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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피부는 자외선, 화장품 보존제 및 의약품 등에 지속적인 영

향을 받을 경우 항산화 효소의 불균형, 활성 산소의 급격한 증

가로 인하여 활성 산소종(ROS, reactive oxygen species)의 

생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활성 산소종은 free radical

로서 세포 및 조직에 강한 산화반응을 유발하여 산화적 스트

레스를 야기 시키는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이정희, 

2014; Cha et al., 2005; Claude et al., 1999). 산화적 스트

레스는 지질 이중막 구조로 이루어진 피부에 지질 과산화를 

촉진함으로써 피부 단백질의 구조를 무너뜨리고 세포막의 파

괴, 노화세포의 괴사,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파괴, 세포 외 기

질을 파괴하고 비정상적인 교차결합 유발에 관여하는 효소

(matrix metalloproteinase, MMPs)의 발현에 영향을 주어, 

결합조직을 손상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전형주와 권혜

진, 2014; Brickers & Athar, 2006; Cadenas, 1989; Davies, 

1987; Naqui et al. 1986; Park, 1997; Yaar & Gilchrest, 

1998). 피부는 활성산소종으로부터 세포 및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SOD, CAT, GPX 등의 항산화 효소와 α-Tocopherol, 

ascorbic acid 등의 비효소적 항산화제로 이루어진 방어망이 구

축되어 있다. 그러나 과잉의 활성산소종은 실질적으로 피부의 

효소적, 비효소적 항산화 방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적합한 

항산화제의 개발이 필요하다(Park, 2003). 가장 널리 이용되

고 있는 항산화제는 인공합성물인 butylated hydroxyanisole 

(BHA),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등의 폴리페놀 화합

물들이 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타민 C, E 이

외에 화학적 합성품의 사용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Kim & 

Shin, 2003).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폴리페놀 화합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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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vonoids, anthocyanins, tannins, catechins, isoflavones, 

lignans, resveratrols 등의 총칭이며, 과일 및 엽채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Urquiaga & Leighton, 2000; Dai & Mumper, 

2010). 폴리페놀에 존재하는 다수의 히드록실기(-OH)는 여러 

화합물과 쉽게 결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항산화, 항암 및 

항염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u & Foo, 2000; 

Cha et al., 1999). 최근에는 각종 생약, 식용식물 추출물 등

에서 보다 안전하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천연 항산화제를 개

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이며(Lim et 

al., 1996), 이렇게 항산화 효과가 높게 나타난 물질들은 항균

작용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있다(Lee et al., 2009; Lin et 

al., 1997). 

피부에는 다양한 피부 상재균이 존재하며 대부분 인간에게 

해를 주지 않는 비 병원성이거나 외부 유해균을 막아주고 영양

분을 공급하는 등의 이익을 주는 균들이다. 그러나 일부는 면역

력이 저하된 환자의 혈액에 침투하여 피부관련 질병을 일으키

기도 한다(Cogen et al., 2008). 피부 질환을 야기하는 피부 상

재균으로는 Propionibacterium acnes, Malassezia furfur, 

Candida albicans,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Escherichia coli 등이 주로 알려져 있다. S. 

aureus는 모낭염, 절종 및 옹종, 농가진 등의 피부 감염을 일

으키며, S. epidermidis는 2차 염증요인으로 작용하여 염증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김선영 등, 2010; Burkhart, 1999; 

Layton, 2006). 화장품은 기름이나 물이 주성분으로 미생물의 

탄소원이 되는 성분이 많이 배합되어 있어 진균, 세균 등의 미

생물이 침투하기가 쉬워 오염되는 경우가 많다. 피부 상재균 뿐

만 아니라 화장품 사용 시 오염되는 균으로 인한 피부염을 예방

하고 화장품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해 항균제의 첨가가 필요하

다. 이러한 항균제에는 합성 항균제와 천연 항균제가 있으며 합

성 항균제에 대한 피부자극과 안전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천

연 항균제의 개발이 중요시되고 있다(이지영&이건국, 2014; 

Marples, 1974; Jun et al., 2000).

