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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melanogenesis inhibition effect of Saururus 
chinensis BAILL (SC) on in B16F10 melanoma cells. 
Methods : SC was fractionated ethanol extract by the hexane, ethyl acetate, butanol and water. We confirmed 
the inhibitory effect of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ogenesis of all fraction samples.
Results : Hexane fraction of Saururus chinensis BAILL (HSC), ethyl acetate of SC (ESC), and butanol of SC (BSC) 
were discovered to inhibit tysoinase activity and melanogenesis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α-MSH. However, 
water fraction of SC (WSC) did not affect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ogenesis. In addition, all fractions did not 
inhibit the catalytic activity of cell-free tyrosinase from B16F10 melanoma cell lines.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HSC, ESC and BSC reduce pigmentation by indirectly regulating 
tyrosinase.
Key words : Saururus chinensis BAILL, tyrosinase activity, melanin, whitening

Ⅰ. 서 론

태양에 노출된 멜라닌세포는 멜라닌 합성이 증

가되고 합성된 멜라닌은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

를 보호하는 이로운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멜라닌 생성이나 분포의 이상으로 인해 기미, 주근

깨 및 피부반점이 형성되고 피부노화 및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
. 멜라닌은 멜라닌

싹세포(melanoblasts)가 분화된 이후 멜라닌세포에

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
4)
. 멜라닌

이 생성되는 생화학적 경로는 tyrosine hydroxylase

활성과 3,4-dihydroxyphenylalanine(DOPA) oxidase

활성을 갖고 있는 tyrosinase에 의해 아미노산의 일

종인 tyrosine이 dopaquinone으로 전환되는 반응에

의해 시작된다
5,6)
. Tyrosinase 활성을 자극하는 것

으로 알려진 경로는 protein kinase C(PKC), cAMP,

p38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cAMP 경로가 멜

라닌 합성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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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cAMP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것

에는 α-MSH, forskolin, 3-isobutyl-1-methylxanthine

등이 있고, cAMP의 증가는 tyrosinase의 활성 증가

와 tyrosinase mRNA의 수준을 증가시킨다
7,8)
. 이렇

듯 tyrosinase 활성 증가는 멜라닌 합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피부 색소침착 방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멜라닌 합성의 주효소인 tyrosinase 활

성을 조절하기 위한 tyrosinase 합성 저해물질이나

길항물질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연구되어왔다. 최근

에는 천연물로부터 tyrosinase 활성저해를 나타내는

제제에 대한 연구와 이를 이용한 제품이 상용화되

고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삼백초(Saururus chinensis BAILL)

는 삼백초과(saururu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

으로 고산 근처의 습지에서 자생하고, 성질(性)은

차고(寒) 독성이 없으며(無毒) 맛(味)은 쓰고 맵

다(苦辛). 귀경(歸經)은 폐(肺) 방광(膀胱)으로 가

고, 효능은 청열이수(淸熱利水), 해독소종(解毒消

腫)하며 거담(祛淡)한다
9-11)
. 삼백초의 주요 정유성

분은 methyl-n-nonyl-ketone이며, 잎에는 quercetin,

quercetrin, isoquercetrin, avicularin, rutin 등이 함

유되어 있고, 뿌리에는 아미노산, 유기산, 당류 및

hydrolyzable tannin이 함유되어 있다. 삼백초의 약

리작용으로는 해열, 해독, 소염, 소종, 이뇨(利尿)

작용이 있어 소변불리, 수종(水腫), 임질(淋疾), 각

기, 간염(肝炎), 황달(黃疸), 폐렴(肺炎), 변독(便

毒), 고혈압(高血壓) 및 암종, 대하, 부종, 화농, 말

라리아, 열독 등의 치료에 사용된다
12)
. 최근 삼백초

에 대한 연구로는 항산화효능
13)
, 항균

14)
, 진통

15)
,

항암
16)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특히 삼백

초 에탄올추출물의 미백효능에 대한 보고가 되어

져 있었지만
17)
, 강한 세포 독성으로 인해 기능성

원료로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

다. 이에 저자는 삼백초 에탄올추출물의 세포 독성

을 줄이고 미백효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용매별

분획을 실시하였고, 각 분획물들의 tyrosinase 활성

억제와 멜라닌 합성 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실험에 사용된 삼백초(Saururus chinensis BAILL)

는 경북 영천에서 재배된 것을 한약재시장으로부

터 구입한 것을 엄선하여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약

자원개발학과에 보관한 것을 사용하였다.

