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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기능성 식·약용 소재로 널리 이용되는 헛개나무의 화장품원료로의 개발을 위하여 다양한 생리

활성을 측정하였다. 헛개나무 과병과 뿌리의 열수추출물 및 에탄올추출물에 대한 DPPH법, ABTS법을 이용하여 항

산화활성 측정시 열매, 뿌리 모두 열수추출물에서 뛰어난 항산화효과를 나타냈으며, 멜라닌 색소합성에 관여하는

tyrosinase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tyrosinase 저해활성은 과병에탄올추출물(HDFE) 500 mg/L에서 32.0%의 억제능을 확

인 할 수 있었고, 뿌리에탄올추출물(HDRE)은 21.8%의 억제능을 보였다. 더 높은 농도인 1,000 mg/L에서는 과병열

수추출물(HDFW), HDFE 순으로 저해활성이 나타났다. 주름개선효과에 관한 활성은 collagenase와 elastase 저해활성

을 통해 측정하였다. 그 결과 elastase에서 과병에탄올 추출물을 제외한 모든 추출물이 두 효소를 모두 저해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같은 농도에서는 collagenase의 활성이 더 크게 저해됨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헛개나무

추출물의 항산화활성과 미백 및 주름개선효과를 이용하여 기능성 화장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Hovenia dulcis var. koreana Nakai has been reported to liver function improvement effect as functional

materials for food and medicine. On these facts, biological activity and safety test were conducted to evaluate

biological activities of the fruit petiole and root extracts of H. dulcis as a potential cosmeceutical ingredient.

Cosmeceutica activities of different extracts were examined by l.l-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generation, the ABTS+ cation decolorization, tyrosinase activity, collagenase activity and elastase activity

compared with the properties of the commercial antioxidant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and L-ascorbic acid

(AA). The antioxidant activities HDFW, HDFE, HDRW and HDRE were 83.6%, 39.6%, 85.9% and 74.5% in

DPPH assay, 99.5%, 13.7%, 96.4% and 88.6% in ABTS assay. Tyrosinase inhibitiory activities HDFW were

56.0% at 1,000 ppm. Measured the inhibition effect of the H. dulcis about collagenase and elastase where break

the peptide bonds in collagen and enzyme from the class of proteases where exists in the dermis. The H. dulcis

was inhibition the two kind enzymesm, collagenase activities being on a high scale inhibition, was same

concentration. Uses the anti oxidation effect and a anti-wrinkle effect of this resultant H. dulcis and with the

functional cosmetics use is thought with the fact that will be possible.

Key words : H. dulcis var. koreana Nakai, Cosmeceutical, anti-oxidant activity, anti-wrinkle

서 론

건강하고 여유로운 삶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인

들의 피부건강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미

백, 주름, 자외선차단의 기능성화장품이 화장품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증가하고 있으며, 피부질환 및 노화예방

적인 측면이 강조되고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는 천연재료

에서의 기능성화장품 제제의 선호도가 증가 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고기능성화장품 제제개발에 관련된,

피부안전성 확보와 활성 성분의 안정성 연구가 미비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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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며, 실제 효능이 밝혀진 물질은 그다지 많지 않다. 따

라서 과학적으로 명확히 그 기능이 입증된 기능성 화장

품의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

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의 변화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항산화제에는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 reductase 등의 효소계열의 예방적 항

산화제와 phenol성 화합물, flavone 유도체, tocopherol

류, ascrobic acid 등의 천연 항산화제와 BHA(butylated

hydroxyanisol), BHT(butylated hydroxytolune), NDGA

(nordihydro-guaiaretic acid)등의 합성 항산화제가 있다.

이중 합성항산화제인 BHA, BHT 등은 탁월한 항산화 효

과와 경제성으로 널리 사용 되었으나 생체요소 및 지방

의 변이원성 및 독성으로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

가 있고 피부 안전성, 화장료 배합 안정성면에서 문제점

을 가지고 있어 보편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항산화제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Black, 1987).

본 연구의 실험 재료인 헛개나무(H. dulcis var. koreana

Nakai)는 우리나라 중부이남 해발 800 m 이하에서 자생

하는 갈매나무과의 교목으로 지구자나무, 호깨나무 또는

호리깨나무라고도 불리고 있다. 수피는 흑회색이며, 과병

은 갈색이 돌고 닭의 발톱모양이다(Kim et al., 2006).

