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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용을 목적으로 한 기

능성 천연소재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여러 가

지 천연물의 항균, 항산화, 미백, 보습, 피부노화 억제 효과 등

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천연소재는 화학성분이 갖는 부

작용이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연구에서 주

목을 받고 있다(양희정 등, 2009). 인체 노출부위에서 피부이상

(skin disorder)은 미용적인 측면과 결합되어 있어 심리적 불안

감, 사회생활의 거부감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초래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여드름과 색소 침

착이다(김현주, 1998).

인체에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과산

화 지질을 생성하고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가해 노화를 촉진시

킨다. 산소와 자외선에 노출되어 있는 피부의 경우 활성 산소종

으로 유도된 피부의 광학적 손상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범희주 등, 2010). 이와 같은 활성산소의 억제효과가 

있는 항산화제는 대부분 식물 기원의 항산화성 화합물로써 나

무, 수피, 줄기, 잎, 과일, 뿌리, 꽃, 열매, 씨앗 등의 모든 부위

에 존재하며, 주로 페놀 화합물 구조를 가지면서 지질의 자동산

화 조건에 의해 생성된 유리라디칼의 생성을 지연시키거나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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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저해하는 역할을 한다(차재영 등, 1999). 천연에 존재하는 항

산화제로서는, 다류 중에서는 녹차, 감잎차, 대추차 등이 있으

며, 향신료는 백작약, 황기, 박하 등이 있고 과실류 중에서는 복

분자, 머루, 매실, 모과 등이 있다. 참깨박, 양파껍질, 감귤껍질, 

땅콩껍질 등과 같이 폐기되는 식물자원에서도 항산화 활성을 갖

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Cha & Cho, 2003).

또한 피부는 각종의 피부상재균[Propionibacterium 

acnes (P. acnes),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  

Escherichia coli (E. coli), Staphylococos epidermidis]들에 

의해 질환이 발생하는데 여드름균과 비듬균이 대표적이다(기호

균 등, 2005). 여드름균은 일반적으로 호르몬과 외부적 영향에 

의해 피지가 모낭관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여 피부 모공이 막히

는 경우 증식하는데 이는 여드름의 원인이 된다. 피부의 염증을 

일으키는 주 원인균인 P. acnes는 모공의 피지내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혐기성 피부 상재균으로서, 피지의 지방성분이 미생

물의 지방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된다(설재원, 2010). 

여드름은 우리나라 피부과 환자의 68%를 차지하는 흔한 피부

질환으로, 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항생제의 복용과 국소 연

고 도포, 주사요법 등 항염 및 항균 효과에 중점을 두고 치료가 

이루어진다(박초희 등, 2012). 여드름에 대한 치료는 의료계를 

중심으로 연구 되었으나 아직도 완전한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

았다(유영심과 나명순, 2010).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 항생제

는 과다 사용시 피부 건조증, 피부 자극감, 접촉성 피부염등이 

나타나며, 장기간 복용 시에 간 조직등 기관의 손상과 내성에 

대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임연순 등, 1995). 병원 치료와 더

불어 여드름 피부에 효과적이고 자극이 적은 항균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2차적 관리 방법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피부에 안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천연 항균물질에 대한 관심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전데레사 등, 2011). 화장품에 사용되

는 항균제는 필수적이지만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합성 물질들

은 피부에 알러지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인체에 무해한 

천연물질을 사용해야 한다(김정은 등, 2010).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는 동백나무과(Theaceae) 동

백속(Camellia)에 속하는 상록교목이며, 서해안의 대청도에서 

동해안의 울릉도까지 주로 해안과 섬에 분포하는데, 특히 전

라남도 지역이 전국 식재 면적의 67%를 차지하고 있다(이향

희, 2011). 예로부터 차나무가 없는 지역에서는 동백의 어린잎

을 차의 재료로 사용하였고, 원산지는 아시아 지방으로 약 200

여종이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는 그 중 1종(Camellia japonica)이 자생 분포하고 있다(이숙

향, 1992). 동백나무는 동백속의 높이가 8 m에 달하는 교목으

로 긴 타원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잎은 두텁고 광택이 있다. 

