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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복합 추출물의 항산화, 항균 및 항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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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 Antimicrobial and Anti-inflammatory of Mixed Medicinal Herb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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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paper aimed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mixed extract of Angelica gigas Nakai, Cnidium
officinale Makino, Paeoniala ctiflora Pall, Rechmannia glutinosa Libosch,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which
were prescribed for improving inflammation in Donguibogam, as the materials for beauty food and functional
medicinal herb cosmetics by manufacturing such mixed extract and evaluating the biological activity of the
extract.
Methods : The mixed medicinal herb water extract(MMW) and ethanol extract(MME) were freeze-dried to be used
as the specimen. We performed electron donating ability, lipid acidification inhibitory activity, anti-inflammatory
activity against skin flora, MTT assay, NO inhibitory activity and the protein expression inhibitory activity of
iNOS and COX-2.
Results : For anti-oxidation experimentation, the electron donating abilities of MMW and MME were above
60.0% and 90.0% at 500 µg/ml, respectively. In the inhibition rate of lipid peroxidation, MMW and MME
showed 43.1% and 52.1% at 1,000 µg/ml, respectively. As a result of antimicrobial activity, both the MMW and
MME showed significant clear zones for Propionibacterium acnes at 4 mg/disc, but did not indicated the
clearzones for Staphylococcus aureus, Escherichia coli and Staphylococcus epidermidis. Anti-inflammatory activity
by NO assay showed LPS-induced NO was significantly inhibit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Also,
the expression of iNOS and COX-2 proteins were significantly inhibited following treatment with MMW and
MME of 50 µg/ml.
Conclusions : Accordingly, it can be concluded that mixed medicinal herb extract has the potential to beused as
a functional food and cosmetic material.
Key words : Electron donating ability, Antimicrobial activity, Anti-inflammatory, nitric oxide, iNOS, COX-2

서 론1)
현대인들은 다양한 환경오염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각종 활성산소중의 체내 축적과 생체내의 대사과정중에
발생되는 활성산소종에 의해 생체 조직의 노화 및 노화관련
1)
각종 질환을 비롯한 각종 성인병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
또한 건강 염려증 증대와 고령화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질병
의 치료 보조제로서 약 효능을 향상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냄

과 동시에 질환을 예방 및 개선시킴에 있어 독성과 부작용이
적은 고기능성 제품의 개발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한약재는 예로부터 약용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생물공학 기술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은 경
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항균 및 향료 등의 제품개발이 활발히 수행되
고 있다. 최근 천연물을 대상으로 현대인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활성산소를 억제시키기 위해 항산화제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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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동양의학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우수한 항산화활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물 유래
2)
의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또한
식물에서 유래된 페놀화합물 및 비타민 등의 천연항산화제가
산화손상에 대한 화학적 예방 촉매기능이 알려짐에 따라 한약
재로 쓰이는 약초나 민간약초에서 추출한 물질을 이용한 항산
화, 항균, 미백 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3-6).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한약재는 동의보감에 수록되어 있는
온청음 처방에 사용되는 한약재로서 황금(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은 꿀풀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주성분이 flavonoid계
30여종의 화합물과 14종의 아미노산, 정유, stigmasterol로
항균, 항바이러스, 소염, 항알러지, 진정, 세포면역촉진, 항암
및 항산화작용이 있다7). 천궁(Cnidium officinale Makino)
은 산형과에 속한 다년생 초본이며, 9∼11월에 채취한 뿌리
와 줄기를 건조하여 약재로 사용하였다. 이 약재는 수면작용,
혈압강하작용, 혈관확장작용, 항균작용, 항진균작용, 그리고
비타민 E 결핍증 치료 등의 약리 작용이 있고 보혈 및 진정
소염, 진통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8-10). 당귀
(Angelica gigas Nakai)는 산형과 속한 다년생 초본인 식물
로 늦가을에 채취하여 수염 뿌리를 제거하고 수분이 약간 증
발할 때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연기로 훈증하면서 건조한다.
당귀는 부인병에 약으로 쓰이며, 진통, 진정, 항부정맥, 항혈
전, 화혈, 정혈, 강장, 간기능 보호작용과 염증반응을 억제하
는 소염작용, 항암 및 항균작용이 있다11-13). 작약(Paeonia
lactiflora Pall)은 미나리아제비과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적
작약 또는 동속근연식물의 뿌리를 건조한 것이며, 진경, 진
통, 두통, 항균, 및 항혈전 작용이 있어 치료 약재로 사용되
었다. 주성분인 peaoniflorin과 안식향산, 정유, 지방산,
tannin, 당, triterpenoid, β
-sitosterol 등이 함유되어 있다
14-16)
. 지황(Rechmannia glutinosa Libosch)은 현삼과에 속
하는 다년생 식물로 보약, 지혈약, 토혈, 변비, 성욕하진 당
뇨병 등의 면역에 대한 작용 및 항노화에 효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8).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방소재인 당귀, 천궁, 적작약, 지황,
황금 복합 추출물을 이용하여 항산화, 항균 및 항염증 효능을
평가하여 미용식품 및 기능성 한방화장품 소재로서의 사용 가
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1) 약재 및 추출
본 실험에 사용한 당귀(국산), 천궁(국산), 작약(국산), 지
황(중국산), 황금(국산) 약재는 경북 영천 소재의 옴니허브(주)
에서 구입하여 물로 세척하여 음건 후 사용하였다. 시료의 생
약명과 학명은 Table 1과 같으며 약재의 구성비는 항산화 실
험에서 효능이 우수한 것을 기준으로 비율을 선정한 것이다.
시료의 추출은 Fig. 1과 같이 추출하였다. 즉, 물 추출물은
당귀, 천궁, 적작약, 지황, 황금을 Table 1의 구성비로 개량
한 다음 시료 중량 대비 10배 양의 증류수를 가하여 85℃에
서 3시간 환류냉각 추출하여 상징액과 침전물을 분리하였으

