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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 꽃 추출물 경구투여에 의한 피부 광노화 및 건조증 개선에 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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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rinkle formation and dryness are the most well-known symptoms of skin aging. This study investigated skin
anti-aging and moisturizing effects of Mugunghwa (Hibiscus syriacus L.), the national flower of Korea. The effect of H.
syriacus L. flower extract was examined in skin cells originating from humans in vitro and in hairless mice exposed to
UVB in vivo. The in vivo study results showed that skin hydration-related factors such as involucrin, filaggrin, HAS1,
HYAL1, and matrix metalloproteinase-I (a primary skin photoaging factor) were regulated by H. syriacus L. Additionally,
epidermal thickness and collagen disruption, which resulted in wrinkle formation and skin dryness, were ameliorated by
oral administration of H. syriacus 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H. syriacus L. flowers can play important roles in
preventing aging and promoting skin moistur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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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부의 기본적인 기능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기능은 점차 손상된다. 피부

노화는 크게 내인성 노화와 외인성 노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

인성 노화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노화이며,

외인성 노화는 자외선, 온도, 미세먼지 및 흡연 등의 다양한 외

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Rittié과 Fisher, 2015). 특히 자외

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활성산소의 증가로 인해 산화적 스

트레스가 유발되고, 이는 콜라겐을 분해하는 matrix metallo-

proteinase-1 (MMP-1)의 발현을 증가시켜 콜라겐 파괴를 촉진

시킨다. 게다가, 자외선에 의해 콜라겐 전구체인 procollagen type

1의 발현이 억제되어 콜라겐 생성이 감소된다(Park 등, 2014). 이

는 결국 세포외기질 구조의 파괴를 유도하여 피부의 굵은 주름

생성 및 탄력 손실을 초래한다(Subedi 등, 2018).

표피의 각질층은 외부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피부 장벽 기능

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분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Fernando 등,

2020). Involucrin, loricrin 및 filaggrin과 같은 각질형성세포의 분

화 촉진인자들은 각질세포막의 형성에 관여하는데 이는 피부 장

벽기능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등, 2014). 특히, filaggrin

은 분해과정을 통해 천연보습인자를 형성하여 피부 보습 기능에

있어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McAleer 등, 2018). 또한 hyal-

uronic acid(HA)는 보습 기능을 담당하는 인자 중 하나로 표피의

수분 증발을 저해하고 피부의 탄력성을 유지하는데 관여한다(Oba

등, 2013). 이는 hyaluronic acid synthase (HAS)에 의해 합성되며

hyaluronidase (HYAL)에 의해 분해된다(Papakonstantinou 등,

2012). 그러나 자외선은 이러한 단백질들의 발현에 영향을 미쳐

표피층을 손상시키고 피부 내 수분 함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

다. 이 때문에 결국 피부가 건조해지며 노화가 가속화된다(Pyun

등, 2012). 그러므로 이러한 자외선에 의한 노화를 예방 및 억제

하기 위하여 기능성 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Hwang 등, 2018; Adil 등, 2010; Song 등, 2013)

합성 화합물은 그 효능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안전성 측

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

된 천연물을 이용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개발이

증대되고 있으며, 나고야의정서의 발효에 따라 해외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국내산 원료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무궁화(Hibiscus syriacus L.)는 한국의 국화로 잘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약리활성으로 인해 예로부터 질병의 치료에 사용되어 온

전통 생약 중 하나이다(Yang 등, 2020). 무궁화의 약리활성으로

는 항산화(Kim과 Jin, 2017), 항암(Cheng 등, 2008) 및 항바이러

스(Maganha 등, 2010) 등이 보고되었으며, 최근에 본 연구팀에

의해 효소처리 무궁화 추출물의 피부 수분량 및 콜라겐 합성 증

진 효능과 광노화로부터 피부 보호 효능이 보고된 바 있다(Yang

등, 2019). 또한, 꽃, 잎, 종자, 나무껍질 및 뿌리를 포함한 무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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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5가지 부위별 추출물의 피부 보호 및 염증 개선 효과에 대

해서도 입증하였으며(Yang 등, 2020), 인체적용시험을 통하여 무

궁화 추출물이 적용된 화장품의 피부 주름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그 효능을 입증한 바 있다(Hwang 등, 2020).

