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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멜라닌세포에서 멜라닌 합성은 tyrosinase, tyrosinase related 

protein 1(TRP-1), tyrosinase related protein 2(TRP-2) 등의 일련

의 효소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1,2). 멜라닌 합성은 다양한 인자에 

의해 향을 받는데 그  자외선은 멜라닌 합성을 자극하는 표

인 외부 인자로서, 직 으로 멜라닌세포에 작용하여 련 효

소의 생산과 활성을 증가시키거나 멜라닌세포 자극 호르몬 수용

체를 증가시키며 간 으로는 각질형성세포나 섬유아세포 등으

로부터 다양한 cytokines, MSH, endothelin-1,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bFGF) 등의 paracrine factors의 생산을 유도함으로

써 멜라닌 합성을 자극한다고 알려져 있다3,4). 한 멜라닌의 생성

을 진하는 인자로는 vitamine D 사물질, forskolin, cholera 

toxin, phospholipase 억제제인 isobutylmethyl xanthine(IBMX) 

등이 있다5). 이들 부분은 세포 내 adenylate cyclase를 활성화시

켜 cyclic AMP(cAMP)의 농도를 증가시키며 이는 멜라닌 생성에

서 cAMP pathway가 요한 작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복분자는 작은 단과가 여러 개 모여서 덩어리를 이룬 것으

로 7-9월경에 반구형의 장과로 열매가 열려 붉게 익은 후 검게 

변하는데, 미성숙 열매를 건조시킨 것을 복분자라 한다. 복분자

는 강장, 명안, 지신, 음 , 양모 등에 많이 이용되며6), 양성분

으로 무기질인 인과 철, 칼륨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유기

산과 다량의 비타민 C가 포함되어 있다. 복분자는 이 등7)이 암세

포 생육억제활성과 면역세포의 생육 증진활성  GST 

(glutathion-S-transferase)의 활성을 높인다고 보고하 다. 한  

정 등8)은 버섯 tyrosinase의 활성을 억제하 고, 조 등9)은 복분자 

기와 잎에서 추출한 탄닌(tannin) 화합물이 버섯 tyrosinase의 

활성을 억제한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실험은 B16 세포를 이용하여 복분자 추출물이 멜

라닌 합성 조  기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tyrosinase 활

성, 멜라닌  멜라닌 합성 련 효소들의 발 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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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방법

1. 시료의 추출

    복분자는 신우약업사(서울)에서 구입하여 100 g에 메탄올 1

ℓ와 혼합하고 상온에서 6시간 진탕 한 후, 거즈로 여과하여 1차

으로 침 물을 걸러내었다. 원심분리를 통하여 2차 으로 침

물과 추출액을 분리한 후 감압농축기(rotary evaporator)로 상

온에서 완 히 농축하여 메탄올 추출물 2.88 g(수율 : 2.88 %)을 

얻어 시료로 사용하 다. 

2. 세포주  세포배양

    B16F10 mouse melanoma 세포를 10% fetal bovine 

serum(FBS, GIBCO) 와 1% antibiotic-antimycotic(GIBCO)를 첨

가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GIBCO)을 

사용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 다.

    복분자 메탄올 추출물의 시료는 dimethylsulfoxide(DMSO)

에 용해시켜 사용하 으며, 시료처리 1 시간 후에 α-MSH(10 

nM)와 forskolin(10 μM)을 각각 처리하 다. 

3. 세포독성

    B16 세포는 serum-free DMEM배지를 사용하여 CO2 

incubator(37℃, 5% CO2)에서 배양하 으며, 세포생존율 측정은 

Mosmann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 다10). 24 well plate 각 홀에 

B16F10세포 3×10⁴개를 분주하여 안정시키고 복분자 시료를 농

도별로 처리한 후 24시간 배양하 다. 0.05% MTT용액으로 37℃

에서 2시간 처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고 formazan 침 물은 

DMSO(1 ㎖)에 약 15분간 녹 다. 540 ㎚의 장에서 ELISA 

reder로 흡 도를 측정하여 세포생존율을 계산하 다.

