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 37, No. 5. October, 2020. 1180~1189
ISSN 1225-9098 (Print)
ISSN 2288-1069 (Online)
http://dx.doi.org/10.12925/jkocs.2020.37.5.1180

- 1180 -

이너뷰티 소재로서의 시계꽃 추출물의 활용 가능성

이재남1,*․김영삼2,✝

1건국학교 산업대학원 향장학과, 조교수
2건국학교 산업대학원 이미지산업학과, 조교수

(2020년 9월 30일 접수: 2020년 10월 28일 수정: 2020년 10월 29일 채택)

Availability of Passiflora Caerulea Extract as Inner Beauty Material

Jae-Nam Lee1,*․Young-Sam Kem2,✝

1,*Department of Cosmetology,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120, Neungdong-ro, Gwangjin-gu, Seoul, 05029, Korea

2,✝Dept. of Image Industry,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Seoul, 05029, Korea 

(Received September 30, 2020; Revised October 28, 2020; Accepted October 29, 2020)

  요  약 :  본 연구는 시계꽃 추출물의 생리활성 효능을 확인하여 이너뷰티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
증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실험 방법으로는 항산화, 항염증, 항노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radical 소거능, RAW 264.7 대식세포와 HDF 세포 내에서
의 세포 독성 및 NO 생성 억제 효과, HDF 세포에서의 MMP-1의 발현 억제능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시계꽃 추출물의 폴리페놀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0 mg/mL의 농도에서 각 157 mg/g, 173.5 
mg/g의 우수한 함량을 확인하였고, DPPH radical 소거능을 확인하였다. RAW 264.7 대식세포와 HDF 세
포에서는 시계꽃 추출물에 대해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RAW 264.7 대식세포에서의 NO 생성 
억제를 통해 100  μg/mL에서 69.3%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HDF 세포에서 MMP-1의 발현 억
제능이 유의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시계꽃 추출물은 항산화 효과와 항염
증 효과, 피부세포에 대한 낮은 독성, MMP-1의 발현 억제를 통한 항노화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다양한 
이너뷰티 소재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시계꽃 추출물, 항산화, 항염증, 이너뷰티 

  Abstract :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physiological activities of Passiflora caerulea 
extract and provide basic data needed to verify its availability as an inner beauty material. To examine 
its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d anti-aging effects, the followings were measured: total 
polyphenol contents, total flavonoid contents,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cytotoxicity and NO 
inhibition effects in RAW 264.7 macrophage cells and HDF cells and MMP-1 inhibitory effects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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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F cells. The results found the followings: First,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were great with 
157 mg/g and 173.5 mg/g respectively at 10mg/mL, and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confirmed. In RAW 264.7 macrophage cells and HDF cells, no cytotoxicity was observed for 
Passiflora caerulea extract. In addition, 69.3% anti-inflammatory effects were found at 100 μg/mL 
through NO inhibition in RAW 264.7 macrophage cells. In addition, a significant inhibition of 
MMP-1 expression in HDF cell was confirmed. The above results confirmed the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Passiflora caerulea extract, low toxicity on skin cells and its anti-aging 
effects by inhibiting MMP-1 expression. Therefore, it appears that Passiflora caerulea extract would 
be available as diverse inner beauty materials. 

Keywords : Passiflora caerulea extract,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Inner Beauty

