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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천연 미백 소재 개발을 위하여 복령피 추출물과 복령피 추출물에서 분리한 활성 물질의 멜라닌 생성에 연관된 

생리 활성을 분석하였다. 복령피 추출물은 100 µg/mL 이하에서 세포 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free radical 

소거능(DPPH)과 superoxide radicals 소거능 결과는 각각 IC50 = 19.4 ± 2.21 µg/mL, IC50 = 103 ± 3.33 µg/mL을 

나타내었다. 50 µg/mL 농도에서 B16 melanoma 세포 내 tyrosinase의 활성을 34 % 저해 하였으며, 세포 내 멜라닌 

생합성 저해 효과는 50 µg/mL 농도의 복령피 추출물을 72 h 동안 처리한 세포에서 51 % 억제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복령피 추출물의 활성 물질을 분리하여 
1
H-NMR, 

13
C-NMR, Mass analysis 등의 기기 분석을 실시한 결과  

triterpene류의 3-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로 동정되었고 100 µg/mL 이하에서 세포 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3-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의 free radical 소거능과 superoxide radicals 소거

능 결과는 각각 IC50 = 4.3 ± 0.15 µg/mL, IC50 = 54 ± 1.67 µg/mL을 나타내었다. 10 µg/mL 농도에서 세포내 ty-

rosinase의 활성을 43 % 저해 하였으며, 멜라닌 저해 효과를 확인한 결과 IC50 = 3.6 µg/mL으로 나타났다.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tyrosinase, tyrosinase related protein-1 (TRP-1), TRP-2 단백질의 발현 감소를 확인하였다. 복령피 

추출물과 3-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는 우수한 미백 효능을 갖는 화장품 소재로의 개발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o develop a new natural whitening agent for cosmetics, we investigated the inhibitory effects of Poria 

cocos Bark extracts (PCBE) and its active compound on melanogenesis. PCBE showed ROS scavenging activities 

in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radical and xanthine/xanthine oxidase system with the IC50 values of  19.4 

± 2.21 µg/mL and IC50 = 103 ± 3.33 µg/mL, respectively. PCBE reduced intracellular tyrosinase activity about 34 

% at concentration of 50 µg/mL. And PCBE reduced melanin contents of B16 melanoma cells about 51 % at concen-

tration of 50 µg/mL without cell cytotoxicity (below 100 µg/mL). We purified one active compound from PCBE 

and identified its structure. It was identified as 3-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 triterpene family, by 
1
H-NMR, 

13
C-NMR and Mass analysis. 3-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 showed ROS scavenging ac-

tivities in DPPH radical and xanthine/xanthine oxidase system with the IC50 values of 4.3 ± 0.15 µg/mL and 54 ± 

1.67 µg/mL, respectively. Also, it was shown that 3-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 reduced intra-

cellular tyrosinase activity about 43 % at concentration of 10 µg/mL. And it inhibited melanin synthesis in a dose 

dependent manner (IC50 = 3.6 µg/mL) without cell cytotoxicity (below 100 µg/mL). 3-β-hydroxylanosta- 

7,9(11),24-trien-4-oic acid inhibited tyrosinase, TRP-1 and TRP-2 expression at protein level. These results suggest 

that PCBE and 3-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 reduced melanin formation by the inhibition of ty-

rosinase activity and expression in B16 melanoma cells. Therefore, we suggest that PCBE could be used as a useful 

whitening agent.

