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Food Sci Nutr 한국식품 양과학회지

37(1), 20～26(2008)  DOI: 10.3746/jkfn.2008.37.1.20

자외선 조사 무모쥐 피부에 도포한 애엽(Mugwort)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박시향
1
․조득문

2
․최병

1
․최

1†
․최진호

3

1경상 학교 해양과학 학 해양생명과학부/해양산업연구소
2동부산 학 식품 양과

3부경 학교 식품생명공학부

Antioxidative Effects of Skinned Mugwort (Artemisia vulgaris L.) 
Extracts on UV-Irradiated Hairless Mouse Skin

Si-Hyang Park1, Duck-Moon Cho2, Byeong-Dae Choi1, Yeung Joon Choi1†, and Jin-Ho Choi3

1Division of Marine Life Science/Institute of Marine Industry,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ongyeong 650-160, Korea
2Dept. of Food and Nutrition, Dongbusan College, Busan 612-715, Korea

3Division of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608-737, Korea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ntioxidative effect of mugwort (Artemisia vulgaris L.) extracts in hairless 
mouse skin from oxidative stress induced by UV-irradiation. After topical application on hairless mouse back 
with basic skin lotion group (control), ascorbic acid group (AA-0.5%, AA-1.0%, AA-2.0%, and AA-5.0%), 
and mugwort extract group (ME-0.5%, ME-1.0%, ME-2.0%, and ME-5.0%), the animals were irradiated to 
increasing doses of UVB (60 mJ～100 mJ) for 4 weeks. Hydrogen peroxide of hairless mouse skin homogenate 
significantly decreased in 2% (p<0.05) and 5% (p<0.05) of ME and AA groups. Hydroxyl radicals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in both of 2% and 5% ME groups as compared to AA groups (p<0.05). Oxidative stress 
levels deduced by oxidized protein contents were greatly decreased (14.6～18.5%) in all ME treatment groups, 
while only at 2% of AA treatment group. Lipid peroxide contents were greatly inhibited in all ME and AA 
treatment groups (p<0.01). Application of ME significantly increased catalase activity, over 25% in all mugwort 
and AA groups. Glutathione peroxidase activities were increased up to 20.5%～32.8% in 2.0% and 5% ME 
groups, whereas it increased in all AA groups.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mugwort extract was more 
effective than that of ascorbic acid in protecting hairless mouse skin from photo-irradiation, and can be used 
as an potential anti-aging cosmetic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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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부의 노화 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부의 구조와 

생리 기능 등이 퇴화되어 나타나는 자연 노화 상과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피부의 조직학 인 변화가 일어나는 노화 

상으로 크게 나  수 있다(1). 피부의 노화 상을 유발하

는 자외선은 피부에 리라디칼을 유도하여(2), 피부암, 

노화, 감작증상  여러 련 피부병변을 일으킨다(3).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해 자외선 차단제  항

산화제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4-7), 자외선

에 노출된 피부조직내의 항산화제나 항산화효소 활성에 

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다. 

애엽은 잎에 백색 이 많고 뒷면은 백색의 면모로 덮여있

는 황해쑥을 일컫는 약재 명으로 잎 는 잎이 붙은 윗가지

를 따서 햇빛에 말린 것을 말한다. 주로 한국, 일본, 국 

등의 동아시아에 분포하는 국화과의 여러해살이풀로 번식

력이 강한 식물이다. 쑥의 강한 향기 성분은 정화력과 살균

력을 가지고 있으며, 배가 아  때 쑥을 달여 먹었고 냉(冷)

을 없애는 데 좋다고 보고하 다(8-10). 한방에서는 지 제, 

진통제  하 치료에도 사용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쑥을 

미용비 와 피부 마사지 팩의 재료로 이용하고 있다(11). 애

엽의 생리활성  성분과 련하여 애엽은 phellandrene, 

coprol, cadinene 등의 정유성분(12), eupatilin과 jaceosidin 

같은 flavonoid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으며(13) 이 같은 성분

들이 손상의 억제, 지 , 항염증 작용  항산화작용에 기

여한다고 보고하 다(9,12-15). 그러나 애엽 추출물이 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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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무모쥐를 상으로 자외선 조사에 따른 활

성 산소종 생성량, 산화  스트 스와 활성 산소종 제거 효

소 활성을 측정하여 애엽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조사하

으며, 아스코르 산의 항산화 효과와 비교하 다. 

