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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정자 헥산추출물의 멜라닌합성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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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Fructus Ligustri Lucidi (FLL) on the process of

melanogenesis. Cell viability of B16F10 cells was measured by MTT assay and melanin content was assessed using

the method of Hosoi with some modifications. Methanol extract of Fructus Ligustri Lucidi (MFLL) significantly inhibited

melanin synthesi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and it reduced the activity of tyrosinase, the rate-limiting

melanogenic enzyme. Additionally, α-melanocyte stimulation hormone (α-MSH)-induced hyperpigmentation was

down-regulated by MFLL. MFLL was fractionated by organic solvent. In the present study, Hexane extract of Fructus

Ligustri Lucidi (HFLL) inhibited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in production of B16F10 cells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α-MSH. Ethyl acetate, butanol and water layers did not affect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in production. Meanwhile

ethyl acetate, butanol and water layers showed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These results suggest that

extract of FLL could be used as functional biomaterial in developing a skin whitening agent having the antioxida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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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태양에 노출된 멜라닌세포는 멜라닌 합성이 촉진되며, 합성

된 멜라닌은 자외선을 차단하여 피부를 보호하는 이로운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과도한 멜라닌의 생성이나 분포 이상은 기미, 주

근깨 및 피부반점을 형성하고 피부노화 및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사람의 생체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공

급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발생하

는 활성산소는 세포의 구성성분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한다고 알

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노화나 암, 심혈관계 및 신경계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5)

.

멜라닌은 멜라닌 싹세포(melanoblasts)가 분화된 이후 멜라

닌세포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생성된다6). 멜라닌 생

성은 tyrosine hydroxylase 활성과

3,4-dihydroxyphenylalanine(DOPA) oxidase 활성을 갖고 있는

tyrosinase에 의해 아미노산의 일종인 tyrosine이 dopaquinone으

로 전환되는 두 가지 다른 반응에 의해 시작된다7,8).

Dopaquinone은 티올 그룹(thiol group) 존재 하에서

dopachrome으로 전환되며, tyrosinase related protein(TRP)-2는

dopachrome을 5,6-dihydroxyindole-2-carboxylic acid로 변환시

킨다. 또한 TRP-1은 5,6-dihydroxyindole-2-carboxylic acid를

indole-5,6-quinone-2- carboxylic acid로 전환시킨다9,10). 멜라닌

합성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멜라닌 합성초기에 작용하는

tyrosinase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11-13), 최근에는 독성과 자극이 없고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천연물을 이용한 멜라닌 합성 조절 물질의 개발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여정자(Fructus Ligustri Lucidi)는 물푸레

나무과(Oleaceae)에 속하는 광나무(Ligustrum japonjcum) 및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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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나무(Ligustrum lucidum)의 익은 열매를 말린 것으로 주요성

분으로는 올레아놀산, 아세트올레아놀산, 울손, 만니톨, 포도당,

d-mannite, oleic acid, linoleic acid 등이 있다. 맛은 쓰고 달며

성질은 평(平)하고 간(肝), 신(腎) 이경(二經)에 작용한다. 또한

자음(滋陰), 보간익신(補肝益腎), 청열명목(淸熱明目) 등의 효능

이 있어 골증로열(骨蒸勞熱), 요슬산연(腰膝酸軟), 수발조백(鬚

髮早白), 두운(頭暈), 이명(耳鳴), 목혼(目昏)등의 병증을 치료한

다 하였다14).

본 실험에서 여정자 메탄올추출물은 tyrosinase 활성과 멜라

닌 합성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효과가 어떤 물질에 의해 나타나

는 것인지 알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용매별 분획을 실시하여

tyrosinase 활성 및 멜라닌 합성 조절과 과색소침착시 미치는 영

향 조사한 결과 여정자 헥산추출물이 B16F10 세포의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였다. 또한 에틸아세테이트, 부탄

올, 물 분획물은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 추출

건조된 여정자 1,000 g에 100% 메탄올 10 ℓ를 가하여 7일

동안 실온에서 추출한 것을 거즈로 여과하고 감압 농축 하여

162.21 g(수율 16.22%)의 시료를 얻었다. 추출물 중 160 g을 물

700 ㎖에 녹인 다음 헥산(hexane) 층을 분리하는 과정을 3회 반

복하였다. 얻어진 헥산 층을 합하여 감압 농축하여 헥산 추출물

8.18 g을 얻었다. 남은 수용액에 에틸아세테이트(ethyl acetate)

및 부탄올(n-butanol)을 넣고 동일한 방법으로 추출하였으며 감

암 농축 후 동결건조 하였다. 각각 추출물은 에틸아세테이트

52.76 g, 부탄올 28.01 g을 얻었다. 물 분획물은 43.41 g을 얻었다.

