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 3개의 층과 혈관 및 각종 신경, 림

프관, 피지선 등의 피부 부속기관으로 이루어진다. 표피는 주로 

keratinocyte, melanocyte, Langerhans cell, merkel cell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진피는 collagen fiber, elastin fiber 및 proteoglycan 

및 glycoprotein과 같은 dermal matrix로 구성된다(Rittié & Fisher, 

2015; Kao et al., 2016; Kim et al., 2016; Shim & Park, 2017). 건

조피부는 주로 표피 상층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의해 주로 발생하

는 것으로, 표피 상층부의 각질층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Hruza & Pentland, 1993; Kim et al., 

2013). 건강한 사람의 각질층에는 약 10-30% 가량의 수분이 함유되

어 있으며, 각질층의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면 피부장벽에 이상이 

생겨 경피수분손실량(trans epidermal water loss, TEWL)이 증가하

고, 수분 부족의 건조 피부 상태가 된다(Sandilands et al., 2009). 피

부장벽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수분 손실은 피부의 탄력을 감소시키

고 표피층을 두껍게 만들며, 주름 형성을 촉진시킨다. 또한 가려움증, 

피부건조증(xerosis)과 같은 질환 유발 및 건선, 아토피 피부염과 같

은 질환이 악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 보습 유지

는 피부 미용의 측면과 더불어 병리학적으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Del Rosso & Levin, 2011).

피부의 수분조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분자에는 히알루론산

(hyaluronic acid, HA)이 있다(Papakonstantinou et al., 2012). HA는 

glycosaminoglycan (GAG)의 일종으로 피부 3대 요소 가운데 하나로 

collagen과 elastin과 같이 세포 외 기질을 구성하는 분자에 속하며, 표

피 기저층의 세포 내부에도 존재한다(Sakai et al., 2000; Kim et al., 

2007; Necas et al., 2008). HA은 피부 내 진피의 주요성분으로 수분

보유 능력이 뛰어나 수분유지, 세포 간 간격을 유지시킬 뿐 아니라 세

포의 성장, 분열, 이동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mberg & 

Stoolmiller, 1974; Tammi et al., 1988). 피부에서 히알루론산의 함

량은 hyaluronic acid synthase (HAS)에 의한 합성과 hyaluronidase 

(HYAL)에 의한 분해에 의해 조절되며(Lee et al., 2013), 종류에는 

hyaluronic acid synthase-1 (HAS-1), hyaluronic acid synthase-2 

(HAS-2), hyaluronic acid synthase-3 (HAS-3)가 있다. 사람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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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Echinacea angustifolia (E. angustifolia) extract’s usefulness as a cosmetic 
ingredient was examined. This study confirmed its skin improvement effects through 
a moisturizing and elasticity test and clinical trials. Methods: Cell ability of E. 
angustifolia on HaCaT and CCD986sk cells was measured by MTT assay respectively. 
And hyaluronic acid in HaCaT cells and pro-collagen acid productions in CCD986sk 
cells were measured. Results:  As a result of the cytotoxicity test on CCD986sk 
and HaCaT cells,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cytotoxicity at a concentration 
of 200 μg/mL or less. At a concentration of 200 μg/mL, both hyaluronic acid and 
collagen production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Meanwhile, the skin 
improvement test performed in the clinical trials revealed high scores compared to 
a control group and a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especially in moisturizing 
and wrinkle-care effects (p<0.001, p<0.01). Conclusion: With the potential of E. 
angustifolia  extract, this study confirmed its promise as a cosmeceutical cosmetics 
ingre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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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경우 HAS-1은 19번, HAS-2는 8번, HAS-3는 16번 염색체 

위치하여 서로 다른 효소 활성을 가지며, 서로 다른 길이의 히알루론

산 합성을 가능하게 한다(Itano & Kimata, 2002; Stern & Maibach, 

2008; Siiskonen et al., 2015). 피부 세포 배양상태에서 HA의 합성

은 epidermal growth factor (EGF), fibroblast growth factor (FGF),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BB (PDGF-BB), trans forming 

growth factor β (TGF-β)와 같은 다양한 성장인자와 N-metyl-L-

serine, trans-retinoic acid 등에 의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으나 대사

에 대한 자세한 메커니즘은 정확히 밝혀진 바 없다(Kim et al., 2005). 

