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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

aging effect in the fibroblasts by using the extracts and fractions

of Nymphoides peltata for the development of new functional

cosmetic materials. The anti-aging effects of the extracts and

fractions of N. peltata were measured using CCD-986sk cells.

Ethyl aceate (EA) fraction inhibited UVB-induced reactive

oxygen species expression by more than 50%, and  n-butyl

alcohol (BuOH) fraction increased expression of pro-collagen

mRNA by more than 50% at 25 µg/mL. In addition, EA and

BuOH fractions inhibited MMP-1 protein and mRNA expression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BuOH fraction inhibited

MMP-1 mRNA expression by more than 40% at 10 µg/mL.

Especially, the high efficacy of EA and BuOH of the N. peltata

was confirmed. Therefore, the EA and BuOH of N. peltata are

expected to be useful as anti-aging materials in cosmetics field.

Keywords Anti-aging · CCD-986sk · MMP-1 · Nymphoides

peltata · Pro-collagen

서 론

피부 노화는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구분되며 외인성 노

화 중 자외선에 의한 노화를 광노화(photoaging)라고 한다

(Jenkins 2002). 광노화의 원인인 자외선은 피부세포 내에 유해

한 활성 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을 생성시키며

이러한 활성 산소종은 피부 결합조직을 구성하는 콜라겐, 엘라

스틴 등과 같은 세포 외 기질 단백질의 합성을 줄이고, 구조 변

형 및 탄력 감소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sher 등, 2002; Kim 등, 2010). 또한 자외선은 activating

protein-1 (AP-1)을 활성화 시키며, 활성화된 AP-1은 matrix

metalloproteinase (MMPs)의 발현을 유도하여 광노화를 촉진시

킨다(Oh 등, 2006; Soter 1990). 인체 진피 섬유아세포에 자외

선을 조사하면 MMP-1 및 MMP-3 발현이 증가하는 것이 보고

되어 있으며(Kim 등, 2013), 이 중 MMP-1은 collagenase 1으

로 알려져 있으며, 콜라겐 type I과 III를 기질로 하고 있다

(Wang 등, 1999). 따라서 피부 주름 예방을 위해서는 섬유아세

포내에서의 세포외기질 분해효소인 MMP의 작용을 억제시키고

collagen 합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노랑어리연꽃(Nymphoides peltata (J.G.Gmelin) Kuntze)은 유

라시아에 자생하는 조름나물과(Menyanthaceae)의 다년생 수생

식물로 잎은 마주 나며 꽃은 밝은 황색으로 7-9월에 핀다. 전

초를 행채( 菜)라고 하며, 청열, 이뇨, 소종, 해독의 효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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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e 2000). Nymphoides 속은 전세계적으로 생물학적 특징에 따

라 분류되어 약 50여종이 보고되어 있으며(Tippery 등, 2009),

우리나라는 노랑어리연꽃, 어리연꽃(N. indica (L.) Kuntze) 및

좀어리연꽃(N. coreana (Lev.) Hara) 3종이 자생한다(Lee 등,

2011). 어리연꽃은 예부터 민간요법으로 이질, 옴, 뱀독, 황달,

해열, 항경련 등의 치료 약물로서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최근

iridoid, flavonoid, terpenoid 등의 성분 연구 및 이에 대한 항균

, 항원충, 항당화 등의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Amin 2016). 하

지만 어리연꽃의 다양한 생리활성 연구에 비교하여 동속 식물

인 노랑어리연꽃에 대한 효능 및 활용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랑어리연꽃 추출물 및 극성에 따른

용매 분획물의 주름개선 활성을 평가하여 천연 항노화 소재로

서의 가치를 검토하고, 향후 노랑어리연꽃의 다양한 화장품 소

재로서의 활용에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추출

본 실험에 사용된 노랑어리연꽃은 국내산으로 광주광역시에 소

재한 농업회사법인 (주)로터스그린에서 2015년 11월 구매하여

사용하였으며,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 식물자원과의 확

증표본(NIBRVP000012545)으로 생물 종 판별 시스템에 의해 확

인되었다. 노랑어리연꽃의 전초는 음건한 후 건조 시료 200 g을

실온에서 methyl alcohol (MeOH)에 3일 동안 침지시키고 이

과정을 3회 반복하여 농축 후 동결 건조하여 추출물 21.5g을

얻었다. 노랑어리연꽃 추출물(16.4 g)은 증류수로 용해하고 유기

용매의 극성에 따라 n-hexane (Hex), methylene chloride (MC),

ethyl aceate (EA) 및 n-butyl alcohol (BuOH)을 순차적으로

가하여 각 분획물(0.8, 0.7, 1.1, 2.4 g)을 얻었다.

