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힘입어 평균수명이 

과거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적인 아름다움과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원인과 복잡한 생

체 내 기전을 통해 서서히 진행되는 노화는 신체의 대사활성을 점

진적으로 저하시키고 개개의 세포 및 조직의 활성 또한 떨어뜨린다

(López-Otín et al., 2013). 이 같이 노화현상에 대한 관심이 증대

되며 다각도에서 노화의 원인과 과정을 설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

진 결과, DNA 손상, 유전자 수준에서의 변화, 산화 스트레스, 점점 

짧아지는 텔로미어(telomere)의 길이, 유전적 독성 등이 노화로 인

해 유발되는 만성질환의 발병 원인임이 밝혀졌다. 그러나 노화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기전을 설명하기에는 연구결과가 미흡한 실정

이다(Wagner et al., 2016).

노화와 관련된 가장 밀접한 주요 원인은 생물학적 산화작용의 산

물로 생성된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다. 활성산

소는 일반적인 산소분자(O
2
)보다 반응성이 높은 분자들로 대표적

으로는 O
2
- (superoxide anion), H

2
O

2
 (hydrogen peroxide), OH- 

(hydroxyl radical), 1O
2
 (singlet oxygen) 등이 있다(Thannickal & 

Fanburg, 2000). 활성산소는 거대분자(macromolecules)에 지속적

으로 산화손상을 유발시켜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등의 세포 기능에 

손상을 유발한다(Stadtman & Oliver, 1991; Ott et al., 2007). 이러

한 활성산소는 자외선이나 흡연 등과 같은 외적요인에 의해서도 생

성되지만 호흡과 미토콘드리아 대사과정 등을 통해서도 생성이 되

며, 세포 내 단백질, 지질, 미토콘드리아 DNA 등을 손상시켜 세포

사멸까지 이르게 하는 연쇄반응을 유도한다(Harman, 1956).

다양한 내·외부적 자극에 대해 우리 몸은 생체 기능을 정상적으

로 유지하기 위한 방어시스템이 자체적으로 존재한다. 활성산소 또

한, 생체에서 끊임없이 생성되지만 세포사멸까지 유도하는 자극요

소이기 때문에 세포 내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기전이 존

재한다.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CAT), isocitrate 

dehydronase 2 (IDH2), forkhead box O3 (FOXO3a), glutathi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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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oxidase (GPx) 등과 같은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산화 환원 상

태를 조절하여 ROS 레벨을 낮추고 sirtuin 3 (SIRT3)의 탈아세틸

화 작용을 통해 그 활성이 더욱 증가되기도 한다(Scott et al., 1987; 

Amstad et al., 1991; Troy & Shelanski, 1994; Kazzaz et al., 1996; 

Shinyashiki et al., 1996; Teixeira & Meneghini, 1996; Kabuto et 

al., 2003; Sebastián & Mostoslavsky, 2015). 그러나 SIRT3가 

결핍되거나 다른 ROS 조절 기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세포 내 

ROS 레벨이 증가되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노화와 대사증

후군까지도 유발하게 된다. 

체내 과도한 ROS 축적을 저해하고 노화로 인한 증세를 경감시

키기 위해, 인간유래세포를 사용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

며, 이와 동시에 자연유래 항산화제를 개발하여 식이를 통해 섭

취하거나 외용제로 피부표면에 적용하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Alikaridis, 1987; Kim et al., 2008; Lee & Kong, 2010). 이 때, 

체내에서 ROS 레벨을 조절하는 효소의 활성을 조절하는 방법도 있

지만 ascorbic acid나 β-carotene, glutathione, catechin 등의 비

효소적 요소를 통한 항산화 및 항노화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다(Shon et al., 2004; Hong, 2009; Lee & Kong, 2010). 본 연구

에서는 항산화능을 기반으로 하여 항노화 효능이 입증되거나 기대

효과를 보이는 다양한 자연유래 원료들에 대한 연구동태와 그 실험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를 통해 제품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자료가 되고자 한다.

Recent studies and research analysis for 
anti-oxidant and anti-aging materials 

1. 항산화 활성을 가진 자연 유래 원료

항산화제는 합성항산화제와 천연항산화제로 나뉘는데, 천연항

산화제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그 효율이 낮지만 합성항산화

제에 대한 엄격한 규격과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그 개

발과 가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Choe & Yang, 1982). 천연항

산화제로는 tocopherol, lecithin, cephalin, polyphenol, ascorbic 

acid 등과 flavonoids 계열의 색소들이 잘 알려져 있다(Han & Cha, 

2011). 원료에 대한 항산화능 평가는 원료로부터 이미 항산화제로 

알려진 단일 성분을 분획하여 그 함량과 효능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으나 용매를 다양화하여 추출한 복합물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방

법도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추세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합추출물 및 단일 성분에 대해 항산화능이 규명된 

원료를 종합하여 다루어보았다.

