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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황기 에탄올 추출물과 황기 생물전환 추출물의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 가능성 여부
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고, 세포실
험을 통해 피부 세포에 대한 독성과 피부 세포 노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항산화 실험 결과, 폴리페
놀, 플라보노이드 효과에서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고, 생물전환 
추출물에 비해 에탄올 추출물에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황기 추출물과 생물전환된 황기추출물이 HDF 
세포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MMP1 발현 억제 효과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황기 추
출물과 황기 생물전환 추출물의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사용 시 항산화와 피부 노화 예방 관점에서의 기능
성 화장품 소재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항산화, 항노화, MMP1, 황기, 생물전환

  Abstract : This study wa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of Astragalus membranaceus ethanol 
extract(AM) and Astragalus membranaceus bioconversion extract(AMB) as functional cosmetic 
materials. To confirm the antioxidant effect,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were measured, and a 
study was conducted on skin cell toxicity and skin cell aging through cell experiments. As a result of 
the antioxidant experiment, the content of polyphenols and flavonoids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in the effects of polyphenols and flavonoid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ethanol extracts were higher than the bioconversion extracts. It was confirmed that the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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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MB increased the MMP1 expression inhibitory effect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in 
HDF cells. Therefore, this study is considered to be very useful as a functional cosmetic material in 
terms of antioxidant and skin aging prevention when using AM and AMB as functional cosmetic 
materials.

Keywords : Anti-oxident effects, Anti-aging effects, MMP1, Astragalus membranaceus, Bioconversion

1. 서 론
  
  황기(黃芪, Astragalus membranaceus)는 콩과
(Leguminos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식물인 
Astragalus membranaceus Bunge와 기타 다른 
Astragalus 속 식물의 주피를 벗긴 뿌리를 건조한 
것으로, 주로 한국, 일본, 중국 북동부, 시베리아 
동부 등에 다량 분표하여 왔고, 국내에서는 경상
북도의 고산, 강원도와 같은 중북부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1-2]. 황기는 한방에서는 성질이 
따뜻한 약재로서 신체의 기를 보호하고 혈류를 
개선, 양을 강화시키는 한약재로 잘 알려져 있어, 
강장작용, 혈압강하작용, 이뇨작용, 세포성장작용, 
항바이러스작용, 면역증강작용 등의 목적으로 주
로 사용되고 있다[3-5].
  황기는 여성호르몬의 천연 대체물질로서 잘 알
려져 있는 formentin(isoflavone 배당체)이 식물
성유사호르몬(phytoestrogen) 으로서 존재하며, 
그 밖에 사포닌(saponins), 플라보노이드
(flavonoids), 아미노산(amino acids), 미량광물질 
(trace elements),   다당류(polysaccharides) 등이 
황기에 함유된 주요 생리활성 성분으로서 보고 
되고 있다[6-11]. 이와 같이 황기가 갖고 있는 
다양한 기능성 역할로 인해 한약재로서의 활용 
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식품으로서도 수요가 증가
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약재 수입 및 재배 면적 
또한 증가하고 있다[12]. 
  황기와 관련한 선행 연구로는 황기 추출법에 
따른 성분 연구, 황기의 주성분 연구, 황기 사포
닌 성분에 대한 연구, 황기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 항염 효과에 대한 연구, 항노화 효과에 대
한 연구 등이 보고되고 있다[13-21].
  본 연구에서는 70% ethanol로 추출한 황기 추
출물과 효소 처리를 통하여 배당체를 비배당체로 
생물전환 시킨 황기 추출물을 이용하여 항산화, 
항노화 효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물전환 
전과 후를 비교 분석하여 생리 활성 효능을 알아

보고, 황기의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2.1.1. 에탄올 추출

  본 실험에 사용한 건조된 황기는 제천한방약초
(Korea)에서 구매하여 증류수로 이물질 제거 후 
사용되었으며, 시료 20g에 70% ethanol을 황기 
시료의 20배 양으로 가한 후 실온에서 100rpm 
인큐베이터(Jeio Tech, Korea) 안에서 72 h방치 
후 추출하였다. 얻어진 추출물은 원심분리기를 통
해 상층액과 침전물을 분리하였고, 추출용매인 
70% ethanol을 감압 농축기(EYELA, Japan)를 
통해 제거하고, 3일 동안 동결건조기
(ILSHINBIOBASE, Korea)에서 건조하여 황기 
에탄올 추출물(Astragalus membranaceus ethanol 
extracts, AM)을 제조하였다. 

  2.1.2. 생물전환
  70% ethanol로 추출한 AM에 hemi-cellulase, 
exoglucanase, β-glucosidase, endoglucanase의 
기능을 가진 복합효소인 AccelleraseⓇ 1500 
(DuPont, USA)을 처리하여 150 rpm으로 40℃
에서 24시간 동안 가수분해 후, 100℃의 끓는 물
에서 2분 동안 반응시켜 효소 반응을 정지시킨 
후 냉각하여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를 통해 얻
어진 상등액에서 ethanol을 제거하여 황기 생물
전환 추출물(Astragalus membranaceus 
bioconversion extracts, AMB)을 제조하였다.

