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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백모근의 열수와 95% 에탄올 추출물의 유리아미노산과 유도체, phenolic acid와 flavonoid의 
조성 및 함량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추출물에 대한 기조자료를 확보하고, 기능성화장품과 기능성식품 성분으로
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유리아미노산은 열수 추출물 15종, 95% 에탄올 추출물 9종이 나타났다. 
단백질 비구성 아미노산 유도체는 열수 추출물 5종, 95% 에탄올 추출물 4종이 나타났다. 총 polyphenol은 열수 추출
물 116.50 ± 0.06 mg%, 95% 에탄올 추출물 140.10 ± 0.04 mg%이었다. 총 flavonoid 함량은 열수 추출물 31.80 
± 0.03 mg%, 95% 에탄올 추출물 43.90 ± 0.05 mg%로 나타났다. Phenolic acid는 열수 추출물 5종, 95% 에탄올 
추출물 6종이 나타났다. Flavonoid는 열수 추출물의 경우 나타나지 않았으나, 95% 에탄올 추출물은 taxifolin 1종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결과들로 볼 때 백모근의 열수와 95% 에탄올 추출물은 코스메슈티컬, 뉴트리코스메틱 
및 기능성식품 성분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주제어 : 유리아미노산, 플라보노이드, 페놀산, 기능성화장품, 백모근 추출물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free amino acid and derivatives and phenolic acid 
and flavonoid compositions and contents of hot water and 95% ethanol extracts of Imperata cylindrica 
Beauvois var. koenigii roo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tain basic data and to confirm their 
applicability as functional cosmetic and functional food ingredients on extracts. 15 kinds and 9 kinds 
of free amino acids were detected in both extracts, respectively. 5 kinds and 4 kinds of protein 
free-amino acid derivatives were detected in both extracts, respectively. Total phenol contents were 
116.50 ± 0.06 and 140.10 ± 0.04 mg% in both extracts, respectively. The total flavonoid contents were 
31.80 ± 0.03 and 43.90 ± 0.05 mg% in both extracts, respectively. 5 kinds and 6 kinds of phenolic acids 
were detected in both extracts, respectively. In the case of flavonoid analysis, no flavonoid compound 
was detected in the hot water extract while taxifolin was identified in the 95% ethanol extract.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hot water and 95% ethanol extracts of I. cylindrica Beauvois var. koenigii root 
are rich in free amino acids, amino acid derivatives, phenolic acids and flavonoids which confirm their 
potential for applications in cosmeceuticals, nutricosmetics formulations and functi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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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로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건강과 미(美)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각종 
천연물질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화장품과 의료의 중간 개념의 코스메슈티컬
(cosmeceuticals)과 질병의 치료 및 예방적 차원에서 
의학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식품이나 음료 또는 보충
제를 의미하는 뉴트리코스메틱(nutricosmetics)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2]. 각종 천연 추출물
들은 부작용이 적고 안전하며, 선행연구결과들에서 항산
화[3-5], 항염[6], 항균[7], 항암[8-10], 항노화 및 면역증
강 효과[11-14] 등의 다양한 기능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
히 뷰티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백모근(Imperata cylindrica Beauvois var. koenigii 
(Retz.) Durand et Schinz)은 예로부터 달고(甘), 차가
운(寒) 성미로 심장, 폐, 위경에 작용하여 청열(淸熱)하고, 
방광경에 작용하여 이뇨와 동시에 열을 내리게 하는 약
초로 알려져 있으며[15],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백모근 
추출물은 신경 및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 등으로 
극히 일부가 알려져 있으나[16-18], 이것에 대한 일부 성분 
즉, 유리아미노산과 그 유도체 및 phenolic compounds
에 대한 연구는 없다. 

아미노산(amino acid)은 피부의 보습, 원활한 각질화 
및 피부의 유연성과 탄력성 및 주름예방 등에 중요한 노
화예방 물질이며[19], 또한 유리아미노산의 감소는 아토
피 피부염이나 어린선(ichthyosis)과 같이 피부표면이 
건조되는 질병의 원인이 된다[20]. 이외에도 단백질 비구
성 아미노산 유도체들 중 ɤ-Aminobutyric acid(GABA)
는 뇌기능촉진, 비만억제 및 혈압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폴리페놀(polyphenol)은 식물의 2차 대사산물로 단
백질, 효소 단백질 및 기타 거대 분자들과 결합하는 성질
을 가지고 있어 항산화, 항균, 항알레르기 및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또한 플라보노이드
(flavonoid)는 식물에 의해 합성된 페놀성 화합물로 노
란색, 담황색 및 적자색을 띄는 색소 화합물이며, 활성산
소 종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심장질환, 항암, 항염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백모근 추출물에 대한 기초자료
를 확보하고, 또한 코스메슈티컬(cosmeceuticals)과 뉴
트리코스메틱 성분으로의 활용가능성을 조사하고자 유리

