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Physiol & Pathol Korean Med 28(5):520~529, 2014

UVB 조사에 의한 육미지황탕의 

광노화 피부 억제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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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tective effects of Yukmijiwhang-tang(YM) water extracts 
against the UVB irradiation on the human keratinocyte HaCaT cells. We observed the effects of YM on the 
oxidative stress, gene expression of pro-inflammatory cytokine such as TNF-α and IL-1β, and matrix 
metalloproteinase-9 in UVB-irradiated HaCaT cells. On the effects of oxidative stress and antioxidant function 
on the treatment with YM, The activity of xanthine oxidase(XO)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y treatment of YM 
in all the concentrations(p<0.01). The activity of superoxide dismutase(SOD) and catalase(CA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y treatment of YM in a dose dependent manner(p<0.05 and p<0.01). DPPH radical was erased by 
treatment of YM under dose of 500 ㎍/㎖ concentration. Treatment of HaCaT cells with YM had also 
significantly reduced intracellular ROS produced by UVB irradiation in a dose dependent manner(p<0.05, p<0.01, 
p<0.001). Gelatin zymography assay showed that YM downregulated the MMP-9 activity in UVB-irradiated HaCaT 
cells. RT-PCR analysis revealed that YM suppressed the expression of IL-1β and MMP-9 however, it has no 
effects on the expression of TNF-α and MMP-3. Our study suggests that Yukmijiwhang-tang exert protective 
actions on the UVB-irradiated HaCaT cells largely by anti-oxidative and anti-inflammatory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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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인체의 건강이나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
서 내적요인뿐 아니라 자외선 등 외적요인에 의한 피부 노화 억제 
또는 노화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화장품, 식품 및 의약품을 비롯
한 다양한 분야에서 항노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피부 노화는 나이가 증가하면서 개인의 유전적인 요인에 의하
여 발생하는 내재적인 노화(intrinsic aging)와 자외선이나 외부 
물질의 자극 등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하여 발생하는 광노
화(photoaging)로 나눌 수 있다1). 광노화 피부는 태양광선 중의 
자외선에 의한 만성적인 노출로 피부의 구조와 기능에 부작용을 
초래하며, 자외선의 종류와 조사량에 따라 피부에 화상, 면역억제, 
암 및 조기노화(premature aging)와 같은 손상을 입히고 있다2). 

또한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지속적인 손상에 의하여 피부암을 초래
한다3). 광노화 된 피부의 특징적인 증상은 주름형성, 피부늘어짐, 
색소침착, 갈색반점 및 피부가 가죽같이 두꺼워진다4).
    Ultraviolet B(UVB)는 피부 세포내 활성산소를 생성하여 직
접 DNA의 손상을 일으켜 항산화 방어체계의 불균형에 의한 산
화적 스트레스를 유발시키고, 또한 기질금속 단백분해효소
(matrix metalloproteinase, MMPs)의 활성을 증가시켜 결합조
직성분의 분해, 절단 및 비정상적인 교차결합에 의하여 주름을 
생성시킨다5,6). 자외선에 의한 활성산소종은 피부 세포 내 여러
가지 신호전달체계를 활성화시킴으로서 MMPs를 증가시켜 콜라
겐의 생성과 탄력섬유의 합성을 감소시켜 피부주름을 생성하는 
광노화의 주된 원인이 되고있다7). 
    최근에는 피부노화의 기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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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유기합성된 비타민 유도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8), 이
러한 유도체들은 분자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여 많은 양이 피부
에 유입되면 강한 피부자극을 일으키고, 적은 양이라도 사람의 
체질에 따라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름개선과 예방을 
위하여 부작용이 적은 기능성 소재를 천연물에서 찾으려고 하고 
있다9-11). 국내에서도 hairless mice나 인체 피부세포를 이용하
여 부작용이 적은 천연 식물소재에서 피부노화 억제와 관련된 
기능성 물질을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2,13). 
    임상적 또는 실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처방
인 육미지황탕은 산수유, 백봉령, 택사, 숙지황, 구기자, 목단피 
등 6종의 약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임상에 널리 활용
되고 있다. 육미지황탕의 실험적 연구로는 면역기능14), 아토피피
부염15), 항염작용16) 등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또한 노화 흰쥐에
서 과산화지질의 생성억제와 대사효소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친다는 보고17)와 활성산소 분해계 효소활성 증가18)에 의한 항산
화 기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음제인 육미지황탕을 이용하여 피부
노화 억제와 관련된 인자들에 미치는 변화를 생화학적 및 분자
생물학적으로 관찰하여 광노화 피부 억제와 관련된 기능성 화장
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시약 및 기기
    본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세포배양을 위하여 fetal bovine 
serum(FBS)과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Gibco-BRL, Grand Island, NY, USA) 등을 이용하였고, 항산
화 관련 실험을 위하여 xanthine oxidase activity assay kit 
(BioVision lnc, CA, USA), superoxide dismutase assay kit 
및 catalase assay kit (Cayman Chemical Company, Ann 
Arbor, MI)를 이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육미지황탕 추출액의 농축을 위하
여 rotary vacuum evaporator (NE2001형, EYELA, Japan)를 
이용하였고, 피부 자외선 조사를 위하여 20W Ultraviolet 
B(UVB) lamp(Sankyo G20T10E, 20W, Japan)와 UV light 
meter(UV-340, UVA+UVB, Lutron, Taiwan)를 이용하였다. 
세포배양 관련 실험을 위하여 CO2 incubator(SHEL LAB, 
Korea)와 inverted microscope(Carl Zeiss Inc., Axiovert 
25C, Germany)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분자생물학적 실험을 
위하여 Wallac 1420 VICTOR3 multilabel 
counter(PerkinElmer Life Science, Turku, Finland), 
Ultra-Turrax (T10 basic, (주)엘케이 랩코리아), Vacuum 
drying oven(국제 싸이엔, Korea) 및 Microplate 
reader(Molecular Device, VERSAmax, Sunnyville, CA, 
USA) 등을 이용하였다.