용매별 분획 과정은 scheme 1에 나타내었다.

Scheme 1. Scheme of the organic solvent fractionation of Fructus
Ligustri Lucidi.

2. 세포 생존율 측정

세포생존율 측정은 Mosmann의 방법15)에 의하여 실시하였

다. 24-well 배양 용기에 B16F10 세포를 5×103 개씩 분주하고 24

시간 배양 후 여정자 추출물을 여러 농도로 처리한 다음 37℃,

5% CO2 하에서 3일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0.05 ㎎/㎖ MTT 용

액을 넣어 3시간 배양한 다음 상층액을 제거하고, 형성된

formazan을 DMSO(1 ㎖)로 녹여서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3. Tyrosinase 활성 측정

세포내 tyrosinase 활성은 Martinez-Esparza 등의 방법
16)
으

로 측정하였다. 6-well 배양용기에 B16F10 세포를 8×104 개씩 분

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여정자 추출물을 처리하고 1시간 후 α

-MSH(10 nM)를 처리하였다. 3일간 배양 후 PBS로 2회 세척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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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MSF

를 혼합한 lysis buffer를 200 ㎕씩 분주하고 세포를 수거하여 얼

음에서 30분간 용해시킨 다음 4℃, 15,000 rpm에서 30분간 원심

분리 하여 얻은 상층액을 tyrosinase 활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단

백질 정량은 Bradford 시약으로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동량의 단백질 양을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단백질과 0.1 M

SPB(pH 6.8)의 총량이 150 ㎕가 되도록 분주 하고 0.1%(W/V)

L-DOPA를 50 ㎕씩 분주하여 37℃에서 1시간 반응시켰으며, 30

분 간격으로 405 nm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4. 멜라닌 합성양의 측정

멜라닌 정량은 Hosei 등의 방법17)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직경 6 ㎝ 배양용기에 1.5×105 개씩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여정자 추출물을 처리하고 1시간 후 α-MSH(10 nM)를 처리한 다

음 3일간 배양 하였으며, 각 군당 2×106 개씩 수거하여 lysis

buffer(5 mM EDTA, 0.1 M SPB(pH 6.8), 0.1% triton X-100)로 세

포를 용해하였다. 원심분리 하여 얻은 세포 침전물은 알코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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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용해하여 405 nm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DPPH 라디칼 소거능

활성산소 소거능은 Blosis 방법18)에 의한 DPPH 라디칼 소거

법으로 측정하였다. 즉, 여정자 추출물을 메탄올에 녹여 준비하

고, 메탄올에 녹인 0.3 mM DPPH 용액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30

분간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6.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p-value를 구하였으

며, p<0.05인 경우 *로 표기하였고 p<0.01인 경우 **(##)로 표기

하여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결 과

1. 여정자 메탄올추출물의 미백효능

1) 세포증식에 미치는 영향



김대성․한규수․전병국․우원홍․문연자

- 676 -

B16F10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여정

자 메탄올추출물(Methanol extract of Fructus Ligustri Lucidi;

MFLL)을 12.5～200 ㎍/㎖의 농도로 처리하고, 3일간 배양하여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대조군을 100 ± 5.7%로 했을 때 12.5,

25, 50, 100, 200 ㎍/㎖에서 각각의 생존율은 95 ± 0.6%, 105 ±

8.6%, 102 ± 9.7%, 82 ± 0.8%, 57 ± 2.0%로 측정되었다(Fig. 1). 여

정자 메탄올추출물 100 ㎍/㎖까지는 세포독성이 크지 않았지만

200 ㎍/㎖에서는 세포독성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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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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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methanol extract of Fructus Ligustri Lucidi (MFLL)

on the cell viability in B16F10. Cells were plated at 5×103 cells/well and
incubated in media containing from 12.5 to 200 ㎍/㎖ of MF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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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rosinase 활성 억제 효과

