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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natural plant-based industry has been expanded,

the use of oriental medicinal plants as cosmeceutical material

received a lot of attentions in the cosmetic industry. Among

various medicinal plants, Potentilla chinensis have drawn interests

for its biological effects. Although several attempts were tried to

study its biological effect as medicinal plant, only limited results

were reported to evaluate its biological effect as cosmeceutical

material.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possibility of root extract

from Potentilla chinensis as a cosmeceutical material because the

root part has been reported to have several kinds of health

promoting effects. After extraction of roots, biological evaluation

including anti-inflammation, anti-wrinkle, whitening effect and

moisturizing effect was performed. As a result, the root extract

showed remarkable biological activities through stimulating

synthesis of elastin and aquaporin-3, and inhibiting melanin

synthesis, cyclooxygenase-2 expression and expression of

metallopeptidase-1. 

Keywords  anti-inflammation · anti-wrinkle · moisturizing effect

· root of potentilla chinensis · whitening effect

서 론

최근 자연친화적인 천연식물을 활용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

로 건강을 지키려는 경향이 증가하는 추세로 화장품 시장에서

도 화학성분에 기초한 기존 화장품과 달리 국내의 자연친화적

인 원료를 사용한 한방 화장품이 큰 영향력을 보이며 이를 이

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a 등, 2013).

다양한 약재식물 중 장미과에 속하는 딱지꽃(Potentilla

chinensis)은 산야의 양지에 자라는 다년초로 위릉채로도 알려져

있다(Mesicek과 Sojak, 1993). 노란 꽃이 피며 높이가 30~60

cm로 자라며 근육통, 지혈, 해독, 해열 등에 효능을 가진다. 딱

지꽃의 전초와 뿌리는 다량의 flavonoid를 함유하고 saponin,

kaempferol, cyanidin, catechin 등이 포함되어 있다(Shen 등,

2006; Wang 등, 2006; Xue와 Yang, 2008). 또한 딱지꽃에 들

어있는 polyphenol 물질들은 티푸스막대균, 적리막대균, 포도알

균에 대한 살균작용이 있고 항염증작용, 모세혈관 강화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딱지꽃 전초는 지혈제, 진통진정제, 염

증약으로 쓰이고 있다(Jung 등, 2012; Wei 등, 2013; Lin 등
2014).

그러나 다양한 효과가 알려져 있는 반면 이를 이용한 식품이

나 화장품 등의 산업적 응용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특

히, 딱지꽃의 뿌리 부분은 다른 부위에 비해 더 많은 약리 활

성 효과를 보이지만 이를 활용한 사례는 거의 없다(Lee 등,

2003). 또한, 다른 부위의 추출물의 유효성분이 연구가 된 반면

뿌리 추출물의 유효성분 분석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Tomczyk

와 Latte,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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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딱지꽃의 뿌리를 methanol로 추출한

추출액을 이용하여 일반적으로 화장품 소재로서 필요한 활성들

을 테스트 하였다. 구체적으로, 항염증, 미백효과, 주름개선 그

리고 보습 효과를 피부세포에서 테스트함에 따라 화장품소재로

써의 딱지꽃 뿌리 추출물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딱지꽃은 장미과 식물로써 본 실험에 사용된 딱지꽃

은 정선 배서영농조합과 진주 영농조합법인 이노플랜트 두 곳

에서 수급하여 사용하였다. 수급 된 딱지꽃은 건조시킨 후 메

탄올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추출물은 냉장보관 하였다.

시약 및 기기. 딱지꽃 뿌리 추출물의 독성 평가를 위한 3-[4,5-

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및

dimethylsulfoxide (DMSO)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또한 MTT assay 수행 시 UV Spectro-

photometer (Thermo,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540 nm

에서 흡광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딱지꽃 뿌리 추출물을 피부세

포에 처리 후 특정 단백질의 양을 확인 하기 위해 real time

PCR kit을 수행하였다. 이를 수행할 시 Rotor Gene Q Real-

time PCR machine (QIAGEN, Valencia, CA, USA)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SuperPrepTM Cell Lysis & RT Kit for qPCR

(Toyobo, Kita-ku, Osaka, Japan, TOSCQ-101)를 이용하여 세

포의 RNA를 추출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피부세포로는 HaCaT

(Keratinocyte), CCD986sk  (Fibroblast), B16F10 (melanoma cell)

를 한국세포주은행에서 분양하여 사용하였다.