2) 시약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DMEM), fetal

bovine serum(FBS)은 Gibco(NY, USA)사 제품을,

dimethylsulfoxide(DMSO),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α-MSH), thiazolyl blue tetrazolium bromide

(MTT), L-3,4-dihydroxyphenyl alanine(L-DOPA)

은 Sigma사 제품을, 단백질 정량 시약은 Bio-Rad

(CA, USA)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2. 방법

1) 시료 추출

건조된 삼백초 200 g에 100% 에탄올 2 ℓ를 가

하여 7일 동안 실온에서 추출한 것을 거즈로 여과

하고 감압 농축 하여 11.31 g(수율 5.66%)의 시료

를 얻었다. 추출물 중 7.24 g을 물 700 ml에 현탁한

다음 동량의 헥산을 넣어 분획하고, 이를 3회 반복

하여 얻은 헥산분획을 감압농축 및 동결건조하여

헥산분획물 1.63 g을 얻었다. 동일한 방법으로 에틸

아세테이트분획물(2.72 g) 및 부탄올분획물(0.63 g)

을 얻었고, 물분획물은 2.16 g을 얻었다.

2) 세포 생존율 측정

세포생존율 측정은 Mosmann의 방법
18)
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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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24-well 배양 용기에 B16F10 세포를

5×10
3
개씩 분주하고 24시간 배양 후 삼백초 분획

물을 여러 농도로 처리한 다음 37℃, 5% CO2 하에

서 3일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0.25 ㎎/ml MTT 용

액을 넣어 3시간 배양한 다음 상층액을 제거하고,

형성된 formazan을 DMSO 1 ml로 녹여서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3) Tyrosinase 활성 측정

세포내 tyrosinase 활성은 Martinez-Esparza 등

의 방법
19)
으로 측정하였다. 6-well 배양용기에 B16F10

세포를 8.5×10
4
개씩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삼백초 분획물을 처리하고 1시간 후 α-MSH(10

nM)를 처리하였다. 3일간 배양 후 PBS로 2회 세

척하고, 5 mM EDTA가 포함된 0.1 M sodium

phosphate buffer(SPB, pH 6.8) 1 ml에 1%(V/V)

triton X-100과 0.1%(V/V) 0.1 M PMSF를 혼합한

lysis buffer를 200 ul씩 분주하고 세포를 수거하여

얼음에서 30분간 용해시킨 다음 4℃, 15,000 rpm에

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층액을 tyrosinase

활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단백질 정량은 Bradford

시약으로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동량의

단백질 양을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단백질과 0.1 M

SPB(pH 6.8)의 총량이 150 ul가 되도록 분주 하고

0.1%(W/V) L-DOPA를 50 ul씩 분주하여 37℃에

서 1시간 반응시켰으며, 30분 간격으로 475 nm에

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4) 멜라닌 합성양의 측정

멜라닌 정량은 Hosei 등의 방법
20)
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직경 6 ㎝ 배양용기에 1.5×10
5
개씩 분

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삼백초 분획물을 처리하

고 1시간 후 α-MSH(10 nM)를 처리한 다음 3일간

배양 하였으며, 각 군당 2×10
6
개씩 수거하여 lysis

buffer(5 mM EDTA, 0.1 M SPB(pH 6.8), 0.1%

triton X-100)로 세포를 용해하였다. 원심분리 하여

얻은 세포 침전물은 알코올로 세척한 후 10%

DMSO가 첨가된 1 N NaOH 용액으로 90℃에서 1

시간 용해하여 475 nm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DOPA 염색

B16F10 세포를 chamber slide에 5×10
3
개씩 분

주한 후 24시간 배양하고, 삼백초 분획물을 처리한

다음 1시간 뒤 α-MSH(10 nM)를 처리하였다. 3일

동안 배양 후 4% formalin 용액으로 30분간 고정

하고 PBS로 3회 세척한 다음 0.1% L-DOPA와 실

온에서 4시간 반응 시켰다. PBS로 2회 세척하고

10% formalin 용액으로 30분간 고정한 후 PBS로 2

회 세척 하고 에탄올로 탈수시킨 다음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6) Cell-free tyrosinase 활성 측정

