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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appropriate conditions for induction and
proliferation of callus from the flower stalk of Calanthe discolor Lindl. (CFS) and to
analyze the antioxidant properties as well as the skin irritation level of its extracts.
Methods: Murashige & Skoog medium was used to induce the callus from CFS with
NB0 (α-naphthaleneacetic acid (NAA) 0 mg/L, benzyl adenine (BA) 0 mg/L), NB1 (NAA
0.2 mg/L, BA 0.1 mg/L), NB5 (NAA 0.2 mg/L, BA 0.5 mg/L), and NB10 (0.2 mg/
L, BA 1.0 mg/L) as plant growth regulators (PGR). The callus powder was extracted
by ultrasonic treatment, and the total phenolic contents (TPC),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human skin irritation test using
callus extracts were performed. Results: As a result of callus induction from CFS with
PGR, NB5 showed the highest growth rate of callus with a weight of 4.2±0.3 g. The
TPC of the callus extracts NB0, NB1, NB5, and NB10 were 33.71±0.27, 37.59±0.51,
46.26±0.18, and 55.92±0.33 mg GAE/g, respectively. NB10 showed the highest
value of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an that of NB0, NB1, NB5, and NB10,
in various concentrations. CFS callus extract showed very low human skin irritation
compared to that of the control group, 10% SLS. Conclusion: The optimal PGR
condition for induction of CFS callus was established as NB10. CFS callus extracts
can be used as functional materials for cosmetics as it has significant antioxidant
activity and low skin irritation value.
Keywords: Calanthe discolor , Flower stalk, Callus, Antioxidant activities, Skin
irritation

Introduction

야기시키고 광노화를 촉진한다(Garrel & Fontecave, 1995; Hogg,
1995). 따라서 피부 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 물질을 사용하여

피부의 노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시간

피부 노화를 완화할 수 있는 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의존적 내인성 노화와, 자외선 노출과 같은 주위 환경에 인한 광노

있으며, 최근에는 엉겅퀴, 도라지, 계피 등의 천연물을 기능성 화장

화(photoaging)로서 오랫동안 태양광에 노출된 얼굴, 손등, 목 뒤 등

품 소재로써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 연구 논문이 다수 보고된 바 있다

의 피부에서 관찰되는 외인성 노화로 나눌 수 있다(Hwang et al .,

(Park et al., 2019a; Park et al., 2019b; Lee & Ryu, 2019). 이와

2011; Seo, 2001). 이러한 노화는 여러가지 기작으로 설명될 수 있

같이 기능성 화장품의 수요 증가 및 시장 규모 확대에 따라 천연물 성

는데, 그 중 하나는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에 지속적으로

분의 약리적 기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기능성 화장품으로 개

노출되어 체내 자유라디칼(free radical)이 증가되는 것이다. 자외선

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ho, 2011).

으로 생성된 활성산소 종(reactive oxygen species)은 실질적으로 피

난초과(Orchidaceae )는 850여개 이상의 속과 약 20,000여개 종

부의 효소 및 비효소적 항산화 방어체계를 손상시키며 산화적 스트레

을 가진 두 번째로 큰 화초과(flowering plant family)의 식물이다

스는 피부의 염증반응 유발, 피부면역기능 억제, 세포성분의 손상을

(Gutiérrez, 2010). 난의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약 30만종 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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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 properties of Calanthe discolor callus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유효성분들이 함유되

2015).

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난초과 식물의 생리활

최근에는 이러한 캘러스의 활용에 대해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4

성으로는 항암, 항균, 항염, 항산화, 항당뇨, 항바이러스, 항알러지

차 산업혁명을 예고하는 스마트 팜(smart farm) 등의 최첨단 시설

활성을 포함하며 무수히 많은 활성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

에서 대량생산 목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화장

히 난초과에 속하는 덴드로비움 종(Dendrobium spp.)의 항산화 효

품 분야에 있어서 식물의 캘러스 소재가 새로운 소재로 활용되고 있

과, 자란 종(Bletilla striata spp.)의 항산화, 미백 및 항암 효과, 천마

으나 다양한 식물줄기세포 소재가 개발되지 못한 상황이며, 특히 새

(Gastrodia elata spp.) 종의 신경보호 작용 등 많은 연구가 보고된 바

우난초의 난꽃 줄기(Calanthe discolor Lindl's Flower Stalk, CFS)

