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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화류 추출물의 항산화 및 멜라닌 생성 억제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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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earch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antimicrobial effect, anti-oxidative effect and tyrosinase
inhibitory effect of MeOH 80% extract and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n-butanol and
water fractions from the extract of six kinds of compositae plants, which are naturally grown across
the nation. In the antimicrobial effect, the extract and chloroform fraction of Arctium lappa and hex-
ane/ethyl acetate fractions of Taraxacum platycarpum exhibited significant inhibition. In case of anti-
oxidant effect, the extract of Artemisia capillaries showed the highest effect and ethyl acetate/butanol
fractions of all plants showed about 90%, which fractions were more polar than the fractions that
showed antimicrobial effect. In case of tyrosinase activity, only the MeOH 80% of Arctium lappa
among the extracts showed a potent inhibition, and butanol fraction of Chrysanthemum indicum, as
well as ethyl acetate/water fractions of Artemisia capillaries showed 48, 38, and 37% respectively,
which were higher than control group (arbutin). These active fractions in tyrosinase inhibition also
were higher polarity than those that showed antimicrobial effect. In MeOH 80% extracts, only Arc-
tium lappa was found to have antimicrobial, anti-oxidant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however
there was no fraction to show effects commonly in the three assa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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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의 경우 약 900여 종의 이용가능한 약용식물이 분

포하고 있으며, 특히 약용식물로부터 활성물질을 찾는 탐구가

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에 의한 천연물 신약

연구 개발 촉진법 시행령이 공포(대통령령 제 16952호, 2000)

되면서 천연물로부터 활성 신물질 탐색연구는 더욱 활발히 진

행되고 있다. 따라서 천연물을 생약으로 직접 이용하는 것보다

이들이 함유하고 있는 활성화합물을 탐색하여 신물질로서 개발

이용한다면 천연물의 이용가치는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다.

현재 식품을 비롯한 화장품 첨가물에서 화학적으로 제조된

합성보존료의 안전성 문제와 이들 식품과 화장품을 계속 접함

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인공 방부제의

첨가를 최소화하고 천연물 추출에서 얻는 천연방부제의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1)
 그리고, 인간의 노화억제라는 관점에

서 연구되어오던 항산화제 또한 합성 항산화제로부터의 변이원

성 및 독성이 지적되어 합성항산화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천연 항산화제를 얻고자 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2) 인간의 노화중 피부노화를 살펴보면 우리 인체의 외각에

자리한 피부는 자외선에 의해 광노화가 진행된다. 피부가 자외

선을 받으면 멜라닌 색소가 피부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멜

라노사이트라는 세포에서 효소 및 비효소적 산화반응에 의해

tyrosinase로부터 생성되며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각질세포로 전

이된다. 멜라노사이트는 표피세포 케라티노사이트 등과 서로 밀

접한 세포간 정보망을 구성하고 있다. 멜라닌 합성은 아미노산

의 하나인 tyrosine을 기질로서 tyrosinase에 의해 DOPA와

DOPA-quinone으로 대사된다. 이렇게 생성된 멜라닌은 일차적

으로 피부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와 프리라디칼(free radical)을

제거해 주고, 자외선을 흡수 차단시켜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지

만, 멜라닌 자체가 활성 산소를 발생시키기도 하며 피부노화 진

행을 가속화시킨다.3) 피부 광노화를 억제하기 위해 미백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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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로서 고시원료들과 기타 기능성인증원료들이 사용되고 있

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천연물과 그밖의 원료에 대한 수입 의

존도가 높다고 보고하였다.4)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얻을 수 있

는 원료를 대량생산화하기 위한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국화과의 경우 국내전역에서 서식하며

