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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공 의 열수  에탄올 추출물의 기능  생리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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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unctional biological effects of hot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Taraxacum mongolicum (TM). Then, the hot water and ethanol extracts of TM were measured for total 
flavonoids content, total phenolics content, electron donating ability, nitrite-scavenging ability, SOD-like 
activity, tyrosinase inhibitory effect, and elastase inhibitory effect.  Total flavonoids contents of hot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TM were 7.80±0.97 mg/g and 9.12±0.51 mg/g, respectively, and total phenolics 
contents were estimated as 54.20±1.95 mg/g for water extract and 79.43±4.44 mg/g for ethanol extract. The 
RC50 values for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hot water and ethanol extracts were 943.98 μg/mL and 309.41 μg/mL. 
SOD-like activity and nitrite-scavenging ability were dependent on concentration of hot water and ethanol 
extracts, and the activity of ethanol extract was higher than that of hot water extract. However, hot water 
and ethanol extracts from TM showed no inhibitory activities on the elastase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ies.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e ethanol extract of TM seems to be the most pertinent for use as 
functional food and cosmetic.

Key words: Taraxacum mongolicum, antioxidative activity, tyrosinase inhibition, elastase inhibition

†Corresponding author. E-mail: crs3814@hanmail.net
†Phone: 82-53-602-1891, Fax: 82-53-602-1898

서   론

산업의 발달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자외선  산화  스

트 스가 생체내 항산화계의 수 을 과하고, 이것이 제거

되지 못하면 우리 몸을 이루는 생체막의 손상, 고분자 단백

질  DNA의 변형과 기능상실 등으로 인해 다양한 퇴행성 

질환이 유발된다(1,2). 이로 인해 유발되는 건강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물질로 항산화제에 한 심이 집 되게 되었

다. 한편, 경제성과 높은 효능으로 기존의 식품에 리 사용

되던 페놀계 합성 항산화제인 BHT(butylated hydrox-

ytoluene)  BHA(butylated hydroxyanisole) 등이 인체에 

한 독성과 발암성이 보고된 이후로  기피되고 있는 

실정이다(3,4).

최근 웰빙 바람이 불면서 천연물을 상으로 항산화 활성

과 련된 생리활성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노

화 억제  자외선 차단 기능을 가진 기능성 항산화 활성을 

가진 식의약품  미백효과와 화장품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5,6).
 활성산소는 불안정하고 반응성이 높아 여

러 생체물질과 쉽게 반응하여 세포와 각종 조직을 괴하는

데 이러한 활성산소를 조 할 수 항산화제로는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reductase 등의 효소 계열

의 방  항산화제와 phenol성 화합물, flavone 유도체, to-

copherol 물질, 비타민류 물질들이 있다(1,2,4,6). 한 피부

에 활성산소의 자극으로부터 발생하는 피부노화 상은 여

러 가지 구조 , 기능  변화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나이, 

자외선 등 내외 인 여러 가지 스트 스는 피부의 탄력성과 

윤택성을 감소시키고 기미, 주근깨 등 피부 색소를 침착시키

며 주름이 생기게 하는 등 피부노화 상을 진한다(7). 피

부에 존재하는 흑색색소인 melanin은 인체 피부의 색소 침

착과 피부의 혹화 상의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주근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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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버섯 등의 원인이 된다(8,9). 한 피부의 진피 조직 속에

는 collagen과 피부의 탄력성과 련된 elastin이 그물망 구

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물망 구조가 깨어지면서 

즉, elastin이 elastase에 의해 분해되어 피부가 처지고 주름

이 생겨 내인성 피부 노화가 발생한다(10). 따라서 피부 노화

의 주원인인 tyrosinase  elastase의 활성을 하시킴으로

써 피부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

포공 (Taraxacum platycarpum)은 민들 의 한약명으

로서 다년생 본인 국화과(Compositase)에 속하며, 이른 

부터 늦가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역에 걸쳐 리 분

포한다. 한방에서는 해열, 발한, 건 , 강장 해독, 임 선염, 

성 기 지염, 염, 간염, 담낭염, 부인병 등의 치료에 사용

되어 왔다(5,11). 한 로부터 민들 의 어린 순과 뿌리는 

나물이나 국 그리고 구황식물 등으로 식용되었고, 서양에서

는 잎은 샐러드용, 뿌리는 커피 용, 꽃은 와인재료로 이용

되어 왔다(12). 포공 에 존재하는 생리활성 성분으로는 

에서 taraxasterol, taraxerol(13), 꽃에서 arnidiol, lutein, 

flavoxanthine 등의 성분이 분리되었으며(14), 잎에는 lutein, 

violaxanthin, plastoquinone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guainolide sesquiterpene인 desacetylmatricarin(austricin)