며, 동일 조작을 3회 반복 추출하였다. 에탄올 추출물은 시료
중량대비 70％ 에탄올 10배의 양을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shaking하여 추출하고, 추출 후 상등액과 침전물을 분리하였
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3회 반복 추출하였다. 각 추출물을 원
심분리 및 여과, 농축하여 동결건조 후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of mixed medicinal herb
Oriental herb name

Botanical name

Angelicae Gigantis Radix
Angelica gigas Nakai
(당귀, 當歸)
Cnidii Rhizoma
Cnidium officinale Makino
(천궁, 川芎)
Paeoniae Radix
Paeonia lactiflora Pall
(작약, 芍藥)
Rechmannia glutinosa
Rehmanniae Recens Radix
Libosch
(지황, 地黃)
Scutellariae Radix
Scutellaria baicalensis Georgi
(황금, 黃芩)
Total

Weight(g)
23.6
17.6
17.6
23.6
17.6
100.0

Fig. 1. The procedure for extraction from mixed medicinal herb.

2) 시 약
실험에 사용된 시약 중 3-(4,5-dimethylthiazole-2-yl)
-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griess reagent,
TRI-zol, LPS는 Sigma(St. Louis, USA) 제품을 사용하였
다. 세포 배양용 시약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Fetal bovine serum(FBS), penicillin- streptomycin
은 Gibco BRL(Grand Island, USA)사에서 구입하였으며,
일차 항체 iNOS와 COX-2는 Cell Signaling(Boston, USA)
사에서, 이차 항체 mouse anti-rabbit IgG HRP와 bovine
anti-goat IgG HRP는 Santacruz(CA, USA)사에서 구입하
였다. 그 외 실험에 사용된 시약들은 분석용 등급 이상으로
사용하였다.

3) 실험 균주 및 세포주 배양
항균력 검색 실험에 사용한 공시균주인 Staphylococcus
epidermidis KCTC 1917(S. epidermidis), Staphylococcus
aureus KCTC 1621(S. aureus), Escherichia coli KCTC
1039(E. coli) 및 Propionibactrium acnes KCTC 3314(P.
acnes)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에서 분양받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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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S. epidermidis, S. aureus 및 E. coli는 37℃,
nutrient broth에서 배양하였고, P. acnes는 37℃, GasPak
EZ Anaerobic Container System(BD, USA)을 이용한 혐기
성 환경, DifcoTM Reinforced Clostridial Medium에서 배양
하였다.
마우스의 대식세포주인 RAW 264.7은 한국세포주은행
(Seoul, Korea)으로부터 분양 받아 37℃, 5% CO2 조건에서
10% FBS, 25 mM HEPES가 첨가한 DMEM 배지를 사용하
여 배양하였다.

