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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와송(Orostachys japonica A. Berger)은 암 치료를 위한 민간요법으로 오랫
동안 사용되어 온 약초이다. 본 연구에서는 와송(Orostachys japonica A. Berger)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의 항산화 효능 활성에 대하여 실험한 결과를 보고한다. 와송(Orostachys japonica A. Berger) 에틸아세테
이트 분획물의 항산화 효능은  0.10 mg/mL 농도에서 78.54%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보였고, 
73.48%의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내어 항산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대체실험동물
모델인 제브라피쉬를 이용한 독성실험 결과에서는 모든 농도에서 100%의 배아 생존율을 보이고 응고 또
는 부화지연을 관찰할 수 없어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UV-B조사에 의해 유도된 ROS생성은 와
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처리한 모든 larvae에서 전체적으로 형광강도가 감소하였다. 특히 3 μg/mL 
농도에서 양성대조군 대비 35.7%의 감소율을 보여 효과적으로 ROS 생성을 억제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위
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보아,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천연 항산화제로서 화장품 분야에서 응용 가능
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와송, 항산화, 활성산소종, 자외선B, 제브라피쉬

  Abstract : In this study Orostachys japonica A. Berger used is a medicinal herb that has long been 
used as a folk remedy for cancer treatment. In this study, the antioxidant efficacy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of Orostachys japonica A. Berger was confirmed. The results of the Orostachys japonica A. 
Berge ethyl acetate fraction of antioxidant activity assays showed Antioxidant effect of Orostachys 
japonica A. Berger EtOAc fraction extract at 0.10 mg/mL was showed a DPPH radical scavenging 
rate of 78.54% and ABTS+ radical scavenging rate of 73.48%. Also, the toxicity result of Orostach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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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onica A. Berger EtOAc fraction extracts using alternative experimental animal model zebrafish, 
confirmed a 100% the survival of the zebrafish embryo was shown that there was no coagulation and 
no hatching delay at all concentrations. also ROS generation induced by UV-B irradiation was 
confirmed that the fluorescence intensity decreased as a whole in all larvae treated with Orostachys 
japonica A. Berger EtOAc fraction extracts. In particular, it was confirmed that ROS generation was 
effectively suppressed by showing a 35.7% reduction rate compared to the positive control at a 
concentration of 3 μg/mL. These results were confirmed that Orostachys japonica A. Berger EtOAc 
fraction extracts has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in the cosmetics field as a natural antioxidant.

Keywords : Orostachys japonica A. Berger, antioxidant, reactive oxygen species, ultraviolet B(UVB), 
zebrafish

1. 서 론
  
  지속적으로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는 생체 내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과
발현과 자유 라디칼(free radical) 작용으로 인해 
피부 구성요소인 세포외 기질이 변성되고 깊은 
주름을 형성하며 피부 탄력이 저하된다[1]. 또한 
항산화 방어 체계에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날 경
우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가 발생하여 
단백질 및 DNA를 손상시켜 피부 노화를 가속화
시킴으로서 색소침착 및 피부 염증이 유도된다
[2]. 이와 같은 ROS의 과발현을 억제하기 위해
서는 항산화 효소(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glutathione reductase)와 
비효소적 항산화제(tocopherol, ascorbic acid, 
carotenoid, flavonoid, glutathione)로 구성된 항
산화 방어망을 통해 활성 산소종의 생성과 제거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 세포 기능을 유지하는 방
법이 있다[3].
  최근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에 대한 논란이 일
어나면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부작
용이 없고 생리활성이 높은 천연소재를 활용한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약용식물에는 비타민, 무기질, 폴리페놀류와 같은 
2차 대사산물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 미백, 
주름개선, 항산화 등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식품 의약품 안전처에서 닥나무추출물, 감
초를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고시하였다. 이외에도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사자발 쑥[4], 감잎[5], 편
백잎[6], 녹차[7], 인삼[8]과 같은 약용식물을 활
용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개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 활용된 와송(Orostachys japonica 
A. Berger)은 바위솔, 암송, 옥송, 작엽하초 등으
로 불리는 돌나물과의 식물로 주로 여름, 가을에 
뿌리까지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사용하며[9], 한
방에서는 주로 간, 폐경에 들어가 작용하여 해열
(解熱), 소종(消腫), 지혈(止血), 폐렴(肺炎) 등에 
효과가 있으며[10,11], 민간에서는 열독(熱毒), 경
풍(驚風), 습진(濕疹), 전염성 간염 등의 치료에 
사용되어왔다[12]. 와송의 주성분으로는 
triterpenoid, grutinone과 β-sitosterol, 
campesterol 등의 스테롤(sterol)계열 물질, 
kaempferol, quercetin과 같은 플라보노이드
(flavonoid)류 및 지방산에스터(fatty acid ester)
는 항염 활성 및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다양한 
생리활성이 존재한다고 알려진바 있으나[13], 에
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연구한 사례는 미비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n vivo 수준에서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이 제브라피쉬(zebrafish)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UV-B로 세포 손상을 
유도하여 ROS생성 억제 작용을 확인하였다. 또
한 DPPH 라디컬 소거활성, ABTS+ 라디컬 소거
활성을 통해 항산화 효능을 확인하여 와송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기기 및 시약

