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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ltraviolet rays are electromagnetic waves with a

shorter wavelength than visible light, and ultraviolet rays that pass

through the ozone layer are the main cause of skin aging. Chronic

exposure of skin tissue to ultraviolet light activates the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signaling pathways in human

keratinocytes, resulting in increased production of matrix metallo-

proteinases (MMP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herbal

extracts from Jeju Island on the anti-aging effect in human

keratinocytes (HaCaTs) by ultraviolet stimulation. We examined

that herb extract from Jeju Island were decreased in anti-aging

activity on measuring the level of MMP-1 gene and protein

expression in ultraviolet-induced keratinocyte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ymus quinquecostatus extract (TQE) significantly

reduced the expression of MMP-1 in a dose-dependent manner by

UV irradiated HaCaTs. According to our data, TQE significantly

attenuated UV-induced phosphorylation of the MAPKs signaling

elements ERK1/2, JNK1/2 and p38 protei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MAPKs pathway may contribute to the inhibitory effect

of TQE on UV-induced MMP-1 production in human keratinocytes.

Our results suggest that TQE may be a protective agent against

skin aging by preventing UV-induced MMP-1 production.

Keywords Human Keratinocytes · Matrix metalloproteinases ·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 Thymus quinquecostatus

extract · Ultraviolet-B

서 론

피부 노화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내인성 노화 (intrinsic aging)로 알려져 있는 자연 노화 현상은

피부세포 노화에 따른 현상을 말한다. 각화 주기에 따라 오래

된 피부 세포는 각질 층으로 분화 하여 더 이상 역할을 담당하

지 못하게 되고 그 결과 진피 및 피하 층이 위축 되어 표피 조

직 주변에 존재 하는 collagen 및 fibronectin과 같은 extracellular

matrix 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 한다[1]. 두 번

째는 광노화 (photoaging)로서 오랫동안 햇빛에 노출된 얼굴, 손

등, 목뒤 등의 피부에 서 관찰되는 노화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자외선 (ultraviolet)은 광노화를 유발 하는 주요 원인이다[2]. 자

외선 스펙트럼은 UV-A (320-400 nm)와 UV-B (290-320 nm)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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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되는데 특히, UV-B의 경우 인간의 피부에 산화 스트레스

를 유발 하여 일시적이고 지속적인 유전적 손상, 활성화 인자

의 증가 및 matrix metallopretenase (MMP)와 같은 노화 인자

의 발현 증가를 가져 올 수 있다[3]. 광 노화는 미세하고 거친

주름, 색소 침착 및 잔주름, 피부건조증, 탄력 감소 등을 들 수

있다[4]. UVB에 노출되면 피부노화를 촉진 시키는 콜라게네이

즈 (Collagenase)의 일종인 MMP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하며,

MMP 발현 증가로 인한 피부 진피를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인

콜라겐을 분해하거나 생성을 감소 시킨다. MMP 발현의 억제

는 콜라겐 대사의 조절과 콜라겐 생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5-

7]. MMP는 MMP-1, MMP-3 및 MMP-9를 포함하고 특히

Interstitial collagenase 라고도 알려진 MMP-1은 주로 진피에서

가장 풍부한 구조 단백질 인 피부 type 1 collagen의 분해를 담

당한다[8]. 특히, MMP-1은 콜라겐의 특정 부위에 작용하여 콜

라겐을 두 조각으로 자르게 되는데, MMP-1을 콜라겐 분해 효

소라 부르며, 콜라겐 분해 효소는 자외선 자극에 따라 MEK/

MAPK 인산화 기전을 통하여 MMP-1과 같은 단백질의 전사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UVB 자극은 ERK1/2, JNK

및 p38 kinase의 인산화를 활성화시키고, 이들 활성화 된 MAP

kinase는 NF-κB 전사 인자의 중요한 subunit인 p65 및 p50 단

백질의 인산화를 촉진 하여 핵내로 translocation 되는 전사 인

자의 양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활성화 되어 핵내로 translocation

된 NF-κB는 MMP-1과 같은 단백질의 전사를 촉진하여

collagen 분해를 야기 한다[10,11].

