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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회 화학탐구 프런티어 페스티벌 제안서 

 

팀     명 :      ATTO                               

탐구 주제 : 흑마늘 발효물과 편백나무 잎 추출물을 이용한 PVA/Alginate Hydrogel  

(아토피 치료제) 제작 

1. 탐구동기 

- 탐구할 주제를 찾던 중 팀원 중 한 명이 아토피 피부

염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주제로 

하기로 정하였다.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유아기 혹은 소

아기에 시작되는 만성적이고 재발성이 큰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가려움증(소양증)과 피부건조증, 특징적인 습

진을 동반한다. 특징적으로 팔이 굽혀지는 부분과 무릎 

뒤의 굽혀지는 부위에 습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많

은 경우에 성장하면서 자연히 호전되는 경향을 보인다. 

아토피 피부염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유병률

이 인구의 20%나 된다는 보고도 있다. 피부 건조는 가

려움증을 유발하고 악화시킨다. 가려워서 긁게 되면 습

진성 피부 병변이 생기고 이러한 병변이 진행되면서 다시 더 심한 가려움이 유발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아토피 피부염의 발병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임상 증상도 

피부 건조증, 습진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발병 원인이 어느 한 가지로만 설명될 수는 

없지만,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소인, 면역학적 반응 및 피부 보호막의 이상 등이 주요 원인으

로 여겨지고 있다. 그 중 우리는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작용에 집중하여 탐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 항산화 작용을 하는 물질을 찾아보던 도중 작년에 실험을 시도했던 마늘이 생각났다. 흑마늘에

는 생마늘에 비해 약 10배 정도 높은 항산화 물질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이미 아토피 피부염에 효

능이 있다고 검증된 편백나무 잎 추출물의 항염 효과, 항산화효과, 면역 조절 기능 등도 이용할 

예정이다. 편백나무 잎에도 항산화 기능을 하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만 아토피 피부염의 가려움

증의 원인이 되는 활성 산소를 낮추기 위해 흑마늘을 더 첨가할 것이다. 천연물질인 흑 마늘과 편

백나무 잎 추출물을 PVA/Alginate Hydrogel에 탑재하여 스테로이드제를 대신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탐구목적 

가. 편백나무 잎 추출물의 면역 효과와 항산화, 항염 효능을 알아본다. (자료 조사) 

나. 흑마늘의 항산화 효능을 알아본다. (자료 조사) 

다. 흑마늘과 편백나무 잎 추출물의 혼합물의 항산화 효과를 최대치로 낼 수 있는 최적의 혼

합 비율을 알아본다. 

라. PVA/ALG-하이드로겔에 흑마늘과 편백나무 잎 추물물을 혼합하여 아토피 치료제로 사용

될 수 있는 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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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탐구 내용 및 방법 

가. 사전조사 

- 활성산소와 아토피 피부염 

활성산소는 일반 산소분자보다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

른 물질과 쉽게 결합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특히 아토피

와 관련된 대표적인 활성산소는 지질(지방질)과 결합해 발생

한 과산화 지질이라는 물질이다. 과산화 지질은 활성산소보

다 힘은 약하지만 수명은 길어 장기간 몸에 나쁜 영향을 미

친다. 과산화 지질은 피부 최상층의 각질층에 부착돼 피부보

습 기능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질층은 우리 몸의 

외부 자극에서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몸 안의 수분을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말아주는 방어 보습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산화 지질이 각질층에 작용하게 되면 각질층 세포들이 파

괴되면서 피부 보습 기능을 떨어트린다. 

각질층의 보습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피부는 점점 

건조해지고 피부가 건조하면 외부로부터 자극을 방어하지 못하게 되어 염증이 반복되어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킨다. 과산화 지질은 단백질과 결합해 형광성 단백질을 만드는데, 형광성 단백질은 

알레르기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 편백나무 잎(COL) 추출물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항염, 항산화 및 면역조절효과 

1) COL의 독성 : COL의 안전성 검사에서 중금속은 허용 기준

치 이하로 검출 되었다. NC/Nga mice를 이용한 동물시험에

서도 COL 투여군은 ALT, AST, BUN, creatinine 수치에서 모

두 정상 범위로 체내 독성을 유발하지 않았다. 

