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rticle
Appl. Chem. Eng., Vol. 27, No. 6, December 2016, 620-626

http://dx.doi.org/10.14478/ace.2016.1093

620

사람피부세포에서 카렌둘라 꽃 추출물의 항산화 및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보호효과

현송화⋅김가윤*⋅유지연*⋅김지원*⋅양예림*⋅전영희*⋅정윤주⋅김아랑⋅박수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밀화학과 화장품종합기술연구소, 코스메틱 융⋅복합산업 지원 센터, *한성과학고등학교
(2016년 10월 19일 접수, 2016년 11월 10일 심사, 2016년 11월 18일 채택)

Antioxidant and Cellular Protective Effects against Oxidative Stress of 
Calendula officinalis Flowers Extracts in Human Skin Cells

Song Hua Xuan, Ga Yoon Kim*, Ji Yeon Yu*, Jee Won Kim*, Ye Rim Yang*, 
Young Hee Jeon*, Yoon Ju Jeong, A Rang Kim, and Soo Nam Park†

Department of Fine Chemistry, Cosmetic R&D center, Cosmetic Industry Coupled Collaboration Center,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232 Gongneung-ro, Nowon-gu, Seoul 01811, Korea

*Hansung Science High School, Seoul 03732, Korea
(Received October 19, 2016; Revised November 10, 2016; Accepted November 18, 2016)

    록

본 연구에서는 카렌둘라 꽃의 50%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의 총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항산화 활성 및 사람피부
세포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세포보호효과를 확인하였다. 자유 라디칼 소거 활성(FSC50), 활성산소 소거 활성(총 
항산화능, OSC50) 및 사람피부세포 내 ROS 억제활성을 통하여 카렌둘라 꽃의 50% 에탄올 추출물 및 분획물들의 항산
화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카렌둘라 꽃의 50% 에탄올 추출물보다 그것의 에틸아세테이트 및 아글리콘 불획물이 
더 큰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 세포보호효과 실험에서 과산화수소를 사람피부세포에 처리하여 세포손상을 유도하
였을 때,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은 0.05-3.13 µg/mL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보호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UVB를 사
람피부세포에 조사하여 세포손상을 유도하였을 때, 아글리콘 분획은 1.56-3.13 µg/mL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산화적 스트레스에 노출된 사람피부세포에서 카렌둘라 꽃의 분획물들이 ROS 
소거함으로써 세포를 보호하는 천연 항산화제로 화장품에 응용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antioxidant activity and cellular protective effects 
against oxidative stress on human skin cells in 50% ethanol extract and its fractions of Calendula officinalis (C. officinalis) 
flowers. We measured the antioxidant effects of 50% ethanol extract and its fractions of C. officinalis flowers on the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SC50), the reactive oxygen species (ROS) scavenging activities (OSC50) and the inhibition of 
intracellular ROS generation in human skin cells. These results showed that the antioxidant effect of the ethyl acetate and 
aglycone fraction was more than the 50% ethanol extract of C. officinalis flowers. We also investigated the cellular protective 
activity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reatment of the ethyl acetate fraction (0.05 - 3.13 µg/mL) protects human skin cell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when the skin cell damages were induced by treating them with H2O2. In addition, the 
aglycone fraction (1.56 - 3.13 µg/mL) shows cellular protective effects on the UV-induced cell damages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ractions of C. officinalis flowers can function as a natural antioxidant agent of cos-
metics in human skin cells exposed to oxidative stress by ROS scavenging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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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피부는 사람에 있어서 면적이 제일 큰 기관이고 또한 외부의 환경

을 방어하는 첫 번째 방어망이기도 하다[1]. 사람이 외부 활동하면서 

태양광선을 받았을 때,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부위는 피부에 

있어서도 제일 외부에 있는 각질형성세포로 구성된 표피이다[2,3].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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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Fractionation scheme of C. officinalis flowers 50% ethanol 
extract and its fractions.