꽃은 꽃잎 5매의 선홍색 또는 흰색, 일반적으로 홍자색으로 알

려져 있으며,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피고, 종실은 10월 말

경에 수확되며, 한 개 과에 3∼5개의 씨앗이 들어있다. 동백종

실은 포화지방산이 9.1∼11.5%, 올레인산 85.6∼89.4%, 리놀

산 1.3∼2.9%로서 올레인산 함유량이 많은 불건성유로 예로

부터 머릿기름, 정밀기계유 및 식용유로 사용되었고 꽃은 본초

강목에 가루를 내어 화상부위의 치료에 쓰인다고 하였다(이향

희, 2011). 동백에 관한 연구로는 일본의 경우 산차(山茶)라 하

여 민간에서는 토혈증에 사용한다는 보고가 있으며(Itokawa 

et al., 1981), 알코올 흡수억제 효과(Yoshikawa et al., 1994)

와 피부 미백 작용(Mori & Nishimiya, 1988) 등의 생리 활성

이 보고되었고, 국내에서는 일부 학자들이 동백유의 일반 성

분분석과 유박의 아미노산 함량을 연구하여 동백종실의 지방

산이 stearic, palmitic, linoleic 및 oleic acid 등으로 구성되

어 있음을 밝혔다(한영숙, 2005). 종실에서 분리된 hyperoside

가 AIDS유발과 관련된 HIV-1 protease에 대하여 억제 효과

를 보임을 밝혀냈고(박종철과 최명락 1996), 씨와 과피의 추출

물도 항염 및 소염활성을 가지며, 줄기의 메탄올 추출물은 지질

과 산화억제 등의 생리활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Yoshicawa 

et al., 2007). 동백나무 잎(Camellia japonica L.) 추출물

에 관한 연구로는 식품 유해 미생물 4종[E. coli, Salmonella 

typhimurium (S. typhimurium), S. aureus, Listeria 

monocytogenes (L. monocytogenes)]에 대하여 항균능 조사

를 하였고(권민경, 2003), 동백나무잎 메탄올 추출물로 식품 유

해 미생물에 대한 항균능(한영숙, 2005)을 조사하였으나 여드

름의 주 원인균인 P. acnes의 항균활성에 관한 동백나무 잎의 

항균능 보고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백나무 잎의 

항산화능과 항균능을 확인하고, 천연 화장품 소재로써의 적합

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시료 및 성분분석

1) 시료의 종류와 전처리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나주 산림자원 연구소에서 재배되

고 있는 동백나무로부터 잎을 채취하여, 덖음차, 찐차, 발효

차를 만들어 각각 1 g씩을 homogenizer (BM-2 Nissei bio-

mixer, Nihoneiki Kaiseiki Ltd., Japan)로 파쇄한 다음 1 g을 

200 mL (물 120 mL와 에탄올 80 mL로 구성)의 플라스크에 

넣어 48시간 동안 상온에서 혼합시켜준 후, 추출물을 필터종

이 (Whatman, Maidstone, England)로 여과하여 파쇄 동백나

무 잎을 제거하였다. 친수성과 친유성 성분을 분획하기 위하여 

ethyl acetate (EtOAc)을 추출물과 똑같은 부피로 분액 깔대기

에 첨가하여 (50 mL씩) 12시간 후, 상분리된 두 분획물에 대해

서 항산화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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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약 및 배지

추출에 사용한 에탄올 및 분획용 EtOAc은 Jusei (Japan)

사의 시약을 사용하였으며, paper disc는 Whatman (USA)사

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membrane filter는 Advantec (USA)

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균주(P. acnes)는 한국 생

명공학 연구원 생물공학센터 에서 분양받았으며, 질소로 충

진된 혐기성 chamber에서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활성화시켜 사용하였고, 배지는 Tryptic Soy Agar (TSA), 

Plate Colony Agar (PCA)는 Difco (USA) 사의 제품을 사용

하였다. 총 flavonoids와 polyphenol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하

는 diethylene glycol, naringin, K
3
Fe (CN)

6
, FeCl

3
·6H

2
O, 

gum arabic, phosphoric acid, gallic acid은 Sigma-Aldrich

사에서 구입하였다. Acetonitrile은 Merck 제품을 사용하

였으며, NaOH는 Junsei에서 구입하여 적정 몰수로 계산하

여 몰농도로 사용하였다. EPR 측정을 위해 사용하는 시약은 

1,1-diphenyl-2-picrydrazyl (DPPH)와 Sigma-Aldrich

에서, H
2
O

2
 (>35%)은 Junsei에서, FeSO

4
·7H

2
O는 Cica-

reagent로써 Kanto Chemical에서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3) 항산화 및 항균 검색용 추출물 및 분획물의 조제

동백나무 잎 덖음차, 찐차, 발효차 각 1 g을 200 mL (물 120 

mL와 에탄올 80 mL로 구성)로 추출한 후, 이 추출액을 친

수성인 DI water층과 친유성인 EtOAc층으로 상분리 하였다

(Figure 1). 동백나무 잎차를 40% 에탄올로 추출하여 0.45 μ

m membrane filter 제균 및 잔류입자를 제거한 수율은 대략 

27.5%이었으며, 상분리한 DI water층과 EtOAc층의 수율은 각

각 0.13 g, 0.045 g이었으며, 4℃의 냉장고에 보관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4) 균주의 배양조건 및 방법

