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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ethanol extract from Rosa rugosa Thunb. flowers(ERF) on the activities of 

antioxidant, antiwrinkle and whitening. Methods : We measured antioxidant efficacy of ERF by using 1,1-diphenyl-2- 

picrylhydrazyl(DPPH) assay. Also we confirmed the inhibitory effect of ERF on collagenase activity and melanin synthesis by using 

collagenase assay kit and dihydroxiphenylalanine staining, respectively. To evaluate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ERF, we 

examined the inflammatory mediator IL-6. Results : ERF showed highly efficacy i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RF  

dose-dependently suppressed collagenase activity. Ultraviolet-induced production of IL-6 decreased by ERF treatment. In B16F10 

cell, ERF significantly reduced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in synthesis. Conclusions : From the above results, it was indicated that 

ERF could be utilized as anti-aging and whitening cosmetic ingred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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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당화(Rosa rugosa Thunb.)는 장미과 장미속의 해안가에 자생

하는 낙엽관목으로 한국,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꽃은 5∼6월 피며 매괴화(玫瑰花)라고 하며 이기해울(理氣解

鬱)하고 화혈산어(和血散瘀)하는 효능이 있어, 간위기통(肝胃氣痛), 

급만성 유주성 관절 풍습통, 토혈과 각혈, 월경불순, 적백대하, 이

질, 화농성 유선염, 종독의 치료에 사용하였다1). 꽃은 음건하여 차

나 향료의 원료로 이용되고 있으며, 열매는 잼과 같은 가공식품으

로 이용되고, 한국과 일본에서는 당뇨의 치료와 예방에 사용되고 

있다2-5). 

현재까지 해당화는 그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효능이 보고되어 

있다. 해당화 뿌리는 항당뇨6), 면역증진7), 항산화 및 혈압강하 작용

이 있으며8), 뿌리에서 추출한 octanordammarane triterpene는 

장내 sucrase 억제효과9)가 있으며, catechin은 간보호효과가 있음

이 보고되었다10). 또한 줄기와 잎 추출물은 항산화와 항종양효과가 

있으며11,12), 해당화꽃은 항고혈압효과13)가 있고 해당화꽃의 화분

은 항종양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14).  

해당화의 성분에 대한 연구로는 유기산과 Vitamin C가 풍부하

며 잎에서 isoquercertin, rutin, quercetin, isoquercitrin, titiro-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4406/acu.2014.31.4.032&domain=pdf&date_stamp=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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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꽃에서는 stictinin, pedunculagin, casuarictin, tellima-

grandin I, II, rugosin-A-G, 열매에서 β-carotene, γ-carotene, 

sugar, 뿌리에서는 β-sitosterol, campesterol, quercetin, β- 

sitosteryl 3-o-β-D glucopyranoside, campesteryl 3-o-β-D 

glucopyranoside, kaji-ichigoside F1, rosamultin, arjunetin(+)- 

catechin의 성분이 보고되었다15-19).

피부는 미생물이나 물리화학적 외부환경으로부터 신체 내부를 

보호하는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주름 형성과 

색소침착에 연관되어 있으며 면역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20). 피부가 

자외선(UV)에 과도하게 노출되면 화상, 주름생성, 색소침착 및 

matrix metalloproteinases(MMPs)의 발현을 유도하여 광노화를 

촉진시키며, 심한 경우 피부암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일으키게 된

다21,22). 현재 피부노화와 주름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질형성세포의 

증식과 분화, 활성산소에 의한 노화 억제, MMPs 활성 억제 등으로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의 손상을 개선하고 표피진피연

결부(dermal-epidermal junction, DEJ)의 활성을 촉진시키는 방

법들이 이용되고 있다23,24). 한편 미용을 목적으로 한 기능성 천연소

재 개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항암, 항균, 

미백, 여드름, 항알레르기, 피부보습, 항산화, 항노화 등의 효과가 

있는 천연 소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화는 각 부위에 

따라 다양한 효능이 보고되어 있으나 기능성 미용소재로서 잠재적 

가능성이 높은 해당화꽃의 약리활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들은 해당화꽃 추출물이 미백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고25), 

선행연구를 토대로 화장품 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이 높은 해당화

꽃 추출물의 항산화 및 주름생성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시료 추출

경동시장(서울)에서 구입한 해당화꽃(매괴화, Rosa rugosa 

Thunb. flower, 중국산) 200 g을 자연건조 후, 100% ethanol 2 

L을 넣어 3일 동안 실온에서 추출하였으며, 표본은 원광대학교 해

부학교실에 보관하였다. 추출액은 여과하여 감압 농축(EYELA, 

Japan) 및 동결 건조하여 추출물 27.60 g(수율 13.8%)을 얻었다. 

