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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인간의 체취 중 노인의 피부 분비취와 관련된 물질은 aldehyde류가 주를 이루며 그중

2-nonenal이 노인의 불쾌취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이다. 노인피부 분비취는 피부표면을 구

성하고 있는 지질 중 불포화지방산(unsaturated fatty acids)과 과산화지질(lipid

peroxides)의 양이 증가할수록 2-nonenal의 생성량도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피부구성 지

질이 산화되므로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피부의 불포화지방산인

palmitoleic acid가 과산화지질에 의하여 산화되어지는 것을 억제시킬수 있는 식물소재를

선발하고, 이들 추출물이 노인 피부분비취의 생성을 개선할 수 있는지 실험적으로 증명하

기 위하여 수행되어졌으며, 향후 항산화활성이 높은 식물성 소재로부터 활성 화합물을 분

리, 정제하여 노인냄새 개선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Polyphenol은 항산화기능과 피부노화 방지 및 유연성을 증진시키며, 미백기능이 우수하

며,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가능성도 낮아 피부를 개선하기 위한 천연 소재로 알려져 있

다. 대상식물로 구례군에 자생하고 있는 산수유, 옥잠화, 원추리, 박하, 은방울꽃 등 20여

종의 식물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항산화활성 검색은 Blois의 방법을 약간 변

형한 DPPH 라디컬 소거능을 분석하였으며, 총 폴리페놀함량은 Folin-Denis법으로 측정

하였으며, SOD 활성은 Beauchamp and Fridovich(1971)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생체내의 유해한 산소들을 신속히 처리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계 효소인 catalase

활성은 Aebi (1984)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연락처: 이숙영 010-8610-6739, seedbank@chosun.ac.kr

*사사 : 본 연구는 2008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기술개발과제의 지원과 일부는 2012년

지식경제부 지역혁신센터(B0008940) 연구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320 -

결과 및 고찰

20여종의 식물중 산수유, 옥잠화, 원추리, 박하, 은방울꽃을 선발하여,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한 결과, 박하 추출물이 77.15㎍/㎖로 가장 높았으며, 산수유의 경우엔 27.17㎍/㎖, 은

방울꽃은 21.12㎍/㎖, 옥잠화는 11.71㎍/㎖, 원추리는 8.5㎍/㎖ 함유되어 있었다(Table 1.).

5종의 추출물에 대하여 DPPH radical 소거능을 분석한 결과, 산수유 열매과육 추출물

(RC50 : 134.51 ug/ml)이 가장 우수한 활성을 보였으며, 박하 추출물(RC50 : 192.18 ug/ml)

과 은방울꽃 추출물(RC50 : 317.86 ug/ml)도 유의할만한 소거능을 보였다(Table 2.). SOD

활성은 산수유 열매가 우수한 효소활성을 보였다. CAT 활성을 분석한 결과, 산수유 열매

와 옥잠화 잎 추출물이 우수한 활성을 보였다(Table 3.).

Table 1. Polyphenol contents of crude extracts from 5 spp. plants

Plant name(Parts used) Total Polyphenolics(㎍/㎖)

Convallaria keikei (whole plant) 21.12

Cornus officinalis (flesh) 27.17

Hemerocallis aurantica (leaf) 8.5

Hosta lancifolia (whole plant) 11.71

Mentha arvensis (whole plant) 77.15

Table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rude extracts from 5 spp. plants

     Plant name(Scientific name) Part used RC50 (ug/ml)
Mentha arvensis 192.18
Cornus officinalis Flower 600.43

Flesh 134.51
Hosta lancifolia Flower 524.40

Leaf 400.02
Root 450.22

Hemerocallis aurantica Root 942.40
Leaf 478.55

Convallaria keikei   Whole plant 317.86
BHT 101
Vit.C 6.8

Table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rude extracts from 5 spp. plants

Extracts used
CAT

activity(U/mg)

SOD

activity(U/mg)
Cornus officinalis (flesh) 13.9 17.8
Hosta lancifolia (leaf) 14.2 13.2

Hemerocallis aurantica (leaf) 7.8 10.9
Hemerocallis aurantica (flowers) 8.8 12.4

Mentha arvensis (whole plant) 8.9 13.8
Convallaria keikei (whole plant) 9.8 1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