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of Advanced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 13, No. 2 (2020) pp. 087~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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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Bamboo is a plant belonging to the native Gramineae and has long been popular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Among the different types of bamboo is Phyllostachys bambusoides, which is useful for a variety of
purposes as it possesses useful properties and has a wide range of beneficial uses such as a pulpwood, timbering,
and medicinal usages. The bamboo stem contains cellulose and lignin and contains various polyphenol
compounds. It has also been reported that bamboo stems have antioxidant and UV-protective activities, especially
in the cosmetic application of bamboo stems. However, no research has been conducted on the scalp cosmetics
of the Phyllostachys bambusoides. In this study, antioxidant activity and polyphenol content were investigated to
inquire the possibility of Phyllostachys bambusoides being a cosmetic material. Total polyphenol content
concentration was calculated to be 500 μg/mL, and antioxidant assays (DPPH, ABTS) were performed resulting in
the range of 50-900 μg/mL (IC50). All five fractions showed no cytotoxicity up to the concentration of 100 μ
g/mL by MTT assay.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ntibacterial, antioxidant, and polyphenol contents of domestic
bamboo royal extract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its potential as a cosmetic material for improving sca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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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에 사용되고 있다[2]. 대나무는 뿌리에서부
터 잎까지 약용으로 활용도가 높아 예로부터 민간요법
으로 널리 사용되었고, 동의보감, 본초강목 및 산농본
초경에서 중풍과 고혈압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대나무의 주요 특성의 하나는
육상 식물과 달리 황산기를 함유한 다당을 다량 함유
하고 있으며 이 산성 다당은 항종양, 항바이러스, 면
역증강 및 혈액 항응고 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4]. 대나무 추출물에는 폴리페
놀유 중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화합물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나무 추출물의 효능으
로 열내림, 출형방지, 항산화 활성, 이뇨 작용, 항바이
러스 등의 효과룰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최근 현대인의 스트레스 중에 하나인 탈모에 대한
급격한 관심 증가로 두피개선 및 탈모 예방 기능성 샴
푸의 시장 규모가 최근 4년 사이 13배 증가한 1,600
억 원으로 쾌속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6]. 국내 탈
모 인구는 약 1,000만 명 이상이며, 탈모 시장규모도
약 4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2014-2017년까지 모발

1. 서 론
1)

대나무는 대나무과에 속하는 식물로 외떡잎식물 벼
목 화본과의 속하는 여러해살이 상록 교목의 총칭으로
줄기는 땅위줄기와 땅속줄기로 이루어지며 모두 세포
벽이 목질화하여 딱딱하며, 잘 분지한다. 대나무는 우
리나라의 호남, 영남 지방이 주산지이며, 약 70여종이
자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왕대, 솜대, 맹종죽, 조릿
대, 신이대 등으로 알려져 있다[1].
대나무는 죽세공품, 건축용재, 녹용재, 펄프용재 등
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이외에 용도에 따라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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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수술을 받은 환자 수도 연평균 30-40% 증가하고
있다[7]. 두피에는 다양한 피부 상재균이 존재하며,
pH 밸런스, 과도한 자외선 노출, 피지 분비 불균형
및 면역력 저하로 인해 지루성 두피염을 비롯한 각종
두피 질환이 발생하며, 이와 같은 두피의 문제는 탈모
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8]. 탈모를 예방을 위
하여 항산화 작용과 항균 작용을 갖고 3있는 천연 추
출물이 함유된 제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나무 줄기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항균 활성을 확인하고 두피 개선 화장품 소재로서 적
용 가능성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2.1 추출방법
전라남도 담양군에서 구입한 대나무 (Phyllostach
ys bambusoides) 줄기를 건조 후 세절하여 사용하
였다. 대나무 줄기 추출물의 추출 방법별 활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열수, 주정, 유기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하
였다. 열수추출은 autoclave를 사용한 추출과 100℃
에서 끓인 추출방법을 사용하였다. 건조된 대나무 줄
기 50 g을 증류수 800 mL에 넣어 autoclave를 사
용하여 121℃에서 90분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용액은
필터 후 동결건조 하였다(PB1). 건조된 대나무 줄기
50 g을 증류수 1 L에 넣어 100℃에서 24시간동안
가열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용액은 필터 후 동결건
조 하였다 (PB5). 건조된 대나무 줄기 10 g을 50%
에탄올과 80% 에탄올 800 mL에 각각 넣어 7일간
침지 추출하였다. 추출된 용액은 필터 후 감압농축을
하였다 (50% 에탄올 추출물 : PB2, 80% 에탄올 추
출물 : PB3). 건조된 대나무 줄기 10 g을 100% 에
탄올 800 mL에 각각 넣어 7일간 침지 추출하였다.
추출된 용액은 필터 후 감압농축을 하였다(PB4).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the extract preparation
from bamboo stem (Phyllostachys bambusoides).
2.2. 항산화 활성 분석
2.2.1 DPPH radical scavenging
시료의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ies)
은 Blois의 방법을 변형 실험하였다[9]. 농축된 각각
의 시료의 농도를 100-10,000 μg/mL 의 농도가 되
도록 조제하고, 농도별 샘플 200 μL에 4×10-4 M의
α,α-diphenyl-β-picryl-hydrazyl(DPPH) 용액 1
공학기술논문지 제13권 2호 (2020)

