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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henolic compounds of 17.9±1.0 mg/g were extracted

from Ulmus pumila with 70% ethanol. The elastase inhibitory

activity related with forming wrinkle was shown an excellent

wrinkle improvement effect in 70% ethanol extracts as 55.5–

69.5% at phenolic concentration of 50–200 µg/mL. The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related with skin-whitening was 24% in 70%

ethanol extracts at phenolic concentration of 200 µg/mL. The

astringent activity of 70% ethanol extracts was shown activity of

71% at phenolic concentration of 200 µg/mL therefore it is judged

that there is a high effect on pores reduction of the skin. The

hyaluronidase inhibitory activity of U. pumila extracts was

confirmed anti-inflammation effect of 80% at phenolic concentration

of 50 µg/mL. Antimicrobial activity of U. pumila water extracts

was shown each 8.7, 10.0, 11.1 and 11.8 mm clear zones on

Propionebacterium acnes at phenolic concentration of 50–200 µg/

mL. The stability of the multi-functional cosmetic (lotion) added

U. pumila extracts was very stable for 28 days without changing

of pH and viscosity also it’s stable on temperature and sun lights.

As the concentration of extracts was increased, the color of lotion

was getting dark, but the sensory evaluation was high at score of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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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는 풍요로운 경제적, 문화적 혜택과 더불어 성인성 질환과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삶의 질에 대한 인식이 동반 성장되고 있

다(Jung과 Kim, 2003; Kim 등, 2004; 2011).

생체 내에서 대사과정 중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유해 산물에

의한 생체방어 균형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질환(Aruoma, 1998)

들에 대한 예방 및 치료의 목적으로 식물류에 들어 있는 천연

생리활성 소재들을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Azuma

등, 1999; Park, 2003). 또한 웰빙문화가 전개됨에 따라 유기농

식품의 식품시장의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

서 사람의 외관을 돋보이게 하여주는 화장품에도 웰빙 문화가

강하게 확산되어 천연화장품과 한방화장품에 대한 수요도 급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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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

강식품의 섭취와 더불어 기능성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하여 천연,

한방 화장품의 개발이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한방 약

용작물의 약리적 기능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면서 이를 이용

한 한방화장품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Cho, 2011;

Cho 등, 2011).

느릅나무과(Ulmaceae)에 속하는 유근피(楡根皮, U. pumila

L.)는 낙엽교목으로 잎은 타원형이며 밑은 뾰족하며 톱니가 있

고 대황록색의 작은 꽃이 4−5월에 피는데, 전국 각지에 야생하

며 일본, 중국에 분포하는 것으로, 껍질을 건조한 것을 유백피

라고 한다(Yuk, 1990). 한방에서 유근피는 무독하며, 종창, 관절

염, 상처치료약 및 염증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

으며(Duke, 1985), 느릅나무 과실은 항 진균작용이 있다고 보

고되어 있다(Kim, 1997). 또한 유근피에는 다양한 생리활성 물

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flavonoid인 (+)-catechin과 그 배당체인

(+)-catechin-5-O-β-D-apiofuranoside가 분리되었다(Son 등, 1989).

유근피에는 암의 발생에 관여하는 matrix metalloprotease-9을

억제하는 물질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an 등,

2003), Lee와 Kim (2001)은 유근피속에 신경독성의 작용을 방

어하는 생리활성 물질인 ulmicin을 연구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 약용식물인 유근피로부터 페놀성 물질

을 분리하여 미용식품에 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미

백효과, 주름개선효과, 수렴효과, 항염증효과 및 여드름균을 포

함한 피부상재균 억제효과 등의 약리성 미용식품 활성을 탐색

하여 산업화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유근피는 시중 한약상에서 구입하여 40

mesh로 분쇄하여 4oC에서 저온저장하며 시료로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제조. 시료 추출은 물(열수)추출물의 경우 건조 유근

피 1 g에 증류수 200 mL를 가하고 액이 100 mL가 될 때 까지

가열 증발시킨 후 냉각하고, 상온에서 24시간 교반 추출하였으

며, ethanol 추출물은 시료에 100 mL의 각 농도별 ethanol을 가

하여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교반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Whatman No. 1 filter paper로 여과한 후 필요에 따라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E, Japan)에서 농축하여 시료로 사

용하였다.

