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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beauty food

activity of Polygala japonica Houtt., which were widely used as

a folk medicinal plant to treat inflammatory diseases. Both hot

water and 50% ethanol extract of P. japonica Houtt. were

evaluated for their anti-oxidant, whitening, anti-wrinkle and anti-

inflammatory effect based on their phenolic concentration. To

measure anti-oxidant activity, four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1,1-diphenyl-3-picrylhydrazyl, 2,2-azinobis (3-ethylbenzothia-

zoline-6-sulfonic acid) and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all showed more than 80% efficacy in both hot water and 50%

ethanol extract of P. japonica Houtt. and likewise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value more than 2. To investigate the whitening

effect of P. japonica Houtt., the inhibition effect of tyrosinase on

hot water and 50% ethanol extract was inhibited by 12.46 and

22.10%, respectively. To examine the anti-wrinkle effect, the

inhibition effect of elastase and collagenase on hot water and 50%

ethanol extract were inhibited by 28.28, 58.36% and 59.73,

78.90% respectively. To investigate the anti-inflammatory effect

and moisturizing effect by hyaluronidase inhibitory effect, hot

water and 50% ethanol extract were 35.65 and 86.80%, respectively.

The result of all the above experiments show values at a

concentration of 200 µg/mL, and based on these experimental

results, P. japonica Houtt. can be expected as a functional material

in beauty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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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영신초(Polygala japonica Houtt.)는 원지과(polygalaceae)에 속

하는 여러해살이 풀인 애기풀의 잎과 줄기를 말린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 전국 각지의 해가 잘 드는 산기슭 및 언덕에서 자란

다. 가는 여러 대가 모여 단단한 줄기는 그 높이가 20 cm 정도

이며, 잎은 타원형으로 길이가 2 cm로 줄기와 더불어 잔털이 있

다. 연한 자주색의 꽃은 줄기 상부에서 4-5월경에 피고, 꽃받침

잎은 5장이지만 양 쪽의 두 장은 날개처럼 생겨 나비와 같은

형상을 가진다(Lim과 Do 2001). 영신초는 예로부터 천식을 억

제하고 지혈작용이 있으며, 정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민간에서는 술에 넣어 매일 규칙적으로 복

용하면 골수염, 골관절 결핵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었다고 알

려져 있다(Wang 등, 2008). 최근 심장병, 면역질환, 암 등과 같

은 성인병 발병 원인이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의 손상이라는 연

구들이 보고됨에 따라, 신체의 노화를 지연시킬 뿐만 아니라 성

인병의 발병률도 감소시켜 주는 항산화 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연구활동도 활발한 추세이다(Sies

1997). 또한, 21세기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가지는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들이 출시되면서 고령화 시대에 알맞은, 보다 젊

고 건강한 삶을 위한 제품 개발 시장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Song과 Kim 2009a; b).

영신초는 현재까지 항우울(Lee와 Chung 2011), 항염증(Kou

등, 2006) 효과 및 성분 분석(Zhang 등, 1996)에 관한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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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미용식품에 대한 활성은 밝혀진 바가

없다. 하지만 영신초에는 항산화, 항염증, 심혈관 보호기능 등

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astragalin, kaempferol (Kim 등,

2000), β-sitosterol (Li 등, 1996), isorhamnetin (Kim 등, 2009b),

polygalatol (Zhang과 Shan 2005), coumaric acid (Fu 등 2008)

등의 성분들이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미용식품 활용 가능성을 기

대해 볼 수 있다. 특히 야생화를 미용식품의 소재로 활용한 사

례는 드물고, 화장품 업계에서도 최근 야생화 등의 천연 식품

및 식물 자원을 활용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Han 등,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야생화의 일종인 영신초로부터 phenol성

물질을 분리하여 항산화 효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고, 더 나

아가 주름 개선 활성을 보기 위한 elastase, collagenase 저해활

성 측정, 미백 효과를 위한 tyrosinase, 항염증 효과를 위한

hyaluronidase 저해 활성의 측정을 통하여 미용식품 활용 가능

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영신초(Polygala japonica Houtt.)는 약재형

태로 시중 한약재상에서 판매되는 것을 구입하여 50 oC dry

oven (FO-600M, Jeiotech, Daejeon, Korea)에서 건조한 후 40

mesh로 분쇄해서 분말화 하여 사용하였으며, 4 oC 냉장보관 하

면서 실험에 시료로 사용하였다.