외선에 노출된 피부에서는 singlet oxygen (1O2), superoxide anion radi-

cal (O2
⋅-), hydrogen peroxide (H2O2), hydroxyl radical (⋅OH), al-

koxyl radical (⋅OR) 및 hydroperoxyl radical (⋅OOR) 등 다양한 종

류의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가 생성된다. 생성된 

ROS는 피부의 생체 구성 성분인 단백질 산화, DNA 손상, 지질 과산

화 반응을 개시시키며 또한 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의 발현

을 촉진시켜 진피층의 매트릭스 성분인 콜라겐, 엘라스틴 섬유를 분

해 절단시킴으로써 피부노화를 가속화시킨다[4-6]. 피부에는 이러한 

산화적 환경에 대항하여 생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및 glutathione peroxidase와 같은 항산화 효소와 비타

민 E, C 및 글루타치온 등의 비효소적 항산화제로 구성된 항산화 방

어망이 구축되어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외선 노출에 의하여 생성된 

과잉의 ROS는 피부의 항산화 방어망을 붕괴시켜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피부노화를 가속화 시킨다. 따라서 피부에서 생성되는 과잉의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거나 생성된 활성산소를 효율적으로 제거

하여 피부 항산화 방어망을 구축하고 사람피부세포를 산화적 손상에

서 보호할 수 있는 항산화제의 개발이 기능성 화장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7-9]. 

카렌둘라(Calendula officinalis)는 국화과에 속하는 쌍떡잎식물로 

원산지는 지중해 지역이며 “marigold” 또는 “maravilla”라고도 불리 

운다. 카렌둘라 꽃은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민간요법으로 상

처, 화상 및 피부질환에 사용되어왔으며 약용인 목적으로 재배되고 

있다[10]. 카렌둘라 꽃은 페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존

재하며 항염증, 항균 및 항암 등의 활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1-14]. 하지만 화장품에서 추출물이나 특정 분획을 대상으로 다양한 

ROS가 생성되는 Fe3+-EDTA/H2O2계에서의 총 항산화능 측정에 관한 

연구나 사람피부세포에서 자외선 또는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효과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렌둘라 꽃 추출물과 분획물들을 이용하여 항산

화 및 사람피부세포에 대한 보호효과를 확인하여 기능성 화장품의 항

산화 소재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카렌둘라 꽃은 독일산으로 2016년 4월 서울시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였다. 

2.2. 기기 및 시약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실험에서 사용되는 UV-visi-

ble spectrophotometer는 Varian (Australia)사의 Cary 50, Luminol 발광

실험에서 사용되는 화학발광기는 Berthold (Germany)사의 6-channel 

LB9505 LT, MTT 실험에서 사용되는 ELISA reader은 Tecan (Austria)

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pH 미터는 Mettler-Toledo (Switzerland)를 

사용하였다.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DPPH radical, luminol, ethyl-

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H2O2, 3-(4,5-dimethythiazol-2-yl)- 

2,5-di-phenytetrazolium bromide (MTT), (+)-α-tocopherol (1,000 IU 

vitamin E/g) 및 L-ascorbic acid은 Sigma Chemical Co. (USA)에서 사

용하였고, FeCl3⋅6H2O는 Junsei Chemical Co. (Japan) 제품을 사용하

였으며, 에탄올(EtOH), 에틸아세테이트(EtOAc) 및 황산 등 각종 용매는 

시판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세포배양에 사용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fetal bovine serum (FBS), pen-

icillin-streptomycin (PS) 및 trypsin 등은 Capricorn Scientific (Germany)

제품을 사용하였다. 

2.3. 추출 및 분획

카렌둘라 꽃 추출물 및 분획물 제조과정은 다음과 같다. 건조시킨 

카렌둘라 꽃 50 g을 50% 에탄올 1 L에 24 h 동안 침적 여과한 후 감

압 농축하여 50% 에탄올 추출물 파우더를 얻었다. 50% 에탄올 추출

물로부터 에틸아세테이트로 분획한 후 감압 농축하여 건조된 에틸아

세테이트 분획 파우더를 얻었다. 또한, 일부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파우더를 산으로 가수분해 하여 당을 제거시킨 후 아글리콘 분획 파

우더를 얻었다. 실험 방법은 황산과 아세톤을 혼합한 용액에 에틸아

세테이트 분획 파우더 일정량을 첨가한 후 4 h 동안 중탕 가열하면서 

환류⋅냉각시켰다. 환류 시킨 용액을 5% KOH-MeOH 용액으로 중화 

적정 후 증류수로 세척하여 산, 염기 및 당 등을 모두 제거하였다. 이 

용액을 다시 에틸아세테이트로 분획한 후 감압⋅농축하여 제조된 아

글리콘 파우더를 실험 사용하였다(Figure 1).