있다(Fan et al., 2009; Park et al., 2015; Sun et al., 2016; Zhao

로부터 유도된 캘러스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는 수행된 바 없었다

et al., 2007). 이러한 난초는 식물의 잎, 줄기, 뿌리 등 각각의 부위

(Kayalvizhi et al., 2020; Pant, 2013).

별로 다양한 효능을 나타내는데, 최근에는 약용식물로써 난초의 이

본 연구는 CFS 캘러스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 조건을 확립하고, 이

용도를 높이고 종(species) 보존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식물 조

러한 조건에서 생성된 CFS 캘러스 추출물의 생리활성 및 그 조성물

직 배양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Kayalvizhi et al., 2020; Pant, 2013;

의 피부 자극도를 분석하고 항산화능이 있는 기능성 화장품으로의 이

Pérez, 2010).

용 가치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새우난초속(Calanthe discolor Lindl.) 은 한국, 일본,
대만, 호주 등의 열대, 아열대 및 온대지역에 약 180여종이 자생하고
있다. 국내 자생지는 제주도와 남부도서 일부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
지만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중부 이북지역도 자생지로 보고되고 있
다(Hyun et al., 1999; Kim & Kim, 1989). 새우난초는 난과 새우난

Methods
1. 실험 재료

초속의 다년생 초본으로 잎이 지고 난 위 구경의 모양이 새우의 등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새우난초의 난꽃 줄기(CFS)는 Biomed Herbal

럼 골이 지고 굽었다하여 새우난초라 명명되어졌다. 우리나라 새우

Research Biomedical Group (Taiwan)으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하였

난초의 종류는 새우난초(Calanthe discolor Lindl.), 금새우난초(C.

다. CFS로부터 캘러스를 유도하기 위해 MS 기초배지(Murashige &

discolor for. Sieboldii), 여름새우난초(C. reflexa Maxim) 등이 제주

Skoog, 1962)를 사용하였으며, Duchefa Biochemie (Netherland)

도, 울릉도 등에 자생하고 있다(Hyun et al., 1999). 그러나 최근 새

에서 구입하였다. 그 외 실험에 이용된 모든 시약은 Sigma Aldrich

우난초는 무분별한 채취로 인하여 자생지의 훼손이 심각하게 진행되

(USA)에서 구입하였다.

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 지정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되어 보존 및
증식방법이 연구되고 있으며, 새우난초를 상업적으로 활용하기에는

2. CFS 캘러스 유도, 추출 및 유효성분 분석

희소성 및 경제성의 측면에서 불가능하다(Bae et al., 2010; Lee &

1) CFS로부터 캘러스 유도

Kwack, 1983a; Lee & Kwack, 1983b). 따라서 다양한 종의 난초과

캘러스 유도용 배지는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다. MS 기초배지

식물이 약리 활성을 가지고 있어 민간요법에 사용되어 왔다고 보고된

에 sucrose 40 g/L, hyponex 3.0 g/L, pepton 4.0 g/L, 바나나

것에 비해 새우난초를 이용한 생리활성물질에 관한 연구 결과는 미흡

파우더 35.0 g/L, charcoal 2.0 g/L, agar 7.5 g/L를 첨가하였

한 실정이다(Kayalvizhi et al., 2020; Pant, 2013).

