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최근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고령화 문제는 평균수명 연장과 사회적

인 활동의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

우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37.4% 예상되며, 이는 선진국 고

령자 비율 예측인 32% 보다 높은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은 노화는 모든 인간이 보편적, 필수적으

로 겪는 생명현상으로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전 세대에 걸쳐 안티에

이징(anti-aging)분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노화 지

연을 위한 고부가가치의 기능성 제품의 생산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항 노화에 대한 사업은 매년 10% 평균 성장률을 보이고 있

으며, 이러한 현상은 노화복구보다 사전예방이 효과적이라는 인식

하에 젊은 세대부터 안티에이징 니즈(needs)가 급증하고 있다(Lee, 

2017).

젊음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안티에이징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

면서 미의 개념도 화려함에서 젊음으로 진화하고 있고, 안티에이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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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investigate the cosmetic effects of a chambirum (Amaranthus 
mangostamus) extract on the skincare by measuring the extract’s antioxidant, anti-
wrinkle, and whitening. Methods: To confirm the antioxidant effect of chambirum,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y was determined. To confirm whitening effect of 
chambirum,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and melanin content were investigated. 
To confirm anti-wrinkle effect of chambirum, the elastase inhibition effect and 
type I procollagen production was assayed. B16F10 mouse melanoma cells and 
CCD986sk human dermal fibroblast cells were used to assay cell viability. Results: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maranthus mangostanus ethanol extracts 
(AME) and Amaranthus mangostanus water extracts (AMW) was 49% and 56%, 
respectively, at 500 μg/mL. The SOD-like activity of AME and AMW was 67% and 
57%,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at of the standard sample L-ascorbic acid at 38% 
at 1 mM. AME showed 25.9% (L-tyrosine) and 17.8% (L-DOPA), and AMW showed 
23.4% (L-tyrosine) and 18.5% (L-DOPA) of tyrosinase inhibition assay. In addition, the 
intracellular melanin production in B16F10 mouse melanoma cells was decreased 
by AME and AMW by 25.5% and 24.0%, respectively. Additionally, the elastase 
inhibition assay results demonstrated inhibition by AME (19.7%) and AMW (17.2%) 
at 500 μg/mL and the amount of type I procollagen was shown to be insignificant. 
Furthermore, B16F10 mouse melanoma cells were 76% and 86% showed a viability 
76% and 86% when treated with 100 μg/mL AME and AMW, respectively. CCD-
986sk fibroblast cells showed a viability 94.5% and 83.6% when we treated with 
100 μg/mL AME and AMW, respectively.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hambirum (Amaranthus mangostamus) extract has excellent antioxidants, anti-
wrinkle, and whitening effects. Therefore, it may have a significant industrial value 
as a functional material for cosmetic or anti-aging related bio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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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중 피부 노화에 대한 관심은 근본적으로 예방 및 치료하는 바

이오 기술 기반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통한 장기간의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며, 자외선, 미세먼지 등 외부 물질에 대한 피부 손상을 개선

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피부 노화 연구의 종합적 

메커니즘 조절의 관점이 전환되어 각질 제거 및 콜라겐 합성 등 일차

원적 증상 완화에서 세포 수명, 대사 활동 등으로 새롭게 변화되고 

있다(Lee et al., 2019). 

노화관련 화장품 소재도 COVID19 환경과 유해 성분에 대한 경

각심이 높아지면서 자연과 천연 유래의 화장품 소재가 소비자의 관

심을 끌고 있고, 이로 인해 피부의 유효성을 지닌 천연 화장품 소

재, 친환경 화장품 소재들의 수요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Choi, 2012). 또한, 화장품을 포함한 K-beauty 산업의 호황 속에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한 화학 소재의 화장품 출시는 활성화되고 있

지만, 기존 출시된 화학물질 소재의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내고 있으며 화학물질을 대신할 천연물의 화장품 소

재 및 제품 개발에 대한 수요가 절실하며 다양한 종류의 천연물이 화

장품 소재로 적용 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천연 소재 후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비름은 비름과(Amaranthaceae)에 속하는 한해살이풀로 인도

