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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mports of Centella asiatica L. Urban are
increasing year-by-year due to the fact that its extract is a raw
material used for skin wounds and in cosmetics. However,
studies on the cultivation and identification of native C.
asiatica species in Korea have been extremely rare.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hysiological and functional activity of Korean native C. asiatica
plant cultivated in Hapcheon, Gyeongsangnam-do, Korea.
As a result, the highest antibacterial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were examined with methanol extract while
skin-whitening and wrinkle improvement were examined
with water extract. Seven bacterium and one fungus were
treated with 50% methanol extracts of C. asiatica and most
of the bacterium showed similar or low levels of antibacterial
activity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of Omiza (Schisandra
chinensis) extract, except for Streptococcus pyogenes, wh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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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higher antimicrobial activity than that of Omiza
extract. However, neither C. asiatica and Omiza extracts
showed antimicrobial activity against the fungus, C. albicans.
The results of anti-inflammatory effect analyses with Raw
264.7 cells confirmed that the treatment of methanol extract
reduced the level of NO by 50% or mor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addition, the water extract showed the
highest reduction of melanin content of up to 20% more than
the control group when examined with B16F10 cell line,
indicating a significant skin-whitening effect. Furthermore,
we were able to show the significant skin wrinkle improvement caused by C. asiatica extract with NHDF cell as
an indicator, but strong cytotoxicity was also observed,
suggesting that further studies are necessary.
Keywords C. asiatica, antimicrobial activity, anti-inflammatory activity, skin whitening effect, skin wrinkle
improvement

서론
병풀(Centella asiatica L. Urban)은 인도양의 열대지방이 원산
지로서 Centella 속에는 약 50종이 알려져 있으며 가장 흔하
게 발견되는 것이 C. astiatica종으로 인도, 스리랑카, 아프리
카, 중국 등의 습지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erma
et al. 1999; al. 2003). 병풀은 항산화활성(Pittella et al. 2009;
Ariffin et al. 2011), 항균활성(Zaidan et al. 2005; Taemchuay et al.
2009; Bibi et al. 2011; Lalitha et al. 2013; Idris and Nadzir 2017),
중금속에 의한 산화스트레스 완화 효능(Flora와 Gupt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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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암에 대한 항암효과(Babykutty et al. 2009), 신경 안정
효능(Krishnamurthy et al. 2009; Orhan 2012), 면역 활성 증진
(Keon et al. 2008; Ha et al. 2009) 등에 관한 다양한 생리활성기
능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 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 효
능(Kim 2010; Hashim et al. 2011), 항염증 및 두피홍반 개선효
과(Jo et al. 2014), 입술주름개선효과(Suh et al. 2007), 각질형성
세포증식(Kim 과 Kim, 1995), 피부 재생(Bylka et al. 2014)등 피
부미용에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Bylka et al. 2013). 또한 최근에는 노인들의 물리적인 활동성
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보고(Mato et al. 2011)와
함께 항우울증(Ceremuga et al. 2015), 치매와 기억력증진(Rao
et al. 2005; Kumar et al. 2009)등에 관한 효능도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Kim 등(2002)의 국내자생 병풀에 대한 재배시
기별 triterpene glycosides 함량 비교 연구 등과 함께 일부 효능
에 관한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 아직은 극히 미진한 수
준에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동국제약의 주력상품중의
하나인 ‘마데카솔’ 연고의 주성분인 “병풀 추출물(센텔라아
시아티카정량추출물)”이 사용되는 등의 수요에 따라 해마
다 외국에서 수입물량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경
남한방약초연구소에서는 국내의 제약업계 또는 한약도매
상 등과의 계약재배를 통하여 수요와 공급에 대한 예측이 가
능하고 수입대체 효과가 뛰어나며 다양한 종류의 안정적인
약용작물의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제
주지역에서 자생하는 병풀을 경남 합천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서 채취하여 병풀추출물의 항균성 및 항염증과 함께
피부의 미백효능과 주름개선효능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공시재료 및 시약
병풀 시료는 2017년 여름에 경남 합천군 소재 농가에서 수확
한 잎을 세척 후 40°C에서 열풍 건조한 후 믹서기에 곱게 갈

아서 칭량한 후 10배의 추출용액을 넣고 30분간 초음파추출
한 후에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그 상층액을
0.45 ㎛ 주사기필터로 여과 후 농축시켜 분석에 사용하였다.
항염증효과 및 미백효과시험 등을 위한 세포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USA),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Gibco, USA), penicillin,
streptomycin (Gibco, USA), PBS (Gibco, USA)와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 (Sigma Aldrich, USA)를 사용했고
세포생존율을 확인하기 위한 MTT[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assay] 분석용 시약은 Promeg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흡광도 측정을 위한 다
채널분광광도계는 SpectraMax M5 (Molecular Devices, USA)
그리고 생리활성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은 CO2 incubator
(NU-4750G, NUAIRE)를 이용하였다.