2.4. 총 페놀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카렌둘라 꽃 추출물 중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 측정은 Alves 등

[15]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1 mg/mL 농도의 추출물 80 µL에 Folin- 

Ciocalteu 시약(50% v/v)을 20 µL 가한 다음, 25 ℃에서 5 min 반응 

시켰다. 여기에 포화 Na2CO3 용액 (2% w/v) 200 µL를 가하여 혼합하

고 25 ℃에서 30 min 반응시킨 후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물질은 gallic acid를 이용하여 농도별(0-100 mg/L)표준곡선을 작

성한 후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구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Barroso 등[16]의 방법을 이용하여 1 mg/mL 농도의 추출물 30 µL에 

증류수 120 µL를 가한 다음, NaNO2 (25% w/v) 9 µL를 넣고 25 ℃에

서 5 min 반응시켰다. 이 용액에 AlCl3 (10% w/v) 9 µL를 넣고, 1 min 

후 NaOH (1M) 60 µL와 증류수 72 µL를 가한 뒤 42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표준 물질은 quercetin을 이용하여 농도별(0- 100 

mg/L)표준곡선을 작성한 후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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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PPH법을 이용한 Free Radical 소거 활성

Free radical은 피부노화의 주요 원인 물질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적 안정한 라디칼인 DPPH에 대한 전자 주개 능력을 통하여 카렌둘라 

꽃의 50%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들의 환원력을 측정하였다. 실험 방

법은 메탄올에 용해시킨 0.2 mM DPPH 용액 1 mL에 에탄올 1 mL를 

첨가한 후 농도별로 카렌둘라 꽃의 50%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들을 

각각 1 mL씩 첨가하여 섞은 다음 실온에서 10 min 동안 방치한 후 

UV/Vis spectrophotometer로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8]. 자

유 라디칼 소거 활성은 DPPH의 농도가 50% 감소하는 데 필요한 시

료의 농도(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FSC50, µg/mL)로 표기하였

다.

2.6. 루미놀 화학발광법을 이용한 Fe3+-EDTA/H2O2계에 있어서 활

성산소 소거활성(총 항산화능) 

Fe3+-EDTA/H2O2계는 fenton 반응과 그 후의 연쇄반응에 의해 다양

한 종류의 ROS를 생성시킨다. 생성된 ROS는 luminol과의 반응으로 

나타나는 화학발광(chemiluminescence)을 측정함으로써 시료의 총 항

산화능을 평가할 수 있다. 총 항산화능은 시료의 환원력뿐만 아니라,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킬레이트 능력도 포함한다. 실험 방법은 

화학발광 측정용 튜브에 증류수 1.78 mL를 넣고 여러 농도의 카렌둘

라 꽃 추출물과 분획물과 2.5 mM EDTA 40 µL, 5 mM FeCl3⋅6H2O 

10 µL, 35 mM luminol 80 µL를 첨가하여 섞어 주었다. 이어서 화학

발광기의 cell holder에 튜브를 넣고, 5 min 동안 37 ℃에서 항온시켰

다. 그 후 150 mM H2O2 40 µL를 넣고 25 min 동안 화학발광을 측정

하였다[17]. 활성산소 소거 활성의 크기는 화학발광의 세기(counts per 

minute, cpm)가 50% 감소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reactive oxygen 

species scavenging activity, OSC50, µg/mL)로 표기하였다.

2.7. 세포 내 ROS 억제활성 평가

세포 내 ROS 억제활성 평가는 2’, 7’-dichlorodihydrofluorescein di-

acetate (H2DCF-DA)를 사용하여 fluorescence를 측정하는 방법을 이

용하였다[18]. 사람 각질형성 세포주인 HaCaT 세포는 Dr. Fusenig 

(German Cancer Research Center, DKFZ)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세포배양에 사용된 DMEM배지는 10% FBS, 1% PS를 혼합하여 사용

하였고, 37 ℃,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실험방법은 1 × 105 

cells/mL 농도의 HaCaT세포를 96-well plate에 접종한 후 37 ℃ 세포

배양기에서 70-80% 정도까지 배양하였다. 농도별로 카렌둘라 꽃의 

50%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을 세포에 처리한 후 37 ℃ 세포배양기

에서 배양하였다. 24 h 후 세포배양액을 배지흡입기를 이용하여 제거

한 후 dulbecco’s phosphate-buffered saline (DPBS)를 이용하여 세포를 

2회 세척하였다. 20 µM H2DCFH-DA로 30 min 동안 37 ℃에서 처리

한 후, CL-1000 ultraviolet crosslinker를 이용하여 DPBS 상태에서 400 

mJ/cm2 UVB를 조사하여 세포 내 ROS를 생성시켰다. 형광의 세기는 

fluorescence ELISA reader (excitation, 490 nm; emission, 530 nm) 기

기를 통하여 형광의 세기를 측정하였다. 