2. 시료 제조
    육미지황탕의 처방구성은 방약합편19)에 준하였으며, 약재는 

삼홍건재약업사(경동시장)에서 국산(제품)만을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실험에 사용한 육미지황탕의 처방 내용은 다음과 같다
(Table 1). 육미지황탕 10첩 분량(458 g)을 둥근 플라스크에 넣
고 증류수 4L를 넣은 후 약 3시간 전탕하여 여액을 rotary 
vacuum evaporator (NE2001형, EYELA, Japan)로 감압 농축
하여 육미지황탕 추출물(YM) 182 g을 회수하였다. 회수한 YM
을 95% EtOH, 85% EtOH, 75% EtOH로 다시 추출하여 여과하
였다. 여과액은 rotary vacuum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86 g을 회수하였다. 

Table 1. The composition of Yukmijiwhang-tang prescription. 

Yukmijiwhang-tang
Name of Herbs Pharmacognostic Name Weight(g)

熟地黃 Rehmanniae Radix Preparat 14.0
山藥 Discoreae Rhizoma 7.5

山茱萸 Cornus Officinalis 7.5
白茯令 Poria Ccocos Wolf. 5.6
牧丹皮 Cortex Moutan Radicis 5.6
澤寫 Alismatis Rhizoma 5.6
Total 45.8

3. 세포배양
    Human keratinocyte(HaCaT cells)는 CLS (Cell Lines 
Service)로부터 분양을 받아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Hyclone; Logan, UT, USA)에 10% FBS, 
100U/㎖ penicillin과 100 ㎍/㎖ streptomycin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세포는 37℃ 
incubator에서 5% CO2 상태에서 배양하였다. 배양후 수거한 
세포를 trypan blue로 염색하고 세포계수기(Hematocytometry, 
Germany)를 이용하여 세포를 계수하여 세포밀도 3×105 cells/
㎖이 되게하여 6 well plate에 배양하였다. 

4. 세포생존율 측정
    Mosmann20)이 보고한 방법에 따라 살아있는 세포의 효소활
성으로 인한 tetrazolium dye인 MTT를 자줏빛의 불용해성 포
르마잔으로 환원하는 원리를 이용한 MTT assay를 통하여 육미
지황탕(YM)이 HaCaT 세포의 생존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였
다. HaCaT 세포를 96-well plate에 well 당 1×105 cells 밀도
로 분주한 후 농도별로 YM을 처리하여 37 ℃, 5 % CO2, 습도 
100 % 배양기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한 세포를 새
로운 배지로 교환하여 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PBS에 용해한 
MTT(0.5 ㎎/㎖)용액 50 ㎕/㎖를 각 well에 넣고 3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런 다음 배양액을 버리고 0.01N HCl로 만든 
10% SDS를 100 ㎕/well씩 넣어 MTT-formazan crystal을 용
해한 후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독성을 확인
하였다. 살아있는 세포의 백분율은 미처리 세포를 기준으로 계
산하였고, 모든 실험은 3번 반복하였다. 

5. Utraviolet B(UVB)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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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배양 실험의 자외선 조사는 20W Ultraviolet B(UVB) 
lamp(Sankyo G20T10E, 20W, Japan)에서 조사한 광원을 UV 
Light meter(UV-340, UVA+UVB, Lutron, Taiwan)로 측정한 
후 UVB 강도(intensity)가 0.3 ㎽/㎠가 되는 높이에서 3×105 
cells/㎖의 농도로 DMEM medium에 부유시켜 6 well plate에 
분주한 후 YM을 실험의 종류에 따라 농도별로 선 처리(0.01, 
0.1, 0.5, 1 ㎎/㎖)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60 mJ/㎠를 1
회 조사하였다. 

 6. 유해산소 대사 활성도 측정
 1) Xanthine oxidase(XO) 생성량 변화
    XO의 생성량은 Bergmeyer 등21)의 방법)에 따라 HaCaT 
cells(human keratinocytes)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HaCaT 
세포를 3×105 cells/well에 준비한 후 YM 100, 500, 1000 ㎍/
㎖을 선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UVB를 60 
mJ/㎠로 조사하고 15분후에 각 well에 lysis buffer를 넣고 IKA 
homogenizer(ULTRA-TURRAX)를 이용하여 lysis시켰다. 
Assay buffer로 lysis한 HaCaT cell lysate내 XO 함량을 측정
하기 위해 xanthine oxidase activity assay kit (BioVision 
lnc., CA, USA)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방법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였다. 사용한 표준물질은 hydrogen peroxide 
(H2O2)를 사용하였다. Standard는 3차 증류수로 희석하여 0.1 
mM 농도로 조제하였다. 조제한 표준물질과 cell lysate를 96 
well plate에 각각 50 ㎕씩 넣은 후 xanthine oxidase 
mixture (46 ㎕ assay buffer, 2 ㎕ substrate mix, 2 ㎕ 
enzyme mix)를 50 ㎕ 처리하여 즉시 microplate reader를 이
용해 570 nm에서 측정하였고(T1, A1), 차광하여 30분 후에 다
시 측정하였다(T2, A2). XO 생성량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XO Activity =
B