2. 방법
1) 전자공여능 측정
전자공여능(EDA: electron donating abilities)은 Blois의
방법19)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 시료용액 2 ml에 0.2 mM의
1,1 -diphenyl-2-picrylhydrazyl(DPPH) 1 ml 넣고 교반한
후 30분간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는 L-ascorbic acid(Vit. C)를 사용하였고 전
자공여능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대조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2) 지방산패 억제능 측정
(1) Fish oil emulsion 조제
지방산패 억제능 실험에 사용하는 oil emulsion은 실험직
전에 만들어 사용하였다. 즉 0.1 M maleic acid buffer(pH
6.5) 8 ml에 Tween-20 0.05 ml과 fish oil 0.05 ml을 넣고
15분간 교반하고, 교반 후 KOH 2 g을 넣고 150 ml까지 증
류수를 가한 후 교반하면서 2 N HCl로 pH 6.5가 되도록 조
제하였다.
(2) 지방 산패 억제도 측정
2+
Fish oil의 산패촉진을 위해서는 50 µg/ml의 Fe 이온용
액을 사용하였으며, 지방 산패억제도 측정은 Buege와 Aust
의 방법20)에 따라 측정하였다. Oil emulsion 0.5 ml과 추출
2+
물 0.1 ml 및 50 µg/ml의 Fe 이온용액 0.1 ml 혼합액을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2 ml의 trichloroacetic
acid(TCA)/2-thiobarbituric acid(TBA) 시약을 가하고 다시
혼합 후 끊는 물에서 15분간 끊인 다음 5,000 rpm에서 10분
간 원심분리 시켜 상징액을 흡광도 531 nm에서 측정하였다.
지방 산패 억제도는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대조구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3) 항균 효과 측정
항균력 측정은 paper disc법21)으로 측정하였다. 즉, 평판
배지에 배양된 각 균주를 1 백금이량 취해서 액체 배지 10
ml에서 18~24시간 배양하여 활성화시킨 후 다시 액체 배지
10 ml에 균액을 0.1 ml 접종하여 3~6시간 본 배양한 후 평
판배지 1개당 균수를 약 107 cells되게 접종하여 멸균 면봉으로
균일하게 도말하였다. 멸균된 filter paper disc(8 mm, Tokyo,
Japan)를 고체 평판배지에 올려놓은 다음 0.05 ml/disc가 되
도록 시료를 농도별로 흡수시켜 37℃에서 18~24시간 배양하
여 disc 주위의 clear zone(mm)의 직경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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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포 생존율 측정
세포의 생존율은 3-(4,5-dimethylthiazole-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환원 방법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RAW264.7 세포(5×104 cells/well)를 96-well
culture plate에 100 µl의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배지와 함께 하룻밤 배양한 후 당귀, 천궁, 적작약,
지황, 황금 혼합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
다. 각 well에 5 mg/ml 농도의 MTT 용액을 50 µl 씩 넣은 후
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100 µl의 DMSO
용액을 첨가하여 보라색의 formazan 결정을 완전히 용해시
킨다. 발색정도를 ELISA reader로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으며, 세포 생존율은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5) Nitric oxide 저해활성 측정
Nitric oxide(NO) 측정은 cell의 supernatant에서의 NO
의 량을 nitrite와 nitrate로서 측정하였다. Nitrite에 대한
nitrate로 환원된 후의 안전한 형태인 griess reagent를 사
용하였으며, 6 well plate(2 × 106 cells/well)에 RAW264.7
세포의 confluence가 80%일 때, PBS로 2번 washing한 후에
무혈청 배지를 사용하여 12시간 이상 배양시킨 후에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1시간동안 배양한 다음 lipopolysacchride(LPS)
1 µg/ml 처리하고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액의 상층
액을 취하여 griess 시약과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NO 생성율을 백분율로 표시
하였다.

