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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develop a skin-whitening agent, melanin contents and intracellular tyrosinase activity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Ethyl acetate fractions of 80% ethanol extracts from lily (Lilium Oriental Hybrid ‘Siberia’) 
bulbs (R-EA) inhibited melanin synthesis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 
treated B16/F10 murine melanoma cells. Intracellular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in contents were suppressed by 45% 
and 74%, respectively, in response to treatment with 100 μg/mL of R-EA. Examination of protein expression associated 
with α-MSH-induced melanogenesis showed that tyrosinase related protein (TRP)-1 was inhibited more strongly than 
tyrosinase, and these results were correlated with stronger inhibition of melanin synthesis than intracellular tyrosinase 
activity. Taken together, R-EA containing p-coumaric acid and resveratrol could be used as a hypopigmentation agent 
through suppression of sustained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activation via melanogenic induction.

Key words: lily bulbs, hypopigmentation, melanin,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Received 22 January 2014; Accepted 1 April 2014
†Corresponding author. 
E-mail: cghyun@jejunu.ac.kr, Phone: +82-64-754-4419

서   론

백합(Lilium longiforum Thunb.)은 아시아의 대부분 지

역에서 식재료와 약초로 사용되어져 왔고 전 세계적으로 매

력적인 화훼용 식물로 재배되고 있다. 백합뿌리는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염증과 폐질환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약재였다. 많은 연구를 통해서 다양한 종류의 백합

들로부터 얻은 뿌리를 함유한 처방이 피부의 찰과상 및 화상

의 회복과 외과수술 시 발생하는 상처의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1).

백합은 천연화합물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이 중 phe-

nolic glycosides, flavonoids, carotenoids, sterols, ster-

oidal saponins, steroidal glycoalkaloids 등의 많은 이차

대사산물들이 백합에서 분리되었다. 백합꽃에서 분리된 화

합물들이 항염증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백합뿌

리에서 분리된 여러 가지 steroidal saponin류의 화합물들

이 항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2-6).

피부색은 표피와 진피의 경계부위에 위치한 멜라닌 생성

세포가 합성해내는 멜라닌의 양과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노화나 멜라닌의 과생산에 따라 피부의 생리적 기능이 떨어

지게 되면 피부표면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면서 일광흑색

점(노인성흑자)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과색소침착이 발

생하게 된다(7). 과색소침착이 일어나는 원인에는 자외선 및 

열 등의 원인이 있다. 이 중 자외선에 피부가 오래 노출되면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α-MSH), endothe-

lin-1(ET-1) 그리고 nitric oxide(NO) 등의 멜라닌 생성 

촉진인자가 각질형성세포에서 분비된다(8). 멜라닌 생성세

포와 피부색소침착을 조절하는 인자 중의 하나인 α-MSH는 

국지적으로 생산되어지는 melanocortin peptide들 중 하나

이다. α-MSH가 melanocortin-1 receptor(MC1R)에 붙게 

되면 세포내에서는 adenylate cyclase가 활성화되면서 세

포내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cAMP)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protein kinase A(PKA) 세포신호전달 경로

를 거쳐 멜라닌 생성경로의 속도조절 효소인 tyrosinase를 

활성화시킨다(9). 이외에도 자외선의 영향으로 멜라닌 생성

을 촉진하는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bFGF)와 

stem cell factor(SCF) 등도 역시 각질형성세포에서 분비된

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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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닌 생성은 멜라노좀에서 일어나며 멜라노좀은 소포

체가 기원인 특이적인 세포내막으로 감싸여진 기관이다. 멜

라노좀의 발달과정 중에 tyrosinase, tyrosinase-related 

protein-1(TRP-1) 그리고 tyrosinase-related protein-2 

(TRP-2)가 생성되어지며, 이 중 tyrosinase는 L-tyrosine

에서 dopaquinone까지의 변환과정을 촉진하는 멜라닌 생

성에 연관된 핵심 효소이며, eumelanin과 pheomelanin의 

합성에 모두 관여한다. Tyrosinase는 tyrosine hydrox-

ylase, dihydroxyphenylalanine(DOPA) oxidase 그리고 

5,6-dihydroxyindole(DHI) oxidase의 여러 가지 효소활성

을 가진다. TRP-1은 5,6-dihydroxyindole carboxylic 

acid(DHICA) oxidase의 효소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으나 기능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TRP-1이 ty-

rosinase를 안정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었

다(11). TRP-2의 기능은 dopachrome tautomerase이며, 

멜라닌 생중합체에 있어서 carboxylated subunit들의 비율

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12). 

