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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the in vitro physiological activity of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AP)
and its effect on perfume on an electroencephalogram (EEG).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absolute
alpha power spectrum (AA) and the absolute theta power spectrum (AT) decreased significantly dur-
ing more than before the inhalation of the AP perfume and its reconstruction perfume. Although there
were a little different pattern in the induced part of the wave generated by the inhalation of the AP
perfume and its reconstruction perfume, alpha- and theta- were shown equally. In addition, there was
the same pattern in which the rate of increase reduced.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erfume of the
AP and its reconstruction perfume have a stimulating effect on the brain. In terms of the physiological
activity of AP, the activity of AP ethanol extract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water extract
in DPPH, collagenase, and nitric oxide, except for an astringent effect. The AP ethanol extract was
about 80% at 500 ppm in collagenase inhibition activity. In addition, the AP water and ethanol ex-
tracts were 50% at 100 ppm in the NO inhibition activity. Based on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this natural substance could be used in cosmetics and in the development of perfu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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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뇌파는 두피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하는 전위로 뇌신경세포

의 활동에 수반되어 생성되는 전기적 변화를 머리 표면에 부

착한 전극에 의해 비침습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 전기 신호이

다. 따라서 뇌파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뇌 활동의 변동을

시간적, 공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고[27], 지필 평

가와는 달리 객관적으로 뇌 활동의 변화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어[19], 뇌파의 파형을 분석하여 정량화

함으로서 피보험자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의 긴장도나 쾌적

한 정도를 우세하게 출현하는 뇌파를 위주로 해석하여 정서반

응의 차이를 평가할 수 있다. 정상인이 흥분하거나 특정한 과

제에 주의를 집중할 때에는 대뇌피질의 세포들이 상호 조화하

여 진동하지 않는 비동기화 현상에 의해 13 Hz에서 30 Hz 사이

주파수의 β파가 활성화 된다[17]. 그러나 안정을 취하고 있을

때에는 대뇌피질의 세포들이 거의 동시에 활동하는 동기화 현

상에 의해 두정부와 후두부에서 α파가 우세하게 나타난다[2]

좋은 향기는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며 이미지 개선에 있

어 중요한 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후각을 고려하여 천연

향을 이용한 제품 개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 천연향은

특유의 향 때문에 선호도가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28]. 최근

향이 긴장과 완화 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으며, 향을 통한 자극이 후각세포를

통해 뇌에 전달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사실이 밝혀 졌다

[3]. 이런 향의 작용은 신체의 활력과 면역력을 증진시켜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며, 인간의 정서적 안정과 감성의 변화에 영

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천연 향을 탐색하는 중 우리나라 산지

의 그늘에서 자생하는 미나리아재비과의 진범(Aconitum pseu-

dolaeve var erectum Nakai)을 탐색하게 되었다. 진범은

Aconitum 속에 속하는 다년초로서 그 뿌리는 한약 또는 민간

에서 진통, 진경, 이뇨, 거풍습약으로 사용되어 왔고, 진범의

성분에는 지하부에서 lycoctonine type의 C19-diterpene 계 al-

kaloid인 avadharidine, lycoctonine과 septentriodine 등의 al-

kaloid와 aromatic amide인 methyl-N-(3-carbamoylpro-

pionyl) anthranilate와 methyl-N-(2-acetaminobenzoyl) an-

thranilate 등이 풍부하다는 보고가 있다[11,18]. 이에 진범의

in-vitro 생리활성을 검증하고, 진범정유(원액) 및 진범 재조합

향료를 제조하여 신경생리학적으로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비

교 분석하여, 화장품 및 향료의 기능성 천연 소재로 사용하고

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료의 추출

본 연구의 공시료는 경북 고령에서 재배된 진범을 한국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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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도감을 참고하여 동정 후 사용하였다. 진범의 생리활성 검

증을 위한 추출은 열수 및 에탄올 추출을 하였으며, 열수 추출

물의 경우 시료 100 g에 증류수 10배 양을 가하여 85℃에서

3시간 환류냉각 추출하여 상등액과 침전물을 분리하여 3회

반복 추출하였으며, 에탄올 추출물은 70% 에탄올을 시료 중량

의 10배 양을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침지하여 상등액과 침

전물을 분리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3회 반복 추출하였다. 또한

진범(생제)의 원액을 정유하기 위하여 진범 2 kg을 열수 추출

하여 물 부분을 diethyl ether 분액 후 농축하여 본 실험의 시료

로 사용하였다.

