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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tioxidant, whitening, and anti-wrinkle activity

of Spirodela polyrhiza extracts and fractions were evaluated to

determine its efficacy as a functional cosmetic material. 1,1-

diphenyl-2-picrylhydrazyl and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fonic acid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44.2 and 74.3%,

respectively, at 100 µg/mL of SE-E (the ethyl acetate fraction of

70% ethanol extract). To measure anti-wrinkle effects, procollagen

biosynthesis and matrix metalloproteinase-1 (MMP-1) inhibition

activity were determined. At 25 µg/mL of SE (70% ethanol extract),

the biosynthesis activity was 48.5%, and SE-E showed the best

activity (57.8%) at the same concentration. MMP-1 inhibition

activity of SE and SE-E was 13.4 and 28.5%, respectively, at 25

ìg/mL. Finally, the inhibition of cellular melanin synthesis and

cellular tyrosinase were measured to determine the whitening

effect; at 25 µg/mL, the inhibition activities of SE were 9.6 and

13.8%, respectively, and those for SE-E were 15.4 and 22.0%,

respectively. Our results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SE and SE-

E as effective functional materials. Further research investigating

the antimicrobial, anti-inflammatory, and anticancer activities of S.

polyrhiza is necessary to confirm its potential use in the food,

cosmetics, and drug indus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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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산업은 21세기에 들어서 크게 발

전하고 있으며 이중 화장품 산업의 개발 추세는 친환경, 저자

극 화장품에 있다. 일부 화장품은 값싼 원료를 대량으로 얻기

위해 피부자극을 유발하는 유기합성 성분이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 트러블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다[1,2]. 따라서 국내외 유

수의 화장품 업체들은 피부자극이 강한 성분을 저자극, 천연소

재로 대체하는 노력을 활발히 경주하고 있다. 또한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기능을 갖는 기능성 화장품의 매출이 크게 늘

고 있어, 식물계 소재를 이용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개발이 매

우 활발하다[3,4].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는

진피 또는 표피 조직을 공격하고, 엘라스틴(elastin)의 분해 효

소인 elastase를 활성화시킨다[5]. 활성화 된 elastase는 엘라스틴

단백질의 3차 구조를 변형시켜 진피의 유연성을 감소시키고 피

부주름을 생성한다[6]. 피부노화는 그 요인에 따라 내인적 노화

(intrinsic aging)와 외인적 노화(extrinsic aging)로 구분할 수 있

다. 외인적 노화는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 노화 현상이 나타나

는 것으로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가 주된 원인이다. 자외선을 받

게 되면 교원질(collagen) 및 탄력섬유(elastin fiber) 등의 기질

단백질이 손상되어 피부 내 교원질의 양이 부족해지고 탄력섬

유가 변성되어 주름을 유발하며 기미, 주근깨 및 검버섯이 증

가하는 현상을 보인다[7,8]. 또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α-

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 adrenocorticotr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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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mone 등의 신호전달물질을 멜라닌세포로 분비하게 된다[9].

멜라닌은 melanosome 내부에서 생성되고 아미노산인 L-tyrosine

이 효소인 tyrosinase에 의해 dopaquinone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과도한 멜라닌 생성은 흑색증, 염증 후 색소 침착, 주근깨 또는

종자와 같은 상태에서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10]. 기능

성화장품 개발 관련 연구에서는 피부 미백과 주름 개선 효능이

있는 다양한 소재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웰빙

트렌드 확산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효능을 함유한 천연 소재 개

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11,12].

부평초(Spirodelae Herba)는 개구리밥과(Lemnaceae)에 속한

다년생 수생식물인 개구리밥(Spirodela polyrhiza (L.) Schleid)과

청평(Lemna minor L.), 좀개구리밥(Lemna paucicostata Hegelm)

의 전초를 건조한 것으로, 6월9월 사이에 채취하여 씻어 불순

물을 제거한 다음 건조하여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한약재이다.

