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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eurotus eringii 추출물을 함유한 화장품의 복합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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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ing Pleurotus eringii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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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무농약 재배 Pleurotus eringii 추출물을 함유한 화장품의 효능을 평가하여 새로운 천연 화장품 원료를 
개발 하고자 실험을 진행하였다. Pleurotus eringii 는 우리나라 경상남도에서 무농약으로 재배된 2016년산을 구입하여 
건조한 후 80% EeOH로 상온에서 추출하였다.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은 DPPH assay와 ROS assay로 평가하여 우수한 효능
을 확인하였고, 추출물 5%를 함유한 크림팩을 제조하여 수분, 유분, pH, 색소의 항목을 평가한 결과 T-zone부위의 유, 
수분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U-zone 유분변화, pH, 색소 등의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실험군의 피부변화가 대조군에 비해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효능을 보여 Pleurotus eringii 추출물
의 화장품 원료로서의 효능을 확인 할 수 있었고, 향 후 농도별, 추출조건 및 재배조건을 고려한다면 더욱 향상된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평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새송이 버섯, 추출물, 크림 팩, DPPH 활성평가, ROS 활성평가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n experiment to develop new raw ingredients for natural cosmetics by 
evaluating the efficacy of cosmetic products containing the extracts of Pleurotus eringii mushrooms grown 
without agricultural chemicals. To this end, purchased were Pleurotus eringii mushrooms grown without 
agricultural chemicals in South Gyeongsang province, South Korea in 2016; extraction was conductedwith 80% 
EeOH at room temperature after dry ing them. The study identified the excellent efficacy of the extracts after 
evaluating the antioxidant activity using the DPPH assay and ROS assay. According to the evaluation of he 
categories of moisture, oil, pH and pigment after the application of a cream-type facial mask pack containing 
5% of the extract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ategories of moisture and oil on the T-zone area, 
and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categories of oil change on the U-zone, pH and pigment. 
However as the extracts of Pleurotus eringii mushrooms had excellent efficacy in all categorie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 efficacy of the extracts as a cosmetic raw ingredient could be identified.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may further contribute to developing more advanced raw ingredients, given the extract and 
cultivation conditions by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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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에서 외모는 각 개인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중요한요소이자경쟁사회에서의필수요건으로외모관

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사회적배경아래많은사람들이외모관리의다양

한 방법들을 시도하게 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게 된다[1]. 이러한

현대인들의욕구에맞춰다양한화장품들이개발되어지

고, 또 최근 몇 년 동안 식물의 천연성분을 이용하여 생

리활성에도움을주는물질을찾거나기존합성물질에서

나타나는여러가지부작용을보완할수있는다양한식

물 원료를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

버섯은 분류학상 고등균류 중 진균류로 대부분 담자

균류에 속한다[3]. 보통은 균사가 융합하여 자라는데 필

요한 기온, 햇빛, 습도 등의 외부 환경의 조건에 따라 형

성되며, 대부분 종속 영양으로 자라며 자연환경에서 생

활한다. 예로부터버섯은광범위한약리작용으로전통식

품및민간요법약재로주로이용되어져왔으며항암, 면

역 등의유용한생리활성물질을다량함유하고있어기

능성식품으로천연물중주목받고있는물질이다[2]. 또

우리나라의자연에는다양한버섯의종류들이자라고있

으며, 그 중 새송이버섯은 큰 느타리버섯으로 불리는 식

용버섯이다.

버섯과 관련된 연구는 식품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화장품 분야에서도 버섯

의 효모를 이용한 미백 원료가 활용되고 있다[3]. 특히,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물질의 생리활성 연구도 다양하

며, 버섯의 균사체를 이용한 모발 성장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재배되는 다양한

버섯종류중식용으로널리활용되고있는큰느타리버

섯의 에탄올 추출물을 응용하여 다양한 항산화 및 항노

화와관련된연구를진행하여오늘날각광받고있는항

노화 예방에 효능을 가지는 천연 항산화 원료를 개발하

여 화장품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평가 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항산화제

항산화제란 자연의 식물이나 유지 및 식품에 존재하

는물질로자연적으로일어나는산화나산패를억제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는 활성산소종

의하나인슈퍼옥사이드래디컬을소거하는효소의발견

으로 시작되었다. 연구 초기에는 식품 분야에서만 개발

이 활발하였으나 오늘날 질병 치료제에서부터 화장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있다[5]. 항산회제는합성항산화제와천연항

산화제로 나누어지며 합성 물질들은 독성과 여러 가지

인체 부작용으로 인하여 용도의 한계가 있다[6]. 따라서

오늘날 천연소재로부터 항산화소재 개발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있으며대부분식품소재로부터연구가시작되기

도 한다.