식용 가능한 특산 약용 식물로서 대량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

과 한방에서는 해열, 해독, 진통, 두통, 이뇨, 전염성감염, 담장

염, 항진균작용, 항산화작용, 항염증 작용, 진정작용의 약리작용

에 의해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5) 국화과에 관한 연구로는

감국(Chrysanthemun indicum)의 경우 항염증과 면역조절,6) 화

장품성분 으로서의 자외선 차단효과7) 등이 보고되었다. 구절초

(Chrysanthemum zawadskii)의 경우는 꽃의 항균성 물질,8) 구절

초로부터 분리된 acacetin물질의 전립선암에 관한 연구,9) 포공

영(Taraxaci platycarpum)에 관한 연구로는 항위염작용,10) 항염

과 진통작용, 체내지질대사 개선효과 연구,11) 항암작용 등이 보

고12) 되었으며, 대계근(Cirsium japonicum)에 관한 연구로는 항

암활성 효과 등13) 이 있다. 인진호(Artemisia capillaris)추출물은

식중독 세균들에 대한 생육억제 효과,14) 우방자(rctium lappa)는

혈관 이완효과 및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15) 아토피피부염에 미

치는 영향 등16)이 있다. 이와 같은 보고들은 국화류 몇 종에 대

한 연구이나, 대부분 수층과 에탄올 분획에 대한 실험에 국한

되어 있다. 따라서 민간이나 한방에서 잘 알려지고 국내 전역

에서 서식하여 재료구하기가 용이한 국화류에 대하여 생리활성

탐색을 통한 국화류의 이용가치를 규명하고자 국화류 6종에 대

한 항미생물, 항산화 그리고 tyrosinase 저해활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추출재료. 연구에 사용된 실험재료는 국화과에 속하는 식물

소재 국화과(Compositae plants) 6종으로서, 감국(Chrysanthemum

indicum)의 꽃, 구절초(Chrysanthemum zawadskii)의 전초, 포공

영(Taraxacum platycarpum)의 전초, 대계근(Cirsium japonicum)

의 전초, 인진호(Artemisia capillaris)의 지상부, 우방자(Arctium

lappa)의 성숙한 씨로서 예로부터 민간이나 한방에서 사용하는

부위를 사용하였으며, 식물의 명칭은 판매되는 생약명칭을 따

랐으며, 원산지 증명 및 검사를 필한 것들만 판매상으로부터 구

입하여 사용하였다.

시료의 추출 및 분획. 시료의 추출 및 분획은 Fig. 1에서와

같이 건조된 국화류 식물 100 g을 달아 잘게 부순 후 여기에

메탄올:물 혼합액(8:2)을 800 ml을 가하여 65oC에서 가온하면

서 24시간 동안 1차 추출후 다시 같은 방법으로 24시간 동안

2차 추출하여 감압 농축한 후 극성이 다른 용매 즉, 헥산, 클

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및 물로 추출하여 각각의 획

분으로 분획하였다. 총 추출액 80% MeOH 추출물 및 용매 추

출 분획은 진공감압 농축기로 용매를 제거한 후 고형물의 무게

를 측정하여, 이들 고형물에 메탄올을 가하여 고형물로서 10

mg/ml이 되도록 하여 이후의 모든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용균주 및 배양. Gram 음성과 양성세균인 Staphylococcus

aureus(ATCC6538)와 Escherichia coli(ATCC8739), Pseudomonas

aeruginosa(ATCC9027)를 사용하였고, 효모로는 Candida albicans

(ATCC10231), 사상형 균주는 Aspergillus niger(ATCC8642),

Aspergillus fumigatus(Af237)를 사용하였다. 모든 미생물은 30oC

에서 배양하였으며 진균의 경우에는 Potate dextrose agar 혹은

Potate dextrose broth에 접종하여 배양하였으며 세균의 경우에

는 Tryptic soy agar에서 배양하였다. 항진균 실험은 각 균주의

단일 콜로니를 새로운 배지에 접종하여 3일간 키운 후 얻어진

포자를 이용하여 Potate dextrose agar배지에 도말하고 멸균된

10 mm filter paper disc를 편팡배지에 올려놓은 다음 paper

disc에 각각 분획별 추출물 50 µl(500 µg)를 흡수시켜 배지에 올

려놓고 30oC에서 3일간 배양한 후 paper disc 주변의 성장억제

환의 유무와 크기를 관찰하였다.17)

DPPH에 의한 free radical 소거능 실험. DPPH free radical

소거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시험 Hatano 등18)의 방법에 의해

DPPH 200 µM농도의 에탄올 용액 1 ml에 메탄올에 녹인 시료

(추출분획, 고형성분농도로서 10 mg/ml) 0.5 ml을 가하고 24oC

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517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소거

된 DPPH의 농도를 정량하였다. 자유라디칼 소거활성

(scavenging activity)는 다음 식에 의해 산출하였다. 양성대조용

시료로서는 동일 농도로 제조한 비타민 C를 사용하였다.