딱지꽃 뿌리 추출 방법. 추출을 위하여 딱지꽃 뿌리를 60oC에

서 2일 동안 건조하였고, 메탄올(2 L)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 시 농도는 2 g/L로 추출한 후, 여과하여 그 액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독성 실험. 딱지꽃 뿌리 추출물의 독성을 평가 하기 위해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HaCaT cell을 24 well plate에 1×105

개의 세포를 분주하여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Fetal bovine

serum (FBS)를 포함하지 않는 배지로 교체하고 24시간 동안

starvation하고,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그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고 배지를 제거한 뒤 5 mg/mL 농도의 MTT 시약을 각

40 µL씩 처리 후 4시간 동안 추가 배양하였다. 4시간 뒤 배지

를 제거하고, DMSO를 1 mL 씩 넣고 10분간 흔들어 준 다음

200 µL씩 96 well에 취하여 UV Spectrophotometer로 54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배양. 각각의 피부 세포주를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10% FBS,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Grand Island, NY, USA)의 배지에서 37oC, 5% CO2의 조건으

로 배양하였다. 독성 실험, 염증 실험 그리고 보습효과 실험에

는 HaCaT 세포를 사용하였고 주름개선 효과에는 CCD986sk 세

포주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미백 효과실험에는 B16F10 세포주

가 사용되었다. 위에 사용된 모든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에서

분양 받아서 사용하였다.

Real time PCR 분석. 세포를 96 well plate에서 배양하고

FBS를 포함하지 않는 DMEM 배지로 교환하고 시료를 처리하

여 24시간 동안 추가 배양하였다. 배양 후 SuperPrepTM Cell

Lysis & RT Kit를 이용하여 RNA를 추출하고 cDNA를 합성하

였다. 합성된 cDNA를 template로 하여 ThunderbirdTM SYBR

qPCR Mix (Toyobo, TOQPS-201)를 사용하여 매뉴얼에 따라

Rotor Gene Q Real-time PCR machine으로 real time PCR을

수행하였다. Primer는 QuantiTect® Primer Assays (Cat no.

QT00040586, QT01005725, QT00014581, QT00212996, QT01192646)

(QIAGEN, Valencia, California, USA)를 사용하였다.

Melanin 정량 실험. B16F10 cell을 6 well에 5×104 cells/well

이 되도록 분주하여 24시간 뒤, 각각의 well에 딱지꽃 추출물

을 농도별로(1, 2.5, 5%) 처리하고 positive control로 kojic

acid (16 µM)를 48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처리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로 2회 세척한 후 12,000 rpm, 4oC, 30분간 원심

분리하여 세포 침전물을 만들었다. 10% DMSO가 첨가된 1 N

NaOH 용액을 150 µL 첨가하고 60oC에서 1시간 용해하였으며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실험군의 멜라닌 양은 대조군

의 멜라닌 양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결과 및 고찰

딱지꽃 뿌리 추출물의 독성평가. 딱지꽃 뿌리 추출물을 피부세

포에 처리하여 여러가지 활성을 확인하기 전에 세포독성에 대

한 평가를 먼저 실행하였다. MTT assay를 통해서 추출물을 1,

2.5, 5, 10, 20%로 HaCaT 세포에 각각 처리함에 따라 보이는

독성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10% 이상의 추출물 농도부터 약

한 독성(80% of cell viability)이 확인됨에 따라 그 이하의 농

도에서만 나머지 활성테스트를 수행하였다(Fig. 1).

딱지꽃 뿌리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딱지꽃 뿌리 추추물의 항

염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염증반응의 대표적인 단백질인

cyclooxygenase-2 (COX-2)의 발현양을 real time PCR을 통하

여 확인하였다. HaCaT 세포에 UV를 조사함에 따라 염증반응

을 유도하여 COX-2 발현이 증가 할 때, 딱지꽃 뿌리 추추물의

처리 여부에 따라 HaCaT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추

출물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COX-2 발현양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5% 이상의 추출물 농도 처리시 대조군

과 비교하여 약 30% 정도 COX-2 발현양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이는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10 µM 농도

의 dexamethasone (dex)이 COX-2의 발현양을 저해하는 수준과

비슷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Cytotoxicity of Potentilla chinensis roots extract on HaCaT cell.
Data correspond to the mean ± standard deviation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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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꽃 뿌리 추출물의 주름개선 효과. 딱지꽃 뿌리 추출물의 주

름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피부세포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합

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은 피부를 구성하는 주된 요소로 이들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주름형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따

라서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량이 증가하거나 유지가 되면 주

름개선에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콜라겐 합성

양을 조절하는 단백질인 Procollagen C-endopeptidase enhancer

(PCOLCE)의 발현양과 엘라스틴 발현양을 real time PCR을 통

해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콜라겐 합성양을 판단하는

실험이 여러 문헌에서 시도된 적이 있다(Cho 등, 2008; Atsushi

등, 2013). 또한, 콜라겐 분해에 중요한 Matrix Metallopeptidase-1

(MMP-1)의 발현양을 확인함으로써 추출물이 콜라겐 분해억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딱지꽃 뿌리 추출물을

