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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키토산(chitosan, CH)은 D-glucosamine과 N-acetyl-D-glucosamine으
로 이루어진 선형 다당류이며 갑각류의 껍질이나 곤충에서 추출한 키

틴을 탈아세틸화하여 얻을 수 있다. 셀룰로오스 다음으로 가장 풍부

한 천연고분자인 키틴은 해양 생물에 의해 매년 약 100억톤이 생성되

므로 키토산은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무
독성, 생체적합성, 생분해성, 항염증 효과 등의 특성이 있어 의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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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지황 추출물[Rehmannia glutinosa extract (RE)]이 함유된 chitosan (CH) 기반 바이오 소재를 제조하고, 
물리·화학적 특성, RE 방출 특성, 멜라닌 합성 억제 효과, 항산화 효과, elastase 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다. RE 함유 CH 
기반 바이오 소재는 casting method와 UV 경화 공정을 통해 제조되었다. 제조된 바이오 소재의 표면 특성은 FE-SEM으
로 분석하였고, 물리적 특성은 인장강도, 신축률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해 36.5 
°C에서 pH 4.5, pH 5.5, pH 6.5 용액에서와 인공피부를 이용해 제조된 바이오 소재에서 RE의 방출 특성을 조사하였으
며, 그 결과, pH 6.5에서 가소제를 첨가하지 않은 바이오 소재와 가소제[glycerol (GL)와 citric acid (CA)]를 첨가하여 
제조한 RE 함유 바이오 소재에서 RE의 방출이 pH 4.5에서 보다 약 1.10배 빠르게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공
피부에서 RE의 방출은 약 6 h 동안 지속적으로 방출됨을 확인하였다. Tyrosinase assay,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assay, elastase assay를 통해 기능성을 평가하였으며, 가소제로 CA를 첨가하고 RE가 함유된 바이오 소재에서 
각각 45.12%의 tyrosinase 활성율, 89.40%의 DPPH 라디칼 소거능, 59.94%의 elastase 활성율을 나타내었다.

Abstract
The main objective of this work is to prepare Rehmannia glutinosa extract (RE) incorporated functional chitosan (CH) based 
biomaterials and evaluate their physical properties, RE release properties, inhibitory effect of melanogenesis, and antioxidant 
and elastase inhibitory activities. RE incorporated CH based biomaterials were synthesized by a casting method and UV curing 
process. The surface and cross sections of prepared biomaterials were characterized by a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The physical properties such as tensile strength and elongation at break were also investigated. To 
apply the 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RE release properties were examined with pH 4.5, 5.5, and 6.5 buffer solutions 
and artificial skin test at 36.5 °C. Results indicated that RE release of RE incorporated biomaterials with/without the addition 
of plasticizers [glycerol (GL) and citric acid (CA)] at pH 6.5 was about 1.10 times higher than that of at pH 4.5. In addition, 
results of the artificial skin test verified that RE was released constantly for 6 h. To verify the applicability of the prepared 
biomaterials, tyrosinase,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and elastase assays were investigated. Results indicated that 
RE incorporated biomaterials added CA exhibited tyrosinase activatio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ate, and elastase 
activation of 45.12, 89.40, and 59.94%, respectively.

Keywords: Rehmannia glutinosa extract, 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Tyrosinase inhibitio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lastase in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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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 재료, 약물 전달 제형 분야 등에 널리 응용되고 있다[1,2]. 특히, 
약물 제형 소재로서 응용은 약물의 약효를 효과적으로 발현하고, 약
물이 병변에 선택적으로 작용하여 치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므로 약

물 전달 시스템(drug delivery system, DDS) 분야에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3-5]. DDS는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효능 및 효과

를 최대화 시켜 적정량의 약물을 전달 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DDS 기술의 핵심은 경구투여, 경피투여, 주사투여등 다양한 전달 경

로에 약물을 선택적으로 방출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다 

[6-8]. DDS 기술 중, 경피 약물 전달 시스템(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TDDS)는 피부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이며, 약물 전달 

