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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화꽃봉오리의 추출용매별 항산화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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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distilled water, ethanol and methanol extracts of Plunus mume 
flower buds (PFB). The various solvent extracts of PFB were evaluated for their total polyphenol, flavonoid, reducing 
power and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by FRAP and DPPH analysis. The ethanol extract of PFB contained 
significantly higher amounts of total polyphenols (145 mg GAE/g) and flavonoids (25.43 mg QE/g) than methanol (132 
and 25.42) and distilled water (113.6 and 18.04). Among solvent extracts of PFB, the ethanol extract showed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ies. The 100% ethanol extract of PFB contained significantly higher amounts of total 
polyphenols and flavonoids than 70% and 50% ethanol extracts. Moreover, the 100% ethanol extract of PFB showed 
high efficacy i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in collagenase inhibition activity. This results suggest that 100% 
ethanol extract of PFB has the most effective antioxidant capacity compared to the methanol and water extracts tested 
in the present study. Thus, it can be applied for the effective extraction of functional material from PFB for usage of 
cosmeceutical and/or food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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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다양한 기능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 항산화소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기능성과 안전성이 요구
되는 천연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1,2). 생체 대사
과정 중 생성되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세포 구성성분인 단백질, 지질 및 DNA를 손상하고,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는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보고되었다3,4). 천연물에 존재
하는 대표적인 항산화물질로는 phenolic compounds5), ascorbic 
acid6), carotenoids7), flavonoids8) 등이 있고, 천연 항산화제의 
생리활성 물질은 대부분 식물 유래로 주로 폴리페놀 화합물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9). 폴리페놀성 화합물인 flavonoid, tannin, 
anthocyanin, carotenoid류, glutathione 등은 생체 내에서 노화
를 억제시키고, 동맥경화, 염증, 퇴행성 질환 및 암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10-12).
    매화나무(Prunus mume)는 장미목 장미과 벚나무속에 속하고 

매실나무라고도 하며, 원산지는 중국 사천성과 호북성의 산간지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일부 따뜻한 
기후 지역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다13). 매화나무의 과실인 매실은 
Fe, Zn, Mg, Cu, Ca 등 다양한 무기물과 citric acid, malic 
acid, succinic acid, tartaric acid 등 각종 유기산을 함유하고 
있으며14,15), 효능으로는 피로회복, 간 기능 회복 및 위 소화촉진, 
당뇨 개선, 항암 작용, 항균 효과 등이  보고되었다16-18).
    매화꽃(Plunus mume flower)은 봄을 미리 알리는 나무라 하
여 춘고초(春苦草)라 하고,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3월부터 잎보다 
먼저 연한 붉은 색을 띤 흰빛 꽃을 피운다19). 매화꽃은 꽃차로 애
용되고 있으며, 식용꽃은 꽃잎이 가지고 있는 천연 항산화제 및 항
암제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건강 기능식품소재로 각
광을 받고 있다. 매화 품종의 휘발성 향기 성분을 분석한 김 등20)

은 생화에서 총 15종을 검출하였고, Yoshikawa 등21)과 Matsuda 
등22)은 일본 매화에서 페놀화합물을 분리 하였다. 또한 Zheng과 
Clifford23)는 재배 지역 또는 국가에 따라 페놀함량이 차이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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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소재로서 매화꽃봉
오리(Plunus mume flower buds, PFB)의 효능과 최적 조건을 수
립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출용매별 총 polyphenol 및 flavonoid 함
량, 항산화능 및 콜라겐분해효소 억제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 추출 
    본 실험에 사용된 매화꽃봉오리는 2016년 3월 광양시 봉강면 
조령리 산 222에서 수확하여 동결건조 한 후 시료 1 g에 각각 150 
mL의 distilled water(D.W), 에탄올(EtOH), 메탄올(MeOH)을 넣어 
환류추출 후 여과(Whatman No.2, Tokyo, Japan)하였다. 이를 
rotary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한 후 동결건조(LP20, Ilshin, 
Korea)하여 사용하였다.
 