4. 멜라닌 측정

    멜라닌 정량은 Hosoi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 다11). 

세포를 6 cm 배양용기에 1×105 cell/dish씩 분주하여 시료(50, 

100, 150 ㎍/㎖)와 α-MSH 는 forskolin을 처리하여 3일간 배양

하 다. PBS로 세척한 후에 1X trypsin EDTA 1 ㎖씩 가하여 세

포를 수거하 다. 각 군당 5×105개의 세포를 원심 분리하여 세포

침 물을 얻고, 0.1 M sodium phosphate buffer(pH 7.0)와 1X 

triton 로 구성된 lysis buffer를 100 ㎕씩 가하여 세포를 괴한 

후 원심 분리하여 침 물만 사용하 다. 세포침 물에 알코올을 

가하여 세척한 후 건조시켜 1% 의 DMSO가 첨가된 1N NaOH 

100 ㎕를 가하여 85℃에서 1시간동안 용해시켰다. 용해된 용액을 

40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합성멜라닌(Sigma 

chemical Co.)을 기 으로 하여 작성된 표 곡선에서 멜라닌을 

정량하 다. 멜라닌양의 측정은 1% DMSO가 첨가된 1N NaOH 

용액의 흡 도를 기 으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5. Tyrosinase 활성 측정

    세포내 tyrosinase 활성은 Matinez-Esparza 등의 방법으로 

측정하 다11). 세포를 6 well 배양용기에 7×104 cells/well로 분주

하고 시료(50, 100, 150 ㎍/㎖)와 α-MSH 는 forskolin을 처리하

여 3일간 배양하 다. 배양 후 PBS로 세척한 후 lysis buffer로 세

포를 용해하고 4℃, 1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를 하여 얻

은 상층액을 tyrosinase 활성측정 용액으로 사용하 다. Protein

량은 Bradford 시약(Bio-rad)을 이용하여 정량하 고, 동량의 단

백질과 0.1M sodium phosphate buffer를 총량 150 ㎕이 되도록 

분주한 후 0.1 M catechol 50 ㎕를 분주하여 혼합한 후 ELISA 

reader기로 37℃에서 405 nm의 장으로 1시간동안 10분 간격으

로 흡 도의 변화를 측정하 다. 활성률은 조군의 흡 도를 기

으로 한 백분율로 환산하여 결과로 나타내었다.

Tyrosinase 활성율 (%) =
조물질의 흡 도

 × 100
 시료가 첨가된 용액의 흡 도

6. Western blot 분석

    B16F10 세로를 10 cm 배양용기에 2×105 cell/dish를 부착시

키고 시료(50, 100, 150 ㎍/㎖)와 α-MSH 는 forskolin을 처리하

여 3일간 배양하 다. 배양된 세포를 수거하여 세포침 물에 세

포용해액(Nonidet P-40, Sodium dodecyl sulfate, 0.1 mol/ℓ 

Tris-HCl(pH 7.2), 100 mM/ℓ PMSF, 10 ㎍/㎖ aprotinin, 10 ㎍

/㎖ leupeptin)으로 용해시킨 후 13,000 rpm에서 30분 동안 원심

분리 하여 상등액만을 취하 다. 단백질은 Bradford 시약

(Bio-rad)으로  표 단백질 bovine serum albumin(BSA)을 사용

하여 계산하 다. 단백질 50 ㎍과 2X sample buffer(1 ㎖ of 

glycerol, 0.5 ㎖ of β-mercaptoethanol, 3 ㎖ of 10% SDS, 1.25 ㎖ 

of 1 M Tris-HCl, 1～2 ㎍ of bromophenol blue)를 동량으로 혼

합한 후 7.5% SDS polyacrylamide gel에서 100 V로 1시간 40분 

동안 기 동 하 다. 기 동 후에 gel을 nitrocellulose 

membrane에 60V에서 3시간 30분 동안 이시키고 5% non-fat 

skim milk로 4시간 동안 blocking 시킨 후, tyrosinase, actin, 

TRP-1, TRP-2의 antibody를 1:500으로 희석하여 각각 실온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TBST로 세척한 후 

tyrosinase는 anti-rabbit HRP로, actin, TRP-1  TRP-2는 goat 

polyclonal IGg로 2차 antibody를 1:10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을 마친 후 TBST로 3회 세척한 후 

western detection 용액으로 3～4분 반응시킨 후 ChemidocXRS 

image analysis 기기로 분석하 다.

