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 22권 5호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2(5):1304∼1308, 2008

- 1304 -

시엽추출물이 활성산소로 손상된 멜라닌세포종의 멜라닌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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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effect of persimmon leaves extract on the reactive oxygen species 

(ROS) in cultured melanoma cells. The B16/F10 melanoma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t-butyl 

hydroperoxide (t-BHP). And also, the effect of persimmon leaves (PL) extract on the cytotoxicity mediated by t-BHP 

was done on the cell viability,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ogenesis by colorimetric assays. In this study, t-BHP 

decreased cell viability in dose-dependent manner and XTT90 and XTT50 values were measured at 10 and 35 uM 

of PL, respectively in these culture. And also, XTT50 value was assessed as a highly toxic effect on cultured 

melanoma cells by the toxic criteria. In the effect of PL extract on the t-BHP-mediated cytotoxicity, PL extrac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cell viability injured by t-BHP in cultured B16/F10 melanoma cells. PL also showed the 

decreased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ogenesis. From these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ROS such as t-BHP showed 

highly toxic effect on cultured melanoma cells, and also, PL extract inhibited the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ogenesis 

in cultured melanoma cells injured by 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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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부의 미백효과는 호르몬도 요한 조 인자의 하나이지만 

한 표피속에 치하고 있는 멜라닌세포가 가장 추 인 역할

을 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1). 멜라닌은 멜라닌세포내에 

치하고 있는 세포소기  (cell organelle)의 일종인 멜라노좀 

(melanosome)에 의하여 만들어지며 이같이 형성된 멜라닌입자

는 표피를 구성하고 있는 각질형성세포로 이동하여 피부상층부

에 치하게 된다2). 인체내에서 합성되는 멜라닌생성에 한 기

을 보면  L-dopa 효소로 알려진 tyrosinase의 효소활성에 의하

여 dopa-quinone으로 산화되며 이는 다시 dopa-chrome과 

5,6-dihydroxyindole로 변환된 후 멜라닌으로 합성되어 진다3). 

피부에있어서 멜라닌의 과형성은 기미를 비롯한 주근깨나 자반

과 같은 색소침착증을 유발하는 동시에 이와 반 로 멜라닌형성

기능이 소실된 경우에는 백색증 (albinism)과 백반증 (vitiligo)등

과 같은 색소결핍질환을 유발하기 때문에 멜라닌은 피부미백에 

매우 요한 변수로 작용한다4,5). 지 까지 알려진 멜라닌의 과형

성을 유도하는 멜라닌화 (melanogenesis)의 요인을 살펴보면 개

체의 유 인 요인을 비롯하여 자외선 (ultra-violet, UV)이나 

화학약제와 같은 외부인자  멜라닌세포자극호르몬 

(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MSH)과 같은 내부요인등이 

상호 복합 으로 여하고 있다6,7)
. 특히, 외부인자  UV는 노

화 (photoaging)의 유발원으로 알려져 있어 이는 직 으로 피

부노화를 진시키는데 이 경우 진피내의 탄력섬유나 콜라겐섬

유의 합성 해는 물론 특히 피부에 조사된 후 다수의 활성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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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형성  하여 멜라닌세포를 과활성 시킴으로서 멜라닌생성조

