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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항노화 및 피부 보습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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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 of extraction conditions of yam (Dioscorea aimadoimo) on antioxidant,

moisturizing, collagenase activity, proliferation, and migration. Yam has been recognized as a healthy food due to its

various biological activities, such as anti-obesity, anti-constipation, anti-mutagenic activities, as well as its ability to

decrease blood glucose and cholesterol levels.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high temperature ethanol extract of

Dioscorea aimadoimo (HDA) had shown 70.6% at 400 mg/ml, and low temperature ethanol extract of Dioscorea

aimadoimo (LDA) had shown 40% at 400 mg/ml. SOD-like activities of LDA and HDA were 23% and 34% at 400

mg/ml respectively. LDA significantly reduced the activity of collagenase in a dose-dependent manner, which was

higher than HDA. The water contents in LDA-treated skin and HDA-treated skin were increased by 45.63% and

38.65% than the placebo cream respectively. The cellular proliferation of human dermal fibroblast neonatal (HDFn) was

evaluated by MTT and cell migration assay. Compared to control, the cell proliferation was elevated to 109.7% and

114% by the treatment of LDA and HDA respectively at the concentration of 200 mg/ml. In addition, LDA and HDA

were induced cell migration in HDFn. Our study suggests that LDA and HDA should be a very useful cosmetic

ingredient, as anti-aging and skin moistur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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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마는 백합목 마과(Dioscoreacea)의 다년생 덩굴 식물로 현재

까지 10속 650여 종이 알려져 있으나 이들 중 약 10여 종이 식량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1). 국내에서는 둥근마(D. opposita

Thunb.) 또는 장마(D. batatas)로 분류되는 종류가 주로 재배되며,

익산지역에서는 ‘서동마’인 단마(Dioscorea aimadoimo)를 주로 재

배하고 있다2). 마의 성분으로는 15～20%의 전분질, 1～1.5%의

단백질, 1%의 지질, 미량의 미네랄 및 비타민을 포함하고 있으

며, saponin, tannin, polyphenol, allantoin, uronic acid,

chellidonic acid, sitosterol, mucin, araginine, yonogenin,

kryptogenin, diosgenin 등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포함하고 있

다3-6). 최근 마의 유용 생리활성 물질에 의한 혈당 강화, 콜레스테

롤 저하, 항당뇨, 지질분해효소 저해 활성, 항돌연변이 활성과 뮤

신에 의한 항비만 및 배변 증대 활성 등이 보고되었고
7-11)

, 한방

에서는 산약이라 부르며 맛은 달고 성질은 平하고, 脾臟이 허약

하여 나는 설사, 오랜 이질, 노점으로 인한 해수, 消渴, 유정, 대

하증, 소변 빈삭의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12)

.

유해산소로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은 생체에 존재하는 항산화 효소(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clutathione peroxidase, glutthione reductase)와 비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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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항산화제(tocopherol, ascorbic acid, carotenoid, flavonoid,

glutathione)들로 구성된 항산화 방어체계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세포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활성산

소종의 과도한 생성이나 시스템의 기능 저하로 산화적 스트레스

를 받게되면 노화나 암 등의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발시키게 된

다
13)

. 또한 피부 항산화제 파괴, 지질 과산화반응의 개시, 단백질

의 산화, DNA 산화, 결합조직 성분인 콜라겐, 히아루론산 등의

사슬절단 및 비정상적인 교차결합에 의한 주름생성, 멜라닌 생성

등 피부노화를 가속시킨다.