7.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One way ANOVA test를 이용하여 p-value를 

구하여 유의성을 검증하 다.

결    과

1. 멜라닌 합성 억제효과

    B16 세포에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군과 α-MSH(10 nM)를 

첨가한 군, 그리고 α-MSH와 복분자 시료를 농도별로 첨가한 군

의 멜라닌 합성을 측정하 다. 멜라닌 합성 진 호르몬인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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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H를 처리한 경우, 407±10%로 조군의 약 4배 증가하 으

며, 복분자와 병용 처리한 경우 50, 100, 150 μg/ml 농도에서 각

각 286±18%, 212±14%, 132±38%로 크게 감소하 다(Fig. 1). 

    한 cAMP 진제인 forskolin(100 nM)을 처리한 경우,  

708±7.6%로 조군의 약 7배 증가하 으며, 복분자와 병용 처리

한 경우 50, 100, 150 μg/ml 농도에서 각각 505±16%, 417±68%, 

268±28%로 감소하 다(Fig. 2).

Fig. 1. Effect of RCM on melanin contents in α-MSH treated cells. 
Cells were seeded at 1×105 cells/dish. After 24 hours, cells were treated with 

several concentrations of RCM and α-MSH for 3 days. Then, melanin contents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 ± S.D. of 

three experiments performed in triplicate. # p<0.01: compared to control group, ** 

p<0.01: compared to the α-MSH treated group.

Fig. 2. Effect of RCM on melanin contents in forskolin treated cells. 
Cells were seeded at 1×105 cells/dish. After 24 hours, cells were treated with 

several concentrations of RCM and forskolin for 3 days. Then, melanin contents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 ± S.D. of 

three experiments performed in triplicate. # p<0.01: compared to control group, ** 

p<0.01: compared to the α-MSH treated group.

2. Tyrosinase 활성 측정 

    일련의 멜라닌 합성 효소들 가운데 tyrosinase는 속도조  

효소로서, 복분자가 tyrosinase 효소 활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

하 다. B16 세포에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군과 α-MSH(10 nM)

를 첨가한 군, 그리고 α-MSH와 복분자 시료를 농도별로 첨가한 

군의 효소 활성을 측정한 결과, α-MSH를 처리한 경우, 162±10%

로 조군의 약 1.6배 증가하 으며, 복분자와 병용 처리한 경우 

50, 100, 150 μg/ml 농도에서 각각 151±17%, 121±15%, 88±20%

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Fig. 3). 

    한 cAMP 진제인 forskolin(100 nM)을 처리한 경우,  

162±8%로 조군의 약 1.6배 증가하 으며, 복분자와 병용 처리

한 경우 50, 100, 150 μg/ml 농도에서 각각 150±5%, 138±10%, 

120±12%로 감소하 다(Fig. 4).

Fig. 3. Effect of RCM on tyrosinase activity in forskolin treated cells. 
The effect on tyrosinase activity was tested with various doses of RCM and 

forskolin in B16/F10 cells for 3 days. Data are expressed as percent (%) of control 

and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 ± S.D. of at least three experiments 

performed in triplicate. # p<0.01: compared to control group, * p<0.05 and ** 

p<0.01: compared to the α-MSH treated group. 

Fig. 4. Effect of RCM on tyrosinase activity in forskolin treated cells. 
The effect on tyrosinase activity was tested with various doses of RCM and 

forskolin in B16/F10 cells for 3 days. Data are expressed as percent (%) of control 

and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 ± S.D. of at least three experiments 

performed in triplicate. # p<0.01: compared to control group, * p<0.05: compared 

to the α-MSH treated group. 

