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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aim of the study was to examine the cosmetic and biological activity of Lagerstroemia indica L. and it is 
possible that can be used as a cosmetic ingredient for application of cosmetic industries. Lagerstroemia indica L. branch was 
extracted with 70% acetone in water. In the result of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scavenging radical activity, 
acetone extract of Lagerstroemia indica L. branch were higher than 73% at the 50 ppm concentration.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activity by acetone extract were higher than 78% at the 50 ppm. Both examine of DPPH and ABTS showed 
high antioxidative activities at the 50 ppm. In the result of nitrite scavenging ability, acetone extract were higher than 63% 
at the 50 ppm. Collagenase inhibition activity by extract were higher than 85% at the 50 ppm. Extract is showed high 
collagenase inhibition more than comparison group EGCG at all concentr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Lagerstroemia 
indica L. has a great potential as a cosmeceutical raw material as well as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nd collagenase 
inhibition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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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공급을 위한 생화학적 반응인 

산화 작용은 끊임없이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항상 발생하는 활

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및 상당량의 free 

radical은 근본적으로는 자기방어 기구인 생체 내 제거기작에 

의해 대부분 소멸된다(Halliewll, 1991). 그러나 현대인들은 증

가하는 스트레스, 환경오염, 약물,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해 생성

되는 산화물에 노출되어 있어 산화와 항산화물 간의 평형 상태

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Hwang et al., 2006). 이와 같은 활성

산소종은 세포막과 핵산의 주성분인 당질, 지질 산화, 단백질 

변성, DNA와 같은 분자들을 산화시키며 생체막과 유전자 손상

을 일으켜 성인병, 발암, 노화 등이 일어나게 된다(Jeon et al., 

2010). 또한 인간의 체내에서는 항상 collagen의 분해와 합성이 

반복되는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균형이 붕괴되어 합성보다는 

분해가 더욱 많아지게 된다. 노년기에는 collagen 유전자 활성

이 감소됨으로써 collagen 합성이 저하되어 피부가 얇아지고 탄

력성이 감소하고 처지는 피부 노화현상이 일어난다. 일반적인 

노화에 의해서 80세는 20세에 비해 65% 정도의 collagen이 감

소한다는 보고가 있어, 주름 형성과 collagen과의 밀접한 연관

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최근 피부주름을 연구한 결과들을 

보면, 자외선이나 스트레스 등에 의해 발생한 활성산소종의 세

포내 작용과 콜라겐분해효소(collagenase)의 증가가 주름의 유

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Karin et al., 2000; 

Meinhard et al., 2001). 이러한 노화나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활성산소를 억제하거나 제거하는 항산화 방어 체계가 

필요하다(Jeon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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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천연물을 중심으로 한 학문이 발전하면서 천연물이 가

지는 2차 대사산물인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

다. 생리활성 물질은 매우 적은 양으로 현저한 활성을 나타내는 

고부가가치의 물질로서 수많은 종류가 인류에게 유용하게 이용

되고 있으며, 새로운 물질들에 대한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특히, BHA (Butylated Hydroxy Anisole)와 

BHT (Butylated Hydroxy Toluence) 등의 합성항산화제가 일

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50 mg/kg/day 이상을 섭취할 

경우 생체효소 및 지방의 변화로 암 등의 질병이 유발된다고 보

고(Choe and Yang, 1982)되었다. 소비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대

한 욕구증대에 따라 일반 기업에서도 합성항산화제를 이용한 

의약품 또는 기능성화장품의 사용을 제한하려는 추세에 맞춰 

천연물의 이용분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대조군은 인공합성 항산화제인 BHA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공시 수종인 배롱나무(Lagerstroemia indica 

