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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다양한 식물 추출물들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능력과 자외선 차단 능력을 동시에 
조사하여 추후, 항산화 효과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하고자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33종의 식물 
추출물들의 자외선 차단 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자외선 파장 280~400nm 사이의 흡광도 스펙트럼을 
조사하고, 이로부터 우수한 자외선 차단능력을 갖는 것으로 보이는 식물 추출물로 황금, 홉, 녹차, 감초, 
방풍, 칡, 그라비올라, 밀싹, 상백피, 가시박, 옻, 등 11종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식물추출물의 총 폴리페
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하여 항산화 활성 정도를 살펴보고, 이
로부터 다시 자외선 차단 능력과 항산화 활성이 동시에 우수한 식물 추출물로 황금, 홉, 감초추출물 3종
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황금, 홉, 감초추출물을 1:1:1로 혼합하여 겔 형태의 크림을 제조하고, 이 크림이 
가지는 자외선 차단 효과를 배양된 세포에 자외선을 조사하였을 때 보여주는 세포 손상 방어 효과를 측
정하는 방법으로 결정하였다. 연구 결과, 선정된 식물 추출물의 혼합물은 자외선 흡수 능력에서 상호 보
완적이며, 세포 손상 방어 효과도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하여 다양한 식물 추출
물들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능력과 자외선 차단 능력을 동시에 결정할 경우 항산화 효과가 있는 자외선 
차단제 개발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항산화, 자외선차단, 황금, 홉, 감초 

  Abstract : In this study,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develop a sunscreen with antioxidant 
effects by simultaneously investigating the antioxidant and UV protection capabilities of various 
plant extracts. First, to investigate the UV-blocking ability of 33 kinds of plant extracts, the 
absorbance spectrum between the UV wavelength of 280 to 400 nm was investigated. Arrowroot, 
graviola, wheat sprout, sangbaek skin, thorn meal, lacquer, etc. 11 species were selected. The total 
polyphenol content, total flavonoid content,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he selected 
plant extracts are measured to examine the degree of antioxidant activity, and from this, it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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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extract that has excellent UV protection and antioxidant activity at the same time. The 
species was selected. A gel-shaped cream is prepared by mixing the selected gold, hops, and 
licorice extracts in a ratio of 1:1:1, and the UV protection effect of this cream is measured when 
the cultured cells are irradiated with UV rays. Determined by the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selected mixture of plant extracts complemented each other in terms of 
ultraviolet absorption ability and increased cell damage protection effect. Through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possible to develop a sunscreen with an antioxidant effect if the 
antioxidant and sunscreen capabilities of various plant extracts were determined at the same time.

Keywords : Antioxidant, Sun Protection, Scutellariae Radix, Humulus lupulus, Glycyrrhiza glabra
 

1. 서 론

  피부는 최외각 보호기관으로, 외부의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장벽지능을 수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 요인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
에 손상을 받기 쉽다. 주 손상 인자는 자외선, 미
생물의 번식, 오염물질, 미세먼지 등으로 대표적
인 예로 들 수 있다[1]. 대표적인 손상 인자로 자
외선의 종류로 장파장 UVA(320-400 nm), 중파
장 UVB(290-320 nm),  단파장 UVC(200-209 
nm)로 나누어진다.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는 주
로 UVB가 노화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단백
질분해효소인 matrix metalloproteinase (MMPs)
의 생산을 유도하고[2], 피부 각질 세포 내 DNA 
손상과 조직의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
를 유발하는[3]광노화의 주요 원인이다[4, 5, 6]. 
UVA와 UVB는 일시적, 영구적인 유전자의 손상
과 분화, 성장, 노화 및 결체조직 퇴행과 관계된 
세포질 내에서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킨다[7, 
8]. 
  자외선은 피부병의 광선치료, 비타민 D의 피부 
내 합성, 살균, 광합성 등 이로운 측면이 있는 반
면[9], 일광화상, 색소침착, 피부암 등 각 종 피부
질환과 백내장을 유발하고 면역체계에 영향을 주
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10, 11]. 
자외선에 대한 피부의 노출은 필수불가결한 부분
이며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한 요소로 과도한 자
외선의 노출은 피부에 여러 가지 악영향을 일으
킨다. 자외선차단제는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
호하는 목적으로 자외선을 흡수하거나 피부 표면
에서 자외선을 산란, 반사시켜 물리적, 화학적으
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12, 13, 14]. 자외선차
단제의 효과는 자외선 조사 시 정상 건강인에게 

