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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잎국화 추출물의 피부세포 생리활성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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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investigation was to obtain vitamin, mineral, flavonoid, and polyphenol profiles of Rudbeckia 
laciniata (RL), and to examine the effects of extract of RL (RLE) on various physiological activities of HaCaT keratinocyte 
for the utilization of RL as natural raw materials to develop functional food. To accomplish this purpose, we checked the 
contents of the general nutrients of RL. The contents of vitamin A, vitamin B1 and vitamin B2 were 7.49 μg/g, 51.96 μg/g, 
and 132 μg/g respectively, while vitamin C and vitamin D3 were not detected. The contents of mineral such as Ca, K and 
Fe were 2.01 mg/g, 6.06 mg/g and 0.03 mg/g respectively. Total flavonoid contents of RLE were 0.25 mg/g, and total 
polyphenol were estimated as 1.43 mg/g. Because RL contains high levels of vitamin A which is associated with skin aging,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RLE on physiological function of keratinocytes with respect to skin aging. We found that 
RL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growth rate of HaCaT cells and reduced ultraviolet radiation B (UVB)-induced cellular 
toxicity. Also, the extract of Rudbeckia laciniata attenuated the UVB-induced reactive oxygen species (ROS) generat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HaCaT cells. In addition, treatment with the extract dose-dependently increased migration 
activity of HaCaT cells. Thus, these findings indicated that RLE could regulate the physiological activity of keratinocytes, 
and may be used to develop functi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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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삼잎국화(Rudbeckia laciniata)는 국화과의 다년생 초본으

로서,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이고, 주로 범람원이나 습지에서 

발견된다. 한국, 일본, 중국의 산간지역에서는 약재로 사용되

고 있고, 초봄에 나는 어린 순은 식용으로 이용되고 있다(Lee, 
1998). 이러한 삼잎국화에 대한 연구는 국제적으로 오존과 관

련된 환경오염의 표지식물로서 연구가 진행되어왔고(Szantoi, 
2009), 국내에서는 약리효과에 대한 연구로서 항암효능에 대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An 2012; Lee 등 2013). 최근 

삼잎국화에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플라보놀 글리코시드(flavonol 

glycoside)와 퀸산 유도체(quinic acid derivative)가 국내 연구

진들 의해 확인되어(Lee 등 2014), 삼잎국화의 산업적 이용을 

위한 연구는 더욱 높아지리라 사료된다. 
인체 피부는 크게 표피, 진피, 피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중에서 각질형성 피부세포(keratinocytes)는 진피에서 

성장하여 표피로 이동 후 분화하여(Fusenig 1998), 외부환경

으로부터 신체 내부를 보호하거나 보습, 체온 조절, 선천면역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Yaar & Gilchrest 2001). 하지만 

자외선을 비롯한 외부 자극에 의해 산화스트레스가 발생하

게 되면 피부 노화를 진행시키게 된다(Burke 2010). 특히 진

피층까지 침투한 자외선은 세포조직에 활성산소종을 생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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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피부환경의 생리적 항상성을 무너뜨리게 된다(Emanuele 
등 2014). 이러한 이유로 인해 의료, 화장품, 식품 시장에서 

항산화제들의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활성산소종(reacitve oxygen species, ROS)은 강력한 산화작

용을 통하여 세포에 연쇄적인 비가역적 손상을 일으킨다

(Halliwill 1996). 특히, 인체 내에서 생성되는 ROS의 발생이 세

포 내 항산화 능력을 초과하는 경우,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에 의해 노화, 세포의 돌연변이, 뇌질환, 심장질환, 동맥

경화 등의 여러 질환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tadman 
& Berlett 1998).

본 연구에서는 삼잎국화의 성분분석 및 피부세포의 생리

활성에서 삼잎국화의 효과들을 조사하여 기능성 식품의 원

재료 개발을 위한 기초 실험들을 진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삼잎국화는 농업회사 법인 번영 유한회사

(홍천, 강원도, 대한민국)로부터 공급받았고, 사용된 삼잎국

화는 4~5월의 어린순이 달려있는 식용이 가능한 잎과 줄기만

을 열수추출하여 사용하였다. 