시약 및 기기

세포 독성 실험 및 배양을 위한 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Dulbe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fetal

bovine serum (FBS) 및 Penecillin Streptomycin (100X)는 Hyclone

(Logan, UT, USA) 제품을 사용하였다. 유효성 평가를 위한

MMP-1, Pro-COL1A1, β-actin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ROS-GloTM

H2O2, Go ScriptTM Reverse Trans-criptase, GoTaq® Flexi DNA

Polymerase는 Promega (Madison, WI, USA) 제품을 MMP-1,

Pro-collagen kit는 각각 Abcam (Cambridge, MA, USA),

TaKaRa (Shiga, Japan)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

된 microplate reader 장비는 Spectrostar Nano (BGM LabTech,

Ortenberg,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Chemi-Doc은 LAS4000

(Fuji Film, Tokyo, Japan) 제품을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및 세포 생존율 측정

ATCC에서 구매한 CCD-986sk (Human fibroblast) 세포를 10%

FBS, 1% penicillin streptomycin을 첨가한 DMEM으로 배양기에

서 37 oC, 5% CO2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본 실험에서 CCD-986sk

세포에 대한 노랑어리연꽃 추출물 및 분획물의 유효농도를 결정

하기 위해 세포생존율 측정은 MTT assay로 진행하였다. 배양된

CCD-986sk 세포를 48 well plate에 각각 5×103 cells/well로 접종

하고 24시간 배양하였다. 동일 배지로 교체한 후 노랑어리연꽃 추

출물 및 분획물을 농도별 (5, 10, 25, 50, 75, 100µg/mL)로 희석

하여 처리한 후 48 시간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5 mg/mL

MTT 용액을 배양된 세포에 20µL씩 처리한 후 4시간 반응시켰

다. 그 후 demethyl sulfoxide 100 µL 넣은 후, 10분간 교반 한

후 microplate reader 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ROS (Reactive Oxygen Species) 생성량 측정

CCD-986sk 세포를 배양한 후 96 well white plate에 2×105

cells/well로 접종하고 24시간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PBS로 교

체한 후 UVB (20 mJ/cm2)을 조사 한 뒤, 노랑어리연꽃 추출물

및 분획물을 5, 10, 25 µg/mL 희석하여 처리한 후 24시간 배양

하였다. 그 후 제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ROS Glo H2O2 assay

를 수행하였다.

Pro-collagen 합성 및 MMP-1 발현 측정

CCD-986sk 세포를 배양한 후 6 well plate에 1×105 cells/well

로 접종하고 24시간 배양하였다. 24시간 후 배지를 제거하고

PBS 1 mL을 첨가하여 UVB (20 mJ/cm2)를 조사한 뒤, PBS를

제거하고 10% FBS와 1% penicillin streptomycin이 들어 있지

않은 DMEM 배지로 교체한 후 노랑어리연꽃 추출물 및 분획

물을 5, 10, 25 µg/mL 희석하여 처리하여 48시간 배양하였다.

상등액을 취하여 pro-collagen과 MMP-1을 각 kit사의 protocol

에 따라 실험을 진행한 뒤, microplate reader로 45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Pro-collagen 및 MMP-1 단백질 발현 측정

CCD-986sk 세포를 1×105 cells/well로 6 well plate에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에 UVB (20 mJ/cm2)를 조사한 뒤 노랑어리연

꽃 추출물 및 분획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48시간 배양하였다.

세포를 RIPA buffer (Pierce, Appleton, WI, USA)로 용해하고

원심분리한 후 얻은 상층액을 BCA protein assay (Pierce,

Appleton, WI, USA)로 protein을 20 µg의 농도로 정량하였다.

준비 된 protein sample은 10% SDS-PAGE를 이용해 전기영동

하고 PVDF membrane으로 transfer 시킨 뒤, 5% skim milk가

함유된 tris 완충용액으로 1시간 blocking 한 후, pro-collagen,

MMP-1, β-actin 각각의 1차 및 2차 항체와 반응시켰다. 반응

후 Immobilon Western Chemiluminescent HRP substrate

(Millipore, Billerica, MA, USA)를 이용하여 5분간 반응시킨

후 Chemi-Doc을 이용하여 현상하였다.