노화된 피부의 대표적인 증상은 주름의 발생으로 피부가 위

축되고 탄력이 감소되며 건조해진다. 피부 노화는 피부세포 및

조직의 구조적, 기능적인 변화로 인한 현상으로, 내인성 노화

(intrinsic aging)와 외인성 노화(extrinsic aging)로 구분된다. 내

인성 노화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로 유전적

요인이 가미된 피부 주름의 발생을 의미하고, 외인성 노화의 경

우는 환경적 요인에 의한 피부주름의 발생을 의미한다14-16). 내인

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는 모두 피부 진피층에 존재하는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의 구조적인 변화로 발생되는데 그 구

성 요소 중 탄력섬유(elastic fiber)의 변성과 교원질(collagen)의

감소가 피부 주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7,18). 한편 각질층은

정상인의 경우 10～2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보습

을 유지하지만 수분 함량이 감소하면 가려움, 주름생성 등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 따라서 건강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위해서는

각질층의 충분한 수분함유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건조한 환경에

서도 수분손실을 억제해주는 장벽이 필요하다19).

단마는 musin을 비롯한 polyphoenol, saponin, tannin,

diosigenin 등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피부에서 항노화 및 보습효

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민간에서도 자양강장 및 피부미용에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단마 에탄올추출물을 상온 또는 8

0℃로 추출하여 과잉의 활성산소종의 제거 및 생체 내 항산화 시

스템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조사하였고, 교원질 분해효소

(Collagenase)의 활성 억제 효능과 피부 보습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세포 재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세

포 증식과 이동성에 관하여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 추출

마 시료는 금마농협(익산시)에서 단마(Dioscorea aimadoimo)

분말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단마 분말 400 g에 에탄올 4,000

ml를 넣고 실온에서 7일간 추출한 후 여과지에 여과시킨 다음

감압농축 하고 동결건조 시켜 분말 형태의 시료 12 g(수득률 3%)

을 얻었으며, 냉침추출물(low temperature extract of Dioscorea

aimadoimo, LDA)로 사용하였다. 온침추출물(high temperature

extract of Dioscorea aimadoimo, HDA)은 위와 동일한 양을 8

0℃에서 3시간 추출한 후 3,000 rpm/min으로 원심분리한 추출

액을 여과지로 여과하여 감압농축 후 동결건조 하여 26.4 g(수득

률 6.6%)을 얻었다.

2. 시료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DMEM), fetal bovine

serum(FBS)은 Gibco(NY, USA)사 제품을,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는 Sigma(USA)사 제품을,

CytoSelectTM 24-well Wound Healing Assay은 Cell

Biolabs(CA, USA)사 제품을, EnzChekⓇ Gelatinase/Collagenase

Assay Kit invitrogen(CA, USA)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3. DPPH 라디칼 소거능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Sigma, USA)라디칼

소거능은 Blois20)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를 MeOH로 녹여

500 ㎕를 1.5 ㎖ tube에 넣고 0.3 mM DPPH 500 ㎕를 넣어 총

양이 1 ㎖가 되도록 하였다.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Bio-Tek, USA)로 517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시료 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

사이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 100-{(시료첨가구의 흡광도/무첨가구 흡광도)×100}

4. SOD 활성 측정

Superoxide dismutase (SOD) 활성 측정은 Marklund21) 등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일정농도의 시료 0.2 ㎖, Tris-HCl buffer

[50 mM Tris(hydroxymethyl) aminomethane + 10 mM EDTA,

pH 8.5] 3 ㎖, 7.2 mM pyrogallol 0.2 ㎖을 첨가하고 25℃에서 10

분간 반응시키고 1 N HCl 1 ㎖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반

응 액 중 산화된 pyrogallol의 양은 420 nm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 (Bekman, Germany)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

정하였으며 SOD 유사활성은 시료 용액의 첨가구와 무첨가구 사

이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SOD 유사활성능 (%)

= 100-{(시료첨가구의 흡광도/무첨가구 흡광도)×100}

5. Collagenase 억제 활성 측정

Collagenase 활성 억제력 평가 실험은 EnzCheck

Gelatinase/Collagenase assay kit (Invitrogen, USA)를 사용하여,

substrate로는 DQTM gelatins from pig skin, fluorescein

conjugat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96-well plate에 reaction

buffer를 150 ㎕, 시료 20 ㎕, collagenase (10 u/㎖) 20 ㎕, gelatin

(100 ㎍/㎖) 10 ㎕을 가하여 잘 섞어준 후 37℃ 암실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실험결과는 fluorescence micro plate reader

(Bio-T다, USA)를 사용해 495/515 nm에서 측정하였다.