은 항 알러지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한 포

공 은 인체에 유해한 각종 미생물의 생육을 해하는 항균

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항암효과

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공 의 항산화 활성  피부 미백 

 주름개선 효과를 측정하여 기능성 식품  화장품 소재로

서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포공 은 2007년 3월에 구의 약령시

장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시료(함수량: 10.4%)의 추

출방법은 열수 추출물의 경우 균일하게 분쇄한 시료의 량 

비 10배의 증류수를 가하여 100oC에서 3시간 동안 환류냉

각 추출하 으며,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80% 에탄올을 가하

여 24시간 동안 실온에서 추출하 다. 각 추출물은 What-

man No. 2 여과지로 여과하여 잔사를 제거하고 감압농축한 

후 동결건조하여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 다.

총 라보노이드  총페놀성 화합물 함량 측정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Davis 변법(18)을 이용하 다. 

DMSO에 녹인 시료 용액 1.0 mL에 diethylene glycol 10.0 

mL  1.0 N NaOH 1.0 mL를 가하고 잘 혼합한 후 30oC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4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이 

때 검량곡선은 naringin(Sigma Co., USA)을 이용하여 작성

하 다.

총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Folin-Denis 법(19)에 의해 비색 

정량하 다. 즉, DMSO에 녹인 시료 1.0 mL에 Folin-re-

agent 1.0 mL를 가하여 3분간 정치한 후 10% Na2CO3 1.0 

mL를 혼합하고 1시간 실온에서 방치하여 70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표 곡선은 tannic acid(Sigma Co., USA)

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자공여능 측정

자공여능은 1,1-diphenyl-2-pycrylhydrazyl(DPPH)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20). 즉, DPPH 시약 12 mg을 absolute 

ethanol 100 mL에 용해한 후 50% ethanol 용액을 첨가하여 

DPPH 용액의 흡 도를 517 nm에서 약 1.0으로 조정한 후, 

추출액 0.5 mL에 DPPH 용액 5.0 mL를 혼합하여 흡 도를 

측정하고 아래와 같이 계산하 다.

자공여능(%)＝ (1－
시료첨가군의 흡 도

)×100무첨가군의 흡 도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추출물  용매 분획물이 발암성 nitrosamine 생성의 구

물질인 아질산염을 소거하거나 는 분해하는 작용을 알아

보기 하여 Kato 등(21)과 Kim 등(22)의 방법에 따라 1.0 

mM NaNO2 용액 1.0 mL에 시료 용액 1.0 mL를 첨가하고, 

0.1 N HCl(pH 1.2)과 0.2 M 구연산완충용액(pH 3.0  6.0)을 

사용하여 반응용액의 pH를 각각 1.2, 3.0  6.0으로 조정한 

다음 총량을 10.0 mL로 하 다. 이를 37
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1.0 mL를 취하여 여기에 2% 산 용액을 

5.0 mL 첨가하고 Griss 시약(30% 산으로 1% sulfanilic 

acid와 1% naphthylamine을 각각 조제하여 1:1의 비율로 사

용직  혼합한 것) 0.4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방치한 

후, 5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염의 

양을 산출하 다. 조군은 시료 신 증류수를 1.0 mL 가하

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며, 아질산염 소거능은 추출

액을 첨가한 경우와 첨가하지 않은 경우의 아질산염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1－
시료첨가군의 흡 도

)×100무첨가군의 흡 도

SOD 유사활성 측정

 SOD 유사활성은 Marklund와 Marklund의 방법(23)에 

하여 측정하 다. 각 시료용액 0.2 mL에 Tris-HCl 완충용

액(50 mM tris＋10 mM EDTA, pH 8.5) 2.6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가하여 25o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1.0 M HCl 0.1 m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반응액  

산화된 pyrogallol의 양을 4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SOD 유사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 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SOD 유사활성(%)＝(1－
시료첨가군의 흡 도

)×100무첨가군의 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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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astase 해활성 측정

James 등(24)의 방법에 따라 시료를 0.2 M Tris-Cl buf-

fer(pH 8.0)로 희석배수에 따라 희석하고(10～1000 μg/mL), 

희석된 시료 20 μL에 buffer 200 μL를 가한 다음, 0.8 mM 

N-succinyl-(Ala)3-ρ-nitroanilide 20 μL를 가하 다. 이것

을 25oC에서 10분간 배양한 다음, 1.0 μg/mL의 porcine pan-

creatic elastase(PPE)를 20 μL씩 첨가하 다. 반응 혼합물

은 다시 25
oC에서 20분간 배양한 후, 냉침으로 반응을 정지

시키고 40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조군으로는 시

료 신 증류수를 가해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 다.

