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노화와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

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반응성이 커서 여

러 생체물질과 쉽게 반응하고, 체내 고분자들을 공격하여 세포 및 

조직에 비가역적인 손상을 일으키거나 돌연변이, 세포독성 등을 

초래한다(Squadrito & Pryor, 1998). 최근 건강과 미(美)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면서, 향장분야에서도 피부 노화 및 트러블을 야기하

는 활성산소종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Kim et al., 2011). 

피부 노화 현상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기는 내

인성 노화(intrinsic aging)와 자외선 등 환경에 노출되어 생기는 외

인성 노화(extrinsic aging) 즉, 광노화(photoaging)로 나눌 수 있

다. 내인성 노화의 경우 피부 표피와 진피의 결합 약화, 피부 각

질형성세포 분열 및 지질형성 능력의 저하 등의 특징을 나타내며

(Kim et al., 2015), 외인성 노화는 자외선으로 인해 탄력을 유지시

키는 진피층의 콜라겐과 엘라스틴과 같은 탄력섬유를 손상시킨다

(Fisher et al., 1999; Shim et al., 2008). 특히 피부가 많은 양의 자

외선을 받게 되면 항산화제가 감소되고 활성산소종으로 인한 세포

손상 및 노화가 발생된다(Kim et al., 2014). 자외선으로 인한 활성

산소종은 피부의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여 검버섯, 주근깨 등을 발

생시킬 뿐만 아니라 교원섬유의 절단, 비정상적인 교차결합, 세포

외기질 감소, 섬유아세포 기능저하 등으로 피부 탄력성 저하, 주름 

생성 등의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Jeong et al., 2010). 

활성산소종이 유도하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

부는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등과 같은 항산화 방어망을 구축하여 활성산소 제거와 피부노화 

억제를 조절하고 있다(Andersen et al., 1997). 활성산소를 조절

하기 위하여 합성 항산화제가 널리 사용되어 왔지만, 과량 섭취할 

경우 간, 폐, 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는 안전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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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ossibility of Cudrania 
tricuspidata  (C. tricuspidata ) stem extract as whitening cosmetic material. 
Methods: We performed TLC and HPLC analysis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compounds and its contents in C. tricuspidata stem extract fractions (hexane, ethyl 
acetate, butanol, and water). In order to evaluate anti-oxidant effects, radical and 
superoxide scavenging activities were conducted by using DPPH, ABTS free radicals 
and xanthine oxidases, respectively. In addition, we examined tyrosinase activity 
and cellular melanin content to verify the whitening effects of C. tricuspidata stem 
extract. Results: We found out that both ethyl acetate fraction and butanol fraction 
among the fractions of C.  tricuspidata stem extract had anti-oxidant compounds. 
Our results pointed out that the active fractions have significant free radical and 
superoxide scavenging activities, and the fraction of ethyl acetate is the best. The 
ethyl acetate fraction (IC50 24.4 ppm) and butanol fraction (IC50 88.3 ppm) reduced 
tyrosinase activities and melanin content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Conclusion: Through the results, C.  tricuspidata stem extract has the potent as a 
cosmetic material which possess the anti-oxidant and whiten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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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과(Ramarathnam et al., 1995; Omaye et al., 1977), 웰빙이

라는 문화적 이슈로 인한 인공 합성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Kim 

et al., 2011), 민간이나 한의학에서 질병예방 및 치료의 목적으로 

이용하던 천연물을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향장제품의 개발이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Seo et al., 2013; Lee et al., 1998; Moure 

et al., 2001).