본초강목에 따르면 과병은 단맛과 향을 내어 식용 또

는 과주(果酒)로 이용되고, 술을 분해하는 작용이 있다고

하며, 생즙은 술독을 풀고 구역질을 멎게 한다고 한다. 문

헌적 고찰에 따르면 헛개나무의 효능에 대한 연구는 주

로 음주 행위로부터 발생되는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

화 또는 제거할 목적으로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다. 또

한 헛개과병의 단맛을 이용한 감미료로서의 이용 가능성과

항 알러지 치료 가능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Yohsikawa and

Murakami, 1996).

이에 본 연구는 기능성 식·약용 소재인 헛개나무의

과병과 뿌리의 추출물로부터 식물의 화장품생리활성을

통해 헛개나무의 화장품원료로의 이용가치를 규명함으

로서 기초적인 연구정보를 확보하여 기능성 화장품과 식

품산업에 원료를 공급하고 직접 적용함으로서 산림자원

을 이용한 고부가가치성 소재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을

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식물재료 및 추출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공시 재료는 과병 생산량이 많은 헛

개나무 우량품종 육성을 위하여 1998년 전국 10개 지역

으로부터 선발한 우량개체 후보목에서 접수를 채취하여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자원육성부에 조성된 클론보존원에

서 열매와 뿌리를 채취하여, 열수추출물의 경우 시료의

10배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85oC에서 3시간 환류냉각 추

출하여 상등액과 침전물을 분리하여 3회 반복 추출하였

으며, 에탄올추출물의 경우 70% 에탄올을 시료 중량의

10배 양을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침지하여 상징액과

침전물을 분리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3회 반복 추출 하

였다. 각 추출물을 여과, 농축 및 동결건조 후 4oC냉장실

에 보관하여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2.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분석방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AOAC(1984)로 측정하였으며, 시료에 folin시약을 가하

고 5분간 정치한 다음 포화 Na
2
CO

3 
용액을 가하였다. 이

혼합액을 1시간 동안 정치한 후 64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표준곡선은 tannic acid를 이용한 표준곡선으로

양을 환산하였다[mg TAE(Tannic acid equivalents)/g

extract].

3. DPPH radical 소거능 측정

전자공여능(EDA; electron donating ability)은 Blois의

방법(1958)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 시료용액 2 mL에 0.2

mM의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1 mL 넣고

교반한 후 30분간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전자공여능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

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4. ABTS radical cation 소거능 측정

ABTS radical을 이용한 항산화력 측정은 ABTS+

cation decolorization assay 방법(Roberta et al., 1999)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7 mM 2, 2-azino-bis(3-ethylbenz-

thiazoline-6-sulfonic acid)와 2.4 mM potassium persulfate

를 혼합하여 실온인 암소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ABTS+을 형성시킨후 ethanol로 희석 하여 ABTS+ 100

µL에 시료 100 mL를 가하여 1분 동안 방치한 후 7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5.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

SOD 유사활성은 Marklund의 방법(1974) 에 따라 측정

하였다. 각 시료용액 0.2 mL에 Tris-HCl의 완충용액(50

mM Tris 10 mM EDTA, pH 8.5) 2.6 mL와 7.2 mM

pyrogallol 0.2 mL 가하여 25o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1.0N HCl 0.1 m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반응액

중 산화된 pyrogallol의 양을 420 nm에서 측정하였다.

SOD 유사활성은 시료용액의 실험구와 대조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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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측정은 Stirpe의 방법(1969)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 시료용액 0.1 mL와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5) 0.6 mL에 xanthine (2 mM)을 녹

인 기질액 0.2 mL를 첨가하고 xanthine oxidase(0.2 U/

mL) 0.1 mL를 가하여 37oC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1N

HCl 1 mL를 가하여 반응을 종료시킨 다음, 반응액 중에

생성된 uric acid의 양을 흡광도 292 nm에서 측정하였다.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

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7. Tyrosinase 저해효과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은 Yagi 등(1986)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반응구는 0.175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8) 0.5 mL에 10 mM L-DOPA를 녹인 기

질액 0.2 mL 및 시료용액 0.1 mL의 혼합액에 mushroom

tyrosinase(110 U/mL) 0.2 mL를 첨가하여 37oC에서 2

분간 반응시켜 반응액 중에 생성된 DOPA chrome을

475 nm에서 측정하였다. Tyrosinase 저해활성은 시료

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

었다. 