Phenol성 화합물 정량. 총 페놀 화합물은 Folin-Denis 방법

(Folin과 Denis, 1912)으로 측정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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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Na2CO3 1 mL를 가한 후, 흡광도 725 nm에서 1시간 이내에 측

정하여 gallic acid를 이용한 표준곡선으로부터 양을 환산하였다.

주름개선(Elastase 저해) 효과 측정. Elastase 저해활성 측정은

Lee 등(1999)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기질로서 N-succinyl -

(L-Ala)3-p-nitroanilide를 사용하여 37oC에서 20분간 기질로부터

생성되는 p-nitroanilide의 생성량을 445 nm에서 측정하였다. 즉,

각 시험용액을 일정 농도가 되도록 조제하여 0.5 mL씩 시험관

에 취하고, 50 mM tris-HCl buffer (pH 8.6)에 녹인 porcine

pancreas elastase (2.5 U/mL)용액 0.5 mL을 가한 후 기질로 50

mM tris-HCl buffer (pH 8.6)에 녹인 N-succinyl-(L-Ala)3-p-

nitroanilide (0.5 mg/mL)을 첨가하여 20분간 반응시켜 측정하였

다. Elastase 저해율(%)은 1−(시료첨가군의 흡광도/대조구의 흡

광도)×100으로 나타내었다.

미백(Tyrosinase 억제) 효과 측정.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은

Imokawa와 Mishima의 방법(1980; 1981)에 따라 측정하였다.

반응구는 0.175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 0.5 mL

에 10 mM L-DOPA를 녹인 기질액 0.2 mL 및 시료용액 0.1

mL의 혼합액에 mushroom tyrosinase (110 U/mL) 0.2 mL을 첨

가하여 25oC에서 2분간 반응시켜 반응액 중에 생성된 DOPA

chrome을 475 nm에서 측정하였다. Tyrosinase 저해율(%)은 1−

(반응구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100으로 나타내었다.

수렴효과(Astringent effect) 측정. Astringent 활성측정은 Lee

등(2002)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피부 단백질과 유사한 혈

액 단백질(hemoglobin)을 사용하여, 원심분리관 용기에 각각의

시료용액과 헤모글로빈 용액을 1:1로 넣어서 진탕 혼합한 다음

1,500 rpm에서 3분간 원심분리 후 576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Astringent 활성은 1−(시료첨가군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

도)×100으로 나타내었다.

항염증(Hyaluronidase [HAase]억제) 효과 측정. HAase 저해활

성 측정은 sodium-hyaluronic acid (HA)로부터 형성된 N-

acetylglucosamine을 glucoxazoline 유도체로 변형시킨 후 p-

dimethylamino benzaldehyde (DMAB)로 발색시켜 흡광도를 측

정하여 효소 활성을 측정하였다(Choi 등, 2003). Hyaluronidase

저해율(%)은 1−(시료첨가군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100으로

나타내었다.

피부상재균에 대한 항균 활성 측정. 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피

부상재균으로써 세균각막염, 안검결막염 등의 원인균인

Staphylococcus epidermidis는 표준균주인 KCTC 1917, 공기,

토양 등의 자연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식품에 쉽게 오

염되기 때문에 식중독의 원인균인 Staphylococcus aureus는 표

준균주인 KCTC 1039 및 병원성 대장균인 Escherichia coli는

표준균주인 KCTC 1039를 여드름의 원인균으로 알려진

Propionibacterium acnes는 표준균주인 KCTC 3320균주를 사용

하였다. P. acnes배양은 미호기성 조건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10% CO2 incubator를 이용하였고, incubator의 습도는 항상

95% 이상으로 유지하였으며, agar plate상에서 배양은 37oC로

48−72시간 동안 실시하였고(Gavidson과 Parish; 1989) S.

epidermidis, S. aureus 및 E. coli 배양에는 nutrient medium을

사용하였으며, agar plate상으로 37oC의 BOD incubator에서

24−48시간 동안 실시하였다. Disc method에 의한 항균활성 검

색은 최적배지 agar plate에 준비한 균 배양액 100 µL를 분주하

여 멸균 유리봉으로 도말한 다음, 멸균된 지름 8 mm 크기의

disc paper를 올려놓고 0.45 µm membrane filter로 제균한 유근

피 추출물 100 µL에 phenolic 함량이 50 µg/100 µL, 100 µg/

100 µL, 150 µg/100 µL, 200 µg/100 µL가 되도록 분주하였다.