무궁화의 다양한 효능이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능성 식

품의 원료로서 개발 가능한 연구 결과는 미비한 실정이며 특히

경구 투여한 무궁화 꽃 추출물의 피부 광노화 억제 효과에 대해

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능성 식

품 소재로서 무궁화 꽃 추출물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무모 생쥐에 무궁화 꽃 추출물을 경구투여하여 피

부 광노화 억제 및 보습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무궁화 꽃 추출물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무궁화 꽃 추출물은 장호 농원(Chungnam,

Korea)과의 계약재배를 통해 수급된 국내 자생의 무궁화(Hibiscus

syriacus L.)를 건조시킨 후 상온에서 70% ethanol에 1:20 (w/v)의

비율로 24시간 동안 교반하여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여과한 후

감압 농축하여 무궁화 꽃 추출물(HibisFina)을 제조하였다. 농축

액을 동결건조기를 사용하여 추출물의 동결건조 분말을 얻었으

며, 세포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dimethyl sulfoxide (DMSO, Duk-

san, Seoul)에 용해하여 사용하였다. 무궁화 꽃 추출 시 건조중량

은 6.78%이며, 추출 수율은 21.5%이다.

세포 배양

각질형성세포주(Human immortalized keratinocytes, HaCaT, 한국

세포주은행(Seoul, Korea)와 피부섬유아세포주(Normal human der-

mal fibroblasts, NHDF, ATCC, Mamassas, VA, USA)를 본 실험

에 사용하였다. 세포배양은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Gibco, Grand Island, NY, USA)에 10% FBS (Fetal

bovine serum, Gibco, Grand Island, NY, USA), 1% P/S (Peni-

cillin-streptomycin solution, Gibco)를 첨가한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37oC, 5% CO
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세포생존율 측정

24 well plate에 각 well 당 5×104개의 세포를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한 후 cell confluence가 80-90%에 도달하였을 때

실험을 진행했으며, 무궁화 꽃 추출물을 10, 50 및 100 µg/mL의

농도로 serum free 배지에 제조하여 처리하고 24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배양 후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

zolium bromide (MTT) 용액을 0.1 m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3시

간 동안 배양하였다. 3시간 후 배지를 제거하고 DMSO 500 µL

를 넣어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San Francisco,

CA, USA)를 이용하여 595 nm 파장에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ELISA kit를 통한 MMP-1 생성량 측정

35 mm dish에 세포를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cell conflu-

ence가 80-90%에 도달하였을 때 실험을 진행하였다. 자외선 조

사장비(Bio-Link BLX-312, Vilber Lourmat GmbH, France)를 사

용하여 UVB를 조사하였다. NHDF 세포를 PBS로 세척 후 1 mL

의 PBS를 첨가하고 UVB (280-320 mm) 램프를 이용하여 150

mJ/cm2를 조사하였다. 이때, UV 조사량은 UV-radiometer (VLX-

3W, UVItec, Cambridge, UK)를 이용하여 조사량을 측정하였다.

정상배지 또는 무궁화 꽃 추출물 10, 50 및 100 µg/mL의 농도로

serum free 배지에 희석하여 제조하여 처리하여 이후 72시간 동

안 배양한 후 상층액을 회수하여 원심분리 하였고 다시 상층액

을 회수하여 -80oC에 보관하였다. 이후 Human Total MMP-1

DuoSet ELISA kit(R&D systems, DY901, Minneapolis, MN,

USA)를 사용하여 protocol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동물

생후 5주령의 SKH-1 hairless mice를 오리엔트 바이오(Seongnam,

Kore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1주일간 적응시킨 뒤 실험에 사용하였

다. 온도 22±1°C, 습도 60±5%, 12시간 light/dark cycles로 유지된

환경에서 사육하였다. 광노화를 유발하기 위하여 Normal을 제외

한 군에 UVB를 조사하였다. 1~2주에는 200 mJ/cm2씩 1주일에 7

회, 3~4주에는 400 mJ/cm2씩 1주일에 2회, 5~11주에는 100 mJ/cm2

씩 1주일에 7회 조사하여 광노화를 유발하여 피부 주름 생성을

유도하였다. 실험동물은 군당 8마리씩 무작위적으로 정상대조군

(Normal), UVB 조사군(UVB), 실험군(HibisFina 100군, HibisFina

200군, Collagen peptide군, NAG군)으로 분류하여 실험하였다. 시

료는 식염수에 녹여 Table 1과 같은 농도로 하루에 한 번 8주간

경구투여로 섭취시켰다. 양성대조군으로는 N-acetylglucosamine 및

콜라겐을 사용하였다(Table 1). 본 동물실험은 가천대학교 동물실

험 윤리위원회에 의해 승인되었다(IACUC No: LCDI-2020-0087).

