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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초롱꽃과(Campanulaceae)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덩굴식물

인 더덕(Codonopsis lanceolata)은, 주로 봄과 가을에 그 뿌리를 

채취하여서 사용되는 덩굴성 다년초이다(Won & Oh 2007). 더
덕은 식용부분이 뿌리인 근채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고 있다. 다른 산채에 비해 단백질, 탄수화

물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칼슘, 인, 철분 등의 무기질

과 비타민 B1, 비타민 B2가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SK 1999). 한방에서는 진해, 거담, 두통완화 및 소화제 등의 

약재로 사용되어 왔다(Kim 등 2010). 인삼의 대용약으로 쓰

인 더덕은 뿌리의 주요 성분으로 폴리페놀(polyphenol), 사포

닌(saponin), 트라이터펜(triterpene), 스테로이드(steroid)계 화

합물 성분이 존재한다고 확인되었으며(Maeng & Park 1991), 

이러한 생리활성물질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의 소재로도 활

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Byeon 등 2009). 더덕의 

연구로 항산화(Maeng & Park 1991), 세포독성(Lee 등 2002) 
및 혈청 내 중성지질과 콜레스테롤의 축적 감소(Han 등 

1998; Shim 등 2004), 면역증강 효과(Lee 2007) 등의 생리활성

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더덕의 추출 방

법을 사용하여 검출된 항산화 물질로 화장품의 원료개발이 

진행되었고 피부 및 모발의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

성도 검토되었다(Lee & Ryu 2019a).
일반적인 열처리과정의 공정보다 증기로 열처리를 거친 증

숙과정은 세포의 구조변화와 성분변화로 작물의 유용한 성분

의 용출을 높이며, 생리활성 성분의 변화유도 공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식품 원료는 열처리 방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제

품이 될 수 있는데, 그 중 열처리 및 증숙과정은 식품의 갈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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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hot water and ethanol, acetone, and hexane extracts of the steamed Deodeok were investigated for use as raw materials 
for natural cosmetics. Hot water and ethanol, acetone and hexane extracts of steamed Deodeok did not indicate cell toxicity up to 
300 μg/mL concentration in the MTT assay. The tyrosinase inhibition effects of the ethanol extract were higher than the ascorbic 
acid. The efficacy of the steamed Deodeok's ethanol extract on the elastase inhibition was similar to that of quercetin at higher 
concentrations. In conclusion, water, ethanol, acetone and hexane extracts of the steamed Deodeok indicated strong possibility as 
a whitening and anti-wrinkle functional cosmetic ingredient. Among them, the steamed Deodeok's ethanol extract, which showed 
excellent activity, is highly available because it has high safety compared to other organic solvent extraction methods used in 
cosmetics, and has minimal irritation to the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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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을 촉진시켜 색상 및 향기성분이 증대되어 기호성을 증

진시킨다고 연구되었다(Song 등 2012). 더덕도 가열 처리하

였을 때 기능성 성분 함량, 산화방지 활성 및 생리활성 효과

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Nam KY 2005; Kang 등 

2006). 증숙 및 열처리 공정을 이용한 더덕의 생리활성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일부 피부미용효과에 대한 연구는 단순추

출에 의한 일부 화장품 소재(Park 등 2009) 및 미백효과(Kim 
등 2002; Kim 등 2013) 연구가 수행되어 있다. 최근 전통적으

로 사용되고 있는 천연 약재 및 작물들의 항균 및 한산화 물

질들은 미백, 보습 및 피부노화 억제 효과 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Lee & Ryu 2019b). 본 연구는 증숙 더

덕 추출물의 화장품 소재로서의 활용을 탐색하기 위하여 

tyrosinase 저해활성, elastase 저해활성 및 collagenase 저해 활

성을 측정하여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추출물의 조제 및 시약
본 실험의 더덕(Codonopsis lanceolata)은 전북지역에서 

2019년 6월에 부러지거나 상처나 상품가치가 떨어지는 하위

품질을 구입하였다. 증숙은 생더덕을 90℃에서 2시간 동안 

열처리한 후 36시간 60℃에서 5회 건조하는 공정을 반복 수

행하였다. 시료의 열수 추출물은 증류수 1 L에 증숙된 더덕 

100 g을 넣어 5시간씩 2회 추출하여 여과 후 농축하여 216%
의 수율을 얻어 실험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용매별 추출은 증

숙한 더덕 100 g에 1 L 추출용매를 각각 넣고 5시간 동안 실

온에서 환류 추출 후 여액을 감압 농축하여 ethanol 추출물은 

14.2%, acetone 추출물은 12.17% 및 hexane 추출물은 8.14%의 

수율을 얻어 시료로 사용하였다. 