꾸지뽕나무(Curdrania tricuspidata)는 뽕나무과(Moraceae)에 

속하는 낙엽활엽 소교목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줄기에는 가시가 있고 9-10월에 붉은 열매

를 맺는 특징이 있다(Kim et al., 2009; Choi et al., 2009; Jung, 

1965). 동의보감에는 자양, 강장 효능과 음위, 신체허약증, 불면

증 등에 꾸지뽕나무를 이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Choi et al., 

2009), 꾸지뽕나무 잎은 습진, 폐결핵, 타박상, 급성 관절염 등의 

치료에, 줄기는 주로 부인병에, 열매는 청열과 양혈을 다스리는데 

사용되었다(Kim et al., 2009; Joo & Lim, 2009). 특히 꾸지뽕나

무를 물로 달여 먹으면 간암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00; Park et al., 1995). 

꾸지뽕나무 연구와 관련하여 근피(뿌리껍질)에서 cudraxanthone 

A-O, cudraflavone A-D, euchrestaflavone C, cycloartocarpesin, 

populnin, quercimeritrin, 6-deoxyisojacareubin 등이 분

리되었으며, 줄기와 잎에서는 kaempferol, kaempferol-7-

O-glucopyranoside, naringen-7-O-glucopyranoside, β

-sitosterol, β-sitosterol glucoside, 5-O-methyl genistein 등 

다양한 성분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1993; Lee et al., 

1994; Nomura et al., 1983). 

한편 꾸지뽕나무에 관한 생리활성 연구도 꾸준히 진행되어, 꾸

지뽕나무의 과산화 지질 생성 억제(Cha et al., 1999; Cha et al., 

2000; Kim et al., 2000), 항염증(Ottersen et al., 1977), 간보호

(Jeong & Kim, 1999), 골관절염 억제(Nam et al., 2013), 항균

(Ottersen et al., 1977), 세포독성(Lee et al., 1996), 고혈압(Kang 

et al., 2002), 항산화(Cha et al., 1999; Cha et al., 2000; Lee et 

al., 2007) 등의 생리활성 연구가 발표되었다. 

꾸지뽕나무의 잎, 열매, 뿌리, 가지 등을 이용한 실험은 대부분 

의약품 및 식품 자원으로서의 항산화, 항염 등 생리활성에 관한 논

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아직 꾸지뽕나무 가지 추출물을 이

용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 원료에 대한 실험 연구는 보고 된 바가 없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천연물인 꾸지뽕나무의 자원화 및 응용기술

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꾸지뽕나무 가지 추출물의 항산화 

및 미백 효과를 검증하여 미백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의 개발 가능

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Methods

1. 추출 및 분획

본 연구에 사용된 꾸지뽕나무(Cudrania tricuspidata) 가지는 

2011년 2월 서울 경동약령시장(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건조 및 분쇄한 꾸지뽕나무 가지 3 kg을 100% ethanol (EtOH) 18 

L에 침적시키고 24 h 동안 상온에서 교반하여 추출한 후 여과하

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5회 더 반복한 후 이를 감압 농축 및 동

결 건조하여 총 236 g의 EtOH 추출물을 얻었다. EtOH 추출물을 

증류수에 현탁한 후 용매분획을 실시하여 각각 hexane fraction 

(14.22 g), ethyl acetate fraction (20.74 g), butanol fraction 

(68.34 g), water fraction (132.58 g)을 얻었다.  

2. 항산화 활성 평가

1) 항산화 물질 분석

(1) 박층크로마토그래피(thin layer chromatography, TLC)

항산화 물질로 알려진 rutin, dihydroquercetin 7-O-β

-D-glucopyranoside, dihydrokaempferol 7-O-β-D- 

glucopyranoside의 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각의 꾸지뽕나

무 가지 분획물 가루 0.1 g을 70% methanol (MeOH) 1 mL에 녹

여 실리카겔이 처리된 박층판에 20 μL씩 점적하였다. 점적한 순

서는 hexane fraction, ethyl acetate fraction, butanol fraction, 

water fraction, dihydroquercetin 7-O-β-D-glucopyranoside, 

dihydrokaempferol 7-O-β-D-glucopyranoside, arbutin, rutin

이다. CHCl
3
 : MeOH : H

2
O = 70 : 30 : 4를 전개용매로 하여 10 

cm 전개한 다음 UV 254 nm 및 10% H
2
SO

4
 에서 박층판을 확인하였다. 