B16F10 세포를 10 ㎝ 배양용기에 3×10
5
개씩 분주

하여 4일간 배양하여 세포를 수거하고, 5 mM EDTA

가 포함된 0.1 M sodium phosphate buffer(SPB, pH

6.8) 1 ml에 1%(V/V) triton X-100과 0.1%(V/V)

의 0.1 M PMSF를 혼합한 lysis buffer로 용해하여

얻은 상층액을 tyrosinase 활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이 상층액에 삼백초 분획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후

L-DOPA를 넣고 37℃에서 30분 간격으로 1시간동

안 475 nm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7)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p-value

를 구하였으며, p<0.05인 경우 *(#)로 표기하였고

p<0.01인 경우 **(##)로 표기하여 유의성을 나타

내었다.

Ⅲ. 실험결과



김수경⋅김대성⋅우원홍⋅문연자

- 120 -

1. 삼백초 분획물이 세포증식에 미치는

영향

각각의 삼백초 분획물이 세포증식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삼백초 헥산분

획물(Hexane fraction of Saururus chinensis BAILL;

HSC)과 에틸아세테이트분획물(Ethyl acetate fraction

of Saururus chinensis BAILL; ESC)은 0.0625에서

1 ㎍/ml까지, 부탄올분획물(Butanol fraction of Saururus

chinensis BAILL; BSC)과 물분획물(water fraction

of Saururus chinensis BAILL; WSC)은 1에서 20

㎍/ml까지 처리하고 3일간 배양하였다. 세포 생존

율은 MTT를 처리하여 570 nm로 흡광도를 측정하

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삼백

초 헥산분획물은 1 ㎍/ml에서 82±1.5%의 생존율을

보인 반면,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물분획물은 세

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Fig. 1).

Fig. 1. Effects of hexane fraction of Saururus chinensis BAILL (HSC) (A), ethyl acetate fraction of SC (ESC) 
(B), butanol fraction of SC  (BSC) (C), and water fraction of SC  (WSC) (D) on the cell viability.
Cells were plated at 5×103 cells/well and incubated with HSC, ESC, BSC, and WSC for 72 hours. Cell viabilities were
measured by MTT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S.D. of three experiments performed
in triplicate.

2. 삼백초 분획물이 세포내 tyrosin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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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백초 분획물들이 세포내 tyrosinase 활성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삼백초 헥

산분획물과 에틸아세테이트분획물은 0.0625, 0.125,

0.25, 0.5, 1 ㎍/ml로 처리하고, 부탄올분획물과 물

분획물은 1, 2.5, 5, 10, 20 ㎍/ml로 처리한 다음 3

일간 배양하여 세포내 tyrosinase 활성을 측정하였

다. 헥산분획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tyrosinase 활성이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며 각각의 농도별로 93±4.4%,

79±3.4%, 54±4.1%, 39±2.2%, 35±3.3%로 측정되었고

(Fig. 2A), 에틸아세테이트분획물은 47±4.2%, 36±3.1%,

32±2.1%, 33±5.1%, 31±4.1%로 tyrosinase 활성을

억제하였다(Fig. 2B). 부탄올분획물은 각각 105±4.4%,

93±4.7%, 82±3.4%, 70±2.7%, 47±3.1%로 농도의존

적인 tyrosinase 활성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Fig.

2C). 그러나 물분획물은 세포내 tyrosinase 활성 억

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2D).