다. 캘러스 유도에 영향을 주는 식물생장조절체로는 0.1 mg/L의

식물조직배양(plant tissue culture)은 식물의 세포 및 기관을 연중

α-naphthaleneacetic acid (NAA)와 0, 0.1, 0.5, 1.0 mg/L의 4가

균일하게 대량 생산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식물체로부터 기

지 농도로 나누어 benzyladenine (BA)을 첨가하였으며 pH를 5.75±

관, 조직 및 세포를 적출 분리하여 기내에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는

0.05으로 조정하였다. 무균처리한 CFS를 최대한 작은 크기로 절취하

배지를 이용해 무균 배양함으로써 캘러스(callus)를 단세포의 집단으

여 각각의 캘러스 유도용 배지에 치상하였다. 이때 기내배양 환경은

로 유기하거나 완전한 기능을 가진 식물체로 재생시키는 기술을 말한

온도 25±1℃, 일장 16 h, 광도 27 μmol•m2/s의 형광조명을 유지하

다(Oh et al., 2014). 이때 캘러스는 식물체에서 잘라낸 조직을 식물

였다. 약 22-24주가 경과된 후, 배지에 치상된 CFS 절편에서 캘러스

생장조절물질인 옥신(auxin)과 싸이토카인(cytokine)을 함유한 배지

가 유도되었다.

에서 배양하거나, 식물체에 상처를 내거나 혹은 식물체의 절편을 옥
신으로 처리했을 때 발생된다. 최근에는 식물조직배양기술을 이용하

2) CFS 캘러스 추출

여 생리활성이 우수한 기능성 천연소재를 기능성 화장품 분야에 활

CFS 캘러스의 추출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액화질소 상에서

용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이용할 경우 특정 cell line

분말화한 캘러스 분말 70 g에 4배의 70% 에탄올을 추출 용매로 가

의 유지 및 보존, 주기적인 계대배양으로 인한 오염방지, 인건비 등

하여 초음파세척기(Powersonic 405; Hwashin Tech, Korea)로 1

경비절감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Chenshu et al., 2003; Lee et al.,

h 초음파 처리 후 실온에서 24 h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필터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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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난초 줄기에서부터 캘러스 유도 및 이의 항산화 활성

(WF2-1100; Whatman, UK)로 여과한 후 얻은 여액을 감압 농축하

UK)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여 에탄올 용매를 제거였다. 그 후 동결 건조하여 분말 형태의 CFS
캘러스 추출물을 얻었다. 추출물 분말은 70% 에탄올에 10 mg/mL
농도로 용해하여 이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5. CFS 캘러스를 포함하는 조성물의 인체 피부 자극시험
CFS 캘러스를 포함하는 조성물의 피부 자극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헬싱키 선언에 근거한 윤리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적용시험가

3. CFS 캘러스 추출물의 항산화도 분석

이드라인의 관련 규정,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1) 총 페놀 함량

에 따라 중앙대학교 피엔케이피부임상연구센타(P&K Skin Research

CFS 캘러스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은 Folin & Denis (1912)의 방

Center)에 의뢰하여 2017년 9월 23일자로 피부첩포시험을 실시하

법으로 분석하였다. 간단하게, 0.1% CFS 캘러스 샘플 50 μL, 증류수

였다(PNK-16905-M1R). 피험자 100명(평균연령 35세, 연령분포

1.65 mL, 100 μL Folin-Denis 시약을 혼합하고 5 min 방치한 후 1

만 20세-50세)을 대상으로 하여 각각 50명씩 10% sodium lauryl

N Na2CO3 200 μL를 추가하여 실온에서 2 h 반응시켰다. 그 후 분광

sulfate (SLS) 적용 그룹과 0.5% 캘러스 샘플 적용 그룹으로 나누

광도계(Spectronic Genesys 5; Milton Roy Company, USA)를 이용

어 진행하였다. 이때 건선, 습진, 기타 피부병변 보유자나 임신, 수

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gallic acid를 사

유부 또는 피임제, 항히스타민제 등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은 실험에

용하여 시료의 총 페놀 함량을 산출하였으며, 그 값은 gallic acid 당

서 제외하였다. 시험부위인 상박 부위를 1차 증류수로 닦아낸 후, 각

량값(mg GAE/g)으로 나타내었다.

각의 그룹을 대상으로 정제수에 희석된 10% SLS 및 0.5% 캘러스 추

2) DPPH 라디칼 소거활성

Denmark)를 상박 부위에 얹어 3 M Micropore Tape로 고정시켰다.

