로운 시장 창출이 예상되며 경제발전과 연계된 지속적 성장산업이다

(Ku & Lee, 2018). 천연물 소재는 뷰티산업의 발전에 따른 화장품 원

료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그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생

리활성을 나타낸다(Jang et al., 2015a). 식물유래 천연 성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생리활성물질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고, 인체

에 부작용이 적은 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으며(Kim & 

Park, 2017; Kim & Jang, 2016; Lee et al., 2018; Shim, 2018 ; 

Lee & Ryu, 2019).

 특히 부작용 낮은 천연물을 이용한 의약품 및 화장품에 대한 연

구가 웰빙 열풍과 함께 산업적 선호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Jang et 

al., 2015b). 기능성화장품의 개발에는 생리활성을 가지는 원료물질

의 개발이 선결과제이며, 검토해야 할 기능성은 항산화, 항염증, 항균

효과, 미백, 주름개선, 항노화 등이 있다(Cho, 2011).

피부는 인체의 최외각 층에 존재한 기관으로 다양한 환경적 요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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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In this study, we used Zingiber officinale  (Z. officinale) leaf, stem, and root 
extracts to evaluate their potential as cosmetic materials. Methods: We measured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total poly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SOD-like physiological activity to confirm the 
antioxidant effect to assess the potential of Z. officinale  leaf, stem, and root extracts 
as cosmetic materials. Furthermore, the protective effect on oxidative stress caused 
by H2O2 in HaCaT cells and proliferative effect in dermal papilla cells were assess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antioxidant effect of Z. officinale leaf, stem, and root 
extracts,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was measured at a concentration of 400 
μg/mL, and it was 88.78% in Z. officinale leaf extract, 70.12% in stem extract, and 
65.52% in root extract. Total polyphenolic content was 170.22 μg/mL (leaf), 120.27 
μg/mL (stem), and 146 μg/mL (root), whereas total flavonoid content was 98.52 μg/
mL (leaf), 70.26 μg/mL (stem), and 46.12 μg/mL (root).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measured at a concentration of 400 μg/mL, and it was 88.26% (leaf), 
70.73% (stem), and 64.13% (root). Further, SOD-like physiological activity was 
65.22% (leaf), 57.53% (stem), and 50.21% (root). The protective effect on oxidative 
stress caused by H2O2 in HaCaT cells was 82.18% (leaf), 78.98% (stem), and 70.27% 
(root) at a concentration of 100 μg/mL. Our results confirmed that Z. officinale  leaf 
extract has high protective effects on cell damage caused by H2O2, showing a 32% 
increase. Moreover, the proliferative effect in dermal papilla cells was 158.63% 
(leaf), 140.41% (stem), and 132.40% (root) when cells were cultured for 72 h at 
a concentration of 100 μg/mL. Conclusion: Thus, Z. officinale  leaf extract has the 
highest antioxidant effect, HaCaT cell protective effect, and proliferative effect in 
dermal papilla cells, indicating a possibility to be developed as a cosmetic material.

Keywords: Zingiber officinale, Antioxidant effect, H2O2, Dermal papilla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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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산화적 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다(Chon et al., 2012a). 피부에서 활성산소는 세포막을 공격하여 

이를 산화시키게 되고 산화된 지질에 의해 세포막이 손상되어 정상적

인 피부세포의 기능을 손실시키게 된다. 또한 피부의 효소적, 비효소

적 항산화 방어체계의 균형을 깨트리게 되어 피부가 지속적인 산화상

태에서 회복되지 못하게 되면서 피부는 거칠고 윤기가 없어지게 되며 

이러한 과정의 반복은 피부노화가 진행될 수 있다(Park et al., 2018).

활성산소는 세포구성 성분들인 지질, 단백질, DNA 등에 대하여 비 

선택적, 비가역적인 파괴 작용을 함으로써 각종 질병은 물론, 노화, 피

부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한 지질과산화 반응 결과 생성되는 

지질 과산화물도 세포에 대한 산화적 파괴로 인한 노화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 따라서 활성산소 및 프리라디칼 소거활성을 갖는 항산화 소

재는 매우 유용한 화장품소재로 활용되고 있다(Yoo et al., 2005).