Linnaeus ; Crape-Myrtle)는 부처꽃과(Lythraceae)의 낙엽 소

교목으로서 중국 남부 원산이며, 중국 중부 이남의 사원 및 마을 

부근에 주로 식재되어 있고, 우리나라에는 중국산 배롱나무가 

도입되어 관상용으로 재배되고 있다. 배롱나무는 한방 및 민간

요법에서 이질, 습진, 종기, 악창, 옴, 간경화 복수, 유선염, 오

줌소태에 좋다고 알려져 있으며, 잎은 자미엽(紫薇葉), 뿌리는 

자미근(紫薇根)이라 하는데 모두 약으로 쓴다. 배롱나무 뿌리는 

백일해와 기침, 여성들의 대하증, 냉증, 불임증에 좋다. 몸이 차

서 임신이 잘 안 되는 여성은 배롱나무 뿌리를 진하게 달여서 꾸

준히 복용하면 몸이 차츰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임

신이 가능하게 된다. 지혈작용도 있으므로 자궁출혈이나 치질

로 인한 출혈 등에 효과가 있다. 특히, 주름개선의 효과가 뛰어

나 배롱나무 꽃 추출물을 함유한 피부 주름 개선용 화장료 조성

물(창, 2004)에 대한 특허도 등록되어 있다. 배롱나무의 성분에 

대해서는 지상부로부터 dihydrolyfoline, lagerstroemine N- 

oxide, lagering N-oxide, decamine N-oxide, 5-epi- 

dihydolyfoline N-oxide, 5-epi-dihydrolyfoline과 lagerine 

성분(김, 2008)이 동정되었지만, 배롱나무의 우수한 항산화, 항

염증, 주름개선 등의 효과에 비해 기능성 화장품 및 의약품의 원

료로서 개발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배롱나무는 비교적 따듯한 지역에서 잘 자라는 특성을 지니

고 있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로 인한 온도 상승으로 인해 우리나

라에서 식재 범위가 더욱 넓어져 배롱나무를 흔히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롱나무는 조경수로써 수형을 아름답게 하기 위

해 가지치기를 많이 한다. 그러므로 버려지는 가지치기 부산물

을 이용하여 항산화 및 생리활성 주름개선 등 기능성 성분을 효

과적으로 추출해 낸다면 가지치기 잔여 폐기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연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물질 소재로서의 개발

이 가능할 것이다. 게다가 배롱나무 가지의 활성은 각 실험 대조

군들과 비교하여 천연물로서 아주 우수한 활성을 가지고 있으

므로 배롱나무의 가지치기 부산물을 이용한 화장품 및 제약 등 

천연물 산업의 소재로서 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할 것으

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배롱나무 가지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아질산

염 소거작용 및 collagenase 저해활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

보므로 화장품 및 의약품 산업에 기능성 물질로써 적용 가능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배롱나무 가지는 2011년 5월 하순경 경북 

경산시에 소재하는 영남대학교 임반에서 개체간의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집단 간 5개체에 대하여 적정 시료를 채집하여 

이물질을 증류수로 세척 후 음건하여 사용하였다

시약 및 기기

본 연구에서 항산화능, 항염증, 주름억제,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2,2'-Azino-bis (3-ethyl benzothuazoline-6-sulfonic 

acid)diammonium salt (ABTS), Potassium peroxodisulfate, 

Sigma Ultra, minimum, 10X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without Calcium or Magnesium, Sodium Nitroferricyanide

(Ⅲ), Potassium Phophate, butylated hydroxy anisole (BHA), 

collagenase (from clostridium histohyticum type Ⅰ) 등은 

Sigma chemical C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UV/VIS  spectrophotometer (UV-1800, 

SHIMADZU Coporation, Kyoto, Japan), CO2 Incubator (MCO- 

15AC, SANYO electric Co., Ltd., Osaka, Japan), ELISA reader 

(Power wave XS2, BIOTEK, Vermont, USA), pH meter 

(Metrohm 691, Metrohm Ltd., Herisau, Switzerland),  초저

온냉동고(Wise cryo WUF-21, DAIHAN scientific Co., Ltd, 

Wonju-si, Korea, -80℃) 등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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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추출

