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화장품은 인간의 아름다움에 관한 욕구를 해소시키

는 이미지적 측면이 강하다. 이러한 화장품은 평균 수

명 증가로 인해 고령 인구의 증가, 사회 산업의 발달, 

소비자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인해 그 효능과 효과에 관

만두멍게와 분홍멍게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강상모1, 류정아2*

1건국대학교 생물공학과 교수, 2건국대학교 생물공학과 학생

Antioxidant Effects of Ethanol Extracts of 

Aplidium pliciferum and Herdmania momus

Sang-Mo Kang1, Jeong-A Ru2*

1Professor, Biologic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2Student, Biological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해양자원인 만두멍게와 분홍멍게의 항산화 효과를 검증하여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가능성을 확인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만두멍게와 분홍멍게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DPPH 

소거능 및 ABTS 소거능,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 함량, NO 생성 억제능 분석을 통하여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항산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만두멍게와 분홍멍게의 추출물은 각종 radical 

(DPPH, ABTS, NO) 소거 효과 결과, 20 mg/ml 농도에서 DPPH는 만두멍게가 30.87±1.98%, 분홍멍게가 

88.27±0.84%, ABTS는 만두멍게가 56.23±2.50%, 분홍멍게가 94.80±0.91%, NO는 만두멍게가 

88.57±0.81%, 분홍멍게가 97.53±0.34%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총 폴리페놀 함량을 통해 분홍멍게

의 항산화 물질 추출에 사용된 용매의 효율은 중요한 인자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분홍멍게를 주물질로 첨가하여 만두멍게와 분홍멍게를 조합한 기능성 화장품 개발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주제어 : 만두멍게, 분홍멍게, 에탄올 추출물, 항산화, 기능성 화장품

Abstract  This study aims to verify the potential of functional cosmetic materials by examining the 

antioxidant effects of Aplidium pliciferum and Herdmania momus, used to determine the 

antioxidant efficacy of Aplidium pliciferum and Herdmania momus ethanol extracts, Mean and 

standard deviation were calculated using Minitab® 18 (IBM, USA). After various radicals were 

removed from the extracts of Aplidium pliciferum and Herdmania momus, DPPH was detected in 

30.87±1.98% in Aplidium pliciferum, 88.27±0.84% in Herdmania momus, and ABTS in 56.23±2.50% 

in Aplidium pliciferum and 94.80±0.91% in Herdmania momus in the concentration of 20 mg/ml. 

Also, NO was detected in 88.57±0.81% in Aplidium pliciferum and 97.53±0.34% in Herdmania 

momus, respectively, thus all showing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So we can confirm the 

efficiency of the solvent  acts as an important factor through the total poly phenol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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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1]. 여성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과 젊음을 유지하고자하는 욕구는 끊임없이 증대

되고 있는데, 단순한 미를 추구하는 성향에서 세포활성

화, 피부보호, 피부 영양공급 기능을 선호하게 되었다. 

연구개발의 방향 또한 기능성 화장품 연구에 초점을 두

고 있으며 기능성 화장품은 일상생활에서 가장 쉽게 사

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어져 있고 생활필수품으

로 자리매김하였다[2].

오래전부터 인류는 천연 유래 생리활성물질을 개발

하기 위하여 육상자원으로의 다양한 유용물질을 탐구

하였으며 많은 물질들이 개발 및 사용되고 있지만, 수

십 년간 개발로 인해 그 원천이 고갈되면서 육상 유래 

천연물의 개발이 정체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생물자원

이 유용물질의 보고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고, 1951년 

미국 플로리다 연안에서 독특한 구조의 해면동물이 발

견되면서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3]. 해양 생물자원의 경우 새로운 생리활성물질

의 보고로서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지금까지 

연구된 종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지구상에 존재하

는 3500만종의 생명체 중 80%가 해양에 존재하며 육

상과는 다른 환경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해양의 독특한 

환경에 대한 적응으로 육상에서는 발견하지 못한 특이

한 구조의 생화학적 대사산물이 발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4]. 최근 약리적 작용이 있는 물

질을 천연으로부터 찾으려는 관심이 증대되면서 해조

류의 생리활성에 대한 기초 연구가 증대되고 유효활성

성분 추출을 통해 의약품이나 식품첨가물로 개발 및 이

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5]. 