항산화 활성이 평가된 자연 유래 원료에는 산림자원을 포함하여 

해조류, 갑각류 등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산림자원을 기반으

로 한 연구는 주로 수목자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뿌리, 

수피, 열매, 잎 등 다양한 부분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Park 

et al., 2006). 그 중에서도 최근 그 연구결과로 주목받고 있는 원

료로는 황백(黃柏, Phellodendri cortex), 곰취(Ligularia fischeri), 

복분자(Rubus coreanus Miquel), 잣나무(Pinus koraiensis), 감

귤(Citrus unshiu), 연잎(Nelumbo nucifera), 돌미나리(Oenanthe 

javanica), 민들레(Taraxacum officinale), 콩(Glycine max), 삼백

초(Saururus chinensis Baill), 백작약(Paeonia japonica), 식방풍

(Peucedanum japonicum) 등이 있어, 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해

조류 및 갑각류 유래 원료로는 불레기말(Colpomenia sinuosa)과 

키토산(chitosan)을 중심적으로 다뤄보았다.

2. In vitro 실험을 통한 자연유래 원료의 항산화 연구 동향

황백(黃柏, Phellodendri cortex)은 운향과(Rutaceae) 식물에 속

하는 황백나무(Phellodendron amurense Rupr.)의 주피를 벗겨

내고 말린 줄기껍질로(An, 1998) 그 주성분으로는 obacunone, 

obaculactone, berberine, 점액질 등이 있다. 이 중에서도 berberine

은 혈압강하 작용과 항산화 작용(Lee et al., 1999), 혈액응고 촉진

작용 및 항균작용(Kim et al., 2002), 해열과 항염작용(Yoo et al., 

2005)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초고속 감압 저온추출기를 

통한 열수추출물은 성분분석 결과 다양한 flavonoid를 함유한 것으

로 입증되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수행한 in vitro 항산화 실험결과

는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보여 황백 열수 추출물의 제품적용 가능

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전자공여능을 측정한 in vitro 실험에서 황백 

열수 추출물의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

거활성은 양성대조군인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ascorbic 

acid 보다는 약간 저하하지만,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라디

칼 소거 활성은 증가하였고 α-tocopherol보다는 아주 우수한 결과

를 보였다(Lee et al., 1999). 

곰취(Ligularia fischeri)는 국화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로 한방에

서는 가을에 뿌리를 캐서 말린 것을 호로칠이라 하며 널리 쓰여왔

다. 그 약리작용으로는 가래를 제거하고 기침을 멎게 하며, 복수의 

암에 대한 항암작용과 이질간균, 녹농간균, 대장간균 등에 대한 항

균작용이 있고, 민간요법으로 종기의 고름을 빨아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Jang et al., 2003). 비타민A를 포함해 B1, B2, 

β-carotene 등의 성분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진 곰취의 열수 추출물

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동일 농도로 측정한 합

성항산화제인 butylated hydroxyanisole (BHA)보다 높은 환원력

을 나타냈다(Suh et al., 2015).

복분자(Rubus coreanus Miquel)는 ‘복분자 딸기의 열매’를 이르

는 말로 한방에서는 당뇨병, 신장 기능, 불임증, 음위증, 유정몽설, 

강장제,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와 간장을 보호하고 눈을 맑게 하

는 효능으로 쓰여왔다(Moon, 1999; Bae, 2000). 그 열매에는 다양

한 유기산과 ascorbic acid가 함유되어 있고, 잎에는 가수성 tannin

인 ellagic acid와 flavonoids인 kaempferol, quercetin 등이, 줄기에

는 epicatechin, catechin 등의 생리활성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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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Yang et al., 2007). 이러한 복분자 열매를 메탄

올을 사용하여 감압, 농축한 추출물을 제조하고 그 항산화 효과를 

확인한 결과, 농도의존적으로 DPPH radical 소거 활성이 증가하였

으며 특히 50 μg/mL에서는 94.9±0.68%의 라디칼을 소거하는 결

과로 높은 생리활성을 가지는 항산화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

였다(Lee et al., 2015). 

