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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ontent phenolic compounds in extracts from Rehmannia glutinosa was the highest in 40% ethanol
extracts as 5.1±0.2 mg/g. DPPH scavenging activity of R. glutinosa extracts was high in water extracts
and 40% ethanol extracts as 85~93%,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 of water extracts and 40%
ethanol extracts was about the same as 55~62%,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PF) was confirmed in
water extracts and 40% ethanol extracts as 1.6~1.9 PF, and TBARs of water extracts and 40% ethanol
extracts were concluded to have the similar antioxidant effects. The hypertension inhibitory activity
of water extracts and 40% ethanol extracts from R. glutinosa indicated the activities as 87.2% and
81.1%, anti-gout activity was determined very low in R. glutinosa extracts and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skin microorgasm was confirmed,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was determined as 70.2%
in 40% ethanol extracts, it was expected the whitening effects in 40% ethanol extracts. The elastase
inhibitory activity which are related to the wrinkle cause was observed in water extracts and 40%
ethanol extracts as 76.2% and 57.2%. The hyaluronidase inhibitory activity to R. glutinosa extracts was
observed weakly in only 40% ethanol extracts of 200 μg/ml phenolic content a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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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의학의 발전과 더불어 동양의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

게 되어 한의학 내지는 전통의학에서 주로 사용되던 약용식물

자원로부터 신약 성분들을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 최근 약용작물의 2차 대사산물들이 생체에서 나타

내는 생리활성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18,23,34], 약용식물자원에서 항알레르기, 항산화, 항균 및 항

생활습관병 등의 약리성 물질 탐색과 이들 유용성분을 이용하

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3,36].

지황(Rehmannia glutinosa Liboschitz)은 현삼과에 속하는 다

년생초이며, 생지황 (R. Radix crude)을 황주, 백주에 넣고 주침

하여 증숙한 후 건조한 것을 숙지황(R. Radix Preparata)이라

고 하는데 숙지황은 보약, 빈혈 위장병, 산후쇠약, 뇌빈혈 등에

쓰인다[8]. 숙지황에는 glucose, fructose, galactose 등의 단당

류와 stachyose를 위시한 다양한 올리고당 및 다당류 들이 함

유되어 있으며, catalpol, vitamin A, arginine, mannitol, β

-sitosterol 등도 소량으로 함유되어 있다[5,30,31,32]. 숙지황에

대한 생리활성 연구로는 Jeong and Kim [16]은 숙지황이

streptozotocin 유발 고혈당 흰쥐의 혈당강하작용이 우수하였

다고 보고하였으며, Park [25]은 지황류의 수침액이 고혈압의

원인인 혈장 rennin의 활성을 감소시킴으로서 혈압저하 효과

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숙지황의 제조방법에 따른 소화

작용에 관한 비교 연구[24], 흰쥐신장조직 손상에 대한 숙지황

의 항산화효과[6], 숙지황이 남성생식세포 GC-1의 항산화에

미치는 영향 등의 연구[15]가 있으나 건강기능성 식품에 적용

시키기 위한 생리활성의 검색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한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숙지황

의 생리활성을 검토하여 기능성 소재로 이용하기 위하여 숙지

황 추출물의 항산화효과, 고혈압, 관절염 억제 등의 기능성

식품활성과 미백, 주름개선, 항염증 등의 기능성 미용식품활

성 등을 살펴보았다.

재료 및 방법

추출물의 조제

숙지황 추출액은 숙지황 1 g을 물과 ethanol을 0∼100%로

변화시키며 100 ml를 첨가하여 shaking incubator (SI-600R,

Lab Companion, Korea)에서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150 rpm

으로 용매별 추출을 시행하였으며, 추출 후 추출액은 10,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Himac CR-21E, Hitachi, Japan)하

고 Whatman No. 1 filter paper로 여과하여 여액을 시료로

사용하였다[20].

Phenolic compound의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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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하여 gallic acid를 이용한 표준곡선으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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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환산하였다[12].