대조구로는 멸균수 100 µL를 흡수시켜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disc 주위의 clear zone 생성 유무(Stevenson et al., 2000)와

직경을 측정함으로써 항균활성을 계산하였다.

유근피 추출물을 첨가한 복합기능성 화장품(로션)의 제조. 유근

피 추출물을 첨가한 화장품(로션)은 B, C상인 수상과 유상인 A

상으로 나누어 80oC까지 가열하여 용해시켰다. 미리 분산한 B

상과 C상을 A상에 넣고 교반한 후, D상을 투입하고 mixer를

이용하여 3,000 rpm에서 폴리머가 균일하게 분산될 때 까지 완

전히 유화시켜 주었다. 이 유화액을 45oC까지 냉각한 후 E, F,

G상을 투입, mixer를 이용하여 교반한 후 35oC에서 종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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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시킨 후 탈포하는 방법으로 제조하였으며, 그 처방은 Table

1과 같다.

저장기간 중 복합 기능성화장품의 pH 및 점도 안정성 측정.

pH 측정은 pH meter (Sartorius PB-20, Thermo Scientific,

Japan)를 이용하여 상온(25±1oC)에서 28일간 보관한 화장품의

pH를 측정하였다(Kim 등, 2000). 점도 측정은 Brookfield

viscometer (Brookfield LVDV-II+, 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Inc., USA)를 이용하여 25oC에서 No. 4 spindle

로 6 rpm에서 1분간 점도를 측정하였으며, 기포의 영향을 줄이

기 위해 제조 시 탈포 처리를 하였고,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얻었으며, 1회 측정 후 3시간 뒤에 다시 측정하여 28일 동안

측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온도 및 인공광에 따른 기능성화장품의 성상 및 색상 안정성

측정. 유근피 추출물을 첨가한 제품의 온도(incubation)에 따른

안정성 시험법은 Table 2와 같이 소정의 온도 조건(25, 45oC)에

보관하여, 경시적 변화에 따른 상태변화를 육안으로 평가하였

다. 또한 인공광은 온도 40oC, 광원까지의 거리 20.3 cm에서 6

시간동안 인공광을 비추고 변색, 변취, 증발, 부유, 침전, 상의

분리 등을 관찰하였다(Kim 등, 2000).

자연광 및 온도순환(cycle chamber)에 따른 로션의 성상 및 색

상 안정성 측정. 자연광에 의한 화장품 제형의 분리도는 15일

간 햇볕에 노출시킨 화장품을 원심분리기(Himac CR-21E,

Hitachi, Japan)를 이용하여 2,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

여 화장품 제형의 안정성 유무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온도순

환에 따른 화장품의 안정성 시험은 유근피 추출물을 첨가한 제

품을 투명 용기에 담아 −4, 25, 45oC에서 각각 24시간 보관한

후 이를 1 cycle로 하여 10 cycle까지 반복 시행하여 온도 순

환에 따른 성상 및 색상을 육안으로 변색, 변취, 증발, 부유, 침

전, 상의 분리 등을 확인하였다(Kim 등, 2004).

첩포 시험. 화장품의 안전성 실험인 patch test는 상온에서 1개

월 보관한 화장품을 팔 안쪽 부위의 피부에 Finn chamber on

Scanpor 테이프를 사용하여 24시간 동안 밀폐 첩포한 후 피부

의 반응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며, 판정기준은 국제 접촉피부염

연구회의 판정인 Table 3을 기준으로 판정하였다(Abberer, 1993;

Matsumura 등, 1995).

결과 및 고찰

Phenol성 물질의 추출.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phenolic

compounds는 식물의 2차 대사산물의 하나로서 다양한 구조를

가지며, 분자구조 내에 phenolic hydroxyl기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거대 분자들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어 다양한 생리기능을

가진다고 보고되어 있다(Andarwulan과 Shetty, 1999; Choi 등,

2003). 따라서 유근피로부터 phenolic compounds를 추출하기 위

하여 물과 인체에 무해한 용매인 ethanol을 추출용매로 선별하

여 pheno성 물질의 용출이 가장 높다고 보고한 Cho (2011)의

보고에 따라 70% ethanol을 추출용매로 사용하여 phenolic

compounds의 용출량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Table 4에서와 같

이 추출한 유근피의 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total phenolic

compound의 양은 각각 16.2±1.1, 17.9±1.0 mg/g이었다.