2. Polyphenol 및 Flavonoid 함량 측정
    총 polyphenol 함량 분석은 Folin-Denis법24)을 일부 변형하
여 이용하였다25). 시료를 1 mg/mL 농도로 용해시킨 후 시료액 
50 μL와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25 μ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20% sodium carbonate 125 
μL를 혼합한 다음 37°C 배양기에서 암 상태로 40분 동안 반응시킨 
후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총 polyphenol 함량은 
gallic acid(Sigma-Aldrich Co.)를 표준물질로 이용하여 표준곡선
으로부터 함량을 환산하였다.
    총 flavonoid 함량은 Zhishen 등26)의 변형된 방법에 따라 측
정하였다. 시료액 75 μL에 증류수 50 μL와 5% NaNO2 용액 7.5 
μL를 첨가한 뒤 5분간 방치한 뒤, 10% AlCl3∙6H2O 수용액 15 μl
를 가하여 6분간 반응시켰다. 6분 후 1N-NaOH 수용액 50 μl를 
가하고 1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Quercetin을 표준액과 비교하여 함량을 계산하였다.

3. DPPH free radical 소거능과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 측정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방법27)을 이용하여 추출물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시료를 1 mg/mL로 녹여 
serial dilution 한 시료액 100 μL 와 0.4 μM DPPH 용액 100 μL
를 혼합하여 37°C에서 암 상태로 30분 반응 후 517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능(%)은 다음 식으로 나타내었다.

전자공여능 (%) = (
반응군의 흡광도

) × 100
대조군의 흡광도

    FRAP 측정은 Benzi와 Strain28)에 의한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300 mM sodium acetate buffer와 10 mM 
2,4,6-tripyridyl)-s-triazine, 20 mM iron(Ⅲ) chloride 
hexahydrate를 각각 10:1:1로 섞어 FRAP reagent를 준비한다. 
FRAP reagent 180 μL와 1 mg/mL의 농도로 희석한 추출물 시료 
6 μL를 혼합한 후 실온에서 5분 동안 반응시켜 593 nm에서 측정

하였다. 표준물질로 FeSO₄･7H₂O(iron(Ⅱ) sulfate heptahydrate)
를 사용하였다.

4. Collagenase 활성 측정
    Collagenase 활성 억제 평가 실험은 EnzCheck 
Gelatinase/Collagenase assay kit(Invitrogen, USA)를 사용하였
으며 substrate로는 DQ™ gelatin from pig skin, fluorescein 
conjugat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6 well plate에 reaction 
buffer를 150 μl, 시료 20 μl, collagenase(10 μg/ml) 20 μl, 
gelatin(100 μg/ml) 10 μl를 처리하고 37℃ 암실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fluorescence micro plate reader(Bio-tek, USA)를 
사용해 495/515 nm에서 측정하였다.

5.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였으며,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SigmaPlot (San Jose, CA, USA)의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p-value를 구하였으며 p값이 0.05 이하인 경우를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매화꽃봉오리 추출물의 용매별 총 Polyphenol 및 Flavonoid 
함량 비교 
    Polyphenol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분자 내
에 두 개 이상의 phenolic hydroxyl기를 가지고 있는 방향족 화합
물29)로 항산화, 항암, 항염, 시력증진 등의 다양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31). 본 실험에서 매화꽃봉오리 추출물의 
용매별 총 polyphenol과 flavonoid 함량은 Table 1과 같다. 시료
의 용매별 총 polyphenol 함량(mg GAE/g)을 측정한 결과, 에탄
올(145) > 메탄올(132.0) > 증류수(113.6)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료의 용매별 총 flavonoid 함량(mg QE/g)은 에탄올(25.43) > 메
탄올(25.42) > 증류수(18.04) 순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총 
polyphenol 함량과 flavonoid 함량은 매화꽃봉오리 에탄올추출물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Comparison of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PFB extracts by various solvents 

EtOH MeOH DW
Extraction yield(%) 43% 35% 20%
Total polyphenol

content(mg GAE1)/g) 145±2.2a) 132.0±1.8b) 113.6±1.7c)

Total flavonoid
content(mg QE2)/g) 25.43±0.2a) 25.42±0.3a) 18.04±0.1b)

All data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igmaPlot Student's 
t-test. 1)Total polyphenol content was expressed as gallic acid equivalent (mg 
GAE/g). 2)Total flavonoid content was expressed as quercetin equivalent (mg 
QE/g).

