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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depigmenting properties of ethanol extract from a Fritillaria verticillata

Willd. (EFV) in B16F10 cells. Fritillaria verticillata Willd., a perennial herbaceous plant, has been used as a stimulator

of mammary gland, expectorant, blood pressure depressant, antitussive agents in Korean herbal medicine. In the

present study, we observed that melanin synthesis of B16F10 cell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by EFV without

cytotoxicity. However, EFV could not suppress tyrosinase activity in B16F10 cells and mushroom tyrosinase activity.

Furthermore, EFV did not effect the protein expression of tyrosinase, tyrosinase-related protein -1 (TRP-1), and TRP-2.

These results suggest that EFV inhibited melanin synthesis and the hypopigmentary effect of EVF was not due to

regulation of tyrosinase protein.


Key words : Fritillaria verticillata Willd., melanin, tyrosinase, TRP-1, TRP-2

* 교신저자 : 이장천,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E-mail : jcl7788@pusan.ac.kr, ․Tel : 051-510-8459

․접수 : 2011/04/14 ․수정 : 2011/04/24 ․채택 : 2011/06/08

서 론

皮膚는 외부에 露出되어 있으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身體

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1). 여러 가지의 외부 자극 중 紫外線은

光老化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고, 紫外線에

의한 光老化는 깊은 주름과 색소 침착, 두꺼운 피부, 멜라닌 색소

의 과도한 생성, 교원질 섬유의 變形과 分解 등을 일으킨다2,3). 멜

라닌색소는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멜라닌세포(melanocyte)

에 의해 생산되고 주변의 角質形成細胞(keratinocyte)로 轉移되

어 피부색을 나타내며, 紫外線을 차단하여 皮膚를 保護하고 있다
1,3). 그러나 과도한 멜라닌 생성이나 분포의 이상으로 인해 기미,

주근깨 및 피부반점이 형성되고 皮膚老化 및 피부암 誘發에도

관여하고 있다4-6).

최근 멜라닌의 生成을 억제하려는 硏究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러한 硏究는 주로 멜라닌세포 내에서 멜라닌 生

成을 억제하는 것과 멜라닌세포 刺戟 物質을 調節하는 것, 그리

고 멜라닌 排泄을 促進시키는 것으로 크게 3가지 方向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멜라닌은 일련의 효소 반응에 의해 合成되는데,

tyrosinase는 이 과정의 초기에 작용하는 속도조절효소로서

tyrosinase 활성 억제를 주 표적으로 하는 멜라닌 합성 억제제를

찾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환경 친

화적이고 피부 안정성이 우수한 한방화장품 소재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7-9)

.

浙貝母(Fritillaria verticillata Willd. var. thunbergii Bak.)는

다년생 초본 식물로 백합과 식물인 浙貝母의 비늘줄기를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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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性味는 苦ㆍ甘, 微寒하고 肺ㆍ心 二經에 작용하는 약물로 鬱

結을 풀고 解毒하는 효능이 있어, 風熱에 의한 咳嗽, 肺癰에 의한

喉痺, 瘰癧, 瘡瘍腫毒을 치료한다 하였다
10)

.

貝母는 중국이 원산지로 절강성, 강소, 안휘 등지에서 나오

는 것을 "浙貝母", 사천성, 운남성 등에서 나오는 것을 "川貝母"

라 하고, 그 외 협서, 감숙 지역의 "태백패모" 등 여러 종류가 있

으며, 국내에서는 浙貝母를 많이 재배한다. 貝母는 性寒質潤하

여 淸熱化痰하면서 潤燥止咳하므로 熱痰咳嗽와 陰虛燥咳를 治

療하는데 임상 응용에서 川貝母와 浙貝母의 두 가지가 많이 활

용된다11).

이에 저자는 韓醫學的으로 皮毛는 肺臟과 心臟의 연관성이

있고, 浙貝母 또한 肺ㆍ心 二經에 作用하는 藥物이므로 浙貝母의

皮膚 美白 效果에 관련된 效能을 알아보고자 B16F10 黑色腫細胞

를 이용하여 tyrosinase 活性과 멜라닌 生成에 미치는 影響을 觀

察하고, tyrosinase, TRP-1, TRP-2의 단백질 發現變化를 觀察하여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약재

實驗에 사용된 浙貝母(Fritillaria verticillata Willd. var.

thunbergii Bak., 中國)는 (주)사이버경동시장에서 購入한 것을

使用하였다.

2. 시료 추출

浙貝母 200 g에 100% 에탄올 2 ℓ를 가하여 6일 동안 실온

에서 抽出하였다. 抽出物은 거즈로 濾過하고 減壓 濃縮한 다음

凍結乾燥 하여 3.41 g(收率; 1.705%)의 試料를 얻었으며, DMSO

에 녹여 實驗에 使用하였다.

3. 세포주 및 세포배양

한국 세포주은행에서 分讓받은 B16F10 細胞를 5% FBS가 첨가

된 DMEM을 使用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培養하였다.

4. 세포 생존율(cell viability) 측정

細胞生存率 측정은 Mosmann의 方法12)에 의하여 실시하였

다. 24-well 배양 용기에 B16F10 세포를 2×104 개씩 분주하고 24

시간 培養 후 浙貝母에탄올추출물을 여러 濃度로 처리한 다음

37℃, 5% CO2 하에서 serum starvation으로 24시간 培養하였다.

培養 후 0.05%(W/V) MTT 용액을 넣어 3시간 培養한 다음 상층

액을 除去하고, 형성된 formazen을 DMSO(1 ㎖)로 녹여서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吸光度를 測定하였다.