에 주된 향을 미친다고 한다8,9)
. 따라서 피부가 태양빛에 장

기간 노출된 경우에는 UV에 의한 다량의 활성산소의 생성유도

는 물론이고 곧 바로 과량의 멜라닌합성을 진시켜 미백효과를 

크게 손상시킨다. 이와 동시에 이의 산화  손상으로 세포생존율

의 하를 래함으로서 피부세포의 노화와 멜라닌화에 의하여 

피부변형에 커다란 향을 미치게 된다8,10)
. 활성산소는 이의 산

화  손상을 통하여 세포고사 (apoptosis)는 물론, 세포에 존재하

고 있는 칼슘통로인 N-methyl-D-aspartate (NMDA) 수용체를 

과활성시킬 뿐만 아니라 막의 지질과산화반응  세포내 

phospholipase A2의 활성 진으로 새로운 활성산소의 생성을 

유도한다11,12)
. 따라서 부분의 화장품이나 자외선차단제에는 토

코페롤이나 vitamin C와 같은 항산화제가 함유되어 있다
13). 최근

에 식물이나 약   허 에서 추출된 천연추출물 에는 항산화

를 비롯하여 항암, 항균과 같은 다양한 약리활성을 나타내는 성

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고 제시되면서 이들에 하여 많은 

심이 집 되고 있다14,15). 천연추출물  특히 시엽 (persimmon 

leaves, PL)은 우리나라에 리 서식하고 있으며 성질은 냉하고 

맛은 달며 독이 없어 구건과 토 에 오래  부터 한방에서 리 

사용되어 왔다
16,17). 그 밖에도 시엽은 심폐질환이나 갈증  심열

을 낮게 해주는 기능이 있으며 한 속의 해독작용에도 탁

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8). 더욱이 시엽은 flavonoid 성

분을 가지고 있어 항산화를 비롯한 항암작용에도 뛰어난 약리활

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바 있다19,20).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

지 시엽성분에 한 자세한 약리활성의 기 에 해서는 잘 알

려져 있지 않으며 더우기 배양세포를 상으로한 시엽의 항산화

에 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18,21).

    본 연구에서는 melanoma세포를 배양한 후 ROS의 일종인 

t-BHP를 여러 농도로 세포에 처리하여 이의 산화  손상을 조사

하 으며 동시에 이에 한 시엽 (PL)추출물의 향을 

colorimetric assay에 의하여 조사하 다.

재료  방법

1. 세포 배양

    B16/F10 melanoma 세포는 Michikawa 등22) 의 방법에 따라 

배양 세포에 0.5% trypsin (Sigma) 용액을 희석처리한 후 세포를 

분리한 다음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 (MEM, 

Gibco)에 10% 청이 포함된 배양액에서 부유시켰다. 부유세포

는 well당 1 X 105 세포 도로 96 배양용기 (well plate)에 넣어 

배양하 으며 배양 72 시간이 지난후  본 실험에 사용하 다.

2. 약제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t-butyl hydroperoxide (t-BHP, Sigma)는 

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MEM (minimun essential medium, 

Sigma) 배양액으로 최종 농도가 10, 50 uM, 100 uM  1 mM의 

장액을 만들어 냉암소에 보 한 다음 필요에 따라 희석 사용

하 다. TT[2,3-bis-[2-methoxy-4-nitro-5-sulfophenyl]-2H-tetrazolium 

-5-caboxanilide, disodium salt)]는 50 ug/ml의 장액을 미리 

제조하여 냉암소에 보 한 다음 필요에 따라 배양액에 첨가 

는 희석 사용하 다. 한 sodium phosphate (Na3PO4)  

dimethylsulfoxide (DMSO)는 모두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 다.

3. 시료 조제

    시엽 (persmmon leaves, PL)추출은 시엽을 건조후 만든 분

말을 건조양의 4 배 정도의 증류수와 함께 환 라스크에 넣어 

50℃에서 24 시간 동안 수회 반복 진탕 추출하 다. 추출완료 후 

3,000 rpm에서 20 분간 원침한 다음 이를 여과하고 진공농축기

로 감압 농축하여 동결건조기에서 24 시간 동안 건조한 다음 

26.5 g의 분말시료를 얻었다. 

 

4. 활성산소 처리 

    72 시간 동안 배양이 완료된 B16/F10 melanoma 세포를 5 

uM 부터 45 uM 까지의 t-BHP가 각각의 농도로 포함된 배양액

에서 세포를 48 시간 동안 배양한 후  t-BHP가 미치는 향을 분

석하 다.

5. 시엽추출물의 처리

    t-BHP에 한 시엽 (PL) 추출물의 향을 조사하기 하여 

50～100 uM의 PL 추출물이 각 농도별로 포함된 배양액에서 

t-BHP를 2 시간 동안 처리한 다음 이의 향을 분석하 다. 

