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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척초추출물의 Alpha-MSH 유도성 멜라닌합성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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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elina communis Ledeb is a widely used medication for the treatment of antidiabetic, antioxidant and 
hypoglycemic agent in Korea. Alpha-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 is a major factor to stimulate 
melanin synthesis in the skin. The purposes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hibitory effects of extract 
from Commelina communis Ledeb (ECC) on α-MSH-stimulated melanogenesis in B16F10 cells. ECC suppressed 
melanin synthesis and intracellular tyrosinase activity in B16F10 cells or α-MSH-induced B16F10 cells in a dose 
dependent manner. In study on the melanogenic protein expressions, it had especially influence on expressions 
of tyrosinase and tyrosinase-related protein (TRP-1). Tyrosinase and TRP-1 expressions were gradually 
decreased in a dose-dependent. Additionally, the extract also decreased the α-MSH-induced over-expression of 
tyrosinase and TRP-1. This results show that the anti-melanogenic activity of ECC is correlated with the 
suppression of tyrosinase and TRP-1 protein expressions in B16F10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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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압척초(鴨跖草, Commelina communis Ledeb)는 닭의장풀
과의 한해살이풀로 식물 전체를 건조한 것을 말하며, 식품에 제
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성 원료 중 하나로 전초 사용이 
가능하다. 압척초는 달개비, 계설초, 벽죽자(碧竹子), 죽엽채(竹
葉菜) 등으로 불리기도 하며, 예로부터 해열, 간염, 황달에 쓰이
고 특히 감기 예방과 당뇨병 등에도 이용되어 왔다1,2). 주요 유
효성분으로는 delphin, commelinin, harman, norharman 등
이 있다. 멜라닌은 피부, 눈, 머리카락 등의 색을 결정하며 자외
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
거하여 세포의 손상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멜라닌은 표피의 기
저층에 존재하는 멜라닌 세포에서 효소 및 비효소적 산화반응을 
거쳐 생성되는데 UV와 같은 외적인 요인이나 스트레스, 
cytokine, growth factor 및 호르몬 등의 내적 요인에 의해 조
절된다3,4). 일광 노출 후 피부의 색소 침착은 자외선에 의한 
cytokine의 분비와 함께 alpha-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의 영향이 중요하며5), α-MSH는 세포막 수
용체와 결합하여 adenyl cyclase, protein kinase A (PKA)를 
통해 tyrosinase의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멜라닌세포의 증식과 
색소증가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멜라닌은 tyrosine
이 3,4-dihydroxyphenyl alanine(DOPA), DOPAquinone, 
DOPAchrome을 거쳐 멜라닌으로 합성되는데 DOPAquinone이 
cysteine이나 glutathione과 같은 SH기를 갖는 저분자화합물을 
만나게 되면 cysteinylDOPA가 형성되고 최종적으로 백인의 피
부에 많은 pheomelanin이 된다. 그러나 DOPAchrome이 자발
적으로 decarboxylation되어 dihydroxyindole(DHI)가 되면 빠
르게 산화되어 indole-5,6-quinone이 된다8,9). 특정한 금속이온
과 효소가 있는 경우 carboxylated intermediate인 
dihydroxyindole carboxylic acid(DHICA)로, DHICA-oxidase
에 의해 indole-5, 6-quinone-2-carboxylic acid로 전환되며 
이후 황인종이나 흑인의 피부에 많은 eumelanin이 된다10,11). 
멜라닌 색소가 형성되는 산화반응 단계에 관여하는 효소로는 
tyrosinase, tyrosinase related protein 1(TRP 1)과 



M. K. Kang et al 507

tyrosinase related protein 2(TRP 2)등이 있는데12), 이 중 
tyrosinase는 melanogenesis의 속도결정단계인 초기반응에 작
용하고, TRP-1은 DHICA oxidase, TRP-2는 DOPA chrome 
tautomerase로 불린다13-15). 현재까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알부틴이나 감초추출물과 tyrosinase 활동 억제 및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성분으로 비타민C 등의 성분
들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하이드로
퀴논(hydroquinone)처럼 표백효과가 탁월하지만 피부병이나 백
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미백 원료도 있다16,17). 따
라서 세포독성과 자극이 적은 천연물을 이용한 멜라닌 합성 조
절물질의 개발이 필요하며, 압척초 추출물은 당뇨와 혈당강하
18,19)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피부 생리활성에 대한 
압척초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α-MSH에 의한 자극 유무에 따라 압척초 추출물이 멜라닌의 생
성과 멜라닌관련 효소들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보다 
안정적인 천연 화장품 미백원료로서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지 조
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압척초(Commelina communis Ledeb)
는 (주)휴먼허브에서 구입한 것으로 충북 옥천에서 재배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압척초 건조중량 300g에 에탄올 3L를 가하여 72
시간 동안 실온에서 추출한 후, 거즈로 여과하여 37℃에서 감압
농축하고 동결 건조시켜 7.21g(yield 2.4%)의 시료를 얻었다. 
Tyrosinase 활성 및 멜라닌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
하여 DMSO(demethyl sulfoxide)에 녹여 사용하였다. 추출물은 
ECC(ethanol extracted of Commelina communis)라 나타내
었다.