Pro-collagen 및 MMP-1 mRNA 발현 측정

노랑어리연꽃 추출물 및 분획물의 pro-collagen 및 MMP-1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CCD-986sk 세포를

6 well에 5×105 cells/well에 되도록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배지를 제거한 후 UVB (20 mJ/cm2)를 조사한 뒤, 시료

를 농도별로 처리한 배지로 교환하고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48시간 후 cold PBS로 세척한 뒤, trizol reagent (Biosesang,

Seongnam, Korea)을 이용하여 분리하였다. Total RNA 1 µg과

PCR primer oligonucleotide를 RT-PCR mixer와 혼합하고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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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을 시행하였다. Pro-collagen (forward, CTCCAACGAGAT

CGAGATC and reverse, GTTACAGGAA GCAGACAGG)과

MMP-1 (forward, AAAGGG AATAAGTACTGGGC and reverse,

AATTCCAGGAAAG TCATGTG)을 이용하여 RT-PCR을 실시

하였으며, 조건은 94 oC에서 30초(denaturation), 50 oC에서 5초

(annealing), 72 oC에서 90초(extension)의 반응을 30-35회 반복

하는 것을 기본으로 target cDNA 종류에 따라 최적의 조건으

로 조절하였다. 증폭된 cDNA는 1.25% agarose gel을 사용한

전기영동으로 분리하고 Gel-doc 으로 확인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의 통계처리는 SPSS 12.0을 사용하였다. 각 실험군의

결과는 평균치와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실험군의 간의

결과는 2-표본 t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유의적인 차이가 있

는 항목에 대해서만 검정하였다. 실험군 간의 차이는 95% 수

준(*p <0.01, **p <0.001)에서 유의성 있는 것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CCD-986sk내에서의 세포생존율 평가

노랑어리연꽃 추출물 및 분획물 cell viability와 실험에 사용될

농도 범위 결정을 위해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CCD-986sk

세포에 노랑어리연꽃 추출물 및 분획물을 5, 10, 25, 50, 75,

100 μg/mL 농도로 처리한 결과, 25 μg/mL 이하의 농도에서 세

포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나타내어 CCD-986sk 세포의 생존율

에 큰 영향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

활성산소종(ROS) 억제 효과

피부에 UVB의 노출은 활성산소종(ROS) 생성을 야기시키며

(Fisher 등, 1997; Yoon 등, 2003; Han 등, 2013), 이때 생성

되는 ROS는 피부세포 내에서의 여러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

피부 주름과 관련된 전사인자들을 활성화 시킨다(Lee 등, 2012).

이는 광노화를 방어하고 자외선으로부터 보호제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ROS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하여 준다. 따라서 노랑어

리연꽃 추출물 및 분획물의 ROS 억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CCD-986sk 세포에서의 UVB 조사에 따른 ROS 생성을 측정한

결과, UVB로 유도된 그룹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ROS 생성률이

증가하였으며, 노랑어리연꽃 추출물 및 분획물을 농도별로 처리

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ROS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

였다. 그 중 노랑어리연꽃 EA 분획물이 25 μg/mL의 농도에서

50% 이상의 ROS 발현을 억제시켰으며 Park 등 (2014)의 말채

나무 잎 추출물이 50 μg/mL 농도에서 ROS 생성을 억제 시키

는 활성을 나타낸 것에 비해 노랑어리연꽃 EA 분획물이 더 우

수한 효능을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

CCD-986sk 세포내 pro-collagen 합성 및 MMP-1 발현 측정

결과

피부 노화의 중요한 임상증상인 주름, 피부탄력감소의 원인으로

는 진피 내 세포 외 기질 단백질의 감소를 들 수 있다. 자외선

의 자극을 받은 섬유아세포내에서는 collagenase, elastase,

gelatinase등의 MMPs에 의하여 분해되어 콜라겐 섬유의 길이와

분포에 손상을 초래하게 되며 피부 세포의 주름과 관련된 콜라

겐들은 섬유아세포내에서 프로콜라겐이라는 전구물질의 형태로

합성된다(Chung 2003; Kim 등, 2015). 자외선에 의해 이러한

프로콜라겐의 양이 감소함에 따라 콜라겐 양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프로펩타이드와 MMP-1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세포내에

서의 콜라겐 합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콜라겐

의 합성을 촉진 및 MMP-1의 발현을 억제 시킬 수 있는 소재

는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 주는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 가능