2.2 천연팩
천연팩은 주로 과일이나 채소와 같은 식용식품을 이

용하여피부에도포한후수분과청량감을준다. 그러나

이러한천연팩은쉽게활용할수있다는장점과달리천

연물의입자가커피부에잘흡수되지않는단점과강한

활성 성분으로 인한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기도 한다[6].

일반적으로마스크팩은피부의수렴효과와혈액순화및

신진대사를원활하게하여피부를부드럽고환하게유지

시켜준다[7]. 또 천연팩은화학성분이들어있지않아작

용성분에 대한 부작용이 없지만, 특정 물질에 대한 알러

지나 정확한 효능을 검증하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피부

트러블이발생할수도있다. 따라서천명물질의경우재

배과정이나 기타 불순물의 오염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연구 방법 
3.1 재료 및 추출
본연구의시료인 Pleurotus eringii 은 우리나라경상

남도에서무농약으로재배된 2016년 출하상품으로구입

후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추출을 위한 용매는 일반적으

로 화장품 원료 추출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80% EeOH

을 사용하였으며, 추출온도는 상온에서 시행하였다. 그

외, 항산화실험에사용된시약은모두 Sigma사(USA)로

부터 구입한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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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항산화 활성 평가 방법
3.2.1 DPPH assay
항산화활성 평가를 위한 본 시험은 1,1-Diphenyl-

2-picrylhydrazyl (DPPH)를 이용하여 시료의 항산화 활

성을평가하였다. 특히 DPPH 는물질자체가매우안정

한 free radical 로서 520 nm 특징적인광흡수를나타내

는보라색화합물이다. 이물질은여러가지항산화기작

중 proton-radical scavenger에 반응하여 변색되기 때문

에항산화활성을육안으로도쉽게확인할수 있는장점

이있다. 또, DPPH 용액과농도별로용매에용해시킨시

료를혼합하여 30분간반응시키고 30 분후, 520 nm에서

흡광도를측정하여 IC50 값(저해율 50%의농도)을 산출

하여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였다.

3.2.2 ROS assay
본 시험은 시료의 항산화능을 측정하기 위해 세포내

에존재하는여러가지활성산소종의억제능을평가하였

다. HaCaT cell 을 96 black well plate 에 5X104

cells/well 로 분주하고 약 24 시간 배양한 후, 시료를처

리하여 37℃, 5% CO2 의 조건에서 3 시간동안배양하였

다. 배양후, 배지를 제거한다음, HBSS로희석된 50uM

의 2‘7’-dichlorodi hydro fluorescin diacetate (DCF-DA,

Sigma)를첨가하고, 1시간배양하였다. HBSS 로 2 회세

척한다음 UV-B를 30 mJ/cm2 의조사량으로조사또는

비조사하고, 2시간 배양한 뒤에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excitation 파장 485 nm, emission 파

장 535 nm에서 fluorescence intensity를 측정하였다. 또

한 FITC 필터를이용한형광사진을통해세포를이미지

로 관찰하였다.

3.3 Pleurotus eringii 추출물을 함유한 팩의 
효능 평가 

20대 성인 남, 여 14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실험과정, 부작용여부에대해설명한후참여의사

를 얻고 실험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후, 4주간 실험을

진행한후피부상태변화를측정하였다. 연구윤리지침을

준수하면서 연구를 시행하였고, 피부 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CTFA guideline[8]에서 제시한 방법을기준으로

시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천연 추출물 함유 팩

제조방법을[9] 응용하여제조하였고, 대상자들의얼굴을

반반 나누어 추출물을 함유한 팩과 무첨가 팩을 도포하

고 15분간 처치하였다. 세안 후 토너로 진정한 후 10분

후동일한측정자가 Aphrodite-Ⅰ(Aphrodite-1, PSI Co.,

Korea)을 이용하여 사용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피부

측정기기는 부위별 수분, 유분 및 pH, 색소 측정이 가능

한 장치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었다. 피부 상태

의변화를최소화하기위해측정환경은항온·항습조건

인 24±2℃, 50±10%의동일한환경조건에서측정하였다.

3.4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모든 자료는 mean ± SD로 나타내었고,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를 사용 산출하였다. 유의확

률 P<0.005, 양측검정을 사용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항산화 활성 평가 결과
4.1.1 DPPH assay
Pleurotus eringii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을 평가하기

위해 DPPH 용액을 이용 하여 DPPH assay를 진행하였

다. 시료와 DPPH 용액을 반응시킨 후 free radical 소거

활성을 IC50 값으로 구하여 [Fig. 1]에 제시 하였다.