2. MTT assay 
증숙 더덕 용매별 추출물에 대한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

해 Mosmann T(1983)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RAW264.7 
세포를 96-well plate에 5×104 cells/well의 농도로 분주하여 100 
μL의 DMEM 배지와 함께 증숙 더덕 용매별 추출물을 농도별

(5, 10, 및 20 μg/mL)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5 μg/mL
의 농도로 용해시켜 만든 MTT 용액을 각 well에 50 μL씩 가

하여 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였다. 각 well에 

100 μL의 DMSO 용액을 첨가하여 생성된 formazan 결정을 

용해시킨 뒤 발색 정도를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며, 
blank의 흡광도를 기준으로 약물처리군의 상대적인 세포생

존율을 계산하였다.

Cell viability(%) = [(Sample－Blank)/Control]×100
Sample: 세포를 포함한 추출물의 흡광도

Blank: 세포를 포함하지 않은 추출물의 흡광도

Control: 세포를 포함한 증류수의 흡광도

3. 아질산염(nitrite) 소거능
아질산염 소거능은 농도를 조정한 시료 1 mL에 1 mM 

NaNO2 용액 1 mL를 가한 뒤 pH 1.2, 3.0 및 6.0으로 보정한 

0.1 N HCl과 0.2 M citrate buffer로 총 부피를 10 mL로 만든

다. 1시간 동안 37℃에서 반응 시킨 후  반응액 1 mL를 취하

여 2% acetic acid 3 mL와 30% acetic acid 용액으로 용해한 

Griess reagent(1% sulfanilic acid:1% napthylamine=1:1) 0.4 mL
를 가하여 잘 혼합하고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한 후 52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아질산염 소거능은 시료 용액의 첨

가구와 무첨가구 사이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

었다(Gray & Dugan 1975). 

아질산염 소거능 (%) = 100－[(Sample/Blank)×100]
Blank: 시료 대신 PBS를 사용한 반응액의 흡광도

Sample: 시료를 포함한 반응액의 흡광도 

4. Tyrosinase 저해활성
Tyrosinase 저해능은 L-tyrosine solution(1.5 mM, 50 μL), 0.1 

M phosphate buffer(pH 6.5, 220 μL), 0.1 M phosphate buffer 
(pH 6.5)에 녹인 시료 20 μL를 혼합하였다. 혼합액에 20 μL의 

mushroom tyrosinase(1,000 unit/mL)를 분주하고 37 ℃에서 30 
min 간 반응시켰다. 반응으로 생성된 dopachrome의 양을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Flurkey WH 1991). 

Inhibition of tyrosinase activity (%) = 
[(Blank－Sample)/Blank]×100 

Blank: 시료 대신 PBS를 사용한 반응액의 흡광도

Sample: 시료를 포함한 반응액의 흡광도 

5. Elastase 저해활성
Elastase 저해능 측정은 elastase를 50 mM sodium acetate 

buffer(pH 5.3)에 녹여 1 unit/mL 용액으로 제조하고, DMSO에 

녹인 p-Nitroanilide(N-methoxysuccinyl-Ala-Ala-Pro-Valp-nitroa-
nilide)를 20 mM 용액을 만든 후 elastase 20 μL와 시료 20 μL
를 48 well plate에 분주하였다. 10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6.8)에 녹인 400 μM p-nitroanilide를 200 μL 첨가하

였다. 37℃에서 20 min 동안 배양하여 반응액 120 μL씩을 

410 nm에의 흡광도에서 측정한 다음의 환산식에 의하여 계

산하였다(Kraunsoe 등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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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ion of elastase activity (%) = 
[1－(Sample-Blank)/Control]×100