다양한 해양자원 중 멍게는 우리나라 및 일부 아시

아국가, 일본 북해도 지방에서 회, 염장 및 냉동품 형태

로 이용되는 기호식품이다. 우리나라에는 크게 두 종류

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남해안에서 주로 서식, 양식

되는 흔히 참 멍게라 불리는 Halocynthia roretzi와 

동해안의 비단 멍게인 Halocynthia aurantium가 있

다[6]. 멍게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미백[7], 항산화[8-9], 

항비만[10] 및 항염능[11]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

다. 또한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 내의 해양생물에 

대한 항균 및 항산화에 대한 특허정보를 살펴보면 멍게

의 항균 및 항산화에 대한 효과를 발견할 수 있다[12]. 

Kim et al. [2018]은 참 멍게의 세 가지 펩타이드 중 

LEW1)가 가장 높은 5mM에서 75 %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어 참 멍게의 항산화 기능을 확인하

였고[8], Park et al. [2010]은 비단멍게는 TRAP 

(Total Reactive Antioxidant Potential)이 100 

mg/mL에서 0.63±0.00mM 나타나 제일 높은 활성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9].

항산화는 활성산소(O2-, H2O2, OH 등)의 산화활동

을 억제 또는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체에 

존재하는 산소는 스트레스를 받게 될 경우 hydroxy 

radical (ㆍOH), superoxide (ㆍO2-) hydrogen 

Peroxide (H2O2)등의 반응성이 뛰어난 활성 산소종으

로 변하는 것이다. 항산화력은 질병과 노화 방지, 세포

의 정상화, 소화기관의 활성화를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피부의 노화와 항산화의 관계를 살펴보면, 피부의 

superoxide dismutase 역할에서 SOD에 의해 생성

된 H2O2는 catalase나 peroxidase에 의하여 무해한 

물분자 또는 산소분자로의 전환을 통해 산소상해로부

터 생체를 보호한다[13]. 또한 가장 독성이 높은 

hydroxy radical의 생성을 예방하는 작용을 하기 때

문에 항염 소재 또는 피부의 노화 방지를 위한 미용소

재로 화장품 등의 첨가제로 사용되고 있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항산화에 효과가 있다는 해양

자원인 멍게 중, 지금까지 보고된 적이 없는 생태계 교

란종으로 폐기되는 만두멍게와 분홍멍게로부터 에탄올 

추출물을 얻어 항산화 효과를 검증하여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사용시료 및 추출물

DPPH assay에 사용된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는 Sigm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ABTS assay에 사용된 2,2'-azino-bis (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와 

ascorbic acid, 그리고 manganese dioxide는 

Sigm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Total 

phenolic contents assay에 사용된 Folin–Ciocâlteu 

1) 멍게의 펩신 가수 분해물에서 항산화 펩타이드를 얻기 위해 역상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reverse phase-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겔 투과크로마토그래

피 (gel permeation chromatography) 등의 연속적인 분리·정

제 과정을 거친 후,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광계 (liquid 

chromatography tandem mass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MTTL (464.58 Da, P1), LEW (446.50 Da, P2), YYPYQL 

(845.95 Da, P3)의 세 가지 펩타이드 서열을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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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gent, gallic acid, sodium carbonate와 

trichloroacetic acid는 Sigm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ssay

에 사용된 sulfanilamide, naph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는 TCI (Japan)에서, phosphoric 

acid는 Junsei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

험에 사용된 만두 멍게인 A. pliciferum와 분홍 멍게

인 H. momus 추출물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생명자원 

정보 표준화와 통합 DB 시스템인 해양생명자원 정보시

스템 (MBRIS, Marine Bio-Resource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2.1.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DPPH assay에서 실험방법은 Blois [1958]의 방법

을 변형해 사용하였다[15]. 시료는 1.25, 2.5, 5, 10, 

20 mg/mL의 농도가 되도록 70% ethanol로 희석해 

520 nm에서 흡광도가 0.5가 되도록 조절하여 사용하

였다. 시료 0.20 mL와 DPPH 용액 1.80 mL를 test 

tube에 주입한 후 혼합하여 30분 동안 반응시켰으며, 

반응물은 UV-vis spectrophotometer (Ultrospec 

3100 pro, GE Healthcare, USA)를 사용하여 

52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고,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시료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

도를 이용해 아래와 같이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 

2.1.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ABTS assay에서 실험방법은 Re et al. [1999]의 방

