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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 목

백련을 이용한 약리기능성 소재  제품 개발

Ⅱ. 연구개발의 목   필요성

최근에는 자연 지향 이고 환경 친화 인 소비추세에 맞추어, 화장품  

식품에 들어가는 유효성분도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식물 유래의 천연물들이 

그 유용성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배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생

약을 포함한 식물성 원료에서 해양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천연소재를 이

용한 화장품  식품개발이 이루어져 천연제품 성시 가 도래하고 있다. 

백련은 모든 부 가 약용  식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한방에서는 지 , 빈

, 하증, 신장염, 진통, 해열, 신경쇠약, 요통 등의 증상에 요한 약재로 

쓰이고 있으나 백련은 뿌리나 잎 등을 식용이나 한약재로 사용하는 이외에 

활용도가 낮아 백련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백련의 생리활성  활성 산소 제거 능력과 구성 물질에 한 탐색

을 통해 이용가치를 규명함으로서 기 인 연구정보를 확보하고, 민간요법

이나 한약에서 알려진 임상결과를 뒷받침하여 우리고유 천연물의 명성을 알

리어 국민 통합  이미지를 부여하며, 화장품  식품산업의 원료를 제공하

고자 한다. 

 한 이를 산업 으로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식

물자원을 이용한 고기능성 화장품  식품 생산기술의 개발과 지역특화 

랜드의 개발을 목 으로 라북도 정읍시 지역의 특산물인 백련을 이용하여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공 보건제품용 기능성 소재  이를 이용한 제품

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 농가 소득증   지역 산업의 활성화가 기

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범

1. 백련 추출  분리ㆍ정제 후 효능 검증

   - 백련 기 자료 조사

   - 백련 추출조건 검토

     • 증류수, 에탄올 추출, 방사선 조사후 추출

   - 백련 추출물 피부상재균에 한 항균효과   

   - 백련 추출물의 미백효과 검증

     • Melanin 생합성 해 측정

     • Tyrosinase 해활성 측정

   - 백련 추출물의 주름개선효과 검증

     • Elastase 억제능 측정

   - 백련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검증

     • Hyaluronidase 해 활성 측정

   - Sephadex LH-20 칼럼에서의 유효성분 분획

   - TLC, HPLC를 이용한 유효분획물의 순도검증

2. 백련 추출물 방사선 조사  생리활성검증

- 방사선 조사 백련 추출물의 기능성  상품성 향상 효과 분석

3. 백련 유효성분 함유 화장품 개발  화장품에서의 효능검증

   - 백련 유효성분 함유 다기능 화장품 개발 처방 연구

   - 백련 유효성분 함유 다기능 화장품 안정성  안 성검토

     • 오메타를 이용한 물성 측정

     • pH, viscosity  온도ㆍ  안정성 검토

     • patch test를 이용한 안 성 검토

   - 백련 유효성분 함유 화장품에서의 효능검증

     • 항산화 효과 검증

     • 미백효과 검증

     • 주름개선효과 검증

     • 항염증 효과 검증

   - 백련 유효성분 함유 화장품 랜드 시제품 개발 (크림, 에센스, 로션, 스킨)

4. 백련을 이용한 동물모델에서 질병 방효과 평가

   -동물모델에서 백련의 활성 산소 제거 효능 연구



Ⅳ. 연구개발 결과  활용에 한 건의

- 백련 추출물의 화장품 소재 활용을 한 항산화 활성  탈색화 방법

백련의 각 부 별 추출물로부터 항산화 효능을 검색하고 그 에서 항산화 효

능이 가장 우수한 백련 잎 추출액으로부터 이온화에 지를 이용하여 색소를 

제거하 다. 이온화 에 지를 조사하지 않은 백련 잎 추출액과 효능을 비교 분

석하여 항산화 기능성이 유지되었고 천연 항산화 기능성 백련 잎 화장품 소재

를 개발하 다.  

- 백련을 이용한 동물모델의 천연 약리기능성 소재 개발 

백련의 주요 라보노이드 화합물로 isoquercitrin을 분리하 으며 백련이 

ROS에 유발되는 지질과산화를 조 한다는 것을 규명하기 해 GC/MS를 

이용하여 산화  손상 marker를 측정하 으며 동물모델에서 방사선조사에 

의한 손상에 의해 생성되는 지질과산화물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

러므로 isoquercitrin이 풍부한 백련은 ROS에 의한 산화  손상을 감소시키

며 다양한 질병에 해 보호작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내용은 2006. 06. 16 ~ 2008. 02. 15 (1년 8개월)동안 추진된 “백련을 

이용한 약리기능성 소재  제품 개발”의 연구결과로서 백련의 화장품 소재

로서의 효능의 검정과 화장품 개발을 완료하 으며, 백련에서 효능을 나타내

는 주성분을 확인하 다. 그리고 백련의 생리활성효과를 검정함으로써 백련

이 종합검토 되었고, 이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식품의 첨가제로 실용

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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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본 기술의 개발의 목표는 백련의 다양한 성분과 약리  효능을 이용한 

기능성 특화제품 개발로 안정 인 생산기반 구축  지역특산식물자원의 

고품질화  고부가가치화를 확립하는 것이다. 백련 (Nelumbo nucifera)은 모

든 부 가 약용  식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한방에서는 지 , 빈 , 하증, 

신장염, 진통, 해열, 신경쇠약, 요통 등의 증상에 요한 약재로 쓰이고 있다. 

한 건강식품으로서 수요자의 기호에 따른 제품개발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보다 다양한 제품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통 으로 일상 섭

취하는 식품을 통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고  

통의약도 식품의 형태를 가진 것이 많은데 이 개념은 인 건강기능

식품과 아주 흡사한 개념이다. 이 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는 기능성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는 한의학, 천연물과학 자료와 소재 등이 오랜 동안 

범 하게 축 되어 왔다. 한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

으로써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한 생활수  향상에 따른 양

의 과잉섭취 등으로 암, 고 압, 뇌졸 ,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이 보건상의 가

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재 우리나라의 사망률 순 를 보면 암, 뇌  

질환, 심장질환, 교통사고, 간질환, 당뇨병, 자살, 허 성 심질환 순으로 되어 

있는데,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부분 만성질환이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

다. 때문에 양소의 공 이나 풍요로운 감각뿐만 아니라 생체조  기능을 

부여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여 압강하, 항암, 방, 당뇨 방 등의 

각종 성인병을 방하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과 약품의 간 성질을 가지며 

일상 섭취하는 식품의 형태로 각종 성인병 등을 방할 수 있는 기능이 있

다. 한 건강기능식품은 미래에 진 으로 발 할 생명공학기술이 목되 

산업 으로도 매우 요한 분야로 발 될 것으로 상된다.  

한편 식품생명공학 분야에서 방사선 조사이용은 주로 식품의 장  안

성 확보 수단에서 최근 유해성분 제거, 알러지 감화, 신소재 개발 등 새로

운 분야에 한 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사용범 가 확 되고 있다. 

한 방사선 조사식품에 기능성 부여라는 측면에서 식품  기능성 소재로의 

가치상승 효과가 커지고 있다. 최근 생리활성이 뛰어난 천연 추출물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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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방사선을 용하여 산업에서 응용에서 제한된 진한 색상을 제거하고 기

타 독성물질을 제거하 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됨에 따라 방사선 조사 응용이 

기 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 연구에서는 방사선조사 기술을 라북도 정읍시 지역

의 특산물인 백련에 목하여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공 보건제품용 기능

성 소재  이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 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를 창출하여 지역 농가의 소득증   지역 산업이 활성화되기를 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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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백련 가공 기술개발 황

제 1  백련 련 가공 제품 개발 기술의 황 

한약재로 주로 쓰이는 백련은 설사, 두통, 어지럼증, 토 , 산후 어 치료, 

야뇨증, 해독장용, 비타민 결핍치료 등 다양한 효능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기 해서 백련잎의 채취와 이를 달여주는 과정이 필수 이어서 번거

로움이 있는 실정이다. 한 백련은 뿌리나 잎 등을 식용이나 한약재로 사용

하는 것 이외에 활용도가 낮아 백련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실정이다. 라남도 무안군의 경우 백련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선정하여 

건강기능성 음료개발 등 연구개발사업, 지 재산권 구축, 연(蓮) 맥주공장  

시음장 설치사업 등을 통해 체험형 상품과 연계하여 개발계획을 추진

이며, 기능성 연구 6개, 문지식 탐구 1개, 랜드 개발 1개 과제에 한 용

역계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로 향후 백련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으로 백련의 효능과 련하여 과학 인 증거를 

제시하는 논문은 많지 않으며 여러 가지 형태의 천연 재료와 한약재를 첨가

한 식품과 화장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 에서 백련을 이용한 보다 체계

인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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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화장품 련 기술의 황

항균 화장품; 피부상재균인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에 한 항균 기능을 내새운 화장품이 시 에 많이 출시되어 있

으나, 구체 인 연구결과와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해기술은 아직 문화, 

보편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백 화장품; Tyrosinase는 구리를 함유한 효소로서 melanin합성의 기단

계인 L - tyrosine에서 L - 3,4 - dihydroxyphenylalanine(DOPA), DOPA에서 L

- dopaquinone으로의 이에 작용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고, tyrosine 활성 억

제제는 피부 내에서의 melanin polymer 합성을 효과 으로 해할 수 있어 

피부 미백제의 개발에 있어서 tyrosinase 활성 억제 실험은 유용한 평가법으

로 인정하고 있으나, 천연물을 이용한 tyrosinase 활성억제 실험은 아직 문

화, 보편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주름 개선 화장품; 인체의 성구 과립구내에 존재하는 elastase는 체내의 

elastin을 분해하는 백 구 과립 효소 의 하나로 이상조직에서는 그 효소의 

활성이 극히 높아 조직 괴에 직 인 원인이 되어 피부의 주름  탄력

성 소실을 유발하는 효소이다. 화장품에 천연물을 첨가하여 주름억제효과를 

볼 수 있는 연구는 아직 보편화된 곳이 없으며, 논문을 통하여 주름을 억제

하는 몇 가지 방안에 해 소개된 바 있으나, 천연물을 이용한 주름개선에 

한 연구는 기연구단계에 그치고 있을 뿐 산업화에 성공한 는 아직 없

는 실정이다. 

항염증 화장품; 고분자 다당인 hyaluronic acid(HA)은 진피층의 섬유아세

포로부터 산출되어, 표피, 진피에 있어서 주요한 세포외 매트릭스로서, 상처 

치유 과정에서 inflammation, fibrosis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 아토피 환자들이 성장 하고 있는 시 에서 천연물 소재의 화장품 개

발이 시 한 실정이고 천연물을 이용하여 아토피 피부 개선 체 의약품 개

발이나 화장품을 개발하는 것이 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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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결과

제 1  백련 추출물의 화장품 소재 활용을 한 항산화 

활성  탈색화 방법

1. 개요

연은 크게 홍련과 백련으로 구분되어 연근, 하엽, 연화, 연꽃, 연자, 연밥, 연뿌

리 등으로 나 어져 식용, 약용  상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수련과의 식물이다. 

특히 씨, 뿌리 기  건조된 잎은 지 , 지사, 변 , 어 , 해열, 폐염, 신경쇠약, 요

통, 임질, 신장염, 부인병 등의 약으로 활용되어 왔으며 연자육은 수렴, 진정, 자양

작용으로서 우 은 수렴작용, 하엽은 확장과 항균작용에 리 사용되어 왔

다. 한 최근에는 백련을 약차, 가공식품  염료 소재로서도 이용하고 있으며 앞

으로 백련의 활용성은 증가할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추세와는 달리 백련을 이

용한 화장품 소재 개발에 한 기술  시도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

정이다. 최근 녹차 추출물의 색소를 제거하기 해 이온화에 지를 이용한 사례

가 보고된 이 있지만 이들의 결과는 상온 25℃에서 보 하게 되면 제거된 색상

이 원래의 추출물 색상으로 환원이 된다는 것이 큰 단 이며 이를 보완하기 해 

ascorbic acid를 첨가제로서 이용하여 색상을 개선하고 있는 실이다. 재 많은 

기능성 화장품 에서는 합성물이 첨가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인체에 유익한 백

련 성분을 이용한 화장품 소재개발 방법과 합한 화장품 소재로서 이용하기 

한 추출물의 탈색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술 인 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

다. 본 과제에서는 지 까지 개발되지 않은 백련을 화장품 소재로 개발하기 해 

첫째, 백련을 각 부 별 (뿌리, 잎, 기, 꽃)로 추출해서 항산화 능력을 검색하는 

기술개발 둘째, 각 부 별 에서 항산화 기능성이 가장 우수한 잎 추출물의 탈색

을 해 이온화에 지를 이용하여 화장품 소재로서의 기능성이 유지된 천연 항산

화 백련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것이다.

백련의 각 부 별 추출물로부터 항산화 효능을 검색하고 그 에서 항산화 효

능이 가장 우수한 백련 잎 추출액으로부터 이온화에 지를 이용하여 색소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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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이온화 에 지를 조사하지 않은 백련 잎 추출액과 효능을 비교 분석하여 항

산화 기능성이 유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천연 항산화 기능성 백련 잎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 다.  백련의 각 부 별 (뿌리, 잎, 기, 꽃)로부터 항산화 효능이 

가장 우수한 백련 잎의 추출물에 이온화 에 지를 이용하여 색소를 제거하고 항

산화 기능성이 유지된 천연 항산화 기능성 백련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기 하여, 

원료인 백련 각 부 별 시료들을 북 정읍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하 고, 추

출 공정은 건조하여 마쇄한 각 부 들을 70% 에탄올에 침지시켜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정치한 후 여과하고 감압 농축하여 추출물을 얻었다. 한, 본 실험에서는 백

련의 각 부 별 추출액을 상으로 빠르고 정확한 항산화 효능을 검색하기 해 

DPPH  Ultra weak luminescence analyzer (UWLA, 미세발  분석기)를 사

용하 다.  UWLA 기기는 기존의 항산화 기능을 평가하는 흡  분석법과는 달리 

아주 미세한 라디칼인 superoxide 라디칼과 hydroxyl 라디칼을 감지하는 항산화 

검색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J. Agric. Food Chem. 49, 2137-2141, 2001). 즉, 슈퍼옥사

이드 라디칼 (superoxide radical) 측정은 quartz round-bottom에 2 mM 

lucigenin 1㎖, pH 7.4 phosphate buffered saline 1 ㎖, 1 M arginine 28 ㎕, 

1.4 μM methylglyoxal 24 ㎕을 차례로 넣어 혼합하고 하이드록실 라디칼 

(hydroxyl radical) 측정은 3 μM IBG 1 ㎖, 1 mM FeSO4 0.1 ㎖, 3% H2O2 

1.6 ㎖, 10 mM EDTA 0.05 ㎖을 넣어 혼합한 후, quartz round-bottom를 

ultra weak chemiluminescence analyzer (BJL. Jye Horn Co. Taipei, 

Taiwan)의 black-box unit에 넣고 ultraweak photon을 측정하 다. photon이 

안정화되었을 때 1 mg/㎖의 시료 2 ㎕를 반응혼합물에 첨가하고 안정화된 

counts에서 갑작스런 하락이 되어 재 안정화되면 다시 시료 2 ㎕를 넣고, 이

를 반복하여 여러 단계의 sudden drop을 얻는다. 그 후 count로 해율을 

계산하여 농도- 해율 그래 를 그린 다음, 50% 해율을 보일 때 농도값

(IC50)을 계산하여 시료에 한 radical 소거 효과를 결정한다. calibration은 

압범  860~867 사이에서 10000 photon count/s의 양을 산출하는 

14C-light source를 이용하 고 6000V에서 10분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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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 내용  방법

가. 부 별 백련 추출물 제조

북 정읍에서 생산되는 백련의 뿌리, 잎, 기  꽃 500 g 을 4 배의 70 % 메탄

올에 침지하여 24시간 정치한 후 여과지로 여과하여 추출액  고상 잔류물을 수

득하 다. 수득된 추출액을 감압농축하여 각각 12 g, 20 g, 14 g  그리고 15 g의 백

련의 뿌리, 잎, 기  꽃의 백련 추출물을 수득하 다. 상기에서 얻어진 각 부

별 백련 추출물  이온화 에 지선량에 비례해서 색도 개선된 백련잎 추

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을 알아보기 하여 하기와 같이 DPPH  Ultra weak 

luminescence analyzer (UWLA, 미세발  분석기)를 이용하 다.

나. 백련 추출물의 색도 변화를 한 이온화 에 지조사

항산화 효능이 가장 우수한 백련 잎 추출액을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기 한 방

안으로 추출액 자체에 함유되어 있는 색소를 제거하기 해 이온화 에 지(감마

선)를 이용하 다. 상기에서 분리한 백련 잎 추출액에 이온화 에 지를 조사

해, 한국원자력연구원 정읍방사선과학연구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선원 10

만 Ci의 코발트(Cobalt)-60 이온화에 지 조사 시설(Point source AECL, 

IR-79, MDS Nordion International Co. Ltd., Ottawa, ON, Canada)을 이용

하여 실온(14℃)에서 시간당 10 kGy의 선량율로 10, 20  50 kGy의 총 흡

수선량을 얻도록 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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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백련 추출물  이온화 에 지 조사 백련잎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 백련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실험에서 수득한 부 별 백련 추출물  이온화 에 지 선량별 조사된 백련

잎 추출물은 자유 라디칼인 1,1-디페닐-2-피크릴하이드라질(1,1-diphenyl-2- 

picrylhydrazyl, DPPH)을 사용한 항산화활성측정법(Nature, 181, 1199-1200, 

1958)을 수정하여 항산화 활성을 조사하 다. 부 별 백련 추출물  이온화 

에 지 조사 백련잎 추출물을 각각 125, 62.5, 31.5, 15.6, 그리고 7.8 ㎍/㎖을 

함유한 메탄올 용액 150 ㎕를 96공 마이크로 이트 (96 well microplate)에 

넣고 DPPH(0.1 mM)용액 150 ㎕을 상기 plate에 첨가하고 10분 동안 실온에

서 반응시킨 후 59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항산화 활성은 50% 해

율(IC50)값으로 나타냈다. 