(2) HPLC를 통한 항산화 물질 함량 분석

꾸지뽕나무 가지 EtOH 추출물 1 mg에 70% EtOH 10 mL을 넣고 

2 h 동안 초음파 추출한 후 여과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2번 더 

반복한 다음 감압 농축하여, 농축한 추출물을 MeOH 5 mL에 녹인 

후 membrane filter (0.45 μm)로 정제하여 HPLC (Waters, USA) 

분석을 실시하였다. Kromasil 100-5-C18 column (4.6×250 

Table 1. HPLC analytical conditions

Detector UV (210 nm)

Column Kromasil 100-5-C18 (4.6×250 mm) 

Mobile phase

Time (min) Water Acetonitrile

0 90 10

20 70 30

30 50 50

40 0 100

Flow rate 1 mL/min

Injection 10 µ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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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Kromasil, Netherlands)을 사용하고, 이동상으로는 MeOH

과 3차 증류수를 20 : 80의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1 mL/

min의 유속을 유지하며 UV 210 nm에서 측정하였다(Table 1).  

표준액은 rutin, dihydroquercetin 7-O-β-D-glucopyranoside, 

dihydrokaempferol 7-O-β-D-glucopyranoside 1 mg을 정제수

에 녹여 membrane filter (0.45 μm)로 정제한 후 사용하였다. 

2) Radical을 이용한 항산화능 평가

꾸지뽕나무 가지의 항산화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ssay와 ABTS+ radical scavenging 

assay를 이용하였다. Free radical인 1,1-diphenyl-2-

picrylhydrazyl (DPPH; Sigma-Aldrich, USA)는 518 nm에서 광

흡수를 나타내는 진한 보라색 화합물이며 radical 소거활성이 있

는 항산화 물질에 의해 정량적으로 노란색으로 탈색되므로 항산화 

활성을 쉽게 측정할 수 있어 항산화제 검색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꾸지뽕나무 가지 분획물을 농도별로 조제한 후 각 시료 20 μL에 

0.1 mM DPPH 용액 180 μL을 가한 후 Maxi Mix II vortex mixer 

(M37615; Barnstead/Thermolyne, USA)로 10 s 동안 혼합한 후 

37℃에서 30 min 반응시킨다. 이 후 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UV; Mecasys, Korea)를 이용하여 518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한편, ABTS+ radical scavenging assay는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diammonium salt 

(ABTS; Sigma-Aldrich, USA)가 potassium sulfate와 반응하

여 생기는 ABTS+ radical의 소거능을 통해 시료의 항산화능을 평

가하는 방법이다(Arnao et al., 2001). 꾸지뽕나무 가지 분획물을 

농도별로 조제한 후 각 시료 50 μL에 7.4 mM ABTS와 2.6 mM 

potassium sulfate 혼합액 950 μL를 첨가하여 732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고, 양성대조군으로는 수용성 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L-ascorbic acid (Sigma-Aldrich, USA)를 사용하였다.  

3) Hypoxanthine/xanthine oxidase system을 이용한 superoxide 

항산화능 평가

인체 내에서 uric acid 생성에 관여하는 xanthine oxidase

는 hypoxanthine, xanthine을 기질로 하여 uric acid를 생성한

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superoxide가 생성되어 이는 인체 내 산

화적 손상을 입힌다. 이러한 생체 내 과정을 생체 밖 in vitro

에서 재현하여, 이 과정에서 대상 시료가 superoxide를 얼마

나 소거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항산화 효과를 가늠해 볼 수 있

다.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PB, pH 7.4), 1 mM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0.6 mM hypoxanthine, 

0.2 mM nitro blue tetrazolium (NBT)을 이용하여 reaction 

mixture를 만들었다. 제조된 mixture 400 μL에 꾸지뽕나무 가지 

분획물을 5 μL씩 가한 후, xanthine oxidase (100 mU/mL) 100 μ

L을 넣어 37℃에서 10 min 동안 반응시키고 595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는 xanthine oxidase의 비경쟁적 

길항제로 알려진 allopurinol (Sigma-Aldrich, USA)을 이용하였다. 

