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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리기다소나무 수피의 화장품 약리활성인 항산화활성을 검증하고, 화장품 산업적 응용을 위하여

리기다소나무 수피 추출물의 화장품 천연소재로써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페놀화합물은 물가용부와 EtOAc가용

부에서 각각 47 mg/L, 601 mg/L로 정량되어 EtOAc가용부가 물가용부에 비해 12배 높은 함량이었다. DPPH 소거능

은 EtOAc가용부 10 ppm에서 86%로 나타나 같은 농도의 BHA보다 높은 소거능을 보였다. Xanthine oxidase 저해활

성은 500 ppm농도에서 물가용부와 EtOAc가용부에서 각각 76.3%, 80.5%로 70% 이상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Tyrosinase

저해활성은 시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전체적인 활성은 1,000 ppm에

서 물가용부가 42%, EtOAc가용부가 10.9%로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리기다소나무 수피 추출물의

항산화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써 이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aim of the study was to assess the cosmeceutical activity of Pinus rigida Mill. and it is possible

that can be used as a cosmetic ingredient for application of cosmetic industries. The concentration of total

phenolic compound of P. rigida water soluble fraction and P. rigida ethyl acetate soluble fraction showed 47

mg/L and 601 mg/L respectively. In the result of DPPH scavenging radical activity, P. rigida ethyl acetate

soluble fraction showed 86% and it was similar to BHA effect at 10 ppm concentration. Xanthine oxidase

inhibition of P. rigida water soluble fraction and P. rigida ethyl acetate soluble fraction were 76.3% and 80.5%

at 500 ppm, respectively. In the result of tyrosinase inhibition effect related to skin-whitening, P. rigida water

and ethyl acetate soluble fraction showed 42%, 10.9% at a 1,000 ppm. In these results, P. rigida has a great

potential as a cosmeceutical ingredient with a natural anti-oxidant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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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본 연구의 공시 수종인 리기다소나무(Pinus rigida Mill.)

는 소나무과에 속하는 상록침엽 교목으로 북아메리카 동

부가 원산지이며, 우리나라에 리기다소나무의 도입은 1907

년 일본인 우에끼(植木秀幹)박사에 의해 처음 도입된 이

래, 내척지성과 내건성 및 맹아력이 강한 장점 때문에 전

국에 조기속성녹화를 목적으로 대량적으로 조림되었다

(고경식, 1991; 국립산림과학원, 2006). 

소나무는 예부터 우리나라에서 민간약재로 쓰여 왔으

며, 그 중 소나무의 수피인 송피를 비롯한 송실, 송지, 송

로, 복령 등 소나무의 부위별 효용가치는 동의보감에 언

급되어 있으며(Yoon et al., 1997), 송피는 새살이 돋고

지혈작용이 있으며, 어혈을 풀어준다 하여 관절염, 타박

상, 화상에 이용하였으며, 솔잎은 한방에서 약술형태로

복용하면 수렴성 소염작용과 통증을 진정시키고 피를 멎

게 하며 마비를 풀어주는 작용이 있다고 한다(배기환,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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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체는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자극을 받아 활성산

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와 유리기(free radicals)

를 생성함으로써, 산화물질(pro-oxidants)을 축적한다. 또

한 이에 대한 방어기전으로 산화 억제물질(anti-oxidants)

을 형성하여 산화물과 균형을 이루어 건강을 유지하게 한

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증가하는 스트레스, 환경오염, 약

물,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물에 노출되어

있어 산화와 항산화물간의 평형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Hwang et al., 2006). 이와 같이 세포내에서 형성된

반응성 강한 물질은 세포막과 핵산의 주성분인 당질, 지

질, 단백질 및 DNA와 같은 분자들을 과산화시키며, 세포

사(apoptosis)와 같은 심각한 세포손상을 초래한다. 또한

활성산소는 대식세포의 살균작용, 오래된 단백질의 소거

등에 이용되는 필수불가결한 물질이지만 이들에 의한

oxidative stress는 암을 비롯하여 노화와 관련된 여러 질환

의 발생기전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Bauer, 2000;

Brune et al., 2003).