6. 피부 보습 효과 측정

연구대상은 과거에 알레르기성 질환이나 아토피 피부염 등

질환의 병력이 없는 건강한 성인 남녀 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검사 전 최소 일주일 동안 경구 부신피질 호르몬제나 항히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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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제, 항염제를 복용하지 않았으며, 검사 부위에 국소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바르지 않았다. 연령은 28세에서 34세까지 였으며 평

균 연령은 31세였다. 수분 함량을 피부 정전부하용량 계측법

(skin capacitance measurement)으로 측정하는 장비인 피부 수분

량 측정기(Corneometer CM 825)를 이용하여 피부의 수분 함량

을 측정하였다. 시험 시작 30분 전부터 항온항습 조건(20~22℃,

상대습도 40~55%)의 실내에서 대기한 지원자의 상박부에 각각

의 시료를 균일하게 도포하고, 시료를 도포하지 않은 좌측상박부

를 대조군으로 도포 직전 및 도포 직후에 피부 수분 함량을 측정

하였다.

7. 세포 증식률 측정

세포 증식률 측정은 Mosmann의 방법22)을 변형하여 실시하

였다. 24-well 배양 용기에 HDFn(Human Dermal Fibroblast

neonatal) 세포를 3×10
4
개씩 분주하고 24시간 배양 후 시료를 여

러 농도로 처리한 다음 37℃, 5% CO2 하에서 1일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최종 농도 0.5 ㎎/㎖로 MTT 용액을 넣어 3시간 배양한

다음 상층액을 제거하고, 형성된 formazan을 DMSO(1 ml)로 녹여

서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 섬유아세포의 세포 이동 및 증식에 미치는 영향

섬유아세포(Human Dermal Fibroblast neonatal; HDFn)의

이동 및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CytoSelectTM

24-well Wound Healing Assay kit(Cell Biolabs)을 사용하였다.

섬유아세포를 24 well plate에 wound healing insert를 넣고 각

각 5×105 개의 세포를 분주하여 10% FBS가 첨가된 DMEM에 24

시간 배양한다. 배양된 후 insert를 제거하면 0.9 ㎜의 빈공간이

생긴다. FBS가 첨가되지 않은 DMEM을 넣고 시료를 처리한 후

24시간 배양한다. 배지를 제거하고 0.5 ㎖ fixing solution을 각각

의 well에 넣고 실온에서 10 분간 반응시킨다. Fixing solution을

제거하고 PBS로 3회 씻어준 후 cell stain solution 0.5 ㎖을 넣고

15 분간 실온에서 염색하고 deionized water로 3회 씻어준다. 실

온에서 완전히 말린 후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9.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p-value를 구하였고

0.05 이하일 경우 *를, 0.01 이하일 경우 **를 표시하여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결 과

1. DPPH 라디칼 소거능

DPPH는 천연 항산화제의 유리 라디칼 소거능을 평가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마 에탄올추출물의 추출 온도에 따라

냉침추출물과 온침추출물을 각각 25 mg/ml, 50 mg/ml, 100

mg/ml, 200 mg/ml, 400 mg/ml 농도로 처리하고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냉침추출물은 각각의 농도에서 0 ± 0.9%,

4.5 ± 1.0%, 12.9 ± 1.7%, 21.8 ± 0.3%, 40.3 ± 0.4%의 소거능을 보

였으며, 온침추출물은 39.7 ± 0.2%, 41.4 ± 0.4%, 53.2 ± 0.2%,

61.8 ± 0.1%, 70.6 ± 0.2%로 온침추출물이 냉침추출물보다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다(Table 1).