EDA (%) = (Ac-As)/Ac × 100

Acontrol :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조구의 흡 도

Asample : 시료를 첨가한 반응구의 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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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발  분석기를 이용한  라디칼 소거 활성

     슈퍼옥사이드 라디칼 (superoxide radical) 측정은 quartz round-bottom에 

2 mM lucigenin 1㎖, pH 7.4 phosphate buffered saline 1 ㎖, 1 M arginine 

28 ㎕, 1.4 μM methylglyoxal 24 ㎕을 차례로 넣어 혼합하고 하이드록실 라

디칼 (hydroxyl radical) 측정은 3 μM IBG 1 ㎖, 1 mM FeSO4 0.1 ㎖, 3% 

H2O2 1.6 ㎖, 10 mM EDTA 0.05 ㎖을 넣어 혼합한 후,  ultraweak photon

을 측정하 다. 그 후 count로 해율을 계산하여 농도- 해율 그래 를 그

린 다음, 50% 해율을 보일 때 농도값(IC50)을 계산하여 시료에 한 

radical 소거 효과를 결정한다. 

라. 백련 추출물  이온화 에 지 조사 백련잎 추출물의 폴리페놀 

(Polyphenol) 함량 

에서 얻은 부 별 백련 추출물  이온화 에 지 조사 백련잎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기존의 방법(John Wiley & Sons, New York, units Ⅰ.1.1.1-

Ⅰ.1.1.8)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 다. 폴리페놀 실험을 해 추출물을 80 % 에탄

올에 녹인 후 상기 용액 0.1 ㎖을 테스터 튜 (Test Tube)에 넣고 

Folin-Ciocalteus's phenol regent (Folin-cio : 증류수 = 1 : 2) 0.2 ㎖을 테스터 튜

에 첨가 후, 1 분간 상온에서 방치하고 5 % 소듐 카보네이트 (Na2CO3) 3 ㎖ 을 첨

가한 다음 상온에서 2시간동안 교반한다. 마이 크로 이트 리이더(Microplate 

reader, BioRad)를 이용하여 762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gallic acid 측정 곡선(gallic acid calibration curve)을 이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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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이온화 에 지 조사된 백련잎 추출물의 색도 측정 

 

     에서 이온화 에 지 조사에 의한 백련잎 추출물의 색도 변화를 명도, 색도, 

황색도 등의 색도를 측정하기 해 아래와 같은 실험을 실시하 다. 이온화 에

지 조사를 실시한 백련잎 추출물의 색도를 측정하기 해 색차계

(Spectrophotometer, Minolta Co., Osaka, Japan)를 이용하여 비조사된 백련잎 추

출물과 이온화 에 지 조사된 백련잎 추출물의 색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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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수행 결과

     가. 부 별 백련 추출물 제조

각 부 별 백련을 70% EtOH로 추출한 결과 뿌리는 약 2.4%의 수율로 추

출되었고 기는 2.8%, 잎은 4.0% 그리고 꽃 부 는 3.1%로 수율로 각각 추

출되었다. 이  잎부분에서 가장 많은 추출 수율을 보 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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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0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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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줄기 잎 꽃

백련 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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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yield of various N. nucifera extracts from 70 % EtOH



- 12 -

     나. 백련 추출물의 색도 변화를 한 이온화에 지 조사

이온화 에 지의 선량에 의한 백련 잎 추출물의 색도를 비교한 것으로서 a는 

비조사 시료이고; b는 10 kGy 이온화 에 지 조사된 시료의 색이고; c는 20 kGy 

이온화 에 지 조사된 시료의 색이고; d는 50 kGy 이온화 에 지 조사된 시료의 

색이다. Fig.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 조사된 백련 잎 추출물(a)에서는 갈색의 색

을 띄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온화 에 지 조사된 시료에서는 선량의 증

가에 따라 갈색의 색이 없어지고 노란색으로 변화 하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

다. 

Fig. 2. The effects of gamma irradiation on color characteristics of N.           

              nucif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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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백련 추출물  이온화 에 지 조사 백련잎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

- 백련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실험결과 표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부 별 백련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잎에서 IC50 값이 15.1 ㎍/㎖로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이온화 에 지 선량 

(10, 20, 50 kGy)의 변화에 의해서는 백련잎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의 큰 변

화가 없었다. 백련 뿌리 추출물에서는 가장 낮은 항산화 활성 (IC50, 136.2㎍/

㎖)을 보 다. 상기의 항산화 활성 결과는 Table 1, Fig.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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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changes of electron donating activity in Nelumbo nucif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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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C50 of Electron donating abilities of various N. nucifera

 시료
이온화 에 지 

조사선량 (kGy)

항산화 활성

IC50 (㎍/㎖)

백련뿌리 추출물 - 136.2

백련잎 추출물

- 15.1

10 15.8

20 14.5

50 16.1

백련 기 추출물 - 18.3

백련꽃 추출물 -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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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발  분석기를 이용한  라디칼 소거 활성

실험을 수행한 결과, 각 부 별 추출물에서 슈퍼옥사이드 (superoxide)  

라디칼에 한 백련의 뿌리, 잎, 기, 꽃의 50% 해율(IC50)는 각각 4.2, 1.1, 

3.2 그리고 1.7 ㎍/㎖로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Fig. 4). 하이드록실 

(hydroxyl) 라디칼에 한 백련의 뿌리, 잎, 기, 꽃의 50% 해율(IC50)는 

각각 3.1, 0.7, 2.4 그리고 1.3 ㎍/㎖로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Fig. 5). 

이  잎 추출물에서 가장 강한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온화에

지 선량의 변화에 의한 백련잎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의 라디칼 소거능의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Fig. 4. Spectrum of superoxide radicals scavenging activities of various N.  

      nucifera extracts with UW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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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pectrum of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various N.     

      nucifera extract with UW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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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C50 of superoxide and hydroxyl radicals-scavenging activities of   

        various N. nucifera extracts with UWLA

 시료
이온화 에 지 

조사선량 (kGy)

Superoxide 라디칼 
소거능

IC50 (㎍/㎖)

Hydroxyl 라디칼 
소거능

IC50 (㎍/㎖)

백련뿌리 추출물 - 4.2 3.1

백련잎 추출물

- 1.1 0.7

10 0.9 0.7

20 0.9 0.7

50 1.0 0.7

백련 기 추출물 - 3.2 2.4

백련꽃 추출물 - 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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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백련 추출물  이온화 에 지 조사 백련잎 추출물의 폴리페놀         

           (Polyphenol) 함량 

상기 실험의 측정 결과 잎에서 213.5 mg/g의 함량으로 가장 많은 폴리페

놀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 고, 백련잎 추출물의 이온화 에 지 선량

에 의한 폴리페놀의 함량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뿌리에서는 

43.2 mg/g으로 가장 낮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 

추출물에서는 182.2로 잎 보다는 낮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었다. 상기 폴

리페놀 함량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Flavonoids contents of various N. nucifera extracts

 시료
이온화 에 지 

조사선량 (kGy)
총 라보노이드 함량 (mg/g)

백련뿌리 추출물 - 43.2

백련잎 추출물

- 213.5

10 232.1

20 224.9

50 210.1

백련 기 추출물 - 182.7

백련꽃 추출물 -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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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온화 에 지 조사된 백련잎 추출물의 색도 측정 

상기의 색도 측정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의 결과로부터 백

련잎 추출물의 명도는 이온화 에 지 20 kGy  50 kGy 조사군에서 각각 

19.28과 20.45로 비조사군의 17.12과 비교해서 이온화 에 지에 의해 명도가 

개선됨을 확인하 다. 이온화 에 지에 의한 백련잎 추출물의 색도는 비조

사 군에서 3.38로 나타난 반면, 20  50 kGy 조사된 추출물의 경우 각각 

0.04  -0.23으로 색도가 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련잎 추출

물의 황색도 역시 비조사군에서 11.15로 나타났지만, 20  50 kGy 조사된 

추출물의 경우 각각 0.14  -1.27로 황색도가 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Table 4. Effect of gamma irradiation on color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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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  백련을 이용한 동물모델의 천연 약리기능성 소재    

           개발 

1. 개요 

활성산조 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산소에서 유래된 것들로서 

안정한 분자 상태인 triplet oxygen이 체내 효소계, 환원 사, 화학약품, 공해

물질, 화학반응 등의 각종 물리, 화학  환경  요인 등에 의하여 생성된

다. 이러한 활성 산소는 정상 인 사 과정, 화학  반응, 약물 사 과정

이나 기타 세포 사의 이상을 래하는 여려 요인에 의해 그 생성이 증가

되며 따라서 생체는 이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자유 라디칼 반응의 유해 효과

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한 이 활성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강하여 이들에 

의하여 야기되는 자유 라디칼 반응은 세포구성 성분인 지질, 단백질, 당  

DNA 등을 비선택 , 비가역반응에 의해 괴함으로써, 암을 비롯하여 뇌졸

, 킨슨병 등의 뇌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들 활

성산소에 의한 지질과산화 결과 생성되는 지질과산화물을 비롯하여 여러 가

지 체내 과산화물도 세포에 한 산화  괴로 인한 각종 기능장애를 야기

하여 활성 산소종이 정상 으로 소거되지 않았을 때 잔존하는 자유 라디칼

에 의해 산화  스트 스를 받게 됨으로써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한다. 

한 인간의 노화와 치매에도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

품에서도 부패와 독성물질 생성 등으로 유해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

다. 그리고 특정질환이나 노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된다고 보고되고 있는 자

유 라디칼 해효과가 있는 천연물에 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백련이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ROS에 해 in vitro  in 

vivo(동물모델)상의 실험결과를 통해 라디칼 해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백련의 뿌리, 기, 잎 그리고 꽃 부 의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보

면 잎 추출물이 hydroxyl, superoxide, DPPH (1,1 - diphenyl - s - 

picryhydrazyl)라디칼에 한 해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잎 부 의 물질분리 과정을 통하여 백련의 주요 라보노이드 화합물이 

isoquercitrin인 것을 확인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 isoquercitrin이 백련에 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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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여 이것이 hydroxyl radical 해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다른 항산

화 효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in vivo에서 백련의 항

산화 효과를 처음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MDA와 알데히드가 지질과산화에 한 지표물질이 된다는 많은 연구가 

보고되어왔으며 MDA와 알데히드를 측정하는 방법이 넓게 이용되어왔다. 

암, 알츠하이머, 동맥경화를 비롯한 부분의 성인병과 ROS에 의해서 생성

된 MDA와 알데히드의 연 성에 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동물모

델에서의 산화  스트 스의 지표물질이나 항산화효과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온화에 지 조사가 ROS를 생성시켜 지질과

산화를 증가시켜 DNA에 손상을 주는 것을 증명하 다. GC/MS를 이용하여 

mice urine에서 지질분해산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Urine내의 이러한 지질 

사산물들이 radiation에 의한 자유라디칼에 의한 세포 손상에 한 반응으

로 생성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isoquercitrin이 풍부한 백

련 분획물을 경구투여 하게 되면 ROS 해에 의한 지질과산화 산물이 감소

한다.

많은 연구가 radiation에 의한 DNA손상으로 인해 apoptosis가 유발되고 

결과 세포가 사멸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연구에 기 하여 apoptosis와 

DNA 손상에 한 백련의 효과를 측정하 다. Radiation에 의해 유의 으로 

apoptotic cell이 증가하 으며 백련 분획물을 처리하게 되면 apoptosis가 유

발되기 해 필요한 ROS를 해함을 통해 apototic cell이 감소하 다. 게다

가 RAW 264.7 macrophage cell에 백련을 처라하게 되면 DNA 손상도 감소

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결론 으로 백련의 주요 라보노이드 화합물로 isoquercitrin을 분리하

으며 백련이 ROS에 유발되는 지질과산화를 조 한다는 것을 규명하기 해 

GC/MS를 이용하여 산화  손상 marker를 측정하 으며 in vivo에서 

radiation에 의한 손상에 의해 생성되는 알데히드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므로 isoquercitrin이 풍부한 백련은 ROS에 의한 산화  손상을 감소

시키며 다양한 질병에 해 보호작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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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ation 

Fig. 6. Proposed intermediates and secondary products formed from lipid  

       by radiation-induced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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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수행 내용  방법

가. 백련으로부터 isoquercitrin의 분리  구조결정

백련으로부터 isoquercitrin의 효율  분리를 해 백련잎 분말 1.3 kg을 

70% EtOH로 추출하여 124.5 g의 추출물을 얻었다. 백련잎 추출물에서 당을 

포함한 부분을 제거 하기 해 Diaion HP-20을 사용하여 20% MeOH로 용리

시켜 당을 포함한 부분을 제거하고 MeOH로 용리 시켜 isoquercitrin을 포함

한 추출물을 얻었다. 상기에서 수득한 MeOH 추출물 (31.1 g)을 실리카  칼

럼을 사용하여 클로로포름/메탄올 (9/1→⃗0/10)으로 용리시켜 분획(Fr. 2-1 ~ 

7)을 얻었다. 7개의 분획물에 한 TLC 결과 분획물 Fr. 2-3에서 가장 많은 

라보노이드가 있는 것을 확있하 다. 분획물 Fr. 2-3을 다시 실리카젤 칼럼

을 사용하여 클로로포름/메탄올을 사용하여 Fr. 2-3-1 ~ 9번의 분획물을 수

득하 다. 이  Fr. 2-3-1-7번 분획물을 다시 semipreparative HPLC를 사용하

여 isoquercitrin 5 mg을 수득하 다. 이때 분리 조건은 H20/MeOH = 3 : 7

을 사용하 다 (Fig.7). 

나. HPLC를 이용한 백련의 isoquercitrin 정성  정량 분석

HPLC를 이용한 백련 Fr. 2번 분획물에 isoquercitrin의 정성  정량 분석

을 시행하기 해 Agilent Technologies Series 1100 system을 사용하 다. 컬

럼 RP-18 (150 mm × 4.6 mm id., 3 μm particle size, Phenomenex)이 사용

되었다. 백련 분획물과 isoquercitrin은 RP-18컬럼을 사용하여 0.2% acetic 

acid와 acetorntrile을 이동용매로 사용 하 고 340 nm에서 검출 되었다. 

isoquercitrin은 12 - 500 μg/ml에서 검출하여 peak 면 을 통하여 extrnal 

standard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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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동물 실험과 방사선조사

생체 내 산화  스트 스를 유도하기 해 방사선을 처리하 을 때 일어나

는 지질과산화에 한 백련 추출물의 억제효과를 살펴보기 해 방사선 조

사와 백련 투여군의 뇨에서 지질과산화물을 측정하 다 (Fig. 7). 본 실험을 

한 6주령 C57BL6 암컷 마우스를 사용하 으며 표 사육방법으로 사육하

다. 실험용 방사선 조사기 gamma cell-40 (Nordion, Canada)를 사용하 으

며, 137Cs γ-rays를 0.84 Gy/min동안 4 Gy를 조사하 다. 실험군의 마우스는 

각 군당 8마리씩 정상 조군, 방사선 조사 조군 과 시료 병행 투여 군으로 

3군을 나 었으며 마우스 마리당 0.5 ml/injection/day 로 4일 동안 복강 투

여하 다. 4일 후 4 Gy 방사선을 조사 하고 12 시간동안 urine을 수집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Fig. 8). 

Fig. 7. principle of experiment : gamma ray induced lipid peroxidation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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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8. In vivo experiments : A) mice were randomly divided into three   

       main groups and treated for 4 days, B) mice urine was collected   

       for 12 h after gamma irradiation, C) N. nucifera was extracted      

       using 70% EtOH and fractionated using Diaion HP-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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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방사선 조사 마우스에서 백련의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 측정

활성산소에 의한 지질과산화 결과 생성되는 지질과산화물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체내 과산화물도 세포에 한 산화  괴로 인한 각종 기능장애를 야

기하여 활성 산소종이 정상 으로 소거되지 않았을 때 잔존하는 자유 라디

칼에 의해 산화  스트 스를 받게 됨으로써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한

다. 한 인간의 노화와 치매에도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식품에서도 부패와 독성물질 생성 등으로 유해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지질과산화물을 측정하기 한 방법으로 주로 TBARS법이 사용되어지

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지질과산화물 (알데히드)를 측정하는 정확한 방법

이 될 수 없다고 알려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마우스의 뇨에서 

지질과산화물을 측정하기 한 방법으로 phenylhydrazine을 이용하여 알데

히드와 반응시킴으로 hydrazone 유도체를 생성 시킨 후 GC/MS를 사용하여 

지질과산화물을 측정하 다. 2 M HCl 수용액 5 ml에 Phenylhydrazine (22 

μl)를 첨가하여 알데히드와 반응물(PH 반응물)을 제조하 다. 12시간 동안 

수집된 마우스의 뇨 2 ml, 증류수 7.6 ml 그리고 PH 반응물 0.4 ml을 첨가

하여 반응 시킨후, n-Hexane으로 추출하여 GC/MS 측정용 샘 을 제조 하

다. GC/MS는 5890 gas 크로마토그라피 (Agilent)와 5988A mass 

spectrometer를 사용하 다. GC는 helium을 유속 0.7 ml/min으로 용리 시키

고, 온도는 70℃에서 175℃로 25℃/min으로 증가 시켰다. 175℃에서는 200℃

까지 5℃/min으로 증가 시키고 300℃ 까지 10℃/min으로 온도를 증가 시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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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Hydrazone 유도체의 합성

 4가지 hydrazone유도체가 다음의 알데히드(Isoubutylaldehyde, 

2-methylbutylaldehyde, Isovaleraldehyde, valeraldehyde)로부터 유래된 것인

지를 확인하기 해  4가지 알데히드와 phenylhydrazine을 반응하여 

hydrazone 유도체를 합성 하 다. Phenylhydrazine (16.5 mM)과 1 mM 

acetic acid 첨가된 EtOH에 각각의 알데히드를 첨가한후 phenylhydrazine과 

알데히드를 반응 시켰다. 상온에서 1시간 반응 후 증류수 100 ml을 첨가하여

고 ethyl acetate(100 ml)로 2번 추출하 다. 그 후 MgSO4를 사용하여 건조

하고 감압증발시켜 solvent를 제거 하 다. 그 후 silical gel 컬럼을 사용하여 

hexane/EtOAc (9:1)로 용리 시켜 hydrazone유도체를 합성하 다 (Fig. 18).  