2. 매화꽃봉오리 추출용매별 항산화능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은 hydrazyl의 질소 원자가 
불안정한 상태로 쉽게 수소원자를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항산화성 물질과 반응하여 항산화활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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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료의 에탄올, 메탄올, 증류수의 추출용매별 DPPH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Fig. 1), 각각 125 μg/mL 농도에서 28.8%, 25.5%, 
5.5%였다. 또한 250 μg/mL 농도에서 76.5%, 71.9%, 42.4%, 500 
μg/mL 농도에서 85.9%, 84.6%, 81.7%, 1000 μg/mL 농도에서 
86.1%, 85.6%, 85.1%로 에탄올추출물에서 DPPH 소거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철이온의 환원력으로 항산화능(mg ISHE/g)을 
분석하는 FRAP 측정 결과에서도 에탄올(2.23) > 메탄올(2.22) > 
증류수(1.25)순으로 측정되었다(Fig. 2). 따라서 추출용매별 항산화
능은 매화꽃봉오리 에탄올추출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PFB extracts by various 
solvents. DPPH radicals were generat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The values are means ± SD of triplicate. ◆, Ethanol solvent 
extract; ■, methanol solvent extract; ▲, distilled water solvent extract. 
**p<0.01 versus untreated group. 

Fig. 2. FRAP value of PFB extracts by various solvents. FRAP value is 
expressed as iron(Ⅱ) sulfate hepatahydrate equivalent, obtained from a 
FeSO4 solution having an antioxdant capacity equivalent to that of the 
dilution of the PFB. Each value is means ± SD of triplicate. 3)ISHE: iron(Ⅱ) 
sulfate hepatahydrate equivalent (FeSO₄･7H₂O). **p<0.01 versus ethanol 
extracted group.

3. 에탄올추출 농도별 총 Polyphenol 및 Flavonoid 함량
    이상의 실험결과 매화꽃봉오리 에탄올추출물에서 총 
polyphenol, flavonoid 함량과 항산화능이 가장 높았다. 이에 따
라, 최적조건을 탐색하기 위하여 에탄올 농도별 매화꽃봉오리 추출
물의 총 polyphenol과 flavonoid 함량을 비교하였다(Table 2). 총 
polyphenol 함량(mg GAE/g)은 100%(140.1) > 70%(128.5) > 
50%(125.8)순이었고, 총 flavonoid 함량(mg QE/g)은 100%(43.3) 
> 50%(36.6) > 70%(35.4)순으로 나타났다. 총 polyphenol과 

flavonoid 함량은 100% 에탄올추출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2. Comparison of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PFB extracts by various ethanol concentrations

Concentrations of EtOH 100% 70% 50% 
Total polyphenol

content(mg GAE1)/g) 130.7±2.1a) 112.8±1.6b) 109.4±1.2b)

Total flavonoid
content(mg QE2)/g) 22.4±0.1a) 17.8±0.1b) 18.5±0.2c)

All data ar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SigmaPlot Student's 
t-test. 1)Total polyphenol content was expressed as gallic acid equivalent (mg 
GAE/g). 2)Total flavonoid content was expressed as quercetin equivalent (mg 
QE/g).

Fig.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PFB extracts by various 
ethanol concentrations. DPPH radicals were generat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The values are means ± SD of triplicate. ◆, 100% 
Ethanol extract; ■, 70% Ethanol extract; ▲, 50% Ethanol extract **p<0.01 
versus untreated group. 

Fig. 4. Collagenase activities of PFB extracts by various ethanol 
concentrations. Collagenase activities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ach value is means ± SD of triplicate. **p<0.01 
versus untreated group.