피부 표면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각질세포는 생체 대사과정에

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 초래로 궁극적으로 피부의 면역기

능 억제, 염증 유발, 탄력감소, 주름 및 기미, 주근깨 등의 질환들을 유

발하여 결국 피부 노화가 가속된다(Kim & Bang, 2018).

생강(Zingiber offcinale Roscoe)은 열대 아시아가 원산지인 생강과

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의 하나로써, 그의 근경을 칭하기도 한다. 

생강은 특유의 맛과 향기를 지니고 있어 기호성이 좋은 향신료의 하나

로써 날 생강, 건 생강, 정유(absolute, oleoresin) 등이 생강 제품을 위

한 소재로 유통되고 있다(Lee et al., 2011).

국내에서는 생강의 지상부인 줄기와 잎은 주로 뿌리를 목적으로 재

배되는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거의 폐기되는 실정이다. 

생강 뿌리는 각종 식품 첨가물 및 화장품 소재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생강 잎이나 줄기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Lee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의 화장품 소재

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70% 주정 에탄올에 24시간 추출하였다. 

항산화효과는 DPPH 라디컬 소거능,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

량 측정, ABTS 라디컬 소거능, SOD 유사활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HaCaT 세포 보호효과는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산화적 손상에 대한 보

호효과를 MTT assay 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 모유두 세포 증식효과

는 72시간을 배양하여 MTT assay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Methods

1. 시료 추출

시료 추출은 생강 전체를 잎, 줄기, 뿌리로 분리하여 각각 100g에 

70% 주정 에탄올 1 L를 가하여 60℃에서 24 h 추출하고, 추출액을 여

과(Whatman filter paper No.1; Whatman, UK)한 후에 회전식 감압

농축기(EYELA N-1000; Tokyo Rikakikai Co., Japan)로 농축한 후, 

동결건조기(PVTFA 10AT; ILSIN, Korea)에 72 h 동안 동결 건조하여 

분말로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2. DPPH 라디컬 소거능

DPPH radical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은 Blois (1958) 방법을 변형하

여 사용하였다. 1 mM DPPH 용액 100 μL와 생강 잎, 줄기, 뿌리 추

출물(6.25-400 μg/mL)을 100 μL씩 취하여 혼합한 후 30 min 암 상

태에서 방치한 후 잔존 radical 농도를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USA) 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측정하였다. 활성비교를 

위하여 항산화 물질로 잘 알려진 butylated hydoxytoluene (BHT), 

ascorbic acid (vitamin C)와 비교하였다. DPPH 라디컬 소거능(%)은 

(1-시료의 흡광도/대조군의 흡광도)×100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3.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 & Denis (1915) 방법에 따라,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1 mg/mL) 50 μL에 증류수 650 μL 넣고 Folin-

Denis' reagent 50 μL를 가하여 3 min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다. 반

응시킨 후 10% sodium carbonate (Na
2
CO

3
; Sigma-Aldrich, USA)

포화용액을 100 μL 첨가하고, 최종 볼륨을 1 mL 맞추기 위해 증류

수 150 μL 넣어 잘 혼합시켰다. 37℃ water bath에 1 h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iMARKTM; BIO-RAD, USA)를 이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tannic acid 농도 0-500 

μg/mL이 되도록 하고 이로부터 총 폴리페놀 함량을 구하였다.

4.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1 mg/mL) 

100 μL에 1 mL diethylene glycol을 첨가하고, 다시 1 N sodium 

hydroxide (NaOH; Sigma-Aldrich) 100 μL 넣어 잘 혼합시켜 37℃ 

water bath에 1 h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iMARKTM; BIO-

RAD)을 이용하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곡선은 

naringin 농도를 0-300 μg/mL이 되도록 하여 작성하고 이로부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다.

5.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와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하여 암소에 두면 ABTS 라디

칼이 생성되는데 추출물의 항산화 물질과 반응하여 양이온이 소거됨

으로써 특유의 청록색이 탈색되며 이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항산화 능

력을 측정할 수 있다. 시험 용액은 증류수에 7 mM ABTS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16 h 배양하여 ABTS 양

이온을 생성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의 값이 0.7 이하가 되도록 희

석하여 제조하였다. 그 다음 ABTS 용액 100 μL에 시료 용액 100 μL

을 가한 후 6 min 후에 흡광도(iMARKTM; BIO-RAD)를 측정하였다. 