그러나 최근 피부의 보습력 및 항노화 기능을 향상시키고자 HAS 유

전자 발현 증가를 통해 HA의 합성을 조절하는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

어지고 있다(Song et al., 2013; Kang et al., 2015). 

히알루론산과 함께 피부 진피 내 존재하며, 피부 세포 외 기질의 또 

다른 주요 구성요소로서는 콜라겐(collagen)이 있다. 콜라겐은 피부 탄

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피부의 형태 유지 및 강도와 장력을 부여

하는 역할을 한다. 피부 세포내 수분이 손실되면 각질층의 구조가 변화

하고, collagenase의 작용이 증가하여 콜라겐의 상호결합된 형태가 감

소함으로써 피부의 매끄러움, 보습, 팽팽함이 감소된다(Matsumura & 

Ananthaswamy, 2004). 이는 진피의 콜라겐 함량 및 합성 증가가 피부 

보습 및 탄력의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Fisher et al., 2002). 

콜라겐은 전구물질인 프로콜라겐(procollagen)의 주요 구성 아미노

산인 proline과 lysine이 hydroxylation 되면서 합성된다. 이때 필요한 

조효소가 Fe2+, 산소, Si이며, 산화된 철인 Fe3+가 다시 Fe2+로 복구되

기 위해서는 비타민C를 필요로 한다. 

피부를 구성하는 콜라겐은 제1형 콜라겐(type 1 collagen)이 인간 

피부의 약 70-80%를 구성하고 있으며(Ghosh, 1994; Brincat, et al., 

1987; Ågren et al., 2015), 콜라겐 Type 1은 MMP-1에 의해 분해

되고, MMP-1의 작용은 세포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분비되는

2-marcroglobulin이나 TIMP-1과 같은 저해제에 의해 활성이 조절된

다. 이러한 MMPs 및 TIMPs 등의 효소들은 섬유아세포를 포함한 대다

수의 많은 세포들에 의해 분비되며(Fisher & Voorhees, 1999; Enjoji 

et al., 2000), 원인 인자들로 인하여 섬유아세포의 작용과 세포수가 감

소하면, 섬유성분의 합성량이 줄어들어 피부 세포 내 수분이 손실과 

각질층의 구조 변화를 가져와 피부 노화로 이어진다.

최근 피부 노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으며, 보습과 탄력은 화

장품 산업 전반에 있어서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현재 화장품에 사용

되는 생리활성 소재의 다수는 천연물에서 유래하였으며, 천연소재는 

합성소재에 비해 다양한 이점을 가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Bilal et al., 

202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연소재인 Echinacea 추출물의 피부개선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chinacea는 미국 북미에서 다양한 유형의 감염 및 상처 치료에 

사용되는 전통식물 약재로 사용되었으며(Lienert et al., 1998), 여

러 종류 중 Echinacea angustifolia, Echinacea pallida, Echinacea 

purpurea 3종이 최근까지 많이 이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Echinacea

에 대한 화학적 약리학적 분석으로는 chlorogenic acid, alkylamides 

및 antiviral, anticancer activity, immunomodulatory effect등

과 관련이 있으며, 그 중 면역증강작용과 항균작용은 alkamides, 

plycoproteins, caffeic acid derivatives, polysaccharides등 성분에 의

해서 나타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Chicca et al., 2007; Pellati et al., 

2011; Kumar & Ramaiah, 2011; Dogan et al., 2014).

 최근 식품소재 및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Echinacea의 활용 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화장품 소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  E. angustifolia 추출

물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Methods

1. 추출물

추출물은 정제수와 1%의 E. angustifolia 원물을 80℃에서 열수 

추출(hot water, HE) 하였다. 유효성분 추출 후 정량을 통해 일정

한 농도로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동결건조 후 세포실험은 dimethyl 

sulfoxide (DMSO; Sigma-Aldrich, USA)를 용매로 재용해 시킨 뒤 

원심분리기(3000×G, 15 min)로 불용성 성분을 제거하고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세포는 CCD986sk과 HaCaT를 사용하

였다(Yu et al., 2015; Kim et al., 2017).