물푸레나무는 낙엽활엽수로 우리나라 전국의 산기슭이나 중

턱의 골짜기에서 자생하며 수피는 회갈색 또는 흑갈색에 흰색

반점이 있으므로 백침목 또는 백심목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어

릴 때는 푸른색의 수피를 갖기 때문에 청피목 또는 진피수라

고도 한다(Kim et al., 1998). 또한 한방에서는 물푸레나무의 

껍질을 진피라고 하여 예로부터 눈병과 이질, 여성의 대하, 냉

증 등에 특효약으로 사용되었으며, 소염, 수렴, 해열 등의 효능

이 있는 것으로 동의보감에서는 밝히고 있다(Hur, 1994). 진피

의 주요성분으로는 coumarin, secoiridoid, phenylethanoid 

glycosid, lignans, flavonoids, triterpenes 등이 있으며, 이 화

합물들은 주로 항염, 항알러지 등의 효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Kostova & Iossifova,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푸레나무 껍질 MeOH 추출물 및 용

매분획물의 항산화 및 항균활성을 함께 연구함으로써 항노화 

및 다양한 피부문제점을 예방하며 천연 항균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Ⅱ. 연구방법

1. 기기 및 시약

실험에 사용한 물푸레나무 껍질은 경상북도 영천시 완산동에

서 재배한 것을 백장생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추출 및 

분획에 사용된 MeOH, n-hexane, chloroform (CHCl3), ethyl 

acetate (EtOAc) 등의 각종 유기용매는 SK chemical (Korea)

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물푸레나무 껍질 MeOH 추출물 및 용매 분획물 제조

물푸레나무 껍질은 Figure 1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건조한 물푸레나무 껍질(3 kg)은 MeOH을 추출용매로 사용하

여 상온에서 7일간 추출한 후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추출액은 회전식 감압 농축기로 농축하여 MeOH 추출물을 얻

었으며, 이 MeOH 추출물을 물에 혼탁시킨 후 용매의 극성도 

차이를 이용하여 n-hexane, CHCl3 및 EtOAc로 용매 분획하

였다. 각각의 용매 분획물은 회전식 감압 농축기로 농축하여 각 

분획의 건조물을 획득하였으며, 항산화 및 항균 활성 검색에 사

용하였다.

3. 항산화 활성 측정

1)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

DPPH법은 시료의 free radical 소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방

법으로 Blois (1958)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DPPH 

(1,1-diphenyl-2-picrylhydrazyl, Sigma-Aldrich, USA) 

시료를 MeOH에 용해하여 0.3 mM 용액으로 제조하였다. 96 

well plate에 각각의 시료를 20 μL 주입하고 DPPH 용액 180 

Figure 1. Extraction and solvent partitioning of the bark of 
Fraxinus rhynchophy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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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L 주입한 뒤 혼합시킨다. 이후 어두운 조건에서 30 min 동안 

상온 반응 시킨 뒤 492 nm에서 microplate reader (Autobio 

Diagnostics Co., Ltd., China)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α

-Tocopherol을 positive control로 사용하였으며, DPPH 소거

활성은 대조군과 실험군의 흡광도 차를 대조군의 흡광도로 나

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아래의 식과 같이 계산하였다.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대조군의 흡광도-실험군의 흡광도) / 대조군의 흡광도×100

2) ABTS 항산화활성

물푸레나무 껍질의 총 항산화력은 Miller et al. (1997)

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Sigma-

aldrich, USA)를 7 mM 농도로 증류수에 용해시키고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동량 첨가하여 암소에서 실온

에 6시간 방치한 후 이 용액을 MeOH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96 well plate에 각각의 시료를 20 μL 주입하고 ABTS 용액 

