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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장근(Reynoutria elliptica) 발효 추출물의 UVB에 의한 피부 광노화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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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valuate the skin aging inhibition effect of fermented Reynoutria elliptica, skin aging model was produced
by the irradiation of UVB to hairless mice for 5 weeks. The skin erythema index for the positive control (PC),
not fermented Reynoutria elliptica extract (NFR), and fermented Reynoutria elliptica extract (FR-500, 1000, 2000)
groups were low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However, both lipid and water capacity for the PC and FR
groups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Collagen fibers in dermis of the FR groups were almost
intact with a regular arrangement which were similar to the normal (NO) group. Also, relatively much less
number of mast cells and inflammatory cells were found in FR groups. The skin TBARS contents and XO
activity in the FR group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control group. The activities of GSH, SOD and CAT
for the FR groups were significant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Therefore, fermented Reynoutria elliptica
extract can be practically useful for the prevention or improvement of skin aging in terms of health promotion
and beauty for the people.

Key words: Reynoutria elliptica, skin aging, hairless mouse, antioxida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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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건강이나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노화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특히 야외활동으로 인하여 피부가 태양광선에 그대로 노출

되면 자외선에 의해 피부노화가 진행되면서 색소침착과 같

은 피부손상을 받게 된다(2). 이러한 태양광선에 의한 노화

를 광노화(photoaging)라고 하며, 특히 UVB와 같은 자외선

은 피부조직 내 활성 산소를 형성시켜, 피부에 존재하는 항

산화 물질을 감소시킴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된

활성 산소종(free radical)들은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고 교원

섬유와 탄력섬유의 합성을 감소시켜 주름을 생성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각질층의 수분 함량을 감소시켜 DNA

조직에 손상을 야기하며, 체내의 단백질, 지방, 세포막, 핵산

등을 산화시켜 피부 노화를 더욱더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4).

이에 피부노화와 관련한 다양한 기능성 소재탐색이 진행

되고 있는데, 특히 천연 식물자원을 이용한 안전성과 효과가

뛰어난 항산화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호장근은 마디풀 속과에 속하는 다년생초로서 한국과 같

은 동아시아에서 자생하며, 전통적으로 민간에서는 요도염,

이뇨, 방광염 등의 치료약으로 이용해 왔다. 한국에 분포되

어 있는 호장류에는 호장, 왕호장 및 둥근잎호장 등 3종류가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호장근의 대부분은 직생성근경형

인 왕호장의 근경으로 보고되었다(5,6). 호장류의 생리 화학

적 성분에 관한 연구로는 일본산 호장과 왕호장의 잎에서

anthraquinone류인 emodin, physcion, chrysophanol과 f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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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of animals (n=5/group)

Groups Experimental group

NO
CO
PC
NFR
FR-500
FR-1000
FR-2000

Normal control
UV＋base lotion (BL)

1)
treated group

UV＋BL containing 1,000 ppm of ascorbic acid treated group
UV＋BL containing 1,000 ppm of Reynoutria elliptica extract
UV＋BL containing 500 ppm of fermented Reynoutria elliptica extract
UV＋BL containing 1,000 ppm of fermented Reynoutria elliptica extract
UV＋BL containing 2,000 ppm of fermented Reynoutria elliptica extract

1)
Base lotion: ethanol (30)＋propylene glycol (50)＋distilled water (20).

vonoid류인 quercitrin, isoquercitrin, reynoutrin을 그리고

어린 순에서 malic acid, tartaric acid, citric acid를 분리하였

으며, 일본산 호장의 뿌리에서 anthraquinon류와 stilbene류

인 resveratrol과 그 배당체인 piceid가 분리 보고되었다

(5-8). 하지만 호장근을 대상으로 항산화 활성, 특히 UVB를

조사한 후 항산화 효소계에서 발효시킨 호장근의 역할에 대

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hairless mouse에 UVB를 반복적으로 조사하여 피부노화를