멜라닌합성은 tyrosine을 DOPA로 전환 시키는 tyrosine

hydroxylase와 DOPA를 DOPAquinone으로 전환시키는 DOPA

oxidase로서 처음 두 단계의 반응을 촉매 하는 tyrosinase의 작용

에 의해 시작된다. 기본적인 조건에서 배양된 B16F10 세포에 여

정자 메탄올추출물을 50, 100 ㎍/㎖로 처리하고 3일간 배양한 후

tyrosinase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 100 ± 3.9%와 비교하여

여정자 메탄올추출물 처리군은 각각 50 ㎍/㎖에서 84.6 ± 1.6%,

그리고 100 ㎍/㎖에서 62.6 ± 13.5%로 tyrosinase 활성이 현저하

게 감소하였다(Fig. 2A). 또한 세포내 cAMP 경로를 활성화 시켜

tyrosinase 활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α-MSH를 처리하고

여정자 메탄올추출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다. 실

험 결과 α-MSH와 여정자 메탄올추출물 50 ㎍/㎖을 병용 처리한

군에서는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100 ㎍/㎖을 병용 처리한

군에서는 α-MSH 단독 처리군(318.1 ± 47.1%)보다 tyrosinase 활

성이 현저하게 감소한 194.1 ± 13.7%로 나타났다(Fig. 2A).

3) 멜라닌생성에 미치는 영향

여정자 메탄올추출물 50, 100 ㎍/㎖씩 처리하여 3일 동안 배

양하고, 각 군당 2×106 개의 세포를 수집한 다음 멜라닌 합성양

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대조군의 100 ± 11.7%와 비교하여 여

정자 메탄올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50 ㎍/㎖에서 86.9 ± 6.5%, 그

리고 100 ㎍/㎖에서는 66.0 ± 4.9%로 멜라닌 양이 감소하였다.

또한 여정자 메탄올추출물 50, 100 ㎍/㎖과 α-MSH을 병용 처리

하여 멜라닌 양을 측정한 결과 α-MSH 단일처리군은 348.0 ±

18.2%로 대조군에 비해 약 3.5배 증가하였고, α-MSH와 여정자

메탄올추출물 50, 100 ㎍/㎖를 병용처리한 군은 각각 281.7 ±

11.4%, 141.2 ± 13.7%로 현저하게 감소하였다(Fig.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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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FLL inhibits basal and cAMP-induced tyrosinase activity (A)

and Melanin synthesis (B) of B16F10 cells. B16F10 cells were incubated
for 72 h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MFLL plus 10 nM α-MSH or left untreated.

Each determination was made in triplicate; the data represent means ± S.D.

*P<0.05, **P<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and ##P<0.01 compared with only α

-MSH.

2. 여정자 분획물의 미백효능

앞선 실험을 통해 여정자 메탄올추출물이 뛰어난 미백효능

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백 효능을 유도하는 물질

을 분리하기 위한 일환으로 용매별 분획을 실시하여 효능을 측

정하였다.

1) 여정자 분획물이 세포증식에 미치는 영향

각각의 여정자 분획물이 B16F10 세포증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정자 헥산추출물(Hexane extract

of Fructus Ligustri Lucidi; HFLL), 부탄올추출물(Butanol extract

of Fructus Ligustri Lucidi; BFLL), 물추출물(water extract of

Fructus Ligustri Lucidi; WFLL)은 12.5에서 50 ㎍/㎖까지, 에틸아

세테이트추출물(Ethyl acetate extract of Fructus Ligustri Lucidi;

EFLL)은 10에서 50 ㎍/㎖까지 처리하고 3일간 배양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MTT를 처리하여 570 nm로 흡광도를 측정하고 대조군

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Fig. 3A, C, D). 여정자 헥산추

출물, 부탄올추출물과 물추출물은 B16F10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은 10 ㎍/㎖에서 93.1

± 6.9%, 12.5 ㎍/㎖에서 87.0 ± 4.2, 25 ㎍/㎖에서 41.0 ± 11.5%,

50 ㎍/㎖에서 17.7 ± 3.6%로 농도의존적인 세포독성을 보였다

(Fig. 3B).

2) 여정자 분획물이 tyrosin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

여정자 분획물들이 tyrosinase 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조사하기 위하여, 각각의 분획물들을 농도별로 처리하고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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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배양한 세포를 용해시켜 tyrosin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실

험 결과 여정자 헥산추출물은 대조군 100 ± 4.2%에 비해 25 ㎍/

㎖에서 73.8 ± 3.7%, 50 ㎍/㎖에서 48.1 ± 2.6%로 tyrosinase 활성

을 현저하게 억제시켰다. 반면 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 부탄올추

출물, 물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tyrosinase 활성의 변화는 없었다.

cAMP 경로를 자극하는 α-MSH를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 대

조군 보다 108.5%증가한 208.5 ± 3.3%로 tyrosinase 활성이 증가

하였다. 그러나 여정자 헥산추출물을 함께 처리하였을 때 25 ㎍/

㎖에서 186.3 ± 1.7%, 50 ㎍/㎖에서 124.1 ± 5.7%로 유의성 있는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을 처리한