가 원산지이며, 우리 나라, 중국, 일본,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 주

로 열대와 아열대에 분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들과 밭에 자생하

는 잡초로 3속 7종이 자생하며, 그 종류는 참비름(Amaranthus 

mangostanus L., A. mangostanus L.), 눈비름(Amaranthus 

deflexus L., A. deftexus L.), 털비름(Amaranthus retroflexus 

L., A. retroflexus L.), 청비름(Amaranthus viridis L., A., viridis 

L.), 가시비름(A. spinosus L.) 등과 구별되며, 주로 나물로 섭취되

는 것은 참비름 어린잎은 나물로 사용된다(Oh & Lee, 2005). 비름

과 식물에는 phytic acid, phytin-P, oxalate 및 tannin 등 기능성 

물질이 풍부하며 Ca, Mg, Zn 및 K 등의 무기물과 glutamic acid, 

alanine, aspartic acid 및 leucine 등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영양학적으로 볼 때 꽤 우수한 식품에 해당된다(Fasuyi, 2007). 비

름의 잎으로부터 분리된 nerolidol은 항산화 활성과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Pacifico et al., 2008), 동물체의 간 및 신장 조직에서 lactate, 

malate,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 및 glucose-6-

phosphatase 등의 효소 활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보고도 있다

(Holmberg, 1978). 특히, 항당뇨(Ashok et al., 2011; Kim et al., 

2006), 고지혈증(Sangameswaran & Jayaker, 2008) 및 고콜레스테

롤혈증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한 보고가 많으며(Grajeta, 1999; Plate 

et al., 2002), 국내 연구로는 항균 활성(Oh & Lee, 2005)과 항바이

러스 효과(Cho et al., 1995) 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지만 화

장품 소재로서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용인 나물로만 사용되던 참비름(A. 

mangostanus L.)을 대상으로 화장품 소재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 항산화 활성, 미백 활성 및 주름 개선 효능을 조사하였고, 항산화 

활성으로는 DPPH radical scavanging activity과 SOD-like activity

를 조사하였다. 미백활성으로는 mushroom tyrosinase activity와 

mouse melanoma cells을 대상으로 melanin 함량을 조사하였고, 

porcine pancreatic elastase activity와 human dermal fibroblast 

cells에서 collagen 함량을 조사하여 주름개선 효능을 검증하여 보고

하고자 한다. 

Methods

1. 실험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한 참비름(A. mangostanus L.)은 경남 김해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참비름 잎 600 g에 증류수 6 L (w/v%)를 

첨가하여 분쇄한 후, 고압멸균기를 이용하여 4 h 고압 추출 후 원

심분리(5,000 g×30 min)를 진행하였다. 그 후 상등액은 감압 농

축기(EYELA N-1000;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농축한 후에 

동결 건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이 후 시료를 Amaranthus 

mangostanus water extracts (AMW)로 명명하였다. 다음으로 시

료 참비름 600 g에 6 L (w/v%)의 에탄올을 첨가하여 원심 분리와 농

축 과정을 반복하여 진행하였고, 농축된 시료는 동결 건조한 후, 각 

실험의 단계별로 사용하였으며, 참비름 에탄올 추출물로 명명하여 

Amaranthus mangostanus ethanol extracts (AME)로 명명하였다. 

2. Anti-oxidant activity

가.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참비름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DPPH method

를 사용하여 radical 소거 능력을 나타내었다(Sharma & Bhat, 

2009; Jia et al., 2015). 그 방법은 96 well plate에 시료를 에탄올

로 각 농도별로 조제한 용액에 1.5×10-4 M의 DPPH를 150 μL 가

하여 10 s 진탕한 후, 37℃ 30 min 배양한 다음 microplate reader 

(Thermo scientific, Finland)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Positive control로 L-ascorbic acid (Sigma-Aldrich, 

USA)를 사용하였다. 항산화 효과는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

의 흡광도 차이를 비교하여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각 시료에 대한 

DPPH radical 소거 작용을 3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 (%)=[(Sample-Blank)/Control] 

Absorbance×100 

나. SOD-like activity

SOD는 수소의 존재 하에 2분자의 superoxide를 과산화수소수

와 정상상태의 산소로 전환시켜주는 역할을 하며, 유기 호흡을 하는 

생물체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다. AME와 AMW

의 SOD 유사 활성 측정은 Marklund & Marklund (1974)를 응용

한 SOD assay kit (Dojindo Molecular Technologies, Inc., U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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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superoxide anion radical (O2
-)의 소거 활성을 측정하였

다. 그 방법을 보면 각 실험의 단계별로 희석한 시료 20 μL와 WST 

working solution 200 μL를 첨가한 후, enzyme working solution 

20 μL 첨가하여 37℃, 반응시간 20 min을 반응하여, microplate 

reader (Thermo scientific)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kit의 

계산법에 따라 SOD 활성을 측정하였다.