뇌파 측정 환경 및 재료

남녀 각각 5명씩 총 10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뇌파를 측정

하였으며, 측정 장소는 일정한 온도(23℃)와 습도(50%)를 유지

한 32.4 m
2

(9.8평) 크기의 실험실에서 최대한 잡음이 혼입되지

않은 안정적인 상태에서 뇌파를 측정하였다.

뇌파 측정 재료 및 기기

진범 정유(원액) 및 진범 재조합 향료를 향 흡입에 사용하였

으며, 뇌파 측정 시 사용한 기기는 QEEG-8 System (LXE 3208,

LAXTHA Inc., Daejeon, Korea)를 사용하였으며, 피험자의 뇌

파 신호 측정은 Telescan program (LAXTHA Inc., Daejeon,

Kore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뇌파 측정 및 분석 방법

뇌파 전극 부착

10-20 국제 전극 배치법[15]을 이용하여 8개의 접지전극에

뇌파전용 무해 접착 풀을 묻혀 피험자의 전전두엽(Fp1, Fp2),

전두엽(F3, F4), 측두엽(T3, T4), 두정엽(P3, P4) 부분에 부착하

고 오른쪽과 왼쪽 귓 볼 뒷부분에도 각각 하나씩의 전극을

부착하였다(Fig. 1).

Fig. 1. International 10-20 system of electrode placement.

향 흡입

진범 정유는 vial에 담겨진 상태로, 진범 재조합 향료는 시

향지(13 cm)로 찍어 피험자의 코로부터 약 3 cm 거리를 유지

하고 피험자가 눈을 감은 상태에서 향 흡입 전(무자극)과 흡입

상태(향자극)로 각각 1분씩을 측정하였다.

데이터 분석

뇌파측정을 한 10명의 피험자 중 2명으로부터 잡파가 발견

되어 이를 제외한 8명의 뇌파신호로부터 1분 측정 중 30초

측정된 뇌파신호만을 추출하여 일괄처리 프로그램(Batch

processing)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였고, SPSS 18.0 version의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하였다.

생리활성 측정 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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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lhydrazyl (DPPH), pyrogallol, xanthine oxidase, 2.6-dihy-

droxypurin과 미백효과와 수렴효과 측정에 사용된 시약인

4-phenylazobenzyloxycarbonyl-Pro-Leu-Gly-Pro-D-Arg, col-

lagenase, hemoglobin 등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세포 생존율 측정

에 사용된 macrophage 세포인 Raw 264.7은 Korean Cell Line

Bank (KCLB)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세포 생존율 측정

시약인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streptomycin, trypsin 250,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와 항염증 측정시약인 griess reagent는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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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PPH 전자공여능 측정

전자공여능(EDA: electron donating ability)은 Blois의 방법

[4]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용액 2 ml에 0.2 mM의

DPPH 1 ml을 넣고 교반한 후 30분간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자공여능은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무

첨가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전자공여능(%)=(1-
시료첨가군의 흡광도

)×100
무첨가군의 흡광도

Superoxide dismutase (SOD) 유사활성 측정

SOD 유사활성은 Marklund 등의 방법[23]에 따라 측정하였

다. 각 시료용액 0.2 ml에 Tris HCl의 완충용액(50 mM Tris

+ 10 mM EDTA, pH 8.5) 2.6 ml와 7.2 mM의 pyrogallol 0.2

ml를 가하여 25℃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1.0 N HCl 0.1 ml

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반응액 중 산화된 pyrogallol의

양을 420 nm에서 측정하였다. SOD 유사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SOD 유사활성능(%)=(1-
시료첨가군의 흡광도

)×100
무첨가군의 흡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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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은 Wűnsch 등의 방법[31]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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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mM CaCl2를 첨가하여, 4-phenylazobenzyl-oxycarbonyl-

Pro-Leu-Gly-Pro-D-Arg (0.3 mg/ml)을 녹인 기질액 0.25 ml

및 시료용액 0.1 ml의 혼합액에 collagenase (0.2 mg/ml) 0.15

ml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6% citric acid 0.5

ml을 넣어 반응을 정지 시킨 후, ethyl acetate 1.5 ml을 첨가하

여 3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ollagenase 저해활성

은 시료용약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

었다.