5. 세포의 형태학적 관찰

B16F10 細胞를 6 ㎝ 배양용기에 1×105 개씩 분주하여 細胞

를 부착시키고 浙貝母에탄올추출물을 處理하여 2일간 培養한 후

B16F10 세포를 위상차도립현미경(inverted phasecontrast

microscope)를 이용하여 觀察하였다.

6. 멜라닌 색소 정량

멜라닌 定量은 Hosei 등의 方法
13)
을 변형하여 使用하였다.

직경 10 ㎝ 배양용기에 3×10
5
개씩 분주하여 24시간 培養한 후,

浙貝母에탄올추출물 100 ㎍/㎖, 200 ㎍/㎖씩 처리하고 3일간 培

養하였다. 培養 후 각 군당 2×106 개씩 수거하여 lysis buffer(5

mM EDTA, 0.1 M SPB(pH 6.8), 0.1% triton X-100)로 細胞를 溶

解하였다. 원심분리 하여 얻은 세포 침전물은 알코올로 洗滌한

후 10% DMSO가 첨가된 1 N NaOH 용액으로 90℃에서 1시간

溶解하여 405 nm로 吸光度를 測定하였다.

7. 세포내 tyrosinase 활성도 측정

細胞內 tyrosinase 活性은 Martinez-Esparza 등의 方法14)으

로 測定하였다. 6-well 배양용기에 B16F10 細胞를 8×104 개씩 분

주하여 24시간 培養한 후, 浙貝母에탄올추출물을 100 ㎍/㎖, 200

㎍/㎖로 處理하고 1시간 후 α-MSH(100 nM)를 處理하였다. 3일

간 培養 후 PBS로 2회 세척하고, 5 mM EDTA가 포함된 0.1 M

sodium phosphate buffer(SPB, pH 6.8) 1 ㎖에 1%(V/V) triton

X-100과 0.1%(V/V) 0.1 M PMSF를 混合한 lysis buffer를 200 ㎕

씩 분주하고 細胞를 수거하여 얼음에서 30분간 溶解시킨 다음

4℃, 1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층액을

tyrosinase 活性 測定에 사용하였다. 단백질 定量은 Bradford 試

藥으로 595 nm에서 吸光度를 測定하여 동량의 단백질 양을 計

算하였으며, 계산된 단백질과 0.1 M SPB(pH 6.8)의 總量이 150

㎕가 되도록 분주 하고 0.1%(W/V) L-DOPA를 50 ㎕씩 분주하여

37℃에서 1시간 反應시켰으며, 30분 간격으로 405 nm에서 吸光

度의 變化를 測定하였다.

8. Mushroom tyrosinase(Mushroom tyrosinase) 활성도 측정

Mushroom tyrosinase는 2,500 units/ml가 되도록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6.8)에 녹여 냉장고에 -20℃에서

동결 보관 후 酵素原으로 사용하였다. 試料와 효소를 첨가하여

25℃에서 5분간 先培養(pre-incubation) 시킨 후 基質로

L-DOPA을 첨가하고 10분간 反應시킨 후 475 nm에서 吸光度를

測定하였다.

9. DOPA 염색

B16F10 細胞를 chamber slide에 7×103 개씩 분주한 후 24시

간 培養하고, 浙貝母에탄올추출물을 100 ㎍/㎖, 200 ㎍/㎖씩 處

理한 다음 1시간 뒤 α-MSH(100 nM)를 처리하였다. 2일 동안 培

養 후 5% formalin 용액으로 30분간 固定하고 PBS로 3회 세척한

다음 0.1% L-DOPA와 室溫에서 4시간 反應시켰다. PBS로 2회 세

척하고 10% formalin 용액으로 30분간 固定한 후 PBS로 2회 세

척 하고 에탄올로 脫水시킨 다음 封入하여 광학현미경으로 觀察

하였다.

10. Western blot 분석

B16F10 細胞를 10 cm 배양용기에 3×105 개씩 細胞를 부착시

키고 100 ㎍/㎖, 200 ㎍/㎖씩 浙貝母에탄올추출물을 處理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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結을 풀고 解毒하는 효능이 있어, 風熱에 의한 咳嗽, 肺癰에 의한

喉痺, 瘰癧, 瘡瘍腫毒을 치료한다 하였다
10)

.

貝母는 중국이 원산지로 절강성, 강소, 안휘 등지에서 나오

는 것을 "浙貝母", 사천성, 운남성 등에서 나오는 것을 "川貝母"

라 하고, 그 외 협서, 감숙 지역의 "태백패모" 등 여러 종류가 있

으며, 국내에서는 浙貝母를 많이 재배한다. 貝母는 性寒質潤하

여 淸熱化痰하면서 潤燥止咳하므로 熱痰咳嗽와 陰虛燥咳를 治

療하는데 임상 응용에서 川貝母와 浙貝母의 두 가지가 많이 활

용된다11).

이에 저자는 韓醫學的으로 皮毛는 肺臟과 心臟의 연관성이

있고, 浙貝母 또한 肺ㆍ心 二經에 作用하는 藥物이므로 浙貝母의

皮膚 美白 效果에 관련된 效能을 알아보고자 B16F10 黑色腫細胞

를 이용하여 tyrosinase 活性과 멜라닌 生成에 미치는 影響을 觀

察하고, tyrosinase, TRP-1, TRP-2의 단백질 發現變化를 觀察하여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약재

實驗에 사용된 浙貝母(Fritillaria verticillata Willd. var.

thunbergii Bak., 中國)는 (주)사이버경동시장에서 購入한 것을

使用하였다.

2. 시료 추출

浙貝母 200 g에 100% 에탄올 2 ℓ를 가하여 6일 동안 실온

에서 抽出하였다. 抽出物은 거즈로 濾過하고 減壓 濃縮한 다음

凍結乾燥 하여 3.41 g(收率; 1.705%)의 試料를 얻었으며, DMSO

에 녹여 實驗에 使用하였다.