Fig. 2. Effects of HSC (A), ESC (B), BSC (C), and WSC (D) on tyrosinase activity in B16F10 cells. 
The effect on tyrosinase activity was tested with several concentrations of HSC, ESC, BSC, and WSC for 3 days.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 of control.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P<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3. 삼백초 분획물이 α-MSH로 자극된

tyrosin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

Tyrosinase 활성은 cAMP 생성을 자극하는 α-MSH

에 의해 활성이 증가한다. 본 실험에서는 B16F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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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주에 α-MSH를 처리한 후 증가된 tyrosinase

활성에 삼백초 분획물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였다. 삼백초 헥산분획물은 α-MSH 단독 처

리군이 197±10.0%, α-MSH와 헥산분획물 0.125, 0.25

㎍/ml 병용처리 군에서 각각 131±3.8%와 119±4.1%로

유의성 있게 tyrosinase 활성을 억제시켰다(Fig. 3A).

삼백초 에틸아세테이트분획물은 α-MSH 단독 처리

군이 197±10.0%, α-MSH와 에틸아세테이트분획물

0.0625, 0.125 ㎍/ml 병용처리 군에서 각각 132±3.1%

와 113±2.7%로 tyrosinase 활성을 현저하게 억제시

켰다(Fig. 3B). 삼백초 부탄올분획물은 α-MSH 단

독 처리군이 202±2.2%, α-MSH와 부탄올분획물

10, 20 ㎍/ml 병용처리 군에서 각각 169±3.6%와

147±1.2%로 유의성 있게 tyrosinase 활성을 억제시

켰다(Fig. 3C). 그러나 삼백초 물분획물은 α-MSH

로 증가된 tyrosinase 활성을 억제하지 못하였다

(Fig. 3D).

Fig. 3. Effects of HSC (A), ESC (B), BSC (C), and WSC (D) on tyrosinase activity in B16F10 cells 
stimulated with α-MSH. 
Cells were treated with several concentrations of HSC, ESC, BSC, WSC and α-MSH (10 nM) for 3 days. Tyrosinase
activity was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 of control.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P<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and ##P<0.01 compared
with the α-MSH.

4. 삼백초 분획물이 멜라닌 생성에 미 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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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닌 합성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yrosinase 활성은 삼백초 헥산분획물과 에틸아세테

이트분획물에서 효과적으로 억제되었고, 부탄올분

획물에서는 앞선 두 분획물 보다 높은 농도인 10,

20 ㎍/ml에서 비슷한 수준의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tyrosinase에 의해 촉매 되

는 반응의 최종 산물인 멜라닌의 합성 양에 삼백

초 분획물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하고

자 하였다. B16F10 세포에 각각의 분획물들을 농

도별로 처리한 후 세포내에서 합성된 멜라닌 합성

양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 100±5.2%와 비교하여 삼

백초 헥산분획물은 0.125 ㎍/ml에서 82±12.3%로,

0.25 ㎍/ml에서 70±8.1%로 유의성 있게 멜라닌 합

성을 억제하였다(Fig. 4A). 삼백초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0.0625 ㎍/ml에서 68±6.5%로, 0.125 ㎍/ml

에서 57±5.1%로 현저하게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였

다(Fig. 4B). 삼백초 부탄올분획물은 10 ㎍/ml에서

86±3.3%로, 20 ㎍/ml에서 69±3.0%로 유의성 있는

결과를 나타냈다(Fig. 4C). 그러나 삼백초 물분획

물은 tyrosinase 활성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멜라

닌 합성을 억제하지 못하였다(Fig. 4D).

Fig. 4. HSC (A), ESC (B), BSC (C), WSC (D) decreased the melanin synthesis in B16F10 cells. 
The cells were cultured with 0.125 and 0.25 ㎍/ml HSC for 3 days. The melanin contents were measured in B16F10
cells. The results are averages of triplicate experiments, and the data are expressed as means±SD. **p<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5. 삼백초 분획물이 α-MSH로 증가된 멜 라닌 생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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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백초 분획물이 α-MSH로 증가된 멜라닌 합성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