Table 1.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temperature of Dioscorea aimadoimo (%)

25 ㎍/㎖ 50 ㎍/㎖ 100 ㎍/㎖ 200㎍/㎖ 400 ㎍/㎖

Cold extract 0±1.0 5±1.0 13±1.7 22±0.3 40±0.4

Hot extract 39.7±0.2 41.4±0.4 53.2±0.2 61.8±0.1 70.6±0.2

2. SOD 유사활성

농도에 따른 마 냉침추출물과 온침추출물의 SOD 유사활성

측정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마 냉침추출물의 SOD 유사

활성도는 25 mg/ml에서 29±1.5%로, 50 mg/ml에서 31±3.4%로,

100 mg/ml에서 28±0.5%로, 200 mg/ml에서 36±1.4%로, 400

mg/ml에서 32±0.3%로 측정되었다. 마 온침추출물은 25 mg/ml

에서 20±2.0%로, 50 mg/ml에서 28±1.4%로, 100 mg/ml에서

31±0.8%로, 200 mg/ml에서 36±1.1%로, 400 mg/ml에서

34±1.2%로 측정되었다. 이상의 결과 온도에 따른 두 추출물간의

SOD 유사활성도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Superoxide dismutase(SOD)-like activity of ethanol extracts

from different temperature of Dioscorea aimadoimo (%)

25 ㎍/㎖ 50 ㎍/㎖ 100 ㎍/㎖ 200㎍/㎖ 400 ㎍/㎖

Cold extract 29±1.5 31±3.4 28±0.5 36±1.4 32±0.3

Hot extract 20±2.0 28±1.4 31±0.8 36±1.1 34±1.2

3. Collagenase 저해 활성능

Collagenase는 세포외기질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로서 피

부의 주름생성을 촉진시킨다
23)

. 마 냉침추출물과 온침추출물의

collagenase 저해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5 mg/ml, 10 mg/ml,

15 mg/ml, 20 mg/ml, 25 mg/ml 농도로 처리하였다. 냉침추출

물은 각각의 농도에서 7.9±1.4%, 18.3±1.4%, 25.4±1.4%,

30.2±1.4%, 32.5±1.4%의 collagenase 억제활성을 보였으며, 온침

추출물은 각각 1.6±1.4%, 5.6±1.4%, 7.9±1.4%, 12.7±1.4%,

15.1±1.4%로 측정되었다(Fig. 1).

Fig. 1. Effects of a low temperature extract of Dioscorea aimadoimo
(LDA), and a high temperature extract of Dioscorea aimadoimo
(HDA) on collagenase inhibition rat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values ± S.D. of 3 replicates. *p<0.05, **p<0.01 compaired with non-treated control.

LDA (●), HDA (○).



김대성․전병국․문연자․김영목․이영은․우원홍

- 428 -

4. 마의 피부 보습 효과

마의 온도에 따른 에탄올추출물의 피부 수분 함량유지 효과

를 평가하기 위하여 마 냉침추출물과 온침추출물을 함유한

O/W 제형의 화장료와 함유하지 않은 화장료를 제조하고 각각

의 화장료를 피부에 도포하여 피부 수분 함량 변화를 항온항습

조건에서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3% 마 냉침추출물과 온침추출

물 첨가된 화장료에서 기본 화장료 보다 각각 45.63%, 38.65% 더

좋은 보습력을 보였으며, 지속력 또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Fig. 2. Comparison of skin moisture of the volunteer's forearm area

before and after the treatment of the O/W emulsion containing LDA

and HDA.

5. 마 에탄올추출물이 섬유아세포주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MTT 분석은 미토콘드리아의 탈수소 효소작용을 이용하여

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실험방법 중 하나로

살아있는 세포 수에 비례해서 흡광도를 나타낸다. 마의 온도별

에탄올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섬유아세포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MTT assay로 분석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마 냉침추출물과 온

침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모든 추출물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증식률이 증가하였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냉침추출

물 200 mg/ml에서는 109.7%, 온침추출물 200 mg/ml에서는

114%로 온침추출물의 증식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Fig. 3).

Fig. 3. Effects of LDA and HDA on the cell proliferation. Cell treated
with LDA and HDA at different concentrations for 1 day was assayed using MTT.

Data are mean ± S.D. of triplicate experiments. *p<0.05, **p<0.01 compared with the

untreated control.

