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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Hibiscus (Hibiscus sabdariffa L.) is rich in antioxidants such as flavonoids and anthocyanins and is known 

to have anti-inflammatory activity and anti-aging function of the skin, but there is no study on its effect on the skin 

barrier. This study aim to investigate the positive effect on the skin barrier by confirming the effect of water extracts 

of Hibiscus sabdariffa L. (WEHS) on the tight junction-related gene expression.

Methods : The antioxidant efficacy of WEHS was investigated through ABTS and DPPH assays, and 3-(4,5- 

dimethylthiazol-2-yl)-5-(3-carboxymethoxyphenyl)-2-(4-sulfophenyl)-2H-tetrazolium was performed to examine 

the effect on cell viability. quantitativ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and immunoblot analysis were 

performed to confirm the effect of WEHS on the expression of tight junction-related genes, and immunofluorescence 

microscopy was used to confirm the movement of Claudin 1 protein into tight junctions.

Results : WEHS showed strong antioxidant activity and induced an increase in both mRNA and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Claudin 1 among tight junction-related genes. The strong localization of Claudine 1 protein increased by 

WEHS to the tight junction was confirmed by immunofluorescence microscopy.

Conclusions : Hibiscus was confirmed through this study to show antioxidant activity and the function of promoting 

the expression of the tight junction Claudin 1 gene, suggesting that Hibiscus can be used as a material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skin moisturizing and atopy, which have an important influence on tight junction.  1)

Key words : Hibiscus sabdariffa L, Tight junction, Claudin 1, HaCaT cell, Antioxidant

*Corresponding author : Hyo Sang Han,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Joongbu 
University, Geumsan 32713, Republic of Korea.
 ·Tel : +82-41-750-6292 ·E-mail : hanhs@joongbu.ac.kr 
Kee Kwang Kim, Department of Biochemistry, College of Natural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Republic 
of Korea. 
 ·Tel : +82-42-821-5485  ·E-mail : kimkk@cnu.ac.kr 
#First author : Hyesoo Jung, Department of Biochemistry, College of Natural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Korea.
 ·Tel : +82-42-821-7525 ·E-mail : 0118jhk@naver.com
 ·Received : 10 August 2021 ·Revised : 01 September 2021 ·Accepted : 25 September 2021



60 大 韓 本 草 學 會 誌 ― Vol. 36 No. 5, 2021

Ⅰ. 서   론

현대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중금속, 미세먼지 같은 대기오

염의 증가로 피부가 위해 적 환경에 노출되어 피부 장벽의 손

상이 유도된다. 이러한 피부 장벽의 손상은 피부 가장 바깥층

에 있는 각질층이 파괴되어 피부 노화를 유발한다1). 피부 노

화의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으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세포 신호전달 및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만, 비공유 전자를 가지고 있으므로 분자 

자체가 불안정하므로 반응성이 매우 높아 DNA, Lipid, Protein 

과의 강력한 반응을 통해 생체 분자들의 변성을 일으킨다2-4). 

이러한 생체 분자들의 변성 축적은 세포 노화를 통해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활성산소는 피부 노화의 가장 직접

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가진 항

산화 물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천연물이 갖는 

안전성 등의 장점으로 인해 이를 이용한 기능성 물질 발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5).

아욱과에 속하는 히비스커스(Hibiscus sabdariffa L.)는 

식용으로 사용되는 꽃으로 아시아 또는 아프리카가 원산지이

다6). 히비스커스 꽃에는 Protocatechuic acid 등 안토시아닌

이 풍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7), 잎 부분에는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인 Chlorogenic acid, Neochlorogenic acid, Quercetin 

등이 있고, 말린 꽃받침에는 Gossypetin, Hibiscetine 등이 

포함되어 있다8-9). 히비스커스의 다양한 성분 중 가운데 플라

보노이드와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제거

하는 능력을 가지며7), 항산화 물질은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피부 노화에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비스커스

에는 칼슘, 철, 무기질 및 비타민 C가 풍부하여 음료, 젤리, 

제과 제품, 허브차 등과 같은 가공식품 및 차의 원료로 사용

되고 있다10-11).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항암, 고지혈증, 당뇨병 

및 위장 장애에 효과적인 치료제로 알려져 있으며 진통제 및 

해열제 등으로도 쓰인다12).