Fig. 1 Effect of Nymphoides peltata extracts and fractions on the viability of CCD-986sk. ■ NPE: Nymphoides peltata (N. peltata) methanol extracts;

■ NPE-Hex: n-hexane fraction of N. peltata extracts; ■ NPE-MC: Methylene chloride fraction of N. peltata extracts; ■ NPE-EA: Ethyl aceate

fraction of N. peltata extracts; ■ NPE-BuOH: n-butyl alcohol fraction of N. peltata extracts; ■ NPE-H2O: water fraction N. peltata extracts. Cont.:
Control group N. peltata extracts were not treated. Results were expressed as % of control and data were means ± S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0.01, **p <0.001 compared with no treatment



360 J Appl Biol Chem (2017) 60(4), 357−362

성이 높다고 생각되며 이에 노랑어리연꽃 추출물 및 분획물을

이용하여 pro-collagen 합성 및 MMP-1 발현 실험을 수행하였

다. 그 결과, 노랑어리연꽃 MeOH 추출물의 경우 5, 10, 25

μg/mL의 농도에서 6, 16, 28%의 pro-collagen 합성을 나타내었

으며, EA 및 BuOH 분획물은 5 μg/mL 농도에서는 낮은 합성

율을 나타내었지만 10, 25 μg/mL 농도에서는 높은 활성을 나타

내었다. 특히 EA 분획물의 경우 최고 농도인 25 μg/mL의 농도

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40% 이상의 높은 생성율을 나타내어,

Hwang 등 (2015)의 보고에서 자주달개비 메탄올 추출물은 25

μg/mL의 농도에서 28% pro-collagen을 합성능을 나타낸 것과

비교하였을 때 노랑어리연꽃 추출물 및 분획물의 pro-collagen

의 활성이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 또한 노랑어리

연꽃 추출물 및 분획물의 MMP-1 활성 저해를 측정한 결과,

UVB로 발현된 MMP-1을 모든 추출물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저

해를 시켰지만, EA 분획물이 5, 10, 25 μg/mL에서 10, 28, 46%

의 저해율을 나타내었으며, BuOH 분획물의 경우 EA 분획물과

Fig. 2 Nymphoides peltata extracts suppresses UVB-induced reactive oxygen species (ROS) generation in CCD-986sk. ■ NPE: Nymphoides peltata

(N. peltata) methanol extracts;  ■ NPE-Hex: n-hexane fraction of N. peltata extracts; ■ NPE-MC: Methylene chloride fraction of N. peltata extracts;

■ NPE-EA: Ethyl aceate fraction of N. peltata extracts; ■ NPE-BuOH: n-butyl alcohol fraction of N. peltata extracts; ■ NPE-H2O: water fraction N.
peltata extracts. Cont.: Control group N. peltata extracts were not treated. Results were expressed as % of control and data were means ± S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0.01, **p <0.001 compared with no treatment

Fig. 3 Effect of Nymphoides peltata extracts and fractions on UVB-induced increase in (A) pro-collagen type 1 synthesis and reduction in MMP-1

expression (B) in CCD-986sk. ■ NPE: Nymphoides peltata (N. peltata) methanol extracts; ■ NPE-Hex: n-hexane fraction of N. peltata extracts; ■

NPE-MC: Methylene chloride fraction of N. peltata extracts; ■ NPE-EA: Ethyl aceate fraction of N. peltata extracts; ■ NPE-BuOH: n-butyl alcohol

fraction of N. peltata extracts; ■ NPE-H2O: water fraction N. peltata extracts. Cont.: Control group N. peltata extracts were not treated. Results were
expressed as % of control and data were means ± S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0.01, **p <0.001 compared with no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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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농도구간에서 각각 7, 15, 32%로 발현을 저해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Lee와 Lee (2013)에 보고된 청미래덩굴 에탄

올 추출물의 50 μg/mL에서의 25.1%의 저해 활성보다도 뛰어난

활성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4). 이러한 결과로 보아 노랑

어리연꽃 분획물은 섬유아세포내에서의 UV-B로 인한 pro-

collagen 감소를 증가 시켜주며, 증가된 MMP-1 발현양을 저해

시켜 줌으로써 주름 생성을 예방할 수 있는 소재임을 확인하였다.

