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피부의 진피층은 섬유성 단백질인 교원섬유(collagen fibers)와 탄력

섬유(elastic fibers)가 존재하여 피부의 탄력과 장력을 조절하게 된다. 

진피층의 이런 섬유성 단백질은 진피섬유아세포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양한 세포간 물질들과 함께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 

구조를 형성한다(Yoon et al., 2013; Lee et al., 2008; Alberts et al., 

2008). 진피층에는 타입 I 콜라겐(type I collagen)과 타입 III 콜라겐 

type III collagen)이 각각 80-85%, 15-20%의 비율로 존재한다.

피부 노화는 진피섬유아세포의 작용이 특정 요인에 의해 이상

이 생기는 것으로 크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피부 세포의 활성이 저

해되어 생기는 내인성 노화와 자외선, 공해 등 외부 환경 요인에 의

해서 발생하는 외인적 노화로 나누어진다. 진피섬유아세포의 기

능 이상은 collagen의 생성 저해와 collagen 분해 효소인 matrix-

metalloproteases (MMPs)의 활성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내인적 노

화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발생되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체내 활

성 산소 생성량이 증가하면서 피부세포들의 기능이 저하되어 발생한

다. 외인적 노화는 흡연, 과음, 자외선 등에 의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생되는 것으로 피부세포들의 기능저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Yoon 

et al., 2013). 이러한 피부노화가 진행되면 진피섬유아세포의 콜라

겐 합성 저해로 인해 세포외기질 부족현상이 발생하여 진피망상층의 

구조 변형이 일어나게 된다. 콜라겐과 엘라스틴 섬유 주변을 교차하

여 진피층의 구조를 지탱하는 glycosaminoglycans (GAGs)은 주로 

히알루론산과 무코다당류들로 이루어져 있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히알루론산이 감소하여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해리가 일어나며 수분 

결합이 감소하여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줄어들게 된다. 이러

한 구조 변형은 피부의 탄력 감소와 주름 생성을 초래하게 된다. 

콜라겐은 신체 곳곳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섬유상 단백질로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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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functional cosmetic agent for anti-wrinkle effects 
of 'NEOGEN V.BIOME LIPOSOME™', which is a liposome in the form of a proprietary 
technology including a vitamin C active ingredient, on human dermal fibroblasts 
(HDFs). Methods: The cytotoxicity of 'NEOGEN V.BIOME LIPOSOME™' was measured 
by performing a water-soluble tetrazolium salt (WST-1) assay. The relative mRNA 
expression of collagen (COL1A1) and hyaluronan synthase (HAS2) was measured by 
quantitative real-time PCR (qRT-PCR) assay. Results: HDF cell viability of 'NEOGEN 
V.BIOME LIPOSOME™' was no cytotoxic effect at concentrations below 0.25%. The 
expression of COL1A1 and HAS2 mRNA was increas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compared with the negative control group. Conclusion: “NEOGEN V.BIOME 
LIPOSOME™“ helps to increase collagen and hyaluronan synthase production by 
promoting COL1A1 and HAS2 mRNA expression in HDFs; therefore, it is expected to 
function as an anti-wrinkle cosmet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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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type이 존재하며 (Uitto et al., 1989), 두 개의 α1 사슬과 한 개

의 α2 사슬이 3중 나선 형태로 꼬여서 생성되며 이 사슬들은 각각 

COL1A1, COL1A2 유전자로부터 발현된다(Paul, 2011). 진피섬유아

세포에서 발현된 프로알파1 (pro-alpha 1)과 프로알파2 (pro-alpha 

2) 사슬(chain)은 삼중나선(triple helix) 구조를 이루면서 콜라겐의 

전구체인 프로콜라겐(procollagen)으로 만들어서 세포 밖으로 분비

되고, 다른 프로콜라겐과 결합하여 완전한 형태의 타입 I 콜라겐을 생

성한다(Kim & Yoon, 2013; Lee et al., 2008; Alberts et al., 2008). 

타입 I 콜라겐의 생성은 정상적인 피부조직 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

어 피부 탄력이 조절되지만, 내•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균형이 무너지

게 되면 진피층 내 콜라겐의 양이 감소하면서 탄력이 감소하고 주름

이 생성되는 노화현상이 발생한다.