피부 장벽과 관련된 세포 간 연접의 종류에는 밀착 연접 

(tight junction), 부착 연접 (anchoring junction), 간극 연접 

(gap junction) 세 종류가 있다13). 밀착 연접은 세포-세포 간 

결합을 연결하는 단백질 접합 복합체로써 피부를 외부 환경으

로부터 보호하는 피부 장벽의 역할과 더불어 피부 보습 유지 

및 세포 극성과 세포 기능 조절에 관련된 신호전달을 조절한

다14-15). 밀착 연접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Claudin family, 

Occludin, Tricellulin, Zonula occludens-1 (ZO-1), 

Zonula occludens-2 (ZO-2) 등이 있으며16), 특히 Claudin 

family는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17-19). 

그 중 밀착 연접 단백질에 관한 연구로는 Claudin 1을 이용해 

knock-out 시킨 마우스에서 표피 장벽이 손상되어 탈수와 

피부 노화가 일어난 연구 결과가 존재하는 등20) Claudin 1은 

밀착 연접의 강화를 통해 피부 장벽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단백질로 여겨진다21).

현재까지 히비스커스의 플라보노이드와 안토시아닌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 제거를 통해 피부 노화에 직접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22) 히비스커스 열수 추출물이 인간 각

질 형성 세포인 HaCaT의 피부 장벽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는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를 통해 히비스커스 추출물의 

항산화 효능을 확인하고, 히비스커스 추출물을 인간 각질 형성 

세포인 HaCaT 세포에 처리하여 히비스커스 추출물이 밀착 

연접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궁

극적으로 히비스커스 추출물이 갖는 피부 장벽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된 히비스커스는 두손애약초 (경상북도 영천) 

로부터 구매하여 기원의 진위와 품질을 자체 검증하였고, 약재

는 ultrasonic cleaner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에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WELGENE, Korea),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USA), 100 U/mL Penicillin, 100 μg/mL Streptomycin 

(Corning, Korea), Trypsin-EDTA (Welgene, Korea), 

Potassium persulfate (Sigma, USA), ABTS (2,2'-azino- 

bis-3-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Sigma, 

USA),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hydrate) 

(Sigma, USA), MTS solution(3-(4,5-dimethylthiazol- 

2-yl)-5-(3-carboxymethoxyphenyl)-2-(4-sulfophenyl)- 

2H-tetrazolium, inner salt) (Promega, USA), Hybrid-R 

RNA purification kit (Geneall, Korea), M-MLV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 USA), RNase inhibitor 

(Enzynomics, Korea), 5X M-MLV RT reaction buffer 

(Promega, USA), 2X Prime Q-mater Mix (GENET BIO, 

Korea), Alexa Fluor 488 conjugated goat antibody 

(Thermo Fisher Scientific, USA), Alexa Fluor 594 

conjugated goat antibody (Thermo Fisher Scientific, USA), 

DAPI (Thermo Fisher Scientific, USA)가 사용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CO2 incubator (Thermo, USA), UV/Vis 

Nano spectrometer (NaBi, Korea),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ABS Plus, USA), AriaMx (Agilent, 

USA), WSE-6100 Luminograph (ATTO, Japan), LSM 

880 with Airyscan (Carl Zeiss, Germany)이다.