시에 통증이 없어 환자의 순응도가 높고, 간이나 위장관의 대사를 피

할 수 있어 분해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생체이용률이 높다. TDDS는 

기존의 약물 전달 방식인 경구 및 주사 투여 제형의 근본적인 문제점

을 최소화 및 해결하기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9,10].
키토산, 이눌린, 전분, 알지네이트 등의 천연고분자들은 세포외 기

질과의 유사성으로 인한 우수한 생체적합성 및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

어 TDDS의 약물 전달 제형으로 사용되는 기존의 합성 고분자를 대체

하기에 적합하다. 그러나 천연고분자 기반의 소재는 물리적 특성이 

합성 고분자 소재보다 비교적 낮다는 단점이 있다[11,12]. Yun 등의 

[13] 연구에서 가소제 및 가교제 첨가와 UV 경화 공정을 이용해 키토

산 기반의 소재를 제조하고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키토산 기반 소재의 물리적 특성이 여러 가교 방법에 따라 향상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의 응용 가능성 또한 시사하

였다. 이를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 널리 분포하는 현삼과 식

물인 지황 추출물[Rehmannia glutinosa extract (RE)]을 TDDS을 위한 

바이오 소재로 적용하고자 한다. 지황은 약 70가지 이상의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많은 연구에 따르면 RE는 항골다공증, 항산화, 항염증, 
당뇨병성 신장 질환의 개선, 활성산소종 및 티로시네이즈 억제에 효

과가 있으며 또한, 지황이 포함된 복합약초 추출물은 엘라스테이즈를 

억제해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14-19]. 지금

까지의 많은 연구는 다양한 종류의 RE에 대한 이화학적 특징, 생리활

성 특성, 약리 작용 등에[20] 대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다양한 

응용 분야인 의공학 소재, 식품 첨가제 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본 연구의 최종목적은 UV 경화 공정과 가소제로서 glycerol과 citric 

acid를 이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지닌 지황 추출물을 첨가해 키토산 기

반 소재를 제조하고, 멜라닌 합성 억제 효과, 항산화 효과, elastase 억
제 효과를 조사하여 기능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2. 실    험

2.1. 시약 및 재료

지황 추출물[Rehmannia glutinosa extract (RE)]을 위한 지황은 충청

남도 금산군에서 재배된 것으로 광명당한약도매(Gwangju, Korea)에
서 구입하였다. 키토산[chitosan, CH (viscosity: 200-600 mPa·s, 0.5% 
in 0.5% Acetic Acid at 20 °C, deacetylation degree of 80%, MW of 
500 kDa)]은 TCI Co. Ltd (Chuo-ku, Japan)에서 구입하였으며, latic 
acid (LA)는 Duksan (Pharmaceutical Co., Ltd., Korea)에서 구입하였다. 
Ethanol, polyvinyl alcohol (PVA, 99% hydrolyzed; number average 
molecular weight 89,000-98,000), 가교제로 사용한 sulfosuccinic acid 
(SSA), 가소제로 사용한 glycerol (GL)과 citric acid (CA), sodium phos-
phate monobasic, sodium phosphate dibasic, 3,4-dihydroxy-L-phenyl-

alanine (L-DOPA), tyrosinase from mushroom, N-succinyl-ala-ala-ala-p-
nitroanilide (NSNA), tris-HCl 완충용액, elastase from porcine pancreas
는 Sigma-Aldrich Co. (Louis, USA)에서 구입하였다. 0.2 mM 2,2-
diphenyl-1-picrylhydrazyl (DPPH) solution은 Officeahn, Co. (Gyeonggi, 
Korea)에서 구입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물(D.W)은 탈 이온화 후 

재증류한 것을 사용하였다. 