Tyrosinase, TRP-1, TRP-2, peroxidase 등의 효소활

성을 모두 또는 일부분을 억제함으로써 피부미백효과가 나

타나게 되며, 이 중 tyrosinase와 TRP-1은 흑갈색을 띠는 

eumelanin의 생합성에 연관된 핵심 효소 단백질이다. 대부

분의 피부미백 소재들은 여러 가지 기전을 통해 tyrosinase

에 특이적으로 작용하여 제 기능을 못하게 한다. 예를 들어 

C2-ceramide와 tretinoin은 tyrosinase 유전자가 전사되는 

것을 막고, hydroquinone과 arbutin은 tyrosinase의 경쟁

적 저해제로 작용하기도 하며, linoleic acid와 α-linolenic 

acid는 tyrosinase의 단백질 분해를 유도하기도 한다(13). 

최근에는 제주조릿대와 해조류인 새발의 추출물들을 이용

한 연구에서 α-MSH에 의해 24시간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ERK)의 

활성화 현상을 관찰하였고, 이 지속적인 ERK의 활성화가 

저해되면서 멜라닌 생성 연관 단백질의 발현 및 멜라닌 생성

이 저해되는 것이 밝혀졌고, nobiletin이라는 멜라닌 생성 

촉진인자에 대해서도 ERK의 활성화 저해제인 U0126 처리 

시 phosphorylated ERK(p-ERK)와 tyrosinase의 발현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nobiletin에 의해 유도된 멜라닌 생성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었다(14-1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α-MSH에 의해 활성화된 p- 

ERK, tyrosinase, TRP-1과 TRP-2의 발현이 백합뿌리 분

획물에 의해서 저해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의 추출 및 분획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제주시 신촌리 백합농가에서 

2012년 12월에 구입한 백합뿌리를 사용하였다. 백합뿌리 

시료 200 g에 80% 에탄올(ethanol) 1 L를 첨가하여 실온에

서 3일간 2회 추출하였고 이를 여과, 감압농축, 동결건조 

하여 사용하였다. 백합뿌리 80% 에탄올 추출물(20 g)을 물

(H2O)에 현탁시킨 후 헥산(haxane), 에틸아세테이트(ethyl 

acetate), 부탄올(butanol), 물 순으로 극성이 낮은 용매부

터 극성이 높은 용매 순으로 순차적으로 용매분획을 각각 

3회씩 반복 수행하여 분획층(fraction)을 수득하였고 각 분

획층을 감압농축, 동결건조 하여 헥산 분획물 0.1 g(0.1%),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1.1 g(5.5%), 부탄올 분획물 3.9 g 

(19.5%), 물 분획물 13.5 g(67.5%)을 얻어 실험시료로 사용

하였다. 시료는 실험에 사용하기 전 밀봉하여 냉동보관

(-20°C) 하였다.

세포생존율 측정

시료가 세포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3- 

(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분

석을 수행하였다. 대사가 왕성한 살아있는 세포는 세포내 

mitochondria의 탈수소 효소작용에 의하여 수용성의 노란

색인 MTT를 환원시켜 자주색을 띠는 비수용성 formazan

을 형성한다. 

생쥐의 B16/F10 흑색종 세포를 10% fetal bovine se-

rum(FBS: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GIBCO 

BRL)을 이용하여 2×104 cells/well로 24 well plate에 넣

고 24시간 배양 후 시료와 α-MSH 50 nM을 동시에 처리하

고 48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MTT 용액 50 μL를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배양배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di-

methylsulfoxide(DMSO; Sigma-Aldrich)를 200 μL 가하

여 침전물을 완전히 용해시킨 후 microplate reader 

(Amersham Pharmacia Biotech, Little Chalfont, Buck-

inghamshire, UK)를 사용하여 540 nm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각 시료군에 대한 평균 흡광도 값을 구하였으며 대조군

의 흡광도 값과 비교하여 세포생장률을 평가하였다.

멜라닌 함량 측정 

멜라닌 함량 측정은 생쥐(Mus musculus)의 B16/F10 흑

색종 세포주를 6 well plate에 1×105 cells/well이 되게 준

비한 후 24시간 동안 37°C CO2 세포배양기(Heraeus BB15,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에서 

배양하고, 멜라닌 생합성 유도물질인 α-MSH 50 nM을 처

리하고 동시에 시료를 각각 처리하였다. 48시간 동안 37°C 

CO2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였으며 24시간이 지난 후 배지

교체와 동시에 α-MSH 50 nM과 시료를 다시 처리하였다. 