SOD-like activity (%)=[(Sample-Blank)/Control] 

Absorbance×100 

3. Whitening effects 

가.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참비름 추출물의 미백 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mushroom 

tyrosinase 효소 저해 활성을 측정하였으며, 그 방법은 DOPA 

oxidase의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Hearing & Ekel, 1976). 먼

저 0.1 M phosphate buffer (pH 6.8) 200 μL에 기질로 1.5×10-4 

M L-DOPA, L-tyrosine solution 20 μL에 시료 용액 20 μL의 혼합

액에 mushroom tyrosinase (2500 U/mL) 20 μL를 첨가하여 37℃

에서 10 min 반응시킨 다음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yrosinase 저해 활성은 시료 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Positive control로 arbutin (Sigma-Aldrich)

를 사용하였다.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1-(Sample-Blank)/

Control] Absorbance×100

나. Melanin 생합성

참비름 추출물의 세포내의 melanin 생합성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

여 B16F10 mouse melanoma cells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Hosoi et al., 1985). B16F10 mouse melanoma cells이 confluent 

하게 자라게 되면 6 well plate에 5×105 cells/well 농도로 분주하

여 24 h 안정화 시킨 후, 시료와 α-melanin stimulation hormone 

(α-MSH; Sigma-Aldrich, USA)로 melanin 생성을 유도하여, 

72 h 동안 세포를 배양하였다. 세포를 수집하여 원심분리(1.000 g

×10 min, 4℃) 하여 침전한 후, homogenization buffer 1 mL

에 (50 mM sodium phosphate pH 6.5, 1% Triton X-100, 2 mM 

phenyl methyl sulfonyl fluoride)로 용해시켰다. 여기서 얻은 pellet

에 1 N NaOH에 10% dimethyl sulfoxide (DMSO, Merk & Co. 

Inc., Germany) 200 μL를 첨가하고 vortex 후 405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Melanin 생성 억제는 positive control로 arbutin 

(Sigma-Aldrich)을 사용하였고, negative control로는 시료를 처리

하지 않고 α-MSH만 처리한 것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4. Anti-wrinkle effects

가. Elastase inhibitory activity 

피부의 주름개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porcine pancreatic 

elastase (Sigma-Aldrich) 저해 활성을 측정하였다(Bieth et al., 

1974). Elastase 저해 활성은 50 mM Tris-HCl buffer (pH 8.6)

에 녹인 N-succinyl-(Ala)3-p-nitroanilide (Sigma-Aldrich) 8.8 

mM 농도의 기질 20 μL를 가한 후, 50 mM Tris-HCl buffer (pH 

8.6)에 녹인 porcine pancreatic elastase (2,000 U/mL) 20 μL, 

25℃, 15 min 반응 후, 410 nm에서 흡광도를 비교하였다. Positive 

control로는 ursolic acid (Sigma-Aldrich, USA) 사용하였다. 

Elastase inhibitory activity (%)=[1-(Sample-Blank)/

Control] Absorbance×100

나. Collagen 생합성

Collagen 생합성 효능은 type 1 pro-collagen 생합성 kit를 사

용하였으며 인간 섬유아세포인 human dermal fibroblast cells인 

CCD989sk cells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Park et al., 2014). 세포

를 5×105 cells/well 농도로 96 well plate에 접종한 후, CO2 배양기

에서 24 h 배양하였다. 각 well에 시료를 처리한 후, 72 h 동안 배양

한 배양액을 수집하여 측정에 사용하였고, 세포 배양액 내 콜라겐 생

합성 정도는 type 1 pro-collagen C peptide (PIP) EIA kit (Takara 

Bio, Japan)을 사용하여 Kit에 포함된 표준용액으로 표준검량선을 

작성하여 collagen 발현량을 산정하였다(Fan et al., 2019). Positive 

control로는 ursolic acid (Sigma-Aldrich)를 사용하였고, negative 

control로는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무첨가군으로 비교하였다. 