3. 세포주 및 세포배양

한국 세포주은행에서 分讓받은 B16F10 細胞를 5% FBS가 첨가

된 DMEM을 使用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培養하였다.

4. 세포 생존율(cell viability) 측정

細胞生存率 측정은 Mosmann의 方法12)에 의하여 실시하였

다. 24-well 배양 용기에 B16F10 세포를 2×104 개씩 분주하고 24

시간 培養 후 浙貝母에탄올추출물을 여러 濃度로 처리한 다음

37℃, 5% CO2 하에서 serum starvation으로 24시간 培養하였다.

培養 후 0.05%(W/V) MTT 용액을 넣어 3시간 培養한 다음 상층

액을 除去하고, 형성된 formazen을 DMSO(1 ㎖)로 녹여서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吸光度를 測定하였다.

5. 세포의 형태학적 관찰

B16F10 細胞를 6 ㎝ 배양용기에 1×105 개씩 분주하여 細胞

를 부착시키고 浙貝母에탄올추출물을 處理하여 2일간 培養한 후

B16F10 세포를 위상차도립현미경(inverted phasecontrast

microscope)를 이용하여 觀察하였다.

6. 멜라닌 색소 정량

멜라닌 定量은 Hosei 등의 方法
13)
을 변형하여 使用하였다.

직경 10 ㎝ 배양용기에 3×10
5
개씩 분주하여 24시간 培養한 후,

浙貝母에탄올추출물 100 ㎍/㎖, 200 ㎍/㎖씩 처리하고 3일간 培

養하였다. 培養 후 각 군당 2×106 개씩 수거하여 lysis buffer(5

mM EDTA, 0.1 M SPB(pH 6.8), 0.1% triton X-100)로 細胞를 溶

解하였다. 원심분리 하여 얻은 세포 침전물은 알코올로 洗滌한

후 10% DMSO가 첨가된 1 N NaOH 용액으로 90℃에서 1시간

溶解하여 405 nm로 吸光度를 測定하였다.

7. 세포내 tyrosinase 활성도 측정

細胞內 tyrosinase 活性은 Martinez-Esparza 등의 方法14)으

로 測定하였다. 6-well 배양용기에 B16F10 細胞를 8×104 개씩 분

주하여 24시간 培養한 후, 浙貝母에탄올추출물을 100 ㎍/㎖, 200

㎍/㎖로 處理하고 1시간 후 α-MSH(100 nM)를 處理하였다. 3일

간 培養 후 PBS로 2회 세척하고, 5 mM EDTA가 포함된 0.1 M

sodium phosphate buffer(SPB, pH 6.8) 1 ㎖에 1%(V/V) triton

X-100과 0.1%(V/V) 0.1 M PMSF를 混合한 lysis buffer를 200 ㎕

씩 분주하고 細胞를 수거하여 얼음에서 30분간 溶解시킨 다음

4℃, 1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층액을

tyrosinase 活性 測定에 사용하였다. 단백질 定量은 Bradford 試

藥으로 595 nm에서 吸光度를 測定하여 동량의 단백질 양을 計

算하였으며, 계산된 단백질과 0.1 M SPB(pH 6.8)의 總量이 150

㎕가 되도록 분주 하고 0.1%(W/V) L-DOPA를 50 ㎕씩 분주하여

37℃에서 1시간 反應시켰으며, 30분 간격으로 405 nm에서 吸光

度의 變化를 測定하였다.

8. Mushroom tyrosinase(Mushroom tyrosinase) 활성도 측정

Mushroom tyrosinase는 2,500 units/ml가 되도록 50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6.8)에 녹여 냉장고에 -20℃에서

동결 보관 후 酵素原으로 사용하였다. 試料와 효소를 첨가하여

25℃에서 5분간 先培養(pre-incubation) 시킨 후 基質로

L-DOPA을 첨가하고 10분간 反應시킨 후 475 nm에서 吸光度를

測定하였다.

9. DOPA 염색

B16F10 細胞를 chamber slide에 7×103 개씩 분주한 후 24시

간 培養하고, 浙貝母에탄올추출물을 100 ㎍/㎖, 200 ㎍/㎖씩 處

理한 다음 1시간 뒤 α-MSH(100 nM)를 처리하였다. 2일 동안 培

養 후 5% formalin 용액으로 30분간 固定하고 PBS로 3회 세척한

다음 0.1% L-DOPA와 室溫에서 4시간 反應시켰다. PBS로 2회 세

척하고 10% formalin 용액으로 30분간 固定한 후 PBS로 2회 세

척 하고 에탄올로 脫水시킨 다음 封入하여 광학현미경으로 觀察

하였다.

10. Western blot 분석

B16F10 細胞를 10 cm 배양용기에 3×105 개씩 細胞를 부착시

키고 100 ㎍/㎖, 200 ㎍/㎖씩 浙貝母에탄올추출물을 處理하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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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후 α-MSH(100 nM)를 處理하여 3일 동안 培養하였다. 培養

된 細胞를 모두 수거하여 lysis buffer(1× RIPA buffer 1 ㎖, 1

mM PMSF, 1 ㎍/㎖ aprotinin, 1 ㎍/㎖ leupeptin, 2 mM DTT)

로 30분간 용해시킨 후, 1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취하였다. 단백질은 Bradford 시약을 이용하여 定量하

였고, 50 ㎍ 단백질과 2× sample buffer(1 ㎖ glycerol, 0.5 ㎖ β

-mercaptoethanol, 3 ㎖ 10% SDS, 1.25 ㎖ 1 M Tris-HCl, 1～2 ㎍

bromophenol blue)를 同量으로 混合한 후 7.5% SDS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 하였다. Nitrocellulose

membrane로 전이시키고 5% non-fat skim milk로 blocking 시킨

후, tyrosinase, actin, TRP-1, TRP-2의 antibody를 1:500으로 희석

하여 각각 室溫에서 1시간 30분 동안 反應시켰다. TBST로 3회

세척한 후, tyrosinase, actin, TRP-1 및 TRP-2는 anti-Goat

polyclonal IGg HRP conjugate 2차 antibody를 1:1000으로 희석

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反應시켰다. TBST로 세척한 후 ECL

용액으로 發色 후 ChemiDoc을 이용하여 band의 사진을 撮影하

였다.

