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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henolic compounds of walnut extracts by various solvents were shown to be 24.3 mg/g in hot
water, 34.4 mg/g in ethanol, 32.5 mg/g in methanol and 15.1 mg/g in acetone. In a comparison of
phenolic compounds from hot water and different concentrations of ethanol, which are harmless, 60%
ethanol extract and hot water extract were 34.7 mg/g, 24.6 mg/g. The 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of walnut extracts in hot water and 60% ethanol were 78.1% and 80.6%. According to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for antioxidant activity, hot water and 60% ethanol extract showed high anti-
oxidant activities of 98.1% and 98.3%.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PF) were 1.1±0.2 PF and 1.1±0.4
PF in hot water and 60% ethanol extract. In TBARs inhibitory activity, each extract showed high anti-
oxidant activities at 60% and 75%. Anti-inflammation effects of walnut extract were tested, and in-
hibition of NO was 50% in 100 μg/ml phenolics. Inhibitory activity against iNOS and COX-2 were
shown, through Western blot, to be 10% in 100 μg/ml phenolics. Tyrosine inhibitory activity of 60%
ethanol extract was 43%, and astringent effect of 60% ethanol extract was 55%. These results suggest
that walnut extracts are suitable for functional cosmetics requiring skin-whitening and anti-wrinkl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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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인병 및 만성질환 등에 심각하게 노출되어있는 현대인들

은 과도한 업무와 불규칙적인 식습관으로 인하여 체내에

prooxidant와 antioxidant의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산화적 스

트레스(oxidative stress)에 의해 잠재적인 세포손상 및 병리적

질환에 노출되어있다 할 수 있다[3]. 특히 이러한 산화적 스트

레스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활성산소(reactive oxygen)는 여러

생체물질과 쉽게 반응하고, 체내 고분자들을 공격하여 세포와

조직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거나 돌연변이, 세포독성 및

발암 등을 초래하게 되며[21,22], 향장분야에서는 피부 노화나

여러 가지 피부 트러블을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활성산소를

조절하기 위하여 합성항산화제가 널리 쓰여 왔지만, 웰빙이라

는 문화적 이슈로 인하여 인공 합성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안전성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안전한 천연물로 이를 대처

하고자 천연물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과 기능성 화장품의 개발

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3,16]. 특히 지금까지 피부노화를

억제하는 천연 항산화제의 경우 주로 식물에서 유래된 폴리페

놀성 물질이 보고 되어있는데, flavonoid, tannin, carotenoid

등이 노화억제 및 염증 그리고 각종 암등을 예방하는데 효과

적이라고 알려져 있다[6,19,23,24].

호두(Juglans regia)는 가래나무과 호두나무(Juglans sinensis)

속에 속하는 소교목의 열매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 재배

되고 있는 작물로서 페르시아 호두(Juglans regia)를 비롯하여

10여 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12]. 호두는 지질 및 단백질뿐만

아니라 무기질까지 풍부한 영양원으로 특유의 향미가 있어서

아이스크림, 호두기름 향유, 호두기름 화장품, 그림물감용 등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두뇌작

용은 물론 머리카락을 검게 한다고 하여 한방의 약재로도 사

용되고 있다. 이러한 호두를 이용하여 매우 효력이 있고 안전

하면서 기능성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생리활성 및 화합물 분리 정제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

으나[12] 피부미용에 적용 하기위한 화장품 기능성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자생하는 호두추출물로부

터 항산화, 항염증효과와 미백 및 수렴효과 등의 화장품 생리

활성을 검토하여 기능성 화장품에 적용하기위한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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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추출물의 제조

호두추출물의 제조는 충북 영동지방에서 구매한 호두시료

를 에탄올, 메탄올, 아세톤, 물 등을 추출용매로 하여 100 mesh

로 걸러진 호두과육과 껍질 혼합시료 1 g에 추출용매 100 ml

를 가하여 24시간 동안 진탕 추출하였으며, 추출액은

Whatman No. 1 filter paper로 여과한 후 필요에 따라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E, Japan)에서 농축하여 사용하

였다.