  추출용매로 사용한 94% 에틸알코올(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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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ohol), 헥산(n-hexane), 부탄올(n-buthanol), 
에틸아세테이트(ethyl acetate)는 DUKSAN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항산화 효능 
평가를 위해 사용한 시약 DPPH (1,1-Diphenyl- 
2-picryl-hydrazyl), potassium persulfate, 
2,2'-Azino-bis (3-ethylbenzo thiazoline-6- 
sulphonic acid)는 Sigma-Aldrich (USA)에서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ascorbic acid와 DMSO 
(Dimethyl sulfoxide)는 DUKSAN (Korea)에서, 
추출물을 희석하는데 사용한 프로필렌글리콜
(propylene glycol)은 Korea Institute of 
Dermatological Sciences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기기로는 광원장치인 
Nikon Intensilight C-HGFI과 광학현미경 
Nikon ECLIPSE TS-100은 Nikon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흡광도 측정은 BioTek 
(USA)의  Epoch™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를 사용하였으며, in-vivo 실험동물 모델로서 제
브라피쉬 사육 시스템인 reverse osmosis system
과 sea salt는 Genomic-Design (Korea)사 제품
을 사용하였다.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는 Sigma-Aldrich (USA)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자외선 조사에 사용된 UV조사
장치는 LAB24  (UV-X000, Korea)를 사용하였
고, 배아 독성은 Leica S8 APO (Germany)현미
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2.2.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와송은 대전 유성구 세동로 
일대에서 채취되어 건조된 것을 제공 받아 사용
하였으며 믹서로 분쇄한 후 추출에 사용하였다. 
건조된 와송 300g에 70% 에탄올을 1 : 2 (v/v)
의 비율로 가하여 실온에서 24h 동안 교반, 추출 
하였으며 5 μm filter  paper (TY2-110, 
ADVANTECⓇ, Japan)를 사용하여 aspirator 
(ASP-13, Iwaki Co. Ltd, Tokyo, Japan)로 갑압 
필터링을 진행하였다. 이 여과액을 회전식 감압 
농축기(EYELA N-1110, EYELA, Korea)를 이용
하여 50℃에서 농축하였으며, 농축된 추출물을 
증류수에 현탁한 다음 극성이 낮은 헥산으로 비
극성 성분을 제거한 후에 에틸아세테이트, 부탄
올, 물 순으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에틸아세테이
트층은 감압농축을 통해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3. 항산화 활성

  2.3.1. DPPH 라디칼 scavenging activity assay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활성은 Blois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
였다[14]. DMSO에 0.001, 0.005, 0.01, 0.05, 
0.1 g/mL 농도로 용해시킨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50 μL와 메탄올(methanol)에 용해시킨 
0.2 mM의 DPPH 용액을 96-well plate에 150 
μL 분주하여 28 ℃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이
를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양성 대
조군으로는 아스코빅애씨드(ascorbic acid)를 사
용하였다. 