× dilution factor = nmol/min/㎖ = mU/㎖
(T2-T1) × V

B : the amount of H2O2 generated by XO from standard curve (in nmol), T1 : 
the time of the first reading (in min), T2 : the time of the second reading (in 
min), A1 : the absorbance of the first reading, A2 : the absorbance of the 
second reading, V : the pretreated sample volume added into the reaction well 
(in ㎖)

 2) Superoxide dismutase(SOD)의 활성 변화
    SOD 함량은 Maier and Chan22)의 방법)에 따라 HaCaT 
cells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HaCaT 세포주를 3×105 
cells/well에 준비한 후 YM 100, 500, 1000 ㎍/㎖을 선 처리하
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UVB를 60 mJ/㎠로 조사
하고 15분 후에 각 well에 lysis buffer를 넣고 IKA 
homogenizer(ULTRA-TURRAX)를 이용하여 lysis시켰다. 20 
mM HEPES buffer(pH 7.2, containing 1 mM EGTA, 210 
mM mannitol, and 70 mM sucrose)로 lysis한 HaCaT cell 
lysate 내 SOD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superoxide dismutase 
assay kit(Cayman Chemical Company, Ann Arbor, MI.)를 
사용하였으며, 사용방법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였으
며, 사용한 표준물질은 bovine erythrocyte SOD(Cu/Zn)를 사

용하였다. SOD 활성측정은 96 well plate에 빛을 차광시킨 200 
㎕의 radical detector를 넣고 각 well에 standard 용액 또는 
HaCaT cell lysate 10 ㎕를 넣었다. 그리고 모든 well에는 50 
mM Tris-Cl(pH 8.0)로 희석한 xanthine oxidase를 20 ㎕를 
넣고 수 초간 교반시킨 후 20 분간 실온에서 반응시킨 다음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40 nm에서 460 nm값을 제외
한 값을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해 SOD를 계산하였다.

S O D ( U /
㎖)=

sample LRa)-y intercept
×

0.23㎖
× sample dilutionslope 0.01㎖

a)sample LR=Abs Std A/Abs sample

 3) Catalase(CAT)의 활성 변화
    CAT활성도는 Johanson and Borg23)의 방법에 따라 
HaCaT cells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HaCaT 세포주를 
3×105/well에 준비한 후 YM 100, 500, 1000 ㎍/㎖을 선처리하
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UVB를 60 mJ/㎠로 조사
하고 15분 후에 각 well에 lysis buffer[50 mM potassium 
phosphate(pH 7.0, containing 1 mM EDTA)]를 넣고 IKA 
homogenizer (ULTRA-TURRAX)를 이용하여 lysis시켰다. 
HaCaT cell lysate 내 CAT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CAT assay 
kit(Cayman Chemical Company, Ann Arbor, MI.)를 사용하
였으며, 사용방법은 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였다. 사용한 
표준물질은 CAT formaldehyde를 사용하였다. 96 well에 
assay buffer(100 mM potassium phosphate, pH 7.0) 100 
㎕와 methanol(HPLC-grade) 30 ㎕를 넣고 sample buffer(25 
mM potassium phosphate, pH 7.5, containing 1 mM 
EDTA and 0.1% BSA)로 희석한 standard와 HaCaT cell 
lysate를 각각 20 ㎕씩 첨가한 후 과산화수소를 20 ㎕ 첨가하여 
반응을 시켰다. 20분 동안 실온에서 차광상태로 교반하면서 반
응시킨 후 30 ㎕의 potassium hydroxide를 첨가하여 반응을 
중지시켰다. 그 후 30 ㎕의 CAT purpald를 넣고 10 분간 실온
에서 교반한 후 CAT potassium periodate를 10 ㎕를 첨가하
고 실온에서 5분 반응한 후 540 nm에서 측정하였다. YM의 
formaldehyde 농도와 catalase 활성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
산하였다.

Formaldehyde (μM) = sample absorbance-(y intercept) × 0.17 ㎖
slope 0.02 ㎖

CAT activity = μM of sample × dilution factor = nmol/min/㎖20 min

7. 라디칼소거능 측정(DPPH)
    육미지황탕의 항산화 활성은 Wang과 Zhang24)의 DPPH 법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실험방법은 96 well microplate에 육
미지황탕 10 ㎕를 넣고 DPPH solution 190 ㎕를 가한 후 실온
에서 30분간 반응시켜 각 반응액의 흡광도를 517 nm에서 측정
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BHT(butylated hydroxytoluene, 
Sigma, USA)를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였으며, DPPH radical을 
50% 소거시키는 시료의 농도를 IC50 으로 하였다. 각 시료에 대
한 DPPH radical 소거작용을 4회 반복하여 측정하였다. 환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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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 억제율 = [(A0-A1)/A0 ×100]
A0 : 대조군 흡광도
A1 : 실험군 흡광도

8. 세포내 Reactive oxygen species(ROS) 생성 측정
    HaCaT cell 내 ROS의 생성은 형광표지자인 2',7'- 
dichlorodihydrofluorescein diacetate(DCFH-DA, Molecular 
Probes, Eugene, OR,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DCFH-DA는 쉽게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확산되어 세포 
안의 에스테라아제에 의해 형광을 잃은 DCFH로 가수분해 되고, 
이후 ROS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높은 형광을 띄는 DCF로 빠르
게 산화된다. 따라서 DCF의 형광 강도는 세포 안의 ROS의 양
과 비례한다. HaCaT cell을 3×105 cells/㎖ 의 농도로 부유시
켜 96-well plate에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incubation 하였다. 
YM을 농도별로 선 처리(0, 10, 50, 100, 500 ㎍/㎖)한 후 2시
간 동안 배양하였고, H2O2와 DCFH-DA를 각각 1 mM, 10 μM
의 농도로 20분 동안 처리한 후 형광도를 측정하였다. DCF 형
광도는 excitation 485 ㎚, emission 530 ㎚의 파장에서 
Wallac 1420 VICTOR3 multilabel counter (PerkinElmer 
Life Science, Turku, Finland)로 측정하였다.

