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전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최근 건강

한 피부와 함께 환경을 중시하면서 지속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친

환경적이고 합리적인 소비패턴이 나타나고 있다(Bayarmaa & An, 

2012). 환경보호는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환경오염과 동물실험에 대한 관심과 문제가 전세계적인 문제로 

제기 되면서 가치 있는 소비를 지향하는 '비거니즘(Veganism)'이 새로

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마스크 장시간 착용에 기인한 각종 피부문제로 건강

한 화장품을 찾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화장품 산업 전반에 천연 추

출물 및 자연유래 성분 등을 기반으로 한 화장품에 대한 관심과 인식

이 크게 확대 되었다(Kim & Lee, 2021).

이에 화학적 성분을 배제하고 천연 성분임을 표방하는 자연주의 제

품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천연 소재를 이용한 화장품의 개

발이 이루어져 클린뷰티, 비건뷰티의 유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Lim & Hong, 2016; Hwang & Park, 2009).

최근 개발되고 있는 화장품의 중요한 트랜드는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제품으로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었다. 단순한 미용의 개념에서 

진화하여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개념이 도입된 메디컬과 코스메틱의 

합성어인 '코스메티슈컬(cosmeceuticals)'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

며, 주요 기능으로 항염증, 항균효과, 미백, 주름개선, 항노화 등이 주

목받고 있으며 더불어 기능성 화장품 신소재의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Yoo et al., 2005).

항산화제로는 천연 항산화제와 합성 항산화제 2가지의 종류가 있는

데, 천연 항산화제로는 식물로부터 분리한 플라보노이드(flavonoid), 

알파-토코페롤(alpha-tocopherol), 아스코르브산(ascorbic acid) 

등이 알려져 있으며, 합성 항산화제로는 부틸하이드록시아니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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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antioxidant and antibacterial activities of 
Rhodiola rosea (R. rosea) root hot water extract as a cosmetic material. Methods: 
R. rosea root was extracted with hot water and used as a sample. Total polyphenol 
content, total flavonoid content,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 rosea root hot water extract were analyzed to 
measure antioxidant effects. Additionally, the antibacterial effect on Staphylococcus 
aureus (S. aureus), a skin-like fungus, was measured using the paper disk method. 
Results: Th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 rosea root hot water extract was 57.88% and 93.13%, respectively, at 1 mg/
mL.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centrations were 375.30±4.63 μg/mL 
and 497.82±19.55 μg/mL, respectively. The paper disk method for the antibacterial 
effect on S. aureus showed clear zones at a concentration of 0.01–10 mg/mL. 
Conclusion: The antioxidant and antibacterial effects of R. rosea root hot water 
extract were confirmed, confirming its potential as a cosmet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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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ylated hydroxyanisole, BHA),부틸 히드록시 톨루엔(butylated 

hydroxytoluene, BHT) 등이 있다. 하지만 합성 항산화제의 경우 높은 

열을 가했을 시 불안정하거나 다량으로 투여됐을 때 기형 및 발암 발

생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Jo et al., 2022). 항산화

제는 산화력이 강한 활성산소가 각종 질병이나 노화의 원인으로 작용

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며 강한 항산화 효과를 내는 자연성분의 천

연 항산화제의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이다. 

항산화능이란 산화를 억제시켜 자유 라디컬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

하는데, 세포대사 과정 중 사용되는 산소는 90-95% 정도가 미토콘

드리아의 ATP 생성과정에서 소모되며, 이 중 소모되지 않은 1-2%의 

잉여산소는 활성산소로 전환된다. 적정량의 활성산소는 체내 면역반

응에 쓰이고, 필요량 이상의 활성산소는 체내 항산화 매커니즘에 의

해 자연적으로 소멸된다. 하지만 스트레스, 노화, 내•외부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활성산소의 생성과 제거과정에서 속도의 균형이 깨지게 

되면 자유 라디컬 형태인 활성산소가 생성되게 되며, 결국 과량 생성

된 활성산소는 피부 노화, 암, 염증 진행을 촉진시키게 된다(Kim et 

al., 2008, Park & Ryu, 2022, Choi, 2022). 