180 μL 주입한 뒤 혼합시킨다. 20분 동안 상온에서 암반응 시

킨 뒤 700 nm에서 microplate reader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rolox를 positive control로 사용하였으며, ABTS 소거활성은 

대조군과 실험군의 흡광도 차를 대조군의 흡광도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대조군의 흡광도-실험군의 흡광도) / 대조군의 흡광도 × 100

4.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Folin & Denis, 1912)으

로 비색 정량하였다. 각 MeOH 추출물과 n-hexane, CHCl3, 

EtOAc 및 물층은 2 mg/mL 농도가 되도록 dimethylsulfoxide 

(DMSO)에 녹인 후 0.2 mL를 시험관에 취하고 1차 증류수를 

가하여 2 mL로 만든 후, 0.2 mL Folin-Denis’ reagent를 첨

가하여 3분간 실온에 방치하였다. Na2CO3 포화용액 0.4 mL

에 증류수를 첨가하여 4 mL로 만들어 실온에서 1 h 방치한 후, 

microplate reader로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총 폴

리페놀 함량으로 환산하였다. 이 때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를 표준품으로 0-1000 μg/mL 농도로 작성한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함량을 구하였다.

5. 사용균주 및 항균 활성 측정

물푸레나무 껍질 MeOH 추출물 및 용매 분획물의 항균활

성을 확인하기 위해 paper disc 법을 이용하였다(Doh & Yoo, 

2014). 사용된 균주는 Staphylococcus epidermidis KCTC 

1917, Staphylococcus aureus subsp. aureus KCTC 1927, 

Escherichia coli KCTC 2571을 사용하였다. 각 균주는 10 mL 

broth 에 접종하여 37℃에서 24 h 동안 3회 계대 배양하여 활

성화시켰다. 활성화시킨 균주 0.1 mL를 새로운 broth 배지

에 접종한 후 배양하여 실험하였다. 미리 만들어둔 고체배지에 

107 cell/mL의 균을 접종한 후, 배지 위에 멸균된 paper disc 

(8mm, Advqutec, Tokyo, Japan)를 시료 수에 맞게 올리고 밀

착시켰다. 20 mg/mL 농도로 만들어진 각 추출물 45 μL를 접

종하고 37℃에서 24 h 동안 배양한 후 disc 주변에 생성 되어

진 생육저해환(clear zone (mm))의 직경을 측정하여 각 추출물

의 항균활성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대조군으로는 propylen 

glycol 을 사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물푸레나무 껍질의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

생체 내의 물질대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체내의 

항산화시스템에 의하여 제거되지만,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과

다하게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세포막에 있는 불포화지방산과 결

합하여 지질과산화를 야기하여 세포 내 구조적, 기능적 피해를 

가져온다. 이러한 지질과산화를 일으키는 free radical에 전자

를 공여하여 산화를 억제하는 능력인 DPPH의 전자공여능을 측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천연물질의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Leteliera et al., 2008). 물푸레나

무 껍질 MeOH 추출물은 100 μg/mL 농도에서 33.9%로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냈으며, 50 μg/mL 농도와 25 μg/

mL 농도에서는 활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극성의 차이를 

이용한 용매 분획물에서는 MeOH 추출물보다 더 높은 소거활

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하여 용매분획을 실시하였으며,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 능력을 시험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CHCl3 분획의 radical 소거활성은 100 μg/mL 농도에서 53.8%, 

50 μg/mL 농도에서 17.6%, 25 μg/mL 농도에서 9.8%로 나

Figure 2.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s of the MeOH 
extract, n-hexane layer, CHCl3 layer, EtOAc layer, and H2O layer 
of Fraxinus rhynchophy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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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EtOAc 분획의 radical 소거활성은 100 μg/mL 농도

에서 81.1%, 50 μg/mL 농도에서 53.6%, 25 μg/mL 농도에서 

15.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CHCl3 및 EtOAc 분획은 MeOH 

추출물과 비교하여 높은 radical 소거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EtOAc 분획은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α

-Tocopherol (100 μM, 84.1% radical 소거활성)과 유사한 항

산화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n-hexane 분

획과 물층에서는 radical 소거활성이 측정되지 않았다. 

