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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assess the change of the

antioxidative and biological enzyme activities [tyrosinase, elastase,

collagenase, and hyaluronidase (HAase)] of extracts from elicitor-

treated Oplismenus undulatifolius. Elicitor-treated O. undulatifolius

showed higher total phenolic content than the non-treated extract.

As a result of comparing the anti-oxidant activity of elicitor-

treated O. undulatifolius extract and non-treated extract, the

elicitor-treated group showed high activity. Elicitor-treated O.

undulatifolius showed higher elastase and collagenase inhibitory

activities as anti-wrinkle effect,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as

whitening effect, and anti-inflammation effect to induced as

HAase inhibition than the non-treated extract. Therefore, elicitor-

treatment during O. undulatifolius cultivation in outdoors will

elevate total phenolics content in the plant and elevate of various

bioactivities, which will yield high quality for industrialization.

Keywords Anti-oxidant · Biological enzymes · Effective elevation

· Elicitor · Oplismenus undulatifolius

서 론

현재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당면과제로 노화 억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노화억제 내지는 노화 지연에 관한 연

구는 성인병 억제 기술개발과 더불어 피부노화의 억제 및 개선

을 위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된 연구 경

향으로 노화억제를 위한 기능성 물질들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

다[1,2]. 많은 연구자들에 의한 기능성 물질의 연구는 인체에 적

용되었을 때 부작용이 거의 없는 천연물이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동양문화권에서 예로부터 치료와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

되어온 한약재와 약용식물들에 의해 방어기작으로 생산되는 2

차 대사산물이 가지는 생리활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

었다[3-5]. 인간의 피부는 노화되어감에 따라 기능저하가 일어

나고, 구조적으로 변화되어 외관상 확연한 시각적 차이를 나타

내게 되는데, 이는 호르몬의 분비 감소, 면역 세포의 기능 저하

로 인해 피부가 얇아져 탄력 감소로 인해 주름이 생성되고, 피

지생성 감소로 인한 피부건조 및 기미와 검버섯 등이 멜라닌

생성으로 인해 발생하며, 얼굴의 명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

나게 된다[6,7]. 이러한 피부 노화에 대해서 주름개선, 탄력복원

등의 개선효과를 위해 피부 진피층의 구성물질을 증가시키는 연

구,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피부 흑화 등을 개선하기 위해 멜라

닌 생합성을 억제하는 물질을 개발하여 미용식품에 적용시키는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10]. 이러한 제

품이나 연구에 적용되어 지는 생리활성물질은 합성화합물로 개

발되어 만들어 지는 경우도 있지만, 자연계에서도 동식물 등에

서 흔히 발견되어지고 있다. 자연에 존재하는 생리활성물질 중

에는 식물체가 함유하고 있는 활성물질이 주를 이루는데, 이러

한 활성물질은 자외선에 의한 산화반응이나 곤충들의 공격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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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외부자극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기작으로 2차

대사산물인 phytochemical 들을 생산하여 세포 내에 함유하며,

phytochemical들 중에서 페놀성 화합물은 항산화, 항비만, 항당

뇨, 알레르기 개선, 피부 화이트닝 효과, 주름개선 등 여러 부

분에서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11,12]. 따라서 약용

식물이나 산채류, 한약재 등에 존재하는 물질의 효능을 탐색하

여 건강기능성 식품이나 항노화를 위한 기능성 소재로 개발하

는 것은 천연자원의 이용과 새로운 식품자원 개발, 신소재 개

발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3]. 국제적으로도

1992년 UN에서 ‘생물다양성협약 선언문’에 의해 식물자원을 탐

색하여 확보하는 생물산업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에서도 산림식물 자원에 대한 개발 및 이용이 강조되어지고 있

다[14,15].