미생물 공학 센터로부터 분양 받은 P. acnes 균주를 20 mL

의 TSA broth (Table 1)에 접종하고, 37℃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여 활성화시켰다. 혐기성균의 배양 조건에 맞추기 위해 

chamber 에 N
2
 (100%)를 주입하여 조성하였으며, 배양된 균주 

100 μL을 두께가 4∼5 mm인 고체 TSA 배지에 파이펫을 이용

하여 drop한 후, spreader로 균일하게 펼쳐 혐기성조건의 37℃

에서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5) Flavonoids 및 phenolics 화합물 정량 분석 방법

총 flavonoid 화합물 분석은 시료에 디에틸렌글라이콜 

(diethylene glycol) 10 mL, 1.0 N 수산화나트륨 1 mL 를 넣

고 진탕한 후 37℃ 에서 1시간 방치하여 420 nm 에서 UV-

vis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naringin으로 작성한 검량곡선에 준하여 함량을 환산하였다. 

총 phenolic 화합물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료 0.1 mL에 증류수 

3 mL, 0.016 M K
3
Fe (CN)

6
 1 mL, 0.01 M (FeCl

3
/0.1 N HCl)

용액1 mL를 넣고 혼합한 후 15분간 방치하고, 안정제 (H
2
0: 

1% gum arabic : 85% phosphoric acid = 3: 1: 1, v/v/v) 

5 mL 첨가한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gallic 

acid로 작성한 검량곡선으로 함량을 환산하였다.

동백나무 잎 찐차의 DI water층 분획물에 함유되어 있

는 flavonol 화합물(myricetin, quercetin 및 kaempferol)과 

catechin을 분석하기 위해 UFLC (SHIMADZU Prominece 

series, Dual pump, autosampler, diode array detector 

(PDA), column: COSMOSIL 5C18-MS-∏, 250 mm (L) × 

4.6 mm I.D.)로 분석하였으며 분석조건은 Table 2에 동일조건

에서 polyphenols (catechins)은 분석조건은 Table 3에 나타내

었다.

2. 항산화능 실험방법

동백나무 잎 덖음차, 찐차, 발효차를 각각 1 g을 곱게 갈아

서 DI water (polarity=10.2)와 에탄올(polarity= 4.3)를 혼합

하여 극성도(polarity)를 조절하였으며, DI water:에탄올(100 

mL:0 mL., 80 mL:20 mL, 60 mL:40 mL, 20 mL:80 mL)의 

4가지 조건으로 2일 동안 130 rpm으로 수평혼합기로 혼합하

여 측정 하였다. DI water:에탄올=60 mL: 40 mL조건에서 기

공 크기가 0.2 μm인 필터를 이용하여 여과한 50 mL에 50 mL

의 EtOAc를 넣은 후 흔들어서 친수층과 소수층으로 분리하였

다. 항산화 측정은 DPPH radical과 OH radical scavenging

으로 활성을 측정하였다(Guo et al., 1999; Heo et al., 2008; 

Qian et al., 2008).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의 경

우, 친수층과 소수층인 EtOAc상 두 부분에 대해서 측정을 하였

으며, OH radical의 경우에는 친수층만 측정하였고 항산화 측

정 장비로는 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spectrometer 

(EPR, JEOL, JES FA200) 장비를 사용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측정의 경우, 메탄올에 60 μM로 준비한 DPPH 

시약 60 μL에 60 μL 샘플 용액을 넣고 10초 동안 혼합한 후 

2분 정도 있다가 capillary tube에 넣고 EPR spectrometer

에 넣어 spectrum을 record 하였다. PBS buffer (pH 7.4)

에 DMPO 0.3 M로, 증류수에 FeSO4를 10 mM로, PBS 

C. Japonica L. (1 g)

Hydrophobic layer
(0.045 g)

Hydrophilic layer
(0.13 g)

40% 에탄올추출

Solvent partition with EtOAc and ethanol/ water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C. japonica  L. partitioning to 
hydrophilic and hydrophobic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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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 (pH 7.4)에 H
2
O

2
 10 mM로 준비한 후, 샘플 200 μL의 

DMPO에, 다시 FeSO
4
 200 μL 넣고, H

2
O

2
 200 μL를 넣어서 

capillary tube에 넣어 2.5 분 정도 있다가 EPR spectrometer

에 넣어 spectrum을 record한다. EPR의 측정조건은 DPPH

의 경우에는 parameters (sweep width:1×10, time:2 min, 

mod width:0.4×1, amplitude:5.00×100)이며 OH radical

의 경우에는 parameters (sweep width:1×10, time:4 min, 

mod width:0.4×1, amplitude:1.00×1000)으로 측정하였다. 

Radical scavenging effect (%)는 동백나무 잎차 추출물을 넣

어서 측정한 샘플의 peak 높이를 증류수로 넣어서 측정한 샘플

의 peak 높이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정하였다.

