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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Gastrodiae Rhizoma extract (GE) is possess the various bioactive compounds such as gastrodin, vanilyl 

alcool and p-hydroxybenzyl alcohol. Various processing methods such as steaming have been widely applied to ease 

ingestion and enhance the therapeutic effects of plant materials including GE in East-Asia area.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dermal bioactive properties of GE.

Methods : First, total phenol, total flavonoid, gastrodin and ergothionein contents of GE were measured. In order to 

evaluate the dermal bioactive properties of steamed GE compared with not-steamed GE, tyrosinase, collagenase and 

elastase inhibitory activity were tested. Furthermore, the anti-oxidant activity of GE assessed based on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ssay. 

Results : In results, total 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were increased when 9 times steamed compared to not- 

steamed GE. Also, GE increased gastrodin contents, in proportion to the number of steaming times and ergothioneine 

content was abolished in the steaming state.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E increased by steaming, but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not related to the steaming process. In addition, the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was increased as the number of steaming times of GE increased. Collagenase was most inhibited by 4 times 

steamed GE, and elastase was inhibited by 8 times steamed GE.

Conclusion :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steamed GE extract has the potential as a cosmetic material 

which possess anti-oxidant and whitening activities than not steamed G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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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피부는 인체 내의 가장 큰 기관으로서 자외선, 독성물질, 

기계적인 손상과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기

능을 한다1-2). 피부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들 가운데, 대표

적으로 해로운 인자인 자외선은 오늘날 오존층 파괴와 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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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사회활동 증가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노출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색소침착, 탄력저하, 주름 등과 같은 다양한 피부 건강 

문제를 일으킨다3). 따라서 최근에는 미백, 주름개선과 같은 

기능을 가진 의약품 및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피부 생리 활성 성분을 가진 천연물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4). 

천마 (天麻, Gastrodiae Rhizoma)는 난초과 (Orchidaceae) 

에 속하는 식물로서 여러해살이 풀인 천마의 덩이 줄기를 건

조한 것으로 참나무의 버섯균 (Armillaria ssp.)과 편리공생을 

통하여 자라는 기생식물이다5-6). 또한 천마는 가스트로딘 

(gastrodin), 에르고티오네인 (ergothioneine), 파라-하이드

록시벤질 알코올 (p-hydroxybenzyl alcohol), 바닐린 (vanillin)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7-9), 고혈압, 치매, 중풍, 뇌 신경

세포의 허혈 손상 등에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

다10-12). 

천마는 단단하기 때문에 절단하여 섭취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가공하지 않고 씹어먹을 경우 혀와 인후를 자극한다는 

부작용이 있어 다양한 가공방법이 개발되었는데, 현재는 최소 

1회 증숙 과정을 거친 천마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13-14).

천마는 증숙 과정에서 주요 성분들이 변화하고 다양한 생리 

활성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충분히 있으나, 증숙 횟수에 따른 

피부 개선 효능 변화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마를 증숙 횟수를 달리하여 미백, 항산화, 

항주름 효능과 같은 피부 활성을 평가하고자 하였고 유의한 

결과를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7 mM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phonic acid) (ABTS),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potassium phosphate dibasic, gallic acid,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diethylene glycol, sodium hydroxide, 

naringin, 3, 4 Dihydroxy-L-phenyl-alanine (L-DOPA), 

elastase from porcine pancreas, collagenase from 

Clostridium histolyticum, (S)-2-Amino-3-(4- 

hydroxyphenyl)propionic acid, L-ascorbic acid, mushroom 

tyrosinase, sodium carbonate, N-(3-[2-Furyl] Acryloyl)- 

Leu-Gly-Pro-Ala (FALGPA), N-succinyl-Ala-Ala-Ala- 

p-nitroanilide는 Sigma Aldrich (St L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천마 추출물 제조

본 실험에서 사용한 천마는 경상북도 김천시에서 채취한 

것을 증숙 횟수 (1-9회)를 달리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증숙은 

무압식 스팀증숙기 (ACE Machinery, Seoul, Korea)를 사용

하여 증숙 온도 90℃에서 2시간씩 물로 증숙 하였고, 건조는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건조 하였다. 증숙한 천마를 건조 후 

분쇄하여 얻은 파우더에 10배수의 증류수를 넣어 100℃에서 

1시간 가열하여 추출물을 얻었다. 이를 거름종이 (Whatman 

No. 2, GE healthcare, Arlington Heights, IL, USA)를 사

용하여 여과한 뒤, 여과액을 항량된 용기에 넣어 40℃의 수온

에서 회전진공증발기기 (rotary vacuum evaporator) (JP/N- 

1000X, Sunileyela Co., Ltd.,Gyeonggido, Korea)를 사용

하여 감압농축 후 동결건조하고 –20℃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3. 천마 추출물 성분 분석

