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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부친화성, 흡수력, 나노 입자의 제조 등에 우수한 특성을 지닌 불포화 레시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불포화레시친의 산화안정성을 높이고, 변질되기 쉽고 독성을 지닌 합성화합물을 대체하는 천연물을 개발하고자 하였

다. 결과, 하늘타리(T. kirilowii Maximowicz)의 열매와 뿌리의 성분분석을 한 결과 항산화 성분으로는 갈릭산, 카페인산, 

3,5-디하이드록시벤조익산, 플라보논이 검출되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열매추출물(53.5 mg/g)보다 뿌리추출물(133.85 

mg/g)에서 높게 나타났고 프리라디칼 제거 및 지질산패 억제효과 또한 뿌리 추출물이 우수하였으며 뿌리 추출물은 폴리페

놀 함량이 100 ppm 이상일 때 대조군으로 사용한 BHT보다 약 20.1%, 19.2%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하늘타리 추출물은 1250 

ppm 이하에서 95% 이상의 높은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어 안전성이 우수하였다. 리포좀의 안정성에 대한 효과는 열매보다 

뿌리추출물이 우수하였으며 뿌리추출물은 대조군인 BHT에 비해 항산화 효과 15.1%, 제타전위 13.9% 높았으며, 입자크기

는 9.3% 낮아 기존의 합성 원료보다 우수하였다.

Recently, there is a growing interest about unsaturated lecithin having excellent characteristics of skin affinity and absorbency.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ed to develop a natural sulfuration material in order to enhance the stability of oxidation of 

unsaturated lecithin and substitute existing sulfuration materials which indicate variability and toxicity. As sulfuration compo-

nents, plenol acid family, 3,5-dihydroxybenzoic acid, and flavanone were analyzed. Total polyphenol content was higher in 

the root extracts (133.85 mg/g) than in the fruit extracts (53.5 mg/g). Above 100 ppm polyphenol content, the free radical 

removal efficiency and lipid oxidation prevention of the root extracts were 20.1 and 19.2% superior compared with BHT 

respectively. Also, the extracts indicated high survival rate of more than 95% below 1250 ppm, showing the stability. For 

the stability of liposome made from an unsaturated lecithin, the root extracts were superior to the fruit extracts. Especially, 

15.1 and 13.9% of sulfuration effect and zeta potential were improved with 9.3% reduced particle size compared with BHT 

as the control group,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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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화장품 산업에서 리포좀 및 나노 에멀젼의 제형에 사용되는 레시친

은 산화 안정성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소가 첨가된 포화 레시친을 

주로 사용해 왔다[1]. 하지만 불포화 레시친의 피부 친화성, 피부 흡수

력 그리고 나노입자 제조에 따른 장점이 알려지면서 불포화 레시친의 

산화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항산화제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2]. 그러나 의약품 및 화장품 분야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 합성 항산화제는 변이원성 및 독성이 지적되고 있다. 대부

분의 천연 항산화제는 합성 항산화제에 비해 그 효과가 떨어지므로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최근 천연물로부터 얻어지는 활성 

성분들을 분리 정제하고, 그 약효를 규명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3,4]. 이에 대하여 각종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천연추출물에 대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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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연구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5]. 이 중 식물체의 잎, 꽃, 열

매, 줄기 및 뿌리 등 거의 모든 부분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폴리페놀

[6]은 활성산소의 제거효과가 우수하여 대표적인 천연 항산화제의 하

나로 인식되고 있다. 폴리페놀은 항산화 및 항암 등의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7] 항암효과가 우수한 국내산 한약재에도 다량 함

유되어 있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8].

  본 연구에서는 항암효과가 우수한 한약재로 알려진 하늘타리(T. 

kirilowii  Maximowicz)를 선정하여 프리 라디칼 소거, 지질산화 억제

효과, 폴리페놀의 성분분석 및 세포독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통해 합

성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항산화제로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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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2.1. 재료

  리포좀 및 에멀젼 제조에 사용한 레시친은 불포화 레시친(Emulmetik 

930, Lucas Meyer, Hamburg, Germany)과 포화 레시친(Lipoid S 75-3, 

Lipoid GmbH, Ludwigshafen, Germany)을 사용하였다. 항산화 효과 

및 항산화 물질분석을 위한 시약으로 aluminium nitrate nonahydrate 

(Samchun Pure Chem. Co., Korea), potassium acetate (Duksan Pure 

Chem. Co., Korea),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Sigma Chem. 