5. 세포독성시험

미백 실험을 진행한 B16F10 mouse melanoma cells에 대한 세

포 독성과 주름개선 활성으로 측정한 인간 섬유아세포인 CCD986sk 

human dermal fibroblast cells을 대상으로 세포 생존율을 조사

하여 세포에 대한 독성 평가를 진행하였다(Kwak et al., 2004; 

Kim, 2018). Cell line은 한국세포주은행에서 분양 받아 100 U/mL 

Penicillin-Streptomycin과 10% fetal bovine serum (Gibco, co., 

USA)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a (DMEM; Gibco)

에 1×105 cells/well 농도로 분주하여 24 h 배양하여 부착 및 안정

화를 시켜 각 농도별로 희석한 참비름 추출물을 처리하여 24 h 배양 

후, CCK-8 assay kit (Enzo, Life Science, U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 대신 PBS를 사용한 흡광도를 기

준으로 세포의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6. 통계처리 

각 실험값의 측정값은 3회 반복 실험에 의한 평균값, means

±SD로 나타내었고 대조군과 실험측정치의 통계학적 유의성 검

정은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표준편차(p-value<0.05, 

p-value<0.01)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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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Discussion 

1. 항산화 활성 

참비름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은 DPPH 방법과 SOD-like activity

로 측정하였다. 먼저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보면 열수 추출물

인 AMW가 에탄올 추출물인 AME보다 조금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

었다(Figure 1). Positive control인 L-ascorbic acid는 1 mM의 농

도에서 76%의 활성을 나타내었고, 시료의 농도가 62.5, 125, 250, 

500 μg/mL일 때 열수 추출물인 AMW의 활성은 각각 30.6%, 40%, 

44%, 56%으로 농도의존적으로 활성을 나타내었다. 에탄올 추출물

인 AME의 활성은 농도별로 각각 6.8%, 14.6%, 15.8% 및 49%의 

radical 소거 활성을 보여주었다. 항산화 활성은 다양한 생리활성의 

기초분석법으로 미백, 안티에이징, 항균, 항염증 등과 연관되어 있

다. 특히 DPPH 방법은 항산화 활성의 직접적인 분석법으로 결과가 

비교적 쉽게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약용이나 기능성 

식물 추출물 시료의 항산화 활성 측정에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Malherbe et al., 2014).  

SOD는 생체 내에서 O2
－(superoxide)를 제거하는 효소이며, 생

체 내에 생성된 활성산소를 H2O2로 전환시키는 반응을 촉매 하는 

Figure 2. SOD-like activity of chambirum.
L-ascorbic acid (1 mM)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Each value is 
expressed as a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compared to control (*p<0.05). AME, 
Amaranthus mangostanus ethanol extracts; AMW, Amaranthus 
mangostanus water extracts; SOD, superoxide dismutase; S.D., 
standard deviation.

Figure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chambirum.
L-ascorbic acid (1 mM)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Each value 
is expressed as a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compared to control (*p<0.05, 
**p<0.01). AME, Amaranthus mangostanus ethanol extracts; AMW, 
Amaranthus mangostanus water extracts; DPPH, 2,2-diphenyl-1-
picrylhydrazyl; S.D., standard deviation.

Figure 3. Inhibitory effect of chambirum against mushroom tyrosinase activity.
Arbutin (100 μg/m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The activity of mushroom tyrosinase which is involved hydroxylation reaction from 
L-tyrosine to DOPA was measured by the change in absorption at 490 nm after incubation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chambirum 
(A). The activity of mushroom tyrosinase which is involved oxylation reaction from DOPA to DOPA quinone was measured by the change 
in absorption at 490 nm after incubation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chambirum (B). Each value is expressed as a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compared to control (*p<0.05, **p<0.01). AME, Amaranthus 
mangostanus ethanol extracts; AMW, Amaranthus mangostanus water extracts; DOPA, L-3,4-dihydroxyphenylalanine;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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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rogallol의 생성양을 측정하여 SOD-like activity로 나타내었다