Sample: 시료와 효소 포함 반응액 흡광도

Blank: 효소 대신 10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6.8) 
첨가한 반응액 흡광도 

Control: 시료 대신 10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6.8) 
첨가한 반응액 흡광도

6. Collagenase 저해활성
Collagenase 저해효과는 PBS(pH 6.0, 1,500 μL)에 용해한 

collagen 용액(0.25 mg/mL) 300 μL, 시료 600 μL, collagenase 
용액(0.5 unit) 600 μL를 첨가한 후 어두운 곳에서 20 min 경
과 후 형광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흡수파장 280 nm, 방출파

장 300 nm에서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시료액 대신 PBS를 동

량 첨가하여 측정하였다.

7. 통계처리
각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측정한 후 그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
ces, ver, 12.0,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

하였다. 유의성 검정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

여 p<0.05 수준에서 유의차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MTT assay를 이용한 추출액의 세포독성조사
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의 NAD(P)H 의존적인 oxidoreduc-

tase가 MTT 용액을 환원시켜 보라색의 formazan을 형성하면 

흡광도로 측정하는 방법이다(Wang 등 2005). Fig. 1은 증숙 

더덕의 열수 추출물 및 용매추출물의 단계별 농도(100 μg/ 
mL, 200 μg/mL 및 300 μg/mL)를 처리 한 후 RAW 264.7 세포

주를 이용하여 24시간 후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대
조군으로 샘플을 처리하지 않는 군과 비교한 결과 증숙 더덕

의 열수추출물 및 각종 용매 추출물의 단계별 농도(100 μg/ 
mL, 200 μg/mL 및 300 μg/mL) 증가에서도 유의성 있는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p<0.05). 용매별 증숙 더덕 추출물이 

높은 안전성을 가지므로 화장품 및 기능성 식품원료 배합 시 

고농도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아질산염 소거능
단백질 식품이나 의약품 및 잔류 농약 등에 존재하는 2급, 

3급 등의 아민류와 반응하여 니트로사민을 생성하는 아질산

염은 식품 내의 상재 성분으로 널리 존재하고 있는 아민류를 

함유하고 있는 음식물을 동시에 섭취했을 때, 위 내에서 발

암성 물질인 니트로사민이 생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

였다(Park 등 1995). 아질산염소거능 측정은 Griess 시약과 

NO2와 반응하여 형성된 azo 화합물의 흡광도를 측정하는 방

법으로 증숙 더덕 추출물을 이용하여 pH를 1.2, 3.5, 7.0으로 

달리하여 각각 측정한 실험 결과는 Fig. 2와 같다. pH 1.2에서

는 대조군의 사용된 BHA의 아질산염 소거능이 97.1%였으며 

증숙 더덕의 에탄올 추출물이 88.4%로 추출물 중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이 결과는 증숙 더덕 열수 추출물 소거

능 42.1%, 아세톤추출물 소거능 52.2% 및 헥산 추출물 52.1%
로 비교하여 유의적 높은 아질산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p<0.05). 이는 기타 작물들의 아질산염 소거능 연구에 의하면 

페놀성 화합물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Fig. 1. Effect of the extracts of steamed Deodeok (Co-
donopsis lanceolata) on the viability of RAW264.7 cells. 
The viability of cells was measured with MTT assay. Results 
were expressed as % of control absorbance. Results are 
mean±S.D. of triplicate data. Not sighificant.

Fig. 2. Nitrite scavenging effect of steamed Deodeok 
extracts and BHA(butylated hydroxyanisol) under different 
pH conditions (pH 1.2, 3.5, 7.0) depending on concentration. 
Data are means±S.E. of three experiments performed in 
triplicate. Mean with difference letters (a,b) within groups of 
the same pH condition are significant different b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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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페놀성 화합물은 산화환원력에 의한 항산화능을 포