3. 미백 활성 평가

1) Tyrosinase 활성 억제능 평가

Tyrosinase는 멜라닌 합성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효소로, 

기질인 tyrosine이 4-dihydroxyphenylalanine (DOPA), DOPA 

quinone으로 산화되는 과정을 촉매하는데, 이 과정에서 멜라닌 흡

광도를 측정함으로써 시료의 tyrosinase 활성 억제능을 검토하는 방

법으로 미백 활성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Kim et al., 2015). 10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에 1.7 mM L-tyrosine을 0.3 

mg/mL가 되도록 완전히 녹인 후, L-tyrosine 450 μL에 꾸지뽕나

무 가지 분획물을 농도별로 5 μL 첨가하였다. Mushroom tyrosinase 

(250 U/mL) 50 μL을 넣고 혼합하여 37℃에서 60 min 동안 반응

시킨 다음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 kojic 

acid (Sigma-Aldrich, USA)를 사용하여 미백 활성을 측정하였다. 

2) 세포 생존율 평가

꾸지뽕나무 가지 분획물의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B16F10 murine melanoma cell (한국세포주은행, Korea)을 이용하

여 crystal violet assay를 실시하였다. 24 well plate에 B16F10을 2

×104 cells/well 농도로 분주하여 37℃, 5% CO₂ 조건에서 24 h 동

안 배양하였다. 다음날 serum free 배지를 이용하여 1, 10, 50, 100 

ppm가 최종농도가 되도록 꾸지뽕나무 가지 분획물을 1 μL씩 넣

고 24 h 동안 배양하였다. 배지를 모두 제거하고 모든 well에 0.1% 

crystal violet 0.5 mL을 넣어 5 min 동안 세포를 염색하였다. 증류

수로 4회 세척한 후 95% EtOH을 1 mL씩 넣어 실온에서 15 min 동

안 균질혼합하면서 추출한 후 ELISA microplate reader (Versamax; 

Molecular devices, USA)로 5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Melanin 생합성 억제능 평가

B16F10을 6 well plate에 5×104 cells/well 농도로 분주하여 

37℃, 5% CO₂ 조건에서 24 h 동안 배양하고, 다음날 phenol red 

free DMEM 3 mL로 교체하여 control을 제외한 5개 well에 α

-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를 1 μL씩 처리하여 

멜라닌 생성을 유도하였다. Control과 α-MSH로 처리한 well을 제

외한 나머지 well에 1 ppm 농도의 각 꾸지뽕나무 가지 분획물을 ３ 

μL씩 처리 한 후 72 h 동안 배양하였다. 각 well마다 세포를 포집

하여 15,000 rpm, 5 min 동안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만 분리하여 

4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well마다 세포수를 세어 흡

광도 값과 비교하여 멜라닌 생성량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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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료분석 및 통계적 검정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기하였으며, 실험 결과의 통계

학적 유의성은 Student's t-test로 검정하였고 p 값이 5% 미만일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정하였다(*p<.05).

Results and Discussion

1. 항산화 물질 및 함량 분석

꾸지뽕나무 가지 분획물에서 항산화 물질인 rutin, dihydroquercetin 

7-O-β-D-glucopyranoside, dihydrokaempferol 7-O-β

-D-glucopyranoside의 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TLC를 수행

하였다. UV 254 nm 및 10% H
2
SO

4
에서 박층판을 확인한 결과, 

표준품과 비교하였을 때 꾸지뽕나무 가지 hexane, ethyl acetate, 

butanol, water 분획물 중 ethyl acetate와 butanol 분획물에

서 항산화 물질의 함유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Ethyl acetate 분

획물에서는 dihydroquercetin 7-O-β-D-glucopyranoside, 

dihydrokaempferol 7-O-β-D-glucopyranoside이 나타

났으며, butanol 분획물에서는 dihydroquercetin 7-O-

β-D-glucopyranoside, dihydrokaempferol 7-O-β

-D-glucopyranoside 및 rutin이 뚜렷하게 나타났다(Figure 1). 