전통적인 약용 식물로서 피로회복, 항염, 항암, 항알레르기, 살충 

및 항균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 잣나무(Pinus koraiensis)는 

함유된 폴리페놀의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통하여 활성산소를 제거

함으로써 각종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켜 준다고 알려져 있

다(Baricevic et al., 2001; Cimanga et al., 2002; Caldefie-Chézet 

et al., 2004; Sylvestre et al., 2006; Medeiros et al ., 2007). 이 

같은 잣나무에서 잣잎(PL)과 잣껍질(PS)만을 채취해 다양한 용매

(ethanol, methanol, n-hexane)를 사용하여 추출물을 제조하였고, 

그 항산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DPPH 소거활성법

에서는 잣잎 추출물 PL (ethanol), PL (methanol), PL (n-hexane)

의 전자공여능이 투입농도 1,000 ppm에서 각각 34%, 39%, 17%의 

소거활성을 보였다. 잣껍질 추출물 PS (ethanol), PS (methanol), 

PS (n-hexane)은 17–42%의 소거활성을 보였다. SOD 유사활성법

은 PL (methanol), PL (ethanol), PL (n-hexane)순으로 활성이 높

게 나타났으며 농도 증가에 따라 항산화 활성도 높게 나타났다(Kim 

et al., 2012). 

연잎(Nelumbo nucifera)은 한방에서는 연의 잎을 말린 것을 사

용하며 맛이 쓰고 성질은 유하며 예로부터 출혈성 위궤양이나 위염, 

치질, 출혈, 설사, 두통과 어지럼증, 토혈, 산후 어혈치료, 야뇨증, 

해독작용 등에 쓰여 민간 치료제로 사용되어왔다(An, 1998). 잎, 뿌

리, 꽃, 종자와 과육 모두 식용으로 사용하였고, 연에 관한 연구결과

를 보면 외국의 경우 Bhat & Sridhar (2008)이 종자의 영양성분 분

석결과를, Rai et al. (2006)은 종자의 항산화 효과를 발표하여 그 

효능을 제시하였다. 건조한 것을 파쇄하여 70% ethanol을 사용해 

80℃에서 추출한 연잎 추출액은 감압농축하여 시험에 사용하였다. 

대조군으로 BHA를 사용하여 DPPH법에 의한 free radical 소거능

을 측정한 결과, DPPH를 50%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추출물의 첨가 

농도(RC
50
)가 0.58 μg/mL로 6.3 μg/mL의 BHA보다 월등히 우수한 

효과를 보여주었다. BHA와 연잎 추출물이 동일한 몰 농도가 되게끔 

조절하여 dichlorofluorescein (DCF)에 의한 활성 산소종 억제율을 

측정한 결과, 역시 BHA보다 우수한 활성을 보였다. Thiobarbituric 

acid (TBA) 수치를 측정한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연잎 추출물이 

80% 지질 산화를 억제하여, 62%의 억제율을 보인 BHA보다 월등히 

높은 억제율을 보여주었다( Lee et al., 2008).

해조류인 불레기말(Colpomenia sinuosa)은 고리매과에 속하며, 

생리활성 연구로는 신경세포의 독성 억제효과가 있다(Shin et al, 

2014). 동결건조 후 물과 에탄올을 사용하여 추출물을 얻어 항산화 

활성 검증을 위해 DPPH radical 소거능을 확인한 결과, 불레기말 

열수 추출물이 500 μg/mL일 때 항산화 활성이 59.16%로 나타났으

며, 불레기말 에탄올 추출물 1,000 μg/mL의 경우 70.66% 이상의 

활성산소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해조류보다 

높은 활성 산소 소거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불레기말의 항산화 능력

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Lee et al., 2016).

키토산(chitosan)은 (1,4)-linked 2-amino-deoxy-β-D-glucan

으로 된 기본구조를 가진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게, 새우, 크릴 등의 

피각과 투구풍뎅이, 메뚜기 등의 곤충류, 버섯균류의 세포벽에 풍

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콜레스테롤 저하(Kim et al., 2005), 항

균(Yang et al., 2004; Jung et al., 2006) 등의 생리활성을 가지며, 

비만예방(Jung & Chung, 1998)과 항산화 효과(Allan & Hadwiger, 

1979)에 대해서도 알려져 있다. 키토산에 잣나무의 잎과 껍질 추출

물을 혼합하여 항산화 효과를 검토한 결과 1:1 (v:v)혼합으로 1,000 ppm 

혼합용액을 만들었을 때 DPPH 소거활성은 잣잎과의 혼합물에서 

61%로 가장 높은 소거활성을 나타냈으며 혼합시료의 생성으로 항

산화 효과 또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3. In vivo 또는 인체적용시험을 통한 자연유래 원료의 항산화 