8. Elastase 저해활성 측정

Elastase 저해활성 측정은 Cannell 등(1987)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추출물을 일정 농도가 되도록 조제하

여 0.5 mL씩 시험관에 취하고, 50 mM Tris-HCl buffer

(pH 8.6)에 녹인 porcine pancreas elastase(2.5 U/mL)용액

0.5 mL을 가한 후 50 mM Tris-HCl buffer(pH 8.6)에 녹인

기질 N-succinyl-(L-Ala)3-p-nitroanilide(0.5 mg/mL)을 첨가

하여 20분간 반응시켜 기질로부터 생성되는 p-nitroanilide

의 생성량을 405 nm에서 측정하였다. Elastase 저해 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

내었다.

9.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은 Wunsch 등(1963)의 방법

에 따라 측정하였다. 즉 반응구는 0.1 M Tris-HCl buffer

(pH 7.5)에 4 mM CaCl
2
를 첨가하여, 4-phenylazoben-

zyloxycarbonyl-Pro-Leu-Gly-Pro-D-Arg(0.3 mg/mL)를 녹인

기질액 0.25 mL 및 시료용액 0.1 mL의 혼합액에

collagenase(0.2 mg/mL) 0.15 m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6% citric acid 0.5 mL을 넣어 반응

을 정지 시킨 후, ethyl acetate 1.5 mL을 첨가하여 3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ollagenase 저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

내었다.

결과 및 고찰

1. 폴리페놀 함량 측정 

페놀성 화합물은 식물계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2차 대

사산물의 하나로서 다양한 분자구조와 분자량을 가진다.

이들은 phenolic hydroxyl(OH)기를 가지기 때문에 단백

질 및 기타 거대 분자들과 쉽게 결합하여, 항산화, 항암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며(Jung et al., 2004), 이들

대부분은 식물기원으로 나무, 수피, 줄기, 잎, 과일, 뿌리,

꽃, 씨앗 등의 식물 모든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Choi et

al., 2003; Kim et al., 2000). 본 실험에서 사용한 헛개나

무의 총 폴리페놀 화합물의 함량을 tannic acid를 기준물

질로 하여 측정한 결과 Table 1과 같이 과병 열수추출물

은 11.5 mg TAE/g, 뿌리 열수추출물은 17.6 mg TAE/g

으로 열수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 DPPH radical 소거활성 확인

전자공여능 측정에 사용된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는 화학적으로 안정화된 free radical을 가지고 있

는 물질로 유기용매에 매우 안정하며 515~520 nm 부근

에서 최대 흡광도를 가지는 보라색 화합물이다. 항산화

활성이 있는 물질과 만나면 전자를 내어주면서 radical이

소멸되고 탈색이 되기 때문에 항산화 활성을 육안으로 쉽

게 관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소재로부터 항산

화 물질을 검색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Heo et al.,

2006). 

헛개나무 추출물의 천연 항산화제로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자공여능 측정결과 Figur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HDFW 경우 60 mg/L에서 65.9%의 효능을

보였고, HDLW 경우 76.4%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에

탄올추출물보다 열수추출물이 더 높은 효능을 보였으며,

효능은 HDLW, HDFW, HDRE, HDRE 순으로 나타났다.

3. ABTS radical cation 소거능 확인

DPPH radical의 소거활성과 같이 일반적으로 많이 사

Table 1. The contents of total polyphenol from H. dulcis

extracts.

Samples Polyphenol contents (mg TAE/g)

1HDFW 11.5
2HDFE 0.5
3HDRW 17.6
4HDRE 10.7

1HDFW : H. dulcis fruit petiole extracted with water
2HDFE : H. dulcis fruit petiole extracted with ethanol
3HDRW : H. dulcis root extracted with water
4HDRE : H. dulcis root extracted with ethanol.



헛개나무 추출물의 화장품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 839

용 되는 ABTS radical cation 소거능은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ABTS)와 potassium persulfate와의 반응으로 ABTS+

radical이 생성되면 특유의 색인 청록색을 띄게 되는데,

시료를 첨가함에 따라 연한녹색으로 decolorization되는

것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hydrogen-donating antioxidant와

chain breaking antioxidant 모두를 측정 할 수 있다

(Wang et al., 1998).

헛개나무 추출물의 ABTS radical cation 소거활성 측정

결과, 열수추출물에서 높은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Figure

2). HDFW의 경우 낮은 농도인 60 mg/L에서 89%로

DPPH법에 의한 radical 소거능 보다 항산화력인 다소 높

게 나타났다. 이는 radical 소거능이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DPPH 경우는 free radical 이지만 ABTS는 cation

radical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4.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 측정 

항산화 효소 중의 하나인 superoxide dismutase(SOD)

는 반응성이 매우 강한 superoxide radical( )과 반응하

여 hydrogen peroxide(H
2
O

2
)생성을 촉매 하는 효소로 산

소를 소비하는 모든 생물종에 존재하며 대표적인 활성산

소 저해제이다. 가장 독성이 강한 hydroxy radical의 생성

을 예방하는 작용을 하여 현재 항염증소재나 피부 노화

방지를 위한 미용소재로 화장품 등의 첨가제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Pryor, 1986).