Scavenging(%)은 [1−(B−C)/A]×100(%)로서 A는 시료를 첨가하

지 않은 채 반응한 후의 흡광도이고, B는 시료 첨가하여 반응

한 후의 흡광도, C는 DPPH 대신 증류수로 대체하여 측정하였다.

DOPA oxidation inhibition assay. DOPA oxidation inhibition

assay에 의한 미백 활성 실험으로 시료를 에탄올이나 적당한 용

매에 녹이고 0.1 M 인산염완충액(pH 7.0) 등 완충액으로 희석

하여 DOPA 산화반응에 대한 활성을 억제하기 위한 적당한 농

도범위로 희석한 것을 시료액으로 하였다. 시험관에 0.1 M 인

산염완충액(pH 7.0) 850 µl와 시료액 50 µl 그리고 mushroom

tyrosinase(1,500~2,000 U/ml) 액 50 µl를 순서대로 넣고 37oC에

서 6분 동안 반응시켰다. 이 용액에 0.06 µM L-DOPA(L-3,4-

dihydroxy phenylalanine)액 50 µl를 넣은 다음 37oC에서 1분

동안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75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공 시료액으로 시료액 대신 0.1 M 인산염

완충액(pH 7.0)을 사용하였으며, 양성대조용 시료로서는 기존에

이미 미백활성제로 시판중인 알부틴을 동일농도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DOPA산화활성 저해율은 100−각 시료액의 반응 흡광도

/공 시료액의 반응 흡광도×100(%)로 산출하였다.19)

결과 및 고찰

활성물질 추출. Fig. 1의 경우 천연물로부터 추출 분리하기

위한 방법을 나타내었다. 분리시 성분의 극성도에 맞추어 추출

용매 및 분리용매를 선택하며 일반적으로 유기용매의 극성도에

따라 추출성분이 상이하다.20) Woo의 보고21) 따르면, 알코올층

에는 사포닌, 당, 배당체, 유기산성분이, 클로로포름층에는 탄성

검, 테르펜류가, 에틸아세테이트층에는 알칼로이드, 배당체, 수

지, 식물색소 성분이, 물층에서는 탄닌, 배당체, 당, 점액, 단백

질, 염류 등의 성분이 통상적으로 추출 및 분리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화류 식물의 유효성분 추출 및 분리를 위한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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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기용매의 극성도에 따른 Lee 등22)과 Kim 등23)의 방법

으로 국화류식물의 생리활성물질의 정제방법에 있어서 유효하

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국화류 6종 식물의 MeOH 80%

추출물 및 유기용매분획물 즉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

트, 부탄올 및 물로 분획하여 각종 활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항미생물 활성. 항미생물 활성에 사용된 균주는 피부상재균

으로서 공기, 토양 등의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원인균

인 Staphylococcus aureus와 Pseudomonas aeruginosa, 병원성

대장균인 Escherichia coli, 피부질환을 야기하는 Candida

albicans, 사람의 진균증을 나타내는 기회감염균인 Aspergillus

fumigatus, 화장품의 주요 오염원 중의 하나인 Aspergillus niger

을 사용하였다.17)

Table 1은 국화류 6종의 MeOH 80% 추출물 및 유기용매분

획의 항균실험의 결과를 표로 작성한 것으로 감국 MeOH 80%

추출물 및 유기용매분획 항균실험의 경우 P. aeruginosa와 E.

coli에 대해서는 MeOH 80% 추출물과 용매분획에서는 클로로

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분획의 항균력이 나타났고, C.

albicans에 대해서는 용매분획 중 헥산분획만이 항균력을 나타

내었다. Lee24)는 감국의 잎, 꽃 ethanol 추출물의 항균력 검색

결과 항균성 검색에 사용된 대부분의 세균에서 항균활성이 나

타났는데 그람양성보다 그람음성에서 더 감수성을 보인다는 보

고하였다. Aridoan BC 등25)은 감국이 E. coli에 대해서 항균력

이 있다고 보고하여 이들은 본 실험결과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

었다.