출물이 각 20 μL씩 적용된 핀 챔버(Finn Chamber; SmartPractice,
CFS 캘러스 추출물의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총 24 h 동안 피부에 첩포(patch)를 적용하였으며, 첩포를 제거한 후

라디칼 소거활성은 Blois (1958)의 방법을 살짝 변형하여 분석하였

1 h 후 시험물질 적용부위의 사진 촬영 및 시험자에 의한 피부반응

다. 농도 0.1, 0.6, 1. 5 mg/mL의 캘러스 추출물을 96 well plate

정도를 평가하였다. 또한, 챔버 제거 후 24 h 째에 시험물질 적용부

에 10 μL씩 분주하고 200 μM DPPH 용액을 190 μL씩 가하여 혼합

위의 사진촬영 및 시험자에 의한 피부반응 정도를 평가하였다. 시험

한 후 37℃의 암실에서 30 min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분광광도계

자 육안평가는 Forsch & Kligman과 The Cosmetic, Toiletry, and

(Biotrak Ⅱ Plate reader; Amersham Life Science, UK)로 550 nm

Frangrance Association (CTFA) guideline의 판정기준에 따라 자극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산출하였으며,

정도를 관찰하였다(Table 1). 피부 반응도와 자극지수는 아래의 식을

양성 대조군으로 quercetin을 사용하였다.

통해 산출하였다.
피부 반응도=((∑n(i=1)평가값)/(n (시험대상자수) ))1h+((∑n(i=1)평가

4. 세포 독성 평가

값)/(n (시험대상자수) ))24h

CFS 캘러스 추출물의 세포 독성 분석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
로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피부자극지수=(피부 반응도)/(n (평가횟수))

bromide (MTT) assay를 실시하였다(Kim et al., 2011). 마우스 대식
세포 RAW 264.7 cell 2×105 cells/well을 96 well plate에 190 μL씩

6. 통계처리

분주하고 37 ℃에서 24 h 배양하였다. 그 후, 100 또는 200 μg/mL

각 시료 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통계처리를 실시하였다. 모

농도로 준비한 각각의 추출물 시료를 100 μL씩 처리하고 37 ℃, 5%

든 시료에 대해서는 3회 반복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각 자료는 평균값

CO2 incubator에서 24 h 배양하였다. 여기에 MTT 용액을 각 well마

과 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통계분석은 SPSS (IBM SPSS Statistics,

다 100 μL 씩 첨가하여 37℃에서 4 h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NY, USA)를 사용하였고 95% 유의수준에서 던컨(Duncan)의 일원배

DMSO:Ethanol (1:1) 100 μL를 가하고 실온에서 30 min 반응시킨

치 다중시험 검정으로 각 처리 간의 유의적인 차이를 확인하였다.

뒤 분광광도계(Biotrak Ⅱ Plate reader; Amersham Life Science,
Table 1. Recording of patch test reactions
Indication