2. 방 법

1) 히비스커스 열수 추출물 제조   

건조된 히비스커스 20 g을 증류수 1,000 ml에 추출물이 

끓는 시점부터 6시간 동안 가열해 추출하였으며 동결 건조기

를 이용하여 히비스커스 열수 추출물 (Water Extracts of 

Hibiscus sabdariffa L.; WEHS)을 얻었고, 그 무게는 10.2 

g으로 측정되었으며 수율은 50%으로 계산되었다. 추출물은 

증류수에 100 mg/ml 농도로 녹여 13,000 × g에서 5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만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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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 배양

인간 각질 형성 세포인 HaCaT 세포는 10% FBS와 1% 

Penicillin이 첨가된 DMEM에, 37 ℃, 5% CO2 표준 조건에서 

배양되었다.

3) 항산화 효능 평가

WEHS의 항산화 효능은 2,2'-azino-bis-3- 

ethylbenzothiazoline-6-sulphonic acid (ABTS)와 2,2- 

diphenyl-1-picryl-hydrazyl-hydrate (DPPH)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7 mM의 ABTS (Sigma, USA)와 2.4 

mM의 Potassium persulfate (Sigma, USA)을 1:1 부피 비로 

혼합한 뒤 24시간 동안 실온에서 차광시켜 ABTS free radical을 

생성하였다. 그 후 ABTS를 0.7의 흡광도로 증류수로 희석해 

ABTS solution을 제조하였다. 96 well plate를 사용하여 각 

well에 ABTS solution 80 ㎕와 WEHS 20 ㎕를 분주하고, 4분 

동안 차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로 734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PPH solution은 methanol에 DPPH 

powder를 0.2 mM의 농도로 녹여 96 well plate의 각 well에 

DPPH solution 100 ㎕와 WEHS 100 ㎕를 분주하고, 30분 

동안 차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로 52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다음 식을 이용하여 항산화 효능을 수

치화하였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Ablank
Asample  Asampleblank  × 

4) 세포 독성 평가

WEHS가 HaCaT 세포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4,5-dimethylthiazol-2-yl)-5-(3-carboxymethoxyp

henyl)-2-(4-sulfophenyl)-2H-tetrazolium (MTS) assay 

를 수행하였다. 96 well plate에 HaCaT 세포를 3 × 103 

cells/well 로 분주하고 24시간 배양한 후, 각 well에 sample을 

농도별로 처리하고 다시 36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MTS 

solution 20 ㎕ (Promega, USA)를 각 well에 첨가하여 30분 

동안 반응시키고,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ABS Plus, USA)를 이용하여 49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WEHS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WEHS를 처

리한 세포의 활성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세포 생존율 (%)

=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 / 대조군의 흡광도) × 100 (%)

5) RNA 추출 및 quantitative real-time PCR 

(qRT-PCR)

6 well culture dish에 HaCaT 세포를 2 × 105 cells/well 

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 well에 sample을 

0.25 mg/ml 농도로 처리한 뒤에 다시 36시간 배양하였다. 

36시간 후에 배지를 제거한 뒤 PBS로 세척하고, 각 well 당 

1 ml의 Trizol을 분주하여 세포를 lysis 하였다. Hybrid-rRNA 

purification kit (Geneall, Korea)를 이용하여 RNA를 추출

하고, RNA는 UV/Vis Nano spectrometer (Nabi, Korea)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추출한 1 mg의 RNA에 DEPC를 첨가

하여 총 부피가 8 ㎕가 되게 한 후 Random hexamer (100 

pmol/㎕) 1 ㎕를 첨가하여 5분간 65 ℃에서 반응시켰다. 반응 

후 바로 얼음에 냉각시키고 M-MLV reverse transcriptase, 

RNase inhibitor, 5X M-MLV RT reaction buffer, dNTP mix 

(2.5 mM)를 넣고 10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50℃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하였다. WEHS가 HaCaT 

세포에서 밀착 연접 관련 유전자의 mRNA 발현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해 qRT-PCR를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primer 염기 서열 정보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Gene Primer sequence (5’ to 3’) Product size (bp) Annealing temp. (℃)