2.8.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사람피부세포 손상에 대한 세포보호효과 

측정

세포배양기에서 70-80% 정도까지 배양한 HaCaT 세포의 배양액을 

배지흡입기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DPBS로 세포를 세척하였다. 이후 

6 mM 과산화수소를 15 min 처리하여 세포손상을 유도하였다. DPBS

로 2번 세척한 후, 농도별로 카렌둘라 꽃 추출물과 분획물을 포함하는 

무혈청 DMEM 배지로 교체한 다음 37 ℃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24 

h 후 MTT assay를 통해 세포생존율을 확인하여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세포손상에 대한 카렌둘라 꽃의 50%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들의 세

포보호효과를 확인하였다[19]. 

2.9. UVB로 유도된 사람피부세포 손상에 대한 세포보호효과 측정

세포배양기에서 70-80% 정도까지 배양한 HaCaT 세포를 DPBS상

태에서 UVB (280-320 nm) 400 mJ/cm2를 조사하여 세포손상을 유도

하였다. DPBS로 2번 세척한 후, 농도별로 카렌둘라 꽃 50%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들을 처리한 다음 37 ℃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24 

h 후 MTT assay를 통해 세포생존율을 확인하여 UVB로 유도된 세포

손상에 대한 카렌둘라 꽃의 50%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들의 세포보

호효과를 확인하였다[20]. 

2.10. MTT assay 

세포생존율은 M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살아있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는 dehydrogenase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효소는 노란

색의 수용성 기질인 MTT를 진청색의 비수용성 formazan으로 변환시

킨다. 따라서 생성된 formazan의 양을 측정하면 살아있는 세포 수를 

알 수 있다. 실험방법은 자외선 조사 후, 무혈청 DMEM 배지 또는 농

도별 카렌둘라 꽃의 50%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들이 함유된 무혈청 

DMEM 배지를 넣고 24 h 배양하였다. 그리고 DPBS로 2회 세척하고 

2 µg/mL 농도의 MTT 용액을 첨가하여 30 min 동안 반응시켜 for-

mazan 결정을 생성시켰다. MTT 용액을 제거하고 생성된 formazan 결

정을 DMSO에 용해하여 570 nm 파장에서 ELISA reader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1]. 비 처리군(untreated group)에 의한 흡광도를 음성 대

조군(100%)으로 하여 다음의 식 (1)에 따라 처리군(treated group)에 

대한 상대적인 세포생존율을 구하였다.

Cell viability   
  

×  (1)

2.11. 통계 분석

본 연구의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실시하였고 통계자료의 값은 

mean ± SD.로 표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Graphpad Prism 5.0 

(San Diego, CA)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one-way ANOVA 검정을 

적용하여 p < 0.05 유의수준에서 유의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카렌둘라 꽃 추출물과 분획물의 수율, 총 페놀성 화합물 및 플

라보노이드 함량

건조된 카렌둘라 꽃을 50%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하였다. 감압 

농축기를 이용하여 여과된 추출물을 건조시켜 50% 에탄올 추출물을 

얻었으며, 수율은 카렌둘라 꽃 건조 중량의 23.23%이었다. 50% 에탄

올 추출물로부터 얻어진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의 수율은 2.02%이었으

며,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으로부터 산가수분해 반응을 통해 얻어진 아

글리콘 분획의 수율은 0.64%이었다(Table 1).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화합물은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천연 항산

화 물질로서 천연물의 항산화력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인자로 알

려져 있다[22]. 카렌둘라 꽃의 50% 에탄올추출물과 분획물에 함유된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을 gallic acid의 양으로 환산하여 표시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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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elds (% g/g) Total phenolic (gallic acid, mg/g) Total flavonoid (quercetin, mg/g)

50% EtOH extract 23.23 34.65 ± 0.67 114.72 ± 0.01

EtOAc fraction 2.02 46.27 ± 0.21 192.41 ± 0.04

Aglycone fraction 0.64 32.22 ± 0.19 183.52 ± 0.05

Table 1. Yields and Bioactive Compounds Contents of C. officinalis Flowers 50% Ethanol Extract and Its Fraction

Figure 2.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50% ethanol extract and 
its fractions from C. officinalis flowers and reference.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p < 0.05 compared with (+)-α-tocopherol.