피부 각질층 수분량 및 경피수분손실 측정

Dermalab Combo system (Cortex Technology, Hadsund, Den-

mark) 기기를 사용하여 경피수분손실량(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 각질층 수분량의 지표를 1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피부 주름 형성 측정

동물의 등쪽을 카메라로 근접 촬영하고, 주름 정도 분석을 위

해 실리콘폴리머(SILFLO impression materail)을 이용하여 레플리

카(replica)를 제작하였다. 피부의 미세 주름을 측정하기 위해, 미

세주름 카메라형 분석장비(Visioscan, VC 98, Köln, Germany)를

이용하여 주름의 깊이 값을 측정하고 주름을 평가하였다.

Western blot 분석을 통한 단백질 발현 측정

피부 세포 및 조직으로부터 lysis buffer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분리하였으며 bradford 정량법을 이용하여 분리된 단백질의 농도

를 정량하였다. 동일 농도의 단백질을 6-15%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membrane으로 이동시

켰다. 이후 5% bovine serum albumin (BSA) 용액으로 1시간 동

안 blocking 한 후 Filaggrin antibody (1:1000, SantaCruz, TX,

USA), involucrin antibody (1:1000, SantaCruz), HAS1 antibody

(1:1000, Abcam, Cambridge, UK), HYAL1 antibody (1:1000,

Table 1. Description of the experimental groups.

Group UVB Sample Concentration

Normal - -

UVB + -

HibisFina 100 + 100 mg/kg

HibisFina 200 + 200 mg/kg

Collagen peptide + 1000 mg/kg

NAG + 5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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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am), COL1A1 antibody (1:1000, Abcam)와 4oC에서 over-

night 반응시켰다. 반응시킨 후 1X TBST buffer로 세척한 뒤 2차

항체와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세척하였다. 세척 후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시약을 처리하여 피부 노화 및 보습과

관련된 지표들의 단백질 발현 수준을 확인하였다.

조직병리학적 분석

마우스로부터 피부 조직을 분리한 후 포르말린에 조직을 고정

하고 파라핀 포매한 후 4 µm 두께로 절편을 제작하였다. 파라핀

포매 조직 슬라이드를 xylene으로 탈파라핀화하고 100, 95, 70%

에탄올로 처리한 후 증류수로 함수화시켰다.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을 통하여 표피 두께를 측정하였고 Masson trichrome

staining을 통하여 콜라겐 density를 확인하였다. 각각의 면역조직

화학염색 결과는 광학 현미경하(배율: 200×)에서 조직학적 형태

관찰 및 콜라겐 발현 정도를 관찰하였다. Epidermis 두께 및 콜

라겐 함량은 ImageJ를 통하여 분석하였음.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냈으며, SPSS 21.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처리군 간의 유의성 평가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으로 비교한 후, Scheffe’s test로 p<0.05 수준에서 검증하

였다.

결과 및 고찰

무궁화 꽃 추출물이 HaCaT 세포 및 NHDF 세포생존율에 미치

는 영향

HaCaT 및 NHDF 세포에서 무궁화 꽃 추출물이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통해 세포생존율

을 측정하였다. HaCaT 및 NHDF 세포에서 세포생존율을 확인한

결과, 무궁화 꽃 추출물은 10, 50 및 100 µg/mL의 농도에서 세포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독성이 없는 10, 50 및 100

µg/mL의 농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Fig. 1).

무궁화 꽃 추출물이 보습 관련 인자의 발현에 미치는 효과

자외선은 피부를 손상시켜 피부 장벽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고

결국 건조를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Oh 등, 2016). 본 연구에서

는 인간유래 각질형성세포인 HaCaT cell에 UVB를 조사하여 무

궁화 꽃 추출물이 피부 장벽기능의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였다. 각질세포막 형성에 관여하는 분화 촉진인자인 involucrin