음성대조군(2.45 mM potassium persulfate buffer)의 흡광도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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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흡광도를 감소시키는 정도를 %로 나타내었다.

5. SOD 유사활성 측정

SOD 유사활성 측정은 Marklund & Marklund (1974)의 방법에 따

라 측정하였다.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 0.2 mL에 pH 8.5로 보

정한 tris-HCl buffer 3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첨가하

였다. 25℃에서 10 min 반응시킨 후 1 N HCl로 반응을 정지시킨 다

음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를 이용하여 42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활성비교를 위하여 항산화 물질로 잘 알려진 BHT, 

ascorbic acid 와 비교하였다. SOD 유사활성은 추출물의 첨가구와 무 

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6.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의 HaCaT 세포 보호효과 측정

1) 세포배양

Human keratinocyte (HaCaT)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Korean 

Cell Line Bank, KCLB, Korea)에서 분양 받았으며, 세포배양을 위해 

10% FBS과 1% penicillin-streptomycin을 포함하는 DMEM 배지를 

사용하였다. 세포는 37℃, 5% CO
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2) 세포 생존율 측정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의 안전성 시험으로 세포 생존율 측정은 

MTT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HaCaT 세포 5×104 cells/well를 96 well 

plate에 분주하여 24 h 배양 후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을 농도별

(5-400 μg/mL)로 처리하여 24 h 재 배양하였다. 재 배양 후 well 당 

20 μL의 MTT 용액을 첨가하여 37℃, 5% CO
2
 incubator에서 4 h 동

안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대조군에 대한 세포 생존율을 백

분율로 표시하였다.

3) H
2
O

2
에 의해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HaCaT 세포 보호

효과 

H
2
O

2
에 의해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HaCaT 세포 보호

효과는 MTT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96 well plate에 HaCaT 세포

를 1×105 cells/well의 농도로 조절하여 24 h 배양 후, 세포 생존율

에 따라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을 4 h 전처리 후, 최종 농도 500 

μM의 H
2
O

2
를 함유한 배양액을 투여하여 24 h 동안 반응시키고, 배

양이 끝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에 생성된 formazan 결정에 

DMSO를 첨가하여 녹인 다음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7. 생강 부위별 추출물의 인간 모유두 세포 증식효과 측정

1) 세포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인간 모유두 세포(human follicle dermal papilla 

cell, HFDPC)는 Promocell 사에서 구매 사용 하였으며, 세포의 배양과 

실험에는 Promocell의 HFDPC 세포 배양 전용 배지인 Follicle Dermal 

Papilla Cell Growth Medium (Ready-to-use, Cat. No. C-26501; 

Heidelber, Germany)을 사용하였으며, 배양과 계대배양 및 실험용 세

포의 준비는 Promocell에서 제공하는 실험법에 준하여 수행하였다.

2) 세포 생존율 측정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의 세포 생존율 측정은 MTT 방법으

로 측정하였다. 모유두 세포 5×104 cells/well를 96 well plate에 분

주하고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을 농도별(5-400 μg/mL)로 24 h 

동안 처리하였다. Well 당 20 μL의 MTT 용액을 첨가하여 37℃, 5% 

CO
2
 incubator에서 4 h 동안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대조군

에 대한 세포 생존율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3) 모유두 세포 증식효과 측정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의 모유두 세포 증식효과 측정은 MTT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모유두 세포 5×104 cells/well를 96 well plate

에 분주하고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을 농도별(5-100 μg/mL)

로 72 h 동안 처리하였다. Well 당 20 μL의 MTT 용액을 첨가하여 

37℃, 5% CO
2 
incubator에서 4 h 동안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

하여 대조군에 대한 세포 증식효과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8. 통계처리

본 연구의 모든 실험 결과는 3회 이상 반복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

었으며, 통계학적 유의성은 Student's t-test로 분석하였으며, p value

가 0.05 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p<0.05, 
**p<0.01).

