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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gelica keiskei is a perennial herb belonging to the Umbelliferae family. In this study, the whitening effect of 
A. keiskei extracts was examined through melanogenesis and tyrosinase inhibitory assays. The ethanol extract (50%) 
significantly inhibited tyrosinase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RT-PCR revealed that the extract exhibited 
decreased expression of tyrosinase, tyrosinase-related protein-1, tyrosinase-related protein-2, and melanocyte-inducing 
transcription facto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xtract can be used as an ingredient for the development of 
cosmeceut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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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멜라닌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진피에 존재하는 melanocyte에 의하여 피부의 표피

와 진피의 사이에 분비되는데 이 멜라닌이 검은색의 착색을

일으킨다(1,2). 멜라닌의 생합성 과정 중 가장 주요한 과정

으로는 tyrosine이 tyrosinase에 의하여 DOPA (3,4-dihydroxy-

phenylalanine)로 되고 dopaquinone으로 산화하는 과정이

며, 여기에 관여하는 분자로는 TYRP (tyrosinase related

protein), MITF (melanocyte inducing transcription factor) 등

이 있다(2-4). 멜라닌은 eu-melanin (dihydroxyindole carboxylic

acid의 brown-black polymer)과 phe-melanin (red-brown의

benzothiazine unit)의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1-3),

이 일련의 과정은 인간의 피부에서 진행되는 melanogenesis

에 의하여 UVB 조사에 의하여 유도된 DNA 파괴에 의하여

촉진되며 그 결과로 피부의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게 된다.

이 때 멜라닌이 분비되면 99.9%는 자외선의 조사를 차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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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용환경의 측면에서는 피부가 갈색

으로 되고 장기적으로 흑갈색으로 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 표피에 자외선을 차단하는 물질을 도포하게

되는데 이들이 자외선 차단을 하는 향장소재이다.

신선초(Angelica keiskei)는 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

본으로 명일엽(明日葉), 도관초(都管草) 등으로 불린다(5,6).

신선초의 성분으로는 luteolin 7-O-β-D-glucopyranoside,

quercetin 3-O-β-D-galactopyranoside, quercetin 3-O-β-D-

glucopyranoside, quercetin 3-O-β-D-arabinopyranoside,

kaempferol 3-O-α-D-arabinopyranoside, luteolin 7-O-rutinoside,

pseudoisopsoralen, 8-methoxypsoralen 등과, angelic acid,

behenic acid 등의 유기산 및 B1, B2, B6, B12, C, biotin 등의

비타민으로 조성되어 있다(7). 또한 신선초는 토양의 무기

게르마늄을 유기 게르마늄으로 합성 저장을 하므로, 다른

식물들에 비해 비교적 많은 게르마늄 함량을 가지는데 특

히, 잎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함량을 지닌다(8). 신선초의

효능에 관한 연구들은 사염화탄소 투여에 반한 간보호 효과

(5), 인슐린 유사 작용을 통한 항당뇨 효과(6), 항산화 효과

(9), 암세포인 HL60 세포에서의 세포사멸 효과(10)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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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되었으며, 신선초에서 분리한 6종류의 chalcone에서

신종 인플루엔자의 발병에 관여하는 neuraminidase 활성

억제 효과도 연구되었다(11). 신선초의 이용은 신선한 잎을

그대로 섭취하거나, 건조나 데침을 통하여 이용하는 방법

또는 차, 술, 국의 형태로 이용하기도 한다(5,12). 신선초를

녹즙으로도 많이 음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생산량은

그 규모가 작다고 판단된다(13). 최근에는 천연 또는 유기농

화장품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원료의 특징은 자연에서 얻

을 수 있는 성분, 먹을 수 있는 화장품 원료의 연구나 개발이

활발하다. 그 예로 프럭탄, 빈랑자, 감초, SC-glucan, 알부틴,

마치현, 유근피, 고삼 등이 천연물 화장품 원료로 이미 개발

되어 있다(14). 이와 같이 개발된 소재들은 해당 물질의

생산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 원료로서의

품질 향상은 물론 식품원료로서의 품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선초를 이용한 향장소재 개발의

한 방안으로 melanogenesis와 tyrosinase 효소 활성을 신선

초의 추출물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식품소재에서 향장소

재를 스크리닝하는 것은 cosmeceuticals (edible cosmetics)

의 소재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이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조제

본 실험에 사용된 신선초는 명일농산(충북 음성군 소재)

으로부터 구입한 신선한 상태의 줄기와 잎을 사용하였다.