영신초 추출물의 제조

영신초 열수 추출물은 건조 영신초 분말 1 g에 증류수 200 mL

를 가한 다음 용액이 100 mL가 될 때까지 가열, 증발시킨 후

냉각하여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교반 추출하였으며, ethanol 추

출물은 영신초 분말 1 g에 50% ethanol 100 mL를 추출용매로

가하여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교반 추출하였다. 각 추출물은

Whatman No. 1 filter paper (Whatman Inc., Piscataway, NJ,

USA)로 여과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E,

Tokyo, Japan)에서 농축하여 추출물의 phenolic compounds를

50-200 μg/mL 농도로 맞추어 사용하였다.

Total phenolic compounds의 함량 측정

Total phenolic compounds의 함량 측정은 Folin과 Denis의 방

법(Folin과 Denis 1912) 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시료액 1 mL

에 95% ethanol 1 mL와 증류수 5 mL를 첨가하고 1 N Folin-

Ciocalteu reagent (Junsei, Tokyo, Japan) 0.5 mL를 넣어 잘

섞어주고 5분간 방치한 후, 5% Na2CO3 1 mL를 가하였다. 이

혼합액을 1시간 동안 암실에서 방치한 후 분광 광도계(UV/Vis

spectrophotometer, Jas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725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otal phenolic compounds는 gallic

acid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를 이용한 표준

곡선을 통해 양을 환산하였다.

항산화능 측정

항산화능은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2.2-azinobis

(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PF),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실험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DPPH radical에 대한 소

거활성은 Blios(1958)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으며, 각 시료

1 mL에 60 μM DPPH 3 mL를 넣고 vortex한 후 15분간 방치

한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저해율(%)은 (1−시

료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100으로 계산하였다. ABTS

radical cation decolorization의 측정은 Fellegrin 등(1999)의 방

법에 준하여 측정하였고, 7 mM ABTS 5 mL와 140 mM

K2S2O8 88 mL를 혼합하여 만든 ABTS stock 1 mL와 50%

ethanol 88 mL를 섞어 만든 ABTS solution에 시료액을 넣어

vortex한 후 1.5분간 incubation하고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저해율(%)은 (1−시료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100으

로 계산하였다. PF는 Andarwulan과 Shetty(1999)의 방법에 준

하여 측정하였으며, β-carotene 30 mg과 chloroform 50 mL의

혼합액 1 mL를 evaporator용 수기에 분주하여 40 oC의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NE, Tokyo, Japan)에서 chloroform

을 증류시킨 후 linoleic acid 20 μL, tween 40 184 μL, H2O2

50 mL를 가하여 만든 emulsion에 시료를 혼합하여 암실상태인

50 oC water bath에서 30분간 반응시켜 4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PF는 시료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 비로 계산하

였다. TBARs 측정은 Buege와 Aust(1978)의 방법에 준하여 측

정하였으며, 1% linoleic acid와 1% tween 40으로 만든

emulsion을 시료와 혼합하여 50 oC water bath에서 10시간 이상

반응시킨 후, 반응액 1 mL에 TBA/TCA 시약 2 mL를 가하고

15분간 2,000 rpm으로 원심분리한 상징액의 흡광도를 532 nm에

서 측정하였다. 저해율(%)은 (1−시료의 TBARs μM/대조구의

TBARs μM)×100으로 계산하였다. 시료의 항산화능은 합성 항

산화제로 널리 알려진 butylated hydroxy toulene (BHT)를

positive control로 사용하여 비교하였다.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은 Hearing VJ(1987)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반응구에는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 2.3 mL와 기질액 1.5 mM L-tyrosine 용액 0.4 mL의 혼합

액에 250 U/mL mushroom tyrosinase (Sigma-Aldrich Co., St.)

