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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use mountain ginseng adventitious roots (MGAR), which is superior in functionality 
compared to ginseng, and to mass produce raw materials as a functional cosmetic material, 
the antioxidant and cosmeceutical activities of the extracts of MGAR at different ethanol 
concentrations (0, 20, 40, 60 and 80%) were compared and analyzed. At first, different ethanol 
concentrations were compared to determine the best solvent for the extraction of phenolic 
compounds from MGAR. An 80% ethanol extract with 10.07 mg of gallic acid equivalents/g 
sample and 0.94 mg of quercetin equivalents/g sample was the best solvent in the extraction 
of phenolic compounds. However, the 60% ethanol extract had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evident by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35.01 mM Trolox/g sample) and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460.94 mM FeSO4/g sample). However, the inhibitory activities of the 80% ethanol extract 
from the MGAR against tyrosinase and elastase were higher than those of the other extrac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xtract of MGAR can be used as an easily accessible 
source of natural antioxidant and as a possible cosmetic ingredient in the cosmeceutical 
industry. However, the components responsible for the antioxidant and cosmeceutical 
activities of the MGAR extracts are currently unclear.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further 
studies should be carried out to isolate and identify the antioxidant and cosmeceutical 
components in MGAR.

Keyword: cosmeceutical, DPPH radical scavenging, ferric reducing antioxid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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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피부는 신체의 1차 방어기관으로 태양광에 포함된 자외선에 노출이 되거나 과도한 자외선에 의

한 광 노화가 발생하여 피부 탄력 감소 및 주름증가 그리고 멜라닌 생성이 증가하게 된다(Ichihashi 
et al., 2003). 피부노화의 과정은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세포에서 활성산소가 증가되고, 증가된 활
성산소에 의해서 피부탄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collagen 및 elastin을 분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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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agenase, elastase 발현을 증가시킨다(Pillai et al., 2005). 또한 활성산소는 피부세포에서 색소 형성에 관여하는 
melanocyte를 자극하여 피부 색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yrosinase 발현을 증가시켜 멜라닌합성을 증가시킨다
(Gilchrest et al., 1996). 이에, 항산화활성이 우수하면서 동시에 이들 효소들의 발현 및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들이 기능
성 화장품 원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에서 천연에서 추출한 물질들이 합성소재에 비하여 피부에 주는 자극이 적어 
천연물을 활용한 기능성 향장소재로서의 연구개발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산삼은 인삼보다 성장속도가 느려 상품가치가 높은 산삼으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인삼재배 기간보다 2 - 3배 정도 더 소
요된다(Yoo et al., 2003; Park and Park, 2007). 하지만 산삼의 경우 재배인삼보다 약효가 뛰어나다는 것이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인삼보다 고가에 거래되고 있으나(Ahn et al., 2007), 생산량이 적어 기능성 원료로 사용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Mizuno et al., 1994). 최근 들어 이러한 산삼재배 기술의 단점을 극복하고 산삼을 대량생산하기 위
하여 식물 조직배양법을 사용하여 대량생산을 하고 있다. 야생에서 채취한 산삼에서 조직세포를 분리 후 식물성 호르몬
을 처리하여 모근과 동일한 유전형질을 가지는 캘러스를 유도하고 이를 배양기에서 배양근 형태로 배양하는 방법이 많
이 이용되고 있다(Choi and Jeong, 2003). 생물반응기를 통한 산삼배양근은 짧은 기간에 수확이 가능하며, 일정 시설만 
갖추면 연중 대량생산 및 안정적인 원료공급이 가능하고, 이러한 산삼배양근의 생리기능성은 일반 산삼과 동일하며 다
양한 약리효과를 가진다(Shin, 2001). 또한 초고압 증숙처리 및 발효 공정에 의해 저분자화 진세노사이드 함량 증진과 생
리활성이 증가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Choi et al., 2012; Kim et al., 2016). 