재료  방법

시료의 조제  동물 실험

애엽은 (주)화림제약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잘 건

조된 애엽 2 kg을 세 하여 시약용 1  메탄올 80%에 3회 

냉침하여 추출하고 회 진공증발기(R-3000, EYELA, Japan)

로 40
oC 이하에서 감압 농축한 후 동결건조하여 실험의 시료

로 사용하 다. 동결 건조한 추출물의 량은 215.5 g으로써 

건조물에 한 수율은 10.8%이었다.

본 실험에 사용한 무모쥐(female, 체  20±2 g)는 (주)한

국바이오제노믹스에서 구입하 으며 항온항습(22±2oC, 65 
±2% RH)하에서 12시간 싸이클(06:00～18:00)로 명암이 자

동 조 되는 동물 사육실에서 사육하 다. 

마우스의 피부에 도포할 기본 로션은 에탄올, 로필

리콜, 증류수를 각각 30:50:20(v/v/v)의 비율로 잘 혼합하여 

사용하 으며, 애엽추출물 실험군의 로션은 기본 로션에 애

엽 추출물을 각각 0.5%(ME-0.5), 1.0%(ME-1.0), 2.0% 

(ME-2.0)  5.0%(ME-5.0)의 농도로 첨가하여 조제하 고, 

조군은 무시료 도포액, positive 비교군으로는 아스코르

산 0.5%(AA-0.5), 1.0%(AA-1.0), 2.0%(AA-2.0)  5.0% 

(AA-5.0)을 첨가한 도포액을 조제하 다. 각 그룹 당 5마리

의 무모쥐를 사용하 으며, 처음 1주간은 사육실에서 안정

을 시키고 매일 녁 5시에 도포액 50 μL를 무모쥐의 등부분

에 도포하여 잘 문질러  다음 30분 후 UV B filter로 여과된 

UVB를 무모쥐의 등부분에 조사하 다. 조사량은 최  1

주간은 1 MED에 해당하는 60 mJ를 조사하 고, 그 다음 

2주에서 4주까지 3주 동안은 100 mJ로 일주일에 6번씩 조사

하여 총 4주간 실시하 다. 무모쥐의 사료는 시 하는 고형

사료를 사용하 다. 

피부균질액의 조제

4주간 이하면서 자외선 조사한 무모쥐를 ethyl ether

로 마취시킨 후 등부분의 피부조직을 잘라내었다. 피부조

직을 4
oC의 완충용액(5 mM EDTA를 포함하는 1.15% 

KCl/10 mM phosphate buffer, pH 7.4)으로 세척하고 피하

지방을 제거한 다음 Kim과 Lee의 방법(16)에 따라 피부조

직 균질액을 만들었다. 즉 피부조직을 세 한 후 피부조직

의 10배에 해당하는 완충용액을 가하여 hand homogeniger

로 균질화한 다음 원심분리(SUPRA 22K, Hanil, Korea; 

3,000×g, 15분)하여 얻은 상층액을 피부조직 균질액으로 

사용하 다. 

단백질 함량의 측정

피부조직 균질액의 총 단백질 함량은 Lowry 등의 방법

(17)을 다소 변형하여 측정하 다. 즉 피부조직 균질액 20 

μL에 1% SDS 용액 12 μL를 혼합하고 증류수 120 μL를 가하

여 6배 희석하 다. 희석 용액 15 μL와 20 μL를 각각 취해 

증류수 85 μL와 80 μL를 넣고 다시 희석하 다. 희석 용액에 

반응시약(0.5% copper sulfate : 1% sodium tartrate : 2% 

sodium carbonate＝0.5:0.5:49.0, v/v/v) 1 mL를 가하여 잘 

혼합하고 실온에서 20분 동안 방치한 후 0.1 mL의 1 N Folin 

시약을 가하 다. Vortex로 혼합하고 실온에서 30분 방치한 

후 분 도계(UV-1700, Shimadzu, Japan)로 5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bovine serum albumin으로 작성한 표