배롱나무 가지의 아세톤 추출은 아세톤과 증류수 7:3으로 혼

합한 70%의 아세톤을 시료의 10배의 양을 가하여 상온에서 24

시간 침지하여 상등액과 침전물을 분리하였으며, 동일한 방법

으로 3회 반복 후 추출하였다. 아세톤 추출물을 여과, 농축하여 

동결건조 후 혼합한 뒤, 초저온냉동고에 보관하며,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DPPH radical 소거능은 Blois의 방법(1958)을 변형하여 측정

하였다. 각 시료용액 2 mL에 0.2 mM의 1,1-diphenyl-2- 

picryl-hydrazyl (DPPH) 1 mL 넣고 교반한 후 30분간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능은 시료용

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Electron donating ability(%) = ( 1 -
As

) × 100
Ac

As : Absorbance of sample

Ac : Absorbance of control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활성 측정

ABTS radical을 이용한 항산화력 측정은 Roterta의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Roterta et al., 1999) 방법에 의

하여 측정하였다. ABTS와 2.4 mM potassium persulphate를 

섞어 12시간 이상 암소에 방치하여 청록색의 ABTS+ radical을 

형성시키며 이 용액은 냉장 보관한다. Radical stock solution

은 734 nm에서 흡광도 값이 0.70 (± 0.02)이 되도록 흡광계수

를 이용하여 ethanol로 희석한다. 이 용액 0.1 mL에 농도별로 

제조한 각 시료용액 0.1 mL을 가한 후 실온에서 7분간 반응시킨 

후, 반응액의 흡광도 변화를 734 nm에서 측정하였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무

첨가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activity(%) = 

( 1 - 
As

) × 100
Ac

As : Absorbance of sample

Ac : Absorbance of control

Nitrite 소거작용 측정

Nitrite 소거작용 측정은 Grayand와 Dugan (1975)의 방법으

로 측정하였다. 농도별로 제조한 각 시료용액 0.05 mL에 20 

mM phosphate buffer 0.05 mL과 20 mM phosphate buffer에 

용해한 sodium nitroferricyanide(Ⅲ) dihydrate 0.05 mL을 첨

가하였다. 이 반응용액을 37℃에서 150분간 반응한 다음, griess 

reagent 0.1 mL을 첨가하였다. 이를 교반 후,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하고 54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염양

을 측정하였다. Nitrite 소거능은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

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Nitrite scavenging ability(%) = ( 1 -
As

) × 100
Ac

As : Absorbance of sample

Ac : Absorbance of control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

주름개선효과는 Collagenase 저해활성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Wunsch, Heindrich, 1963). 반응구는 0.1M tris-HCl 

buffer (pH 7.5)에 4 mM CaCl2를 첨가하여, 4-phenylazoben 

zyloxycarbonyl-Pro-Leu-Gly-Pro-D-Arg (0.3 mg/mL)를 

녹인 기질액 0.25 mL 및 농도별 시료용액 0.1 mL의 혼합액에 

collagenase (0.2 mg/mL) 0.15 m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20분

간 방치한 후 6% citric acid 0.5 mL을 넣어 반응을 정지 시킨 후, 

ethyl acetate 1.5 mL 첨가하여 3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ollagenase 저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Collagenase inhibition activity(%) = ( 1 -
As

) × 100
Ac

As : Absorbance of sample

Ac : Absorbance of control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의 반복으로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는 SPSS program (SPSS 12.0, SPSS Institute, USA)

을 이용하여 평균치와 표준오차를 산출하였으며, one way 

ANOVA 검정을 적용하였고, p<0.05 수준에서 유의성 검정을 실

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측정에 사용된 1,1-diphenyl- 

2-picryl hydrazyl (DPPH)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흡수 스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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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xtracts from 
La-B. La-B (Largerseroemia indica L. Branch), BHA (Butylated
Hydroxy Anisole). *The value is the result of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he mean val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P < 0.05.