Co., USA), linoleic acid (BDH Chem. LTD., England), ammonium thi-

ocyanate (Sigma Chem. Co., USA) 그리고 iron (II) chloride tetrahy-

drate (Samchun Pure Chem. Co., Korea)을 사용하였다.

 

  2.2. 추출 및 농축

  생 하늘타리 뿌리와 열매를 각각 50 g씩 분쇄하여 80% ethanol로 

40 ℃에서 6 h 동안 추출하여 0.45 µm filter paper (Whatman, WF2, 

England)로 2회 여과하여 rotavapor (R-205, BUCHI labortechnik AG, 

Swiss)로 감압농축하였다.

  2.3. 프리 라디칼 소거효과

  프리라디칼 소거효과는 Blois[9]의 DPPH법으로 측정하였으며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는 methanol에 용해시켜 5 × 10
-4 

M로 

제조하였다. 각각의 추출물을 농도별로 2 mL와 DPPH 용액 2 mL를 

실온에서 30 min간 반응시킨 후, spectrophotometer (HACH, DR-400

0, Germany)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4. 지질산화 억제효과

  지질산화 억제효과는 Haraguchi[10]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etha-

nol에 용해시킨 10 mM linoleic acid 1 mL와 농도별로 제조한 추출물 

1 mL를 혼합시키고 이를 40 ℃ incubator에서 10일간 반응시킨 반응

액 1 mL를 분취하여 95% ethanol 5 mL, 30% NH4SCN 1 mLK 그리

고 20 mM ferric cloride 용액 1 mL를 넣은 뒤 상온에서 3 min간 반응

시킨 후,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5. 총 페놀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11]으로 측정하였다. 초순수를 

사용하여 100 ppm으로 희석한 각 추출물 시료 2 mL와 2배 희석한 

Folin 시약 2 mL를 혼합하여 3 min간 반응시켰다. 반응액에 10% Na2 

CO3 2 mL를 넣어 1 h 반응시킨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총 폴리페놀 함량의 측정을 위하여 catechin의 최종농도가 5, 10, 

25 µg/mL가 되도록 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6. 총 플라보노이드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Nieva Moreno법[12]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5000 ppm의 추출물 0.1 mL와 80% ethanol 0.9 mL을 혼합한 혼합

물 0.5 mL에 초순수로 희석한 10% aluminum nitrate, 1 M potassium 

acetate 0.1 mL 그리고 80% ethanol 4.3 mL을 가하여 실온에서 40 min 

방치한 뒤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Quercetin의 최종농도가 

5, 10, 25 µg/mL가 되도록 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흡광도를 측정

하여 검량선을 작성하여 측정하였다.

  2.7. HPLC분석

  HPLC는 Acme 9000 (Younglin, Korea)를 사용하였으며 컬럼은 

sunfire
TM

 C18 (3.5 µm 4.6 × 150 mm, Waters, USA)을 사용하여 280 

nm에서 측정하였다. 검출기는 dectector (UV730D, Younglin, Korea)

를 이용하였고 이동상은 solvent A (water : formic acid = 0.1 : 99.9, 

v/v)와 solvent B (acetonitile : formic acid = 0.08 : 99.92, v/v)을 기울

기로 사용하여 0.5 mL/min의 유속으로 70 min 동안 분석하였다. 각각

의 표준물질과 추출물은 0.45 µm PVDF syringe filter (25HP050AN, 

Toyo, Japan)에 여과하여 20 µL씩 주입하였다.

  2.8. 세포독성실험

  Human dermal skin fibroblast (KCLB 21947)는 Korean Cell Line 

Bank로부터 구입하였다. 7일간 배양한 후, 96 well에 neutral red용액 

200 µL을 넣고 2 h 반응시켰다. 그리고 1% CaCl2와 1% 포름알데히드 

용액 100 µL을 넣고 1 min간 반응시키고, 1% acetic acid와 50% etha-

nol 100 µL을 15 min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model680, BIO-RAD, Japan)를 이용해서 570 nm에서 측정하였다.