히알루론산 합성을 촉진하는 효소(hyaluronic acid synthase, 

HAS) 중 HAS2가 히알루론산 합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알루론산은 물 분자의 결합과 유지에 관여하여 수분

을 함유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자신의 건조 무게보다 약 

1000배의 수분과 결합하여 피부장벽 기능의 조절과 세포외기질을 수

화시키고, 조직 내 수분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

히 피부는 체내 히알루론산의 50% 이상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표피의 세포 간 간격과 진피의 세포외기질에 분포되었

다고 한다. 이들은 수분 균형유지, 세포간 간격유지, 세포 성장 인자 

및 영양성분의 저장과 확산에 관여하고, 삼투압과 이온의 흐름 등 피

부 구조의 안정화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상처의 회복에도 관여하고 

있다(Song et al., 2013). 히알루론산의 양은 노화와 함께 감소하는

데, 이는 피부의 주름 발생, 탄력감소 및 수분 함유량 감소의 원인 중 

하나이다(Song et al., 2013). 

이러한 피부노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피부 진피층에 존재하

는 진피섬유아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콜라겐 및 히알루론산 합

성효소 생산을 촉진시킴으로써 진피 망상층의 구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성분 개발이 필요하다. 진피섬유아세포에서 히알루론산 합성

효소(HAS2)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히알루론산의 합성을 촉진하

는 연구(Kage et al., 2013; Honda et al., 2020), 진피섬유아세포의 

collagen의 생성과 collagen 분해 효소인 matrix-metalloproteases, 

MMPs)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으며, 피부의 주름 개선을 

위해 다양한 관리법과 효능 물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im 

& Yoon, 2013; Kim et al., 2013; Lee, 2012; Suk & Lee, 2010; 

Lim et al., 2009). 

선행연구에 의하면 피부활성물질로 잘 알려져 있는 ascorbic acid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Cha et al., 2022)로 콜라겐(Gref et 

al., 2020; DePhillipo et al., 2018) 및 히알루론산(Schachtschabel 

& Binninger, 1993) 합성 촉진효능으로 인한 피부 항노화 및 주름 

개선 효과(Crisan et al., 2015), 자외선 차단, 상처치유 등 효능을 갖

고 있다(Park et al., 2008). 하지만 ascorbic acid는 수분, 공기, 열, 

빛에 불안정하여 쉽게 산화된다는 단점이 있다(Yoon, 2013; Park et 

al., 2008).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비타민 유도체, 화장품

용기도 개발되었지만 비타민 C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면서 그 효능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Park et al., 2008; Pinnell et al., 

2001; Yoon, 2013). 

한편 리포좀은 화장품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술로서(Kim 

et al., 2020), 활성 성분을 효율적으로 피부에 침투 시킬 수 있는 전

달체로 세포막 또는 각질층의 세포 간 지질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지

질 이중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세포막과 융합하여 리포좀 내부의 활

성 성분을 효과적으로 세포 내로 전달할 수 있다(Han et al., 2014). 

최근에는 음전하를 띤 리포좀에 캡슐화된 ascorbic acid의 피부 투과, 

유지 및 섬유아세포에 의한 콜라겐 합성 증가에 대한 연구(Maione-

Silva et al., 2019)가 보고되었지만,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당아욱꽃추출물, 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 락

토코쿠스발효용해물, 콜라겐추출물 및 ascorbic acid 성분을 독자적

인 특허기술로 리포좀 형태로 제조한 화장품인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NEOGEN V.BIOME LIPOSOMETM)'을 시험제품으로 인간

진피섬유아세포에 적용하여 콜라겐 생성 및 히알루론산 합성효소생

성에 대한 세포효능을 평가하여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으로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자 한다. 

Methods

1. 세포주 선택 및 세포 배양 

본 시험에 사용된 세포주는 인간진피섬유아세포인 Normal 

Human Dermal Fibroblasts (HDFs)를 CELLnTEC (Switzer-land)

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HDFs 세포는 Fibroblast Basal Medium 

(Lonza, USA)에 FGMTM-2 single QuotsTM (Lonza)을 첨가한 배지

를 사용하였으며, 37℃, 5% CO2 세포배양기 내에서 배양하였다. 

