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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beauty food

activities of wild-cultivated ginseng (Panax ginseng C.A. Meyer).

wild-cultivated ginseng extracts were analyzed for antioxidant,

skin whitening, anti-wrinkle effect was measured in water and

70% ethanol extract. The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nd 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

6-sulfonic acid) (ABTS) radical decolorization activities of water

and 70% ethanol extracts were 16.69 and 2.18% as well as 4.04

and 3.25% at a solid content of 200 µg/mL, respectively. The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s (PF) of water and 70% ethanol

extracts at a solid content of 200 µg/mL were 1.06 PF and 1.09

PF, respectively.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TBARs)

were both 96% at a solid content of 200 µg/mL. As PF and

TBARs showed higher activity than DPPH and ABTS, we could

know that antioxidant activity in the lipophilic component of

wood-cultivated ginseng were superior to water-soluble component

of wood-cultivated ginseng.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was

10.97 and 52.39% in water and 70% ethanol extracts at a solid

content of 200 µg/mL. The collagenase and elastase inhibitory

activities as anti-wrinkle effect were 15.71 and 20.43% in water

extracts as well as 32.26 and 86.74% in 70% ethanol extract at a

solid content of 200 µg/mL. The results show that anti-wrinkle

effect was the best among the other experiments. This extracts

from wood-cultivated ginseng, therefore, seems to be a potent

beauty food resource against wrinkles.

Keywords Anti-oxidant · Anti-wrinkle · Beauty food · Panax

ginseng C.A. Meyer · Whitening effect

서 론

미용 식품이란 우리나라에서 그 용어적 개념이나 의미가 정확

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Park 2007), 식품 및 약리성 식물 중

미용 활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기능성 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식품 소재를 뜻한다. 최근 소비자들은 건강뿐 만 아니라, 미용

을 위한 기능성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Jeong 등, 2013). 특히,

노화 억제와 관련된 피부 주름 개선, 항산화와 같은 기능에 관

심이 집중되고 있어(Kim 2007) 피부 미용의 시장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으며, 결국 미용 식품을 활용한 산업이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삼(Panax ginseng C.A. Meyer)이란, 다양한 종류의 삼을

총칭하며 두릅나무과(Araliaceae) 인삼속에 속하는 음지성 식물

로 약 2,000년 전부터 동양권에서 오랫동안 생약으로 많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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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이를 이용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Oh 등, 1998). 인삼(cultivated ginseng)은 밭에서

재배한 인삼(cultivated ginseng in the field)과 야생상태에서 재

배한 장뇌삼, 산양삼으로 분류되는데 인삼에서도 산양삼(wild-

cultivated ginseng)과 장뇌삼을 혼동하여 사용하는 많아, 2012년

산림청에서는 이들 삼 종류에 대한 용어를 재정립하여 모두 산

양삼으로 부르도록 규정하고 있다(Lee 2011).

산양삼은 인삼(cultivated ginseng)이 자연상태에서 재배된 것

으로, 약리 및 생리활성 면에서 재배된 인삼보다 효과가 더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과 Kim 2005). 또한, 산양삼은 미

용 활성을 가지는 식물소재로, 뿌리 부분을 이용하여 자외선 차

단(Lee 등, 2003; Kang 등, 2009), 미백효과(Kim 2015), 아토

피 완화효과(Park 등, 2010), 피부 탄력(Gezzi 등, 1986), 수화

성 증가(Curri 등, 1986) 및 주름생성 억제(Kim 등, 2007;

Kwok 등, 2012) 등 여러가지 연구가 보고되어 있으며, 이를 통

해 화장품의 개발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상부인 잎

과 줄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Bae 2010), 아직까지

산양삼의 뿌리에 비해 잎과 줄기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

다(Yeom 등,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산양삼 지상부가 가

지는 미용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elastase, tyrosinase,

collagenase 등의 미용 활성과 관련된 실험을 진행하여 이들의

효능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다양한 기능성 원료 개발에 사용될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산양삼(Panax ginseng C.A. Meyer)은

2016년 경북 영주 지방의 산양삼 재배지에서 직접 구입한 후,

뿌리부분을 제거한 지상부(잎, 줄기 혼합물)만을 분리하여 45 oC

dry oven (FO-600M, Jeiotech, Daejeon, Korea)에서 건조 시킨

후 40 mesh로 분쇄하여 4 oC로 저장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제조

시료 추출물은 열수 추출물의 경우 산양삼 지상부 건조분말 1 g

을 증류수 200 mL에 침지하여 추출물이 100 mL가 될 때까지

가열, 증발시킨 후 냉각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교반 추출

하였으며, 에탄올 추출물은 산양삼 지상부 건조분말 1 g에 70%

에탄올 100 mL를 추출용매로 가하여 상온에서 24시간 동안 교

반 추출하였다. 각 추출물은 Whatman No. 1 filter paper

(Whatman Inc., Piscataway, NJ, USA)로 여과한 후 동결건조기

(FD8518, Ilshinbiobase Co., Dongducheon, Korea)를 사용하여

−85 oC에서 동결 건조하였다. 이후 실험은 동결건조물을 증류수

에 녹여 중량 비 농도(50-200 μg/mL)로 맞추어 진행하였다.