항산화 효과 측정

DPPH radical에 대한 소거활성은 Blios의 방법[2]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전자공여능(%)은 1-(반응구의 흡광도/대조구

의 흡광도)×100으로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cation de-

colorization (ABTS)의 측정은 Pellegrin 등의 방법[26]에 의해

측정하였고, 저해율(%)은 1-(반응구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

도)×100으로 나타내었다.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PF)

는 Andarwulan과 Shetty의 방법[1]으로 측정하였으며, PF는

반응구의 흡광도/대조구의 비로 나타내었다.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TBARs) 측정은 Burge와 Aust의 방법

[4]에 따라 측정하여 저해율(%)은 1-(반응구의 TBARs μM/대

조구의 TBARs μM)×100으로 나타내었다.

항고혈압 효과 측정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저해효과 측정은

Cushman 등의 방법[10]에 의하여 행하였다. 즉, 반응구는 0.3

M NaCl을 함유하는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8.3)에 기질로 2.5 mM hippuryl-histidyl-leucine 용액 0.15 ml

를 혼합하였으며, 대조구는 추출액 대신 동일 buffer 0.1 ml를

첨가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1 N HCl 0.35 ml 첨가

로 반응을 중지시킨 뒤 3 ml의 EtOAc를 첨가하였다. EtOAc층

만을 취한 다음 용매를 증류시킨 잔사에 2 ml의 증류수를 첨가

하여 효소에 의해 기질로부터 분리되어 추출된 hippuric acid

를 28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표준곡선에서 양을 환산하

여 아래의 식에 의해 저해율을 계산하였다. 저해율(%)은 1-(반

응구의 hippuric acid 생성량/대조구의 hippuric acid 생성

량)×100으로 나타내었다.

항관절염 효과 측정

Xanthine oxidase (XOase) 활성저해 측정법은 Stirpe와

Crote의 방법[29]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즉, 반응구는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5)에 xanthine 2 mM을 녹

인 기질액 3 ml에 효소액 0.1 ml와 시료 추출액 0.3 ml를 넣고

대조구에는 추출액 대신 증류수를 0.3 ml 첨가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20% TCA 1 ml를 가하여 반응을 종료시킨

다음 3,5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단백질을 제거한

후 반응액 중에 생성된 요산(uric acid)의 함량을 292 nm에서

측정하여 다음 식으로 저해율을 구하였다. 저해율(%)은 1-(반

응구의 uric acid 생성량/대조구의 uric acid 생성량)×100으로

나타내었다.

항균활성 측정

항균활성 측정실험에 사용한 균주는 Staphylococcus epi-

dermidis,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Streptococcus

mutans, Helicobacter pylori를 사용하였다. S. epidermidis, S. aur-

eus, E. coli 배양에는 nutrient medium (Difco. USA)을 사용하

였으며, agar plate 상으로 37℃의 incubator에서 24～48시간

동안 실시하였다[9]. Streptococcus mutans 배양에는 brain

heart medium을 Helicobacter pylori의 배양에는 최적배지

(special pepton 0.5 g, agar 0.75 g, NaCl 0.25 g, yeast extract

0.25 g, beef extract 0.2 g 및 pyruvic acid 0.025 g/50 ml)를

사용하여 미호기성 조건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10% CO2 in-

cubator를 이용하였으며, incubator의 습도는 항상 95% 이상

으로 유지하였고, agar plate상에서 배양은 37℃로 48∼72시간

동안 실시하였다[17]. 항균활성은 배양 후 생성된 clear zone의

크기(mm)로 항균활성을 나타내었다.

미백효과 측정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은 반응구는 0.175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 0.5 ml에 10 mM L-DOPA를 녹인

기질액 0.2 ml 및 시료용액 0.1 ml의 혼합액에 mushroom

tyrosinase (110 U/ml) 0.2 ml를 첨가하여 Yagi 등의 방법[35]

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저해율(%)은 1-(반응구의 흡광도/대조

구의 흡광도)×100으로 나타내었다.