  2.1.3. 세포주 및 세포배양
  본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는 인간 진피섬유아세
포인 HDF(Human dermal fibroblast)를 한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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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주은행(KCLB)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
으며, 배양을 위해 high glucose DMEM (high 
glucose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Sigma-Aldrich, USA) 배지에 1% penicillin/ 
streptomycin (100 IU/mL, 50 μg/mL; Sigma- 
Aldrich)과 10% FBS (fetal bovine serum; 
Sigma-Aldrich)를 첨가하여 상대습도가 100%인 
5%의 CO2 습윤 배양기(Sanyo Electric Co, 
Japan)에서 37℃의 온도를 유지하며 배양하였다

2.2.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AM과 AMB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Folin-Denis(1912) 방법을 이용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을 정량하였다. 시료를 0, 0.05, 0.1, 
0.25 µg/mL가 되도록 농도별로 희석하여 시료액
을 제조한 시료 400 μL과 Folin-Denis reagent 
400 μL을 혼합해 3분간 반응시킨 후, 그 다음 
10% Na2CO3를 400 μL를 혼합하여, 암실에서 
60분간 반응시켰다. 60분 후 새로운 96 well 
plate에 상등액을 200 μL씩 분주하고 
microplate reader로 8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표준물질로서는 caffeic acid를 사용하였
다. 

2.3.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AM과 AMB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oreno(2000) 방법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시
료를 0, 0.05, 0.1, 0.25, 0.5 μg/mL의 농도로 
혼합한 시료액 100 μL와 10% aluminum 
nitrate 20 μL, ethanol 860 μL, 1 M 
potassium acetate 20 μ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40분간 반응시킨 후 원심분리기로 부유물을 가라
앉힌 다음 96 well plate에 200 μL의 상등액을 
분주하여 microplate reader로 415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Quercetin(Sigma, 
USA)을 사용하였다. 

2.4. NR assay를 이용한 세포 생존율 측정

  실험에 사용된 AM과 AMB의 세포독성 범위
를 알아보기 위하여 HDF를 사용하여 NR 
(neutral red)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6 
well plate에 3 X 104 cells/well의 농도로 분주하
고, 24시간 동안 CO2 배양기에서 부착시켰다. 세
포 부착 확인 후 시료를 3.12, 6.25, 12.5, 25, 
50 μg/mL의 농도별로 희석하여 CO2 배양기에
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한 세포 배양

액을 NR solution (Sigma, USA)이 1% 포함되어 
있는 무 혈청 배지로 교환해 3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현미경을 통해 NR의 결정화 유무를 확인하
였다. 세포고정액으로는 10% formaldehyde 용액
이 첨가된 PBS(phosphate buffered saline)를 
well에 100 mL로 20분 동안 처리해 고정하였다. 
NR desorb solution (1% glacial acetic acid, 
49% ethanol, 50% distilled water)을 well에 
100 mL로 분주하여 세포 내 NR을 추출하고, 그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시료 첨가군의 세포 생존율
은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하였다.

 세포 생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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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MMP-1 발현능 측정

  AM과 AMB가 MMP-1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ELISA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방법으로 MMP-1 함량을 
측정하였다. HDF 세포를 96 well plate에 well당 
3×104 cell/well 농도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37℃ CO2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배양 후 well 
plate의 상층액 제거 후 시료를 각각 6.25, 12.5, 
25 mg/mL 농도별로 처리하고 UVB를 100 
mJ/cm2로 20분 동안 조사한 후 24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배양 상층액 100 mL를 새로운 96 
well plate에 옮긴 후, ELISA 방법을 통해 생성
된 타입 Ⅰ 콜라게나제의 양을 정량하여 
microplate reader로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MMP-1 발현 저해능(%) =

시료첨가군의 O.D. at 405 nm ☓ 100 
시료무첨가군의 O.D. at 405 nm

2.6.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의 모든 결과는 평균±표준편차 
(Mean±SD)로 표기 하였고, 통계 처리는 SPSS 
Window Version 17.0 (SPSS Inc., Illinois, USA)
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각 군 간의 유의성 검증
은 Student’s t-test를 실시하였으며,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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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였다. 모든 실험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3
회 이상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다수의 하이드록실기(-OH)를 함유한 폴리페놀 
화합물은 단백질 및 여러 화합물과 쉽게 결합하
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22-24], 항암, 항염, 항산
화, 항알러지, 시력증진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었으며[25], 폴리페놀의 총 함량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생리 활성 등이 증가한다고 연구되었다
[26-27]. AM과 AMB를 0, 0.05, 0.1, 0.25 μ
g/mL의 농도에서 두 가지 모두 농도가 증가할수
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였고, 전반적으로 AM
이 AMB보다 높은 수치의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
냈다(Fig. 1). 이는 생물전환 과정을 통해 효소에 
의해 당이 분해되면서 항산화에 미치는 성분들이 
일부 분해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 of AM/AMB 
extracts.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hree measurements. 

