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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eony flowers to separate substances contained in the ETOH extract the polyphenol materials sympathetic to

the HPLC, anti-aging and whiting used in the cosmetics extract and comparing the results follows. Extracted by a

different way to keep the flowers found in the experiment, after 1 year when stored frozen material and did not show

changes in appearance. Concentrated extract by HPLC, investigated the content of the type of polyphenol naringin,

sinapic acid, methyl gallate, syringic acid were detected, including 11 kinds. Learn anti-aging effect in the experiment

for the EtOH 80% extract showed excellent efficacy in the remaining conditions were low. The whitening effect Peony

Flower extract higher than arbutin paeoniflorin was the main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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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작약은 아시아와 유럽에 33종 북미에 1종 34개종이 분포하

고3) 국내에는 “의성작약”“사곡작약”, “태백작약” 등 몇 가지 품

종이 육성되었으며
16)

, 뿌리를 한약재와 식용으로 주로 이용하는

중요한 작물이지만 꽃을 이용한 연구보고는 전무하다1,9).

작약의 효능은 시원하고 시고 쓴맛이 있으며 독성이 없어

생용 하거나 볶아서 사용하는데, 열을 내리게 하고 어혈(瘀血)을

제거하며 혈액순환을 좋게 하며, 몸 안의 옹종을 제거하는 등의

효능이 있고 염증, 진통, 진경작용, 무월경의 조절, 외상치료, 비

출혈, 염증, 종기 및 상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처방 되어왔다
8)

.

작약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는 항 염증작용, 항 알러지작용,

진통작용 등과10) 주성분인 paeoniflorin에 관한 활성도 등이 보고

되었다
4)

. 최근에는 면역조절작용, 인지능력향상효과, 신경근, 저

지활성, 항 혈전, 항 응고, 항 경련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다13)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미백 화장품은 주로 유기화합물에

의존하였으나 90년대 후반부터 천연물을 이용한 미백성분의 추

출이 집중적으로 연구되고 있고 이는 천연물 미백화장품 성분

연구가 세계적인 trend로 정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17)

.

천연물의 미백 및 항산화 효능연구는 바위취를 에타놀로 추

출한 것과 물로 추출 한 것을 비교 실험하여 에타놀에서의 추출

한 것이 물에서 추출 한 것보다 더 좋은 효능을 보였고
24)

고삼에

서 추출 한 성분 8종을 가지고 미백 실험을 하여 그 중 3종(SR-3,

SR-6, SR-7)이 기존 화장품에 사용 중인 알부틴 보다 5~100배정

도 강한 mushroom tyrosinase에 대한 저해 활성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15). 알로에와 녹차, 꿀을 이용하여 실험한 결과 알로

에서는 농도가 높을수록 미백효과가 점차 높게 나타났지만 녹차

에서는 자외선 차단효과만 조금 나타났고, 꿀은 전혀 효과가 없

는 것으로 보고하였다23). 화장품의 미백효과에 관한 연구들은

kojic acid, arbutin, transforming growth factor-ß1(Martinez-외),

뽕나무가지
19)

, 감초
14)

등이 있다. 피부 미백제는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여성들에게 기미, 주근깨 등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어 급

성장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이며12), 그 주성분인 알부틴

(hydroquinone-ß-D-glucopyranoside)은 특이한 냄새가 있고 많

은 식물체에 존재하는 천연물로 알려져 있으며 미백화장품의 주

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약 꽃을 이용하여 천연물의 유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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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추출방법과 추출물의 미백기능을 구명하고자 본 실험을 실시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작약(Paeonia lactiflora Pallas)은 경남 산청에서 재배 한 3년

생 작약을 2006년 4월에 구입 후 전북 운봉과 한국농수산대학 포

장에 식재하여 이듬해 5월에 만개 한 꽃을 대상으로 꽃에 물기가

없는 오전 10시~12시에 채취해 사용하였다.

꽃은 수확 후 바로, 냉장(2℃) 및 냉동(-50℃)으로 나누어 보

관 후 50, 80, 90, 100% 농도의 에틸알코올에 48시간동안 침지하

였고, 시료를 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알루미늄 호일을 2겹으로

싸서 상온에 보관 후 미백효과 및 항산화 효과를 실험하였다.

공시재료의 polyphenol 성분 분석을 위해 각 표준물질의

calibration curve를 정한 후, 시료 면적을 환산하여 정량 분석하

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표준농도 × (sample peak area/standard peak area) × 희석

배수

분석에 사용된 페놀성 화합물의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

(+)-catechin, methyl gallate, caffeic acid, 4-hydroxy-

3metyxybenzoic acid, syringic acid, p-coumaric acid, sinapic

acid, naringin (Sigma, Louis, USA)을 사용하였다. HPLC 분석

장비는 Waters alliance 2695 (Waters Co. Ltd., USA) system을

사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gradient는 A 용액이 초기에 80%

에서 시작하여 30 min에 50%가 되도록 linear program을 사용하

였으며, 60 min에 20%로 하였으며, 이때 injection volume은 10

㎕ 이였다(Table 1).

