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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cosmeceutical activity of 70% ethanol extracts when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BO) was dried under red lighting (RLD), blue lighting (BLD), red+blue
lighting (RBLD), or white lighting (WLD). The electron-donating abilities of 70% ethanol extracts from
drying BO under RLD, BLD, RBLD, and WLD were 62.8%, 68.1%, 60.9%, and 69.9%, respectively, at
a concentration of 500 ppm. The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ies of 70% ethanol extracts
from drying BO under RLD, BLD, RBLD, and WLD were 39.2%, 47.2%, 19.6%, and 21.6%, respectively,
at a concentration of 1,000 ppm. In terms of xanthine oxidase inhibition effects, the proportions of 70%
ethanol extracts after drying BO under RLD, BLD, RBLD, and WLD were 45.1%, 56.2%, 38.8%, and
53.3%, respectively, at a concentration of 1,000 ppm. The tyrosinase inhibition effects of 70% ethanol
extracts when BO was dried under RLD, BLD, RBLD, and WLD were 21.0%, 13.1%, 26.0%, and 19.1%,
respectively, at a concentration of 1,000 ppm. The collagenase inhibition effect of 70% ethanol extracts
when BO was dried under RLD, BLD, RBLD, and WLD were 47.4%, 20.8%, 54.6%, and 37.2%, re-
spectively, at a concentration of 1,000 ppm. The astringent inhibition effects of 70% ethanol extracts
when BO was dried under RLD, BLD, RBLD, and WLD were 21.5%, 39.6%, 40.0%, and 51.6%, respectively,
at a concentration of 5,000 ppm. All of these findings suggest that BO extracts dried under RLD, BLD,
RBLD, and WLD have great potential as a cosmeceutical ingredient with good biologic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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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현대인들 사이에 생활환경, 식생활 패턴의 변화, 과도

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암, 심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등과

같은 각종 성인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질병의 여러 원인

들 중에 superoxide anion radical (O2), hydroxy radical (OH),

singlet oxygen (
1
O2) 및 hydrogen peroxide (H2O2) 등과 같은

활성산소가 주목되고 있다[15,32]. 그 중 Free radical은 인체

내의 산소유입으로 인해 만들어진 superoxide에서 과산화수

소가 생성되며, 이 과산화수소로부터 hydroxy radical과 sin-

glet oxygen과 같은 활성산소가 만들어 진다[30]. Free radical

은 이러한 정상적인 대사과정에서의 생성뿐만 아니라 질병이

나 스트레스로 인해 과잉 생성되기도 하며 흡연, 공해, 세균감

염 등도 free radical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와

같은 free radical의 산화적 스트레스는 피부노화의 주요 원인

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억제하기 위

해서는 free radical 생성을 억제 또는 제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어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18]. 또한 피부노화를 막기 위해

의학적 효능을 강화한 소재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면서 과학

과 의학을 접목시킨 뛰어난 효능의 기능성 소재들이 꿈의 실

현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21]. 이러한 천연소재의 사용

은 효능과 안정성 면에서 뛰어난 장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천연물분리 기술 등과 관련 응용기술의 발전으로 식물성 원료

뿐만 아니라 각종 천연물 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개발이

가능해지고 있다[21]. 우리들이 소비하는 농산물은 자연을 상

대로 하여 생산하는 농업의 특성상 자연환경에 의해 수확량과

품질에 영향을 받는다. 자연재해를 극복하기 위해 시설하우스

와 여러 농기계를 활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지만 지금

농촌의 현실은 농업인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보호농업정책에

의한 농촌의 경쟁력 상실 등의 문제점으로 자연재해를 효과적

으로 극복할 여력이나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최근

계절이나 기온, 풍수해 등 자연환경에 구애 받지 않고 일정한

공간에서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기를 설치하여

환경조건을 제어하면서 농작물을 공장에서 생산하는 방식으

로 식물을 재배하는 식물공장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20]. 식물

공장(Plant factory)이란 통제된 일정한 시설 내에서 빛, 온도,

습도, 양액조성, 대기가스 농도 등의 재배환경조건을 인공적

으로 제어하여 계절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농작물을 공산품처

럼 계획적으로 연속 생산하는 시스템적인 농업의 한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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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26]. 식물공장에서 사용되는 광원으로는 LED가 추천

되고 있는데 이는 특정한 광파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으로

기능성 성분의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33,34].