Claudin1
F GCA GAT CCA GTG CAA AGT CT

136 58
R CAT ACA CTT CAT GCC AAC GG

Claudin3
F GCA TGG ACT GTG AAA CCT CA

145 58
R AAT ATC AAG TGC CCC TTC CA

Claudin4
F CGC ATC AGG ACT GGC TTT AT

131 58
R AGT TGA GGA CCT GGA AGG CT

Claudin6
F GGC CCT CTG AGT ACC CTA CC

136 58
R GCA GGA GGC AGA AAC AAA AG

Claudin7
F ATG TAC AAG GGG CTG TGG AT

132 58
R CAC CAG GGA GAC CAC CAT TA

Table 1. Primer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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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Primer sequence (5’ to 3’) Product size (bp) Annealing temp. (℃)

Claudin8
F GGC TGT TTC TTG GTG GTG TT

137 58
R CAC GCA ATT CAT CCA CAG TC

Occludin
F TTT GTG GGA CAA GGA ACA CA

137 58
R ATG CCA TGG GAC TGT CAA CT

JAM-A
F TGC CTC TTC ATA TTG GCG AT

144 58
R TGT CAC GGA CTT GAA GGT GA

Zo-1
F AGA GCA CAG CAA TGG AGG AA

133 58
R GAC GTT TCC CCA CTC TGA AA

Zo-2
F AGC AGG AGC AGA AGC AGA AG

148 58
R CAT ATC AGC TCT TCC ATG CC

Tricellulin
F GGC AGC TCG GAG ACA TAG AG

147 58
R TTT GCT GTT CTC AGT TCC TTG A

6) 면역 블롯 분석

6 well culture dish에 HaCaT 세포를 2 × 105 cells/well

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 well에 sample을 

0.25 mg/ml 농도로 처리한 뒤 다시 24시간과 36시간 처리

하였다. 처리한 HaCaT 세포를 PBS로 세척한 뒤, Tris-triton 

lysis buffer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SDS-PAGE를 

이용해 1시간 동안 단백질을 분리하였고, Nitrocellulose 

membrane를 이용해 3시간 동안 transfer 하였다. 1차 항체

로는 anti-Claudin 1 (1:1000, Cell Signaling)과 anti- 

GAPDH (1:2000, Santa Cruz)를 이용해 4℃에서 1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2차 항체로는 anti-Rabbit IgG (1:5000, 

Rockland)와 anti-Mouse HRP (1:5000, Rockland)를 사용

하여 1시간 동안 처리하였고, PBST로 세척한 후, WSE-6100 

Luminograph (ATTO, Japan)를 이용해 WEHS를 처리한 

HaCaT 세포에 대한 Claudin 1의 시간별 단백질 발현량을 확

인하였다.

7) 면역 형광 현미경 분석

4 well chamber slide에 HaCaT 세포를 3 × 104 cells/well 

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 well에 sample을 

WEHS 0.25 mg/ml 농도로 처리한 뒤, 다시 24시간과 36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세포를 고정하기 위해 4% paraformaldehyde 

를 이용해 10분간 처리한 후에 0.5% Triton X-100을 15분 

동안 처리하였다. Blocking buffer를 1시간 동안 처리하고 1차 

항체인 anti-Claudin 1 (1:500, Cell Signaling), anti- 

Tubulin (1:500, Sigma)을 이용해 4℃에서 12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Claudin 1과 Tubulin에 대한 2차 antibody로는 각각 

Alexa Fluor 488 conjugated goat antibody (1:1000, Thermo 

Fisher Scientific, USA), Alexa Fluor 594 conjugated goat 

antibody (1:1000, Thermo Fisher Scientific, USA)을 사용

하였고, 핵은 DAPI (1:1000,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로 염색하여, LSM 880 with Airyscan (Carl Zeiss, 

Germany)을 이용해 세포를 관찰하였으며 Zen (Carl Zeiss, 

Germany) 프로그램으로 WEHS를 처리한 HaCaT 세포의 

Claudin 1에 대한 밀착 연접으로의 이동을 확인하였다.