9. Gelatin zymography assay
    MMP-9의 분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substrate gel 
zymography를 시행하였다25). HaCaT 세포를 3×105 cell/㎖ 의 
농도로 분주하였다. 실험시작 전 무혈청배지로 교환한 후 YM을 
농도별로 1시간 동안 선 처리하였다. 이 후 세포를 60 mJ/㎠세
기의 UVB를 조사하여 자극시키고 다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
지에 존재하는 분비된 단백질의 양은 세포의 숫자로 가늠하였
다. 배지를 62.5 mM Tris–HCl (pH 6.8), 10 % glycerol, 2 % 
SDS, and 0.00625 % (w/v) bromophenol blue가 함유된 
sample buffer에 섞고, 0.1 % gelatin이 함유된 7.5 % 
acrylamide/bisacrylamide (29.2:0.8) separating gel에 
loading 한 후 4 ℃, 100V에서 전기영동 하였다. 전기영동 후 
gel을 0.25 % Triton X-100에 30분 동안 두 번 담가 SDS를 
제거하였다. 3차 증류수로 씻은 후 0.1% (w/v) Coomassie 
blue R-250 용액에서 30분 간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MMP-9의 활성을 측정하고자 in vitro gelatinase 
inhibition assay를 시행하였다. UVB로 자극한 HaCaT 세포를 
키운 배지를 sample buffer에 섞고, 전기영동을 시행한 후 위
와 동일한 방법으로 gel을 0.25% Triton X-100에 30분 동안 
담가 두었다. 각 lane에 따라 gel을 자른 후 각각 다른 농도의 
YM이 함유된 탱크에 놓고 50 mM Tris–HCl(pH 7.6), 20 mM 
NaCl, 5 mM CaCl2, and 0.02% Brij-58이 함유된 digestion 
buffer에서 20시간 동안 37℃에서 배양한 후 염색하여 관찰하
였다. 

10. 총 RNA의 추출과 RT-PCR

    Total RNA는 Trizol reagent(Invitrogen)를 이용하였으며 
제조회사의 방법에 준하였다.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RNA의 농도를 측량한 후 M-MLV reverse 
transcriptase(Promega, Madison, WI, USA)에 의하여 cDNA
를 합성하였고, specific primer 들을 이용한 PCR방법을 통하
여 cDNA를 증폭하였다. 
    PCR 증폭을 하기 위하여 TaqPCRxDNA polymerase, 
Recombinant (Invitrogen) 을 사용하였고, 반응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95℃에서 5분간 초기 denaturation 시킨 후 30 
cycle을 증폭시켰다. 각각의 cycle은 95℃에서 30초 동안 
denaturation, 62 ℃(TNF-α: 59 ℃)에서 30 초 동안 
annealing, 72 ℃에서 40 초 동안 extension시켰다. PCR 
product는 1 %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하였고, ethidium 
bromide로 염색을 한 후 Gel Doc(Bio-Rad, USA)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β-actin을 internal control로 사용하여 IL-1β, 
TNF-α, human MMP-9, MMP-3의 발현을 상대적으로 평가하
였다. PCR에 사용된 primer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Oligonucleotide primers used for PCR in this study
Target gene PCR primer  sequence(5' to 3') Expected size 

IL-1β sense GCA CAA GGC ACA ACA GGC TGC 463bp
antisense TGC TGT GAG TCC CGG AGC GT

TNF-α sense AGT GAC AAG CCT GTA GCC CAT 434bp
antisense CCA AAG TAG ACC TGC CCA GAC

MMP-9 sense GTG CTC CTG GTG CTG GGC TG 325bp
(human) antisense GGT GCC ACT TGA GGT CGC CC
MMP-3 sense CTT TCC TGG CAT CCC GAA GT 252bp
(human) antisense GCA TAG GCA TGG GCC AAA AC
β-actin sense CAA GAG ATG GCC ACG GCT GCT 247bp

antisense TCC TTC TGC ATC CTG TCG GCA

11. 자료분석
    통계적 분석은 SPSS 12.0 for windows(SPSS Inc., USA)
를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으며, 일원배치 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적용하였다. 각 군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 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05로 실시하였다. 

결    과
1.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효과
    육미지황탕(YM)이 HaCaT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MTT 
assay를 통하여 측정한 결과 YM은 500 ㎍/㎖의 농도까지 어떠
한 세포독성도 나타내지 않았다(Fig. 1). 