Grade

Indication standard

+

1

Slight erythema, either spotty or diffuse

++

2

Moderate uniform erythema

+++

3

Intense erythema with edema

++++

4

Intense erythema with edema and vesicles

http://www.e-ajb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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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1. 식물생장조절체 농도에 따른 CFS 캘러스 유도 결과
동일한 MS 기본배지에 식물생장조절체인 NAA와 BA의 첨가 농도
를 달리한 후 CFS 캘러스의 질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
었다. 각 샘플은 NAA 및 BA 각각의 농도에 따라 NB0 (NAA 0, BA
0), NB1 (NAA 0.2 mg/L, BA 0.1 mg/L), NB5 (NAA 0.2 mg/L,
BA 0.5 mg/L) 및 NB10 (0.2 mg/L, BA 1.0 mg/L)로 명명하였다.
각각의 배지에서 유도된 캘러스의 질량을 분석한 결과, NB0, NB1,
NB5 및 NB10에서 각각 1.1±0.0, 2.3±0.3, 3.5±0.3 및 4.2±0.3
g의 질량을 가졌다. 이를 통해 CFS 캘러스는 식물생장조절체로 BA
가 첨가될수록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새우난초의
잎, 구경, 뿌리의 부정근을 유도한 연구에 따르면 3.0 mg/L의 BA와
1.0 mg/L의 NAA가 혼합된 배지에서 가장 높은 유도율을 갖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첨가된 생장조절물질의 농도는 다르나 BA의 농도가
높은 조건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양상이 동일하였다(Bae et al.,
2010). 이를 통해서 캘러스의 분화 및 생장에는 세포의 생장과 분열
을 촉진하는 생장조절물질인 옥신과 사이토키닌의 첨가가 필수적이
며, 배지에 첨가하는 생장조절물질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분화 양상

Figure 1. Total phenolic contents of Calanthe discolor flower
stalk (CFS) callus extract.
NB0 means the CFS callus induced with α-naphthaleneacetic
acid (NAA) 0 mg/L and benzyladenine (BA) 0 mg/L; NB1 means
the CFS callus induced with NAA 0.2 mg/L and BA 0.1 mg/L;
NB5 means the CFS callus induced with NAA 0.2 mg/L and BA
0.5 mg/L; NB10 means the CFS callus induced with NAA 0.2
mg/L and BA 1.0 mg/L. Data represent the mean±S.D. with
three separate experiments.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ANOVA with post-hoc
by Duncan test).

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Murashige & Skoog, 1962; Ryu

et al., 1992).

페놀산과 같은 생리활성에 작용하는 단일 분자부터 탄닌과 같은 고
분자화된 화합물들이 포함된다. 이들은 한 개 이상의 당 잔기들이

2. CFS 캘러스 추출물의 항산화도 분석 결과

hydroxyl기와 결합하여 배당체 형태로 존재하고, 항산화, 항암, 혈

1) 총 페놀 함량

관확장, 항염증 등의 작용을 함으로써 많은 의학적 관심을 받고 있다

CFS 캘러스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을 분석하여 gallic acid 당량값

(Kähkönen et al., 1999). 난초과에 속하는 덴드로비움 종의 꽃 부

으로 표시한 결과는 Figure 1에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 시료 NB0,

위의 에탄올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 1.15-5.34 mg

NB1, NB5 및 NB10의 총 페놀 함량은 각각 33.71±0.27, 37.59±

GAE/g로, 새우난초 캘러스 추출물이 월등히 높은 값을 가지는 것이

0.51, 46.26±0.18 및 55.92±0.33 mg GAE/g이었다. 이를 통해

확인되었다(Athipornchai & Jullapo, 2018). 또한, 네팔 지역에 자생

CFS는 캘러스 유도용 배지에 식물생장조절체인 NAA와 BA를 함께

하는 난초 식물에 관한 연구(Chand et al., 2016)에서 총 9 종의 난초

첨가할수록, 이중에서도 BA의 첨가량이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높은

의 잎, 뿌리, 전초 부위의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

페놀 함량을 가진 캘러스가 유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 11.89-69.68 mg GAE/g 가량의 값을 가졌으며, 평균적으로는

페놀성 화합물은 약리 식물, 채소 및 과일 등에서 주로 발견되는

37.59 mg GAE/g 으로 본 실험의 새우난초 캘러스 추출물의 총 페놀

성분으로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 폴리페놀에는

함량보다 적은 값을 가졌다. 새우난초 캘러스 추출물은 비교적 고함

Table 2. Effect of α-naphthaleneacetic acid (NAA) and benzyladenine (BA) concentrations on callus formation of in vitro flower
stalk of Calanthe discolor Lindl.
Plant growth hormone (mg/L)

Sample

Callus weight (g)

NAA

BA2)

NB0

0

0

1.1±0.0d3)

NB1

0.2

0.1

2.3±0.3c

NB5

0.2

0.5

3.5±0.3b

NB10

0.2

1.0

4.2±0.3a

1)

1)

2)

3)