8) 자료 분석 및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은 3회씩 반복하였으며, 대조군에 관한 실험군의 

유의성은 Microsoft excel (USA)의 Student’s t-test를 이용

하여 p < 0.05 일 때 *, p < 0.01 일 때 **로 나타내었다. 

III. 결   과

1. WEHS의 항산화 효능 측정

WEHS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ABTS와 DPPH 

assay를 수행하였다. 항산화 활성을 가진 것으로 잘 알려진 

Resveratrol을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ATBS assay에서 

WEHS 농도가 0.05 mg/ml에서 24.0±1.60%, 0.5 mg/ml

에서는 85.3±0.98%의 radical 소거능이 확인되는 등 WEHS

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활성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DPPH assay에서도 마찬가지로 WEHS의 농도가 0.05 mg/ml

에서 28.00 ± 4.36%, 0.5 mg/ml에서는 81.18 ± 2.49%의 

radical 소거능이 확인되는 등 WEHS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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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tioxidant effect of Water Extracts of Hibiscus sabdariffa L.(WEHS). (A)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WEHS. (B)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WEHS. n=3 (biological replicates). Mean ± S.E.M. **p < 0.01.

2. WEHS의 각질 세포에 대한 세포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WEHS의 높은 항산화 활성에 따라 WEHS가 인간 각질세포 

유래 HaCaT 세포의 세포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MTS assay를 수행하였다. WEHS 농도를 가장 낮은 

농도인 0.25 mg/ml에서 1 mg/ml의 농도까지 설정한 후, 

36시간 동안 처리하여 세포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0.25 mg/ml에서 98.07 ± 2.53%, 0.5 mg/ml에서 86.59 ± 

3.19%, 1.0 mg/ml에서는 67.69 ± 3.56%로 WEHS의 농

도가 증가함에 따라 WEHS의 HaCaT 세포에서의 세포 생존

율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추후 실험은 세포 생

존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0.25 mg/ml의 조건으로 진행

하였다(Fig. 2).

Fig 2. Cytotoxicity of the Water Extracts of Hibiscus sabdariffa L. WEHS) on HaCaT cells. HaCaT cells were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 
of WEHS for 36 h.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S assay and presented in percentage. n=3 (biological replicates). Mean ± S.E.M., 
*p < 0.05 (two-sided t -test, versus control).

3. WEHS 처리가 밀착 연접 관련 유전자의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

WEHS가 세포 간 부착과 물질 이동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

질들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의 확인을 통하여 세포 밀착 연접에 

강화 기능을 갖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WEHS 처리 후 Claudin 

family, Occludin, JAM-A, ZO-1, ZO-2, Tricellulin의 

mRNA 발현 변화를 qRT-PCR을 통해 분석하였다. HaCaT 

세포에 WEHS를 0.25 mg/ml의 농도로 36시간 동안 처리하여 

밀착 연접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량을 확인한 결과 WEHS의 

처리는 Claudin 1, Claudin 6, Claudin 8, JAM-A의 발현량

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Claudin 1의 mRNA 발현량은 4.49배 

이상의 현저한 발현량이 증가했다. 이러한 Claudin 1 발현에 

대한 WEHS의 영향은 36시간 처리로 7.59배까지 증가하는 등 

시간 의존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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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Water Extracts of Hibiscus sabdariffa L.(WEHS) on expression level of tight-junction related genes. (A) HaCaT cells were 
treated with 0.25 mg/ml concentration of WEHS for 36 h. Relative mRNA expression level of tight-junction related genes were measured 
by qRT-PCR. Mean ± S.E.M, **p < 0.01 (two-sided t-test, versus control). (B) HaCaT cells were treated with 0.25 mg/ml concentration 
of WEHS for indicated time points and then Claudin 1 mRNA expression level was measured by qRT-PCR. Mean ± S.E.M, **p < 0.01 
(two-sided t-test, versus control). (C) HaCaT cells was treated with 0.25 mg/ml concentration of WEHS for indicated time points and then 
protein expression level of Claudin 1 was measured by immunoblot analysis using anti-Claudin 1 antibody. GAPDH serves as a loading 
control. Quantification was performed using the ImageJ quantification tool.