Table 1. Terms of polyphenol contained in the element analysis of

Peony Flowers

Analysis condition

Using equipment Waters System (2695)

Column ZORBAX SB-C18 (4.6 × 250 mm, 5 μm)

Solvent flow 1 ㎕/min

Awards solvent
A : 5% formic acid in water

B : 100% methanol

실험에 사용된 폴리페놀의 표준물질에 대한 HPLC 크로마

토그램과 머무름 값 (RT)의 내역은 Fig. 1과 Table 2와 같다.

Fig. 1. The standard material via HPLC polyphenol chromatogram.

Table 2. Polyphenol stay value of standard materials

Standard material stay value(min)

1 Gallic acid 3.768

2 (+)-Catechin 5.973

3 Methyl gallate 7.487

4 Caffeic acid 9.600

5 4-Hydroxy-3metyxybenzoic acid 9.917

6 Syringic acid 11.351

7 p-Coumaric acid 14.368

8 Sinapic acid 17.279

9 Naringin 20.113

Wako 사로부터 구입한 순도 98%의 paeoniflorin을 표준물질

로 사용하였으며, HPLC 급 용매를 이용하여 HPLC 분석을 수행

하였다. 검량선을 작성하기 위해 표준물질을 메탄올에 희석하여

20, 50, 70, 100 ppm으로 만들었다. 희석하여 특정 농도로 만든

각각의 샘플을 HPLC를 이용하여 30분간 전개한 후 230 nm에서

피크를 얻었다. 시료의 양에 따라 피크의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각 피크의 면적을 적분하여 검량에 사용하였고(Fig. 2), 방정식은

ｙ=1.45×104ｘ + 5.85×103와 같다. 검량식을 바탕으로 230 nm에

서 시료를 분석했을 때 머무름 값이 6.883분을 나타내는 피크의

적분 값으로 시료 중 paeoniflorin의 양을 계산할 수 있었다.

80% Ethanol로 추출하여 농축한 작약 꽃 분말 30 mg을

methanol 10 ml에 녹인 후, 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한 후,

분석시료로 사용하였으며, HPLC (Waters 2695) 분석 조건으로

는 다음 Table 3과 같다.

Fig. 2. Indicators of substance search volume for paeoniflorin.

Table 3. HPLC for analysis of extracts from Peony flowers

conditions paeoniflorin

Analysis conditions

Using equipment Waters System (2695)

Column SYMMETRY-C18 (4.6 × 250 mm I.D., 5 μm)

Solvent flow 1 ㎕/min

Solvent Water : Acetonitrile= 85:15

결과 및 고찰

작약꽃을 추출하여 filtering 하는 과정에서 1차 filtering 했

을 때는 전체적으로 화분이 묻어나오며 노란색이 전반적으로 나

타났지만 2차 filtering 과정에서는 노란색은 뒤쪽으로 약하게 나

타난 반면 전반적으로 화색인 붉은 빛이 돌았다(Fig. 3). 화색은

붉은 색이었지만 추출 후 색은 연한 노란색이었고(Fig. 4) 농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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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된 후 분말은 약한 붉은색을 보였고(Fig. 5), 액기스 함량은

10.04%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Using Peony Flowers for extract solvent color and content

of concentrated.

color of extract solvent color of concentrated Content amount(%)

dark yellow red 10.04

작약꽃을 저장방법에 따라 채취 후 바로, 냉장보관, 냉동 보

관하여 실험 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꽃은 채취 후 바로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상온에 보관 하였을 경우 2일이 지나면 꽃 색

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3일째가 되면 꽃 색이 완전히 변하여 재료

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고, 2℃ 냉장 보관의 경우는 7일이

경과 되면 물이 생기면서 화색이 변하였지만 -50℃와 냉동건조

두 처리 구에서는 1년이 지난 후까지도 성분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오랫동안 성분을 유지하면서 보관하기 위한 방법은 냉동과

냉동 건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Effect of keeping method on limit the use of materials in

Paeonia lactiflora flower

keeping method

After extraction
room temp.
(days)

Refrigeration
Frozen
(-50℃)

Freeze-dried

Always
available

Within 3 days Within 7 days
Always
available

Always
available

After filtering, the first time

pollen embedded

After filtering, the 2nd of flower

color

Fig. 3. Change the color of the filter paper.

Fig. 4. Change the solvent color of Paeony flowers after extracted.

Fig. 5. After completing

concentrated of powder.

작약꽃에 함유된 폴리페놀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Fig. 6에서

와 같이 주요 물질로는 naringin의 성분이 가장 많은 83.624 ppm

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sinapic acid가 44.751 ppm이었으며,

methyl gallate는 12.333 ppm, syringic acid가 3.917 ppm,의 함

유량을 나타냈다. 꽃잎에서 pyrethrin, 안토시아닌 색소인

paeonin과 flavonoid인 kampferid, kampferol 등 10종이 동정되

었다고 보고하였는데5,7,11,21) 본 실험에서는 폴리페놀을 중심으로

물질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물질은 동정되지 않았지만

총 폴리페놀 성분은 11종으로 동정되었다. 가장 많이 함유된

naringin은 천연보존제와 항산화제로 이용되는데 감귤에서는

340 ㎍/㎖을 함유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고

보고
18)
하여 작약 꽃의 경우도 시들어가는 시기에 따른 naringin

의 변화를 살펴 가장 함유량이 높은 시기를 선정하여 채취하여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6. The chromatogram of extract from flower of Paeoniae radix
by HPLC.