6. XTT 정량분석

    XTT의 정량분석은 배양 B16/F10 melanoma 세포를 well당 

1 × 105의 세포수로 산정하여 배양용기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

다. 배양완료 후 약제를 48 시간 동안 처리한 다음 세포를 PBS

로 세척후 실험 에 미리 제조한 XTT를 각 well당 100 ul씩 넣어 

37℃, 5% CO2로 조 된 정온기에서 4 시간 동안 배양하 다. 배

양완료 후 DMSO로 처리한 다음 ELISA reader로 450 nm에서 

흡 도를 조군과 비교 조사하 다.

7. Tyrosinase 해활성 정량

    Tyrosinase 해활성의 측정은 변형된 Choi 등23)의 방법에 

의하 다. 즉, lysis buffer로 세포를 녹여서 얻은 상층액의 시료 

0.3 ml를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5)에 tyrosin 용

액과 tyrosinase 효소액이 들어 있는 용액에 넣어 잘 혼합한 후 

37℃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이 완료된 후 ELISA reader

로 49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Tyrosinase 해활성은 

조군에 한 실험군의 백분율로 나타냈다.

8. 멜라닌 정량

    멜라닌 정량은 Hosoi 등24)
의 변형된 방법에 따라 행하 다. 

즉, 약제를 처리한 배양세포를 1,000 rpm에서 20분간 원침시켜 

세포를 수확하 다. 수확된 세포는 1 ml homogenization buffer

에서 용해시킨 후 이를 원침하 다. 원침완료후 남은 pellet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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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aOH를 넣어 용해시킨 다음 ELISA reader로 40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멜라닌양은 조군에 한 실험군의 백분율

로 나타냈다.

9. 통계 분석

    조군과 실험군간의 통계학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

를 사용하 으며 p가 0.05 이하인 값만 유의한 것으로 하 다.

결    과

1. t-BHP의 세포생존율 측정

 1) XTT90값 측정

    96-well 배양용기에서 72 시간 동안 배양된 B16/F10 

melanoma 세포를 PBS로 세척한 다음 t-BHP가 각각 5～20 uM 

농도로 포함된 배양액에서 48 시간 동안 처리한 후 세포생존율을 

조군과 비교 조사하 다. 5 uM t-BHP를 처리한 결과 세포생존

율은 조군인 100% (0.270±0.029)에 비하여 97.4% (0.263±0.039)

로 나타났으며, 10 uM의 처리에서는 92.2% (0.249±0.049)로 나타

났다. 한 20 uM t-BHP의 처리에서는 87.0% (0.235±0.054)로 나

타났으며 이는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 으며 이 때 

XTT90값은 10 uM에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The cell viability of persimmon leaves (PL) extract on 

cultured B16/F10 melanoma cells  by XTT assay 

Incubation XTT assay

Concentration of t-BHP(uM) Mean±S.D. (％ of control)

control 0.270±0.029 100

5 0.263±0.039  97.4

10 0.249±0.049  92.2

20 0.235±0.054   87.0*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p<0.05 

 2) XTT50값 측정

    72 시간 동안 배양이 완료된 B16/F10 melanoma 세포에 2

5～45 uM의 t-BHP 농도가 각각 포함된 배양액에서 48 시간 동

안 처리한 다음 t-BHP의 농도별 세포생존율을 조군과 비교 조

사하 다. 25 uM t-BHP를 처리한 경우 조군인 100% 

(0.327±0.092)에 비하여 82.6% (0.270±0.092)로 나타났다 (p<0.05). 

한, 35 uM의 처리에서는 46.5% (0.152±0.070)로 나타났으며 45 

uM을 처리한 경우 흡 도는 31.2% (0.102±0.037)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두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이 때 XTT50값은 35 uM에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The cell viability of t-butyl hydroperoxide (t-BHP) on 

cultured B16/F10 melanoma cells by XTT assay 

Incubation XTT assay

Concentration of t-BHP(uM) Mean±S.D. (％ of control)

control 0.327±0.092 100

25 0.270±0.092 82.6*

35 0.152±0.070 46.5***

45 0.102±0.037 31.2***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p<0.05, ***p<0.001 

2. t-BHP에 한 시엽 (PL) 추출물의 향

    t-BHP에 한 PL 추출물의 향을 알아보기 하여 t-BHP

의 XTT50 농도인 35 uM 농도를 B16/F10 melanoma 세포에 처

리하기 에 50～100 uM의 PL 추출물을 2 시간 동안 처리한 후  

PL 추출물의 향을 조사하 다. t-BHP를 처리한 경우 세포생존

율은 조군인 100% (0.383±0.099)에 비하여 10.7% (0.041±0.005)

로 나타났다. 반면에 50 ug/ml의 PL 추출의 처리에서는 25.8% 

(0.099±0.013)로 나타났으며 한 100 ug/ml의 처리에서는 68.9% 

(0.264±0.118)로 나타나 PL 추출물 처리 모두에서 t-BHP의 처리

군 보다 세포생존율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p<0.001)(Table 3).