산양삼 지상부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PF),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를 측정하였다. DPPH radical에 대

한 소거활성은 Blios(1958)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저

해율(%)은 (1−반응구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100으로 계산

하였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의 측정은 Fellegrin

등(1999)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고, 저해율(%)은 (1−반응구

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100으로 계산하였다. PF는

Andarwulan과 Shetty(1999)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PF

는 반응구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 비로 계산하였다. TBARs

측정은 Buege와 Aust(1978)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저

해율(%)은 (1−반응구의 TBARs μM/대조구의 TBARs μM)×100

으로 계산하였다. 시료의 항산화 효과는 항산화 물질로 잘 알

려진 butylated hydroxy toulene (BHT)를 positive control로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산양삼 지상부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효과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은 Hearing(1987)의 방법에 준하여 측

정하였다. 반응구에는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 2.3 mL와 기질액 1.5 mM L-tyrosine 용액 0.4 mL의 혼합

액에 250 U/mL mushroom tyrosinase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0.1 mL와 시료를, 대조구에는 시료 대신 증

류수를 0.2 mL씩 첨가하여 37 o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흡광

도 475 nm에서 측정하였다. 저해율(%)은 (1−반응구의 흡광도/

대조구의 흡광도)×100으로 계산하였다.

Elastase 저해활성 측정

Elastase 저해활성 측정은 James 등(1996)의 방법에 준하여 측

정하였다. 반응구는 0.2 M Tris-HCl buffer (pH 8.0) 1 mL에

기질액 0.8 mM N-succinyl-(Ala)3-ρ-nitroanilide 용액 0.1 mL의

혼합액에 1.0 U/mL porcine pancreatine elastase (Sigma-Aldrich

Co.) 효소용액 0.1 mL와 시료를, 대조구에는 시료 대신 증류수

를 0.1 mL씩 첨가하여 25 o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ρ-

nitroaniline 생성량을 흡광도 410 nm에서 측정하였다. 저해율(%)

은 (1−반응구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100으로 계산하였다.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은 Wunsch와 Heidrich(1963)의 방법

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반응구는 0.1 M Tris-HCl buffer (pH 7.5)

에 4 mM CaCl2를 첨가하여 4-phenylazobenzyl oxycarbonyl-

Pro-Leu-Gly-Pro-D-Arg (0.3 mg/mL)를 녹인 기질액 0.25 mL와

시료 0.1 mL의 혼합용액에 0.2 mg/mL collagenase (Sigma-

Aldrich Co.) 0.15 mL를 첨가하고, 대조구에는 시료 대신 증류

수 0.1 m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6% citric

acid 0.5 mL를 넣어 반응을 정지시키고, ethyl acetate 2 mL를

첨가하고 3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저해율(%)은 (1−반

응구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100으로 계산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2 for window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Chicago, IL, USA)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mean

± standard deviation)로 표시하였다. 시료 간의 유의차는 분산분

석(ANOVA)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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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산양삼 지상부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산양삼 지상부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DPPH,

