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ISSN 1226-2587
J. Soc. Cosmet. Sci. Korea eISSN 2288-9507
Vol. 41, No. 2, June 2015, 173-180 http://dx.doi.org/10.15230/SCSK.2015.41.2.173

173

1)

† 주 자 (e-mail: kangsg@ynu.ac.kr)

call: 053)810-3025

어성 , 자소엽, 녹차 식물 추출 혼합물의 항산화 

Tyrosinase 해 효과에 한 연구
  

이 경 은⋅이 은 선⋅강 상 구†

영남대학교 생명공학부 생명공학전공

(2015년 6월 18일 접수, 2015년 6월 22일 수정, 2015년 6월 22일 채택)

Antioxidant and Tyrosinase Inhibitory Effects of the Extract Mixtures of Perilla frutescens,
Houttuynia cordata and Camellia sinensis

Kyung Eun Lee, Eun Sun Lee, and Sang Gu Kang

Department of Biotechnology, Yeungnam University, 280 Daehak-Ro, Gyeongsan, Gyeongbuk 712-749, Korea

(Received June 18, 2015; Revised June 22, 2015; Accepted June 22, 2015)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 기능을 가진 자소엽, 어성초 그리고 녹차 추출물들과 이들 추출물의 혼합물을 사용

하여 항산화, 미백, 세포독성실험을 진행하였다. 자소엽, 어성초와 녹차의 추출물을 동일 양으로 혼합하였을 때 

처리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이 높아졌으며, 추출물을 혼합한 

경우 낮은 농도인 10 µg/mL에서도 80.2%, 98.0%의 DPPH와 ABTS 라디칼을 소거시키는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다. 미백효과의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tyrosinase 저해효과를 조사한 결과 자소엽과 녹차추출물 그리고 

각 추출물의 혼합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tyrosinase 저해효과가 증가되었다. HaCaT 세포를 사용한 세포독성실

험의 경우 자소엽, 어성초 추출물의 경우 세포생존율이 무처리 대조군과 같거나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어성초추

출물의 경우 100 µg/mL에서 무처리 대조군 보다 10% 이상의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녹차와 각 식물 추출물 

혼합물의 경우 500 µg/mL 이상에서는 무처리 대조군에 비하여 세포생존율이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세 가지 식

물의 추출물 혼합물이 100 µg/mL 농도일 때 세포에 안전하며 높은 항산화 활성과 함께 tyrosinase 저해 효과가 

있었다.

Abstract: In the present study, antioxidant activities and tyrosinase inhibition of Perilla frutescens, Houttuynia cordata 

and Camellia sinensis extracts and the extract mixtures (PHC) were investigated. PHC showed 80.2% and 98.0% of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in DPPH and ABTS analysis, respectively, and 50% tyrosinase inhibition in 1000 µg/mL 

concentration. HaCaT cells did not show cell toxicity in 100 µg/mL of the PHC. Furthermore, HaCaT cell viability 

by co-culture with extract H. cordata was increased  more than 10% compared with untreated cells. However, the cell 

viability was decreased in 500 µg/mL of the extract C. sinensis and the PHC.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about 100 

µg/mL concentration of the PHC showed proper tyrosinase inhibitory effect and antioxidant activities. The PHC could 

be used as multifunctional cosmeceutical agents.

Keywords: anti-oxidant, DPPH, ABTS, tyrosinase inhibition, cell v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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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에는 수명이 연장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회적 현상 중 하나로 건강 기능성 식

품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1]. 그러나 스트레스, 공해, 과다 영양공급 

및 불규칙한 식생활 등으로 인하여 체내 활성 산소의 

축적으로 인한 만성고혈압, 당뇨, 비만 등 성인병 발생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2-5]. 또한 인체 내 과다하게 생성

되어 제거되지 않고 남아있는 활성산소는 세포막의 

지질과 결합하므로 과산화물을 생성한다. 특히 피부의 

경우 자외선, 공해, 산업 산물의 산화제노출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로 노화가 촉진된다. 피

부세포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발생은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되면, 피부 세포 내에 1O2, ⋅
OH, O2

⋅-, H2O2, ROO･, RO･, ROOH 및 HOCl 등의 활

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발생하게 되

며 이러한 원인으로 생체 내 DNA를 손상시켜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키거나 암을 유발하게 한다[6,7].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합성 항산화제는 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8,9]. 따라서 활성산소를 보다 안전하