 화장품 제품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액상 제형의 화장품

은 미생물이 서식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곰팡이 또

는 효모 등에 의해 오염되어 제품이 변질되면 원래의 목적과는 상반

되는 자화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Ryu et al., 1992). 이에 미생물로

부터의 오염 보호 및 제형 유지를 위하여 화장품의 안전성과 보존성 

확보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항균작용을 나타내는 천연 

보존제 및 천연물의 탐색 대상으로 식품재료나 생약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실용화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Kim et 

al., 1995; Oh et al., 1998)

Rhodiola rosea (바위돌꽃, 이하 R. rosea)은 산악지역인 유라시아

와 북아메리카에서 지역에서 발견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식물 분

류상 돌나무과(Crassulacca) 돌꽃속(Rhodiola)에 속한다. 세계에는 

96종의 돌꽃속이 있으며 그 중 50%가 중국에서 생산된다. R. rosea

는 한국이 원산지인 돌꽃속의 일종으로 해발 1,700-2,300 m의 저

온, 건조, 저산소, 주야간 기온차가 큰 조건에서 특별한 생존적응성

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백두산, 보태산, 낭림산 정상에서 자생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04).

R. rosea의 주요 성분은 salidroside, p-tyrosol, monoterpene 

glycoside, cyanoglycoside, aliphatic glycoside, phenyl propanoid, 

proanthocyanidin 그리고 flavonoid 화합물과 20여종의 amino acid

를 함유하고 있다(Lee et al., 2000; Zong et al., 1991; Linch et al., 

2000; Kim et al., 2004).

특히 R. rosea은 산소결핍, 피로 및 마이크로파의 복사 등을 극복

하는데 뚜렷한 효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의력을 증강시키

며, 신체 노화를 연장시키며, 노인병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04). 

현재까지 R. rosea에 대해 수행된 생리활성과 관련된 연구는 약리

학적 분야에서 in vivo적 항산화 효능이 보고된 바 있으며, 국내에서

는 R. rosea의 항산화, 항발암 연구(Bae, 2005), 식품학적 성분 및 향

기분석 연구(Lee et al., 2004), 항균성 물질의 분리 및 동정(Shim et 

al., 2004) 등 다수의 연구가 수행되어 왔는데, 그 분야가 식품과 약

리학적 분야의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이처럼 R. rosea와 관련된 다

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소재로서의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 rosea 뿌리 열수추출

물의 항산화 및 항균활성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서의 이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Methods

1. 시료 추출

본 실험에 사용한 R. rosea root는 유용식물자원연구소를 통해 국

내에서 생산된 원물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건조된 R. rosea root를 

구매 후 분쇄하여 증류수 200 mL에 R. rosea root 10 g을 넣어 상온

에서 90℃에서 2 h 추출하고 추출한 것을 여과한 후, 여과물에 다시 

200 mL의 증류수를 가해 추출하였다. 본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얻은 

각 1-3차 추출물을 혼합하여 회전식 감압농축기(EYELA N-1300; 

Tokyo Rikakikai Co., Japan)를 이용하여 감압 농축한 후 동결 건조

기(PVTFA 10AT; ILSIN, Korea)에 80 h 동안 동결 건조하여 분말로 

조제 후 시료로 사용하였다. R. rosea root의 열수추출물의 수득률은 

38%로 나타났다.

2. 시약 준비

DPPH assay 에 사용된 0.2 mM 2,2'-diphenyl-1-picrylhydrazyl 

radical (DPPH) 시약과 ABTS assay에 사용된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potassium 

persulfate는 모두 Sigma-Aldrich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Total phenolic contents assay에 사용된 Folin-Denis' reagent, 

gallic acid, sodium carbonate 또한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3. R. rosea root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측정

1) DPPH radical 소거능

DPPH radical을 이용한 항산화 활성은 DPPH 용액을 이용

하여 소거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Blois, 

1958). R. rosea root 추출물은 1, 2, 2.5, 5 mg/mL의 농도가 되

도록 70% EtOH에 용해하여 사용하였다. 0.2 mM DPPH 용액

과 농도별 R. rosea root 추출물을 1:1 농도로 취하여 혼합하고 1 

h 30 min 동안 암실 처리한 후 잔존된 라디칼 농도를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Epoch, USA)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측정하