천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천연물로부터 기능

성 물질을 탐색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한 수목의 목재, 잎 등의 추출성분 중 생리활성이 뛰어

난 성분들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로써의 활용방안도 활발

히 연구되고 있다. 그 중 수목의 약리적, 기능적 이용을 살

펴보면, 대부분 활엽수가 이용되어 왔으며, 침엽수의 이용

은 매우 제한적이며, 침엽수 수피 추출성분에 관한 연구

및 시험은 더욱 미흡한 실정이다(Kong, 2004).

산림자원에서 수목의 이용은 지금까지 주로 줄기의 목

질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잎과 열매 그리고

껍질은 수종에 따라 황벽나무와 굴참나무껍질 등은 전통

적으로 다소 이용되어 왔고, 주로 나무의 껍질은 용도가

많지 않아 지금까지 태워 없애거나 버려져 왔다. 또한 수

피에 함유된 탄닌을 추출하여 접착재로 다소 이용하거나

탄닌과 레조시놀과 공축합하여 접착제로 이용되기도 하

며, 일부 토양 개량재와 축사의 깔개, 성형재료 등으로 소

수 이용될 뿐 그 활용성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리기다소나무 수피에 대한 생리활성 연구는 동속식물

인 프랑스산 해송(Pinus maritima)의 수피로부터 페놀성

물질로 구성된 pycnogenol® 이라는 추출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Packer 등(1999)은 항산화활성을 보고하

였고, Hosseini 등(2001)은 경증 고혈압 환자들에게서 혈

압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Araghi-Nikna

등(2000) 및 Putter 등(1999)은 항혈전 작용이 있음을 보고

하였고, Cheshier 등(1995)은 mouse에서 면역조절작용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리기다소나무 내수피 추출물의 화장품

약리활성인 항산화활성을 검증하고, 화장품 및 의약품의

산업적 응용을 위하여 천연소재인 리기다소나무 수피 추

출물의 기능성 물질로써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수피는 경북 경산시 소재의 리기다소

나무 임분(N35o49'22"/E128o45'57", 해발고: 110 m)에서

생장이 줄어드는 시기인 11월에 시험재료(평균수고 12 m,

평균흉고직경 16 cm)를 벌채하여 외수피를 제거하고 내

수피를 채취하였으며(Table 1), 채취된 내수피는 물로 세

척 음건 후 건조된 시료를 분쇄하여 추출용 시료로 사용

하였다. 시료에 10배 양의 acetone과 물을 7:3의 비율(v/v)

로 넣은 다음 3일 동안 추출한 후 여과하여 감압 농축하

여 acetone 조추출물을 만든 후 조추출물을 물에 현탁하

여 동량의 CHCl
3
으로 세 차례에 걸쳐 분획하고, 물층을

다시 동량의 ethyl acetate(EtOAc)로 세 차례에 걸쳐 분획

하여 EtOAc가용부와 물가용부를 얻었다. 이 두 가지 가

용부를 감압 농축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 리

기다소나무(Pinus rigira Mill.) 수피에서 추출된 추출물을

PRE (Barks of Pinus rigira Mill. extracts)로 표기하였다.

2.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분석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Folin-Denis법(Swain et al., 1959)으로 측정하였다. H
2
O와

EtOAc 가용부를 증류수에 녹여서 folin시약을 가하고 3분

간 정치한 다음 포화 Na
2
CO

3 
용액을 가하였다. 이 혼합액

을 1시간 동안 정치한 후 64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표준곡선은 tann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

로 함량을 구하였다.

3. 전자공여능 측정(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전자공여능은 Blois의 방법(1958)을 변형하여 측정하였

다. 각 시료용액 100 μL에 2×10−4M의 1,1-diphenyl-2-

Table 1. Data of investigated variables (Diameters at breast

height (DBH), tree height, total barks and inner barks weights)
for P. rigida in the Gyeongsan stand.

Sample tree 
No.