2. 세포 배양
    B16F10 mouse melanoma 세포는 5% FBS(fetal bovine 
serum,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 및 1% 
antibiotics(penicillin-streptomycin, Gibco BRL)를 첨가한 
DMEM(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Gibco BRL) 
배지를 이용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배양한 
B16F10 세포를 trypsin-EDTA(Gibco BRL)를 이용하여 적정한 
수의 세포를 부유시킨 뒤 각 실험에 사용하였다.

3. MTT assay
    세포 생존율 측정은 Mosmann20)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였다. 
24 well plate에 1×104 개씩 분주하고 24시간 배양 후 시료를 
6.25, 12.5, 25, 50 100 μg/mL농도로 처리한 다음 37℃, 5% 
CO2 하에서 48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0.05%(W/V) MTT 용
액을 100 μL를 넣어 암실에서 3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MTT와 
반응하여 보라색 formazen 침전물이 형성되면 상층액을 버리고 
DMSO를 1mL씩 넣어 용해시킨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7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Tyrosinase 활성 측정
    세포내 tyrosinase 활성은 Martinez-Esparza21)의 방법으
로 측정하였다. 6 well plate에 B16F10 세포를 1×105 개씩 분
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시료를 12.5, 25 μg/mL로 처리하고 
1시간 후 α-MSH(100 nM)를 처리하였다. 48시간 배양 후 
PBS(phosphate buffered saline)로 2회 세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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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μL씩 분주하고 세포를 수
거하여 얼음에서 30분간 용해시킨 다음 4℃, 15,000 rpm에서 
30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tyrosinase 활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단백질 정량은 Bradford 시약으로 595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여 동량의 단백질 양을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단
백질과 0.1 M SPB(pH 6.8)의 총량이 150 μL가 되도록 분주하
고 0.1%(W/V) L-DOPA를 50 μL씩 분주하여 37℃에서 1시간 
반응시켰으며, 30분 간격으로 475 nm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
정하였다. 

5. 세포 내 멜라닌 함량 측정
    멜라닌의 정량은 Hosoi 등22)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
다. 직경 6 ㎝ plate에 1×105 개씩 분주하여 24시간 부착 시킨 
후, 시료(12.5, 25 μg/mL)를 처리하였다. 1시간 후 α-MSH(100 
nM)를 처리하고 48시간 배양하였으며, 각 군당 2×106 개씩 수
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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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용해하여 405 nm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6. Western blot 분석
    B16F10 세포를 10 cm plate에 1×105 개씩 세포를 부착시
키고 12.5, 25 μg/mL씩 시료를 처리하고, 1시간 후 α
-MSH(100 nM)를 처리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된 세
포를 모두 수거하여 lysis buffer(1× RIPA buffer 1 mL, 1 
mM PMSF, 1 μg/mL aprotinin, 1 μg/mL leupeptin)로 30분
간 용해시킨 후, 13,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
을 취하였다. 단백질은 Bradford 시약을 이용하여 정량하였고, 
50 μg 단백질과 2× sample buffer(1 mL glycerol, 0.5 mL β
-mercaptoethanol, 3 mL 10% SDS, 1.25 mL 1 M 
Tris-HCl, 1~2 μg bromophenol blue)를 동량으로 혼합한 후 
7.5% SDS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 하였다. 
Nitrocellulose membrane로 전이시키고 5% non-fat skim 
milk로 blocking 시킨 후, tyrosinase, actin, TRP-1, TRP-2
의 antibody를 1:500으로 희석하여 각각 실온에서 1시간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TBST로 3회 세척한 후, tyrosinase, actin, 
TRP-1 및 TRP-2는 anti-Goat polyclonal IGg H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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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gate 2차 antibody를 1:10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1시
간 동안 반응시켰다. TBST로 세척한 후 ECL 용액으로 발색 후 
ChemiDoc을 이용하여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였다.