2.2. 지황을 이용한 RE 추출

지황에서 RE를 추출하기 위하여 열수추출법을 이용하였다[21]. 먼
저, 구입한 지황을 0.3 cm로 자른 후 24 h 동안 건조하고 분쇄하였다. 
지황 분말을 D.W와 ethanol이 1:3으로 혼합된 용액에 넣어 1 h 동안 

실온에서 혼합하였다. 그 후 circulator를 이용해 70 °C에서 12 h 동안 

혼합물을 교반시키고 교반한 혼합물을 10000 rpm, 4 °C 조건으로 원

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한 뒤, 감압 농축 및 동결 건조하여 RE를 추

출하였다.

2.3. RE 함유 CH 기반 바이오 소재 제조

RE 첨가 CH 기반 바이오 소재는 casting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하였

다. CH 2.1 g, LA 2.42 g, SSA 0.84 g, RE 2.0 g을 D.W에 용해시킨 

혼합 용액과 PVA를 95 °C의 D.W에 용해시킨 PVA 용액이 균일한 겔

화 용액이 되도록 실온에서 mechanical stirrer을 사용하여 400 rpm으

로 60 min 동안 혼합하였다. 가소제로 첨가된 GL과 CA는 CH와 PVA
의 질량을 기준으로 40 wt%로 첨가하였다. 제조된 CH 기반 바이오 

소재의 성분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겔화 용액의 기포는 aspirator로 

제거한 후 glass mold에 붓고, 50 °C로 설정된 오븐에서 12 h 동안 건

조하였다. 제조된 바이오 소재의 가교는 UV lamp (OSRAM ULTRA 
VITALUX, 300W)를 이용하여 20 min 동안 UV 경화를 통해 진행하

였다.

2.4. RE 함유 CH 기반 바이오 소재 물리적 특성

제조된 CH 기반 바이오 소재의 물리적 특성은 21 °C, 상대습도 

50%에서 일주일 동안 보관 후 측정하였다. 제조된 바이오 소재의 인

장강도(tensile strength, TS)와 신축률(elongation at break, %E)은 

Instron 6012 testing machine (Norwood, MA, USA)를 사용하였으며, 
각 소재는 ASTM D-421 규격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소재의 두께는 

mechanical scanner (digital thickness gauge, “Mitutoyo” Tokyo, Japan)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주변의 12지점의 두께를 측정하여 평균값

을 사용하였다. 소재들의 평균 두께는 약 0.10 mm이었으며, gauge 
length와 grip distance는 모두 52.0 mm이었다. Crosshead는 20 mm/min, 
load cell은 250 kgf이었다. 

Sample name CH
(g)

PVA
(g)

SSA 
(% wt)

GL
(% wt)

CA
(% wt)

RE 
(g)

CHPS 2.1 2.1 20

CHPSGL 2.1 2.1 20 40

CHPSCA 2.1 2.1 20 40

CHPSRE2 2.1 2.1 20 2.0

CHPSGLRE2 2.1 2.1 20 40 2.0

CHPSCARE2 2.1 2.1 20 40 2.0

Table 1. The Composition of RE Incorporated Functional CH Based 
Bi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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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FE-SEM 분석

제조된 바이오 소재의 표면과 단면적 특성은 전계 방사 주사현미경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ope, S-4700, Hitachi, Tokyo, 
Japan, FE-SEM)을 사용하여 5.0 kV의 가속 전압에서 분석하였다. 

2.6. RE 방출 특성

RE 첨가 CH 기반 바이오 소재의 TDDS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람의 체온인 36.5 °C에서 pH 변화에 따른‘in vitro’약물 방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람 피부의 pH는 4.5-6.5 정도의 약산성을 띠므

로 0.1 g ± 0.005 g의 제조된 바이오 소재를 각각 pH 4.5, 5.5, 6.5의 

완충용액 90 mL에 넣은 후, 36.5 °C에서 50 rpm으로 shaking in-
cubator (DS-210SF, Daewon Science, Inc. Korea)를 사용하여 RE 방출

을 진행하였다. 각각의 pH는 아세테이트 완충용액(pH 4.0-5.5)과 인산

염 완충용액(pH 6.0-7.5)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22]. 방출 시간에 따른 