11. 통계처리

實驗 結果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p-value를 구하여 有

意性을 검증하였다.

결 과

1.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浙貝母에탄올추출물(ethanol extract of Fritillaria verticillata

Willd., EFV)이 B16F10 細胞에 미치는 毒性을 조사하기 위하여

12.5, 25, 50, 100, 200 ㎍/㎖의 濃度로 처리하고 24일간 培養한

후 MTT 方法으로 細胞의 生存率을 測定하였다. 實驗 結果 EFV

를 12.5, 25, 50, 100, 200 ㎍/㎖ 농도로 處理한 군에서 細胞生存

率은 對照群(100 ± 3.11%)과 比較하여 각각 97.3 ± 4.5%, 95.1 ±

6.6%, 93.2 ± 1.4%로 나타났다(Fig. 1).

또한 EFV 100 ㎍/㎖과 200 ㎍/㎖ 농도로 處理하고 2일간 培

養한 후 形態學的 變化를 觀察한 結果, 實驗群과 對照群 사이에

差異가 없었다(Fig. 2).

Fig. 1. Effect of ethanol extract of Fritillaria verticillata Willd. (EFV)

on cell viability. Cells were serum-straved for 24 hours and EFV was treated in
serum free-media at 12.5 to 200 ㎍/㎖ for 24 hours.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Fig. 2. Light micrographical observation of B16F10 cells after treated

with EFV. Cells were cultured with 0, 100 and 200 ㎍/㎖ of EFV. After 2 days,
cells were photographed with phase contrast inverted microscope. A: Control, B:

EFV 100 ㎍/㎖, C: EFV 200 ㎍/㎖ (×100).

2. 멜라닌 生成 抑制效果

멜라닌 生合成에 미치는 EFV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B16F10細胞에 100 ㎍/㎖, 200 ㎍/㎖ 농도로 처리하고 3일 동안

培養한 다음 각 군당 2×10
6
개의 細胞를 수거하여 멜라닌색소를

測定하였다. 對照群(100 ± 0.64%)의 멜라닌 量과 比較한 結果

EFV 100 ㎍/㎖ 농도에서 57.9 ± 0.7%, EFV 200 ㎍/㎖ 농도에서

35.1 ± 3.6%로 멜라닌색소가 현저히 減少하였다(Fig. 3A). 멜라닌

生合成 抑制效果를 육안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EFV를 100㎍/

㎖, 200 ㎍/㎖ 濃度로 培養한 다음 細胞를 수거하여 pellet의 멜

라닌 色素를 比較하였다. 實驗 結果 멜라닌 色素는 EFV의 處理

時間과 濃度에 비례하여 減少하였으며, 특히 浙貝母에탄올추출

물 200 ㎍/㎖를 處理한 群은 對照群에 비하여 멜라닌 색소가 顯

著하게 抑制되는 것으로 觀察되었다(Fig. 3B).

Fig. 3. Effect of EFV on melanin synthesis in B16F10 cells. (A)
B16F10 cells were treated with 100 ㎍/㎖, 200 ㎍/㎖ of EFV for 3 days. Melanin

contents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rls and method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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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The

formation of melanin on the B16F10 cells after treatment with EFV. The cells were

treated with EFV 100 ㎍/㎖, 200 ㎍/㎖ for 3 days.

3. Tyrosinase 活性 抑制 效果

멜라닌 生成은 tyrosine을 DOPA로 전환시키는 tyrosine

hydroxylase와 DOPA를 DOPAquinone으로 전환시키는 D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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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ase로서 처음 두 단계의 反應을 촉매하는 tyrosinase의 作用

에 의해 시작된다. 따라서 본 硏究에서 tyrosinase 酵素의 活性에

미치는 EFV의 影響을 調査하기 위하여, EFV 100 ㎍/㎖, 200 ㎍/

㎖ 농도로 처리하고 3일 후 tyrosinase 活性을 測定하였다. 對照

群(100 ± 3.48%)을 기준으로 EFV 100 ㎍/㎖에서 99 ± 2.98%,

200 ㎍/㎖에서 94 ± 1.67%로 tyrosinase 活性이 거의 減少되지

않았다(Fig. 4).

Fig. 4. Effect of EFV on tyrosinase activity in B16F10 cells. The effect
on tyrosinase activity was tested control, 100 and 200 ㎍/㎖ of EFV for 3 days.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 of control.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한편 DOPA 染色을 이용하여 멜라닌 세포의 tyrosinase의

活性을 觀察한 結果에서도, EFV 100 ㎍/㎕, 200 ㎍/㎕농도에서

對照群과 tyrosinse의 活性에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5).

Fig. 5. Observation of tyrosinase activity by DOPA stain after treated

EFV in B16F10 cells. B16F10 cells were incubated with EFV. After 2 days, cells
were stained with DOPA as described in materials & methods. A: Control, B: α

-MSH (10 ng/㎖), C: EFV (100 ㎍/㎖), D: EFV (200 ㎍/㎖) (×200).