Table 3. The effect of persimmon leaves (PL) extract on t-butyl 

hydroperoxide (t-BHP) on cultured B16/F10 melanoma cells

Pretreatment XTT assay

Concentration of PL(ug/ml) Mean±S.D. (％ of control)

control 0.383±0.099 100

35t-BHP 0.041±0.005 10.7

50 0.099±0.013 25.8***

100 0.264±0.118 68.9***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t-BHP-treated group. ***p<0.001 

3. PL 추출물의 tyrosinase 해활성 정량

    PL 추출물의 tyrosinase 해활성을 알아보기 하여  각각 

70～120 ug/ml 까지 PL추출물시료에 하여 tyrosinase 해활

성을 조사하 다. XTT50 농도인 t-BHP 35 uM을 처리한 경우 

tyrosinase 활성은 조군에 비하여 129.0%로 나타났다. 이에 비

하여 PL 70 ug/ml 시료를 처리한 경우  tyrosinase 활성은 조

군에 비하여 108.2% 감소하 으며(p<0.01), 120 ug/ml의 시료처

리에서는 99.0%로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01)(Table 4).

Table 4. The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of persimmon leaves (PL) 

extract on t-butyl hydroperoxide (t-BHP) 

Concentration of PL(ug/ml)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490nm)

% of control

control 100±8.23

35t-BHP 129.0±9.47

70 108.2±7.54**

120 99.0±6.76***
  

The data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t-BHP-treated group. **p<0.01, ***p<0.001 

Table 5. Melanogenesis of persimmon leaves (PL) extract on t-butyl 

hydroperoxide (t-BHP) in cultured B16/F10 melanoma cells

Concentration of PL(ug/ml)
LP activity(405nm)

% of control

control 100±9.67

35t-BHP 114.1±8.53

120 88.1±6.32**

150 63.8±5.15***
 

The values represent the mean±SD for triplicate experiment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t-BHP-treated group. **p<0.01, ***p<0.001 

4. PL 추출물의 멜라닌합성양 정량 

    t-BHP에 한 LP 추출물의 멜라닌합성에 미치는 향을 조

사하기 하여 B16/F10 melanoma 세포에 XTT50 농도인 35 uM 

t-BHP를 처리하기 2시간 에 120～150 ug/ml의 PL 추출물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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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농도별로 처리하 다. 그 결과 t-BHP만을 처리한 경우 멜라닌

합성양은 조군에 비하여 114.1%로 나타난데 비하여 120 

ug/ml와 150 ug/ml의 PL 추출물의 처리에서는 각각 88.1% 

(p<0.01)와 63.8% (p<0.001)로 나타났다(Table 5).

고    찰

    멜라닌은 피부색을 비롯하여 머리카락이나 안구의 홍채를 

구성하는데 필수 인 물질로서 페놀류에 속하는 색소와 단백질

로 구성된 복합물질이다1,25)
. 멜라닌세포는 자외선 (UV)을 받으

면 활성이 진되어 다량의 멜라닌을 만들어 피부를 보호하게 

되나 반 로 과량 형성된 멜라닌은 주근깨나 기미와 같은 색소

침착을 유발하여 피부의 미백에 요한 향을 미친다13,26). 특히, 

UV는 피부에 조사되게 되면 활성산소를 생성  하여 이의 산화

 손상으로 인하여 세포손상이나 사멸을 유도하게 된다9,13,3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성산소의 일종인 t-BHP가 배양 