브로콜리(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채소로 잎과 줄기는 모두 버려지고 작은 꽃봉오리가

다발로 이루어진 꽃만을 식용하며, 한 줄기에서 꽃이 4~5개

정도 맺히고, 잎은 10~15장 이상 나와 매우 무성하게 된다[23].

브로콜리는 항산화물질로 알려진 ascorbic acid, β-carotene,

rutin, selenium, glutathione, quercetin 등이 다량 함유 되어

있으며, 암세포증식억제 및 해독효소의 유도효과가 크다고 알

려져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3,38]. 특히, 브로콜리에는

신체의 지연 치유력을 증강시켜 암 발생의 위험성을 줄여주는

물질인 sulforaphane (S-methylsulfinylbutyl isothiocyanate)

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24,43], sulforaphane은 최

근 연구에서 발암물질로 전 처리한 생쥐의 유선에서 종양발생

을 억제하고[10], 전립선암의 예방에도 유효한 것으로 보고되

었으며[4], in vitro 실험에서 sulforaphane이 암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헬리코박터에 대한 강력한 살균효과가 있음이 보고되

었다[9]. 또한 광원의 종류를 달리한 브로콜리 새싹의 이화학

적 특성 연구에서 일반성분, 유리당 함량, 클로로필 함량, 유기

산 함량, 비타민 A, C, E 함량, 무기질 조성 등의 영양화학적

성분이 광원에 따라 식물체 내 영양화학적 성분에 큰 영향을

일으킨다는 보고도 있다[25]. 이러한 여러 가지 유익한 생리활

성 성분을 함유한 브로콜리는 기존의 자외선 차단제들과 달리

sulforaphane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손

상을 저해하고 세포 자체의 억제력을 향상시킨다는 보고도

있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식물공장시스템에서 브로콜리

종자를 발아하여 광원별로 재배한 브로콜리를 이용하여 다양

한 화장품약리활성을 in vitro 상에서 검증하고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추출

본 실험에 사용된 브로콜리 새싹은 (주)미스바알텍의 식물

공장에서 430 nm 내지 460 nm 파장 범위의 LED 청색광원을

발아 2일(암조건), 4일 동안 하루에 10시간씩 조사시켰으며,

적색광원은 650 nm 내지 680 nm 범위의 LED 광원, 적색+청

색 LED광원, 일반 LED광원을 사용하였다. 온도 범위는 21~2

3℃, 습도는 45~60%로 조절하여 브로콜리 새싹을 재배하였으

며, 수분이 많아 신선한 상태로 장기저장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 저온열풍건조기 60℃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한 후 200

mesh로 분쇄하였다. 이렇게 분쇄한 브로콜리 새싹에 에탄올

을 10배 가량 넣고 실온에서 24시간 침지하여 3회 반복하여

추출액을 얻었으며, 이 추출액을 여과지를 사용해 여과한 다

음 감압 농축기를 사용하여 농축하고 동결건조하여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실험 시약

항산화 효과 측정에 사용된 시약인 1,1-diphenyl-2-pic-

rylhydrazyl (DPPH), pyrogallol, xanthine oxidase와 미백 및

주름억제 효과 측정에 사용된 시약인 tyrosinase, collagenase

및 4-phenylazobenzyloxycarbonyl-Pro-Leu-Gly-Pro-D-Arg

등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전자공여능 측정

전자공여능(EDA: electron donating ability)은 Blois의 방법

[3]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용액 120 μl에 0.2 mM의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60 μl 넣고 15분간 실온

에서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

능은 시료용액의 첨가 군과 무 첨가 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전자공여능(%)=(1-
시료첨가군의 흡광도

)×100
무첨가군의 흡광도

Superoxide dismutase (SOD) 유사활성 측정

SOD 유사활성은 Marklund의 방법[31]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 시료용액 20 μl에 tris-HCl 완충용액(50 mM tris-HCl buf-

fer, pH 8.5) 130 μl와 7.2 mM pyrogallol 20 μl를 가하여 37℃에

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 유사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 군과 무 첨가 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SOD 유사활성능(%)=(1-
시료첨가군의 흡광도

)×100
무첨가군의 흡광도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측정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은 Stirpe와 Corte의 방법[39]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 시료용액 0.1 ml와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5) 0.6 ml에 xanthine (2 mM)을 녹인

기질액 0.2 ml를 첨가하고 xanthine oxidase (0.2 U/ml) 0.1

ml를 가하여 37℃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1 N HCl 1 ml를

가하여 반응을 종료시킨 다음, 반응액 중에 생성된 uric acid의

양을 29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Xanthine oxidase 저

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 군과 무 첨가 군의 흡광도 감소율

로 나타내었다.