식품가공 소재로서 활용가능성 탐색을 위한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항산화와 관련된 연구는(Kim et al., 2010; Park et 
al., 2012) 등으로 70% 에탄올 추출물이 증류수 추출물보다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산삼배양근 추출물
은 항암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으며(Lee, 2010) 산삼부정근 추출물은 미백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Yoo et al., 
2004). 하지만 향장활성 탐색을 위한 에탄올 농도별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삼보다 기능성이 뛰어나면서 원료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산삼배양근을 기능성 향장소재로 사용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써 에탄올 농도를 달리한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항산화활성 및 향장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시료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산삼배양근은 (주)화진바이오코스메틱 (Hwajinbiocosmetics Co, Ltd., Hongcheon, Korea)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건조된 산삼배양근은 분쇄기를 이용하여 0.5 mm로 분쇄하였다. 0.5 mm체로 걸러진 시료는 0, 
20, 40, 60 그리고 80% 에탄올을 중량의 10배로 첨가하여 환류냉각 추출기로 70℃에서 180분간 추출하고 여과하였다. 여
과한 추출물들을 감압농축기(Hel-VAP Precision, Heidolph, Germany)로 농축시킨 다음 동결건조하여 실험에 사용하
였다.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Cho et al. (2017)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샘플 20 μL에 증류수 700 

μL와 Folin-Ciocalteu 시약 100 μL를 혼합하여 2시간 반응시킨 후 20% sodium carbonate를 100 μL씩 가하였다. 반응
액은 1시간 방치한 후 i-Mark microplate reader (168-1135, Bio-Rad, Hercules. CA, USA)를 사용하여 75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샘플의 흡광도는 gallic acid로 작성한 표준검량곡선을 이용하여 GAE (gallic acid equivalent)로 나
타내었다.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Kim et al. (2012)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샘플 100 μL에 에탄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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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μL를 넣고 10% aluminum nitrate 20 μL와 1 M potassium acetate 20 μL를 가하였다. 반응액은 증류수 560 μL를 
혼합하여 희석한 뒤 1시간 반응시킨다. 이후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흡광도는 표준물질인 quercetin을 이용하여 작성된 표준검량곡선으로 계산하여 QE (quercetin equivalent)로 나타내었
다.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소거능 측정
인공적으로 합성된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은 전자가 부족한 형태일 경우 보라색을 나타내지만, 항산

화 물질로부터 전자를 제공받으면 자외/가시광선 영역에서 흡수파장이 변하여 노란색을 띈다. DPPH radical 소거활성
은 이와 같은 원리로 추출물에 대한 radical 소거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산삼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Blois 
(1958)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샘플의 DPPH 소거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샘플 40 μL와 0.15 mM DPPH 용액 160 
μL를 혼합하였으며 암실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해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계산식은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1 - (O.D of the sample - O.D of the blank) / O.D of the control] × 
100으로 나타내었다.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소거능 측정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와 과산화물을 암소에 방치하면 화학반응에 의하여 

ABTS radical이 생성된다. ABTS radical은 항산화물질의 활성 -OH기에 의해 환원되어 radical 특유의 색인 청록색이 탈
색되는데 이를 흡광도 값으로 나타내어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ABTS radical은 DPPH radical과 마
찬가지로 항산화활성 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실험방법으로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다.

 ABTS 소거능 측정은 Zulueta et al. (2009)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ABTS를 7 mM 농도로 용해시킨 뒤,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넣고 암실에서 16시간동안 방치하여 ABTS radical을 생성시킨다. 이 용액을 734 nm에서 
흡광도 값이 0.70 ± 0.02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하였다. 샘플 50 μL와 radical화된 ABTS 1 mL를 가하여 3분간 방치 후 
UV-spectrometer (UV-1800, Shimadzu, Japan)를 이용해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rolox를 standard curve
로 사용하여 검량곡선을 작성하고 시료 1 g당 Trolox 농도(mM TE/g)로 나타내었다.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측정
철 이온은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하여 인체에서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생성에 관여하며, fenton 반응을 통