2. 시약 및 재료

본 시험에 사용된 시료인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TM (NEOGEN 

V.BIOME LIPOSOMETM)'은 ㈜아우딘퓨쳐스에 의해 액상 형태로 제

공되었으며, 해당 물질은 PBS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TM (NEOGEN V.BIOME LIPOSOMETM)은 ascorbic 

acid 유효성분을 함유하는 리포좀 제형 기술을 활용하여 제조하였

으며, 전성분은 글리세린, 카프릴릭/카프릭트라이글리세라이드, 당

아욱꽃추출물, 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 락토코쿠스발효용해

물, 아스코빅애씨드, 콜라겐추출물로 구성되었다. 양성대조군은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TGF-β; Sigma-Aldrich, USA)

와 retinoic acid (Sigma-Aldrich)를 사용하였다.

3. 세포독성실험

HDFs 세포를 96-well plate에 4×103 cells/well로 분주하고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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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배양 후, 시험 용액을 적정 농도로 처리하여 다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WST-1 assay solution (DOGEN, Korea)을 배

지 양의 10%씩 첨가하여 추가적으로 1시간 37℃에서 반응시킨 뒤, 

microplate reader system (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Reference 흡광도는 650 nm에

서 측정하여 결과값을 보정하였다. 

4. qRT-PCR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 분석

HDFs 세포 내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측정하고자 qRT-PCR 분석

법을 이용하였다. HDF 세포를 6-well culture plate에 3×105 cells/

well 로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그 후 일정농도의 시험용액

을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추가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를 수확한 

후, 1 mL TRIzolreagent (Invitrogen, USA)을 첨가하여 세포 용해 

및 total mRNA 추출을 수행하였다. Total mRNA의 농도 및 순도는 

MaestroNano® Micro-Volume Spectrophotometer (Maestrogen,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M-MLV reverse transcriptase 

(Invitrogen, USA)으로 cDNA를 합성한 후, qRT-PCR에 사용하였

다. qRT-PCR은 SYBRTM Green Master Mix (Applied Biosystems, 

US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StepOnePlusTM Systems software 

(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여 해당 유전자의 발현을 분석하

였다. PCR반응 조건은 94℃에서 12 min간 denaturation 시킨 후 

denaturation (94℃, 20 s), annealing (60℃, 30 s), polymerization 

(72℃, 30 s) 과정을 40 cycle 동안 진행하였다. 유전자 발현량은 

threshold cycle (Cт) 값을 이용하여 2-ΔΔCt 방법으로 분석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primer 정보는 Table 1과 같다.

5. 통계분석 방법 

본 시험은 독립적인 3번의 반복 실험을 실시하여 mean±

standard deviation (SD)로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각 실험 결과는 

Student's t-test 분석(조건: 양측 분석, 등 분산)을 실시하였고, 유의 

수준 0.05 미만으로(p<0.05) 하여 검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시험 물질의 검액 농도 설정 

시험 물질인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NEOGEN V.BIOME 

LIPOSOMETM)'의 검액 농도를 설정하고자 WST-1 assay를 이용하

여 세포독성평가를 실시하였다. HDF 세포에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

포좀™(NEOGEN V.BIOME LIPOSOME™)'을 0에서 0.5% 농도로 

24시간 처리한 후, WST-1 assay를 실시하여 나타나는 세포생존율

을 확인한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시험물질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

포좀™(NEOGEN V.BIOME LIPOSOME™)'을 0.25% 이하(0.025, 

0.05, 0.1, 0.25%) 농도로 처리하였을 시, 세포생존율은 음성대조군 

대비 각각 100.34%, 98.56%, 97.99%, 91.81%로 나타나 세포생존

율이 감소하지 않았으므로(p>0.05),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

인하였다. 그러나 시험 물질 처리 농도 0.5%에서의 세포생존율은 음

성 대조군 대비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으므로(p<0.05) 세포 독성이 있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후 효력시험에서는 0.25% 이하 농도의 '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TM (NEOGEN V.BIOME LIPOSOMETM)'

을 검액 농도로 설정하였다.