  2.3.2. ABTSᐩ 라디칼 scavenging activity assay
  ABTSᐩ 라디컬 소거능의 경우 이호현 등 연구논
문(2019)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험하였다[15]. 7 mM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
-sulfonic acid))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1 : 1로 혼합하여 차광된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자유라디칼 생성을 유
도하였다. 734 nm에서 ABTS 용액의 O.D. 값이 
0.70 ± 0.02가 되도록 에탄올에 희석한 다음 농
도별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50 μL과 희석
된 ABTSᐩ 용액을 150 μL씩 96-well plate에 
처리하여 실온에서 20분 동안 반응 후 734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마찬가지로 양성대조
군은 아스코빅애씨드를 사용하였으며 ABTSᐩ 라
디칼 소거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측정하였다.

2.4. 제브라피쉬 사육 및 배아(embryo) 생산

  제브라피쉬 성어는 질환모델링 제브라피쉬 은
행(Daejeon, Korea)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으며 
Genomic system의 reverse osmosis system을 이
용해 수돗물을 여과한 뒤 pH 7.2∼7.6의 수질과 
약 2%의 염분농도를 유지하는 재순환 탱크시스
템에서 사육하였다. 수온을 28 ± 1 ℃로 유지하
면서 낮 14시간, 밤 10시간 조건을 유지하였으며 
artemia (SEP-ART ARTEMIA CYSTS, USA)를 
부화시켜 하루 3회 급여하였다. 배아는 암컷과 
수컷을 1 : 2 비율로 산란통에 넣어 분리한 뒤 
다음날 아침에 빛을 조사하여 30분 동안 산란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한 다음 수득하였다. 이를 미리 
제조한 egg water(sea salt solution)로 충분히 세
척 후 100 mm 페트리 접시(petri dish)에 50∼
70 마리가 되도록 배치하였으며 28 ± 5 ℃ 항
온조에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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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제브라피

쉬(Danio rerio) 배아독성 평가

  수정 후 6 hpf(hour-post-fertilization)경과된 
제브라피쉬 배아를 24-well plate에 각 well 당 
5마리씩 배치한 다음 egg water를 용매로 한 
0.01% DMSO에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1, 3, 5, 10 μg/mL 농도가 되도록 용해하여 
well당 2 mL씩 처리하였다. 시료 처리 후 24시
간 간격으로 배양액을 교환하고 72시간 동안 관
찰하여 응고되거나 부화 지연이 일어나는 배아를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응고율(coagulation 
rate, %)과 부화율(hatching rate, %)을 확인하였
다. 또한, 수정 후 3 dpf (day-post-fertilization) 
부화한 larvae의 심장박동을 1분 간 확인하여 와
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제브라피쉬 larvae에 
대한 부정맥 독성평가를 측정하였다.

2.6. UVB로 유도된 제브라피쉬에 대한 ROS 

생성 저해 평가  
  수정 후 48 hpf에 제브라피쉬 larvae를 60 
mm 페트리 접시에 5마리씩 배치한 다음 egg 
water를 용매로 한 0.01% DMSO에 와송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을 1, 3, 5, 10 μg/mL 농도가 
되도록 용해하여 각 접시에 분주한 뒤 항온조
(28±5 ℃)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UV 조사장치를 사용하여 UV-B (50 mJ/cm²)
를 1분간 조사하였으며 24-well plate에 larvae를 
옮겨 DCFH-DA (20 μg/mL)를 2 mL씩 처리 
후 호일로 차광하여 항온조(28 ± 5 ℃)에서 1시
간 동안 배양하였다. 음성대조군의 경우 자외선 
조사과정을 제외한 동일한 처리를 하였다. egg 
water로 세척 후 2% 메틸셀룰로스(methyl 
cellulose)에 larvae를 고정하여 형광현미경으로 
형광 발현 정도를 관찰하였으며 image J (version 
1.51j8, Wayne Rasband NIH,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이를 수치화 하였다.