6) Western blot을 이용한 iNOS, COX-2 활성 측정
iNOS protein 활성 측정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식세포주인
4
Raw 264.7 세포를 각 well당 2 × 10 cells/ml로 가한 후
24 시간 동안 배양하고 당귀, 천궁, 작약, 지황, 황금 혼합추
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1시간동안 배양한 후 LPS 1 μ
g/ml을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세포를 PBS로
2~3회 세척한 후 1 ml의 lysis buffer(50 mM Tris-HCl pH
7.5, 50 mM NaCl, 1% Triton X-100, 1M DTT)를 첨가하
여 30분간 lysis한 다음 4℃에서 13,000 rpm으로 10분간 원
심분리한 상등액을 총단백질 추출액으로 사용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BSA(bovine serum albumin)를 표준화하여 Bio-Rad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20 µl의 단백질을
10%의 SDS-PAGE로 변성 분리하여 PVDF(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과 transfer buffer를 사용하여 200 mA
로 2시간 동안 transfer하였다. 단백질이 이동된 membrane
은 fast green solution으로 transfer의 유무를 확인한 후
blocking buffer(5% skim milk in TBST)로 blocking하였
다. 10분 간격으로 TBST로 3회 세척하고 iNOS(1:1000),
COX-2(1:1000) 1차 항체를 희석하여 4℃에서 over night
한 다음, 다시 10분 간격으로 TBST로 3회 세척하고 mouse
anti-rabbit IgG HRP, bovine anti-goat IgG HRP(1:1000)
의 각각의 2차 항체를 1 : 10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2시
간 동안 배양하였다. 3회 세척한 뒤 암실에서 ECL 용액으로
2분간 반응시키고 Kodac 필름에 감광하여 나타난 band의 두
께를 비교하여 단백질 발현 유무 및 그 차이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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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계처리
결과 통계처리는 SPSS 10.0 for windows program을 사
용하였으며, 유의차 검증은 분산분석(ANOVA : analysis of
variance)을 한 후 α= 0.05 수준에서 Duncan의 다중검증법
(DMRT :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따라 분석하였다.

결 과
1. 항산화 효과
1) DPPH 라디칼에 대한 전자공여능
당귀, 천궁, 작약, 지황, 황금 혼합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출물의 농도
가 증가할수록 전자공여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물 추출물은 500 µg/ml에서 60.0%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었
고,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90.0% 이상의 높은 효과를 나타내
었다. 또한 추출물간의 항산화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시료 첨
가 양에 따른 전자공여능이 50%에 이르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IC50, 50% inhibition concentration)를 측정한 결과
물 추출물은 187.17 µg/ml, 에탄올 추출물은 33.40 µg/ml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70% 에탄올로 당귀, 천궁, 작약,
지황, 황금 혼합추출물이 물 혼합추출물보다 전자공여능이 높
음을 알 수 있었다.

Fig. 3. Effect of mixed medicinal herb extracts on liquid oxidation
2+
in the presence of ferrous ion(Fe ). MMW, water extracts of
mixed medicinal herb; MME, ethanol extracts of mixed medicinal
herb; Vit. C, ascorbic acid.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2. 항균 효과 측정
당귀, 천궁, 작약, 지황, 황금 혼합추출물의 항균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피부 상재균인 S. aureus, E. coli 및 S.
epidermidis와 여드름 원인균인 P. acnes 대한 clear zone
형성을 관찰한 결과 Table 2 및 Fig. 4, 5와 같이 나타내었다.
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피부 상재균인 S. aureus, E. coli
및 S. epidermidis는 항균효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여드름
원인균인 P. acnes에 대해서는 항균 효과를 나타내었다. 물
추출물에서는 4 mg/disc에서 19 mm,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2
mg/disc에서 15 mm, 4 mg/disc에서 19 mm를 나타내었다.
이는 물 추출물에 비하여 에탄올 추출물의 항균효과가 높게
나타내었으며 특히, 각종 습진 및 여드름 유발에 관여하는 P.
acnes에 대한 항균력이 뛰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Antimicrobial activity of mixed medicinal herb extracts on
several microorganisms
Strains

Fig. 2.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mixed medicinal herb extracts.
MMW, water extracts of mixed medicinal herb; MME, ethanol extracts
of mixed medicinal herb; Vit. C, ascorbic acid.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Water extracts (mg/disc) Ethanol extracts (mg/disc)
2

4

1

2

4

Staphylococcus pidermidis

-

1

-

-

-

-

-

Staphylococcus aureus

-

-

-

-

-

-

Escherichia coli

-

-

-

-

-

-

Propionibactrium acnes

-

-

19±0.14b

-

a

15±0.12 19±0.07

a: no inhibition, b: inhibition zone diameter (mm).