mL를 넣고 15분 동안 방치 후 517 nm에서 흡광도
를 SCINCO UV-Vis spectrophotometer s-3100
(Seoul,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
으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고, 농도범위는 100
-1,000 μg/mL 로 측정 하였다.
 
 

       ×

2.2.2 ABTS radical scavenging
증류수에 용해한 7 mM의 ABTS potassium
persulfate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1:1로 넣어 흡광도 값이 0.70±0.02이 되도록 PBS
(pH 7.4)로 희석하였다[10]. 12-16시간 동안 암소
에 방치하고 Radical stock solution은 희석된 용액
800 μL에 농도별로 제조된 sample 200 μL씩을 가
하여 15분 동안 방치 후 720 nm에서 흡광도를
SCINCO UV-Vis spectrophotometer s-3100 (Seoul, Korea)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고, 농도범위는 100-1,000 μg/mL
로 측정 하였다.
 
 

       ×

2.3. 총 폴리페놀 함량 분석
AOAC의 Folin-Denis 법을 일부 변형하여 비색
정량하였다[11]. 추출된 각각의 시료의 농도를
1,000, 5,000 10,000 μg/mL 의 농도가 되도록 조
제하고 이 용액 0.2 mL에 Na2CO3를 2.0 mL 가하
고 2분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 50% Folin
Ciocalteu's 시약을 0.2 mL 가하여 혼합하고 실온에
서
30분
정치한
후
분광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UV-2450, SHIMAZU Co.,
Ltd Japan)로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p-coumaric acid의 농도를 달리하여 조
제한 후 표준 곡선을 작성하고 모든 처리는 3회 반복
하여 측정하였다. 전체 폴리페놀 함량 계산은
p-coumaric acid를 standard 물질로 하여 0-100 μ
g/mL의 농도로 제조하고 흡광도를 측정한 후 표준곡
선을 이용하여 각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계산하
였다.
2.4. Disc diffusion 법을 이용한 항균력 시험
왕대 줄기 추출물의 항균 활성을 disc diffusion법
으로 평가하였다[12]. 대상균주로는, 그람 음성균으로
Bacillus subtilis KCCM 11316, Staphylococcus
aureus KCCM 11764, 그람 양성균으로는
Salmonella typhimurium KCTC 1926를 사용하였
다. Tryptic soy broth (TSB)에 균을 분주하여 24
시간동안 37℃에서 150 rpm으로 배양해 흡광값을
0.5로 맞춘 후 TSA 배지에 50 μL를 도말하였다. 추
출물을 0.1-50 mg/mL 농도로 희석하여 paper disc
(8 mm)에 50 μL씩 흡수시키고 24시간동안 3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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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배양 후, disc 주변에 생성된 clear zone의 크기
로 활성을 측정하였다. Positive control으로 0.1
mg/mL ampicillin (A)을 사용하였다.
2.5. 지표성분 HPLC 분석
건조된 왕대 줄기에서 추출된 추출물들을 HPLC
를 이용하여 추출물에 함유될 것으로 예상되는
polyphenol인 catechin, chlorogenic aicd, caffeic
acid, p-coumaric acid, ferulic acid, rutin,
luteolin을 기준물질을 분석하였고, 기준물질의
retention time을 비교하여 함량 및 함유여부를 확인
하였다[13]. HPLC는 SPD-20A UV 검출기가 장착
된 LC-20AD SHIMADZU HPLC를 사용하였고, 검
출파장은 254 nm를 사용하였다. Column은
XBridge C18 5 μm (4.6 x 150 mm)을 사용하였
으며 분석 조건은 표에 정리하였다.
Table 1. Operating conditions for HPLC analysis
Column