2. HaCaT에 대한 세포 독성 측정(MTT assay) 

E. angustifolia 추출물의 HaCaT (ATCC; Rockville, USA)에 대

한 세포 독성 측정을 위해 NADH 등의 세포 내의 환원성 물질에 

의해 MTT가 결정화 되는 것을 이용하였다. 세포 배양 배지로는 

DMEM-F12 broth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Nutrient 

Mixture F12, GE healthcare, USA)를 사용하였다. Fetal bovine 

serum (FBS; Sigma-Aldrich) 10%를 첨가하여 제조, 항생물질로는 

penicillin-streptomycin (100X) (Sigma-Aldrich)을 사용하였다. 추출

물은 동결건조를 통해 용매 제거 후 DMSO에 용해시켜 처리 후 전배양

된 HaCaT을 96 well plate에 well 당 5.0×104 cell을 주입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후 상층액을 제거한 뒤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200 μg/mL를 기준으로 다양한 농도로 처리한 뒤 24 시간 동안 배양

하였으며, 2차 배양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MTT 용액(5 mg/mL)를 가

해준 뒤 온도 37℃, CO2 농도 5%의 환경에서 MTT를 결정화 하였다. 

각 well에 생성된 결정이 제거되지 않도록 상층액을 제거한 후 결정을 

DMSO로 녹여 SynergyTM HT Multi-detection (Biotek Instruments, 

USA)를 이용하여 540 nm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HaCaT에 대한 hyaluronic acid 측정

Antibody가 다양한 분자에 대해 특이적으로 결합이 생성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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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용하여, horse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antibody를 이용하

여 세포 및 상층액의 특정 성분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배양 배

지는 HaCaT에 대한 세포 독성 측정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추출

물은 동결건조를 통해 용매 제거 후 DMSO에 용해시켜 처리하였으

며, 전배양된 HaCaT을 96 well plate에 well 당 5.0×104 cell을 주

입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후 상층액을 제거한 뒤 E. 

angustifolia 추출물을 200 μg/mL를 기준으로 다양한 농도로 처리한 

후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상층액을 이용하여 Genorise scientific 

사의 Nori hyaluronic acid ELISA kit로 hyaluronic acid를 측정하였

다.

4. CCD986sk에 대한 세포 독성 측정(MTT assay)

CCD986 (Korean Cell Line Bank, Korea)에 대한 세포 독성 측

정을 위해 NADH 등의 세포 내의 환원성 물질에 의해 MTT가 결

정화 되는 것을 이용하였다. 세포 배양 배지로는 DMEM broth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GE healthcare, USA)를 사

용하였다. FBS 10%를 첨가하여 제조 후 항생물질로는 penicillin-

streptomycin (100X)을 사용하였다. 추출물은 동결건조를 통해 용

매 제거 후 DMSO에 용해시켜 처리하였으며, 전배양된 CCD986sk

을 96 well plate에 well 당 5.0×104 cell을 주입하여 24 시간 배양하

였다. 배양이 끝난 후 상층액을 제거한 뒤 E. angustifolia 추출물을 

200 μg/mL를 기준으로 다양한 농도로 처리한 후 24 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2차 배양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MTT 용액(5 mg/mL)를 가

해준 뒤 CO2 농도 5%, 온도 37℃의 환경에서 MTT를 결정화 하였

다. 각 well에 생성된 결정이 제거되지 않도록 상층액을 제거한 뒤 결

정을 DMSO로 녹여 540 nm 파장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CCD986sk에 대한 콜라겐 측정

CCD986sk에 대한 콜라겐 측정을 위해 antibody가 다양한 분

자에 대해 특이적으로 결합이 생성되는 것을 이용하였다. 세포 배

양 배지는 CCD986sk에 대한 세포 독성 측정과 동일하게 사용하였

다. 추출물은 동결건조를 통해 용매 제거 후 DMSO에 용해시켜 처

리한 후 전배양된 CCD986sk을 96 well plate에 well 당 5.0×104 

cell을 주입하여 24 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후 상층액을 제거

한 뒤 E. angustifolia 추출물을 200 μg/mL를 기준으로 다양한 농

도로 처리한 뒤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상층액을 이용하

여 arigo biolaboratories사(Switzerland)의 Human Pro-Collagen 

Ialpha 1 ELISA Kit로 pro collagen acid를 측정하였다.

6. 임상실험

1) 인체적용시험의 연구 설계

연구 대상자 선정은 사전설문지를 통해 시험에 적합한 40명을 선

정하였다.