(Lam et al., 1994). AMW와 AME의 SOD-like activity는 열수추

출물인 AMW가 약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지만, 125, 250, 500 μg/

mL의 농도에서 50.7%, 51%, 57%의 활성을 보여주었다. AME의 

경우는 62.5 μg/mL (10.3%), 125 μg/mL (14.8%), 250 μg/mL 

(17.3%), 500 μg/mL (67%)으로 측정되었다(Figure 2). AME 500 

μg/mL의 농도에서는 AMW보다 조금 더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것

으로 판명되었고, DPPH와 더불어 SOD-like activity도 비교적 높

은 활성을 지니므로 참비름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을 입증하는 결과

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항산화 효능과 연계된 기전 연구를 추가적

으로 할 계기가 되었다.

2. 미백 활성

참비름 추출물의 미백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in vitro 

mushroom tyrosinase 저해 활성과 B16F10 mouse melanoma 

cells에 대한 melanin 합성양을 측정하였다. 미백 활성의 효능을 입

증할 수 있는 tyrosinase는 melanin 합성효소로서 melanosome 내

에서 tyrosine을 산화시켜 DOPA를 만드는 tyrosine hydroxylase이

며, DOPA를 산화시켜 DOPA quinone을 만드는 DOPA oxidase로 

작용하여 melanin 중합체를 합성하는 효소로 알려져 있다(Hearing 

& Jiménez, 1987). AME와 AMW의 tyrosinase의 저해 활성을 2

가지 기질인 L-tyrosine과 L-DOPA로 활성을 비교하였다. 먼저 

L-tyrosine은 미백 원료인 arbutin 100 μg/mL의 농도로 38.6%

의 저해 활성을 보여주었고 전반적으로 AMW가 AME 보다 조금 더 

높은 저해 활성을 보여주었고, 시료 500 μg/mL의 농도에서 AME 

(25.9%), AMW (23.4%)로 높은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3A). L-DOPA의 기질의 결과는 시료의 농도 500 μg/mL에서 

AME (17.8%), AMW (18.5%)의 활성을 나타내었고, 농도의존적으

로 tyrosinase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Figure 3B). 이러한 결과들

과 관련하여 기존에 알려진 보고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식물체 내에 

존재하는 페놀 화합물들은 tyrosinase의 기질인 L-tyrosine과 구

조적으로 유사하여 기질 유사체의 역할을 함으로써 tyrosinase 활

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Sugumaran, 2002; Han et 

al., 2008). 참비름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과 미백 활성의 관련성은 

페놀성 화합물과 tyrosinase 저해 활성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가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Kim et al., 2021).  

참비름 추출물을 농도별로 72 h 처리하여 B16F10 mouse 

melanoma cells에 대한 melanin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

다(Videira et al., 2013). 실험은 생체 내 melanin 형성 자극 호르

몬인 α-MSH로 melanin 형성을 유도한 후, 효과를 표준 시료인 

arbutin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시료의 농도 500 μg/mL의 농

도에서 AME (25.5%), AMW (24.0%)의 melanin 양을 감소시키

고, arbutin의 경우 29%의 melanin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AME

의 melanin 양을 보면 시료의 농도 62.5, 125, 250, 500 μg/mL

의 농도에서 17%, 19.8%, 22.6% 및 25.5%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고, AMW의 경우 10%, 19.8%, 21.8%와 24.0%의 형태로 감

소하였다. AME, AMW 두 추출물 모두 시료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melanin 함량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tyrosinase 저해 활성

과 유사한 경향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Figure 4). 참비름 추출

물인 AME와 AMW의 미백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항산화 활성

과 더불어 천연 화장품 소재로서의 높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3. 주름 개선 효과 

피부 진피층을 구성하는 주요성분으로 fibronectin, hyaluronic 

acid, elastin, collagen 등이 있다. Elastin은 피부 건조 중량의 약 

0.6%를 차지하는 경단백질로 진피의 세포와 조직 사이에 존재하는 

extracellular matrix (ECM) 결합조직으로 피부의 탄력과 유연성 

및 피부의 구조를 유지하는 주요 단백질이다. Elastin 구성 아미노

산은 소수성 아미노산인 proline과 glycine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기본단위는 tropoelastin이며 이 결합을 통해 elastin이 생성된다. 