하여 hydroxyl radical을 생성한다고 보고되었으며 환원력을 측정하는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FRAP)법
을 통하여 샘플의 항산화력을 알아볼 수 있다. Ferric tripyridyltriazine [Fe(III)-TPTZ] 복합제가 산화제로 사용되며, 항
산화 물질에 의해 ferrous tripyridyltriazine [Fe(II)-TPTZ]로 환원되는 원리를 이용한다. 흡광도의 변화는 항산화물질이 
전자를 공여하는 환원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radical 소거방식의 항산화 측정법과는 다른 메커니즘의 항산화
활성 측정법이다. FRAP은 Benzie and Strain (1996)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10 mM 2,4,6-tripyridyls-triazine 
(TPTZ)와 20 mM FeCl3, 0.3 M sodium acetate buffer (pH 3.6)를 1 : 1 : 10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FRAP 
working solution을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뒤 샘플 50 μL와 FRAP working solution 150 μL를 넣고, 37℃에서 15
분간 반응시킨 다음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해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eSO4를 이용해 standard curve로 
사용하였으며 시료 1 g당 FeSO4 환원력(mM FeSO4/g)으로 나타내었다.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
Tyrosinase 저해활성은 Yoon et al. (2009)의 방법을 변형하였다. Tyrosine을 기질로 사용하였으며 tyrosinase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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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생성된 도파크롬의 양을 측정하였다. 증류수와 1 mM L-tyrosine,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5)를 
9 : 10 : 10의 비율로 혼합한 혼합액 170 μL에 샘플 10 μL와 1000 unit/mL 버섯 유래 tyrosinase 20 μL을 가하고 37℃에
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lastase 저해활성 측정
Elastase 저해활성은 N-succinyl-(Ala)3-p-nitroanilid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Yang et al., 2016). 샘플 20 μL에 50 

mM Tris-HCl buffer (pH 8.0) 120 μL를 가한 다음 elastase (1 unit/mL) 10 μL와 elastase 기질인 N-succinyl-(Ala)3-p-
nitroanilide 50 μL를 첨가하여 37℃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15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본 연구는 3회 반복 실험하였고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실험군의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ver. 18.0, IBM, NY, USA)를 사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의적 차이가 있는 항
목에는 Tukey의 다중범위검정(Tukey multiple range test, TMRT)을 사용하여 통계학적 유의성을 분석하였다(p < 
0.05). 

Results and Discussion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페놀성 화합물은 방향족 벤젠고리에 히드록시 그룹을 가진 화합물들을 총칭하며 플라보노이드, 타닌, 안토시아닌 및 

페놀산 등으로 분류가능하다. 이러한 페놀성 화합물들은 벤젠고리의 히드록시 그룹에 의하여 항산화, 항암, 항염증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식물체 특유의 2차 대사산물이다(Manach et al., 2004). 에탄올 농도를 달리하여 산삼배양근
을 추출한 결과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은 Table 1과 같다. 증류수를 이용하여 추출하였을 경우 추출물 1 g 당 6.71 mg 
함유되어 있었으며 에탄올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40, 60, 80%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각각 9.85, 
10.07, 10.07 mg GAE/g으로 추출물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이는 Lee et al. (2004)이 연구한 식물의 증류수 
추출 대비 에탄올 추출에서 총 페놀 함량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플라보노이드는 식물체에 함유된 C6-C3-C6의 기본 탄소골격을 갖고 있는 페놀성 화합물을 총칭하며 일반적으로 당과 
결합한 형태인 배당체로 존재한다. 주로 채소류와 식물의 꽃, 뿌리, 줄기, 씨앗 등의 부위에 분포하며 강력한 항산화, 항암 
및 항염증 효과를 가진다(Heim et al., 2002).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Table 1과 같다. 증류수 추출

Table 1. Total 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according to concentrations of ethanol from mountain 
ginseng adventitious roots.
Extracts Total phenol (mg GAE/g) Total flavonoid (mg QE/g)
Distilled water 6.71 ± 0.41c 0.38 ± 0.03c
20% EtOH 8.73 ± 0.50b 0.86 ± 0.11b
40% EtOH 9.85 ± 0.38a 0.89 ± 0.02b
60% EtOH 10.07 ± 0.31a 0.83 ± 0.04b
80% EtOH 10.07 ± 0.41a 0.94 ± 0.06a
GAE, gallic acid equivalent; QE, quercetin equivalent.
a - c: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ukey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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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0.38 mg quercetin equivalent/g (mg QE/g)으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 20% 에탄올(0.86 mg QE/g), 40% 에탄
올(0.89 mg QE/g), 60% 에탄올 (0.83 mg QE/g) 추출물이 각각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80% 에탄올(0.94 mg QE/g) 
추출물에서 가장 많은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보였다.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항산화활성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Fig. 1에 나타내었다. 모든 추출물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DPPH 