용액의 상등액을 2 mL 취하여 UV-vis spectrophotometer (OPTIZEN 
2120UV, Neogen Co., Ltd, Korea)를 이용해 방출된 RE의 농도를 측

정하였다. 측정 시 지황의 주요성분인 acteoside의 흡광도 330 nm를 

이용하였다[23]. 또한, Agar-based gel (pH 5.8) 위에 놓여진 인공피부

(Neoderm®-ED, Tego Science, Inc. Korea)를 이용하여 36.5 °C, RH 
60%에서 방출 실험을 수행하여 제조된 바이오 소재에 대해 TDDS로

서의 응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2.7. RE 함유 CH 기반 바이오 소재의 미백 기능 평가

RE 첨가 CH 기반 바이오 소재의 tyrosinase 활성 억제 능력은 

L-DOPA를 기질로 이용하는 dopachrome 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24]. pH 6.9, 0.1 M 인산나트륨 완충용액 2.0 mL, 10 mM L-DOPA 
0.3 mL와 제조된 바이오 소재 0.1 g을 혼합한 후 110 units/mL ty-
rosinase 0.3 mL 첨가하여 shaking incubator에서 36.5 °C, 50 rpm으로 

미리 지정한 시간에 동안 방치하였다. 다음 용액은 UV-vis spec-
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RE 첨가 

바이오 소재의 tyrosinase 활성률(%)은 식 (1)로 계산되었다.

    

  
× (1)

여기서 Ae는 tyrosinase 존재 시 흡광도, Aeb는 tyrosinase 및 RE 첨가 

바이오 소재 존재 시 흡광도, Aenon은 RE 첨가 바이오 소재 존재 시 

흡광도, Aebnon는 tyrosinase 및 RE 첨가 바이오 소재 부재 시 흡광도이다.

2.8. RE 함유 CH 기반 바이오 소재의 항산화 기능 평가

RE 첨가 CH 기반 바이오 소재가 자유라디칼을 제거하여 항산화 효

과를 발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분석하였다 

[25]. D.W 2.0 mL와 제조된 바이오 소재 0.1 g을 혼합한 후 0.2 mM 
DPPH 용액 1.0 mL를 첨가하여 shaking incubator에서 25 °C, 50 rpm
으로 미리 지정한 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다음 용액은 UV-vis spec-
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RE 첨가 

바이오 소재의 DPPH-라디칼 소거 활성률(%)은 식 (2)로 계산되었다. 

          

   
×   

(2)

여기서 Be는 RE 첨가 바이오 소재 부재 시 흡광도, Beb는 RE 첨가 바

이오 소재 존재 시 흡광도, Benon는 D.W의 흡광도, Bebnon는 D.W와 

ethanol의 흡광도이다.

2.9. RE 함유 CH 기반 바이오 소재의 주름개선 기능 평가

피부 주름개선 기능 평가를 위한 elastase 활성 억제 능력 분석은 N. 
Azmi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elastase 저해 활성에 대해 측정하였다 

[26]. pH 8.3, 0.2 M tris-HCl 완충용액 2.0 mL, 5 mM NSNA 0.1 mL, 
제조된 바이오 소재 0.1 g을 혼합한 후 0.15 units/mL elastase 0.1 mL
를 첨가하여 shaking incubator에서 36.5 °C, 50 rpm으로 미리 지정한 

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다음 용액은 UV-vis spectrophotometer를 이용

하여 4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바이오 소재의 elastase 활성률

(%)은 식 (3)으로 계산하였다. 

    

  
× (3)

여기서 Ce는 elastase 존재 시 흡광도, Ceb는 elastase 및 RE 첨가 바이

오 소재 존재 시 흡광도, Cenon은 RE 첨가 바이오 소재 존재 시 흡광

도, Cebnon는 elastase 및 RE 첨가 바이오 소재 부재 시 흡광도이다.