주름조개풀(Oplismenus undulatifolius)은 여러해살이로 지표면

에 길게 뻗어 마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무리지어 살며, 잎이 주

름져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명들내 또는 털주름풀이라

불리며 속씨식물 벼과(Gramineae)의 다년생 초본으로 숲 가장

자리, 밝은 숲 속 등 반음지나 적습한 곳에 주로 서식한다. 우

리나라에서는 중부 이남에 자생하며 세계적으로 난온대-아열대

지리를 중심으로 일본, 대만, 중국, 유럽 등 널리 분포한다[16].

주름조개풀은 현재까지 약용으로 효능이 크게 밝혀진 바가 없

어 주로 소와 양의 먹이로 이용되었다. 현재 밝혀진 주름조개

풀의 성분으로는 p-coumaric acid, luteolin-7-O-glucoside,

isoorientin, nigaichigoside F1, isoscoparin, neoschaftoside, tricin

5-O-glucoside, vicenin-3, neochlorogenic acid, cryptochlorogenic

acid, chlorogenic acid 등이 있다[17].

식물체에 존재하는 생리활성물질을 활용하는 연구로 기능성

물질(functional ingredient)의 효율적인 추출을 위한 가공방법 등

의 기술이 연구되고 있으며[18-20], 약용작물이 부가가치 높은

경쟁력을 가지게 할 방안으로 적용되는 elicitation 기술은 식물

이 외부자극이나 외래 병원균 등의 공격을 받을 때 식물체 내

부에서 phytoalexin이라는 성분을 생산하는데 elicitor 처리를 통

해 이를 인위적으로 유도하는 기술로서, 수확기 직전의 짧은 기

간 동안 생산 유도제를 소량 처리하여 유용성분 또는 생리활성

물질의 생성 함량을 높여 보다 고품질의 한방 재료를 생산해

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21,22]. 현재 elicitation

기술은 식물조직세포(callus)의 기내 배양단계에서 사용되고 있

으나, 노지재배에서는 적용 예가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농가가

재배하는 작물이 아닌 야생초로서 정확한 재배방법이 모색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경북

봉화군 청량산 일대 야생에 분포하는 주름조개풀을 경북대학교

생물학과에서 품종 확인을 한 후, 현지에서 직접 채집하여 경

북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부속실험실습장 내 비닐하우스 M2

실험장에 이식하여 대량 증식 재배를 하며 노지재배 상태에서

elicitor 처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약리성 화합물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elicitation

기술 적용 시스템의 적용하여 이에 대한 기술 확립과 주름조개

풀 생체 내 이차대사산물의 생산성과 생리활성 효과를 증가시

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료 및 방법

생리활성물질유도제(elicitor)의 제조 및 적용

Elicitor의 제조는 Cho 등의 방법[21]에 의하여 생리활성물질유

도제(elicitor) 분말을 제조하였다. Elicitor의 적용은 노지에서 주

름조개풀의 어린잎이 자라기 시작하는 4월 하순경부터 잎이 다

자라는 6-7월 하순경까지 1평(3.3 m2)을 기준으로 성장단계 및

평당 주름조개풀의 분포도를 측정하여 1평당 elicitor 처리 살포

량을 결정하였다. Elicitor 살포량은 처리그룹별 1 mg/mL (group

A), 3 mg/mL (group B), 및 5 mg/mL (group C)의 농도로 설

정하여 1평당 1 L (1, 3, 5 g/L)를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주름조

개풀의 평당 분포도는 1차, 2차, 3차 처리 시기별로 1평당 분

포도를 측정하여 60, 80, 100%로 설정한 후 elicitor를 제조하

였으며, 일정기간에 따라 총 3회에 걸쳐 elicitor 용액을 제조한

후 분무기를 사용하여 직접 잎에 분무하였다.