버섯 tyrosinase를 이용하여 EFV가 tyrosinase 酵素에 직

접 작용하여 효소 활성에 영양을 줄 수 있는 지 조사하였다. 實

驗 結果, EFV 12.5, 25, 50, 100, 200 ㎍/㎖ 處理한 전 實驗群에

서 tyrosinase 酵素의 活性은 抑制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4. 멜라닌 生成 관련 단백질 發現에 미치는 影響

EFV가 멜라닌 生成에 관련된 主要 효소인 tyrosinase,

TRP-1, TRP-2 단백질 발현을 調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Western blot을 施行하였다. 實驗 結果 EFV 100㎍/㎖, 200 ㎍/㎖

농도에서 tyrosinase, TRP-1, TRP-2 단백질 발현을 減少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7).

Fig. 6. Effect of EFV on tyrosinase activity in a cell free system. To
test direct effect on tyrosinase, the tyrosinase activity was measured in a cell free

system,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

of control.

Fig. 7. Effect of EFV on the tyrosinase, TRP-1 and TRP-2 protein

expressions in B16F10 cells. B16F10 cells were incubated with EFV. After 3
days. Cells were analysed using Western blotting as described in materials &

methods. Western blot analysis using antibodies against tyrosinase, TRP-1 and

TRP-2. Equal protein lading was confirmed by reaction with actin, tyrosinase,

TRP-1, TRP-2 antibodies. Lane 1: EFV (0 ㎍/㎖), Lane 2: EFV (100 ㎍/㎖), Lane

3: EFV (200 ㎍/㎖).

고 찰

浙貝母는 苦ㆍ甘, 微寒하고 肺ㆍ心 二經에 작용하는 약물로

鬱結을 풀고 解毒하는 효능이 있어, 風熱에 의한 咳嗽, 肺癰에 의

한 喉痺, 瘰癧, 瘡瘍腫毒을 治療한다 하였다. 浙貝母에 대한 實驗

的 硏究로는 alkaloid 成分인 peimine과 peiminine의 血壓 降下

效果15), 기침 抑制效果, 鎭定效果16)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peimine은 기관지 平滑筋에 대하여 擴張作用이 있으며17,18), 抗酸

化效果14) 등이 報告된 바 있다.

멜라닌세포는 角質形成細胞 등과 서로 밀접한 세포간 정보

망을 구성하고 있으며, 멜라닌색소는 효소 및 비효소적 산화반응

에 의해 tyrosinase로부터 생성되며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角質

形成細胞로 전이되어 피부색을 나타낸다1). 현재까지 개발된 미

백물질제제들은 作用機轉에 따라 비타민 C, hydroquinone,

Kojic acid, Arbutin 등과 같은 tyrosinase 저해제, 자외선 흡수제

나 산란제, 활성 산소종을 消去하는 토코페롤 등으로 分類되며

단일제제 또는 다른 것들과의 복합제제로 使用되어 왔다
19)

. 또한

한방소재로는 감초
8,9)

, 백출
20)

, 사삼
21)

등이 멜라닌 생성 억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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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후 α-MSH(100 nM)를 處理하여 3일 동안 培養하였다. 培養

된 細胞를 모두 수거하여 lysis buffer(1× RIPA buffer 1 ㎖, 1

mM PMSF, 1 ㎍/㎖ aprotinin, 1 ㎍/㎖ leupeptin, 2 mM DTT)

로 30분간 용해시킨 후, 1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취하였다. 단백질은 Bradford 시약을 이용하여 定量하

였고, 50 ㎍ 단백질과 2× sample buffer(1 ㎖ glycerol, 0.5 ㎖ β

-mercaptoethanol, 3 ㎖ 10% SDS, 1.25 ㎖ 1 M Tris-HCl, 1～2 ㎍

bromophenol blue)를 同量으로 混合한 후 7.5% SDS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 하였다. Nitrocellulose

membrane로 전이시키고 5% non-fat skim milk로 blocking 시킨

후, tyrosinase, actin, TRP-1, TRP-2의 antibody를 1:500으로 희석

하여 각각 室溫에서 1시간 30분 동안 反應시켰다. TBST로 3회

세척한 후, tyrosinase, actin, TRP-1 및 TRP-2는 anti-Goat

polyclonal IGg HRP conjugate 2차 antibody를 1:1000으로 희석

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反應시켰다. TBST로 세척한 후 ECL

용액으로 發色 후 ChemiDoc을 이용하여 band의 사진을 撮影하

였다.

11. 통계처리

實驗 結果는 student t-test를 이용하여 p-value를 구하여 有

意性을 검증하였다.

결 과

1.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浙貝母에탄올추출물(ethanol extract of Fritillaria verticillata

Willd., EFV)이 B16F10 細胞에 미치는 毒性을 조사하기 위하여

12.5, 25, 50, 100, 200 ㎍/㎖의 濃度로 처리하고 24일간 培養한

후 MTT 方法으로 細胞의 生存率을 測定하였다. 實驗 結果 EFV

를 12.5, 25, 50, 100, 200 ㎍/㎖ 농도로 處理한 군에서 細胞生存

率은 對照群(100 ± 3.11%)과 比較하여 각각 97.3 ± 4.5%, 95.1 ±

6.6%, 93.2 ± 1.4%로 나타났다(Fig. 1).

또한 EFV 100 ㎍/㎖과 200 ㎍/㎖ 농도로 處理하고 2일간 培

養한 후 形態學的 變化를 觀察한 結果, 實驗群과 對照群 사이에

差異가 없었다(Fig. 2).