주름개선 효과 측정

Porcine pancreatic elastase 저해활성 측정[33]은 기질로서

N-succinyl-(L-Ala)3-p-nitroanilide를 사용하여 37℃에서 20분

간 p-nitroanilide의 생성량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으며, 저해율(%)은 1-(시료첨가군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

도)×100으로 나타내었다.

Anti-inflammation 효과 측정

Hyaluronidase (HAase) 저해활성 측정은 sodium-hyalur-

onic acid (HA)로부터 형성된 N-acetylglucosamine을 glucox-

azoline 유도체로 변형시킨 후 p-dimethylaminobenzalde-

hyde (DMAB)로 발색시켜 흡광도를 측정하여 효소 활성을

측정하였다[7]. 저해율(%)은 1-(시료첨가군의 흡광도/대조구

의 흡광도)×100으로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숙지황으로부터 유용성분의 추출

시료로부터 유용성분 추출의 최적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ethanol 용매를 다양한 농도로 조제하고 이를 추출용매로 하

여 시료추출의 최적농도를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Fig. 1과

Table 1에서와 같이 40% ethanol 추출물에서 5.1±0.2 mg/g으

로 가장 높은 phenolic compound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물

추출물에서도 4.8±1.7 mg/g으로 ethanol 추출과 비슷한 수준



Journal of Life Science 2012, Vol. 22. No. 7 945

Table 2. Antioxidant activity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Rehmannia glutinosa

Antioxidant assay

Antioxidant activity (%)

Water extracts 40% Ethanol extracts Positive control (BHT)

Phenolic content (μg/ml) Phenolic content (μg/ml) Phenolic content (μg/ml)

100 200 100 200 100 200

DPPH (%) 79.3±1.3 85.5±3.0 80.2±1.6 92.7±2.1 84.0±0.1 87.7±0.1

ABTS (%) 49.6±0.9 61.6±0.6 44.2±0.8 55.0±1.8 5.8±0.1 93.9±0.1

TBARS (%) 16.0±0.5 22.8±2.1 18.3±1.0 26.7±0.7 49.0±0.3 85.3±0.3

PF 1.1±1.1 1.6±0.6 1.1±0.2 1.9±1.1 1.0±0.1 1.2±0.1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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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effect of ethanol concentration on extraction of phe-

nolic from Rehmannia glutinosa.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6).

Table 1. phenolic contents of extracts from Rehmannia glutinosa

Sample
Phenolic content (mg/g)

Water
extracts

40% Ethanol
extracts

Rehmannia glutinosa 4.8±1.7 5.1±0.2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6).

의 phenolic compound의 양이 용출되었다. 이는 허브의 경우

50∼60%의 비교적 낮은 ethanol 농도에서 추출수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Kim [19]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숙지황 추출물의 항산화활성

DPPH 라디칼 소거능 측정을 위하여 물과 40% ethanol을

용매로 추출한 숙지황 추출물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물 추출물과 40% ethanol 추출물 200 μg/

ml phenolic의 농도에서 모두 85∼93%의 높은 전자공여능이

확인되었으며, 물 추출물보다 ethanol 추출물의 효과가 더 높

게 나타났으며,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200 μg/ml phenolic의

농도에서 92.7%의 저해율을 나타내어 positive control인 BHT

의 87.7% 보다 더 높은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각 추

출물마다 농도 의존적으로 첨가되는 phenolic compound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전자공여능도 더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추출물들의 상대적인 항산화 측정은 hydrogen-

donating antioxidant와 chain breaking antioxidant 모두를 측

정할 수 있고 aqueous phase와 organic phase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며 표준물질의 사용으로 추출물의 상대 비교가 가능하

도록 potassium persulfate와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ABTS+

free radical이 추출물속의 항산화 물질에 의해 제거되어

radical 특유의 색인 청록색이 탈색되는 것을 이용하여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을 측정한 결과 Table 2에서와 같

이 물 추출물과 40% ethanol 추출물이 55∼62%의 비슷한 수

준의 항산화효과를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숙지

황 추출물의 지용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질 산화과정에서 생성되는 peroxy radical과 반응하여 불활