나타나는 피부 홍반 반응, 즉 자외선차단제 도포
시에 대한 도포하지 않은 시의 최소홍반량의 비
로 산출되는 자외선차단지수로 나타낸다. 자외선
에 의한 광노화 현상은 피부 노화의 주범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피부 노화를 막기 위해서는 
외출 전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해야 하고 이
와 함께 항노화 화장품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것
이 일반적인 방법이다[14, 15]. 
  그러나 자외선 차단제에는 피부에 자극적인 인
공합성 자외선 차단성분이 많이 들어감으로 매일 
사용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16, 17].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로 피부에 비교적 
자극이 적은 식물 추출물로부터 자외선 차단성분
을 개발하고, 또 동시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항
산화 능력을 이용할 수 있다면 효과적인 천연 소
재의 자외선 차단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18]. 지금까지 식물이 가지고 있는 자외선 차단
능력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식물성 오일이나 식물 
추출물에서 분리한 폴리페놀들을 이용한 천연 자
외선차단제 개발이 시도 되었다[19-24]. 그러나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 세포는 많은 양의 활성산
소종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단시간에 다량으로 
만들어진 활성산소들은 세포 내 단백질과 DNA
를 공격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함으로써 세
포 노화를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항노
화 화장품 성분은 자외선 차단 효과와 항산화 효
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바람직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식물 추출물들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능력과 자외선 차단 능력을 
동시에 조사하여 항산화 효과가 있는 자외선 차
단제 개발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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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2.1. 실험 재료 

  2.1.1.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약은 다음과 같다. 세포
실험에 사용된 시약 ascorbic acid,  Folin-Denis 
reagent, caffeic acid, potassium acetate, 
aluminum nitrate, 1,1-diphenyl-2-picryl- 
hydrazyl,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solution) 등 Sigma Chemical (USA)로부터 구입
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외의 기타 시약은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2.1.2. 시료 준비
  본 실험에 사용된 식물은 비교적 항산화력 높
다고 알려진, 황금, 고삼, 홉, 황기, 녹차, 귀리(알
곡, 겨), 감초, 엉겅퀴, 오미자, 도라지, 잣잎, 으
름열매, 노니, 유근피, 뽕나무, 강황, 방풍, 감초, 
쇠비름, 토과근, 칡, 그라비올라, 밀싹, 알로에베
라, 더덕, 상백피, 천년초, 가시박, 쌀겨, 발효옻 
등 모두 33종이다. 이들 중 고삼, 녹차, 귀리알
곡, 토과근, 유근피, 밀싹, 발효옻은 100 g에 
100% 증류수를 이용해 열수 추출을 하였으며 나
머지는 30% 에탄올  5배 무게의 용매를 이용하
여 추출하고 37℃, 100 rpm 인큐베이터 안에서 
72시간 추출하였다. 추출액 분리를 위해 원심분
리한 후 여과지로(whatman No.2) 여과하였으며, 
추출용매인 에탄올 제거를 위해 감압농축기
(EYELA, Japan)를 이용한 농축 진행을 하였다. 
농축 진행 후 48시간 동결건조를 실시하였고 냉
장고에 보관하면서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2.1.3. 세포주 및 세포 배양 
  본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인 HDF(human 
dermal fibroblast)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
(Korean Cell Line Bank,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배양 시에는 High glucose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Hyclone, USA)에 사용하였으며, 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 (FBS; Sigma-Aldrich, USA)
과 1% penicillin (100 IU/mL, GE Healthcare 
Life Sciences, USA), 1% penicillin/streptomycin 
(100 IU/ 50 mg/mL)이 첨가하여 37°C로 유지
되는 5% CO2 습윤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총 Polyphenol 측정
  Polyphenol 함량 측정은 Folin-Denis 방법[25]
을 변형 및 수정하여 비색 정량하였다. 추출물을 
각 농도별로 희석한 후 시료 400 μL와 
Folin-Denis reagent (Sigma-Aldrich, USA) 400 
μL를 혼합하여 3분간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반
응 시킨 후 10% Na2CO3 (Samchun, Korea)를 
400 μL를 혼합하여 암실에서 60분 반응시킨 후 
상등액 200 μL씩 96 well plate에 분주하여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동일한 조건으로 
3회 반복적으로 실험하여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2.2.2. 총 Flavonoid 측정
  Flavonoid  함량 측정은 Moreno방법 수정 및 
변형하여 측정하였다[26]. 추출물을 각 1. 2.5, 5, 
10 mg/mL로 희석한 후 시료 100 μL 와 10% 
aluminum nitrate (Sigma-Aldrich, USA) 20 μ
L, 1M potassium acetate (Sigma-Aldrich, USA) 
20 μL, ethanol (Duksan, Korea) 860 μL를 차
례로 혼합하여 실온에서 40분간 방치 후 원심분
리기로 부유물을 가라앉힌 후 96 well plate에 
200 μL씩 분주하여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동일한 조건으로 3회 반복적으로 실험하
여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2.2.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소거 활성은 blois의 방법[27]을 수정하여 항산력 
측정을 시행하였다. 추출물을 농도별로 희석한 후 
96 well plate에 10 mM DPPH (1,1-diphenyl- 
2-picryl-hydrazyl, Sigma-Aldrich, USA)용액 
180 μL와 시료액 20 μL를 혼합하여 차광 상태
에서 37℃, 30분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동일한 조건으로 3회 반복적
으로 실험하여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2.2.4. 자외선 차단 능력 측정
  추출물들의 자외선 영역의 흡수 스펙트럼을 조
사하고, 자외선 차단기능이 우수한 식물추출물들
을 선별하기 위하여 Synergy HT (BioTek 
Instruments, USA)를 이용하여 280 ~ 40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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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Formula 1 Formula 2 Formula 3