Fig. 18.  Synthesis of hydrazone derivat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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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백련 추출물이 RAW 264.7 cells의 apoptosis에 미치는 향

Apoptosis는 MBL MEBCYTO Apoptosis kit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RAW 264.7 Macrophage cell을 24시간 배양한 후 100 mg/ml 의 농도로 샘

을 처리하고 2시간 후에 감마선을 조사하 다. 6시간 후 수확하여 차가운 

PBS buffer를 이용하여 washing 한 후 2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버렸다. Binding buffer 85ml로 resuspenstion 시킨 후 10ml의 

Annexin-V-FITC와 5ml의 propidium iodide를 첨가한 다음 빛을 차단하여 

15분간 배양하 다. 배양이 완료된 뒤 400 ml의 binding buffer를 첨가하고 

annexin-V-FITC와 propidium iodide에 염색된 세포들을 FACs로 분석하

다.   

사. Comet assay를 이용한 백련의 DNA 분 에 미치는 향 

 감마선의 유  독성을 알아보기 하여 comet assay를 실시하 다. 처

리 물질이 아닌 시험과정에서의 DNA 손상을 최소화하기 하여 모든 과정

은 어두운 조명하에서 이루어졌다. PBS buffer에 분산시켜 놓은 RAW 264.7 

Macrophage cell (1 X 10
5 cell)와 0.5% LMA (low melting poing agarose) 

80ml를 혼합하여 미리 pre-coating해 놓은 slide glass에 떨어뜨린 후 cover 

glass를 덮어 체 으로 퍼지게 하 다. 4℃에서 10분간 굳힌 후 다시 110 

ml의 0.5% LMA로 한 층을 덧입  4℃에서 굳힌다. 만들어진 slide는 cover 

glass를 제거한 후 4℃에서 lysing solution [2.5 M NaCl, 100 mM EDTA, 10 

mM Tris ( pH 10), 사용직 에 1 % Triton X-100과 10 %의 DMSO]에 담가 

1시간 동안 cell lysis를 시킨다. 4 ℃에서 물로 slide에 남은 용액을 제거하고 

4 ℃Electropohoresis buffer (300 mM NaOH, 1mM EDTA pH 7.5)에서 20

분간 unwinding 시킨 후 25V, 300mA에서 20분간 기 동을 실시하 다. 

기 동이 끝난 slide는 4℃에서 물로 씻어  후 400 mM 의 Tris buffer 

(pH 7.5)에서 5분간 화과정을 시행하며 이 과정을 3회 반복하 다. 30 ml 

EtBr (20 mg/ml)로 염색하여 형 미경으로 검경하고 Komet ver 4.0 

image analysis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분석하 다. 한 slide당 50개의 핵을 

찰하여 통계분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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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수행 결과

가. 백련으로부터 isoquercitrin의 분리

Scheme 1. Isolation and purification scheme for compound 1 from N.      

           nucifera leaves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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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LC analysis of Fr.2-1 ~ Fr.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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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백련으로부터 분리된 isoquercitrin의 구조결정

분리된 isoquercitrin은 1H NMR, 13C NMR (Fig 11), COSY (Fig. 12), 

HMQC (Fig. 13)  그리고 HMBC (Fig. 14)를 사용하여 구조를 결정하 다. 

1H NMR (500 MHz) 과  13C NMR (125 MHz)의 스펙트럼은 JNM-ECA 500 

spectrometer (Jeol, Japan)을 사용하 고 solvent는 CD3OD, DMSO-d6를 사용

하 다.

Fig. 10. Structure of isoquercitrin

1) 1H NMR

2) 13C NMR

Fig. 11. The  1H and 13C NMR spectra of isoquercit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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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on
13C δ
(ppm)

1H δ
(ppm) Multiplicity J

(Hz) Integration

Aglycone

2 156.3

3 133.3

4 177.5

5 161.3

6 98.8 6.18 s 3.09 1H

7 164.1

8 93.5 6.38 s 3.19 1H

9 156.2

10 103.9

1’ 121.6

2’ 121.2 7.57 m 3.79 1H

3’ 144.8

4’ 148.5

5’ 116.2 6.84 d 3.42 1H

6’ 115.2 7.57 m 3.79 1H

Sugar

1" 100.8

2" 77.5

3" 76.4

4" 74.0

5" 69.9

6" 60.9

Table 5. 1H NMR (500 MHz) and 13C NMR (500 MHz) spectroscopic      
          chemical shifts and multiplicities of the isoquercitrin (in         
          DMSO-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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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SY spectrum of isoquercit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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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HMQC spectrum of isoquercit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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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HMBC spectrum of isoquercit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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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HPLC를 이용한 백련의 isoquercitrin 정성  정량 분석

     Isoquercitrin의 retention time은 19.8분 이었다 (Fig 15). 그리고 

isoquercitrin의 표  곡선의 R2 = 0.9996이었다 (Table  6). 이런한 실험을 바

탕으로 백련 추출물의 2번 분획물 에서의 isoquercitrin의 함량은 39 mg/g으

로 나타났다 (Table 7).

Fig. 15. (A) RP C18 HPLC chromatogram of fraction (Fr. 2) from N.       

       nucifera. Retention time (tR) isoquercitrin (3) = 19.8 min. (B) RP C18  

       HPLC Chromatogram of isolated isoquercitrin from N. nucif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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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curve Correlation coefficient Linear range (µg/ml)

Std. Y=14.51x-104.85 0.9996 12-500

Fraction

number
Peak number

Retention

Time(min)
λ=340

Compound

assignment

Peak

Area

Amount

(mg/g)

Fr.2 3 19.8 340 isoquercitrin 5555 39.0

Table 6. Linear regression of isoquercitrin

Table 7. Isoquercitrin quantit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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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방사선 조사 마우스에서 백련의 지질과산화물 억제 활성 측정

본 연구에서는 백련이 방사선에 의해 생성된 ROS에 해 in vitro  in 

vivo(동물모델)상의 실험결과를 통해 라디칼 해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다. 

백련의 뿌리, 기, 잎 그리고 꽃 부 의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보

면 잎 추출물이 hydroxyl, superoxide, DPPH (1,1 - diphenyl - s - 

picryhydrazyl)라디칼에 한 해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잎 부 의 물질분리 과정을 통하여 백련의 주요 라보노이드 화합물이 

isoquercitrin인 것을 확인하 다. 기존의 연구에서 isoquercitrin이 백련에 존

재하여 이것이 hydroxyl radical 해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지만 다른 항산

화 효과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가 in vivo에서 백련의 항

산화 효과를 처음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MDA와 알데히드가 지질과산화에 한 지표물질이 된다는 많은 연구가 

보고되어왔으며 MDA와 알데히드를 측정하는 방법이 넓게 이용되어왔다. 

암, 알츠하이머, 동맥경화를 비롯한 부분의 성인병과 ROS에 의해서 생성

된 MDA와 알데히드의 연 성에 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동물모

델에서의 산화  스트 스의 지표물질이나 항산화효과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온화에 지 조사가 ROS를 생성시켜 지질과

산화를 증가시켜 DNA에 손상을 주는 것을 증명하 다. GC/MS를 이용하여 

mice urine에서 지질분해산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Urine내의 이러한 지질 

사산물들이 radiation에 의한 자유라디칼에 의한 세포 손상에 한 반응으

로 생성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 그러나 isoquercitrin이 풍부한 백

련 분획물을 경구투여 하게 되면 ROS 해에 의한 지질과산화 산물이 감소

한다. 실험 결과 방사선 조사군에서 지질과산화물(알데히드)가 방사선 비조사

군과 비교하여 상당히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고 백련 병행 투여군에서는 알

데히드가 상당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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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hromatogram of a mice urine sample spiked with different     

          intensity of masses of four lipid degradation products. (a)      

          non-irradiated mice urine; (b) 4 Gy-irradiated mice urine; (c)    

          N.nucifera treated and irradiated mice u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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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GC/MS를 이용한 지질과산화물의 측정

지질과산화물(알데히드)를 측 하기 해 본 실험에서는 phenylhydrazine

을 이용하여 알데히드와 반응시킴으로 hydrazone 유도체를 생성 시킨 후 

GC/MS를 사용하여 지질과산화물을 측정하 다. GC/MS 분석결과 총 4개의 

hydrazone이 검출되었다. 이 hydrazone이 분자량 (m/z)은 1‘:162, 2’: 176, 3‘: 

176, 그리고 4’: 176으로 1‘을 제외한 3개의 hydrazone은 동일하게 176으로 

분자량이 동일한 알데히드의 유도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7). 그리고 

tR는 Isoubutylaldehyde는 7.21분 이 고 2-methylbutylaldehyde는 8.18분, 

Isovaleraldehyde는 8.26분, 그리고 valeraldehyde는 8.44분으로 각각 나타났

다.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 1´은 Isoubutylaldehyde로부터 만들어진 

hydrazone이 고, 2´은 2-methylbutylaldehyde, 3´은 Isovaleraldehyde, 그리

고 4´은 valeraldehyde로부터 만들어진 hydrazone 유도체 다.

Fig. 17. Chromatogram of a non-irradiated mice urine sample spiked     

          with four different lipid degradation products. PH derivatives   

          of 1´ (Isoubutylaldehyde), 2  ́ (2-methylbutylaldehyde), 3´        

          (Isovaleraldehyde)    and 4´ (valeraldehyde). General Note: y   

          and x axes of inserts are as follows: y = relative intensity of    

          masses (m/z) x = retention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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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마우스 urine에서 검출된 hydrazone과 합성된 hydrazone의 비교

상기 합성법에 의해서 합성된 hydrazone 유도체를 GC/MS를 사용하여 

mass spectrum을 확인하 다. 각각 162와 176의 분자량을 확인하 다 (Fig. 

19). 그리고 마우스 뇨에서 검출된 hydrazone 유도체와 GC/MS를 사용하여 

비교 분석한 결과 상기 4개의 GC/MS peak이 각각 Isoubutylaldehyde (tR 

7.21 min), 2-methylbutylaldehyde (tR 8.18 min), Isovaleraldehyde (tR 8.26 

min), valeraldehyde (tR 8.44 min)로부터 유래된 hydrazone이라는 것을 확

인하 다 (Fig. 20, 21, 22, 23). 

Fig. 19. Electron impact (ei) mass spectra of synthetic PH derivatives of A  

      (isoubutylaldehyde), B (2-methylbutylaldehyde), C (isovaleraldehyde)  

      and D (valer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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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Mass spectrum of PH derivative of isobutylaldehyde standard (A),  

       Mass spectrum of PH-derivatized isobutylaldehyde in mice urine   

       (B)          

     

Fig. 21. Mass spectrum of PH derivative of 2-methylbutylaldehyde         

          standard (A), Mass spectrum of PH-derivatized               

          2-methylbutylaldehyde in mice urin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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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Mass spectrum of PH derivative of isovaleraldehyde standard (A),  

       Mass spectrum of PH-derivatized isovalderaldehyde in mice urine  

       (B)

Fig. 23. Mass spectrum of PH derivative of valeraldehyde standard (A), 

       Mass spectrum of PH-derivatized valderaldehyde in mice urin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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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백련 추출물이 RAW 264.7 cells의 apoptosis와 DNA 분 에 미치는  

      향

Apoptosis(세포자멸사)는 다세포생물에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요한 기작

으로서 주  조직에 상해를 주지 않으면서 손상된 세포만을 선택 으로 제

거하는 일련의 조 된 세포사멸 과정이다(Wyllie, 1980; Raff, 1992; Jacobson 

등, 1993; 이도연 등, 2006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세포자멸사는 발생과정에

서와 같이 일련의 내 인 실행계획의 활성화에 의해 유발되기도 하고 외부

자극에 의해 발된 범 한 죽음 신호 달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Programmed cells death 라고 불리는 apoptosis는 세포가 비정상 인 상태 

는 병리학  요인에 노출된 후에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생리학  과정을 일

컫는다. Apoptosis cells은 세포수축, 핵 응축, DNA 단과 같은 세포 내․ 

외 인 신호에 의해 시작되어 일련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고 Bcl-2 family 

단백질과 cystein acid protease인 caspase들이 apoptosis의 요한 조 인자

로 작용한다. 단백질 분해효소  caspase는 apoptosis의 필수 인 효소로 연

쇄반응으로 효소가 활성화되어 다음효소를 활성화 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데 caspase-8은 cell death ligand가 receptor에 결합하면 활성화되고 pro 

apoptotic cytosolic protein인 Bid를 단하게 된다. 단된 Bid 단백질, Bcl-2 

family 단백질의 상호작용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세포독성 자극에 의한 미토콘

드리아 장애로 미토콘드리아 막에 존재하던 cytochrome c가 세포질로 방출

된다. 방출된 cytochrome c에 Apaf-1(apoptosis protease activating factor-1)

이 procaspase-9과 결합하여 apoptosome을 형성하여 caspase-9이 활성화되면 

최종 으로 caspase-3를 활성화시킨다. Effector caspase인 caspase-3은 활성

화되어 apoptosis의 형태학  특징에 여하는 PARP(poly(ADP-ribose) 

polymerase) 등의 단백질을 분해하여 apoptosis를 유도하게 된다. 이는 

caspase 의존 인 일반 인 apoptosis 경로이다. 상기의 설명에서 미토콘드리

아 외부 막의 투과성 변화가 일어날 경우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여러 단

백질들이 방출되는데 이들은 cytochrome c, endonuclease G, 

AIF(apoptosis-inducing factor) 등을 포함한다. 특히 AIF 단백질의 활성은 

caspase와 독립 으로 apoptosis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데, A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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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미토콘드리아 라보단백질이지만 다양한 세포고사  자극으로 미토콘드

리아에서 방출되어 핵으로 이동되고 caspase와 독립 인 경로로 염색질 응축

과 DNA 분 을 유도한다.

많은 연구가 radiation에 의한 DNA 분 로 인해 apoptosis가 유발되고 결

과 세포가 사멸한다고 보고하 다. 이러한 연구에 기 하여 apoptosis와 

DNA 손상에 한 백련의 효과를 측정하 다. Radiation에 의해 유의 으로 

apoptotic cell이 증가하 으며 백련 분획물을 처리하게 되면 apoptosis가 유

발되기 해 필요한 ROS를 해함을 통해 apototic cellS이 감소하 다 (Fig. 

24). 게다가 RAW 264.7 macrophage cell에 백련을 처리하게 되면 DNA 손

상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Fig.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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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Inhibitory effect of N.nucifera on 137Cs γ-rays irradiation-induced   

        cell apoptosis. RAW 264.7 macrophage 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N.nucifera  prior to 5 Gy irradiation. Cells were       

        harvested and apoptosis were confirmed by FCM (staining with   

        both Annexin V-FITC and PI) 6 h later. The percentages of       

        apoptotic cells were compared.



- 47 -

Fig. 25. Protective effect of N. nucifera on 137Cs γ-rays irradiation-induced 

        DNA damage in RAW 264.7 macrophage cell. (#p<0.05 compared  

        to the Value of control ; *p<0.05 compared to the value of 5 Gy 

        irradiation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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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외 기여도

제 1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백련을 이용한 약리기능성 소재  제품 개발’ 본 과제에서 백련의 효능을 

검증하고 화장품소재  제품개발을 하 다. 본 과제 수행결과 백련의 항산

화 효능을 검정하 으며, 동물모델에서도 세포구성 성분인 지질, 단백질, 당 

 DNA 등을 비선택 , 비가역반응에 의해 괴하는 활성산소의 발생을 

해함으로 지질과산화물의 생성을 최소화함을 검증하 다. 한 이러한 백련

은 Apoptosis(세포자멸사)  DNA 분 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러한 백련은 일상의 식생활에서 부족한 

양성분을 보 하고 인체의 생리  기능에 작용하여 건강증진  각종 질

환의 방에 도움을 주어 불규칙한 식생활과 양의 불균형 섭취 등으로 각

종 성인병이 늘어나고 있고, 인구의 노령화로 국민건강이 나빠지고 있는 

인들에게 건강보조식품으로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이러한 

백련의 주성분을 확인하기 해 sephadex-LH 20  silical gel 컬럼을 사용

하여 백련의 주성분 라보노이드인 isoquercitrin을 확인하 고 HPLC를 사

용하여 정성  정량 분석을 실시하 다. 

이들 결과를 토 로 백련잎 유효성분 함유 화장품개발  화장품의 효능

을 검증하기 해 항산화 효과, 미백효과, 주름개선효과, 항균효과를 확인함

으로써 화장품소재  제품개발의 효율  기술 기반을 확보하 다. 