성물질(inactive products)을 형성하고 그로 인해 free radical

에 의해 연쇄 반응을 중단시킨다는 β-carotene linoleate

system을 이용하여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PF)를 측정

하였다[37]. 그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200 μg/ml phenolic

의 농도에서 물 추출물과 40% ethanol 추출물 모두에서

positive control인 BHT의 1.2 PF에 비하여 1.6∼1.9 PF의 매우

높은 항산화력이 확인되었고, TBARs는 물 추출물과 40%

ethanol 추출물이 비슷한 수준의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

으로 측정되었다. Duval과 Shetty [11]는 완두에 함유되어있는

phenol성 물질의 PF가 1.1∼1.3 정도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실험에 사용된 숙지황의 항산화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전반적으로 항산화효과는 ethanol 추출물이 물 추출물 보

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산화 촉진인자와 binding 하는

phenolic compound가 물 추출물보다 ethanol 추출물에 더 많

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향후 이들 phenolic

compound의 profile에 대한 연구도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혈압 억제(angiotansin converting enzyme 저해) 효과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은 renin에 의하여

생성된 angiotensin Ⅰ으로부터 C말단의 depeptide를 가수분

해 시켜 혈관수축 작용을 갖는 angiotensin Ⅱ를 합성하는데

관여하며, 혈관이완작용을 가진 bradykinin을 억제시킴으로

서 혈압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는 효소이다[27]. 숙지황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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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hibition effect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on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from Rehmannia glutinosa

Sample

Water extracts 40% Ethanol extracts Positive control (Captopril)

Hippuric acid

(μg/ml)

lnhibition

activity (%)

Hippuric acid

(μg/ml)

lnhibition

activity (%)

Hippuric acid

(μg/ml)

lnhibition

activity (%)

Control 19.6±0.2 0 19.6±0.1 0 19.6±0.1 0

Rehmannia glutinosa 2.5±0.5 87.2±5.9 3.7±0.7 81.1±7.3 6.2±0.3 68.4±2.4

Phenolic content were 200 μg/ml.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6).

Table 4. Inhibition effect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on xanthin oxidase from Rehmannia glutinosa

Sample

Water extracts 40% Ethanol extracts Positive control (Allopurinol)

Uric acid

(μg/ml)

lnhibition

activity(%)

Uric acid

(μg/ml)

lnhibition

activity(%)

Uric acid

(μg/ml)

lnhibition

activity(%)

Control 18.1±1.3 0 18.1±1.3 0 18.1±1.3 0

Rehmannia glutinosa 18.1±1.3 0 17.5±2.2 3.3 8.2±1.2 54.7±1.3

Phenolic content were 200 μg/ml.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6).

Table 5. Inhibitory activity of Rehmannia glutinosa extracts on various microorganism

Strains

Clear zone (mm)

Water extracts 40% ethanol extracts

Phenolic content (μg/ml) Phenolic content (μg/ml)

0 50 100 150 200 0 50 100 150 200

Staphylococcus aureus - - - - - - - - - 9.1±0.3

Staphylococcus epidermidis - - - - - - - - - 9.6±0.2

Escherichia coli - - - - - - - - - trace

Propionibacterium acnes - - - - - - - - - -

Streptococcus mutans - - - - - - - - - -

Helicobacter pylori - - - - - - - - - -

-: no inhibition.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6).

물의 ACE에 대한 저해효과를 측정함으로서 항고혈압 효과를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이 200 μg/ml phenolic의 농도에서

positive control인 captopril의 68.4%에 비해 물 추출물군에서

더 우수한 87.2%의 고혈압억제력을 나타내었고, 40% ethanol

추출물에서도 81.1%의 높은 저해활성을 나타내어 고혈압억제

제로서의 기능성 식품에 적용하기위한 산업화 가능성을 확인

시켜 주었다.