1) 총 페놀 함량 측정

천마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 측정은 Folin-Denis법을 참고

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20 ㎕ 에 증류수 1.58 ㎖, Folin- 

Ciocalteu’s phenol reagent 100 ㎕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1분

간 반응시킨 후 300 ㎕ 의 20% Na2CO3를 첨가하였다. 20℃

에서 2시간 후 UV spectrophotometer (Infinite M200, 

Tecan, Salzburg, Austria)를 이용하여 765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 갈산을 사용하여 표준 검량선을 구하고, 

천마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을 산출하였다17)

2)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증숙 천마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Lister 등의 

방법에 의해 구하였다18). 1 ㎖의 diethylene glycol과 시료추

출물 100 ㎕ 및 1 N NaOH 10 ㎕를 잘 혼합시켜 37℃의 항온 

수조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20 ㎚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표준물질로는 나린진을 사용하였으며, 표준 검량선을 

구하여 증숙 천마 추출물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다.

3) 가스트로딘 함량 분석

천마의 증숙 시간별 가스트로딘 함량 분석은 액체 크로마토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스트로딘 표준 용액을 이용

하여 표준 검량선을 작성한 후 6회 반복 주입하여 시스템 재

현성을 확인하였다. 이동상은 A : 포름산용액, B : 포름산, 

아세토니트릴 혼압액을 gradient로 사용하여 용매 기울기로 

유속 1.0 ㎖/min에서 10 ㎕을 주입하였다. 검출기는 UV 

(270 ㎚)를 사용하였다.

4) 에르고티오네인 함량 분석

천마의 증숙 시간별 에르고티오네인 함량 변화를 분석하였다. 

HPLC 분석에 사용한 이동상은 A : 물 (water)와 B : 아세토

나이트릴 (aceto-nitrile)을 gradient로 사용하여 용매 기울

기로 유속 1.0 ㎖/min에서 run time은 35min으로 총 50 ㎖을 

주입하였다. 검출기는 UV (254㎚)를 사용하였으며 standard 

물질은 에르고티오네인을 사용하였다.

4. 항산화 활성 평가

1)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은 Blosis 등의 방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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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되었다15).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은 시료 중에 포

함된 항산화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대표적인 실험

법이다. 일정농도의 시료 100 ㎕과 60 ㎛ DPPH 용액을 100 ㎕

넣고 혼합한 후,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이 반응액을 UV 

spectrophotometer (UV1800, Shimadzu, Kyoto, Japan)를 

사용하여 517㎚에서 흡광도를 사용하여 측정한 후, 라디칼 

소거능을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흡광도를 50%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료의 양을 IC50 (50% 

inhibition concentration)으로 하여 나타내었으며 대조군으

로는 L-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2)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천마 추출물의 증숙 횟수에 따른 항산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하였다. 7 mM ABTS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증류수에 녹인 다음 12

시간동안 차광하여 반응시킨 후, 이 반응액을 734 ㎚에서 

ethanol을 이용하여 희석하여 흡광도 0.70 ± 0.02로 보정하

였다. ABTS 용액 95 ㎕에 시료 5 ㎕를 첨가하고 15분 동안 

반응시킨 후 734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16)

5. 미백 효능 평가

증숙 천마 추출물을 0.1 M phosphate buffer (pH 6.8)에 

녹여 70 ㎕이 되게 하고 33 unit/㎖ 티로시나아제를 30 ㎕넣

었다. 용액에 12 mM L-DOPA를 100 ㎕넣고 37℃에서 4분간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92 ㎚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양성대조군은 kojic acid를 사용하였다19).

6. 주름 개선 효능 평가

1) 콜라게나아제 억제 활성 평가 

콜라게나아제 억제 활성 평가는 Van Wart & Steinbrink 

(1981) 방법에 따라 실험하였다20). 50 mM tricine buffer (pH 

7.5, 10 mM CaCl2, 400 mM NaCl)에 시료를 녹인 후 2 

units/㎖ 농도의 콜라게나아제를 혼합하여 100 ㎕이 되게 한다. 