곡선에 따라 단백질 함량을 정량하 다. 이때 첨가한 1%의 

SDS 용액은 흡 도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활성산소종 생성량의 측정

수퍼옥시드 라디칼(superoxide radical: O2
‧-)의 생성량은 

McCord와 Fridovch의 방법(18)을 변형한 Chan과 Bielski의 

방법(19)에 따라 superoxide dismutase를 억제할 수 있는 

ferricytochrome C의 환원속도를 측정하 다. 즉 0.1 mM 

EDTA를 포함하는 인산 완충액(pH 7.8) 420 μL에 cyanide

의 농도가 50 μM이 되도록 20 mM cyanide 용액을 가한 

후 피부 균질액 300 μL와 0.1 mM cytochrome C 50 μL를 

첨가하여 550 nm에서 2분 동안 흡 도의 차이를 측정하

다. Cytochrome C의 양은 분자흡 계수 19500/M/cm를 사

용하여 계산하 다. 

과산화수소(hydrogen peroxide: H2O2)의 생성량은 

Thurman 등의 방법(20)을 변형하여 측정하 다. 즉 피부조

직에서 생성된 과산화수소에 의해 발색되는 색의 ferri-

thiocyanate 복합체를 기 로 400 mM 인산완충액(pH 7.4) 

400 μL, 200 mM nicotinamide 200 μL, 100 mM MgCl2 200 

μL, 50 mM NaN3 200 μL와 피부조직 균질액 64.1 μL, 증류수 

735.9 μL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60 mM NADPH 200 μL를 

첨가하 다. 37
oC의 항온수조에서 30분 동안 항온한 후 1.2 

M trichloroacetic acid(TCA) 용액 1 mL를 첨가하여 반응을 

지시키고 원심분리(3000×g, 10분)하여 상층액을 취하

다. 상층액 1 mL에 ferrous ammonium 200 μL와 2.5 M po-

tassium thiocyanate 100 μL를 첨가하고 혼합한 후 실온에서 

10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액의 흡 도를 480 nm에서 측정

하여 hydrogen peroxide로 작성한 표 검량선을 이용하여 

과산화수소(nM/mg-protein/min)의 함량을 측정하 다. 

히드록실 라디칼(hydroxyl radical:․OH) 함량의 측정은 

Halliwell과 Gutteridge의 방법(21)을 다소 수정하여 사용하

다. 0.1 M 인산완충액(pH 7.4), 10 mM NaN3, 7 mM deox-

yribose, 5 mM ferrous ammonium sulfate, 0.54 M NaCl을 

각각 60 μL 첨가하고 증류수 430 μL와 피부조직 균질액 200 

μL를 첨가한 후 잘 혼합하고 37
oC의 항온수조에서 15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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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항온하 다. 반응 혼합물에 8.1% SDS 용액 75 μL, 20% 

acetic acid 500 μL, 증류수 25 μL를 각각 첨가하고, 1.2% 

thiobarbituric acid(TBA) 용액 400 μL를 첨가하여 잘 혼합

하 다. 30분 동안 가열한 후 실온까지 냉각시키고 원심분리

(800×g, 5분)하여 상층액의 흡 도를 532 nm에서 측정하여 

malondialdehyde로 작성한 표 곡선에 따라 검체군과 조

군의 흡 도 차이를 이용하여 히드록실라디칼의 생성량

(nM/mg-protein/min)을 계산하 다. 