시료는 냉장 보관하였으며 dimethylsulfoxide(DMSO)에 녹여 실

험에 사용하였다.

2. DPPH 활성산소 소거능 측정

활성산소 소거능은 Blosis26)방법에 의한 1,1-diphenyl-2-pi-

crylhydrazyl(DPPH) 라디칼 소거법으로 측정하였다. 시료를 

methanol로 녹여 500 μl를 1.5 ml tube에 넣고 0.3 mM DPPH 

500 μl를 넣어 총 양이 1 ml가 되도록 하였다.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Bio-Tek, USA)로 517 nm 파장에서 흡

광도를 측정 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시료 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 사이의 흡광도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

  100-{(시료첨가구의 흡광도/무첨가구 흡광도)×100}

3. Collagenase 활성능 측정

Collagenase 활성 억제 평가 실험은 EnzCheck Gelatinase/ 

Collagenase assay kit(Invitrogen, USA)를 사용하였다. 기질(sub-

strate)로 DQTM gelatin from pig skin, fluorescein conjugat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6 well plate에 reaction buffer 150 μl, 

시료 20 μl, collagenase(10 μg/ml) 20 μl, gelatin(100 μg/ml) 

10 μl을 처리하고 37oC 암실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fluore-

scence micro plate reader(Bio-tek, USA)를 사용해 495/ 515 

nm에서 측정하였다.

4. IL-6 측정 

Pro-inflammatory cytokine인 IL-6 생성에 미치는 시료의 효

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UVB를 조사하였다. UVB는 Ultraviolet B 

TL 20 W/12 RS(Philips, Holland)를 이용하여 20 mJ/cm2로 조사

하였으며, 사람 각질형성세포(HaCaT)를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가 포함된 배지에 1×105개씩 분주하여 48시간 부착

시켰다. 시료를 1시간 전처리 후 배지를 PBS로 수세하고 UVB를 

조사하였다. 시료가 포함된 배지에 24시간 배양 후 배지에 분비된 

IL-6를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법으로 정

량하였다. IL-6 assay kit(BD pharmingen, CA, USA)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측정하였다. 

5. 세포배양 및 형태적 관찰

B16F10 mouse melanoma cell은 한국세포주은행에서 분양받

았으며, 5% Fetal bovine serum(FBS, Gibco)가 포함된 Dulbe-

cco's modified Eagle medium(DMEM, Gibco) 배지를 이용하여 

37oC, 5% CO2 incubator(Forma)에서 배양하였다. B16F10 세포

를 10 cm 배양용기에 1×105개씩 분주하여 24시간 부착시켰다. 

시료(12.5, 25 μg/ml)를 처리하고 3일간 배양 후 B16F10 세포의 

수지상돌기의 변화를 위상차도립현미경(inverted phase contr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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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ERF on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DPPH radicals were generated as described as materials and 
methods. The values are expressed as optical density and each
column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
ments. **p＜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group. ERF : ethanol
extract from Rosa rugosa Thunb. flowers.

Fig. 2. Effect of ERF on collagenase activity.
Collagenase activity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 The results are averages of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group. ERF : 
ethanol extract from Rosa rugosa Thunb. flowers.

microscope, Leica)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6. DOPA 염색

Chamber slide에 세포를 5×103개씩 분주하여 부착 후 시료

(12.5, 25 μg/ml)와 α-MSH(100 nM)를 처리하고 3일 동안 배양

하였다. 배양 후 5% formalin 용액으로 30분간 고정하고 PBS로 

세척하여 0.1% L-dihydroxyphenylalanine(DOPA)와 실온에서 4

시간 반응시켰다. PBS로 세척하고 10% formalin 용액으로 30분간 

고정한 후 에탄올로 탈수시킨 다음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다.

7. 세포 내 멜라닌 함량 측정

멜라닌의 정량은 Hosoi 등27)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직

경 6 cm plate에 1×105개씩 분주하여 24시간 부착시킨 후, 시료

(12.5, 25 μg/mL)를 처리하였다. 1시간 후 α-MSH(100 nM)를 

처리하고 48시간 배양하였으며, 각 군당 2×106개씩 수거하여 

lysis buffer(5 mM EDTA, 0.1 M SPB(pH 6.8), 0.1% triton X- 

100)로 세포를 용해하였다. 원심분리 하여 얻은 세포 침전물은 알

코올로 세척한 후 10% DMSO가 첨가된 1 N NaOH 용액으로 

90oC에서 1시간 용해하여 405 nm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p-value를 구하였으

며, p＜0.05인 경우 *로 표기하였고 p＜0.01인 경우 **로 표기하

여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결    과 

1. 항산화효과 

DPPH는 free radical의 안정화된 물질로 항산화 효과를 평가하

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실험결과 시료 12.5, 25, 50, 100 μg/ 

ml의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각각 42.79±4%, 72.99±1.4%, 

85.03±0.6%, 85.57±0.5%의 DPPH 소거능을 보였다(Fig. 1). 양

성대조군인 Ascorbic acid(10 μM)는 89.40±0.2%의 소거능을 

보였으며, 시료 50 μg/ml의 농도에서 80% 이상의 높은 DPPH 

소거능을 나타냈다.