3. 멜라닌 합성 련 효소의 단백질 발

    본 연구에서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멜라닌 합성에 여

하는 효소 tyrosinase, TRP-1과 TRP-2에 미치는 복분자의 효과를 

조사하 다. 본 실험 결과, α-MSH 처리군에서 tyrosinase 발 이 

약 2배 증가하 고 복분자 병용 처리군에서는 50, 100, 150 μ

g/ml 농도에서 각각 1.8 1.3, 1.1로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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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P-1는 약 1.3배 증가하 고 복분자 병용 처리군의 경우 50, 

100, 150 μg/ml 농도에서 각각 1.2 0.9, 0.8로 농도에 비례하여 감

소하 다(Fig. 5). 

    한 forskolin의 경우 tyrosinase 발 이 약 3배 증가하 고 

복분자 병용 처리군에서는 50, 100, 150 μg/ml 농도에서 각각 2.3 

1.6, 1.4로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 다. TRP-1는 약 1.8배 증가하

고 복분자 병용 처리군의 경우 50, 100, 150 μg/ml 농도에서 

각각 1.3 1.1, 1.0로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 다(Fig. 6). 

Fig. 5. Effect of RCM on melanogenic enzyme expression in α-MSH 

treated cells. Cells were incubated with RCM and α-MSH. After 3 days, whole 
cell lysates were then subjected to Western blot analysis using antibodies against 

tyrosinase, TRP-1 and TRP-2 as described in Materials & Methods. Lane 1: 

untreated group, Lane 2: α-MSH 10 nM, Lane 3: α-MSH and RCM 50 μg/ml, Lane 

4: α-MSH and RCM 100 μg/ml, Lane 5: α-MSH and RCM 150 μg/ml.

Fig. 6. Effect of RCM on melanogenic enzyme expression in 

forskolin treated cells. Cells were incubated with RCM and forskolin. After 3 
days, whole cell lysates were then subjected to Western blot analysis using 

antibodies against tyrosinase, TRP-1 and TRP-2 as described in Materials & 

Methods. Lane 1: untreated group, Lane 2: forskolin 100 nM, Lane 3: forskolin and 

RCM 50 μg/ml, Lane 4: forskolin and RCM 100 μg/ml, Lane 5: forskolin and RCM 

150 μg/ml.

고    찰

    멜라닌과 련된 복분자의 연구를 살펴보면 정 등
8)
이 버섯 

tyrosinase의 활성을 63% 억제하 고, 조 등
9)
은 복분자의 기와 

잎에서 추출한 탄닌(tannin) 화합물이 버섯 tyrosinase의 활성을 

억제한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본 실험은 B16 세포를 이용하여 

복분자 추출물이 멜라닌 합성 조  기 에 미치는 향을 조사

하 다. 먼  복분자 추출물이 B16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는 농도

를 조사하기 하여 MTT 방법으로 세포생존률을 측정한 결과 

복분자 추출물은 50, 100, 150 μg/ml 농도에서 세포생존률이 감

소되지 않았다(결과 생략).

    MSH는 뇌하수체, 뇌의 일부, 여러 말 조직에서 일어나는 

pleiotropic molecule로써 표피세포의 성장과 증식, 국소조직의 

면역 조 , 멜라닌 색소 생성 등 다양한 생리  기능에 여하며, 

세포막 수용체(melanocortin receptor 1, MC1R)와 결합하여 Gs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이차 으로 adenylate cyclase 활성에 의

해 cAMP가 증가되어 연속 으로 PKA, tyrosinase 활성 등을 통

하여 멜라닌 생성을 진시킨다13-15).