게 소거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대안으로 천연 항산화 

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천연 물질이나 

식품을 이용한 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

루어지고 있다[10,11]. 본 연구에서는 탁월한 항산화 기

능 식물로 알려진 녹차, 어성초, 자소엽을 사용하여 항

산화 기능이 우수한 복합물질을 개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녹차(Camellia sinensis)의 카테킨(catechin)

과 EGCG는 암 발생 예방, 항산화, 항염증효과가 있다

[12-14]. 어성초(Houttuynia cordata)는 삼백초과(Sau-

ruraceae) 다년생 초본 식물로서 methyl-n-nonylketon, 

decanoyl acetaldehyde, α-pinene, linalool, δ-limonen, 

camphene, quercitrin, quercetin, reynoutrin, isoquercitrin, 

hyperin 등 다양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항산화, 

항균, 항알러지, 면역력 증진 등의 효능이 우수한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15-20]. 자소엽(Perilla frutescens)

은 꿀풀과(Labiatae)에 속하는 식물로 항산화작용, 항

염증, 항균작용, 항알레르기작용 등의 약리작용이 보

고되어 있다[21-27]. 최근 어성초, 자소엽과 녹차에 대

한 항산화기능을 활용한 안티에이징, 발모방지 등의

기능성 화장품과 식품개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들을 혼합하였을 때 어떠한 기능을 나타내

는지에 관한 연구나 활용에 관한 보고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자소엽, 어성초, 그리고 녹차의 단일 식물 

추출물과 이들 각 추출물의 혼합물을 사용하여 항산화 

효과, tyrosinase 저해 효과, 세포독성과 세포증식효과를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추출물의 제조

실험재료인 자소엽(Perilla frutescens), 어성초(Houttu-

ynia cordata), 녹차엽(Camellia sinensis)은 경북 경산시 

소재 약재상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건조된 시료는 

흐르는 물에 세척한 후 수분을 제거하고 칭량하여 파

쇄한 한 분말을 사용하였다. 각 실험재료는 시료 무게

의 10배에 해당하는 멸균된 순수정제수를 첨가하여 

80 ℃에서 24 h 중탕하였으며, 3회 반복 추출하였다. 

추출 후 여과지(Advantec No. 2)로 여과한 후 회전감

압농축기(N-1000, Eyela, Japan)를 이용하여 농축하고 

건조한 후 중량법으로 수율을 계산하였다. 각 식물 추

출물 혼합물의 처방은 자소엽, 어성초, 녹차 각각의 

질량비를 1 : 1 : 1로 조합하여 준비하였다. 모든 실험 

재료는 사용 전까지 4 ℃에 보관하였다.

2.2.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DPPH 라디칼 소거활성능을 이용한 항산화력은 

Blois의 방법[29]을 변형하여 측정하였으며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

이다. 추출물의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igma, USA)은 라디칼 소거능은 DPPH 자유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실험방법은 각 농도별로 희석

된 시료 500 µL에 에탄올로 용해시킨 0.2 mM DPPH

용액 250 µL를 진탕기로 잘 혼합하여 실온에서 30 

min 동안 반응시킨 후 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 UV, Mecasys, Korea)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 DPPH 대신 

에탄올을 처리하였다. DPPH의 활성 저해율을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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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ABTS radical 소거활성 측정

ABTS [2, 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은 Re 등

의 방법[30]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ABTS (Sigma, 

USA)를 7 mM 농도로 증류수에 용해한 다음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가하여 1:1의 비율로 혼합하여 

실온인 암실에서 24 h 동안 반응 시킨 후 ABTS 라디

칼을 형성시킨 후 사용하였다. 라디칼이 형성된 ABTS 

용액을 에탄올로 희석하여 734 nm에서 측정한 흡광도

가 0.70 ± 0.02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소거능은 ABTS 

용액 500 µL과 시료 500 µL을 혼합하여 6 min 간 반

응 후 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 UV, 

Mecasys, Korea)를 이용하여 734 nm에서 각 농도별 시

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라디칼 활성 저해율(%)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대조군의흡광도
시료첨가군의흡광도대조군의흡광도

× 

2.4. In vitro Tyrosinase inhibition assay

Tyrosinase의 활성을 저해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

하여 in vitro Tyrosinase inhibition assay를 실시하였다. 

