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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種 한약재의 콜라겐 생합성 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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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study about the effect
of several herbs on collagen synthesis
Ji-Eun Yoon·Nam-Kwen Kim·Chung-Yeon Hwang·Eun-Hee Jo·Min-Cheol Park
Background & Objective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a new anti-aging, anti-wrinkle agent. Ten
kinds of hers were evaluated by proliferation, cytotoxicity, collagen synthesis tests in cultured human dermal
fibroblast.
Methods : MTT assay was carried out to check cell proliferation, cytotoxic effect of each herbal medicine.
Collagen synthesis was investigated by the amount of propeptide using procollagen type-Ⅰ C peptide(PIP)
ELISA kit(Takara).
Results and Conclusions : There are no cytotoxicity in all group herbs by MTT assay. Collagen synthetic
ability was greatest in LYCII FRUCTUS(LF) and was excellent in order of Rehmanniae Radix Preparat(RRP) >
Nelumbinis Semen(NS) > Asparai Radix(AR) > Schizandrae Frucus(SF).
Key words : HDF, anti-aging, anti-wrinkle, collagen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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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증가하고 있다. 노화된 피부의 대표적인 증상
은 주름의 발생이다. 주름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부 조직이 점차 손상되는 현상으로 피부노화에
따른 가장 흔한 미용문제로 삶의 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1).
주름의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연령의 증가에 따른 자연노화와 자외선
등에 의한 외부 환경 영향으로 인한 외인성 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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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實驗材料 및 方法

로 알려져 있다. 이는 노화로 조직이 손상됨에 따
라 피부가 위축되고 탄력이 감소되며 건조해지는
현상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특히 광노화 피부에서
는 자외선에 의해 피부 기질을 형성하는 콜라겐과
탄력섬유인 엘라스틴 등이 파괴되어, 자외선에 노
출되지 않은 부위에 비해 굵은 주름이 두드러지게
2,3)

형성된다 .
콜라겐은 피부, 건(tendon), 뼈 및 치아의 유기
물질의 대부분을 형성하는데, 특히 뼈와 피부 진
피층에 그 포함량이 높다. 콜라겐의 주된 기능으
로는 피부의 기계적 견고성, 결합조직의 저항력과
조직의 결합력, 세포 접착의 지탱, 유기체의 성장
이나 상처 치유시 세포 분할과 분화의 유도 등이
알려져 있다4).

1. 실험재료
1) 약재의 종류
Table 1. The List of Herbal Medicines in This Study
Herbal
medicines
연자육
천문동
숙지황
맥문동
육종용
토사자

최근 홍삼, 황기, 백지 등의 한약재를 이용하여

오미자
산수유

주름 개선을 목표로 손실된 피부세포의 증식을 활

구기자

성화하는 물질, 콜라겐 및 엘라스틴 등의 파괴된

백자인

생약명

비고

Nelumbinis Semen
Asparagi Radix
Rehmanniae Radix Preparat
Liriopis Tuber
Cistanches Herba
Cuscutae Semen
Schizandrae Fructus
Corni Fructus
Lycii Fructus
Biotae Semen

NS
AR
RRP
LT
CH
CS
SF
CF
LF
BS

기질 단백질의 생성을 촉진하는 물질에 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피부노화의 대표적인

2) 실험 약재의 제조

징후인 주름을 예방하거나 개선하기 위해서는 피

Table 2. The origin of the tested herbal medicine

부노화를 촉발하는 요인을 제거해주거나 노화에
의해 손실되는 성분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 주름
의 한의학적 원인은 주로 精血이나 진액의 不足으
로 인해 피부가 자양을 잃어버려서 발생한다고 보

Herbal
medicines
연자육
천문동

고 있으며, 精血과 津液은 주로 腎과 밀접한 관계

숙지황

가 있다5).