아미노산과 그 유도체, 총 polyphenol과 flavonoid 함
량, phenolic acid와 flavonoid의 조성 및 함량을 분석
하였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백모근(Imperata cylindrica Beauvois var. koenigii)
은 2017년 4월 채집하여 식물분류 전문가로부터 동정 
받았으며, 응달에 건조 시킨 후, 파쇄기로 파쇄하고 분말
화 하여 사용하였다.

2.2 시료의 추출과 제조
백모근 시료의 내용물을 추출하기 위하여 열수 추출은 

백모근 시료 10 g을 300 ㎖ 증류수에 넣고 100℃에서 
1시간 추출하였다. 95% 에탄올 추출물은 시료 10 g을 
95% 에탄올 300 ㎖ 에 넣고 실온에서 하루 동안 추출하
였으며, 각각 2회 추출하였다. 다음 추출물은 원심분리
(5,000 rpm, 20 min, 4℃)하여 상등액을 여과지
(Whatman No. 2)로 여과한 후, 열수 추출물은 –70℃에
서 동결 하여, 동결·건조기(Il-Shin Bio Base, FD5508, 
Korea)로 동결·건조하였다. 95% 에탄올 추출물은 회전 
감압농축기(Eyela Co. N-N, Japan)와 40℃ 항온수조
(Eyela Co. SB-651, Japan)로 감압·농축하였다. 

2.3 유리아미노산 조성 및 함량 분석
유리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유도체의 조성 및 함량분석

은 시료 1 g을 증류수 30 ㎖에 넣고 100℃에서 1시간 
추출하였으며, 95% 에탄올 추출물은 시료 1 g을 95% 에
탄올 30 ㎖에 넣고, 30분 동안 초음파기(Ewtown, CT, 
U.S.A)로 초음파 처리하여 2회 추출한 후, 5,000 rpm으
로 2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다음, 열수 추출물의 상등액
은 –70℃에서 동결한 후, 동결·건조기에서 동결·건조하였
고, 95% 에탄올 추출물은 45℃ 항온수조(Eyela Co. 
SB-651, Japan)에서 45 rpm rotary vacuum 
evaporator(Eyela Co. N-1300, Japan)로 감압·농축하
였다. 시료는 sample dilution buffer(pH 2.2) 2.0 ㎖
에 용해시킨 다음, membrane filter(0.25 ㎛)로 여과한 
후,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유리아미노산 및 유도체 
HPLC 분석은 Lee et al., 의 방법[24]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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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총 polyphenol과 flavonoid 함량 측정
총 polyphenol과 flavonoid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서 polyphenol은 각각의 추출물 0.5 ㎖을, flavonoid는 
0.1 ㎖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Kim et al.,의 방법
[25]에 준하였다. 이때 총 polyphenol 함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표준곡선 작성에는 catechol을 사용하였고, 함량
은 catechol (mg%/100 ㎖) 양으로 환산하였다. 또한 총 
flavonoid 함량의 표준곡선은 rutin을 사용하였으며, 함
량은 rutin(mg%/100 ㎖) 양으로 환산하였다. 일부 실험
은 3회 반복 실시한 후, 평균치 ± 표준편차(standard 
division, SD)를 구하였다. 

2.5 Phenolic acid와 flavonoids 조성 및 함량 분석
Phenolic acid와 flavonoid 조성 및 함량을 분석하

기 위한 시료의 열수 추출물은 시료 1 g에 증류수 30 ㎖
을 넣고 100℃에서 1시간동안 추출 한 후 동결·건조하여 
사용하였다. 95% 에탄올 추출물은 시료 1 g을 95% 에탄
올 30 ㎖l에 넣고 초음파 처리기(Ewtown, CT U.S.A)로 
30분 동안 초음파 처리하여 2회 추출하였다. 다음, 
5,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을 여과
한 다음, 회전·감압농축기(Eyela Co. N-N, Japan)와 4
0℃ 항온수조(Eyela Co. SB-651, Japan)에서 감압·농
축시켰다. 분석 시료는 각각 HPLC분석용 메탄올에 용해
하고, membrane filter(0.25 ㎛)로 여과하여 분석용 시
료로 사용하였다. Phenolic acid와 flavonoid 조성 및 
함량분석은 HPLC(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기기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고, HPLC
는 Sycam(Germany)사의 S2100 pump, S5200 auto 
sampler와 S3210 photo-diode array(PDA)의 검출기
를 사용하였다. Column은 Waters사의 sunfire ODS 
C18(4.6 × 250 mm, i.d. 5 ㎛)와 C18 guard 
column(4.6 × 20 mm, i.d. 5 ㎛)을 사용하였으며, 기
기 조건은 Lee et al., 의 방법[24]에 준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백모근의 열수와 95% 에탄올 추출물의 유리아미노산