산화  스트 스의 분석

피부조직의 산화단백질의 함량은 Levine 등의 방법(22)

에 따라 카르보닐기의 생성량으로 측정하 다. 시료 0.1 mL

에 30% TCA 0.5 mL를 넣고 잘 혼합한 다음 원심분리(800× 
g, 10분)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남은 잔사에 10 mM dini-

trophenyl hydrazine(DNPH) 0.5 mL을 첨가하고 잘 혼합하

여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방치한 후 원심분리(800×g, 10분)
하 다. 잔사에 ethanol/ethyl acetate(1:1, v/v) 3 mL를 첨가

하여 잘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10분 동안 방치하고 원심분리

(800×g, 10분)하여 얻은 잔사에 6 M guanidine/20 mM po-

tassium phosphate(pH 2.3) 용액 1 mL를 첨가하 다. 37
oC

의 항온수조에서 30분 동안 항온하고 원심분리(800×g, 10
분)하여 얻은 상층액의 carbonyl 생성량은 360 nm에서 분자

흡 계수(E=22000)을 이용하여 계산하 다. 

피부조직 의 과산화지질(lipid peroxide, LPO)의 함량은 

Choi와 Yu의 방법(23)에 따라 TBA법으로 malondialde-

hyde 함량을 측정하 다. 즉 피부조직 균질액 20 μL에 증류

수 180 μL를 혼합한 것을 각 시험 에 취하 다. 8.1% SDS 

용액 200 μL를 가하여 약 5  동안 혼합하고 20% 산 1.5 

mL를 넣어 다시 5  동안 혼합하 다. 1.2% TBA 시약 1.0 

mL를 첨가하고 마개를 한 후 30분 동안 항온하 다. 반응 

혼합물을 원심분리(800×g, 10분)하여 얻은 상층액의 흡

도를 532 nm에서 측정하여 malondialdehyde로 작성한 검량

곡선에 따라 과산화지질의 함량(nM/mg-protein)을 측정하

다. 

활성산소종 제거효소의 활성 측정

카탈라아제의 활성 측정은  Rigo와 Rotilio의 방법(24)에 

따라 시험 에 피부조직 균질액 20 μL, 0.13 M phosphate 

완충액 250 μL, 증류수 330 μL를 가하고, 과산화수소 용액 

900 μL를 첨가하여 vortex에서 5 간 잘 혼합한 다음, 즉시 

240 nm에서 흡 도 변화를 측정하여 1분 동안 제거되는 과

산화수소의 속도를 계산하여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 다. 

루타치온 퍼옥시다아제(glutathione peroxidase: GPx)

의 활성은 Tappel의 방법(25)에 따라 0.1 M phosphate 완충

액(pH 7.0) 1 mL, 10 mM sodium azide 0.5 mL, 증류수 1.295 

mL를 각 시험 에 넣은 후 20 mM glutathione 0.06 mL와 

200 unit/mL의 GSH 0.01 mL를 가하 다. 반응혼합물에 8.4 

mM NADPH 0.11 mL와 피부조직 균질액 0.03 mL를 첨가하

고 1 mM H2O2 0.32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2분 동안 340 

nm에서 NADPH의 흡 도 감소를 측정하여 nM/min/g- 

protein의 단 로 표시하 다.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Minitab(ver. 14, PA, USA) 통계 패키지 로

그램을 사용하 으며,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 test를 이

용하여 신뢰도를 검정하 다. 유의성 검정은 p<0.05와 

p<0.01일 때 통계 으로 유의하다고 단하 다.

결과  고찰

단백질 함량의 변화

애엽 추출물과 아스코르 산을 농도별로 4주 동안 무모쥐

의 등부분에 도포하고 자외선을 조사한 후 무모쥐 피부조직

의 단백질 함량을 측정하 다(Table 1). 애엽 추출물 도포그

룹의 단백질 함량은 2.0%와 5.0% 도포그룹에서 각각 62.02 

±2.79 mg/g skin과 63.01±2.22 mg/g skin이었다. 그러나 

애엽 추출물의 모든 도포군에서 유의성은 없었으며, 아스코

르 산 도포그룹 단백질 함량에서도 조군과 유의 인 상

은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애엽 혹은 아스코르

산을 도포할 때 피부조직 내의 체 단백질 함량에는 향을 

없음을 지 한다. 