법을 변형해 사용하였다[16]. 시료는 1.25, 2.5, 5, 10, 

20 mg/mL의 농도가 되도록 70% ethanol로 희석하

여 사용하였다. ABTS는 2.5 mM 농도로 pH 7.40인 5 

mM PBS에 희석한 뒤 oxidizing agent로서 

manganese dioxide를 첨가하여 발색시켰다.  740 

nm에서 흡광도가 0.6 이상이 되도록 발색이 되면 

Whatman no. 2 filter paper를 이용하여 

manganese dioxide를 제거한 후 흡광도가 0.5가 되

도록 pH 7.40인 5 mM PBS으로 희석하였다. 시료 

0.20 mL와 ABTS 용액 1.80 mL를 test tube에 주입

한 후 혼합하여 30분 동안 반응시켰으며, 반응물은 

UV-vis spectrophotometer (Ultrospec 3100 pro, 

GE Healthcare, USA)를 사용하여 740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

하였고,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시료첨

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를 이용해 아래와 같이 백분

율로 표시하였다. 

    

 
× 

2.1.3. Total phenolic contents 측정

Total phenolic contents 측정은 Folin-Denis 

(1912)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17]. Folin- 

Ciocalteau's phenol reagent가 페놀성 화합물과 반

응하여 환원되면서 몰리브덴청색으로 바뀌는 원리를 

적용하여 측정하였다[18]. 시료는 1.0 mg/mL의 농도

가 되도록 70% ethanol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NaCO3 포화용액은 증류수에 과량의 sodium 

carbonate를 용해시킨 뒤, Whatman no. 2 filter 

paper를 이용하여 녹지 않은 sodium carbonate를 

제거하였다. 시료 0.02 mL, Folin–Ciocâlteu reagent 

0.01 mL와 sodium carbonate 포화용액 0.06 mL를 

micro tube에 주입하고 15분 동안 반응시킨 후 증류

수 0.20 mL를 주입했으며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분

리하였다. 반응물은 UV-vis spectrophotometer 

(Ultrospec 3100 pro, GE Healthcare, USA)를 사용

하여 74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를 사용했다. 

2.1.4.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NO assay에서 실험방법은 Jagetia & Baliga 

[2004]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19]. 시료는 

1.25, 2.5, 5.0, 10, 20 mg/mL의 농도가 되도록 70% 

ethanol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NO는 griess reagent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Griess reagent는 1%

sulfanilamide를 5% phosphoric acid에 녹인 것과 

0.1% naphthyl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 

수용액을 1 : 1 비율로 혼합한 것을 사용하였다. NO 

반응 생성 물질로는 0.1M sodium nitrite 용액을 사

용하였으며, 이를 희석하여 흡광도가 1.0이 되도록 조

정하여 사용하였다.

Sodium nitrite 용액 0.9 mL, 시료 0.1 mL를 혼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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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간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용액 중 상

층액 0.1 mL와 griess reagent 0.1 mL를 혼합하여 15

분간 반응시켰다. 반응물은 UV-vis spectrophotometer

(Ultrospec 3100 pro, GE Healthcare, USA)를 사용

하여 54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y는 시료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

도를 이용해 아래와 같이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 

2.2.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동일한 조건에서 독립적으로 3회 반복하

였고, Minitab® 18 (IBM, USA)을 활용해 평균 및 표준

편차를 산출하여 평균±표준편차(Mean ± SD)로 표기

하여 student's T test method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연구 결과 및 고찰

3.1. DPPH radical 소거능

DPPH는 수용성 물질로서, 항산화 물질과 반응 시 

유리기가 소거되고 보라색이 탈색되어 흡광도가 감소

되는 원리에 따라 항산화를 측정하는데 활용된다[20]. 

이러한 원리에 따라 멍게 에탄올 추출물을 1.25, 2.5, 

5, 10, 20  mg/mL 농도별로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Table 1, Fig. 1과 같다.

Table 1을 보면, 만두멍게 에탄올 추출물은 1.25 

mg/mL에서 2.20±0.43%, 2.5 mg/mL에서 1.47 

±0.66%, 5 mg/mL에서 6.93±0.82%, 10 mg/mL에

서 15.93±0.90%, 20 mg/mL에서 30.87±1.98%로 

나타났고, 분홍멍게 에탄올 추출물은 1.25 mg/mL에

서 3.53±1.25%, 2.5 mg/mL에서 10.60±2.73%, 5 

mg/mL에서 25.07±0.90%, 10 mg/mL에서 51.67 

±1.06%, 20 mg/mL에서 88.27±0.84%로 농도가 능

가함에 따라서 소거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만두멍게보다 분홍멍게의 DPPH radical 소거능 비율

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만두멍게보다는 

분홍멍게가 더 DPPH radical 소거능이 다소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멍게류인 우렁쉥이와 붉은멍게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추출물 50 mg/mL의 농도에서 우렁쉥이

가 42.90%, 붉은멍게가 3.24%의 항산화능을 보인 것에 

비해 분홍멍게는 20 mg/mL에서 88.27%의 항산화 능

을 보여 선행연구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21].