및 filaggrin의 발현과 피부 보습 기능을 담당하는 인자인 히알루

론산을 합성하는 효소인 HAS1과 분해하는 효소인 HYAL1의 발

현량을 western blot 실험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UVB 조사 시

involucrin 및 filaggrin의 발현이 각각 54% 및 58% 감소되었으나

무궁화 꽃 추출물 50 µg/mL 처리에 의해 그 발현이 151% 및

145%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히알루론산 합성효소인 HAS1

의 발현이 UVB 조사에 의해 66% 감소되었으나 무궁화 꽃 추출

물이 50 µg/mL의 농도에서 이를 294%까지 회복시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반면, UVB 조사에 의해 123% 증가된 HYAL1의 발현

이 무궁화 꽃 추출물 처리로 인해 100 µg/mL의 농도에서 56%

감소되었다(Fig. 2). 이러한 결과는 무궁화 꽃 추출물이 피부 장

벽 및 보습과 관련된 단백질들의 발현을 조절하여 UVB에 의해

손상된 피부를 회복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무궁화 꽃 추출물이 MMP-1 생성에 미치는 효과

UVB는 세포 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

한다.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신호 전달을 통해 세포외기질을

Fig. 1. Effects of H. syriacus L. flower on cell viability in UVB-irradiated and non-irradiated HaCaT cells and NHDFs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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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단백질의 분해를 촉진시킨다. MMP-1은 콜라겐을 분해

하는 효소로 UVB에 의해 발현이 증가되고 결국 콜라겐이 파괴

되어 피부에 굵은 주름이 형성되고 탄력성이 저하된다(Oliveira

등, 2019). 본 연구에서는 NHDF에 UVB를 150 mJ/cm2로 조사하

여 광노화를 유도하였고 무궁화 꽃 추출물을 10, 50 및 100 µg/

mL의 농도로 처리하여 MMP-1의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

과, normal과 비교하여 UVB가 조사된 세포에서는 MMP-1의 생

성량이 326%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무궁화 꽃 추출물은

10 및 100 µg/mL의 농도에서 MMP-1의 생성을 각각 47% 및

47% 감소시켰다(Fig. 3).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무궁화 꽃 추출

물이 UVB에 의해 유도된 피부 광노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구투여한 무궁화 꽃 추출물이 피부 주름 형성 억제에 미치는

영향

UVB 조사로 유도된 피부 주름 형성에 무궁화 꽃 추출물이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8주 동안 UVB를 조사하고 무궁화

꽃 추출물을 경구투여하였다. 그 뒤 무모 생쥐의 등쪽 부분의 사

진을 촬영하고 레플리카를 제작하여 주름의 수 및 길이 등을 육

안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카메라형 미세주름 분석 장비를 이용하

여 주름을 촬영한 뒤, 주름의 깊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육

안 관찰 결과, normal과 비교하여 UVB가 조사된 군에서는 깊고

굵은 주름이 많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무궁화 꽃 추

출물 처리에 의해 깊고 굵은 주름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장비

를 활용하여 미세주름을 분석한 결과, UVB 처리 시 처리하지 않

은 군에 비해 주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무궁화 꽃 추출

물 처리 시 감소됨을 확인하였다(Fig. 4). 이를 통해 무궁화 꽃

추출물이 자외선에 의해 유발된 피부의 깊고 굵은 주름을 개선

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구투여한 무궁화 꽃 추출물이 피부 물리적 및 생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에서는 경구 투여한 무궁화 꽃 추출물이 피부의 물리

적 및 생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피수분

손실량(transepidermal water loss, TEWL)과 각질층 수분량(hydra-

tion)을 측정하였다. Normal 군과 비교하여, UVB로 인해 피부 손

Fig. 2. Effects of H. syriacus L. flower on protein expression of skin hydration-related factors such as involucrin, filaggrin, HAS1, and

HYAL1 in UVB-irradiated HaCaT cells by western blot analysis (n=3). Values are mean±SD. * and #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on-irradiated control and UVB-irradiated control, respectively. #p<0.05 and ##p<0.01, versus non-irradiated control. *p<0.05 and
**p<0.01, versus UVB-irradi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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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유발된 control 군에서는 TEWL은 증가하고 hydration은 감

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무궁화 꽃 추출물

을 경구 투여함으로써 개선되었다. 무궁화 꽃 추출물을 100 mg/

kg 및 200 mg/kg의 농도로 경구투여한 군 모두 TEWL은 감소하

고 hydration은 증가하였으며, 양성대조군인 N-acetylglucosamine

(NAG) 투여군과 비교하여 유사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였다(Fig. 5). 따라서 무궁화 꽃 추출물은 광노화에 의해 손상된