1. 서 론
  
  외면의 아름다움과 내면의 신체 건강 유지 및 
질병 등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건강지향적 식품, 
미용건강제품인 이너뷰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
과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너뷰티는 기존의 바
르는 화장품과 달리 꾸준한 섭취를 통해 건강과 
피부미용 효과를 나타내는 먹는 제품으로[1, 2] 
다양한 제형 및 효과를 가지며[3], 코스메틱 푸
드, 먹는 화장품, 보조식품 등의 다양한 명칭으로 
불린다. 이러한 이너뷰티는 피부의 건강과 식습관
의 연관성 인식,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는 신체 
내부로부터 시작된다는 인식하에 이너뷰티에 대
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시장 점유율이 증대되고 
있다.
  피부는 자외선,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외부 환
경적 요인, 신체의 생리적 요인, 영양학적 요인, 
생활 습관적 요인[4],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요
인, 과도한 가공식품의 섭취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은 체내외의 여
러 가지 원인으로 생성된 반응성이 강한 자유라
디칼과 활성산소는 여러 생체물질과 반응을 일으
키며, DNA 및  RNA, 단백질 세포막 세포구조
의 손상 및 염증 유발, 알레르기, 암, 피부노화 
등에 영향을 준다[5, 6]. 이러한 질병을 초래하는 
위험요소인 자유라디칼과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천연 항산화제
의 섭취이다[7]. 따라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체
와 피부를 위해서는 항산화 작용 등의 효과를 지
닌 인체에 무해한 천연물 소재 성분의 이너뷰티 
제품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에서는 자색 백향과의 재배 면적과 수요가 증가
함에 따라 백향과의 꽃인 시계꽃를 활용한 가공
식품이나 이너뷰티 천연 원료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시계꽃(Passiflora caerulea)은 라세모사 혹은 
꽃시계덩굴이라고 불린다. 대부분 열대와 아열대 
지역에서 발견되는 식물로 전 세계적으로 500여 
종이 분포한다[8, 9]. 꽃은 여름부터 초가을에 걸
쳐 개화하고 꽃잎의 모양은 시계처럼 생겼으며 
열매와 꽃은 식용이나 약제로 사용하고 있다. 맛
은 쓰면서 따뜻한 성질로 통증을 줄여주고, 긴장
감을 풀어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어 신경통과 생
리통, 불면증과 불안 증상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남미대륙에서는 눈에 
종기가 나거나 피부염이 생기면 약제로 이용하기
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Passiflora 종은 알칼로이
드, 페놀, 글리코실 플라보노이드 및 시안화 화합
물과 같은 여러 가지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9], Passiflora incarnata의 대표적인 C-glycoside 
플라보노이드 종류에는 vitexin, isovitexin, 
orientin, isoorientin등이 있다[10]. 특히, 시계꽃 
추출물은 항불안제 및 진해제의 성질[11, 12], 경
련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으며[13]. 대장염에 
대한 실험에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14] 등이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시계꽃추출물분말의 지표성
분 Vitexin 분석법[15] 등의 시계꽃 추출물에 대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본 연구와 같이 
시계꽃 추출물을 이너뷰티 소재로서의 활용에 대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계꽃 추출물의 총 폴
리페놀 함량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통한 항



Vol. 37, No. 5 (2020) 이너뷰티 소재로서의 시계꽃 추출물의 활용 가능성   3

- 1182 -

산화활성과 DPPH radical 소거능, RAW 264.7 
대식세포와 HDF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및 NO 
생성억제효과, MMP-1 발현 억제능을 측정하여 
시계꽃 추출물의 이너뷰티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
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실험재료

  2.1.1. 시료준비 

  본 연구에 사용된 시계꽃은 전라도 함양에서 
채취하여 건조시킨 것을 실험재료로 구입하였다. 
시료의 추출은 시계꽃 100 g에 70% 에탄올 용
액에 중량의 10배의 양을 가한 후 72시간 실온
에 방치하여 추출하였다. 추출액만 분리하기 위하
여 8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후 여과지
(whatman No.2)를 이용하여 상층액을 여과 하
였다. Rotary evaporator (EYELA, Japan)로 추
출 용매인 에탄올을 제거 하였으며, 감압 농축 
후 동결건조를 실시하여 액상의 추출물을 분말형
태로 얻어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의 경우 AOAC 
(Association of Official Agricultural Chemists)
의 Folin-Denis 방법을[16] 일부 수정하여 
Folin-Denis reagent가 추출물의 페놀성 화합물
에 의해서 환원시켜 몰리브덴 청색으로 발색하는 
원리를 통해 함량을 정량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
된 시계꽃 추출물을 농도별(0.5, 1, 2.5, 5, 10 
mg/mL)로 희석한 후 추출물 400 µL와 Folin- 
Denis reagent (Sigma-Aldrich, USA) 시약 400 
µL을 혼합하여 실온에서 3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10% Na2CO₃용액(Samchun, Korea) 400 µL를 
혼합하여 60분 동안 실온에서 차광된 상태로 반
응시켰고, 반응 후 상등액 200 µL씩을 96 well 
plate에 분주한 후에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3회 반복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표준물질은 Caffeic acid 
(Sigma-Aldrich, USA)로 표준 검량선을 구한 후 
시계꽃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계산하였다. 