Keywords: melanogenesis, Poria cocos Bark, whitening, 3-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 tyrosinase 

J. Soc. Cosmet. Scientists Korea

Vol. 35, No. 3, September 2009, 243-250

243

1)

† 주 자(e-mail: witch83@jungsanbio.co.kr)



244 이응지⋅배성윤⋅손락호⋅이용화

대한화장품학회지, 제 35권 제 3 호, 2009

1. 서    론

  피부의 멜라닌 생성은 멜라닌세포(melanocyte) 내의 

melanosome에서 단계적인 여러 효소의 작용을 통해 이

루어진다[1]. Tyrosinase에 의해 tyrosine으로부터 3,4- 

dihydroxyphenylalanine (DOPA), DOPAquinone으로 

변환되고 DOPAchrome을 거쳐 멜라닌이 생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TRP-1 (DHICA oxidase), TRP-2 (do-

pachrome tautomerase) 효소의 작용을 거친다[2]. 멜라

닌은 흑, 갈색의 eumelanin과 적, 노랑색의 pheomelanin

이 있는데, tyrosinase는 이들 두 가지 타입의 멜라닌 합

성에 필요하며, TRP-1과 TRP-2는 eumelanin의 합성에 

더 많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생성된 멜라닌

은 케라틴 세포(keratinocyte)에 전달되는 과정을 거친 

후 표피에 색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 때 분포하는 멜라닌 

색소의 종류와 농도에 따라 개인의 피부색이 결정 된다

[1,4].

  피부에 존재하는 멜라닌은 UV에 의한 손상을 막고 활

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를 제거하여 피부

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하지

만, 자외선, 환경오염, 스트레스 등과 같은 외부 자극이나 

호르몬, 염증 유발인자 등과 같은 내적 요인에 대해 반응

하여 주근깨, 기미, 검버섯 등과 같은 과도한 멜라닌 침

착이 나타날 경우 미용 상의 문제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

스를 가져오기도 한다[6-8].

  본 연구에서는 복령피(Poria cocos Bark) 추출물과 생

리 활성 물질인  3-β-hydroxylanosta-7,9(11),24-trien- 

4-oic acid의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미백 효과 등을 평가하였다.

2. 실험재료  방법

2.1. 실험재료  기기

  본 실험에 사용된 복령피(Poria cocos Bark)는 국내 

약초시장인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였다. 3-(4,5-dimethy-

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시약은 Sigma (USA) 제품으로 사용하였고,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10 % 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 streptomycin은 Lonza (Swit-

zerland) 제품을 사용하였다. Tyrosinase, TRP-1, TRP- 

2, β-actin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USA)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B16/F10 세포는 Ameri-

can type cell collection (ATCC)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본 실험에 사용된 기기는 evaporator (EYELA, 

Japan), microplate reader (Bio-Rad, Japan), NMR은 

Inova 500NB spectrometer (Varian, Australia), GC/MS

은 Hewlett Packard model 5890/6987X (USA)를 사용

하였다.

2.2. 시료 추출물의 제조

  음건 세절한 복령피 1 kg을 methanol 5 L에 넣어 70 

℃로 4 h 씩 3회에 걸쳐 가온하여 약 73 g의 추출물을 얻

었다. 이 추출물을 n-hexane, chloroform (CHCl3), ethyl 

acetate (EA), water로 순차적으로 용매 분획하여 각각

의 분획물을 얻었으며, 그 중 유효성분을 다량 함유한 

CHCl3 분획물 31.7 g을 제조하였다.

2.3. 유효성분의 분리  정제

  Silica gel을 충진제로 한 column chromatography 

(CC)와 C18-resin을 이용한 CC, Sephadex LH-20 CC 등

을 실시하여 세포활성 효과 검증을 거친 분획물로 부터 

활성물질을 얻은 후 LC/ESI/MS, 1H, 13C-NMR 등의 기

기분석을 실시하였다.