XBridge C18 5μm
(4.6 x 150 mm)

Flow rate

0.7 mL/min

Solvent A

Water (0.3% Acetic acid)

Solvent B

Methanol (0.3% Acetic acid)

Mobile phase
Time
Temperature

3. 결과 및 고찰
3.1 왕대 줄기 추출물 수율
추출된 왕대 줄기 추출물의 수율은 Table 2 에 나
타내었다. 왕대 줄기 추출물의 수율은 대부분 10% 이
하였으며, 유기용매로 추출했을 때의 수율이 1.00%,
1.12%로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Autoclave
를 사용하여 추출하였을 때가 6.14%로 가장 높은 수
율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 대나무 줄기 추출
물은 3.0-3.5%로 알려져있고, 용매별 대나무 추출물
의 수율은 본 연구에서는 1.0-6.14%로 높은 수율로
확인되었다[15]. 이는 autoclave를 사용하여 추출해
수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autoclave 추출시 압
력이 가해져 세포막이 분해되어 용매의 이동이 증가해
추출수율이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15]. 기존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확인되었고 기존의 연구에서는
유기용매 추출물보다 autoclave를 사용한 열수추출의
추출 수율이 약 5%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Yield results of Phyllostachys bambusoides
extracts.
Sample

무게(g)

수율(%)

10-40% B 60 min

PB1

3.07

6.14

60 min

PB2

1.95

3.90

40℃

PB3

1.41

2.82

Detection Wavelength

254 nm

PB4

0.50

1.00

Injection volume

30 μL

PB5

1.38

2.76

2.6. 세포 생존율 분석(MTT Assay)
간세포주인 HepG2 세포를 96 well plate에 배양
한 후, 시료를 24시간 동안 처치. 그리고 생존해 있는
세포를 MTT (0.2 mg/mL)에 4시간동안 반응 시킨
후, 상층을 제거하고 well 당 200 μL의 dimethyl s
ulfoxide를 넣어 생성된 formazan crystals을 녹였
다[14]. 마지막으로 microplate reader (Versama
x, Molecular Device, Sunnyvale, CA)를 이용하
여 54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
은 아무것도 처치하지 않은 control를 기준으로 비교
하였다. [생존율 (control 대비 %) = 100 × (약물
을 처치한 샘플의 흡광도)/(control의 흡광도)].

3.2 항산화 활성 측정 결과
3.2.1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용매별로 추출된 왕대 줄기 추출물 PB1, PB2,
PB3, PB4, PB5의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을
확인하였다(Figure 2, Table 3). 왕대 줄기 추출물
의 IC50는 797.73-955.43 μg/mL 로 확인되었고,
DPPH radical 소거능을 확인한 결과 ascorbic acid
보다 낮은 활성을 보였다. 전체적인 활성을 비교 하였
을 때 열수 추출과 유기용매 추출보다는 주정 추출의
항산화 활성이 높게 확인되었다. 추출물 중에서는
PB3 가 가장 활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IC50
값은 797.79 μg/mL 이었다.