구절초 MeOH 80% 추출물 및 유기용매분획 항균실험의 경

우 S. aureus에 대해서는 MeOH 80% 추출물과 용매분획에서

는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분획이 항균력을

보였고, E. coli에 대해서는 용매분획 중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만이 활성을 보였다. P. aeruginosa에 대해서는 용매분획 중 헥

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분획이 항균력을 보였

으며, C. albicans에 대해서는 전 용매분획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및 물분획에서 항균력을 나타내었다.

Lee26)에 의하면 비듬균인 Malassezai furfur에 구절초 물추출물

의 항균활성을 보고하였고, Nam 등10)은 구절초 꽃의 클로로포

름 분획이 S. aureus에 대해 항균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여, 이

들은 본 실험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포공영 MeOH 80% 추출물 및 유기용매분획 항균실험의 경

우 P. aeruginosa에는 용매분획 중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분

획이 항균력을 보였으며, C. albicans에 대해서는 MeOH 80%

추출물과 용매분획 중 헥산, 에틸아세테이트, 물분획이 항균력

을 보였다. 그리고 S. aureus와 E. coli에 대해서 MeOH 80%

추출물과 용매분획 중에서는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분획에서 항균력을 보였고, A. niger에 대해서는 용매분

획 중 헥산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만이 약한 항균력을 나타내

었다. Yu27)와 Lee 등28)은 포고영의 각 용매추출물이 높은 항균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도 포공영추출물이

MeOH 80% 추출물 및 분획물에 고른 항균력을 가지고 있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대계근 MeOH 80% 추출물 및 유기용매분획 항균실험의 경

우 P. aeruginosa에 대해서는 용매분획 중 헥산, 클로로포름, 에

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분획이, C. albicans에 대해서는MeOH

80% 추출물과 용매분획 중 헥산, 클로로포름, 물분획이 항균력

Fig. 1. The procedure for the solvent fractionation of methanol 80% extract from compositae plants using n-hexane, chloroform, ethylacetate

and n-but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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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MeOH 80% 추출물과 헥산, 클로로포

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물 분획에서 S. aureus에 대해서

항균력을 보였으며, E. coli에 대해서는 MeOH 80% 추출물과

용매분획 중 에틸아세테이트, 물분획이 항균력을 나타내었다.

또한 부탄올 분획만이 A. niger에 항균력을 보였다. Kim 등이

보고29)에 의하면 큰 엉겅퀴(대계근)의 메탄올 추출물이 높은 활

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 본 실험에서는 MeOH 80% 추출

물 외에도 헥산과 클로로포름분획을 중심으로 S. aureus, P.

aeruginosa, C. albicans에 대해서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내었다.

인진호 MeOH 80% 추출물 및 유기용매분획 항균실험의 경

우 P. aeruginosa와 E. coli에 대해서 MeOH 80% 추출물과

유기용매 분획 중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분

획이 항균력을 나타내었고, C. albicans에 대해서는 MeOH

80% 추출물과 용매분획 중 헥산, 클로로포름 분획이 항균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A. fumigatus에 대해 국화류 6종의 분획 중

유일하게 인진호의 클로로포름 분획이 항균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Lee 등30)과 Cho 등31)은 인진쑥, 사자발쑥의 정유성

분이 치아우식증(dental caries)의 원인균인 Streptococcus

mutans와 Streptococcus sanguis에 대해 정유성분이 항균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는 용매추출물과 정유성분 모두 항

균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국화류 식물중 항균

력이 우수한 식물로 생각되었다.