주름개선(Elastase 저해) 효과. Elastase는 진피 내 피부탄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질 단백질인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이

며, 다른 중요한 기질 단백질인 콜라겐을 분해할 수 있는 비 특

이적 가수분해 효소이다(Lee 등, 1999). 따라서 elastase 저해제

Table 1 Recipe of lotion with U. pumila extracts

Phase Ingredient Content (%)

A

Stearic Acid 0.50

Cetanol 1.50

Glyceryl Stearate & PEG-100 Stearate 0.30

Sorbitan Ester & Sucrose Ester 2.00

Polyoxyethylene Sorbitan Monostearate 0.35

Sorbitan Monostearate 0.25

Glycerin 7.00

Glyceryl Trioctanoate 1.50

Liquid Petrolatum 3.00

Methyl Polysiloxane 0.30

DL α-Tocopheryl Acetate 0.10

Butyl Paraben 0.05

Propyl Paraben 0.10

B

Purified Water 54.51

Dopotassium Glycyrrhizate 0.05

Disodium Ethylenediaminetetraacetate 0.02

Methyl Paraben 0.20

Imidazolidynyl Urea 0.15

C

Purified Water 10.00

Carbomer 941 (2% solution) 6.00

Carbomer 940 (2% solution) 1.50

D Triethanolamine 0.20

E Fragrance 0.12

F
Purified Water 10.00

U. pumila extracts 0.50

Table 2 Check points in stability test of the cosmetics containing U.
pumila extracts in constant temperature conditions (25, 45oC)

Temperature (oC) Time (Day) Check points

25
45

1
3
7
14
28
56

Separation
Discoloration

Creaming deterioration
Viscosity
pH etc.

Table 3 The expression method of patch test

Reaction Expression

Negative -

Imperfection erythema ±

Erythema +

Small blister, Papule, Edema ++

Big blister, Necrosis +++

Table 4 The content of total polyphenol in U. pumila extracts

Sample
Phenolic content (mg/g)

Water extracts 70% ethanol extracts

U. pumila L. 16.2±1.1 17.9±1.0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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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작용을 나타내며 ursolic acid, vitamin

C 등이 elstase 저해제로 이용되고 있다(Roth 등, 1980). 또한

elastase는 체내의 elastin을 분해하는 백혈구 과립 효소 중의 하

나로 조직 파괴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피부 주름 및 탄력성

손실을 유발한다(Dewitt 등, 1981). 이러한 주름 생성과 관련된

elast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1에서와 같이 물추출물

보다는 ethanol 추출물의 주름개선효과가 우수하였으며, 70%

ethanol 추출물에서 53.5±0.9%의 elastase 저해효과가 확인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생리활성이 추출물에 존재하는 phenolic

compound의 함량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ethanol 농도별로 추

출하였을 때 phenolic compound의 용출이 70%에서 가장 높으

며 phenolic compound의 함량에 따라 생리활성의 분포가 결정

된다고 보고한 Cho (201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

내었다. 또한 70% ethanol 추출물의 phenolic compound를

50−200 µ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positive control로 사용

한 vitamin C의 0.71−12.1%에 비하여 유근피 추출물의 elastase

억제효과가 더 우수하였으며, 50−200 µg/mL의 phenolics 농도

에서 55.5−69.5% 정도의 주름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Kim 등(2004)은 한약재 복합 추출물 1 mg/mL 농도에서 64%

이상의 elast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으며, 5 mg/

mL 농도에서는 71% 이상의 elastase 활성저해를 나타내어 농

도 의존적으로 저해활성이 나타나며, 함초 추출물 농도가 20−

100 µg/mL로 증가하면 elastase 저해활성도 2.9−32.5%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Vitamin C와 유근피 추출

물의 elastase 저해활성을 비교 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본 시료

가 매우 높은 저해 활성을 나타내어 유근피 추출물이 식물성

유사 호르몬과 같이 elastase 저해활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미백(Tyrosinase 저해) 효과. Tyrosinase는 구리를 함유한 효소로

서 melanin 합성의 초기단계인 L-tyrosine에서 L-3,4-dihydroxy-

phenylalanine (DOPA), DOPA에서 L-dopaquinone으로 전환되어

최종적으로 멜라닌이 형성되어 피부흑화의 원인이 된다(Imokawa

와 Mishima, 1980). Tyrosinase는 melanin 생합성 과정에서 중

요한 역할을 하므로 tyrosinase 억제제를 피부의 melanin 색소

생성을 조절할 수 있는 물질로 사용할 수 있다(Laskin과

Piccini, 1986). 따라서 유근피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2에서와 같이 70% ethanol 추출물의

phenolic compound를 50−200 µ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kojic acid의 11.9−55.2%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근피 추출물의 미백효과가 낮게 측정되었으며, 50−