세포를 trypsin-EDTA(GIBCO BRL)를 이용하여 수확했다. 

이렇게 수확된 세포에 0.2 mM phenylmethylsulfonyl flu-

oride(PMSF; Sigma-Aldrich)와 1% Triton X-100(Sigma- 

Aldrich)을 함유한 67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6.8)를 500 μL 처리하고 초음파로 분쇄하였으며, 이 상태로 

1시간 동안 얼음에서 보관하였다. 1시간 후 4°C 원심분리기



백합뿌리 추출물의 멜라닌 생성 억제효과 707

(Combi-514R, Hanil, Incheon, Korea)에서 12,000×g로 

20분간 원심분리 하였으며, 이때 상층액을 버리고 분리된 

침전물에 1 N NaOH 용액을 첨가하여 70°C 항온수조에서 

20분 동안 보관하면서 침전물이 용해되기를 기다린 후 이 

용해된 용액을 멜라닌 함량 분석에 사용하였다. α-MSH만 

처리한 대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인 멜라닌 함량을 405 nm

에서 측정하였고 각각의 데이터는 단백질의 양으로 보정하

여 나타내었다. 

세포내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

세포내 tyrosinase 저해활성 측정은 생쥐의 B16/F10 흑

색종 세포를 6 well plate에 1×105 cells/well이 되게 준비

한 후 24시간 동안 37°C CO2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고 α

-MSH 50 nM을 처리하고 25, 50, 100 μg/mL 농도로 백합

뿌리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시료를 처리하여 멜라닌 생성 

유도 조건에서의 저해효과를 관찰하였다. 48시간 동안 

37°C CO2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였으며 배양 도중 24시간

이 지난 후 배지교체와 동시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처

리하였다. 세포를 trypsin-EDTA를 이용하여 수확한 후 0.2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와 1% Triton X-100

을 함유한 67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6.8)를 

500 μL 처리하고 초음파 분쇄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1시간 

동안 얼음에서 보관하였다. 1시간 후 4°C 원심분리기에서 

12,000×g로 20분간 원심분리 하였으며 상층액을 취하여 

세포내 tyrosinase 활성분석에 사용했다. 세포내 tyrosinase 

활성분석은 세포내에 존재하는 tyrosinase의 작용 결과 생

성되는 DOPAchrome을 비색법에 의해 측정했다. 33 mM 

sodium phosphate buffer(pH 6.8), 9 μM L-tyrosine 

(Sigma-Aldrich)과 4 mM L-DOPA(Sigma-Aldrich)를 혼

합한 후 위에서 얻은 상층액 100 μL를 처리하여 37°C 항온

기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반응액 중에 생성된 DOPA 

chrome을 475 nm에서 측정하여 멜라닌 생성을 유도한 대

조구(α-MSH 처리구)를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인 활성을 나

타내었다. 각각의 데이터는 단백질의 양으로 보정하여 나타

내었다. 