7.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SigmaPlot(San Jose, CA, USA)의 Student's t-test를 이용하
여 p-value를 구하였으며, p<0.05인 경우 *로 표기하였고, 
p<0.01인 경우 **(##)로 표기하여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결    과
1. 세포증식에 미치는 영향
    압척초 추출물이 B16F10 세포의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시료를 여러 농도로 처리하고, 48시간 배양하
여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대조군(100±3.3%)과 
비교하였을 때 시료 6.25, 12.5, 25, 50 μg/mL의 농도에서 48
시간 후 각각의 생존율은 86±1.1%, 84±4.0%, 75±1.8%, 
68±2.3%로 시료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증식이 억제되었
다. 추후 실험은 세포 생존율이 75% 이상인 12.5, 25 μg/mL 
농도에서 시행하였다(Fig. 1).

Fig. 1. Effect of ethanol extract of Commelina communis Ledeb (ECC) 
on cell viability in B16F10. Cells were plated at 1×104 cells/well and 
incubated in media containing from 6.25 to 100 μg/mL of ECC for 48 
hours. Cell viabilities were measured by MTT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p<0.05 and **p<0.01 compared with the untreated group.

2. 세포내 tyrosinase 활성 억제 효과 
    압척초 추출물이 B16F10 세포의 tyrosin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료를 12.5, 25 μg/mL 농도로 처리
하고 48시간 동안 배양 후 세포를 용해시켜 tyrosin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대조군(100±1.33%)을 기준으로 압척초 추출물 
12.5 μg/mL 농도에서 62.7±3.5%, 25 μg/mL에서 52.1±7.9%
로 세포내 tyrosinase 활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한편 
tyrosinase inhibitor로 알려진 양성 대조군인 코직산(kojic 
acid)을 처리한 경우 25 μg/mL에서 92±2.7%로 나타나, 압척
초 추출물이 코직산에 비하여 tyrosinase 활성 억제 효과가 우
수함을 알 수 있었다(Fig. 2A). 피부의 과색소침착 조건에서 압
척초 추출물의 억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시료와 α-MSH를 

병용 처리하고 48시간 배양하여 tyrosinase 활성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α-MSH(100 nM) 단일처리군은 대조군(100±1.3%)에 
비하여 227±4.2%로 tyrosinase의 활성이 증가하였으나, 압척초 
추출물 12.5, 25 μg/mL와 α-MSH(100 nM)를 병용처리한 군은 
각각 146.5±3.1%, 102.9±9.9%로 tyrosinase 활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Fig. 2B). 그러나 양성 대조군인 코직산(kojic acid) 
12.5, 25 μg/mL와 α-MSH(100 nM)를 병용처리한 군은 각각 
225±3.1%, 194±5.2%로 tyrosinase의 활성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이에 압척초 추출물의 tyrosinase 활성 억제효과는 코
직산(kojic acid)보다 우수하였으며, 과색소침착 조건에서 
tyrosinase 활성 억제 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2B).

Fig. 2. Effect of ECC on the tyrosinase activity in B16F10 cells 
stimulated with α-MSH. Effect on tyrosinase activity was tested with 
various doses of ECC (A) and α-MSH in B16F10 cells for 48 hours. The 
cells were exposed to 100 nM α-MSH in the presence of 12.5, 25 μg/mL 
of ECC or 12.5, 25 μg/mL of kojic acid (B). Data are means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As a positive control group, the cells were 
treated with kojic acid (K). ##p<0.01 compared with the untreated group 
and **p<0.01 compared with the α-MSH (100 nM) gruop.

3. 멜라닌 합성 억제 효과
    압척초 추출물 12.5, 25 μg/mL 농도로 처리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고, 각 군당 1×106 개의 세포를 수집한 다음 멜라닌 
합성양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대조군(100±11.3%)과 비교하
여 압척초 추출물 12.5 μg/mL 농도에서 66.1±6.1%, 25 μ
g/mL에서 52.3±6.1%로 멜라닌 양이 감소하였다(Fig. 3A). 과
색소침착 조건에서 시료의 억제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압척초 
추출물 12.5, 25 μg/mL과 α-MSH을 병용 처리하여 48시간 동
안 배양하고, 각 군당 1×106 개의 세포를 수집하여 멜라닌 양을 
측정하였다. α-MSH 단일처리군은 230.1±9.6%로 대조군
(100±6.8%)에 비해 약 2.3배 증가하였고, α-MSH와 압척초 추
출물 12.5 μg/mL를 병용처리한 군은 159.2±8.2%, 압척초 추
출물 25 μg/mL를 병용처리한 군은 133.0±9.6%로 현저히 감소
하였다(Fig. 3B). 또한 멜라닌색소의 침착을 육안으로 관찰한 결
과 α-MSH 처리구간과 비교 하였을 때 압척초 에탄올 추출물을 
병용 처리한 구간의 멜라닌 색상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Fig. 3C). 따라서 압척초 추출물의 멜라닌 합성 억제효과는 우
수하였으며, 과색소침착 조건에서 멜라닌 합성 억제 효과가 더
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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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ECC on melanin synthesis in B16F10 cells stimulated 
with α-MSH. Cells were seeded 1×105 cells/dish. After 24 hours, cells 
were treated with several concentration of ECC(A) and α-MSH (100 nM) (B 
& C) for 48 hours. Then, melanin contents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 Data are means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p<0.01 compared with the untreated group and **p<0.01 compared 
with the α-MSH (100 nM) group.