꾸지뽕나무 가지 분획물에서의 rutin, dihydroquercetin 

7-O-β-D-glucopyranoside, dihydrokaempferol 7-O-β

-D-glucopyranoside 함유여부 및 함량을 HPLC 분석을 통해 확

인한 결과, 꾸지뽕나무 가지 EtOH 추출물 1 g당 dihydroquercetin 

7-O-β-D-glucopyranoside은 16.54 mg, dihydrokaempferol 

7-O-β-D-glucopyranoside은 14.61 mg, rutin은 34.65 mg 함

유되어 있었다(Figure 2A). TLC 결과와 마찬가지로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는 dihydroquercetin 7-O-β-D-glucopyranoside, 

dihydrokaempferol 7-O-β-D-glucopyranoside이 나타났고

(Figure 2B), butanol 분획물에서는 dihydroquercetin 7-O-

β-D-glucopyranoside, dihydrokaempferol 7-O-β

-D-glucopyranoside 및 rutin이 나타났다(Figure 2C). 

TLC 및 HPLC 분석을 통해 꾸지뽕나무 가지 분획물이 rutin, 

dihydroquercetin 7-O-β-D-glucopyranoside, dihydrokaempferol 

7-O-β-D-glucopyranoside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함

으로써, 꾸지뽕나무 잎에서 분리한 dihydroquercetin 7-O-β-D 

-glucopyranoside의 항산화 효과(Chon et al., 2005), quercetin

과 kaempferol 및 그 배당체들의 생리활성(Cho et al., 2003; 

Chon et al., 2005) 등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꾸지뽕나무 가지에서도 

항산화 효과 및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2. Radical을 이용한 항산화능 평가

꾸지뽕나무 가지의 항산화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분획물을 

최종농도 1, 10, 50, 100 ppm로 처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꾸

지뽕나무 가지의 EtOH 추출물 각 분획의 DPPH free radical 소

거능을 확인한 결과, 100 ppm 농도에서 radical 소거능이 각각 

ethyl acetate (80.6%), butanol (67.6%), water (42.5%), hexane 

(20.3%)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 분획별로 농도 의존적으로 황

산화 효과가 증가하였다. 특히 ethyl acetate는 양성대조군인 

L-ascorbic acid (88.3%)와 비교해 비교적 우수한 항산화능을 

나타내었다(Figure 3A). 

Figure 1. TLC analyses of Cudrania tricuspidata (C. tricuspidata) stem extract fractions.
The anti-oxidant compounds in C. tricuspidata  stem extract fractions were analyzed by TLC with 254 nm UV (A) and 10% 
H2SO4 (B). ⓐ; hexane fraction, ⓑ; ethyl acetate fraction, ⓒ; butanol fraction, ⓓ; water fraction, ⓔ; dihydroquercetin 
7-O-β-D-glucopyranoside, ⓕ; dihydrokaempferol 7-O-β-D-glucopyranoside, ⓖ; arbutin, ⓗ; rutin.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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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he HPLC analyses of anti-oxidant compounds in C. tricuspidata stem EtOH extract and its fractions.
The anti-oxidant compounds and its contents in C. tricuspidata  stem EtOH extract (A), ethyl acetate fraction (B), and 
butanol fraction (C) were analyzed by HPLC. ⓐ; dihydroquercetin 7-O-β-D-glucopyranoside, ⓑ; dihydrokaempferol 7-O-β-D-
glucopyranoside, ⓒ; arbutin, ⓓ; rutin.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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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에서는, ethyl 

acetate 및 butanol 50 ppm 이상의 농도에서 radical 소거능이 거

의 100%로 L-ascorbic acid와 유사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으며, 