2. Collagenase 활성 억제효과

피부노화 현상은 피부각질층의 구조 변화, 표피세포 분화 감소, 

진피 내의 섬유아세포에 의한 단백질 및 세포간 물질의 합성기능 

저하로 나타난다28,29). Collagen은 피부 진피층 세포 외 기질 단백

질의 90%를 이루고 있으며, collagen을 분해하는 collagenase는 

주름을 유발하여 피부 노화를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피부노화 주원

인 중의 하나인 collagenase의 활성에 미치는 시료의 영향을 조사

하였다. 시료 12.5, 25, 50, 100μg/ml의 농도에서 대조군(100%)

에 비해 77.9±0.1%, 71.7±1%, 66.1±4%, 49.6±7%로 collage-

nase의 활성을 억제하였으며, 양성대조군인 1-10-phenanth-

roline(0.5 μM/ml)의 경우 41.9±5%였다(Fig. 2). 따라서 시료는 

농도의존적으로 collagenase의 활성을 억제하였다. 

3. IL-6 생성 억제효과

UV로 유도한 전염증성 cytokine의 생성에 대한 해당화꽃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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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ight micrographical observation of B16F10 cells after 
treated with ERF. 
Cells were incubated with ERF(ethanol extract from Rosa rugosa
Thunb. flowers.) as indicated concentrations. After 3 days, cells
were photographed with phase contrast inverted microscope 
(×100).

Fig. 4. Effect of ERF on tyrosinase activity in B16F10 cells. 
B16F10 cells were incubated with ERF(ethanol extract from Rosa
rugosa Thunb. flowers.) at 12.5, 25 μg/ml for 3 days. DOPA stain
was evaluat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Fig. 5. Effect of ERF on melanin synthesis in B16F10 cells.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ERF(ethanol extract from Rosa
rugosa Thunb. flowers.) as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1 h,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α-MSH(100 nM). After 3 days,
melanin content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
**p＜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group. ##p＜0.01 compared
to the α-MSH-stimulated group.

Fig. 3. Effect of ERF on the production of IL-6.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ERF(ethanol extract from Rosa 
rugosa Thunb. flowers.) as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1 h, and
then irradiated with or without UV(20 mJ/cm2). After 24 h, the 
level of IL-6 was measured by ELISA. Data are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 **p＜0.01 compared to the un-
treated group. ##p＜0.01 compared to the UV irradiated group.

물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료를 1시간 전처리 한 후 UV를 

조사하고 24시간 배양 후 ELI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UV 조사 

시 IL-6 생성이 대조군의 약 3.4배 증가하였으나, 시료 12.5 μg/ml 

처리군은 1.7배, 시료 25 μg/ml 처리군은 1.1배로 감소하였다. 시

료는 UV에 의해 증가된 IL-6의 생성을 현저히 억제하였다(Fig. 3).  

4. 멜라닌생성 억제 효과

멜라닌세포에서 tyrosinase는 tyrosine을 DOPA로 전환시키는 

tyrosine hydroxylase와 DOPA를 DOPAquinone으로 전환시키는 

DOPA oxidase로서 멜라닌 합성 초기의 두 단계 반응을 촉매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피부의 멜라닌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하여 B16F10 세포의 tyrosinase 활성을 DOPA 염색으로 

관찰하였다. B16F10 세포에 시료를 12.5, 25 μg/ml로 처리하고 

3일간 배양한 후 DOPA 염색을 실시한 결과, 시료 12.5와 25 μg/ml 

처리군은 대조군에 비해 tyrosinase 활성이 감소하였다. 멜라닌 합

성을 촉진하는 호르몬 α-MSH(100 nM) 처리군에서 대조군에 비

해 tyrosinase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시료 처리군에서는 감소하였

다(Fig. 4). 최종산물인 세포내 멜라닌양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α- 

MSH 처리군은 멜라닌양이 증가하였으며, 시료처리군에서는 유의

성 있게 멜라닌양이 감소하였다(Fig. 5). 

멜라닌은 수지상돌기를 통해 각질세포로 운반되는데 멜라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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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형태적 관찰 결과 시료 12.5, 25 μg/ml 처리군은 대조군에 

비해 수지상돌기가 감소되었다. α-MSH군에서는 세포의 수지상돌

기가 현저하게 발달하였고, 시료는 α-MSH군에 비하여 수지상 돌

기가 감소하였다(Fig. 6).