과 그 유도체, 총 polyphenol과 flavonoid 함량, 
phenolic acid와 flavonoids의 조성 및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유리아미노산의 조성 및 함량 
백모근의 열수 추출물과 95% 에탄올 추출물에 존재하

는 유리아미노산의 조성과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열수 추출물의 경우 유리아미노산은 총 15종이 확인 
되었으며, 총 유리아미노산 함량은 2.39 mg/g이었다. 이
중 serine이 0.39 mg/g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alanine > aspartic acid 순이었다. 이들 유리아미노산 
중 필수아미노산은 8종이 존재하였고, 총 0.98 mg/g이
었으며, 이중 threonine이 가장 많이 존재하였다. 95% 
에탄올 추출물의 유리아미노산은 총 9종이었고, 총 유리
아미노산 함량은 0.57 mg/g으로 나타났으며, alanine
이 0.18 mg/g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였고, 다음으로는 
serine > glutamic acid 순이었다. 또한 이들 유리아미
노산 중 필수아미노산은 5종이 존재하였으며, 총 0.18 
mg/g이었고, 이중 threonine이 가장 많이 존재하였으
나, methionine, phenylalanine, lysine은 존재하지 
않았다. 

Amino acids Contents(mg/g)
Hot water 95% ethanol  

Aspartic acid 0.24 -
Threonine* 0.21 0.06

Serine 0.39 0.12
Glutamic acid 0.18 0.06

Glycine 0.06 -
Alanine 0.36 0.18
Valine* 0.05 0.03
Cystine - -

Methionine* 0.06 -
Isoleucine* 0.09 0.03
Leucine* 0.15 0.03
Tyrosine* 0.09 0.03

Phenylalanine* 0.12 -
Histidine 0.12 0.03
Lysine* 0.21 -
Arginine 0.06 -

Total 2.39 0.57
Total essential amino acid 0.98 0.18
  - : not detected, * essential amino acid

Table 1. Free amino acids composition and contents 
of I. cylindrica Beauvois var. koenigii root 
extracts.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백모근 추출물의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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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 함량은 열수 추출물이 95% 에탄올 추출물에서 
보다 약 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필수 아미노산의 
종류와 함량에서도 열수와 95%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모근 추출물은 다양한 
종류의 유리아미노산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Han and Koo[26]는 벼과인 죽
순의 아미노산을 분석한 결과 총 15종이 분리되었으며, 
총 아미노산 함량은 33.964 g/100 g이었고, 이중 
tyrosine이 가장 많이 존재한다고 하였으며, Jang et 
al., [27]은 아카시아 꽃에도 다양한 종류의 유리아미노
산이 함유되어 있어 기능성 화장품의 유용한 성분으로의 
가능성이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처럼 각종 식물 추출물들
에는 다양한 종류의 아미노산이 함유되어있어 화장품 원
료로서 또는 뉴트리코스메틱의 원료로의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들 아미노산은 보습력과 
보습유지 효과 및 비타민 C와 유사한 TIMP-1 발현량을 
증가시켜 주름 예방 및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어[28] 백모근 추출물도 이 분야에 활용한다면 좋은 
피부미용 기능성 화장품원료 성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3.2 단백질 비구성 아미노산 유도체의 조성 및 함량 