부평초의 성분에 관한 연구로 개구리밥(S. polyrhiza)에서

campesterol, β-sitosterol, stigmasterol 등의 sterol [13]과 apigenin-

7-O-β-D-glucoside, cynaroside, hypolaetin-8-O-β-D-glucoside,

vitexin, orientin 등의 flavonoid, anthocyanin 및 tannin 등이

보고되어 있다[14,15]. 예로부터 한방과 민간에서는 부평초를 말

려 부종, 수종, 갈증, 강장, 발한, 해독, 충독, 수독, 양모, 당뇨

병, 창종, 화상 등 피부와 관련된 질환의 약재로 사용하였으며

[16,17] 이를 근거로 아토피관련 효능, 피부재생관련 효능, 항염

증관련 효능, 피부 진정관련 효능, 피부미백관련 효능을 객관적

으로 검증하여 바이오 소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

한 부평의 효능에 관한 연구로서 비만의 원인인 수습정체, 담

음, 양허 등에 부평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지방세포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한 결과 유의성 있는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으며[18], 면역과 아토피관련 효능, 항암 활

성에 대한 연구[19,20]와 부평초의 화학성분 및 항산화효과에

관한 연구 등이 일부 보고된 바 있어 건강 바이오 소재나 다이

어트 소재로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

구에서는 수생식물로부터 항산화, 항주름 및 미백 활성을 나타

내는 천연소재를 탐색하고자 다양한 수생식물을 대상으로 효능

을 조사, 평가하였으며, 그 중에서 우수한 생리활성을 나타낸

부평초(S. polyrhiza) 70% EtOH 추출물 및 각 분획물의 강한

라디칼 소거활성, 항주름 및 미백 활성을 검증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추출물의 제조

부평초(S. polyrhiza)는 경산시 소재 약업사로부터 2016년 9월에

구입하였으며 원산지는 중국이다. 증거 표본은 한국한의약진흥

원 표본실에 보관중이다. 부평초 물 추출물(SW)은 시료 200 g

을 환류 냉각하여 3시간 2회 반복 열수 추출하였다. 이후 열수

추출물을 여과하고 농축, 동결 건조하여 건조 중량 23.5 g을 얻

었으며 수율은 11.8%이였다. 부평초 70% 에탄올추출물(SE)은

부평초 4 kg을 70% 에탄올 30 L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2일간

침지시켜 2회 반복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여과하여 40 oC 이하

에서 감압 하에 완전히 농축하고 동결 건조하여 건조 중량

480.29 g을 얻었으며 수율은 12.0%이었다. 이 중 457.2 g을 증

류수에 현탁 시킨 후 용매 극성에 따라 n-hexane, EtOAc 및

n-BuOH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분획하여 n-hexane 분획물(SE-

H) 94.05 g, EtOAc 분획물(SE-E) 68.80 g, n-BuOH 분획물

(SE-B) 50.26 g을 얻었다. 나머지는 H2O 분획물(SE-W)로 하였

으며 212.09 g이 얻어져서 각각의 회수율은 순서대로 20.6,

15.0, 11.0, 46.4%이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부평초 추출물 및 분획물의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은 Blois 방법[21]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 시

료용액에 100 μL에 0.02 mM의 희석한 DPPH 용액 50 μL을 넣

고 교반한 후 10분간 방치한 다음 microplate reader (SunriseTM,

Tecan Group Ltd., Männedorf, Switzerland)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대조물질로는 Butylated

Hydroxy Anisole (BHA)를 사용했으며 DPPH 라디칼 소거 활

성은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비로부터 산출하

였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부평초 추출물 및 분획물의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fonic acid (ABTS) radical 소거 활성을 Re 등의 방법[22]

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7 mM ABTS (in water)

와 2.4 mM K2O8S2 동량을 혼합 후 실온, 암소에서 12시간 방

치하여 라디칼의 생성을 유도한 후 ABTS+ 라디칼 용액을 희

석하여 734 nm에서 흡광도 값이 0.6-0.7 정도가 되도록 희석하

여 사용하였다. 희석한 ABTS+ 라디칼 용액 100 μL와 생약 추

출액 50 μL을 혼합하여 실온에서 7분간 반응시킨 후 734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대조물질로는 BHA를 사용하였

으며 결과는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군에 대한 흡광도비로부터

산출하였다.