본 연구개발 결과는 ‘백련을 이용한 약리기능성 소재  제품 개발’이라는 

연구개발 목표를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한 백련의 건강기능식품

의 활용 가능성  기 연구를 추가 으로 달성한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목

표 달성 내용을 간략히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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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달성도 (%) 내용

백련 추출  

분리․정제 후 

효능 검증

100 - 백련 기 자료조사

100 - 백련 추출조건 검토

100
- 백련 추출물 피부상재균에 한 

항균효과

100 - 백련 추출물 미백효과 검정

100 - 백련 추출물 주름개선효과 검정

100 - 백련 추출물 항염증 효과 검증

100
-Sephadex LH 20 칼럼에서의 유효

분획물의 순도검증

백련 추출물 

방사선 조사  

생리활성 검증

100
-방사선 조사 백련 추출물의 기능성 

 상품성 향상 효과 분석

백련의 유효성분 

함유 화장품 개발 

 화장품 효능 

검증

100
- 백련 유효성분 함유 다기능 화장

품 개발 처방 연구

100
- 백련 유효성분 함유 다기능 화장

품 안정성  안 성검토

100
- 백련 유효성분 함유 화장품에서의 

효능검증

100

-백련 유효성분 함유 화장품 랜드 

시제품 개발 (크림, 에센스, 로션, 스

킨)
백련을 이용한 

동물모델에서 

질병 방효과 

평가

100
-동물모델에서 백련의 활성 산소 제

거 효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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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외 기여도

1. 기술  측면

-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고기능성 화장품 제조 기술 구축

-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생명 공학  응용 기술 구축

- 방사선 이용 식품 유해물질 감화 기술 구축

2. 경제•산업  측면

- 지역 특산물인 백련의 부가가치 상승  시장성 확  효과

- 지역 농가소득의 향상 효과

- 농업분야를 활용한 지역 기반의 소기업형 특성화 사업 육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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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지역 특산물인 백련의 효능을 이용한 천연 기능성 공 보건용 소재가 개발

된다면 특히 재 화장품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방화장품과 함께 새

로운 유형의 천연물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다. 한 본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고기능성 화장품용 복합 기능성 천연식물소재가 개발되면 최근 진행 인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생명 공학  응용기술을 목하여 제품의 기술  완성

도를 높일 수 있고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연구 역을 확보하고 

이 분야 기술의 선 으로 국제  고유기술을 확보, 기술수출의 계기를 마련

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방사선과학연구소에서 진행 인 방사선 이용 식품

유해물질 감화 기술개발을 병용하여 천연식물자원의 기능성 외 불용색소, 

잔류농약 등 산업화 방해물질/ 상을 최소화하여 개발소재의 안 성, 소비자

수용성을 극 화 할 수 있고 방사선(RT)과 BT/NT를 병용하면 공 보건용 

고부가가치 소재개발과 기 개발된 소재에 부가가치를 부여하여 원가 감, 

장성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한, 본 연구개발기술은 기능성 

소재의 안정 생산  량 생산을 한 획기 인 기반기술로서 기존의 생산

공정에 비해 생산비를 크게 낮출 수 있고 특히 백련의 경우 부가가치 기여

효과가 탁월할 것으로 단된다. 

백련  백련의 가공 부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가 상품화될 

경우 지역 농가소득 향상을 기 할 수 있었고 특히 본 연구개발의 소재는 

지역기반의 소기업형 특성화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어 산업화에 의한 직

인 농업분야 기여도가 클 것으로 단 다. 자연 친화 인 원료를 원하

는 소비자 needs에 맞춘 새로운 기능성 원료로 의약, 식품  화장품산업  

분야에 이용 가능함으로 산업  부가가치의 증 에 기여 할 것이다. 한 소

비자들의 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해 한 취향의 다양성을 소화하기 

해서도 천연물 소재 등을 이용한 물질의 개발이 필요하 고 이는 국제시장

을 겨냥할 때도 매우 정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 되었다. 

최근 여성과 남성에게 가장 심 있는 분야가 미백과 주름개선인데 이 같은 

시장 경향에 맞추어 천연물이 함유된 화장품이 개발되면 웰빙트랜드와  

시장에 매우 정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개발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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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은 즉시 산업체에 기술 이 하여 국가 수출력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 다. 참고로 세계 기능성 소재시장은 476억$(2001년)로 2010년 

1,000억$ 매출달성을 기 하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시장은 수입 체/수출효

과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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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배경  필요성

○ 국내 천연식물자원  가공 폐자원  우수한 효능이 입증된 물질이 다량 함유

되어 있으나 정제/가공 기술의 문제로 량 생산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시장  

소비자 기호 다변화에 따른 다양한 천연소재의 개발이 실히 요구됨.

○ 국내 천연식물자원 에는 기능성이 우수하다고 입증되었으나 그 산업  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천연소재가 부분임. 따라서 다양한 천연소재로의 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음. 

○ 백련은 모든 부 가 약용  식용으로 쓰이고 있으며 한방에서는 지 , 빈 , 

하증, 신장염, 진통, 해열, 신경쇠약, 요통 등의 증상에 요한 약재로 쓰이고 있음.

○ 한약재로 주로 쓰이는 백련은 설사, 두통, 어지럼증, 토 , 산후 어 치료, 야뇨

증, 해독장용, 비타민 결핍치료 등 다양한 효능을 갖추고 있으나 이를 사용하기 

해서 백련잎의 채취와 이를 달여주는 과정이 필수 이어서 번거로움이 있는 실정.

○ 백련은 열매, 꽃, 잎, 씨앗 모두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뿌리는 지 효과가 크

고 꽃은 머리를 맑게 하며 잎은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음.

○ 백련의 뿌리인 연근은 주 성분이 당질로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변비와 압

강하에 좋고 연근 100 g에는 비타민C가 몬 1개와 같고 연근의 비타민C는 녹말로 

보호되어 있어 쉽게 괴되지 않는 장 이 있음.

○ 연근 100 g에 칼륨 400 mg이 함유되어있어 고 압환자들에게 특효가 있음.

○ 그러나 백련은 뿌리나 잎 등을 식용이나 한약재로 사용하는 이외에 활용도가 낮

아 백련을 재배하는 농가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없는 실정임.

○ 라남도 무안군은 백련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선정하여 건강기능성 음료개발 등 

연구개발사업, 지 재산권 구축, 연(蓮) 맥주공장  시음장 설치사업 등을 통해 체

험형 상품과 연계하여 개발계획을 추진 이며, 기능성 연구 6개, 문지식 탐구 

1개, 랜드 개발 1개 과제에 한 용역계약 체결을 완료한 상태로 향후 백련산업

의 메카로 자리매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한편 식품생명공학 분야에서 방사선 조사이용은 주로 식품의 장  안 성 확

보 수단에서 최근 유해성분 제거, 알러지 감화, 신소재 개발 등 새로운 분야에 

한 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 사용범 가 확 되고 있음.

○ 새로운 분야로의 용되는 방사선 조사의 응용에 한 연구는 미약한 실정이며 

방사선 조사식품에 기능성 부여라는 측면에서 식품  기능성 소재로의 가치상승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최근 생리활성이 뛰어난 천연 추출물  물질에 방사선을 용하여 산업에서 응

용에서 제한된 진한 색상을 제거하고 기타 독성물질을 제거하 다는 연구결과가 보

고됨에 따라 방사선 조사응용효과의 기 는 더욱 커짐.

○ 따라서 라북도 정읍시 지역의 특산물인 백련을 이용하여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공 보건제품용 기능성 소재  이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여 고부가가치를 창

출, 농가 소득증   지역 산업의 활성화가 기 됨.

나. 국내․외 련기술의 황과 문제

○ 백련의 효능과 련하여 과학 인 증거를 제시하는 논문은 많지 않으며 항균 활

성, 라디칼 소거능  간 보호기능, 항산화 효과 등과 련한 연구가 국내외 으로 

발표되었고, 특히 압강하 효과에서도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여러 가지 형태의 천연 재료와 한약재를 첨가한 식품과 화장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 에서보다 체계 인 연구가 미비한 실정임.

○ 신기술인 방사선 이용기술과 화장품 제형  화장품의 첨가물을 동시에 검증하

는 시스템이 필요한 실정임.



구   분 화장품 련기술의 황과 문제

화

 

장

품

항균

화장품

◦피부상재균인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에 한 항균 화장품은 시 에 많이 출시되어 있으나, 구체 인 연구

결과와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해기술은 아직 문화, 보편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미백

화장품

◦Tyrosinase(monophenol, dihydroxy - L - phenylalanin: oxygen    

oxidoreductase, EC 1.14.18.1)는 구리를 함유한 효소로서 melanin합

성의 기단계인 L - tyrosine에서 L - 3,4 - dihydroxyphenylalanine 

(DOPA), DOPA에서 L - dopaquinone으로의 이에 작용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음. 

 ◦Tyrosine 활성 억제제는 피부 내에서의 melanin polymer 합성을 

효과 으로 해할 수 있어 피부 미백제의 개발에 있어서 tyrosinase 

활성억제 실험은 유용한 평가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천연물을 이용

한 tyrosinase 활성억제 실험은 아직 문화, 보편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주름

개선

화장품

◦인체의 성구 과립구내에 존재하는 elastase는 체내의 elastin을 

분해하는 백 구 과립 효소 의 하나로 이상조직에서는 그 효소의 

활성이 극히 높아 조직 괴에 직 인 원인이 되어 피부의 주름 

 탄력성 소실을 유발하는 효소임. 화장품에 천연물을 첨가하여 주

름억제효과를 볼 수 있는 연구는 아직 보편화된 곳이 없으며, 본 연

구 은 이미 SCI(Dermatologic Surgery)논문에 투고하여 실험기술

을 확보하고 있음. 

◦논문을 통하여 주름을 억제하는 몇 가지 방안에 해 소개된 바 

있으나, 천연물을 이용한 주름개선에 한 연구는 기연구단계에 그

치고 있을 뿐 산업화에 성공한 는 없음.

항염증

화장품

◦고분자 다당인 hyaluronic acid(HA)은 진피층의 섬유아세포로부터 

산출되어, 표피, 진피에 있어서 주요한 세포외 매트릭스로서, 상처 치

유 과정에서 inflammation, fibrosis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재 아토피 환자들이 성장 하고 있는 시 에서 천연물 소재

의 화장품 개발이 시 한 실정임. 한 천연물을 이용하여 아토피 피

부 개선 체 의약품 개발이나 화장품을 개발하는 것이 선무임.



다. 앞으로 망

○ 지역 특산물이 백련의 효능을 이용한 천연 기능성 공 보건용 소재가 개발된다

면 특히 재 화장품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방화장품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천연물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음.

○ 한 본 연구개발이 완료되어 고기능성 화장품용 복합 기능성 천연식물소재가 

개발되면 최근 진행 인 방사선을 이용한 식품생명 공학  응용기술을 목하여 

제품의 기술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 특히 이러한 시도는 우리나라 고유의 연구 

역을 확보하고 이 분야 기술의 선 으로 국제  고유기술을 확보, 기술수출의 계

기를 마련함.

○ 이와 함께 방사선연구원에서 진행 인 방사선 이용 식품유해물질 감화 기술

개발을 병용하여 천연식물자원의 기능성 외 불용색소, 잔류농약 등 산업화 방해물

질/ 상을 최소화하여 개발소재의 안 성, 안정성, 소비자수용성을 극 화 함.

○ 방사선(RT)과 BT/NT를 병용하면 공 보건용 고부가가치 소재개발과 기 개발된 

소재에 부가가치를 부여하여 원가 감, 장성 향상 등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한, 본 연구개발기술은 기능성 소재의 안정 생산  량 생산을 한 획기 인 

기반기술로서 기존의 생산공정에 비해 생산비를 크게 낮출 수 있음. 특히 백련의 

경우 부가가치 기여효과가 탁월할 것임.

○ 백련  백련의 가공 부산물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기능성 소재가 상품화될 경우 

지역 농가소득 향상을 기 할 수 있음. 특히 본 연구개발의 소재는 지역기반의 

소기업형 특성화 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어 산업화에 의한 직 인 농업분야 기여

도가 큼. 

○ 자연 친화 인 원료를 원하는 소비자 needs에 맞춘 새로운 기능성 원료로 의약, 

식품  화장품산업  분야에 이용 가능함으로 산업  부가가치의 증 에 기여 

함.

○ 소비자들의 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해 한 취향의 다양성을 소화하기 해

서도 천연물 소재 등을 이용한 물질의 개발이 필요함. 이는 국제시장을 겨냥할 때

도 매우 정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 됨.

○ 최근 여성과 남성에게 가장 심 있는 분야가 미백과 주름개선임. 이 같은 시장 

경향에 맞추어 천연물이 함유된 화장품이 개발되면 웰빙트랜드와  시장에 매우 



정 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됨. 

○ 개발된 기술은 즉시 산업체에 기술 이 하여 국가 수출력  경제 활성화에 도

움이 되도록 함. 참고로 세계 기능성 소재시장은 476억$(2001년)로 2010년 1,000억$ 

매출달성을 기 하고 있으며, 기능성 소재시장은 수입 체/수출효과에 큰 효과

를 가져올 것으로 상하고 있음.

2. 연구개발의 목표  내용

가.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

○ 백련의 다양한 성분과 약리  효능을 이용한 기능성 특화제품 개발로 안정 인 

생산기반 구축  지역특산식물자원의 고품질화  고부가가치화

○ 정읍 지역 특화생산 농산물 백련의 가공  신소득원 상품화 개발로 지역 명품

화 산업 육성

○ 최근에는 자연 지향 이고 환경 친화 인 소비추세에 맞추어, 화장품  식품에 

들어가는 유효성분도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식물 유래의 천연물들이 그 유용성을 기

반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배합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생약을 포함한 식물성 

원료에서 해양원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천연소재를 이용한 화장품  식품개발이 

이루어져 천연제품 성시 가 도래하고 있음

○ 백련의 생리활성  항암, 항균효과와 구성 물질에 한 탐색을 통해 이용가치

를 규명함으로서 기 인 연구정보를 확보하고, 민간요법이나 한약에서 알려진 임

상결과를 뒷받침하여 우리고유 천연물의 명성을 알리어 국민 통합  이미지를 부여

하며, 화장품  식품산업의 원료를 제공하고자 함.

○ 한 이를 산업 으로 이용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식물자원

을 이용한 고기능성 화장품  식품 생산기술의 개발과 지역특화 랜드의 개발을 

목 으로 함.

○ 기능 제품의 조기 제품화  과학  증거 확보를 하여 화장품 문연구기 을 

탁연구기 으로 활용 과제의 성공성을 높임.



나.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

◇ 1차년도 (2006년도)

구   분 연 구 개 발 목 표 연구개발 내용  범

1차년도

(2006년)

○백련 추출물의   

미백, 주름개선,   

항염증 효과      

검증

○백련 유효성분   

함유 다기능      

화장품 처방      

연구

○백련 기 자료 조사

○백련 추출물의 미백효과 검증

 - Melanin 생합성 해 측정

 - Tyrosinase 해활성 측정

○백련 추출물의 주름개선효과 검증

 - Elastase 억제능 측정

○백련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검증

 - Hyaluronidase 해 활성 측정

○백련 유효성분 함유 다기능 화장품 개발    

  처방 연구

◇ 2차년도 (2007년도) 

구   분 연 구 개 발 목 표 연구개발 내용  범

2차년도

(2007년)

○백련 유효성분   

함유 화장품      

개발           

화장품에서의     

효능검증

○백련을 이용한   

기능성 소재    

화장품 개발

○백련 유효성분 함유 다기능 화장품 안정성  

    안 성 검토

 - pH, viscosity  온도ㆍ  안정성 검토

 - patch test를 이용한 안 성 검토

○백련 유효성분 함유 화장품에서의 효능검증

 - 항산화 효과 검증

 - 미백효과 검증

 - 주름개선효과 검증

 - 항염증 효과 검증

○백련 유효성분 함유 화장품 랜드 시제품   

  개발 (1종 이상)



3. 연구개발 방법  설계

◇ 1차년도 (2006년도)

연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6

백련 기 자료 조사

20,000

백련 추출물의 

미백효과 검증

백련 추출물의 

주름개선효과 검증

백련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검증

백련 유효성분 함유 

다기능 화장품 개발 

처방 연구

◇ 2차년도 (2007년도) 

연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1 2 3 4 5 6 7 8 9 10 11 12

2007

백련 유효성분 함유 

다기능 화장품 

안정성 안 성 

검토

20,000
백련 유효성분 함유 

화장품에서의 

효능검증

백련 유효성분 함유 

화장품 랜드 

시제품 개발

 



 4. 연구개발 추진체계

                                                                

[지자체]

-지속  지원 

정책

[ 탁기 ]

-연구 련 조

-산업화 진

-제품제형 

 가제품 제조 핵심기술개발 단계

-백련 추출물로부터 개발된 신소재 상품성     

   안정성 개선, 안 성 평가

-백련로부터 개발된 신소재 이용한 고기능성   

  화장품산업용 제형 성 평가

기술기반구축 단계

-백련 부산물의 유효성분 추출/생리활성 평     

 가/정제가공 기술개발 

- 기능성물질의 고기능 화장품용 제형 성 평가

실용화 단계

-백련 화장품 개발 제형을 이용한 시제품 생   

  산/산업화

백련의 다양한 성분과 약리  효능을 이용한 공 보건용 기능성 소재 

 화장품 개발로 약용식물자원의 고품질화/ /안정  생산기반 

구축/신수요창출/농가소득증 / 련산업 육성으로 지역  국가 경제 

활성화로 인한 국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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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Ⅰ. 서  론

   고 아름다운 건강한 피부를 간직하려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변함이 

없다. 그러나 차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는 노화되기 시작하며 이러한 

피부노화 상은 여러 가지 구조 , 기능  변화를 보인다. 나이, 자외선 

등 내외 인 여러 가지 스트 스는 피부의 탄력성과 윤택성을 감소시키

고, 기미, 주근깨 등 피부색소를 침착시키며, 주름이 생기게 하는 등 피부

노화 상을 진 한다1). 이러한 피부노화 상은 피부세포 내 생체결합

수의 손실, 피부 각질층의 구조변화, 표피세포의 분화감소, 진피 내 섬유아

세포에 의한 단백질  세포간물질의 생체합성기능 하 등에 의해 나타

난다. 다시 말해 피부조직 내에서 생체결합수의 손실, 세포수 감소, 세포간

물질 감소 등으로 인해 피부조직이 얇아지고 약해져서 이것이 결국 주름

의 형태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2). 따라서 주름의 형성으로 표되는 피

부노화를 억제시켜 깨끗하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해서는 피부를 외

부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해야 함은 물론 피부에 수분을 히 공 하

고, 피부세포를 활성화시켜 콜라겐, 엘라스틴 등의 생체합성 단백질의 합

성을 진함으로서 주름의 형성을 최 한 억제시켜야 한다3,4). 최근 개발

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기존 제품에 비해 보다 확실한 효능을 보유하

고 있는 경우가 많다. 피부질환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과 구분이 어려운 제

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Cosmeceutical, Dermocosmetic 등

으로 불리우며 기능성 화장품의 개념을 좀 더 엄격히 하는데 기여하고 있

다. 미국 등 해외의 경우 기능성 화장품의 범주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화장품법에 근거하여 기능성화장품을 자외선 차단제, 

피부미백제, 주름개선제 등의 세가지 종류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

한 분류가 세계  추세와 맞지 않는다고 볼 때, 국내에서 인정하는 기능성 

화장품의 범 도 차 확 될 것으로 상 된다5).