Fig. 2.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activity of extracts 
from La-B. La-B (Largerseroemia indica L. Branch), BHA 
(Butylated Hydroxy Anisole). *The value is the result of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he mean val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P < 0.05.

럼을 보이나, 페놀성 화합물과 같이 수소에 전자를 제공해 주는 

전자공여체와 반응하게 되면 전자 hydrogen radical을 받아 

phenoxy radical을 생성하게 되며, 흡수 band도 사라지게 되고 

안정한 분자가 된다(Brand-Wiliams, et al., 1995, Lee, et al., 

2005). 또한 공여된 전자는 비가역적으로 결합하여 그 수에 비

례하여 진보라색의 DPPH의 색깔이 점점 옅어지게 된다(Blois, 

1958).

전자 또는 수소를 받으면 517 nm 부근에서 흡광도가 감소하

며 각 추출물에서 이러한 radical을 환원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능력이 크면 높은 항산화 활성 및 활성 radical에 의한 노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척도로 이용할 수 있다(Kim et 

al., 1995).

배롱나무 가지의 아세톤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를 Fig. 1과 같이 나타내었다. 배롱나무 가지의 아세

톤 추출물은 50 ppm에서 73%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내

었고 100 ppm 이상부터는 대조군인 합성항산화제 BHA와 비교

하여 항산화 활성이 다소 유사하여 천연 항산화제로 우수한 항

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대조군인 BHA는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최근 

합성항산화 제품의 안전성 논란 때문에 사용에 제한이 있다. 이

와 대조적으로 천연물인 배롱나무 가지는 BHA를 대신해 화장

품 소재인 산화방지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하였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활성 측정

ABTS는 DPPH와 유사한 방법의 항산화력 측정 실험 방법으

로 두 방법 모두 항산화 물질 또는 free radical species에 의한 

분자량 감소를 통한 흡광도 변화로 측정되는 방법이다. 하지만 

ABTS는 DPPH와 비교하여 반응이 빠르며 DPPH와 같이 시료의 

색소에 의한 흡광도 측정에 대한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되었다

(Arnao, 2000). ABTS는 DPPH와 같은 radical이지만 DPPH는 

free radical이며 ABTS는 cation radical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며 항산화물질에 따라 두 radical에 결합하여 제거하는 능력

이 차이가 난다(Meir et al., 1995).

배롱나무 가지 추출물을 천연 항산화제로 이용 가능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활성 측정 

결과 Fig. 2와 같다. 대조군으로는 합성항산화제인 BHA를 사용

하였다. 배롱나무 가지 추출물은 50 ppm에서부터 78% 이상의 

높은 항산화능을 보였으며, 500 ppm부터는 대조군인 BHA와 

비교하여 항산화 활성이 유사함으로 천연 항산화제로 이용 가

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Nitrite 소거작용 측정

아질산염은 단백질 식품이나 의약품 및 잔류농약 등에 존재

하는 2급 및 3급 아민 등의 아민류와 반응하여 nirosamine을 생

성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roby and Sawyer 1976). 아질산

염은 그 자체가 독성을 나타내어 일정농도 이상 섭취하게 되면 

혈액중의 hemoglobin이 혈산화 되어methemoglobin을 형성하

여 methemoglobin증 등 각종 중독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Kato  et al., 1987; Leaf et al., 1987) N-nitrosamine 생

성억제인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N-nitrosamine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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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extracts from La-B. La-B 
(Largerseroemia indica L. Branch), BHA (Butylated Hydroxy 
Anisole). *The value is the result of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he mean val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P < 0.05.

Fig. 4. Collagenase inhibition activity of extracts from La-B. 
La-B  (Largerseroemia indica L. Branch), BHA (Butylated 
Hydroxy Anisole). *The value is the result of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he mean valu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P < 0.05.

pH가 낮은 조건에서 쉽게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생체 내 산성위에서 발생한다(Gray 1975; Mirvish 1975).