수퍼옥시드 라디칼 생성량의 변화

무모쥐의 피부에 애엽 추출물을 바른 후 산화  스트 스

를 유도했을 때 피부조직 내에서 수퍼옥시드 라디칼 생성량

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으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한 

항산화제로 알려진 아스코르 산을 같은 방법으로 도포하

여 애엽 추출물의 항산화작용과 비교하 다(Table 2). 조

군의 수퍼옥시드 라디칼 생성량은 58.44±4.38 nM/g protein
이었으며 애엽 추출물 2% 도포군은 54.27±6.97 nM/g pro-
tein, 5.0% 도포군은 54.59± 5.61 nM/g protein이었으나 유

의 인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아스코르 산 2.0% 도포군은

Table 1.  Effects of mugwort extracts on protein contents 
in UV-irradiated hairless mouse skin

Sample Protein contents (mg/mL fraction)

Control 58.55±3.311) -

ME-0.5
ME-1.0
ME-2.0
ME-5.0

57.28±5.30
58.23±1.46
62.02±2.79
63.01±2.22

 97.8%2)

 99.5%
105.9%
107.6%

AA-0.5
AA-1.0
AA-2.0
AA-5.0

55.65±1.98
56.36±3.28
60.76±5.51
63.37±4.82

 95.1%
 96.3%
103.8%
108.2%

ME-0.5, ME-1.0, ME-2.0 and ME-5.0: Mugwort extracts of 
0.5, 1.0, 2.0 and 5.0%; AA-0.5, AA-1.0, AA-2.0 and AA-5.0: 
Ascorbic acid of 0.5, 1.0, 2.0 and 5.0%. 
1)Mean±SD (n=5). 2)Percent of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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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mugwort extracts on superoxide radical 
in UV-irradiated hairless mouse skin

Sample Superoxide radical contents (nM/g protein)

Control 58.44±4.381) -

ME-0.5
ME-1.0
ME-2.0
ME-5.0

58.66±7.89
55.82±2.72
54.27±6.97
54.59±5.61

100.4%2)

95.5%
92.9%
93.4%

AA-0.5
AA-1.0
AA-2.0
AA-5.0

58.80±4.33
56.72±4.66
50.55±3.60*
51.47±5.59

100.6%
 97.1%
 86.7%
 88.1%

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1. 1)Mean±SD (n=5). 2)Percent 
of control.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able 3. Effects of mugwort extracts on hydrogen peroxide 
in UV-irradiated hairless mouse skin

Sample Hydrogen peroxide contents (nM/mg protein)

Control 1.21±0.191) -

ME-0.5
ME-1.0
ME-2.0
ME-5.0

1.16±0.07
1.17±0.04
1.02±0.12*
0.89±0.09**

 95.9%2)

96.4%
84.3%
73.8%

AA-0.5
AA-1.0
AA-2.0
AA-5.0

1.17±0.16
1.13±0.20
1.07±0.12*
0.92±0.35**

96.4%
93.5%
88.4%
75.8%

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1. 1)Mean±SD (n=5). 2)Percent 
of control. *p<0.05,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50.55±3.60 nM/g protein으로 13.3%의 유의 인 해효과

를 보 다(p<0.05).

과산화수소 생성량의 변화

활성 산소  과산화수소의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Table 

3), 애엽 추출물과 아스코르 산 도포그룹 모두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과산화수소의 생성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애엽 추출물 2% 도포 그룹(1.02±0.12 nM/mg protein)에서

는 15.7%의 감소를 보 고(p<0.05), 아스코르 산 2% 도포 

그룹(1.07±0.12 nM/mg protein)에서는 11.6%의 유의 인 

감소 효과가 있었다(p<0.05). 그리고 애엽 추출물 5.0% 도포

그룹(0.89±0.09 nM/mg protein)과 아스코르 산 5.0% 도

포그룹(0.92±0.35 nM/mg protein)은 각각 26.2%와 24.2%

의 과산화수소 생성량의 감소를 보 다(p<0.01). 이 같은 결

과는 애엽 추출물과 아스코르 산 2%와 5% 도포가 과산화

수소의 생성량을 크게 감소시켜 항산화 작용에 기여함을 제

시한다.    