저해율(%)=(1-
시료첨가군의 흡광도

)×100
무첨가군의 흡광도

Astringent 활성 측정

Astringent 활성 측정은 Lee 등의 방법[2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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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TT assay에 의한 세포 생존율 측정

세포 생존율 측정은 Carmichael 등의 방법[5]에 따라 측정

하였다. 세포주 macrophage (Raw 264.7) cell을 96 well plate

에 5×103 cells/well이 되게 0.2 ml 분주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무혈청배지 0.18 ml에 시료

를 농도 별로 조제하여 0.02 ml 첨가한 후 대조군은 시료와

동량의 무혈청 배지를 첨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여기에 2.5 mg/ml 농도로 제조한 MTT 용액 0.02 ml를 첨가하

여 3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당 DMSO 0.1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 시킨 뒤 ELISA reader

(Tecan, Austria)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 측정은 시료용액의 첨가군와 무첨가군의 흡광도 감소

율로 나타내었다.

세포 생존율(%)=(1-
시료첨가군의 흡광도

)×100
무첨가군의 흡광도

Nitric oxide 저해활성 측정

Nitric oxide (NO) 측정은 세포배양액에서 NO의 양을 ni-

trite와 nitrate로서 측정하였다. 96 well plate에 1×10
4

cells/well이 되게 0.2 ml 분주하여 37℃, 5% CO2 incubator에

서 24시간 배양한 후, PBS로 washing한 후에 무혈청 배지 0.18

ml에 시료를 농도 별로 조제하여 0.02 ml 첨가한 후 대조군은

시료와 동량의 무혈청 배지를 첨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

하였다. NO 생성량은 supernatant를 모아 griess regent로 반

응시킨 후에 540 nm에서 흡광도로 측정하였다. Nitric oxide

측정은 시료용액의 첨가군와 무첨가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

타내었다.

Nitric oxide (%)=(1-
시료첨가군의 흡광도

)×100
무첨가군의 흡광도

결과 및 고찰

진범 향과 진범 재조합 향이 뇌파 지표 absolute alpha

power spectrum (AA)에 미치는 영향

Absolute alpha power spectrum (AA) 지표는 뇌파 스펙트

럼에서 8~13 Hz의 alpha파 영역의 절대파워 스펙트럼 값을

의미한다. Alpha파는 긴장을 풀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있을 때 나타나는 파형으로 정신적 안정 상태이거나 기

분이 편안하고 느긋할 때, 조용한 명상음악을 듣거나 명상 중

일 때 또는 외부 자극에 습관화되었을 때 나타난다[14]. 진범

향 흡입 전과 흡입 중일 때의 뇌파 측정 결과를 Table 1에 나타

내었다. 전극부착부위(채널) 중 좌·우 전두엽(F3, F4), 좌측 측

두엽(T3), 좌측 두정엽(P3)에서 alpha파의 뇌파분석 지표인

AA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즉 alpha파의 감소가 나타난 전두엽은 대뇌피

질의 일반적인 각성 상태 및 인간의 정신작용이 가장 복잡한

목표 지향적 행동과 주의(attention)를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8], 측두엽은 고도의 인지, 기억, 감정 및 정신적 기능과 관련

이 깊으며[21], 두정엽은 계산과정, 공간적 정신 활동 및 추론

활동과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4]. 위의 내용을

볼 때 좌·우 전두엽(F3, F4), 좌측 측두엽(T3), 좌측 두정엽(P3)

에서 alpha파가 감소한 결과는 진범 향 흡입 시 뇌에 각성이

일어났음을 의미한다.