였다. 시료 환원력의 크기는 라디칼 소거 활성(radical scaven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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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ity)으로 표시하며,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인 L-ascorbic acid를 

대조군으로 비교하였다. 시료 첨가구와 무첨가구의 흡광도를 측정하

여 아래와 같이 환원된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D517 nm of sample)/(OD517 nm of blank))

×100

2) ABTS radical 소거능

ABTS 용액과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하여 일정시간 암실 

보관하면 ABTS 라디칼이 생성되는데 이 라디칼이 추출물의 항산

화 물질과 반응하여 양이온이 소거됨으로써 특유의 청록색이 탈색

된다.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이 흡광도를 측정하여 항산화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증류수에 7 mM ABTS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을 넣고 상온에서 암실에서 16 h 동안 반응시켜 ABTS 양

이온을 생성시킨 후 734 nm에서 흡광도 값을 0.7 이하로 희석하여 

시험용액을 조제한다. 그 후 ABTS 용액 100 μL에 R. rosea root 추

출물을 1, 2, 2.5, 5 mg/mL의 농도별로 100 μL씩 첨가하고 6 min 

후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Epoch, USA)를 이용하여 흡광

도를 측정한다. ABTS radical 소거 활성능력은 항산화 물질로 잘 알

려진 L-ascorbic acid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비교하였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D734nm of sample)/(OD734nm of blank))

×100

3)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 & Denis (1915) 방법에 따라 1 mg/

mL로 희석한 R. rosea root 추출물 50 μL에 증류수 650 μL를 넣고 

Folin-Denis'reagent 50 μL을 가하여 3 min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

킨다. 반응 후 10% sodium carbonate (Na2CO3; Sigma-Aldrich) 용

액을 100 μL 첨가하였으며 최종 검액의 양을 1 mL로 맞추기 위해 

증류수 150 μL 넣어 혼합시켰다. 37℃ water bath에 1 h 동안 반응

시킨 후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Epoch, USA)를 사용하여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Gallic acid (Daejung Chem.co, 

Korea) 를 표준물질로 하여 농도를 0-300 μg/mL이 되도록 표준곡

선을 작성하고, 이로부터 총 폴리페놀 함량을 구하였다.

4)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R. rosea root 추출물(1 mg/mL) 100 

μL에 1 mL diethylene glycol (Sigma-Aldrich)을 첨가한 후, 1 N 

sodium hydroxide (NaOH; Sigma-Aldrich) 100 μL를 합하여 37℃ 

water bath에 1 h 반응시킨 후 Microplate Spectrophotometer 

(Epoch, USA)를 이용하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플

라보노이드 함량은 gallic acid (Daejung Chem.co.)를 표준물질로 하

여 농도를 0-300 μg/mL이 되도록 표준곡선을 작성하고 이를 활용

하여 R. rosea root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다. 

4. R. rosea root 추출물의 항균 효과 측정

R. rosea root 추출물의 항균효과 측정에 사용한 균주는 한국생

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KCTC)에서 분양 받았다. 각종 염증

을 유발할 수 있는 피부상재균인 Staphylococcus aureus (이하 S. 

aureus, KCTC 1621)를 사용하였다. 항균효과는 paper disc법을 사

용(Davidson & Parish, 1989)하였으며, 동결건조된 균주는 LB배지

에 현탁하여 37℃에서 16 h 동안 배양 후 사용하였다. 시험에 사용한 

균의 농도는 650 nm에서 OD값이 0.4가 되도록 조정하여 사용하였

다. 그 후 0.7% 한천이 첨가된 고체배지 위에 분주하여 균 접종 배지

를 제조하였다. 고체배지 위에 멸균된 8 mm paper disc를 부착한 후 

0.01-10 mg/mL로 희석한 R. rosea root 추출물을 분주한 후 37℃

의 인큐베이터에서 24 h 동안 배양하였다. 항균 효과는 disc 주위의 

clear zone을 측정하였으며, dimethyl sulfoxide (DMSO; Sigma-

Aldrich, USA) 20 μL을 분주한 disc를 대조군으로 측정하였다. Clear 

zone은 paper disc의 직경을 포함하지 않았다.