각 분획별로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효과가 증가하였다(Figure 

3B). Radical을 이용한 항산화능 측정 결과를 통해, 꾸지뽕나무의 

ethyl acetate 및 butanol 분획물이 다른 분획물에 비해 높은 항산

화 효능을 나타내며 이는 TLC 및 HPLC 분석과도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3. Superoxide 항산화능 평가

꾸지뽕나무 가지의 분획물을 농도별로 조제하여 superoxide 항

산화능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분획물을 처리하여 superoxide 소거

능을 확인한 결과, ethyl acetate 분획물의 superoxide 소거능이 가

장 우수하였으며, 대체적으로 ethyl acetate>hexane>butanol>water 

분획 순으로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 특히 

ethyl acetate 분획물 IC
50
 값은 26.4 ppm으로 양성대조군으로 사

용된 allopurinol (xanthine oxidase inhibitor)의 IC
50 

16 ppm에 비

해 다소 낮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꾸지뽕나무 가지 분획

물 중에서는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Figure 4).

4. Tyrosinase 활성 억제능 평가

꾸지뽕나무 가지의 tyrosinase 활성 억제능을 확인하기 위

해 분획별로 최종농도가 1, 10, 50, 100 ppm이 되도록 처리하

Figure 3. The anti-oxidant effects of C. tricuspidata fractions in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Free radical scavenging assay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nti-oxidant effects of C. tricuspidata fractions. (A) 
Effect of C. tricuspidata  fractions on DPPH radical scavenging assay. (B) Effect of C. tricuspidata  fractions on ABTS+ 
radical scavenging assay. L-ascorbic acid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tatistical significance is indicated (*p<.05, compared with control).  

Figure 4. Superoxide scavenging activities of C. tricuspidata 
stem extract fractions. 
Superoxide scavenging activity was determined via 
hypoxanthin/xanthine oxidase system. Al lopur ino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tatistical 
significance is indicated (*p<.05, compared with control). 

Figure 5. Inhibitory effects of C. tricuspidata stem extract 
fractions on tyrosinase.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ies of hexane, ethyl acetate, 
butanol, and water fractions of C. tricuspidata  extract 
were individually measured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1, 10, 50, and 100 ppm. Kojic acid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tatistical significance 
is indicated (*p<.05, compared with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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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꾸지뽕나무 가지 분획물 중 ethyl acetate 

(IC
50
 24.4 ppm)는 양성대조군인 kojic acid의 IC

50 
9.3 ppm에 

비교해 비교적 우수한 tyrosinase 활성 억제 효과를 보였다. 

Butanol에서는 100 ppm 농도에서 tyrosinase 활성 억제 효과를 

나타냈으나(IC
50
 88.3 ppm), hexane과 water에서는 효과를 관찰

할 수 없었다(Figure 5). 

5. Melanin 생합성 억제능 평가

꾸지뽕나무 가지 분획물의 멜라닌 생합성 억제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먼저 B16F10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였다. Crystal violet 

assay를 이용하여 세포 생존율을 확인한 결과, 꾸지뽕나무 가지

의 hexane, ethyl acetate, butanol, water 분획물 모두 농도의존

적으로 세포 독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분획물의 처

리 농도 중에서 최소 농도인 1 ppm으로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세

포 독성으로 인한 실험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고자 하였다

(Figure 6A). 