유발하고 이를 대상으로 호장근 발효 추출물의 항노화 기능

성을 살펴보았으며, 발효 호장근의 피부노화예방 및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추출물의 조제

호장근은 대구 약업사에서 구매하여 분쇄기(FM-680T,

Hanil, Changwon, Korea)에 넣고 잘 분쇄한 후, 균사배양이

적당한 수분을 첨가하여 121oC, 1.5기압의 조건에서 20분간

멸균하였다. 신화제약(주)에서 직접 분리하여 보관중인

Phellinus linteus SHP 22001 균사체를 Potato dextrose

broth(PDB)에서 5일간 배양한 다음 5%(v/w) 농도로 접종

하고 27oC에서 20일 동안 고체배양 하였다. P . linteus SHP

22001 균사로 배양된 호장근에 일정 수분을 첨가하여 다시

121oC, 1.5기압의 조건에서 20분간 멸균한 후, 막걸리에서

분리한 Saccharomyces cerevisiae SHP 31001를 5%(v/w)

농도로 접종하고 34oC에서 5일 동안 고체 발효시켜 시료제

조에 사용하였다. 발효된 호장근 50 g에 95% 에탄올 500

mL을 첨가한 다음, 75oC에서 10시간 동안 3회 반복 추출하

였다. 에탄올 추출액을 여과지(Toyo filter No.1)로 여과하고

감압농축(Eyela N-1000)한 후 동결 건조한 분말을 동물실험

을 위한 발효 호장근 시료로 사용하였다. 호장근 50 g에 95%

에탄올 500 mL을 첨가한 다음, 75oC에서 10시간 동안 3회

반복 추출하고 이것의 건조분말을 얻어 10 mg/mL의 농도로

제조하여 발효시키지 않은 호장근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약 및 기기

실험에 사용된 모든 분석용 시약은 Sigma Co.(St. Louis,

MO, USA)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용매는 특급으로 사용하

였다. 자외선 조사장치의 광원은 302 nm의 UVB를 0.6

mW/cm
2
의 강도로 방출하는 UVB sunlamp(UVM-225D,

Delta OHM, Padova, Italy)를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및 실험군

실험동물은 6∼7주령(22∼28 g)의 암컷 hairless mouse

(Orient Bio, Tokyo, Japan)를 분양받아 1주일간 사육실에서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으며, 실험 전 기간 동안 사료와 물은

자유로이 공급하였다. 사육실은 온도 22±1oC, 상대습도

50±5%, 조명주기 12시간씩 명암을 유지하였다. 실험군은

Table 1과 같이 7군으로 나누었으며, 각 군당 5마리씩 총

35마리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피부노화 유발 및 시료도포

자외선 조사량은 UV-radiometer(UVB LP9021, Delta

OHM, Padua, Italy)로 측정하였으며, 마우스를 자외선 조사

용 cage에 가둔 후 등 부위에 균등하게 60 mJ/cm2의 광량을

1 Minimum Erythema Dose(MED)로 하여 1주일 간격으로

1 MED씩 증가시켰으며, 격일 간격으로 1주일에 3회, 5주

동안 조사하였다. 5주간의 광노화 유발 후 에탄올, 프로필렌

글리콜, 증류수를 각각 30:50:20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기

본 로션으로 하여 이 용액에 ascorbic acid 1,000 ppm, 호장

근 발효 추출물 500, 1,000, 2,000 ppm의 농도로 각각 혼합하

여 제조한 후 시료로서 5주간 1일 1회 200 μL씩 도포하였다.

피부 홍반도, 유분 및 수분함량 측정

홍반도는 측정은 Mexameter(MX18, CK electronic

GmbH, Koin, Germany)를 이용하였고, 유분함량은 Sebu-

meter(SM825, CK electronic GmbH), 수분함량은 Corneo-

meter(CM825, CK electronic GmbH)를 사용하여 비침습적

방법으로 도포 5주째 되는 날 측정하였다.