CCD-986sk 세포내 pro-collagen, MMP-1의 protein 및

mRNA 발현 측정 결과

ELISA를 통해 pro-collagen의 합성능과 MMP-1의 발현 저해를

정량적으로 확인 하였으며, CCD-986sk 세포에서 단백질과 RNA

을 추출하여 protein 및 mRNA level 에서의 노랑어리연꽃 EA

와 BuOH 분획물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western blot과 RT-

PCR을 이용하여 활성을 측정하였다. UVB를 조사한 그룹에서는

Fig. 4. Effect of Nymphoides peltata extracts and fractions on UVB-induced production of type-1 procollagen protein (A) and inhibition of MMP-1

protein (B) in CCD-986sk. UVB (20 mJ/cm2)-exposed cells were cultured for 48 h in the presence of Nymphoides peltata fractions. Nor: Normal group

didn’t treat UVB and treatment. Cont.: Control group was stimulated with UVB and N. peltata extracts were not treated. Results were expressed as %

of control and data were means ± S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0.01, **p <0.001 compared with no treatment

Fig. 5 Effect of Nymphoides peltata extracts and fractions on UVB-induced production of type-1 procollagen mRNA (A) and inhibition of MMP-1

mRNA (B) in CCD-986sk. UVB (20 mJ/cm2)-exposed cells were cultured for 48 h in the presence of Nymphoides peltata fractions. Nor: Normal group

didn’t treat UVB and treatment. Cont.: Control group was stimulated with UVB and N. peltata extracts were not treated. Results were expressed as %

of control and data were means ± S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0.001 compared with no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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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ollagen 발현이 UVB를 조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40% 이

상 발현이 저해 되었으며, MMP-1의 발현은 UVB 조사한 그룹

이 조사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4배 이상 발현률이 증가하였다.

여기에 노랑어리연꽃 EA와 BuOH 분획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결

과 pro-collagen protein 발현 증가에서는 낮은 활성이 확인 되었

지만, MMP-1 저해 활성의 경우 두 분획물 모두 농도 의존적으

로 저해시키는 것이 확인 되었다. EA 분획물은 25 μg/mL의 농

도에서 38%의 저해율을 나타내었으며, BuOH 분획물의 경우 같

은 농도인 25 μg/mL에서 35%의 저해율이 나타냄을 확인 하였

다(Fig. 4). mRNA 발현에서는 EA와 BuOH 분획물의 경우 농

도 의존적으로 pro-collagen 발현이 증가 하였으며, EA 분획물의

경우 최고 농도인 25 μg/mL에서 33%의 활성을 나타내었고,

BuOH 분획물의 경우 25 μg/mL의 농도에서 53%의 우수한 pro-

collagen 활성을 나타내었다. MMP-1의 저해 활성 또한 BuOH

분획물에서 우수한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10 μg/mL 농도에

서 40% 이상 MMP-1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5). Lee 등 (2013)은 생물전환 지실 추출물의 100 μg/mL에서

50% MMP-1 저해 활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 노랑

어린연꽃은 10 μg/mL의 농도에서 40% 이상의 MMP-1 저해 활

성을 확인하여 저농도에서도 높은 활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노랑어리연꽃 EA 및 BuOH 분획물은 CCD-986sk 세포내

에서 ROS와 같은 노화 인자의 생성 억제와 동시에 피부의 주

요 구성성분인 콜라겐의 합성 및 분해 억제 효능을 통해 항노화

소재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임상 수

준에서 안전성 및 효능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초 록

본 연구는 새로운 기능성 화장품 소재 개발을 위해 노랑어리연

꽃 추출물 및 분획물을 이용하여 섬유아세포내에서의 항노화 효

과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노랑어리연꽃 추출물 및 분획물의

CCD-986sk 세포를 이용하여 항노화 효과를 측정한 결과, EA

분획물이 UVB에 의해 증가된 ROS 발현을 50% 이상 억제하

였으며, BuOH 분획물의 경우 pro-collagen mRNA 발현을 25

μg/mL에서 50% 이상 발현을 증가시켰다. EA 분획물과 BuOH

분획물 모두 MMP-1 protein과 mRNA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시켰으며, BuOH 분획물의 경우 10 μg/mL에서 40% 이상

의 MMP-1 mRNA 발현 억제율을 확인하였다. 이는 노화 인자

인 활성산소종의 생성 억제와 주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콜라

겐의 합성 및 분해억제를 통해 항산화 및 주름 개선 효과가 있

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특히 EA 와 BuOH 분획물의 높은 효

능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노랑어리연꽃 EA 및 BuOH 분획물은

화장품 분야에서 항노화 소재로서의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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