2.4. 항산화효과 평가

  2.4.1. 자유라디칼 소거효과 측정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Sigma, USA) 

라디칼 소거 활성 효과는 Bios와 Kim 등의 방법을 약간 

변형하여 수행하였다[9,10]. 96-well plate에 메탄올에 

용해시킨 0.4 mM의 DPPH 용액 100 µL을 넣고 시료 각

각의 농도를 methanol에 녹여 100 µL를 첨가하여 vortex 

mixer로 균일하게 혼합하고, 실온의 암실에서 30 min 동

안 반응시킨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

군은 시료액 대신 메탄올을 넣었으며, DPPH 용액 대신 

메탄올을 넣어 보정값을 얻었다. 자유라디칼 소거율은 

하기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소거율(%) = (대조군의 흡광도 -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대조군의 흡광도 × 100

  

  2.4.2. 활성산소 소거효과 측정

  Xanthin/xanthine oxidase (Sigma, USA) 효소반응에 

의한 활성산소 소거활성 평가는 Noro 등의 방법을 변형

하여 수행하였다[11]. 활성산소에 의한 nitroblue tetra-

zolium (NBT, Sigma, USA)의 산화에 의한 흡광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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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측정하였다.

  0.05 M Na2CO3 (Sigma, USA), 3 mM xanthin, 3 mM 

EDTA, 0.15 % bovine serum albumin (BSA, Sigma, 

USA), 0.75 mM NBT 및 시료를 넣고 잘 혼합하여 25 

℃에서 20 min 동안 반응시킨 후에 6 mM CuCl2 (Sigma, 

USA)를 넣어 반응을 정지시키고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은 시료 대신 정제수를 넣었으며, 

xanthin oxidase 대신에 정제수를 넣어 색 보정값을 얻었

다. 소거율은 DPPH 라디칼 소거율에 사용된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2.5. 미백효과평가

  2.5.1. 세포배양

  Mouse melanoma cell line B16/F10 melanoma 세포는 

ATCC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세포 배양에 사용된 

DMEM 배지는 10 % FBS, 1 % penicillin streptomycin

을 혼합하여 사용하였고, 37 ℃, 5 % CO2 배양기에서 배

양하였다. 

  2.5.2. 세포 생존율 측정

  본 실험에서 B16 melanoma 세포에 대한 시료의 처리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3-(4,5-dimethythiazol-2-yl)-2,5- 

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Sigma, USA) as-

say를 Mosmann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12]. 이 

분석법은 노란색의 수용성 기질인 MTT를 진청색의 비

수용성 포마잔으로 변환시키는 살아있는 세포의 mi-

tochondria dehydrogenase의 능력을 이용한 방법이다. 

생성된 포마잔의 양은 살아있는 세포 수에 비례한다.

  B16 melanoma 세포를  5 × 103 cells/well로 96-well 

plate에 분주한 세포에 농도별로 시료를 처리하여 5 % 

CO2 배양기에 37 ℃ 조건하에서 72 h 동안 배양하였다.  

MTT 용액(5 mg/mL) 20 µL을 첨가하고 4 h 동안 배양

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200 µL dimethyl sulfoxide 

(DMSO, Sigma, USA)을 첨가하여 microplate reader 

(Bio-Rad, Model 550)로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대조군은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배양액으로 설정한 후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의 생존능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세포생존율(%) =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대조군의 

흡광도 × 100

  2.5.3.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 측정

  Melanin 함량 측정은 Yasunobu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

하였다[13]. B16 melanoma 세포를 24-well plate에 4 × 

104 cells/well로 분주하여 배양한 후 α-melanocyte sti-

mulating hormone (MSH)와 3-isobutyl-1-methylxan-

thine (IBMX)가 있는 배지조건에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

하고 72 h 동안  37 ℃, 5 %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알부틴을 사용하였다. Trypsinization

으로 얻은 pellet에 10 % DMSO와 1 N NaOH 용액으로 

멜라닌을 용해시키고,  microplate reader로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5.4. 세포 내 Tyrosinase 활성 측정

  세포 내 tyrosinase 활성 측정법은 Pawelek와 Pomer-

antz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14,15]. 세포 내 ty-

rosinase 활성 분석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tyrosinase의 

작용결과 생성되는 DOPAquinone의 비색법에 의해 측

정하였다. B16 melanoma 세포를 6-well plate에 5 × 105 

cells/well로 세포를 분주하고  37 ℃, 5 % CO2의 조건으

로 5 h 동안 배양기에서 배양한 후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

하였다. 72 h 동안 배양 후 trypsinization으로 얻은 pellet

을 Triton X-100이 포함된 PBS 용액으로 용해시켰다. 