0.1 mL와 시료를, 대조구에는 시료 대신 증류수를 0.2 mL씩 첨

가하여 37 o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흡광도 475 nm에서 측

정하였다. 저해율(%)은 (1−반응구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

100으로 계산하였다.

Elastase 및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

Elastase 저해활성 측정은 James 등(1996)의 방법에 준하여 측

정하였다. 반응구는 0.2 M Tris-HCl buffer (pH 8.0) 1 mL와

기질액 0.8 mM N-succinyl-(Ala)3-ρ-nitroanilide 용액 0.1 mL의

혼합액에 1.0 U/mL porcine pancreatic elastase (PPE) (Sigma-

Aldrich Co.) 효소용액 0.1 mL와 시료를, 대조구에는 시료 대

신 증류수를 0.1 mL씩 첨가하여 25 o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ρ-nitroaniline 생성량을 흡광도 410 nm에서 측정하였다. 저해율

(%)은 (1−반응구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100으로 계산하였

다.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은 Wunsch와 Heidrich(1963)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반응구는 0.1 M Tris-HCl buffer

(pH 7.5)에 4 mM CaCl2를 첨가하여 4-phenylazobenzyl oxycarbon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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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eu-Gly-Pro-D-Arg (0.3 mg/mL)를 녹인 기질액 0.25 mL와

시료 0.1 mL의 혼합용액에 0.2 mg/mL collagenase (Sigma-

Aldrich Co.) 0.15 mL를 첨가하고, 대조구에는 시료 대신 증류

수 0.1 m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6% citric

acid 0.5 mL를 넣어 반응을 정지시키고, ethyl acetate 2 mL를

첨가하고 3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저해율(%)은 (1−반

응구의 흡광도/대조구의 흡광도)×100으로 계산하였다.

Hyaluronidase 저해활성 측정

Hyaluronidase 저해활성 측정은 Dorfman과 Ott(1948)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반응구는 20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9)에 녹인 hyaluronidase (1,000 U/mL) 0.5 mL와 0.3 M

phosphate buffer (pH 5.3)에 녹인 substrate (4 mg/mL) 0.5

mL를 시료 0.5 mL에 넣어 38 oC에서 50분간 반응시킨 후 0.04

M acetate buffer (pH 3.75)에 녹인 알부민 용액 5 mL를 첨가

한 다음 5분간 방치하고 600 nm에서 투과율을 측정하였다. 대

조구는 시료 대신 증류수 0.5 mL를 넣어 반응시켰다. 저해율(%)

은 (1−반응구의 투과율/대조구의 투과율)×100으로 계산하였다.

HPLC를 이용한 phenolic profile 분석

본 실험에 사용된 영신초 열수 추출물과 50% 에탄올 추출물을

HPLC용 메탄올로 1:1000으로 희석하여 syringe filter (13 mm

GD/X disposable filter device, 0.2 μm pore size, Whatman)로

여과한 후 HPLC (HP series 1100, Hewlett Packard, Walbronn,

Germany)로 분석하였으며, HPLC 분석조건은 Table 1과 같다.

통계처리

본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22 for window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Chicago, IL,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mean

± standard deviation)로 표시하였다. 시료 간의 유의차는 분산분

석(ANOVA)과 Duncan의 다중범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여 95% 신뢰구간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Total phenolic compounds의 함량 측정

Phenolic compounds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수산기로 치환된

방향족환을 가지고 있는 식물성분을 말하는 것으로, 식물체에

특수한 색깔을 부여하고 산화-환원 반응 시 기질로 작용하며 미

생물의 공격을 막아 식물 자체를 보호하고 식품 고유의 맛과

향기에도 관여한다(Alsalvar 등, 2001). 영신초의 total phenolic

compounds를 추출하기 위해서 열수, 에탄올, 메탄올, 아세톤, 부

탄올을 이용하여 용매별 phenolic compound의 용출율을 확인하

였다(Fig. 1A). 그 결과, 용매별로 추출하였을 때 열수, 에탄올

메탄올, 아세톤, 부탄올 등의 순으로 각각 13.62, 11.75, 14.29,

3.85, 2.90 mg/g을 나타냈으며, 메탄올에서 가장 높은 용출량을

보였다. 하지만 미용식품의 소재로 이용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안

전한 용매인 열수와 에탄올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

단되어, 10-100%의 에탄올 농도구간에서 추출을 위한 최적 농

도를 결정하였다(Fig. 1B). 그 결과,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phenolic compounds가 가장 높게 나타나, 50% 에탄올 추출물

과 열수 추출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다.