세포 배양 및 세포 생존율 측정

본 실험에 이용한 각 세포의 배양은 10% fetal bovine serum

과 1% penicillin (100 U/mL)을 첨가한 Dulbe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Invitrogen Carlsbad, CA, USA) 배

지를 사용하였으며, 37 oC, 5% CO2 incubator에 적응시켜 계대

배양하였다. 세포 생존율 측정은 Park 등의 방법[23]에 따라 측

정하였다. 각 세포주[melanoma (B16F10) (ATCC, Rockville,

MD, USA), fibroblast (CCD-986sk) (ATCC, Rockville, MD,

USA)]를 96 well plate에 0.6-8×103 cells/well이 되게 180 μL

분주하고, 시료를 농도 별로 조제하여 20 μL 첨가한 후 37 oC,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대조군은 시료와 동

량의 증류수를 첨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여기에 5

mg/mL 농도로 제조한 MTT 용액 20 μL를 첨가하여 4시간 배

양한 후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당 DMSO 200 μL를 가하

여 실온에서 15분간 반응 시킨 뒤 microplate reader (SunriseTM,

Tecan Group Ltd., Männedorf, Switzerland)로 54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Procollagen type 생합성 및 MMP-1 저해 활성 측정

CCD-986sk 세포를 5×104 cells/well 농도로 12 well plate에

접종한 후, UVB (20 mJ/cm2)를 조사한 후 시료를 농도별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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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하여 CO2 배양기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이렇게 실험한 세

포의 상등액을 모아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액 내 콜

라겐 생합성 정도는 procollagen type-C peptide (PIP) EIA kit

(Takara, Shiga, Japan)를 사용하여 propeptide의 양을 측정하였

으며, MMP-1 저해 활성 측정은 matrix metalloproteinase-1

ELISA kit (Abcam, Cambridge, MA, USA)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Melanin 생합성 및 cellular tyrosinase 저해 활성 측정

피부 melanoma 세포로부터의 melanin 생합성 저해 측정은

Hosoi 등의 방법[24]에 따라 측정하였다. DMEM 배지로 배양

된 melanoma 세포를 100 mm culture dish에 2×106 cell/dish가

되게 분주하고, 24시간 배양 후 α-MSH를 처리한 후 시료를 농

도 별로 조제하여 2 mL 첨가하고, 48시간 후에 인산완충액 (pH

7.4)으로 세척하였다. 그 다음 0.25 M trypsin-EDTA 용액으로

세포를 탈착한 후 수확한 세포를 1×106 cell 당 1 mL의 5%

TCA로 처리하고, 2,500 rpm으로 2회 원심분리한 후 분리된

melanin을 인산완충액으로 세척한 뒤 ether:ethanol (1:3) 1 mL

를 가하여 2회 원심분리 한 후 ether 1 mL로 세척 건조시킨다.

건조된 melanin에 1 N NaOH를 1 mL 가하여 80 oC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분광 광도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ellular tyrosinase 저해 활성 측정은 B16F10 melanoma 세포

를 6 well에 5×104 cell이 되도록 접종하여 배양하고, 24시간

뒤 각 well에 시료를 48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처리 후 PBS로

2회 세척한 후 각 well의 세포에 lysis buffer (1% triton X-

100,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50 mM PMSF, pH 6.8)

를 가하였다. 얼음 위에서 세포를 파괴시키고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만 따로 모아 효소용액으로 사용하였다. L-DOPA를 2

mg/mL 농도로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에 녹

여 기질을 준비하고 기질 160 μL에 효소용액 40 μL를 가하고

37 oC에서 1시간 가온하고 생성된 DOPA chrome의 양을 490

nm에서 측정하였다. Melanin 생합성 저해와 Cellular tyrosinase

활성은 시료 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비로부터 산출

하였다.