Fig. 1. Effect of ethanol extract of Fritillaria verticillata Willd. (EFV)

on cell viability. Cells were serum-straved for 24 hours and EFV was treated in
serum free-media at 12.5 to 200 ㎍/㎖ for 24 hours.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Fig. 2. Light micrographical observation of B16F10 cells after treated

with EFV. Cells were cultured with 0, 100 and 200 ㎍/㎖ of EFV. After 2 days,
cells were photographed with phase contrast inverted microscope. A: Control, B:

EFV 100 ㎍/㎖, C: EFV 200 ㎍/㎖ (×100).

2. 멜라닌 生成 抑制效果

멜라닌 生合成에 미치는 EFV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B16F10細胞에 100 ㎍/㎖, 200 ㎍/㎖ 농도로 처리하고 3일 동안

培養한 다음 각 군당 2×10
6
개의 細胞를 수거하여 멜라닌색소를

測定하였다. 對照群(100 ± 0.64%)의 멜라닌 量과 比較한 結果

EFV 100 ㎍/㎖ 농도에서 57.9 ± 0.7%, EFV 200 ㎍/㎖ 농도에서

35.1 ± 3.6%로 멜라닌색소가 현저히 減少하였다(Fig. 3A). 멜라닌

生合成 抑制效果를 육안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EFV를 100㎍/

㎖, 200 ㎍/㎖ 濃度로 培養한 다음 細胞를 수거하여 pellet의 멜

라닌 色素를 比較하였다. 實驗 結果 멜라닌 色素는 EFV의 處理

時間과 濃度에 비례하여 減少하였으며, 특히 浙貝母에탄올추출

물 200 ㎍/㎖를 處理한 群은 對照群에 비하여 멜라닌 색소가 顯

著하게 抑制되는 것으로 觀察되었다(Fig. 3B).

Fig. 3. Effect of EFV on melanin synthesis in B16F10 cells. (A)
B16F10 cells were treated with 100 ㎍/㎖, 200 ㎍/㎖ of EFV for 3 days. Melanin

contents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rls and method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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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The

formation of melanin on the B16F10 cells after treatment with EFV. The cells were

treated with EFV 100 ㎍/㎖, 200 ㎍/㎖ for 3 days.

3. Tyrosinase 活性 抑制 效果

멜라닌 生成은 tyrosine을 DOPA로 전환시키는 tyrosine

hydroxylase와 DOPA를 DOPAquinone으로 전환시키는 DO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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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idase로서 처음 두 단계의 反應을 촉매하는 tyrosinase의 作用

에 의해 시작된다. 따라서 본 硏究에서 tyrosinase 酵素의 活性에

미치는 EFV의 影響을 調査하기 위하여, EFV 100 ㎍/㎖, 200 ㎍/

㎖ 농도로 처리하고 3일 후 tyrosinase 活性을 測定하였다. 對照

群(100 ± 3.48%)을 기준으로 EFV 100 ㎍/㎖에서 99 ± 2.98%,

200 ㎍/㎖에서 94 ± 1.67%로 tyrosinase 活性이 거의 減少되지

않았다(Fig. 4).

Fig. 4. Effect of EFV on tyrosinase activity in B16F10 cells. The effect
on tyrosinase activity was tested control, 100 and 200 ㎍/㎖ of EFV for 3 days.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 of control.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P<0.05 compared with the control.

한편 DOPA 染色을 이용하여 멜라닌 세포의 tyrosinase의

活性을 觀察한 結果에서도, EFV 100 ㎍/㎕, 200 ㎍/㎕농도에서

對照群과 tyrosinse의 活性에 큰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5).

Fig. 5. Observation of tyrosinase activity by DOPA stain after treated

EFV in B16F10 cells. B16F10 cells were incubated with EFV. After 2 days, cells
were stained with DOPA as described in materials & methods. A: Control, B: α

-MSH (10 ng/㎖), C: EFV (100 ㎍/㎖), D: EFV (200 ㎍/㎖) (×200).

버섯 tyrosinase를 이용하여 EFV가 tyrosinase 酵素에 직

접 작용하여 효소 활성에 영양을 줄 수 있는 지 조사하였다. 實

驗 結果, EFV 12.5, 25, 50, 100, 200 ㎍/㎖ 處理한 전 實驗群에

서 tyrosinase 酵素의 活性은 抑制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4. 멜라닌 生成 관련 단백질 發現에 미치는 影響

EFV가 멜라닌 生成에 관련된 主要 효소인 tyrosinase,

TRP-1, TRP-2 단백질 발현을 調節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Western blot을 施行하였다. 實驗 結果 EFV 100㎍/㎖, 200 ㎍/㎖

농도에서 tyrosinase, TRP-1, TRP-2 단백질 발현을 減少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7).

Fig. 6. Effect of EFV on tyrosinase activity in a cell free system. To
test direct effect on tyrosinase, the tyrosinase activity was measured in a cell free

system,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

of control.

Fig. 7. Effect of EFV on the tyrosinase, TRP-1 and TRP-2 protein

expressions in B16F10 cells. B16F10 cells were incubated with EFV. After 3
days. Cells were analysed using Western blotting as described in materials &

methods. Western blot analysis using antibodies against tyrosinase, TRP-1 and

TRP-2. Equal protein lading was confirmed by reaction with actin, tyrosinase,

TRP-1, TRP-2 antibodies. Lane 1: EFV (0 ㎍/㎖), Lane 2: EFV (100 ㎍/㎖), Lane

3: EFV (200 ㎍/㎖).

고 찰

浙貝母는 苦ㆍ甘, 微寒하고 肺ㆍ心 二經에 작용하는 약물로

鬱結을 풀고 解毒하는 효능이 있어, 風熱에 의한 咳嗽, 肺癰에 의

한 喉痺, 瘰癧, 瘡瘍腫毒을 治療한다 하였다. 浙貝母에 대한 實驗

的 硏究로는 alkaloid 成分인 peimine과 peiminine의 血壓 降下

效果15), 기침 抑制效果, 鎭定效果16)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peimine은 기관지 平滑筋에 대하여 擴張作用이 있으며17,18), 抗酸

化效果14) 등이 報告된 바 있다.