히드록실 라디칼 생성량의 변화

애엽 추출물과 아스코르 산을 함유한 로션을 무모쥐 등

부분에 바른 후 손상을 받은 무모쥐 피부의 히드록시 라디

칼의 함량을 측정한 결과(Table 4), 조군의 히드록실 라디

칼 함량은 1.70±0.13 nM/mg protein/min이었으며, 애엽 추

Table 4.  Effects of mugwort extracts on hydroxyl radical 
in UV-irradiated hairless mouse skin

Sample Hydroxyl radical contents (nM/mg protein/min)

Control 1.70±0.131) -

ME-0.5
ME-1.0
ME-2.0
ME-5.0

1.63±0.11
1.59±0.09
1.51±0.25*
1.49±0.13*

  96.4%2)

 93.8%
 89.0%
 87.4%

AA-0.5
AA-1.0
AA-2.0
AA-5.0

1.71±0.12
1.66±0.19
1.60±0.16
1.64±0.19

101.0%
 98.0%
 94.0%
 96.3%

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1. 1)Mean±SD (n=5). 2)Percent 
of control.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

출물의 경우는 추출물의 함유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2.0% 애엽 추출물 도포 그룹의 경우 히

드록실 함량은 1.51±0.25 nM/mg protein/min으로 11%정

도 해되었고(p<0.05), 가장 높은 농도인 5.0%에서 히드록

시 라디칼 함량은 1.49±0.13 nM/mg protein/min으로 조

군에 비해 12.6% 정도로 감소하 다(p<0.05). 그러나 아스

코르 산 도포 그룹에서는 모든 그룹에서 유의성이 없었다. 

이 같은 결과는 애엽 추출물이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진 

아스코르 산에 비하여 효과 인 라디칼 소거능을 가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피부조직 내 활성 산소종의 함량은 애엽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특히 과산화수소

의 함량 감소율과 히드록실 라디칼의 감소율이 컸다. UV 

조사는 과산화수소와 활성 산소 종(reactive oxygen spe-

cies; ROS)인 수퍼옥시드 라디칼이나 히드록실 라디칼 등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피부조직 내의 항산화제인 아스코르

산, 토코페롤  루타치온 등을 고갈시킨다. 활성 산소 종

의 증가와 항산화제의 감소는 세포내의 활성산소의 축 을 

유도한다. 축 된 활성 산소 종은 체내의 유 자와 단백질 

구조와 기능을 바꾸고, 주름 형성 등의 조직학 인 변화를 

일으켜 피부의 손상을 유도한다(26,27). 애엽 추출물에 의한 

과산화수소와 히드록실 라디칼의 효과 인 제거는 활성 산

소 종에 기인한 피부 노화 상을 지연 는 억제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산화 단백질의 생성량 변화

산화  스트 스 정도를 알아보기 한 산화 단백질의 생

성은 과산화물이나 단당류의 분해 산물인 카르보닐기의 생

성량으로 측정하 다. 도포한 애엽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산화 단백질의 생성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Table 5). 조군의 산화 단백질 생성량인 6.00±0.50 nM/ 
mg protein에 비해 모든 애엽 추출물 도포군의 산화 단백질

의 생성량은 크게 감소하 다. 그  애엽 추출물 2%와 5% 

도포 그룹의 산화 단백질 함량은 각각 4.95±0.63 nM/mg 
protein과 4.89±0.50 nM/mg protein로 17.6%와 18.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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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mugwort extracts on oxidized protein 
in UV-irradiated hairless mouse skin

Sample Oxidized protein contents (nM/mg protein)

Control 6.00±0.501) -   

ME-0.5
ME-1.0
ME-2.0
ME-5.0

5.13±0.82*
5.05±0.72*
4.95±0.63**
4.89±0.50**

 85.4%2)