2) 지방 산패 억제능 확인
당귀, 천궁, 작약, 지황, 황금 혼합추출물이 산화촉진제인
Fe2+이온 첨가에 의해 산패가 촉진된 fish oil emulsion의
산패억제효과를 측정한 결과 Fig. 3과 같이 농도의존적으로
억제효과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에탄올 추출물을
농도 1,000 µg/ml 첨가군에서 43.1%, 52.1%의 억제효과로
에탄올 추출물이 높은 지방산패 억제능을 나타내었다.
Fig. 4. Antimicrobial activity of water extracts from mixed medicinal
herb on several microorganisms. A, Staphylococcus aureus; B,
Staphylococcus epidermidis; C, Escherichia coli; D, Propionibacterium
acnes. a, 0 mg/disc; b, 1 mg/disc; c, 2 mg/disc; d, 4 mg/d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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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itric oxide (NO) 생성 억제 효과
항염증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LPS에 의해 활성화된
RAW264.7 세포 배양액에 당귀, 천궁, 작약, 지황, 황금 혼
합추출물의 NO 생성저해 효과를 조사한 결과 Fig. 7에서와
같이 LPS 처리 후 NO 생성량은 대조구에 비하여 약 2배 이
상 증가되었으며 당귀, 천궁, 작약, 지황, 황금 혼합추출물의
처리농도가 높을수록 생성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농도 50 µg/ml에서 물 및 에탄올 추출물은 각각 52.7%,
56.7%의 NO 생성 저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 Antimicrobial activity of ethanol extracts from mixed
medicinal herb on several microorganisms. A, Staphylococcus
aureus; B, Staphylococcus epidermidis; C, Escherichia coli;
D, Propionibacterium acnes. a, 0 mg/disc; b, 1 mg/disc; c, 2
mg/disc; d, 4 mg/disc.

3. 항염증 효과
1) 세포 독성 평가
당귀, 천궁, 작약, 지황, 황금 혼합추출물의 물 및 에탄올
추출물에 대한 세포 생존율을 알아보기 위하여 대식세포인
RAW264.7에 추출물을 5~100 µg/ml 농도로 첨가하여 MTT
assay하여 세포생존율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식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은 세포만 배양한
대조구의 세포생존율을 100%로 보았을 때 50 µg/ml의 농도
까지는 세포의 생존율이 90%이상을 나타내었지만 100 µg/ml
의 농도에서는 세포의 생존율이 80%이하의 생존율을 나타내
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당귀, 천궁, 적작약, 지황, 황금 혼합
물 및 에탄올 추출물은 50 µg/ml 이하의 농도에서는 세포독
성이 낮아 세포의 생존율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결과를 바탕으로 RAW264.7를
이용한 효능평가에서는 당귀, 천궁, 작약, 지황, 황금 혼합추
출물의 최대 농도를 50 µg/ml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Fig. 6. Effects of mixed medicinal herb extracts on the cell viability
in RAW264.7 cells. MMW, water extracts of mixed medicinal herb;
MME, ethanol extracts of mixed medicinal herb. The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experiments.

Fig. 7. Effects of mixed medicinal herb extracts on NO production
in LPS-stimulated of RAW264.7 cell.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mixed medicinal herb extracts for 1 h,
and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1 µg/ml) for 24 h. The values
are means of triplicate experiments.