멜라닌세포는 角質形成細胞 등과 서로 밀접한 세포간 정보

망을 구성하고 있으며, 멜라닌색소는 효소 및 비효소적 산화반응

에 의해 tyrosinase로부터 생성되며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角質

形成細胞로 전이되어 피부색을 나타낸다1). 현재까지 개발된 미

백물질제제들은 作用機轉에 따라 비타민 C, hydroquinone,

Kojic acid, Arbutin 등과 같은 tyrosinase 저해제, 자외선 흡수제

나 산란제, 활성 산소종을 消去하는 토코페롤 등으로 分類되며

단일제제 또는 다른 것들과의 복합제제로 使用되어 왔다
19)

. 또한

한방소재로는 감초
8,9)

, 백출
20)

, 사삼
21)

등이 멜라닌 생성 억제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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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EFV가 멜라닌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B16F10 세포에서 멜라닌색소를 측정한 결과 EFV 100 ㎍

/㎖에서 57.9%, 200 ㎍/㎖에서 35.1%로 현저하게 멜라닌색소의

生成을 감소시켰다(Fig. 3). 이는 EFV의 細胞 毒性이 없는 농도에

서 멜라닌의 합성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하고(Fig. 1-3), B16F10 세

포에서 Arbutin이나 Kojic acid의 멜라닌합성 억제효과 보다 높

게 나타났다.

멜라닌의 生成과 轉移는 tyrosinase의 합성에 관여하는 세포

내 조절인자, tyrosinase, dopachrome tautomerase, peroxidase,

catalase, glutatione reductase 등의 효소 그리고 구리, 아연, 철

등의 금속이온 및 interferon(IFN), prostaglandin(PG), histamine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5). 이러한 여러 인자들 중

tyrosinase는 일련의 효소 반응의 초기에 작용하는 속도조절효소

로서 주 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EFV가 tyrosin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였다. 기본 배지만을 사용한 것을 대조군으로 하고,

EFV를 처리하였을 때 tyrosinase 활성을 분석한 결과 200 ㎍/㎖

농도에서 약간 억제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Fig. 4 & 5). 또한

Western blot을 통해 tyrosinase, TRP-1 및 TRP-2의 단백질 발현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tyrosinase, TRP-1 그리고 TRP-2 발현

을 억제하지 않았다(Fig. 6).

현재까지 알려진 세포내 멜라닌 합성 경로는 첫째

cAMP/PKA 경로, 둘째 ntric oxide에 의한 cGMP 경로, 셋째

protein kinase C(PKC) 의존 경로, 넛째 p38 MAP kinase 경로

등이 알려져 있다. 그 중 cAMP/PKA 경로가 멜라닌 합성의 주

요 경로로서 UV에 피부가 노출되었을 때 멜라닌세포의 cAMP가

증가되고 하류 신호전달 물질인 PKA-CREB-MITF를 거쳐

tyrosinase, TRP-1과 TRP-2의 멜라닌 합성에 관여하는 일련의 효

소들의 전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6,27).

본 실험 결과에서 EFV는 멜라닌색소의 생성을 매우 효과적

으로 억제하였으나 tyrosinase 활성도와 tyrosinase 단백질 발현

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FV는 tyrosinase

활성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할 것으

로 사료된다.

한편 버섯 tyrosinase의 저해제는 tyrosinase 활성부위 구리

이온의 상태변화에 관여함으로서 tyrosinase의 산화, 환원과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버섯 tyrosinase를 이용한 시험관내

tyrosinase 활성 억제 실험은 피부 미백제 개발에 있어 유용한 일

차 평가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tyrosinase 억제

제로는 L-tyrosine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알부틴, tyrosinase 활

성 부위의 copper를 chelation하여 tyrosine에서 DOPA로 그리고

DOPA에서 DOPA quinone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저해하는

Kojic acid가 있다
28,29)

.

본 실험에서 EFV가 버섯 tyrosinase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7).

멜라닌은 알카리 용해도 및 발색특성에 따라 흑갈색멜라닌

(eumelanin)과 적색멜라닌(pheomelanin)으로 구분하며, 모두

tyrosine을 기질로 하여 합성된다. 흑갈색멜라닌은 tyrosinase,

TRP-1, TRP-2 효소에 의하여 합성되고, 세포 내 glutathione이나

cysteine이 풍부한 경우 적색멜라닌이 합성된다. 최근 Matsuki

등(2008)은 glutathione이 tyrosinase와 L-DOPA의 결합을 억제함

으로서 멜라닌의 합성을 저해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 결과

EVF는 tyrosinase의 활성을 억제하지 않았으나 멜라닌의 생성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EVF는 tyrosinase와 L-DOPA의 결합을 저해

하여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0)

.