84.1%
82.4%
81.5%

AA-0.5
AA-1.0
AA-2.0
AA-5.0

5.64±0.67
5.42±0.78
5.35±1.03*
5.56±0.67

94.0%
90.3%
89.1%
92.6%

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1. 1)Mean±SD (n=5). 2)Percent 
of control. *p<0.05,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Table 6.  Effects of mugwort extracts on lipid peroxide 
(LPO) in UV-irradiated hairless mouse skin

Sample Lipid peroxide contents (nM/mg protein)

Control 60.81±5.021) -

ME-0.5
ME-1.0
ME-2.0
ME-5.0

50.24±3.22**
47.27±2.62**
46.19±3.43**
43.98±3.47**

 82.6%2)

77.7%
76.0%
72.3%

AA-0.5
AA-1.0
AA-2.0
AA-5.0

54.95±4.44*
48.36±3.85**
47.55±1.54**
49.22±2.48**

90.4%
79.5%
78.2%
81.0%

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1. 1)Mean±SD (n=5). 2)Percent 
of control. *p<0.05,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유의 으로 감소한 반면(p<0.01), 아스코르 산의 경우는 

2.0% 도포군에서만 10.9%의 해효과가 인지되었다(p< 

0.05). 이 같은 결과는 애엽 추출물의 피부 도포가 아스코르

산 도포에 비하여 피부의 노화 억제에 더욱 효과 임을 

제시한다. 

과산화지질(LPO)의 생성량 변화

과산화지질의 함량을 비교한 결과(Table 6), 애엽 추출물 

도포군과 아스코르 산 도포군 모두에서 과산화지질 함량

이 크게 감소하 다. 조군의 경우 LPO의 생성량은 

60.81±5.02 nM/mg protein이었으며 애엽 추출물 1.0% 

(47.27±2.62 nM/mg protein, 77.7%), 2.0%(46.19±3.43 
nM/mg protein, 76.0%)  5.0%(43.98±3.47 nM/mg pro-
tein, 72.3%) 도포군에서 모두 약 20%가 넘는 과산화지질의 

감소효과를 보 다. 아스코르 산의 경우에는 1.0%(48.36 

±3.85 nM/mg protein)와 2.0%(47.55 ±1.54 nM/mg pro-
tein) 도포 그룹에서 모두 20% 정도의 과산화 지질의 감소를 

보 으나 5.0%의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상승하여 49.22± 
2.48 nM/mg protein이었다. 애엽 추출물과 아스코르 산 피

부 도포군의 모든 그룹에서 유의 인 과산화지질 생성량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p<0.05, p<0.01). Kari 등(28)과 Podda

등(29)은 자외선 조사가 인간의 keratinocyte에서 과산화지

Table 7. Effects of mugwort extracts on catalase activities 
in UV-irradiated hairless mouse skin

Sample    Catalase activities (nM/min/mg protein)

Control 303.33±21.491)

ME-0.5
ME-1.0
ME-2.0
ME-5.0

381.13±37.36**
385.03±55.73**
400.20±38.49**
413.06±68.67**

  125.6%2)

 126.9%
 131.9%
 136.2%

AA-0.5
AA-1.0
AA-2.0
AA-5.0

394.92±27.19**
410.15±49.12**
414.38±45.38**
401.23±89.56**

 130.2%   
 135.2%
 136.6%
 132.3%

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1. 1)Mean±SD (n=5). 2)Percent 
of control.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질과 산화 단백질의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 다. 이 같은 

보고에 미루어 애엽 추출물은 자외선에 의해 생성되는 산화

 스트 스물인 과산화 지질과 산화단백질의 생성을 효과

으로 억제하여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의 노화 상을 억

제하는 것으로 단된다. 

카탈라아제(CAT)의 활성 변화 

피부조직의 강력한 항산화 효소인 카탈라아제의 활성은 

조군(303.33±21.49 nM/min/mg protein)에 비하여 모든 

애엽 추출물 도포군에서 25.6～36.2% 증가하 다(Table 7). 