4. WEHS 처리에 의한 Claudin 1 단백질 발현 

및 세포 내 이동에 미치는 영향

WEHS 처리에 의한 Claudin 1 mRNA 발현에 대한 영향

을 단백질 수준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anti-Claudin 1 항체를 

이용한 면역 블롯을 수행하였다. HaCaT 세포에 WEHS를 

0.25 mg/ml의 농도로 24시간과 36시간 처리 후 단백질 발

현량을 비교했을 때, 시간 의존적으로 Claudin 1의 단백질 발

현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HaCaT 세포에서 세포 연

접 유전자 Claudin 1의 mRNA와 단백질 발현에 있어서 

WEHS의 효능을 HaCaT 세포에서 Claudin 1의 밀착 연접 

강도 및 밀착 연접 위치를 이미지로 확인하였다. HaCaT 세포

에 WEHS를 0.25 mg/ml의 농도로 각각 24시간과 36시간 

동안 처리하여 면역 형광 분석을 통해 관찰한 결과, 시간에 

따른 Claudin 1 단백질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세포-세포 

간 밀착 연접 부위로의 이동이 관찰되었으며 밀착 연접의 강

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Ⅳ. 고   찰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는 체내의 대사과정에

서 발생하는 산소 화합물로서, 세포 내 항상성을 유지하거나 

세포 신호전달 역할을 한다. 하지만 과도한 활성산소 농도는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 

복합체인 밀착 연접을 훼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산화적 

스트레스의 축적은 암 또는 피부 노화를 일으키는 등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24-25). 활성산소 제거 능을 가지는 항산화 물

질을 쥐에게 주입하여 radical에 의한 세포의 밀착 연접 손상이 

감소하였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항산화 물질이 밀착 연접을 

강화하여 피부 노화를 예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6). 따라서 

활성산소 제거 능을 가진 항산화 물질을 이용한 피부 노화 억

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본 연구를 통한 히비

스커스 추출물의 우수한 항산화 능력의 확인은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의 응용성이 매우 클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Representative images of Claudin-1 immunofluorescence 
microscopy in HaCaT cells. HaCaT cells were treated with 0.25 
mg/ml concentration of Water Extracts of Hibiscus sabdariffa L. 
(WEHS) for indicated time points, and then stained with anti-Claudin 
1 antibody (green), anti-Tubulin antibody (red), and DAPI for nuclei 
(blue). Scale bars indicate 2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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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밀착 연접은 단백질 

접합 복합체로써 피부가 외부 환경으로부터 물리화학적 자극

으로부터 받는 손상을 보호하며 상피조직에서 수분 및 전해질

의 이동을 조절하는 등 세포 내 신호전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27). 밀착 연접 단백질에는 Claudin family, Occludin, 

Tricellulin, ZO-1, ZO-2 등이 존재한다. Claudin 1의 발현

량에 의해 쥐의 피부염이 완화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통해 

Claudin family이 밀착 연접 단백질 중에서도 피부 장벽 강

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28). 

中華本草에 따르면 玫瑰茄는 福建藥物志에 처음 收載 되었

으며, 임상에서 斂肺止咳, 降血壓, 解酒의 효능이 있어 肺虛

咳嗽, 高血壓, 醉酒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29). 