백모근의 단백질 비구성 아미노산 유도체의 조성 및 
함량은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백모근의 열수 추
출물은 5종의 단백질 비구성 아미노산 유도체가 존재하
였으며, 총 함량은 0.75 mg/g이었고, 이중 carosine 
0.33 mg/g으로 가장 많이 존재하였으며, 다음으로는 
ɤ-Aminobutyric acid 0.21 mg/g 순이었다. 그러나 95% 
에탄올 추출물은 4종이 존재하였고, 총 함량은 0.48 mg/g
이었으며, 이중 ɑ-Aminoadipic acid와 carnosine이 각각 
0.15 mg/g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ɤ-Aminobutyric 
acid가 0.09 mg/g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백모근의 단백질 비구
성 아미노산 유도체는 열수 추출물이 95% 에탄올 추출
물에서 보다 약 0.6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추출용매에 따라서 성분 및 함량은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더불어 백모근 추출물에는 ɤ-Aminobutyric 
acid를 함유하고 있어 뇌기능촉진, 비만억제 및 혈압조
절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Jang et al., [27]은 아카시아 꽃
의 아미노산 유도체를 분석한 결과 열수 추출물에서는 8
종, 메탄올 추출물에서 6종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한 바 있
으며, 이와 같은 결과들은 추출용매에 따라서 성분 및 함
량은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결과의 경향
과도 유사하다.

3.3 총 polyphenol과 flavonoid 함량 
백모근의 열수와 95% 에탄올 추출물의 총 polyphenol

과 flavonoid 함량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열수 
추출물의 총 polyphenol 함량은 116.50 ± 0.06 mg%
이었고, 95% 에탄올 추출물은 140.10 ± 0.04 mg% 이
었다. 총 flavonoid 함량은 열수 추출물 31.80 ± 0.03 
mg% 이었고, 95% 에탄올 추출물은 43.90 ± 0.05 mg%
이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백모근 추출물의 
총 polyphenol 및 flavonoid 함량은 열수에서 보다는 
95% 에탄올 추출물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추출 용
매에 따라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Divisions Hot water 95% ethanol  
Total polyphenol 116.50± 0.06 140.10 ± 0.04
Total flavonoid 31.80 ± 0.03 43.90 ± 0.05

* Extracts was 10 g powder of I. cylindrica Beauvois var. koenigii in 
100 ml hot water and 95% EtOH.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were expressed as catechol equivalent(mg% / 100 ml).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Table 3.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mg%) 
of I. cylindrica Beauvois var. koenigii root 
extracts.

Amino acids
derivatives

Contents(mg/g)
Hot water 95% ethanol

Phosphoserine 0.09 -
Taurine - -

ɑ-Aminoadipic acid - 0.15
Citrulline - -

ɑ-Amino-butyrid acid - -
b-Alanine - -

Table 2. Composition and contents of amino acid 
derivatives of I. cylindrica Beauvois var. 
koenigii root extracts. 

b-Amino-isobutyric acid - -
ɤ-Aminobutyric 0.21 0.09

Ammonia 0.09 0.09
Carnosine 0.33 0.15
Ornithine 0.03 -

Total 0.75 0.48
  * -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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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연구로 Song et al., [29]은 같은 벼과인 

조릿대 잎 추출물의 열수와 에탄올 추출물의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조사한 결과, 총 페놀 함량은 용매 
간 차이가 없었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에탄올 추출
물이 열수 추출물에 비해 함량이 높았다고 하였다. 또한 
Kang et al., [30]은 조릿대의 부위별 에탄올과 물 추출
물(1,000 ug/ml)의 항산화 활성 연구에서 뿌리의 경우 
총 폴리페놀 함량은 에탄올 추출물 23.1 ± 0.1 mg/ml, 
물 추출물 13.48 ± 0.27 mg/ml,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에탄올 추출물 10.5 ± 0.25 mg/ml, 물 추출물 8.4 
± 0.36 mg/ml이라고 하여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
드 함량은 모두 에탄올 추출물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추
출부위 및 추출용매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의 결과와도 같은 경향이었다. 따라서 백모근의 
열수와 95% 에탄올 추출물은 각각 polyphenol과 
flavonoid 성분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어 각종 생리활성
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3.4 Phenolic acid와 flavonoids의 조성 및 함량
백모근의 열수와 95% 에탄올 추출물의 phenolic 

acid와 flavonoids의 조성 및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13
개의 표준물질과 비교하여 분리·동정한 phenolic 
compounds와 flavonoids의 조성 및 함량은 Table 4
와 같다. 백모근 열수 추출물의 phenolic acid는 총 5종
으로 gallic acid,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ferulic acid, ρ-coumaric acid로 동정되었다. 이중 
chlorogenic acid가 40.08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다음으로는 gallic acid 16.06 ㎍/g, ρ-coumaric 
acid 10.54 ㎍/g 순이었다. 