파쇄, 건조한 신선초를 D.W. 추출물은 60℃에서 12시간

동안, 50% 에탄올 추출물은 45℃에서 12시간 동안 shaking

incubator (JSR, Korea)에서 추출한 것을 여과(Filter paper,

Whatman, filter number 1) 후, 동결건조(Freeze dryer,

Il-Shin, Korea) 과정을 거쳐 조제하였다.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

실험 재료로 반응 완충용액은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4)를 사용하였다. 효소는 mushroom tyrosinase

(Sigma, USA)를 500 U/mL 농도로 이용하였으며, 기질은

3,4-dihydroxyphenylalanine (Sigma, USA)을 완충용액에 녹

여 5 mM 농도로 이용하였다. 실험방법으로는 96 well plate

에 효소를 10 μL 첨가하고, 신선초 추출물을 10 μL을 재첨가

후, 기질을 80 μL 첨가하여 최종 반응 부피가 100 μL가

되게 조정하였다. 생성된 dopaquinone을 spectrophotometer

(Victor3, Perkin Elmer)를 이용하여 475 nm에서 기질을 넣

은 시점에서 부터 5분 간격으로 총 7회 측정하였다. 효소

활성은 분당 흡광도 증가량을 계산하여 시료의 무처리군을

100% 기준으로 시료에 따른 저해율을 계산하였다(15).

Positive control로는 PTU (Propylthiouracil)를 사용하였다.

동물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는 B16F10 mouse melanoma cell

line이며, 배양 중의 배지 조성은 DMEM (Dulbeco‘s

Modified Eagle’s Medium, Lonza)에 10% FBS (fetal bovine

serum, Lonza)를 첨가하여 37℃, 5% CO2 incubator에 배양하

였다.

B16F10 세포를 이용한 melanogenesis 활성 측정

B16F10 세포를 6 well plate에 2.5 x 105 cells/well 로 분주

한 후, 멜라닌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IBMX (isobutyl

methylxanthine, 최종농도 100 μM)를 처리하였다. IBMX

처리와 동시에 신선초 추출물을 처리한 후 37℃, 5%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동안 배양시켰다(1). 미백과 관련된 단

백질인 melanocyte inducing transcription factor (MITF),

tyrosinase (TYR), tyrosinase related protein-1 (TYRP1),

tyrosinase related protein-2 (TYRP2)에 대한 활성을 검증하

기 위해서 반응된 세포로부터 RNA를 추출하고 RT-PCR을

실시하였다(16-18). RT-PCR에 이용된 primer는 Bioneer

(Daejeon, Korea)에서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다. TYR (F,

forward): GGC CAG CTT TCA GGC AGA GGT, TYR(R,

reverse): TGG TGC TTC ATG GGC AAA ATC, MITF(F):

CAG GCT AGA GCG CAT GGA CTT, MITF (R): CTC

CGT TTC TTC TGC GCT CAT, TYRP1 (F): GCT GCA

GGA GCC TTC TTT CTC, TYRP1 (R): AAG ACG CTG

CAC TGC TGG TCT, TYRP2 (F): GGA TGA CCG TGA

GCA ATG GCC, TYRP2 (R): CGG TTG TGA CCA ATG

GGT GCC, 18S RNA (F): ATG TGG TGT TGA GGA AAG

CAG, 18S RNA (R): TCT TGG ATA CAC CCA CAG TTC;

TYR: 447bp, MITF: 378bp, TYRP1: 268bp, TYRP2: 1044bp,

18s RNA: 327bp. RT-PCR을 통해 얻어진 cDNA를 이용하

여 PCR 후 1% agarose gel과 EtBr로 전기영동을 하여

ChemiDocTM (Bio-Rad, USA)에서 결과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Tyrosinase 저해 활성

Melanin 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tyrosinase의 활성을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신선초에 의한 억제 정도를 비교하

였다. 실험에 이용한 신선초 추출물의 농도는 최종 반응

100 μL에서의 농도값으로 계산하였다. 50% 에탄올 추출물

에 대해서 0.1, 0.3, 1, 3, 10 μg/mL의 농도로 각각 측정하였

다. 흡광도 측정은 0-30분간 5분 간격으로 측정한 것을평균

흡광도 증가량을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Fig. 1).