2.7. 통계처리

  본 연구의 실험은 각각 3회 실시하여 평균값으
로 나타내었으며,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p 
< 0.05 유의수준에서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 평가 결과

  3.1.1. DPPH 라디칼 scavenging activity assay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전자공여능은 
DPPH 라디칼 소거활성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DPPH는 짙은 자색을 띄는 비교적 안정한 자
유라디칼이며 물질의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실험방법으로 페놀성 화합물과 같
은 수소에 전자를 공여하는 전자공여체와 반응하
게 되었을 때 안정한 분자를 나타낸다[16,17]. 본 
연구에서는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0.01, 
0.03, 0.05, 0.10 mg/mL농도로 용해하여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0.01 mg/mL 농
도에서는 12.21%의 미비한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내었으며 0.03, 0.05, 0.10 mg/mL 농도에서
는 각각 33.32, 50.96, 78.54%의 라디칼 소거 활
성을 나타내었다.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ascorbic acid에서는 0.10 mg/mL에서 93.64%의 
소거능을 나타내었음을 확인하였다(Fig. 1.). 추출
용매 및 방법에 따른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비교해 볼 때 98% 
메탄올을 용매로 추출하여 분획한 Kim(2017) 등
의 연구에서는 0.25, 0.50 mg/mL농도에서 각각 
48.27, 88.84%의 소거활성을 보였으며[18], 80% 
에탄올을 이용하여 환류 냉각조건에서 추출하여 
분획한 Park(2017) 등은 100 μg/mL농도에서 
약 20.00% 이하의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
고 1000 μg/mL 농도에서 91.79%의 라디칼 소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J(EA). Data are shown a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erformed in duplicate. 

       *** : p <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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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활성을 나타내었다[19]. 이와 같이 추출용매 
및 방법에 따라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라디칼 소거활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저해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들의 용출
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1.2. ABTSᐩ 라디칼 scavenging activity assay
  ABTS+ 라디칼 scavenging activity 측정은 강
력한 산화물질인 potassium persulfate에 의해 생
성되며 짙은 청록색을 띄는 ABTS+가 hydrogen- 
donating antioxidant에 의해 환원되었을 때 라디
칼이 소거되어 투명색(ABTS+ neutral form)을 나
타내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다[20]. DPPH 라디
칼 scavenging activity assay와 마찬가지로 ABTS
는 인위적인 라디칼을 제거하는 작용 기작을 나
타내어 DPPH 라디칼 소거활성과 유의적 상관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21], DPPH는 
자유 라디칼이며, ABTS는 양이온 라디칼(cation 
radical)로 항산화물질에 따라 라디칼을 제거하는 
차이가 있다[17].

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J(EA) was measured an absorbance 
at 734 nm. Data are shown a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erformed in duplicate. 
*** : p < 0.005.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항산화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Fig. 2) 0.01, 0.03, 0.05, 0.10 mg/mL농도
에서 각각 25.44, 46.19, 55.20, 73.48%의 라디
칼 소거능을 확인하였다. 이는 양성대조군인 아스
코빅애씨드(99.56%) 보다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
으나 0.05 mg/mL에서 50.0%이상의 라디칼 소거
활성을 보였으며 200 μg/mL 농도의 와송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69.04%의 라디칼 소거활

성을 나타낸 Park(2017) 등의 연구와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와송 에틸아
세테이트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이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19].

3.2. 와송 에틸아세트 분획물의 

제브라피쉬(Danio rerio)독성 평가 

  본 실험에서는 제브라피쉬에서 와송 에틸아세
테이트 분획물에 대한 독성평가를 위해 DMSO에 
1 mg/mL 농도로 용해하여 원액(stock solution)
을 제조한 뒤 이를 egg water에 희석하여 최종농
도가 1, 3, 5, 10 μg/mL이 되도록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용해한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을 배아에 처리 후 72시간 동안 응고율 및 부화
율을 확인하였으며(Fig. 3), 3 dpf에 제브라피쉬 
larvae의 심장박동에 미치는 영향을 1분간 측정하
였다(Fig. 4). 먼저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처리한 배아의 응고는 24, 48, 72시간 동안 대조
군을 포함한 모든 농도에서 발생하지 않았으며
(data not shown), 부화율에서는 48시간 경과 후 
모든 농도에서 80% 이상의 부화율을 나타내었
다. 또한 72시간 경과 후 대조군을 포함한 모든 
농도에서 100% 부화되었음을 관찰하여 와송 에
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 의한 제브라피쉬에서 부
화 지연이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Fig. 3. Hatching rate were measured after 
treatment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OJ(EA) at zebrafish for 72 hours. 
Data are shown a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erformed in duplicate. *** : p < 
0.005.