작약꽃을 에틸알코올 농도별로 추출 하여 항산화실험을 해

본 결과 DPPH 유기화합물은 85%정도의 활성도를 보였고

50~100%의 에틸알코올은 80%에서 추출한 결과물이 95.7%의 활

성도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50, 90, 100%에서 추출 한 결과물

의 활성도는 68~78%의 활성도로 대조구인 DPPH보다 낮게 나타

났다(Fig. 7). 이는 바위취를 에타놀을 이용 추출하여 추출물을

10~50 ㎍/㎖농도에서 DPPH radical 소거작용이 강하게 나타났

다고 보고24)한 것을 유추하였을 때 물 층에서 분리한 것보다는

알콜로 추출한 추출물에서 항산화작용이 좋은 것으로 나타난 결

과와 유사 하였다.

Fig. 7. Concentration condition of Peony Flowers anti-ag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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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약 꽃 미백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80%의 에탄올에 24, 48

시간 침지하여 tyrosinase inhibition assay를 실험한 결과는 Fig.

8과 같다. 미백효능을 비교하기 위해 미백화장품의 원료로 이용

되는 arbutin을 대조구로 사용하였다. 추출물을 낮은 농도에서

미백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을 한 결과 50ppm에서는 arbutin

의 경우 1.2ppm으로 아주 저조하게 나타났고 24시간 추출물에서

는 23.4%로 대조구 보다는 높았으나 48시간 처리구에서는

101.2%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한 100ppm에서도 arbutin은 아

주 낮게 나타났으나 24, 48시간 처리구에서는 100.2~101.2%로 아

주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0ppm에서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냈고

arbutin에서는 50, 100ppm에서와는 달리 28.1%로 아주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 결과로 봤을 때 48시간 처리구는 50~200ppm에서

동일하고 안정된 효능을 보였지만 24시간 처리 구는 100ppm부

터 안정된 형태를 보여 작약 꽃 추출은 48시간 추출했을 때가 가

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본 것처럼 고삼에서의 추출물이 대조구인

arbutin보다 약 5~200배의 효능을 보였다15)고 한 것과 같이 천연

물에서 추출하여 정제한 것이 미백효능이 훨씬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천연물에서 추출 한 원료가 안정성을 띠게 만들

어 이를 이용한 향장원료를 만드는 것이 국제 경쟁력이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Fig. 8. Extract of Peony Flower for whitening effect over time

작약꽃 48시간 추출물에 대한 지표물질 분석 결과 Fig. 9와

같은 크로마토그램을 얻을 수 있었으며, 이를 정량적으로 환산하

면, 작약 꽃 농축 분말 1 kg당 20,731 mg paeoniflorin이 들어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작약 꽃 1송이 (약 7 g)로부터 paeoniflorin

10.3 mg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작약은 뿌리와 잎, 줄기에서

는 paeoniflorin과 albiflorin이 검출되었다고 보고하였으나
20)

아

직까지 꽃에서 paeoniflorin에 대한 검출이 되었다는 보고는 없

었고 작약의 주성분으로 알려진 paeoniflorin이 꽃에도 있다는

것을 이번 연구결과로 밝혀냈다. 또한 albiflorin은 여러 가지 추

출 조건에서도 꽃에서는 검출이 되지 않아 꽃에서는 albiflorin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Paeoniflorin은 중추억제작용과 혈관확장

작용, 항알러지 작용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고
6)

, Goto 등도 혈

관확장 작용이 있다고 보고하였다2). 이는 paeoniflorin이 피부에

침투하여 혈관을 확장시킴으로서 빨리 스며들어 미백효과가 월

등한 것이 아닌가 하고 사료된다.

Fig. 9. Paeoniflorin by HPLC analysis of extracts chromatogram for

Peony Flowers.

결 론

작약 꽃을 이용하여 천연물의 유용물질과 추출물의 미백기

능을 구명하기 위하여 작약 꽃에 함유된 물질을 분리하기 위해

EtOH로 추출하여 HPLC로 폴리페놀 물질을 동정하고 기존 화장

품에 사용되는 항산화제와 미백제를 추출물과 비교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채취한 꽃을 보관 방법을 달리하여 추출한 실험에서는 냉동

보관 하였을 때 1년이 지나도 물질과 외형상의 변화를 보이지 않

았다. 추출물을 농축해 HPLC를 이용하여 폴리페놀의 종류와 함

량을 동정한 결과는 naringin, sinapic acid, methyl gallate,

syringic acid 등 11종이 검출되었다. 항산화효과는 EtOH 80%

추출물에서 가장 우수한 효능을 보였고 나머지 조건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작약꽃 추출물의 미백효과는 기존의 arbutin보다 월등

히 높게 나타났으며 주성분은 paeoniflorin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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