3) iNOS와 COX-2의 단백질 발현 저해 효과
NO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iNOS와 COX-2의 세포내 단백
질 발현억제에 관한 활성을 western blot으로 분석한 결과
Fig. 8에서와 같이 RAW 264.7 세포를 LPS로 처리하여 자
극을 주었을 때 iNOS와 COX-2 단백질이 강하게 유도되었
으며, 당귀, 천궁, 작약, 지황, 황금 혼합추출물 50 µ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iNOS와 COX-2의 발현은 물과 에탄
올 추출물 모두에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 Inhibitory effects of mixed medicinal herb extracts on the
protein levels of iNOS and COX-2 in RAW264.7 cells. RAW264.7
cells were pre-incubated for 24 h, and the cells were stimulated
with LPS(1 µg/ml) in the presence of mixed extracts sample(5, 10,
50 µg/ml)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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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예로부터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는 최근 동양의학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를 이용한 의약품, 건강보조식
품, 항균 및 향료 등의 제품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
한 약초나 민간약초에 생물공학 기술을 적용한 기능성 제품
개발이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온청음 구성약재인 황금(Scutellaria baicalens Georgi),
천궁(Cnidium officinale Makino), 당귀(Angelica gigas
Nakai), 작약(Paeonia lactiflora Pall), 지황(Rechmannia
glutinosa Libosch)를 혼합하여 물과 에탄올로 추출하여 그
추출물로 항산화, 항균 및 항염증 효능을 평가하여 미용식품
및 기능성 한방화장품 소재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피부는 산소로부터 생성된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가진
활성산소에 의해 세포조직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황금, 천궁, 당
귀, 작약, 지황 혼합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의 활성산소의
제거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자공여능과 지질산패 억제능을 측
정하였다. 전자공여능 측정에 사용된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는 자체가 매우 안정한 free radical로
서 항산화 활성이 있는 물질과 만나면 라디칼이 소거되면서
DPPH 고유의 청남색이 옅어져 육안적으로 항산화 활성을 관
찰할 수 있다. 체내의 과산화물은 glutathione peroxidase,
catalase, superoxide dismutase, Vit C, Vit E, glutathione
의 항산화물질에 의해 조절되며 Vit C는 지질과산화를 막아
주고 세포막내 비타민 E 라디칼을 재생시켜 준다22). DPPH는
phenol, flavonoid 등의 페놀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작용의
지표로서 유리 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지방산화 억제와 노
화를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여 인체의 질병과 노화를 방지하는
23-25)
척도로 이용할 수 있다
. 지방산패 억제능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2-thiobarbuturic acid reactive substance(TBARS)
는 불포화 지방산이 자동산화하는 과정 중 지방산화의 2차
산물인 malonaldehyde(MA)가 발생하며, 이는 높은 반응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MA는 2-thio-barbuturic acid(TBA)
시약과 반응하는 주된 물질이며, 531 nm에서 형광을 갖는 물
질을 만든다. 생체내에서 세포막에 존재하는 인지질 및 당지
질과 혈관에 존재하는 지질은 산소와 결합하여 과산화물을 만
들고 이들의 연속반응에 의하여 alchol류, aldehyde류,
ketone류 등을 생성하여 생체 내에서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하기도 하며, 세포의 노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26,27). 이에 전자공여능과 지질산패 억제능을 측정한
결과 당귀, 천궁, 적작약, 지황, 황금 혼합 추출물은 물 추출
물의 결과에서보다 에탄올 추출물에서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내
었다.
피부의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질환에 관여하는 대표적인
피부상재균주로는 그람양성균(Gram positive bacteria)에 속
하는 S. aureus, S. epidermidis, P. acnes 등이 있고, 그
람음성균(Gram negative bacteria)에 속하는 E. coli 등이
있다28). S. aureus는 황색 포도상 구균으로 아토피 피부염의
요인로서 피부 모공 감염, 상처에 화농을 유발시키며 아토피
29)
환자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 S. epidermidis는 표피 포
도상 구균으로서 원발성 피부질환과 여드름, 증상의 속발성을