 

2) COL 항산화 효과 : COL 투여군은 DPPH소거능은 200(㎍/

㎖) 농도에서 61.5(%)의 free radical소거효과가 있었으며 

SOD 유사활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시켰다. ROS의 억제

율은 1000(㎍/㎖)농도에서 61.6(%)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3) COL 항염 효과 : 항염 효과를 확인한 결과 EoL-1,THP-1cell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MCP-

1,IL-6,IL-8 생성량은 COL 투여군이 mite 처리군에 비해 EoL-1 cell은 0.5∼5(㎍/㎖)농도에

서,Thp-1cell은 0.5∼1(㎍/㎖)농도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4) COL 면역조절효과 : 5.PBMC 내 면역세포의 변화는 COL 투여군이 아토피 피부염군에 비해

CD4+,B220+/CD23+,CD11b+/Gr-1+을 각각 10.6,43.2,59.6(%)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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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마늘의 항산화 효과 

고온에서 숙성 시켜 제조된 흑마늘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0.0 ㎎

/g으로 생마늘 3.7 ㎎/g보다 2.5배 이상 높은 값을 보였다. 생마늘

과 흑마늘 추출물의 전자공여능 실험 결과, 흑마늘 추출물의 농도 

증가에 따라 전자공여능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출물의 농도가 1,000 ㎍/mL일 때 생마늘은 12.9%, 흑마늘은 

101.9%로 흑마늘이 생마늘에 비하여 항산화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실험 방법 

- 흑마늘 추출물의 제조 방법 

1) 통마늘을 밑 둥지를 싹둑 자른 후 전기밥솥에서 75도 보온으로 3일에서 일주일정도 익힌 

후 겉껍질을 벗기면 흑 마늘이 된다. 

2) 마늘 종을 포함하여 통 흑마늘과 깐 흑마늘을 껍질째 분쇄한다. (분쇄 시 쓰이는 물은 정

제수 사용) 

3) 파쇄된 흑마늘과 정제수를 투입한 분해조에 분해 효소인 아밀라아제와 셀룰라아제를 투입

하여 40-55도에서 1-4시간동안 효소 분해시킨다.  

(아밀라아제는 흑 마늘 100중량부 대비 약 0.1-5 중량부를 투여하고, 셀룰라아제는 100중

량부 대비 약 0.1-7 중량부를 투입한다.) 

4) 효소분해처리를 거친 분해조를 90-100도로 높이고 20-40분 동안 가열하여 분해 효소를 

실활시킨다. 

5) 상기 분해조는 40-60도까지 즉시 냉각되며, 원심분리 여과 또는 가압 여과를 통한 1차여

과단계와 0.1μ~100μ필터를 이용한 2차여과단계(하우징 여과기)를 거친다. (배합 살균) 

6) 진공조 약 340pa, 농축 온도는 40-70도인 진공농축조에서 진행하며 여과액의 수분만 증

발시킨다. 

 

- COL 추출물 제조 방법 

1) COL 50g 분량에 증류수 700ml을 가하여 열탕 추출기에서 3시간 동안 추출한다. 

2) 추출액을 다시 여과하여 감압 증류장치로 농축한다. 

3) 농축액을 다시 동결 건조기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한 다음 얻어진 분말 6.8g을 냉동 보관

(-80도)하면서 적당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 흑마늘 추출물과 COL 추출물의 혼합물질의 항산화능 측정  

DPPH assay -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은 항산화능을 측

정하는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DPPH radical 은 

보라색을 띠고 있는 데 이것이 항산화제와 반응하면 옅은 노

란 색을 띄게 된다. 이러한 색의 변화는 항산화능의 척도이

다. 항산화능이 뛰어난 시료 또는 농도가 진한 시료를 처리

할수록 색의 변화가 뚜렷하다. 이때, 실험에서 사용되는 흡광

도 파장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수치화 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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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VA/ALG-하이드로겔 제작 방법 

1) PVA 15wt %를 순수 ( de i oni z edwat er ) 에서 90℃의 열을 가하여 

천천히 교반 하여 녹여준다. 

2) PVA 15wt %의 농도로 녹아 있는 용액에 PEG의 

최종 농도를 0,10,20,30wt %로 하여 서서히 첨가하여 90℃의 열을 

가하여 천천히 교반 하여 녹인다. 

3) 물(약 75-80°C)을 냉각시키지 않고 ALG와 CaCl2를 넣는다. 

4) 흑마늘 추출물과 COL 추출물의 혼합물질을 PVA에 혼합시킨다.  

(혼합물질은 항산화능 측정 실험을 통해 최대 효과를 나타내는 비율로 혼합한 물질 사용) 

5) -196℃의 온도를 갖는 액체 질소에서 1분간 동결 후 상온에서 4시간 해동한다. 

6) PVA 하이드로겔을 제조하는데 첨가제로 사용한 PEG제거하기 하여 순수에서 6시간동안 

세척한 후 물기를 제거한다. 