피부조직의 형태학적 관찰

실험 시작 후 5주째 되는 날 각 실험군을 대상으로 에테르

로 가볍게 마취를 하고, 주름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동물 배부에 실리콘폴리머(SILFLO impression

material, Flexi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피부주형(rep-

lica)을 떠서 skin visometer(SV600, CK electronic GmbH)

로 주름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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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조직의 조직병리학적 관찰

5주간의 실험물질 도포 후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위한 피

부조직은 각 실험군에서 2두씩을 선발하여 배부 조직을 채

취하여,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Neutral buffered form-

aldehyde(NBF)에 24시간 고정하였다. 고정된 조직은 피부

전층을 포함하는 절편을 취하여 탈수시킨 후 paraffin 블록

에 포매하여, 조직절편기(RM2125, Leica, Wetzlar, Ger-

many)로 4 μm의 두께로 절단한 다음 polylysine으로 coating

된 slide에 붙였다. 조직절편은 xylene을 이용하여 paraffin을

제거하고 alcohol과 증류수로 10분간 함수시켜 증류수로 세척

한 후, 피부조직의 변화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Hematox-

ylin-Eosin 염색을 실시하고 진피 내 세포괴사(apoptosis)의

양을 관찰하기 위하여 TUNEL 염색을 실시하였다.

Glutathione(GSH) 함량 측정

환원형 GSH 함량은 Ellman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9). 조직 마쇄균질액 일정량에 4% sulfosalicylic acid 0.5

mL를 넣고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 일정량을 0.1 mM 5,5'-

dithio-bis(2-nitrobenzoic acid) 함유 0.1 M sodium phos-

phate buffer(pH 8.0)에 넣고 반응시켜 생성된 p-nitrophenol

을 측정하였다. 환원형 GSH 함량은 단백질 mg당 μmole로

나타내었다.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TBARS) 함

량 측정

지질과산화(TBARS) 함량은 Ohkawa 등(10)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효소 시료 속의 과산화지질을 산성조건

하에서 2-thiobarbituric acid 용액과 가열 반응시켜 생긴

TBARS 함량을 532 nm에서 측정하였다. TBARS 함량은

단백질 mg당 nmole로 표시하였다.

Xanthine oxidase(XO) 효소 활성 측정

피부 조직 중 XO의 활성도는 xanthine을 기질로 사용하

여 30oC에서 20분간 반응 시켜 생성된 요산을 29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는 Stripe와 Della(11)의 방법에 준하여 측

정하였다. 활성도 단위는 효소액 중에 함유된 단백질 1 mg

이 1분 동안 반응하여 기질인 xanthine으로부터 생성된 uric

acid의 양을 nmole로 표시하였다.

Superoxide dismutase(SOD) 함량 측정

SOD의 활성도는 hematoxylin 자동산화의 억제정도를 관

찰하는 Martin 등(12)의 방법에 따라 0.1 mM EDTA가 함유

된 50 mM 인산 완충액(pH 7.5)에 10 μM hematoxylin 및

효소액을 가해 25oC에서 반응시켜 생성된 hematein을 560

nm에서 측정하여 효소의 활성도를 산정하였다. 활성도 단

위는 효소액을 넣지 않은 반응액 중의 hematoxylin 자동산

화를 50% 억제하는 정도를 1 unit로 하여 단백질 1 mg이

1분 동안 반응한 unit로 표시하였다.

Catalase(CAT) 활성 측정

CAT 활성도는 hydrogen peroxide를 기질로 하여 환원되

는 정도를 240 nm에서 흡광도를 읽고 분자흡광계수(E=0.04

mM-1cm-1)를 이용하여 활성을 산출하는 Aebi(13)의 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활성도 단위는 피부조직 중에 함유된

단백질 1 mg이 1분 동안 반응하여 감소되는 hydrogen per-

oxide의 양을 nmole로 표시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그

룹 및 평균간 통계적 유의성은 SPSS 10.0(SPSS Inc., Chi-

cago, IL, USA)를 이용하여 one-way ANOVA 분석 후 p<

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test에 의해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피부 홍반도 변화 및 유수분 함량 변화