radical 소거활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각 샘플간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ark and Park 
(2007)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산삼배양근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총 페놀 함량과 비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페놀성 화합물에 존재하는 히드록시 그룹들이 불안정한 radical에 전자를 제공하여 radical을 안정화시킨다는 선행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Park et al. (2012)이 연구한 산삼배양근 70% 에탄올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과 비교
한 결과 본 연구에서 보다 높은 소거활성을 나타내었고, Yang and Choe (2011) 연구결과에서는 증류수 추출 대비 70% 

Table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EAC) and FRAP according to concentrations of ethanol from 
mountain ginseng adventitious roots. 
Extracts TEAC (mM Trolox/g)y FRAP (mM FeSO4/g)z

Distilled water 21.42 ± 2.22b 143.64 ± 14.29c
20% EtOH 32.53 ± 3.01a 321.30 ± 33.76b
40% EtOH 36.53 ± 3.64a 452.40 ± 3.22a
60% EtOH 35.01 ± 3.31a 460.94 ± 22.57a
80% EtOH 30.10 ± 0.82a 415.68 ± 18.16a
TEAC,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FRAP, 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
ymM Trolox/g : mM trolox equivalent per sample 1 g.
zmM FeSO4/g : mM ferrous sulfate equivalent per sample 1 g.
a - c: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ukey multiple range test (p < 
0.05).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ccording to concentrations of ethanol from mountain ginseng 
adventitious roo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 b) in the sam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MRT (p < 0.05). ns, not significant;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TMRT, Tukey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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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이 높게 나타났다. 
에탄올 농도별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TEAC) 값은 Table 2와 같다. 추출물의 

TEAC 값은 21.42 - 36.53 mM Trolox/g 범위로 나타났다. 증류수 추출물(21.42 mM Trolox equivalent (TE)/g)의 TEAC 
값은 가장 낮았으며 다른 에탄올 추출물(30.10 - 36.53 mM Trolox/g)에서는 서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
러나 8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TEAC 평균값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산삼배양근 70% 에탄올 추출물과 증류수 추
출물의 항산화 특성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폴리페놀 함량은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더 높은 함량을 나타냈으며 항산화 
활성 또한 높다고 보고하였다(Kim et al., 2010).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환원력은 Table 2와 같다. FRAP의 결과값은 DPPH, TEAC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에탄올 
농도의 증가와 더불어 FRAP 값(143.64 - 460.94 mM FeSO4/g)도 증가하였으며 40% 에탄올 추출물(452.40 mM FeSO4/g)
과 60% 에탄올 추출물(460.94 mM FeSO4/g)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산삼배양근 추출물은 체내에서 라디
칼 생성에 관여하는 철 이온을 비활성형의 철 이온으로 환원시켜 라디칼 생성을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된다. 또한 
환원력은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들 중에 이온함량과 관련이 있으며 이는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화합물인 히드록시 및 
카보닐 그룹들과 Fe 이온들이 수소결합을 형성하려는 성질이 강하며, 이러한 수소결합을 통한 전자제공으로 강력한 환
원력을 가진다(Saha et al., 2013). 