Western blot을 통한 단백질의 발현 측정

MMP-1, MMP-9, Tyrosinase, TRP-1, TRP-2, microphthalmia

transcription factor 저해활성을 보기 위하여 각각의 세포를 60

mm tissue culture dish에 cell seeding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

여 세포를 안정화 시켰다. 배지를 제거한 후 UVB (20 mJ/cm2)

로 조사하고 추출물을 농도 별로 처리한 배지로 24-48시간 배

양한 후 다시 배지를 제거하고 PBS로 2번 세척해주었다. RIPA

buffer 10 mL에 complete mini 1 tab를 가함 100 μL로 용해해

서 4 oC 12,000 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 하였다. 원심 분리

하여 얻은 상층액은 bradford assay로 정량하여 20 μL의 단백질

을 10%의 SDS-PAGE를 이용하여 전기 영동하여 분리하였다.

분리된 단백질은 semi dry transfer cell 기기(Hofer, Holliston,

MA, USA)를 이용하여 PVDF membrane (EMD millipore,

billerica, MA, USA)에 옮긴 다음 실온에서 1시간 blocking

buffer (5% skim milk in TBST)에서 incubation 시켰다. 1차

항체를 희석하여 4 oC에서 over night한 다음, 다시 10분 간격으로

TBST로 3회 세척하고 mouse anti-rabbit IgG HRP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Dallas, TX, USA), bovine anti-goat IgG

HRP (Santa Cruz Biotechnology Inc)의 각각의 2차 항체를

1:1,000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3회 세척

한 뒤 LAS 4,000(GE Healthcare, Uppsala, Sweden) 기기를

이용하여 밴드 확인 및 정량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하였으며 평균치와 표준편

차로 나타내었으며, 유의성 검증은 SPSS statistics 20 (IBM,

Armonk, NY, USA) software package program을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와 t-test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적 유

의수준 p <0.05, 0.01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결과

부평초 열수추출물(SW), 에탄올추출물(SE)과 에탄올추출물의 용

매별 분획물에 대한 DPPH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SE는 100 μg/mL 농도에서 36.1%의 소거활성

을 나타내었고, SW는 100 μg/mL 농도에서 24.7%의 소거능을

나타내어 SE가 SW보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이 우수하였다.

부평초 70% 에탄올 추출물의 용매별 분획물의 경우 100 μg/mL

농도의 SE-E와 SE-B에서 각각 44.2, 42.6%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머루 과피[25]와 선학

초[26] 용매별 분획물에서 EtOAC, BuOH 분획물의 높은

DPPH 라디칼 소거활성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평초 추출물들의 ABTS+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는 Fig.

2와 같이 확인되었다. SE의 경우 100 μg/mL의 농도에서 91.0%

로 열수 추출물보다 ABTS+ radical 소거 활성이 우수하였다.

SE의 용매별 분획물 중에서는 SE-E가 100 μg/mL의 농도에서

74.3% 소거활성을 나타내어 분획물 중 가장 우수한 ABTS+

radical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눈개승마 용매 분획물 중

EtOAC 분획물에서 ABTS+ radical 소거능이 500 μg/mL 농도에

서 99.2%로 높게 나온 것과 비교될 수 있는 결과이다[27].

CCD-986sk fibroblast 세포에 관한 MTT 측정 결과

CCD-986sk 세포에 대한 부평초의 세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부평초 에탄올, 열수 추출물과 용매별 분획물은

25 μg/mL의 농도 이하에서 80% 이상의 세포생존율을 나타내었

으며, B16F10세포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25 μg/mL의 농도 이하

에서 모두 80% 이상의 생존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 따라서 SW, SE 및 70% 에탄올 용매 별 분획물은 세포생

존율 결과를 바탕으로 25 μg/mL의 농도에서 procollagen 생합

성, MMP-1 저해 활성, melanin 생합성 저해활성, tyrosinase

저해 활성 등을 검증 하였다.