함해 다양한 효능을 나타낸다고 밝혀져 있다(Osawa T 1994). 
또한 Kim 등(2013)의 연구에 의하면 공정별 더덕 추출물의 

총페놀함량을 측정한 결과 초고압 및 증숙가공 복합처리된 

더덕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이 미증숙 더덕 추출물

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 증숙 더덕 추출물에 

함유된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에 의해 아질산 소거능이 감소

한 것으로 사료된다. pH 3.5에서는 대조군인 BHA 78.7%의 

아질산 소거능을 보였으며, 증숙 더덕의 열수 추출물 및 각 

용매별 추출물은 대조군과 비교 시 유의적인 아질산염 소거

능을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pH 7.0에서는 대조군인 BHA의 

아질산염 소거능이 63.7%를 나타냈었으며, 증숙 더덕의 모

든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율이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다. 
산성이 강한 pH 1.2에서는 일정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pH 
3.5 이후 증숙 더덕의 추출물의 아질산염 소거능이 감소되었

다. 아질산염 소거에서 더덕 용매별 추출물 중 에탄올 추출물

의 소거능 활성이 높았으며, 인체의 위액과 조건이 비슷한 pH 
1~3에서 활성이 높았으나 pH가 증가함에 따라 그 활성도는 

추출용매에 관계없이 모두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통해 아질산염 소거기능성 천연식품소재로도 증숙 더

덕 에탄올 추출물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3. Tyrosinase 활성 억제 효과
Polyphenol oxidase로 알려진 tyrosinase는 멜라닌 생합성 과

정에서 속도를 조절하는 효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며(Jiménez 
등 1988), 과도하게 생성 될 때는 과색소 침착과 피부 손상의 

주원인이 된다(Lee 등 2010). 비정상적인 색소침착에 대하여 

피부의 미백효과를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로 tyrosinase를 저해

하는 생리활성물질의 탐색은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Cabanes 
등 1994). Fig. 3은 증숙 더덕 열수 추출물 및 용매별 추출물 

분획에 대해 DOPA oxidase 활성저해에 의한 tyrosinase 저해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를 농도별

로 사용하였으며, 각 추출물의 농도 100, 200 및 300 μg/mL의 

농도에서 tyrosinase 활성저해도를 관찰하였다. 증숙 더덕 열수 

추출물 및 각 용매별 추출물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tyrosinase 
활성저해를 저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tyrosinase 활성저해에 

유효한 물질로 알려진 페놀 성분이 증숙 공정을 통해 증가함

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Kubo & Kinst-Hori  1999; Kim 등 

2007). 그 중 증숙 더덕의 에탄올 추출물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다른 증숙의 유기용매 추출물에 비해 100 μg/mL에서는 

75.7%, 200 μg/mL에서는 78.3%, 300 μg/mL에서는 79.1%로 

같은 농도의 다른 유기용매추출물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저

해 활성도를 나타내었다(p<0.05). 대조군으로 사용한 vitamin 
C는 자체가 불안정하고 hydroxyanisole, 5-hydroxyindole 및 

hydroquinone은 강력한 멜라닌 생합성 저해 활성을 보이지만 

멜라닌세포의 변성을 유도하여 세포 본래의 기능을 손상시

키는 부작용도 보고되어 있어 제한된 양을 사용하고 있다

(Maeda & Fukuda 1991). 본 실험에서도 대조군인 ascorbic 
acid 보다는 가장 높은 저해활성을 보인 증숙 더덕의 에탄올 

추출물의 저해활성이 낮지만 안전성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 제조에 tyrosinase 억제소재로 이용가

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Collagenase 저해 효과
피부의 진피층에는 collagen, elastin, hyaluronic acid, fibro-

nectin 등 다양한 ECM 단백질이 존재하며, 그 중 90%가 

collagen으로 피부의 강도 및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

한다. 또한 ECM 단백질과 가교결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collagen이 분해되어 끊어지면 진피층의 부피가 줄어들게 되

어 피부에 주름이 형성되고 발생하며, elastin 또한 제 기능을 

잃어 피부의 탄력성이 감소한다. Collagenase에 의한 collagen
의 분해와 손실은 피부의 주름생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고 할 수 있다(Yang 등 2016). Collagenase는 collagen 단백질