DBH
(cm)

Tree height
(m)

Weight of total 
barks
(kg)

Weight of 
inner barks

(kg)

1 8.0 10.00 5.95 1.15 

2 10.0 9.00 6.30 2.40 

3 14.0 12.00 8.10 2.16 

4 16.0 12.00 9.30 2.60 

5 22.0 12.00 10.55 3.70 

6 24.0 14.00 19.15 7.00 

mean±S.D. 15.67±6.3711.5±1.76 9.89±4.86 3.17±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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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ryl-hydrazyl(DPPH) 50 μL을 넣고 교반한 후 30분간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Nitric oxide radical 저해활성 측정 

Nirtric oxide radical 저해활성은 Marcocci 등의 방법

(1994)으로 측정하였다. Sodium nitroprsside solution에 20

mM phosphate buffer pH 7.4에 녹인 각 시료를 넣고

25oC에서 150분간 반응시켰다. 이 반응액에 griess reagent

를 넣고 54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nitrite 저해활성

을 확인하였다.

5.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측정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은 Stirpe와 Corte의 방법(1969)

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용액에 0.1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5) 0.6 mL에 넣은 후, 여기에

xanthine oxidase(0.2 U/mL) 10μL과 1 mM의 xanthine (20

μL)을 첨가하여 37oC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반응물에 1N

HCl 1 mL를 가하여 반응을 종료시킨 다음 반응액 중에

생성된 uric acid를 29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6. Superoxide dismutase (SOD) 유사활성 측정 

SOD 유사활성은 Marklund와 Marklund의 방법(1974)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용액 0.2 mL에 tris-HCl 완충

용액(50 mM tris+10 mM EDTA, pH 8.5) 2.6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가하여 25oC에서 10분간 반응시

킨 후 1M HCl 0.1 m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반응

액 중 산화된 pyrogallol의 양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7.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은 Yagi 등의 방법(1986)을 변

형하여 측정하였다. 반응구는 1/15M sodium phosphate

buffer(pH 6.8) 0.5 mL에 10 mM L-DOPA를 녹인 기질

액 0.2 mL와 시료용액 0.1 mL의 혼합액에 mushroom

tyrosinase(110 U/mL) 0.2 mL를 첨가하여 25oC에서 2분

간 반응시켜 반응액 중에 생성된 DOPA chrome을 475

nm에서 측정하였다. 

8. Astringent 활성 측정 

Astringent 실험은 Lee 등의 방법(2002)에 따라 실험하

였다. 수렴작용의 원리는 피부단백질이 고분자 flavonoids

와 결합하여 가교결합을 형성하여 피부가 수축되는 현상

을 말한다(奧田拓男, 1987). 피부단백질과 유사한 혈액 단

백질인 hemoglobin (Sigma Co., USA)과 리기다소나무 수

피 추출물을 1:1로 넣어서 진탕 혼합하여 원심분리한 후

576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폴리페놀 함량 측정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

사산물의 하나로써 다양한 분자구조와 분자량을 가진다.

이들은 phenolic hydroxyl (OH)기를 가지기 때문에 단백

질 및 기타 거대 분자들과 쉽게 결합하여, 항산화, 항암 등

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다(Jung et al., 2004).

리기다소나무 추출물에 포함되어있는 페놀의 함량을 조

사하였으며, 물가용부는 폴리페놀이 47 mg/L, 그리고

EtOAc가용부에는 601 mg/L의 폴리페놀이 각각 함유되어

있어, 물가용부 보다 EtOAc가용부에 약 12배의 폴리페놀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2. 전자공여능 측정 

DPPH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홀수의 전자 때문에 517

nm에서 강한 흡수 스펙트럼을 보이나 페놀성 화합물과 같

이 수소에 전자를 제공해 주는 전자공여체와 반응하게 되

면 전자 hydrogen radical을 받아 phenoxy radical을 생성

하게 되며 흡수 band도 사라지게 되고 안정한 분자가 된

다(Brand-Wiliams et al., 1995; Lee et al., 2005). 리기다

소나무 수피 추출물의 1, 5, 10, 50, 100 ppm시료를 사용

Table 2. The contents of total polyphenol from P. rigida

extracts.