2. 육미지황탕의 xanthine oxidase(XO) 생성량의 변화에 미치
는 영향
    UVB를 조사한 HaCaT 세포에 육미지황탕 추출물(YM)을 농
도별로 첨가한 후 XO의 생성량을 관찰한 결과, 유해산소를 생
성하는 효소인 XO는 HaCaT cell lysate에서 대조군에서는 
1.670±0.1 mU/㎖이었으나 육미지황탕(YM) 100 ㎍/㎖을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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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에서는 0.620±0.06 mU/㎖, 500 ㎍/㎖에서는 0.570±0.04 
mU/㎖, 1000 ㎍/㎖에서는 0.530±0.05 mU/㎖로 모든 농도의 
YM군에서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였다(Fig. 2).

Fig. 1. Cytotoxic effect of Yukmijiwhang-tang extracts(YM) on HaCaT 
cells. To determine the cytotoxicity of YM on HaCaT cells, MTT assay was 
performed. HaCaT cells were treated with indicated amount of YM for 24 
h before the MTT assay.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3 independent 
measurements.

Fig. 2. Inhibitory effects of Yukmijiwhang-tang extracts(YM) on the 
activity of xanthine oxidase(XO) in HaCaT cells induced by UVB 
irradiation. Each values are mean ± SD(n=3). **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C). 

Fig. 3. Effects of Yukmijiwhang-tang extracts(YM) on the activity of 
superoxide dismutase(SOD) in HaCaT cells induced by UVB irradiation. 
Each values are mean ± SD(n=3). * p<0.05 compared with control 
group(C). 

3. 육미지황탕의 superoxide dismutase(SOD)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
    UVB를 조사한 HaCaT 세포에 육미지황탕 추출물(YM)을 농
도별로 첨가한 후 SOD의 효과를 관찰한 결과, 유해산소를 제거

하는 효소인 SOD는 HaCaT cell lysate에서 대조군에서는 
3.4±0.2 U/㎖이었으나 육미지황탕 추출물(YM) 100 ㎍/㎖을 첨
가한 군에서는 5.2±0.3 U/㎖, 500 ㎍/㎖에서는 5.4±0.4 U/㎖, 
1000 ㎍/㎖에서는 5.8±0.3 U/㎖로 농도의존적으로 YM군에서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였다(Fig. 3).

4. 육미지황탕의 CAT의 활성에 미치는 영향
    UVB를 조사한 HaCaT 세포에 육미지황탕 추출물을 농도별
로 첨가한 후 CAT의 효과를 관찰한 결과, CAT는 HaCaT cell 
lysate에서 대조군에서는 5.41±0.3 nmol/min/㎖이었으나 육미
지황탕 추출물(YM) 100 ㎍/㎖을 첨가한 군에서는 8.89±0.4 
nmol/min/㎖, 500 ㎍/㎖에서는 9.60±0.5 nmol/min/㎖, 
1000 ㎍/㎖에서는 10.20±0.5 nmol/min/㎖로 농도의존적으로 
YM군에서 유의적인 차이(p<0.01 또는 p<0.05)를 보였다(Fig. 4).

Fig. 4. Effects of Yukmijiwhang-tang extracts(YM) on the activity of 
catalase in HaCaT cells induced by UVB irradiation. Each values are 
mean ± SD(n=3). * p<0.05 and ** p<0.01 compared with control group(C). 

5. 자유라디칼 소거능(DPPH assay)
    육미지황탕(YM)이 자유라디칼을 소거하는 능력이 있는지 확
인하고자 DPPH assay를 시행하였다. 각각의 다른 농도의 YM
을 DPPH와 섞은 후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500 ㎍/㎖ 이상의 농도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으
나, YM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자유라디칼을 소거하는 활성도
가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활성도의 증가는 양성 대조군인 BHT
와 유사하였다(Fig. 5). 

6. 육미지황탕(YM)의 세포내 활성산소종(ROS) 생성 억제효과
    육미지황탕(YM)이 UVB에 의하여 증가된 세포내 ROS에 미
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DCFH-DA assay를 시행하였다. 
HaCaT 세포에 60 mJ/㎠의 강도로 UVB를 조사하여 12시간을 
방치한 후 YM을 농도별로 처리함과 아울러 DCFH-DA 시약을 
처리하고, 5분 후 형광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UVB의 자극은 세포 내 ROS의 생성을 유의성있게 현
저히 증가시켰으며(2nd column, # p<0.001), 이러한 ROS의 
생성은 YM의 처리에 의하여 농도의존적으로 유의성있게 억제되
었다(3rd, 4th, 5th, 6th columns; p<0.05, p<0.01, 
p<0.001)(Fig. 6). 이러한 결과 YM은 세포 내 ROS의 생성을 억
제하는 효능을 수행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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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Yukmijiwhang-tang extracts(YM) scavenges free radicals. A 
capability of YM that scavenges free radicals was measured by 
1,1-diphenyl-2-picryl hydrazyl (DPPH) assay. BHT was included as positive 
controls. Each value represents as the mean ± SD of quadruplicate. 
***P<0.0001, compared to control(1st column).

Fig. 6. Yukmijiwhang-tang extracts(YM) suppresses intracellular ROS 
generation. Treatment of HaCaT cells with YM reduced intracellular ROS 
produced by UVB irradiation. Shown are mean ± SD (n=3). # p<0.05, 
compared to control(1st column from left); * p<0.05, ** p<0.01, *** 
p<0.001, compared to UVB stimulated group (2nd column from left).