α-naphthaleneacetic acid. benzyladenine. Data represent means±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ical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ANOVA with post hoc by Dunca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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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우난초 줄기에서부터 캘러스 유도 및 이의 항산화 활성

Figure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alanthe discolor
flower stalk (CFS) callus extract depending on concentration.
NB0 means the CFS callus induced with α-naphthaleneacetic
acid (NAA) 0 mg/L and benzyladenine (BA) 0 mg/L; NB1 means
the CFS callus induced with NAA 0.2 mg/L and BA 0.1 mg/L; NB5
means the CFS callus induced with NAA 0.2 mg/L and BA 0.5
mg/L; NB10 means the CFS callus induced with NAA 0.2 mg/L
and BA 1.0 mg/L. Differences between group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ANOVA with post-hoc by Duncan test. *p <0.05
compared to same concentration of quercetin-treated group.

Figure 3. Effect of Calanthe discolor flower stalk (CFS) callus
extracts on the cell viability of RAW 264.7 cells.
Untreated means the group treated nothing; NB0 means the CFS
callus induced with α-naphthaleneacetic acid (NAA) 0 mg/L and
benzyladenine (BA) 0 mg/L; NB1 means the CFS callus induced
with NAA 0.2 mg/L and BA 0.1 mg/L; NB5 means the CFS callus
induced with NAA 0.2 mg/L and BA 0.5 mg/L; NB10 means the
CFS callus induced with NAA 0.2 mg/L and BA 1.0 mg/L. Data
represent the mean±S.D. with three separate experiments.
생체 내에서 발생하는 hydroxyl radical (•OH), super oxide

량으로 페놀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생리활

radical (O2•-), hydroperoxyl radical (HO2-), singlet oxygen (1O2),

성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다양한 난초 종의 캘러스에

hydrogen peroxide (H2O2) 등과 같은 활성산소종에 의한 산화적 대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로 본 연구 결과와의 비교가 어렵기 때문

사의 부산물은 노화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으며(Wiseman, 1996),

에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한 비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활성산소종을 조절하는데 관여하는 물질로 여러 항산화제가
존재한다(Choi et al., 2003; Kim & Kim, 2006; Lee et al., 2004).

2)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최근에는 식품과 화장품에 다양한 소재들이 천연 항산화제로 활용

유리 라디칼은 생물학적 손상의 주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되고 있으며 관련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DPPH는 천연 항산화제의 유리 라디칼 소거능을 평가하는데 일반적

CFS 캘러스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분석한 결과 대조군인

으로 사용된다(Seo et al., 2006). CFS 캘러스 추출물의 천연 항산화

quercetin보다 높은 항산화도를 가져 천연 항산화제로 사용될 수 있

제로써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DPPH 라디칼 소거능 분석을 실시하였

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앞선 총 페놀 함량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았

으며, 그 결과는 Figure 2에 나타내었다. 양성 대조군인 quercetin을

을 때,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총 페놀 함량과 동일한 경향으로 증가

비롯하여 CFS 캘러스 추출물 시료 NB0, NB1, NB5, NB10은 모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항산화 활성과 페놀성 화합물 간의 상관관계를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이 높은 모습을 보였으며, 캘러스 유도 시 첨

확인할 수 있었다.

가된 식물생장조절체로 BA의 농도가 높을수록 활성이 높았다. 농도
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0.1 mg/mL에서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3. 세포 독성 평가 결과

quercetin이 44.01%, NB0, NB1, NB5, NB10에서 60.46-84.16%

마우스 대식세포인 RAW 264.7 세포에 대한 CFS 캘러스 추출물의

이었으며, 0.5 mg/mL에서는 quercetin 56.11%, NB0, NB1, NB5,

세포 독성을 알아보기 위해 MTT assay를 수행한 결과는 Figure 3에

NB10에서 72.47-93.82%으로 모든 처리군은 quercetin보다 높은

나타내었다. CFS 캘러스 추출물 시료 NB0, NB1, NB5, NB10을 각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농도 1 mg/mL 및 5 mg/mL에

각 100 및 200 μg/mL로 24 h 처리한 결과, NB0, NB1, NB5, NB10

서 quercetin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각각 70.23%, 76.42% 였

모두 세포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RAW 264.7 세포에 독성을 나타

으나, NB0, NB1, NB5, NB10에서 각각 74.94-94.35% 및 78.58-

내지 않았다.