 

- Cytokine 분비와 NO 생성량 측정 실험에 쓰일 세포배양액 제조 

1) AW 264.7 cells을 5×105 cells/well 농도로 24 well plate에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흑

마늘 발효물을 100, 200, 400, 800 μg/mL의 농도로 각각 처리한 다음, 1시간 후에 LPS를 1 

μg/mL씩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다. 

2) 배양액을 회수하여 원심분리(3,000 rpm, 5 min, 4°C) 하여 세포 배양 상층액을 얻었으며 이

를 nitric oxide(NO) 및 사이토카인 생성량 측정에 사용한다. 

 

-NO 생성량 측정 

1) 세포로부터 생성된 NO의 양은 세포 배양액 중에 존재하는 NO2-의 형태로 Griess 

reagent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세포 배양액 50 μL와 sulfanilamide solution 50 μL를 혼합하여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 

3) 여기에 NED 용액을 50 μL 혼합하여 상온에서 다시 1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Epoch, Bioteck)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sodium nitrate로 표준

곡선을 작성하여 NO 함량을 산출한다. 

 

- Cytokine 분비 변화 측정(아토피 치료제로서의 효과 검증) 

1) 96-well plate에 affinity purified anti-human TNF-α를 3 μg/mL로 binding buffer(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9.0)에 희석하여 well 당 50 μL씩 넣은 후, 4도에 서 24시간 

방치한다. 

2) PBS/tween으로 3회 세척 후, blocking buffer(5% skimmed milk/PBS)를 200 μL 가한 후, 37

도에서 2시간 방치한다. 

3) PBS/tween으로 4회 세척 후, 시료와 반응시킨 세포의 상등액을 100 μL씩 넣고, 4도에서 

24시간 반응시킨다. 

4) PBS/tween으로 5회 세척 후, biotinylated anti-human IL-8 antibody(BD Biosciences)를 PBS

에 희석하여 100 μL/well로 넣고 37도에서 2시간 반응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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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BS/ tween으로 6회 세척 후, streptavidin-HRP(BD Biosciences) 를 PBS에 1:1000으로 희석

하여 100 μL/well로 37oC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6) PBS/tween으로 7회 세척 후, 3,3'5,5'-tetramethylbenzidine solution을 100 μL/well씩 첨가

하고 15분 동안 반응시킨 후, 1 M HCl solution을 100 μL/well씩 가하여 반응을 종료시키

고,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 항염증 활성 측정 방법 

1) 마우스의 대식세포인 RAW264.7 Dulbe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Welgene Co.)

에 10% FBS(Welgene Co.)와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을 첨가한 배지를 이용하여 

37℃, 5% CO2가 공급되는 incubator에서 배양한다.  

2) 항염증 활성은 RAW264.7 세포로부터 생산된 nitric oxide(NO) 생성량을 Griess reagent 

system(21)법을 이용하 여 조사한다.  

3) 24 well plate에 RAW264.7 세포를 5×104 cells/well의 농도로 분주하여, 24시간동안 배양하

고 편백나무 추출물과 흑마늘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고 2시 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lipopolysaccharide(LPS) 1 μg/mL를 첨가한 후 18시간 동안 추가 배양시킨다. 

4) 세포로부터 생산된 NO의 양은 세포 배양액과 Griess 시약(Sigma)을 동일한 비율로 혼합

하여 상온에서 15분 동안 방치시킨 후 54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NaNO2로부터 작

성된 표준 곡선을 이용하여 NO 함량을 산출한다. 

  

4. 예상되는 결과 

흑마늘은 생마늘에 비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력이 10 배 이상이며 유해 산소를 제거하는 

SOD(Super Oxide Dismutase) 함량이 높고, 생마늘에는 없는 항산화 물질인 ‘S-아릴시스테인’이 

있어 아토피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편백나무 잎 추출의 항염, 항산화 효과와 

면역 조절 효과로 흑마늘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흑마늘과 편백나무 잎의 

추출물의 혼합물의 비율을 찾고, 아토피 피부염의 유해성분과 결합해 증상을 확장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아토피 피부염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한다. 혼합물의 비율을 찾을 때 항산화 

효과가 얼마나 뛰어난 지를 알아봄으로 아토피 피부염에 가장 최적화된 비율을 찾아 

하이드로겔에 적용시켜 아토피 치료제로서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흑마늘 발효물은 pro-inflammatory cytokine 의 분비를 저해함으로써 염증 유도 과정 및 

관련인자를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