5. 통계처리

본 연구에 활용된 모든 실험은 동일한 조건 하에 독립적으로 3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얻었으며, 실험의 모든 결과는 통

계학적 유의성 검정을 진행하여 평균±표준편차(mean±standard 

deriation, M±SD)로 표기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R. rosea root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1)DPPH 라디컬 소거능

활성 라디칼인 DPPH는 ascorbic acid, tocopherol, polyhydroxy 

Figure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 rosea root extracts.
Activities were determined by measuring the absorbance at 517 
nm. ascorbic acid was used as comparative material (positive 
control). Results are expressed as M±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M±SD,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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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enol 화합물 및 방향성 아민 등에 의하여 환원되어 탈색이 되는 성

질을 이용하여 식물체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신속하고 간단하게 

측정하는데 널리 사용되고 있다.

R. rosea root 추출물을 1-5 mg/mL 범위에서 처리하였을 때 시

료 농도에 따른 DPPH 라디컬 소거 활성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1 

mg/mL의 농도에서 58.88%, 2 mg/mL에서 47.73%, 2.5 mg/mL 

에서 50.12%, 5 mg/mL에서 13.22%의 DPPH 라디컬 소거능이 확

인되었다.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L-ascorbic acid는 1 mg/mL 농

도에서 83.55%의 라디칼 소거 활성이 확인되었다. DPPH 라디칼 소

거능을 측정한 결과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DPPH 소거 활

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R. rosea 

root 추출물의 고유색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R. rosea root 추

출물은 연한 적색을 띄고 있어 그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적색의 정도

가 진해지며, DPPH 용액과 혼합되어 흡광도를 측정하였을 시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활성화 정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보이는 것으로 사

료된다.

2)ABTS 라디컬 소거능

ABTS+는 비교적 안정적인 자유 라디컬로써, DPPH 라디컬 소거

능 측정법과 함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데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

법 중 하나이다. 이 실험은 potassium persulfate와 ABTS의 산화에 

의해 ABTS+가 활성 양이온이 된 후 시료의 항산화력에 의해 ABTS+

가 소거되며 청록색으로 탈색되는데 이때의 흡광도를 측정하여 항산

화력을 관찰한다(Kang et al., 2015, Lee & Kim, 2021). 

R. rosea root 추출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를 

Figure 2에 나타냈으며, 1 mg/mL 농도에서 93.13%의 ABTS 라

디칼 소거 활성을 확인하였다. 2 mg/mL 농도에서는 92.42%, 2.5 

mg/mL 농도에서는 91.87%, 5 mg/mL 농도에서는 90.13%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으며, 농도에 따른 의존성은 보이지 않

았다.

이 또한 DPPH에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R. rosea root 추출물의 고

유 색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ascorbic 

acid는 1 mg/mL 농도에서 93.84%의 라디칼 소거 활성이 확인되었

다. 

3)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천연 폴리페놀 화합물은 다양한 구조와 분자량을 가지고 식물계

에 널리 분포하는 2차 대사산물 중 하나이다. 이 화합물은 친수성인 

phenolic hydroxyl (OH) 기를 가지기 때문에 단백질 및 기타 거대 분

자들과 쉽게 결합하여, 항산화, 항암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2). R. rosea root 추출물 1 mg/

mL에 포함된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gallic acid 함량으로 환산하였

을 시 375.30±4.63 μg/mL의 함량이 확인되었다. 

Diethylene glycol 비색법에 의한 R. rosea root 추출물 1 mg/mL

에 포함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gallic acid 함량으로 환산하여 

497.82±19.55 μg/mL의 함량이 확인되었다. 

2. R. rosea root 추출물의 항균 효과

S. aureus는 그람 양성균인 포도상구균의 일종으로, 호흡계통과 

피부에 존재한다. 피부 감염이나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균이며 주

로 모낭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여 모낭염을 일으키로 피부의 화농(여

드름 등)을 유발한다. R. rosea root 추출물의 농도별 S. aureus에 

대한 항균효과는 Figure 3과 같이 확인되었다. R. rosea root 추출

물이 0.01, 0.1, 0.5, 1, 10 mg/mL 농도에서의 항균효과를 측정한 

결과, 0.1, 0.1, 0.3, 0.5, 1 mm의 clear zone이 확인되었다. 이 결

과 R. rosea root 추출물은 S. aureus에 대한 항균효과가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R. rosea root 추출물 중 가장 높은 

농도인 10 mg/m에서 clear zone의 직경이 가장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농도의존적으로 그 효과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3. Clear zone diameter of R. rosea root extracts on S. 
aureus.