2. 삼잎국화 열수추출
삼잎국화 100 g을 1 L에 약탕기(대웅, 한국)로 3시간 가열 

추출한 다음 여과한 후, 동결 건조하여 17.4 g의 건조 분말을 

얻었으며, 실험을 위하여 4℃에 보관하였다. 실험 시에는 증

류수에 녹여 stock solution(100 mg/mL)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stock solution은 －20℃에 보관하면서 분석방법에 적합하도

록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3. 삼잎국화 성분 분석
삼잎국화의 비타민, 미네탈,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함량

을 분석하여 Table 3에 제시하였다. 비타민 A, C, D3 함량은 

시료 1 g을 식품공전의 미량 영양성분 시험법(Food code, 2003)에 
따라 처리하여, 이 중 20 μL를 취하였으며, 분석은 HPLC(Agilent 
1200, Agilent, USA)를 사용하여 Table 1의 조건으로 시행하

였다. 비타민 B1, B2 함량 분석을 위해 시료 5 g을 75 mM 
Ammonium formate 40 mL에 넣고, 10 min 동안 sonication한 

후 1 h 동안 shaking하여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3,000 rpm, 15 
min으로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0.2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였다. 여과액을 이동상(A, 5 mM Ammonium formate/DW 
: B, 5 mM Ammonium formate/MeOH = 9:1)을 이용하여 적당 

비율로 희석한 후,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분석은 HPLC(Agilent 
1200, Agilent, USA)와 Mass Spectrometry(API4000, AB Sciex, 

USA)를 사용하여 Table 2의 조건으로 시행하였다(Helio, 2008). 
미네랄 성분(Ca, K, Fe) 함량은 식품공전의 미네랄 성분 분석

법(KFDA 2005)에 따라 수행하였다. 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

방출분광기(ICP-AES, PerkinElmer, Optima 8300, USA)를 사

용하였으며, 분석조건은 Nebulizer gas flow : 0.55, Auxiliary 
gas flow : 0.2, Plasma gas flow 8.0, ICP RF power : 1,450, 
View dist : 15.0, Pump parameters : 1.50, Wavelength : 317.933 
(Ca, Axial), 766.490(K, Axial), 238.204 (Fe, Radial)으로 분석

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Slinkard 등(1977)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추출물 200 μL, 증류수 1.8 mL, Folin- 
Ciocalteu’s phenol regent 200 μL를 혼합하여 5 min 동안 반응

시키고, 이어서 7% Na2CO3 2 mL 증류수 0.8 mL를 첨가, 혼합

한 다음, 실온에서 90 min 동안 반응시킨 후 750 nm에서 OD
를 측정하였다. 검량선은 gallic acid(Sigma, St Louis, MO, 
USA)를 증류수에 용해시켜 위와 같은 방법으로 OD를 측정

하여 작성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Moreno 등(2000)
의 방법에 따라 시료용액 0.5 mL를 시험관에 취하고, 여기에 

diethylene glycol(Junsei Chemicals, Tokyo, Japan) 5 mL를 가하

여 잘 혼합한 후 1 N NaOH 0.5 mL를 가하여 다시 잘 혼합하

고, 37℃수조에서 1 h 동안 방치한 후 420 nm에서 OD를 측

정하였다. 정량을 위한 검량선은 quercetin(Sigma, St Louis, 
MO, USA)을 사용하였다.

4. 세포 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HaCaT 세포는 Addexobio(SanDiego, Califonia, 

USA)로부터 분양 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각질형성 피부세

포주인 HaCaT 세포주를 10% FBS(GibcoBRL, Braunscheig, 
Germany)와 1% penicillin/streptomycine(GibcoBRL)을 첨가한 

DMEM(GibcoBRL) 배지를 사용하여 5% CO2, 37℃세포 배양

기에서 배양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5. 세포 독성 실험
HaCaT 세포의 생존률은 MTT(Sigma, St Louis, MO, USA)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세포들을 DMEM 배지에서 5×104 cells/ 
well의 밀도로 현탁하여 0~0.5 mg/mL의 농도로 삼잎국화 추

출물을 처리하였다. 24시간 배양 후 5 mg/mL의 농도로 MTT 
용액을 첨가하고 다시 30분 동안 배양하였다. MTT-formazan 생성

물은 DMSO 200 μL/well을 첨가함으로써 용해시킨 후, spectro-
photometer(Molecular devices, CA,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 

540 nm에서 측정하였다.