Procollagen type 생합성 kit 측정 결과 및 MMP-1 저해 활성

kit 측정 결과

Procollagen은 아미노 말단과 카르복시 말단에 propeptide라는

peptide 염기서열을 포함한다. Propeptide는 소포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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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ollagen 분자의 folding을 도와줌과 동시에 collagen 중합반

응이 일어날 때 collagen 분자로부터 절단, 분리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propeptide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세포 내에서의

collagen 생합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28]. 섬유아세포에 대한

procollagen type C-peptide enzyme immunoassay에 의한 collagen

생합성량을 측정한 결과 Fig. 6과 같이 나타내었다. SW, SE의

경우 25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35.4, 48.5%의 procollagen 생

합성량을 나타내었다. 부평초의 용매별 분획물의 경우 SE-E

(57.8%) > SE-W (43.8%) > SE-B (41.5%) > SE-H (32.3%) 순

으로 procollagen 생합성 활성을 나타내었다. Koo 등[29]의 보

고에 의하면, 사상자 용매별 분획물의 경우에는 BuOH > EtOAC

> water > hexane 분획 순으로 콜라겐 생합성의 증가가 확인되

었다. 본 실험 결과에서는 SE-W가 SE-B보다 활성이 조금 높

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는

EtOAC와 BuOH 분획물의 procollagen 생합성 활성이 우수한

경향을 유지하였다.

체내에서 생성되는 수종의 MMPs 가운데 MMP-1은 콜라겐

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protease로서 MMP-1의 활성을 억제하

여 콜라겐의 분해를 감소시키면, 피부조직의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생성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0]. 부평초의

MMP-1 저해 활성 측정 결과는 Fig. 3에서 나타내었다. 그 결

과, SE의 경우 25 μg/mL의 농도에서 13.4%를 나타내어 2.3%

Fig. 1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xtracts and fractions from S. polyrhiza. (A),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xtracts and

fractions from S. polyrhiza.; (B),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xtracts and fractions from S. polyrhiza., ■ SW, S. polyrhiza extracted with

Water; ■ SE, S. polyrhiza extracted with 70% EtOH; ■ SE-H, Hexane fraction of SE; ■ SE-E, Ethyl acetate fraction of SE; ■ SE-B, Butanol

fraction of SE; ■ SE-W, Water fraction of SE.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Means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i)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2 Cell viability of CCD-986sk and B16F10 cells after treatment with extracts and fractions from S. polyrhiza. (A), Cell viability of CCD-986sk.;

(B), Cell viability of CCD-986sk, ■ SW, S. polyrhiza extracted with Water; ■ SE, S. polyrhiza extracted with 70% EtOH; ■ SE-H, Hexane fraction

of SE; ■ SE-E, Ethyl acetate fraction of SE; ■ SE-B, Butanol fraction of SE; ■ SE-W, Water fraction of SE.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0.05 compared with no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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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저해 활성을 나타낸 SW보다 효과가 우수하였다. SE-E의 경

우 대조군에 비해 28.5%의 저해율을 나타내어 분획물 중에서

MMP-1 저해활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이는 Koo 등[29]이 연구

한 사상자 EtOAC분획물의 대조군 대비 3-12% 수준의 MMP-

1 저해활성을 나타낸 결과와 비교해 보았을 때 SE-E의 MMP-

1 저해활성이 뛰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Procollagen

type 생합성 측정 결과와 MMP-1 저해활성 측정 결과 모두에

서 SE와 이의 분획물들은 control 대비 positive 활성을 나타내

어 피부 주름 개선을 위한 소재로서 가능성을 보였으며 특히

SE-E는 가장 우수한 활성이 확인되었다.

MMP-1, MMP-9의 단백질 발현 저해 활성 측정 결과

노화와 관련된 인자인 MAPK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인자

는 c-fos이며 이는 p38의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들이 활성

화되면 MMPs의 발현을 강력히 조절한다[31]. 본 연구에서는

MMP family 중 MMP-1, MMP-9의 단백질 발현을 측정하였다.