이러한 피부 노화방지와 관련이 있는 SOD 유사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ure 3과 같이 나타내었다. 헛개나무 추출

물의 SOD 유사활성 능을 측정한 HDFW 1,000 mg/L에

서 23.3%로 대조군인 L-ascorbic acid 와 비교시 매우 낮

은 SOD유사활성을 나타내었다. 

5. Xanthine oxidase 저해활성 측정

Xanthine oxidase는 xanthine을 기질로 하여 uric acid

를 생성 하는 과정에서 superoxide radical을 생성하며,

purine, pyrimidine, pteridine, aldehyde류 및 heterocyclic

compound 등의 대사에 관여하는 비 특이적 효소로서 생

체 내에서는 주로 purine체의 대사산물인 hypoxanthine을

xanthine으로, xanthine을 다시 산화시켜 uric acid를 생성

O
2
  ⋅

Figure 1.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H. dulcis extracts.
HDFW : H. dulcis fruit petiole extracted with water. HDFE :
H. dulcis fruit petiole extracted with ethanol. HDRW : H.

dulcis root extracted with water. HDRE : H. dulcis root
extracted with ethanol. BHA:Butylated hydroxyanisole. Result
are means ± S.D. of triplicate data.

Figure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H. dulcis extracts.
HDFW : H. dulcis fruit petiole extracted with water. HDFE :
H. dulcis fruit petiole extracted with ethanol. HDRW : H.

dulcis root extracted with water. HDRE : H. dulcis root extracted
with ethanol. AA : L-ascorbic acid. Result are means ± S.D.
of triplicate data.

Figure 3. SOD-like activity of H. dulcis extracts. HDFW : H.

dulcis fruit petiole extracted with water. HDFE : H. dulcis

fruit petiole extracted with ethanol. HDRW : H. dulcis root
extracted with water. HDRE : H. dulcis root extracted with
ethanol. AA : L-ascorbic acid. Result are means ± S.D. of
triplicat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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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반응의 촉매로 작용하는 효소이다(Ziegler et al.,

1971; Duke et al., 1973; Hayashi et al., 1988).

헛개나무 추출물의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을 측정

한 결과를 Figure 4에 나타내었다. 1,000 mg/L에서 HDFW,

HDFE, HDRW, HDRE 순으로 23.9%, 8.6%, 22.6%,

17.3%의 효능을 나타내었다. 양성대조군인 L-ascorbic

acid 1,000 mg/L에서 89%의 효능을 보인것과 비교시 헛

개나무의 xanthine oxidase 저해 활성능이 미미하게 나타

났다.

6.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인 멜

라닌(melanin)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페놀류의 고분

자 물질로 검은 색소와 단백질의 복합체로 알려져 있고,

사람의 피부에서는 자외선에 대항하는 기작으로 생합성

이 촉진 된다(Yoneta et al., 2004). 멜라닌 색소는 피부를

보호하는 긍정적인 면을 갖고 있으나, 과잉 생성은 기미, 주

근깨, 피부반점 등을 유발하며 멜라닌 전구물질의 독성

으로 인한 세포의 사멸 및 피부암 생성이 촉진되기도 한

다(Kameyama et al., 1993).

Tyrosinase는 피부의 색소성분인 melanin을 생성하는

주 효소이므로 tyrosinase의 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은 피부미백을 목표로 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첨

가제로 이용할 수 있다. 피부에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유

도하여 피부노화와 손상을 초래하는 tyrosinase에 대한 헛

개나무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활성 결과 HDFE 500

mg/L에서 32%의 억제능을 확인 할 수 있었고, HDRE는

21.8%의 억제능을 보였다(Figure 5). 더 높은 농도인

1,000 mg/L에서는 HDFW, HDFE 순으로 저해활성이 확

인 되었다. 