총 phenol성 화합물 정량

총 phenol성 화합물은 Folin-Denis 방법[9]으로 측정하였으

며, 시료 1 ml에 95% ethanol 1 ml와 증류수 5 ml를 첨가하고

1 N Folin-ciocalteu reagent 0.5 ml를 넣어 잘 섞어주고, 5분간

방치한 후, Na2CO3 1 ml를 가한 후, 흡광도 725 nm에서 1시간

이내에 측정하여 gallic acid를 이용한 표준곡선으로부터 양을

환산하였다.

전자공여능 측정

호두추출물의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ies,

EDA)은 Blois의 방법[4]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용액

1.0 ml에 60 μM의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3.0

ml를 넣고 교반한 후, 15분간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능은 다음 식에 의해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

소거능(%)

대조구의 흡광도-반응구의 흡광도
×100

대조구의 흡광도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의 측정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의 측정은 Pellegrin 등

의 방법[18]에 의해 측정하였다. 즉, 7 mM ABTS 5 ml와 140

mM K2S2O8 88 μl의 비율로 섞어 어두운 곳에 14∼16시간 방치

시킨 후, 이를 absolute ethanol과 1:88의 비율로 섞어 734 nm

에서 대조구의 흡광도 값이 0.7±0.002가 되도록 조절한 ABTS

solution을 사용하였다. 시료용액 50 μl와 ABTS solution 1 ml

를 30초 동안 섞은 후 2.5분간 incubation하여 734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여 아래의 식에 의해 저해율을 계산하였다.

ABTS radical 저해율(%)=(1-
반응구의 흡광도

)×100
대조구의 흡광도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PF) 측정

PF는 Andarwulan과 Shetty의 방법[1]으로 측정하였다. 10

mg의 β-carotene을 50 ml의 chloroform에 녹인 용액 1 ml를

evaporator용 수기에 넣고 40℃ water bath에서 chloroform

을 증류시킨 후 20 μl linoleic acid, 184 μl Tween 40과 50 ml

H2O2를 가하여 emulsion을 만들고, 5 ml의 emulsion에 시료

용액 100 μl를 혼합하여 vortex로 잘 섞어준 뒤 50℃에서 30

분간 반응시켜 냉각시킨 다음, 4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PF=
반응구의 흡광도

대조구의 흡광도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측정

TBARS는 Burge와 Aust의 방법[5]에 따라 측정하였다. 1%

linoleic acid와 1% Tween 40으로 emulsion을 만들고 emul-

sion 0.8 ml와 시료 0.2 ml를 섞은 후 50℃ water bath에서

10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반응액 1 ml에 TBA regent 2 ml

를 가하고 15분간 boiling한 다음 10분간 냉각시킨 후 15분간

1,000 rpm (vision, VS-5500N)으로 원심분리하여 실온에서 10

분간 방치 후 상징액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TBARS 값은 흡광도 수치×0.0154로 1 ml 반응혼합물에 대해

서 생성된 1,1,3,3-tetraethoxypropane (TEP)의 μM로 표시하

였다.

저해율(%)=(1-
반응구의 TBARs μM

)×100
대조구의 TBARs μM

Nitric oxide 저해활성 측정

Nitric oxide (NO) 측정은 cell의 supernatant에서의 nitric

oxide (NO)의 량을 nitrite and nitrate로서 측정을 하였다.

Nitrite에 대한 nitrate로 환원된 후의 안전한 형태인 griess re-

agent (Sigma, USA)를 사용하였으며, 6 well plate에 2×106개

의 cell을 confluence가 80%일 때, PBS로 2번 washing한 후에

무혈청 배지를 사용하여 12시간 이상 배양시킨 후에 lip-

opolysacchride (LPS) 10 μg/ml를 control군을 뺀 모든 well에

다 넣어서 자극시켰다. 1시간 후에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실험하였으며, NO 생성량은 시간별로 supernatant를 모아

griess reagent로 10분간 반응시킨 후에 540 nm에서 흡광도로

측정하였다.