우방자 MeOH 80% 추출물 및 유기용매분획 항균실험의 경

우 MeOH 80% 추출물과 용매분획 중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

아세테이트, 부탄올분획이 S. aureus에 대해서 항균력을 보였고,

E. coli와 P. aeruginosa에 대해서는 MeOH 80% 추출물과 용

매분획 중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분획에서 항균력을

나타내었다. C. albicans에 대해서는 MeOH 80% 추출물과 용

Table 1. Antimicrobial effect of each compositae plants extracts on various microbial strains

Sample/Fraction strain
Clear zone on plate 

Methanol 80% Hexane Fr. Chloroform Fr. Ethylacetate Fr. Butanol Fr. Water Fr.

Chrysanthemum indicum

S. aureus - - - - - -

E. coli + - + + ++ -

P. aeruginose ++ - + ++ ++ -

C. albicans - + - - - -

A. niger - - - - - -

A. funmigatus - - - - - -

Chrysanthemum zawadskii 

S. aureus + + + + ++ -

E. coli - - - ++ - -

P. aeruginose - + ++ ++ ++ -

C. albicans - + ++ + ++ ++

A. niger - - - - - -

A. funmigatus - - - - - -

Taraxacum platycarpum 

S. aureus + + ++ ++ ++ -

E. coli ++ + ++ ++ ++ -

P. aeruginose - ++ - ++ + -

C. albicans + + - ++ - +

A. niger - + - + - -

A. funmigatus - - - - - -

Cirsium japonicum

S. aureus + ++ ++ ++ + +

E. coli + - - + - +

P. aeruginose - ++ ++ + + -

C. albicans ++ ++ +++ - - +

A. niger - - - - + -

A. funmigatus - - - - - -

Artemisia capillaris

S. aureus - - - - - -

E. coli ++ ++ ++ ++ + -

P. aeruginose ++ ++ ++ ++ ++ -

C. albicans ++ ++ ++ - - -

A. niger - - - - - -

A. funmigatus - - + - - -

Arctium lappa 

S. aureus + +++ ++ ++ ++ -

E. coli + + ++ ++ - -

P. aeruginose ++ ++ + ++ - -

C. albicans ++ ++ ++ - + -

A. niger - - ++ - - -

A. funmigatus - - - - - -

Symbols: +++, very strong; ++, medium; +, weak; -,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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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분획 중 클로로포름, 부탄올분획이 항균력을 나타내었으며,

A. niger에 대해서는 용매 분획 중 클로로포름 분획만이 항균

력을 보였다. Kim 등32)은 Helicobacter pylori에 대해 우방자

추출물의 항균활성을 보고하였고, Kim 등1)은 Bacillus cereus에

대해 항균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우방자의 본 실험에서

의 MeOH 80% 추출물과 용매분획물에 대한 우수한 항균효과

로 보아 항균성 물질중 수용성인 물질이 있거나, 친수성과 친

유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인진호와 마찬가지로 국화류 식물중 항균력이 우수한 식물로

생각되었다.

이상과 같이 국화류 6종의 항균활성의 결과를 보면, 국화류

6종 중 MeOH 80% 추출물에서는 우방자가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내었고, 용매분획의 경우 포공영의 헥산,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우방자의 헥산, 클로로포름 분획이 E. coli, P.

aeruginosa, C. albicans, A. niger에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내었

다. 따라서 천연항균소재로서는 국화류 6종 중 우방자와 포공

영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었다.

항산화 활성측정. Fig. 2는 국화류 6종의 MeOH 80% 추출

물 및 추출물로부터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물 분획에 대해 DPPH를 이용하여 항산화활성을 측정한 결과

이다. MeOH 80% 추출물에서는 인진호가 93%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포공영, 구절초, 우방자가 비교대조시료

인 비타민 C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용매별 분획에서는

감국, 구절초 및 포공영의 경우 부탄올 분획이 가장 높은 활성

을 나타내었고, 대계근, 인진호 및 우방자의 경우 에틸아세테이

트 분획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대조시료인 비타민 C

는 76% 정도의 활성을 보였는데, 이에 반하여 국화과에 속하

는 6종 모두 용매분획 중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분획에서

90% 이상의 항산화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반면, 헥산 분획에서

는 6종 모두 50%에 미치지 못하는 활성을 나타내었다.