피부 장벽기능 및 수분 함량을 개선시켜 피부 보습 기능을 회복

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경구투여한 무궁화 꽃 추출물이 피부 보습 관련 인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UVB는 피부 장벽 기능을 손상시키고 피부 내 수분 함량을 감

소시켜 건조한 피부를 유발한다(Oh 등, 2016). UVB에 의해 손상

된 피부 보습 기능에 무궁화 꽃 추출물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인자들의 발현을 western blot 실험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Normal 군과 비교하여 UVB가 조사된 control

군에서는 각질세포막 형성을 촉진시키는 involucrin의 발현이 21%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천연보습인자 생성에 관여하는 filaggrin

의 발현 또한 12% 감소되었다. 그러나 무궁화 꽃 추출물을 200

mg/kg의 농도로 경구투여한 군에서는 involucrin 및 filaggrin의 발

현이 control 군과 비교하여 각각 135% 및 132% 증가됨을 확인

하였다. 피부 보습 기능을 담당하는 인자인 히알루론산의 합성효

소 HAS1의 발현은 normal 군과 비교하여 UVB 조사에 의해

22% 감소하였으나 무궁화 꽃 추출물이 이를 증가시키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히알루론산 분해효소 HYAL1의 발현은

UVB 조사에 의해 112% 증가되었으며, 무궁화 꽃 추출물 처리

시 100 mg/kg 및 200 mg/kg 농도에서 각각 113% 및 107% 농도

Fig. 4. Effects of oral administrated H. syriacus L. flower on wrinkle formation in UVB-irradiated hairless mice skin by replica analysis
(n=8). Values are mean±SD. * and #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on-irradiated control and UVB-irradiated control, respectively.
#p<0.05, versus non-irradiated control. *p<0.05, versus UVB-irradiated control. 

Fig. 3. Effects of H. syriacus L. flower on MMP-1 production in

UVB-irradiated NHDFs by ELISA (n=3). Values are mean SD. *
and #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on-irradiated control
and UVB-irradiated control, respectively. ###p<0.001, versus non-
irradiated control. **p<0.01, versus UVB-irradi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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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oral administrated H. syriacus L. flower on TEWL and hydration in UVB-irradiated hairless mice skin (n=8).

Fig. 6. Effects of oral administrated H. syriacus L. flower on protein expression of skin hydration-related factors such as involucrin,

filaggrin, HAS1, and HYAL1 in UVB-irradiated hairless mice skin by western blot analysis (n=8). Values are mean±SD. * and #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on-irradiated control and UVB-irradiated control, respectively. #p<0.05, versus non-irradiated control. *p<0.05
and **p<0.01, versus UVB-irradi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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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6). 이러한 결과는 무궁

화 꽃 추출물 섭취 시 피부 장벽 및 보습과 관련된 단백질들의

발현이 조절되어 자외선에 의해 손상된 피부의 장벽기능과 수분

함량이 개선됨을 나타내고, 결과적으로 피부 광노화를 억제시키

는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경구투여한 무궁화 꽃 추출물이 콜라겐 합성에 미치는 영향

UVB에 의해 광노화가 유도된 모델에서 경구투여한 무궁화 추

출물이 콜라겐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western

blot 실험을 통하여 COL1A1 (procollagen type 1)의 발현을 측정

하였다. Normal 군과 비교하여 UVB를 조사한 control 군에서는

COL1A1의 발현이 17% 감소하였다. 반면, 무궁화 꽃 추출물을

경구투여한 군에서는 COL1A1의 발현이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

였는데 특히, 200 mg/kg 투여군에서는 발현이 176%까지 증가하

여 양성대조군인 콜라겐 투여군과 유사한 효능을 나타냄을 확인

하였다(Fig. 7). 이는 무궁화 꽃 추출물이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

는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켜 피부 주름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

가 있음을 나타낸다.