또한 진범 재조합 향의 경우 Table 2에서 보는 것과 향 흡입

전과 흡입 시의 전극부착부위(채널) 중 좌측 측두엽(T3) 및 좌

측 두정엽(P3) 채널에서 alpha파의 뇌파분석 지표인 AA 평균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0.05). 이는 진범 재조합 향 흡입 시 정신적 기능과 관련된

측두엽 부위와 공간적 정신활동 및 추론활동과 관련된 두정엽

부위로부터 유발된 alpha파가 감소함으로서 뇌가 각성되었음

을 의미한다.

Brain map으로 본 진범 향 흡입 전과 흡입 시 alpha파 변화

진범 향 흡입 전과 흡입 시 alpha파 변화를 brain map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Fig. 2, 3과 같이 나타났다. 좌측에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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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of alpha-wave from brain before and during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perfume inhalation

Absolute alpha power spectrum (AA)

Sites Inhalation N Mean SD t-test p

Fp1
Before 8 17.716 8.240

-0.396 0.704
During 8 17.203 8.298

Fp2
Before 8 22.369 15.568

-2.144 0.069
During 8 18.128 12.204

F3
Before 8 32.743 19.403

-2.877* 0.024
During 8 24.563 14.496

F4
Before 8 29.545 17.266

-2.831* 0.025
During 8 23.108 12.849

T3
Before 8 22.553 11.253

-4.496* 0.003
During 8 15.912 8.903

T4
Before 8 13.778 6.967

-1.762 0.121
During 8 11.569 5.434

P3
Before 8 52.696 36.056

-2.372* 0.049
During 8 38.646 26.673

P4
Before 8 51.125 42.558

-1.714 0.130
During 8 41.273 32.014

Fp1: Left prefrontal, Fp2: Right prefrontal, F3: Left frontal, F4: Right frontal, T3: Left temporal, T4: Right temporal, P3: Left parietal,

P4: Right parietal.

Table 2. Change of alpha-wave from brain before and during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reconstruction perfume inhalation

Absolute alpha power spectrum (AA)

Sites Inhalation N Mean SD t-test p

Fp1
Before 8 17.716 8.240

-0.115 0.911
During 8 17.498 7.852

Fp2
Before 8 22.369 15.568

0.633 0.547
During 8 23.542 16.085

F3
Before 8 32.743 19.403

-0.441 0.672
During 8 30.990 16.312

F4
Before 8 29.545 17.266

0.282 0.786
During 8 30.509 15.450

T3
Before 8 22.553 11.253

-3.056* 0.018
During 8 17.105 8.207

T4
Before 8 13.778 6.967

-0.738 0.484
During 8 12.680 5.731

P3
Before 8 52.696 36.056

-2.877* 0.024
During 8 36.088 21.648

P4
Before 8 51.125 42.558

-2.343 0.052
During 8 39.088 30.840

Fp1: Left prefrontal, Fp2: Right prefrontal, F3: Left frontal, F4: Right frontal, T3: Left temporal, T4: Right temporal, P3: Left parietal,

P4: Right parietal.

value 7 색깔 막대기는 측정된 뇌파신호의 평균 데이터를 나타

낸 것으로, 각각의 뇌파지표(AA, AT)마다 각각 다른 값을 나

타낸다. Fp1, Fp2, F3, F4, T3, T4, P3, P4 위치에서 측정된 뇌파

신호 중 평균값이 높을수록 위쪽에 있는 색깔을 나타내고, 평

균값이 낮을수록 아래쪽에 있는 색깔을 나타낸다.

진범 향 흡입 전 좌우전두엽(F3, F4) 채널은 연한 하늘색을

나타내었고, 향 흡입 시 진한 파랑색을 나타내어 alpha파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좌측 측두엽(T3) 채널의

파랑색이 보라색으로, 좌측 두정엽(P3) 채널의 짙은 연두색이

연한 연두색으로 변하여 alpha파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또한 진범 재조합 향의 경우 흡입 전 좌측 측두엽(T3) 채널

의 파란색이 향 흡입 시 보라색으로 변하였으며, 좌측 두정엽

(P3) 채널의 짙은 연두색은 연한 청초록으로 변하여 alpha파

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1218 생명과학회지 2012, Vol. 22. No. 9

Before perfume inhalation During perfume inhalation

Fig. 2. Change of alpha-wave from before and during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perfume inhalation by the brain map.