4. 에탄올추출 농도별 DPPH free radical 소거능과 Collagenase 
활성 억제능
    매화꽃봉오리 에탄올추출물에서 에탄올의 농도별(100%, 70%, 
50%)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은 Fig. 3과 같다. 125 μg/mL 
농도에서 각각 44%, 34%, 34%였으며, 250 μg/mL 농도에서 
77%, 70%, 67%, 500 μg/mL 농도에서 90%, 88%, 88%, 1000 μ
g/mL 농도에서 91%, 89%, 89%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농도
구간에서 100% 에탄올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
다. Collagenase는 세포외기질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로서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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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주름생성을 촉진 시킨다33). 에탄올의 농도별(100%, 70%, 
50%) collagenase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시료 
1000 μg/mL 농도에서 100%, 70%, 50% 에탄올의 경우, 각각 
61.5%, 67.63%, 74.3%으로 collagenase 활성 억제 효과는 100% 
에탄올추출물이 높았다. 이상의 결과 100% 에탄올추출물에서 항산
화 활성과 collagenase 활성 억제능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    찰

    매화나무는 매실나무라고도 하며, 열매인 매실은 수확 시기나 
가공법에 따라 청매, 금매, 백매, 오매, 황매로 분류하고, 매실과 
매화 잎추출물의 항산화, 항균, 항염, 항암효과 등 많은 연구가 보
고되었다34). 꽃은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한 많은 생리활성물질을 가
지고 있으며, 매화꽃은 차를 비롯하여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기능성 소재로서 가치가 높은 매화꽃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 매화꽃의 다양한 기능성 효능을 탐색하고 최적추출 조건
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화꽃봉오리를 채취하여 추출용매별 총 폴리
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였다.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여러 생리 활성 
물질 중 하나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지니며 phenolic 
hydroxyl 그룹이 단백질과 거대분자들과 결합하여 항산화, 항암 
및 항균 효과 등의 생리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9-12). 또한 플라보노이드는 꽃의 색을 결정하는 색소 중 하나이
며, 식물 특이적인 대사산물인 리그닌(lignin), 스틸베노이드
(stilbenoids), 쿠마린(coumarins)과 파이토알렉신(phytoalexins)을 
합성하는 페닐프로파노이드(phenylpropanoid) 생합성 경6로부터 
합성 된다35). 플라보노이드는 현재까지 약 8,000종 이상이 보고되
었으며36), 세포신호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인산화 효소활성을 조절
하여 뉴런의 기능 조절, 암세포 전이와 염증반응 억제 등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매
화꽃봉오리 용매별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을 조사한 결과, 에탄올 > 메탄올 > 증류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등
37)은 3 종의 식용꽃 추출물을 분석한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이 백
목련 > 매화꽃 > 홍화 순이었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매화꽃 
> 백목련 > 홍화 순이었고,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백목련과 매화
꽃이 홍화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 등의 
결과에서 매화꽃의 총 플라보이드 함량은 27.9 mg/kg이었으며, 김 
등38)은 4종(개나리, 진달래, 벚꽃, 자목련, 백목련)의 식용 봄꽃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14.1~18.9 mg GAE/g이었으며, 이는 꽃잎 추
출물과 실험 방법의 차이 등 여러 요인에 따른 차이로 보인다.
    전자공여능은 phenolic acid, flavonoids 및 기타 phenolic 
compound의 항산화 작용의 지표라 할 수 있으며39), 또한 철이온
의 환원력을 측정하는 FRAP 측정법은 DPPH 측정법과 높은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다40). 본 실험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과 FRAP 
측정 결과 항산화 활성이 에탄올 > 메탄올 > 증류수 순으로 나타났
고, 이는 폴리페놀 함량이 밀접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에
탄올 농도별 총 폴리페놀,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라디칼 소
거능을 비교한 결과 10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피부 결합조직에는 collagen, fibronectin, elastin, fibrillin, 
integrin 등의 세포외기질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그 중 collagen은 
진피층의 약 90%를 차지하며 피부에 결합력과 탄력성을 부여 한다
41,42). 자외선이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한 활성산소는 피부세포
의 기능을 손상시킬 뿐만 아니라 collagenase를 포함한 matrix 
metallo proteinases (MMPs)의 발현과 활성을 촉진하고 기질단백
질을 분해하여 피부노화와 주름 생성을 촉진 한다34). 따라서 
collagenase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거나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
는 항산화 물질은 피부노화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본 연구 결과 
collagenase 활성 억제 효과는 에탄올 농도에 따라 100% > 70% 
> 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 매화꽃봉오리 추출물은 항산화 활성을 보유
한 기능성 소재로서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100% 에탄올 추출물
에서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항산화력, collagenase 
활성 억제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능성 소재로 활용하기 위
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피부생리 효능을 나
타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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