Elastase 해활성(%)＝(1－
B－C

)×100A－D

A: 시료 신 증류수를 넣고 효소를 첨가하여 반응한 후

의 흡 도

B: 효소를 첨가하여 반응한 후의 시료의 흡 도

C: 효소 신 증류수를 첨가하여 반응한 후의 시료의 흡 도

D: 시료와 효소 신 각각 증류수를 첨가해 반응한 후의 

흡 도

Tyrosinase 해활성 측정

Tyrosinase 해활성 측정은 Yagi 등(25)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 다. 반응군은 0.175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8) 0.5 mL에 10 mM 3,4-dihydroxy-L-phenylalanine를 녹

인 기질액 0.2 mL  시료용액 0.1 mL의 혼합액에 mush-

room tyrosinase(110 U/mL) 0.2 mL를 첨가하여 25
oC에서 

2분간 반응시켜 반응액 에 생성된 DOPA chrome을 475 

nm에서 측정하 다. Tyrosinase 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

가군과 무첨가군의 흡 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Tyrosinase 해활성(%)＝(1－
시료첨가군의 흡 도

)×100무첨가군의 흡 도

결과  고찰

총페놀성 화합물  총 라보노이드 화합물 함량

페놀성 물질은 2차 사산물의 하나로 식물계에 리 분

포되어 있으며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진다. 이들은 phe-

nolic hydroxyl기를 가지므로 단백질  거 분자들과 쉽게 

결합하며, 항암  항산화 활성과 같은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27).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포공 의 항산화  항암 활성을 알아보고자 포공 의 열수 

 에탄올 추출물의 총 라보노이드  총페놀성 화합물 함

량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포공

의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에탄올 추출물은 9.12 mg/g으로 

열수 추출물 7.80 mg/g에 비해 1.2배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

으며, 총페놀성 화합물에서도 에탄올 추출물이 79.43 mg/g

으로 열수 추출물 54.20 mg/g에 비해 1.4배 이상 높은 함량

Table 1.  Contents of total flavonoids and total phenolics 
from Taraxacum mongolicum 

Sample1)
Contents (mg/g)2)

Total flavonoid Total phenolics

TMWE
TMEE

7.80±0.97
9.12±0.51

54.20±1.95
79.43±4.44

1)TMWE: Taraxacum mongolicum water extract, TMEE: 
Taraxacum mongolicum ethanol extract.
2)All value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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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extract from Taraxacum 
mongolicum.
TMWE: Taraxacum mongolicum water extract, TMEE: Taraxacum 
mongolicum ethanol extract. All values are mean±SD of tripli-
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
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 로 총 라보노이드 

 총 페놀함량에 있어 포공  열수 추출물에 비해 에탄올 

추출물이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보이리라 사료된다.

자공여능

공여된 자는 비가역 으로 결합하며, 그 수에 비례하여 

진보라색의 DPPH의 색이 노란색으로 변하여 흡 도의 감

소를 측정함으로써 radical 소거활성을 찰할 수 있다(20). 

이와 같은 실험내용을 토 로 포공 의 열수  에탄올 추출

물의 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열

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출물 모두 100～10,000 μg/mL의 농도

범 에서 자공여능은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활성

이 증가하 다.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100 μg/mL의 농도에

서는 활성이 거의 없었으나 5,000 μg/mL의 농도에서는 

71.77%의 자공여능을 보 다. 그러나 열수 추출물은 

10,000 μg/mL의 고농도에서도 52.55%의 약한 자공여능

을 보여 포공  항산화 활성은 열수 추출물보다는 에탄올 

추출물이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질산염 소거능

열수  에탄올로 추출한 포공  추출물을 pH 1.2, pH 

3.0  pH 6.0에서 반응시켜 아질산염 소거능을 조사하여 

나타내었다(Fig. 2). pH 1.2의 조건하에서 100～10,000 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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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Nitrite-scavenging ability of extract from Taraxacum 
mongolicum.
TMWE: Taraxacum mongolicum water extract, TMEE: Taraxacum 
mongolicum ethanol extract. Chart A: pH 1.2, Chart B: pH 3.0, 
Chart C: pH 6.0. All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
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mL 농도의 열수  에탄올 추출물 모두 아질산염을 80% 