동량의 단백질 각각에 10 mM L-DOPA가 첨가된 0.1 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6.8)을 혼합한 후, 37 

℃ 항온기에서 20 min 동안 배양시키고, microplate 

reader로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저해율(%) = (대조군의 흡광도 -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대조군의 흡광도 × 100 

  2.5.5. Western Blot

  시료를 72 h 동안 처리한 B16 melanoma 세포를 lysis 

buffer (50 mM Tris-HCl, pH 8.8, 150 mM  NaCl, 1 % 

Triton X-100)로 용해하고 원심 분리하였다. 여기서 얻

은 상층액을 7.5 % SDS-PAGE를 이용해 전기영동하고 

이를 PVDF membrane으로 이전 시켰다. 5 % Skim 

milk가 함유된 tris 완충용액에서 1 h 동안 blocking 과정

을 거친 후, tyrosinase (sc-7833), TRP-1 (sc-10443), 

TRP-2 (sc-10452), β-actin (sc-47778) 항체와 각각 반

응시켰다. Horseradish peroxidase (HRP)가 결합된 항체

를 가하고 enhanced chemiluminescent (ECL, Amer-

sham) kit을 사용하여 1 ~ 3 min 동안 반응시킨 후 

X-ray 필름으로 현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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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피부안 성 시험

  복령피 추출물에 대한 피부 안전성, 즉 피부 반응의 관

찰을 통해서 자극 혹은 알레르기성 반응의 발생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인체 첩포 시험을 실시하였다.

  평소 피부 질환 및 알러지가 없는 10명의 피험자를 대

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령분포는 22 ~ 35세, 평균 27세

였다. 우선, 첩포 부위인 전박을 70 % 에탄올로 세척한 

후, 시험물질이 적용된 finn chamber를 시험부위에 첩포 

하였다. 첩포는 48 h 동안 도포하며, 첩포를 제거한 후에

는 피부 marker로 시험부위를 표시하고 30 min, 24 h, 48 

h에 자극 발생 유무를 평가하였다. 평가기준은 The 

Cosmetic, Toiletry and Fragrance Association (CTFA)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판정기준에 따랐으며, 피부반응

도의 평가는 다음 계산식으로부터 계산된 평균값으로 하

였다.

  피부반응도(%) = Σ (가중치 × 반응인원수)/

4(최대가중치) × n (전체인원수) × 100 × 0.5

2.7. 자료분석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기하였고, 통계

적 유의성은 Student's t-test로 하였으며, p 값이 0.05 미

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3. 결과  고찰

3.1. 복령피 추출물의 유효성분 정제

  세절한 복령피 1 kg을  methanol (5 L × 3)에 넣어 4 

h (70 ℃)동안 가온 추출하여 약 73 g의 methanol 추출

물을 얻었다. 이 추출물을 증류수에 현탁 후 n-hexane, 

chloroform (CHCl3), ethyl acetate (EA)로 순차적으로 

용매 분획하여 각각의 분획물을 얻었으며, 그 중 유효성

분을 다량 함유한 CHCl3 분획물 31.7 g을 얻었다. CHCl3 

분획물 31 g을 CHCl3-MeOH (50 : 1에서 0 : 100까지의 

농도구배)의 유출 용매로 silica gel column chromatog-

raphy를 실시하여 6개의 분획물(C1 ∼ 6)을 획득하였다. 