추출물의 제조

Elicitor 처리한 주름조개풀 잎을 수확하여 이물질을 제거한 후,

45 oC dry oven에서 건조하였다. 건조한 시료는 분쇄기를 이용

하여 40 mesh로 분쇄하여 밀봉하여 보관하며 사용하였다. 열수

추출물의 제조는 시료 1 g에 증류수 200 mL를 넣고 가열하여

액이 100 mL이 되었을 때 냉각하였으며, 에탄올 추출물은 1 g

의 시료에 70% 에탄올 100 mL를 가하여 homogeniger로

20,000 rpm에서 1분간 균질화하였다. 열수, 에탄올 추출물 모두

12시간 이상 교반 추출하고 추출액은 whatman No. 1 filter

paper로 여과하였다.

Total phenolic 정량

추출물에 함유된 total phenolic compounds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Folin과 Denis[23]의 방법에 준하여 주름조개풀 추출물

1 mL, 동량의 95% 에탄올 1 mL와 5 mL의 증류수를 첨가한 후

2 N 농도의 Folin-ciocalteu reagent를 2배 희석하여 0.5 mL를

첨가하였다. 이 후 vortex하여 실온에 5분간 반응시킨 후 발색

시약인 Na2CO3 1 mL를 섞어주고 암실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측정은 725 nm의 파장에서 흡광도(Optical density, OD)를 측정

하였으며, total phenolic compounds 함량은 gallic acid를 이용

한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항산화[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antioxidant

protection factor (PF)] 활성 측정

라디칼의 생성 여부에 따라 보라색으로 변하는 수용성 항산화

활성 중 DPPH radical 소거능은 Blois의 방법[24]에 준하여 측

정하였다. 주름조개풀 추출물 1 mL에 60 μM DPPH 3 mL를 첨

가하여 시약이 섞일 수 있게 vortex한 후 15분 동안 실온에서

시약을 반응시켰다. 측정은 517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으며, 추출물의 흡광도와 대조구의 흡광도 차이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β-Carotene의 산화 정도에 따라 지용성 항산화 활

성을 측정하는 PF는 Andarwulan과 Shetty의 방법[25]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Evaporator용 수기에 β-carotene과 chloroform을 각



J Appl Biol Chem (2020) 63(3), 221−227  223

각 1 mg당 5 mL 비율로 제조하여 1 mL를 넣고 40-50 oC

water bath에서 용액을 증류시킨 다음, linoleic acid과 tween

40을 각각 20, 184μL 넣고 β-carotene을 재용해시킨다. Emulsion

을 제조하기 위해 50 mL의 H2O2를 넣어주고, 주름조개풀 추출

물 100 μL와 emulsion 5 mL을 혼합하여 vortex한 후 50 oC의

water bath에서 30분간 반응시켜 47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yrosinase 저해 효과 측정

주름조개풀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효과 측정을 하기 위해

Vincent와 Hearing의 방법[26]에 준하여 실험하였다. 주름조개풀

추출물 0.2 mL와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 용

액 2.3 mL, 1.5 mM L-tyrosine 농도의 기질 용액 0.4 mL를 혼

합하고, mushroom tyrosinase (Sigma-Aldrich Co, Louis, MO,

USA, 250 U/mL) 0.1 mL를 넣고 37 oC의 water bath에서 20분

간 시약반응을 시킨 후 475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lastase 저해 효과 측정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elastin을 분해하여 주름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소인 elastase 저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Kraunsoe

등의 방법[27]에 준하여 실험하였다. 주름조개풀 추출물 0.1 mL

와 1 mL의 0.2 M Tris-HCl buffer (pH 8.0), 0.1 mL의 0.8

mM N-succinyl-(Ala)3-ρ-nitroanilide 기질 용액을 혼합하고, 1.0

U/mL porcine pancreatice elastase (Sigma-Aldrich Co.) 농도

의 효소 0.1 mL을 첨가하여 37 oC의 water bath에서 20분간 시

약반응을 시켜 ρ-nitroaniline 생성량을 410 nm의 파장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Collagenase 저해 효과 측정

Elastin과 마찬가지로 피부 구조를 이루고 있는 collagen을 분해

하여 주름을 유발하는 효소인 collagenase 저해 효과를 측정하

기 위해 Wunsch와 Heidrich의 방법[28]에 준하여 실험하였다.