항산화능 활성

영신초 추출물의 항산화능은 DPPH, ABTS, PF, TBARs 활성

을 근거로 평가하였다. DPPH법은 sulfur-containing amino acid

와 BHA 등의 항산화제에 의해 환원 및 탈색되는 원리를 이용

한 실험으로, 천연물로부터 추출된 수용성 항산화 물질을 탐색

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다. 50-200 μg/mL의 농도구간으로 맞

춘 영신초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DPPH법으로 측정한 결과, Fig.

2A와 같이 나타났다. 200 μg/mL 농도에서 열수 추출물과 50%

Table 1 Condition for operating HPLC in the analysis of Polygala

japonica Houtt.

Instrument
HP HPLC series 1100. Hewlett Packard, 
Waldbronn, Germany

Column Nova-Pak C18 (3.9×150 mm) Column

Column temp 30 oC

Injection volume 20 L

Mobile phase A: H2O, B: 100% Methanol (A:B = 30:70)

Flow rate 0.2 mL/min

Retention time 25 min

Detection 230 nm

Fig. 1 The content of phenolic compounds in the effect of various solvents (A) and ethanol concentration (B) on extraction of phenolic from Polygala

japonica Houtt..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can’s multiple range tests (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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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추출물 모두 80%가 넘는 저해율을 보였고, 동일한 농

도의 BHT는 70.96%의 저해율을 나타낸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영신초의 항산화능이 합성 항산화제인 BHT 보다 우수한 것

을 알 수 있었다. ABTS법은 ABTS와 potassium persulfate에

의해 생성된 ABTS + radical을 분해한 후 측정하여 항산화능을

알아보는 실험으로 친유성, 친수성 항산화제에 모두 사용 가능

하다고 알려져 있다(So 2015). 50-200 μg/mL의 농도구간으로

맞춘 영신초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ABTS법으로 측정한 결과,

Fig. 2B에서와 같이 나타났다. 100 μg/mL 농도에서 열수와

50% 에탄올 추출물 모두 99% 이상의 높은 항산화능을 보이며,

동일한 농도의 BHT는 65.22%의 저해율을 나타낸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영신초의 항산화능이 합성 항산화제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F법은 β-carotene과 지질 산화 과정의 부

산물인 peroxy radical이 반응하여 생성된 inactive products가

free radical에 의한 연쇄반응을 중단시키는 원리를 이용하여 시

료에 대한 지용성 항산화 물질을 탐색하는 실험이다. 50-200 μg/

mL의 농도구간으로 맞춘 영신초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PF법으

로 측정한 결과, Fig. 2C에서와 같이 200 μg/mL의 농도구간에

서 열수와 50% 에탄올 추출물 모두 2.00 PF 이상의 높은 항

산화능을 보였으며, 영신초에 지용성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BARs법은 2-thiobarbituric acid (TBA)

시약이 불포화 지방산 자동산화의 부산물인 malondialdehyde와

반응하여 생성된 적색 복합체의 함량을 측정하여 항산화능을 확

인하는 실험이다(Cojocaru 등, 2004; Cheon 등, 2008). 50-200

μg/mL의 농도구간으로 맞춘 영신초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TBARs법으로 측정한 결과, Fig. 2D에서와 같이 열수와 50%