관절염(gout) 저해효과

Xanthine oxidase는 생체 내 퓨린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로

xanthine 혹은 hypoxanthine으로부터 요산을 생성하여 혈장

내 요산이 증가되면 낮은 용해성으로 인하여 골절에 축적되어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통풍(gout)을 일으킨다. 이러한 통풍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로는 hypoxanthine의 유사체인 allopu-

rinol과 alloxanthine이 있는데 allopurinol은 xanthine oxi-

dase에 강하게 결합하여 요산 생성의 최종단계에 관여하는

xanthine oxidase의 효소활성을 저해함으로써 요산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Table 4는 숙지황 추출물의

xanthine oxidase 저해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물 추출물은 저해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40% ethanol 추출물에서도 3.3%

의 극히 미약한 저해양상만 나타나 통풍(gout)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자원으로의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항균활성 측정

숙지황 추출물의 항균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Escherichia coli, Streptococcus

mutans 및 Helicobacter pylori를 사용하여 생육억제 효과를 측

정한 결과 Table 5에서와 같이 피부상재균인 S. aureus, S. epi-

dermidis의 경우 200 μg/ml phenolic 농도에서만 9.1과 9.6 mm

의 clear zone을 나타내어 항균력을 나타내었을 뿐 저 농도의

첨가군에서는 항균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으며, 충치균인

Streptococcus mutans와 위염, 위궤양 원인균인 Helicobacter py-

lori의 경우 농도에 관계없이 항균효과가 검출되지 않았다. 따

라서 숙지황 추출물은 피부상재균을 억제함으로써 피부 트러

블을 완화시킬 수 있는 화장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하였다.

미백효과

Tyrosinase는 피부의 표피 기저층에 존재하는 멜라노 사이

트에서 tyrosine을 산화시켜 멜라닌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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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Inhibition effect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on tyrosinase from Rehmannia glutinosa

Sample

Inhibition activity (%)

Water extracts 40% Ethanol extracts Positive control (Kojic acid)

Phenolic content (μg/ml) Phenolic content (μg/ml) Phenolic content (μg/ml)

100 200 100 200 100 200

Rehmannia glutinosa 0 0 38.4±2.6 70.2±5.7 53.2±3.6 62.4±5.2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6).

Table 7. Inhibition effect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on elastase from Rehmannia glutinosa

Sample

Inhibition activity (%)

Water extracts 40% Ethanol extracts Positive control (Vitamin C)

Phenolic content (μg/ml) Phenolic content (μg/ml) Phenolic content (μg/ml)

100 200 100 200 100 200

Rehmannia glutinosa 58.4±6.5 76.2±2.3 43.3±3.6 57.2±5.7 3.2±0.7 12.9±0.5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6).

Table 8. Inhibition effect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on hyaluronidase from Rehmannia glutinosa

Sample

Inhibition activity (%)

Water extracts 40% Ethanol extracts Positive control (Vitamin C)

Phenolic content (μg/ml) Phenolic content (μg/ml) Phenolic content (μg/ml)

100 200 100 200 100 200

Rehmannia glutinosa 0 0 0 5.1±0.3 0 14.4±1.5

The data were expressed as the mean±SD (n=6).

소로서 이들의 활성 억제는 피부 미백과 노화 방지에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숙지황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활

성을 측정한 결과 Table 6에서와 같이 물 추출물에서는 ty-

rosinase 억제효과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40% ethanol 추출물

에서는 200 μg/ml phenolic의 농도에서 positive control인

kojic acid의 62.4%보다 더 높은 70%의 저해효과가 확인되어

우수한 미백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저해양상은 농도의존적

인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첨가되는 phenolic compound의 양

에 따라 저해효과는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Han 등[14]은

민속주의 발효과정에서 tyrosinase저해 활성이 높았으며, 이

는 첨가되는 재료의 플라보노이드 화합물과 같은 phenolic

compound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보고한 것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Lee 등[22]은 제주산 식물을 이용한