Fig. 7. Inhibitory effect of YM on MMP-9 expression in 
UVB-stimulated HaCaT cells. (A) To identify accurate dose of UVB that 
upregulate MMP-9 activity, various amount of UVB (30, 60, 90 mJ/㎠) were 
treated on the HaCaT cells. Among them, MMP-9 activity was most 
prominent in the 60 mJ/㎠ UVB treated cells. (B) HaCaT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the indicated amount of YM for 1 h and then 
stimulated with UVB for 24 h. Conditioned media were analyzed by 
zymography for MMP-9 activity. (C)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direct 
enzymatic inhibition, in vitro zymography was performed using the 
conditioned media of UVB-stimulated cells as a source of enzymes.

7. HaCaT 세포에서 MMP-9의 분비에 대한 억제효과
    UVB를 어느 정도 자극했을 때 HaCaT 세포에서 MMP-9의 
분비가 가장 많은지 관찰한 결과 60 mJ/㎠의 UVB에서 MMP-9
의 분비가 가장 많았다(Fig. 7A). 육미지황탕(YM)의 HaCaT 
cell에서의 MMP-9의 분비에 대한 효능을 관찰하고자 gelatin 
zymographic assay를 시행하였다. HaCaT cell은 다양한 농도
의 YM으로 1시간 동안 선처리 하였다. 60 mJ/㎠의 강도로 
UVB를 조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전기영동하였
다. UVB는 MMP-9의 분비는 자극하였으나 MMP-2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YM은 500 ㎍/㎖의 농도에서 현저하게 
MMP-9의 감소를 확인하였다(Fig. 7B). YM이 MMP-9의 활성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지 관찰하고자 UVB를 조사한 HaCaT 세포
의 배양액을 가지고 in vitro zymography를 시행하였다. 그 결
과 MMP-9의 활성은 직접적으로 YM에 의하여 감소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C).

8. HaCaT 세포에서 염증 및 주름과 연관된 인자의 mRNA 발
현에 미치는 영향
HaCaT 세포에 다양한 농도의 육미지황탕을 2시간 선 처리하고, 
UVB로 자극한 후 24시간 배양하였다. 전체 RNA를 세포에서 추
출하였고, 염증 및 주름과 연관된 유전자의 발현은 RT-PC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UVB는 
HaCaT 세포에서 MMP-9의 발현을 현저히 증가시켰고 YM은 
농도의존적으로 MMP-9의 발현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MMP-3의 
발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
인인 TNF-α와 IL-1β에 있어서 UVB는 HaCaT 세포에서 이들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YM은 고농도에서 이들의 발현
을 감소시켰으나 그 효과는 현저하지 않았다(Fig. 8). 

Fig. 8. YM down-regulates the expression of various inflammatory and 
wrinkle associated genes. Total RNA was extracted from HaCaT cells 
differentially treated with YM and UVB, and analyzed by semiquantitative 
RT-PCR for IL-1β, TNF-α, MMP-9, MMP-3. Relative expression of each 
mRNA was also shown against the message of β-actin, and internal 
control.

고    찰
    웰빙의 열풍으로 인해 실내 활동의 증가, 생명의 연장, 많은 
여가 생활 등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노력
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광노화 피부에 대한 연구는 향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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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피부는 표피와 진피로 나누며, 표피는 피부의 제일 바깥층
으로서 피부를 보호하는 상피층이며, 표피 밑에 있는 진피는 표
피를 기계적으로 지지하는 지지층으로서 결합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피의 세포외기질에는 주로 type I collagen이 존재하여 
피부에 장력과 탄력을 제공하며, 일부 type III collagen, 엘라
스틴, 단백당 및 fibronectin으로 구성되어있다26).
    피부의 노화는 내재적인 노화(intrinsic aging)와 광노화
(photoaging) 2가지 유형으로 나누며, 내재적인 노화(intrinsic 
aging)는 모든 생물체에서 기본적 또는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생
물학적인 기전으로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피부의 구조와 기능
이 더욱 악화되어 표피가 위축되고, 표피-진피 결합부위가 편평
해지며, 비정상적으로 엘라스틴이 많이 침착되는 특징
(elastogenesis)을 나타낸다27). 
    광노화를 유발하는 자외선은 파장의 종류에 따라 피부에 침
투하는 부위에 차이가 있어 UVB(280-320 nm)는 대체로 표피
에서 흡수되므로 표피상피(각질세포)에 영향을 미치며, 
UVA(320-400 nm)는 보다 심층부위에 침투하므로 표피의 각질
세포와 진피의 섬유아세포에 영향을 미친다7). 
    육미지황탕은 동의보감28)에 "治虛勞腎氣衰弱久新憔悴寢汗"
라 하였고, 본초학29)에서는 滋補肝腎, 淸虛熱, 利濕이라 하여 만
성 소모성 질환, 대사성 이화작용 항진, 내분비기능 실조 등에 
補肝 및 補腎劑로 사용해왔다. 육미지황탕은 숙지황, 산수유, 산
약, 택사, 목단피, 복령으로 구성되며, 약물의 효능에 대하여 熟
地黃은 滋陰補血, 益精塡髓하고 山茱萸는 補益肝腎, 澀精固脫하
고 山藥은 健脾, 補肺, 固腎, 益精하고 澤瀉는 利水滲濕, 腎中
瀉火하며 熟地黃의 滋膩를 방지하고 牧丹皮는 淸熱涼肝, 瀉陰中
之伏火하고 茯苓은 山藥을 助하여 補脾하고 澤瀉를 助하여 利
水한다고 하였다30). 
    노화와 수명연장은 신장의 기능과 관계가 있으며, 노화로 
인하여 나타나는 제반 임상 장애들이 신장과 상생관계에 있는 
간의 기능저하에 의해 유발되므로 간과 신장의 기능은 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31). 육미지황탕은 기와 혈을 보하고 인체의 
음양과 장부의 기능실조를 조정하여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증강
시켜 질병의 발생을 억제하고 치료하는데 중요하다. 신장과 간
을 보하는 육미지황탕을 이용하여 광노화피부와 관련된 연구는 
진행된 바 없고, 보음제의 대표적인 처방인 육미지황탕이 항산
화, 아토피피부염 관련 제반 증상 완화 및 면역조절을 통한 항
염증 등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광노화피부와 관련된 
연구는 진행된 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육미지황탕을 이용하여 
생화학적 및 분자생물학적으로 체계적인 광노화 피부의 억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였다.
    Xanthine oxidase는 체내 유리기 생성계의 비특이적인 효
소로 주로 purine체의 대사산물인 hypoxanthine을 xanthine
으로 산화시켜 uric acid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superoxide 
radical을 생성하는 효소이다32). 본 실험에서는 UVB를 조사한 
HaCaT 세포에 육미지황탕 추출물(YM)을 농도별로 첨가한 바 
대조군에서는 1.670±0.1 mU/㎖ 이었으나 육미지황탕 추출물