3. 결과 및 고찰

3.1. RE 함유 CH 기반 바이오 소재의 물리적 특성 

천연고분자 기반 바이오 소재의 물리적 특성 평가는 바이오 소재의 

응용 및 활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Table 2는 제조된 바이오 소재의 인

장강도 (tensile strength, TS)와 신축율 (elongation at break, %E)를 나

타낸 결과로 가소제인 glycerol (GL)과 citric acid (CA)가 첨가되지 않

은 바이오 소재의 TS는 가소제가 첨가된 바이오 소재보다 높은 값을 

가지며, %E는 가소제가 첨가된 바이오 소재보다 낮은 값을 가진다. 
RE가 첨가된 바이오 소재의 TS와 %E는 RE와 가소제가 첨가되지 않

은 바이오 소재와 유사한 값을 나타낸 것을 확인하였다. 이전 보고한 

연구 결과에서 가소제는 바이오 소재의 물리적 특성과 응용에서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하였다[13]. 본 연구에서도 역시 가소제인 GL과 

CA를 첨가한 바이오 소재의 물리적 특성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결과

에서 가소제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지만 RE 첨가 

유·무에 따른 물리적 특성에 차이는 크지 않았다.

3.2. CH 기반 바이오 소재의 FE-SEM 분석

제조된 CH 기반 바이오 소재의 표면과 단면적에 대한 FE-SEM im-
age는 Figure 1에 나타내었다. FE-SEM 분석 결과로부터 제조된 CH 

Sample name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at break 
(%E)

CHPS 76.3 ± 1.47 34.7 ± 1.32

CHPSGL 48.2 ± 1.05 94.6 ± 1.28

CHPSCA 62.4 ± 1.39 83.8 ± 1.04

CHPSRE2 72.2 ± 0.94 37.8 ± 1.52

CHPSGLRE2 45.7 ± 1.35 98.3 ± 1.16

CHPSCARE2 60.4 ± 1.16 87.4 ± 1.29

Table 2. Tensile Strength & Elongation at Break of Prepared Functional
CH Based Bi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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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바이오 소재의 표면은 응집이나 균열없이 대체적으로 균일하게 

제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바이오 소재의 단면 이미지

를 통해 가소제와 RE의 첨가에 관계없이 모든 바이오 소재의 두께는 

비교적 일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1. FE-SEM image of the surface and cross-section of prepared functional CH based biomaterials. (a) CH based biomaterials without UV 
curing. (b) Crosslinked CH based biomaterials. (c) RE incorporated functional CH based biomaterials without UV curing. (d) Crosslinked RE 
incorporated functional CH based biomaterials. (e) Crosslinked CH based biomaterials with the addition of GL. (f) Crosslinked CH based 
biomaterials with the addition of CA. (g) Crosslinked RE incorporated functional CH based biomaterials with the addition of GL. (h) Crosslinked 
RE incorporated functional CH based biomaterials with the addition of CA.

 

Figure 2. RE release ratio(%) from RE incorporated functional CH based biomaterials at various pHs and 36.5 °C. (a) RE release ratio(%) at pH 
4.5 and 36.5 °C. (b) RE release ratio(%) at pH 5.5 and 36.5 °C. (c) RE release ratio(%) at pH 6.5 and 36.5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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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RE 방출 특성

RE 첨가 CH 기반 기능성 바이오 소재의 TDDS 응용 가능성 확인

하기 위해 36.5 °C에서 다양한 pH 완충용액과 인공피부를 이용하여 

약물 방출 특성을 평가하였다. Figure 2는 제조된 RE 첨가 바이오 소

재들의 RE 방출률을 pH 4.5, 5.5, 6.5 완충용액에서 시간에 따라 나타

낸 결과이다. 모든 바이오 소재에서 150 min 내에 100%의 RE가 방출

되었으며, pH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으나, 비교적 높은 pH 6.5에서 

RE의 방출이 빠르게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첨가한 가소제의 종류에 

따라 다른 방출 속도를 나타냈으며 CHPSRE2 > CHPSGLRE2 > 
CHPSCARE2 순으로 빠른 방출 속도를 보였다. 이는 첨가한 가소제들