총 40명의 남여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각각 

20명씩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조군은 E. angustifolia이 함

유되지 않은 미스트 제형을, 실험군은 E. angustifolia가 함유된 미

스트 제형의 화장품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시험 완료 전까지 시험

자와 피시험자 모두 유효성을 가진 시험물질을 알지 못하도록 이중

맹검법으로 시험을 진행하였다. 시험물질은 하루에 2회 아침과 저

녁에 세안 직 후 4주간 사용하도록 하였다. 기기는 눈가 수분, 유분, 

모공, 주름, 색소침착, 포르피린 변화를 측정하였다. 기기 평가는 

시험물질 사용 전 0주차, 사용 후 4주차에 측정 및 평가를 실시하였

다. 기기 측정 전 피부 상태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피시험자들을 

동일한 클렌징으로 세안을 하게 한 후, 30 min간 안정을 취하게 한 

후 항온 항습실(온도: 22±1℃, 습도: 45±5%)에서 기기 측정을 

실시하였다.

2) E. angustifolia를 함유한 미스트 제형의 화장품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E. angustifolia 추출물이 함유된 화장품은 미스

트제형으로 glycerin 5% (wt%), 1,2-hexanediol 2% (wt%)와 실험

군을 위한 미스트에는 E. angustifolia 추출물이 1% (wt%) 포함되도

록 제조하였으며, 대조군은 E. angustifolia 추출물 대신 동일 양의 

정제수를 추가로 함유시켜 제조하였다. 

3) 기기 및 피부측정

본 연구의 피부 측정에는 500만화소의 22개의 Multi-LED 칩을 

이용한 AUTO Focusing 방식의 피부측정기(Will cam, Korea)를 사

용하였다. 수분 측정은 센서를 피부 표면에 접촉시켜 피부 표면의 수

분량(%)을 측정하였으며, 유분 측정에는 유분 종이를 이용하여 색상

차이(%)를 측정하였다. 포르피린은 UVL모드(UV광)를 사용하였으

며, 모공의 경우는 VSL모드(일반광)를 사용하였다. 색소침착은 XPL

모드(편광)를 사용하였으며, 주름은 VSL모드(일반광)를 사용하였다. 

피부측정 부위는 안면의 오른쪽과 왼쪽 눈꼬리 쪽을 기준으로 지름 

3 cm 길이(mm)와 면적(mm2)을 측정하였다. 측정부위의 정확도를 

위하여 3회씩 반복 측정하였으며, 피부 기기 측정은 시험물질 사용 

전과 사용 4주 후의 시점에서 이루어졌다.

7. 통계분석 및 개선율 분석 

본 연구의 통계처리는 SPSS 17.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피시험자들의 다양한 피부 개선도와 유의한 변

화 여부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군 및 대조군을 Student's t-test를 

통해 비교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1. HaCaT에 대한 세포 독성 측정(MTT assay)

Table 1은 E. angustifolia 추출물의 HaCaT에 대한 세포 독성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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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결과이다. 실험 결과 200 μg/mL 농도에서 93.94±1.10%, 100 

μg/mL 농도에서 94.60±1.83%, 50 μg/mL 농도에서 96.15±

2.39%, 25 μg/mL 농도에서 95.96±2.02%, 12.5 μg/mL농도에서 

98.72±1.47%로 나타났다. KS P ISO 10993-5의 기준에서 80% 이

상의 세포생존율을 보일 경우 해당 농도에서의 세포독성은 없음으로 

표기할 수 있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된 모든 농도에서 80% 이상의 세

포생존율이 나타났으므로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

다.

2. HaCaT에 대한 hyaluronic acid 측정

E. angustifolia 추출물의 hyaluronic acid 측정 결과는 Figure 1

과 같으며, 실험 결과 200 μg/mL에서 112.05±1.31%, 100 μg/mL

에서 108.85±0.94%, 50 μg/mL에서 105.33±1.02%, 25 μg/mL

에서 102.82±0.69%, 12.5 μg/mL에서 101.69±0.93%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50 μg/mL부터 유의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 angustifolia 추출물의 항산화능 및 항산화 물질에 대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E. angustifolia 추출물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

드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항산화능 역시 뛰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Choi, 2022). 대표적인 플라보노이드인 quercetin

과 kaempferol이 HaCaT세포의 hyaluronic acid 생성을 촉진한다

고 보고되었으며(Kim et al., 2005), 그 중 quercetin은 같은 속인 

Echinacea purpurea에 포함되어 있다(Coelho et al., 2020).