맥문동
육종용
토사자
오미자
산수유
구기자
백자인

저자는 피부 조직의 지지체 역할을 하는 기질단
백질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콜라겐이 피부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精血과 津液을
보충하면서 補腎 효능이 있는 한약재를 in vitro
방법으로 콜라겐의 생성을 촉진하는 효능을 중심

생약명

구입처 원산지

Nelumbinis Semen
Asparagi Radix
Rehmanniae Radix
Preparat
Liriopis Tuber
Cistanches Herba
Cuscutae Semen
Schizandrae Fructus
Corni Fructus
Lycii Fructus
Biotae Semen

유일제약 베트남
유일제약 중국
원광제약 한국
보화당
유일제약
유일제약
유일제약
동광당
동광당
유일제약

한국
중국
중국
한국
한국
한국
중국

으로 연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약재들은 Table 2와 같이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각 약재별로 100g을 정량
한 후 80% 에탄올을 가하여 30분 동안 2회에 걸
쳐 초음파진동을 이용하여 추출액을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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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름 185mm 종이여과지(Whatman, Maidstone,

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이렇게 배양된 HDF에

England)를 이용하여 감압 여과하였다. 그 후 감

MTT 용액을 첨가하여 4시간 반응시킨 후,

압 농축기(Eyela, Japan)를 사용하여 농축한 다음,

fomazan을 형성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동결 건조기(Freezedryer, Matsushita, Japan)로
동결건조하여 분말을 얻어 DMSO에 녹여 사용하

4) 통계처리
실험은 3회 이상 실시하여 그 평균값을 기초로

였다.

mean±standard
2. 실험 방법

error의

형태로

기록하였고,

Wilcoxon Rank-Sum test를 시행하여 p<0.05인
경우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세포 배양

세포는 Cambrex(UK)로부터 Human dermal

Ⅲ. 實驗 結果

fibroblast(HDF)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HDF를
DMEM/F12(3:1)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
(FBS), 1% penicillin-streptomycin을 첨가하여

1. 연자육(NS)

37℃, 5% CO2 조건하에서 배양하고 trysinization
으로 계대배양한 뒤 6-10세대 세포를 실험에 이용
하였다.
2) 콜라겐 생합성 평가
6

HDF를 2×10 cells/well 농도로 96-well plate
에 접종한 후, 각 well에 시료를 5μg/ml, 20μ
g/ml, 50μg/ml의 농도로 첨가하여 CO2 배양기에
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이렇게 실험한 세포의 배

Fig. 1. Collagen synthesis and MTT result of NS
(*p<0.05).

양액을 수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HDF 배양액
내 콜라겐 생합성 정도는 procollagen type-Ⅰ C
peptide(PIP) ELISA kit(Takara)을 사용하여 프로

2. 천문동(AR)

6)

펩타이드의 양을 측정하였다 .
3) 세포 증식 및 독성 평가

세포독성은 Loosdrecht의 방법7)을 사용하여
MTT(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
azolium bromide) assay를 수행하였다. HDF를
2×104 cells/well 농도로 96-well plate에 접종한
후, 각 well에 시료를 10μg/ml, 50μg/ml, 100μ
g/ml의 농도(에탄올 추출물과 용매분획물 5μ

Fig. 2. Collagen synthesis and MTT result of AR
(*p<0.05).

g/ml, torilin 1μg/ml)로 첨가하여 CO2 배양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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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지황(RRP)

6. 토사자(CS)

Fig. 3. collagen synthesis and MTT result of RRP
(*p<0.05).

Fig. 6. Collagen synthesis and MTT result of CS
(*p<0.05).

4. 맥문동(LT)

7. 오미자(SF)

Fig. 4. Collagen synthesis and MTT result of LT
(*p<0.05).

Fig. 7. Collagen synthesis and MTT result of SF
(*p<0.05).

5. 육종용(CH)

8. 산수유(CF)

Fig. 5. Collagen synthesis and MTT result of CH
(*p<0.05).

Fig. 8. Collagen synthesis and MTT result of CF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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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구기자(LF)

실험약물들 중에서 콜라겐 생합성 증진율은 구
기자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5μg/ml 농도에서는
17%, 20μg/ml 농도에서는 18%, 50μg/ml 농도
에서 30%의 콜라겐 생합성 증진율을 보였다. 각
시료의 농도를 50μg/ml를 기준으로 비교하여보면
구기자, 숙지황, 천문동, 연자육, 육종용, 오미자,
산수유, 맥문동, 백자인, 토사자 순으로 콜라겐 생

Fig. 9. Collagen synthesis and MTT result of LF
(*p<0.05).