경구투여한 무궁화 꽃 추출물이 피부 두께 및 콜라겐 합성에

미치는 영향

UVB에 의한 광노화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로 피부 두께의

증가가 있다(Myung 등, 2019). 본 연구에서는 UVB에 의해 증가

된 피부 두께를 무궁화 꽃 추출물이 감소시키는 지 확인하기 위

하여 H&E staining을 진행하였다. Normal 군과 비교하여 UVB가

조사된 control 군에서는 피부 두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반

면, 무궁화 꽃 추출물은 UVB에 의해 증가된 피부 두께를 유의

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UVB에 의해 광노화가 유

도된 무모 생쥐에 무궁화 꽃 추출물을 경구투여 했을 시 콜라겐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Masson trichrome staining을 통해 확인하

Fig. 7. Effects of oral administrated H. syriacus L. flower on

protein expression of procollagen type 1 in UVB-irradiated

hairless mice skin by western blot analysis (n=8). Values are
mean±SD. * and #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on-
irradiated control and UVB-irradiated control, respectively. #p<0.05,
versus non-irradiated control. *p<0.05 and **p<0.01, versus UVB-
irradiated control.

Fig. 8. Effects of oral administrated H. syriacus L. flower on epidermal thickness and collagen density in UVB-irradiated hairless mice

skin by H&E staining and masson’s trichrome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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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UVB는 콜라겐의 합성을 감소시켜 콜라겐 밀도가 감소되

어 나타났으나 무궁화 꽃 추출물을 경구투여한 군에서는 콜라겐

의 밀도가 개선된 것을 확인하였다(Fig. 8). 이러한 결과를 토대

로 무궁화 꽃 추출물의 경구투여가 피부 두께를 감소시키고 콜

라겐 합성을 증가시켜 UVB에 의해 유발된 피부 광노화를 억제

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 약

자외선은 외인성노화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속적

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세포외기질이 파괴되고 피부 장벽

기능이 손상되어 주름 형성과 탄력 손실이 야기된다(Wu 등, 2017).

이는 결국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데 이를 예방 및 억제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물 유래의 기능성 소재에 대한 연

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궁화꽃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

구는 주로 뿌리껍질(목근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즉, 무궁화나무의 뿌리 및 목근피 추출물의 피부 광노화로

유도된 보습저하 효능에 대한 보호 효능과 콜라겐 합성저하에 대

한 증진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Yang 등, 2019). 무궁화 꽃 추출

물에 대한 생리적 기능연구로는 항미생물 및 항산화 효능, 탈모

개선이 보고되었다. 또한, 로젤(H. sabdariffa calyx)의 물추출물이

UVB 조사로 인하여 유도된 피부 광노화모델에서 활성산소 및

MMP효소 조절을 통한 피부주름 개선을 통한 피부광노화 개선

효능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Li 등, 2020). 그러나 본 연구의 대

상소재인 무궁화꽃 추출물(Hibiscus syriacus L.)의 식이섭취는 피

부보습 기능 및 피부장벽개선 효능에 대한 생리적 연구는 아직

까지 보고된 바가 없다. 또한, 현재까지 보고된 무궁화 꽃의 주

요성분으로는 chlorogenic, p-coumaric, trans-ferulic acids 및 flavo-

noid 유도체 등이 있다. 무궁화꽃에 다수 존재한다고 알려진 페

놀릭화합물 유도체들이 무궁화꽃의 히알루론산 분해효소의 작용

을 억제작용을 나타냄으로써 피부보습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

단된다(Kim 등, 2018). 따라서, 현재까지 무궁화 꽃 추출물을 경

구투여 했을 시 나타나는 피부 광노화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보

고된 바 없어 본 연구는 광노화가 유발된 in vitro 및 in vivo 모

델에서 그 효능을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무궁화 꽃 추출물을

피부 세포에서 처리 시 각질세포막 형성에 관여하는 involucrin

및 filaggrin의 발현이 증가되었고 히알루론산 합성 효소인 HAS1

의 발현 또한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반면, 콜라겐 분해효소인

MMP-1 및 히알루론산 분해효소인 HYAL1의 발현은 감소시켜 무

궁화 꽃 추출물이 세포 수준에서 광노화 억제 효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광노화가 유발된 in vivo model에서 무궁화 꽃 추출

물을 경구투여한 군에서는 UVB에 의해 형성된 굵은 주름이 개

선되었고, TEWL 감소와 hydration 증가를 통해 손상된 피부 장

벽기능 회복 및 수분 함량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또한 피부 보습 및 주름과 관련된 인자들의 단백질 발현을

조절함을 확인하였다. 조직병리학적 분석을 통해서는 무궁화 꽃

추출물이 피부 두께를 감소시키고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킴으로

써 피부 주름 및 보습 개선 효과가 있음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무궁화 꽃 추출물이 안전하면서 효능이 우수한 기능성 식

품의 유용한 천연물 소재로써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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