2.7. 통계처리
모든 결과 값은 세 번 반복실험 후 통계처리 하였으
며, 실험에 의해 얻어진 값들의 평균으로 나타내었다.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의 통계학적 유의성 검증은
SPSS 23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
하여 t-Test 를 실시하였으며, p<0.05 이하 경우 유
의 하다고 판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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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Results of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rom Phyllostachys bambusoides extracts.
3.2.1 ABTS scavenging activity
용매별로 추출된 왕대 줄기 추출물 PB1, PB2,
PB3, PB4, PB5의 ABTS radical 소거능을 확인하
였다(Figuer 3, Table 3). 왕대 줄기 추출물의 IC50
는 430.23-548.68 μg/mL 로 확인되었고,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는 DPPH radical 결과보
다 활성이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양성 대조군
인 ascorbic acid보다는 낮은 활성이 확인되었다. 전
체적인 활성을 비교하였을 때 열수 추출과 유기용매
추출보다는 주정 추출의 항산화 활성이 높게 확인되었
다. 추출물 중에서는 PB3 가 가장 활성이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으며, IC50 값은 430.23 μg/mL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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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esults of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rom
Phyllostachys bambusoides extracts.
3.3 Total polyphenol 측정 결과
대나무 추출물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p-coumaric acid를 standard로 설정하
여 대나무 줄기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
공학기술논문지 제13권 2호 (2020)

였다. 용매별로 추출된 왕대 줄기 추출물의 함량은
51.38-139.30 COUE μg/mL로 확인되었다(Table
2). 추출용매와 추출 방법에 따라 총 폴리페놀 함량의
차이가 2배 이상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주
정추출물인 PB2, PB3의 함량은 각각 138.17
COUE μg/mL, 139.30 COUE μg/mL으로 높은 함
량이 확인되었다. 이는 에탄올 추출시 다량의 폴리페
놀류가 추출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연구에서 솜대줄
기 추출물에서 8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가장 높은 폴
리페놀 함량이 측정되었다[13]. 본 연구에서도 80%
에탄올 추출물은 PB3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
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결
과이다.
Table 3. Antioxidant activity results and total polyphol
contents results of Phyllostachys bambusoides extracts
Sample

DPPH
IC50(μg/mL)

ABTS
IC50(μg/mL)

TPC (COUE
μg/mL)

PB1

955.43

501.68

51.38

PB2

846.08

435.05

138.17

PB3

797.73

430.23

139.30

PB4

882.08

509.83

130.72

PB5

892.54

548.68

125.76

3.4 항균 활성 측정 결과
왕대 줄기 추출물의 항균 활성을 평가하였다. 항산
화 활성 측정 결과 가장 높은 활성을 가지는 PB3 추
출물의 항균 활성을 확인하였다(Figure 4, Table
4). PB3의 항균 활성은 고농도에서 항균활성을 보이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B3 500 mg/mL 농도에서
Clear zone on plate는 그람 음성균인 Bacillus su
btilis 에서는 12.53 mm, Staphylococcus aureus
에서는 17.57 mm, 그람 양성균인 Salmonella typ
himurium 에서는 12.79 mm로 확인되었다. 기존의
연구에서도 대나무 추출물은 에탄올 추출물에서 우수
한 항균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있다[16]. 대나
무 잎 추출물은 Vibrio parahaemolyticus, Pseudo
mnas aeruginosa, Salmonella typhimurium 등
에서 항균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어 있다[12]. 대
나무 줄기 추출물 또한 비슷한 항균 활성을 보이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왕대, 솜대 추출물에서 높은 항균
활성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와
동일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Table 4. Antimicrobial activities of 500 mg/mL bamboo
stem extract (PB3)
Sample

Clear zone (mm)