(YM) 100 ㎍/㎖을 첨가한 군에서는 농도의존적으로 육미지황탕 
추출물 투여군에서 유의적인(p<0.01) 차이를 보여 육미지황탕이 
UVB에 의한 체내 유해 활성산소 생성기인 XO 저해작용을 야기
시킨 것으로 사료되었다.
    Oxygen free radical은 불완전한 분자구조로 산소이용력이 
떨어져 보다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체내의 조직에서 
전자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세포들의 변형과 손상을 야
기한다. Superoxide dismutase(SOD)는 2개의 superoxide 
radical을 제거하여 체내 축적을 막아준다. 한 개의 superoxide 
radical은 산화하여 전자(e-)가 방출되고, 나머지 하나는 환원되
어 H2O2로 변화시키는 항산화제이다. 제2 항산화제인 
catalase(CAT)는 SOD와 서로 균형을 이루어 상호협력하며, 이
러한 균형이 깨져 H2O2를 제거하는 catalase에 비해 H2O2를 산
물로 만들어내는 SOD작용이 더 크면 세포손상을 일으켜 질병을 
유발시킨다. 세포방어에 관여하는 CAT는 H2O2를 물과 산소로 
분해시켜 oxygen radical 생성을 제어하는 강력한 효소이다. 본 
실험에서 UVB를 조사한 HaCaT 세포에 육미지황탕 추출물(YM)
을 농도별로 첨가한 바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효소인 SOD는 
HaCaT cell lysate에서 대조군에서는 3.4±0.2 U/㎖ 이었으나 
육미지황탕 추출물(YM) 100 ㎍/㎖을 첨가한 군에서는 5.2±0.3 
U/㎖, 500 ㎍/㎖에서는 5.4±0.4 U/㎖, 1000 ㎍/㎖에서는 
5.8±0.3 U/㎖로 농도의존적으로 육미지황탕 추출물 투여군에서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였다. 또한 UVB를 조사한 HaCaT 
세포에 육미지황탕 추출물을 농도별로 첨가하면 CAT는 HaCaT 
cell lysate에서 대조군에서는 5.41±0.3 nmol/min/㎖ 이었으
나 YM 100 ㎍/㎖을 첨가한 군에서는 8.89±0.4 nmol/min/㎖, 
500 ㎍/㎖에서는 9.60±0.5 nmol/min/㎖, 1000 ㎍/㎖에서는 
10.20±0.5 nmol/min/㎖로 농도의존적으로 YM군에서 유의적
인 차이(p<0.01 또는 p<0.05)를 보여 육미지황탕은 UVB 조사에 
의하여 피부에 생성된 oxygen free radical을 소거하려는 생리
적인 적응현상으로 SOD가 활성화 된 것으로 사료되었고, UVB 
광노화에 의한 지방과 유기물의 자동산화에 의하여 발생한 H2O2