한의학에서는 폐가 피부와 털을 주관(폐주피모(肺主皮毛))한

다고 봤다. 폐가 폐포에서 가스교환을 하면서 온도와 수분을 

조절하듯이 피부도 피부호흡을 통해 땀샘으로 수분 조절을 하

는데 이 과정에서 폐가 약해지면 열이 차고 피부에 이상이 생

기며, 모낭의 세포가 잘 활동할 수 없어 모발이 가늘어지거나 

작은 자극에도 쉽게 빠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히비스커스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평가

하고, 인간 각질 형성 세포인 HaCaT에 히비스커스 추출물을 

처리하여 피부 장벽 강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ABTS 

와 DPPH assay를 통해 히비스커스 추출물의 항산화 능력을 

확인하였고, 이는 기존에 나와 있던 플라보노이드와 안토시아닌 

등과 같은 항산화 물질이 활성산소 제거를 통해 피부 노화에 

관여한다는 기존에 알려진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히비스커스 추출물이 직접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밀착 연접 강

화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히비스커스 추출물이 세포 밀착 연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밀착 연접 단백질의 mRNA 발현량과 단백질 발현

량을 확인하였다. 밀착 연접 관련 유전자 중에서 Claudin 1의 

mRNA 발현량 및 단백질 발현량이 시간 의존적으로 증가하

였고, 이는 Claudin 1이 인간 각질 세포인 HaCaT의 피부 장벽 

강화를 촉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Claudin 1 단백질의 양적 증가 및 세포-세포 간 밀착 연접의 

강화를 면역 형광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24시간과 36시간 

처리한 히비스커스 추출물에서 시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Claudin 1의 밀착 연접 강화를 확인하였다. 이는 히비스커스 

추출물이 HaCaT 세포에서 Claudin 1의 발현을 촉진하고, 결

과적으로 피부 장벽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히비스커스 추출물의 주요 성분으로 Chlorogenic acid, 

Quercetin, Gossypetin 등이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는 히비

스커스에 의한 피부 장벽 강화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어

떠한 물질이 유효성을 나타내는지 알려지지 않았으나 단일 물

질인 Chlorogenic acid, Kaempferol, Quercetin이 피부 각질 

세포인 HaCaT에 처리하였을 때, 밀착 연접 단백질인 

Claudin 1의 단백질 발현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30) 보아 위의 

성분들이 Claudin 1의 발현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물질로 판단

되나 추후 히비스커스 추출물의 성분분석을 통해 항산화 효능 

및 피부 장벽 강화 능력을 보이는 단일 물질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히비스커스 추출물의 효능이 어떠한 단일 물질에 관한 

것인지 밝혀진다면 피부 장벽 및 피부 보습을 강화하는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히비스커스 열수 추출물 WEHS이 항산화 효능 

및 인간 유래 각질 세포의 밀착 연접 관련 유전자의 발현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1. ABTS와 DPPH assay를 통해 WEHS은 매우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 WEHS은 밀착 연접 관련 유전자 중 피부 장벽 유지에 

핵심적인 기능을 갖는 Claudin 1 유전자의 mRNA 및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켰다.

3. WEHS에 의해 증가한 Claudin 1 단백질을 면역 형광 

현미경 분석으로 확인한 결과 인간 유래 각질 세포의 세포

-세포 간 밀착 연접 부위로의 강한 이동을 확인하였다.

히비스커스 추출물은 매우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밀착 연접 Claudin 1 유전자의 mRNA 발

현과 시간 의존적인 단백질 발현의 증가 유도함으로써 피부 

장벽 및 피부 보습 강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

었다. 현재까지 히비스커스 추출물의 어떠한 유효성분이 피부 

장벽 강화를 유도하는지 밝혀지지 않았으나, 추후 추가적 성분 

및 생화학적 분석을 통해 약리 효능을 나타내는 유효 물질을 

규명할 계획이다. 히비스커스 추출물이 갖는 우수한 항산화 

활성 및 인간 각질 세포 밀착 연접 유전자의 발현 촉진 효능은 

피부 보습 및 아토피 등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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