SE-E 처리군에서 MMP-1와 MMP-9의 protein 발현이 5, 10,

25 μg/mL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모두 저해 되었다(Fig. 4). 특히

MMP-1의 protein 측정 시 25 μg/mL의 농도에서 58.2%의 발현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산거울 추출물의

EtOAC 분획물 결과[32]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경향이 확인되

며, 산거울의 EtOAC 분획물이 100 μg/mL의 농도에서 60%의

MMP-1 발현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으므로 SE-E는 우수한 저해

활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Melanin 생합성 저해 활성 측정 결과 및 Cellular tyrosinase

활성 측정 결과

피부 흑화는 피부에 존재하는 melanocyte가 UV 노출 등의 외

부적 환경에 대응하여 melanin의 생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원료 및 물질의 미백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melanin 생성효소인

tyrosinase의 효소활성 억제 탐색이 주요하게 이용되어 왔으나

최근 효소활성억제와 더불어 미백원료가 melanocyte에서

tyrosinase와 관련 효소 발현을 증가시키는 환경에서 신호전달

체계를 교란시키는 기전 연구에 대한 보고가 매우 많아졌다

[33,34]. SW, SE 등의 melanin 생합성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

는 Fig. 5에 나타내었다. SE의 경우 25 μg/mL의 농도에서

9.6%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었고, SE-E의 경우 25 μg/mL의 농도

에서 15.4%로 분획물 중 melanin 생합성 저해활성이 가장 우

수하였다. Cho의 연구 보고[35]에 따르면 파래 추출물의 EtOAc

분획물의 실험 농도 100 μg/mL에서 15%의 melanin 생합성 감

소율을 나타내어 분획물중 EtOAc 분획물이 가장 우수하였다.

이는 부평초 분획물 중 EtOAc 분획물의 활성이 가장 우수한

것과 유사한 경향의 실험결과이다.

Tyrosinase는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되면 tyrosine에서 melanin

생성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효소이다. Tyrosinase 활성을 저

해함으로써 melanin 생성을 억제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미,

주근깨, 노인성 홍반 등의 유발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세포내 tyrosinase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B16F10

melanoma 세포에 부평초 에탄올, 열수 추출물을 처리하여

tyrosinase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13에 나타내었다. SW와

SE의 경우 25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2.7와 13.8%의 세포내

tyrosinase 저해활성을 나타내었다. 분획물의 경우 SW-E가

22.0%로 저해활성이 가장 우수하였다.

MITF, TRP-1, TRP-2, Tyrosinase의 단백질 발현 저해 활성

측정 결과

B16F10 melanoma cell은 melanocyte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melanocortin 1 receptor (Mc1R)을 통해 멜라닌 합성의 발현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7]. 이 과정에서 microphthalmia

transcription factor (MITF)는 핵으로 이동하여 DNA의 tyrosinase,

Fig. 3 Procollagen synthesis and MMP-1 inhibition activity on human dermal fibroblast treated with extracts and fractions from S. polyrhiza. UVB (20

mJ/cm2)-exposed cells were cultured for 48 h in the presence of S. polyrhiza. (A), Procollagen synthesis activity on human dermal fibroblast.; (B),

MMP-1 inhibition activity on human dermal fibroblast nor, normal control group (non irradiated-vehicle); con, negative control group (UVB irradiated

vehicle); SW, S. polyrhiza extracted with Water; SE, S. polyrhiza extracted with 70% EtOH; SE-H, Hexane fraction of SE; SE-E, Ethyl acetate fraction

of SE; SE-B, Butanol fraction of SE; SE-W, Water fraction of SE.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0.05 compared with no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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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P-1, TRP-2의 promotor에 결합하여 각 각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 melanogenesis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이

중 TRP-1과 TRP-2는 tyrosinase related protein 으로 알려져

있는 단백질로서 5,6-dihydroxyindole-2-carboxylic acid (DHICA)

를 흑갈색을 나타내는 indole-5,6-quinone-2- carboxylic acid로

산화하는 효소이며 TRP-2는 DCT라고도 하며 DOPA chrome을

DHICA로 이성화 하는 효소이다[38]. MITF의 억제는 tyrosinase

및 TRP-1, TRP-2의 발현억제를 통하여 melanin 색소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 SE-E가 melanin 합성관련 MITF, tyrosinase,

TRP-1, TRP-2 protein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5, 10, 25 μg/mL