를 분해하기 위하여 육미지황탕 추출물에 의한 CAT의 활성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육미지황탕의 항산화 기능에 
대하여 윤철호17)는 과산화지질의 생성억제와 대사효소계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고, 정지천18)은 육미지황탕이 활
성산소 분해계 효소를 활성화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본 실험의 결
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활성산소는 생체내외의 산화-환원 반응, 자외선 및 방사선 
등에 의해 생성되며, 지방산화, DNA 손상 및 단백질 변성 등을 
초래하여 암,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33). 본 실험에서는 UVB를 조사한 HaCaT 세포에 육미지황
탕 추출물(YM)을 농도별로 첨가한 후 유해산소를 생성하는 효소
인 XO의 생성량을 관찰한 바 육미지황탕 추출물의 농도에 의존
하여 유의성있게 감소하였고(p<0.01), 유해산소를 제거하는 효소
인 SOD는 YM군이 대조군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성있게
(p<0.05) 증가하였다 또한 CAT도 대조군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
로 YM군에서 유의성있게(p<0.01 또는 p<0.05) 증가하여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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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산소 생성계 효소(XO)의 활성도를 억제하였고, 또한 유해 
활성산소 제거계 효소(SOD와 CAT)의 활성도를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다.
    육미지황탕의 항산화 활성을 DPPH 라디칼 소거능에 의하여 
관찰하였다. DPPH 라디칼은 짙은 자색을 띠는 비교적 안정한 
라디칼로서 항산화 성분에 의해 환원되면 짙은 자색이 탈색되어
지는데, 특히 토코페롤, 아스코르빈산 및 방향족 아민류 등에 의
해 환원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34). DPPH 시약에 대해 YM을 
10, 50, 100, 500, 1000 ㎍/㎖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10-500 
㎍/㎖ 농도에서 진보라색을 탈색시켜 YM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자유라디칼을 소거하는 활성도가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또한 
농도의존적으로 더욱 높은 활성을 보여 육미지황탕에는 항산화 
활성을 갖는 유용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고, 이러한 육미지황탕의 항산화 활성은 세포내에서 염증발현 
시 증가되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해 효과적으로 방어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MMPs는 세포외기질의 재구성에 관여하는 Zn 의존성 펩티
드내부가수분해효소(endopeptidase)로서 형태발생, 혈관신생, 
관절염, 피부궤양, 종양 침입 및 전이에 관여한다35). MMPS 가
운데 gelatinase A(MMP-2 또는 72KDa type IV collagenase)
와, gelatinase B(MMP-9 또는 92-KDa type IV collagenase)
는 type IV와 type VII collagen을 분해시키고, 
stromelysin(MMP-3와 MMP-10)은 기저막의 접착성 단백질인 
라미닌(laminin)을 분해시킨다36). MMPs는 불활성화 된 
zymogen(proMMP)으로 분비되는데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화(active MMP) 되어야한다. proMMP 합성을 자극하는 것
은 대체로 성장인자 또는 사이토카인에 의한 전사수준하에서 조
절된다36). 콜라겐을 분해하는 MMP-1, 3, 9는 주로 표피에서 유
발되지만 분비된 효소는 진피에 확산되어 콜라겐을 분해한다37). 
이러한 확산은 직접 MMP가 콜라겐의 세포외기질에 결합하여 
확산을 도와준다38,39).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외선이 사람의 피부
에 노출되면 표피의 각질세포가 반응하여 MMP를 분비하며, 진
피는 간접적으로 방분비기전(paracrine mechanism)을 통한 성
장인자 또는 사이토카인을 방출하여 표피 각질세포에서 MMPs
의 생성에 관여한다고 하였다37). 
    본 실험에서 HaCaT cell에 다양한 농도의 YM으로 1시간 
동안 선처리 한 후 60 mJ/㎠의 강도로 UVB를 조사한 후 24시
간 동안 배양한 후 배양액을 전기영동하여 관찰한 바 UVB는 
MMP-9의 분비는 자극하였으나 MMP-2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으며, 특히 YM은 500 ㎍/㎖의 농도에서 현저하게 MMP-9
를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 HaCaT 세포를 이용하여 염증 및 주
름과 연관된 유전자의 발현에서 UVB는 HaCaT 세포에서 
MMP-9의 발현은 현저히 증가시켰으며 육미지황탕(YM)은 농도
의존적으로 MMP-9의 발현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MMP-3의 발
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 TNF-α와 IL-1β에 있어서 UVB는 HaCaT 세포에서 이들 유
전자의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YM은 고농도에서 이들의 발현을 
감소시켰으나 그 효과는 현저하지 않았다.

    이상의 실험 결과로 육미지황탕은 UVB에 의한 피부 광노화
를 억제시킬 것으로 사료되었으며, 자외선 손상에 의한 광노화 
피부에서 육미지황탕의 개별 약재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추후
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보음제로서 항산화, 아토피피부염 관련 제반 증상 완화 및 
면역조절을 통한 항염증 효과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육미
지황탕의 광노화 억제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피부노화 억제와 
관련된 인자들에 미치는 변화를 HaCaT cell을 이용하여 생화학
적 및 분자생물학적으로 관찰함으로써 광노화 피부 억제와 관련
된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검증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UVB를 조사한 HaCaT 세포에 육미지황탕(YM)을 농도별로 
첨가한 후 유해 활성산소 생성기인 XO의 생성은 육미지황탕 추
출물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농도의존적으로 유의성있게
(p<0.01) 감소하였다. SOD는 HaCaT cell lysate에서 육미지황
탕 추출물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농도의존적으로 유의성있게
(p<0.05) 증가하였고, CAT는 HaCaT cell lysate에서 대조군에 
비해 농도의존적으로 YM군에서 유의성있게(p<0.01 또는 
p<0.05) 증가하였다.
    육미지황탕(YM)의 자유라디칼 소거능력은 10-500 ㎍/㎖의 
농도에서 활성도가 증가하였으며, 활성산소종(ROS)의 생성도 육
미지황탕의 농도에 비례하여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억제
되었다(p<0.05, p<0.01, p<0.001). 육미지황탕(YM)의 HaCaT 
세포에서의 MMP-9의 분비에 대한 효능은 500 ㎍/㎖의 농도에
서 현저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MMP-9의 활성은 직접적으로 
육미지황탕에 의하여 감소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육미지황탕의 염증 및 주름과 연관된 유전자의 발현은 육미
지황탕의 농도에 비례하여 MMP-9의 발현을 감소시켰고, 대표적
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와 IL-1β의 발현은 감소시켰으
나 현저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실험 결과로 육미지황탕은 자외선에 의한 광노화피
부를 야기하는 여러 가지 인자들의 활성을 억제 할 것으로 사료
되어 광노화에 의한 피부손상을 예방할 수 있는 생리활성이 있
는 기능성 화장품소재로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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