꾸지뽕나무 가지 분획물이 α-MSH에 의해 유도된 B16F10 

세포의 멜라닌 생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 

생존율 측정결과를 토대로 최소 농도인 1 ppm으로 처리하여 멜

라닌 생합성량을 확인하였다. 멜라닌의 흡광도 값(O.D.)과 세

포 수를 보정해서 X=(Y-0.0123)/0.0104로 계산하여 분석한 

결과 α-MSH만 처리한 cell에서는 멜라닌 생성이 control 대비 

379±1.8% 증가하였으나, hexane 분획물에서는 멜라닌 생성이 

301±2.3%,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는 311±2.1%, butanol 

분획물에서는 331±2.7% 증가하여 꾸지뽕나무 가지 분획물

의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water

에서는 유의성 있는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

다(Figure 6B). 본 결과를 통하여 꾸지뽕나무 가지 분획물 중 

hexane, ethyl acetate, butanol은 1 ppm의 농도에서 B16F10 

세포에 세포 독성 없이 멜라닌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미백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Conclusion

최근 생활수준 향상, 평균수명 증가, 야외 활동의 활성화 등으로 인

해 기능성 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환경에 대한 관

심, 화학 약품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유

효 활성이 우수하면서도 안전한 천연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뽕나무과에 속하는 꾸지뽕나무(Cudrania tricuspidata)는 성

질이 따뜻하고, 독이 없으며 예로부터 잎은 식용으로 수피와 근

피는 약재로 많이 사용되었다. 한편 꾸지뽕나무의 성분연구를 통

해 xanthone류(Lee et al., 2005; Zou et al., 2004), flavonoid류, 

L-ascorbic acid와 rutin 등의 항산화 물질들이 많이 보고되었으

며 이러한 성분들은 항산화, 항염, 미백, 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꾸지뽕나무 가지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원료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므로, 꾸지뽕나무 가지 

추출물의 항산화 및 미백 효과를 검증하여 미백 기능성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꾸지뽕나무 가지 EtOH 추출물을 용매분획하여 얻은 hexane,  

ethyl acetate, butanol, water 분획물 중 항산화 물질인 

dihydroquercet in 7-O-β-D-glucopyranoside, 

dihydrokaempferol 7-O-β-D-glucopyranoside, rutin이 

ethyl acetate 및 butanol 분획물에서 존재함을 확인하였으며, 꾸

지뽕나무 가지 EtOH 추출물 1 g 당 dihydroquercetin 7-O-β

-D-glucopyranoside 16.54 mg, dihydrokaempferol 7-O-β

-D-glucopyranoside 14.61 mg, rutin 34.65 mg이 각각 함유

되어 있었다. 

Figure 6. Effects of C. tricuspidata stem extract fractions on cell viability (A) and melanin content (B) in B16F10 cells. 
(A) The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crystal violet assay after treatment with hexane, ethyl acetate, butanol, and 
water fractions of C. tricuspidata  stem extract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1, 10, 50, and 100 ppm for 24 h. (B) 
B16F10 cells were treated with 1 ppm of those fractions to confirm the melanin content. Values represent the mean±S.
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tatistical significance is indicated (*p<.05, compared with α-MSH treated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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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cal 및 superoxide 관련 항산화능 평가 실험을 통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꾸지뽕나무 가지 분획물 중 ethyl acetate 

및 butanol 분획물에서 각각의 양성대조군과 유사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ethyl acetate 분획물이 

가장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이는 앞서 언급한 TLC 및 

HPLC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ethyl acetate와 butanol

에 존재하는 dihydroquercetin 7-O-β-D-glucopyranoside, 

dihydrokaempferol 7-O-β-D-glucopyranoside, rutin으로 

인하여 뚜렷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된다. 