험 결과 α-MSH 단일 처리군은 대조군에 비해

302±16.6%로 약 3배로 멜라닌 합성이 증가한 반면

삼백초 헥산분획물 0.125 ㎍/ml에서 190±44.8%,

0.25 ㎍/ml에서 155±22.6%로 멜라닌 합성을 현저하

게 감소시켰다(Fig. 5A). 삼백초 에틸아세테이트분

획물은 0.0625 ㎍/ml에서 184±28.1%, 0.125 ㎍/ml에

서 139±24.8%로 가장 좋은 멜라닌 합성 억제효과

를 나타냈다(Fig. 5B). 삼백초 부탄올분획물은 10

㎍/ml에서 251±5.9%, 20 ㎍/ml에서 220±16.8%로

유의성 있는 멜라닌 합성 억제효과가 관찰되었다

(Fig. 5C). 삼백초 물분획물은 10, 20 ㎍/ml에서 멜

라닌 합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Fig. 5D). 이상

의 결과 네 가지 분획물중 세 가지 분획물에서 멜

라닌 합성 억제효과가 관찰되었으며 에틸아세테이

트>헥산>부탄올 분획물 순으로 멜라닌 합성 억제

효과를 보였다.

Fig. 5. Effects of HSC (A), ESC (B), BSC (C), and WSC (D) on melanin content in B16F10 cells stimulated 
with α-MSH.
Cells were seeded 3×105 cells/dish. After 24 hours, cells were treated with several concentrations of HSC, ESC, BSC,
WSC and α-MSH (10 nM) for 3 days. Melanin contents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 Data
are expressed as percent of control. Each determination was made in triplicate; the data shown represent means±S.D.
##P<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and **P<0.01 compared with the α-MSH.

6. DOPA 염색에 의한 삼백초 추출물의 tyrosinase 활성 억제 효과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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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백초 분획물의 tyrosinase 억제 활성을 세포

수준에서 관찰하기 위하여 DOPA 염색을 시행하

였다. 삼백초 헥산분획물은 0.25 ㎍/ml 농도에서

대조군 보다 멜라닌 합성이 감소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으며, α-MSH 단독 처리군에서 증가된 수지

상 돌기와 멜라닌 합성이 α-MSH와 삼백초 헥산분

획물 0.25 ㎍/ml 처리군에서 감소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삼백초 에틸아세테이트분획물이 처리된

세포는 대조군 보다 멜라닌 합성이 현저하게 감소

하였을 뿐만 아니라 α-MSH 처리로 증가된 멜라닌

합성과 발달된 수지상 돌기를 현저하게 감소시켰

다. 삼백초 부탄올분획물 또한 멜라닌 합성과 수지

상 돌기를 감소시켰다. 그러나 삼백초 물분획물은

B16F10 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 6). 삼백초 분획물 중 헥산, 에

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분획물이 B16F10 세포의 멜

라닌 합성과 수지상 돌기 감소 효과를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이 중 삼백초 에틸아세테이트분획물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6. Observation of tyrosinase activity by DOPA stain after treated with HSC, ESC, BSC, WSC, and α
-MSH in B16F10 cells. 
B16F10 cells were incubated with HSC and α-MSH. After 3 days, cells were stained with DOPA as described in
materials & methods.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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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ell free tyrosinase 활성 측정

삼백초 헥산추출물이 tyrosinase에 직접적으로 작

용하여 효소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것 인지 알아보

기 위하여 기본 조건 하에서 배양된 B16F10 세포

를 용해하여 tyrosinase 활성도 측정에 사용될 효소

를 얻었다. 세포로부터 분리한 tyrosinase에 삼백초

헥산분획물 0.25 ㎍/ml, 에틸아세테이트분획물 0.125

㎍/ml, 부탄올분획물 20 ㎍/ml, 물분획물 20 ㎍/ml,

kojic acid 50 ㎍/ml을 각각 처리하고 DOPA

oxidation 활성을 측정한 결과 삼백초 분획물 처리

군들은 유의성 있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은 반면

kojic acid 처리군은 40±2.2 %의 tyrosinase 억제

활성을 보였다(Fig. 7). 이상의 실험 결과 삼백초

분획물은 tyrosinase에 직접적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세포내 대사과정에 영향을 주어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는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Fig. 7. Effects of HSC, ESC, BSC, and WSC on 
the tyrosinase activity in a cell-free system. 
To test their direct effects on tyrosinase, B16F10 tyrosinase
activity was measured in a cell-free system,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HSC 0.25 ㎍/ml, ESC 0.125
㎍/ml, BSC 20 ㎍/ml, WSC 20 ㎍/ml, and kojic acid 50
㎍/ml were added to each well. Results are the averages
of triplicate experiments±S.D. **p<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control.