및 항노화 연구동향

감귤은 운향과(Rutaceae) 감귤속(Citrus)의 식물로 polyphenols, 

vitamins, limonoids, synephrine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을 포

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07). 감귤류 flavonoids

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는 항산화 작용, 고지혈증 억제작용, 중성

지질 합성 효소인 phosphatidate phosphohydrolase 활성 억제 및 

지방간 억제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으며(Kunizane et al., 1995; 

Kawaguchi et al., 1997; Sohn & Kim, 1998), 특히 과피에 분포된 

carotenoids와 biflavonoids는 항염, 항암 및 항산화 효과가 입증되

어 있다(Erlund, 2004). 이러한 감귤을 과피(mandarin peel)와 과

육(mandarin pulp)으로 분리하여 총 수분 5% 미만으로 동결건조

하고 분쇄하여 식이를 통한 변화를 측정한 결과, 과피분말이 항산

화능 증진에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구체적으로는 혈장과 간 내 지

질 과산화 및 신장조직의 DNA 손상이 현저히 억제된 반면, 적혈

구 및 간 내의 SOD 활성은 낮았으며 혈중 vitamin A, C, E 및 총 

carotenoids, 그리고 total antioxidant status (TAS) 수준은 감귤식

이를 섭취한 군들이 대조군에 비하여 높았다(Kim & Kim, 2003).

돌미나리(Oenanthe javanica)는 미나리과(Umbelliferae)에 속하

는 다년생 초본으로 쌍떡잎 식물이다. 한방에서는 수근이라 하여 

해열, 이뇨 효능이 있어 황달, 수종, 소변불리, 고혈압 등을 치료하

는데 달여서 복용하기도 하고 해열, 진정, 하혈, 항균작용에도 효과

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ang et al., 2003). 70% 에탄올을 사

용하여 돌미나리 추출물을 제조하고 in vivo 항산화 활성을 실험한 

결과, 돌미나리 추출물을 급여한 마우스 실험군의 경우 추출물을 

급여하지 않는 대조군에 비해 혈중 총 활성산소발생량이 감소하고 

ascorbic acid를 급여한 양성대조군과 유사한 수준의 활성을 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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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간과 신장조직에서의 Cu/Zn-SOD와 Mn-SOD, catalase 

및 glutathione peroxidase 등의 항산화 효소의 면역반응성을 측정

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돌미나리 70% 에탄

올 추출물이 혈중 총 활성산소 발생량을 억제하고 총 항산화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 조직의 항산화 활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돌미나리 추출물의 다양한 이용가치를 제시하

였다(Hwang et al., 2013).

민들레(Taraxacum officinale)는 국화과(Compositae)에 속하

는 다년생 초본으로 탄수화물, 섬유질, 인과 철 등의 무기질 및 비

타민 A, B, C, D, K가 함유되어 있다. 민들레의 주요성분으로는 플

라보노이드 배당체인 luteolin, quercetin,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taraxasterol, taraxerol, choline, inulin, lutein, flavoxanthin 등

과 ascorbic acid 등이 알려져 있다. 동속식물의 약효 연구로는 담즙 

분비 촉진, 항류마티스, 이뇨, 항염증, 항암, 항종양, 항알러지, 항바

이러스, 항당뇨 작용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Swanston-Flatt et al., 

1989), 당뇨마우스에 민들레잎과 뿌리의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과 열

수 추출물 급여시 적혈구 중의 SOD, CAT과 GSH-Px 활성 및 lipid 

peroxide (LPO)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로써 민들레 잎과 

뿌리의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과 열수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가 우수

한 것을 확인하였고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당뇨로 인한 체중감소와 

간보호 예방 효과뿐만 아니라 장내 미생물에 유익한 효과로 숙주의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02).