  제브라피쉬는 발생 하루 만에 심장이 형성되어 
박동이 시작되며 혈관 내 혈액세포의 흐름을 관
찰할 수 있다. 제브라피쉬의 심장은 인간의 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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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찬가지로 전기적 자극(electrical excitation)
이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며 부정맥은 심장박동이 
정상적이지 못하거나 심실과 심방에서의 전기적 
자극의 부정확한 전도 또는 심장박동의 자동성 
장애로 인해 발생한다[22].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이 제브라피쉬의 심장박동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고자 3 dpf에 심장박동을 1분간 측정한 
결과 1, 3, 5, 10 μg/mL에서 137.4, 136.0, 
133.9, 133.6 회/1 min를 나타내었다. 이는 대조
군(egg water: 135.1회)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며 위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제브라피쉬의 
심장박동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제브라피쉬에 나
타나는 독성 또한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Fig. 4. Arrhythmia test of OJ(EA) on zebrafish 
larvae. Counting the heartbeat of 
zebrafish larvae after treated OJ(EA) 
for 1 min. Data are shown a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 performed in duplicate. * : 
p < 0.05.

3.3. UVB로 유도된 제브라피쉬에 대한 

ROS생성 저해 평가 

  본 실험에서는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처리하였을 때 UV-B로 유도된 제브라피쉬 
larvae의 ROS 생성에 대한 저해율을 평가하기 
위해 DCFH-DA처리를 통한 형광발현 정도를 
측정하였다. DCFH-DA는 세포막을 통과하여 확
산하며 ROS 존재 시 세포 내 가수분해 효소인 
esterase에 의해 DCFH가 가수분해되어 DCF가 
형성되고 형광이 발현된다[23].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1시간 동안 처
리하여 UV-B로 유도된 제브라피쉬 larvae의 
ROS 생성 결과는 1, 3, 5, 10 μg/mL 농도에서 

각각 90.7, 90.4, 95.8, 97.0%로 UV-B를 조사한 
대조군(126.1%)과 비교하였을 때 와송 에틸아세
테이트 분획물을 처리한 larvae에서 전체적으로 
형광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3 
μg/mL이하 농도에서 UV-B를 유도하지 않은 
대조군(100.0%)보다 현저히 낮았다(Fig. 5).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제브라피쉬에서 UV-B로 인해 증가한 ROS 생성
을 저해하는 효과가 모든 농도에서 우수한 것으
로 확인되었다.

(A)

(B)

Fig. 5. Effect of OJ(EA) under UV-B 
irradiation on  zebrafish larvae. (A): 
Intra zebrafish larvae antioxidant 
activity of OJ(EA) under various 
concentrations. Control(Egg water). (B): 
Intra zebrafish larvae ROS levels 
generated by UV-B(50 mJ/cm²) 
radiation for 1 min. ROS levels were 
detected using a fluorometer microscope 
after staining with DCFH-DA(20 μ
g/mL). Data are shown a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erformed in duplicate. *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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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과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효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체실험 동물모델인 제브라
피쉬를 이용한 독성평가에서는 10 μg/mL이하의 
농도에서 응고 또는 부화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
다. larvae의 심장박동에도 대조군과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처리가 
제브라피쉬의 발생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분획물을 처리하였을 때 
제브라피쉬에 대한 UV-B로 유도된 ROS 생성을 
유의적으로 억제하였다. 특히 3 μg/mL 이하 농
도에서 UV-B를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보다 낮은 
ROS 생성량을 보여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의 UV-B 유도에 의한 ROS 생성 억제 효과가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와송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추후 천연 항산화제, 보
존제로서 화장품 분야에서 응용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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