3. CCD986sk에 대한 세포 독성 측정(MTT assay)

Table 2는 E. angustifolia 추출물의 CCD986sk에 대한 세포 독성 

측정결과이다. 실험 결과 200 μg/mL에서 86.09±2.32%, 100 μg/

mL에서 92.46±2.90%, 50 μg/mL에서 93.04±0.87%, 25 μg/mL

에서 94.49±1.74%, 12.5 μg/mL에서 96.81±0.87%으로 나타났

다. HaCaT과 마찬가지로 KS P ISO 10993-5의 기준으로 본 실험

에서 사용된 모든 농도에서 80% 이상의 세포생존율이 나타났으므로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지을 수 있다.

4. CCD986sk에 대한 콜라겐 측정 

피부 진피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단백질은 콜라겐(collagen)

Table 2. E. angustifolia extract cytotoxicity on CCD986sk

Concentration (μg/mL) Mean (%) S.D. (%)

Control 100.00 1.45

12.5 96.81 0.87

25 94.49 1.74

50 93.04 0.87

100 92.46 2.90

200 86.09 2.32

Data are means±S.D. of three experiments.

Table 1. E. angustifolia extract cytotoxicity on HaCaT

Concentration (μg/mL) Mean (%) S.D. (%)

Control 100.00 1.83

12.5 98.72 1.47

25 95.96 2.02

50 96.15 2.39

100 94.60 1.83

200 93.94 1.10

Data are means±S.D. of three experiments.

Figure 1. Hyaluronic acid production rate of HaCaT treated with E. 
angustifolia extract.
E. angustifolia extract were treated with varying HaCaT cell 
concentrations. Hyaluronic acid was calculated with the ELISA 
method.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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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90% 이상이 procollagen으로부터 생성되는 collagen type 1

의 형태로 존재하며(Varani et al., 2001), 발현량 감소는 건조한 

피부 및 주름형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E. angustifolia 추출물의 

collagen 측정 결과는 Figure 2와 같으며, 실험 결과 200 μg/mL에

서 110.08±0.73%, 100 μg/mL에서 113.30±0.65%, 50 μg/mL에

서 109.86±0.65%, 25 μg/mL에서 108.25±0.82%, 12.5 μg/mL

에서 104.76±0.87%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collagen의 경우 12.5 

μg/mL의 농도에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chinacea 추출물은 과거부터 플라보노이드 및 폴리페놀에 성

분에 의해 피부의 광노화를 막는다고 알려져 있으며(Facino et al., 

1995),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켜 상처 치료 속도를 증가시킨다고 알

려져 있다(Zoutewelle & van Wijk, 1990).

5. E. angustifolia 추추물을 함유한 피부개선 효과 

대조군과 실험군의 시험물질 사용 전, 사용 4주 후의 피부개선 효

과는 Figure 3과 Table 3과 같다. Table 3에서와 같이 시험물질 사

용 전과 비교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의 오른쪽과 왼쪽 눈 주위 피부 

개선율(%)을 분석하였다. 수분의 경우 대조군은 2.85%, 실험군은 

10.00% 증가하였으며 p값은 0.001로 나와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

었다. 유분의 경우 대조군은 -0.319% 감소하였으나, 실험군의 경우

는 0.368% 증가하였으며, p값은 0.040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모공의 경우 대조군은 -0.64%, 실험군은 -2.03% 감

소하였으며, p값은 0.051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했

다. 색소침착의 경우 대조군은 -0.972%, 실험군은 -4.79%로 감소

하였으며, p값은 0.060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했다. 

주름의 경우 대조군은 -0.92%, 실험군은 -4.39% 감소하였으며, p

값은 0.007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포르피린의 경우 

-0.361%, 실험군은 -0.73% 감소하였으며, p값은 0.371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내지 못했다. 