Thymus quinquecostatus는 고대 그리스인과 로마인이 약용 이

외에 알코올과 치즈를 맛보고 피부를 정화하며 신경을 진정시

키는 데 사용되는 살균성 에센셜 오일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

생 Thymus quinquecostatus의 경우 항균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

고 되었다[12]. 또한, Thymus quinquecostatus에서 추출한

Thymol은 chang cell에서 유도되는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 하여

세포의 사멸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었다[13]. 본 연구에

서는 제주의 천연 소재인 Thymus quinquecostatus의 추출물

(TQE)을 이용하여 각질세포에서 UVB에 의한 MMP-1의 발현

을 억제하고, 콜라겐 생성 효능에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추출물의 세포 독성과 주름개선 효능과 다양한 피부

질환에 관여하는 MAPKs의 인산화 신호전달체계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 천연물 소재에 의한 소재 개발의 가능성과 기능

성 원료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추출물의 제조

본 연구의 실험에 사용된 허브 소재는 (주)제주 우다(제주도, 서

귀포시)에서 재배하였고, 추출 방법은 70% 에탄올을 사용하여

3회 추출 하였으며 1일 동안 추출한 내용물을 여과지에 여과

한 다음 evaporator (EYEL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40
oC에서 증발 시킨 다음 동결 건조기(HY Science, Incheon,

Korea)에서 동결 건조하여 추출물을 제공 받았다. 동결 건조 된

추출물은 dimethyl sulfoxide에 100 mg/mL로 용해 한 후 0.20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농도에 맞게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

HacaT cell 한국 세포 주 은행(KCLB, Seoul, Korea)에서 분양

받았으며, 1% penicillin-streptomycin과 10% FBS를 포함하는

DMEM (Welgen, Seoul, Korea)배지를 사용하였다. 세포는

37 oC, 5% CO2의 환경에서 배양하였다.

Cell viability 측정

세포 생존율 측정은 MTT assa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96

well plate에 1×104 cells/well의 HacaT 세포를 분주하고 24시간

이상 안정화 단계를 거쳤다. 세포 안정화가 끝난 다음 성장 배

지를 재거하고 혈청이 제거된 배지에 시료를 농도 별(0, 10, 20,

50, 100, 200, 500, 1000 μg/mL)로 희석하여 18시간 동안 처리

한 다음 각 well당 10 μL의 MTT solution을 첨가하여 37 oC,

5% CO2 배양기에서 30분에서 최대 2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

료를 처리하지 않은 well에 대한 세포 생존율을 백분율로 표시

하였다.

RT-PCR

HacaT cell에 시료를 농도별 처리하고 24시간 배양한 후에 D-

PBS로 3회 이상 세척 하였다. UVB 20 mJ/cm2를 조사하고 시

험 농도로 희석된 시료와 함께 24 시간을 배양하였다. 세포를

회수한 후 RNA-bee (AMS Biotechnology (Europe) Limited.

Abingdon, UK)로 RNA를 분리하였다. RNA 5 μg 정량하여 일

반적인 cDNA 합성 방법에 따라 합성하였다. PCR-pre mix kit

(Bioneer, Daejeon Korea)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권고에 따라

RT-PCR 실험을 수행 하였다.

Western blot

RT-PCR 시험 방법과 동일한 조건에서 세포를 배양 및 시료를

처리 하였다. 세포를 회수한 후 RIPA buffer에(Biosesang,

Seongnam-si, Korea) 균질화하고 얼음에 30분간 두었다가 1.5

mL tube에 담아 15,000 rpm, 4 oC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얻었다. 이 상층액에서 단백질을 정량하기 위해

Bradford Reagent (Biosesang, Seongnam-si, Korea)를 사용하였

는데 BSA를 표준으로 하여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법으로 실시

하여 6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해 각 sample들의 단백질 농도

를 구하였다. 이후 각 sample당 40 μg의 단백질을 취해 10%

SDS-PAGE로 100 V에서 전기 영동을 실시하고 분리된 단백질

들을 300 mA에서 2시간 동안 nitrocellulose membrane (Bio-

Rad Laboratories, CA, USA)에 옮겼다. 이후 membrane을 5%

탈지분유와 0.05% Tween-20을 포함하는 TBT-T 용액에 실온에

서 1시간 blocking한 후 1차 antibody (MMP-1, ERK1/2, p38,

JNK, IKK, NFkb-65, GAPDH)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를 처리하고 4 oC에서 overnight 시켰다.