멜라닌 생성 연관 단백질 분석

생쥐의 B16/F10 흑색종 세포를 6 well plate에 1×105 

cells/well이 되게 준비한 후 24시간 동안 37°C CO2 세포배

양기에서 배양하고 멜라닌 생합성 유도물질인 α-MSH 50 

nM을 처리하고 동시에 25, 50, 100 μg/mL 농도로 백합뿌

리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시료를 처리하였다. 48시간 동안 

37°C CO2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였으며 배양 도중 24시간

이 지난 후 배지교체와 동시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처

리하였다. 이렇게 배양된 세포는 먼저 배지를 제거하고 

1×PBS 1 mL를 첨가하여 scraper로 수거하고 4°C, 250×g

에서 5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제거한 후 100 μL 

RIPA buffer(10×RIPA, 0.1 M PMSF, 0.1 M Na3VO4, 0.5 

M NaF, 5 mg/mL aprotinin, 5 mg/mL leupeptin)로 용해

시키고 원심분리 하였다. 여기서 얻은 상층액을 이용하여 

12% SDS-PAGE로 전기영동하고 이를 polyvinyldene 

fluoride membrane(Millipore, Billerica, MA, USA)에 이

전시켰다. 그리고 이를 5% 탈지분유가 함유된 Tris buf-

fered saline tween 20(TBST; 50 mM Tris-HCl pH 7.5, 

150 mM NaCl, 0.1% Tween 20) 용액에서 상온에 1시간 

동안 방치하였다. Phosphorylated ERK의 활성을 검토하기 

위한 항체로는 mouse monoclonal anti-p-ERK 1/2(Santa 

Cruz Biotech, Santa Cruz, CA, USA), tyrosinase의 항체

로는 goat polyclonal anti-tyrosinase(Santa Cruz Biotech), 

Trp-1의 항체로는 goat polyclonal anti-Trp-1(Santa 

Cruz Biotech), Trp-2의 항체로는 rabbit polyclonal an-

ti-Trp-2(Santa Cruz Biotech), β-actin의 항체로 mouse 

monoclonal anti-β-actin(Sigma-Aldrich)을 5% 탈지분

유가 함유된 TBST 용액에 희석하여 4°C, 24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TBST 용액으로 세척한 후 2차 항체로는 horse 

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anti-goat, anti-mouse IgG

를 5% 탈지분유가 함유된 TBST 용액에 희석하여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membrane을 TBST로 세 

번 세척 후 ECL kit(Amersham Pharmacia Biotech)를 사

용하여 1~3분간 반응시킨 후 X-ray 필름으로 현상하였다. 

HPLC fingerprint 분석 

백합뿌리 80% 에탄올 추출물 및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을 DMSO에 녹여 1 mg/mL의 농도가 되게 만들어 준 후 

syringe filter로 여과하고 p-coumaric acid 및 resvera-

trol의 함량을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llianceTM Waters 2695, Waters 2998 photo-

diode array detector, Waters Corporation, Milford, MA, 

USA)로 측정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칼럼은 SunfireTM 4.6 

mm×250 mm C18 column(Particle size 5 μm, Waters 

Corporation)이며, 이동상으로는 0.1% acetic acid, aceto-

nitrile을 사용하였고, 유속 0.5 mL/min으로 하여 25~35% 

acetonitrile의 조건으로 30분 동안 340 nm의 자외선 파장

으로 분석하였다. 표준품은 DMSO에 녹여 각각 10, 25 50, 

100 μg/mL의 농도로 제조하여 peak 면적을 구하고 회귀 

방정식을 이용한 검량선을 작성하여 정량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mean±SD로 나타냈으며 Student's t-test 

(Microsoft Office Excel 2007)의 단측검정을 사용하여 통

계학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백합뿌리 분획물의 멜라닌 생성 억제효과 

생쥐의 B16/F10 흑색종 세포에 백합뿌리 분획물(100 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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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ti-melanogenic effects of 80% ethanol extracts and 4 fractions from lily bulbs. A: cell viability using MTT assay. B: 
relative melanin contents, #P<0.05, ##P<0.01, ###P<0.005 compared to positive control by Student's t-test. C: relative intracellular 
tyrosinase activity, #P<0.05, ##P<0.001, ###P<0.0001 compared to positive control by Student's t-test. Insert represents the raw data 
of melanin contents. MSH-, negative control without α-MSH; MSH+, positive control with 50 nM of α-MSH; R-EtOH, 100 μg/mL 
of 80% ethanol extracts from lily bulbs with 50 nM of α-MSH; R-HEX, 100 μg/mL of hexane fractions form lily bulbs with 
50 nM of α-MSH; R-EtOAc, 100 μg/mL of ethyl acetate fractions from lily bulbs with 50 nM of α-MSH; R-BuOH, 100 μg/mL 
of butanol fractions from lily bulbs with 50 nM of α-MSH; R-water, 100 μg/mL of water fractions from lily bulbs with 50 nM 
of α-MSH; Arbutin, 100 μg/mL of arbutin with 50 nM of α-MSH.

mL)과 α-MSH(50 nM)를 동시 처리하여 48시간 배양한 후 

MTT 분석을 이용하여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였다. 백합뿌

리 분획물은 100 μg/mL의 농도에서 90~100%의 생존율을 

보여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Fig. 1A). 