  2.2.2.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본 연구 시계꽃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
량은 Moreno방법을[17]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시계꽃 추출물을 농도별(0.5, 1, 2.5, 5, 10 
mg/mL)로 희석한 후 추출물 100 μL와 10% 
aluminum nitrate (Sigma-Aldrich, USA) 20 μ
L, 1M potassium acetate (Sigma-Aldrich, USA) 
20 μL, ethanol (Duksan, Korea) 860 μL를 순
서대로 혼합하여 실온에서 40분 동안 반응시켰
다. 반응 후 원심 분리기로 부유물을 가라앉힌 
다음 200 μL씩 96 well plate에 분주하여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동일한 조건을 이용
하여 3회 반복적으로 실험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표준물질은 quercetin (Sigma-Aldrich, 
USA)을 사용하여 표준 검량선을 구한 후 시계꽃 
추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계산하였다.

  2.2.3. DPPH 라디컬 소거능 측정

  본 연구에서는 시계꽃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은 안정한 상태의 활성산소인 
1,1-diphenyl-2-picrvl-hydrazyl (DPPH; 
Sigma-aldrich, USA) 용액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18]. 시계꽃 추출물을 각 농도별(0.5, 1, 2.5, 
5, 10 mg/mL)로 희석한 후 96 well plate에 
95% ethanol로 용해시킨 0.2 mM DPPH 용액 
180 µL와 시료액 20 µL를 첨가하였다. 
incubator 37℃에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Synergy HT; BioTek 
Instruments, USA)를 이용하여 517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은 ascrobic acid
를 사용하였다.
  
DPPH 라디컬소거활성(%)=

    
100 - [(

시료첨가군흡광도
)☓ 100]

시료무첨가군흡광도

  2.2.4. 세포 배양

  본 연구에 사용한 RAW 264.7 macrophage 
cell, HDF(Human Dermal Fibroblast) cell을 사
용하였고, 한국세포주은행에서 구입하였다. 세포
배양은 10% fetal bovine serum (FBS; Sigma- 
Aldrich, USA)과 1% penicillin (100 IU/mL, GE 
Healthcare Life Sciences, USA), 1% 
streptomycin (50 μg/mL, GE Healthcare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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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s)를 High glucose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Sigma-Aldrich, USA) 
배지에 첨가하여 37℃, 5%의 CO2 incubator에
서 배양하였다. 세포 주기는 36∼48 시간으로 유
지하며 계대배양 하였다.

  2.2.5. Neutral red assay를 이용한 세포 
생존율 측정

  본 연구에서는 시계꽃 추출물의 세포 독성 평
가를 통해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고자 Neutral 
red (NR)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19]. 실
험에 사용한 세포주는 RAW 264.7 macrophage 
cell과 HDF cell을 사용하였으며, 각 세포를 96 
well plate에 well당 3 × 104 cells/well의 농도
로 분주한 후 24시간 37℃, 5% CO2 incubator
에서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시계꽃 추출물을 농
도별로 희석하여 처리한 다음 48시간 동안 추가 
배양하였다. 이후 NR solution (Sigma-Aldrich, 
USA)이 1% 첨가된 무 혈청배지로 교환하여 3시
간 동안 배양 후 현미경으로 NR의 결정화를 확
인하였다. 10% formaldehyde 용액이 첨가된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을 세포고정액으
로 사용하여 각 well에 100 μL씩 분주하여 20
분 동안 실온에 방치하였다. 세포내의 NR를 추
출하기 위해 NR desorb solution (1% glacial 
acetic acid, 49% ethanol, 50% distilled water)
을 각 well에 100 μL씩 분주한 후, 세포 내의 
NR을 추출하였다. 이후 microplate reader 
(Synergy HT; BioTek Instruments, USA)를 이
용하여 54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동일한 조건을 이용하여 3회 반복 실험으로 평균
값을 측정하였으며, 다음의 식에 따라 세포생존율
을 산출하였다. 