이상 소거할 수 있었다. 한 pH 3.0의 조건하에서는 열수 

추출물 0.28～53.93%, 에탄올 추출물 9.18～65.45%로 시료

의 농도에 따라 유의 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pH 6.0의 조건

하에서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결과 열수 추출물은 5,000～

10,000 μg/mL의 농도에서 6.32～7.44%, 에탄올 추출물은 

10,000 μg/mL의 농도에서 5.06%의 아질산염 소거능을 나타

내었다. pH 6.0의 조건을 제외한 산성 조건하에서 에탄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보다 높은 아질산염 소거능을 나타내

었으며, 조물질로 사용된 ascorbic acid는 pH 6.0의 조건하

에서도 1,000 μg/mL의 농도에서 50% 이상의 소거능을 나타

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은 pH 1.2에서 가장 높았으며, pH에 

의존 인 활성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Jung 등(28)

의 오미자 종자, Park 등(29)의 결명자 추출물 한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결과 pH 의존성이 매우 높고, Kim 등(22)의 해

조류 추출물  Kim 등(30)의 야채 추출물이 pH가 낮을수록 

아질산염 소거능이 증가한다는 보고와 매우 일치되는 경향

이었다.

아질산염과 아민류가 반응하여 결합된 발암성 nitros-

amine은 강산성 조건 특히 인체나 동물 내의 pH 조건에서 

용이하게 생성되므로 본 연구에서와 같이 포공  열수 추출

물  에탄올 추출물이 강산성 조건하에서 아질산염 분해능

이 크다는 사실은 이 물질을 인체 내로 섭취 시 내에서 

nitrosamine의 생성 억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 안

한 천연물로서 기능성식품  화장품 소재로 이용이 가능하

리라 생각된다.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

생체 내 항산화 효소  하나인 SOD는 세포내 활성산소

를 과산화수소로 환시키는 반응을 매하는 효소이며 

SOD에 의해 생성된 과산화수소는 catalase 는 peroxidase

에 의해 물분자와 산소 분자로 환되는 요한 효소 에 

하나이다(31). SOD 유사활성 물질은 효소는 아니지만 주로 

phytochemical에 속하는 분자 물질이 SOD와 유사한 역할

을 하여 superoxide의 반응성을 억제하여 superoxide로부터 

생체를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SOD 유사활성을 

갖는 물질은 인체내의 superoxide를 제거함으로써 노화 억

제와 더불어 산화  장애의 방어 효과를 가진다(32).

본 실험에서는 포공 의 열수  에탄올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 측정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100～10,000 μg/ 

mL의 농도에서 열수 추출물은 18.37～37.26%, 에탄올 추출

물은 16.60～49.03%로 에탄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에 비해 

높은 SOD 유사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e 

등(33)의 싸리 추출물의 경우와 Lee(34)의 구릿  잎 추출물 

 An과 Lee(35)의 산사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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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OD-like activity of extract from Taraxacum 
mongolicum.
TMWE: Taraxacum mongolicum water extract, TMEE: Taraxacum 
mongolicum ethanol extract. All values are mean±SD of tripli-
cate determinations.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
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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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추출물이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낸다는 보고와 일치하

다. 조물질로 사용된 ascorbic acid는 5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74%이상의 SOD 유사활성을 나타낸데 비해 포공

 열수  에탄올 추출물들의 활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Hong 등(36)의 보고에서 사과착즙액, 일농축액, 

키 착즙액, 무착즙액은 14.6, 26.7, 27.6, 24.1% 정도의 SOD 

유사활성을 나타낸다는 결과와 An과 Lee(35)의 산사 열수 

 에탄올 추출물 5,000 ppm의 SOD 유사활성이 각각 19.6, 

24.5% 다는 보고  Lim 등(37)의 한국산 약용식물을 상

으로 한 SOD 유사활성 측정 결과와 비교할 때 포공 은 기

존에 보고된 여러 천연물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Tyrosinase 해활성

멜라닌 색소의 주된 생성과정의 생합성 경로는 tyrosine

을 출발물질로 하여 tyrosinase의 효소작용에 의해서 생성되

는 dopaquinone 등의 유도체를 경유하여 아미노산  단백

질과의 합반응으로 생성된다(29,38). 멜라닌 생성 억제작

용 기 으로는 멜라닌 생성의 효소인 tyrosinase 효소 자체

를 직  억제하는 유형과 세포로부터 분리한 tyrosinase에 

해서는 직 인 억제를 나타내지 않지만 피부 색소 세포

내에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유형이 있다(39,40). 본 연구

에서는 포공  열수  에탄올 추출물이 멜라닌 색소의 요

한 단계를 진하는 효소인 tyrosinase 활성의 해효과를 

조사하기 해 각 농도에 따른 tyrosinase의 해활성을 비

교하 다(Table 2). 시료들의 농도를 100～10,000 μg/mL로 

하 을 때 열수 추출물 3.10～25.88%, 에탄올 추출물 1.42～ 

24.06%의 효소 활성 해를 보 다. 이것은 앞선 실험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 열수 추출물이 미백