저해율(%)=(1-
시료첨가군의 uric acid 생성량

)×100
무첨가군의 uric acid 생성량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은 Yagi 등[42]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67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 80

μl에 10 mM L-DOPA를 녹인 기질액 40 μl 및 시료용액 40



Journal of Life Science 2012, Vol. 22. No. 3 349

μl의 혼합액에 mushroom tyrosinase (200 U/ml) 40 μl을 첨

가하여 37℃에서 10분간 반응시켜 반응액 중에 생성된

DOPA chrome을 475 nm에서 측정하였다. Tyrosinase 저해

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 군과 무 첨가 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저해율(%)=(1-
시료첨가군의 흡광도

)×100
무첨가군의 흡광도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은 Wűnsch 등[41]의 방법에 따

라 측정하였다. 즉 0.1 M tris-HCl buffer (pH 7.5)에 4 mM

CaCl2를 첨가한 용액 250 μl와 4-phenylazobenzyl-oxy-

carbonyl-Pro-Leu-Gly-Pro-D-Arg (0.3 mg/ml)을 녹인 기질액

125 μl 및 시료용액 50 μl의 혼합액에 collagenase (0.2 mg/ml)

75 μ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6% citric acid

250 μl을 넣어 반응을 정지 시킨 후, ethyl acetate 1.5 ml을

첨가하여 3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ollagenase 저

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 군과 무 첨가 군의 흡광도 감소율

로 나타내었다.

저해율(%)=(1-
시료첨가군의 흡광도

)×100
무첨가군의 흡광도

Astringent 활성 측정

Astringent 활성 측정은 Lee 등[28]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

다. 피부 단백질과 유사한 혈액 단백질(hemoglobin)을 사용하

여, 원심분리 관 용기에 각각의 시료용액과 헤모글로빈 용액

을 0.5 ml씩 1:1로 넣어서 진탕 혼합한 다음 1,500 rpm에서

3분간 원심분리 후 576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stringent 활성 측정은 시료용액의 첨가 군과 무 첨가 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Astringent 활성능(%)=(1-
시료첨가군의 흡광도

)×100
무첨가군의 흡광도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실시하였고, 평균과 표준편차 계

산 후 그 결과를 비교하여 오차막대로 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전자공여능 확인

전자공여능 측정에 사용된 1-1-diphenyl-2-picryl-hydra-

zyl (DPPH)는 짙은 자색을 띄는 비교적 안정한 free radical

로서 cystein, glutathion과 같은 황을 함유하는 아미노산과

ascorbic acid, BHA 등에 의해 환원되어 탈색되므로 다양한

천연 소재로부터 항산화 물질을 검색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22].

브로콜리의 광원별 특성에 따라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

Fig. 1과 같이 나타내었다. 적색광, 청색광, 적 청색광, 형광등

Fig. 1.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by different light source. R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red light, B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blue light, M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red and blue light, L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fluorescent lamp, Result are

means±S.D. of triplicate data.

브로콜리의 에탄올추출물은 500 ppm에서 각각 62.8%, 68.1%,

60.9%, 69.9%의 활성을 나타내었고, 이들 브로콜리의 전자공

여능은 형광등, 청색광, 적색광, 적 청색광 순으로 활성이 높

았으나, 광원별 활성의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우

수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SOD 유사활성능 검증

Superoxide radical 소거활성능은 알칼리 상태에서 py-

rogallol의 자동산화에 의한 발색을 이용한 측정방법으로 py-

rogallol은 수용액에서 자동산화가 빠르게 일어나는데 여기에

는 superoxide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8,31].

광원별 브로콜리 에탄올추출물의 SOD유사활성능을 측정

한 결과 Fig.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적색광, 청색광, 적 청색광,

형광등 브로콜리의 에탄올추출물은 1,000 ppm에서 각각

39.2%, 47.2%, 19.6%, 21.6%의 유사활성능을 나타내어 청색광

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Jeong[19]의

연구에서 산마늘(Allium victorialis L.)의 비 발효 추출물과 발

효 추출물에서 각각 15.2%, 15.0%의 활성을 나타낸 결과와 비

교해 보았을 때 청색광 및 적색광 브로콜리의 에탄올 추출물

에서 더 높은 SOD 유사활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SOD

유사활성능에서는 광원별 활성의 차이가 2배 이상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광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한다면

추출물의 활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전처리 과정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확인

광원별 브로콜리 에탄올추출물의 xanthine oxidase 저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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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OD-like activity of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by

different light source. R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red light, B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blue light, M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red and blue light, L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fluorescent lamp, Result are means±S.D.

of triplicate data.