피부의 elastin은 진피층에 존재하며 다른 ECM 단백질들과 가교 결

합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elastin의 분해는 주름의 생성과 아주 밀

접한 관계가 있다(Sephel & Davidson, 1986). Elastase는 elastin

을 포함하여 collagen과 다른 ECM 단백질을 비특이적으로 분해하

는 효소이며 주름을 생성하는 직접적인 원인 중 하나이다(Lee et 

al., 2010; Tsuji et al., 2001). 탄력과 주름에 관여하는 collagen

Figure 4. Inhibitory effect of chambirum on α-MSH stimulated 
melanogenesis of mouse B16F10 melanoma cells. 
Arbutin (500 μg/m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Melanin 
content in chambirum treated B16F10 cells at day 3. Cells were 
cultured at 37℃ for 72 h in DMEM supplemented with α-MSH (200 
nM) with the extract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Each 
value is expressed as a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compared to control 
(*p<0.05, **p<0.01). AME, Amaranthus mangostanus ethanol 
extracts; AMW, Amaranthus mangostanus water extracts; N-CON, 
negative control; P-CON, positive control; α-MSH,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DMEM, Dulbecco's modified essential 
medium;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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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피부의 형태와 강도를 유지하는 단백질이며, collagen 분해가 일

어나면 피부의 탄력과 주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llagen 구조는 3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고, collagen은 크기와 기

능, 조직 분포와 구조, 초분자 기질 등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그 

중 사람의 피부에는 I, III, IV, V, VI 및 VII 형 collagen이 분포 하

고 있으며 진피층에 위치한 제 I형 collagen이 80-85%로 가장 많

고, 제 III형 collagen이 10-15%, 그리고 나머지 제 IV, V, VI, VII

형 콜라겐이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나이가 들면서 진피에 존재

하는 collagen이 파괴되고, 이와 함께 elastin의 수와 직경이 감소

하며 잘게 끊어진 것처럼 길이가 짧아진다. 이로 인해 피부의 탄력

이 감소하여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게 된다(Yang & Nandi, 

2015).  

본 연구에서는 참비름 추출물의 주름개선 효능을 측정하기 위하

여 porcine pancreatic elastase 저해 활성과 CCD986sk human 

dermal fibroblast를 대상으로 collagen양을 조사하였다. Elastase 

저해 활성의 positive control로는 elastase 저해제로 알려진 대표적

인 ursolic acid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시료의 농도는 31.2, 62.5, 

125, 250 및 500 μg/mL의 농도이며 AME의 결과는 5.2%, 9.3%, 

9.9%, 10.8%, 19.7%로 나타났으며, AMW의 경우, 8.6%, 11.1%, 

11.3%, 13.4% 및 17.2%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고, ursolic acid 100 

μg/mL이 농도에서 57%의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고, 시료의 저해 

활성은 농도의존적으로 나타내었고, AME와 AMW 두 시료의 활성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ure 5). Collagen

은 pro-collagen이라는 전구 물질로 합성되는데 pro-collagen은 

N-말단과 C-말단의 pro-peptide들이 collagen 중합 반응에 의해 

collagen으로 분리되는데 이때 pro-peptide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세포내 collagen 생합성을 예측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Kim et 

al., 2016). AME와 AMW의 type 1 pro-collagen C-peptide EIA 

kit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를 보면 양성 대조군으로 ursolic acid 

100 μg/mL 농도와 음성 대조군으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null 

상태의 collagen 합성양을 비교하였다. 양성 대조군의 경우 270 

ng/mL으로 collagen 합성양이 확인되었고 같은 농도인 시료 AME

의 경우는 188 ng/mL, AMW는 179 ng/mL으로 확인되었다. 참비

름 추출물은 음성 대조군에 비하여 collagen 생합성량이 크게 영향

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6). 