Bacillus subtilis

12.53

Staphylococcus aureus

17.57

Salmonella typhimurium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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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왕대 줄기 추출물 세포독성 시험 결과
화장품 성분 중에서 유효 물질로 사용하려면 원료
성분의 안정성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나무 줄
기 추출물을 두피 개선 화장품의 유효 성분으로써의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세포 독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Figure 6). 대나무 줄기 추출물인 왕대(PB1, PB2,
PB3, PB4와 PB5)의 간세포 독성여부를 확인하고자
왕대 추출물들을 100 μg/mL 로 간세포주에 처치 후
24시간 배양 후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왕대 추
출물(PB1, PB2, PB3, PB4와 PB5) 모두 처치한
농도에서 세포독성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4. Comparison of antimicrobial activities results by
PB3 extract. Bacillus subtilis (A), Staphylococcus aureus
(B), Salmonella typhimurium (C).
3.4 왕대 줄기 추출물 지표성분 HPLC 분석 결과
왕대 줄기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polyphenol류
를 HPLC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standard 물질은 죽순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
진 catechin,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p-coumaric acid, ferulic acid, rutin, luteolin을
사용하였다. 왕대 추출물의 지표성분 분석 결과는 아
래 Figure 5와 Table 5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추출
물에서 6가지 standard 물질은 동일하게 확인되었으
나, luteolin은 PB3와 PB4에서만 확인되었다. 추출
방법에 따라 추출되는 폴리페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3]. 기존의 연구에서도 ethanol의 함량
이 높은 추출물에서 luteolin이 추출된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luteolin의 solubility 차이로 인한 것으
로 ethanol의 함량이 높은 추출물에서 확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5. Polyphenol contents using quantitative analysis of
Phyllostachys bambusoides extracts
No. Standard

PB1

PB2

PB3

PB4

PB5

1

Catechin

25.53

7.27

7.06

9.00

28.42

2

Chlorogenic
acid

0.74

9.14

19.85

12.91

10.76

3

Caffeic acid

7.04

0.61

11.19

3.21

5.40

4

p-Coumaric
acid

5.19

4.71

5.77

4.64

2.94

5

Ferulic acid

0.07

0.40

0.53

0.55

0.30

6

Rutin

0.46

1.86

1.41

2.34

2.07

7

Luteolin

-

-

0.03

0.35

-

Figure 6. Cytotoxicity result (MTT assay) of the Bamboo
extracts (PB1, PB2, PB3, PB4, PB5).
3.6 통계처리
모든 결과 값은 세 번 반복실험 후 통계 처리 하였
으며, 실험에 의해 얻어진 값들의 평균표준편차로 나
타내었다. 대조군과 실험군 사이의 통계학적 유의성
검증은 SPSS 23 (SPSS Inc., Chicago, IL, USA)
를 이용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p값이 0.05 이
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였다.

4. 결론
국내산 왕대 줄기를 열수(PB1, PB5), 주정(PB2,
PB3), 유기용매(PB4)를 사용하여 추출해 항산화 및
항균 활성에 대한 효능을 확인하였다. DPPH free
radiacl, ABTS radical를 사용하여 항산화 활성 측
정 결과 PB3의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IC50가 각각 797.73 μg/mL, 430.23 μ
g/mL로 확인되었다. 총 페놀 함량 또한 PB3가
139.30 COUE μg/mL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활용 되
었다. 항산화 활성이 가장 높은 PB3의 그람 음성균인
Bacillus subtilis, Staphylococcus aureus 와 그
람 양성균인 Salmonella typhimurium 의 항균활성
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12.35-17.57 mm 로 확인
되었으며, 기존 논문과 동일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HPLC를 이용한 정량 분석에서 EtOH 추출물에서
luteolin이 추가적으로 추출되었는데 이는 추출용매에
따라 추출되는 폴리페놀의 종류가 달라 추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간세포주를 사용한 독성검사에서도 세포
독성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항산화 활성과 항균 활
성이 우수한 PB3는 두피 개선 소재로의 활용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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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HPLC chromatogram of (A) bamboo stem extracts standard mixture, (B) PB1, (C) PB2, (D) PB3, (E) PB4, and
(F) PB5 using diode array detection at 254 nm. Numbers indicate the following: (1) catechin; (2) chlorogenic acid; (3)
caffeic acid; (4) p-coumaric acid; (5) ferulic acid; (6) rutin; (7) luteo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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