3. 항균 활성 검사 방법

1) P. acnes 의 생육저해율 측정(paper disc technique)

분획물의 항균력을 알아보기 위해 paper disc method 를 

이용하였고, 동백나무 잎 찐차 DI water층과 EtOAc층 추출

물이 P. acnes에 미치는 생육 저해율 측정은 agar TSA plate 

에∼1012 Colony Forming Unit (CFU)/mL 의 농도로 100 

μL speading 한 후, 멸균된 두께 6 mm filter paper disc 

(Whatman AA discs) 올린 후, 동백나무 잎 찐차 DI water

층 및 EtOAc층과 대조군으로써 ampicillin (100 μL/mg)을 

40 μL씩 dropping하였다. 37°C 에서 48시간 배양한 뒤 clear 

(inhibition) zone의 지름을 측정하였으며, ampicillin 의 clear 

zone 지름 대 ampicillin clear zone 지름으로 상대평가 하였다.

2) P. acnes 의 항균정량 실험

Paper disc 실험을 기반으로, 동백나무 잎 찐차 친수층과 소

수성층인 EtOAc층의 정량을 알아보기 위해 추출물 100 μL을 

각각 TSA agar plate에 spreading한 후 clean bench에1 시간 

정도 방치 후 활성화된 ∼106 CFU/mL의 액체 P. acnes를 100 

μL을 TSA agar plate에 spreading 하고, 동백나무 잎 친수층

과 EtOAc층으로 각각 처리한 실험군과 처리하지 않은 실험군

을 근거로 하여 항균능을 정량화하였으며, 실험의 신뢰도를 위

해 총 3회 반복 실험 하였다.

4. 동백나무 잎 추출물 화장품 제형의 제조

동백나무 잎 찐차 친수층에서 좋은 항산화능을 보였으므

로, 최종 제형에 사용하였고, skin toner base 제형의 구성 

성분은 adenosine 0.04 g, odicarbomer 0.03 g, dipotassi 

glycyrrhizate 0.1 g, allantoin 0.1 g, beta-glucan 2 g, 

PEG-60 hydrogenated castor oil 0.2 g, propanediol 0.5 g, 

butylene glycol 4 g, 정제수 225 g이며, base 제형에 동백나

무 잎 찐차 친수층 30 mL, 정제수 45 mL를 넣고 Homomixer 

Mark Ⅱ (Model 2.5)에서 3,000 rpm 에서 2분간 mixing 제조

하였다.

5. 피부 임상 실험 방법

여드름균의 화농부위를 진정시키는데 동백나무 잎 추출물 토

너가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해 여드름이 있는 전라남도 여수

시 거주 고등학생(남) 6명을 대상으로 4주간 동백나무 잎 추출

물로 제조한 skin toner를 바르게 하고 피부진단기기(HL610 

Skin Analyzer)를 이용해 각 대상별로 여드름을 관찰하였다. 

각각의 실험군은 Grade Ⅲ 단계의 화농성 여드름균을 갖고 있

는 학생들로 선정하였으며, 화장품 제형의 도포는 양쪽 안면볼 

중앙을 기준으로 하였고 하루 2회 씩 아침과 저녁으로 2 g씩 바

르게 하였다.

Table 1. Media compositions for P. acnes  (200 basis)

Strains Media Compositions

P. acnes
KCTC 3314

Reinforced Clostridial Medium (RCM) ㎛

DI water 200 ㎖

Yeast extract 0.6g

Soluble starch 0.2g

Beef extract 2g

Cysteine hydrochloride 0.1g

Dextrose 1g

Sodium acetate 0.6g

Tryptose 2g

Agar 3g

Sodium chloride 1g

Table 2.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 of Camellia 
japonica

구분
Fermented

(발효차)
Heat-treated

(덖음차)
Steamed

(찐차)

DI 100 mL 17.99 61.24 77.94

EtOH 20 mL/ DI 80 mL 23.11 42.72 80.40

EtOH 40 mL/ DI 60 mL 34.25 66.06 85.16

EtOH 80 mL/ DI 20 mL 23.89 63.04 76.19

Note: The measured dilution factors of heat-treated and steamed leaf teas 
indicates 1024 while the one of fermented leaf tea indicates 512. 

Table 3. OH radical scavenging effect (%) of Camellia japonica L.