Cetostearyl alcohol 
Stearic acid 
PEG-200
Cetyl alcohol
Methyl paraben
Propyl paraben
Carbopol 940 
Disodium EDTA
Triethanolamine
Benzophenone 3
Plant extracts

5
2
2
1

0.3
0.06
0.5
0.05
0.5
3
-

5
2
2
1

0.3
0.06
0.5
0.05
0.5
-
3

5
2
2
1

0.3
0.06
0.5
0.05
0.5
-
5

Distilled water q.s. to 100

Table 1. Formula for development of photoprotective cream formulation

  2.2.5. 세포 손상 방어 효과 측정
  인간섬유아세포 HDF(Human dermal 
fibroblast)를 35 Φ petri dish에 1.5 x 105 

cell/ml이 되게 분주한 후 24시간 동안 전 배양
하고 혈청이 없는 배지로 세척한. Table 1과 같
은 조성으로 제조된 식물추출물 자외선차단제로 
볼 수 있는 겔타입 크림 0.4 mL를 취하고 어플
리케이터로 석영판위에 0.04 mm의 두께로 도포
한다. 이 석영판 아래에 배양한 HDF를 놓고 자
외선 50 mJ/㎠의 강도로 10분간 조사하여 자외
선차단제의 세포방어 효과를 조사한다. 대조군은 
자외선차단제를 도포하지 않고 위와 동일한 방법
으로 HDF 세포 생존율을 ELISA reader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대조군과 세포생존율
을 비교하였다. 

  2.2.6. 세포 생존율 측정 
 NR assay를 이용하여 HDF(human dermal 
fibroblast) 세포에 대한 추출물의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96 well plate에 well 당 3×104 

cells/well의 농도별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3
7℃, 5% CO2가 공급되는 배양기에서 배양하였
다. 24시간 후 시료를 농도별로 희석하여 각 
well plate에 처리한 후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 배양액을 NR solution (Sigma- 
Aldrich, USA)용액이 1% 포함된 무 혈청배지로 
교환하여, 3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에 10% formaldehyde 용액
을 첨가하여 각 well에 100 μL씩 분주하여 20