   연(蓮, Nelumbo nucifera Gaertner)은 수련과(水漣科, Nymphaeac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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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년생수 (多年生 水草)로 국에서는 연을 불로식(不 食)으로 

하여 잎, 열매, 뿌리, 기의 모든 부분을 약재로 이용해 왔으나, 국내에서

는 식용으로 주로 쓰이는 것은 반찬으로 사랑받는 연근이고, 연꽃, 씨앗

(연밥)은 약용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옛날부터 연은 염증을 없애고, 지  

효과가 있으며, 해소․당뇨․ 궤양․빈  등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6,7). 국에서 펴낸 < 약 사 >에서는 연의 종자를 연자

(蓮子), 연의 가는 뿌리 기를 우 (藕蔤), 연의 비후된 뿌리 기를 우

(藕), 연의 근경의 마디 부분을 우 (藕節), 잎을 하엽(荷葉), 잎의 기부를 

하엽체(荷葉蒂), 잎자루 혹은 꽃자루를 하경(荷梗), 꽃 오리를 연화(蓮

花), 꽃받침을 연방(蓮房), 수술을 연수(蓮鬚), 종피를 연의(蓮依), 배아를 

연자심(蓮子心)이라고 하여, 모두 약용으로 쓴다고 기록되어 있다8,14). 그 

 본 연구에 사용한 연의 꽃, 잎, 뿌리 기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연꽃은 한방에서 ‘연화(蓮花)’라고 하여 벌어진 꽃속에 진한 차를 부어 

꽃향기를 배어나게 하여 따로 보 해 두었다가 차에 조 씩 넣어서 향미

를 즐기는 민속차가 해져 내려오고 있다9). 연꽃의 성분은 quercetin, 

luteolin, isoquercetin, luteolinglucoside, kaempferol, 

kaempferol-3-glucorhamnoside, kaempferol-3-diglucoside 등 여러 가지 

flavonoid를 함유 한다. 효능은 면역성을 증가시켜 늙지 않게 하고 아름다

운 머릿결을 유지시켜 주며, 말  의 액순환을 진하여 피부의 신

진 사를 활발하게 함으로서 여드름이나 기미에 효과가 있고 신경과민이

나 스트 스 등으로 인한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

10,11). <동의보감>9)에 의하면 ‘오래 마시면 인체의 온갖 병을 낫게 하고 

몸을 보해 다’ 하 으며, <본 강목>12)과 <명의별록>13)에는 ‘오래 마

시면 늙지 않고 흰머리가 검어지며 마음과 몸에는 향기가 난다’ 고 했다.

   연잎은 한방에서 ‘하엽(荷葉)’이라 하며, 하엽은 여름철에 지친 심신을 

안정시켜 식욕을 돋게 한다고 알려져 있다9). 연잎의 성분은 roemerine, 

nuciferine, nornuciferine, armepavine, pronuciferine, N-nornuciferine, 



3

D-N-metthylcoclaurine, anonaine, liriodenine, quercctin, isoquercitrin, 

nelumboside, tartaric acid, malic acid, gluconic acid, acetic acid, succinic 

acid, 탄닌, 구연산이 함유되어 있다10). 효능은 체내의 삼투압의 조 과 

항체의 형성능력, 간 해독작용 등을 높이는 철분이 많아 유아, 사춘기소녀, 

임산부 빈 방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비타민 E가 많아 천연항산화제로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다. 한 피를 맑게 하는 뛰어난 자정능력과 심장, 

신장, 장의 근육을 보호하는 기능과 더불어 연잎을 달여 목욕을 하면 건

조성피부나 아토피성 피부개선에 도움을 다. 그 밖에도 연잎은 지 작

용, 어  제거, 입 냄새 제거, 니코틴 제거, 버섯독 제거, 암 발생억제, 야뇨

증, 출산 후 불순물 제거, 하 을 멈추게 함, 기침가래해소, 천식, 진통 진

정작용, 신경통, 염, 감기 방, 콜 스테롤 수치 감소 작용, 지방 분해 

작용, 피부병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는 작용이 있다8,14).

   연의 뿌리 기를 한방에서 ‘연우(蓮藕)’라고 하며9), 성분은 살  뿌리

기는 분, 단백질, asparagine,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으며, catechol, 

d-gallocatechol, neochlorogenic acid, leucocyanidin, leucodelphinidin 등 

polyphenol 화합물을 모두 0.3% 함유하는 외에 peroxydase를 함유하고 있

다10). 연우는 생것을 그 로 쓰면 열을 내리고 을 시원하게 하고 어

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으며, 열병번갈, 토 , 코피를 치료한다. 쪄서 익힌 

다음에 복용하면 비장을 튼튼히 하고 식욕을 돋우며 을 보익하고 새살

이 돋아나게 하며 설사를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 그 외에도 항산화 작용, 

항바이러스 작용, 항암 작용, 항스트 스 작용 등이 있으며 피부를 곱게 

하고, 여드름이나 주근깨를 없애는 등 여성미용에도 효과가 있다8).

   연에 한 연구는 주로 연근에 한 연구로 hydroxyproline 함량변화

15)와 pectin 질의 특성에 한 연구16), 유리당, 지방산, 아미노산  식이

섬유의 조성에 한 연구17), 지질조성과 건강개선 기능에 한 연구18), 

박피 시 효소  갈변 해에 한 연구19), 체내 지질농도  건강 개선에 

미치는 향20), 분말 첨가가 제빵의 성에 미치는 향 등21)이 있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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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씨앗에 한 연구로는 유지와 단백질의 구성에 한 연구가 있고22), 

연잎에 한 연구로는 항산화활성23), 연근과 연잎의 인슐린작용  분비

에 미치는 향24), 연잎의 지질 하 효과25), 연잎 건분이 고지방식이를 

먹인 흰쥐의 지질농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26)만 있을 뿐 연에 

한 체계 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련을 기능성화장품 소재로 사용하기 하여 옛 

문헌들을 바탕으로 꽃, 잎, 뿌리 기의 3가지 추출물을 이용하여 생리활성

을 검증한 후, 특수제형에 첨가하여 기능성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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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방법

1. 실험재료

  1) 시료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백련은 북 정읍시 정읍백련(주)에서 생산된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시료의 추출은 백련의 각 부  꽃, 잎, 기를 

70% 에탄올 10배의 양을 가하여 실온에서 24시간 침지하여 상등액과 침

물을 분리하 으며, 동일한 방법으로 3회 반복 추출하여 본 실험에 사용

하 다. 백련의 각 부 별 추출물을 원심분리, 여과  농축하여 동결건조 

후 냉장실에 보 하면서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 다.

  2) 방사선 조사

   백련 잎 추출물의 색소를 제거하기 하여 70% 에탄올 용매에서 1  

mg/mL의 농도로 제조하 으며, 방사선 조사는 한국원자력 연구소 내 선

원 10만 Ci의 Co-60 고  방사선 조사 시설을 이용하여 시간당 10 kGy

로 50, 100, 150, 200 kGy로 조사하여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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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약  기기

   (1) 실험에 사용된 시약

   항산화능 측정 실험에 사용된 시약인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xanthine, xanthine oxidase  pyrogallol 등은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미백  주름억제 효과 측정에 사용된 시약인 mushroom tyrosinase, L

-3,4 -dihydroxyphenyl-alanine(L - DOPA), porcine pancreas elastase 

(PPE)  N-succinyl-(L-Ala)3-p-nitroanilide 등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세포독성 측정에 사용된 세포주는 melanoma 세포인 B16F10을 Korean 

Cell Line Bank(KCLB)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세포독성 측정 시약은 

DMEM(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fetal bovine serum(FBS), 

penicillin/ streptomycin, trypsin 250, 0.4% trypan blue stain은 Gibco 

BRL Co.(Grand Island, USA)  haemacytometer(Marienfeld, Germany)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으며, 3-[4,5- 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bromide(MTT)는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항균력 검색 실험에 사용한 공시 균주는 피부 상재균으로서 Staphylo- 

coccus aureus KCTC 1621, Staphylococcus epidermidis KCTC 1917  

Escherichia coli KCTC 1039를 계  배양하여 사용하 으며,  배양  

본 배양을 한 액체 배지는 nutrient broth(NB)  tryptic soy 

broth(TSB)를 Difco Lab. (Sparks, MD,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고, 

고체배지는 nutrient agar(NA)  tryptic soy agar(TSA)를 Difco Lab. 

(Sparks, MD,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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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에 사용된 기기

   생리활성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UV/vis spectrophotometer(Hitachi, 

Japan), rotary vacuum evaporator(Tokyo, Rikakikai Co., Japan), 

centrifuge(Hitachi, Japan), freeze drier(Ilsin, Korea), microscope 

(Olympus, Japan), CO2 incubator(Hanbaek Scientific Co., Korea), pH 

meter(Metrohm. Switzerland), B.O.D incubator(Hanbaek Co., Korea), 

autoclave(Hanbaek Scientific Co., Korea), ELISA reader(Bio Rad, 

Japan)를 사용하 으며, 화장품 안정성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pH meter 

(Metrohm 691, Metrohm UK Ltd. Herisau, Switzerland), Brookfield 

viscometer(Brookfield LV-Ⅱ+, Brook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Inc., Middleboro, MA. USA), color Difference Meter(Spectrophotometer 

CM-3600d, Minolta Co. Ltd., Osaka, Japan), spectrophotometer(Minolta. 

Japan), homo mixer(Tokushu Kika Kogyo Co., Japan), agi mixer(Young 

Hana Tect. Korea), hot plate(Young Hana Tech., Korea) 등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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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1) 총 페놀 함량 측정

   폴리페놀 정량은 AOAC27)에 하여 정량하 다. 즉, 100배 희석한 시

료용액 3 mL에 Folin-Ciocalteu phenol reagent 시약 1mL를 가하고, 1 N 

HCl 0.2 mL을 넣은 후, 포화용액 Na2CO3 1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1시

간 실온에서 방치하고, 6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한 후, 표 물질인 

tannic  acid로 미리 작성한 표 곡선의 흡 도 값과 비교하여 폴리페놀 

함량을 산출하 다.

  2) 총 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Jia 등28)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 다. 각 

시료 0.5 mL를 sodium nitrite solution 75 μL과 혼합하여 5분간 반응시키

고 aluminum chloride solution 150 μL를 첨가하여 다시 5분간 반응시킨 

후 1M NaOH 0.5 mL와 섞어 51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이때 총 

라보노이드 함량은 catechin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 곡선의 흡 도 값

과 비교하여 라보노이드 함량을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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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색도 측정

   방사선 조사량에 따른 백련 잎 추출물의 색도 측정을 하여 Color 

Difference Meter(Spectrophotometer CM-3600d, Minolta Co. Ltd., 

Osaka,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 으며, 기계는 표 흑   백 으로 

표 화 시킨 다음 유리 cell에 시료 10 mL를 옮기고 이것을 Hunter color

값 즉, 명도 (L : lightness), 색도 (a : redness), 황색도 (b : yellowness)

값으로 나타내었으며,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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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항산화 효과 측정

   (1) 자공여능 측정

   자공여능 (EDA: electron donating ability)은 Blois의 방법29)을 변형

하여 측정하 다. 각 시료용액 2 mL에 0.2 mM의 1,1-diphenyl-2-picrylhy 

drazyl(DPPH) 1 mL 넣고 교반한 후 30분간 방치한 다음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자공여능은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

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자공여능(%) = ( 1 -

1) 시료첨가군의 흡 도
) ×100

2)  무첨가군의 흡 도       

   (2)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 측정

   SOD 유사활성은 Marklund의 방법30)에 하여 측정하 다. 각 시료용

액 0.2 mL에 tris-HCl 완충용액 (50 mM tris + 10 mM EDTA, pH 8.5) 2.6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가하여 25℃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1M HCl 0.1 m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반응액  산화된 

pyrogallol의 양을 4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SOD 유사활성은 시

료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 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SOD 유사활성능(%) =(1-

시료첨가군의 흡 도
 ×100

무첨가군의 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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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Xanthine oxidase 해활성 측정

   Xanthine oxidase 해활성은 Stirpe와 Corte의 방법31)에 따라 측정하

다. 각 시료용액 0.1 mL와 0.1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5) 

0.6 mL에 xanthine(2 mM)을 녹인 기질액 0.2 mL를 첨가하고 xanthine 

oxidase (0.2 U/mL) 0.1 mL를 가하여 37℃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1 N 

HCl 1 mL를 가하여 반응을 종료시킨 다음, 반응액 에 생성된 uric acid

의 양을 292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Xanthine oxidase 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군와 무첨가군의 흡 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저해율(%) = ( 1 -

3) 시료첨가군의 uric acid 생성량
) ×100

4) 무첨가군의 uric acid 생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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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미백 효과 측정

   (1) Tyrosinase 해 활성 측정

   Tyrosinase 해활성 측정은 Yagi 등의 방법32)에 따라 측정하 다. 반

응구는 0.175 M sodium phosphate buffer(pH 6.8) 0.5 mL에 10 mM 

L-DOPA를 녹인 기질액 0.2 mL  시료용액 0.1 mL의 혼합액에 

mushroom tyrosinase(110 U/mL) 0.2 mL을 첨가하여 25℃에서 2분간 반

응시켜 반응액 에 생성된 DOPA chrome을 475 nm에서 측정하 다. 

Tyrosinase 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 도 감소율

로 나타내었다.

          
해율(%) = ( 1 -

시료첨가군의 흡 도
) ×100

무첨가군의 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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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elanoma cell(B16F10)에서의 melanin 생합성 해율 측정

   피부 멜라노마 세포로부터의 melanin 생합성 해 측정은 Hosoi 등33)

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 다. DMEM 배지로 배양된 멜라노마 세포를 100

mm culture dish에 2 × 106 cell/dish가 되게 분주하고 24시간 배양 후 시

료를 농도별로 조제하여 2 mL 첨가하고, 48시간 후에 인산완충액 (pH 

7.4)으로 세척하 다. 그 다음 0.25 M trypsin-EDTA 용액으로 세포를 탈

착한 후 수확한 세포를 1 × 106 세포 당 1 mL의 5% TCA로 처리하고, 

2,500 rpm으로 2회 원심분리한 후 분리된 melanin을 인산완충액으로 세척

한 뒤 ether : ethanol(1 : 3) 1 mL를 가하여 2회 원심분리 한 후 ether 1 mL

로 세척 건조시켰다. 건조된 melanin에 1 N NaOH를 1mL 가하여 80℃에

서 1시간 반응시킨 후 분  도계 40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Melanin 생합성 해는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 도 감소율

로 나타내었다.   

   

Melanin 생합성 해율(%) = ( 1 -

시료첨가군의 흡 도

) ×100

무첨가군의 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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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름억제 효과 측정 

   (1) Elastase 해 활성 측정

   Elastase 해활성 측정은 Cannell 등34)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 다. 기

질로서 N-succinyl-(L-Ala)3-p-nitroanilide를 사용하여 37℃에서 20분간 

기질로부터 생성되는 p-nitroanilide의 생성량을 445 nm에서 측정하 다. 

즉, 각 시험용액을 일정 농도가 되도록 조제하여 0.5 mL씩 시험 에 취하

고, 50 mM tris-HCl buffer(pH 8.6)에 녹인 porcine pancreas elastase(2.5

U/mL)용액 0.5 mL을 가한 후 기질로 50 mM tris-HCl buffer(pH 8.6)에 

녹인 N-succinyl-(L-Ala)3- p-nitroanilide(0.5 mg/mL)을 첨가하여 20분

간 반응시켜 측정하 다. Elastase 해활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군와 무첨

가군의 흡 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해율(%) = ( 1 -

시료첨가군의 흡 도
) ×100

무첨가군의 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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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항염증 효과 측정

   (1) Hyaluronidase 해활성 측정

   Hyaluronidase(HAase) 해활성 측정은 sodium-hyaluronic acid(HA)

로부터 형성된 N-acetylglucosamine을 glucoxazoline 유도체로 변형시킨 

후 p-dimethylaminobenzaldehyde(DMAB)로 발색시켜 흡 도를 측정하

여 효소 활성을 측정하 다. 0.1M acetate buffer(pH 3.5)에 녹인 

HAase(7,900 U/mL) 0.05 mL와 시료용액 0.1 mL를 혼합하여 37℃에서 20

분간 배양한 다음 12.5 mM CaCl2 0.1 mL를 가하고 혼합 후 다시 20분간 

배양 하 다. 기질로서 0.1M acetate buffer(pH 3.5)에 녹인 HA(12

mg/mL)를 첨가하여 다시 40분간 배양하여 0.4 N potassiumtetraborate 

0.1 mL  0.4 N NaOH 용액을 0.1 mL 반응 혼합물에 첨가하여 3분 동안 

수욕상에서 가열한 후 완 히 냉각시켰다. 냉각 시킨 반응물에 발색제로 

DMAB 시약 3 mL을 가하여 37℃에서 20분간 배양한 다음 58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해활성을 산출 하 다.