10. 백자인(BS)

합성이 촉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The results
represents the mean ± S.D. of 3 experiments.
* : p<0.05.).
12. 세포 증식 및 독성 평가

실험약물들에 의한 HDF에 대한 세포 증식 및
독성 평가를 위해 각 시료의 농도를 10μg/ml,
50μg/ml, 100μg/ml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시
키면서 MTT assay를 통해 평가하였다. 혈청이 첨
가되지 않은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하였을 때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아 HDF에 대한 활성 저해는
Fig. 10. Collagen synthesis and MTT result of BS
(*p<0.05).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약물들의 시료에 의한 HDF에 대한 독성
평가에 있어서 Fig. 1-10에서처럼 대조군과 비교
했을 때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세포독성이 없는

11. 콜라겐 생합성 증진률 평가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산수유 추출물을 처리했
을 때 HDF에 대한 세포 증식능력이 약하게 증가

실험약물들에 의한 collagen 생합성 증진효과를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The results represents the

평가하기 위하여 각 시료의 농도를 5μg/ml, 20μ

mean ± S.D of 3 experiments using MTT

g/ml, 50μg/ml로 증가시키면서 human type Ⅰ

assay against primarily cultured normal human

collagen specific antibody를 이용한 ELISA로서

dermal fibroblasts. * : p<0.05.).

HDF 내의 collagen 누적 생합성량을 평가하였다.
실험약물의 시료를 처치한 후 HDF내의 콜라겐
축적량이 증가된 것은 HDF의 콜라겐 생합성이
촉진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시험군의
콜라겐 생합성 증진률(%)을 산출할 수 있다. Fig.
1-10에서와 같이 각 실험약물의 농도별로 콜라겐
생합성이 촉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Ⅳ. 考 察
현대사회에서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
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연스럽게 내적 요인 및 외적 요인에 의한 피부
노화를 지연시키고 개선시키고자 하는 많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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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지고 있다.

과 15-20%의 type Ⅲ collagen으로 이루어진다.

피부 노화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부 조직이

콜라겐분자는 tropocollagen이라 불리우며 섬유아

점차 손상되는 현상으로, 노화된 피부에서는 피부

세포에서 triple helix의 폴리펩타이드로 생산되어

8)

의 수분함유량이 감소하면서 주름이 발생하게 된

분자측면끼리 cross-link되어 피부에 장력을 주게

다. 피부의 노화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는

된다16). 노화된 피부에 발생하는 주름은 조직 내

데, 자연 노화에 의해 호르몬의 변화, 면역세포의

피부 세포 및 기질 단백질의 감소에 따라 조직이

기능 저하, 단백질들의 생합성 능력 저하로 발생

느슨해짐에 따라 발생한다. 내인적 노화 및 광노

하는 내인성 노화(intrinsic aging)와 자외선과 바

화에 의해 콜라겐은 감소하며, 이는 주름 형성과

람, 열, 담배 및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광노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7).

(photo aging)가 있다9,10). 내인적 · 외인적 노화

콜라겐은 프로콜라겐이라는 전구물질의 형태로

모두 주름이 생성되고 피부면역 세포인 랑게르한

합성되며 프로콜라겐은 아미노 말단과 카르복시

스 세포와 진피의 교원섬유가 감소하는 공통점이

말단에 프로펩티드라는 펩티드 염기서열을 포함한

있으나, 자연노화에서는 피부가 얇아지는 반면, 외

다. 프로펩티드의 기능은 소포체내에서 프로콜라

인적 노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노화의 경우에

겐의 folding을 도와줌과 동시에 콜라겐 중합반응

는 피부가 두꺼워지고 변형된 탄력섬유가 증가하

이 일어날 때 콜라겐 프로펩타이드의 양을 측정함

11)

는 특징이 있다 .

으로써, 세포내에서의 콜라겐 생합성 정도를 파악

한의학에서는 《素問·上古天眞論》에서는 腎氣

할 수 있다18).