저해율(%)=(1-
시료첨가군의 흡광도

)×100
무첨가군의 흡광도

Western blot을 이용한 iNOS 및 COX-2 활성 측정

iNOS protein 활성측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의 suspension을 100π tissue culture dish에

각 well당 2×10
4

cell로 가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cell을

안정화 시켰다. 배지를 제거한 후 아세톤 추출물, 발효 상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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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효 후 아세톤 추출물을 농도별(10 μg/ml, 100 μg/ml)로 처

리한 배지로 24시간 배양한 후 또 다시 배지를 제거하고 PBS

로 2번 세척한 후 Lysis buffer (RIPA buffer 10 ml에 complete

mini 1 tab을 가함) 100 ul로 용해해서 4℃ 12,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징액만을 모아 새 튜브로 옮긴 후

단백질 정량을 하거나 또는 차후 사용하기 위해 -20℃에 보관

하였다.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징액은 Bradford assay로 정량

하여 20 μl의 단백질을 10%의 SDS-PAGE사에서 전기 영동하

여 분리하였다. 분리된 단백질은 semidry transfer cell 기기

(Bio Rad)를 이용하여 PVDF membrane에 옮긴 다음 실온에

서 1시간 blocking buffer (5% skim milk in TBST)에서 in-

cubation 시켰다. 10분 간격으로 TBST로 3회 washing하고

iNOS (BD Biosience 1:1,000), COX-2 (cayman 1:1,000),

GAPDH (Santacruz 1:1,000) 1차 항체를 희석하여 4℃에서

over night한 다음, 다시 10분 간격으로 TBST로 3회 washing

하고 mouse anti-rabbit IgG HRP, bovine anti-goat IgG HRP

(santacruz 1:1,000)의 각각의 2차 항체를 1 : 1,000으로 희석하

여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3회 washing한

뒤 암실에서 ECL (Millipore)용액으로 반응시키고 X-ray film

에 노출시켜 각각의 band를 Molecular Imager (Bio-Rad)를

이용하여 band를 정량화하였다.

Tyrosinase 저해(미백) 활성 측정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은 Yagi 등의 방법[26]에 따라 측

정하였다. 반응구는 0.175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 0.5 ml에 10 mM L-DOPA를 녹인 기질액 0.2 ml 및 시료용

액 0.1 ml의 혼합액에 mushroom tyrosinase (110 unit/ml)

0.2 ml를 첨가하여 25℃에서 2분간 반응시킨 후 반응액 중에

생성된 DOPA chrome을 475 nm에서 측정하였다. Tyrosinase

저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

로 다음의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저해율(%)=(1-
반응구의 흡광도

)×100
대조구의 흡광도

Astringent activity (수렴성) 측정

원심분리관 용기에 각각의 시료용액과 헤모글로빈 용액을

1:1의 비율로 넣어 진탕 혼합한 다음 1,500 rpm에서 3분간 원

심분리 후 576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흡광도 감소율로

수렴성을 측정하였다[17].

결과 및 고찰

호두 추출물의 추출조건 및 페놀성 화합물 함량

호두시료로 부터 다양한 추출용매를 이용하여 phenolic

compounds를 추출한 결과 Fig. 1과 같이 ethanol 추출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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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ffect of solvent type on content of total phenolic

compounds in extracts from walnut.

31.9 mg/g의 가장 높은 phenolic compounds의 함량을 나타

내었으며, 인체에 무해한 추출용매인 물과 ethanol을 가지고

농도별로 추출한 결과 Fig. 2와 같이 phenolic compounds가

ethanol 60%의 농도에서 33.1 mg/g으로 추출수율이 가장 높

았으며, 열수추출에서는 24.6 mg/g로 Moon 등[15]이 보고한

녹차(10.9 mg/g), 상황버섯(17.9 mg/g), 인지(6.7 mg/g)의 추

출물의 phenolic compounds 함량 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

다.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사산

물의 하나로서 다양한 분자구조와 분자량을 가지며, 구조적으

로 phenolic hydroxyl (OH)기를 가지기 때문에 단백질 및 기

타 거대 분자들과 쉽게 결합하여, 항산화, 항암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따라서 본 시료의

60% ethanol 추출물에서 약 33 mg/g의 phenolic compounds

함량을 나타내어 생리활성도 우수할 것이라 판단되었다.