분 고정하였다. NR desorb solution (1% glacial 
acetic acid, 49% ethanol, 50% distilled water)
을 각 well에 100 μL로 분주하여 세포 내의 
NR을 추출하고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의 세
포 생존율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세포 생존율(%) =

시료첨가군의 O.D. at 540 nm ☓ 100
시료무첨가군의 O.D. at 540 nm

2.3. 통계처리 

  본 연구의 모든 실험은 동일한 조건하에 독립
적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실험 결과를 얻었으
며,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Mean± 
Standard Deviation)로 표기하였다. 통계 처리는 
SPSS Window Version 17.0 (SPSS Inc., Illinois, 
USA)을 사용하여 통계 분석 처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식물 추출물의 자외선 차단 능력 조사

  총 33종의 식물 추출물들의 자외선 영역의 흡
수 스펙트럼을 조사하여 자외선 차단기능이 우수
한 식물 추출물들을 선별하였다. 이를 위하여 아
래 Fig. 1 에서 볼 수 있듯이 280 ~ 400 nm 파
장에서 자외선 흡광도를 조사하였다. Fig. 1 으로 
부터 자외선 파장 340 nm에서의 자외선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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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 Extracts UV Absorption 
Scutellariae Radix 3.055
Sophorae Radix 0.251
Humulus Lupulus 1.316
Astragalus Membranaceus 0.076
Green Tea 0.688
Avena Sativa 0.152
Glycyrrhiza Glabra 1.6
Portulaca Oleracea 0.38
Sea Cucumber 0.035
Trichosanthes Cucumeroides(DW) 0.083
Ueraria Thunbergiana 0.872
Annona Muricata 1.488
Wheat Sprout 0.937
Aloes 0.013
Codonopsis Lanceolata 0.032
Morus alba Linne 1.151
Trichosanthes Cucumeroides 0.064
Eastern Prickly pear 0.311
Sicyos Angulatus 2.011
Rice Bran 0.177
Fermented Rhus Verniciflua 0.984
Cirsium Japonicum 0.432
Schizandra Chinensis Baillon 0.132
Avena Sativa 0.129
Platycodon Grandiflorum 0.053
Pinus Koraiensis 0.243
Akebia Quinata 0.139
Morinda Citrifolia 0.289
Ulmi Pumila Cortex 0.608
Spirulina 0.530
Ramulus Mori 0.380
Curcuma longa 0.328
Saposhnikovia Divaricata 1.275

Table 2. UV Absorption of various plant extract at 340 nm

를 조사하면 Table 2와 같다. 자외선 파장 340 
nm는 자외선차단제의 broad spectrum UV 
protection을 결정하는 중요한 파장이다. 이와 같
은 결과로 340 nm에서 우수한 자외선 차단능력
을 갖는 식물 추출물은 황금, 홉, 녹차, 감초, 방
풍, 칡, 그라비올라, 밀싹, 상백피, 가시박, 발효 
옻, 등 11종을 선별하였다. 이중에서 자외선 파장 
280 ~ 320 nm의 UVB에 대해 차단력이 우수한 
추출물로는 황금, 칡, 옻이 높은 편이었고, 자외
선 파장 320 ~ 400 nm의 UVA에 대해 차단력

이 우수한 추출물로는 감초, 홉, 가시박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자연친화적 천연물로
써 식물추출물성분을 활용하여 자외선 차단 능력
을 여러 문헌에서 확인하였다[20-22, 28,-30]. 
이 외에도 식물추출물들의 자외선 차단능력에 대
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식물추출물의 능력[31], 자외선 흡수제
로서의 식물추출물성의 안정성과 효과 등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32]. 