항균활성시험
항균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한 균주는 한국미생물보
존센터에서 분양받아 연구소에 보관중인 Bacillus cereus등
총 8종의 공시한 균주(Table 1)를 사용하였으며 국내 연구결
과(Lee et al. 2001; Yoo et al. 2018) 에서 항균활성이 확인된 오
미자를 대조구로 정하여 비교하였고, 각 시료의 추출은
100%, 70%, 50% 메탄올과 에탄올을 넣고 초음파 처리하여
사용하였고 병풀, 오미자 그리고 병풀과 오미자의 혼합추출
물은 4 : 1 과 3 : 2 의 비율로 하여 예비실험을 한 후 최종 실험
은 50% 메탄올에 4 : 1로 혼합한 시료를 사용하였다. Bacillus
cereus등 총 8종의 공시한 균주(Table 1)를 액체배지(YMB 21
g/L, TSB 30 g/L)에 37°C, 24시간 배양한 후 2회 계대배양을 거
쳐 6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OD값이 0.3 ~ 0.5에 해당
하는 배양액을 각각의 고체배지에 200 µl씩 도말한 다음
paper disc를 올려 농도별(105, 5×104, 104, 5×103 ug/mL)로 희석
시킨 추출물을 각30 µl씩 점적한 후 건조시킨 다음 37°C에서
12 ~ 36시간 배양하여 디스크 주위에 생기는 생육 저해 직경
의 크기(mm)로 활성을 측정하였고 대조군은 추출한 용매를
점적하여 조사하였다.

Table 1 List of microorganisms for antimicrobial activity test and culture condition
Microorganisms

Temperature (°C)

Media

ATCC no.

Bacillus cereus

37

YMB

11778

Candia albicans

37

YMB

10231

Escherichia coli

37

YMB

27553

Propionibacterium acnes

37

TSB

6919

Staphylococcus aureus

37

YMB

25923

Staphylococcus epidermidis

37

TSB

12228

Streptococcus pyogenes

37

TSB

19615

Vibrio parahaemolyticus

37

YMB

17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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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염증효능 분석