콩(Glycine max)은 단백질과 지질의 함량이 풍부하며 생리활성

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콩의 가장 특징적인 성분은 isoflavones

이며 콩의 섭취가 높은 지역에서 관상심장질환 및 유방암, 전립

선암, 그리고 대장암의 발생이 낮은 것과 골다공증, 호르몬 관련

질환, 항콜레스테로증, 동맥경화 억제 등 성인병 예방에도 관련

이 있음이 잘 알려져 있다(Fotsis et al., 1995; Kennedy, 1995; 

Messina & Messina, 2000). 콩에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

로는 genistein과 daidzein을 포함하는 isoflavones 및 phenolic acid, 

tocopherol, phytic acid, trypsin inhibitor와 몇 가지 amino acids와 

peptides이다(Hayes et al., 1977). 이러한 콩을 발효시켜 만든 청국

장을 동결건조 시킨 뒤 감압 농축하여 시험한 결과, 청국장 식이 마

우스에 대한 항산화 효과 및 활성산소종 생성 억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간에서의 지질과산화 생성 및 superoxide radical의 생

성이 현저히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콩뿐만 아니라 그 발효

제품인 청국장 또한 산화적 스트레스 조절과 그로 인한 질환 예방 

등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여겨진다(Kong et al., 2016).

삼백초(Saururus chinensis Baill)는 삼백초과(Saururu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전초나 뿌리를 건조한 것이 약용으로 이용

된다. 삼백초는 flavonoid의 일종인 tannin 및 quercetin, quercetrin 

등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quercetin은 항균 및 항

산화 효과가 입증되었다(Lee et al., 2002). 이 밖에도 혈압강하 및 

모세혈관 강화작용 등의 효과들이 알려져 있으며(Leighton et al., 

1992), 부위별 유효 성분의 함량을 비교한 결과, 줄기나 뿌리보다 

잎에서 tannin 및 quercetin, quercetrin의 함유량이 높았다(Lee et 

al., 2001). 삼백초 열수 추출물은 in vitro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에서도 유의적인 농도 의존성 반응을 보였으며 유해산소를 제거하

는 효소인 SOD와 CAT가 대조군에 비해 낮았다. Hairless 마우스를 

사용한 in vivo 시험결과, 삼백초 열수 추출물 도포군이 대조군에 

비해 주름완화 효과가 높았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삼백초 열

수 추출물은 hairless 마우스를 사용한 in vivo 실험과 인체피부 섬

유아세포를 사용한 in vitro 실험에서 피부노화 억제/개선 효과를 

보였다(Gang et al., 2009; Kang et al., 2011).

갯기름나물(식방풍, Peucedanum japonicum)은 다년초 식물로 

어린 순, 연한 잎, 열매, 뿌리 모두를 식용으로 사용한다. 그 열매는 

피로회복, 빈혈, 두통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2004; Zheng et al., 2005; Nugara et al., 2014).  이러한 갯기

름나물을 섭취하고 동시에 피부에 도포하였을 때 체지방, 복부 둘

레, 엉덩이 둘레, 피부톤 밝기, 눈밑주름개선 효과 등에 유의한 효

과를 확인하였다. 이 같은 연구결과는 갯기름나물이 기능성 화장

품 소재로서 적합함을 제시하는 결과로, 식이를 통해서 체지방률도 

감소시켜 미용적 소재로서의 가능성 또한 입증하는 바이다(Kim & 

Jang, 2016).

Conclusion 

비록 활성산소가 생체 방어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축

적되었을 때 지질산화나 손상을 일으켜 산화적 스트레스와 노화, 대

사증후군과 같은 질병을 유발한다(Maxwell, 1995). 더구나 활성산

소를 유발하는 요인들이 다양하고 쉽게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활성

산소에 의한 산화작용을 저해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항산화제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Park et al., 2006).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가격이 저렴한 합성항산화제가 가진 발암

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천연자원으로부터 유래한 항산화 물질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연 유래 원

료에 대하여, 항산화 활성이 입증되거나 그 기대효과에 대한 연구

동향을 정리하여 항노화 관련 제품개발에 도약대가 될 수 있는 자

료가 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약리작용을 기반으로 연구가 이루

어졌던 자연 유래 원료와 해조류, 갑각류의 주된 성분과 그 추출물

의 항산화 연구동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약리작용이 뛰어나 해열 및 항염작용과 항균작용으로 쓰여온 황

백은 단일성분의 합성항산화제인 BHT에 비해 뛰어난 라디칼 소거 

활성과 항산화능이 입증되었으며,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포함하

고 식재료와 약재로도 쓰이는 곰취는 일반 천연물 유래 추출물 보

다 비교적 높은 라디칼 소거기능으로 새로운 항산화 소재로서의 가

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복분자의 줄기와 잎 추출물은 유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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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항산화효소 활성증가를 야기하여 높은 항산화 활성을 유도하였