태양광선에 따른 UVB 조사로 인하여 여러 가지 피부 손

상 중 염증반응의 결과로 피부의 혈관이 확장되어 피부는

홍반을 일으킨다(14). Table 2에서 각 그룹당 피부의 홍반도

의 변화를 측정하여 피부의 손상정도를 살펴보았다. 대조군

인 CO군이 정상 NO군에 비해 홍반도가 실험 전 기간 동안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PC군, NFR군 및

FR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홍반도가 낮은 경향을 보였다. 특

히 호장근 발효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에서 농도 의존적으

로 홍반도가 감소하였으며, FR-500, FR-1000 및 FR-2000

군에서 각각 89.4, 84.9, 그리고 84.4%의 뛰어난 홍반도 감소

효과를 보였다. 이로서 대조군에 비하여 호장근 추출물 도포

군에서 염증반응으로 일어나는 혈관확장현상의 피부홍반을

줄여주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발효하지 않은 호장근보다

발효된 호장근 추출물에서 강한 항염작용이 있는 것으로 생

각된다.

UVB에 피부가 유출되면 superoxide anion과 singlet

oxygen과 같은 활성산소를 유발하여 피부의 진피조직을 손

Table 2. Changes in erythema index, moisture capacity and
moisture evaporation index at 5 weeks after various treat-
ments on UVB-induced skin aging

Groups Erythema
1) Lipid

capacity
Moisture
capacity

NO
CO
PC
NFR
FR-500
FR-1000
FR-2000

223.40±6.93a
259.56±5.22b
236.24±4.54a
233.07±5.38a
232.18±5.19a
220.32±10.23a
219.09±11.68a

19.25±0.48b
9.00±1.73a
16.40±5.68b
17.67±0.33b
16.30±2.66b
21.75±0.72b
22.80±2.24b

55.61±3.00ab
47.61±1.67a
54.68±1.62ab
53.63±2.02ab
52.15±4.05ab
55.13±1.07ab
57.39±2.95b

The values are mean±SD of 5 mouse. a,bValues within a col-
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each other groups at p<0.05.
1)
Unit: AU (Arbitrary Un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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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replica image of hairless mouse after 5 weeks－skin aging. (NO) Normal, (CO) UVB＋base lotion treated
group, (PC) Positive control (UVB＋ascorbic acid 1000 ppm treated group), (NFR) UVB＋Reynoutria elliptica 1,000 ppm, (FR-500)
UVB＋Fermentation Reynoutria elliptica 500 ppm, (FR-1000) UVB＋Fermentation Reynoutria elliptica 1000 ppm and (FR-2000) UVB＋
Fermentation Reynoutria elliptica 2000 ppm.

상시키고, 그 결과로 피부장벽을 붕괴하여 피부의 유분과

수분의 밸런스가 불균형하게 바뀜으로써 피부의 손상을 초

래한다(15). 본 실험에서는 호장근 발효 추출물이 피부 유수

분 함량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UVB만 조사한 대조군에 비해 호장근 발효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인 FR-500, 1000, 2000에서 유수분

의 함량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

히 ascorbic acid 및 호장근 추출물을 1,000 ppm의 농도로

처리한 PC군과 NFR군에 비하여 호장근 발효 추출물 1000

ppm의 농도로 처리한 FR-1000군에서 유분함량 21.75± 
0.72, 수분함량 55.13±1.07로 대조군에 비하여 각각 140%,

15% 이상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보았을 때, 호장근

발효 추출물이 발효하지 않은 추출물에 비하여 유효한 생리

활성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대조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피부장벽의 손상정도가 적음을 유추할

수 있다. 레드 와인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대표적인

발효주이며, 항산화 활성이 뛰어나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

다. 레드 와인의 대표적인 항산화 활성 성분은 resveratrol이

며 UVA에 대한 항산화 활성이 있음이 보고되었다(16,17).