배롱나무의 아질산염 소거 활성 측정 결과 Fig. 3과 같다. 50 

ppm에서 63%의 활성을 보였으며 대조군으로 사용된 합성 항산

화제인 BHA와 비교하여 모든 농도에서 배롱나무 가지의 아세

톤 추출물의 활성이 더 높게 나타나 뛰어난 아질산염 소거작용

을 확인하였다.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

배롱나무 가지의 주름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collagen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4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대조군으

로 천연물 (-)-epigallocatechin-3-gallate를 사용하였으며, 

배롱나무 가지 추출물은 50 ppm에서부터 85% 이상의 높은 

collagenase 저해활성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대조군

인 천연물 (-)-epigallocatechin-3-gallate와 비교하였을 경

우, 모든 농도에서 우수한 collagenase 저해활성 효과를 보여주

었다.

세포 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의 주요 구성 성분인 

collagen은 피부의 섬유아세포에서 생성되는 주요 기질 단백질

이다. 또한 생체 단백질 총 중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중요한 

단백질로서 견고한 3중 나선구조를 가지고 있다. Collagen은 피

부, 건(tendon), 뼈 및 치아의 유기 물질의 대부분을 형성한다. 

Collagen의 주된 기능으로는 피부의 기계적 견고성, 결합조직

의 저항력과 조직의 결합력, 세포 접착의 지탱, 세포 분할과 분

화의 유도 등이 알려져 있다(Jeroma et al., 1998). 특히, 

collagen은 피부 진피에 다량 존재하며 Ⅰ, Ⅱ, Ⅲ, Ⅳ, Ⅴ, Ⅵ, 

Ⅶ의 6형이 분포되어 있고, 그중 Ⅰ형이 85%를 차지한다(Uitto 

et al,. 1989). 진피층은 90%가 collagen으로 구성되어 있어 

collagen의 감소 및 비정상적인 가교결합은 피부노화와 매우 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Lee and Yoon, 2010), 특히 

collagen은 collagenase에 의해 분해된다는 보고(Demina and 

Lysenko 1996)가 있다. 따라서 배롱나무 가지 추출물은 피부 안 

collagenase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서 collagen의 분해를 막아 

주름생성을 억제할 것으로 사료된다. 

적  요

배롱나무 가지가 기능성화장품 소재 및 천연물 의약품으로

써 활용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그 생리활성을 확인하

기 위해서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활성, Nitrite 소거작용, collagenase 저해활성

을 측정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의 경우 배롱나무 가지의 

아세톤 추출물은 50 ppm에서 73%의 항산화능을 나타내었으며 

합성항산화제인 BHA는 50 ppm에서 90% 이상의 높은 항산화능

을 보여준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활성은 50 ppm

에서 78% 이상 높은 항산화활성을 보였으며 BHA의 경우 50 

ppm에서 96% 이상 활성을 보여준다. Nitrite 소거작용 측정은 

대조군인 합성항산화제 BHA와 비교하여 모든 농도에서 우수한 

아질산염 소거능을 보여주었다. 배롱나무 가지 추출물은 50 

ppm의 저농도에서 63% 이상의 활성을 보여주었으며 1000 ppm

에서 73%의 활성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여 저농도에서도 높은 

활성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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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대조군인 천연물 (-)-epigallo-catechin-3-gallate와 비

교하여 모든 농도에서 우수한 collagenase 저해활성을 보여주

었으며 50ppm의 저농도에서도 85% 이상의 높은 collagenase 

저해활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보아 대조군

인 인공 합성 항산화제인 BHA와 비교하여 배롱나무 가지 추출

물은 항산화 효과, 아질산염 소거작용 그리고 주름개선에 우수

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수 있다. 따라서 화장품 산업 및 천연

물 의약품의 원료로 이용하기 위한 적합한 천연 물질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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