in vitro Tyrosinase inhibition assay는 Mason 등의 방법

[43]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실험방법은 0.1 M 인산

염완충액(pH 6.5) 250 µL와 각 농도별로 희석된 시료 

225 µL, mushroom Tyrosinase (2000 U/mL)(Sigma, 

USA) 25 µL와 1.5 mM Tyrosine 225 µL를 순서대로 첨

가한 후 37 ℃에서 10 ~ 15 min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을 완료한 후 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 

UV, Mecasys, Korea)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한다. 이때 공시료액으로 시료액 대신 0.1 M 

인산염완충액(pH 6.5)을 사용하였다. 또한 양성 대조

군은 알부틴을 사용하였다. Tyrosinase 활성 저해율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활성저해율  ′
′

× 

a: 공시료액의 반응 후 흡광도

b: 시료액의 반응 후 흡광도

a’, b’: 완충용액으로 대체하여 측정한 흡광도

2.5. 세포배양

인간각질세포(human keratinocyte cell line, HaCaT) 

세포를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Thermo, USA) 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 (FBS)과 

penicillin (100 units/mL) / streptomycin (100 µg/mL)을 

첨가하여 CO2세포배양기(NU-4750G, NuAire, USA)에

서 5% CO2 공급 하에 배양하였으며, 2 - 3일 간격으로 

계대 배양을 시행하였다.

2.6. 세포생존율 측정

단일 식물 추출물과 각 식물 추출물 혼합물(1 : 1 : 1)

을 농도별로 희석한 시료를 96well plate에 5 × 103 cell/ 

well로 균일하게 분주한 다음 24 h 후 각 추출물을 농

도별로 처리하여 72 h 동안 배양하였다. 농도별 처리에 

의한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효과는 Cell 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kit 

(Promega, USA)를 사용하였다. 배양 후 배지를 모두 

제거하고 DMEM 배지 100 µL와 3-(4,5-dimethylthia 

zol-2-yl)-5-(3-carboxymethoxyphenyl)-2-(4-sulfophenyl) 

-2H-tetrazolium inner salt (MTS) solution 20 µL를 첨가

하여 5%, CO2, 37 ℃ 암상태 조건에서 3 h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 (Infinite™ F200, TECAN, Switzerland)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배양액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대조군의흡광도
시료첨가군의흡광도

× 

2.7. 통계적 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고 통계분석은 평균 ±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Student’s t-test법을 이용하여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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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본 연구에서는 DPPH를 이용하여 단일 식물 추출물과 

각 추출물 혼합물의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 

단일 식물 추출물의 DPPH 자유라디칼 소거활성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소엽, 어성초 그리고 녹차의 추출물 

각각의 단일 물질과 이들 추출물을 1 : 1 : 1로 혼합한 

혼합물의 항산화 기능성을 측정한 결과 대부분 단일 

식물추출물의 경우 농도가 높아질수록 농도 의존적으

로 자유라디칼 소거활성능이 높아졌으나, 추출물을 

혼합한 경우 가장 낮은 농도인 10 µg/mL에서 80% 이

상의 높은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Figure 1).  

Figur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소엽(P. frutescens)과 

어성초(H. cordata)의 추출물은 10 µg/mL 농도에서 약 

40% 이상의 자유라디칼 소거능을 보였다. 특히 자소

엽 추출물은 50 µg/mL 이상은 80%에서 90% 정도의 

자유라디칼 소거능이 있었다. 그러나 어성초 추출물

의 경우 농도 250 µg/mL 정도에서 85%의 자유라디칼 

소거능을 보였다. 녹차(C. sinensis)의 경우 단일 추출

물의 농도가 50 µg/mL 이상에서 거의 90% 정도의 높

은 자유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자소엽, 

어성초 그리고 녹차 추출물을 혼합한 경우 10 µg/mL

의 적은 양에서도 80% 이상의 자유라디칼 소거능을 

보였다. 산화스트레스에 의해 생체 내에서 생성되는 

자유라디칼에 의해 세포손상이 발생하며 그 결과로 

노화와 질병이 발생한다. DPPH (2,2-diphenyl-1-pic-

rylhydrazyl)는 자유라디칼 화합물로서 자유라디칼 소

거능 측정에 이용되며 방향족 화합물 및 아민류인 to-

copherol 및 ascorbic acid 등의 환원능을 이용하여 항

산화능 측정에 사용된다[31]. 자유라디칼의 안정된 모

델인 DPPH는 반응 중 DPPH의 감소를 통해 자유라디

칼 소거반응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초

기 지질 과산화 반응의 억제 정도가 예측 가능하다. 