경우 tyrosinase 활성이 α-MSH 단독 처리군의 352.9 ± 14.4%에

비해 10 ㎍/㎖에서 24.9% 감소한 328 ± 13.7%, 12.5 ㎍/㎖에서

39.5% 감소한 313.4 ± 6.2%로 측정되었으나 억제효과가 크지 않

았다. 부탄올추출물, 물추출물은 tyrosinase 활성을 억제시키지

못하였다(Fig. 4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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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Hexane fraction of Fructus Ligustri Lucidi (HFLL)

(A), EtOAc fraction of Fructus Ligustri Lucidi (EFLL) (B), BuOH

fraction of Fructus Ligustri Lucidi (BFLL) (C), and Water fraction of

Fructus Ligustri Lucidi (WFLL) (D) on the cell viability. Cells were plated
at 5×103 cells/well and incubated in media containing from all f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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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and **P<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3) 여정자 분획물이 멜라닌 생성에 미치는 영향

멜라닌 합성 초기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yrosinase

활성은 여정자 헥산추출물에 의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 따라

서 tyrosinase에 의해 촉매 되는 반응의 최종 산물인 멜라닌의 양

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B16F10 세포에 여정자 헥산추출물과 에

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물 추출물을 각각 농도별로 처리하고 3일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로부터 멜라닌 함량을 측정한 결과

여정자 헥산추출물은 대조군 100 ± 3.8% 보다 25 ㎍/㎖에서 82.4

± 9.0%, 50 ㎍/㎖에서 68.3 ± 1.6%로 멜라닌 합성 양을 감소시켰

다(Fig. 5A). 또한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추출물 처리군은 멜라

닌 합성이 감소되었으나 유의성이 없었다. 반면에 물추출물 처리

군은 멜라닌 합성을 증가시켰으나 유의성은 없었다(Fig. 5B-D).

α-MSH 10 nM 과 여정자 헥산, 부탄올, 물 추출물 25, 50 ㎍

/㎖ 그리고 여정자 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 10, 12.5 ㎍/㎖을 병용

처리하고 3일 동안 배양한 후 2×106 개의 세포를 수거하여 세포

내 멜라닌 함량을 측정하였다. α-MSH 단독 처리군은 대조군에

비해 231.8 ± 16.5%로 멜라닌 합성 양이 증가한 반면 여정자 헥

산추출물을 함께 처리한 경우 25 ㎍/㎖에서 203.7 ± 5.0%, 50 ㎍

/㎖에서 121.7 ± 6.3%로 현저하게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Fig.

5A). 다른 분획물인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추출물은 α-MSH로

증가된 멜라닌 합성을 감소시키지 못하였으며, 물추출물은 50 ㎍

/㎖에서 α-MSH 단독 처리군 보다 약간 증가시켰지만 유의성은

없었다(Fig. 5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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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HFLL (A), EFLL (B), BFLL (C), and WFLL (D) on

the tyrosinase activity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α-MSH. The
effect on tyrosinase activity was tested with several concentrations of all fractions

plus α-MSH or left un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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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P<0.05, ##P<0.01 compared with only α

-MSH.

3. 여정자 분획물의 DPPH 라디칼 소거능

체내의 산화 반응은 활성 산소에 의한 것이며 자유 라디칼

의 자동 산화 반응에 의해 진행되고, 수소를 받음으로써 반응이

종결된다. 그러므로 항산화제는 자동 산화반응에서 수소를 주는

능력 즉 환원력이 큰 물질이다. DPPH는 항산화 물질의 환원력

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다. 따라서 여정자 분획물

의 항산화 효과는 DPPH 라디칼 소거능을 사용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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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여정자 헥산추출물은 DPPH 라디칼 소거능이 나타나

지 않았다. 반면에 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은 200 ㎍/㎖에서 53.2

± 6.8%, 부탄올추출물은 100 ㎍/㎖에서 56.3 ± 6.3%, 물추출물은

400 ㎍/㎖에서 62.8 ± 2.3%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보였다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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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HFLL (A), EFLL (B), BFLL (C), and WFLL (D) on

the Melanin synthesis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α-MSH. The
effect on Melanin content was tested with several concentrations of all fractions

plus α-MSH or left untreated for 3 days. Results are expressed as percent of

control.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s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P<0.01, **P<0.01 compared with the control and #P<0.05, ##P<0.01 compared

with only α-M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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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solvent fractions of FLL.
The values are expressed as optical density and each column represents the mean

± S.D. of at least three experiments performed in triplicate. *P<0.05 and **P<0.01

compared with control. HFLL: Hexane fraction, EFLL: EtOAC fraction, BFLL: BuOH

fraction, WFLL: H2O fraction.