구분
Fermented 

(발효차)
Heat-treated 

(덖음차)
Steamed

(찐차)

DI 100 mL 49.40 52.98 65.34

EtOH 20mL/ DI 80 mL 38.36 60.18 64.80

EtOH 40mL/ DI 60 mL 64.87 63.24 65.71

EtOH 80mL/ DI 20 mL 50.48 52.84 63.24

Note: The dilution factor of all measured indicate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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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및 고찰

1.동백나무 잎차의 항산화능 평가

최근 노화와 성인병 질환의 원인이 활성산소에 기인한 것이

라는 학설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데, 활성산소는 

환경오염, 화학물질, 자외선, 혈액순환장애, 각종 스트레스 등

에 의해 산소로부터 과잉생산된 것으로 사람 몸속에서 산화작

용을 일으켜 세포막, DNA, 그 외의 모든 세포 구조를 손상시키

고 그 기능을 잃어버리거나 변질시킨다. 여러 아미노산을 산화

시켜 단백질의 기능저하, 핵산 염기의 변형과 유리, 결합의 절

단, 당의 산화분해 등을 일으켜 돌연변이나 암의 원인이 되기

도 하며, 각종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된다고 밝혀져 있다(Fang 

et al., 2002). 활성산소(oxygen free radical)란 우리가 호흡

하는 산소와는 다르게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산소로써, 과산화

수소(hydrogen peroxide, H
2
O

2
), 하이드록시라디칼(hydroxyl 

radical, •OH), 슈퍼옥사이드(superoxide,•O
2
–), 일중항산소

Table 4. Flavonoids of C. japonica  L. tea extract for hydrophilic fraction

Chemical structure Content (mg/L)

Total Flavonoids 301

Flavonols

Myricetic -

Quercetin 46.165

Kampferol 156.273

Table 5. Polyphenols of C. japonica  L. tea extract for hydrophilic fraction

Chemical Chmical structure Content (mg/L)

Total phenolics 194.019

Polyphenols

(-)-Epigallocatechin (EGC) -

(+)-Catechin hydrate (C) -

(-)-Epicatechin (EC) 21.266

(-)-Epigallocatechin gllate (EGCG) -

(-)-Gallocatechin gallate (GCG) -

(-)-Epicatechin gallate (ECG) 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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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t oxygen, 1O
2
)를 의미하며, 광범위한 범위에서는 생체 

성분과의 반응으로 유래된 peroxy radical (ROO•), alkoxyl 

radical (RO•), hydroperoxide (ROOH) 및 hypochlorous 

acid (HOCl) 등을 포함하는데, 이중, 1O
2
와 •OH 은 반응성이 

가장 큰 활성산소종으로 생체의 노화에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정환, 1999).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높기 때문에 과산화 

지질을 생성하고 세포와 조직에 손상을 가해 노화를 촉진시키

며, 산소와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활성산소종으로 유도되어 피

부의 광학적 손상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 효소적, 비효소적 항

산화 방어막을 파괴시켜 세포의 구성 성분들에 대한 손상을 야

기하여 피부의 지질 과산화와 탄력 섬유인 콜라겐과 엘라스틴

의 사슬절단 및 비정상적인 교차결합, 히아루론산 사슬의 절단 

및 비정상적인 교차결합, 멜라닌 생성 반응 촉진, DNA 및 피부 

구성 성분들의 손상이 일어나 피부의 주름 및 기미, 주근깨 등 

피부노화를 가져온다고 하였다(범희주, 2008). 이러한 활성산

소에 대항하는 항산화제는 체내에 있는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

거해 주고 세포를 산화적 손상으로 보호하여(Scott, 1997), 피

부의 노화를 방지해준다. 페놀성 물질은 2차 대사산물로서 식

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phenolic hydroxy1기를 가지므로 단백

질 및 거대분자들과 쉽게 결합하여,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며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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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DPPH radical spectra by hydrophilic and hydrophobic fractions for C. japonica  L. steam-treated tea extracts in EtOH 40 
mL/DI 60 mL condition. (a) control with DI water, (b) hydrophilic fraction, (c) control with EtOAc, and (d) hydrophobic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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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H radical spectra of a hydrophilic fraction for C. japonica  L. steam-treated tea extracts in EtOH 40 mL/DI 60 mL 
condition. (a) control with DI water and (b) hydrophilic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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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 화합물의 함량을 조사함으로서 천연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탐색하는 일차적인 자료가 될수 있다(유민정 등, 2010). 대표적