  2.9. 안정성

  나노캡슐의 산화 측정은 TBARS법[13]으로 측정하였다. 추출물을 

함유한 리포좀 시료 2 mL에 0.67% thiobarbituric acid 2 mL와 

trich-loroacetic acid 2 mL을 혼합한 후, 95 ℃에서 1 h 동안 중탕하고 

즉시 냉각하였다. 냉각한 균질액에 부탄올 5 mL를 가하여 교반한 후, 

상등의 부탄올 층을 취하여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ma-

londialdehyde (MDA)의 흡광계수를 1.56 × 10
2
/mM/cm로 간주하여 

TBARS량을 계산하였다. 리포좀의 입자 크기 측정에는 광산란 장치

인 Malvern system (Malvern PCS 4700, Malvern Instruments, U.K.)을 

사용하였다. 입자의 안정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Zeta Potentiometer 

(Malvern, Zetasizer 2000, Malvern Instrument, U.K.)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ethanol 용액을 사용하여 추출한 열매추출물

(FEE)이 13.57 mg/g, ethanol 용액을 사용하여 추출한 뿌리추출물

(REE)이 93.54 mg/g으로 나타나 뿌리 추출물이 보다 많은 함량을 보

였다. 또한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REE가 69.9%, FEE가 25.3%로 나타

나 뿌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함량 중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3.2. HPLC분석

  HPLC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폴리페놀 성

분은 주로 뿌리에서 나타났으며 그 중 갈릭산의 함량이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3.3. 프리 라디칼 소거효과

  DPPH법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igure 

1에서 모든 추출물 시료는 약 1250 ppm의 농도에서 최대 효과를 보

였으며 각각의 추출물의 최대 프리 라디칼 제거효과는 REE가 84.2%, 

Butylated Hydroxy Toluene (BHT)이 81.1%, FEE가 55.4%으로 나타

났다. 각각의 추출물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농도에 따른 항산화 효과

를 Figure 2에 나타내었다. Figure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함유된 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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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tention Times of Standards by HPLC

Standard
RT

(min)

Fruit

(mg/g)

Root

(mg/g)

Gallic acid 3.36 23.52 22.13

Caffeic acid 4.93 10.42 -

2,5-Dihydroxy-

benzoic acid
9.14 - -

3,5-Dihydroxy-benzoic acid 9.94 - 10.90

Protocatechuic acid 12.16 - -

Syringic acid 13.40 - -

Flavanone 17.66 - 7.81

Flavone 19.35 - -

Naringenin 19.80 - -

Protocatechuic acid 29.91 - -

 Hesperetin 31.16 - -

 Quercetin 43.00 - -

Chlorogenic acid 46.03 - -

 Naringin 59.39 - -

Total 33.94 40.84

Figure 1.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T. kirilowii Maximowicz extract 

concentration.

페놀의 농도에 따라 약 100 ppm 이상에서 REE가 대조군으로 사용된 

합성 항산화제인 BHT보다 약 20.1% 높게 나타나 가장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3.4. 지질산화 억제효과

  추출물들의 지질산화 억제효과를 Figure 3과 4에 나타냈다. 추출물

은 약 1250 ppm의 농도에서 최대 효과를 보였으며 이때 각 추출물의 

지질산화 억제효과는 REE 77.6%, BHT 73.2%, FEE 58.6%로 나타났

다. REE가 더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인 것은 플라보노이드가 다른 페

놀산류나 탄닌류보다 일반적으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므로[13] 플라

보노이드의 함량이 높은 REE의 항산화 효과가 FEE 보다 더 높게 나

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항산화 효과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Ham[14]의 연구와 동일한 

Figure 2.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polyphenols concentration.

Figure 3. Effects of lipid oxidation inhibition of T. kirilowii Ma- 

ximowicz.

결과를 보이고 있다. 

  3.5. 세포독성평가

  독성평가 결과는 neutral red용액으로 염색하여 blank에 대한 감소

비율로 Figure 5에 나타내었다. FEE와 REE는 1250 ppm까지 95% 이

상의 높은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으므로 이는 fibroblast

에 대한 독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3.6. 리포좀 안정성

  포화 레시친으로 제조한 시료(S-L)는 28일 후 MDA가 거의 생성되

지 않았지만 불포화 레시친으로 제조한 시료(US-L)는 MDA가 36.4 

mg/g이 생성된 결과를 보였으므로 불포화 레시친이 산화된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불포화 레시친으로 제조한 뿌리추출물(REE- 

L), BHT (BHT-L), 열매추출물(FEE-L)은 각각 12.3, 17.8, 24.9 mg/g으

로 나타나 하늘타리 열매와 뿌리 추출물이 불포화 레시친의 산화에 

의하여 MDA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열매보다 뿌

리에서 MDA함량이 적게 나타났으며 REE를 첨가한 시료가 대조군인 

BHT를 첨가한 시료보다 약 15.1% 낮은 MDA 함량을 나타내었다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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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 of lipid oxidation inhibition of polyphenols con- 

centration.

Figure 5. Survival rate of CCK-996sk after applying T. kirilowii 

Maximowicz.