식물추출물 및 용매분획의 항산화효과에 대해서는 해당화추

출물,22) 신나무추출물,23) 톱풀추출물27) 등이 보고되었는데, 해당

화 추출물22)의 경우 각 용매별 항산화 측정결과 에틸아세테이

트 분획과 부탄올분획에서 우수한 항산화효과를 나타낸 반면

헥산이나 15% 메탄올추출물에 대한 항산화 효과는 낮은 것으

로 보고되었다. 신나무추출물23)의 경우도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에서 우수한 항산화효과를 확인하였고, 이 분획을 이용한 단일

물질의 분리를 시도한 바 있다. 톱풀추출물27)의 경우 에틸아세

Fig. 2.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ies of Compositae plants. Alphabets: a, Chrysanthemum indicum; b, Chrysanthemum zawadskii; c,
Taraxacum platycarpum; d, Cirsium japonicum; e, Artemisia capillaris; f, Arctium la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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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트 분획의 우수한 항산화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단일물질을

분리하였으며, flavonoid 등의 항산화물질임을 확인하였다. Woo

의 보고21)에 의하면 항산화 효과를 가진 대표적 물질인

flavonoid 등은 Fig. 1에서 수층을 에틸아세테이트 또는 부탄올

분획으로 추출하면 극성이 큰 flavonoid 등이 이들 용매로 이

행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에칠아세테이트, 부탄올 분획에서 비타민 C보다 높은

활성을 보인 것은 감국 및 구절초 등 국화류의 전초나 지상부

등에 함유된 flavonoid 성분 등이 극성용매에 상당부분 추출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항산화력을 가지는 국화과 6종의 성

분들은 체내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물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능성식품과 기능성화장품을 위한 천연물로 개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천연물에서 얻는 것이므로 보다 안정성을 갖

는 천연항산제의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Tyrosinase 저해활성. Fig. 3은 국화류 6종의 MeOH 80%

추출물 및 추출물로부터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트, 부

탄올, 물 분획에 대해 DOPA oxidase 활성저해에 의한

tyrosinase 저해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알부틴이 약 37% 정도의 억제활성을 나타낸 반면, MeOH

80% 추출물에서 국화류 6종중 우방자만이 40.2%로 알부틴보

다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용매별 분획에서는 감국과 구

절초의 부탄올 분획에서 각각 48%와 35%의 활성을 나타내었

으며, 포공영의 경우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에서 20%의 저해활

성을, 대계근의 경우 에칠아세테이트 분획에서 35%, 인진호의

Fig. 3. Effect of fraction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from Compositae plants. Alphabets: a, Chrysanthemum indicum; b, Chrysanthemum
zawadskii; c, Taraxacum platycarpum; d, Cirsium japonicum (n-hexane: data not detected in experimental range); e, Artemisia capillaris; f, Arctium
lap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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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에틸아세테아트와 물 분획에서 각각 39%와 37% 그리고,

우방자의 경우 물 분획에서 35%로 알부틴보다 유사하거나 더

나은 활성을 보였다. Jung 등의 보고34)에 의하면 tyrosinase 저

해활성으로는 국화류 중에는 치커리(Cichorium intybus)가 65%

의 저해율을, 그 외 다른 식물로는 도인 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

이 50% 이상의 tyrosinase 활성저해 효과를 나타내었고, 백강잠

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과 원화 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이 약 20%

의 tyrosinase 활성저해효과를 보였다고 보고3)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Pruidze 등이 보고35)한 바와 같이 각 식물의 잎에서 추