인 항산화제로써는 β-carotene, vitamin E, vitamin C, 코엔

자임 Q10, 녹차의 카테킨(epigallocatechin gallate, EGCG)등

이 쓰이고 있다. 동백에 관한 항산화 활성의 연구에서 동백나무 

종자와 줄기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추출물이 5 ㎎/mL 농도에서 

각각 40%와 30% 의 지질산화를 억제한다고 보고하였으며(박

종철과 최명락, 1996), 동백나무 잎과 꽃에 대한 실험을 하였

는데 측정 결과 최고농도 100 ㎍/㎎에서 동백나무 어린잎 추출

물이 성숙한 잎 추출물이나 꽃봉오리 추출물보다 높은 항산화 

활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이숙영, 2005). 본 실험에서는 동백

나무 잎 덖음차, 찐차, 발효차를 DI water 100 mL, EtOH 20 

mL/80 mL, /EtOH 40 mL/DI 60 ｍL, EtOH 80 mL/DI 20 

mL의 4가지 조건에서의 추출물을 EPR 장비로 DPPH radical

과 OH radical scavenging을 평가하였다(Table 1과 2). DPPH 

radical의 항산화 측정에서는 덖음차와 찐차가 발효차에 비해 

2배 이상의 항산화능이 높게 나왔으며, EtOH 40 mL/DI 60 조

건에서는 동백나무 잎차 3가지 모두 항산화능이 우수하게 관

찰되었다. OH radical 항산화 측정에서도 EtOH 40 mL/DI 60 

mL에서 3가지 동백나무 잎차 모두에서 항산능이 높게 나왔으

며, 찐차가 가장 좋은 항산화능을 보여주었다. DPPH radical 

항산화능 측정에서 희석배수가 높은 이유는 DPPH radical

이 OH radical에 비해 더 민감하며, OH radical이 상대적으

로 강력한 활성을 보임을 의미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백나무 

잎 찐차에 대해서 EtOH 40 mL/DI 60 mL 조건에서 추출한 

샘플을 친수성과 소수성 EtOAc층으로 나누어 DPPH radical 

scavenging를 살펴보았다(Figure 2). 항산화능의 평가는 peak

의 높이비로 계산이 가능하므로 Figure 2a에서 Figure 2b로 

peak의 높이가 줄어든 정도를 보면 61.5%의 항산화능이 측정

되었다. 이 값은 친수성 찐차 추출물을 1024배 희석하여 측정

한 값이므로 DPPH에 대한 항산화능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

다. 소수성 찐차 추출물인 경우에는 EtOAc를 control로 하여 

(Figure 2c)을 기준으로 소수성 찐차 추출물의 DPPH 항산화능 

(Figure 2d)은 대략 16.6%의 항산화능을 보여주었다. 소수성 

부분은 EtOAc로 희석하지 않고 원액을 바로 측정한 값이며, 동

백나무 잎 찐차 추출물의 경우 친수성 부분이 항산화능이 우수

한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예상 할 수 있다.

OH radical scavenging (Figure 3) 효과를 동백나무 잎 찐

차의 친수성 fraction으로 측정하였는데 8배 희석한 친수성 동

백나무 잎 찐차 추출물의 경우, EPR peak의 높이비로 정량하

였을때 66.7%정도의 항산화능을 보였다.

2. P. acnes균의 항균능 조사

여드름은 주로 얼굴, 가슴, 등 어깨 등에 발생하는 면포, 구

진, 농포, 낭종 및 결절 형성을 특징으로 하는 모낭피지선의 만

성 염증성 질환으로, 발생요인은 피지 분비의 증가, 피지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androgen 과 모지지선에서 번식하여 피지

를 분해하여 유리 지방산을 형성하는 P. acnes 에 의한 염증

으로 발생 한다고 알려져 있다(강효진, 2011). 여드름의 원인 

균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P. acnes는 통성 혐기

성 그람 양성간균으로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인 얼굴, 목, 등, 

가슴, 두피에 발생한다(박주아와 최미옥, 2008). 여드름의 치

료방법으로는 항생제나 retinoids를 경구로 투여하는 방법과 

benzoyl peroxide, azelaic acid, retinoic acid, salicylic acid, 

sulfur 등의 국소도포 방법이 있는데, 이와 같은 약물요법은 항

균작용 및 면포용해작용의 효능이 있는 반면 혈전증과 같은 부

작용과 항생제 내성균주의 출현, 피부의 건조증을 유발시키는 

부작용을 일으킨다.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줄이고자 천연물에

서 항균효과가 있는 연구들이 진행중이며, 동일한 동백속의 차

나무(Camellia sinensis)의 잎에 존재하는 폴리페놀성 화합물

이 항균작용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Tanaka et al.,1997). 

동백나무잎 추출물의 항균능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급성 신

부전증을 일으키는 세균성 원인균인 P. vulgaris와 식품유해

균인 Bacillus subtilis에 관한 연구가 있고(김선민, 2004), 식

품유해 미생물균 4종(E. coli, S. typhimurium, S. aureus, L. 

monocytogenes)의 항균능 실험이 있으며(권민경, 2003), 동백

나무 잎 메탄올 추출물로 식품 유해 미생물에 대한 실험을 하였

다(한영숙, 2005). 황색포도상구균을 비롯한 각종 식품 유해 미

생물균의 선행 연구들이 있으나, 피부 여드름의 주 원인균인 P. 

acnes균에 관한 선행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실험

에서는 P. acnes균에 대한 동백나무 잎 찐차의 항균능을 실험 

하였으며, paper disc method와 agar plate method 의 방법

으로 실험을 하였다. 실험결과 동백나무 잎 EtOAc층에서는 항

균능을 보이지 않았고, 친수성 동백나무 잎 찐차 추출물에서 뛰

어난 항균능을 보여주었으며, 100 μg/mL의 ampicillin의 clear 

zone 지름은 2.5 cm, 친수층의 경우 clear zone 지름은 1.9 

cm였고, 동백나무 잎 친수층은 항생제인 ampicillin 대비 0.56

의 값을 보였으며(Figure 4), P. acnes 항균 정량화 실험에서는 

친수성 동백나무 잎 찐차 추출물에 대해 86.94% (S.D.= 20)의 

항균능을 보였으며, 농도 및 처리양을 늘릴수록 항균능이 향상

되는 농도 의존적 경향을 보였다.