항산화 효과

전자공여능은 phenolic acid와 flavonoids 및 기타 ph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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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effect of ethanol concentration on content of total

phenolic compounds in extracts from wal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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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 작용의 지표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물질들이 free radical을 환원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능력이 크

면 높은 항산화 활성 및 활성산소에 대한 소거활성을 기대할

수 있다[4].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알아본 결과 Table 1과

같이 대조구인 vitamin C를 200 μg/ml 처리하였을 때의 87%

에 비해 열수추출물과 60% ethanol 추출물을 200 μg/ml씩

처리하였을 때에서 각각 78.1%와 80.6%를 나타내어 두 추출물

모두 높은 전자공여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높다는 결과로 본 시료에 함유된 페놀성 화

합물들이 자유라디칼을 환원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능력을 수

행하여 화장품에 적용하였을 때 피부에서 자유 라디칼에 의한

노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2,11]. 수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

μg/ml의 동일한 처리 농도에서 ABTS radical cation decolori

zation을 측정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열수 추출물에서 98.1%

그리고 60% ethanol 추출물에서 98.3%로 높은 저해율을 나타

내어 대조구인 vitamin C의 98%와 유사하게 측정되어 우수한

항산화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윤 등[27]이 보고한

추출용매 비에 따른 백부자(Aconiti koreani Rhizoma) 추출물의

항산화 실험에서 에탄올 추출물 및 열수추출물의 항산화력

보다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지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

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PF를 측정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열수

추출물과 60% ethanol 추출물 모두에서 vitamin C의 1.2보다

다소 낮은 1.1 정도의 PF 값을 나타내었으나, Duval과 Shetty

[8]가 완두에 함유되어있는 phenol성 물질의 PF가 1.1∼1.3 정

도였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지질의 산화

억제효과를 측정하는 지표로 TBARs 생성의 감소정도를 측정

한 결과 Table 1과 같이 열수 추출물에서 60% 그리고 60%

ethanol 추출물에서 75%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어 vitamin C보

다 지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력은 더 높게 측정되어 비교적

높은 항산화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염증 억제 효과

염증은 외부자극에 대한 생체조직의 방어반응의 하나로서

활성화된 면역세포에 의해 일어나는 일련의 면역반응이다. 면

Table 1. Antioxidant activity of extracts from walnut

Antioxidant assay

Antioxidant activity

Water

extracts

60% Ethanol

extracts
Vitamin C

DPPH (%) 78.1±3.6 80.6±2.5 87±4.7

ABTS (%) 98.1±2.8 98.3±5.1 98±3.7

Antioxidant profection

factor (PF)
1.1±0.2 1.1±0.4 1.2±0.3

TBARs (%) 60±2.1 75±1.9 52±3.2

Water, ethanol extracts and vitamin C were treated with 200

μg/ml.

역세포가 세균, 바이러스 등을 포함한 미생물 및 생체의 이물

질 등을 인식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면역세포

에서 염증반응의 원인이 되는 많은 인자를 분비하여 염증반응

을 유발시킨다. Nitric oxide (NO)는 높은 반응성을 가진 생체

생성분자로서, NO synthase (NOS)에 의해 L-argine으로부터

생성되는데, NO는 신경전달, 혈관의 이완 및 세포 매개성 면

역반응에 관여하며, 특히 대식세포가 LPS로 자극될 때 in-

ducible NOS (iNOS)가 발현되어 NO을 생성하게 되는데, 이

렇게 생성된 NO는 염증반응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호두의 항염증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RAW 264.7 세