Fig. 4. Effect of ECC on melanogenic enzyme expressions in B16F10 
cells stimulated with α-MSH. Cells were incubated with ECC (A) and α
-MSH (B). After 48 hours, whole cell lysates were then subjected to 
western blot analysis using antibodies against tyrosinase, TRP-1 and TRP-2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4. 멜라닌 합성관련 단백질의 발현 억제 효과

    압척초 추출물이 B16F10 세포에서 tyrosinase, TRP-1 그
리고 TRP-2 단백질 발현을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western 
blot을 시행한 결과 압척초 추출물 12.5, 25 μg/mL 농도에서 
tyrosinase와 TRP-1의 발현이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Fig. 
4A). TRP-2도 감소하였으나 tyrosinase와 TRP-1 보다 미약하
게 감소하였다. 또한 α-MSH로 자극한 경우 tyrosinase와 
TRP-1의 발현이 3～2.5배 증가하였고, 압척초 추출물은 
tyrosinase와 TRP-1의 발현을 현저히 억제하였다. 그러나 
TRP-2의 경우 α-MSH와 압척초 추출물에 의해 변화가 거의 없
었다(Fig. 4B).

고    찰
    피부는 자외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멜라닌세포 
내에서 멜라닌을 합성하고, 합성된 멜라닌은 각질형성세포로 이
동한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각질층의 탈락과 함께 배출된다. 
멜라닌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요인은 일광이며, 피부
를 구성하고 있는 각질형성세포, 멜라닌세포, 섬유아세포는 염증
세포의 출현, prostaglandin, cytokine, α-MSH의 변화 등이 
서로 연관되어 종합적으로 색소침착이 조절 된다23,24). 본 실험 
결과 압척초 추출물은 B16F10 세포에서 tyrosinase 활성과 멜
라닌합성을 현저히 억제하였으며, 또한 압척초 추출물의 
tyrosinase 활성 억제효과는 코직산(kojic acid)보다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피부는 자외선에 의해 멜라닌 생성이 촉진되는데, 특히 
UVB는 표피의 각질형성세포(keratinocyte)에서 α-MSH,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bFGF), endothelin-1(ET-1), 
leukotriene C4 (LTC4), prostaglandin E2(PGE2)의 생성과 분
비를 촉진한다23,24). 그 중 α-MSH는 멜라닌 세포의 증식을 유도
하고, tyrosinase를 비롯한 멜라닌 합성 관련 효소들의 발현을 
촉진하여 멜라닌의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α-MSH로 과색소 침착을 유도하여 압척초 추출물의 
미백효과를 조사하였다. 실험결과 압척초 추출물은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의 합성을 억제하였으며, 과색소침착 조건에서 억
제효과가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α-MSH는 세포막 수용체(melanocortin receptor 1, 
MC1R)와 결합하여 Gs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이차적으로 
adenylate cyclase 활성에 의해 cAMP와 protein kinase 
A(PKA), CREB을 거쳐 전사인자 microphthalmia 
transcription factor(MITF)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전사인자 
MITF는 핵으로 이동하여 tyrosinase, TRP-1, TRP-2의 유전자 
promotor에 결합하고 이들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 
melanogenesis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본 실험결과  
압척초 추출물은 tyrosinase와 TRP-1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
였고, 과색소침착 조건에서 억제효과가 더욱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종합적으로 압척초 추출물은 멜라닌세포에서 
tyrosinase 효소 활성 및 단백질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멜라닌의 
합성이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멜라닌 합성 억제 효과는 과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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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 조건에서 더욱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α-MSH에 의한 자극 유무에 따라 멜라닌의 
생성과 멜라닌관련 효소들의 발현에 미치는 압척초 추출물의 영
향을 조사하였다. 압척초 추출물은 B16F10 세포의 멜라닌 합성
과 tyrosinase의 활성을 억제하였으며, 과색소침착 조건에서 억
제 효과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농도에서 
tyrosinase inhibitor로 알려진 kojic acid 보다 압척초 추출물
의 억제 효과가 우수하였다. 멜라닌 합성 관련 단백질들의 발현
을 조사한 결과 압척초 추출물은 tyrosinase와 TRP-1의 발현을 
억제하였다. 본 실험결과 압척초 추출물은 멜라닌세포에서 멜라
닌의 생성과 tyrosinase 효소 활성 및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여 
미백 소재 개발에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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