4. Cell viability test

참비름 추출물의 세포독성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미백 실험에 

사용한 B16F10 mouse melanoma cells과 주름개선효과에 사용

한 CCD986sk human dermal fibroblast cells을 대상으로 CCK-

8 assay를 실행하였다. 먼저 melanoma cell에 대한 활성은 AME

의 경우 시료의 농도 50 μg/mL에서 95%의 생존율이 확인되었고, 

100 μg/mL의 농도에서는 76%의 생존율로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며, AMW의 경우 100 μg/mL의 농도에

서 86%의 생존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에탄올 추출물인 AME가 세

포의 성장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7A). 인간 섬유아세

포인 CCD986sk human dermal fibroblast에 대한 세포 생존율은 

100 μg/mL의 농도에서 열수 추출물 AMW가 94.5% 이상으로 활

성을 나타내었고, 반면에 에탄올 추출물인 AME의 경우 83.6%로 

좀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하였다(Figure 7B). 

Figure 5. Inhibitory effect of chambirum against porcine 
pancreatic elastase activity. 
Ursolic acid (100 μg/m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Each value 
is expressed as a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compared to control (*p<0.05). AME, 
Amaranthus mangostanus ethanol extracts; AMW, Amaranthus 
mangostanus water extracts; S.D., standard deviation.

Figure 6. Type 1 pro-collagen synthesis of CCD986sk human 
dermal fibroblast treated with chambirum.
The type 1 pro-collagen contents on culture media were determined 
by the ELISA method. Each value is expressed as a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when 
compared to control (*p<0.05). AME, Amaranthus mangostanus 
ethanol extracts; AMW, Amaranthus mangostanus water extracts; 
S.D.,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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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식용(나물용)으로 사용되어 온 참비름(Amaranthus 

mangostanus)을 대상으로 열수 추출물(AMW)와 에탄올 추출물

(AME)의 항산화 활성, 미백 및 주름개선 효과를 조사하여 화장

품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미백 효과로는 mushroom 

tyrosianase 저해 활성과 melanin 생합성, 주름 개선효과로는 

porcine pancreatic elastase 저해 활성과 collagen 생합성양을 측정

하였고, 두 활성에 사용된 mouse melanoma cells과 human dermal 

fibroblast cells을 대상으로 세포 생존율을 조사하였다. 

DPPH 방법으로 조사한 항산화 활성은 시료의 농도 500 μg/mL

의 농도에서 AME (49%), AMW (56%)의 radical 소거 활성을 나타

내었고, SOD-like activity를 측정한 결과, 시료의 농도는 동일하

게 500 μg/mL에서 AME (67%), AMW (57%)의 활성을 나타내었

다. 미백활성으로는 L-tyrosine을 기질로 사용한 tyrosinase 저해 활

성은 AME (25.9%), AMW (23.4%)로 나타내었고 L-DOPA의 경우 

AME (17.8%), AMW (18.5%)의 높은 미백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B16F10 mouse melanoma cells을 대상으로 melanin양을 측정한 결

과, AME (25.5%), AMW (24%)의 melanin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주름개선 효능으로는, 시료의 농도, 500 μg/mL에서 elastase 

저해 활성은 AME (19.7%), AMW (17.2%)로 조사되었고, type I 

procollagen의 collagen 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내었다. B16F10 

mouse melanoma cells에 대한 세포 독성은 시료의 농도 100 μg/mL

에서 AME (76%), AMW (86%)의 세포 생존율을 보여주었고, 에탄올 

추출물인 AME가 76%로 열수 추출물보다 낮은 생존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는 세포생존율이 추출 용매에 의한 영향인지 혹

은 세포 독성에 의한 cell population의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CD-986sk fibroblast cells에 

대한 세포독성 결과는 시료의 농도 100 μg/mL에서 AME (94.5%), 

AMW (83.6%)의 생존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의 결과를 바탕으로 

참비름 추출물은 항산화 및 미백 활성에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었고,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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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참비름(Amaranthus mangostanus) 추출물의 미백 및 주름 개선 효과

김인혜, 이재화* 

신라대학교 제약공학과, 부산, 한국

목적: 나물로만 사용되는 참비름(Amaranthus mangostanus) 추출물을 대상으로 화장품 소재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항산화 

효과, 미백 활성 및 주름개선 효능을 진행하였다. 방법: 항산화 활성으로는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와 superoxide 

dismutase (SOD)-like activity, 미백활성으로는 tyrosinase 저해 활성과 melanin 함량을 조사하였고, 주름개선 효능으로는 elastase 