0.1 M Tris-HCl buffer (pH 7.5)에 4 mM CaCl2를 첨가하여

제조한 용액과 주름조개풀 추출물 0.1 mL, 4-phenylazobenzyl

oxycarbonyl-Pro-Leu-Gly- Pro-D-Arg (0.3 mg/mL) 농도의 기질

용액 0.25 mL을 혼합한 후 0.2 mg/mL collagenase (Sigma-

Aldrich Co., Louis, MO, USA) 농도의 효소 용액 0.15 mL를

첨가하였다. 시약 반응은 실온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0.5 mL

의 6% citric acid 종료시약을 넣어 반응을 정지시키고 ethyl

acetate 2 mL을 첨가하여 32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Hyaluronidase (HAase) 억제 효과 측정

Hyaluronic acid (HA)의 분해를 촉매하는 효소인 HAase 저해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Dorfman와 Ott의 방법[29]에 준하여 실

험하였다. 주름조개풀 추출물 0.5 mL와 20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9)에 녹인 HAase (1,000 U/mL) 0.5

mL를 넣고 38 oC의 water bath에서 5분간 preincubation시킨다.

0.3 M phosphate buffer (pH 5.3)에 녹인 기질 용액(4 mg/mL)

0.5 mL를 첨가하고 다시 45분간 water bath에서 reaction시킨

후 5 mL의 알부민용액을 첨가하여 5분간 반응시키고 600 nm의

파장에서 투과율을 측정하여 대조구의 투과율과 비교하여 계산

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 ±표준편차(mean ± standard deviation)로

표현하였다. 통계 분석은 최소 6개의 기술 복제물에 대한 실험

을 위해 SPSS 25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Chicago,

IL, USA)의 Duncan’s multiple range test one way ANOVA

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p <0.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간

주되었다.

결과 및 고찰

Elicitor 처리한 주름조개풀 추출물에 함유된 total phenolic

compound의 함량 증대 효과

식물 2차 대사산물의 한 종류로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

며 생리활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는 phenolic compounds는

대부분의 식물체에는 다량 함유되어 있으나 식물의 종류에 따

Fig. 1 Contents of total phenolics in extract from elicitor-treated group and non-treated group. Control: non elicitor, group A: 1 mg elicitor/mL, group

B: 3 mg elicitor/mL, group C: 5 mg elicitor/mL.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5%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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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phenolic 성분들의 차이는 매우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Phenolic compound는 분자구조에 hydroxyl기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생리활성 효소 단백질들과 결합하여 질병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생리 기능을 가진다고 보고되어 있다[30,31]. 또한

Cho[32]는 삼백초에 의해 발현되는 항산화, 고혈압 억제 및 통

풍 억제 등의 생리활성 등이 삼백초에 함유된 phenolic compound

에 의해 발현된다고 보고하였다.

Elicitor 처리군과 무처리군 추출물의 유용성분 함량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안전하면서 유용성분을 가장 많이 추출할 수 있

는 용매로 열수와 에탄올을 선정하여, 대조군과 elicitor 1 mg/

mL 처리군을 A그룹, 3 mg/mL 처리군을 B그룹, 5 mg/mL 처리

군을 C그룹으로 나누어 각 처리군별 분말 sample 1 g을 물과

70% 에탄올 100 mL에 침지시켜 24시간 동안 교반 추출하여 분

석용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주름조개풀 열수 추출물의 total

phenolics 함량은 Fig. 1에서와 같이, 대조군, A, B, C그룹 순

으로 9.24±0.12, 7.97±0.14, 12.06±0.04, 12.52±0.23 mg/g으로

elicitor를 3 mg 이상 처리한 group에서 phenol량의 증가가 관찰

되었으며, 에탄올 추출물의 total phenolics 함량은 대조군, A,

B, C그룹 순으로 7.35±0.15, 7.64±0.07, 10.80±0.36 및 18.22±0.42

mg/g으로 elicitor가 처리되는 농도가 높아질수록 elicitor 처리에

의해 대조군보다 높은 함량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에탄올 추출물에서 phenol성 물질의 함량이 열수 추출물에서 보