고    찰

최근 식물자원으로부터 약물, 식품첨가제, 화장품의 소재로 개

발하는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화장품소재로서 기능성

으로는 항산화, 주름개선, 미백, 항염증 등이 있다.  해당화는 뿌리

와 줄기에서 항산화, 항염, 혈당개선 및 혈압강화 작용 등 다양한 

효능이 보고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화장품 소재로서 잠재적 가능

성 높은 해당화꽃 추출물의 기능성을 조사하였다.  

활성산소(Free radical)는 과다하게 생성될 경우 체내 항산화 방

어벽을 무너뜨리고 단백질 변형을 일으키며 항상성을 파괴하여 자

가면역질환과 같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피부에서는 진피 내 

콜라겐과 세포외기질을 분해하여 주름 생성, 탄력성 저하를 일으키

며, 멜라닌의 생성을 촉진하여 노인성 반점, 주근깨 등을 유발하는 

피부노화의 주원인이 된다22,30). 본 실험에서 해당화꽃 추출물의 항

산화능을 측정한 결과 농도에 따라 DPPH radical 소거능이 증가하

였고, 50 μg/ml의 농도에는 80% 이상의 높은 항산화능을 보였다.  

세포외기질의 주요 구성성분인 collagen(type I, II, III, IV and 

V)은 진피층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포내에서 proco-

llagen이라는 전구물질로 합성된 후 세포외로 분비되어 collagen 

섬유로 중합된다. 이러한 collagen은 트립신과 같은 단백질 분해효

소의 작용을 받지 않고 collagenase에 의해 분해된다31). 한편 자외

선은 TNF-α, IL-6를 비롯한 다양한 cytokine의 분비를 촉진시키

고, 기질단백질을 분해하는 MMPs(Matrix metallo proteinases)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현재까지 MMPs는  MMP-1(collagenase 1)을 

비롯하여 MMP-9(gelatinase B), MMP-13(collagenase 3) 등 약 

20여종이 있으며, 이들 MMPs는 염증 및 종양침습을 유발하고 co-

llagen이나 elastin, fibronectin과 같은 세포외기질과 기저막

(besement membrane, BM)의 중요한 구성 성분을 분해하여 주름

을 유발하고 노화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4). 따라서 

UV에 의해 유도된 collagenase 효소의 합성을 억제하거나 활성산

소에 의해 발생되는 손상을 방지하는 물질은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화장품의 소재로서 잠재적 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실험결과, 

해당화꽃 추출물의 항산화활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Fig. 2와 3에서

와 같이 collagenase의 활성과 pro-inflammatory cytokine인 

IL-6의 생성을 억제하였다.  

멜라닌은 멜라닌세포 자극호르몬인 α-MSH나 UV 등에 의해 

활성화 되며 tyrosinase, tyrosinase related protein-1 및 tyro-

sinase related protein-2 효소에 의해 합성된다22,32). 특히 tyro-

sinase는 tyrosine을 DOPA로 산화하고, DOPA를 DOPAquinone

으로 전환하는 멜라닌합성의 처음 두 단계의 반응을 촉매하는 속도

결정 효소로 작용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생성된 멜라닌

은 멜라닌세포의 수지상돌기를 통해 각질형성세포로 이동된다. 자

외선은 멜라닌세포뿐만 아니라 각질형성세포도 자극하여 α-MSH

의 분비를 유도하는데32), α-MSH는 멜라닌세포의 cAMP 경로를 

통해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의 생성을 촉진하며, 또한 수지상돌

기의 형성도 촉진한다33). 본 실험결과, 해당화꽃 추출물은 멜라닌

세포의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합성 및 수지상 돌기의 형성을 

억제하였다(Fig. 4, 5). 특히 해당화꽃 추출물의 멜라닌생성 억제효

과와 수지상돌기 형성 억제효과는 α-MSH 자극에 의한 과색소침

착 조건에서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 해당화꽃 추출물은 항산화, 주름개선, 항염증과 더

불어 멜라닌생성 억제효과가 있었으며, 화장품 소재로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해당화꽃 추출물의 피부에서 약리활성을 조사하여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해당화꽃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2. 해당화꽃 추출물은 collagenase의 활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다.

3. 해당화꽃 추출물은 UVB에 의하여 증가된 IL-6의 생성을 농

도 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다.

4. 해당화꽃 추출물은 멜라닌세포의 멜라닌생성, tyrosinase의 

활성과 수지상돌기의 형성을 억제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해당화꽃 추출물은 항산화, 항염효과가 있으

며 collagenase 활성과 멜라닌 형성을 억제하였다. 따라서 해당화

꽃은 피부노화 예방과 미백 기능성 소재로서 가치가 매우 높은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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