저해 활성과 type 1 pro-collagen을 측정하였다. B16F10 mouse melanoma cells과 CCD986sk human dermal fibroblast cells을 대

상으로 세포 생존력을 측정하였다. 결과: DPPH 방법으로 조사한 항산화 활성은 시료의 농도 500 μg/mL의 농도에서 Amaranthus 

mangostanus ethanol extracts (AME) (49%), Amaranthus mangostanus water extracts (AMW) (56%)의 radical 소거 활성을 나타

내었고, SOD-like activity를 측정한 결과, 시료의 농도는 동일하게 500 μg/mL에서 AME (67%), AMW (57%)의 활성을 나타내었다. 

미백활성으로는 L-tyrosine을 기질로 사용한 tyrosinase 저해 활성은 AME (25.9%), AMW (23.4%)로 나타내었고 L-DOPA의 경

우 AME (17.8%), AMW (18.5%)의 높은 미백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B16F10 mouse melanoma cell line을 대상으로 melanin양

을 측정한 결과, AME (25.5%), AMW (24.0%)의 melanin 감소율을 나타내었다. 주름개선 효능으로는, 시료의 농도, 500 μg/mL에

서 elastase 저해 활성은 AME (19.7%), AMW (17.2%)로 조사되었고, type I procollagen의 collagen 양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내었다. 

B16F10 mouse melanoma cells에 대한 세포 독성은 시료의 농도 100 μg/mL에서 AME (76%), AMW (86%)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

내었고, CCD-986sk fibroblast cells에 대한 세포독성 결과는 시료의 농도 100 μg/mL에서 AME (94.5%), AMW (83.6%)의 생존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참비름 추출물은 항산화 및 미백 활성에 탁월한 효능을 보여주었고, 천연물 유래의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과 항노화 산업의 잠재적인 소재로서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Amaranthus mangostanus, 항주름, 화장품, 참비름, 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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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苋菜(Amaranthus mangostanus)提取物的美白和抗皱功效 
 
金仁惠，李在花* 
新罗大学医生命科学制药工学科，釜山，韩国

目的: 通过测量苋菜(Amaranthus mangostamus)提取物的抗氧化、抗皱和美白作用，研究其提取物对护肤品
的美容效果。方法: 为确定苋菜的抗氧化活性，测定其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和superoxide 
dismutase (SOD)-like活性；为确定苋菜的美白活性，酪氨酸酶抑制活性和黑色素含量进行了调查；为确
定苋菜的皱纹改善效果，弹性蛋白酶抑制活性和1型前胶原蛋白进行了测定。此外B16F10小鼠黑色素瘤细
胞和CCD986sk人真皮成纤维细胞用于检测细胞活力。结果: 在提取物浓度为500 μg/mL时，Amaranthus 
mangostanus ethanol extracts (AME)和Amaranthus mangostanus water extracts (AMW)的DPPH自由基
清除活性分别为49%和56%。AME和AMW的SOD-like活性分别为67%和57%，而标准样品L-抗坏血酸在1 mM
时，为38%。AME显示25.9% (L-酪氨酸)和17.8%(L-DOPA)，AMW显示23.4% (L-酪氨酸)和18.5% (L-DOPA)
的酪氨酸酶抑制测定。此外，在B16F10 小鼠黑色素瘤细胞内黑色素生成分别降低了25.5% (AME)和24.0% 
(AMW)。此外，弹性蛋白酶抑制测定结果表明AME (19.7%)和AMW (17.2%)在500 μg/mL时，具有抑制作用，
并且 I 型前胶原的量显示不显着。此外，当用100 μg/mL AME和AMW处理时，B16F10 小鼠黑色素瘤细胞的存
活率为分别为76%和86%。当我们分别用100 μg/mL AME和AMW处理时，CCD-986sk人真皮成纤维细胞的存活
率分别为94.5%和83.6%。结论: 这些结果表明，苋菜提取物具有优异的抗氧化、抗皱和美白效果。因此，它作
为化妆品或抗衰老相关生物制品的功能材料可能具有重要的工业价值。

关键词: 苋菜，抗皱，化妆品，Chambirum，美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