그 결과 신선초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1, 3, 10 μg/mL

농도별로 유의성 있게 tyrosinase의 활성이 감소하였다. 에

탄올 추출물 10 μg/mL 농도에서는 활성이 약 30% 억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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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이들 활성성분의 분리 및 정제과정

을 수행하고 있다(data not shown).

Fig. 1. Comparison of inhibitory activities of Angelica keiskei
extracts on tyrosinase.

PTU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Each concentration was calculated on final reactive
volume. Data are denoted as means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CT: control,
PTU: Propylthiouracil.

Melanogenesis 저해 활성

색소침착의 주원인인 melanin 생성이 저해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멜라닌 생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인 TYR

가 저해되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MITF, TYRP1

(tyrosinase-related protein 1)과 TYRP2를 확인하여 멜라닌

생합성을 얼마나 저해하였는지를 RT-PCR을 통해서

mRNA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신선초 DW 추출물

에서는 각각의 유전자 발현 차이가 없었다(data not shown).

반면에 5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각각의 유전자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BMX의 처리 유무에

따른 TYR, TYRP-1, TYRP-2, MITF의 mRNA 발현은 유전

자에따라 각각 2-10배의 차이를 확인하였다(Fig. 3). 신선초

50% 에탄올 추출물 3, 10 μg/mL를 처리하였을 때 B16F10

세포에서의 mRNA의 발현량은 농도에 따라 유의적인 감소

량을 확인하였다(Fig. 2, 3). IBMX처리에 의한 melanogenesis

가 유도된 과정에서의 무처리군과 신선초 50% 에탄올 추출

물 10 μg/mL 농도의 처리의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MITF,

TYR, TYRP-1, TYRP-2 mRNA 발현량이 각각 70%, 56%,

67%, 45% 수준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Fig. 3). 한편,

100% 에탄올 추출물에서는 더욱 tyrosinase 억제 활성이

강력하였으나, RT-PCR에서는 50% 에탄올의 경우보다 각

각의 mRNA 발현 정도가 감소하지 않는 것은 100% 에탄올

추출물의 자체 색깔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data not

shown). 본 신선초 추출물은 이미 급성경구독성시험과 향

장소재로서의 식품의약청안전청에서 제시한 독성시험(안

점막자극시험, 피부독성시험, 광독성시험)에 어떤특별한

임상소견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본 추출물 또는 이의 분리

/정제 후의 단일물질은 cosmeceuticals로서의 가능성이 크

다고 판단하였다.

Fig. 2. Comparison of TYR, TYRP-1, TYRP-2, and MITF
transcription factor by Angelica keiskei extract (extracted with
50% ethanol).

Gene expressions related to melanogenesis were confirmed by RT-PCR and electrophoresis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section.

Fig. 3. Measurement of intensity of mRNA levels on gene
expressions.

요 약

신선초 추출물의 미백활성을 확인하고 이의 소재를 개발

하기 위하여, tyrosinase 저해 활성 및 B16F10 세포주를 이용

한 melanogenesis 저해능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신선초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B16F10 melanoma 세포의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였다. Melanogenesis 억제 활성에 관련이 있

는 분자마커의 확인을 위하여 RT-PCR에 의한 mRNA 발현

수준을 검토한 결과, 농도의존적으로 TYR, TYRP-1.

TYRP-2의 발현이 억제되었으며 MITF 전사인자의 발현도

감소시켰다. 본 추출물은 독성이 없으므로, 향후 신선초

추출물에서의 미백활성을 나타내는 단일물질을 분리/조제

에 응용한다면 cosmeceutical의 소재로 개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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