200 µg/mL의 phenolics 농도의 70% ethanol 추출물에서 9.4−

23.9% 정도의 미백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Kim 등(2011)은

한약재 복합 추출물을 1 mg/mL의 농도로 처리했을 때 34%,

5 m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65% 이상의 tyrosinase 저해

활성이 나타난다고 보고한 결과와 vitamin C의 저해 효과와 비

교하였을 때 본 시료의 저해활성은 약하였으나 유근피 추출물

의 처리 농도를 더 높인다면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활성이 나타

날 것으로 판단되어졌다. 또한 유근피 추출물은 기존 미백제와

같이 mushroom tyrosinase에 직접적인 저해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수렴 효과(Astringent effect). 수렴작용의 원리는 피부 단백질

이 고분자 flavonoids와 결합하여 가교결합을 형성하여 피부가

수축되는 현상을 말한다(Tsuji 등, 2001). 수렴이란 뜻에는 기본

적으로 주름이 지고 혹은 움추린다는 의미가 있으며, 수렴제는

단백질과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헤모글로

빈의 단백질이 추출물과 결합하는 정도에 따라서 수렴효과 정

도를 판단할 수 있다(Roth 등, 1980). 이러한 수렴작용에는 외

용 작용에 의해서 피부와 점막의 표면에 난용성의 피막을 형성

하고, 조직을 조밀하게 하여 세포막의 투과성을 감소시키는 효

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DeWitt 등, 1981). 추출용매 농도별 유

근피 추출물의 astringent 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3에서와 같

이 추출물에 용출된 phenolic compound의 함량에 따라 생리활

성의 분포가 결정된다고 보고한 Cho (2011)의 연구 결과와 같

이 70% ethanol을 용매로 사용하였을 때 32.9±2.9% 정도의 최

대 효과를 나타내어 70% ethanol 추출물에서 phenolic

compound의 농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 판단되었으며, 물 추출

Fig. 2 Inhibition rate of the U. pumila extracts on tyrosinase.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n=3).

Fig. 1 The effect inhibition on elastase of ethanol extracts from Ulmu
pumila.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n=3). A:
Concentration of ethanol, B: Concentration of pheno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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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비하여 ethanol 추출물의 astringent 효과가 탁월하게 우수

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70% ethanol 추출물의 phenolic

compound를 50−200 µg/mL의 농도로 처리 하였을 때 50 µg/

mL의 저농도인 경우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tannic acid의

21.5±0.5%에 비하여 유근피 추출물의 astringent 효과가

37.7±0.9%로 더 우수하였으며, 100−150 µg/mL의 phenolics 농

도에서는 대조구와 비슷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200 µg/mL의

phenolics 농도에서도 tannic acid의 62.4±5.5%에 비하여 69.4

±1.5%로 유근피 에탄올 추출물의 astringent 효과가 더 우수하

였다. 따라서 유근피 추출물의 경우 저농도에서 고농도까지

positive control인 tannic acid 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어

모공축소 및 피부 보호작용이 우수한 화장품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Lee 등(2002)이 함초 추출물 10,000

ppm에서 50%의 astringent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으며, 도

화 에탄올 및 아세톤 추출물의 경우 5,000 ppm에서 30%의 활

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한 결과보다 높아 유근피 추출물의

astringent 효과가 더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염증(Hyaluronidase 저해) 효과. 염증은 외부자극에 대한 생

체조직의 방어반응으로, 활성화된 면역세포에 의해 일어나는 일

련의 면역반응이다. 면역세포가 생체에 침투한 미생물 및 생체

이물질 등을 인식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어, 면역세포에서 염

증반응의 원인이 되는 많은 인자를 분비함 으로서 염증반응을

유발시킨다. 고분자 다당인 hyaluronic acid (HA)는 진피층의

선유아세포로부터 산출되어, 표피 및 진피에 있어서 주요한 세

포외 매트릭스로서 glucuronic acid와 glucosamine이 반복해서

연결된 점액성 mucopolysaccharide이다. 또한 HA는 염증 형성

의 중요 요소인 macrophage의 phagocytic ability를 저해하는

한편, HA 분해 산물 혹은 저분자 HA는 상처 치유 과정에서

inflammation, fibrosism collagen deposition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결국 고분자 HA의 분해효소인 HAase의