시료 추출물을 50 mg/mL 농도부터 free radical 억제

율을측정한결과, 추출물의 IC50 값은 9.14 mg/mL이측

정되었다. 또한, 양성대조군으로사용한 Vit.C의 항산화

능 IC50 값은 22.77 ㎍/mL로측정되었다. Vit.C보다는다

소낮은농도이지만, 일반천연물질에비해매우높은활

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4.1.2 ROS assay
시료가 UV에 의한 HaCaTcell의 산화적 손상을 보호

하는데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ROS 생성 억제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료 농도는 세포독성시험을 통해

독성을보이지않는농도로설정하였다. 그결과 [Fig.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UVB 만을 조사한 UV 조사군은

UV 비조사군에 비하여, 246.0%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세포내에ROS 가생성됨을알수있었다. 한편,

추출물을 50 ppm, 100 ppm, 200 ppm으로 처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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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 비조사군과대비하여각각 220.5%, 214.9%, 209.4%

의 ROS 가 생성되었으며, 이는 UV 조사군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로 ROS가감소하였고, 통계적유의차를보였다.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vitamin C를 2 mM을 처리한

결과 UV 비조사군에 비하여 74.7%의 ROS가 생성 되었

으며, UV 조사군에비하여통계적으로유의하게감소되

었음을알수있었다. [Fig. 3]은 FITC 필터를이용한세

포 형광사진 (x200)을 도시하였다.

[Fig. 1] DPPH assay (a)Pleurotus eringii, (b)Vit C. 

이상의 두 가지 항산화활성 평가의 결과를 보면 종류

별 버섯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한연구보고[10]에 의하면

표고버섯과 참마늘버섯 등의 효능보다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박다희[11]의 연구보고의 결과와도 유사한

활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Pleurotus eringii 추출물은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화장

품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P l e u r o t u s

eringii

(*P<0.05, **P<0.01, ***P<0.005)
[Fig. 2] ROS assay

[Fig. 3] Cell fluorescence photograph using FITC 
filter

4.2 추출물을 함유한 팩의 효능 평가
현대인들의건강을위한유용한천연식용물질들은다

소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습과 항산화효과를

주어피부미용에 도움을준다[12]. 그 중 천연팩은특정

한 전문성이 없어도 천연 추출물을 이용하여 쉽게 제조

가능하며, 피부에 접촉하는 시간이 일반 화장품보다 길

어 효과를 보기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13]. 팩은 묵은

각질을제거해줄뿐아니라, 혈액순환을원활하게하며,

유효 성분을 침투시켜 피부의 다양한 효능을 준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앞서 추출한 항산화 활성이 우수

한 천연 Pleurotus eringii 추출물 함유 팩 사용 유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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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피부상태변화를확인하였다. 그결과를 <Table 1>

에제시하였다. 실험전시료의안전성평가결과대상자

전원음성반응을보여독성이없을것을확인하였다. 효

능 평가는 얼굴의 왼쪽에는 추출물을 함유한 실험군 팩

을 오른쪽 얼굴에는 추출물을 함유하지 않은 대조군 팩

을 15분간처치한후피부측정기를사용하여피실험자

들의 T-zone 수분, 유분, U-zone 수분, 유분, 홍반, 멜라

닌색소, 피부탄력의항목을측정하였고 4주간진행하였다.

<Table 1>의 결과를 보면 가장 큰 변화를 나타낸 항

목은 T-zone의 수분과 유분으로 일반적인 팩의 효과와

동일한경향을보였다. T-zone의 수분과유분은집단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다른 항목들은 통계

적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다소 높은 변화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버섯류들은 효모

의 작용으로 미백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뿐만아니라본연구의결과처럼단기간의유, 수분변화

를주는것에도효과적이다. 따라서 Pleurotus eringii 추

출물은다양한화장품제형의원료로서의개발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건강 식품 재료인 Pleurotus eringii 의 화

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80% EeOH 용매

를이용하여추출후감압농축하여항산화능과피부임

상효능평가를실시하였다. 그결과 다음과같은결론

을 얻었다.

첫째, DPPH assay, ROS assay 두 가지 방법의 항산

화 활성평가 결과 모두 매우 우수한 항산화효능을 지닌

것을확인할수있었고, 이러한항산화능은피부의활성

산소를제거하여노화예방에도움을주므로기능성소재

로서의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 천연 팩 제조를 이용한 피부 임상평가에서 유,

수분변화에 도움을 주어 유, 수분 밸런스가 깨어지기 쉬

운노화피부에단기간활성화를줄수있는기능성소재

로서의가능성을확인하였다. 따라서일반적으로미백효

능 원료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버섯을 향 후 항노화 및

다양한피부문제점을해결해줄수있는천연원료로의

개발도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Variable
Control group Experience group

t p
M SD M SD

T

Moisture
(AU)

66.84 9.81 75.56 6.93 -2.726** .012

Sebum
(μg/cm2)

187.07 26.18 150.14 28.51 3.299** .003

U
Sebum
(μg/cm2)

68.26 24.14 57.43 22.01 0.782 .441

pH
(AU)

6.05 0.50 6.53 0.43 -1.987 .058

Friction
(AU)

248.80 84.92 209.82 77.51 1.268 .216

**p<0.01

<Table 1> Difference variation in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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