Ⅳ. 고 찰

멜라닌의 과잉 생산은 기미, 주근깨 등을 형성하

고, 피부노화를 촉진하며 피부암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작용을 예방

하거나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tyrosinase 활성 억제

에 효과가 있는 미백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몇 가지 멜라닌 합

성 억제제가 활성 및 안전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환경 친화적이고 피부 안

정성이 우수한 한방화장품의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천연물에서 분리된 멜라닌 생성 억제

물질로는 감초에서 분리된 formononectin, glabrene,

glabridin, glabrol, 누룩곰팡이(Aspergillus oryzae)의

이차대사산물인 kojic acid, 우바우르시엽(Uvae

Ursi Folium)의 arbutin, 상백피의 oxyresveratrol,

dihydromoriin, artocarbene, 4-prenyloxyresveratrol

등이 알려져 있다
21-24)
. 그 외에도 더덕

25)
, 천화분

26)
,

백출
27)
, 사삼

28)
, 인진쑥

29)
, 교맥

30)
등의 식물추출물

이 멜라닌 합성 억제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한의학에서는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 하나하나가

각각 독립된 기관을 갖고 있으면서 인접한 세포

및 내부 장기와 상호 유기적 체계를 이루며, 皮毛

피부와 汗腺․豪毛 등의 조직을 포괄하며 體表에

해당한다. 黃帝內經․素問 五臟生成篇 에서 “肺

之合 皮也 其榮 毛也 其主 心也”하였으니, 肺는 皮

毛에 상합하고 이는 心이 주관하게 된다. 또한 黃
帝內徑․靈樞 本臟篇 에서는“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可開闔者也”라 하여 피부는 衛氣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고 위기는 폐의 宣發作用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폐의 선발작용은 간의

疎泄作用을 통해 정상적으로 유지되어 氣機가 通

暢되므로, 氣血이 조화롭게 되고 經絡도 通利하여

피부를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피

부는 체내 여러 장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러한 관점에서 피부의 氣血 循環을 고려해야 한다.

멜라닌 합성은 합성 과정 초기에 작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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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rosinase에 의해 시작되기 때문에 tyrosinase 활성

억제를 주 표적으로 하는 멜라닌 합성 억제제를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삼백초 에탄올추출물 7.24g을 4가지 용매로

분획을 실시하였고 헥산분획물 1.63g, 에틸아세테이

트분획물 2.72g, 부탄올분획물 0.63g, 물분획물 2.16g

의 시료를 얻었다. 각각의 분획물들이 B16F10 세

포에 미치는 독성을 조사한 결과 헥산분획물은 처

리 농도 중 가장 고농도인 1 ㎍/ml에서 82±1.5%의

생존율을 보였고 실험 농도도 잡은 0.125, 0.25 ㎍

/ml에서는 각각 89±3.6%, 88±4.3%의 생존율을 보

였다. 그러나 에틸아세테이트분획물, 부탄올분획물,

물분획물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멜라닌 합성 초기단계에서 속도조

절 효소로 작용하는 tyrosinase의 활성에 미치는 영

향을 조사한 결과 삼백초 헥산분획물, 에틸아세테

이트분획물, 부탄올분획물은 농도의존적인 tyrosinase

활성 억제 효과를 나타냈지만, 삼백초 물분획물은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α-MSH는 cAMP경로를 통해 전사인자인 MITF

의 발현을 증가시켜 tyrosinase의 생성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과색소침착시 삼백초

분획물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α-MSH로 자

극하여 tyrosinase 활성을 조사한 결과 B16F10 세

포에 α-MSH를 처리하였을 때 대조군 보다 tyrosinase

활성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렇게 증가된 tyrosinase 활성은 삼백초 헥산분획

물, 에틸아세테이트분획물, 부탄올분획물에서 효과

적으로 tyrosinase 활성을 억제하였다. 그러나 삼백

초 물분획물은 유의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삼백초 분획물의 tyorosinase 활성 억제 효