Before perfume inhalation During perfume inhalation

Fig. 3. Change of alpha-wave from before and during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reconstruction perfume inhalation

by the brain map.

진범 향과 진범 재조합 향이 뇌파 지표 absolute theta

power spectrum (AT)에 미치는 영향

Absolute theta power spectrum (AT) 지표는 뇌파 스펙트

럼에서 4~8 Hz의 theta파 영역의 절대파워 스펙트럼 값을 의

미한다. 깊이 내면화되고 조용한 상태의 육체, 감정 및 사고활

동과 관련된다[16]. 깊은 수면 상태가 아닌 졸릴 때 주로 나타

나며,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예술적인 노력을 기울일 때, 그리

고 즐겁고 기쁜 업무나 놀이 시에 크게 나타난다[30]. 진범 향

흡입 전과 흡입 중일 때의 뇌파 측정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

었다. 전극부착부위(채널) 중 우측 두정엽(P4) 채널에서 theta

파의 뇌파분석 지표인 AT 평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0.05). 이는 진범 향 흡입 시

졸리고 몽롱한 상태가 완화됨으로서 뇌가 각성되었음을 의미

한다.

또한 진범 재조합 향의 경우 Table 4에서 보는 것과 같이

흡입 전과 흡입 시 전극부착부위(채널) 중 좌측 전두엽(F3)과

우측 측두엽(T4) 채널에서 theta파의 뇌파분석 지표인 AT 평

균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되면 좌·우뇌의

전두엽 부위에서는 집중력과 창의성에 큰 영향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dopamine)이 왕성하게 분비되고 이에

따라 두뇌는 최적의 각성상태를 유지하고 적절한 주파수를

갖는 뇌파가 나오게 된다[10,12]. 이는 진범 재조합 향 흡입

시 위 기술한 바와 같은 전두엽 및 정신활동과 관련된 측두

엽 부위에서 theta파가 감소함으로서 뇌에 각성을 일으켰음

을 의미한다.

Brain map으로 본 진범 향 흡입 전과 흡입 시 theta파 변화

진범 향 흡입 전과 흡입 시 theta파 변화를 brain map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Fig. 4, 5와 같이 나타났다. 향 흡입 전

우측 두정엽(P4) 채널의 연한 청초록이 향 흡입 시 연한 파란

색으로 변하였으며, 이는 theta파가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진범 재조합 향의 경우 향 흡입 전 좌측 전두엽(F3)

채널의 연한 청초록이 향 흡입 시 연한 하늘색으로 변하였고,

우측 측두엽(T4) 채널의 보라색이 진 보라색으로 변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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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nge of theta- wave from brain before and during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perfume inhalation

Absolute theta power spectrum (AT)

Sites Inhalation N Mean SD t-test p

Fp1
Before 8 13.712 9.803

-1.007 0.348
During 8 10.595 7.742

Fp2
Before 8 10.668 8.930

0.935 0.381
During 8 12.337 13.151

F3
Before 8 15.388 6.101

-1.767 0.121
During 8 13.410 5.106

F4
Before 8 13.596 6.187

-2.349 0.051
During 8 11.965 6.146

T3
Before 8 11.795 5.503

-1.195 0.271
During 8 10.769 4.415

T4
Before 8 6.727 2.663

-2.208 0.063
During 8 5.667 3.123

P3
Before 8 15.022 6.974

-2.046 0.080
During 8 12.365 4.677

P4
Before 8 13.535 6.908

-3.044* 0.019
During 8 10.933 5.881

Fp1: Left prefrontal, Fp2: Right prefrontal, F3: Left frontal, F4: Right frontal, T3: Left temporal, T4: Right temporal, P3: Left parietal,

P4: Right parietal.