출된 페놀화합물 성분이 효소활성을 저해한다는 결과로 추정된

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국화류의 유효성분 중 극성과 비극성

용매에 걸쳐 추출된 페놀화합물 등이 tyrosinase를 비교적 강하

게 저해하였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러한 각각의 용매별 분획

물은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되어 있으나 알부틴은 순수한 단일

물질이다. 따라서 각 분획물을 단일물질로 분리할 경우 미백활

성효과는 용매별 분획물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하는 국화류 6종을 대상으로

MeOH 80% 추출물 및 추출물로부터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

세테이트, 부탄올 및 물 분획물에 대하여 항미생물, 항산화 및

tyrosinase 저해활성의 효과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항미생물

의 경우, 국화류 6종의 MeOH 80% 추출물에서는 우방자가 항

균력이 우수하였고, 용매분획에서는 포공영의 헥산, 에틸아세테

이트 분획, 우방자의 클로로포름 분획이 우수한 항균력을 나타

낸바 비극성이거나 비극성에 가까운 용매로 추출가능한 물질들

이 높은 항균력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비극성

물질들은 미생물 세포벽 및 세포막에 흡착되어 손상을 입히고

이로 인해 미생물 세포내 성분이 세포외 유출로 촉진되어 균주

의 생육을 억제하는 것36)으로 생각된다.

항산화 활성을 보면 국화류 6종 중 MeOH 80%추출물의 경

우 인진호가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포공영, 구절초,

우방자가 비교대조시료인 비타민 C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

다. 분획용매 중에서는 6종 모두 에틸아세테이트와 부탄올분획

에서 높은 활성을 나타낸 반면 헥산 분획에서는 활성이 매우

낮아 극성도가 약간 있는 물질인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항

미생물 활성을 나타내는 분획들보다는 극성도가 높은 물질인

것을 알 수 있다.

Tyrosinase 저해활성에서는 6종의 MeOH 80% 추출물중에서

우방자만이 알부틴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분획용매에

서는 감국의 부탄올 분획, 인진호의 에틸아세테이트, 물분획이

알부틴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 분획물들은 항미생물,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분획들보다 좀 더 극성도가 높은 용매

에서 추출되는 분획물들로 볼 수 있겠다.

국화류 6종 중 MeOH 80%추출물에서는 우방자만이 항균,

항산화, tyrosinase 저해활성에 고른 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용매

분획중에서는 3가지 모두에 고른 활성을 나타내는 분획은 없

었다. MeOH 80% 추출물중 항산화와 tyrosinase 저해활성을 동

시에 갖는 추출물은 없었으며, 용매분획중에서는 감국의 부탄

올 분획과 인진호의 에틸아세테이트, 물 분획정도가 항산화와

tyrosinase 저해활성을 동시에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밝힌 국화류 6종의 MeOH 80% 추출물 및 용매분획

물의 결과로서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국화류추출물의 우수

하고 경제적이며 다양한 기능성의 천연보존제, 미백제로서의 보

충연구와 개발여하에 따라서 사용가능성이 기대될 것으로 사료

된다.

초 록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생하는 국화류 6종을 대상으로 MeOH

80% 추출물 및 추출물로부터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이

트, 부탄올 및 물분획을 이용한 항미생물, 항산화 및 tyrosinase

저해활성효과를 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항균활성의 경우

MeOH 80% 추출물에서는 우방자와 용매분획 중에서는 포공영

의 헥산,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우방자의 클로로포름 분획을 중

심으로 비극성용매에서 항균력을 나타내었다. 항산화 활성의 경

우 MeOH 80% 추출물에서는 인진호가 93%로 가장 높은 활

성을 나타내었으며, 용매분획에서는 국화류 6종 모두 에틸아세

테이트, 부탄올 분획에서 약 90%에 가까운 항산화효과를 나타

내었으며, 이들의 용매는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던 용매보다는 극

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yrosinase 저해활성의 경우

MeOH 80% 추출물에서는 우방자만이 40%로 높은 활성을 보

였으며, 용매별 분획에서는 감국의 부탄올 분획에서 48%, 인진

호의 에틸아세테이트, 물분획에서 각각 39%와 37%로, 대조군인

알부틴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들 용매 역시 항균활성

보다는 극성이 높은 용매에서 활성을 나타내었다. 국화류 6종의

MeOH 80% 추출물 중 우방자만이 항균, 항산화, tyrosinase 저

해활성에 고른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용매분획 중에서는 3가지

에 고른 활성을 나타내는 공통적 용매분획은 없었다.

Key words: 국화과, 항미생물, 항산화, tyrosinase 저해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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