에탄올 추출물 모두 2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87.30,

90.27%로 높은 항산화능을 보였다. 항산화능을 알아 보기 위해

실시한 위의 4가지 실험 결과들을 통하여 영신초 열수 및 50%

에탄올 추출물에 존재하는 phenol성 물질들의 항산화 작용으로

인해 인체내의 free radical을 소거함으로써 천연 항산화제로서

의 기능이 우수함이 증명되었으며, 미용식품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yrosinase 저해활성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기 위해 생성되는 eumelanin,

phenomelanin 등의 melanin은 피부 색에 영향을 미친다

(Kazumasa와 Shosuke 2002). 피부 색의 변화는 melanin 세포

수의 변화, melanosome의 생산이나 구조의 이상, melanosome

의 melanism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Kim과 Lee

2007). 이러한 melanin은 L-tyrosine을 기질로 하는 효소,

tyrosinase의 산화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피부

를 검게 만든다(Pak 등, 2016). 따라서, tyrosinase 저해활성을

측정하여 영신초가 가지는 미백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본 실

험에서 영신초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3에서와 같이 열수 추출물은 200 μg/mL의 농도구간에서 저

해율이 12.36%, 50% 에탄올 추출물은 동일한 농도구간에서 저

해율이 22.10%로 영신초 50% 에탄올 추출물의 미백효과가 열

Fig. 2 Antioxidant activity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Polygala japonica Houtt. (A): DPPH, (B): ABTS, (C): PF, (D): TBARs, W: water

extracts, E : 50% ethanol extract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can’s multiple range tests (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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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 μg/mL의 농

도구간에서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kojic acid의 저해율이

90.45%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영신초의 열수 및 50% 에탄올

추출물은 미백효과를 나타내는 tyrosinase 저해활성이 다소 낮

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Elastase 및 collagenase 저해활성

Collagen과 결합된 상태로 존재하는 elastin은 진피의 피부 탄력

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질 단백질이다. Elastase 효소는 이러

한 elastin을 분해하여 주름을 생성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

져 있으므로, elastase 저해활성을 측정하여 피부의 주름개선 효

과를 알아볼 수 있다(Lee 등, 1999). 영신초 추출물의 elast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4A에서와 같이 50-200 μg/mL의

농도구간에서 열수 추출물은 6.33-28.28%, 50% 에탄올 추출물

은 그 보다 더 높은 32.64-58.36%를 나타내어 농도의존적으로

elastase 저해활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50% 에탄

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보다 주름개선 효과가 더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다.

세포 외 기질의 주요 구성성분인 collagen은 피부의 탄력과

보습을 높여주는 기질 단백질로(Perlish 등, 1988; Kim 등,

2009a), 단백질 분해효소인 collagenase에 의해서만 파괴되며

(Demina와 Lysenko 1996), 이에 의해 collagen이 파괴되거나

결핍이 되면 주름을 생성시킨다(Kim 등, 2008). 따라서,

collagenase의 저해활성을 측정하여 피부의 주름개선 효과를 알

아볼 수 있다. 영신초 추출물의 collagenase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4B에서와 같이 열수 추출물은 50-200 μg/mL의 농도

구간에서 저해율은 25.89-59.73%로 증가하였고, 50% 에탄올 추

출물의 경우 동일한 농도구간에서 저해율이 46.40-78.90%로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특히, positive control로 사용된 epigallo-

catechin gallat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다양한 피부개선 효능

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와 50% 에탄올 추출물을

비교하였을 때 2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77.84, 78.90%의

저해율을 보이며 유사하게 나타났다(Hu 등, 2013). 따라서, 50%

에탄올 추출물은 피부 주름개선에 우수한 효과를 가지며 미용

식품 소재로서 이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Hyaluronidase 저해활성

Hyaluronic acid는 glucuronic acid와 glucosamine이 연속적으로

결합된 고분자 다당류이다(Meyer 1947). 고분자 형태의 hyaluronic

acid는 macrophage의 phagocytic activity를 저해하여 염증을 억

제하지만, hyaluronic acid의 분해효소인 hyaluronidase에 의해

저분자 형태가 되면 상처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염증을 일으키

게 된다(Girish와 Kemparaju 2007). 따라서, hyaluronidase 저

해활성을 측정하여 영신초 추출물이 가지는 항염증 효과를 알

아보고자 하였다. 영신초 추출물의 hyaluronidase 저해활성을 측

정한 결과, Fig. 5에서와 같이 50-200 μg/mL의 농도구간에서 열

수 추출물과 50% 에탄올 추출물은 각각 11.49-35.65, 10.16-

86.80%의 저해율을 나타내었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

이를 보이며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영

Fig. 4 Inhibitory effect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Polygala japonica Houtt. on elastase (A) and collagenase (B). Ethanol extract showed higher

elastase and collagenase inhibitory effect than water extract.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n =3)