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로 collagenase에 의해 잘려진 펩타이드

를 ninhydrin 반응시켜 증숙 더덕 열수 추출물 및 용매 추출

물에 대한 collagenase 활성 저해 실험 결과는 Fig. 4에 나타내

었다. 대조물질로 사용된 quercetin은 농도 의존적(100, 200 
및 300 μg/mL)으로 97.45~98.25%의 억제율을 나타내었다. 증
숙 더덕의 열수 추출물 및 용매별 추출물의 collagenase 활성 

저해 실험은 대조군과 비교시 각 농도별로 유의적인 결과는 

얻지 못하였으나 각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colla-
genase 활성 저해도가 증가됨을 볼 수 있었다. 그 중 에탄올 

Fig. 3. Tyrosinease inhibition activity effect of steamed 
Deodeok extracts and ascorbic acid depending on concen-
tration. Data are means±S.E. of three experiments performed 
in triplicate. Mean with difference letters (a-d) within groups 
of the sam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 different b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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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물이 300 μg/mL에서 55.24%로 가장 높은 억제율을 나타

내었으나 대조군과 비교시 유의적이지 않았다(p<0.05). 이러

한 결과는 인삼을 증숙한 홍삼의 미용식품응용가능성에 대한 

Choi 등(2009)의 연구에 의하면 홍삼 뿌리 추출물의 50~1,000 
μg/mL농도에서 collagenase 저해활성도가 23.2~29% 정도인 것

으로 비교할 때 중숙더덕 에탄올 추출물의 collagenase 저해활

성도가 기존 collagenase 저해활성도와 사용 시 보완적인 상승

효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피부노화를 방지하는 기

능성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5. Elastase 저해능
Elastase의 활성증가는 피부의 그물망 구조를 파괴시켜 쳐

지고 주름이 생기는 등 피부노화가 발생하게 되므로 주 원인

중의 하나인 elastase의 활성 저하는 피부의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DeWitt 등 1981). 대조군으로 elastase 억제 효과

로 알려진 항산화물질 quercetin(Thia 등 2019)을 사용하였다. 
증숙 더덕 열수 추출물 및 용매별 추출물의 elastase 억제효과

로 주금개선 효과를 관찰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중
숙 더덕의 열수 추출물 및 용매별 추출물의 elastase 저해 활

성도를 각각 100, 200, 300 μg/mL의 농도로 측정한 결과 대조

군인 quercetin(100, 200 및 300 μg/mL)에 비해 유의적인 효과

를 보이지 않았으나 증숙 더덕의 열수 추출물 및 용매별 추

출물의 농도가 높을수록 elastase 활성 재해 효과가 높게 나타

났다. 그 중에서 증숙 더덕의 에탄올 추출물은 100 μg/mL에

서는 61.3%, 200 μg/mL에서는 72.7%, 300 μg/mL에서는78.3%
로 같은 농도의 다른 용매 추출물에 비해 유의적인 elastase 
활성 저해율을 보였다(p<0.05). 피부의 주름 생성 및 탄력과 

관련이 있는 elastase의 활성 감소는 항노화 기능개선 소재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증숙 더덕의 열수 및 용매별 추출물에서 기

능성 화장품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증숙 더덕의 

열수 및 용매별 추출물은 세포독성시험(MTT assay) 결과, 
100, 200 및 300 μg/mL 범위의 농도에서 전혀 세포독성을 나

타내지 않았다. Tyrosinase 억제능은 대조군인 ascorbic acid보

다는 저해활성이 낮았으나, 추출물 중 증숙 더덕의 에탄올 

추출물의 효과가 그중에서 가장 우수하였다. Collagenase 저
해활성도 및 elastase 억제효과로 관찰한 결과 증숙 더덕의 에

탄올 추출물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결과는 아니지

만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활성이 증가함을 보여주었다. 따라

서 증숙 더덕의 열수 추출물과 각 용매별 추출물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백 혹은 주름개선 효과가 있었으며 그 중 

증숙 더덕의 에탄올 추출물은 미백 및 주름 개선효과가 다른 

추출물보다 높아 기능성화장품소재로서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 증숙 더덕의 에탄올 추출물은 일반적으로 화장품에서 사

용되는 기타 유기용매를 이용한 추출 방법에 비하여 안전성

이 높으므로 피부에 자극이 적기 때문에 이용가능성이 크다

고 판단되며, 항노화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위한 체계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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