    α-MSH에 의한 멜라닌 합성에 한 연구는 Lerner(1993)가 

인체에 매일 MSH를 주입한 결과 피부의 tanning 상을 찰하

고
16), Ranson 등(1988)17)은 배양 멜라닌세포에서 cAMP와 

tyrosinase 활성을 증가시켰으며, Hunt 등
5)은 MSH에 의해 

tyrosinase 활성, 멜라닌, tyrosinase mRNA와 TRP-1 mRNA 증

가  세포돌기의 발달 등 형태 으로도 멜라닌화가 진되었다

고 하 다. 한 임 등18)은 색소성 질환인 기미(melasma) 부 에

서 α-MSH의 발 이 증가되었다고 보고 하 다.

    본 실험 결과에서도 α-MSH를 처리한 경우 tyrosinase 활성

과 멜라닌 생성이 증가 하 으며, 복분자 추출물은 이를 효과 으

로 억제하여 조군과 유사한 수 까지 감소되었다(Fig. 1 & 3). 

    Foskolin은 α-MSH와 더불어 멜라닌 합성을 진시키는 물

질로서, 세포막 수용체와 결합한 후 cAMP를 증가하여 멜라닌을 

합성시키는 α-MSH와는 달리, cAMP의 증가를 일으켜 멜라닌 합

성을 유도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19)
. 본 실험에서 복분자 추출

물이 cAMP 경로에 향을 미치는지 조사하기 하여 forskolin

을 처리한 경우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생성이 증가 하 으며, 

복분자 추출물은 이를 효과 으로 억제하여 조군과 유사한 수

까지 감소되었다(Fig. 2 & 4).

    α-MSH는 tyrosinase의 활성을 자극시킬 뿐만 아니라20), 멜

라닌 합성에 여하는 효소인 tyrosinase-related 

protein-1(TRP-1), 2(TRP-2)에 작용하여 eumelanin을 합성하도록 

유도한다21)
. TRP-1은 DHICA를 indole-5,6 caboxylic acid로 환

시키는 효소로서 DHICA oxidase 라고도 하며, tyrosinase를 변

성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화시킴으로써 tyrosinase의 활성에 기

여하는 효소로 간 으로 멜라닌 생성을 조 한다22,23). 한편 

TRP-1과 TRP-2는 백반증 환자에서 autoantigen으로 작용하며, 

이것이 결여될 경우 탈색소 상이 나타난다24). 따라서 TRP-1과 

TRP-2는 tyrosinase와 마찬가지로 멜라닌 합성에서 요한 역할

을 하며, 그 에서도 eumelanin의 합성에 깊이 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Western blot 분석을 통해 tyrosinase, TRP-1, 

TRP-2 단백질의 발  변화를 조사한 결과, 복분자 추출물은 α

-MSH와 forskolin에 의해 증가된 tyrosinase와 TRP-1의 발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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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의존 으로 감소시켰고, TRP-2는 향을 주지 않았다. 반

으로 forskolin 처리군이 α-MSH 처리군보다 B16 세포의 

tyrosinase와 TRP-1의 발 을 더욱 많이 진하 다. 한 

tyrosinase 발 이 TRP-1이나 TRP-2 보다 크게 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tyrosinase 와 TRP-1의 감소로 결과 으로 멜라닌 합성이 

억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복분자 추출물은 α-MSH와 cAMP 

경로를 통하여 tyrosinase와 TRP-1 발 을 감소시킴으로서 멜라

닌 합성을 억제하 다.

결    론

    복분자 추출물이 멜라닌 합성 조  기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B16 세포를 이용하여 α-MSH-cAMP 경로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복분자 추출물은 α-MSH와 forskolin에 의하여 증가된 

tyrosinase 활성을 조군과 유사한 수 으로 억제하 다. 복분자 

추출물은 α-MSH와 forskolin에 의하여 증가된 멜라닌 생성을 

조군과 유사한 수 으로 억제하 다. 복분자 추출물은 α-MSH와 

forskolin에 의하여 증가된 tyrosinase와 TRP-1의 단백질 발 을 

하게 감소시켰고, TRP-2 단백질 발 에 향을 주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복분자 추출물은 α-MSH와 cAMP 경로를 통하

여 tyrosinase와 TRP-1 발 을 감소시킴으로서 멜라닌 합성을 억

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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