세포 생존율(%) =

  

시료첨가군의 O.D. at 540 nm ☓ 100
시료무첨가군의 O.D. at 540 nm

  
  2.2.6. Nitric oxide (NO) 생성 저해능 측정
  본 연구에서는 시계꽃 추출물의 항염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 배양액 내 NO (nitric 
oxide) 양을 측정하였다. RAW 264.7 대식세포
를 96 well plate에 well당 5 × 104 cell/well의 
농도로 분주한 후 24시간 동안 incubator(37℃, 
5% CO2)에서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배양 후 

control을 제외한 나머지 배지에 LPS 
(lipopolysaccharide)를 첨가하여 최종 농도가 1 
㎍/mL가 되도록 처리하고, 시계꽃 추출물을 농도
별로 처리한 후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새로운 
96 well plate에 griess reagent 100 μL와 배양
된 세포 배양 상층액 100 μL을 가하여 차광상
태에서 10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microplate 
reader (Synergy HT; BioTek Instruments, USA)
를 이용하여 540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으며, 다음의 식에 따라 NO 생성 저해능을 산
출하였다.

NO 생성 저해능(%) = 

   

시료첨가군의 O.D. at 540 nm ☓ 100
시료무첨가군의 O.D. at 540 nm   

  2.2.7. HDF cell에서의 MMP-1의 발현 
억제능 측정

  본 연구에서는 시계꽃 추출물이 MMP-1 발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HDF  cell를 
96 well plate에 well당 3×10⁴씩 부착시켜 배
양하였다. 12시간 후 상등액을 버리고 DMEM에 
녹인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후 UVB를 20분
간 조사하고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상층액 
100 μL를 96 well plate에 옮긴 후 coating 
buffer 100 μL을 첨가하여 고정시킨 후, 다시 
배양 상층액을 제거한 다음 PBS-T (PBS, 0.05% 
TWeen-20)로 washing을 하고 blocking buffer 
(PBS, 0.1% BSA) 처리 후 37℃에서 1시간 동안 
방치시킨 후 PBS-T로 washing 하였다. blocking 
solutiond으로 1,000배 희석한 primary antibody 
(anti-MMP-1 mouse antibody)를 처리한 후, 
37℃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이후 PBS-T로 
washing 후 4,000배 희석한 secondary antibody 
(alkaline phosphate conjugated anti-mouse IgG 
antibody)를 각 well에 처리하여 37℃에서 1시간 
방치시켰다. 마지막으로 PBS-T로 3회 washing하
고, 1 mg/mL의 농도로 녹인 p-nitrophenyl 
phosphate (in 9.7% diethnolamine buffer, 0.5 
mM MgCl₂, pH 9.8)를 각 well에 처리 후 3
7℃ 암실에서 1시간 동안 방치시켜 405 nm 파
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3. 통계 처리 

  본 실험은 모두 3회 이상 동일한 조건에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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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결과를 사용하였다. 평균 ± 표준편차
(Mean ± SD)로 표기 하였고, 통계 처리는 SPSS 
Window Version 20.0 (SPSS Inc., st. Chicago, 
Illinois,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의성 검
증은 Student t-test로 실시하였으며, 실험 결과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결과

  폴리페놀은 식물이 자외선, 활성산소, 포식자로
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물질로 분자구
조 내에 phenolic hydroxyl기를 가지고 있으며 
자유라디칼의 형성을 방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20]. 또한 인체 건강에 중요한 천연물질 중 하
나로 항염증, 항노화, 항암 및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의 예방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
다[21-23]. 본 연구에서는 시계꽃 추출물의 항산
화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여 Fig. 1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계꽃 
추출물을 0.5, 1, 2.5, 5, 10 mg/mL 농도로 처리 
시 8.69, 30.28, 67.37 94.53, 157.07 mg/g의 높
은 총 폴리페놀 함량을 나타냈으며, 농도가 증가
할수록 폴리페놀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
였다. Choi et al.의 연구[24]에서는 페놀류 화합
물들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항산화 활성이 높다고 
보고됨에 따라 본 연구의 시계꽃 추출물에 다량  
 

Fig. 1. Total polyphenol of Passiflora caerulea 
extract.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tandar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함유되어 있는 폴리페놀 함량이 항산화 활성을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3.2.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결과 