Figure 3. Reactive oxygen species scavenging activities of 50% 
ethanol extract and its fractions from C. officinalis flowers and 
reference in Fe3+-EDTA/H2O2 system by luminol-dependent 
chemiluminescence assay.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p < 
0.05 compared with L-ascorbic acid.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에서 46.27 mg/g으로 가장 높게 관찰되었으며, 

50% 에탄올 추출물 34.65 mg/g, 아글리콘 분획 32.22 mg/g 순으로 나

타내었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에서 192.41 

mg/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아글리콘 분획 183.52 mg/g, 50% 에

탄올 추출물 114.72 mg/g 순으로 나타내었다(Table 1). 

3.2. DPPH법을 이용한 자유 라디칼 소거 활성

자외선 노출과 같은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 피부에서 생성되는 과잉

의 ROS는 세포막에서 지질 과산화반응을 개시하여 연쇄적인 자동 산

화 반응 과정으로 세포를 손상시킨다. 대표적인 항산화제인 (+)-α

-tocopherol은 생성된 지질 라디칼에 전자를 제공하여 연쇄 반응을 종

결시키고 세포를 보호한다. 위와 같이 시료의 전자 주게 능력을 측정

하여 항산화능을 평가할 수 있다. 카렌둘라 꽃의 50%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 및 지용성 항산화제인 (+)-α-tocopherol의 자유 라디칼 소거 

활성을 FSC50으로 나타내었다(Figure 2). 실험 결과, 50% 에탄올 추출

물의 FSC50 은 296.53 µg/mL,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은 179.95 µg/mL, 

아글리콘 분획은 324.00 µg/mL인 자유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내었

다.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은 세포막의 중요한 지용성 항산화제로 알려

져 있는 (+)-α-tocopherol (8.98 µg/mL)보다는 낮았지만 추출물 및 분

획물 중에서 가장 높은 DPPH 자유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3.3. 루미놀 화학발광법을 이용한 Fe3+-EDTA/H2O2계에 있어서 활

성산소 소거활성(총 항산화능)

ROS에 의해 산화된 루미놀은 들뜬 상태의 아미노프탈산으로 전환

되며, 다시 바닥상태로 떨어지면서 420-450 nm에서 빛을 방출한다. 

항산화제에 의해 ROS가 소거되면 루미놀이 아미노프탈산으로 전환

되는 양이 감소하며 따라서 화학발광이 감소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

는 카렌둘라 꽃의 50%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 및 수용성 항산화제

인 L-ascorbic acid의 총 항산화능을 루미놀 발광법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고, 결과를 OSC50으로 나타냈다(Figure 3). 실험 결과, 카렌둘라 

꽃 50% 에탄올 추출물의 OSC50는 10.48 µg/mL,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4.23 µg/mL, 아글리콘 분획은 5.76 µg/mL로 나타났다. 에틸아세테이

트 분획의 총 항산화능은 추출물 및 분획물 중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대조군인 L-ascorbic acid (1.50 µg/mL)과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높은 항산화능을 나타내었다. 

3.4. 카렌둘라 꽃 추출물과 분획물 처리에 따른 세포독성 평가

MTT 방법으로 카렌둘라 꽃의 50%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들이 사

람피부세포인 HaCaT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확인함으로써 실험에 

사용될 시료의 농도 범위를 결정하였다. 0.20-200.00 µg/mL의 카렌둘

라 꽃 50%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을 각각 HaCaT 세포에 24 h 처리

하고 세포생존율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50% 에탄올 추출물은 50 

µg/mL,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은 3.13 µg/mL, 아글리큰 분획은 25.00 

µg/mL까지는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Figure 4). 따라서 본 실험

에서는 카렌둘라 꽃 50% 에탄올 추출물, 에틸아세테이트 및 아글리콘 

분획의 세포보호효과를 측정할 때 3.13 µg/mL를 최고 농도로 설정하

였다. 