주름개선효능 분석

항염증 효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건조 후 전
처리한 병풀 시료일정량을 칭량 한 후 10배의 메탄올(100%),
에탄올(20%) 그리고 물을 이용하여 초음파 추출한 후 원심분
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0.45 ㎛ 주사기필터로 여과한 다음 농
축하여 사용하였다. 오미자와 병풀 및 오미자의 혼합물은 메
탄올(100%)을 사용하여 추출한 후 대조구로 사용하였다.
주어진 추출물시료에 대한 세포독성을 조사하기 위한 마
우스대식세포(Raw 264.7, KCLB 40071)의 배양 조건은 penicillin
과 streptomycin을 각각 100 unit/ml 그리고 10% FBS가 함유된
DMEM배지에서 5%의 CO2하에 37°C로 하였으며 2일 간격
으로 계대 배양하였다. Raw 264.7세포의 농도를 2×105
cells/ml의로 조정하여 96 well plate에 분주하고 추출물을 농
도별(312.5, 625, 1250, 2500 ppm)로 처리하여 24시간을 배양
시킨 후에 MTT 시약을 첨가하여 배양기(37°C, 5% CO2)에서
4시간 반응시킨 후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항염증 효능분석은 (Jo et al, 2014)의 분석방법을 약간 변형
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Nitric oxide (NO) 및 전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량에 대한 억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Nitrite
농도를 Griess 반응법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NO 생성 지표로
사용하였으며, 배양세포의 상등액 100 µl와 sodium nitrite 표
준액 (0-10 µM)을 동일한 용량의 Griess 용액 0.1% (w/v)
N-(1-naphythyl) ethylene diamine dihydrochloride와 5% HCl용
액으로 1% (w/v) sulfanilamide을 제조한 용액과 1:1로 혼합한
후 20분간 실온에 방치 후 Multimicroplate reader로 54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주름개선효능 분석은 ㈜바이오스펙트럼 연구소에 의뢰하였
으며, 실험에 사용한 세포인 Human dermal fibroblast (NHDF,
PCS-201-012)의 세포독성은 EZ-Cytox 용액을 사용하여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EZ-Cytox의 기질인 WST (water soluble
tetrazolium salt)가 는 살아있는 세포의 dehydrogenase와 반응
하여 오렌지색의 수용성 formazan을 생성하는 기작을 이용
하여 살아있는 세포 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NHDF를 4×104
cells/well로 배양한 다음 병풀의 메탄올추출물을 농도별
(62.5, 125, 250, 500, 1000 ppm)로 48시간 처리한 후 EZ-Cytox
용액을 각 well 에 첨가하여 37°C, 5% CO2 배양기에서 1시간
30분 동안 반응시킨 뒤 450 nm에서 ELISA reader로 배양액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주름개선효능은 콜라겐을 분해하는 효소인 콜라게네이
즈의 활성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콜라게네이즈에 대한
항체를 이용하는 분석법으로, 콜라게네이즈중 하나인 MMP-1
(Matrix metalloproteinase-1)을 활성화시키는 물질로는 Phorbol
12-myristate 13-acetate (PMA)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
하였다. NHDF 세포(4×104 cells/well)를 37°C, 5% CO2조건에
서 배양한 후 병풀 추출물을 농도별(100, 200, 400 ppm)로 처
리하여 24시간 반응 시킨 후 PMA를 10 nM 농도로 처리하고
다시 24시간 배양한 다음 100 µl 세포배지에 100 µl의 assay
diluent RD1-52를 넣고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 시킨 다음
washing buffer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Pro-MMP-1 conjugate
solution을 200 µl 넣고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다시 세척
하였다. 마지막으로 substrate soluble solution (TMB)을 200 µl
넣고 빛을 차단하여 상온에서 20분 반응시킨 뒤 50 µl stop
solution을 넣은 후 450/57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미백효능분석
미백효능분석을 위한 시료의 추출용매 및 추출 방법은 항염
증효능 분석과 동일하게 하였으며 세포생존율 분석은 흑색
종세포(B16F10, KCLB 80008)세포를 사용하였으며 동 세포
의 배양조건도 항염증효능분석에서 사용한 Raw 264.7세포
의 배양조건과 동일하였다.
미백효능분석은 멜라닌 색소 생합성율의 비교분석법으
로 기존에 보고된(Choi et al. 2016)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B16F10 세포주를 배양하여 well당
4×104 cells의 농도로 분주하고 24시간을 배양 후 추출물을 각
농도별(125, 250, 500, 1000 ppm)로 처리한 다음 1시간 배양한
다음 α-MSH (100 nM)를 처리하였다. 이후 48시간을 배양하
여 well plate를 PBS로 세척한 후 각 well에 1 N NaOH 용액 400
µl을 첨가하고 60°C에서 1시간 동안 용해한 후 Microplate
Reader로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시료는 α
-MSH 처리과정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결과 및 고찰
항균활성
병풀의 항균활성은 Table 1에 공시된 7종의 세균과 1종(C.
albicans)의 곰팡이에 대하여 디스크 확산법으로 조사하였
다. 병풀의 잎과 엽병 조직을 함께 마쇄한 시료와 오미자 및
병풀과 오미자 혼합물을 재료 및 방법에서 기술한 방법대로
다양한 농도의 메탄올 및 에탄올로 추출하여 예비실험을 수
행한 결과 50% 메탄올 추출물에서 일부 균주에 대한 항균효
과를 볼 수 있었으며 다른 처리군의 경우에는 항균효능이 없
거나 아주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50% 메탄올 처리구에 대한
측정결과를 요약하여 Figur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에서 공
시한 균주에 대하여 병풀, 오미자 그리고 병풀 및 오미자 혼
합 추출 시료(4 : 1)를 희석하여 농도가 150, 300, 1500, 3000
ppm에 해당하는 시료를 각각 30 µl/disc씩 점적하여 실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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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timicrobial activity of Centalla asiatica extracts. Each bacterium were cultured and inoculated on solid medi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Inhibition zone was measured after cultured upon treatment of extracts methanol, ethanol and water and
the result with 50% methanol extract was presented. (A) antibacterial activity against 7 bacteria and 1 fungus species were indicated
(B) An example of inhibition zone of bacterial growth by treatment of C. asiatica and omiza edtracts.