Table 4. Change of theta- wave from brain before and during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reconstruction perfume inhalation

Absolute theta power spectrum (AT)

Sites Inhalation N Mean SD t-test p

Fp1
Before 8 13.712 9.803

-1.484 0.181
During 8 10.559 6.155

Fp2
Before 8 10.668 8.930

-0.210 0.840
During 8 10.515 8.531

F3
Before 8 15.388 6.101

-3.162* 0.016
During 8 12.899 5.008

F4
Before 8 13.596 6.187

-1.960 0.091
During 8 11.731 6.805

T3
Before 8 11.795 5.503

-1.164 0.282
During 8 10.602 3.761

T4
Before 8 6.727 2.663

-3.140* 0.016
During 8 5.632 2.522

P3
Before 8 15.022 6.974

-0.964 0.367
During 8 13.628 5.128

P4
Before 8 13.535 6.908

-2.018 0.083
During 8 11.499 4.991

Fp1: Left prefrontal, Fp2: Right prefrontal, F3: Left frontal, F4: Right frontal, T3: Left temporal, T4: Right temporal, P3: Left parietal,

P4: Right parietal.

이는 theta파가 감소하였음을 나타낸다.

DPPH 전자공여능 측정

전자공여능 측정에 사용되는 DPPH은 안정한 자유라디칼

로서 비공유전자로 인해 517 nm에서 최대 흡수치를 나타낸다.

전자 또는 수소를 받으면 흡광도가 감소하여 천연물에서 라디

칼을 환원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능력이 크면 항산화 활성 및

활성산소를 비롯한 다른 라디칼에 대한 소거활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인체 내에서 활성 라디칼에 의한 노화를 억제하

는 척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29]. 진범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

물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한 결과 Fig. 6과 같이 나타내었다.

진범의 열수 추출물은 500 ppm에서 50% 이상의 효과를 나타

내었으며, 에탄올 추출물은 65%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Hong 등[7]의 연구에서 흰씀바귀 메탄올 추출물이 500

ppm에서 41.7%의 효과를 나타낸 것과 비교해 볼 때 진범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이 비교적 높은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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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of theta-wave from before and during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perfume inhalation by the brain map.

Before perfume inhalation During perfume inhalation

Fig. 5. Change of theta- wave from before and during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reconstruction perfume inhalation

by the brain map.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

피부의 결합조직에는 collagen, elastin, fibronectin,

integrin, fibrillin 등의 세포 외 기질 단백질이 존재하는데, 그

중 collagen이 진피층의 90%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collagen은 섬유아 세포에 의해 합성되며 피부의 기계적 견고

성, 결합조직의 저항력과 조직의 결합력, 세포접착의 지탱, 세

포분할과 분화의 유도, 피부의 탄력성을 갖게 하고 트립신과

같은 단백질 분해효소의 작용을 받지 않으나, collagenase에

의해 분해되어 피부의 주름생성을 촉진시킨다[6,29]. 이러한

collagen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7과 같이 나타내었

다. 진범의 열수 추출물은 1,000 ppm에서 37.4%의 저해율을

나타내었고, 에탄올 추출물은 이보다 낮은 농도인 500 ppm에

서 64.1%의 저해율을 나타내어 열수 추출물에서 보다 에탄올

추출물에서의 collagense 저해활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Lee 등[22]의 연구에서 유백피 추출물 1,000 ppm에서

27.6%의 저해활성을 나타낸 결과와 비교하여 진범의 에탄올

Fig. 6.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
tum Nakai. APW: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extracted with water. APE: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extracted with ethanol. Result are

means±S.D. of triplicate data.



Journal of Life Science 2012, Vol. 22. No. 9 1221

Fig. 7. Inhibition rate of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on collagenase. APW: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extracted with water. APE: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extracted with ethanol. Result are

means±S.D. of triplicate data.

추출물의 collagenase 저해활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Astringent 활성 측정

Astringent는 피부나 점막의 국소에 작용하여 단백질을 응

고시켜 염증을 제거하고 피막을 만들어 보호하는 수렴제이다.

이러한 수렴작용의 원리는 피부 단백질이 고분자 flavonoids

와 결합하여 가교결합을 형성하여 피부가 수축하는 현상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수렴제라고 알려진 것은 유기산 금속염이

나 무기산 금속염과 분자량이 적은 유기산 그리고 알코올(탄

소수가 적은 친수성 알코올)류 이다. 하지만 금속염은 금속이

갖고 있는 독성이나, 피부탈색 등의 여러 피부질환을 일으키

므로 피부에 사용하는 용도로는 부적합하며, 이로 인한 수렴

효과가 있는 천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3,20]. 이러

한 astringent 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8과 같이 나타내었다.