             
해율(%) = ( 1 -

시료첨가군의 흡 도
) ×100

무첨가군의 흡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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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세포독성 측정

   (1) 세포배양

   본 실험에 이용한 각 세포의 배양은 10% fetal bovine serum(FBS)과 

1% penicillin/streptomycin(100 U/mL)을 첨가한 Dulbeco's modified 

eagle ‘s medium(DMEM) 배지를 사용하 으며, 37℃, 5% CO2 incubator

에 응시켜 계  배양하 다. 

   (2) 정 종 세포수 결정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하여 지수기의 정 세포수 측정은 96 well 

plate에 5 × 104 cells/well이 되게 0.18 mL 분주한 후 세포 도를 1/2로 희

석하면서 종한 후 37℃, 5% CO2 incubator에서 4일간 배양하 다. 여기

에 5 mg/mL의 농도로 제조한 3-[4,5- 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bromide(MTT) 용액 0.02 mL를 첨가하여 4시간 배양한 후 배

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당 DMSO : ethanol(1 : 1)용액 0.15 mL를 가하여 

30분간 교반한 뒤 ELISA reader로 5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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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MTT assay에 의한 세포독성 측정

   세포독성 측정은 Carmichael의 방법35)에 따라 측정하 다. 각 암세포

주를 96 well plate에 0.6～8×103 cells/well이 되게 0.18 mL 분주하고, 시료

를 농도 별로 조제하여 0.02 mL 첨가한 후 37℃,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 다. 조군은 시료와 동량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하 다. 여기에 5 mg/mL 농도로 제조한 MTT 용액 0.02

mL를 첨가하여 4시간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당 DMSO :

ethanol(1 : 1) 0.15 mL를 가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 시킨 뒤 ELISA 

reader로 5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세포독성 측정은 시료용액의 

첨가군와 무첨가군의 흡 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세포독성 억제능(%) = ( 1 -

시료첨가군의 흡 도

) × 100

무첨가군의 흡 도

  9) 통계처리

   결과 통계처리는 SPSS 10.0을 사용하 으며, 유의차 검증은 분산분석

(ANOVA : analysis of variance)을 한 후 α=0.05 수 에서 Duncan의 다

검증법(DMRT :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따라 분석하 다. 



18

  10) 항균력 측정 

   (1) 균배양

    배양  본 배양을 한 액체 배지로는 Escherichia coli  Staphy- 

lococcus epidermidis는 nutrient broth(NB)를 사용하 고, 

Staphylococcus aureus의 액체 배지로는 tryptic soy broth(TSB)를 사용

하 다. 고체배지는 상기 액체배지에 agar를 첨가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

다. 모든 균주는 BOD incubator에서 37℃로 배양하 다.

   (2) 생육 해환 (Clear zone) 측정

   항균력 측정은 paper disc법36)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즉, 평  배지

에 배양된 각 균주를 1 백 이 취해서 액체 배지 10 mL에서 18～24시간 

배양하여 활성화시킨 후 다시 액체 배지 10 mL에 균액을 0.1 mL 종하여 

3～6시간 본 배양한 후 평 배지 1개당 균수가 약 1×107 cells이 되게 

종하여 멸균 면 으로 균일하게 도말하 다. 멸균된 filter paper disc(8

mm, Tokyo, Japan)를 고체 평 배지에 올려놓은 다음 0.05 mL/disc가 되

도록 시료를 농도별로 흡수시켜 37℃에서 18～24시간 배양하여 disc 주

의 clear zone(mm)의 직경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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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 제조  

   (1)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 제조

       처방  방법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은 Table 1의 

처방에 따라 Fig. 1과 같이 제조하 다. 먼  유상에 emulsifier를 첨가한 

후 수상을 넣어 3,000 rpm에서 10분간 homo mixer(T.K. Homo Mixer 

Mark Ⅱ, Tokushu kika kogyo Co. Ltd. Japan)를 이용하여 1차 유화 후, 

증제를 넣고 2차 유화하 다. 다음 백련 부 별 (꽃, 잎, 기) 추출물을 

넣고 3,000 rpm에서 3분간 3차 유화 후 30℃까지 냉각시켜 W/O/W 

multiple emulsion을 제조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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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experimental formulation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No. INCI Name Contents % (W/W)

1 Oil Component Q.S.

2 Emulsifier Q.S.

3 Water Component Q.S.

4 Thickener Q.S.

5
Nelumbo nucifera G. extracts

가. & Stabilizer
Q.S.

*Q.S. (Quantum sufficient : proper qua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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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eparation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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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미경 찰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입자를 

찰하기 하여 미경(Olympus BX 51, Japan)을 이용하여 내상의 입자를 

확인하 다.

   (3) 입자 크기 측정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입자 크기

를 측정하기 하여 실온에서 3개월 보 한 화장품을 15배 희석하여 

Particle size analyzer(Mastersizer 2000, Marvern Instruments, Ltd., 

Edinburgh, UK)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측정시의 온도는 25 ± 1℃, start 

size는 0.01 um, cycle은 4, scale 20을 사용하여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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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안정  

     성 측정

   (1) pH 측정

   화장품의 pH 측정은 Metrohm(Metrohm 691, Metrohm Ltd. Herisau, 

Switzerland)사의 pH meter를 이용하여 백련 부 별 추출물의 pH와 25℃

에 보 한 백련 부 별 추출물이 첨가된 W/O/W multiple emulsion의 pH

를 측정하 다. 측정하기 에 유리 극은 미리 염기성 완충액이나 증류

수에 수시간 담그어 두고 pH meter는 원에 연결하고 10분 이상 두었다

가 사용하 다. 검출부는 증류수로 잘 씻어 가볍게 닦아 낸 다음 사용하

다. 

   (2) 도 측정

   도 측정37-39)은 Brookfield viscometer(Brookfield LVDV-Ⅱ+, 

Brook- field Engineering Laboratories, Inc. Middleboro, MA, USA)를 이

용하여 측정하 다. 스핀들(spindle)은 No. 4를 택하여 6 rpm에서 1분간 

측정하 으며, 기포의 향을 이기 해 제조 시 탈포를 하 고, 3회 반

복하여 평균값을 얻었으며, 1회 측정 후 3시간 뒤에 다시 측정하여 60일 

동안 측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즉 도 값에 향을  수 있는 요인을 최

소화하여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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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  보존 시험

    가. 온도 (Incubation)에 따른 안정성 시험법

   백련 부 별 추출물이 첨가된 W/O/W multiple emulsion의 온도

(Incubation)에 따른 안정성 시험법40)은 소정의 온도 조건 (0, 25, 40℃)에 

보 하여, 경시  변화에 따른 상태변화를 Table 2와 같이 육안으로 평가

하 다.

    나. 인공  (Artificial sun lamp) 노출 시험법

   투명 용기에 백련 부 별 추출물이 첨가된 W/O/W multiple emulsion

을 담아 Sun Lamp(WL-610, Labtron Co. Ltd., Busan,  Korea)에 넣은 후 

기내 온도는 40℃, 원과의 거리는 20.3 cm로 조 하여 인공 UV 조사 후 

0.5, 1, 2, 3시간 동안의 변색, 발색, 변취, 산패 등의 변화를 육안으로 찰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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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ck points in stability test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in constant temperature  

       condition (0, 25, 40℃) 

Temp. Period (day) Check points

0℃

25℃

40℃

1

3

5

7

15

30

60

Separation

Precipitation

Discoloration

Creaming deterioration

Viscosity

pH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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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특수․가혹 보존 시험

    가. 온도순환 (Cycle chamber)에 따른 안정성 시험법

   백련 부 별 추출물이 첨가된 W/O/W multiple emulsion을 투명 용기

에 담아 -15, -10, -5, 0, 5, 10, 15, 25, 37.5, 40℃에서 각각 24시간 보 한 

후 이를 1 cycle로 하여 10회 반복 시행하여 온도 순환에 따른 안정성을 

평가하 다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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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ycle temperature change with day for 1 cycle.

    나. 냉․해동순환 (Freeze & Thaw cycling)에 따른 안정성 시험법

   백련 부 별 추출물이 첨가된 W/O/W multiple emulsion을 투명 용기

에 담아 -10℃와 25℃에 각각 24시간 보 하여 이를 1 cycle로 하여 3, 7일 

동안의 안정성을 육안으로 찰하 다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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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ion Expression

Negative -

Imperfection erythema ±

Erythema +

Small blister, Papule, Edema ++

Big blister, Necrosis +++

  13)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안   

     성 측정 

   (1) 첩포 시험

   백련 부 별 추출물이 첨가된 W/O/W multiple emulsion의 안 성 실

험인 첩포시험은 Waggoner 등46), Matsumura 등47), Aberer 등48), Kim

의 방법49)을 응용하여 상온에서 1개월 보 한 백련 부 별 추출물이 첨

가된 W/O/W multiple emulsion을 팔 안쪽 부 의 피부에 Finn chamber 

on Scanpor 테이 를 사용하여 24시간 동안 폐 첩포 한 후 피부의 반응

을 육안으로 확인하 으며, 정기 은 국제 피부염 연구회의 정인 

Table 3을 기 으로 정하 다48). 

   Table 3. The expression method of patc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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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고찰

1. 시료의 추출  수율

  1) 백련 부 별 추출물의 수율

   백련을 70% 에탄올에 추출하여 각 부 별 수율을 측정한 결과 Fig. 3과 

같이 나타내었다. 백련 기의 경우 2 kg을 추출하여 56.08 g를 얻어 2.8%

의 수율을 나타내었으며, 백련 잎의 경우 2.5 kg을 추출하여 99.11 g를 얻

어 4.0%의 수율을 나타내었고, 백련 꽃의 경우 2 kg을 추출하여 62.12 g를 

얻어 3.1%의 수율을 나타내었다. 백련 부   백련 잎의 수율이 4.0%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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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Yields of Nelumbo nucifera G. extracts.

            NN-F :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NN-L :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S :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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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련 부 별 총 폴리페놀  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결과 

  1) 총 폴리페놀 함량 확인

   천연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페놀성 물질은 식물계에 리 분포되어 있는 

2차 사산물의 하나로서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진다. 이들의 부분

은 식물기원으로 나무, 수피, 기, 잎, 과일, 뿌리, 꽃, 씨앗 등의 식물 모

든 부분에 존재하고 있으며50,51), 재까지 페놀화합물  라보노이드

의 구조에 따른 항산화 활성과의 상 성에 한 연구도 보고되었다52). 폴

리페놀계 물질들은 식물체에 특수한 색깔을 부여하고 산화환원반응에서 

기질로 작용하여, 한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phenolic hydroxyl(OH)기를 

가진 방향족 화합물들을 가리키며, 라보노이드와 탄닌이 주성분으로 충

치 방, 고 압 억제, 항산화, 항암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진다53). 본 

실험에 사용한 백련의 부 별 총 폴리페놀 함량을 tannic acid를 표  곡

선으로 하여 측정한 결과 Table 4와 같이 백련 꽃이 182.7 mg/g, 잎이 

213.5 mg/g, 기가 49.6 mg/g로 백련 부   백련 잎의 폴리페놀 함량이 

가장 높았다. 이는 Lee 등54)의 식물성 식품  총 폴리페놀 함량을 분석

한 결과, 차로 이용되는 감잎이 57.6 mg/g, 시 치는 7.2 mg/g을 함량을 

가진다고 보고한 결과와 비교할 때 백련 부 별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

량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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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ntents of total polyphenol from Nelumbo nucifera G.     

        extracts

Samples
polyphenol contents 

(mg/g)

1
NN-F 182.7

2
NN-L 213.5

3
NN-S 49.6

  1NN-F :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2NN-L :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3NN-S :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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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총 라보노이드 함량 확인

   라보노이드는 C6-C3-C6의 기본 골격을 가지는 페놀계 화합물의 총

칭으로, 채소류와 유 부 식물의 꽃, 가실, 기, 뿌리 등 거의 모든 부 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5). 항암성과 항돌연변이성을 갖는 

라보노이드로는 flavonol 계의 quercetin, kaempferol, myricetin과 flavone 

계의 apigenin, luteolin, limonin, nomilin 등이 있다56). Ito M 등57)은 

라보노이드가 superoxide에 의해서 야기되는 비효소 인 collagen 분해를 

억제하고, xanthine oxidase를 억제한다고 보고한바 있고, Hertog MGL 

등58)은 네델란드에서 자국민이 주로 소비하는 28종의 야채와 9종의 과일 

성분으로 존재하는 quercetin, kaempferol, myricetin, apigenin, luteolin에 

한 정량보고를 하 으며, 이 성분들이 항암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한바 

있다. 이에 백련 부 별 추출물의 총 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Table 5와 같이 나타내었다. 백련 꽃 추출물의 경우 32.3 mg/g, 백련 잎 

추출물의 경우 76.1 mg/g, 백련 기 추출물의 경우 9.4 mg/g으로 백련 잎 

추출물의 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았다. 이는 Lee 등59)의 식물성 식

품으로부터 총 라보노이드 함량을 분석한 결과, 엽경채류와 차류 에

서 녹차가 44.7 mg/g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 치는 7.51mg/g, 근 는 10.7

mg/g의 총 라보노이드 함량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한 결과와 비교하여 

백련 잎 추출물의 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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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contents of total flavonoids from Nelumbo nucifera G.      

        extracts

Samples
flavonoids contents 

(mg/g)

1
NN-F 32.3

2
NN-L 76.1

3
NN-S 9.4

  1NN-F :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2NN-L :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3NN-S :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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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선 조사 한 백련 잎의 색도 측정 결과

  1) 색도 측정

   천연물질을 식품이나 화장품 등에 첨가하여 사용할 때, 천연물 자체의 

색소로 인하여 다량 첨가할 수 없는 한계 에 있어 여러 가지 정제과정을 

거쳐 완제품의 품질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이 일반 인 방

법이었으나, 방사선을 이용하여 천연물의 색소를 제거하면 복잡한 처리과

정을 거치지 않아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할 수 있으며, 더불어 추출물을 

완제품에 첨가 시 더 많은 양을 첨가할 수 있어 제품에서는 추출물 자체

의 기능성을 최 한 살릴 수 있고, 첨가물 소재의 고 화로 부가가치를 높

을 수 있는 방법이다60). 본 실험에서는 백련 부 별 추출물  반 으

로 효능이 우수한 백련 잎 추출물을 방사선 조사하여 색도, 항산화능, 미

백,  주름개선 효과 등을 확인하 다.

   백련 잎 추출물의 색도 측정 결과 Table 6과 Fig. 4에 나타난 결과와 같

이 방사선량이 증가할수록 백련 잎 추출물의 명도 값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명도를 나타내는 L값이 흑색 표 을 0으로 백색 표

을 100으로 표 화하여 나타낼 때 색이 밝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Song 등61)의 감마선 조사한 간장의 갈색도와 Kim 등62)의 멸치액젓의 

갈색도가 엷어진다는 보고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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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hanges in the hunter color values of irradiated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different doses

Dose

(kGy)
L1) a2) b3)

0 17.12d -3.38e 11.15a

50 16.85
d

-0.04
b

1.02
b

100 19.28c 0.04a 0.14c

150 20.45
b

-0.23
d

-1.27
d

200 21.43
a

-0.16
c

-1.55
e

SEM4) 0.20 0.03 0.05

     

1) Lightness,  2) Redness,  3) Yellowness  

 4) Standard errors of the mean (n=3)  

 a-e 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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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color by irradiated d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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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산화능 측정 결과

  1) 자공여능 확인

   자공여능 측정에 사용된 1,1 - diphenyl - 2 - picrylhydrazyl(DPPH)는 

안정한 자유라디칼로서 만일 시료가 항산화 활성을 갖고 있다면 DPPH가 

갖고 있는 지질산화에 여하는 자유라디칼의 비공유 결합을 소거하여 

DPPH의 환원성을 높일 것이고, 보라색의 DPPH가 환원이 많이 될수록 

보라색을 잃게 되어 UV 측정 시 그 수치도 낮아진다63). DPPH를 첨가하

여 반응시켜 추출물이 DPPH의 비공유 자를 소거했을 때 그것의 비공

유 자로 인해 517 nm 부근에서 최  흡수치를 나타내며, 인체내에서 활

성라디칼에 의한 노화를 억제하는 척도로도 이용할 수 있다64,65). 

   백련 부 별 추출물의 자공여능 측정 결과 Fig. 5와 같이 나타내었다. 

백련 꽃, 잎, 기 추출물 500 ppm에서 각각 86, 88, 20%의 활성을 나타내

어 백련 기 추출물을 제외한 나머지 추출물의 활성이 조군인 Vit. C와 

유사한 활성을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한 백련 잎 추출물의 자공여능 측정 결과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500 ppm에서 92%로 방사선 과 유사한 효능을 나타내었다.

   백련 부 별 추출물을 W/O/W multiple emulsion에 첨가하여 자공여

능을 측정한 결과 Fig. 7에 나타난 결과와 같이 500 ppm에서 백련 꽃과 잎 

추출물의 경우 60%의 활성을 나타내어 추출물 자체보다는 다소 낮은 활

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Mahoney와 Graf 등66)이 보고한 결과에서 항산화 

물질의 자공여능을 측정할 때는 DPPH법이 편리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색소가 함유된 추출물의 경우 DPPH법의 용에는 많은 경험이 요구되고 

있다는 보고와 같이 화장품에 백련 추출물을 첨가 시 색소가 진하게 되어 

정확한 UV 값의 측정이 어려운 것으로 단된다. 의 결과는 Kim 등67)

의 율무 추출물의 자공여능 측정에서 메탄올 추출물이 795 pp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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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의 해능을 나타낸 결과와, Koh 등68)의 석류씨 열수, 에탄올 추출물 

 석류씨 오일 1,000 ppm의 농도에서 각각 19, 29, 10%의 효과를 나타내

었으며, Jung 등69)의 괴화, 녹차, 작약, 생강의 메탄올 추출물이 1,000

ppm에서 77, 65, 57, 48%의 활성을 나타낸 결과와, Hwang 등70)의 바나

바잎 메탄올, 에탄올, 열수 추출물 5,000 ppm에서 각각 51, 58, 50%의 활성

을 나타낸 결과와 비교하여 백련 부 별 추출물의 항산화능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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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Nelumbo nucifera G. extracts. 