2 .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NEOGEN V.B IOME 

LIPOSOME™)'의 콜라겐 발현량 평가

피부 내 콜라겐의 감소는 피부 노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콜라겐은 주로 진피섬유아세포에 의해 합성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TM (NEOGEN 

V.BIOME LIPOSOME™)'이 HDF 세포 내 콜라겐 생성에 미치는 영

Table 1. Primer sequences for quantitative PCR

Gene Forward primers Reverse primers

COL1A1 5’-AGGGCCAAGACGAAGACATC-3’ 5’-AGATCACGTCATCGCACAACA-3’

HAS2 5’-GAAAGGGCCTGTCAGTCTTATTT-3’ 5’-TTCGTGAGATGCCTGTCATCACC-3’

β-actin 5’-GGATTCCTATGTGGGCGACGA-3’ 5’-CGCTCGGTGAGGATCTTCATG-3’

Figure 1. Effect of NEOGEN V. BIOME LIPOSOMETM on the 
viability of HDFs.
HDFs were treated with 0.025-0.5% of NEOGEN V.BIOME 
LIPOSOME™. After incubation for 24 h, a WST-1 reagent was 
added in each well and incubated for 1 h. The absorbance 
was measured using a microplate reader at 450 nm, against 
a reference of 650 nm. The results are re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 <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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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확인하고자 qRT-PCR 법을 이용하였다. 시험결과의 신뢰도 향

상을 위하여 TGF-β를 양성대조물질로 사용하였다.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TM(NEOGEN V.BIOME 

LIPOSOMETM)'을 0.05%, 0.1%, 0.25% 농도로 처리하여 24 h 동안 

배양한 후, qRT-PCR법을 통해 COL1A1 mRNA의 발현량을 측정

하였다. Figure 2와 같이,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NEOGEN 

V.BIOME LIPOSOME™)'은 COL1A1 mRNA 발현이 증가됨을 확인

하였다. 특히, 0.25% 농도에서는 COL1A1 mRNA 발현이 음성대조

군과 비교하여 37.05±4.03% 증가됨을 확인하였다(p<0.05).양성대

조군으로 사용한 TGF-β (5 ng/mL)는 COL1A1 mRNA 발현이 음성

대조군 대비 55.88±4.76% 증가되었다(p<0.05).

3 .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NEOGEN V.B IOME 

LIPOSOME™)'의 히알루론산 합성효소 발현량 측정

히알루론산의 감소는 피부의 탄력 감소 및 수분 함유량 감소의 직

접적인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히알루론산은 히알루론산 합성

효소(hylauronan synthase)에 의해 합성되며, 주로 각질형성세포와 

진피섬유아세포에 의해 생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네오젠 브이 바이

옴 리포좀™(NEOGEN V.BIOME LIPOSOME™)'이 HDF 세포 내 

히알루론산 합성효소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qRT-PCR 

법을 이용하였다. 시험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retinoic acid를 

양성대조물질로 사용하였다.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TM (NEOGEN V.BIOME 

LIPOSOMETM)'을 0.05%, 0.1%, 0.25% 농도로 처리하여 24 시간 동

안 배양한 후, qRT-PCR법을 통해 HAS2 mRNA의 발현량을 측정

하였다. Figure 3과 같이,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NEOGEN 

V.BIOME LIPOSOMETM)'은 HAS2 mRNA 발현이 증가되었으며, 

0.25% 농도에서는 음성대조군과 비교하여 275.60±10.96% 증가

됨을 확인하였다(p<0.05).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retinoic acid (50 

nM)는 HAS2 mRNA 발현이 음성대조군 대비 123.72±4.22% 증

가되었다(p<0.05). 특히,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TM (NEOGEN 

V.BIOME LIPOSOME™)'의 0.1%, 0.25% 농도에서 양성대조군인 

retinoic acid (50 nM) 보다 더 높은 HAS2 mRNA 발현량 증가를 나

타내었다.

Conclusion

본 논문에서는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NEOGEN V.BIOME 

LIPOSOME™)'이 HDFs 세포에서 콜라겐 유전자 및 히알루론산 합

성효소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함으로써 피부 주름개선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피부 세포인 HDF 세포를 대상으로 독성 평가를 진행한 결과, '네

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TM (NEOGEN V.BIOME LIPOSOME™)'

은 0.25% 이하 농도에서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네오젠 브

이 바이옴 리포좀™(NEOGEN V.BIOME LIPOSOME™)'에 의한 

콜라겐 및 히알루론산 합성효소 유전자 발현 변화를 확인한 결과, 

COL1A1 mRNA 및 HAS2 mRNA 발현량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NEOGEN 

V.BIOME LIPOSOME™)'은 양성대조군인 retinoic acid (50 nM) 보

다 더 높은 HAS2 mRNA 발현량 증가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본 연

구 결과를 통해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NEOGEN V.BIOME 

LIPOSOME™)'은 콜라겐 및 히알루론산 합성효소 생성 증가를 촉진

Figure 2. Effect of NEOGEN V. BIOME LIPOSOMETM on 
COL1A1 mRNA expression in HDFs.
The expression of COL1A1 mRNA was measured by qRT-
PCR in HDFs treated with NEOGEN V.BIOME LIPOSOME™ at 
concentration of 0.05-0.25%. The results are re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p<0.05 
compared with control.