결과 병풀 추출물은 Propioni-bacterium acnes, Staphylococcus
aureus, Staphylococcus epidermidis, Streptococcus pyogenes에 대
하여 항균활성을 확인하였으며 특히 S. pyogenes의 경우에는
병풀추출물에 의한 경우에만 다소 강한 항균활성을 나타내
었으며 곰팡이(C. albicans)의 경우에는 병풀과 오미자의 처
리에 따른 항균활성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P. acnes
와 S. epidermidis는 오미자 추출물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S.
aureus에 대하여서는 병풀 추출물이 오미자에 비하여 오히
려 낮은 수준의 항균력을 나타내었다. 한편 오미자추출물에
의하여 뚜렷한 항균력을 나타낸 Bacillus cereus, Escherichia
coli, Vibrio parahaemolyticus균주에 대하여 병풀 추출물은 항
균력을 학인 할 수가 없었다. 특이하게도 P. acnes는 병풀 또
는 오미자의 단일 추출물로 처리했을 때 보다 병풀과 오미자
혼합추출물 (4 : 1)에서 상승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추
후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Arumugam et al (2011)의 연구보고와는
일치하는 반면에 Idris와 Nadzir (2017)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상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0%, 70%, 30%의 에탄올, 메
탄올 그리고 물로 각각 추출한 추출물에 대하여 Aspergillus
Niger와 Bacillus Subtilis에 대한 항균력을 디스크 확산법으로
조사한 결과 100%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두 균주에 대하여
가장 강한 항균력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또한 Lalitha et al.
(2013)은 단순히 물로 추출한 추출물을 사용하여 7종의 곰팡
이와 4종의 세균에 대하여 합성 농약과 항생제에 비교될 만
한 수준의 항균력을 나타내었다고 하였다. 한편, 조직배양

식물체를 사용한 바이오 리엑트에 서 대량으로 생산한 캘러
스 또는 재 분화 식물조직에 대한 항균 효과에 관한 연구결
과도 보고되었다(Arumugam et al. 2011; Bibi et al. 2011).

항염증효능
Raw 264.7는 세균의 감염에 의하여 숙주의 비 특이적 면역반
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로서 LPS와 같은 자극물질에
노출되면 산화질소(NO)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Jo et al. 2014), 동 세포를 이용하여 주어진 추출물의 처리에
의하여 산화질소의 생성 정도를 측정하여 그 억제효과에 의
한 상대적인 항염증효능을 조사하였다. 항염증효능의 분석
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본 연구에 사용한 병풀 또는 오미자
추출물에 대한 Raw264.7 세포에 대한 독성을 먼저 조사하기
위하여 농도별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메탄올, 에탄올
그리고 물 등의 용매별 추출물에 대하여 1250 ppm이하로는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다(Fig. 2A).
Raw 264.7세포를 이용하여 용매별로 추출한 병풀, 오미자
그리고 병풀과 오미자 혼합물의 처리에 따른 산화질소 생성
정도를 조사한 결과 에탄올과 물로서 추출한 시료에서는 뚜
렷한 감소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나 메탄올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1250 ppm에서는 15.1 uM, 625 ppm에서 13.1 uM로 산화
질소의 생성정도가 50% 이상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여 뚜렷
한 항염증효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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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anti-inflammatory activity of C. asiatica and omiza extracts as a control. The level of NO was measured upon treatment
with C. asiatica and omiza (Schisandro chinensis) extracts by methanol, cthanol and water on Raw 264.7 cell and cytotoxicity was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A), eytotoxicity of C. asiatica extract anainst Raw 264.7 cell; (B), the level of
NO concentration upon treatment of each extracts as indicated