  플라보노이드는 폴리페놀과 같이 채소류, 식물, 
곡물, 과실류 등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25, 26], 산화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다. 또한 넓은 범위의 활성산소종의 소거제
(scavenger) 및 지질과산화 억제제로 알려져 있어
[27] 의약품과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 많은 분야
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꽃 추출
물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총 플라보
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2에 나타
내었다. 시계꽃 추출물을 0.5, 1, 2.5, 5, 10 
mg/mL 농도로 처리 시 28.98, 42.31, 68.31, 
125.63, 173.50 mg/g의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이 확인 되었고, 농도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
향을 확인하였다. Jo et al. 연구[28]에서는 플라
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아마란스 보라색꽃 메탄올 
추출물에서 항산화 활성이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시계꽃 추출물에서도 플라보노이드 함
량이 다량 확인됨에 따라 이너뷰티 소재로 활용
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Total flavonoid of  Passiflora caerulea 
extract.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tandar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3.3.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결과

  Phenolic acids, flavonoid 및 기타 페놀성 물
질은 환원력이 클수록 DPPH 라디컬의 소거 활
성이 높으며[29, 30], free radical은 인체의 지질 
또는 단백질과의 반응을 통해 노화의 원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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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본 연구에서는 시계
꽃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PPH 라디컬 소거 활성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시계꽃 추출물을 0.5, 1, 
2.5, 5, 10 mg/mL 농도로 처리 시 24.18, 
34.56, 43.92, 62,55, 81,31%의  radical 소거활
성을 보여 시계꽃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
하였으며,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자공여능이 증
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You & Moon[32]의 
구절초 꽃 추출물 연구에서는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추출물에서 DPPH 
radical 소거능이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시계꽃 추출물에서도 
DPPH radical 소거 활성이 확인됨에 따라 이너
뷰티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Passiflora caerulea extrac.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tandar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3.4. Neutral red assay를 이용한 세포 생존율 

  3.4.1. RAW 264.7 대식세포의 세포독성 측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시계꽃 추출물의 RAW 264.7 
대식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NR assay를 수행하여 측정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RAW 264.7 macrophage cell에 시
계꽃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세포독성을 측
정하였다. 무 처리군인 control 생존율 100%로 
보았을 때, 시계꽃 추출물의 5, 10 μg/mL 처리 
농도까지는 각 96.86, 92.84%를 보여 90% 이상
의 세포 생존율이 나타났고, 25, 50, 100 μ

g/mL 농도에서는 각 87.71, 83.18, 80.47%로 
80% 이상의 세포 생존율로 감소하였으나 세포 
생존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 따라서 시계꽃 추출물이 RAW 264.7 
macrophage cell에 대한 유의한 세포독성은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실험은 최고 농도 100 μ
g/mL으로 희석하여 진행하였다.

Fig. 4. Cytotoxicity in RAW 264.7 macrophage 
cells.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tandar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3.4.2.  HDF cell의 세포독성 측정 결과
   본 연구에서는 시계꽃 추출물의 HDF cell에 
대한 세포독성을 확인하고자 NR assay를 수행하
여 측정한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HDF 
cell에 시계꽃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세포  
독성을 측정하였다. 시계꽃 추출물의 5, 10, 25 
μg/mL 처리 농도까지는 각 99.04, 98.60,      
 

Fig. 5. Cytotoxicity in HDF cells.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tandar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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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3%로 9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이 나타났으
며, 50, 100 μg/mL 농도에서는 80% 이상의 세
포 생존율로 감소하였으나 세포 생존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계꽃 추출물이 HDF cell에 대한 유의한 세포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실험은 최고 
농도 100 μg/mL으로 희석하여 진행하였다.