95.33% 범위로 대조군에 비해 더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
다. 특히 CFS 캘러스 유도 시 식물생장조절체로 0.2 mg/L의 NAA
및 1.0 mg/L의 BA가 첨가된 처리군(NB10)에서 가장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e-ajbc.org

4. CFS 캘러스 추출물의 인체 피부 자극시험 결과
CFS 캘러스 추출물에 대해 인체피부에서의 피부자극 정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인체 첩포시험을 실시하였다. 자극원으로 주로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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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human skin primary irritation test of SLS and C. discolor flower stalk callus extract
Sample
10% SLS2)
3)

0.5% CFS callus extract

Indication1)

Number
of subjects

++++

+++

++

+

Stimulus
degree

50

10

28

10

2

1.92

50

0

0

1

49

0.02

1)

Indication standard: (+) Slight erythema, either spotty or diffuse; (++) Moderate uniform erythema; (+++) Intense erythema with edema; (++++)
Intense erythema with edema and vesicles. 2)Sodium lauryl sulfate. 3)C. discolor flower stalk callus extract.

는 10% SLS와 0.5% 캘러스 추출물에 대해 각각 50 명씩 시험군을

NB0, NB1, NB5, NB10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분석 결과, 캘러

나누어 첩포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10% SLS

스 유도 시 식물생장조절체로 0.2 mg/L의 NAA 및 1.0 mg/L의 BA

를 첩포 후 제거한 시험군의 경우, 붓기와 수포를 동반한 강한 홍반

가 첨가된 처리군(NB10)에서 가장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

(++++; grade 4)이 나타난 피험자가 10명, 붓기를 동반한 강한 홍

지막으로 CFS 캘러스 추출물의 자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체 피부

반(+++; grade 3)이 나타난 피험자가 28명, 일정한 홍반(++; grade

첩포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 10% SLS에 비하여 CFS 캘러스

2)이 나타난 피험자가 10명, 그리고 가벼운 홍반(+; grade 1)이 나타

추출물은 매우 낮은 자극성을 보였다.

난 피험자가 1명이었으며 피부자극지수는 1.92로 매우 높은 자극성

본 연구를 통해서 CFS 캘러스의 유도 적정 조건을 확립하였으며,

을 보였다. 그에 반해 0.5% 캘러스 추출물을 첩포 후 제거한 시험군

항산화능이 있는 기능성 및 저자극성을 확인함으로써 화장품 원료로

의 경우, grade 4와 grade 3에 해당하는 피험자는 모두 0 명 이었으

써 이용 가치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며, grade 2에 해당하는 피험자가 1명, 그리고 grade 1에 해당하는
피험자가 49명이었다. 이 경우 피부자극지수는 0.02로 새우난초 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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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새우난초 줄기에서부터 캘러스 유도 및 이의 항산화 활성
김동명1*, 정주영1, 이형곤1, 권용성1, 이관호2, 장진훈2, 한인석3
1