저해에 의해 HA의 고분자 형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서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Ghosh, 1994). 따라서 염증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근피 추출물의 hyaluronidase 저해활성을 측

정한 결과 Fig. 4에서와 같이 물추출물과 ethanol 추출물에서

70% 이상의 높은 저해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가장 억제력이 우

수한 70% ethanol 추출물의 phenolic compound를 50−200 µg/

mL의 phenolics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positive control로 사용

한 vitamin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근피 추출물의

hyaluronidase 억제효과가 대단히 높게 측정되었으며, 50 µg/mL

phenolics의 매우 낮은 농도에서도 80%의 항염증효과를 나타내

어, 유근피 추출물을 항염증 효과나 아토피 억제효과를 활용하

는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항균 활성. 지구상에 존재하는 천연물에는 많은 종류의 항균활

성을 가진 생리활성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는 매우 적은 양으

로도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물질로서 오래전부터 이에 대

Fig. 4 The effect inhibition on hyaluronidase inhibition of ethanol
extracts from U. pumila.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n=3). A: Concentration of ethanol, B: Concentration of phenolics.

Fig. 3 The effect inhibition on astringent effect of ethanol extracts from
U. pumila.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n=3). A:
Concentration of ethanol, B: Concentration of phenol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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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미 수많은 종류가 산업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Laskin 등, 1986; Lee와 Woo, 1998). 일반적으

로 호르몬과 외부적 영향에 의해 피지가 모낭관 밖으로 배출되

지 못하여 피부 모공이 막힌 경우, 피부 상재균들의 증식에 의

해 야기되는 것이 여드름이며, 일반적으로 피부 상재균 중 피

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균으로 S. epidermidis, S. aureus,

Streptococcus pyogens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특히 피부 여드름

유발 원인 균으로 Propionibacterium acnes가 알려져 있다. 이

러한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는 다양한 균에 대한 유근피 추출물의

항균활성을 측정한 결과 Table 5에서와 같이 유근피 물 추출물의

경우 50−200 µg/mL의 phenolics 농도에서 Propionibacterium

acnes에 대한 항균활성이 각각 8.7, 10, 11.1 및 11.8 mm의

clear zone이 검출되어 여드름균에 대한 항균효과가 있음이 확

인되었고, S. epidermidis, S. aureus에 대한 항균효과는 거의 없

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유근피 추출물을 첨가한 로션의 제조 및 관능 평가. 위와 같이

다양한 미용식품활성을 가지는 유근피 추출물을 0, 0.2, 0.4,

0.6, 0.8, 1.0%의 농도로 첨가된 로션을 제조한 결과 Fig. 5와

같이, 유근피 추출물의 첨가 농도가 증가할수록 로션의 색이 연

한 갈색으로 짙게 나타났으며, 또한 30일 이상 관찰한 결과 제

품의 물성에 이상을 주는 상(phase)의 분리가 없었고, 응집과 침

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안정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유근피 추출물이 첨가된 로션의 관능평가 결과를 Table 6에서

와 같이 6가지 문항에 대해서 끈적임이 없이 가장 부드러운 것

과 보습감, 바름성, 바른 후의 피부상태가 가장 좋은 것은 0.4%

의 유근피 추출물이 들어간 로션인 반면에 로션의 색상이 가장

좋은 것은 0.2%의 유근피 추출물이 첨가된 로션이 가장 좋은

반응을 보였다. 로션을 사용한 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

은 농도의 로션은 0.4%의 유근피 추출물이 첨가된 로션으로 나

타났다. 이 결과로 미루어 보아 유근피 추출물이 많이 첨가 될

수록 사용감면에서는 더 좋은 반응을 보였으나, 유근피 추출물

의 농도가 진해질수록 로션의 색상이 어두워지는 것이 문제시

되었다. 따라서 향후 화장품의 안정성시험은 0.4% 유근피 추출

물이 함유된 제품으로 시행하였다. 0.4%의 유근피 추출물이 들

어간 로션의 경우 색깔의 관능평점이 7.5로 다소 낮은 평가를

받았으나 이는 추출물의 첨가에 따른 부가적인 효과로 판단하

였으며, 바름성과 향은 각각 8.6점과 8.8점의 높은 평가를 받았

으며, 전체적인 기호도 역시 8.5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근피 추출물을 첨가한 로션의 pH 및 점도 변화. 유근피 추