  3.7. 입자크기

  S-L은 28일 후, 84.7 nm에서 91.5 nm으로 약 8%가 증가한 것에 비

해 US-L는 84.6 nm에서 124.5 nm로  약 39.9%가 증가하였다(Figure 

7).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포좀 입자들이 회합하여 크기가 증가

한 것으로 생각된다. S-L보다 US-L의 입자크기가 크게 증가한 것은 

불포화 레시친의 소수기가 산화에 의해 라멜라 구조가 파괴되었기 때

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figure 8에서 추출물을 첨가한 시료는 

첨가하지 않은 시료에 비해 MDA량과 입자크기가 낮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늘타리 열매와 뿌리 추출물이 산화를 억제한 결과 나타난 현

상으로 사료된다.

  3.8. 제타전위

  정전기적 전기 이중층은 입자 표면의 하전에 의해 결정되므로 입자

의 표면 하전 밀도를 측정하여 안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삼는다. 각

각의 추출물을 첨가한 시료의 물리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타

전위를 28일 동안 측정하여 Figure 9에 나타내었다. S-L는 28일 후, 

-48.5에서 -43.8 mV으로 약 9.7% 증가한 것에 비해 US-L는 -46.8에서 

-29.5 mV로 약 37.0%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입자의 회합이 일어

Figure 6. Peroxidation of liposomes with T. kirilowii Maximowicz 

extract.

Figure 7. Mean particle size change during shelf-life.

나면서 상호 반발력이 작아져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불포화 레시친의 산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추출물을 첨가한 시료는 제

조시 -47.3 ± 1 mV이었으며 28일 후, REE는 -41.6, FEE는 -38.5 mV

으로 증가하여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시료 US-L보다 낮은 증가를 

보였으며 첨가한 추출물에 따라 열매보다 뿌리 추출물을 함유한 시료

가 보다 낮은 증가를 보였다. 또한 대조군으로 BHT를 첨가한 BHT-L

이 -39.2 mV로 증가한 것에 비해 REE-L는 약 2.1 mV가 낮아 BHT보

다 뿌리 80% ethanol 추출물이 리포좀에 대한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

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0에 각 시료의 MDA증가에 따른 제타 전위 

변화를 나타내었다. 포화 레시친으로 제조한 시료는 MDA함량이 거

의 생성되지 않았으며 제타전위도 적게 증가하였다. 이에 비하여 불

포화 레시친으로 제조한 시료는 MDA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제타

전위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추출물을 첨가한 시료

는 첨가하지 않은 시료에 비해 MDA량과 제타전위가 상대적으로 적

게 증가함을 보였다. 불포화 레시친으로 제조한 리포좀의 제타전위가 

불포화 레시틴의 산화에 의해 불안정한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리

포좀이 안정화 되어 추출물을 첨가한 시료는 불포화 레시친의 산화를 

억제하기 때문에 제타전위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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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lationship of unsatured lecithin peroxidation between par-

ticle size during 28 days.

 

Figure 9. The zeta potentials of the nano liposomes with T. kirilowii 

Maximowicz extract.

4. 결    론

  하늘타리 열매와 뿌리를 80% ethanol을 사용하여 추출한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HPLC 분석, 안전성 그리고 불포화 레시친에 대한 산화

억제 효과를 측정하여 본 실험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항산화 성분으로는 열매에서 갈릭산, 카페릭산이 추출되었으며, 

뿌리에서는 갈릭산, 3,5-디하이드로벤조익산 그리고 플라보논이 확인

되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열매 추출물이 53.5 mg/g, 뿌리 추출물이 

133.8 mg/g로 열매보다 뿌리에서 많이 나타났다.

  2) 프리 라디칼 제거효과와 지질산화 억제효과는 하늘타리 열매보

다 뿌리 추출물이 우수하였으며 뿌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는 합성 

항산화제인 BHT보다 각각 20.1, 19.2% 높게 나타났다.  

  3) 또한 열매와 뿌리 추출물은 섬유아세포에 대해 1250 ppm 이하

에서 95% 이상의 높은 세포 생존율을 보였으므로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포화 레시친으로 제조한 리포좀의 안정성은 뿌리 

Figure 10. Relationship of unsatured lecithin peroxidation between zeta 

potentials during 28 days.

추출물이 우수하였고 BHT와 비교하여 제타전위는 13.9%, 입자크기

는 9.3%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폴리페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하늘

타리 뿌리 추출물은 항산화 효과 및 불포화 레시친에 대한 산화억제 

효과가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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