CCD986sk 세포에 처리시 콜라겐 형성에 작용하는 PCOLCE 발

현양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콜라겐 분해에 관여하는 MMP-1

의 발현량이 대조군과 비교 시 2.5% 이상 농도에서 40%정도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Fig. 3A, B). 이는 콜라겐 분해효소의

발현양이 억제됨에 따라 콜라겐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추출물 1% 이상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약

3배정도의 엘라스틴 발현양이 증가됨을 확인되었다(Fig. 3C). 따

라서 MMP-1 발현양을 억제시키고 엘라스틴 발현양을 증가시

킴에 따라 딱지꽃 뿌리 추출물의 주름개선 효과에 대한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딱지꽃 뿌리 추출물의 보습 효과. 딱지꽃 뿌리 추출물의 보습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피부세포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water

channel인 aquaporin-3 (AQP-3)의 발현양을 확인하였다. AQP-3

의 발현양이 증가함에 따라 수분의 공급이 원활해져 피부의 보

습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추출물을 HaCaT 세포에 처리한 후

real time PCR로 AQP-3 발현양을 확인하였다(Verkman과

Mitra 등, 2000; Sougrat 등, 2002). 실험 결과 1% 농도의 추

출물을 처리한 것이 대조군에 비해 AQP-3 발현양을 1.5배 정

도 증가시켰고 5% 농도에서는 발현양을 2배까지 증가시키는 효

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Fig. 2 Expression level of COX-2 after treatment of Potentilla chinensis
roots extract (UV X: Untreatment of UV, UV O : treatment of UV, Dex :
dexamethasone). All of extract treated panel was exposed by UV before
treatment of extract. **p <0.001, as compared to the untreated group
(control)

Fig. 3 (A) Expression level of PCOLCE after treatment of Potentilla
chinensis roots extract (B) Expression level of MMP-1 after treatment of
Potentilla chinensis roots extract (C) Amount of elastin after treatment of
Potentilla chinensis roots extract. **p <0.001, *p <0.05 as compared to
the untreated group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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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지꽃 뿌리 추출물의 미백 효과. 딱지꽃 뿌리 추출물의 미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melanin 합성에 중요한 단백질의 발현양

을 확인하였다. Melanin은 피부의 색소 물질로 자외선 같은 자

극에 피부세포가 노출 되었을 때 tyrosinase 같은 효소 등에 의

해 melanin이 형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melanin의 형성

이 억제되면 미백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Hill 등, 1997;

Ando 등, 2007). 본 실험에서는 B16F10세포에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를 처리하여 melanin 색소 생성

을 유도한 뒤, 딱지꽃 뿌리 추출물을 처리함에 따라 변화하는

melanin 양을 정량하였다. 그 결과 5% 농도의 딱지꽃 뿌리 추

출물을 처리했을 경우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16 µM 농도의

kojic aicd 보다 10% 더 낮은 양의 melanin이 검출되었다. 즉,

대조군과 비교시 약 60%의 melanin양만이 검출됨에 따라 미백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5).

요약하면, 그 동안 좋은 활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적응용이 거

의 되지 않았던 딱지꽃 뿌리 추출물을 피부세포에 처리함에 따

라 화장품 소재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딱지꽃 뿌리 추출

물 처리시 30% 정도 COX-2 발현양을 조절함에 따라 염증억

제효과를 확인하였고,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MMP-1의 발

현을 40% 정도 저해하고 엘라스틴 발현양을 3배 정도 증가시

킴으로써 주름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보습에 주요한 막

단백질인 AQP-3 발현양을 2배 증가시킴으로써 보습효과를 확

인하였고 melanin 양을 40% 정도 감소시킴에 따라 미백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딱지꽃 뿌리 추출물이 항염증, 주름개선, 보

습 그리고 미백 효과를 보임에 따라 화장품 소재로써의 가능성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 록

천연물을 이용한 산업이 증가됨에 따라 전통약재식물들의 화장

품소재로 사용하려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약재식물

중 딱지꽃(Potentilla chinensis) 역시도 다양한 약리 활성이 알

려짐에 따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약리활성을

지닌 반면 딱지꽃(Potentilla chinensis) 을 이용한 산업적 응용

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소재로서

의 딱지꽃 뿌리 추출물에 관현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이유는

딱지꽃의 뿌리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더 많은 약리활성을 지녔

다는 보고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딱지꽃 뿌리 추출물을 얻어낸

뒤 항염증, 주름개선, 보습 그리고 미백 효과를 확인함에 따라

딱지꽃 뿌리 추출물을 화장품 소재로 응용가능한지 확인하였

다. 그 결과 elastin과 aquaporin-3 증가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

고, cyclooxygenase-2, metallopeptidase-1 그리고 melanin 합성

억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Keywords 딱지꽃 뿌리 추출물 ·미백 ·보습 ·주름개선 ·항염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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