의 盛衰에 따라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고,《素

현재까지 보고된 콜라겐 합성 촉진물질 중 가장

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과도한 감정적 변화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Centella asiatica의 주성분들인

氣를 손상시키고 부적절한 생활환경은 形을 손상

asiaticoside, asiatic acid, madecasic acid 등이

시키므로 40세 이후에 陰氣가 先天의 陽氣보다 半

있고19), 주름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홍삼, 황기,

이 되어 노화가 시작되지만 七損八益의 조절에 따

유백피, 백지, 사상자, 삼백초 등20-25)의 한약재를

라 노화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고 하였다12). 精

중심으로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고 있는

血, 津液은 모두 水에 속하며, 腎은 腎主液으로서

실정이며, 섬유아세포 활성화, 콜라겐 증식, 콜라

몸의 수액균형을 조절하며, 精을 저장하는 곳으로

겐분해효소 억제 등의 작용이 있는 수종의 한약재

성장, 생식과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관계가 있으

에 대한 보고가 있으나,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

며, 精血이나 津液이 부족하게 되면 노화가 가속

는 精血과 津液을 보충해줄 수 있는 補腎 약물에

화되어 피부를 뻣뻣하게 하여 주름을 만들고 머리

대한 실험결과가 부족하므로 精血과 津液을 보충

5)

하면서 腎氣를 補하는 약물 10종을 선별하여 콜라

카락이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
피부의 진피에 존재하는 섬유아세포는 피부조직
의 지지체를 형성하는 콜라겐을 생합성에 중요한
13)

겐 생합성과 세포 독성 및 증식 능력을 평가하였
다.

역할을 하며 , 또한 탄력섬유를 형성하고 피부의

본 실험에서는 피부 주름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염증반응에도 관여하여 세포내 물질대사나 세포노

위하여 精血과 津液을 보충하면서 腎氣를 보하는

14,15)

화에 대한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 세포외 기

효능이 있다고 언급된 10종의 한약재를 대상으로

질의 주요 구성 성분인 collagen은 피부의 75%

human demal fibroblast를 이용하여 콜라겐 생합

정도를 차지하며, 주로 80-85%의 type Ⅰ collagen

성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procollagen type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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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eptide(PICP) enzyme immunoassay를 이용하

는 효능이 있는 10종 한약재의 콜라겐 생합성 증

여 콜라겐 생합성 정도를 평가하였다.

진 효과와 세포 독성 및 증진 실험을 통해 다음과

실험약물들 중에서 콜라겐 생합성 증진율은 구

같은 결론을 얻었다.

기자가 가장 우수하였으며, 다음으로 숙지황, 천문
동, 연자육, 육종용, 오미자, 산수유, 맥문동, 백자
인, 토사자 순서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실험약물

1. 10종 한약재 모두 콜라겐 생합성 증식 효과가
있었다.

에서 농도의존적으로 콜라겐 생합성을 증진시키는

2. 10종 한약재 콜라겐 생합성 증식율 평가에서

효과가 있었다. 향후 콜라겐 생합성이 우수하게

구기자, 숙지황, 천문동, 연자육, 육종용, 오미

나타나는 약물들의 조합이나 처방에 따른 추가적

자, 산수유, 맥문동, 백자인, 토사자 순으로 효

인 연구가 필요하리가 사료된다.

과가 있었다.

MTT(3-4,5-dimethylthiazol-2-yl)
2,5-diphenyltetrazolium bromide)는 죽은 세포에
서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formazan의 생성
26)

량을 통해서 세포 생존율 측정에 이용한다.

각

3. 10종 한약재의 세포 독성 실험에서 모두 독성
을 나타내지 않았다.
4. 산수유추출물에서는 약간의 세포 증식 능력이
확인되었다.

각의 실험약물 시료를 10μg/ml, 50μg/ml, 100
μg/ml를 농도의존적으로 처리하여 배양하였을 때

이상의 결과로 보아 구기자, 숙지황, 연자육, 천

모든 실험약물에서 85%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나

문동 오미자 등은 콜라겐 생합성 증진을 통한 주

타내어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산수유 추

름개선의 기능성 소재로의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출물에서는 약하게나마 HDF 증식효과가 있는 것

보여지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

을 확인하였다.

된다.

최근 항노화와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피부에 직접 영양을 공급하는 화장품과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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