성을 측정한 결과 Fig. 3과 같이 나타내었다. 적색광, 청색광,

적 청색광, 형광등 브로콜리의 에탄올추출물은 1,000 ppm에

서 각각 45.1%, 56.2%, 38.8%, 53.3%의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어 적 청색광, 적색광, 형광등, 청색광의 순서로

저해활성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청색광과 형광등의 브

로콜리 에탄올추출물이 가장 높은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특

히 청색광은 10 ppm에서부터 24.8% 이상의 저해활성을 나타

내었다. 이는 An 등[1]의 연구에서 황련(Coptidis Rhizoma) 추

출물의 에탄올추출물과 열수추출물 1,000 ppm에서 각각

18.8%, 6.9%의 활성을 나타낸 결과와 비교해보았을 때 광원별

브로콜리의 에탄올 추출물의 저해활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항산화 효과 실험인 DPPH, SOD,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측정에서는 청색광원의 브로콜리 추출물의 활성이

다른 광원에 비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어, 항노화 화장품

개발 시 청색광원을 이용하면 좀 더 활성이 높은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yrosinase 저해활성 확인

Tyrosinase는 tyrosin으로부터 3,4-dihydroxy-L-phenyl-

alanin (DOPA)과 DOPA-quinone을 거쳐 최종적으로 흑갈색

의 melanin색소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13]로 자외선에 의하여

melanocyte의 유사분열이 일어나고 이어서 melanocyte가 활

성화 된다. 활성화 된 melanocyte에서는 tyrosinase 합성이

촉진되고 melanin의 생성이 항지되어 이를 표피 밖으로 운반

배출하게 되어 기미, 주근깨와 같은 색소 침착이 일어나게 된

다. 그러므로 tyrosinase 활성 억제제는 피부 내에서의 mela-

Fig. 3. Inhibition rate of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by

different light source on xanthine oxidase. R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red light, B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blue light, M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red and blue light,

L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fluorescent

lamp, Result are means±S.D. of triplicate data.

nin polymer 합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할 수 있어 피부 미백제

의 개발에 있어서 tyrosinase 활성억제 실험은 유용한 평가법

으로 인정되고 있다[16,17].

광원별 브로콜리 에탄올추출물의 tyrosinase저해활성을 측

정한 결과 Fig. 4와 같이 나타내었다. 적색광, 청색광, 적 청색

광, 형광등 브로콜리의 에탄올추출물은 1,000 ppm에서 각각

21.0%, 13.1%, 26.0%, 19.1%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어 적 청색

광에서 건조시킨 브로콜리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는 Choi의 연구[5]에서 황백(Phellodendron amurense R.)의

에탄올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이 1,000 ppm에서 모두 10% 미만

의 미비한 활성을 나타낸 결과와 비교했을 때, 적색광과 적 청

색광의 브로콜리 에탄올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이 비교

적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다른 결과와 비교하여 뚜렷

한 활성의 변화는 없었다.

Collagenase 저해활성 확인

세포 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의 주요 구성 성분인 col-

lagen은 피부의 섬유아 세포에서 생성되는 주요 기질 단백질

이다. Collagen의 주된 기능으로는 피부의 기계적 견고성, 결

합조직의 저항력과 조직의 결합력, 세포 접착의 지탱, 세포

분할과 분화의 유도 등이 알려져 있다[37]. 이러한 collagen은

연령 및 자외선 조사에 의한 광노화에 의해 감소하며, 이는

피부의 주름 형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7,11,40]. 또한 collagen은 트립신 등의 단백질 분해효소의 작

용을 받지 않으나, collagenase에 의해 분해된다는 보고가 있

어[6,12], 브로콜리를 이용하여 collagenase 저해활성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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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hibition rate of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by

different light source on tyrosinase. RBE: Brassica oler-
acea var italica Plenck in red light, BBE: Brassica oler-
acea var italica Plenck in blue light, MBE: Brassica oler-
acea var italica Plenck in red and blue light, L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fluorescent lamp,

Result are means±S.D. of triplicate data.

하였다.