능이 tyrosinase에 대한 직접적인 억제 작용 때문인

지 알아보기 위하여 cell-free tyrosinase 활성 측정

법을 이용하였다. 배양된 세포로부터 tyrosinase를

추출하여 삼백초 분획물을 효소에 직접 처리함으

로써 각각의 분획물이 tyrosinase에 대한 직접적인

억제 효과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세포내 tyrosinase

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던 삼백초 헥산분획물,

에틸아세테이트분획물, 부탄올분획물은 tyrosinase

활성에 대하여 직접적인 억제 활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코직산은

tyrosinase 활성에 직접적인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멜라닌은 UV에 노출된 피부를 보호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생성은 기미, 주근깨, 피부

노화, 어두운 피부 톤 등의 미용상 좋지 않은 영향

을 미친다. 이러한 멜라닌 생성을 삼백초 분획물이

B16F10 세포내에서 멜라닌 합성을 조절하는지 알

아보았다. 삼백초 헥산분획물, 에틸아세테이트분획

물, 부탄올분획물은 세포내 tyrosinase 활성 억제

효과와 같은 경향으로 세포내 멜라닌 합성을 억제

하였다. 또한 α-MSH 처리로 증가된 멜라닌 합성

도 현저하게 억제하였다. 그러나 삼백초 물분획물

은 세포내 멜라닌 합성양을 조절하지 않았다. 이러

한 결과를 세포 수준에서 관찰하기 위하여 DOPA

염색을 실시한 결과 삼백초 헥산분획물, 에틸아세

테이트분획물, 부탄올분획물은 대조군 보다 멜라닌

합성이 감소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으며, α-MSH

단독 처리군에서 증가된 수지상 돌기와 멜라닌 합

성이 α-MSH와 삼백초 분획물 병용 처리군에서 현

저하게 감소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삼

백초 물분획물은 B16F10 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있음을 세포 수준에서 관찰 할 수 있었다.

최근 삼백초 뿌리로부터 분리된 saucerneol D와

삼백초 메탄올추출물 분획물 중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분리된 Manassantin A 가 cAMP로 유

도된 멜라닌 합성 증가를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
31-33)
. 본 연구에서는 삼백초 에탄올추출물 분획이

멜라닌 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조사하였으

며, 이전 보고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경향을 보였

으나 멜라닌 합성 억제효능을 보인 농도가 현저하

게 낮아졌고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뿐만 아니라

헥산과 부탄올 분획물의 미백 효능도 증가되었다.

삼백초의 성분으로 알려진 quercetin이 mushroom

tyrosinase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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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세포독성을 갖고 있고
34,35)
, rutin이 C57BL/6

마우스에서 melanoma의 전이를 억제하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36)
. 비록 분획물 중

어떠한 성분이 미백효능을 상승시킨 것인지 조사

하지는 않았지만 메탄올 추출 보다 에탄올 추출

방법이 미백효능과 관련된 성분을 추출하는데 더

욱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 삼백초 분획물 중 헥산, 에틸아세테

이트, 부탄올 분획물이 세포내 tyrosinase 활성과 멜

라닌 합성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세포독성이 없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 분획물의 미백 효능은 에

틸아세테이트분획물>헥산분획물>부탄올분획물 순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삼백초 물분획물은 미백 효능

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삼백초에 존재

하는 미백 물질은 헥산,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분

획물에 존재하며, 이중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 가

장 많이 함유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삼백초 분

획물의 멜라닌 합성 억제효과가 어떠한 기전을 통

한 것인지 더욱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Ⅴ. 결 론

세포 독성이 적으면서 멜라닌 합성을 감소시키

고, tyrosinase 활성을 억제하는 천연물질의 탐색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삼백초 에탄올추출물을 헥

산,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물로 분획을 실시하여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삼백초 분

획물 중 헥산,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분획물이

세포독성 없이 세포내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합

성을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 가지 분획물

의 미백 효능은 에틸아세테이트분획물>헥산분획물>

부탄올분획물 순으로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에틸

아세테이트분획물에 미백효능을 나타내는 물질이

가장 많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멜라닌

합성 억제 기전을 밝히기 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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