포에 10 μg/ml의 LPS를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호두 에탄올추

출물을 5, 10, 50, 100 μg/ml 농도별로 처리하여 LPS에 의해

유도되는 NO의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Fig. 3과

같이 호두 에탄올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NO의 생성

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LPS만 처리한 군에 비해

5 μg/ml 처리군에서는 2%, 10 μg/ml 처리군에서는 10%, 10

μg/ml 처리군에서는 35%, 100 μg/ml 처리군에서는 50%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PS 자극에 의해 발현된

iNOS는 많은 양의 NO를 생성하게 되며 이때 염증반응 및

종양발생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염증반응과

관련된 조직에서 NO와 iNOS의 발현이 증가되는 현상이 일어

나게 된다[25]. 본 실험에서 LPS만 처리한 군에 비해 100 μ

g/ml 호두 에탄올 처리군에서는 50% 정도 NO의 양이 감소되

는 것으로 보아 피부의 염증 억제에도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

이라 판단되었다. NO의 생성에는 NOS라는 효소가 작용하는

데, NOS에는 constitutive NOS (cNOS)와 inducible NOS

(iNOS) 두 종류가 있다. 특히, 자극에 유도된 iNOS인 경우

오랜 기간 동안 다량의 NO를 생성하게 되고, 생성된 NO는

guanyl cyclase의 활성과 동시에 주위 조직에 세포독성을 나타

내는 것이 특징이다. 즉 LPS로 유도되어진 RAW 264.7 cell에

서 iNOS의 protein level의 감소에 의해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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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walnut extracts on the production of nitric ox-

ide in Raw 264.7 cell. Raw 264.7 cell were treated for

24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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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walnut extracts on the production of iNOS and COX-2 in Raw 264.7 cell. Raw 264.7 cell were treated for 24

hr.

수 있으며, 또한 세포와 같은 macrophage 또한 monocyte에서

tumor necrosis fzctor-alpha (TNF-α), Interleukin-6 (IL-6)와

같은 proinflam matory cytokine을 증가시키는 요인 중 하나

인 COX-2의 protein level을 측정함으로써 항염증 효과를 기

대할 수 있다. 호두추출물에 의한 NO 생성 저해 기전을 확인

하기 위해 western blot으로 iNOS의 단백질 생성을 측정한

결과 Fig. 4와 같이 호두추출물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100 μg/

ml의 농도에서 10%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어 대식세포에서 호

두추출물에 의해 iNOS 발현이 억제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나

그 효과는 높지 않았다. 또 다른 염증인자인 COX-2의 단백질

발현을 측정한 결과 호두추출물의 경우 100 μg/ml에서 5%의

저해 효과만을 나타내었다. iNOS와 COX-2의 발현은 둘 다

염증반응에 관련된 분자이지만 처리하는 약물에 의한 결과는

서로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에서 언급

한 NO생성 억제 결과에 비하여 낮은 결과를 나타낸 것은

macrophage에서 inducible NOS의 발현에 의한 NO생성 이외

의 다른 mechanism에 의한 NO 생성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연구와 TNF-α, IL-1, IL-6, IL-8 등 cytokine에 대한 연구를 병행

하여 차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미백 활성

피부의 색조를 결정하는 주요한 인자인 melanin은 표피 기

저층의 melanocyte라고 불리는 색소세포 내의 melanosome에

서 생합성 된다. 멜라닌을 합성하는데 있어서의 출발물질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tyrosine이다. Tyrosinase는 피부의 표피

기저층에 존재하는 멜라조사이트에서 tyrosine을 산화시켜 멜

라닌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효소로서, 이들의 활성 억제는 피

부 미백에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하여 호두추출물의 ty-

rosinase 활성저해를 측정해 본 결과 Table 2와 같이 200 μg/

Table 2. Inhibitory activity on tyrosinase of extracts from walnut

Sample Inhibition on tyrosinase (%)

Water extracts 0

60% Ethanol extracts 43±5.7

Vitamin C 82±3.4

Water, ethanol extracts and vitamin C were treated with 200

μg/ml.