으며, 잣나무의 입과 껍질 또한 추출물 농도 의존적인 활성산소 소

거능을 보여 항산화 활성을 나타냈다. 잎, 뿌리, 꽃, 종자와 과육까

지 모두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연잎은 활성산소 억제 효능뿐만 

아니라 지질 산화억제능을 보였는데, 이때 대조군으로 사용한 합성

항산화제인 BHA보다 뛰어난 효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효

능을 제시하였다. 여기에 해조류인 불레기말 추출물과 갑각류의 피

각에 다량 함유된 키토산 성분도 뛰어난 활성산소 소거능으로 최근 

다각적으로 연구되고 있으며, 키토산은 다른 물질과 혼합하였을 때 

항산화 효능을 증대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기와 같은 in vitro 항산화 실험결과 외에도 인체나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한 in vivo 항산화 연구결과도 주목할 만 하다. 감귤의 과

피는 과육보다도 혈장과 간 내 지질 과산화와 신장조직의 DNA 손

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났으며 돌미나리 추출물은 ascorbic acid

와 유사하게 혈중 활성산소 발생량을 감소시켰다. 민들레 잎과 뿌

리 추출물은 혈중 SOD, CAT와 GSH-Px의 활성을 유의적으로 증

가시켰으며 콩을 발효한 청국장의 경우 섭취시 콩보다 더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 삼백초 추출물을 바탕으로 제조한 크림은 

유의적인 주름완화 효과를 보였으며 갯기름나물은 식이를 통해서

는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크림을 제조하여 피부에 도포시 피부톤과 

눈밑 주름을 개선시키는 효과를 보여 기능성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in vitro 실험을 통해 인간유래세포에서 자연 유래 원료 

추출물의 효능을 입증하고 동물실험과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그 효

과를 뚜렷히 입증함으로써 더 안전하고 새로운 항산화제의 연구와 

항노화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원료의 개발에

서 응용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더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의 고안과 지속적인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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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자연유래 항산화 원료와 제품개발을 위한 항산화 및 항노화 연구의 최신동향  

나은주1, 장현희2, 김규리1* 
1건국대학교 생물공학과, 서울, 한국  
2경복대학교 예술학부, 경기도 남양주시, 한국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다양한 내외부적 자극 중에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히는 활성산소의 산화작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항산화제의 개발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합성항산화제가 가지는 제약으로 인해 천연항산화제를 개발하고자 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급속화되는 노화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항산화능을 기반으로 항노화 효과

가 입증되거나 기대효과를 보이는 다양한 자연 유래 원료들을 정리하고 그 실험방법을 정리하여 원료의 탐색에서부터 제품개발

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자료가 되고자 한다. 라디칼 소거능과 항산화효소 활성화를 유도하는 자연유래원료와 주름개

선효과, 체지방 감소효과, 혈중 항산화효소 활성 증대효과를 보인 원료에 대해 고찰하였다. In vitro 실험결과를 통해 항산화 효

과를 입증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연유래 원료를 소개하고, in vivo 실험결과를 통해 제품가능성을 뚜렷하게 제시한 원료와 그 

실험방법의 설명으로 항노화 효과 기대 원료와 연구방법을 기술하였다. 

핵심어: 활성산소, 항산화, 항노화, 라디칼 소거제, 천연물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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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自然产抗氧化原料和抗氧化及抗衰老研究最新动向

羅恩朱1，張現喜2，金奎李1* 
1建国大學校 生物工程學科，首尔，韩国  
2京福大學校 美容艺术系，京畿道 南楊州市，韩国 

氧化应激诱导的内外刺激中最主要因素为活性氧，最近为了防止活性氧的氧化作用，对氧化剂的开发日益增加。因合成氧
化剂具有多种限制，现阶段对天然氧化剂的开发以及氧化应激而急速老化的关心呈现增加趋势。本论文论述了多种天然原
料的抗氧化性和抗氧化性的研究方法，从原料的探索到为开发产品提供了实用性资料。具有自由基清除和抗氧化酶活性的
原料以及具有皱纹改善、降脂功效、血中抗氧化酶活性增大功效的原料进行考察。通过in vitro实验结果证明为具有抗氧化
效能的天然原料，通过in vivo实验结果成为产品可行性的原料以及通过其实验方法说明抗老化功效原料和研究方法进行了
论述。

关键词: 活性氧，抗衰老，抗衰老，自由基消除剂，天然物提取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