6. UVB 조사
HaCaT 세포를 2×105으로 6-well plate에 배양한 후, DMEM 

배지를 PBS로 바꿔준 뒤, UVB를 다양한 선량(25, 50, 7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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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PLC conditions for vitamin A, C and D3

Items Condition Vitamin

Column
Nover Pak Silica, 3.9×150 mm Peakman 
sp. AQ-C18, 4.6×250 mm×5 μm μ- 
Bondapak C18, 7.8×300 mm 

Vitamin A
Vitamin C
Vitamin D3

Mobile 
phase 

IPA (970 : 30)
0.05 M KH2PO4 : acetonitrile (990 : 10)
0.4% IPA in hexane

Vitamin A
Vitamin C
Vitamin D3

Flow 
rate

1 mL/min
0.9 mL/min
1.0 mL/min

Vitamin A
Vitamin C
Vitamin D3

Column 
temperature

35℃
25℃
35℃

Vitamin A
Vitamin C
Vitamin D3

Injection 
volume

20 μL
10 μL
200 μL

Vitamin A
Vitamin C
Vitamin D3

Detector
UV 450 nm
UV 280 nm
UV 254 nm

Vitamin A
Vitamin C
Vitamin D3

200 mJ/cm2)으로 조사하였다. UVB lamp는 UVB-18 lamp(ULTRA* 
LUM. Inc., Claremont, CA, USA)를 사용하였고, UV 선량은 

UVA/UVB lightmeter 850009(Sper scientific, Scottsdale, AZ, 
USA)로 측정하였다. 삼잎국화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삼
잎국화 추출물을 농도별(0~100 μg/mL)로 24시간 동안 전처

리하고, UVB 50 mJ/cm2을 조사하였다. UVB 조사 4 h 후, 
CM-H2DCFDA(Invitrogen, Camarillo, CA, USA)를 이용하여 ROS
의 생성을 측정하였다.

7. DPPH radical 소거 활성
삼잎국화 추출물을 농도별(0, 25, 50, 100, 200, 300, 500 μg/ 

mL)로 희석하여 80% 메탄올로 용해시킨 0.2 mM DPPH(Sigma, 
St Louis, MO, USA)는 용액과 혼합한 후, ELISA microplate 
reader(BioRad Laboratories Inc., California, USA)를 사용하여 

515 nm에서 흡광도의 감소를 5분 간격으로 30분간 측정한 결

과값을 통해 SC50(50% scavenging concentration)을 구하였다. 
대조군으로는 ascorbic acid(Sigma, St Louis, MO, USA)를 사

용하였다. 

8. ROS 생성 실험
세포 내 활성 산소의 생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형광시약으

로 CM-H2DCFDA를 이용하였다. HaCaT 세포에 삼잎국화 추

출물을 농도별(0~100 μg/mL)로 24시간 동안 전처리한 후, 
UVB 50mJ/cm2를 조사하였다. 4 h 후, 10 μM CM-H2DCFDA
를 처리하여 37℃에서 30분 동안 빛이 없는 조건에서 배양하

Table 2. LC-MS conditions for vitamin B1 and B2

Items Condition
Column US-C18, 2.0×150 mm×5 μm

Mobile phase 
IPA (970 : 30)
0.05 M KH2PO4 : acetonitrile (990 : 10)
0.4% IPA in hexane

Flow rate A - 5 mM ammonium formate/DW
B - 5 mM ammonium formate/MeOH

Column temperature 35℃

Injection volume 5 μL

MRM B1 (Thiamine) 265.1→ 122.1
B2 (Riboflavin) 377.1→ 243.3

Parameter

Curtain gas 20
Temperature 450℃
Ionspray voltage 5,500 V
Nebulizer gas 50
Heater gas 50
Collision gas 5
Declustering potential 66 V

였다. 1% Trypsin-EDTA 용액을 처리하여 세포를 수확하고, 다
시 PBS로 세척하여 flow cytometer (FACSAria, BD Biosciences, 
USA)를 이용하여 형광을 측정하였다.