광원별 브로콜리의 에탄올추출물의 collagenase 저해활성

을 측정한 결과 Fig. 5와 같이 나타내었다. 적색광, 청색광, 적

청색광, 형광등 브로콜리의 에탄올추출물은 1,000 ppm에서

각각 47.4%, 20.8%, 54.6%, 37.2%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어 청색

광, 형광등, 적색광, 적 청색광의 순서로 저해활성이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Lee 등[29]의 연구에서 유백피(Ulmus macro-

carpa Hance) 추출물의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 결과 27.6%

를 나타내었으며 Barrantes 등[2]의 연구에서 알로에(Aloe bar-

badensis vera) 추출물이 37.1%를 나타낸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청색광 브로콜리 에탄올추출물을 제외한 나머지 광원별

추출물의 collagenase 저해활성이 유의성 있는 결과를 나타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적색광이 포함된 브로콜리의 colla-

genase 저해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Kim등

[25]의 브로콜리의 이화학적 특성 연구에서 적색광원에서 일

반성분의 함량이 대부분 높게 나타난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Astringent 활성 확인

피부 단백질은 고분자 flavonoid인 polyphenol과 결합하여

가교결합을 형성하고 피부가 수축되어 수렴작용을 하게 된다

[35]. 본 실험에서는 hemoglobin의 단백질이 추출물과 결합하

는 정도에 따라 수렴효과 정도를 판단하였다. 이러한 수렴 작

용에는 외용 혹은 내용에 의해서 피부와 점막의 표면에 난용

성이 피막을 형성하고 그 결과 국소를 보호하거나, 혹은 조직

을 조밀하게 하여 세포막의 투과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Fig. 5. Inhibition rate of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by

different light source on collagenase. R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red light, B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blue light, M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red and blue light, L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fluorescent lamp,

Result are means±S.D. of triplicate data.

Fig. 6. Comparison of astringent activity on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by different light source. R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red light, B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blue light, M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red and blue light, LBE:

Brassica oleracea var italica Plenck in fluorescent lamp,

Result are means±S.D. of triplicate data.

고 보인다[36].

광원별 브로콜리 에탄올추출물의 수렴효과 측정인 as-

tringent 활성 측정 결과 Fig. 6과 같이 나타내었다. 적색광,

청색광, 적 청색광, 형광등 브로콜리의 에탄올추출물은 5,000

ppm에서 각각 21.5%, 39.6%, 40.0%, 51.6%의 활성을 나타내어

형광등, 적 청색광, 청색광, 적색광의 순서로 활성이 높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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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Lee 등[27]의 함초(Salicornia herbacea

L.) 추출물의 에탄올추출물과 열수추출물은 각각 16.7%,

28.0%의 활성을 나타낸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광원별 브로콜

리의 에탄올추출물의 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의 결과들과 다르게 수렴효과에서는 형광등 브

로콜리 추출물의 활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Kim 등[25]의

브로콜리 새싹의 이화학적 특성 연구에서 형광등 브로콜리의

조단백질 함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 브로콜리

성분과 hemoglobin의 단백질과 결합하여 astringent 활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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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광원별 브로콜리 추출물의 화장품약리활성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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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서대학교 한방화장품과학과, 2㈜미스바알텍)

본 연구에서는 십자화과에 속하는 식물인 브로콜리를 적색광, 청색광, 적 청색광, 형광등을 이용해 건조시킨

광원별 브로콜리 에탄올추출물의 항산화, 미백 및 주름 개선 효과 등의 화장품약리활성을 검증하였다. 항산화

활성을 검증하기 위해 전자공여능, SOD 유사활성능,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능을 측정한 결과, 전자 공여능에

서는 형광등, 청색광, 적색광, 적 청색광 브로콜리의 에탄올추출물의 순서로 높았고, SOD 유사활성능에서는 청색

광이,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능에서는 청색광과 형광등의 브로콜리 에탄올추출물의 활성이 가장 높았다. 미

백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tyrosinase 저해활성능을 측정한 결과, 적 청색광 브로콜리의 에탄올추출물이 가장 높

은 활성을 나타내었고, 주름 개선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collagenase 저해활성능을 측정한 결과 청색광, 형광등,

적색광, 적 청색광 브로콜리 에탄올추출물 순으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수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s-

tringent 활성을 측정한 결과 형광등 브로콜리의 에탄올추출물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음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적색광, 청색광, 적 청색광, 형광등을 이용해 건조시킨 광원별 브로콜리 에탄올 추출물의 기능성 소재의 가

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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