3. 피부진단 분석기기의 육안적 관찰

본 연구의 실험 대상자는 평소 심한 여드름으로 학업과 생활

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10대 청소년 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대상별 실험군 6명에게 친수성 동백나무 잎 찐차 추출물

로 제조된 skin toner를 아침, 저녁으로 바르게 하고 염증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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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양쪽 볼을 KPLS (×60)의 비율로 촬영하였으며, 다른 요인

에 의한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기간 동안 여드름 피부에 

개선 효과가 있는 다른 화장품의 사용을 제한하였고, 피부 진단

기기(HL610 Skin Analyzer)를 사용하여 4주 동안 육안적 관찰

을 하였는데, 화농이 있는 양쪽 볼을 1주차와 4주차의 피부상

태로 비교해 보면 1주차의 실험에서는 화농부위의 별다른 변화

가 없었으며, 2주차의 실험에서는 화농부위의 크기가 점차적으

로 줄어들고 염증부위가 진정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3주차의 

실험에서는 화농부위의 염증이 눈에 띠게 진정되어 있었으며, 

각 대상별 실험군에게 문진한 결과 염증으로 인한 약간의 통증

과 피부의 가려움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였다. 4주차의 실

험결과 화농으로 인한 염증의 부위가 진정되면서 실험 1주차의 

비해 화농의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화농부위의 염증이 눈

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화농성 여드름에서 블랙헤드 형태의 여

드름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ure 5). 또한 여드름 

제품 사용후 나타날 수 있는 피부의 부작용 및 사용상의 문제점

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동백잎 찐차 추출물로 제조된 skin 

toner는 여드름 피부의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Flavonoids 와 polyphenol 의 성분 분석 결과

최근 약용식물로부터 특정성분을 추출하여 천연물이 가지

는 2차 대사산물인 생리 활성 물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

는데 피부의 주름과 색소 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 알려진 활

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활성과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물질

은 phenolics, alkaloid, terpenoid 및 정유 성분과, 그 유도체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Tabance et al., 2001), 그 중 식물체내

의 페놀성 화합물은 phenolic hydroxyl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단백질 등의 거대 분자들과 결합 하는 성질을 가지며, 항산

화 활성, 항 미생물 활성 및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보호하고 심

장질환이나 암과 같은 질병의 진정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Scott, 1997). 현재까지 동백속 식물에 관한 연구는 purine 

base 인 caffeine, theobromine, theophylline 등의 약효성분

과 saponin, glycoside, flavonoid, tannin 등에 대해 주로 연

구되어 왔으며,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로 녹차와 동백나무잎

의 성엽, 신엽, 꽃 등의 비교 실험을 하였는데 항산화 활성 실

험결과 DPPH법에 의한 항산화 활성은 SOD 활성도가 높다고 

알려진 녹차보다 동백 신엽이 3배에 가까운 SOD 활성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이숙영, 2006). 국내에서 이루어진 동백의 성

분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연구는 동백 종자를 이용한 식용유지

의 생산에 관한 연구와 동백유의 특성과 동백의 일반 성분분석 

및 유박의 아미노산 함량 등이 연구 되었고 동백 종실의 지방

산은 stearic acid, palmitic acid, linolec acid 및 oleic acid 등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윤태헌, 1991), 동백

의 약리 성분에 관해서는 Fujita 등이 camellin, pipecolic acid 

및 eugenol 등의 화합물을 분리확인하였고, camelliagenin A, 

B 및 tubakisaponins B1, B2, C1, C2를 분리하였다(Fujita 

et al., 1973). 동백나무 잎의 주요 무기성분은 K, Ca, P 등으

로 확인되었고, 주요 유리당은 fructose, glucose, sucrose, 

구성 아미노산으로는 glutamic acid, aspartic acid,leucine 

및 phenylalanine이 조사되었으며, 동백나무 잎의 채취시기

별 flavonol 함량을 분석한 결과 quercetin,과 kaempferol이 

분리 및 동정되었다(김진희 등, 2006). 본 연구에서는 총 페

놀류 함량과 폴리페놀 중에서도 차잎류에 많이 함유되어 있

는 catechin 류에 대해서 성분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친수

Compounds R1 R2 R3

Myricetin H OH OH

Quercetin H OH -

Kampferol H - -

Figure 6.  Chemical structure of flavonoids in this study.