총 페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에탄올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항산화 활성은 80% 에
탄올 추출물에서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페놀성 화합물의 다양한 종류와 구조적인 차이로 인해 다른 경향
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Lee et al., 2008).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향장효과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미백 기능성 소재로써의 활용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피부에서 멜라닌 생합성에 크게 관여하

는 tyrosinase에 대한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저해활성을 측정하였다. 멜라닌합성 저해능을 평가하기 위해 L-tyrosine을 기
질로 사용하여 490 nm에서 도파크롬의 형성을 확인하였다.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은 Fig. 2에 나타
내었다.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항산화활성과는 
다르게 에탄올 농도가 증가할수록 저해활성도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대조구로 사용된 arbutin과 비교하

Fig. 2.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according to concentrations of ethanol from mountain ginseng 
adventitious roo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 - d) in the sam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MRT (p < 0.05). TMRT, Tukey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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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을 때 산삼배양근 추출물에서 상대적으로 활성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80%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1000 μg/mL 농도
에서 41.55% 저해활성이 나타났으며 이는 arbutin 25 μg/mL 농도의 활성인 48.01% 수준과 비슷한 저해활성을 가진 것
으로 확인되었다. Tyrosinase는 페놀성 히드록시 그룹을 가지는 아미노산인 tyrosine을 산화시키는 효소로, tyrosinase
에 의해서 산화되어진 levodopa 및 dopaquinone이 멜라닌합성의 전구체로 쓰인다(Yamaguchi et al., 2007). 이에 페놀
성 히드록시 그룹을 가지는 대표적인 화합물인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은 tyrosinase 효소반응에서 기질인 tyrosine과 경
쟁적으로 반응에 참가하여 효소반응을 저해하거나, tyrosinase 효소활성에 필요한 금속인 Cu이온과 결합하여 효소의 구
조를 변형시켜 효소활성을 저해한다(Chang, 2009). Yoo et al. (2004)은 산삼부정근 70% 에탄올 및 1,3-butylene glycol 
혼합용매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 연구에서 부정근 농축액(1% 농도)에서 35%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였으며, Kang et al. (2016)은 산양삼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활성에서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본 연구와 유사한 30% 저
해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Elastase는 피부조직을 구성하는 collagen과 더불어 피부 탄력유지에 크게 관여하는 단백질인 elastin을 분해하는 단
백질 분해효소이다. 피부의 진피조직 속에는 collagen과 elastin이 그물망 구조를 형성하면서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시켜
주는데, 자외선과 같은 인자들에 의해 발현된 elastase에 의하여 elastin의 그물망 구조가 깨지게 되면 피부가 처지고 주
름이 생기며 외인성 피부노화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부노화의 주 원인중 하나인 elastase의 활성을 저해시킴으로
써 피부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Imokawa, 2009).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elastase 저해활성은 Fig. 3과 같다. 산삼배양근 추
출물의 elastase 저해활성은 tyrosinase 저해활성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모든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활
성을 나타내었으나 추출물 2000 μg/mL 농도에서 40% 이상의 저해활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용매로 사용된 에탄올 
농도가 증가할수록 저해활성이 증가하였다. 대조구로 사용된 ursolic acid에서는 25 μg/mL 농도에서 27.77%의 저해활
성이 나타났고 이는 60% 에탄올 추출물(28.36%)과 80% 에탄올 추출물(27.44%) 2000 μg/mL 농도에서 확인된 저해활
성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Elastase는 피부결합 단백질인 elastin을 분해하는 효소로, 효소의 활성에 금속이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다양한 페놀성 화합물들이 효소의 활성에 크게 관여하는 금속이온과 결합하여 효소활성을 저해시킨
다(Siedle et al., 2007). Lee et al. (1999)은 150 여종의 약용식물 추출물의 elastase 저해활성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페놀

Fig. 3. Elastase inhibitory activity according to concentrations of ethanol from mountain ginseng adventitious 
roo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 - c) in the same concentratio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TMRT (p < 
0.05). TMRT, Tukey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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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화합물 함량이 높으면서, 항산화 활성이 높은 추출물일수록 elastase 저해활성이 높다고 하였다. 

Conclusion
에탄올 농도별 산삼배양근 추출물의 생리활성을 비교한 결과, 항산화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DPPH radical 소

거능, TEAC 및 FRAP 측정에서 60%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높은 항산화활성을 보여주었다. 피부 미백효과 및 주름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한 tyrosinase 및 elastase 저해활성 측정결과 80% 에탄올 추출물이 실험농도 범위에서 높
은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산삼배양근을 60 - 80% 에탄올로 추출하였을 때 기능성 천연 향장소
재로서의 이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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