tyrosinase 억제 활성을 측정한 결과 1,000 ppm의 농도에서

10.0% 미만의 효과를 나타낸 결과와 비교하여 천연자원으로

서의 숙지황은 미백 활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름개선 효과 측정

인체의 중성구 과립구내에 존재하는 elastase는 진피 내 피

부탄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질 단백질인 엘라스틴을 분해

하는 효소이며, 다른 중요한 기질 단백질인 콜라겐을 분해할

수 있는 비특이적 가수분해 효소이다. 따라서 elastase 저해제

는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작용을 나타내며[33], elastase 저해

제로 인하여 주름개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

한 주름 생성과 관련된 elastase 저해 활성 측정 결과를 Table

7에서와 같이 200 μg/ml phenolic의 농도에서 대조구인 vita-

min C가 12.9%인데 비하여 물 추출물에서 76%, 40% ethanol

추출물에서 57%의 높은 elastase 억제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

으며, Kwak 등[21]은 각종 약용식물의 elastase 저해효과가 1

mg/ml의 농도에서 30.0% 미만의 저해활성을 나타낸다고 보

고한 것과 비교하면, 숙지황 추출물의 elastase 저해활성이 매

우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숙지황 추출물은 주름개선

을 위한 미용식품이나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에 적용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Anti-inflammation 효과 측정

고분자 다당인 히아루론산(hyaluronic acid, HA)은 진피층

의 섬유아세포로부터 산출되어, 표피, 진피에 있어서 주요한

세포외 매트릭스로서 glucuronic acid와 glucosamine이 반복

해서 연결된 점액성 mucopolysaccharide이다. 또한 HA은 염

증 형성의 중요 요소인 macrophage의 phagocytic ability를

저해하는 한편, HA 분해 산물 혹은 저분자 HA는 상처 치유

과정에서 inflammation, fibrosis collagen deposition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결국 고분자 HA의 분해효

소인 hyaluronidase (HAase)의 저해에 의해 HA의 고분자 형

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서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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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지황 추출물에 대한 HAase 저해활성을 측정 결과 Table 8에

서와 같이 숙지황 물 추출물에서는 HAase 저해활성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으며, 40% ethanol 추출물에서도 200 μg/ml

phenolic의 농도에서만 약 5%의 매우 낮은 HAase 저해활성을

나타내어 항염증 효과나 아토피 억제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

울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숙지황 추출물은 우수한 항산

화 및 항고혈압 활성을 이용한 생활습관병 예방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의 활용이 가능하리라 생각되며, 피부상재균 억제효

과, 미백 및 주름개선효과 등도 우수하여 복합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 산업화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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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숙지황(Rehmannia glutinosa) 추출물의 생리활성

조영제*

(경북대학교 식품공학부/식품생물산업연구소)

숙지황(Rehmannia glutinosa)으로부터 유용성분 추출은 40% 에탄올 추출물에서 5.1±0.2 mg/g으로 가장 높은

phenolic compound 함량을 나타내었다. 숙지황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은 전자공여능의 경우 물 추출물과 40%

ethanol 추출물 모두에서 85∼93%의 높은 전자공여능이 확인되었으며,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의 경

우 물 추출물과 40% ethanol 추출물이 55∼62%의 비슷한 수준의 항산화효과를 효과를 나타내었고,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PF)는 200 μg/ml의 농도에서 물 추출물과 40% ethanol 추출물 모두에서 1.6∼1.9 PF의 높은

항산화력이 확인되었고, TBARs는 물 추출물과 40% ethanol 추출물이 비슷한 수준의 항산화효과를 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숙지황 추출물의 고혈압억제효과는 물 추출물에서 87.2%, 40% ethanol 추출물에서

81.1%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관절염억제효과는 매우 낮게 측정 되었으며, 피부상재균에 대한 항균효과는 확

인되었다. 숙지황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활성은 40% ethanol 추출물에서 70%의 높은 저해효과가 확인되어

미백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주름 생성과 관련된 elastase 저해 효과는 물 추출물에서 76%, ethanol 추출물 57%

의 높은 elastase 억제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숙지황 추출물에 대한 hyaluronidase 저해활성은 40% ethanol

추출물에서만 200 μg/ml phenolic의 농도에서 약 5%의 매우 낮은 hyaluronidase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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