6. 마 에탄올추출물이 섬유아세포주의 이동성과 증식에 미치는

영향

마의 세포 이동성과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0.9 ㎜로 세포가 자라지 않은 공간을 형성시키고 냉침추출물과

온침추출물을 각각 50 mg/ml로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현

미경으로 관찰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TGF-β(5 ng/ml)를 처리

하였다. 실험 결과 냉침추출물과 온침추출물 처리군 모두 대조

군 보다 우수한 이동성과 증식을 보였으며, 양성 대조군으로 사

용한 TGF-β 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 또한 마 온침추출물이

냉침추출물보다 세포의 이동성과 증식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Fig. 4. Microscopic observation of cell migration with/without LDA

and HDA at 24 hr post treatment. A: control, B: after 24 hr control, C: 5
ng/ml TGF-β, D: 50 mg/ml LDA, E: 50 mg/ml HDA.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단마를 냉침추출법과 온침추출법으로 에탄올

을 이용하여 추출하였으며, 각 추출물에 대해 항산화 활성,

collagenase 활성 저해, 보습력 측정, 세포 증식 및 이동성에 미치

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활성산소종의 과도한 생상이나 시스템의 기능 저하로 산화

적 스트레스를 받게되면 노화나 암 등의 여러 가지 성인병을 유

발시키게 되며
13)

, 이들 활성산소종 중에서 1O2 및 ․OH은 피부

광손상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자

공여능에 이용되는 DPPH(1,1-diphenyl-2-picryl hydrazy) radical

은 화학적으로 유도되는 비교적 안정한 radical로서 어떠한 반응

계에서 전자를 공여 받으면 고유의 자색이 엷어진다. 본 연구에

서 각 추출물에 대한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

로 DPPH radical 소거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온침추출물이 냉침

추출물 보다 더 좋은 radial 소거능을 나타냈다.

Superoxide dismutase(SOD)는 활성산소종에 대한 항산화

효소의 일종으로 세포와 조직에 강한 독성을 갖는 superoxide

radical anion(O2-)을 hydrogen peroxide(H2O2)와 O2로 전환시켜

주어 세포를 보호하는 물질로 특히 항산화 기능과 연관이 있는

SOD-like activity를 갖는 물질은 SOD와 결합된 phenol 류인 것

으로 보고하였다24). 천연물 중 녹차의 카테킨, 검은콩의 안토시

아닌 등의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및 산화방지 등의 효과가 있



마의 항노화 및 피부 보습 효과

- 429 -

다고 보고되었다25). 본 실험에 사용된 마 냉침추출물과 온침추출

물은 비슷한 수준의 SOD-like activity를 갖고 있는 것으로 측정

되었으나 활성도는 다소 낮은 활성을 보였다.

노화된 피부의 대표적인 증상은 주름의 발생인데 피부가 위

축되고 탄력이 감소되며 건조해지는 제반 현상에서 비롯된 결과

이다. 특히 광노화는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 기질을 형성하고 있

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등이 파괴되어 굵은 주름을 형성시킨다26).

콜라겐은 일반적으로 진피층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단백

질로서 피부의 강도와 장력을 부여하여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

부를 보호하고 피부 구조의 탄력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

서 피부 콜라겐의 감소는 피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마 냉침추출물과 온침추출물이 in vitro 상에서

collagenase의 활성을 저해하는지 조사하였다. 마 냉침추출물은

25 mg/ml에서 32.5±1.4%의 collagenase 활성 억제 효능을 보였

으며, 온침추출은 15.1±1.4%로 냉침추출물 보다 낮은

collagenase 억제 활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마 추출물이

collagen의 분해를 막아줌으로써 주름 생성을 억제할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따라서 보다 심도 있는 접근을 통하여 주

름 생성 억제 효능과 그 기전을 밝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각질층은 정상인의 경우 10～2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피부보습을 유지하지만 나이가 들거나 환경적 요인으로 수