다 더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Lee 등[33]의 보고에 따

라 생리활성에 관여하는 에탄올 추출물에서 phenol성 물질이 더

높아진다는 사실이 기능성 효과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

미에서는 더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Elicitor처리한 주름조개풀 추출물의 phenolic profile 비교

Elicitor 처리에 의해 stress를 받은 그룹이 식물 체내에 존재하

는 phytochemical 중 total phenolics 생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되어 elicitor 처리군과 무처리군 추출물의 phenolics

profile을 HPLC로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Elicitor 처리에 따

른 주름조개풀 추출물 내 유용성분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UV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200 nm에서 400 nm까지 흡수선

량을 측정하였으며, 4구간 모두 동일하게 가장 높은 측정값을

나타낸 230 nm를 최적 흡수파장으로 선정하여 Table 1에서의

조건에 따라 HPL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Fig. 2에서와 같이 열수 추출물에서는 무처리군인 대

조군의 4, 5, 6 min대의 1, 2, 3, 4번 pick와 elicitor 처리군의

pick가 농도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8

min대의 5번 pick의 경우, 무처리군인 대조군보다 elicitor 처리

군에서 증가하는 intensity를 나타내었다. 반면 에탄올 추출물에

서는 대조군의 4, 5 min대의 1, 2, 3번 pick와 elicitor 처리군

의 pick가 농도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되었으나, 6

min대의 4번 pick의 경우, 대조군보다 elicitor 처리군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pick가 감소하는 intensity를 나타내었으며, 5번 pick

는 elicitor 처리군에 의해 높은 intensity를 나타내었다. 위의 결

과를 통해 주름조개풀의 생육 시 elicitor 처리에 의해 phytochemical

Table 1 Condition of HPLC analysis of extracts from Oplismenus

undulatifolius

Instrument
HP HPLC series 1100 (Hewlett Packard, 
Waldbronn, Germany)

Column
Nova Pak C18 column (150 mm×3.9 mm I.d, 
Waters, Milford, MA, USA)

Injection volume 10 µL

Analysis time 40 min

Mobile phase A A) Methanol B) distilled water (A:B=70:30)

Flow rate 0.4 mL/min

Column temperature 35 

Detection UV absorption (230 nm)

Fig. 2 Phenolic profile of extracts from Oplismenus undulatifolius by elicitor treatment. Control: non elicitor, Group C: 5 mg elicitor/mL



J Appl Biol Chem (2020) 63(3), 221−227  225

물질인 phenolic 생성량이 증가하며, elicitor의 처리농도에 따라

phenolics profile도 변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elicitor

처리한 주름조개풀의 각 추출물들이 다양한 생리활성에도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Elicitor 처리에 의해 변화하는

phenolic profile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현재 진행되고 있으므로

향후 진행될 연구보고에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licitor 처리한 주름조개풀의 항산화 효과 증대

앞의 결과에서 elicitor 처리에 의해 생성되는 phenolic compounds

의 농도 증가와 phenolics profile의 변화가 확인되었으나, 이러

한 phenolic의 변화가 생리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항산화를 포함한 각종 생리활성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Elicitor 처리에 따라 변화된 phenolics 성상이 주름조개풀 추

출물의 항산화 기능에 변화를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항산화 효

능 중 DPPH radical 저해 효과와 PF 효과를 측정한 결과 Fig.