이상의 결과 EFV는 B16F10세포에서 멜라닌 생성을 매우 효

과적으로 억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로인 tyrosinase 효소

억제 기전을 경유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하여 멜라닌 생성

이 조절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추후 멜라닌 생성

의 과정에 관여하는 다른 기전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결 론

한의학적으로 皮毛는 肺臟과 心臟의 二經과 연관성이 있고,

절패모 또한 肺ㆍ心 二經에 작용하는 약물인 점에 착안하여 절

패모의 피부 미백 효과에 관련된 효능을 알아보고자 B16F10 흑

색종세포를 이용하여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tyrosinase, TRP-1, TRP-2의 단백질 발현변화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FV는 200 ㎍/㎖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이 93±1.4%로 나타났

다. EFV는 200 ㎍/㎖ 농도에서 멜라닌 생성을 대조군의 35.1(±

3.6%)로 현저하게 억제하였다. EFV는 tyrosinase 및 mushroom

tyrosinase 활성도를 억제하지 않았다. EFV는 tyrosinase, TRP-1,

TRP-2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B16F10세포에서 EFV의 멜라닌 생성 억제효과

는 tyrosinase 효소 억제 기전을 경유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

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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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본 연구는 EFV가 멜라닌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B16F10 세포에서 멜라닌색소를 측정한 결과 EFV 100 ㎍

/㎖에서 57.9%, 200 ㎍/㎖에서 35.1%로 현저하게 멜라닌색소의

生成을 감소시켰다(Fig. 3). 이는 EFV의 細胞 毒性이 없는 농도에

서 멜라닌의 합성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하고(Fig. 1-3), B16F10 세

포에서 Arbutin이나 Kojic acid의 멜라닌합성 억제효과 보다 높

게 나타났다.

멜라닌의 生成과 轉移는 tyrosinase의 합성에 관여하는 세포

내 조절인자, tyrosinase, dopachrome tautomerase, peroxidase,

catalase, glutatione reductase 등의 효소 그리고 구리, 아연, 철

등의 금속이온 및 interferon(IFN), prostaglandin(PG), histamine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25). 이러한 여러 인자들 중

tyrosinase는 일련의 효소 반응의 초기에 작용하는 속도조절효소

로서 주 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EFV가 tyrosin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

을 조사하였다. 기본 배지만을 사용한 것을 대조군으로 하고,

EFV를 처리하였을 때 tyrosinase 활성을 분석한 결과 200 ㎍/㎖

농도에서 약간 억제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Fig. 4 & 5). 또한

Western blot을 통해 tyrosinase, TRP-1 및 TRP-2의 단백질 발현

정도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tyrosinase, TRP-1 그리고 TRP-2 발현

을 억제하지 않았다(Fig. 6).

현재까지 알려진 세포내 멜라닌 합성 경로는 첫째

cAMP/PKA 경로, 둘째 ntric oxide에 의한 cGMP 경로, 셋째

protein kinase C(PKC) 의존 경로, 넛째 p38 MAP kinase 경로

등이 알려져 있다. 그 중 cAMP/PKA 경로가 멜라닌 합성의 주

요 경로로서 UV에 피부가 노출되었을 때 멜라닌세포의 cAMP가

증가되고 하류 신호전달 물질인 PKA-CREB-MITF를 거쳐

tyrosinase, TRP-1과 TRP-2의 멜라닌 합성에 관여하는 일련의 효

소들의 전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26,27).

본 실험 결과에서 EFV는 멜라닌색소의 생성을 매우 효과적

으로 억제하였으나 tyrosinase 활성도와 tyrosinase 단백질 발현

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EFV는 tyrosinase

활성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하여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할 것으

로 사료된다.

한편 버섯 tyrosinase의 저해제는 tyrosinase 활성부위 구리

이온의 상태변화에 관여함으로서 tyrosinase의 산화, 환원과정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버섯 tyrosinase를 이용한 시험관내

tyrosinase 활성 억제 실험은 피부 미백제 개발에 있어 유용한 일

차 평가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tyrosinase 억제

제로는 L-tyrosine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알부틴, tyrosinase 활

성 부위의 copper를 chelation하여 tyrosine에서 DOPA로 그리고

DOPA에서 DOPA quinone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저해하는

Kojic acid가 있다
28,29)

.

본 실험에서 EFV가 버섯 tyrosinase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7).

멜라닌은 알카리 용해도 및 발색특성에 따라 흑갈색멜라닌

(eumelanin)과 적색멜라닌(pheomelanin)으로 구분하며, 모두

tyrosine을 기질로 하여 합성된다. 흑갈색멜라닌은 tyrosinase,

TRP-1, TRP-2 효소에 의하여 합성되고, 세포 내 glutathione이나

cysteine이 풍부한 경우 적색멜라닌이 합성된다. 최근 Matsuki

등(2008)은 glutathione이 tyrosinase와 L-DOPA의 결합을 억제함

으로서 멜라닌의 합성을 저해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 결과

EVF는 tyrosinase의 활성을 억제하지 않았으나 멜라닌의 생성을

감소시켰다. 따라서 EVF는 tyrosinase와 L-DOPA의 결합을 저해

하여 멜라닌의 생성을 억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30)

.

이상의 결과 EFV는 B16F10세포에서 멜라닌 생성을 매우 효

과적으로 억제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로인 tyrosinase 효소

억제 기전을 경유하지 않는 또 다른 경로를 통하여 멜라닌 생성

이 조절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추후 멜라닌 생성

의 과정에 관여하는 다른 기전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결 론

한의학적으로 皮毛는 肺臟과 心臟의 二經과 연관성이 있고,

절패모 또한 肺ㆍ心 二經에 작용하는 약물인 점에 착안하여 절

패모의 피부 미백 효과에 관련된 효능을 알아보고자 B16F10 흑

색종세포를 이용하여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tyrosinase, TRP-1, TRP-2의 단백질 발현변화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FV는 200 ㎍/㎖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이 93±1.4%로 나타났

다. EFV는 200 ㎍/㎖ 농도에서 멜라닌 생성을 대조군의 35.1(±

3.6%)로 현저하게 억제하였다. EFV는 tyrosinase 및 mushroom

tyrosinase 활성도를 억제하지 않았다. EFV는 tyrosinase, TRP-1,

TRP-2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B16F10세포에서 EFV의 멜라닌 생성 억제효과

는 tyrosinase 효소 억제 기전을 경유하지 않고 다른 경로를 통

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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