고 찰

멜라닌의 과잉 생산은 기미, 주근깨 등을 형성하고, 피부노

화를 촉진하며 피부암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러한 부정적인 작용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tyrosinase 활성 억제에 효과가 있는 미백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기존의 몇 가지 멜라닌 합성 억제제

가 활성 및 안전성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환경 친화적이고 피부 안정성이 우수한 한방화장품의 개발이 활

발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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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19-22). 그 외에도 더덕23),

천화분
24)

, 백출
25)

, 사삼
26)

, 인진쑥
27)

, 교맥
28)

등의 식물추출물이 멜

라닌 합성 억제효능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여정자의 주요성분은 올레아놀산, 아세트

올레아놀산, 울손, 만니톨, 포도당, d-mannite, oleic acid, linoleic

acid 등이 있다. 올레아놀산 성분은 간 보호 작용, 강심 이뇨작용

을 일정하게 나타내고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를 한 후에 적

어진 백혈구수를 늘이는 작용을 나타낸다. 여정자에 대한 연구로

는 여정자 물추출물이 대식세포에서 TNF-α의 분비를 유도하여

NO의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29). 또한 여정자는 DPPH 라

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항산화 활성에서 비타민 C, E와 합성항산

화제인 butylated hydroxytoluene(BHT)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

났다고 하였으며, 혈관운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 결과

혈관이완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
30)

. 여정자 에탄올추출물은

mesenchymal stem cell의 osteogenic differentiation을 강화시켜

골형성을 자극한다고 하였다31).

본 연구에서는 여정자 메탄올추출물이 tyrosinase 활성과 멜

라닌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여정자 메탄올추출물은

B16F10 세포에서 tyrosinase 활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였으

며, 멜라닌 합성 양 또한 현저하게 억제시켰다. 게다가 α-MSH로

유도된 과색소침착시 증가된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생성 또

한 유의성 있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백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알아보기 위한 일환으로 용매별 분획을 실시하

였다.

각각의 분획물들이 B16F10 세포 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 조사한 결과 헥산추출물과 부탄올, 물 추출물은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은 농도의존적

인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각각의 분획물들이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여정자 헥산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내 tyrosinase 활성을 억제하였으

며, 멜라닌 생성 또한 현저하게 감소시켰다. 그러나 에틸아세테

이트, 부탄올, 물 추출물은 tyrosinase 활성이나 멜라닌 생성에

일부 영향을 주었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과색소침착시 여정자 분

획물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α-MSH로 자극하여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생성을 조사한 결과 여정자 헥산추출물은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생성을 강력하게 억제하였다. 반면 다

른 분획물인 에틸아세테이트, 부탄올, 물 추출물에서는 유의성

있는 억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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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인간의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화 및 각종 퇴행

성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 등의 질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

며, 그 원인이 활성 산소에 기인된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32)

. 생체

내에서 에너지 생산을 위한 대사 과정 중 발생하는 활성 산소는

불안정하고 반응성이 매우 강하여 세포의 구성 성분인 지질, 단

백질, 당 및 DNA 등을 손상시킨다. 특히 피부는 자외선에 의한

광학적 반응을 통해 활성 산소종을 생성하는데, 이러한 활성 산

소종은 피부의 항산화 방어체계의 균형을 붕괴시켜 피부 세포

및 조직의 손상, 피부 탄력 감소와 주름살 및 기미 주근깨 등의

피부 노화, 세포 사멸 등을 초래한다. 이러한 활성 산소종에 대한

방어체계를 향상 시켜준다면 노화를 지연시키고 각종 질병을 예

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항산화 물질의 환원력을

측정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DPPH를 사용하여 여정자 분획물

을 대상으로 환원력을 평가 하였다. 헥산추출물은 환원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물추출물은 농도 증가에 따른 환원력 증가가

크지 않았지만, 다른 분획물은 농도 증가에 따른 환원력이 비례

적으로 증가하였다. 환원력은 부탄올추출물에서 가장 강력하였

으며, 그 다음이 에틸아세테이트추출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여정자 메탄올추출물의 부탄올 및 에틸아세테이트 분획에 항

산화 물질을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의 결과 여정자 메탄올추출물은 멜라닌 합성 억제효과

가 있었으며, 이러한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이 헥산 분획 층에 존

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부탄올, 에틸아세테이트, 물 추출

물은 우수한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여정자

추출물은 미백효과와 함께 항산화효과를 나타내는 천연물질로서

기능성 화장품개발의 우수한 후보 물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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