Compounds Hot water 95% ethanol

Phenolic acids

Gallic 16.06 9.31
Protocatechuic  - 1.27
Chlorogenic  40.8 95.67
Caffeic 1.62 0.94
Isovanillic  - -
Ferulic 2.82 -
p-Coumaric  10.54 6.13
t-Coumaric - -
t-Cinnamic - 0.18

Flavonoids
Kaempferol - -
Rutin - -
Taxifolin - 3.28
Quecertin - -

 - not detected

Table 4. Composition and contents(㎍/g) of  phenolic 
acid and flavonoids isolated from I. cylindrica
Beauvois var. koenigii root extracts.

95% 에탄올 추출물의 phenolic acid는 gallic acid, 
protocatechuic acid,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ρ-coumaric acid, t-cinnamic acid로 총 6종이 
확인되었다. 이들 중 chlorogenic acid가 95.67 ㎍/g으
로 가장 많이 존재하였고, 다음으로 gallic acid가 9.31 
㎍/g 이었으며, ρ-coumaric acid가 6.13 ㎍/g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lavonoid의 조성과 함량은 열수 추출물에서
는 확인되지 않았고, 95% 에탄올 추출물은 1종의 
taxifolin이 3.28 ㎍/g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백모근 열수와 95% 에탄올 
추출물은 chlorogenic acid와 gallic acid 등의 다양한 
종류의 항산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생체 내 과산화지
질 생성억제효과, 콜레스테롤생합성 억제효과, 항암효과, 
고혈압 당뇨병예방, 간 보호 및 항산화 효과 등[31, 32]
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Ju et al., [31]은 3-5년생 대나무
(왕대)의 추출방법을 달리한 추출물의 화학성분 및 생리
활성을 연구한 결과 polyphenol 성분은 catechin,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3-hydroxybenzoic 
acid, ferulic acid의 5종이 확인되었다고 하였으며, 이
들 polyphenol 성분들 중에는 3-hydroxybenzoic 
acid와 catechin이 주를 이루었고, 3-hydroxybenzoic 
acid와 catechin은 추출방법과 상관없이 높게 나타났다
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chlorogenic acid, caffeic 
acid, ferulic acid가 검출되어 대나무(왕대)와 같은 성
분이 일부 존재하였고, 또한 이 연구결과 에서도 열수와 
95% 에탄올 추출물에서 phenolic acid와 flavonoid 
조성 및 함량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어 phenolic 
compounds의 성분 및 함량은 추출용매에 따라서 상당
히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 전반을 종합해 볼 때 백모근 
열수 추출물은 95% 에탄올 추출물 보다 유리아미노산과 
유도체 및 polyphenol 함량이 높게 나타나 피부에 대한 
보습 및 노화예방에 따른 화장품 및 식품으로서의 개발 
및 활용 할 경우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95% 
에탄올 추출물은 열수 추출물에서 보다도 높은 flavonoid 
함량과 다양한 종류의 phenolic compounds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어, 천연 항산화제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백모근을 열수와 95% 에탄올 추
출과 같은 서로 다른 용매를 사용하여 각각 추출 한 후, 
이것들을 혼합하여 사용 할 경우 생리활성 기능은 더욱 
향상 되어질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또한 이를 활용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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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미용 기능성화장품 성분으로서 또는 뉴트리코스메틱 
원료 및 기능성식품으로서의 개발 및 활용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
료된다. 

4. 결론 
백모근의 열수와 95% 에탄올 추출물의 일부 유리아미

노산과 아미노산 유도체의 조성 및 함량, 총 polyphenol과 
flavonoid 함량, phenolic acid와 flavonoid의 조성 
및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유리아미노산은 
열수 추출물의 경우 15종이 나타났으며, 95% 에탄올 추
출물에서는 9종이 나타났다. 또한 단백질 비구성 아미노
산 유도체는 열수 추출물에서 5종이 나타났으며, 95% 에
탄올 추출물에서는 4종이 나타났다. 총 polyphenol은 
열수 추출물에서 116.50 ± 0.06 mg%이었고, 95% 에
탄올 추출물은 140.10 ± 0.04 mg%로 나타났다. 총 
flavonoid 함량은 열수 추출물에서 31.80 ± 0.03 
mg%, 95%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43.90 ± 0.05 mg%로 
나타났다. Phenolic acid와 flavonoids의 조성 및 함량
분석에서 phenolic acid의 경우 열수 추출물에서는 5종, 
95%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6종이 나타났다. Flavonoid
는 열수 추출물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95% 에탄올 추
출물에서는 taxifolin 1종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과 같
은 결과들로 볼 때 백모근의 열수와 95% 에탄올 추출물
은 유리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유도체 및 phenolic 
compounds을 함유하고 있어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성
분 및 뉴트리코스메틱 원료,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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