Samples
Polyphenol contents 

(mg/L)

1Water 47
2EtOAc 601

1Water : Barks of P. rigida extracted with water.
2EtOAc : Barks of P. rigida extracted with ethyl acetate.

Figure 1.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P. rigida extracts.
Water : Barks of P. rigida extracted with water, EtOAc : Barks of
P. rigida extracted with ethyl acetate, BHA : butylated

hydroxyanisole, Results are means±S.D. of triplica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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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전자공여능이 증가하였으며,

EtOAc가용부의 경우 10 ppm이상인 경우에 86% 이상의

DPPH radial 소거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BHA의 DPPH

radical 소거능과 유사함을 보였으며, EtOAc가용부의

DPPH radical 소거능이 물가용부의 전자공여능보다 높게

나타났다(Figure 1).

3. Nitric oxide radical 저해활성 측정 

넓은 뜻으로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의 하나

인 nitric oxide radical(NO)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10 ppm에서 리기다 EtOAc가용부는

44.7%, 물가용부는 33.5%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었으며, 50

ppm에서는 각각의 가용부에서 48.8%, 46.6%의 저해능이

나타났다. 전자공여능 측정실험에서와 같이 EtOAc가용부

의 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측정

Xanthine oxidase는 생체내 퓨린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로

xanthine 또는 hypoxanthine으로부터 요소(urea)를 형성하

며 요소가 혈장 내에 증가되면 골절에 축적되므로 통증을

동반하는 통풍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신장에 침착되어 신

장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Hatano et al., 1989; Kelley and

Wyngaarden, 1974; Storch and Ferber, 1988; Wyngaarden

and Holmes, 1977). 본 실험에서는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써 xanthine oxide 저해활성 실험을 하였다.

리기다소나무 수피 추출물의 xanthine oxidase의 저해활성

을 측정한 결과 Figure 3과 같이 나타내었다. EtOAc가용

부와 물가용부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xanthine oxidase의

저해 효과가 증가하였으며, EtOAc가용부는 500 ppm에서

80.5%, 물가용부는 76.3%의 저해능 작용을 나타내었다. 

5.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 측정

항산화 효소 중의 하나인 superoxide dismutase(SOD)는

세포에 해로운 환원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 ROS)

을 과산화수소로 전환시키는 반응을 촉매하는 효소이다.

SOD는 30 KDa 이상의 분자량을 가진 단백질 물질로 체

내에 쉽게 흡수되지 못하고 체외로 배출되며(Donnelly et

al., 1989), 열과 pH에 불안정하다(Korycka-Dahi et al.,

1979). 이러한 SOD와 유사한 역할을 하며, superoxide

anion의 활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유사물질의 활성능을 측

정한 결과는 Figure 4에 나타내었다. 50 ppm에서 EtOAc

Figure 2. Nitric oxide scavenging ability of P. rigida extracts.
Water : Barks of P. rigida extracted with water, EtOAc :
Barks of P. rigida extracted with ethyl acetate, BHA : butylated

hydroxyanisole, Results are means ± S.D. of triplicate data.

Figure 3. Xanthine oxidase inhibition of P. rigida extracts.
Water : Barks of P. rigida extracted with water, EtOAc :
Barks of P. rigida extracted with ethyl acetate. Vitamin C :

Ascorbic acid. Results are means ± S.D. of triplicate data.

Figure 4. SOD-like activity of P. rigida extracts. Water :
Barks of P. rigida extracted with water, EtOAc : Barks of P.

rigida extracted with ethyl acetate. Vitamin C : Ascorbic

acid. Results are means ± S.D. of triplica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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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용부의 경우 33.1%의 저해효과를 나타내어 지표물질인

vitamin C의 44.6%에 해당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물가

용부의 경우 50 ppm에서 35.7%로 EtOAc가용부와 유사

한 저해능을 보였다.