따라서 본 결과에서도 호장근에 함유되어 있는 resveratrol

이 발효 과정 중 생성량이 늘어나 발효 추출물에서 효과가

있음을 사료하는 바이다.

피부조직의 형태학적 변화

UVB에 의해 collagenase 또는 gelatinase 같은 matrix

metalloprotease(MMP) 효소가 증가되어 collagen 분해가

증가되어 피부는 주름이 생성되고, 피부 처짐, 표피의 두께

증가, 피부탄력성의 소실, 색소 침착 등을 일으켜 전반적인

피부 노화가 야기된다(18). 호장근 발효 추출물이 피부 주름

에 미치는 영향은 Fig. 1에서 실험동물의 배부 주형(reflica)

을 skin visometer를 통하여 살펴보았다. 정상군에 비해

UVB 조사군인 CO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에서처럼(19) 깊

이가 깊고 선이 굵은 주름이 형성되었다. 하지만 PC군, NFR

군 그리고 호장근 발효 추출물을 각 농도별로 처리한 FR군

에서는 현저하게 주름의 선이 얇고 깊이가 얕게 나타났고,

특히 FR-1000군에서는 NO군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호장근 발효 추출물 도포가 피부

노화의 대표적인 징후인 주름개선 및 예방에 효과적이라 예

상된다.

피부조직의 조직병리학적 변화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의 초기 반응으로 염증이 생기는

데, 이로 인해 생체 내 면역 방어계 역할을 하는 호중구가

염증부위에 제일 먼저 이주하고 염증성 세포의 침윤이 일어

나게 된다. 또한 만성적인 자외선 노출에서는 표피의 과립층

과 각질층을 증가시켜 표피층의 비후와 함께 진피 내 변성된

탄력섬유의 증가로 인한 탄력섬유증이 발생하게 된다(20).

UVB에 의한 표피의 조직학적 변화로 일광화상 세포존재,

과각화증, 이상각화증이 나타나며, 진피에서는 혈관 내피세

포의 종창, 혈관주위 부종, 유두부종, 염증세포 침윤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15). 본 실험에서는 조직병리학적 관찰을

위해 실험동물의 일부에 H&E 염색하여 관찰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Fig. 2에, TUNEL 염색하여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H&E 염색에서는 UV조사에 의한 표피두께 증

가와 깊은 주름 형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광학현미경

으로 표피의 화농상태와 진피의 염증상태를 각각 살펴본 결

과, CO군에서는 피부 각질세포의 손상과 함께 진피조직의

급성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표피에서는 화농상태가 심하게

관찰되었다. 하지만 PC, NFR, 그리고 FR군에서는 표피 각

질층의 지방층과 진피층 내 콜라겐 섬유의 배열이 규칙적이

며 많은 양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FR의

경우 호장근 발효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피 및

진피의 손상이 완화됨이 확인되어 호장근 발효 추출물의 도

포 시 표피 및 진피의 화농과 염증에 상당한 치료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피 및 피하 층 내 mast cell의 분포상태와 탈과립 정도

및 sun burn cell(SBC)의 관찰을 위해 시행한 TUNEL 염색

의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NO군은 mast cell이 적게

관찰되었고 탈과립이 거의 없는 반면, CO군에서는 mast cell

이 현저히 많이 관찰되었으며, sun burn cell(SBC)의 발현

및 탈과립 정도도 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FR군에서는 대

조군에 비해 mast cell 수가 적게 관찰되었으며 탈과립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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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stological appearance of hairless mouse. (NO) Normal, (CO) UV＋base lotion treated group, (PC) Positive control (UV＋as-
corbic acid 1000 ppm treated group), (NFR) UV＋Reynoutria elliptica 1,000 ppm, (FR-500) UV＋Fermentation Reynoutria elliptica
500 ppm, (FR-1000) UV＋Fermentation Reynoutria elliptica 1000 ppm and (FR-2000) UV＋Fermentation Reynoutria elliptica 2000
ppm. The skin samples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eosin; Original magnification (Eon), ×100. Scale bars, 100 μm. ED, epidermis;
HF, hair follicle; R, reticular layer; G, granulation tissue; F, fatty tissue.