ABTS, PF, TBARs 활성을 측정하였다. Free radical은 인체 내

에 존재하는 지질 또는 단백질과 결합하여 노화를 일으킨다. 페

놀성 화합물은 이러한 free radical을 환원 및 상쇄시키는 능력

을 가져 인체 내에서 free radical에 대한 항산화의 척도로 이용

할 수 있다(Kim 등, 1995). 자색의 안정한 free radical인 DPPH

를 사용하는 DPPH법은 sulfur-containing amino acid와 BHA

등에 의해 환원되어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실험으로, 다양한

천연물로부터 추출된 수용성 물질의 항산화능을 탐색하는데 많

이 이용 된다. 본 실험에서 50-200 μg/mL의 농도구간으로 맞춘

산양삼 지상부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DPPH법으로 측정한 결과,

Fig. 1-A와 같이 나타났다. 열수 추출물은 DPPH 소거능은 크

게 높지 않았으나 전 농도구간에서 3.95-16.69%로 농도 의존적

으로 증가하였고, 에탄올 추출물은 전 농도구간에서 활성을 보

이지 않았다. Lee 등(2004)의 실험에서 인삼의 줄기, 잎 에탄올

추출물에 대해 DPPH법을 진행한 결과 각각 −11.7, 7.7%를 나

타내었다. 산양삼과 마찬가지로 인삼의 지상부 또한 낮은 활성

을 나타내지만 산양삼 지상부 에탄올 추출물보다는 높은 활성

을 나타내었다. 산양삼의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DPPH

소거능을 비교하였을 때, 산양삼 지상부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

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수치가 낮아

DPPH 소거능이 뛰어나다고 볼 수는 없었다. ABTS법은 ABTS

와 potassium persulfate의 반응으로 생성된 ABTS+ radical이

청록색에서 연두색으로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한 실험으로, 수용

성 물질의 항산화능을 측정할 수 있다(Kim 등, 2015). 산양삼

지상부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50-200 μg/mL의 농도구간에서

ABTS법으로 측정한 결과, Fig. 1-B에서와 같이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DPPH와 ABTS

로 측정한 산양삼 지상부 추출물의 항산화능은 모두 항산화제

로 잘 알려진 BHT와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수용성 물질

에 대한 항산화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질 산화

과정에서 생성되는 peroxy radical과 β-carotene의 반응으로 생

성된 불활성 물질은 free radical에 의한 연쇄 반응을 정지시키

는데(Cho 등, 2006),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산양삼 지상부 추

출물의 지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1-C에서와 같이 50-200 μg/mL의 농도구간에서 열수 추출

물의 경우 0.98-1.06 PF,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0.99-1.09 PF로

효능이 비슷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농도 의존적인 양상은 나

타내지 않았다. 2-thiobarbituric acid (TBA) 시약을 이용하는

TBARs법은 PF법과 유사하게 추출물의 지용성 물질에 대한 항

산화능을 확인할 수 있는데, TBA 시약이 불포화 지방산의 자

동산화 중 생성되는 반응성이 높은 malondialdehyde (MDA)와

반응하면 적색의 복합체를 생성하는데, 이들의 함량을 측정하여

Fig. 1 Antioxidant activity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Panax ginseng C.A. Meyer. (A): DPPH, (B): ABTS, (C) PF, (D): TBAR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can’s multiple range tests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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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Cojocaru 등, 2004; Cheon 등, 2008).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TBARs를 측정한 결과 Fig. 1-D에서와 같이

열수와 에탄올 추출물 모두 50-200 μg/mL의 농도구간에서 70%

이상의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각각 73.27-96.36, 71.80-

96.55%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Positive

control인 BHT와 비교하였을 때 같은 농도 구간에서 20.06-

80.84%로 산양삼 지상부 추출물의 항산화능이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an 등(2013)의 실험에서는 산양삼 지

하부 열수 추출물의 TBARs 값은 5000 μg/mL의 농도에서

31.9-49.4%로, 본 실험에서는 200 μg/mL에서 활성이 96.36%를

나타내었으므로 산양삼 지상부의 항산화능이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항산화 효과를 보기 위해 실시한 4가지 실험의 결

과를 통하여 산양삼 지상부 추출물은 수용성 물질보다 지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능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산양삼 지상부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

Melanin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생성되는데,

그 종류는 eumelanin, phenomelanin, allomelanin이 있다. 이

중에서 eumelanin과 phenomelanin이 피부 색에 영향을 미친다

(Kazumasa와 Shosuke 2002). L-Tyrosine이 tyrosinase에 의해

L-3,4-dihydroxy phenylalanine (DOPA)이 되고, 이어서 DOPA

는 hydroxylation의 과정을 통해 L-dopaquinone과 dopachrome

으로 전환되어 최종적으로 피부 흑화의 원인이 되는 melanin을

형성한다. 여기서 tyrosinase는 melanin 합성 속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melanin 합성을 저해시키기 위해서는 tyrosinase 활성을

억제해야 한다(Shosuke 2003). 이러한 이유로 tyrosinase 저해활

성은 미백성분의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

다. 본 실험에서 산양삼 지상부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2에서와 같이 열수 추출물은 50-200 μg/mL

의 농도구간에서 저해율은 4.90-10.97%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고,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에는 50-100

μg/mL의 농도구간에서 저해율이 43.64-44.46%로 서로 유사하

게 나왔고, 150-200 μg/mL의 농도구간에서는 저해율이 48.42-

52.39%로 첨가 농도가 높아질수록 저해율이 다소 높아지는 양

상을 나타내었다. Hwang 등(2013)의 실험에서는 10,000 μg/mL

농도의 인삼 지상부 에탄올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이

18%를 나타내었다고 보고되는데, 50배 낮은 농도인 200 μg/mL

에서의 산양삼 지상부의 에탄올 추출물은 52.39%를 나타낸 것

을 미루어 보아 인삼보다 산양삼 지상부의 에탄올 추출물이

tyrosinase 저해활성이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산양삼 지상부 추출물의 elastase 저해활성

Elastin은 진피 내에서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질

단백질로, collagen과 그물망 구조로 결합된 상태로 존재한다.