이후 TBS-T로 세척 후 anti-rabbit, anti-goat 2차 항체(Santa

Cruz Biotechnology)를 1:10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

안 membrane과 반응시키고 세척 후 ECL chemiluminescence

reagents (Amersham Pharmacia biotech, Bensalem, PA, USA)

로 1분간 반응시킨 후 Chemiluminesence (Vilber, Eberhardzell,

Germany) 사용하여 단백질 발현양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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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1 단백질의 정량적 평가(ELISA)

단백질 발현 및 유전자 발현 분석과 동일한 전처리 과정을 통

해 HacaT cell을 6-well에 1×106 cell/well로 분주하고, 시료를

농도 별로 처리 하였다. 72시간 배양한 후에 상층액을 1.5 mL

tube에 담아 15,000 rpm, 4 oC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었다.

이후 MMP-1 (R&D system, Minneapolis, MN, USA) ELISA

kit을 이용하여 제조사의 권장 시험 방법에 따라 시료에 대한

MMP-1의 정량적 평가를 수행하였다.

결과 및 고찰

HaCaT 에서 TQE의 농도에 따른 세포 생존율 측정

TQE 추출물 독성에 따른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출

물을 농도 별(10, 20, 50, 100, 200, 500 mg/mL)로 처리한 결

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

생존율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50 mg/mL 처리

시 약 70% 정도의 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이 결과를 통해

TQE 추출물은 50 mg/mL 이상으로 세포에 처리 할 경우 세포

의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따라서,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되는 20 mg/mL의

농도이하에서 이후 모든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추출물에 의해 피

부 활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HaCaT에서 TQE 추출물이 MMP-1 발현에 미치는 효능 평가

분석

자외선은 MMP-1의 생성을 유도하여 콜라겐의 분해 단백질의

일종인 MMP-1의 발현을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TQE

추출물이 자외선에 의해 유도되는 MMP-1의 생성을 억제하는

지 확인하고자 HaCaT에서 RT-PCR 방법으로 MMP-1 mRNA

발현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

기 위하여 western blot 방법을 이용하여 검증 하였다. 또한, 발

현된 단백질의 정량을 위해 HaCaT 배양액만을 회수하여 MMP-

1 ELISA kit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TQE 추출물을 농도 별로

처리 하였을 때, TQE 추출물에 의해 MMP-1 mRNA 발현을

강하게 저해하였으며(Fig. 2A), 단백질 발현 양상도 mRNA 발

현 양상과 유사한 패턴으로 저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B). 이와 같은 결과에 따라 억제된 MMP-1 단백질을 정

량하기 위해 ELISA assay 실험을 통해 MMP-1 단백질의 발현

양을 검증한 결과 역시 유전자 수준에서의 저해 양상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2C). 이러한 결과를 볼때 TQE

추출물은 광노화 억제 소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가능성

을 확인하였다.

TQE 추출물에 대한 콜라겐 분해 효소 발현 억제 기전 분석 평가

다음으로 TQE 추출물의 MMP-1 발현 억제 활성에 대한 생물

학적 기전을 분석 하고자 하였다. 이미 설명한 대로 MMP-1 단

백질은 UVB 등의 자외선 자극에 따라 MEK/MAPK 신호전달

단백질의 인산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MAPK 단

백질을 대상으로 인산화 정도를 분석 하고 특정 단백질의 인산

화 저해 정도를 파악하고자 특정 단백질의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Fig. 3의 결과를 살펴보면

자외선 자극을 주었을 때 MAPK 단백질의 인산화 정도가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TQE 추출물을 농도 별로 처

리하였을 때 MAPK단백질의 인산화가 저해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TQE 추출물은 자외선 조사에 따른

Fig. 1 Effects of Thymus quinquecostatus extract (TQE) on Cell viability

in HaCaT Cells. HaCaT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 at each indicated

TQE concentration and the cell viability were measured by O.D. value.