Fig. 3. Histological appearance of hairless mouse after 5 weeks. (NO) Normal, (CO) UV＋base lotion treated group, (PC) Positive
control (UV＋ascorbic acid 1000 ppm treated group), (NFR) UV＋Reynoutria elliptica 1,000 ppm, (FR-500) UV＋Fermentation
Reynoutria elliptica 500 ppm, (FR-1000) UV＋Fermentation Reynoutria elliptica 1000 ppm and (FR-2000) UV＋Fermentation Reynoutria
elliptica 2000 ppm. The skin samples were stained Tunel (apoptosis); Original magnification, ×100. Scale bars, 100 μm.

도 약하게 확인되었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의 초기 반응

으로 염증이 생기는데 이로 인해 진피층과 피하층 내 mast

cell이 증가하고, 염증이 심할 경우 mast cell의 탈과립과 함

께 히스타민이 방출되어 소양증을 동반하는데(14,15), 호장

근 발효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에서 전반적으로 피부의 염

증을 억제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GSH 및 TBARS 함량 변화

UVB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는 체내 조직에 축적되어

조직을 산화시킴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가 형성되고 그 결

과 조직 중 지질의 산화를 야기하여 지질과산화물이 생성된

다. 지질과산화물의 축적은 생체 내에서 다양한 질병을 야기

함과 동시에 노화를 촉진시켜 상당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21). 활성산소에 의한 지질의 생성과 세포 손상에 있어

GSH와 TBARS 수치는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Table 3에서는 호장근 추출물이 GSH와 TBARS 함량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GSH를 살펴보면 FR-500, FR-

1000, FR-2000군에서 각각 CO군에 비하여 115.2, 124.2 그리

고 128.8%로 뛰어난 GSH증가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지

질과산화물 함량을 나타내는 TBARS의 함량에서도 FR-500,

FR-1000 및 FR-2000군에서 각각 대조군에 비하여 81.5,

76.5 그리고 75.4% 감소하여 농도 의존적으로 TBARS 함량

을 낮추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레드 와인의 주성분인

resveratrol은 쥐의 간에서부터 뛰어난 GSH 활성을 가진다

Table 3. Skin glutathione and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levels at 5 weeks after various treatments on
UVB-induced skin aging in hairless mouse

Groups GSH content1) TBARS content1)

NO
CO
PC
NFR
FR-500
FR-1000
FR-2000

0.88±0.04d
0.66±0.02a
0.82±0.04bcd
0.75±0.03ab
0.76±0.02bc
0.82±0.02bcd
0.85±0.02cd

18.60±0.89a
25.81±1.06b
20.47±0.84a
21.48±0.40a
21.03±0.89a
19.75±0.88a
19.47±0.61a

The values are mean±SD of 5 mouse. a-dValues within a col-
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each other groups at p<0.05.
1)Unit: μmole/mg protein.

(22).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발효시킨 호장근이 생체

내 항산화 효소인 GSH는 증가시키면서 지질과산화량을 줄

이는 역할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XO, CAT 및 SOD 활성 변화

XO는 생체조직에 존재하면서 세포상해와 관련한 유해산

소 생성계 효소로 알려져 있으며 이 효소에 의해 생성된 su-

peroxide anion radical은 세포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

용한다고 알려져 있다(23,24). Table 4에서 hairless 피부조

직의 XO 활성도는 호장근 추출물 도포군에서 대조군에 비

해 6～22%가량 유의하게(p<0.05) 감소하였다. 특히 호장근

발효 추출물 도포군인 FR군에서 큰 감소효과를 보였고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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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kin catalase activities at 5 weeks after various
treatments on UVB-induced skin aging in hairless mouse

Groups XO activity1) SOD activity2) CAT activity3)