9. HaCaT 세포의 이동능 조사
세포이동능 조사를 위해 IBIDI cell culture inserts(Integrated 

BioDiagnostics, GmbH, Munich, Germany)를 사용하여 scratch 
assay를 수행하였다(Kim 등 2011). 6-well plate에 IBIDI cell 
culture inserts를 넣고, 각각의 chamber에서 HaCaT 세포(4×104)
를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조심스럽게 culture inserts를 벗

겨내어 모든 샘플이 동일한 넓이의 wound를 갖도록 한 후, 
삼잎국화 추출물을 농도별(0~100 μg/mL)로 처리하였다. 세포

이동능을 정량하기 위해, 추출물 처리 후, 0 h 과 16 h의 세포 

사진을 Olympus inverted microscope를 이용하여 획득하였고, 
각 샘플의 세포이동능은 ImageJ software(http://rsb.info.nih.gov/ 
ij/)를 이용하여 이동된 거리의 양을 %로 정량하였다. 

10.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mean±SD)로 나타내었으며, 각 평균값에 대한 검증은 SAS® 
version 9.11(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삼잎국화의 성분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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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vitamins, minerals, total flavonoid, and 
total polyphenol of leaf and stem from RL 

Contents Unit Result 
Content of 

chrysanthemum 
leaves*

Vitamin A μg/100 g 749.66  94.00
Vitamin B1 mg/100 g   5.196 Not supported
Vitamin B2 mg/100 g  13.200 Not supported

Vitamin C mg/100 g Not detected   1.40
Vitamin D3 μg/100 g Not detected   0.00
Ca mg/100 g 201.55 117.00
K mg/100 g 606.35 567.00
Fe mg/100 g   3.65   2.30
Total flavonoid mg/100 g  25.40 Not supported

Total polyphenol mg/100 g GE 143.17 Not supported
*, Data are from food and nutrient data system of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http://www.foodnara.go.kr)

삼잎국화의 비타민, 미네랄, 플라보노이드, 그리고 폴리페

놀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

처의 식품영양성분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일반 국화 잎

(Chrysanthemum leaves)의 성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전체

적으로 비슷한 함량을 나타내었다. 칼슘과 칼륨의 함량은 비

교적 높은 반면, 비타민 C와 비타민 D의 함량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

생식물이나 생약자원들의 결과들과 비슷한 함량을 나타내었

다(Kim 등 2012). 
주목할만한 점은 비타민 A의 함량(749.66 μg/100 g)이 매

우 높게 나타난 점이다.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노화에 따른 

피부개선에 있어서 비타민 A가 피부주름 개선 및 피부세포

성장 효과들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Kafi 등 2007; Rossetti 
등 2011).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화장품 업계에서 비타민 

A의 한 종류인 레티놀을 주원료로 한 anti-aging 화장품들을 

출시하고 있다(Katsnelson 2015). 결국, 삼잎국화 추출물은 높

은 함량의 비타민 A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환경 개선

을 위한 기능성 화장품 및 식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원

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UVB 조사에따른피부세포독성에서삼잎국화추출물
의 효과

삼잎국화 추출물의 세포실험 적정 농도를 알아보기 위하

여, 사람 각질형성 피부세포인 HaCaT 세포에 삼잎국화 추출

물을 0~500 μg/mL의 농도로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Fig. 
1A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0, 50, 100 μg/mL의 농도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높은 세포성장률이 나타났고, 250, 500 μg/mL

Fig. 1. Effects of RLE on the viability of HaCaT keratino-
cytes. (A) Cells were treated with RLE as the indicated 
dose for 24 h and cell viabilities were determined as described 
in the materials and methods. (B) Cells were irradiated 
with UVB as the indicated dose. (C) 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RLE (50 μg/mL) for 24 h and then irradiated 
with or without UVB (50 mJ/cm2). The graphs represent 
the averaged, normalized cell viability values; the value in 
untreated- and/or unirradiated-HaCaT cells is taken as 100%. 
Values are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S.D. *P<0.05, 
**P<0.01

의 농도에서는 세포독성이 나타났다. 결국, 다음으로 진행되

는 다양한 실험들에서 삼잎국화 추출물은 가장 높은 세포성

장률을 나타낸 50 μg/mL의 농도로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UVB 선량에 따른 HaCaT 세포의 세포독성을 조