의 작용기와 관련이 있으며 하이드록실기만 존재하는 GL과 다르게 

CA는 하이드록실기와 카르복실기가 존재하므로 RE와 수소결합이 더 

강하게 이루어져 방출 속도가 느려졌다고 판단된다.
Figure 3은 사람의 피부 조건을 고려하여 36.5 °C, RH 60%에서 제

조된 RE 첨가 바이오 소재를 인공피부에 적용했을 때, RE의 방출 특

성을 나타낸 결과이다. 모든 바이오 소재에서 6 h 내에 100 %의 RE가 

방출되었으며, CHPSRE2 > CHPSGLRE2 > CHPSCARE2 순으로 빠

른 방출 속도를 나타냈다. 이는 pH 완충용액에서의 방출특성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며, 방출 속도의 차이는 가소제의 작용기에 따라 RE와 

결합의 세기에 차이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제조된 

바이오 소재는 피부를 통한 약물 전달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된다. 

3.4. RE 함유 CH 기반 바이오 소재의 미백 기능 평가

Tyrosinase는 멜라닌 생합성에 관여하는 주요 효소로 tyrosine과 

L-DOPA를 Dopa quinone으로 산화시켜 멜라닌으로 전환하는 것을 촉

매한다. 멜라닌은 많은 외부 요인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멜라닌이 축적되면 심미적인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멜라닌의 비정상적인 축적을 막기 위해서는 tyrosinase의 활성을 억제

하는 것이 중요하다[27]. 제조된 바이오 소재의 미백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 tyrosinase 활성 억제 실험을 진행하였다. Figure 4는 가소제 GL 
또는 CA 및 RE가 첨가된 바이오 소재의 시간에 따른 tyrosinase 활성

률을 나타낸 결과이다. 모든 바이오 소재에서 tyrosinase 활성률은 시

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5 min이 지난 후에는 비교

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RE가 첨가된 바이오 소재들은 공통적으로 

tyrosinase 활성률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가소제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에 tyrosinase 활성률은 61.94%, GL이 함유된 RE 첨가 바이오 소

재의 tyrosinase 활성률은 54.69%, CA가 함유된 RE 첨가 바이오 소재

의 tyrosinase 활성률은 45.12%로 나타났다. 이렇게 함유된 가소제의 

종류에 따른 차이는 tyrosinase 활성 억제제에 하이드록실기 또는 카

르복실기와 같이 수소 결합이 가능한 작용기가 많을수록 tyrosinase와 

결합하여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이다[28,29]. 이 결과를 통해 

제조된 바이오 소재의 tyrosinase 활성 억제 능력이 확인되었으며, 미
백 기능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3.5. RE 함유 CH 기반 바이오 소재의 항산화 기능 평가

오염 물질, 자외선 조사 등으로 인해 인체는 내부에서 자유라디칼

을 지닌 활성산소종을 생성한다. 과도한 자유라디칼은 산화스트레스

를 유발하여 발암, 염증의 원인이 되며, 나아가 멜라닌 합성, elastase
의 과도한 생산, 콜라겐 감소 및 변성을 유도하므로 피부 노화에 주된 

원인이 된다[30,31]. 따라서, 제조된 바이오 소재가 자유 라디칼을 제

거함으로써 항산화 기능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해 DPPH 라디칼 소거

능을 측정하였다. Figure 5는 가소제 GL 또는 CA 및 RE가 첨가된 바

이오 소재의 시간에 따른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낸 결과이다. 
모든 바이오 소재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10 min이 지난 후에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

었다. RE가 첨가된 바이오 소재들은 높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

타냈으며, 가소제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는 86.36%, GL이 함유된 RE 
첨가 바이오 소재는 87.88%, CA가 함유된 RE 첨가 바이오 소재는 

89.40%로 확인되었다. 가소제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이

유는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이 하이드록실기와 카르복실기의 접합

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32,33]. 이러한 라디칼 소거능 결과로 제

조된 바이오 소재가 항산화 효과를 발휘한다고 판단하였다.