3.5. RAW 264.7 대식세포의 NO 생성 억제능 

측정 결과 

  염증 반응의 주요한 작용인자인 nitric oxide 
(NO)는 대부분 iNOS에 의해 생성되며, 체내에
서는 방어기능, 신호전달 기능, 혈관확장 등의 생
리작용을 하지만 과도하게 생성될 경우에는 염증
을 일으켜 조직의 손상, 유전자 변이 및 신경 손
상 등을 유발한다[33, 34]. 본 연구에서는 시계꽃 
추출물이 염증성 질환을 나타내는 NO 생성 억제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RAW 
264.7 대식세포에 염증 매개 물질인 LPS를 처리
하여 염증을 유도한 후, 시계꽃 추출물을 농도별
로 처리하여 NO 생성 억제 효과에 대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RAW 264.7 대식세포에 
LPS는 유의하게 염증을 증가 시켰으며, 시계꽃 
추출물을 5, 10, 25, 50, 100 μg/mL 농도로 처
리한 결과 86.88%, 84.07%, 81.03%, 75.17%로 
LPS 처리군에 비해 모든 농도에서 뛰어난 NO 
생성 억제효과가 확인되었다. 특히, 100 μg/mL  
 

Fig. 6. Inhibitory effect of Passiflora caerulea 
extract on LPS-induced NO production 
by RAW 264.7 macrophage cells.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tandar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5, **p<.01, ***p<.001).

에서 69.32%의 NO 생성억제를 나타낸 시계꽃 
추출물은 항염증 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확인되
어 이너뷰티 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된다.

3.6. HDF 세포에서 MMP-1의 발현 억제능 

측정 결과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을 분해
시키는 중요한 효소 단백질인 matrix metallo 
proteinase (MMP)는 교원섬유와 더불어 피부노
화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35, 36]. 특히, 교원질
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Collagenase인 MMP-1
의 활성이 높아지면 교원질이 분해되어 주름이 
생성된다[37]. 본 연구에서는 시계꽃 추출물이 
HDF 세포에서 MMP 발현 억제능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HDF 세포에 UVB 100 
mJ/㎠를 조사하였다. 시료 무처리군은 Control로 
설정하고 시계꽃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시계꽃 추출물의 
5, 10, 25, 50 μg/mL 처리 농도에서 86.43%, 
74.86%, 61.96%, 55.98%, 최고 농도인 100 μ
g/mL에서는 50.79%로 MMP-1의 발현이 유의
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시계꽃 추출물은 교원섬유 콜라겐을 분해시키는 
MMP-1의 발현을 감소시켜 피부의 노화 및 주
름 형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너
뷰티 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Inhibitory effects of Passiflora caerulea 
extrac on UVB-induced secretion of 
MMP-1 in HDF cells.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tandar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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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보다 
높은 안전성과 기능성이 요구되는 천연소재의 이
너뷰티 소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계꽃 추출물을 
70% 에탄올로 추출하여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을 통해 항산화 활성과 DPPH 
radical 소거활성, RAW 264.7 대식세포와 HDF 
cell에 대한 세포독성, NO 생성 억제 효과, 
MMP-1의 발현 억제를 확인함으로서 이너뷰티 
소재로서의 활용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
구 결과, 시계꽃 추출물은 10 mg/mL 농도에서 
총 폴리페놀 함량 157.07 mg/g과 총 플라보노이
드 함량 173.50 mg/g의 페놀성 화합물들이 함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농도가 증가할수록 
두 함량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DPPH 라디컬 소거능은 10 mg/mL 농도로 처리 
시 81.31%의 radical 소거활성을 보여 시계꽃 추
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였으며, 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전자공여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
였다. Neutral red assay를 이용한 세포 생존율 
측정 결과에서 RAW 264.7 대식세포의 세포독성
은 시계꽃 추출물 5, 10 μg/mL 처리 농도에서 
90%, 그 외 처리 농도에서는 8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어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
다. 또한 HDF cell에 대한 세포독성은 시계꽃 추
출물 5, 10, 25 μg/mL 처리 농도까지는 90% 
이상, 그 외 처리 농도에서는 8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어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
으며, 이후 실험에서는 농도 100 μg/mL로 희석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염증 효과를 나타내는 
NO 생성 억제 활성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100 
μg/mL에서 69.3%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하였으
며 농도 의존적인 NO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
였다. HDF 세포에서 MMP-1의 발현 억제능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100 μg/mL에서 50.79%로 
유의하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시계꽃 추출물은 항산화 효과와 
DPPH radical 소거활성, 염증 활성의 중요한 인
자인 NO 생성 억제 효과를 통한 항염증 효과, 
피부세포에 대한 낮은 독성, MMP-1의 발현 억
제를 통한 항노화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이너뷰
티 소재로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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