6.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

Tyrosinase는 구리를 함유한 효소로써 melanin 합성의

초기단계인 L-tyrosine에서 L-3,4-dihydroxyphenylalanine

(DOPA)를 거쳐 L-dopaquinone으로의 전이에 작용한다

(Korner and Pawelek, 1982; Lerner and Fitzpatrick, 1950;

Swan, 1974). 또한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은 tyrosine

hydroxylase, DOPA chrome의 두 가지 실험방법이 있으나,

tyrosine hydroxylase의 assay는 3H-labeled tyrosine을 이

용하므로 실험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DOPA chrome의 방법(Laskin and Piccinini, 1986)으로

측정하였다. 리기다소나무 수피 추출물의 미백효과는 물

가용부 1,000 ppm에서 42.0%로 같은 농도의 EtOAc가용

부 10.9%보다 우수하였다. Tyrosinase 저해활성은 앞서 항

산화능 결과와 다르게 EtOAc가용부보다 물가용부가 더

우수한 활성을 나타내었다(Figure 5). 지표물질인 vitamin

C와 비교시 주목할 만한 저해활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7. Astringent 활성 측정 

Astringent란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주름이 지고 혹은 움

츠린다는 의미가 있다. 수렴약은 피부와 점막의 혈관 등

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다고 말해지고 있으며, 혹은 세

포간극 및 림프간극을 가로막고 점액의 분비를 억제시킨

다고 보고되고 있다(奧田拓男, 1987). Astringent작용에는

외용 혹은 내용에 의해서 피부와 점막의 표면에 난용성이

피막을 형성하여 국소를 보호하거나, 조직을 조밀하게 하

여 세포막의 투과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여 진

다. Astringent 활성측정 결과 지표물질인 tannic acid보다

리기다소나무 내수피 추출물이 높게 나타났다(Figure 6).

물가용부는 1,000 ppm 농도에서 40.1%, 1,500 ppm 농도

에서 67.7%의 astringent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EtOAc가

용부는 1,000 ppm 농도에서 5.1%, 2,000 ppm 농도에서

77.0%의 astringent 효과를 나타내어 물가용부의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본 연구는 리기다소나무 내수피 추출물의 항산화활성

과 생리활성을 탐색하기 위해 물가용부와 EtOAc가용부

에 대하여 폴리페놀의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항산화활성

을 알아보기 위해 전자공여능, nitric oxide radical 저해활

성,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SOD 유사활성을 측정하였

다. 또한 tyrosinase 저해활성을 측정하여 리기다소나무 내

수피의 미백활성능을 분석하였으며, astringent 활성을 측

정하여 수렴작용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폴리페놀의 총 함

량은 물가용부와 EtOAc가용부에서 각각 47 mg/L, 601

mg/L로 정량되어 EtOAc가용부가 물가용부에 비해 12배

높은 함량이었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EtOAc가용부가

10 ppm에서 86%로 나타나 같은 농도의 BHA보다 높은

소거능을 보였다.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은 500 ppm

농도에서 물가용부와 EtOAc가용부에서 각각 76.3%,

80.5% 로 70%이상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Tyrosinase 저해

활성은 시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전체적인 활성은 1,000 ppm에서

물가용부가 42%, EtOAc가용부가 10.9%로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리기다소나무 내수피 EtOAc가용부

Figure 5. Tyrosinase inhibition of P. rigida extracts. Water :
Barks of P. rigida separation with water, EtOAc : Barks of P.

rigida separation with ethyl acetate, Vitamin C : Ascorbic

acid. Results are means ± S.D. of triplicate data.

Figure 6. Comparison of astringent activities of P. rigida

extracts. Water : Barks of P. rigida extracted with water,
EtOAc : Barks of P. rigida extracted with ethyl acetate.

Results are means ± S.D. of triplica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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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물가용부에 비해 많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음을 나

타내었으며, EtOAc가용부의 항산화활성과 생리활성에 높

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리기다소

나무 내수피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좋

은 수종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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