Figure 1. DPPH scavenging activity of leaf, stem, and root 
extracts of Zingiber officinale. 
Activities were determined by measuring the absorbance at 517 
nm. Vit C, ascorbic acid, BHT, butylated hydroxy toluene group. 
The result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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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1. DPPH 라디칼 소거능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 시료를 6.25-400 μg/mL 범위에서 처

리하였을 때 시료 농도에 따른 DPPH 라디컬 소거율은 Figure 1과 같

으며 400 μg/mL의 농도에서 생강 잎 추출물은 88.78%, 줄기 추출

물은 70.12%, 뿌리 추출물은 65.52%의 DPPH 라디컬 소거능이 확

인 되었다.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BHT은 Vit C는 93.25%, BHT은 

74.38%의 소거능이 확인 되었다. 활성 라디칼인 DPPH는 ascorbic 

acid, tocopherol, polyhydroxy phenol 화합물 및 방향성 아민 등에 

의하여 환원되어 탈색이 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식물체 추출물의 항산

화효과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여러 

연구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lipoxygenase활성 억제 효과는 총 

폴리페놀 함량과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Kwak 

& Lee, 2014). Lee & Jhoo (2012)의 연구에서 싸리나무 잎, 줄기, 뿌

리 추출물의 DPPH 소거능 측정 결과 싸리나무 잎이 가장 높은 소거

능이 확인되었다. Lee et al. (2014)의 연구에서도 생강 잎, 줄기, 뿌

리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생강의 잎, 줄기에서도 높은 황산화 

활성을 확인되어 생강은 뿌리 단독보다는 뿌리와 잎, 줄기를 모두 활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잎의 경우 식용으로 인정되지 있지 않아 이

를 활용하기 위한 허가 추진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생강 잎 추출물이 항산화 활성이 높게 확인되었다.

2.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천연 폴리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이 분포된 2차 대사산물

의 하나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진다. 이들은 이들은 phenolic 

hydroxy (OH) 기를 가지기 때문에 단백질 및 기타 거대 분자들과 쉽

게 결합하여, 항산화, 항암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Lee & Lee, 2016). 생강 부위별 추출물 1 mg/mL에 포함

되어 있는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tannic acid 함량으로 환산하여 나타

낸 결과 Table 1와 같다. 생강 잎 추출물은 170.22±1.03 μg/mL, 줄

기 추출물은 120.27±1.21 μg/mL, 뿌리 추출물은 146±1.01 μg/

mL의 함량이 확인되었다. 

Diethylene glycol 비색법에 의한 생강 부위별 추출물 1 mg/mL

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naringin 함량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결과 

Table 1와 같았다. 생강 잎 추출물은 98.52±1.03 μg/mL, 줄기 추출

물은 70.26±1.21 μg/mL, 뿌리 추출물은 46.12±1.01 μg/mL의 함

량이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 생강 잎 추출물이 총 폴리페놀과 플라

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게 확인되었다. Chon et al. (2012b)은 민들

레 꽃, 잎 및 뿌리 등의 메탄올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및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잎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잎 추출물이 가장 우수하였다. 

3. ABTS 라디칼 소거활성 

ABTS+는 비교적 안정적인 free radical로써, DPPH와 함께 항산

Figure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leaf, stem, and 
root extracts of Zingiber officinale. 
Activities were determined by measuring the absorbance at 734 
nm. Vit C, ascorbic acid; BHT, butylated hydroxy toluene group. 
The result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Table 1.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of leaf, stem, and root extracts of Zingiber officinale
Sample Total phenols (µg/mL) Total flavonoids (µg/mL)

Leaf 170.22±1.03 98.52±1.03

Stem 120.27±1.21 70.26±1.21

Roof 146.14±1.01 46.12±1.01

Figure 3. SOD-like activity of leaf, stem, and root extracts of  
Zingiber officinale. 
Activities were determined by measuring the absorbance at 420 
nm. Vit C, ascorbic acid; BHT, butylated hydroxy toluene group. 
The result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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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활성 측정에 널리 쓰이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 실험은 potassium 

persulfate와 ABTS의 산화에 의해 ABTS+가 활성양이온이 된 후 시

료의 항산화력에 의해 ABTS+가 소거되며 청록색으로 탈색되는데 이

때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항산화력을 관찰한다(Kang et al., 2015). 그 

결과 Figure 2과 같으며, 400 μg/mL의 농도에서 생강 잎 추출물은

88.26%, 줄기 추출물은 70.73%, 뿌리 추출물은 64.13%의 ABTS 라

디칼 소거능이 확인되었다. Lee & Jhoo (2012)의 연구에서 싸리나무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의 DPPH 소거능 측정 결과 싸리나무 잎이 가장 

높은 소거능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

왔다.