즉 카탈라아제 활성은 0.5% 도포군에서 25.6%, 1.0% 도포군

은 26.9%, 2.0% 도포군은 31.9%, 5.0% 도포군은 36.2% 증가

하 다(p<0.01). 그리고 아스코르 산 도포군에서도 모두 

30% 이상의 높은 활성 증가를 보 다(p<0.01). 카탈라아제 

활성은 자외선 조사에 하된다고 알려져 있으나(30,31), 애

엽 추출물과 아스코르 산을 도포했을 때 카탈라아제의 활

성은 농도 증가와 함께 크게 증가하 다. 이 같은 결과는 

노화에 의해 발생한 활성산소들을 신속하게 제거함으로

써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할 것으로 기 된다.

루타치온 퍼옥시다아제(GPx)활성의 비교

애엽 추출물 2.0% 도포군과 5.0% 도포군에서 GPx 활성

은 각각 20.5%(1.80±0.47 nM/min/mg protein)와 32.8% 

(1.99±0.38 nM/min/mg protein) 증가하 다(p<0.01) 

(Table 8). 아스코르 산의 경우에는 모든 도포군에서 10% 

이상의 유의 인 활성 증가가 측되었으며, 특히 2% 도포

군은 그 활성이 1.77±0.46 nM/min/mg protein으로 18.2%

까지 증가하 다(p<0.01).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의 항산화 효소들의 활성 변화와 

련하여 Fuchs 등(30)은 GPx와 SOD의 활성은 변화가 없었

으나, 카탈라아제와 루타치온 환원 효소 활성은 하한다

고 하 으며, Punnonen 등(31)은 카탈라아제와 SOD의 활성

은 기 자외선 조사 시에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 애엽 추

출물 도포는 자외선으로 인한 항산화효소의 활성 하를 억

제하 고, 특히 CAT의 활성증가율이 매우 높아 자외선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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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ffects of mugwort extracts on glutathione perox-
idase activities in UV-irradiated hairless mouse skin

Sample Glutathione peroxidase activities (nM/min/mg protein)

Control 1.50±1.011)   100.0%
2)

ME-0.5
ME-1.0
ME-2.0
ME-5.0

1.48±0.32
1.64±0.41
1.80±0.47**
1.99±0.38**

  98.2%
 109.4%
 120.5%
 132.8%

AA-0.5
AA-1.0
AA-2.0
AA-5.0

1.70±0.44*
1.72±0.27*
1.77±0.46**
1.99±1.03*

 113.4%
 114.4%
 118.2%
 116.7%

Refer to the comment in Table 1. 1)Mean±SD (n=5). 2)Percent 
of control. *p<0.05,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

사로 인한 노화 상으로부터 효과 으로 피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Han 등(32)이 비단가리비로

부터 추출한 폴리펩티드를 피부에 도포한 후 UV 조사했을 

때 SOD와 GPx활성이 증가하 다는 보고와 본 연구 결과는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요   약

무모쥐의 피부에 도포한 애엽 추출물과 positive 비교군인 

아스코르 산이 피부 조직에 미치는 항산화효과를 조사하

다. 활성산소인 과산화수소의 생성량은 애엽 추출물과 아

스코르 산 2%와 5% 도포군에서 유의 으로 감소하 다. 

히드록시 라디칼의 생성량은 애엽 추출물 2%와 5% 도포군

에서만 유의 인 감소효과가 있었다. 산화  스트 스의 지

표인 산화 단백질의 함량은 모든 애엽 추출물 도포군에서 

조군에 비해 유의 으로 감소(14.6%～18.5%)하 으나, 

아스코르 산의 경우는 2% 도포군에서만 해효과가 인지

되었다. 과산화지질 생성량은 조군에 비해 애엽 추출물과 

아스코르 산 도포그룹 모두에서 크게 감소하 다. 항산화

효소인 카탈라아제의 활성은 애엽 추출물과 아스코르 산 

모든 그룹에서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 으

며, 루타치온 퍼옥시다아제의 활성은 애엽 추출물 도포군

은 2%와 5%에서, 아스코르 산의 경우는 모든 그룹에서 유

의 인 활성 증가를 보 다. 이상의 결과는 피부 노화 억제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 애엽 추출물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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