Figure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R. rosea root extracts.
Activities were determined by measuring the absorbance at 734 
nm. Ascorbic acid was used as comparative material (positive 
control). Results are expressed as M±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M±SD, 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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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본 연구를 통해 R. rosea root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및 항균

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 rosea root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효과 실험 결과,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1 mg/mL의 농도에서 57.88%, ABTS 

라디칼 소거능의 측정 결과, 1 mg/mL 농도에서 93.13% 소거능이 

확인되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375.30 μg/mL, 플라보노이드 함량

은 497.82 μg/mL의 함량이 확인되었다. 

둘째, R. rosea root 열수 추출물의 항균효과 측정 결과 모든 농도

에서 S. aureus에 대한 항균효과가 나타났으나, 10 mg/mL 농도에

서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 R. rosea root 열수 추출물은 항산화능과 그람양성균 

1종에 대한 항균효과가 확인되어 피부에 적용가능한 화장품 소재로

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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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Rhodiola rosea Root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균효과

이부연1, 안진정2* 
1세명대학교 보건바이오대학 화장품뷰티학부 화장품과학과, 충청북도 제천시, 한국 
2세명대학교 보건바이오대학 화장품뷰티학부 뷰티케어학과, 충청북도 제천시, 한국

목적: 본 연구에서는 Rhodiola rosea root (R. rosea root) 열수 추출물의 화장품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항산화 및 항

균활성을 측정하였다. 방법: R. rosea root를 열수(hot water, HE)로 추출하여 시료로 활용하였다. R. rosea root 열수 추출물의 항

산화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DPPH radical 소거능, ABTS radical 소거능,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paper disc법을 사용하여 피부 상재균인 Staphylococcus aureus (S.aureus) 에 대한 항균 효과를 측정하였다. 결과: R. rosea root 열

수 추출물의 DPPH radical 및 ABTS radical 소거능의 측정 결과, 1 mg/mL의 농도에서 각각 57.88%, 93.13% 소거능이 확인되었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375.30±4.63 μg/mL으로 나타났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497.82±19.55 μg/mL으로 나타났다. 피부 상

재균인 S.aureus에 대한 항균 효과를 측정한 결과 0.01-10 mg/mL 농도에서 모두 clear zone을 관찰할 수 있었다. 결론: R. rosea 

root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균 효과를 확인하여 화장품 원료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바위돌꽃뿌리, 항산화, 항균, 화장품, 천연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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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红景天根热水提取物的抗氧化和抗菌作用 
 
李富連1，安晉廷2* 
1世明大学保健生物大学化妆品美容学部化妆品科学科，忠清北道堤川市，韩国 
2世明大学保健生物大学化妆品美容学部美容学科，忠清北道堤川市，韩国

目的: 在这项研究中，测量了红景天根(R. rosea root)热水提取物的抗氧化和抗菌活性，以确认其作为化妆品原
料的潜力。方法: R. rosea 根用热水(HE)提取并用作样品。测量了DPPH自由基清除活性、ABTS自由基清除活性
以及多酚和类黄酮含量，以确认红玫瑰根热水提取物的抗氧化功效。此外，使用纸片法测量了对常见皮肤菌群
金黄色葡萄球菌(S.aureus)的抗菌作用。结果: 作为测量 R. rosea根热水提取物的 DPPH自由基和ABTS 自由基清
除能力的结果，确认在1 mg/mL浓度下，分别具有 57.88%和93.13%的清除能力。总多酚含量为375.30±4.63 
μg/mL，总黄酮含量为497.82±19.55 μg/mL。作为测量对金黄色葡萄球菌(一种皮肤菌群)的抗菌效果的结果，
在0.01-10 mg/mL的所有浓度下均观察到透明区域。结论: R. rosea 根热水提取物的抗氧化和抗菌作用得到证
实，证实了其作为化妆品原料的潜力。

关键词: 红景天根，抗氧化剂，抗菌剂，化妆品，天然提取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