6   문지선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 1143 -

(A) (B)

(C) (D)

(E)

Fig. 1. Ultraviolet absorbance was investigated at a wavelength of 280 to 400 nm. Extracts with 
excellent UVB blocking power were identified as Scutellariae Radix, Pueraria thunbergiana, 
and Fermented Rhus verniciflua, and extracts with excellent UVA blocking power were 
identified as Glycyrrhiza glabra, Humulus lupulus, and Sicyos angulatus. SR: Scutellariae 
Radix, HL: Humulus Lupulus, GT: Green Tea, GG: Glycyrrhiza Glabra, SD: 
Saposhnikovia Divaricata, PT: Pueraria Thunbergiana, AM: Annona muricata, WS: Wheat 
Sprout, MAL: Morus alba Linne, SA: Sicyos angulatus, FRV: Fermented Rhus verniciflua, 
SR: Sophorae Radix, AM: Astragalus membranaceus, UPC: Ulmi Pumila Cortex, CJ: 
Cirsium Japonicum, SCB: Schizandra chinensis Baillon, PG: Platycodon Grandiflorum, OS: 
Oryza Sativa, AS: Avena Sativa, MC: Morinda Citrifolia, AQ: Akebia quinata, PK: Pinus 
koraiensis, CL: Curcuma longa, S: Spirulina, A: Aloes, TC: Trichosanthes cucumeroides, 
PO: Portulaca oleracea, SC: Sea cucumber, EPP: Eastern prickly pear, CL: Codonopsis 
lanceolata, RB: Rice bran, RM: Ramulus M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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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식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측정

  위에서 결정한 자외선 차단능력이 우수한 식물 
추출물 11종을 0.5% 농도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
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그리고 DPPH를 이용
한 항산화능력을 측정한 결과는 Fig. 2 와 같다. 
총 폴리페놀의 경우(Fig. 2A), 옻과 홉의 추출물
이 각각 3.5와 3.1(O.D.)로 가장 높은 함량을 포
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총 플라보노이드의 경
우(Fig. 2B)에는 황금 추출물이 2.27(O.D.)로 가
장 높은 함량을 나타났다.  페놀성 화합물은 식
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물의 하나
로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진다. 이들은 
phenolic hydroxyl(OH)기를 가지기 때문에 단백
질 및 기타 거대 분자들과 쉽게 결합하며, 항산
화, 함암 등읜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다[33]. 또 
플라보노이드는 주로  anthocyanidins, flavonols, 
flavones, cathechins 및 flavanones 등으로 구성
되어 있고, 구조에 따라 특정 플라보노이드는 항
산화 및 항균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34].  Fig. 2C는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로, 옻 추출물이 0.01(O.D.)로 가장 
낮은 잔여 DPPH 농도를 나타내어 반대로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PPH는 안정된 free radical을 가지며 수소 공여
를 통해 산화되어 소거되며 잔여 농도가 낮을수
록 수소 공여물질의 항산화 활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35]. 

  3.2.1. 식물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의 상관관계 
측정 

  Fig. 3은 추출물들의 총 폴리페놀 양과 항산화 
활성과의 관계(Fig. 3A), 총 플라보노이드 양과 
항산화 활성과의 관계(Fig. 3B), 340 nm에서의 
흡광도와 항산화 활성과의 관계(Fig. 3C), 그리고 
340nm에서의 흡광도와 총 폴리페놀과의 관계
(Fig. 3D)를 조사한 그림이다. 실험결과, 어느 정
도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는 총 폴리페놀 
양과 항산화 활성과의 관계(Fig. 3A)로 총 폴리페
놀 양이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활성 능력도 증가
함을 알 수 있었다[36-39]. 그러나 항산화능의 
증가가 총 플라보노이드 양의 증가나 340 nm에
서의 흡광도 증가와는 별다른 상관관계를 나타내
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고 재료의 안  
 

전성 면 등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 
로 항산화력이 높고 자외선 차단능력이 동시에 
우수한 식물 추출물로 황금, 홉, 감초추출물을 선
정하였다.

3.3. 선정된 식물 추출물의 자외선 흡수능 측정

  위와 같은 결과로, 선정된 황금, 홉, 감초추출
물을 1:1:1로 혼합하여 다시 280 ~ 400 nm에서 
UV 스펙트럼을 구한 결과는 아래 Fig. 4와 같다. 
340 nm에서 황금, 홉, 감초 추출물의 흡광도는 
각각 3.055, 1.316, 1.6이며(Table 2) 세 가지 혼
합물의 흡광도는 1.76으로 황금의 흡광도에 비해
서는 낮아졌으나 홉이나 감초 추출물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만약 자외선차단
제 제조에 황금 추출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380 ~ 400 nm 구간에서의 흡광도가 급격히 낮
아지게 되고, 또 홉과 감초 추출물을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280 ~ 300 nm 구간에서의 흡광도
가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각각의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세 가지 혼
합물을 사용하게 되면 좀 더 폭넓은 자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이 자외선 차단
제의 조성으로는 더 적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3.4. 자외선 조사에 의한 세포 손상 방어 효과