  AM : Astragalusm membranaceus extract, 
  AMB: Astragalusm membranaceus   

bioconversion extract. 

3.2.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플라보노이드(flavonoids)는 폴리페놀에 속하는 
성분으로 플라본(flavone)을 기본골격으로 갖는 
노란색 또는 담황색 계통의 식물색소를 나타내는 

페놀계 화합물을 총칭하며, 생체 내 산화작용과 
자외선에 대한 거름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29]. 실험 결과 Fig. 2와 같이 두 추출물 
AM과 AMB 모두 농도가 증가할수록 플라보노이
드 함량이 증가했고, AM은 AMB보다 전반적으
로 플라보노이드의 함량이 두 배 가량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생물전환 시 사용된 
효소의 분해작용에 의해 배당체가 비배당체로 전
환되고, 이와 함께 항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들이 일부 분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된다. 

Fig. 2. Total flavonoid contents of AM/AMB 
extracts.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hree measurements. 

  AM : Astragalusm membranaceus extract,    
  AMB: Astragalusm membranaceus 

bioconversion extract. 

3.3. Human dermal fibroblast(HDF) 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 
  Human dermal fibroblast(HDF)에서 AM과 
AMB가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HDF세포에 각 추출물을 6.25, 12.5, 25, 
50 µg/mL농도로 처리해 이틀 동안 배양하여 
NR assay를 통해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실
험 결과 Fig. 3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AM의 
세포 생존율은 96.7%, 91.93%, 84.4%, 35.48%
로 확인되었고, AMB는 94.91%, 93.95%, 
84.06%, 45.05%로 세포 생존율이 나타났다. 두 
가지 추출물 모두 50 µg/mL 농도 이상에서 
HDF 세포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세포 독성
이 확인되어, 추후 실험에서는 25 µg/mL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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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에서만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생물전환을 
통해 배당체가 비배당체로 전환되어 체내 흡수율
이 높아져 세포 독성이 높게 반응한 것으로 사료
된다. 

Fig. 3. Cytotoxicity in HDF cells.

The cytotoxicity of AM and AMB was 
measured in HDF cell, and significant 
cytotoxicity was confirmed in the 
concentration of 50㎍/mL. Values represent 
mean ± standard deviation of three 
measurements. (*p<.05, **p<.01, ***p<.001). 
AM : Astragalusm membranaceus extract, 
AMB: Astragalusm membranaceus 
       bioconversion extract. 

3.4. HDF세포에서의 MMP1 발현 억제능 측정

  피부 노화의 작용은 자외선에 의해 MMP1의 
발현과 활성이 증가하게 되면 항노화 활성의 핵
심 단백질인 콜라겐의 분해가 촉진되어 주름 생
성 및 탄력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30-31]. 본 연
구에서는 HDF 세포에 대한 AM과 AMB의 주름
개선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MMP1의 발현 저해 
효능을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방법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그 결과 AM
은 6.25, 12.5, 25 mg/mL 농도에서 각각 
85.7%, 74.3%, 67.9%로 MMP1의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였고, AMB는 6.25, 12.5, 25 
mg/mL 농도에서 각각 82.1%, 74.3%, 61.6%로 
AM보다 MMP1 발현 억제 효과가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Fig. 4). 본 결과를 통해 AM과 
AMB가 MMP1의 활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하여 
주름 생성과 탄력 감소와 같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Fig. 4. Inhibitory effects of AM/AMB extracts 
on mmp1 which secreted by induced 
UVB in HDF cells. 

HDF cell was treated with UVB. AM and 
AMB capacity to inhibit mmp1 synthesis was 
measured. 
AM : Astragalusm membranaceus extract, 
AMB: Astragalusm membranaceus 

bioconversion extract.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 
70% ethanol 황기 추출물(AM)과 생물전환 황기 
추출물(AMB)의 생리활성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였다. AM과 AMB의 피부세포에 대한 활성 효과
는 다음과 같다. 항산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총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AM과 AMB 모두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AMB보다 
AM이 항산화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항노
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HDF 세포에 대한 AM
과 AMB가 mmp1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mmp1 발현이 억제
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해 AM과 AMB의 항산화 활성, 주름 
개선과 같은 항노화 효과를 가진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써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생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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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AMB의 다양한 생리활성 증진 및 개발을 통
해 추출물의 효과성과 유용성을 극대화한 생물전
환 화장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 또한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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