 

3.5. 세포 내 ROS 억제활성 평가

과잉으로 생성된 ROS는 세포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 DNA 및 지질

을 손상시키고 또한 MMPs의 발현을 촉진시켜 매트릭스 조직인 콜라

겐, 엘라스틴 섬유를 분해 및 절단시킴으로써 피부노화를 가속화 시

킨다. 그러므로 세포 내 ROS 억제작용이 있는 항산화 물질은 피부노

화를 억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카렌둘라 꽃 50% 에탄올 추출물



624 현송화⋅김가윤⋅유지연⋅김지원⋅양예림⋅전영희⋅정윤주⋅김아랑⋅박수남

공업화학, 제 27 권 제 6 호, 2016

Figure 4. Effects of 50% ethanol extract and its fractions from C. 
officinalis flowers on HaCaT cells viability. HaCaT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samples for 24 h, and cytotoxicity was 
then determined by the MTT assay.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p < 0.05 compared with untreated control in 50% ethanol extract 
dose-treated groups, #p < 0.05 compared with untreated control in ethyl 
acetate fraction dose-treated groups, ¶p < 0.05 compared with untreated 
control in aglycone fraction dose-treated groups.

Figure 5. Effects of 50% ethanol extract and its fractions from C. 
officinalis flowers on UVB-induced ROS generation in HaCaT cells. 
HaCaT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50% ethanol 
extract, ethyl acetate fraction and aglycone fraction for 24 h, and then 
stimulated with UVB. ROS generation was measured by the 
fluorescence intensity of H2DCF-DA.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p < 0.05 compared with UVB treated control in 50% ethanol extract 
dose-treated groups, #p < 0.05 compared with UVB treated control in 
ethyl acetate fraction dose-treated groups, ¶p < 0.05 compared with 
UVB treated control in aglycone fraction dose-treated groups. 

Figure 6. 50% Ethanol extract and its fractions from C. officinalis
flowers treatment protect HaCaT cells against H2O2 - mediated 
decreased cell viability. HaCaT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50% ethanol extract and its fractions from Calendula 
officinalis flowers for 24 h after being exposed to oxidative stres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p < 0.05 compared with untreated 
control in 50% ethanol extract dose-treated groups, #p < 0.05 
compared with untreated control in ethyl acetate fraction dose-treated 
groups, ¶p < 0.05 compared with untreated control in aglycone fraction 
dose-treated groups.

과 분획들의 세포 내 ROS 억제활성을 H2DCF-DA를 통하여 측정하였

다. 실험결과, UVB를 조사한 실험군은 조사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ROS가 1119.67%로 증가하였다. UVB 조사전, 카렌둘라 꽃 50% 에탄

올 추출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및 아글리콘 분획을 각각 HaCaT 세

포에 24 h 처리하였을 때, 50% 에탄올 추출물 처리군에서는 ROS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에틸아세테이트 및 아글리콘 분

획 처리군에서는 모두 3.13 µg/mL 농도에서 ROS가 현저히 감소된 것

을 확인하였으며 자외선 처리군에 비하여 각각 802.38 및 856.76%로 

감소하였다(Figure 5). 즉 에틸아세테이트와 아글리콘 분획은 UVB 조

사에 의한 세포 내 ROS 생성을 현저히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사람피부세포 손상에 대한 세포보호효과

세포 내에서 과산화수소는 O2
⋅-이 SOD로 촉매되어 생성될 뿐만 아

니라, 자외선과 같은 이온화 복사선에 의해서도 생성된다. 과잉으로 

생성된 과산화수소는 세포막을 통과하여 생체 내에 미량으로 존재하

는 금속이온과 반응하여 다른 ROS를 생성시켜 세포손상을 야기시킨

다[1]. 본 연구에서는 카렌둘라 꽃의 50% 에탄올 추출물, 에틸아세테

이트 및 아글리콘 분획이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HaCaT 세포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세포보호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과산화

수소를 처리한 실험군은 처리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58.80%의 생존

율을 나타내었다. 과산화수소 처리 후 0.05-3.13 µg/mL 농도의 50% 

에탄올 추출물과 아글리콘 분획을 처리하였을 때 세포생존율이 현저

히 증가되지 않았다. 하지만 0.05-3.13 µg/mL 농도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을 HaCaT세포에 24 h 처리하였을 때, 세포생존율을 모든 농도에

서 현저히 증가시켰고 최대 78%까지 증가시켰다(각각 67.43, 71.31, 

73.56, 74.17, 75.78, 78.55, 78.78%). 즉 카렌둘라 꽃 추출물 중에서 에

틸아세테이트 분획은 과산화수소로 유도된 세포손상에 대한 보호효

과를 나타냈다(Figure 6). 