연구결과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

낸 지표는 수분, 유분, 주름이며, 이는 E. angustifolia 추출물이 본 

논문의 세포실험에서 나타낸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한편 Table 

4의 기기측정 결과로 확인해 보면, 모공과 색소침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나타내지 못했지만 일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3. Clinical trial result E. angustifolia extract cosmetics
Change of control 

group (%) S.D. (%) Change of experimental 
group (%) S.D p

Moisture 2.85 1.45 10.00 7.18 0.001**

Oil -0.319 0.87 0.368 0.597 0.040*

Pore -0.64 1.74 -2.03 2.58 0.051

Pigmentation -0.972 0.87 -4.79 8.24 0.060

Wrinkle -0.92 2.90 -4.39 4.88 0.007**

Porphyrin -0.361 2.32 -0.73 1.69 0.371
*p<0.05; **p<0.01.

Figure 2. Collagen production rate of CCD-986sk treated with E. 
angustifolia extract.
E. angustifolid extract were treated with varying CCD-986sk cell 
concentrations. Collagen was calculated with the ELISA method. 
Values represent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1, ***p<0.001).

Figure 3. Test subject skin condition change of th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est subject of experimental group were treated with E. 
angustifolid extract cosmetics. The six characteristics of skin 
were measured (moisture, oil, pore, pigmentation, wrinkle, and 
porphyrin) (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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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E. angustifolia 추출물이 피부개선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하여, 화장품 원료로서 효능 및 피부개선 효과를 확인하였다.

CCD986sk과 HaCaT세포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 μg/mL에서 hyaluronic acid, 콜라겐 모두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화장품 적용 시 효능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 시험결과에서도 E. angustifolia 적용한 화

장품이 연구대상자들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

구 결과 수분, 유분, 주름에서 유의미한 개선효과가 나타났으며, 여드

름균에 의해 생성되는 포르피린에 대한 결과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포르피린에 대한 항균효과에 관련해서는 관

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모공과 색소침착의 경우는 유의미

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정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E. angustifolia 추출물은 기능성 화

장품 원료로서 보습 및 피부 탄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화장품 소

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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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Echinacea angustifolia 추출물의 화장품 원료로서의 항주름 및 보습효과

최인정 

meeth 기업부설연구소, 서울, 한국

목적: 본 연구에서는 Echinacea angustifolia (E. angustifolia) 추출물이 화장품 원료로서의 기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보습 및 탄력 

세포실험과 임상을 통한 피부개선효과를 확인하였다. 방법: HaCaT와 CCD986sk세포에 대해 MTT assay를 통한 세포독성 분석, 

HaCaT에 대한 hyaluronic acid 측정 및 CCD986sk에 대한 pro collagen acid를 측정하였다. 결과: CCD986sk과 HaCaT를 이용한 세

포 독성 실험결과, 200 μg/mL이하 농도에서는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그리고 200 μg/mL에서 hyaluronic acid, 콜

라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임상을 통한 피부개선 실험에서는 수분, 유분, 모공, 색소침착, 주름, 포르피

린 영역에서 대조군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었으며, 특히 보습 및 주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각각 p<0.001, p<0.01)가 나타나 E. 

angustifolia 추출물이 함유한 화장품이 효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E. angustifolia 추출물은 보습 및 

피부 탄력을 개선할 수 있는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에키네시아, 탄력, 보습,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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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狭叶松果菊热水提取物的抗皱以及保湿作用 
 
崔仁貞 
meeth企业附属研究所，首尔，韩国

目的: 为了确认狭叶松果菊提取物作为化妆品原料的功能性，通过保湿和弹力细胞实验和临床试验确认了皮肤
改善效果。方法: 对HaCaT和CCD986sk 细胞，通过MTT法测定细胞毒性，在HaCaT细胞中测定透明质酸，在
CCD986sk细胞中 测定原胶原酸。结果: 对CCD986sk和HaCaT的细胞毒性试验的结果，确认在200μg/mL以下
的浓度不存在细胞毒性。在200 μg/mL时，透明质酸和胶原蛋白均显示出统计学上的显着差异。另一方面，在
通过临床试验进行的皮肤改善实验中，与对照组相比，水分、油脂、毛孔、色素沉着、皱纹和卟啉的含量更
高，特别是在保湿和皱纹方面观察到显着差异（p<0.001， p<0.01）。证实含有狭叶松果菊提取物的化妆品是
有效的。结论: 通过这项研究，证实了狭叶松果菊提取物作为功能性化妆品原料的可能性，可以改善保湿和皮肤
弹性。

关键词: 狭叶松果菊，弹力，保湿，化妆品，功能性化妆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