        NN-F :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NN-L :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S :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Vit. C : ascorbic acid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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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irradiated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R : irradiated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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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NN-F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NN-L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S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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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Superoxide dismutase(SOD) 유사활성 확인

   항산화 효소 의 하나인 superoxide dismutase(SOD)는 자유 라다칼을 

근본 으로 제거하는 효소이며, 다른 종류의 항산화제보다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의약제재로서 많은 심을 가지고 있으며, 재 항염증

제재나 피부 노화방지를 한 미용제재로 화장품 등에 이용되고 있다

71,72). 그러나 SOD는 분자량이 비교  큰 단백질 물질로 체내에 쉽게 흡

수되지 못하며73,74), 열에 약하여 70℃ 이상의 온도에서 쉽게 불활성화 

되고 pH 10 이상에서는 매우 불안정한 단 을 가지고 있다75-79). 따라서 

이러한 단 들을 보완할 수 있는 분자 물질에 한 연구, 천연물의 항산

화 효과에 한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

이다.

   백련 부 별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을 측정한 결과 백련 꽃 추출물의 

경우 1.000 ppm에서 34%, 백련 잎 추출물의 경우 61%, 백련 기 추출물

의 경우 2%로 백련 잎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Fig. 8)

   방사선 조사한 백련 잎 추출물의 경우 1,000 ppm에서 76%의 유사활성

을 나타내어 방사선 조사 보다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Fig. 9)

   백련 부 별 추출물을 W/O/W multiple emulsion에 첨가하여 SOD 유

사활성을 측정한 결과 추출물 자체보다 다소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백련 잎 추출물 1,000 ppm에서 30%의 활성을 나타내어, 백련 부 별 추출

물  활성이 가장 높았다. (Fig. 10)

   이 결과는 유화타입의 W/O/W multiple emulsion의 제형 특성상 

pyrogallol과 결합 시 뿌연 백탁으로 변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 측

정 시 흡 도 값이 높게 나타나 정확한 활성을 측정하기 힘들었으며, 이에 

추출물 자체보다 활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이는 Hong 등80)

의 과실, 과채류 착즙의 SOD 유사활성에서 사과 착즙액 1.000 pp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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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15%, 일 농축액에 하여 27%, 키  착즙액에 하여 27%, 무 착

즙액에 하여 24%의 유사활성보다 높은 결과이며, Lee 등81)의 싸리 추

출물의 SOD 유사활성 측정에서 1,000 ppm의 열수, 에탄올  압력 열수 

추출물에서 각각 20, 44, 30%의 효과를 나타낸 결과와, Lim 등82)의 한국

산 약용식물의 SOD 유사활성에서 20% 미만의 활성과 비교할 때 백련 잎 

추출물의 SOD 유사활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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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SOD-like activity of Nelumbo nucifera G. extracts. 

        NN-F :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NN-L :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S :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Vit. C : ascorbic acid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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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SOD-like activity of irradiated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R : irradiated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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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OD-like activity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NN-F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NN-L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S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47

  3) Xanthine oxidase 해활성 확인

   Xanthine oxidase는 분자상의 산소를 수소 수용체로 이용하여 xanthine 

을 uric acid형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매 한다83). 따라서 xanthine 

oxidase의 해효과는 유리 라디칼의 생성을 억제하여 항노화  항암 등

과 연 되므로 생물학 으로 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84-89).

   백련 부 별 추출물의 xanthine oxid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11과 같이 나타내었다. 반 으로 20% 미만의 낮은 해활성을 나타내

었으나, 백련 부   백련 잎 추출물의 활성이 1,000 ppm에서 13%로 가

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한 백련 잎 추출물의 xanthine oxid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12와 같이 1,000 ppm에서 14%로 방사선 조사 과 유사한 효능

을 나타내었다.

   백련 부 별 추출물을 W/O/W multiple emulsion에 첨가하여 xanthine 

oxid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과도 백련 추출물과 유사하게 20% 미만의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Fig. 13)

   이는 Kim 등90)의 미역, 모자반, 래, 김 추출물의 xanthine oxid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시료 농도 500 ppm에서 11, 11, 15, 9%의 해활

성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 으며, An 등91)의 산사자 추출물의 xanthine 

oxid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시료 농도 1,000 ppm에서 10% 미만의 

해활성을 나타낸 결과와 유사한 효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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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nhibition rate of Nelumbo nucifera G. extracts on xanthine      

        oxidase. 

          NN-F :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NN-L :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S :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Vit. C : ascorbic acid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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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Inhibition rate of irradiated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on xanthine oxidase.

         NN-R : irradiated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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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Inhibition rate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on xanthine oxidase. 

         NN-F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NN-L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S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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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백 효과 측정 결과

  1) Tyrosinase 해활성 확인

   피부 멜라닌 생성에 있어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tyrosinase

는, melanosome 내에서 tyrosine을 산화시켜 DOPA를 만드는 tyrosine 

hydroxylase로, DOPA를 산화시켜 DOPA quinone을 만드는 DOPA 

oxidase로서 작용하여 멜라닌 합체를 합성하는데 요한 효소로 작용한

다92). 그러므로 tyrosine 활성 억제제는 피부 내에서의 melanin polymer 

합성을 효과 으로 해할 수 있어 피부 미백제의 개발에 있어서 

tyrosinase 활성억제 실험은 유용한 평가법으로 인정되고 있다93,94). 백련 

부 별 추출물과 방산선 조사후의 백련 잎 추출물  화장품에 첨가시의 

tyrosin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14～16과 같이 나타내었다. 

   백련 부 별 추출물  백련 꽃 추출물 1,000 ppm에서 35% 이상의 

해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백련 잎과 기 추출물의 경우 20% 미만의 활성

을 나타내었다. (Fig. 14)

   방사선 조사한 백련 잎 추출물의 경우 1,000 ppm에서 18%의 활성을 나

타내어 방사선 조사 과 유사한 효능을 나타내었다. (Fig. 15)

   백련 부 별 추출물을 W/O/W multiple emulsion에 첨가하여 

tyrosin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백련 꽃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경우 34%의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백련 잎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경우 17%의 활성을 나타내어 백련 

꽃 추출물을 첨가한 화장품의 활성이 가장 높았다. (Fig. 16)

   이는 백련 추출물의 항산화능 효과  주름개선 효과에서 백련 잎 추출

물의 효능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다르게, 미백효과에서는 백련 꽃 추

출물의 활성이 가장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ee 등95)의 제주산 식물을 

이용한 tyrosinase 억제 활성을 측정한 결과 1,000 ppm의 농도에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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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만의 효과가 나타났으며, Jung 등96)의 토사자, 숙지황, 오가피 추출물 

1.000 ppm에서 30% 미만의 해능을 나타낸 결과와, Lee 등97)의 백출, 

삼백  열수 추출물 500 ppm에서 10% 이하의 tyrosinase 해능을 나타

낸 결과와 비교하여 백련 꽃 추출물의 해활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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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Inhibition rate of Nelumbo nucifera G. extracts on tyrosinase. 

         NN-F :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NN-L :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S :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Vit. C : ascorbic acid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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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Inhibition rate of irradiated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on tyrosinase.

        NN-R : irradiated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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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Inhibition rate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on tyrosinase. 

         NN-F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NN-L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S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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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Melanoma cell(B16F10)에서의 melanin 생합성 해율 확인 

   기미, 주근깨 등 피부에 생기는 색소침착은 표피내에서의 melanin 색소

의 이상  증가에 기인하며, melanin은 표피기 층에 존재하는 

melanocyte라고 불리는 색소세포내의 melanosome에서 생합성 된다. 

Melanin의 주된 생성과정은 아미노산의 일종인 tyrosine이 tyrosinase에 

의해 산화되어 DOPA, dopaquinone이 되고 이것이 다시 

5,6-dihydroxyindole, indole 5,6-quinone로 자동 산화되고 최종 으로 

합에 의해 melanin polymer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8). 상기의 

색소침착을 치유하기 해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hydroquinone, 

resorcinol 등의 페놀 유도체나, L-ascorbic acid와 그 유도체  kojic 

acid, arbutin, lactic acid, glucosamin, tunicamycin 등이 개발되었으나, 피

부자극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극히 제한된 양만 사용되고 있다

99,100). 

   백련 부 별 추출물의 멜라닌 생합성 해율을 측정한 결과 Fig. 17과 

같이 백련 꽃 추출물 1,000 ppm에서 40%의 해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백

련 잎과 기 추출물의 경우 20% 미만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방사선 조사한 백련 잎 추출물의 경우 1,000 ppm에서 28%의 활성을 나

타내어 방사선 조사 보다 활성이 우수하 으며, 이는 방사선 조사로 인

해 색이 어졌으며, 그로 인해 Fig. 23, 24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조사 보

다 조사후의 세포독성 억제능이 감소한 이유와도 연 성이 있는 것으로 

단된다. (Fig. 18) 이는 Hwang 등101)의 인삼의 부 별 멜라닌 생성억

제효과에서 건조 인삼시료 100 μg/mL의 농도에서 27.0%의 해율을 나타

내었으며, Cho 등102)의 유기노의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에서 200 μg/mL

의 유기노 butanol 분획물의 경우 25.0%의 해율을 나타낸 결과와 비교

하여 백련 꽃 추출물의 멜라닌 생성억제효과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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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Inhibition melanin synthesis of Nelumbo nucifera G. extracts on  

       melanoma cell(B16F10).

        NN-F :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NN-L :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S :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Vit. C : ascorbic acid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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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Inhibition melanin synthesis of irradiated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on melanoma cell(B16F10).

         NN-R : irradiated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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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름억제 효과 측정 결과

  1) Elastase 해활성 확인

   인체의 성구 과립구내에 존재하는 elastase는 진피 내 피부탄력을 유

지하는데 요한 기질 단백질인 엘라스틴을 분해하는 효소이며, 다른 

요한 기질 단백질인 콜라겐을 분해할 수 있는 비특이  가수분해 효소이

다. 따라서 elastase 해제는 피부 주름을 개선하는 작용을 한다103). 이

러한 주름 생성과 련된 elast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Fig. 19～21과 

같이 나타내었다. 

   백련 부 별 추출물의 elast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백련 잎 추출물 

1,000 ppm에서 30% 이상의 해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백련 꽃과 기 추

출물의 경우 20% 미만의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Fig. 19)

   한 가장 활성이 좋은 백련 잎 추출물을 방사선 조사하여 elast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1,000 ppm에서 45%의 해활성을 나타내어 방사선 

보다 활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0) 

   백련 부 별 추출물을 W/O/W multiple emulsion에 첨가하여 elast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백련 잎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경우 1,000 ppm에서 55%, 백련 기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경우 32%의 해활성을 나타내어 추출물보

다 화장품에 첨가 시 활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1)

   이는 화장품의 여러 원료성분과 백련 부 별 추출물의 첨가로 추출물 

자체보다 더 높은 시 지 효과를 얻은 것으로 단되며, 한 방사선 조사

에 따른 백련 추출물의 elastase 해활성에 한 상승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Kwak 등104)의 각종 약용 식물로부터 elast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부분이 1mg/mL의 농도에서 30% 미만의 해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Kim 등105)의 genistein  ursolic acid는 각각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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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mL에서 32%, 1 mg/mL에서 41%의 해율을 나타내어, 백련 잎 추출

물과 방사선 조사한 백련 잎 추출물  화장품에 첨가시의 백련 부 별 

추출물과 유사한 elastase 해활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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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Inhibition rate of Nelumbo nucifera G. extracts on elastase. 

         NN-F :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NN-L :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S :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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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Inhibition rate of irradiated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on elastase.

         NN-R : irradiated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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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Inhibition rate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on elastase. 

         NN-F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NN-L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S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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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항염증 효과 측정 결과

  1) Hyaluronidase 해활성 확인

   고분자 다당인 히아루론산(hyaluronic acid, HA)은 진피층의 섬유아세

포로부터 산출되어, 표피, 진피에 있어서 주요한 세포외 매트릭스로서 

glucuronic acid와 glucosamine이 반복해서 연결된 액성 moucopoly- 

saccharide다. 한 HA은 염증 형성의 요 요소인 macrophage의 

phagocytic ability를 해하는 한편, HA 분해 산물 혹은 분자 HA는 상

처 치유 과정에서 inflammation, fibrosism collagen deposition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결국 고분자 HA의 분해효소인 

hyaluronidase(HAase)의 해에 의해 HA의 고분자 형태를 유지하게 함

으로서 항염증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백련 부 별 추출물의 hyaluronid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백련 잎 

추출물 1,000 ppm에서 58% 이상의 해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백련 꽃과 

기 추출물의 경우 30% 미만의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Fig. 22)

   한 가장 활성이 좋은 백련 잎 추출물을 방사선 조사하여 

hyaluronid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1,000 ppm에서 62%의 해활성을 

나타내어 방사선 보다 활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3) 

   백련 부 별 추출물을 W/O/W multiple emulsion에 첨가하여 

hyaluronid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백련 잎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경우 1,000 ppm에서 60%, 백련 꽃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경우 40%의 해활성을 나타내어 추출물보

다 화장품에 첨가 시 활성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4) 이는 

Choi 등의 오가피, 황기, 목과, 목단피, 오미자, 황 에 하여 n-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H2O 순으로 용매 분획하여 HAase 해활성을 

조사한 결과 10 mg/mL의 ethyl acetate 분획물이 54.8%, 64.9%,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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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59%, 43.8%의 활성을 나타내었고, Lee 등의 제주산 식물을 이용하

여 ethyl acetate, chloroform, methanol로 분획하여 HAase 해활성을 측

정한 결과에 의하면, 자리공 뿌리의 ethyl acetate 분획  닭의장풀 

chloroform 분획에서 10.0% 정도의 해활성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여 백

련 추출물의 HAase 해활성이 뛰어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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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Inhibition rate of Nelumbo nucifera G. extracts on              

          hyaluronidase. 

           NN-F :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NN-L :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S :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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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Inhibition rate of irradiated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on hyaluronidase.

         NN-R : irradiated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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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Inhibition rate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on  hyaluronidase. 

         NN-F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NN-L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S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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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포독성 측정 결과

  1) 정 종 세포수 결정

   암세포들을 배양하면 2～24시간 가량의 세포증식이 이루어지지 않는 

lag phase를 거쳐 지수 인 성장을 하는 log phase로 들어가게 된다. 이 

log phase는 세포수가 포화되면 plateau phase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각 phase는 각 세포주마다 특이하여 각 세포주 특유의 lag phase 시간, 

population doubling time, plateau phase에서의 세포 포화 도를 가지게 

된다. 지수기는 암 세포의 증식이 기하 수 으로 늘어나는 시기이며, 이 

시기의 세포는 효소의 활성이 활발하고 MTT의 환원작용도 활발하여 살

아있는 세포의 수가 흡 도에 비례 으로 반 되므로 종되는 세포의 수

는 지수기의 세포농도를 기 으로 선택되어야 한다106). 이 지수곡선에서 

흡 도가 0.6～0.7인 부분에서의 흡 도는 세포농도가 세포의 농도에 정비

례하여 감소 는 증가함으로 이 지수 성장기의 세포가 정 세포 도가 

된다. 따라서, 항암효과 측정을 한 정 세포수의 측정결과는 Fig. 25와 

같이 나타내었다. 흡 도 0.6～0.7의 부 에서 피부암 세포 (B16F10)는 

0.78×103 cells의 농도로 결정하여 세포독성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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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5. Optimization of cell concentration on mouse melanoma (B16F10)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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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백련 부 별 추출물에 의한 melanoma cell(B16F10)의 세포독성  

    확인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한 MTT 검색법은 96 well plate를 사용하며, 

검사결과를 ELISA reader(multiwell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많은 

시료를 간단하게 독할 수 있어 세포독성  세포증식 검색법으로서 

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의 한 방법이다. 암세포의 경우 사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의 탈수소 효소 작용에 의해 노란색 수용성 MTT 

tetrazolium을 자주색을 띠는 비수용성의 MTT formazan으로 환원시킨

다. MTT formazan의 흡 도는 550 nm 근처 장에서 최 가 되며, 이는 

사 으로 왕성한 세포의 농도를 반 하는 것이다107). 백련 부 별 추출

물에 의한 mouse melanoma 세포의 세포독성 억제능을 확인한 결과 Fig. 

26, 27과 같이 나타내었다. 

   백련 부 별 추출물의 경우 1,000 ppm 이하에서 약간의 세포독성은 나

타났지만, 그 수치가 미비했으며, 특히 백련 잎 추출물의 경우 방사선 조

사 은 1,000 ppm에서 32%의 세포독성 억제능을 나타내었으나, 방사선 

조사후는 20% 이하로 세포독성 억제능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Kim 등108)이 보고한 구름버섯과 지버섯의 항암효과를 측정한 결과 

1mg/mL의 농도에서 44.0, 62%의 암세포 증식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Min 등109)이 보고한 닥나무 추출물 분획물에서 H2O, hexane, butanol, 

chloroform 분획물의 암세포 억제능이 1.0 mg/mL에서 63, 59, 53, 40%와 

비교하여 백련 부 별 추출물의 mouse melanoma 세포에 한 억제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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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Cytotoxic activites of Nelumbo nucifera G. extracts on melanoma  

       cell(B16F10).

        NN-F :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NN-L :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S :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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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Cytotoxic activites of irradiated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on melanoma cell(B16F10).