미백효능

주름개선효능

미백효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악성 흑색종 세포주인 B16F10
를 재료 및 방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배양하여 α-MSH 호
르몬 (100 nM)을 처리하여 멜라닌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고
tyrosinase를 비롯한 멜라닌 합성 관련 효소들의 발현이 촉진
되어 멜라닌의 색소가 생성되는 과정에 병풀 추출물의 처리
에 따른 상대적인 멜라닌 색소 생성 억제효과를 조사한 결
과, 물로서 추출한 병풀 추출물이 대조구에 비하여 약 20%에
근접한 멜라닌 색소농도의 감소율을 나타내어 가장 뚜렷한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메탄올 추출물은 약 5%, 에탄올
추출물은 약 10%의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Fig. 3B). 한편
MTT assay를 통해 세포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병풀과 오미
자의 혼합추출물을 1000 ppm까지 처리하였을 경우에 세포
의 생존율이 약 85%로 조사되어 약간의 세포독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였으나(Fig. 3A), 그 이하의 농도 즉 125, 250, 500
ppm에서는 모든 농도와 추출물에서 세포 독성이 없음을 확
인하였으며 병풀 또는 오미자 단독 추출물의 경우에는 1000
ppm 농도를 처리하였을 경우에도 거의 독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름개선효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PMA만 처리한 대조군과
병풀 추출물을 농도별(100, 200, 400 ppm)로 처리하여 조사한
결과 PMA만 처리한 대조군은 MMP-1의 함량이 약 29.0 ng/ml
로 증가하였으며, 병풀추출물을 100과 200 ppm 으로 전처리
후 PMA를 처리한 경우 MMP-1의 함량은 약 29.9, 29.6 29.0
ng/ml로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으나 400 ppm을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0.01 ng/ml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Fig. 4A). 한편
병풀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Human dermal
fibroblast (NHDF)세포를 사용하여 EZ-CyTox시약처리에 의
한 NHDF세포의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 250 ppm 농도에서는
92.3%의 세포가 생존하여 독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500 ppm
농도를 처리한 경우에는 세포 생존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3.3%의 세포만 생존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병풀 추출물의
세포독성에 영향을 미치는 농도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
는 사실을 암시하여 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
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Fig.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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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kin whitening effect of C. asiatica extracts based on the relative inhibition ability of melanin production upon treatment
of C. asiatica extract by using B16F10 cell. Each extracts was treated on B16F10 cell the level of melanin concentration and
cytotoxicity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Fig. 4 The skin wrinkle improvement effect of C. asiatica extract based on the relative inhibition ability of collaganse activity by
using NHDF cell and PMA as a substrate upon treatment of each extracts as indicated. The cytotoxicity was measured based on
the survived cells after treatment of extracts by using EZ-Cytox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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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병풀(Centella asiatica L. Urban)은 피부상처의 치료제 등의 원
료로 해마다 해외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의 자생하
는 Centella asiatica종의 조사 및 재배에 관한 연구는 극히 미
진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상남도 합천의 농가에서 재배
중인 국내 자생종인 병풀에 대하여 항균성, 항염증 등을 조
사하고, 피부의 상처 및 노화와 관련된 미백효능과 주름개
선효과 등에 관한 기초 실험을 수행한 결과 항균 및 항염증
효능은 메탄올 추출물 그리고 미백효능은 물로 추출한 경우
에 가장 높은 효능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보다 상세하게 설
명하면 다음과 같다. 7종의 세균과 1종의 곰팡이에 대하여
50% 메탄올로 추출한 병풀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대부분의
세균들은 대조군으로 처리한 오미자 추출물군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낮은 수준의 유의한 항균력을 나타내었으나 S.
pyogenes은 유일하게 병풀추출물에서만 항균력을 보였다.
곰팡이인 C. albicans는 병풀과 오미자 모두의 처리에 대하여
항균활성을 확인 할 수가 없었다. Raw 264.7세포를 이용한
항염증효능을 조사한 결과 50%메탄올로 추출한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결과 대조구에 비하여 50% 이상의 산화질
소 생성량이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한편 B16F10세포
주를 이용한 미백효능을 조사한 결과에서는 물로 추출한 추
출물을 처리한 결과 대조구에 비하여 멜라닌의 농도가 약
20%까지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NHDF세포를 이용하여
병풀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주름개선효능의 지표에 해당하
는 MMP-1의 급격한 감소율을 나타내는 처리농도(400 ppm)
를 확인하였으나 강한 세포독성도 동시에 확인이 되어 향후
추가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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