악화시키는 원인균이다30). P. acnes는 여드름균으로서 혐기
성 세균(anaerobic bacteria)이며, 리파아제 (lipase)를 분비
하여 많은 양의 글리세롤과 지방산을 생성하여 염증을 유발한
다31). 한약재 복합 물과 에탄올 추출물 둘다 피부 상재균인
S. aureus, E. coli 및 S. epidermidis는 항균효과를 나타내
지 않았으나, 여드름 원인균인 P. acnes에 대해서는 항균 효
과를 나타내었다. 특히 물 추출물보다 에탄올 추출물이 각종
습진 및 여드름 유발에 관여하는 P. acnes에 대한 항균력이
뛰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당귀, 천궁, 작약, 지황, 황금 혼합 에탄올추출물은 여드름과
같은 염증성 피부질환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
료된다.
염증(inflammation)은 감염, 면역반응과 같은 다양한 자극
에 의하여 매개될 수 있는 인체 조직의 손상에 대한 자연적인
생물학적 반응 중에 하나이다32). 염증이 일어나면 NO가 생성
되고 이는 면역반응, 세포독성, 신경전달계 및 혈관이완 등에
관여하고 있으며 과량 존재하게 되면 세포의 손상 및 염증을
유발하여 세포독성을 일으키기도 한다33). iNOS는 평소에는
세포내에 존재하지 않으나 LPS와 cytokine 등에 의해 유도
되면 장시간 동안 과량의 NO를 생성하며, 생성된 NO는 염
증반응 촉진 및 염증매개체의 생합성을 증가시켜 염증을 심화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34) COX-2는 급성염증반응에서 염증
35)
관련 매개물인 prostaglandins의 합성에 관여한다 . 이런
염증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macrophage)는
그들의 식세포 작용(phagocytosis), 세포 독성 (cytotoxicity),
세포살해능력을 활용하여 숙주의 방어 기작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36). 대식세포인 RAW264.7에 대한 당귀, 천궁, 적작
약, 지황, 황금 혼합추출물의 세포독성은 50 µg/ml의 농도까
지는 세포의 생존율이 90%이상을 나타내었다. 이에 농도 50
µg/ml 이하로 물과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하였을때 NO 생성
억제와 iNOS와 COX-2의 발현은 모든 추출물에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당귀, 천궁, 적작약, 지황,
황금을 혼합하여 물과 에탄올로 추출한 추출물로 전자공여능,
지방산패 억제능, 피부 염증관련 3균주에 대한 항균활성, NO
생성 억제 및 iNOS와 COX-2의 발현 억제에 대한 효능평가
를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두 추출물 모두 활성을 나타내었
으며 특히,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
냄을 알 수 있었다. 당귀, 작약, 황금, 지황, 천궁의 복합 에
탄올 추출물은 미용식품 및 한방화장품 소재로서의 활용이 가
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최근엔 동의보감의 처방전을 활용한 기능성 한방화장품 개
발을 위한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청음 구성약재인 당귀, 작약, 황금, 지황, 천궁의 복합추출
물이 미용식품 및 한방화장품의 소재로 활용하기 위하여 항산
화, 항균, 항염증 등의 생리활성 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전자공여능, 지방산패 억제능을 이용하여 항산화 효과를

한약재 복합 추출물의 항산화, 항균 및 항염 효과

측정한 결과 전자공여능은 농도 500 µg/ml에서 물 추출
물은 60.0%, 에탄올 추출물은 90.0%이상의 높은 효과
를 나타내었으며, 지방산패 억제능은 1,000 µg/ml에서
물 추출물은 40%, 에탄올 추출물은 50% 이상의 억제능
을 나타내었다. 물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과 비교하였
을 때 에탄올 추출물이 항산화 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2. 피부 상재균과 여드름균에 대한 항균활성을 생육저해환
으로 측정한 결과 피부 상재균에 대한 항균효과는 물과
에탄올 추출물 둘 다에서 나타지 않았으나 여드름 균에
대한 항균효과는 물 추출물 4 mg/disc에서 19 mm, 에
탄올 추출물 2 mg/disc에서 15 mm, 4 mg/disc에서
19 mm를 나타내었다.
3. RAW 264.7 마우스 대식세포에 대한 추출물의 세포독
성을 측정한 결과 농도 50 µg/ml에서는90%이상의 세
포 생존율을 나타내었지만 100 µg/ml에서는 80%이하
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4. RAW 264.7 세포를 LPS로 자극하였을때 추출물의 항
염증 효과를 NO 및 iNOS와 COX-2 단백질 발현 저
해 효과를 조사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활성이 높
게 나타내었다.
이상의 생리활성 검증 결과 당귀, 작약, 황금, 지황, 천궁
의 복합 추출물이 대부분 높은 생리활성을 나타내어 미용식품
및 한방화장품 소재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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