이것은 식용식물, 생물 추출물 등의 DPPH radical 

소거능의 결과와 비슷한 결과로[22-23], 피부노화를 방

지하는 항산화 효과에 분홍멍게가 더 우수함을 나타내

고 있다. 

Table 1. DPPH radical scavenging rate of A. 
pliciferum & H. momus  

Conc.
A. pliciferum (%) H. momus (%) p

Mean ± S.D Mean ± S.D

1.25 2.20 ± 0.43 3.53 ± 1.25

2.5 1.47 ± 0.66 10.60 ± 2.73

5 6.93 ± 0.82 25.07 ± 0.90

10 15.93  ± 0.90 51.67 ± 1.06

20 30.87 ± 1.98 88.27 ± 0.84 0.000***

***p<0.001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 
pliciferum & H. momus.

3.2. ABTS radical 소거능

ABTS 소거능은 ABTS와 potassim persulfate을 

혼합한 후 암소에 두면 ABTS 양이온이 생성되는데 추

출물의 항산화 물질과 반응해 양이온이 소거되면서 특

유의 청록색이 탈색되고 이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항산

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다[16]. 멍게 에탄올 추출물을 

1.25, 2.5, 5, 10, 20  mg/mL 농도별로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 Fig. 2와 같다. 

각 농도별 DPPH radical 소거능을 살펴본 Table 2

를 보면, 만두멍게 에탄올 추출물은 1.25 mg/mL에서 

2.60±1.02%, 2.5 mg/mL에서 6.20±0.28%, 5 

mg/mL에서 15.33±1.31%, 10mg/mL에서 30.07 

±0.52%, 20 mg/mL에서 56.23±2.50%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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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홍멍게 에탄올 추출물은 1.25 mg/mL에서 6.87 

±1.15%, 2.5 mg/mL에서 17.80±1.23%, 5 mg/mL

에서 38.07±0.66%, 10 mg/mL에서 76.27±0.84%, 

20 mg/mL에서 94.80±0.91%로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서 소거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만두멍게

보다 분홍멍게의 ABTS radical 소거능 비율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만두멍게보다는 분홍멍게가 

더 ABTS radical 소거능이 더 높게 나타나 항산화 효

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멍게류인 우렁쉥이

와 붉은멍게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추출물 50 mg/mL

의 농도에서 우렁쉥이가 56.11%, 붉은멍게가 30.08%

의 항산화능을 보인 것에 비해 분홍멍게는 20 mg/mL

에서 88.27%의 항산화 능을 보여 선행연구에 비해 높

은 수치를 나타내었다[21].

Table 2. ABTS radical scavenging rate of A. 
pliciferum & H. momus 

Conc.
A. pliciferum (%) H. momus (%) p

Mean ± S.D Mean ± S.D

1.25 2.60 ± 1.02 6.87 ± 1.15

2.5 6.20 ± 0.28 17.80 ± 1.23

5 15.33 ± 1.31 38.07 ± 0.66

10 30.07 ± 0.52 76.27 ± 0.84

20 56.23 ± 2.50 94.80 ± 0.91 0.002**

**p<0.01

Fig.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 
pliciferum & H. momus.

3.3. Polyphenol

페놀성 화합물은 phenolic hydroxy (OH)기를 가

지므로 단백질, 기타 거대 분자들과 쉽게 결합해 항산

화 및 항균, 항암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다[24]. 

항산화 물질은 지방의 산화를 지연 또는 방지할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25].

멍게의 총 페놀성 화합물의 성분분석을 살펴보면, 폴

리페놀 함량은 만두멍게에서 0.034±0.002 mg/mg으

로 나타났고, 분홍멍게에서는 0.078±0.002 mg/mg

으로 나타나 분홍멍게에서 함량이 더 많은 것으로 

Table 3과 Fig 3과 같이 나타났다.

붉은멍게를 다룬 선행연구에서 추출물에서 총페놀함

량 0.006 mg/mg로 나타난 것에 비해 분홍멍게에서는 

0.078로 나타나 10배 이상의 높은 총페놀함량을 나타

내었다[26].