활성산소는 유해산소라 불려 지기도 한다. 불포화 지

방산은 세포 생체막의 구성성분으로 활성산소가 불포

화 지방산을 공격하여 지질과산화 반응을 유발시켜 

체내에 과산화 지질을 축적한다. 이로 인해 생체 기능

이 저하됨과 동시에 노화와 성인병 질환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식물성분 및 

추출물에 의한 항산화 작용이 보고되고 있다[36,3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DPPH를 이용하여 항산화능

을 조사한 결과 자소엽, 어성초 그리고 녹차 각 단일 

추출물보다 이들 추출물을 혼합한 경우 10 µg/mL의 

적은 양에서도 80% 이상의 자유라디칼 소거능을 보

였다. 

3.2. ABTS radical 소거활성 측정

본 연구에서는 추출물들의 보다 자세한 항산화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ABTS를 이용하여 라디칼 소거활성

을 측정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의 원리

를 간략히 이해하면, 먼저 ABTS가 potassium persulfate

Figure 1.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single 

or mixture of herb extraction (P; Perilla frutescens, H; 

Houttuynia cordata, C; Camellia sinensis, PHC; mixture of 

three plant extracts). Results are the means ± S. D of three 

samples (* indicates p < 0.05, # indicates p < 0.005).

Figure 2.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single 

extraction or mixture of herb extraction (P; Perilla frutescens, 

H; Houttuynia cordata, C; Camellia sinensis, PHC; extract 

complex).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 indicates 

p < 0.05, # indicates p <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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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전자가 산화되어 청록색을 나타내며, 이후 추

출물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에 의하여 전자공여능이 

환원됨에 따라 청록색이 점차 옅어지는 과정을 측정

하는 방법이다. 또한 ABTS 양이온 소거 측정 방법은 

연쇄 절단형 항산화제와 수소 공여 항산화제 모두를 

측정할 수 있으며, 친수성과 소수성 모두에 적용이 가

능하기 때문에 DPPH 방법보다 더 민감하게 항산화 

능력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32-35]. 

자소엽과 어성초 각 단일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시험군은 농도 의존적으로 라디칼 소거활성이 증가하

기는 하였으나, 낮은 농도인 10 µg/mL에서는 라디칼 

소거능이 매우 낮았다. 반면 녹차는 10 µg/mL에도 약 

80%의 전자공여능력을 보였다. 그러나 추출물을 혼합

한 경우 가장 낮은 농도인 10 µg/mL에서 약 98.1%의 

매우 높은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내며 50 µg/mL에서 

곧 포화상태에 도달하였다(Figure 2). 이는 자소엽, 어

성초와 녹차를 화장품 등에 포함시킬 때 단일 식물 추

출물의 처방보다 식물추출물의 복합처방일 경우 낮은 

농도를 사용하여도 훨씬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3.3. In vitro Mushroom tyrosinase inhibition assay

본 연구에서 자소엽, 어성초 그리고 녹차의 추출물

들과 이들을 혼합한 물질이 나타내는 미백효과를 in 

vitro tyrosinase 저해정도(tyrosinase inhibition assay)를 

통하여 조사하였다(Figure 3). 단일 식물추출물인 경우 

어성초는 매우 낮은 tyrosinase 저해를 나타내었으나 

녹차추출물의 경우 매우 높은 tyrosinase 저해 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tyrosinase의 저해 효과는 자소엽과 

녹차 추출물은 대조구로 사용한 알부틴과 같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단일 식물 추출물 중 녹차의 

경우 높은 tyrosinase 저해 효과를 보였다(Figure 3). 그

러나 자소엽, 어성초 그리고 녹차 추출물의 복합물질

은 매우 높은 tyrosinase 저해정도를 나타내었다. 멜라

닌(melanin)은 멜라닌 세포(melanocyte) 내의 특수한 

세포소기관인 멜라노좀(melanosome)에서 생성되는 색

소이다. 멜라닌은 멜라노좀 내에 있는 tyrosinase, ty-

rosinase-related protein 1 (TRP1)과 tyrosinase-related 

protein 2 (TRP2) 등의 여러 효소의 복합 작용에 의해 

생성된다. 특히 tyrosinase는 멜라닌 생합성의 속도 조절 

단계(rate-limiting step)인 tyrosine이 3,4-dihydrox-

yphenylalanine (DOPA)로 hydroxylation 된 후 dop-

aquinone으로 산화되는 과정에서 작용하는 주요 조절 

효소이다[38-40]. 멜라닌 합성을 조절, 저해하는 알부

틴(arbutin),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 비타민 C 유

도체(vitamin C derivative) 등의 물질이 색소 침착을 방

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나 충분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거나, 피부에 대한 안전성, 제형 내 안정