3.7. UVB로 유도된 사람피부세포 손상에 대한 세포보호효과

지구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은 UVB (280-320 nm), UVA (320-400 

nm)로 크게 구분되며 강도와 양은 지역, 계절 그리고 시간대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유사한 조사량으로 피부에 조사하였을 때 

UVB가 UVA보다 더욱 많은 손상을 일으킨다. UVB 조사는 사람 피

부세포의 피리미딘 다이머 등의 비정상적인 공유 결합을 형성하여 

DNA 손상을 일으켜 피부 세포 손상 및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 특히 지표상에서 태양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경

도(38°N)에서 가을의 천연 태양광에 4-5 h 노출될 때 사람 피부에 조

사되는 자외선량은 25 J/cm2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피부에서 최소 홍

반 생성량의 10배인 대략 10 MED (minimum erythmal dose)에 해당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23]. 본 연구에서는 UVB 조사량을 400 mJ/cm2

로 하여 HaCaT 세포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고 카렌둘라 꽃 추출물 및 

분획물의 세포보호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UVB를 조사한 실험

군은 조사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63.70%의 세포생존율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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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50% Ethanol extract and its fractions from C. officinalis
flowers treatment protect HaCaT cells against UVB - mediated 
decreased cell viability. HaCaT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50% ethanol extract and its fractions from Calendula 
officinalis flowers for 24 h after being exposed to oxidative stres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D. *p < 0.05 compared with untreated 
control in 50% ethanol extract dose-treated groups, #p < 0.05 
compared with untreated control in ethyl acetate fraction dose-treated 
groups, ¶p < 0.05 compared with untreated control in aglycone fraction 
dose-treated groups. 

UVB를 조사한 후, 0.05-3.13 µg/mL 농도의 50% 에탄올 추출물과 에

틸아세테이트 분획을 처리하였을 때 세포생존율은 모든 농도에서 현

저히 증가되지 않았다. 하지만 아글리콘 분획을 HaCaT세포에 24 h 

처리하였을 때, 세포생존율은 최대 77.04%까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각각 69.18, 73.01, 74.37, 74.65, 74.20, 77.02, 77.04%). 즉 카렌둘라 

꽃 추출물의 아글리콘 분획은 UVB조사로 유도된 세포손상에 대한 보

호효과를 나타냈다(Figure 7).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카렌둘라 꽃의 50%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들의 총 

페놀성 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항산화 및 세포보호효과를 조사

하였다. DPPH법을 이용하여 카렌둘라 꽃 추출물과 분획물의 자유 라

디칼 소거 활성(FSC50)을 측정한 결과, 50% 에탄올 추출물과 에틸아

세테이트 및 아글리콘 분획은 각각 296.53, 179.95 및 324.00 µg/mL으

로 큰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냈다. 루미놀을 이용한 Fe3+-EDTA/H2O2 

계에서 활성산소 소거 활성(OSC50)은 카렌둘라 꽃 추출물의 에틸아세

테이트(4.23 µg/mL)와 아글리콘 분획(5.76 µg/mL)이 50% 에탄올 추

출물(10.48 µg/mL)보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 내 ROS 억제활

성은 에틸아세테이트 및 아글리콘 분획에서 세포 내 ROS 양이 유의

적으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사람피부세포인 HaCaT을 이용한 

세포보호효과 실험에서 과산화수소 처리 후 카렌둘라 꽃 추출물의 에

틸아세테이트 분획을 처리하였을 때 과산화수소로 감소되었던 세포

생존율이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UVB 조사 후 아글

리콘 분획을 HaCaT세포에 처리하였을 때는 UVB로 감소되었던 세포

생존율이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카렌둘

라 꽃 추출물의 에틸아세테이트와 아글리콘 분획물이 플라보노이드 

및 페놀성 화합물에 기인하여 큰 항산화 활성 및 세포보호효과를 나

타냄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카렌둘라 꽃의 분획물들은 자외선(UVB)과 활성산소

(H2O2)로 유도된 사람피부세포 손상에서 우수한 세포보호효과를 나타

내었으며, 이는 항산화능을 갖는 기능성 소재로서 화장품에서 응용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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