사하였다. HaCaT 세포에 UVB를 0~200 mJ/cm2로 조사한 후, 
세포 독성 실험을 실시한 결과, UVB 조사량이 증가할수록 

HaCaT 세포의 생존률이 유의 있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B). UVB를 조사하지 않은 그룹의 생존률 100%
에 비해 50 mJ/cm2 조사 시 44.65%로 나타나, 다음 실험을 진

행하기 위한 UVB 조사량으로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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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VB 조사 시 나타나는 세포독성에 있어서, 삼잎국화 추출

물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HaCaT 세포에 삼잎국화 추출

물을 50 μg/mL로 24 h 동안 전처리한 후, UVB를 50 mJ/cm2로 

조사한 다음, 세포 생존률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UVB에 의

해 감소되는 생존률이 삼잎국화 추출물을 전처리한 경우에

서는 대조군 수준의 생존률을 보였다(Fig. 1C).  

3. 삼잎국화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
삼잎국화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대조구인 비타민 C(ascorbic acid)는 

4.28 μg/mL의 적은 농도에서 SC50이 결정되었고, 삼잎국화 추

출물은 197 μg/mL로 나타났다. Table 1의 성분 분석 결과, 비
타민 C가 검출되지 않은 삼잎국화 추출물로서는 기대보다 

낮은 농도에서 SC50이 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삼잎국화 

추출물이 포함하고 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등 여러 

물질들이 DPPH radical 소거에 참여한 것으로 이해된다. 

4. UVB에 의한 피부세포의 ROS 생성에 있어서 삼잎국
화 추출물의 효과

Fig. 2. Effects of RLE on UVB-induced ROS generation 
in HaCaT cells. HaCaT cells were pretreated with or without 
RLE (50 μg/mL) for 24 and then irradiated with or without 
UVB (50 mJ/cm2). The ROS production was measured by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 as described in the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expressed as fold changes versus the 
vehicle control (means±S.D.; n=3). *P<0.05, **P<0.01. versus 
the irradiated vehicle control.

Table 4. Free radical scavenging effects of RLE and 
ascorbic acid against DPPH free radicals

Materials SC50 (μg/mL)
RLE 197

Ascorbic acid 4.28
Data are presented as SC50 which is the concentration of a sample 
showing 50%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UVB 조사에 따른 항산화시스템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ROS가 DNA 손상 및 단백질 변성을 초래한다(Emanuele 2014). 
이와 관련하여 삼잎국화 추출물이 UVB 조사에 의한 ROS 생
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UVB 만을 조사하였

을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약 4.8배 높은 ROS 생성이 나타났

고, 이러한 ROS 생성은 삼잎국화 추출물의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억제되었다(Fig. 3). 결국, 이러한 결과들을 통하여 

삼잎국화 추출물이 UVB에 의해 발생되는 세포내 ROS 생성

을 억제하여 UVB에 의한 세포독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피부세포의이동능에있어서삼잎국화추출물의효과
피부세포의 이동능은 진피에서 지속적으로 증식하여 표피

로 이동하여 각피세포로 분화하기 위한 일반적인 생리활성이

며, 상처로 인한 피부 재건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세포활성 

기능 중에 하나이다(Kim 등 2011). 이러한 피부세포의 이동능

에 있어서 삼잎국화 추출물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부

세포의 이동능을 조사하였다. Fig. 3에서와 같이, 대조군에 비

해 50, 100 μg/mL의 삼잎국화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경우, 약 

2배 정도 피부세포의 이동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삼잎국화 추출물은 UVB

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ROS로부터 피부세포를 보호할 수 있

Fig. 3. Effects of RLE in the cell migration of HaCaT 
cells. (A and B) HaCaT cells treated with RLE for 24 h 
and then scratched. The initial scratch (0 h) was observed 
to have almost the same area in all conditions. Phase contrast 
images were taken 12 h after wounding. For quantitative 
evaluation of cell migration, none-stimulated cells were 
defined as showing 100% scratch closure. The average±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is shown.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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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피부세포의 성장능과 이동능을 활성화시켜 피부세포의 

생리활성 및 피부조직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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