  자외선 조사에 따른 자외선차단제의 세포 손상 
방어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의 추출물을 포
함하는 겔 형태의 자외선차단제 크림을 제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외선차단제가 세포 생존율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Fig. 5.). UVB 50 mJ/㎠
을 처리한 후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세포를 
자외선 조사로부터 보호하지 않을 경우 세포 생
존율은 44.9%로 감소하였고, 반면에 벤조페논3이 
3% 처방된 크림으로 보호할 경우 세포 생존율은 
74%까지 증가하였다. 세 가지 식물 추출물을 
3%와 5%로 처방된 크림으로 보호할 경우에는 
세포 생존율이 각각 52.7%와 66.4%로 증가하여 
자외선으로부터 세포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
와 같은 결과로부터 항산화력과 자외선차단 능력
을 가진 식물 추출물을 이용할 경우 천연 성분의 
자외선 차단제를 제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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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As a result of measuring antioxidant activity, extracts with excellent antioxidant power were 
identified as Fermented Rhus verniciflua, Humulus Lupulus , Scutellariae Radix, Pueraria 
Thunbergiana extracts. (A) Polyphenol (B) Flavonoid (C)DPPH, WS: Wheat Sprout extract, 
MAL: Morus alba Linne extract, FRV: Fermented Rhus verniciflua extract, AM: Annona 
Muricata extract, GG: Glycyrrhiza Glabra extract, SD: Saposhnikovia Divaricata extract, 
GT: Green Tea extract, PT: Pueraria Thunbergiana extract, SR: Scutellariae Radix extract, 
HL: Humulus Lupulus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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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3. Measurement of correlation of antioxidant activity.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antioxidant capacity increased as the total amount of polyphenol 
increased. (A) Polyphenol vs DPPH, (B) Flavonoid vs DPPH, (C)340 nm Absorpation vs 
DPPH, (D) 340 nm Absorpation vs Polyphenol 

Fig. 4. Result of obtaining a UV spectrum at 220 ~ 400 nm by mixing the selected Scutellariae 
Radix, Fermented Rhus verniciflua and Glycyrrhiza glabra extracts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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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otective effect of Benzophenone and Plant extracts in UVB irradiated Human 
dermal fibroblast. Formula1 : Benzophenone 3%,  Formula2 : Plant extracts 3%, 

Formula2 : Plant extracts 5%

4. 결 론

  본 연구는 다양한 식물 추출물들이 가지고 있
는 항산화 능력과 자외선 차단 능력을 동시에 조
사하여 추후 항산화 효과가 있는 천연 자외선 차
단제 개발을 목표로 하였다. 식물 추출물의 자외
선 차단 능력을 조사하기 위하여 280 ~ 400 nm 
영역의 자외선 흡수 스펙트럼을 조사하였고, 그 
결과 우수한 자외선 차단능력을 갖는 식물 추출
물로 황금, 홉, 녹차, 감초, 방풍, 칡, 그라비올라, 
밀싹, 상백피, 가시박, 옻, 등 11종의 식물 추출
물을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식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그리고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하여 이 추출물
들의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총 폴
리페놀 양이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능력도 증가한
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로부터 폴리
페놀 함량이 높고 340nm에서 흡광도가 높은 황
금, 홉, 감초 추출물을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선
정하였다. 이들 추출물이 3 ~ 5% 포함된 겔 형
태의 자외선차단 크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자외선 조사에 대한 세포 손상 방어 효과를 측정
한 결과, 식물 추출물을 포함하는 자외선차단 크
림은 세포 손상 방어 효과를 증가시켰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다양한 식물 추출물들이 가지고 
있는 항산화 능력과 자외선 차단 능력을 동시에 
측정할 경우 추후 항산화 효과가 있는 천연 자외
선 차단제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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