출물을 첨가한 로션의 pH 변화 측정 결과, Fig. 6A와 같이 실

온(25oC)에서 보관한 유근피 추출물을 첨가한 로션의 pH를 28

일 동안 측정한 결과 유근피 추출물이 첨가되지 않은 로션일

경우 pH가 6.1−6.2로 pH의 변화가 거의 없었으며, 0.4%의 농

도로 첨가한 로션에서는 6.0−6.2로 대조구와 거의 같은 pH를

나타내었으며, 28일 동안 pH 변화는 거의 없었다. 점도는 액체

가 일정방향으로 운동할 때, 그 흐름에 평행한 평면의 양측에

내부 마찰력이 생기는 성질을 말한다. 점도는 온도에 영향을 받

으며, 그 변화 정도는 유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또한 점도계

를 이용한 측정시 spindle, speed 조건, sample container size,

sample 온도, 시간, 기포 등에 따라 점도값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유근피 추출물을 첨가한 로션의 저장기간 중 점

도를 측정한 결과 Fig. 6B와 같이 유근피 추출물이 첨가되지

않은 로션일 경우 점도가 12,000−15,000 cP로 수치상의 큰 변

화는 없었으며, 유근피 추출물을 0.4%의 농도로 첨가한 로션은

Fig. 5 Photograph of the lotion containing U. pumilia extracts

Table 5 Antimicrobial activity of U. pumila water and ethanol extracts

Ulmus pumila
extracts

Clear zone (mm)

Phenolic contents (µg/100 µL)

Water extracts 70% Ethanol extracts

01) 502) 1003) 1504) 2005) 01) 502) 1003) 1504) 2005)

P. acnes - 8.7 10.0 11.1 11.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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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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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pidermidis - - - - - - - - - -

1)0 µg/100 µL of phenolics content, 2)50 µg/100 µL of phenolics content, 3)100 µg/100 µL of phenolics content, 4)150 µg/100 µL of phenolics content,
5)200 µg/100 µL of phenolics content, 6)Not detected

Table 6 Sensory evaluation of lotion with 0.4% U. pumila extracts

Sample Color Spreadability Flavor Overall acceptability

U. pumila extracts lotion 7.5±1.5 8.6±0.5 8.8±2.2 8.5±1.6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 ± 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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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구에 비해 추출물의 첨가로 점도가 약간 낮아져 10,000−

12,000 cP 사이에 분포하였고, 시간에 따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

았으나 대조구에 비해 점도가 약간 낮게 나타났다.

유근피 추출물을 첨가한 로션의 온도 및 광안정성. 화장품 사

용성에 큰 영향을 줄뿐 아니라 화장품이 갖는 미적외관, 이미

지의 손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에 대한 안정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유근피 추출물을 첨가한 로션을 고온(40oC)에서 외

관의 산패, 변색, 변취, 점도, 증발, 부유, 침전, 탁도(투명도), 분

리 등을 관찰하였고, 저온에서는 응고, 침전, 탁도(투명도), 결

정석출, 분리 등의 화학적물리적 변화 관찰을 통하여 안정성 평

가를 실시한 결과 Table 7과 같이 0, 25, 40oC의 온도에 보관

한 유근피 추출물을 첨가한 로션은 56일 동안 모든 온도 조건

에서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유근피 추출물을 첨가한 로션의 인

공광에 대한 안정성을 관찰한 결과 Table 8과 같이 0.5, 1, 2,

4, 6시간 동안의 변퇴색, 발색, 변취, 산패 등의 변화를 관찰하

였는데 육안으로 모두 안정함을 나타내었다. 유근피 추출물을

첨가한 로션을 햇빛이 잘 드는 실외에 보관하여 7, 15일 동안

의 자연광에 의한 색조변화 및 냄새 변화를 관찰한 결과 Table

9와 같이 모든 농도의 유근피 추출물을 첨가한 로션은 색조변

화와 냄새 변화없이 안정함을 나타내었다.