3에서와 같았다. 먼저 수용성 항산화력의 지표인 DPPH radical

저해 효과의 경우, 생리활성물질유도제(elicitor) 처리 농도에 따

라 Fig. 3A에서와 같이 저해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고,

지용성 항산화 효능의 지표인 PF 효과 역시 Fig. 3B에서와 같

이 elicitor 처리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PF값이 증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주름조개풀 재배 시

elicitor 처리로 생성된 새로운 phenolic 성분들이 항산화력을 증

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이 생리활성에 관여하는 것

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Elicitor 처리한 주름조개풀의 tyrosinase 억제 효과 증대

일반적으로 사람의 피부는 멜라닌(melanin)이나 카로틴(carotene)

등과 같은 색소의 함량이나 각질층의 두께, 혈관의 분포도 등

과 같은 요인에 의해 색이 결정된다. 이 중 피부색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멜라닌은 자외선을 어느 정도 차단하는 기능을 가

지지만, 얼굴, 손 등과 같이 외부에 노출되어 과도하게 멜라닌

이 합성되는 경우나 생성 메커니즘에 이상이 생길 경우

melasma, freckle 및 hyperpigmentation을 유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능을 하는 멜라닌을 합성하는 기질인 tyrosine을 분해하

는 효소인 tyrosinase를 억제하여 간접적으로 미백효과를 측정

할 수 있다.

농도별로 elicitor를 처리하여 제조한 주름조개풀 추출물의

tyrosinase 억제 효과를 측정한결과 Fig. 4에서와 같이 대조군에

비해 elicitor 처리군 A, B, C그룹에서 더 효과적인 효소억제

효능을 나타내어 멜라닌 형성 효소를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licitor 처리한 주름조개풀 추출물의 elastase 및 collagenase

억제 효과 증대

Elastin은 진피 내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기질 단백질 중 하나

이며, 인체의 중성구 과립구내에 존재한다. Elastin과 collagen은

중요한 기질 단백질인데 elastase는 이 단백질은 비특이적으로

가수분해하는 효소이다. 따라서 elastase를 저해하는 물질은 피

부 주름개선에 효능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현재 ursolic acid

등이 elastase 저해제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Giacomoni

Fig. 3 DPPH (A) and PF (B) of extracts from Oplismenus undulatifolius by elicitor treatment. Control: non elicitor, group A: 1 mg elicitor/mL, group

B: 3 mg elicitor/mL, group C: 5 mg elicitor/mL.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5% DMRT

Fig. 4 Inhibition of tyrosinase activity of extracts from Oplismenus

undulatifolius by elicitor treatment. Control: non elicitor, group A: 1 mg

elicitor/mL, group B: 3 mg elicitor/mL, group C: 5 mg elicitor/mL.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5%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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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34]과 Cannell 등[35]은 elastaserk 체내의 elastin을 분해하는

백혈구 과립 효소 중의 하나로 이상조직에서 효소의 활성이 매

우 높아서 조직을 파괴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피부주름 및

탄력성의 소실을 유발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Collagen은 피부

의 진피층 결합조직의 구성원이고, 세포분할 및 분화 유도의 기

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collagen은 노화, 스트레스, 자외선 조

사와 같은 요인에 의해 collagenase의 활성이 증가함에 따라

collagen이 분해되어 감소하게 되며, 결국 피부의 탄력을 저하

시키고, 주름과 피부쳐짐을 유발하게 된다고 보고되어 있다[34].

따라서 elastase 및 collagenase 저해활성을 측정함으로써 주름

개선의 효과와 상관있음을 알 수 있다.