7. Elastase 저해활성 측정

피부의 진피조직 속에는 collagen과 피부의 탄력성에

관련된 elastin이 그물망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elastin

이 elastase에 의해 분해되어 피부의 그물망 구조 결합이

끊어짐으로, elastase가 주름생성의 주원인 효소로 알려져

있으며(Lee et al., 2003), elastase 저해제는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작용을 나타내고, ursolic acid 등이 elastase 저

해제로 이용되고 있다(Tsuji et al., 2001). 그리고 체내의

elastin을 분해하는 백혈구 과립 효소 중의 하나로 이상조

직에서는 효소의 활성이 극히 높아 조직 파괴에 직접적

인 원인이 되어 피부의 주름 및 탄력성 소실을 유발한다

(Roth et al., 1980, DeWitt et al., 1981). 이러한 주름

생성과 관련된 elastase 저해능을 측정한 결과 Figure 6과

같이 나타내었다. 헛개나무 열매 에탄올추출물에서는

elastase 저해능이 없었으며, 헛개나무 뿌리 추출물은 500

mg/L에서 50%가 넘는 elastase 저해능을 나타내었다. 

8. Collagenase 저해활성 측정

Collagen은 피부, 건(tendon), 뼈 및 치아의 유기 물질의

대부분을 형성하는데, 특히 뼈와 피부의 진피에 그 포함

량이 높다. Collagen의 주된 기능으로는 피부의 기계적

견고성, 결합조직의 저항력과 조직의 결합력, 세포 접착

의 지탱, 세포 분할과 분화의 유도 등이 알려져 있다(Jeroma

et al., 1998). 이러한 collagen은 연령 및 자외선 조사에 의

Figure 4. Inhibition rate of H. dulcis extracts on xanthine
oxidase. HDFW : H. dulcis fruit petiole extracted with water.

HDFE : H. dulcis fruit petiole extracted with ethanol. HDRW

: H. dulcis root extracted with water. HDRE : H. dulcis root
extracted with ethanol. AA : L-ascorbic acid. Result are

means ± S.D. of triplicate data.

Figure 5. Inhibition rate of H. dulcis extracts on tyrosinase.

HDFW : H. dulcis fruit petiole extracted with water. HDFE :

H. dulcis fruit petiole extracted with ethanol. HDRW : H.

dulcis root extracted with water. HDRE : H. dulcis root

extracted with ethanol. AA : L-ascorbic acid. Result are

means ± S.D. of triplicate data.



헛개나무 추출물의 화장품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 841

한 광노화에 의해 감소하며, 이는 피부의 주름 형성과 밀

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El-Domyati et al., 2002;

Giacomoni et al., 2001; Wlaschek et al., 2001). 또한

collagen은 트립신 등의 단백질 분해효소의 작용을 받지

않으나, collagenase에 의해 분해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Grant et al., 1959; Demina and Lysenko, 1996), 헛개

나무 추출물의 collagen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ure 7과 같다. 

헛개나무 열매 열수추출물과 뿌리 에탄올추출물의 경

우 250 mg/L에서 각각 68.1%, 68.3%의 collagenase 저

해 활성을 나타내어 양성대조군인 BHA와 유사한 결과

를 보였다. 이는 피부 내에서 collagenase의 활성을 억제

함으로서 collagen의 분해를 막아 주름생성을 억제할 것

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숙취해소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 헛개나무의

새로운 용도 개발을 위하여 헛개나무 과병과 뿌리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에 대한 화장품생리활성을 측정

하였다. 헛개나무 추출물의 전자공여능 측정결과 에탄올

추출물보다 열수추출물 더 높은 효능을 보였으며, ABTS

radical cation 소거활성 측정결과, 에탄올 추출물에서 높

은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HDFW의 경우 낮은 농도인

60 mg/L에서 89%로 DPPH법에 의한 radical 소거능 보

다 항산화력이 높게 나타났다. Tyrosinase는 피부의 색소

성분인 melanin을 생성하는 주 효소이므로 헛개나무의

미백활성능을 측정하고자 tyrosinase의 활성억제 측정시

HDFE 500 mg/L에서 32%의 억제능을 확인 할 수 있었

고, HDRE는 21.8%의 억제능을 보였다. 주름 생성과 관

련된 elastase 저해능을 측정한 결과 HDFE에서는

elastase 저해능이 없었으며, HDRW 및 HDRE는 500

mg/L에서 50%가 넘는 elastase 저해능을 나타내었다. 또

주름생성과 관련된 collagenase 저해 활성 측정시 HDFW

와 HDRE가 양성대조군인 BHA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헛개나무의 여러 추출물 중에서 HDRE가 화장품

생리활성이 높게 측정 되었으며, 이는 식품뿐만 아니라

천연의 화장품 원료로써 헛개나무의 이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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