혼합한 용액을 15분간 방치한 후에 기질인 2 mM FALGPA를 

50 ㎕ 넣은 후 즉시 345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 엘라스타아제 억제 활성 평가

100 mM Tris-HCl buffer (pH 8.0 at 25℃)에 일정 농도의 

시료를 녹여 170 ㎕가 되게 한다. 1 ㎎/㎖ 농도의 N-succinyl- 

Ala-Ala-Ala-p-nitroanilide을 20 ㎕ 넣어준 후 실온에서 

5분간 방치한다. 0.25 units/㎖ 농도의 엘라스타아제를 10 ㎕ 

넣어준 후에 41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엘라스타아제 저해 

활성을 평가한다21). 

7. 통계분석

데이터는 평균±표준편차로 표현하였으며, SPSS (Version 

22.0, IBM,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를 실시한 후 Student’s t-test방

법에 의하여 각 구간의 유의성 차이를 검증하였다 (*p < 0.05, 
**p < 0.01, ***p < 0.001).

Ⅲ. 결   과

1. 성분 함량 분석 결과

1) 총 페놀 함량 분석 결과

증숙 횟수를 달리한 천마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 동결건조 천마는 18.21±0.06 ㎎/g의 함량을 

나타내었고 증숙하지 않은 천마는 23.28±0.07 ㎎/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증숙 횟수에 비례하지는 않았으나 9회 증숙한 천

마의 총 페놀 함량은 44.05±0.11 ㎎/g으로 나타나 증숙하지 

않은 천마와 비교하였을 때 증가한 총 페놀 함량을 나타내었

다 (Table 1).

2)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 결과

증숙 천마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또한 table 1에 나타내

었다. 증숙하지 않은 천마는 2.23±0.07 ㎎/g의 함량을 나타

내었으나 9회 증숙하였을 때 4.45±0.50 ㎎/g의 함량을 나

타내어 9회 증숙하였을 때 총 플라보노이드함량이 약 2배 증

가함을 확인하였다. 

No. Sample
Total phenol contents 

(㎎/g)
Total flavonoids contents 

(㎎/g)

1 FGE 18.21±0.06 2.23±0.07

2 GE0 23.28±0.07 3.12±0.08

3 GE1 20.24±0.06 3.26±0.05

4 GE2 19.10±0.10 1.96±0.05

5 GE3 31.67±0.16 2.29±0.04

6 GE4 40.12±0.03 2.84±0.06

7 GE5 31.85±0.22 2.60±0.04

8 GE6 34.63±0.23 2.67±0.09

9 GE7 39.24±0.29 2.84±0.02

10 GE8 24.55±0.29 3.97±0.19

11 GE9 44.05±0.11 4.45±0.50

FGE : freeze-dried Gastodiae Rhizoma extract,
GE1-GE9 : Gastodiae Rhizoma by steaming-drying 1-9 times.

Table 1. Total phenol and total flavonoids contents of Gastrodiae 
Rhizoma extract with various steaming times.

3) 가스트로딘 함량 분석 결과

증숙 횟수를 달리한 천마의 가스트로딘 함량을 측정한 결과, 

동결건조 천마와 증숙하지 않은 천마에서는 가스트로딘이 검출

되지 않았다. 그러나 1회 증숙한 천마에서는 0.24 %의 가스

트로딘 함량이 나타났고, 9회 증숙한 천마에서는 1.36 %의 

함량을 나타내었으며 결과적으로 천마는 증숙 횟수에 비례하는 

가스트로딘 함량 증가를 나타내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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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Sample
Gastrodin 

contents (%)
No. Sample

Gastrodin 
contents (%)

1 FGE ND 7 GE5 0.82

2 GE0 ND 8 GE6 0.81

3 GE1 0.24 9 GE7 0.96

4 GE2 0.40 10 GE8 1.17

5 GE3 0.57 11 GE9 1.36

6 GE4 0.68

FGE : freeze-dried Gastodiae Rhizoma extract,
GE1-GE9 : Gastodiae Rhizoma by steaming-drying 1-9 times.
ND : not detected

Table 2. Gastrodin contents in Gastrodiae Rhizoma extract with 
various steaming times.

4) 에르고티오네인 함량 분석 결과

표준 물질인 에르고티오네인은 retion time 22.616, 22.504 

min에서 검출되었으며 (Fig. 1), 동결천마 및 증숙하지 않은 

천마에서는 에르고티오네인이 미량 검출되었다. 2회 증숙 천마

에서는 유사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에르고티오네인 성분이라 

확신할 수 없었으며 그 외의 증숙 천마에서는 에르고티오네인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Fig. 2.)