성 등의 한계로 인하여 화장품 제형을 제작할 때 제한

적으로 처방되어 왔다[41,42]. 그러므로 자소엽, 어성

초 그리고 녹차의 추출물들을 혼합한 경우 높은 ty-

rosinase 활성억제를 보였으므로 보다 안전한 화장품 

미백제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다. 

Fiqure 3. Tyrosinase inhibition of single plant extraction and 

or mixture of herb extraction(P; Perilla frutescens, H; Houttuynia 

cordata, C; Camellia sinensis, PHC; extract complex).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 indicates p < 0.05, 

# indicates p < 0.005).

Figure 4. Cell viability of single extraction or mixture of 

herb extraction(P; Perilla frutescens, H; Houttuynia cordata, 

C; Camellia sinensis, PHC; extract complex).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 indicates p < 0.05, # indicates p <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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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세포독성실험

단일 식물 추출물과 각 추출물의 혼합물을 농도별

로 세포독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자소엽 

추출물은 농도가 증가할수록 대조군보다 세포생존율

이 높게 나타났다. 어성초추출물의 경우 대조군보다 

세포생존율이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특히 100 

µg/mL에서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녹차추출물의 경우 

농도가 500 µg/mL까지는 대조군과 같거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1,000 µg/mL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세포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각 추출물의 혼

합물은 100 µg/mL까지는 대조군과 비슷한 세포생존

율을 보였으나, 500 µg/mL 부터는 세포생존율이 대조

군과 비교하여 세포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따라서 세포독성실험을 통하여 세포 실험에서 이들 

식물추출물의 혼합물을 사용할 경우 100 µg/mL 이하

의 농도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4).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자소엽, 어성초, 녹차 추출물과 이들 

각 추출물의 혼합물에 대한 항산화능 및 미백효과를 

알아보았으며, 이들 추출물들에 대한 세포독성실험을 

관찰하였다. 항산화 실험인 DPPH radical 소거활성능

에 대한 측정은 10 µg/mL 농도에서 자소엽, 어성초, 

녹차 추출물을 각각 처리했을 때 46, 39, 30%를 나타

내었으나 이들 각 추출물을 혼합적으로 처리하였을 

때 80% 이상의 항산화성을 나타내었으며, ABTS radi-

cal 소거활성능은 10 µg/mL 농도에서 단일 식물 추출

물은 각각 14, 17, 77%를 나타내었으나, 각 추출물의 

혼합물은 98%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미백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알부틴을 대조군으로 비교한 

결과 단일 식물 추출물에서는 자소엽과 녹차 추출물

이 농도 의존적으로 미백효과를 나타내었으며, 특히 

녹차 추출물의 경우는 이들의 각 추출물 혼합물과 비

교하였을 때 비슷하게 tyrosinase 활성 저해효과를 나

타내었다. 또한 세포 독성실험에서 자소엽 추출물은 

대조군에 비해 세포생존능이 거의 같거나 조금 높았

으며, 어성초 추출물은 세포생존율이 100 µg/mL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10% 이상 높았다. 그러나 녹차 추

출물의 경우 농도가 500 µg/mL까지는 대조군과 같거

나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1,000 µg/mL 농도의 경우 대

조군과 비교하여 세포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자소엽, 어성초, 녹차 식물 추출물의 혼합물은 100 

µg/mL까지는 대조군과 비슷한 세포생존율을 보였으

나, 500 µg/mL부터는 세포생존율이 대조군과 비교하

여 세포생존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따라서 상기 

혼합물의 경우 100 µg/mL 농도까지 사용하는 것이 보

다 안전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00 µg/mL 농도의 

경우 항산화 작용이 매우 높았으며 tyrosinase 저해 효

과 또한 알부틴의 tyrosinase 저해 효과와 비슷한 수치

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자소엽, 

어성초 그리고 녹차 식물들을 추출물을 단독으로 사

용하는 것보다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때 낮은 농도에

서 미백 기능성을 나타내었으며 피부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우수한 항산화 소재로서 기초 화장

품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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