Elicitor 처리한 주름조개풀 추출물의 elastase 및 collagenase

억제 효과는 Figs. 5A-B에서와 같이 비처리구인 대조구에 비해

elicitor 처리가 주름조개풀 추출물의 주름개선 효과의 증대에 매

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licitor의 처리에 의

해 열수 추출물 보다 에탄올 추출물에서 효소활성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elicitor의

처리 농도가 높아질수록 elastase와 collagenase의 억제 효과가

처리농도 의존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어 elicitor

의 처리농도를 높일수록 주름개선 효과가 우수한 기능성 화장

품 원료의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licitor 처리한 주름조개풀 추출물의 HAase 억제 효과

진피층의 섬유아세포에서 산출되는 HA는 고분자 다당으로,

glucuronic acid와 glucosamine이 반족해서 연결된 점액성

moucopolysaccharide이다. 또한 대식세포의 phagocytic ability를

저해하기도 하며, HA 분해 산물 혹은 저분자 HA의 기능으로

는 염증과 fibrosism, collagen deposition 등에 관여하여 상처

치유를 돕기도 한다. 이러한 고분자의 HA를 분해하는 효소인

HAase의 저해에 의해 HA의 고분자 형태를 유지하게 함으로서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36].

Elicitor 처리한 주름조개풀 추출물의 염증 억제 효과는 Fig.

6에서와 같이 비처리구인 대조구에 비해 열수 추출물에서는 효

소활성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elicitor를 처

리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우수한 염증 억제 효과를 나타내어

elicitor 처리가 유용물질의 산업화라는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biomass 기법으로 매우 적당하다는 것을 시사해주었다.

위의 결과에 따라 elicitor를 처리하여 수확한 주름조개풀의

단위 무게당 활성물질인 phenolic compounds의 함유량 또는 생

산량을 높이고, 생리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효소의 억제를 통해

천연물 기반의 유용물질 증폭, 효율적인 원료 생산, 및 재배기

법의 진화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생리활성물질유도제인 elicitor를 처리한 주름조

개풀의 열수, 에탄올 추출물들의 항산화 효과, tyrosinase,

elastase, collagenase 및 HAase 등의 미용관련 생리활성의 변화

Fig. 5 Inhibition of elastase (A) and collagenase (B) activity of extracts from Oplismenus undulatifolius by elicitor treatment. Control: non elicitor,

group A: 1 mg elicitor/mL, group B: 3 mg elicitor/mL, group C: 5 mg elicitor/mL.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5% DMRT

Fig. 6 Inhibition of hyaluronidase activity of extracts from Oplismenus

undulatifolius by elicitor treatment. Control: non elicitor, group A: 1 mg

elicitor/mL, group B: 3 mg elicitor/mL, group C: 5 mg elicitor/mL.

Means separation within columns by 5%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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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았다. Elicitor 처리한 주름조개풀 추출물의 DPPH 및

PF 등의 항산화 효과는 elicitor 비처리구인 대조구에 비해

elicitor 처리구가 농도의존적으로 더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

내었다. Elicitor 처리한 주름조개풀 추출물의 미용활성은 elastase

및 collagenase 억제 효과에 의한 주름개선효과와 tyrosinase 저

해에 의한 미백효과가 비처리구인 대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

우 높은 효소 억제 효과를 나타내어 elicitor 처리가 주름조개풀

추출물의 미백 및 주름개선 효과의 증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농도의존적인 양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HAase 억제에 의해 유래되는 염증 억제 효과도 비처리구인 대

조구에 비해 에탄올 추출물에서 우수한 염증 억제 효과를 나타

내었다. Elicitor 처리에 의해 대조구에 비해 처리구에서 생리활

성 효소에 대한 억제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내

어, elicitor 처리가 유용물질의 산업화라는 전제를 충족시키기

위한 biomass 기법으로 매우 적당하다는 것을 시사해주었다. 따

라서 주름조개풀 노지재배 시에 본 연구에서 사용한 elicitor를

처리하면 수확되는 주름조개풀의 단위 무게 당 유용물질의 생

산량을 높일 수 있고, 생리할성도 증대시킬 수가 있어 산업화

를 위한 고기능성 원료생산에 효율적인 재배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다.

Keywords 생리활성물질유도제 · 생리활성효소 · 주름조개풀 ·

증대효과 · 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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