Fig. 1.  HPLC chromatogram of ergothion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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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PLC chromatogram of Gastodiae Rhizoma with various steaming times
FGE : Freeze-dried Gastodiae Rhizoma extract, GE1-GE9 : Gastodiae Rhizoma by steaming-drying 1-9 times.

2. 항산화 활성 평가

증숙 횟수에 따른 천마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변화를 평가

하기 위하여 DPPH,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1-9회 증숙한 천마 추출물의 500 ㎍/㎖ 농도에서 DPPH 라

디칼 소거능을 비교하였을 때 증숙 횟수에 비례하게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에 증숙하지 않은 천마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1 ㎎/㎖의 농도에서 70.03± 

2.62 %의 소거능을 보였고 9회 증숙한 천마는 69.87±8.01 %의 

유사한 라디칼 소거능이 나타나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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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astrodiae 
Rhizoma with various steaming times.
FGE : freeze-dried Gastodiae Rhizoma extract,
GE1-GE9 : Gastodiae Rhizoma by steaming-drying 1-9 times.

3. 티로시나아제 억제 활성

증숙 천마 추출물의 미백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버섯에서 

유래한 티로시나아제에 기질로 L-DOPA를 사용하여 일정한 

농도 (1 ㎎/㎖)에서 티로시나아제 억제활성을 평가하였다. 양성

대조군인 kojic acid의 L-DOPA 산화 저해 활성은 98.08± 

0.32 %라는 높은 억제 활성을 보였고 동결건조한 천마 추출

물과 증숙하지 않은 천마 추출물, 1회, 2회 증숙한 천마 추출물 

모두에서 티로시나아제 억제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5회–9회 증숙한 천마는 증숙 횟수에 비례하게 티로시나아제 

억제 활성이 나타났다.

4. 콜라게나아제 억제 효과

콜라게나아제 억제 활성은 동결 건조 천마 (28.29±0.55)와 

증숙하지 않은 천마 (28.98±0.27)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

었고 4회 증숙 천마 (48.53±0.46)에서 가장 큰 활성을 나타

내었으나 9회 증숙한 천마 (21.75±1.92)에서는 다소 감소된 

활성을 나타내었다.

5. 엘라스타아제 억제 효과

엘라스타아제 억제 활성은 동결 건조 천마 (7.53±0.03)에 

비교하였을 때, 8회 증숙한 천마 (36.02±1.78) 에서는 4배가 

넘는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고, 증숙 횟수에 비례하게 엘라스

타아제를 억제하였다. 그러나 9회 증숙한 천마 (10.78±0.18) 

에서는 다소 감소된 엘라스타아제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다. 

No. Sample (1 ㎎/㎖)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

1 FGE ND

2 GE0 ND

3 GE1 ND

4 GE2 ND

5 GE3 19.11±0.50

6 GE4 19.36±2.36

7 GE5 27.46±2.09

8 GE6 30.41±1.74

9 GE7 31.90±1.17

10 GE8 40.70±1.63

11 GE9 44.41±0.45

12 kojic acid 98.08±0.32

FGE : freeze-dried Gastodiae Rhizoma extract,
GE1-GE9 : Gastodiae Rhizoma by steaming-drying 1-9 times.

Table 3. Inhibitory effects of steamed Gastrodiae Rhizoma exract 
against mushroom tyrosinase.

No.
Sample

(1 ㎎/㎖)
Collagenase inhibitory 

activity
Elastase inhibitory 

activity

1 FGE 28.29±0.55 7.53±0.03

2 GE0 28.98±0.27 11.76±0.41

3 GE1 38.75±0.63 10.12±0.59

4 GE2 37.25±0.99 10.59±1.74

5 GE3 34.89±0.60 13.25±0.34

6 GE4 48.53±0.46 18.63±0.28

7 GE5 24.78±0.62 19.63±0.55

8 GE6 40.17±0.35 29.91±0.02

9 GE7 45.76±0.94 27.82±0.76

10 GE8 15.31±0.93 36.02±1.78

11 GE9 21.75±1.92 10.78±0.18

FGE : freeze-dried Gastodiae Rhizoma extract,
GE1-GE9 : Gastodiae Rhizoma by steaming-drying 1-9 times.

Table 4. Collagenase and elastase inhibitory activity of Gastrodiae
Rhizoma with various steaming times.