Fig. 3 Inhibitory effect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Polygala

japonica Houtt. on tyrosinase. Ethanol extract showed higher tyrosinase

inhibitory effect than water extract.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n =3)



56 J Appl Biol Chem (2018) 61(1), 51−57

신초는 구내염, 골수염, 간염 등의 염증반응에 민간요법으로 널

리 이용되어 온 만큼(Kou 등, 2006), 위의 실험으로 50% 에탄

올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가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분자의 hyaluronic acid는 피부 내 수분함량을

유지해주는 보습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Seo 1988). 따라

서, 위의 실험 결과를 통해 영신초 추출물이 hyaluronidase의 저

해 활성을 가지고, 그에 따라 항염증 및 보습효과를 가지는 미

용식품의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었다.

HPLC를 이용한 phenolic profile 분석

HPLC를 이용한 영신초 열수 추출물의 chromatogram에서

retention time 4.4, 5.2분에 peak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retention time 8.5분에서 peak가 얕게 나타났다(Fig. 6A). 반면

영신초 50% 에탄올 추출물의 chromatogram에서는 retention

time 4.6, 5.3분의 peak가 열수 추출물의 peak보다 2배 이상 높

게 나타났으며 retention time 8.5분의 peak는 열수 추출물의

peak보다 10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Fig. 6B). 결국 영신초 열수

및 50% 에탄올 추출물 간에는 추출 수율의 차이가 존재하며,

유용물질의 profile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열수와 50% 에탄올 추출물 간의 미용 식품 활성에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초 록

영신초의 용매별 phenolic compounds는 열수 추출물과 추출 최

적 농도인 50%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영신초 열수 추출물에 대한 항산화능을 DPPH, ABTS, PF,

TBARs 실험으로 측정한 결과, 50-200 μg/mL의 농도 구간에서

각각 71.32-80.29%, 78.61-99.80%, 1.80-2.05 PF, 64.88-87.30%의

저해율을 나타냈고, 5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각각 82.82-

85.66%, 74.88-99.90%, 1.80-2.14 PF, 79.23-90.27%의 저해율

을 나타냈다. 따라서, 영신초 50% 에탄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

Fig. 6 HPLC chromatogram of Polygala japonica Houtt. (A; water extract, B; 50% ethanol extract)

Fig. 5 Inhibitory effect of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Polygala

japonica Houtt. on hyaluronidase. Ethanol extract showed higher

hyaluronidase inhibitory effect than water extract.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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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보다 항산화능이 더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영신초 열수

및 50% 에탄올 추출물의 미용식품 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tyrosinase 저해활성, elastase 및 collagenase 저해활성, hyaluronidase

저해활성을 측정하였다. Tyrosinase 저해활성은 200 μg/mL의 농

도에서 열수와 50% 에탄올 추출물은 각각 12.46, 22.10%를 나

타냈다. Elastase 저해활성은 동일한 농도에서 각각 28.28,

58.36%, collagenase 저해활성은 각각 59.73, 78.90%를 나타냈

으며, hyaluronidase 저해활성은 각각 35.65, 86.80%를 나타냈

다. 또한 열수 추출물과 50% 에탄올 추출물 간의 생리활성의

차이는 phenolic profile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 판단되었다. 이

러한 결과에 따라, 영신초 열수 및 50% 에탄올 추출물은 항산

화능이 높아 천연 항산화제로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주름 개선 및 염증억제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나 기

능성 식품 및 화장품 제조에 이용 가능한 천연 미용식품 소재

로의 활용이 기대된다.

Keywords 미백 · 영신초 · 주름 개선 · 항산화 활성 · 항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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