Figure 3. RE release ratio(%) from RE incorporated functional CH 
based biomaterials using artificial skin at 36.5 °C and RH 60%.

Figure 4. Tyrosinase activity rate(%) of prepared RE incorporated 
functional CH based biomaterials.

Figure 5.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ate(%) of prepared RE 
incorporated functional CH based bio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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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RE 함유 CH 기반 바이오 소재의 주름개선 기능 평가

Elastase는 결합 조직의 탄성 섬유 주성분인 elastin을 분해할 수 있

는 유일한 효소이다. 피부에서 탄성 섬유는 콜라겐 섬유와 함께 표피

아래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므로 elastin이 분해되면 네트워크가 파괴

되어 피부 탄력을 감소시키고 피부 노화를 가속화한다. 따라서, elas-
tase의 활성 저해는 피부 노화 억제에 있어 중요하다[34]. Figure 6는 

가소제 GL 또는 CA 및 RE 첨가 바이오 소재의 시간에 따른 elastase 
활성률을 나타낸 결과이다. 모든 바이오 소재에서 elastase 활성률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급격한 감소를 보였으며 10 min이 지난 후에는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RE가 첨가된 경우 비교적 큰 폭의 elas-
tase 활성 저해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RE 첨가 바이오 소재는 

67.26%, GL이 함유된 RE 첨가 바이오 소재는 63.94%, CA이 함유된 

RE 첨가 바이오 소재는 59.94%의 elastase 활성율을 나타냈다. 또한, 
가소제의 종류에 따라 elastase 활성에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미

백 기능 평가 결과에서 설명하였듯이 효소 활성 억제제의 작용기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조된 바이오 소재가 elastase 활성 

저해 능력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복합 추출물이 아닌 RE만으

로도 elastase 활성이 억제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조

된 바이오 소재의 피부 노화 억제의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hitosan (CH), PVA, sulfosuccinic acid (SSA), 가소

제로 glycerol (GL) 또는 citric acid (CA)를 이용하여 지황 추출물 

[Rehmannia glutinosa extract (RE)]이 함유된 바이오 소재를 성공적으

로 제조하였다. CH 기반 바이오 소재의 물리적 특성은 UV 경화 공정

을 이용하여 제조한 후, 물리적 특성인 인장강도와 신축률을 조사하

여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가소제 종류에 따라 물리적 특성은 다소 차

이가 있었으나, RE의 첨가에 따른 물리적 특성은 거의 없었다. 또한, 
FE-SEM 분석으로 표면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조된 모든 바

이오 소재들의 표면과 단면에서 균열이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RE의 방출 특성은 피부 조건인 36.5 °C, pH 4.5, 5.5, 6.5 완충용액

에서 확인하였고, 그 결과 제조된 바이오 소재들에서 RE는 150 min 
내에 빠르게 방출되었다. 또한, pH 6.5에서 RE의 방출은 pH 4.5에서 

보다 약 1.10배 높았음을 확인하였다. 인공피부에서의 RE 방출은 완

충용액에서의 방출에 비해 느린 속도로 6 h 동안 지속적으로 방출되

었음을 확인하였다. 제조된 바이오 소재들은 가소제의 종류 및 유무

에 따라 다른 방출 속도를 보였으며, 이는 가소제로 사용한 glycerol 
(GL)과 citric acid (CA)의 작용기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제조된 

RE 함유 CH 기반 바이오 소재의 기능성은 tyrosinase 활성 억제능, 
DPPH 라디칼 소거능, elastase 활성 억제능으로 평가하였으며 RE가 

첨가될 시 효소 활성 억제능과 라디칼 소거능이 우수하였다. 특히, 가
소제로 CA를 첨가하고 RE가 함유된 바이오 소재에서 비교적 높은 

45.12%의 tyrosinase 활성율, 89.40%의 DPPH 라디칼 소거능, 59.94%
의 elastase 활성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RE 함유 CH 기반 바이오 

소재는 다양한 기능성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양한 응용 분

야에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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