Figure 3. Effect of NEOGEN V. BIOME LIPOSOMETM on HAS2 
mRNA expression in HDFs.
The expression of HAS2 mRNA was measured by qRT-PCR 
in HDFs treated with NEOGEN V.BIOME LIPOSOME™ at 
concentrations of 0.05-0.25%. The results are re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compared with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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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피부 주름개선 소재로써 화장품에 활용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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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 (NEOGEN V.BIOME LIPOSOME™)'의 인간진피섬유아

세포 내 COL1A1 및 HAS 2 유전자 발현 증가 효능

주예은1, 권승빈1, 권유정1, 최영욱2, 김미정2, 손미령1, 안규중1, 안인숙1* 
1한국피부과학연구원, 서울, 한국 
2㈜아우딘퓨쳐스, 서울, 한국

목적: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 C 유효성분을 포함하여 독자적인 기술로 제조한 리포좀 형태인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
TM(NEOGEN V.BIOME LIPOSOMETM)'을 인간진피섬유아세포(normal human dermal fibroblasts, NHDF)에 적용하여 콜라겐 발

현 유전자 COL1A1 및 히알루론산 합성효소 유전자 HAS 2에 대한 세포효능을 평가하여 기능성화장품으로 활용가능성을 확인하

고자 한다. 방법: 인간진피섬유아세포에서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NEOGEN V.BIOME LIPOSOMETM)' 처리에 의한 세포생

존율과, 정량적 qRT-PCR분석을 통해 콜라겐 발현 유전자 COL1A1 및 히알루론산 합성효소 유전자 HAS2 발현량을 분석하였다. 

결과: 세포독성평가 결과,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TM (NEOGEN V.BIOME LIPOSOME™)'의 인간진피섬유아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은 0.25% 이하에서 관찰되지 않았다. 시험 물질을 0.25% 이하 농도(0.05, 0.1, 0.25%)로 처리 시 COL1A1 mRNA 및 HAS2

발현이 음성대조군 대비 농도의존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네오젠 브이 바이옴 리포좀TM (NEOGEN V.BIOME 

LIPOSOMETM)'은 인간진피섬유아세포 내 COL1A1 mRNA 및 HAS2 mRNA 발현 촉진으로 콜라겐 생성 및 히알루론산 합성효소 생

성 증가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핵심어: 리포좀, Collagen, Hyaluronic acid, COL1A1, HAS2

본 연구는 ㈜아우딘퓨쳐스에서 의뢰하여 진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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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NEOGEN V.BIOME LIPOSOME™’增加人真皮成纤维细胞内COL1A1和HAS2基
因表达的作用 
 
周叡誾1，權勝彬1，權洧靖1，崔永旭2，金美廷2，孙美玲1，安圭重1，安仁淑1* 
1韩国皮肤科学院，首尔，韩国 
2奥婷福踔思，首尔，韩国

目的: 本研究调查了功能性美容剂“NEOGEN V.BIOME LIPOSOME™”对人真皮成纤维细胞 (HDFs)的抗皱效果。
这是一种采用专利技术形式 含有维生素 C 活性成分的脂质体。方法: “NEOGEN V.BIOME LIPOSOME™”的细胞
毒性通过水溶性四唑盐(WST-1)测定法进行测定。通过定量实时PCR(qRT-PCR) 测定法测量胶原蛋白 (COL1A1) 
和乙酰透明质酸合酶 (HAS2) 的mRNA 表达。结果: “NEOGEN V.BIOME LIPOSOME™”对HDFs细胞生存率测定
结果，在浓度低于0.25%时没有细胞毒性。与阴性对照组相比，COL1A1和HAS2 mRNA的表达呈浓度依赖性增
加。结论: “NEOGEN V.BIOME LIPOSOME™”通过促进 HDFs细胞中 COL1A1和HAS2 mRNA的表达，有助于增
加胶原蛋白和透明质酸合酶的产生；因此，有望作为抗皱化妆品原料发挥作用。

关键词: 脂质体，胶原蛋白，透明质酸，COL1A1，HAS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