또한 분획물 중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핵산 분획물에 비

해 수율이 좋고 부탄올 분획물에 비해 멜라닌 생성 억제능력

과 세포내 tyrosinase 효소활성 억제능력이 우수함을 확인

하였다(Fig. 1B, 1C). 그러므로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세포내 멜라닌 생성 억제효과 

멜라닌 생성세포 및 흑색종 세포는 UV 자극에 의해 멜라

닌 생성이 촉진되어진다. 이때 멜라닌 생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α-MSH), stem 

cell factor(SCF), endothelin-1(ET-1) 등이 분비된다. 이 

중 α-MSH는 멜라닌 생성세포 및 흑색종 세포의 분화 및 

멜라닌 생성을 유도한다. 그 결과 멜라닌 생성세포 및 흑색

종 세포의 수상돌기가 많아지거나 수상돌기 부분에 멜라닌 

색소가 침착되어 대조군에 비해 α-MSH 처리군의 멜라닌 

함량이 늘어나게 된다. 

멜라닌 생성 저해활성이 우수한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을 먼저 MTT 분석을 통해 분획물이 100 μg/mL 농도 범위

에서 세포 독성을 갖지 않음을 재차 확인하였고(Fig. 2A) 

이를 바탕으로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25, 50 및 100 μg/ 

mL 농도로 처리하여 멜라닌 생성 억제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α-MSH 단독 처리군에 비해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물은 각각의 처리농도에서 21%, 44% 및 74%의 멜라닌 생

성 억제활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세포내 tyrosinase 활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함도 규명

하였다(Fig. 2B, 2C). 그러므로 α-MSH로 유도된 멜라닌 

생성 억제가 세포내 tyrosinase 활성억제와 연관됨을 알 수 

있었다.

멜라닌 생성 연관 단백질 발현 억제활성  

멜라닌은 흑색과 갈색을 띄는 eumelanin과 적색과 황색

을 띄는 pheomelanin으로 나누어지는데, 피부미백 화장품 

소재의 목표가 되는 연구는 eumelanin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Eumelanin의 생성에 연관

된 단백질은 tyrosinase, TRP-1 그리고 TRP-2이고, 이 

중 tyrosinase의 활성화에 ERK의 지속적인 활성화가 연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연구 결과가 있으므로, 에틸아세테이

트 분획물에 의해 감소된 멜라닌 생성 억제활성이 p-ERK, 

tyrosinase, TRP-1, TRP-2 단백질 발현 억제가 그 원인임

을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 analysis로 세포질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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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ypopigmenting effects of ethyl acetate fractions from 80% ethanol extracts of lily bulbs. A: cell viability using MTT 
assay. B: relative melanin contents, #P<0.01, ##P<0.001, ###P<0.0001 compared to positive control by Student's t-test. C. relative 
intracellular tyrosinase activity, #P<0.005, ###P<0.001 compared to positive control by Student's t-test. Insert represents the raw 
data of melanin contents. MSH-, negative control without α-MSH; MSH+, positive control with 50 nM of α-MSH; R-EtOH, 100 
μg/mL of 80% ethanol extracts from lily bulbs with 50 nM of α-MSH; R-EA 25, 25 μg/mL of ethyl acetate fractions form lily 
bulbs with 50 nM of α-MSH; R-EA 50, 50 μg/mL of ethyl acetate fractions from lily bulbs with 50 nM of α-MSH; R-EA 100, 100
μg/mL of ethyl acetate fractions from lily bulbs with 50 nM of α-MSH; Arbutin, 100 μg/mL of arbutin with with 50 nM of α-MSH.

Tyrosinase

TRP-1

TRP-2

P-ERK 1/2

β-Actin

α-MSH (50 nM)  -      +      +      +       +
R-EA (μg/mL)   -      -      25     50     100

Fig. 3. Examination of protein expression associated with α- 
MSH-induced melanogenesis. Western blot analysis using pri-
mary antibody of tyrosinase, TRP-1, TRP-2, phosphorylated ERK 
1/2, and β-Actin. β-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의 p-ERK, tyrosinase, TRP-1, TRP-2 단백질의 발현량

을 조사하였다.