련 tyrosinase 해활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lastase 해활성

피부진피에 존재하는 효소인 elastase는 피부의 탄력을 

유지하는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이다. Elastase의 활성

을 해시켜 주름 생성을 억제시킴으로써 피부노화를 방지

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지 까지 α-1-proteinase 

inhibitor, mucus proteinase inhibitor, α-2-macroglobulin, 

inter-a-trysin, bowman-birk inhibitor, verapamil, beta 

lactam, chondroitin sulfates, deoxycycline, heparin 등의 

elastase 해제들이 보고되고 있다(41).

피부주름 개선 물질로서의 포공 의 사용 가능성을 알아

보기 하여 elastase 해 물질로 알려진 ursolic acid를 

조군으로 하여 포공  열수  에탄올 추출물의 elastase 

해활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시료들

의 농도를 100～10,000 μg/mL로 하 을 때 열수 추출물의 

해활성은 0.28～12.19%, 에탄올 추출물은 0.61～21.62%의 

해율을 나타내었으며, 농도에 의존 으로 증가하 으나 

조군으로 사용된 ursolic acid에 비해 약한 활성을 보 다.

Table 2.  Tyrosinase inhibition of extract from Taraxacum 
mongolicum

Sample
1) Concentration

(μg/mL)
Tyrosinase 
inhibition (%)

IC50
2)

(μg/mL)

TMWE

100
500
1,000
5,000
10,000

 3.10±0.57a3)
 7.41±3.81ab
 9.30±4.76b
12.40±4.96c
25.88±2.10d

＞10,000

TMEE

100
500
1,000
5,000
10,000

 1.42±1.81a
 3.17±1.05a
10.85±5.13b
16.04±1.14c
24.06±0.48d

＞10,000

Ascorbic 
acid

100
500
1,000
5,000
10,000

78.53±1.12a
88.90±5.84b
95.46±2.53c
98.71±1.44cd
99.02±6.12d 

＜100

1)The abbreviations of introductory remark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IC50 values represent the concentration requires for 50% in-
hibition of tyrosinase.
3)All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
ent superscripts with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Elastase inhibition of extract from Taraxacum 
mongolicum

Sample1)
Concentration
(μg/mL)

Elastase 
inhibition (%)

IC50
2)

(μg/mL)

TMWE

100
500
1,000
5,000
10,000

 0.28±0.57a3)
 0.29±1.81b
 1.68±5.01c
 7.07±0.96d
12.19±1.10e

>10,000

TMEE

100
500
1,000
5,000
10,000

 0.61±1.18a
 4.78±1.05b
 7.34±0.84c
11.45±2.04d
21.62±1.88e

>10,000

Ursolic 
acid

100
500
1,000
5,000
10,000

24.86±5.55a
38.44±0.87b
59.97±1.08c
74.25±3.22d
76.63±5.02e

 737.33

1)
The abbreviations of introductory remark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
IC50 values represent the concentration requires for 50% in-
hibition of elastase.
3)
All values are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Differ-
ent superscripts withi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요   약

포공 의 총 페놀함량에서는 열수 추출물 7.80±0.97 
mg/g, 에탄올 추출물 9.12±0.51 mg/g으로 나타났다. 라

보노이드함량은 열수 추출물 54.20±1.95 mg/g, 에탄올 추

출물 79.43±4.44 mg/g으로 항산화 활성에 련된 페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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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보노이드 화합물들이 에탄올 추출물에 많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공여능에 있어서도 포공  에탄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 IC50값에 비해 3배 정도의 뛰어난 활

성을 보 다. 아질산염 소거능은 모든 pH 조건하에서 에탄

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보다 높은 아질산염 소거능을 나타

내었으며, pH가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SOD 유사활성을 

측정한 결과 열수 추출물에서는 18.34～37.26 μg/mL, 에탄

올 추출물에서는 16.60～49.03 μg/mL의 범 로 분석되었으

며, 농도에 따른 유의  증가 상을 나타내었다. Tyrosinase 

 elastase 해활성은 모든 추출물에서 조구에 비해 다

소 약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포공  추출물은 뛰어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나 기능성 식품  화장품 소재로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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