2. 물푸레나무 껍질의 ABTS 항산화 활성

물푸레나무 껍질 MeOH 추출물 및 용매 분획물의 항산

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ABTS법을 이용하였다. ABTS 용액

은 potassium persulphate와 반응하여 700 nm에서 강한 흡

광도를 가지는 초록색의 불안정한 radical을 만들며, 생성된 

ABTS+ radical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시료에 의해 환원 될 

경우 흡광도가 감소되는 특징을 이용한 것으로 화장품 소재 개

발과 관련하여 널리 이용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이준영, 

2013). 물푸레나무 껍질 MeOH 추출물은 100 μg/mL 농도에

서 89.5%로 나타났으며 50 μg/mL 농도에서 59.6%, 25 μg/

mL 농도에서 33.0%의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용매 분획물에 

대한 항산화 활성을 측정해본 결과, CHCl3 분획은 100 μg/mL 

농도에서 93.0%, 50 μg/mL 농도에서 83.1%, 25 μg/mL 농도

에서 64.6%로 나타났으며, EtOAc 분획은 100 μg/mL 농도에

서 93.5%, 50 μg/mL 농도에서 93.0%, 25 μg/mL 농도에서 

80.1%로 나타났다. 또한, 물층은 100 μg/mL 농도에서 75.6%, 

50 μg/mL 농도에서 47.7%, 25 μg/mL 농도에서 30.0%로 나

타났다(Figure 3).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MeOH 추출물은 

positive control로 사용된 trolox (100 μM, 76.2%의 항산화 

활성)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항산화활성을 가지고 있으며, 용매 

분획결과 CHCl3 및 EtOAc 분획으로 활성이 이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n-Hexane 분획은 100 μg/mL 농도에서 24%의 낮

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MeOH 추출물과 용매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을 검증한 결과,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과 ABTS 항산화 활성이 서로 다

르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이준영(2013)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

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DPPH 방법과 ABTS 방법으로 측정한 

항산화 활성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DPPH 방법은 free radical

을 소거하지만 ABTS 방법은 cation radical을 소거함에 따라 

radical을 제거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며, 페놀물질의 종류

에 따라 두 기질에 결합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Wang et al., 1998; Meir et al., 1995). 

3. 물푸레나무 껍질의 총 폴리페놀 함량

폴리페놀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

사산물의 하나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며 phenolic 

hydroxyl기가 단백질 및 기타 거대 분자들과 결합하여 항산화 

및 항암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Lee et al., 2005). 항산화 활성은 폴리페놀 함량과 비례하

여 증가하는 것으로(Lee et al., 2005)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는 위의 실험적 결과들이 폴리페놀 함량과 연관성이 있는

지 알아보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물푸레나무 껍질 MeOH 추출

물 및 용매 분획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기존에 보고된 Folin-

Table 1.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MeOH extract, n-hexane, CHCl3, EtOAc, and H2O layer of Fraxinus rhynchophylla

MeOH extract n-hexane layer CHCl3 layer EtOAc layer H2O layer

polyphenol contents [mg/g (crude material)] 6.2 - 5.8 5.3 4.8

Gallic acid (0-1000 μg/mL) y=0.0562x + 0.5003, R2=0.9973 

Table 2. Antibacterial effects of the MeOH extract and solvent partitions of Fraxinus rhynchophylla

Samples
Clear zone (mm)

MeOH extract n-hexane layer CHCl3 layer EtOAc layer H2O layer

Staphylococuus aureus 17 21 27 20 -

Escherichia coli 12 - 13 14 12

Staphylococcus epidermidis 19 13 11.5 19 -

Figure 3. ABTS radical scavenging effects of the MeOH extract, 
n-hexane layer, CHCl3 layer, EtOAc layer, and H2O layer of 
Fraxinus rhynchophyl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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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is법을 사용하였으며(Singleton and Rossi, 1965),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된 정량곡선을 이용하여 각각에 대한 함