농도에서 측정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특히, MITF의 경우

SE-E 25 μg/mL의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18.0% 저해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25 μg/mL의 농도에서 tyrosinase

및 TRP-1, TRP-2의 발현이 각각 21.6, 6.3, 10.4%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E-E가 MITF 억제를 통해 tyrosinase, TRP-1

및 TRP-2의 발현을 저해하고 그 결과 melanin 색소 형성이 억

제되는 미백소재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열악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수생식물인 부평초는 민간에서 한

약재 등으로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부평초 추출물 및 부평초 분

Fig. 4 Effects of SE-E on MMP-1 and MMP-9 expression in CCD-986sk cell. UVB (20 mJ/cm2)-exposed CCD-986sk cells were cultured for 48 h in

the presence of S. polyrhiza. nor, normal control group (non irradiated-vehicle); con, negative control group (UVB irradiated vehicle); SE-E, Ethyl

acetate fraction of SE.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0.05 compared

with no treatment

Fig. 5 Inhibition of melanin synthesis and cellular tyrosinase activity of extracts and fractions from S. polyrhiza on melanoma cell(B16F10). α-MSH

(100 nM) stimulated cells were cultured for 48 h in the presence of S. polyrhiza. (A), Inhibition of melanin synthesis activity; (B), Inhibition of cellular

tyrosinase activity. nor, normal control group (non treated-vehicle); con, negative control group (α-MSH stimulated vehicle); SW, S. polyrhiza extracted

with Water; SE, S. polyrhiza extracted with 70% EtOH; SE-H, Hexane fraction of SE; SE-E, Ethyl acetate fraction of SE; SE-B, Butanol fraction of

SE; SE-W, Water fraction of SE.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0.05

compared with no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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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물의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효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항

산화, 항주름 및 미백 활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부평초

70% 에탄올 추출물(SE)과 이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SE-E)이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세포내 procollagen 생합

성 활성, MMP-1 저해 활성, melanin 생합성 저해 활성, 세포

내 tyrosinase 저해 활성 등에서 우수한 생리활성이 있음을 검

증하였다. 특히 SE-E에서 높은 항주름 및 미백 활성이 확인되

어 우수한 기능성 소재로서 개발 가능성이 높아 졌으며 추가적

인 항균, 항염, 항암 등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제약, 화장품, 기

능성 식품 등의 분야에 효과적인 기능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초 록

부평초 추출물 및 부평초 분획물의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효능을 측정하기 위하여 항산화, 항주름 및 미백 활성을 평가

하였다.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은 부평초 70% 에

탄올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SE-E) 100 μg/mL 농도에

서 각각 44.2와 74.3%로 나타났다. 항주름 활성을 측정하기 위

하여 세포내에서의 procollagen 생합성 활성과 MMP-1 저해 활

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부평초 70% 에탄올추출물(SE)은 25

μg/mL 농도에서 48.5%, 같은 농도에서 SE-E는 가장 높은

57.8%의 생합성 활성을 나타내었다. SE와 SE-E의 MMP-1 저

Fig. 6 Effects of SE-E on MITF, Tyrosinase, TRP-1 and TRP-2 expression in melanoma cell (B16F10). α-MSH (100 nM) stimulated cells were

cultured for 48 h in the presence of S. polyrhiza. nor, normal control group (non treated-vehicle); con, negative control group (α-MSH stimulated

vehicle); SE-E, Ethyl acetate fraction of SE.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0.05 compared with no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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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활성은 25 μg/mL 농도에서 각각 13.4와 28.5%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미백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elanin 생합성 저해

활성과 세포내 tyrosinase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25 μg/mL

농도에서 SE는 각각 9.6과 13.8%의 저해활성을 나타내었으며

SE-E는 각각 15.4와 22.0%의 값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의 결과

로부터 SE와 SE-E의 높은 항주름 및 미백 활성이 확인되어 우

수한 기능성 소재로 개발 가능성이 높아 졌으며 추가적인 항균,

항염, 항암 등의 연구가 진행된다면 제약, 화장품, 기능성 식품

등의 분야에 효과적인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기능성 화장품·미백·부평초·항산화·항주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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