Viability are shown as a percentage of the negative control that was

treated with medium alone.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p <0.05 compared to treatment with medium alone

Fig. 2 Effects of TQE on MMP-1 expression in UVB-irradiated HaCaT

Cells. HaCaT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TQE for

24 h and then irradiated with UVB for 20 mJ/cm2. UV irradiated cells

were then cultured for another 18h. The expression levels of MMP-1

mRNA were evaluated by RT-PCR. GAPDH mRNA was used as

internal control (A). The expression levels of MMP-1 proteins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 analysis (B). After TQE treatment, the

expression level of MMP-1 protein was assayed by ELISA(C).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D. *p <0.05 compared to treatment with

medium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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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1의 억제 기전에 있어 MAPK 단백질의 인산화를 억제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aCaT에서 TQE 추출물에 의한 IKK의 인산화 및 NF-κB 단

백질의 핵내로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음으로 MMP-1 단백질의 전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NF-κB

단백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 하고자 하였다. NF-κB 단

백질은 세포질에서 IKB 단백질과 구조적 결합을 하고 있는데

IKK 단백질의 인산화에 따라 IKB 단백질과 분리되어 핵 내로

이동한 다음 MMP-1 단백질의 전사에 관여 한다고 알려져 있

다[14,15]. 따라서 Fig. 4에서 확인하듯이 세포질에서의 IKK 인

산화는 TQE 의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반면 유리된 NF-κB 단백질의 핵 안으로 이동 저해 현

상은 아주 미약 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결국

TQE는 UV-B 자극에 의해 유도되는 MAPK/IKK 인산화 과정

을 효과적으로 억제 한 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 결

과 MMP-1의 단백질 발현이 억제 될 것이라고 유추 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증명 하기 위하여 MMP-1 단백질의 전사 활

성화 부분을 조사하여 실질적인 전사 억제 활성을 검증 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 된다. 또한 MMP-1의 발현 증가에 따른 실

질적인 콜라겐의 분해 정도를 확인 하거나 TQE에 의한 콜라겐

합성에 관한 추가 연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

구 결과는, 사람 피부 각질 세포를 활용하여 UV-B 자극에 의

한 MMP-1발현 억제 효능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고,

MMP-1 mRNA 발현 억제 활성을 RT-PCR 방법으로 검증 하

였으며, 직접적인 MMP-1 단백질의 발현 억제 활성은 western

및 ELISA 실험을 통해 검증 하였다. 그 결과를 미루어 보아

TQE는 아마 자외선에 의한 피부의 주름과 손상에 효과적인 기

능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초 록

자외선은 가시 광선보다 파장이 짧은 전자기파이며, 오존층을

통과하는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주요 원인이다. 피부 조직을 자

외선에 만성적으로 노출 시키면 인간 각질 형성 세포에서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신호 전달 경로가

활성화되어 매트릭스 metalloproteinases (MMPs) 생성이 증가한

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의 초본 추출물을 대상으로 자외선 자

극을 통해 인간 각질 형성 세포(HaCaTs)의 항 노화 효과에 대

해 조사 하였다. 우리는 자외선 유도 된 각질 형성 세포에서

MMP-1 유전자와 단백질 발현 수준을 측정 하였으며 그 결과,

Thymus quinquecostatus 추출물(TQE)은 자외선 조사된 HaCaT

세포에서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MMP-1의 발현을 유의하게 감

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TQE는 MAPK 신호 전달

요소 인 ERK1/2, JNK1/2 및 p38 단백질의 자외선 유도에 따

른 인산화를 유의 적으로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MAPKs

경로가 인간 각질 세포에서 UV 유도 MMP-1 생산에 대한

TQE의 억제 효과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우리의 결과

는 아마도 인간 각질형성 세포에서 TQE가 자외선 유도된

MMP-1 생산을 억제하는 피부 노화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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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TQE on phosphorylation of MAPKs in UVB-irradiated

HaCaT cells. The effect of MAPKs phosphorylation levels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HaCaT cells were pre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TQE for 24 h and irradiated with UVB for 20 mJ/cm2,

and then the cells were further cultured for 30 min. Phosphorylation of

ERK, JNK, and p38 MAP kinases was determined by specific antibodies

against the phosphorylated form of MAP kinases

Fig. 4 Effect of TQE on phosphorylation of IKK and nucleus

translocation of p65 in UVB-irradiated HaCaT cells. The effect of IKK

and p65 protein levels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 HaCaT cells

were pre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TQE for 24 h and

irradiated with UVB for 20 mJ/cm2, and then the cells were further

cultured for 1 h. *C: Cytosolic *N: Nucl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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