미백 효과와 관련하여 tyrosinase 활성 억제 실험을 수행한 결과, 

ethyl acetate (IC
50
 24.4 ppm)와 butanol (IC

50
 88.3 ppm) 분획물에

서 tyrosinase 활성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melanin 생합성 

억제 평가 실험에서는 hexane, ethyl acetate, butanol 분획물에서 

멜라닌 생성이 억제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해 볼 때, 꾸지뽕나무 가지의 ethyl 

acetate 및 butanol 분획물이 항산화 물질을 함유함으로써 항산화 

효과를 근간으로 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포 내 작용 기전 및 인체적용 시 동

일한 효능의 재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한계점이 있으

며, 미백 이외에도 주름개선, 자외선 등 복합 기능성 화장품 원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

능성 활성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work is part of the Hyo Sun Han's M.S. thesis 

at the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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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꾸지뽕나무 가지 추출물을 이용한 미백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

한효선1,2, 김수연3, 임대진4, 황완균2*	  
1한국피부과학연구원, 서울, 한국  
2중앙대학교 약학과, 서울, 한국  
3두원공과대학교 뷰티아트과, 경기도 파주시, 한국  
4숭실사이버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서울, 한국

목적: 본 연구는 꾸지뽕나무 가지 추출물의 미백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방법: TLC 및 HPLC 분석을 통해 꾸지뽕나무 분획물(헥산, 아세트산에틸, 부탄올, 물)의 항산화 물질 함유여부를 확인하였

고,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DPPH, ABTS free radical 및 superoxide 소거 활성 시험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티로

시나제 억제율과 멜라닌 생합성률 확인 실험을 통해 꾸지뽕나무의 미백 효능을 확인하였다. 결과: Radical 및 superoxide

관련 항산화능 평가 실험을 통해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꾸지뽕나무 가지 분획물 중 아세트산에틸 분획물 및 부탄올 

분획물에서 각각의 양성대조군과 유사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아세트산에틸 분획물이 가장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미백 효과와 관련하여 티로시나제 활성 억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아세트산에틸 분획물(IC
50
 24.4 

ppm)과 부탄올 분획물(IC
50
 88.3 ppm)에서 티로시나제 활성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멜라닌 생합성 억제 평가 실험

에서도 아세트산에틸, 부탄올 분획물에서 멜라닌 생성이 농도의존적으로 줄어들었다. 결론: 상기 실험결과를 통해, 꾸지뽕

나무 가지 추출물은 향후 항산화 및 미백 효과를 가지고 있는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어: 꾸지뽕나무, 항산화, 티로시나제, 멜라닌, 미백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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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柘树枝提取物的美白化妆品原料开发 
 
韩孝仙1, 2，金秀姸3，林大震4，黃完均2*	
1韩国皮肤科学研究院，首尔，韩国	
2中央大学校 药学院，首尔，韩国	
3斗源工科大學 美容艺术科，京畿道 坡州市，韩国	
4崇實Cyber大學 美容艺术科，首尔，韩国

目的: 探讨柘树枝提取物作为美白功效性化妆品原料的可行性。 方法: 利用TLC和HPLC分析柘树枝几种溶剂（正己烷、
乙酸乙酯、正丁醇、水）萃取物是否含有抗氧化物质，为了进一步确认萃取物的抗氧化效果进行了DPPH，ABTS 
free radical以及超氧阴离子自由基清除活性实验。另外为了确认柘树枝提取物的美白效能进行了酪氨酸酶抑制率和
黑色素合成率的实验。结果: 通过radical以及 超氧阴离子自由基清除活性实验，确认了柘树枝乙酸乙酯萃取物以及正
丁醇萃取物分别与它的阳性对照组具有相似的抗氧化活性，特别是乙酸乙酯萃取物具有最优秀的抗氧化活性。为了确
认美白效能评价进行酪氨酸酶抑制实验，其结果显示在萃取物中只有乙酸乙酯（IC50 24.4 ppm）和 正丁醇萃取物（IC50 
88.3 ppm）具有酪氨酸酶抑制效果。通过黑色素抑制实验，也确认随着乙酸乙酯、正丁醇萃取物浓度的增加降低黑色
素的形成。结论: 通过以上结果，柘树枝提取物作为抗氧化和美白效能的化妆品原料充分具有发展可行性。

关键词: 柘树，抗氧化，酪氨酸酶，黑色素，美白化妆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