온도순환(cycle chamber) 및 냉해동순환(freeze&thaw cycling)

에 따른 안정성. 온도순환(Cycle chamber)에 따른 안정성 시험

법은 우리나라와 같이 4계절이 뚜렷한 나라에서 화장품의 저온

및 고온의 보관조건에 따른 물성변화와 온도 변화에 따라 유화

가용화에서의 물성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품의 대

부분은 고온에서 가수분해 현상 등이 빨리 일어나며, 저온인 경

우는 부피팽창, 용해도차에 의한 계면막 손상, 침전 등이 일어

나는데 이러한 현상을 짧은 기간내에 확인하기 위해 온도순환

(Cycle chamber)에 따른 안정성 시험을 진행하였다. 유근피 추

출물이 첨가된 로션을 −10, 0, 10, 25, 40oC에서 각각 24시간

보관한 후 온도 순환에 따른 안정성을 시험한 결과 Table 10과

같이 10 cycle 모두에서 상의 분리와 변색, 변취 없이 안정함

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Freeze와 Thaw를 반복하여 변

화시켜 그 과정에서 물성이 안정한 경우와 불안정한 경우를 확

인하기 위하여 가혹조건에서 화장품의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변

화를 freeze & thaw 시험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유근피 추

출물을 첨가한 로션을 급격한 온도 변화 조건인 25와 −10oC의

온도 변화를 주어 3일과 7일간 안정성을 관찰한 결과 Table 11

과 같이 상의 분리와 변색, 변취 없이 모두 안정함을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Fig. 6 pH and viscosity change of the lotion containing U. pumila
extracts. A: pH stability, B: viscosity stability, 0: nomal lotion, 0.4: lotion
with 0.4% extracts 

Table 7 Results of stability test of the lotion containing U. pumila extracts in constant temperature conditions (0, 25, 40oC)

Temperature
(oC) 

Storage time (Day)

1 3 5 7 14 28 56

Stability

0 O O O O O O O

25 O O O O O O O

40 O O O O O O O

O: Stable, X: Unstable

Table 8 Results of artificial sun lamp test of the lotion containing U. pumila extracts

Condition
Storage time (h)

0.5 1 2 4 6

Stability
*Temperature: 40oC
*Distance from light source: 20.3 cm

O O O O O

O: Color unchanged, X: Color changed

Table 9 Results of sun test of the lotion containing U. pumila extracts

Sample
Concentration

(%)

Storage time (Day)

7 15

Stability

Normal lotion 0 O O

U. pumila
extracts lotion

0.2 O O

0.4 O O

0.6 O O

0.8 O O

1.0 O O

O: Color unchanged, X: Color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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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피 추출물을 첨가한 로션의 첩포 시험. 개발된 화장품 원

료나 화장품을 이용할 때 피부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람의 팔과 등 부위에 첩포 시험을 시행하였

다. 본 실험은 남녀 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첩포 시험

의 결과로 Table 12와 같이 나타내었다. 판정시간은 24시간 후

에 첩포를 벗겨내고 국제 접촉 피부염 연구회의 기준으로 측정

한 결과 모두 음성반응을 보였다.

초 록

유근피에 함유된 페놀성 물질은 70% ethanol을 용매로 하여 추

출하였을 때 17.9±1.0 mg/g이 용출되었다. 주름 생성과 관련된

elastase 저해 활성은 50−200 µg/mL phenolics 농도의 70%

ethanol 추출물에서 55.5−69.5%의 제해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근피 추출물의 미백효과와 관련된 tyrosinase 저해활성은

200 µg/mL phenolics 농도의 70% ethanol 추출물에서 24%의 저

해효과가 측정되었다. Astringent 활성은 200 µg/mL phenolics 농

도의 70% ethanol 추출물에서 71%의 활성을 나타내어 모공축소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유근피 추출물의 hyaluronidase

저해활성은 50 µg/mL phenolics의 농도에서 80%의 염증억제 효

과가 확인되었다. 유근피 추출물의 항균활성은 물 추출물의 경

우 50−200 µg/mL의 phenolics 농도에서 Propionibacterium acnes

에 대한 항균활성이 각각 8.7, 10, 11.1 및 11.8 mm의 clear

zone이 확인되었다. 유근피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복합 기능

성 화장품(로션)의 안정성은 28일 동안 pH 및 점도의 변화가 없

었고, 온도 및 광에 대하여 안정하였다. 제조한 로션은 추출물의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색도는 어둡게 나타났으나, 사용감

면에서 8.5점 정도의 좋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Keywords anti-microbial activity · astringent effect · beauty 

food activity · phenolic compounds · tyrosinaseelastase · Ulmus 

pumi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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