 4. SOD 유사활성 측정

SOD는 superoxide radical을 과산화수소와 정상상태의 산소로 

환원시켜줌으로써 노화 억제 등의 항산화 역할을 한다(Han et al., 

2015). 항산화 효소 중의 하나인 superoxide dismutase (SOD)는 반

응성이 매우 강한 superoxide radical (O
2
-•)과 반응하여 hydrogen 

peroxide (H
2
O

2
) 생성을 촉매하는 효소로 산소를 소비하는 모든 생

물종에 존재하며 대표적인 활성산소 저해제이다. 가장 독성이 강한 

hydroxy radical의 생성을 예방하는 작용을 하여 현재 항염증 소재나 

피부노화 방지를 위한 미용소재로 화장품 등의 첨가제로 이용되고 있

다(Kim et al., 2015).

이러한 피부 염증 및 노화 방지와 관련이 있는 SOD 유사활성을 측

정한 결과, Figure 3와 같으며, 400 μg/mL의 농도에서 생강 잎 추출

물은 65.22%, 잎 추출물은 57.53%, 줄기 추출물은 50.21%의 SOD 

유사활성능이 확인 되었다.

5.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의 HaCaT 세포 보호효과 측정

1) 세포 생존율

화장품 소재로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포 

생존율 실험을 통해 평가하였다. 각질세포(keratinocyte)는 표피세포

에 해당하며 자외선을 비롯한 외부 자극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된

다. 이러한 지속적인 자외선화 같은 외부 자극의 노출을 통해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피부가 노화되는 가

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Seo & Jeong, 2015).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이 HaCaT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도

별(5-400 μg/mL)로 처리하고, 24시간 배양한 후에 MTT assay 방법

으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Figure 4와 같이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은 5 μg/mL부터 100 μg/mL까지 약 90% 이상의 

HaCaT 세포 생존율을 유지하였으며, 2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HaCaT 세포에 대해 독성 효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적당

한 농도(5-100 μg/mL)의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은 HaCaT 세포

에 대해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따라서 다음에 진행된 실험에서

는 5 μg/mL부터 100 μg/mL까지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을 사용

하였다.

2)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HaCaT 세포 보호효과

과산화수소는 세포 내에서 O
2
-가 SOD로 촉매되어 생성되거나 자

외선 조사에 의해서 과잉 생산되면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활

성산소인 과산화수소는 세포막을 통과하여 생체내 미량으로 존재하

는 금속 이온과 반응하여 다른 ROS를 생성시켜 세포 손상을 야기 시

킨다(Lee et al., 2018).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HaCaT 세포 손상에 

대한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의 세포 보호효과를 Figure 5에 나

타냈다. 실험결과, 과산화수소(500 μM)를 처리한 실험군은 처리하

지 않은 군(100%)에 비해 약 50.70%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냈다. 생

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5-100 μg/mL)을 처리한 군은 세포 생존율

Figure 5. Protective effect of leaf, stem, and root extracts of 
Zingiber officinale on oxidative stress induced by H2O2 in human 
HaCaT cells.
The cells were incubated with Zingiber officinale extracts for 4 h 
followed by treatment with 500 μM H2O2 for 24 h and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The result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p<0.05).

Figure 4. Effect of leaf, stem, and root extracts of Zingiber 
officinale on cytotoxicity in HaCaT cells.
HaCaT cells were incubated with Zingiber officinale extract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 After 24 h,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The result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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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100 μg/mL 농도에서 생강 잎 추출물은 

82.18%, 줄기 추출물은 78.98%, 뿌리 추출물은 70.27%의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 생강 잎 추출물은 32%의 증가율을 나타냄

으로써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세포 손상에 대해 보호효과가 높게 확인

되었다.