(주)케이제이엠바이오 바이오연구소, 서울, 한국

2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시흥시, 한국

3

유타대학교 화학공학과, 솔트레이크, 미국

목적: 본 연구는 새우난초의 난꽃 줄기(Calanthe discolor Lindl's Flower Stalk, CFS)로부터 캘러스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 조건을 확
립하고 이러한 조건에서 생성된 CFS 캘러스 추출물의 항산화도 및 피부자극도를 분석함으로써 항산화능이 있는 기능성 화장품으
로의 이용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방법: CFS 캘러스를 유도하기 위해 Murashige & Skoog 기초배지를 이용하였으며
이때 식물생장조절체의 적정 농도를 확인하기 위해 NB0 (α-naphthaleneacetic acid (NAA) 0, benzyladenine (BA) 0), NB1 (NAA
0.2 mg/L, BA 0.1 mg/L), NB5 (NAA 0.2 mg/L, BA 0.5 mg/L) 및 NB10 (0.2 mg/L, BA 1.0 mg/L)으로 나누어 배양하였다. 캘
러스 분말을 초음파 처리하여 추출하였으며, 추출물의 총 페놀함량, DPPH 항산화도 분석 및 인체 피부 자극시험을 진행하였다. 결
과: CFS 캘러스 샘플 NB5는 BA의 농도가 높아지는 조건에서 높은 캘러스 성장률을 보였으며, 본 조건에서의 캘러스의 질량은 4.2
±0.3 g이었다. CFS 캘러스 추출물의 항산화도 분석 결과, NB0, NB1, NB5 및 NB10의 총 페놀 함량은 각각 33.71±0.27, 37.59
±0.51, 46.26±0.18 및 55.92±0.33 mg GAE/g으로 식물생장조절체 BA의 첨가량이 높을수록 유의적으로 높은 페놀 함량을 가진
캘러스가 유도되었다. 또한, CFS 추출물 농도별 NB0, NB1, NB5, NB10의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분석 결과, 캘러스 유도 시 식물생장조절체로 0.2 mg/L의 NAA 및 1.0 mg/L의 BA가 첨가된 처리군(NB10)에서 가장 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CFS 캘러스 추출물의 자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인체 피부 첩포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대조군은
10% SLS에 비하여 CFS 캘러스 추출물은 매우 낮은 자극성을 보였다. 결론: CFS 캘러스의 유도 적정 조건을 확립하였으며, 항산화
활성 및 저자극성을 확인함으로써 항산화능이 있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써 이용 가치를 확인하였다.
핵심어: 새우난초, 난꽃 줄기, 캘러스, 항산화도, 피부 자극
본 논문은 20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의 재원(과제번호: S2594138)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재원(과제번호: N0001395)으로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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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虾脊兰茎愈伤组织的诱导、增殖及其抗氧化性能
金東明1*，鄭珠英1，李灐坤1，權容聖1，李官鎬2，張振勳2，韓仁錫3
KJM生物有眼公司生物工学研究所，首尔，韩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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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产业技术大学生命化学工学科，京畿道始兴市，韩国

2

犹他大学工程学院化学工程系，盐湖城，美国

3

目的: 建立从虾脊兰茎（Calanthe discolor Lindl’s Flower Stalk, CFS）中诱导愈合组织的适宜条件和增殖条件

并分析其提取物的抗氧化性能以及皮肤刺激性水平。方法: 以NB0（α-naphthaleneacetic acid (NAA) 0 mg/L,
benzyl adenine (BA) 0 mg/L），NB1（NAA 0.2 mg/L，BA 0.1 mg/L），NB5（NAA 0.2 mg/L，BA 0.5 mg/

L）和NB10（0.2 mg/L，BA 1.0 mg/L）为植物生长调节剂，采用Murashige&Skoog培养基诱导CFS愈伤组
织。通过超声波处理提取愈伤组织粉末，并使用愈伤组织提取物进行总酚含量、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自由基清除活性和人体皮肤刺激性试验。结果: 用植物生长调节剂从CFS诱导愈伤组织中，NB5的愈伤
组织生长率最高，为4.2±0.3g。愈伤组织提取物NB0、NB1、NB5和NB10的总酚含量分别为33.71±0.27、

37.59±0.51、46.26±0.18和55.92±0.33 mg GAE/g。在不同浓度下，NB10的DPPH自由基清除活性均高于
NB0、NB1、NB5和NB10。与对照组（10%SLS）相比，CFS愈伤组织提取物对人体皮肤的刺激性非常低。结

论: 诱导CFS愈伤组织的最佳的植物生长调节剂条件为NB10。CFS愈伤组织提取物具有显著的抗氧化活性和较低
的皮肤刺激性，可作为化妆品的功能材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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