진범의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은 5,000 ppm에서 각각

51.8%, 13.8%의 활성을 나타내어 에탄올 추출물에서 보다 열

수 추출물에서의 활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

는 Kim 등[13]의 연구에서 판람근 열수 및 에탄올추출물 5,000

ppm에서 각각 9.3%, 21%의 수렴효과를 보인 것과 비교해 진

범 추출물의 수렴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MTT assay에 의한 세포 생존율 측정

진범 추출물 자체가 세포독성으로 인한 cell population의

저하에서 기인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진범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의 농도별 세포 생존율을 측정해본 결과 Fig.

9와 같이 나타내었다. 진범의 열수 추출물은 1,000 ppm에서

74.6%의 생존율을 나타내었고, 에탄올 추출물은 같은 농도에

서 78.1%를 나타내어 비교적 낮은 세포 독성을 확인할 수 있었

Fig. 8. Comparison of astringent activity of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APW :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extracted with water. APE: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extracted with 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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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Cell viability of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extracts on macrophage cell (Raw 264.7). APW: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extracted with

water. APE: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extracted with ethanol. Result are means±S.D. of tripli-

cate data.

으며, 이에 NO의 저해활성을 100 ppm 이하에서 측정하였다.

Nitric oxide 저해활성 측정

체내 염증과정에서는 과량의 nitric oxide (NO) 염증인자가

유도형 NO synthase에 의해 형성된다. 이 중 NO는 체내 방어

기능, 신호전달기능, 신경독성, 혈관확장 등의 다양한 생리기

능을 가지고 있다[26]. 일반적으로 NO의 형성은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종양을 제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병리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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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s of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ex-

tracts on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in Raw 264.7

cells. APW: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extracted with water. APE: 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 extracted with ethanol. Result are

means±S.D. of triplicate data.

인 원인에 의한 과도한 NO의 형성은 염증을 유발시키게 되며,

조직의 손상, 유전자 변이 및 신경손상 등을 유발한다[25,26].

진범의 열수 및 에탄올추출물을 이용하여 Raw 264.7cell의

NO 생성억제 정도를 측정한 결과 Fig. 10과 같이 나타내었다.

LPS 처리군은 LPS 무처리군에 비하여 높은 NO발현량을 나타

내었으며, 진범의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에서도 NO발현을 감

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진범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 100 ppm에서 50%에 가까운 저해율을 나타내었다. 이

는 Jeong 등[9]의 상황버섯, 발아현미상화버섯이 100 ppm의

농도에서 50%에 가까운 NO 생성 저해능을 보인 결과와 비교

하여 유사한 효능을 나타내었다.

결론적으로 진범의 화장품약리학적 활성과 천연 향이 뇌파

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진범은 화장품 및 향료 개발의 천연소

재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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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진범(Aconitum pseudolaeve var erectum Nakai)의 생리활성과 진범 향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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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이에스향료 연구소 조향팀)

본 연구는 진범의 in-vitro 생리활성과 진범 향이 신경생리학적으로 뇌파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진범 향 및 재조합 향 흡입 시 흡입 전에 비해 뇌파지표 absolute alpha power spectrum (AA)와 abso-

lute theta power spectrum (AT)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진범과 진범 재조합 향 흡입 시 출현한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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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 역시 향 흡입 시 감소하는 동일 양상을 나타내어 뇌에 각성효과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된다. 진범의 생리활성

검증 결과 수렴효과를 제외한 DPPH, collagenase, nitric oxide 저해활성 검증에서 진범 에탄올 추출물의 활성이

열수 추출물에 비해 우수하였으며, 특히 collagenase저해활성에서 진범 에탄올 추출물 500 ppm에서 80%의 저

해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nitric oxide 저해활성에서 진범 열수 및 에탄올 추출물 100 ppm에서 50% 이상의

NO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진범은 화장품 및 향료 개발의 천연소재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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