B16/F10 melanoma 세포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여 

t-BHP가 5～45 uM로 포함된 배양액에서 48 시간 동안 처리한 

다음 이의 향을 세포생존율 측면에서 조사하 다. 그 결과 

t-BHP는 처리한 농도에 비례하여 세포생존율의 감소를 나타냈

으며 특히 10 uM과 35 uM 농도에서 각각 XTT90과 XTT50 값이 

나타났다. 이  XTT50값은 100 uM 이하인 35 uM로 나타남으로

서 독성 정기 에 근거하여 강한 세포독성을 나타낸 것을 알 

수 있었다29). 본 실험 결과는 Christopher 등27)이 t-BHP가 세포에 

산화  손상에 의한 독성효과를 나타냈다는 보고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에서 t-BHP가 B16/F10 melanoma 세포의 생

존율을 유의하게 감소시킨 것은 세포내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 거나 는 핵산물질인 DNA의 손상을 래하 을 가능

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27,28,32), 그 보다는 세포내 사립체 

(mitochondria)에 손상을 으로서 사립체내 자 달계에 향

을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30). 이러한 이유로는 t-BP가 산화  

손상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XTT assay가 사립체의 활성을 분석

하는데 용되기 때문이다27,30)
. 한편, t-BHP에 한 시엽 (PL)추

출물의 향을 조사하기 하여 t-BHP를 B16/F10 melanoma 세

포에 처리하기 에 50～100 ug/ml의 PL을 2 시간 동안 처리

한 다음 세포생존율을 조사한 결과 PL 추출물을 처리한 실험군

에 있어서 t-BHP만을 처리한 실험군에 비하여 모두 유의한 세포

생존율의 증가를 보 다 (p<0.01). 이러한 실험 결과는 PL 추출

물이 항산화 작용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Choi 등16)과 Kim 

등
17)이 각각 PL추출물에 한 항산화 효과를 보고한 것과 일치

하 다. 한편, 본 실험에서는 t-BHP에 한 PL추출물의 

tyrosinase 해활성과 멜라닌합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배양 인 B16/F10 melanoma 세포에 이들을 처리하여 분

석하 다. 먼  tyrosinase의 해활성에 있어서 70～120 ug/ml

의 PL추출물의 각각 농도를 2 시간 동안 처리한 결과 t-BHP만

을 처리한 실험군에 비하여 모두 tyrosinase 활성이 유의하게 감

소하 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PL추출물이 멜라닌합성을 억제하

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PL추출물의 항산화 작용에 

의하여 t-BHP의 산화  손상에 의한 tyrosinase의 활성 진을 방

해한 결과라고 생각된다26,28,33)
. 한, 본 실험의 멜라닌합성 분석

에 있어서도 tyrosinase 활성 해와 마찬가지로 PL추출물이 

t-BHP의 처리군에 비하여 멜라닌합성율을 유의하게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나 본 실험의 tyrosinase 활성 해와 일치하 다. 그러

나 PL추출물과 같은 천연추출성분의 항산화 기 에 한 더욱 

자세한 규명을 하여서는 항산화와 련이 깊은 phospholipase

나 cyclooxygenase (COX)의 발 과 같은 측면에서 지속 으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실험은 활성산소의 일종인 t-butyl hydroperoxide 

(t-BHP)로 손상된 배양 B16/F10 멜라닌세포종에 하여 시엽 

(persimmon leaves, PL) 추출물이 미치는 향을 XTT assay에 

의한 세포생존율을 비롯한 tyrosinase 해활성  멜라닌합성을 

정량분석하 다. 본 실험에서 t-BHP는 배양 B16/F10 멜라닌세포

종에 처리한 농도에 비례하여 세포생존율을 감소하 으며 이 때 

XTT50값은 35 uM t-BHP에서 측정되어 독성이 강한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PL 추출물은 t-BHP로 손상되는  배양 B16/F10 멜

라닌세포종의 생존율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동시에 t-BHP에 

의하여 증가된 tyrosinase 활성 해  멜라닌합성의 감소를 나

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부터 t-BHP는 배양 멜라닌세포종에 고독

성으로 나타났으며 한 PL 추출물은 t-BHP의 산화  손상으로 

증가된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합성을 유의하게 감소시킴으로

서 항산화 효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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