분 함량이 감소하여 피부 가려움, 주름생성 등 피부노화를 촉진

시킨다. 또한 각질세포의 세포간 지질은 세라마이드 등의 라멜라

구조와 천연보습인자가 존재하지만 내․외적인 요인에 의해 변

형되거나 파괴되어 피부가 건조해지게 된다27). 따라서 피부의 건

조를 막아주는 막을 형성시켜 주거나 체내 천연보습인자를 증진

시켜 줌으로써 피부 노화를 억제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마

냉침추출물과 온침추출물을 직접 피부에 도포하여 시간에 따른

피부 수분함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마 냉침추출물과 온침추출물

은 기본 제형 보다 모두 우수한 보습력과 지속력을 지닌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마 추출물이 보습 화장품 개발 소재

로써 가치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피부에 상처가 생기면 손상된 조직의 구조와 기능적 항상성

을 회복하기 위하여 당양한 신호전달 경로가 활성화된다. 상처치

유 과정은 크게 염증기와 재상피화기, 증식기 및 성숙기의 4단계

로 구분된다. 염증기 동안에는 상처 자리에 면역 세포들이 혈관

을 통해 이동하게 되고 과립조직 형성을 유도하는 성장인자와

신호전달 물질들이 분비된다28). 증식기는 재상피화기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는데, 과립 조직들이 형성된다
29)

. 과립조직은 섬유

아세포, 염증성 세포, 미성숙 콜라겐, fibronectin, 히알루론산 등

의 세포외기질 구성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 과립조직들이 상

처부분을 빠르게 채우고 조직적인 구조를 갖추는 것이 상처치료

에 중요하다. 재상피화가 완료되면 결합조직이 증식되고, 성숙기

조직의 엉긴 세포들과 모세혈관들이 조금씩 사리지게 되는데, 이

과정 동안 조직들이 과형성 되거나 정상적으로 분해되지 않을

경우 흉터가 남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마 에탄올추출물이 사람

섬유아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냉침추출

물과 온침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 후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두 추출물 모두 섬유아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온침추출물에서 더 좋은 세포 증식 효과가 나타났다. 또한

wound healing assay kit를 이용하여 현미경적 관찰을 통해 마

의 증식 유도 효과를 관찰한 결과 MTT assay이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조군이나 양성 대조군 보다 마 냉침추출물

과 온친추출물 처리군에서 더 좋은 세포증식을 관찰할 수 있었

으며, 냉침추출물 보다 온침추출물에서 좀 더 좋은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마 추출물은 세포의 증식을 유도함으로써 상처치

유 및 세포 재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소재로써 연구 가치가 있

다고 생각된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마 추출물은 우수한 radical 소거능

을 갖고 있으며, SOD-like acitivity를 일부 보여주었고,

collagenase 활성 억제 효과와 뛰어난 보습력을 보여주었다. 또한

사람 섬유아세포의 세포 증식과 이동성을 증진시켜 주었다. 이런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마 추출물은 UV로 인해 생성되는 ROS

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주름생성과 같은 노화를 억제시켜줄 뿐

만 아니라 세포 재생을 도와 줄 수 있는 화장품 개발 소재로써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면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 론

단마 에탄올추출물을 냉침법과 온침법으로 추출한 후 기능

성 화장품 개발 소재로써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산화 효

능, collagenase 활성 억제 효과, 보습력 개선 및 세포 증식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DPPH radical 소거능은 온침추출물이

냉침추출물 보다 높았으며, SOD-like activity는 비슷한 활성을

보였다. Collagenase 활성 억제 효과는 냉침추출물이 더 좋은 억

제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보습력 또한 냉침추출물이 더 좋은 결

과를 보였지만 온침추출물에서도 좋은 보습력을 보였다. 또한 마

에탄올추출물은 세포 증식을 유도하였고 냉침추출물 보다는 온

침추출물에서 더 좋은 세포 증식률을 보였다. 이러한 세포 증식

효과는 wound healing assay를 이용한 현미경적 관찰에서도 비

슷한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단마는 항산화 효

능, collagenase 활성 억제 효과, 보습력 개선 및 세포 증식 효과

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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