천연물 추출에서는 추출 용매 조건에 따라 총 폴리페

놀의 추출량이 변화한다[27]. Kim et al. [2015]은 해조

류 추출물 항산화 연구에서 총폴리페놀 함량이 높은 해

조류가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도 우수한 결과

를 나타내어 본 실험과 같은 양상을 보였고, 해조류에 존

재하는 폴리페놀 함량이 free radical을 안정화함으로 

인해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8]. 

따라서 멍게의 항산화 물질 추출에 사용하는 용매의 

조건에 따라 폴리페놀 함량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피부 화장품 소재로써 사용 목적을 두고 

70% 에탄올 용매를 적용한 멍게추출물에 함유된 폴리

페놀의 높은 항산화 성분 추출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

서 멍게추출물의 우수한 생리활성물질은 화장품소재로 

충분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중 분홍멍게 추출물 함량

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3. Total phenolic compound of A. pliciferum 
& H. momus 

Mean ± S.D p

A. pliciferum 0.034 ± 0.002
0.000***

H. momus 0.078 ± 0.002

***p<0.001

Fig. 3. Total phenolic compound of A. pliciferum & 
H. mom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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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Nitric oxide 생성 억제능

인체에서의 염증반응은 생체 방어를 위한 필수적인 반

응이다. NO는 외부 자극으로 인하여 대식세포가 생성하

는 염증 매개물질로 알려져 있는데, 면역 활동 및 조직의 

재생을 돕는 역할을 하지만 과하게 분비될 경우 염증을 

유발하거나 혈관을 확장시키고 만성염증 또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체에 해로운 작용

을 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27,28]. 한편 NO와 같은 

질소 산화물의 경우  reactive oxygen species와 반응

하여 일반 활성산소보다 유해성이 높은 ONOO−가 생성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29]. 이러한 NO 또한 reactive 

oxygen species와 마찬가지로 항산화 물질에 의해 소거

된다[30]. 만두멍게와 분홍멍게 추출물을 70% 에탄올로 

희석하여 나타난 흡광도는 NO의 생성량을 농도 의존적

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 mg/mL 농도로 

처리한 구간에서의 NO 생성량은 만두멍게 추출물

(88.57±0.81%)이 분홍멍게 추출물(97.53±0.34%)보다 

낮게 나타났고,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1). 따라서 멍게의 에탄올 추출물은 NO 소거 효과

를 확인하였고, 만두멍게보다 분홍멍게에서 염증을 완화

시키는 항염증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동시에 질

소 라디컬 소거능이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4. Nitric oxide scavenging rate of A. 
pliciferum & H. momus 

A. pliciferum (%) H. momus (%) p

Mean ± S.D Mean ± S.D

1.25 3.87 ± 0.73 10.80 ± 0.73

2.5 8.73 ± 0.74 23.80 ± 0.73

5 23.50 ± 0.99 50.60 ± 0.45

10 49.77 ± 1.60 89.13 ± 0.65

20 88.57 ± 0.81 97.53 ± 0.34 0.003**

**p<0.01

Fig. 4. Nitric oxide levels of A. pliciferum & H. momu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강 및 아름다움에 관한 관심이 증

가 하고 있는 현대 사회의 니즈에 부합하는 새로운 천

연물화장품 소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만두멍게, 분홍멍

게의 에탄올 추출물을 제조하였으며, 그 효과를 검증하

여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만두멍게와 분홍멍게 에탄올 추출물

의 항산화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DPPH 소거능 및 

ABTS 소거능, 폴리페놀 항산화 물질 함량, NO 생성 

억제능 분석을 통하여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만두멍게와 분홍멍게의 추출물은 각종 radical 

(DPPH, ABTS, NO) 소거 효과가 만두멍게보다 분홍멍

게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DPPH는 20 

mg/ml 농도에서 만두멍게가 30.87±1.98%, 분홍멍게

가 88.27±0.84%이고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ABTS는 

20 mg/ml 농도에서 만두멍게가 56.23±2.50%, 분홍

멍게가 94.80±0.91%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NO는 20 mg/ml 농도에서 만두멍게가 

88.57±0.81%, 분홍멍게가 97.53±0.34%로 유의한 차

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특히 총 폴리페놀 함량은 만두

멍게가 0.034±0.002, 분홍멍게가 0.078±0.002로 유

의한 차이를 보여 분홍멍게의 항산화 물질 추출에 이용

된 용매의 효율은 중요한 인자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만두멍게와 분홍멍게의 에탄올 추출물 중, 분

홍멍게는 피부약리학적으로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가

질 뿐만 아니라 항염증 효과에도 뛰어나 각종 기능성 

소재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응용한 

효과적인 화장품 소재로서의 적용 가능성 또한 높을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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