7.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의 인간 모유두 세포 증식효과 측정

1) 모유두 세포 생존율

모유두 세포는 모낭내의 여러 종류의 상피세포들과 상호작용을 하

며 모발의 성장 및 주기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모낭

과 모유두 세포의 상호작용은 모발의 성장에 필수적이다. 특히 모유

두 세포의 성장 증식 및 apoptosis 억제는 모발의 성장기를 유지하

는데 필요함이 보고되어 있다(Kang et al., 2014). 따라서 모유두 세

포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탈모를 개선시키기 위한 중요한 

표적이 된다(Lim et al., 2011).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이 모유

두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농도 별로 처리하

고, 24시간 배양한 후에 MTT assay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결

과 Figure 6과 같이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은 5 μg/mL부터 100 

μg/mL까지 약 90% 이상의 모유두 세포 생존율을 유지하였으며, 

2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모유두 세포에 대해 독성 효과를 나

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적당한 농도(5-100 μg/mL)의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은 모유두 세포에 대해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따라서 다음에 진행된 실험에서는 5 μg/mL부터 100 μg/mL까지의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을 사용하였다.

2) 모유두 세포 증식효과

Epithelial cell, mesenchymal cell 등 소기관들로 구성된 모낭은 

모발 성장에 관여한다. 모낭 및 모발의 성장은 복합적이고 주기적

인 방식이며 anagen, catagen 및 telogen의 3단계를 거쳐 일어난다. 

Mesenchymal cell의 한 종류인 모유두 세포는 상피 세포와 상호작용

하며 모낭에 영양을 공급하여 모발성장 주기를 재생 및 유지하는 역

할을 하므로, 모유두 세포의 증식과 사멸은 모발 성장 조절과 모낭

의 유지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ack et al., 

2017).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이 모유두 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출물을 농도별(5, 10, 20, 50, 100 μg/mL) 

처리하고 72시간 배양하여 MTT assay 방법으로 세포 증식효과를 측

정하였다.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을 72시간 배양한 결과 Figure 

7와 같으며, 100 μg/mL 농도에서 생강 잎 추출물은 158.63%, 줄기 

추출물은 140.41%, 뿌리 추출물은 132.40%까지 세포 증식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생강 잎은 58%의 모유두 세포 증식효과가 

확인되어 모발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onclusion

화장품 시장에서는 심각해지는 환경문제에 대한 선진국들의 움직

임에 의해 합성 원료의 시장성이 축소되고 화장품에 있어 친환경적이

고 식물의 천연성분을 이용하여 생리활성에 도움을 주는 물질을 찾

거나 기존 합성물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보완할 수 있

는 다양한 천연 원료 개발에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won, 

20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의 기능성 화장

품 소재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항산화효과, HaCaT 세포 보호

효과, 모유두 세포 증식효과를 확인하였다.

Figure 7. Effect of leaf, stem, and root extracts of Zingiber 
officinale on cytotoxicity in HFDPC cells. 
HFDPC cells were incubated with Zingiber officinale extract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 After 72 h,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The results are mean±S.D. from three replications 
(*p<0.05).

Figure 6. Effect of leaf, stem, and roots extract of Zingiber 
officinale on cytotoxicity in HFDPC cells . 
The cells were incubated with the stem extract of Zingiber 
officinale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 After 24 h,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The results are mean±S.D. of three 
re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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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생강 잎, 줄기, 뿌리추출물의 항산화효과 실험 결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400 μg/mL의 농도에서 생강 잎 추출

물은 88.78%, 줄기 추출물은 70.12%, 뿌리 추출물은 65.52%으로 

확인되었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은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은 각

각 170.22, 120.27, 146 μg/mL으로 확인되었으며, 총 플라보노이

드는 각각 98.52, 70.26, 46.12 μg/mL의 함량이 확인되었다. ABTS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400 μg/mL의 농도에서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은 각각 88.26, 70.73, 64.13%으로 확인되었으며, SOD 

유사활성 측정결과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은 각각65.22, 57.53, 

50.21%의 소거능이 확인되었다.

둘째,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HaCaT 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보

호효과는 100 μg/mL 농도에서 생강 잎 추출물은 82.18%, 줄기 추출

물은 78.98%, 뿌리 추출물은 70.27%의 생존율이 확인되었다.