ml의 열수 추출물에서는 저해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200

μg/ml의 60% ethanol 추출물의 경우 43%의 저해율을 나타나,

대조구인 200 μg/ml vitamin C보다는 낮게 나타나났으나,

Shin [20]의 연구 결과인 홍경천, 인삼, 갈근, 오미자, 연교, 홍

화씨, 창출 추출물을 이용한 실험결과보다 높은 tyrosinase 활

성억제를 보여 주었으며, 이는 호두추출물이 멜라닌 색소의

억제를 통한 미백화장품의 원료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렴 효과

수렴작용이란 피부 단백질이 고분자 flavonoids와 결합하

여 가교결합을 형성하여 피부가 수축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

반적으로 수렴제는 단백질과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추출물과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서 수렴

성의 효과 정도를 판단 할 수 있다. 따라서 수렴작용에는 외용

혹은 내용에 의해서 피부와 점막의 표면에 난용성의 피막을

형성하고 그 결과 구조를 보호하거나, 혹은 조직을 조밀하게

하여 세포막의 투과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므로 수렴성이 존재함은 피부를 수축시키므로 주름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17]. 본 실험 결과 200 μg/ml

의 동일한 처리 농도에서 열수추출물의 경우에는 수렴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60% ethanol 추출물의 경우 Table 3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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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stringent activity of extracts from walnut

Sample Astringent activity (%)

Water extracts 0

60% Ethanol extracts 55±2.6

Vitamin C 34±3.2

Tannic acid 58±2.1

Water, ethanol extracts and vitamin C were treated with 200

μg/ml.

이 55%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어 수렴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대조구인 vitamin C의 34%보다는 높았고,

tannic acid의 58%와 비슷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호두추출물은 피부 단백질의 고분자

flavonoids와 결합하여 가교결합을 형성하고 피부가 수축되

는 현상이 발생하여[14], 외용화장품에 적용함으로써 피부

와 점막 표면에 난용성의 피막을 형성하여 국소를 보호하거

나, 조직을 조밀하게 하여 세포막의 투과성을 감소시킴으로

인해 주름개선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주름개선용 화장품의

소재로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으며, 향후 이러한 생

리활성물질의 정제 및 동정을 통하여 기능성 화장품소재로

서의 추가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야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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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호두의 화장품 기능성

김미경
1
․김진성

2
․조분성

2
․김정환

3
․이인철

1
․이명섭

4
․조영제

5
*

(1영동대학교 고령친화산업기업지원센터, 2경북대학교 식품과학부, 3경북대학교 나노소재공학부, 4영동대학

교 화장품과학과,
5
경북대학교 식품공학부, 식품생물산업연구소)

호두과육으로부터 용매별로 추출한 추출액중의 phenolic compound 함량은 열수, 에탄올, 메탄올, 아세톤 추출

물 순서로 24.3, 34.4, 32.5, 15.1 mg/g의 함량을 나타내어 에탄올 추출물의 phenolic compound 함량이 가장 높았

으며, 인체에 무해한 추출 용매인 열수 및 에탄올 농도별 추출물의 phenolic compound 비교한 결과 60% 에탄올

추출물에서 34.7 mg/g과 열수 추출물에서 24.6 mg/g 함량의 phenolic compound를 나타내었다. 호두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중 전자공여능의 경우 열수추출물에서 78.1%, 60% 에탄올추출물에서 80.6%의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측정에서는 열수추출물과 60% 에탄올추출물 각각 98.1%와 98.3%의 높은 항

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PF)의 경우는 열수추출물과 60% 에탄올추출물에서 각각

1.1±0.2 PF와 1.1±0.4 PF로 높지는 않았으며, TBARs inhibitory activity 측정에서는 열수추출물과 60% 에탄올추

출물에서 각각 60%와 75%로 비교적 높은 항산화력을 가졌음이 확인되었다. 호두추출물의 항염증효과를 살펴본

결과 100 μg/ml의 농도에서 50%의 NO발현이 억제되었고, western blot에 의한 iNOS 및 COX-2의 억제효과는

대조군에 비해 100 μg/ml의 농도에서 10% 정도의 낮은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다. Tyrosinase의 저해 활성의 경우

60% 에탄올추출물에서 43%의 저해율을 보였으며, 수렴효과의 경우 60% 에탄올추출물에서 55%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어, 호두추출물은 미백 및 주름개선용 화장품소재로서 개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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