NO
CO
PC
NFR
FR-500
FR-1000
FR-2000

0.90±0.05a
1.31±0.09c
1.01±0.04ab
1.24±0.03c
1.18±0.09bc
1.13±0.03bc
1.02±0.04ab

12.87±1.03d
8.53±0.39a
10.11±0.48abc
9.16±.0.26abc
9.76±0.50bcd
10.98±0.61cd
11.76±0.84ab

38.21±1.68c
25.98±1.71a
32.94±2.43bc
30.59±2.95ab
28.54±0.87ab
33.06±2.09bc
35.14±2.88bc

The values are mean±SD of 5 mouse. a-dValues within a col-
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each other groups at p<0.05.
1)
Unit: nmole uric acid formed/mg protein/min.
2)
Unit: U (50% inhibition of antioxidation of hematoxylin)/mg
protein/min.
3)
Unit: nmole H2O2 reduced/mg protein/min.

의존적으로 고농도 도포군에서 더욱 큰 감소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발효 호장근이 활성산소 생성계효소인

XO의 활성도를 낮춤으로써 oxygen free radical의 생성량을

적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산화적 스트레스는 생체대사 과정 중에 oxygen free rad-

ical을 생성하여 세포에 상해를 주며, 특히 세포막의 다가불

포화 지방산에 작용하여 지질과산화물을 끊임없이 생성하

고 이로 인해 세포의 기능 손상을 초래한다(25). 이러한

oxygen free radical 중 세포내 호흡 부산물로써 생성되는

superoxide anion radical은 SOD에 의해 hydrogen per-

oxide(H2O2)로 전환되며 이것은 다시 CAT 및 GPX에 의해

서 물로 전환되어 해독화 된다(26).

Hairless 피부조직의 SOD, CAT 효소활성은 대조군에 비

해 PC, NFR 그리고 모든 FR군에서 뛰어난 활성을 보였다.

특히 FR(500, 1000, 2000)군에서 SOD 활성은 대조군에 비하

여 14.4～37.9% 증가하여 뛰어난 활성을 보였고, CAT 활성

도 FR(500, 1000, 2000)군에서 각각 대조군에 비하여 9.9～

35.3%의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호장근 도포군

에서 대조군에 비해 oxygen free radical을 체내에서의 빠른

제거를 위한 것으로 보인다. 호장근은 여러 가지 생리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중 resveratrol은 레드 와인의 항

산화 활성 주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발효 호장근의 경우 resveratrol에 의하여 뛰어난 항

산화 활성을 보여 결과적으로 UVB에 의한 피부 광노화 억

제 효과를 보인다고 생각되어진다.

요 약

호장근 발효 추출물을 대상으로 피부노화 억제활성을 살

펴보고자 발효 전후의 호장근 추출물을 대상으로 피부 홍반

도, 유수분 함량, 형태학·조직병리학적 검사, GSH, TBARS

그리고 XO, SOD, CAT 등의 항산화 효소활성을 측정하였

다. 피부 홍반도에 있어서는 대조군에 비해 호장근 발효 추

출물 처리군에서 뛰어난 홍반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유수분 함량에 있어서도 FR-1000군이 유분함량은 21.75

±0.72, 수분함량은 55.13±1.07로 CO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

은 함량을 보였다. 또한 형태학적으로는 FR을 처리한 실험

군에서 피부의 주름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며, 조직병리학

적 검사에서도 표피 및 진피의 화농과 염증의 치료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호장근 발효 추출물의 농도

가 증가할수록 GSH는 증가하고 TBARS와 XO의 활성은

감소하였으며, 항산화 효소인 SOD, CAT 활성은 농도 의존

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

여 볼 때 UVB 조사로 노화가 유발된 hairless mouse에서

호장근 발효 추출물의 도포가 노화된 피부에 염증반응을 약

화시키며 유수분 함량을 증가시켜 피부장벽의 손상을 방지

하며, 항산화 효소 및 resveratrol과 같은 항산화 물질을 증가

시켜 항노화 기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써 호장

근 발효 추출물은 피부노화 예방 및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서

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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