셋째, 모유두 세포 증식효과는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을 72시

간 배양한 결과 100 μg/mL 농도에서 생강 잎 추출물은 158.63%, 줄

기 추출물은 140.41%, 뿌리 추출물은 132.40%까지 세포 증식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 생강 부위별 추출물 중 잎 추출물이 항산화효과, 

HaCaT 세포 보호효과, 모유두 세포 증식효과가 가장 우수하여 기능

성 화장품 소재 개발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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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의 화장품 소재로서 항산화효과

이상무, 김춘득* 

남부대학교 향장미용학과, 광주, 한국

목적: 최본 연구에서는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을 응용하여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방법: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의 화장품 소재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항산화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DPPH 라디컬 소거능, 총 폴리페놀 및 플라

보노이드 함량, ABTS 라디칼 소거능, SOD 유사활성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H
2
O

2
에 의해 유발되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HaCaT 

세포 보호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모유두 세포 증식효과를 확인하였다. 결과: 첫째, 항산화 효과 실험 결과, DPPH 라디

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400 μg/mL의 농도에서 생강 잎 추출물은 88.78%, 줄기 추출물은 70.12%, 뿌리 추출물은 65.52%으로 확

인되었으며, 총 폴리페놀 함량은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은 각각 170.22, 120.27, 146 μg/mL으로 확인되었으며, 총 플라보노

이드는 각각 98.52, 70.26, 46.12 μg/mL의 함량이 확인되었다. ABTS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400 μg/mL의 농도에서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은 각각 88.26, 70.73, 64.13%으로 확인되었으며, SOD 유사활성 측정결과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은 각

각65.22, 57.53, 50.21%의 소거능이 확인되었다. 둘째,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HaCaT 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보호효과는 100 

μg/mL 농도에서 생강 잎 추출물은 82.18%, 줄기 추출물은 78.98%, 뿌리 추출물은 70.27%의 생존율이 확인되었다. 실험 결과 생

강 잎 추출물이 32%의 증가율을 나타냄으로써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세포 손상에 대해 보호효과가 높게 확인되었다. 셋째, 모유두 

세포 증식효과는 생강 잎, 줄기, 뿌리 추출물을 72시간 배양한 결과 100 μg/mL 농도에서 생강 잎 추출물은 158.63%, 줄기 추출물

은 140.41%, 뿌리 추출물은 132.40%까지 세포 증식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이상의 연구 결과 생강 부위별 추출물 중 잎 추

출물이 항산화효과, HaCaT 세포 보호효과, 모유두 세포 증식효과가 가장 우수하여 화장품 소재 개발로 충분한 가능성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핵심어: 생강, 항산화 효과, 과산화수소, 모유두세포,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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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生姜叶，茎和根提取物作为化妆品原料的抗氧化作用 
 
李相茂，金春得* 
南部大学香匠美容学科，光州，韩国

目的: 在这项研究中，使用了生姜叶，茎和根提取物来评估其作为化妆品原料的潜力。方法: 为评估生姜叶，
茎和根提取物作为化妆品原料的潜力，测定DPPH清除自由基的活性，总多酚和类黄酮的含量，ABTS清除自
由基的活性以及类SOD的生理活性，以确认其抗氧化作用。此外，还评估了HCaT细胞中H2O2引起的对氧化
应激的保护作用以及真皮乳头细胞中的增殖作用。结果: 抗氧化测定结果显示，在400μg/mL的浓度下，生姜
DPPH清除自由基的活性分别为88.78%（叶），70.12%（茎），65.52％（根）。总多酚含量分别为170.22 
μg/mL（叶），120.27 μg/mL（茎）和146μg/ mL（根）；总黄酮含量为98.52 μg/ mL（叶），70.26 μg/
mL（茎），和46.12 μg/mL（根）。在400 μg/mL的浓度下，ABTS自由基清除活性分别为88.26％（叶），
70.73％（茎）和64.13％（根）。此外，类SOD的生理活性为65.22％（叶），57.53％（茎）和50.21％
（根）。在100μg/mL的浓度下，HaCaT细胞中H2O2引起的对氧化应激的保护作用分别为82.18％（叶），
78.98％（茎）和70.27％（根）。结果证实，生姜提取物对H2O2引起的细胞损伤的保护作用增加了32％。此
外，当以100μg/ mL的浓度培养细胞72 h时，在真皮乳头细胞中的增殖作用分别为158.63％（叶），140.41％
（茎）和132.40％（根）。结论: 因此，生姜叶提取物在各部位的提取物中具有最佳的抗氧化作用，HaCaT细胞
保护作用和真皮乳头细胞增殖作用，因此作为化妆品材料具有充分的潜力。

关键词: 生姜，抗氧化作用，过氧化氢，真皮乳头细胞，化妆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