Elastase는 elastin과 collagen을 분해하여 그물망 구조를 파괴하

여 피부에 주름을 유발하는 비특이적 가수분해 효소이다

(Kligman 2000). 따라서 elastase 저해활성을 측정하여 피부 주

름개선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산양삼 지상부 추출물의 elast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3에서와 같이 50-200 μg/mL의 농

도구간에서 열수 추출물은 2.4-15.71%, 에탄올 추출물은 20.62-

32.26%로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고, 이러한 결과를 통해 산양삼 지상부 열수 추출물보다 에

탄올 추출물의 elastase 저해활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산

업적으로 이용하는데는 에탄올 추출물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

단되었다.

산양삼 지상부 추출물의 collagenase 저해활성

피부의 섬유아세포의 작용에 의해 합성되어 진피층의 90%를 차

지하고 있는 collagen은 세포외 기질의 주요 구성성분이자 피부

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Chung 2003), collagenase에 의해 분

해된다(Grant와 Alburn 1959). Collagen은 피부의 주름 생성과

관련이 있으며,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주름이 유발될 수 있어

(Kim 등, 2008), collagenase 저해활성을 측정하여 피부 주름개

선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산양삼 지상부 추출물의 collagen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4에서와 같이 열수 추출물은 50-

200μg/mL의 농도구간에서 저해율은 3.52-20.43%로 증가하였고,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동일한 농도구간에서 저해율이 52.37-

Fig. 3 Inhibitory effect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Panax ginseng

C.A. Meyer on elastase. Ethanol extract showed higher tyrosinase

inhibitory effect than water extract.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n=3)

Fig. 2 Inhibitory effect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Panax ginseng

C.A. Meyer on tyrosinase. Ethanol extract showed higher tyrosinase

inhibitory effect than water extract.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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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4%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 μg/

mL의 농도에서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저해율이 각각

20.43, 86.74%인 것을 보아 산양삼 지상부의 에탄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보다 collagenase 저해활성이 더 우수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positive control인 epigallocatechin gallate와

유사한 수준의 효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im 등

(2012)의 실험에 따르면 숙성한 인삼 에탄올 추출물의 collagenase

저해활성은 100 μg에서 49%의 활성을 보였다고 한다. 본 실험

에서는 동일한 농도에서 에탄올 추출물이 62.52%를 나타낸 것

으로 보아, 산양삼 에탄올 추출물의 collagenase 저해활성이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산양삼 지상부의 에탄올 추

출물은 피부의 주름을 개선시키는 미용 식품의 원료로서 사용

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산양삼 지상부의 에탄올 추출

물은 수용성보다 지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 효과가 우수하여

oil 성분을 위주로 하는 화장품 제형에 더욱 잘 어울릴 수 있는

소재로 판단되며, 미백 효과와 주름개선 효과도 우수하여 미용

식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의 소재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

되었다.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산양삼 지상부(줄기, 잎)의 동결건조물 함량을 달

리하여 열수 추출물과 70% 에탄올 추출물을 제조하고, 항산화,

피부 미백 및 주름 개선 활성을 측정하여 미용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산양삼 지상부

열수, 에탄올 추출물은 200 μg/mL 농도에서 DPPH radical 저

해율은 각각 16.69, 2.18%를 나타내었고, ABTS radical 저해율

은 각각 4.04, 3.25%를 나타내었다. 200 μg/mL 농도에서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의 PF가 각각 1.06, 1.09 PF를 나타내었고,

TBARs는 모두 96% 정도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PF와 TBARs

가 DPPH와 ABTS 보다 우수한 활성을 나타낸 것을 통하여 산

양삼 지상부 추출물은 지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능이 더 뛰어

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의 elastase와

collagenase 저해율은 200 μg/mL 농도에서 각각 15.71, 32.26%

그리고 20.43, 86.74%를 나타내었다. Tyrosinase 저해율은 2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10.97, 52.39%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산양삼 지상부 추출물의 주름 개선 효과가 특히나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피부의 주름을 개선시키는 새로

운 미용 식품의 원료로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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