생쥐의 B16/F10 흑색종 세포에 α-MSH 50 nM과 에틸아

세테이트 분획물을 25, 50, 및 100 μg/mL 농도로 처리하고 

48시간 배양한 후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p-ERK, ty-

rosinase, TRP-1, TRP-2 발현 억제활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α-MSH 단독 처리군은 p-ERK, tyrosinase, TRP-1, 

TRP-2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였고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p-ERK, tyrosinase, TRP-1, TRP- 

2의 발현을 억제함을 확인하였다(Fig. 3). 제주조릿대와 해

조류인 새발의 추출물들을 이용한 연구에서 α-MSH에 의해 

24시간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ERK의 활성화 현상

을 관찰하였으며, 이 지속적인 ERK의 활성화가 저해되면서 

멜라닌 생성 연관 단백질의 발현 및 멜라닌 생성이 저해되는 

것이 밝혀졌으며, nobiletin이라는 맬라닌 생성 촉진인자에 

대해서도 ERK의 저해제인 U0126 처리 시 24시간 이상에

서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p-ERK와 tyrosinase의 발현이 줄

어들고 이에 따라 nobiletin에 의해 유도된 멜라닌 생성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었다(14-16).

백합뿌리 분획물의 지표물질 분석

백합뿌리 미백소재의 지표물질 함량분석을 위한 방법으

로 α-MSH에 의해 멜라닌 생성이 촉진된 B16/F10 흑색종 

세포에서 미백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p-coumaric acid와 자

외선 B 조사에 의해 멜라닌 생성이 유도된 guinea pig에서 

피부 미백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 resveratrol의 함유 

여부를 HPLC로 분석하였다(18,19). 

Fig. 4A와 4B는 각각 백합뿌리 에탄올 추출물과 에틸아

세테이트 분획물의 p-coumaric acid에 대한 크로마토그램

을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retention time과 스펙트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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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4. Fingerprint analysis using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A: HPLC peaks of 80% ethanol extracts from
lily bulbs using as the two standard compounds, p-coumaric acid and resveratrol. B: HPLC peaks of ethyl acetate fractions from
80% ethanol extracts of lily bulbs using as the two standard compounds, p-coumaric acid and resveratrol. 

로 백합뿌리 에탄올 추출물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 p- 

coumaric acid와 resveratrol이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백합뿌리 에탄올 추출물과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의 p-coumaric acid와 resveratrol의 함

량을 확인하기 위해 HPLC로 정량을 하였다. p-Coumaric 

acid와 resveratrol을 10, 25, 50, 100 μg/mL가 되게 희석

하고 HPLC의 크로마토그램에서 얻은 peak 면적을 이용해 

회귀방정식을 구한 결과 p-coumaric acid는 에탄올 추출물

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 각각 4.4 μg/mg과 46.8 μg/ 

mg, resveratrol은 각각 7.3 μg/mg과 16.0 μg/mg이 함유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Coumaric acid와 resveratrol

의 함량이 각각 약 10배와 2배 이상이 늘어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멜라닌 생성 저해활성이 늘어

남을 알 수 있었다. 백합뿌리 추출물에 함유된 p-coumaric 

acid와 resveratrol은 피부미백 소재로서 알려져 있으며, 

resveratrol의 경우 항암, 항산화 소재로서의 활용가치가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8-21). 자외선 조사 전 식이섭취를 

통해 멜라닌 생성 정도의 감소 및 피부암 유발원인인 자외선 

및 phorbol ester의 피부 노출 전 식이섭취를 하는 방식의 

실험을 통해 피부암 발생이 저해되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

여 먹는 화장품 및 피부암 예방 기능성 식품으로의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22,23).  

요   약

피부미백 소재를 개발하기 위해 멜라닌 함량, 세포내 ty-

rosinase 활성의 측정 및 Western blotting 실험이 수행되

었다. 백합(Lilium Oriental Hybrid ‘Siberia’) 뿌리의 80% 

에탄올 추출물로부터 얻은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R-EA)

은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α-MSH)에 의해 

멜라닌 생성이 유도된 B16/F10 흑색종 세포에서 농도 의존

적으로 멜라닌 생성을 저해하였다. 정확하게 세포내 ty-

rosinase 활성과 멜라닌 함량은 에틸아세데이트 분획물 100 

μg/mL 처리 시 α-MSH 단독 처리군에 비해 각각 45%와 

74%의 저해율을 보였다. α-MSH에 의해 멜라닌 생성이 유

도된 B16/F10 흑색종 세포에서 단백질 발현양상을 살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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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TRP-1이 가장 많이 억제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결과는 세포내 tyrosinase 활성저해보다 멜라닌 생성저

해가 더 많이 일어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를 종합

해 볼 때 p-coumaric acid와 resveratrol 함량이 백합뿌리

의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 많이 함유된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물은 멜라닌 생성 유도물질에 의해 촉진된 ERK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피부미백 소재로서 그 가치가 입증된다고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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