량을 구하였다.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물푸레나무 껍

질 MeOH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6.2 mg/g로 측정되었

으며, CHCl3 및 EtOAc 용매 분획은 각각 5.8 mg/g과 5.3 mg/

g로 측정되었다. 또한, 물층에서는 4.8 mg/g의 폴리페놀을 함

유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n-hexane 분획에서는 폴

리페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Figure 2와 3을 살펴보면, EtOAc 분획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나, 폴리페놀 함량은 CHCl3 

분획에서 조금 높게 측정되어 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활성과

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총 폴리페놀의 함량이 

DPPH 라디칼 소거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지만, 폴리페놀 화합물 종류에 따라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에 차이가 있으며 폴리페놀 화합물 중 특정 성분이 항산화 활성

에 기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hon et al., 2008).

4. 물푸레나무 껍질의 항균활성

물푸레나무 껍질의 MeOH 추출물과 용매분획물의 항균활

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S. aureus, E. coli 및 S. epidermidis 

균을 이용하였다. S. aureus 균에 대한 항균시험 결과 MeOH 

추출물은 17 mm, n-hexane 분획은 21 mm, CHCl3 분획

은 27 mm, EtOAc 분획은 20 mm의 clear zone을 형성하

여 우수한 항균 활성을 보였다. 또한, E. coli 균에 대한 항균

시험에서 MeOH 추출물은 12 mm, CHCl3 분획은 13 mm, 

EtOAc 분획은 14 mm, 물층은 12 mm clear zone을 형성

하였으며, n-hexane 분획은 항균활성을 타나내지 않았다. 

S. epidermidis 균에 대해서는 MeOH 추출물은 19 mm, 

n-Hexane 분획은 13 mm, CHCl3 분획은 11.5 mm, EtOAc 

분획은 19 mm의 clear zone을 형성하였다(Table 2). 이상의 

연구 결과와 같이 물푸레나무 껍질 MeOH 추출물과 용매분획

물은 피부 상재균에 대한 우수한 항균 활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아토피 유발균으로 알려진 S. aureus 균과 상처감염 원

인균으로 알려진 S. epidermidis 균에 항균효과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물푸레나무 껍질 MeOH 추출물과 용매분

획물은 특정 피부 상재균을 대상으로 하는 아토피 피부 개선용 

제품, 여드름피부용 제품, 민감성 피부용 제품 등에 적용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 론

물푸레나무 껍질 MeOH 추출물은 DPPH 및 ABTS를 이용한 

radical 소거활성에서 우수한 저해활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극

성의 차이를 이용하여 용매분획을 실시결과 CHCl3 및 EtOAc 

분획으로 radical 소거활성이 이행됨을 확인하였다. 총 폴리페

놀 함량과 항산화 활성과의 상관관계를 확인해본 결과, 가장 우

수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는 EtOAc 분획과 비교하여 CHCl3 

분획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폴리페놀 화합물 종류에 따

라 라디칼 소거능에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Shon 

et al., 2008). 피부에는 다양한 트러블을 유발하는 피부 상재

균이 존재하여 이들에 대한 물푸레나무 껍질 MeOH 추출물 및 

용매 분획물에 대한 항균활성을 측정해본 결과, S. aureus, E. 

coli, S. epidermidis 균에 대하여 우수한 항균활성을 나타냈

다. 이상의 결과들은 물푸레나무 껍질의 MeOH 추출물 및 용매

분획물이 항산화와 항균효과를 가지고 있어 새로운 기능성 화

장품 소재로서의 응용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향후 지속적

인 연구를 통하여 각 분획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 및 폴리페놀 

성분에 따른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고, 항균 활성을 나타내는 작

용기전 연구 및 활성 지표성분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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