         NN-R : irradiated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Values are means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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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균 효과 측정 결과

  1) 생육 해환 (Clear zone) 확인

   천연물 에는 많은 종류의 항균활성을 가진 생리활성 물질이 존재하는

데, 이는 매우 은 양으로도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는 물질로서 오래

부터 이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이미 수많은 종류가 산업 으로 유용하

게 활용되고 있다. 일반 으로 피부 상재균  피부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세균으로는 Staphylococcus epidermidis, Staphylococcus aureus, 

Strepto- coccus pyogens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110.111), 특히 피부 여드

름 유발 원인균으로는 Propionibacterium acnes가 알려져 있다

110,111-113). 백련 부 별 추출물의 피부염증유발균에 한 clear zone 형

성을 찰한 결과 Table 7  Fig. 28과 같이 나타내었다. 백련 부 별 추

출물  백련 꽃과 잎 추출물에서 S. epidermidis에 해 4 mg/disc에서 

10 mm의 항균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백련 기 추출물에서는 항균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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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timicrobial activity of Nelumbo nucifera G. extracts on       

        several microorganisms

Strains

NN-F
1)

(mg/disc)

NN-L
2)

(mg/disc)

NN-S
3)

(mg/disc)

1 2 4 1 2 4 1 2 4

Staphylococcus

aureus 
-a - - - - - - - -

Staphylococcus 

epidermidis
- - 10.0 ± 0.10b - - 10.0 ± 0.28 - - -

Escherichia 

coli
- - - - - - - - -

  -a : no inhibition,  -b : inhibition zone diameter (mm)

  1) NN-F :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2)

NN-L :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3) NN-S :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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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라. Ⅲ

a: 0 mg/disc, b: 1 mg/disc, c: 2 mg/disc, d: 4 mg/disc

Fig. 28. Antimicrobial activity of Nelumbo nucifera G. extracts on several  

       microorganisms. 

           Ⅰ.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Ⅱ.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Ⅲ.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A : Staphylococcus aureus KCTC 1621

           B : Staphylococcus epidermidis KCTC 1917

           C : Escherichia coli KCTC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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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입자  

   측정 결과

  1)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입자  

    확인 

   백련 부 별 추출물을 Fig. 29와 같이 얻어 W/O/W multiple emulsion

에 첨가하여 1,000배 배율로 찰한 결과 Fig. 30과 같이 나타났다. 백련  

꽃, 잎, 기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은 60일 동안 입

자의 분산  분리 없이 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상 모두 내

상에 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입도 분석기를 이용하여 입자를 측정

한 결과 Fig. 31과 같이 0.16～1.2 μm의 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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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Photograph of Nelumbo nucifera G. extracts.

                 A :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B :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C :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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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Microscopic aspect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A : NN-F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B : NN-L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C : NN-S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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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Particle size analysis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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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방사선 조사한 백련잎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색도 측정

   방사선 조사한 백련잎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Table 8과 같이 나타내었다. 명도(L)값은 방사선 조

사 보다 조사 후에 90.00으로 색이 더 밝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색도(a)와 황색도(b)값도 방사선 조사 후에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방사선 조사한 백련잎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

은 조사하지 않은 emulsion에 비해 색이 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다량

의 한약재를 첨가 시 문제 시 되는 색은 방사선 조사를 통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Fig.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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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Photograph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A : non-irradiated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B : irradiated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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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olor

Dose

NN-N1 NN-R2

NN-LME3

L4 86.9 ± 0.43 90.00 ± 0.04

a
5 -0.49 ± 1.77 -0.55±0.19

b
6 9.47 ± 2.73 -0.63 ± 0.09

Table 8. Changes in the Hunter color value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1NN-N : non-irradiated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2NN-R : irradiated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3NN-LME :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4 : Lightness,  5 : Redness,  6 : Yellow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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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안정성  

   확인 결과

  1)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pH  

    측정

   화장품의 pH는 피부표면의 pH 역인 약산성과 성에 맞추어져 있다. 

피부가 알칼리성이 되면 항력이 약해지고 세균의 번식에 의해 피부병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피부에는 성 는 약산성의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

이 좋으며, pH의 변화가 크지 않고 안정해야 한다. 백련 부 별 추출물의 

pH 측정 결과 Table 9와 같이 꽃의 경우 6.00, 잎의 경우 6.25, 기의 경

우 5.96의 pH 분포를 보 으며,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pH 측정 결과, Fig. 33과 같이 나타났다. 백련 꽃, 잎, 

기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 20,000 ppm의 평균 pH

가 각각 5.94, 6.02, 5.86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60일 동안 수치상의 큰 변화 

없이 안정한 pH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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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pH measurement of Nelumbo nucifera G. extracts

Sample Concentration (20,000 ppm)

NN-F
1)

6.00

NN-L
2)

6.25

NN-S
3)

5.96
 

1) NN-F :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2) NN-L :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3) NN-S :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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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pH change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NN-F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NN-L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S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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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도  

    측정

   도는 액체가 일정방향으로 운동할 때, 그 흐름에 평행한 평면의 양측

에 내부 마찰력이 생기는데 이 성질을 도라고 한다. 도는 Brookfield 

도계를 이용한 도 측정법과 우베로오데형 모세  도계를 이용한 

도 측정법이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Brookfield 도계는 비뉴톤 유동  

성액체의 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성액을 일정한 가속도로 회

하는 로우더 (spindle)에 움직이는 액의 성 항을 용수철로 검출하여 

도를 환산하는 방법이다114). 한 도값은 온도에 향을 받으며, 그 변

화 도는 유체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spindle, speed 조건, sample 

container size, sample 온도, 시간, 기포 등에 따라 도 값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일반 으로 사용하는 25℃의 온도에서 spindle 4에 6

rpm의 속도에서 1분간 측정하 으며, 기포의 향을 이기 해 제조 

시 탈포를 하 으며, 3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얻었고, 1회 측정 후 3시간 

뒤에 다시 측정하여 60일 동안 측정한 값을 나타내었다. 즉 도값에 향

을  수 있는 요인을 최소화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도 측정 결과 Fig. 34와 같이 나타

났다. 백련 꽃, 잎, 기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 모두 

42,000～43,000 cP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60일 동안의 도 변화는 나타나

지 않아 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88

35,000

38,000

41,000

44,000

47,000

50,000

53,000

1 3 5 7 15 30 60
Days

V
is

co
si

ty
 (c

P)

NN-FME NN-LME NN-SME

Fig. 34. Viscosity change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NN-F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NN-L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NN-S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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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일반  보존 시험

   (1) 온도 (Incubation)에 따른 안정성

   화장품의 자발 인 경시  열화 (劣化) 상과 화학 ․물리  변화를 

알아보기 해서 온도 안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Table 10과 같이 나타

내었다.  0, 25, 40℃의 온도에 보 한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은 60일 동안 모든 온도 조건에서 안정성을 나

타내었다. 고온 (40℃)에서는 외 의 산패, 변색, 변취, 도, 증발, 부유, 침

, 탁도 (투명도), 분리 등을 찰하 고, 온에서는 응고, 침 , 탁도 (투

명도), 결정석출, 분리 등의 화학 ․물리  변화를 찰하 다. 이들 상

은 사용성에 큰 향을 뿐 아니라, 화장품이 갖는 미 외 , 이미지의 

손실에도 향을 다115). 일반 으로 화장품의 품질수명은 소비자가 끝

까지 사용할 때 까지를 보증해야 하므로 안정성을 체크하 으며,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은 60일 동안 아무런 변

화 없이 안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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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0. Results of stability test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in constant           

         temperature conditions(0, 25, 40℃)

    Temp.

  Day

1.
NN-FME

1)
2.

3.
NN-LME

2)
4.

5.
NN-SME

3)

0℃ 25℃ 40℃ 0℃ 25℃ 40℃ 0℃ 25℃ 40℃

1 O O O O O O O O O

3 O O O O O O O O O

5 O O O O O O O O O

7 O O O O O O O O O

15 O O O O O O O O O

30 O O O O O O O O O

60 O O O O O O O O O

 O : Stable,   X : Unstable

1) NN-F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2) NN-L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3) NN-S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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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인공  노출에 따른 안정성

   화장품은 출시 후 직  는 간 으로 태양 과 형 등의 빛에 노출

되어 변색되는 등 물리․화학 으로 품질의 특성이 변하는 것을 사 에 

조사하여 미연에 방지키 하여 안정성 실험을 실시한다. 상 에서의 

화장품 진열에는 각종 의 향을 많이 받는데, 직  일  하에 진열되기

도 하고 show window 내에 장기간 두는 경우도 있다. Case 내에 내용물

이 있어 직   조사 하에 있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부분 case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성은 반드시 실시하여 체크하여야 한다115).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인공 에 한 안

정성을 실시한 결과 Table 11과 같이 나타내었다. 0.5, 1, 2, 3시간 동안의 

변퇴색, 발색, 변취, 산패 등의 변화를 육안으로 찰한 결과 모두 안정함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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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Results of artificial sun lamp test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Condition

Temperature : 40℃

Distance from light source : 20.3 cm

Storage 3 hours

6. NN-FME1) 7. NN-LME2) 8. NN-SME3)

30 min O O O

1 h O O O

2 h O O O

3 h O O O

 O : Color unchanged,   X : Color changed

1) NN-F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2) NN-L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3) NN-S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93

  4) 특수․가혹 보존 시험

   (1) 온도순환 (Cycle chamber)에 따른 안정성

   온도순환 (Cycle chamber)에 따른 안정성 시험법은 4계 이 분명한 우

리나라에서 화장품의 온  고온의 보 조건에 따른 물성변화를 찰하

기 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한 온도 변화에 따라 유화․가용화에서의 

물성변화를 찰하기 하여 실시한다. 제품의 부분은 고온에서 가수분

해 상  기타 상 등이 빨리 일어나며, 온인 경우는 부피팽창, 용해

도차에 의한 계면막 손상, 침  등이 일어난다115). 온도순환 (Cycle 

chamber)에 따른 안정성 시험법은 이런 상을 짧은 기간 내에 체크할 수 

있다.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을 -15, 

-10, -5, 0, 5, 10, 15, 25, 37.5, 40℃에서 각각 24시간 보 한 후 온도 순환

에 따른 안정성을 찰한 결과 Table 12와 같이 나타내었다. 10 cycle 모

두에서 상의 분리와 변색, 변취 없이 안정함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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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Results of stability test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in cycle chamber     

         condition

Cycle
9.

NN-FME
1) 10.

NN-LME
2) 11.

NN-SME
3)

1 O O O

2 O O O

3 O O O

4 O O O

5 O O O

6 O O O

7 O O O

8 O O O

9 O O O

10 O O O

 O : Stable,   X : Unstable

1)
NN-F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2) NN-L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3) NN-S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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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냉․해동순환 (Freeze & Thaw cycling)에 따른 안정성

   가혹조건에서 화장품의 여러 가지 물리화학  변화를 찰하기 하여 

냉․해동순환에 따른 시험법을 실시하는데, 이 실험법은 냉동과 해동을 

반복하여 변화시켜 그 과정에서 물성이 안정한 경우와 불안정한 경우를 

체크할 수 있다115).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을 격한 온도 조건인 고온 (40℃)과 온 (-10℃)의 온도 변화

를 주어 각각 24시간 보 하여 3일과 7일차에 안정성을 찰한 결과 

Table 13과 같이 나타내었다. 상의 분리와 변색, 변취 없이 모두 안정함을 

육안으로 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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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Results of stability test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in freeze & thaw     

         cycling condition

      Temp.

  Day

-10℃ / 40℃

12.
NN-FME

1) 13.
NN-LME

2) 14.
NN-SME

3)

3 O O O

7 O O O

 O : Stable,   X : Unstable 

1) NN-F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2) NN-L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3) NN-S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97

12.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안 성  

   확인 결과

  1) 첩포 시험

   개발된 원료나 제품을 이용할 때 피부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확인하

기 해서 간편한 비 실험으로서 사람의 팔과 등 부 에 첩포 시험을 

행한다. 본 실험은 여자 학생 20명을 상으로 실시한 첩포 시험의 결과

를 Table 14에 나타내었다. 정시간은 24시간 후에 첩포를 벗겨내고 국

제  피부염 연구회의 기 으로 피부과 문의와 측정한 결과 모두 음

성반응을 보 다. 이는 Waggoner 등46), Matsumura 등47), Aberer 등48) 

 Kim의49) 보고에서와 같이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 모두 음성으로 확인되어 피부에 한 안 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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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15. Safety (24 hours)

16. NN-FME1) *－

17.
NN-LME

2) *
－

18.
NN-SME

3) *
－

Table 14. Results for patch test of the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 : Negative

1) NN-F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Flower extract

2) NN-L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Leaf extract

3) NN-SME : W/O/W multiple emulsion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  

           Stem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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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련(Nelumbo nucifera G.)을 이용한 생리활성 검증  

기능성화장품 개발에 한 연구

( 록)

   백련을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하기 하여 항산화능, 미백, 주름

개선  항균 효과를 검증한 후 W/O/W multiple emulsion에 첨가하여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검증하 다. 백련 부 별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한 결과 백련 잎 추출물이 

213.5 mg/g  76.1 mg/g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백련 부 별 

추출물의 자공여능 측정 결과 백련 꽃과 잎 추출물500 ppm에서 85%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SOD 유사활성능 측정 결과 백련 잎 추출

물 1,000 ppm에서 60%로 가장 높은 유사활성능을 나타내었다. 백련 부

별 추출물의 xanthine oxidase 해활성 측정 결과 반 으로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백련 잎 추출물이 백련 꽃과 기 추출물에 비해 

해능이 높았다. 미백효과 검증으로 tyrosinase 해활성을 측정한 결

과 백련 꽃 추출물 1,000 ppm에서 36%의 해능을 나타내었다. 주름억

제 효과 측정 결과 백련 잎 추출물 1,000 ppm에서 30%의 elastase 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백련 부 별 추출물을 W/O/W multiple emulsion에 

첨가하여 활성  안정성을 검증한 결과 pH, 도, 입자 안정성 모두 60

일 동안 안정함을 나타내었으며,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자공여능 측정 결과 백련 꽃과 잎 추출물 100

ppm에서 60% 이상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SOD 유사활성능 측정 결과 백련 잎 추출

물 1,000 ppm에서 30%의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xanthine oxidase 해

활성 측정 결과 백련 부 별 추출물 모두 비교  낮은 해능을 나타내

었다.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의 

tyrosinase 해활성 측정 결과 백련 꽃 추출물 1,000 ppm에서 3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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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을 나타내어 추출물과 유사한 효능을 나타내었으며, elastase 해활

성 측정 결과 백련 잎 추출물 1,000 ppm에서 55%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백련 부 별 추출물을 첨가한 W/O/W multiple emulsion은 온도  

안정성에서 안정함을 나타내었으며, 첩포시험 측정 결과도 피부에 음성

반응을 나타내어 안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련 부 별 추출물  효

능이 반 으로 우수한 백련 잎 추출물을 방사선 조사한 결과 방사선

량이 증가할수록 색이 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공여능 측정 

결과 50 ppm에서 85%의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SOD 유사활성능 측정 

결과 1,000 ppm에서 76%의 유사활성을 나타내었다. 미백효과 측정 결과 

방사선 조사한 백련 잎 추출물 1,000 ppm에서 18%의 활성을 나타내었으

며, 주름억제 효과 측정 결과 1,000 ppm에서 45%의 elastase 해활성을 

나타내어, 백련 부 별 추출물의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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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Physiological Effect of  Nelumbo nucifera G.

and the Development of Functional Cosmetics

(Abstract)

   The solvent extracts of Nelumbo nucifera G. were investigated for 

the activities of antioxidant, whitening, anti-wrinkle and antimicrobial 

effects to apply as a functional ingredient for cosmetic products. For 

its industrial application, the cosmetic products were also prepared 

with the advanced formulation techniques such as W/O/W multiple 

emulsion so that the active ingredients can be entrapped stably in 

the emulsion particle. Total phenolic and flavonoids contents 

increased in Nelumbo nucifera G. - Leaf(NN-L). The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Nelumbo nucifera G. - Flower(NN-F) or Nelumbo 

nucifera G. - Leaf(NN-L) extracts were above 85% at the 

concentration of 500  ppm. The superoxide dismutase(SOD)-like 

activity of Nelumbo nucifera G.(NN-L) extracts was about 60% at 

1,000 ppm concentration. The xanthine oxidase inhibitory effect of 

NN-L  extract was higher than that of NN-F, NN-S extracts. The 

tyrosinase inhibitory effect, which is related to skin-whitening, was 

36% in NN-F at 1,000 ppm. For anti-wrinkle effect, the elastase 

inhibition activity of NN-L was about 30% at 1,000 ppm. The results 

of stability test showed that W/O/W multiple emulsion(ME) 

containing Nelumbo nucifera G. extracts were very stable at 

accelerated temperature conditions and sun-light. In addition, pH, 

viscosity and particle stability of ME did not change greatly for 60 

days. The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the ME containing N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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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L were about 60% at 100 ppm concentration. The superoxide 

dismutase(SOD)-like activity of the ME containing NN-L was 30% 

at 1,000 ppm. The tyrosinase inhibitory effect, which is related to 

skin- whitening, was 34% in the ME containing NN-F at 1,000 ppm. 

Anti-wrinkle effect, the elastase inhibition activity of the ME 

containing NN-L was about 55% at 1,000 ppm. The result of human 

patch test to assess the safety of ME containing NN-F, NN-L, 

NN-S extracts, there was no stimulus of negative reaction on skin. 

The Hunter color L
*-value of NN-L extract was increased by 

irradiation, meaning that the color of the extract was brightened and 

improved industrial applicability as additive for functional products. 

The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irradiated NN-L extract was above 

85% at the concentration of 50 ppm. The superoxide 

dismutase(SOD)-like activity of irradiated NN-L extract was about 

76% at 1,000 ppm concentration. The xanthine oxidase inhibitory 

effect of irradiated NN-L extract was about 15% at 1,000 ppm. The 

tyrosinase inhibitory effect of irradiated NN-L extract was about 

18% at 1,000 ppm. Anti-wrinkle effect, the elastase inhibition activity 

of irradiated NN-L extract was about 45% at 1,000 ppm 

concentration. All these findings suggested that Nelumbo nucifera G. 

has a great potential as a cosmeceutical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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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시제품 제작

1. 1차년도 시제품 제작

2. 2차년도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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