Ⅳ. 고   찰 

본 연구에서는 증숙 횟수를 달리한 천마 추출물의 미백, 항산

화, 항주름 효과를 비교 검증하고자 하였다. 먼저 증숙 천마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 총 페놀 함량은 

동결 건조 천마 (18.21±0.06 ㎎/g)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4회 

증숙 천마 (40.12±0.03 ㎎/g)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은 2회 증숙 천마 (1.96±0.05 ㎎/g)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9회 증숙 천마 (4.45±0.50 ㎎/g)가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증숙 횟

수와 비례하지 않는 증감을 보였지만 동결 건조 천마와 비교해 

보았을 때, 천마는 증숙 과정을 거치면서 총 페놀 함량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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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마의 가스트로딘 함량을 살펴 본 결과, 증숙 횟수에 비례

하게 증가하는 가스트로딘 함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스트

로딘은 천마의 주요 활성 성분으로서 항염증, 항산화, 면역력 

증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2-24), 건조하면 그 성

분이 감소하지만 증숙 후 건조하면 그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

고되어 있다. 이는 가열하면 가스트로딘 분해 효소가 불활성화 

되어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증숙 과정을 거치면 가스트로딘 

함량이 증가하는 것이다13).

천마에 함유된 유효성분인 에르고티오네인은 인체 내 라디

칼을 제거하거나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강력한 항

산화 효과와 세포 보호, 항염증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25-27). 에르고티오네인은 보통 버섯에서 많이 검출되는데, 

천마에 함유된 에르고티오네인은 공생하고 있는 뽕나무 버섯에 

의해 합성되어 천마에 축적된다28-29). 본 실험에서는 천마를 

증숙하지 않았을 때, 에르고티오네인이 검출되었으나 증숙과

정을 거친 천마는 에르고티오네인이 검출되지 않았다.

증숙 횟수에 따른 천마의 항산화 효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DPPH, ABTS 라디칼 소거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DPPH 

라디칼은 증숙 횟수와 비례하게 소거능이 증가하였으며 ABTS는 

증숙 횟수와 관계없는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DPPH라디칼 소

거능은 항산화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험법으로서 

자유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낸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양이온 

라디칼로서 기질의 특징과 반응물과의 결합정도 다르기 때문에 

추출물의 특성에 따라 소거능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30). 

따라서 증숙 천마 추출물은 자유라디칼 소거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결과는 이전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13).

버섯 티로시나아제 억제 활성은 천마의 증숙 횟수와 비례

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보고에 따르면 천마의 

성분인 파라-하이드록시벤질 알코올은 티로시나아제 활성을 

저해하는 탁월한 효능이 밝혀져 있으며31), 가스트로딘 또한 

티로시나아제 억제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어져 

있다. 따라서 증숙 과정을 통한 천마의 주요 성분 증가가 티로

시나아제 억제 활성을 개선 시킨 것으로 보여진다.

피부 탄력을 결정하는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은 각각 

콜라게나아제와 엘라스타아제에 의하여 분해되어 피부의 그

물망 구조 결합을 끊어지게 함으로서 주름 생성의 주요 원인이 

된다. 본 실험에서 증숙한 천마는 콜라게나아제와 엘라스타아

제를 증숙 횟수에 비례하게 저해하지는 않았으나, 동결 건조 

천마 및 증숙하지 않은 천마와 비교하였을 때, 증숙 과정을 

거친 천마가 증가된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천마는 증숙 횟수와 

비례하게 가스트로딘 함량이 증가하였으나 에르고티오네인 

함량은 증숙 과정에서 손실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티로시나

아제 억제 활성은 증숙 횟수와 비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가스트로딘을 포함한 천마의 성분 함량의 증가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증숙 횟수에 

비례하진 않았지만 9회 증숙하였을 때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

내었고, 콜라게나아제, 엘라스타아제 역시 증숙 횟수에 비례

하진 않지만 각각 4회 증숙 천마, 8회 증숙 천마가 높은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다.

Ⅴ. 결   론

증숙 횟수를 달리한 천마 추출물의 미백, 항산화, 항주름 

효능을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천마는 증숙 횟수에 비례하게 가스트로딘이 증가하고, 

에르고티오네인은 천마에서는 검출되었으나 증숙하였을 

때는 검출되지 않았다.

2. 천마는 증숙 횟수에 비례하게 DPPH 라디칼 소거능이 

증가하나, ABTS 라디칼 소거능에서는 증숙 횟수에 비례

하지 않은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3. 천마는 증숙 횟수에 비례하는 티로시나아제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들로 천마는 증숙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증숙하였을 때 더 높은 미백, 항산화, 항주름 효과를 가지고 

있어 건강기능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소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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