(a)

(b)

Figure 4.  Antimicrobial activity of C. japonica  L. extracts 
against P. ac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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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잎 추출물의 여드름 개선

성 동백나무 잎 찐차 추출물의 성분 분석결과 대표적인 3가지 

flavonoid의 함량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Figure 6).

동백나무 잎 찐차 추출물의 fraction에서 총 flavonoids 함

량은 301 mg/L로 정량되었으며, flavonoid 3종(myricetin, 

quercetin, kampferol)에 대한 HPLC 상기 조건에서 

myricetin, quercetin, kampferol 순으로 분리 및 분석하였다. 

kampferol과 myricetin이 상대적으로 분자내 hydroxyl (-OH) 

결합이 더 많고 이로 인하여 극성이 높게 되어 먼저 용출된다. 

flavonoid 3종에 대한 UV-Vis spectrum을 확인한 결과 최대 

흡수 파장은 360∼370 nm으로 확인되었으며, 표준물질 분석

하고자 하는 샘플의 flavonoid의 spectrum이 일치함을 확인하

였다. C. japonica L. tea extract (hydrophilic fraction) 샘플

에서는, quercetin 46.165 mg/L, kampferol 156.273 mg/L

로 각각 정량화되었으며, myricetin은 검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동백나무 잎 찐차의 총 phenolic 

compounds 함량은 194.019 mg/L으로 정량이 되었으

며, catechins 6종(EGC, C, EC, EGCG, GCG, ECG)에 대

한 HPLC 상기 조건에 의한 분석결과 극성이 높은 EGC부터 

1주 2주 3주 4주

#01

#02

#03

#04

#05

#06

Figure 5.  Clinical trials of students by skin toner with hydrophilic fraction in C. japonica  L. tea extract. Number (#) means each 
student participated in thi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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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C, EGCG, GCG, ECG의 순서로 극성이 낮은 순으로 분

리 및 분석되었다. catechin 중 EGC와 caffeine은 본 조건에

서 분리되지 않아, 표준용액 제조시 caffeine은 배제하여 조

제 및 HPLC 분석을 하였으며, EC 21.266 mg/L, ECG 7.019 

mg/L으로 정량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항산화능과 항균능은 

flavonods와 polyphenols 계열 성분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이 되며, 추후 각 성분의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항산화능 및 

항균능을 살펴 정확한 기전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최근 웰빙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화장품 소재도 인체에 부작

용이 적은 천연물의 화장품 소재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화학적

인 성분들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천연항균 소재의 화장품 개

발이 활발하다. 국내 화장품 시장의 규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

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현재 시중에는 각종 여드름 치료제와 

여드름 치료 보조제, 여드름 관련 화장품들이 있으나 천연항균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은 많지 않으며, 동백성분을 이용한 화장

품들은 대부분 동백 오일을 이용한 헤어샴푸나 모발보호 작용

을 하는 헤어 제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

백나무잎 찐차 추출물을 이용해 항균, 항산화능을 확인하였으

며, flavonoids와 polyphenol의 성분 분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피부에 적합한 화장품 제형을 만들어 피부 임상실험

을 통해 여드름 피부의 개선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천연 

항균, 항산화능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 하였

다. 실험결과 동백나무잎 추출물의 P. acnes균에 대한 항균능

은 동백나무 잎(물층)에 의한 clear zone이 항생제인 ampicilin

에 대해 0.56의 값을 보였으며, 동백나무 잎 추출물의 항산화

능은 찐차, 발효차, 덖음차를 실험한 결과 동백나무 잎 찐차의 

물층과 EtOH 40% 에서 DPPH와 OH radical 제거효과가 높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동백나무 잎 추출물 

토너 제형을 만들어 Grade Ⅲ 단계의 화농성 여드름 균을 갖고 

있는 학생 6명을 실험군으로 선정하여 4주간 임상실험 하였다. 

동백나무 잎(물층) 추출물 10% 로 조제한 화장품 제형은 1일 

정도 두어도 가라앉지 않을 정도의 좋은 분산도를 보였으며, 피

부 분석기기를 사용해서 여드름 피부의 개선도를 실험한 결과 

임상실험 2주 후 부터 서서히 여드름 부위의 화농크기와 염증

부위가 줄어드는 것을 육안 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동백나무 잎 추출물은 천연 항균, 항산화 소재의 화장품 제형으

로서 적합성과 유효성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를 바탕

으로 추후 플라보놀과 폴리페놀의 각 성분 또는 혼합비에 따른 

항산화능 평가 및 다른 피부 상재균의 항균능 평가, 다른 차 잎

과 식용오일과의 비교 연구와 항산화와 항균에 대한 매카니즘

의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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