각각의 분획물 중 우수한 활성을 지닌 분획물인 C2 (7.1 

g)를 methylene chloride(MC)-MeOH (1 : 1)을 용리액

으로 sephadex LH-20 CC를 실시하여 4개의 분획물

(C21 ∼ C24)을 획득하였다. 분획물 중 활성이 우수한 

C23 (1.3 g)을 RP Lobar-A CC (86 % aquous MeCN- 

MeOH 8 : 2)로 정제하여 활성이 우수한 백색의 무정형 

분말 상태의 C232 (28 mg)를  얻었다(Figure 1). 백색의 

무정형 분말 C232의 동정을 위해 기기분석을 실시하였

다. 1H- NMR (600 MHz) δ: 1.02(3H, s), 1.07(3H, s), 

1.08(3H, s), 1.14(3H, s), 1.23(3H, s), 1.64(3H, s), 1.68 

(3H, s), 2.68(1H, td, J = 10.8 Hz, J = 3.1 Hz), 3.46 

(1H, t), 5.34(1H, br.t, J = 7.13 Hz), 5.39(1H, br.d, J = 

5.89 Hz), 5.63(1H, br.d, J = 5.89 Hz) 13C-NMR (125 

MHz) δ: 178.96, 146.97, 143.17, 132.10, 125.23, 121.65, 

116.99, 78.37, 50.84, 50.10, 49.36, 48.52, 44.62, 38.20, 

36.71, 36.38, 33.65, 31.96, 29.19, 29.03 27.65, 27.11, 26.22, 

26.14, 23.90, 23.33, 18.09, 16.98, 16.63: LC/ESI/ MS 

m/z:: 454[M-H]- data 및 문헌을 확인한 결과 3-β

-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로 동정되었

다[16](Figure 2). 

3.2. 항산화효과

  3.2.1. 복령피 추출물  3-β-Hydroxylanosta-7,9(11), 

24-trien-4-oic Acid의 자유라디칼 소거효과 

  복령피 추출물과 활성성분인 3-β-hydroxylanosta- 

7,9(11),24-trien-4-oic acid의 항산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DPPH를 이용하여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였다. 양

성대조군으로는 항산화 효과가 알려진 ascorbic acid를 

이용하여 항산화 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free radi-

cal 을 50 % 소거할 수 있는 농도(IC50)가 복령피 추출물

은 19.4 ± 2.21 µg/mL, 3-β-hydroxylanosta-7,9(11), 

24-trien-4-oic acid는 4.3 ± 0.15 µg/mL, ascorbic acid는 

4.2 ± 0.18 µg/mL로 복령피 추출물은 ascorbic acid에 비

해 낮은 소거 효과를 보였지만 3-β-hydroxylanosta- 

7,9(11),24-trien-4-oic acid는 ascorbic acid와 유사한 소

거효과를 나타내었다(Table 1).

  3.2.2. 복령피 추출물  3-β-Hydroxylanosta-7,9(11), 

24-trien-4-oic Acid의 활성산소 소거효과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활성 평가는 xanthine/ 

xanthine oxidase 효소반응에 의한 활성산소 발생계를 

이용하여 활성산소에 의한 NBT의 산화에 의한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ascorbic acid를 이

용하였으며, IC50의 농도는 복령피 추출물은 103 ± 3.33 

µg/mL, 3-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

는 54 ± 1.67 µg/mL, ascorbic acid은 60 ± 2.21 µg/mL로 

측정되었다(Table 1). 복령피 추출물은 ascorbic acid보

다 약한 효과를 보였지만 3-β-hydroxylanosta-7,9(11), 

24-trien-4-oic acid는 ascorbic acid와 유사한 re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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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solation procedure of Poria cocos Bark.

Table 1. Anti-oxidative Activity of Poria cocos Bark Extract 

(PCBE) and 3-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 

(Compound)

Material
IC50 (µg/mL)

DPPH assay NBT assay

PCBE 19.4 ± 2.21 103 ± 3.33

Compound 4.3 ± 0.15 54 ± 1.67

L-Ascorbic acid
a)

4.2 ± 0.18 60 ± 2.21

a) Standard antioxidant.

oxygen 소거효과를 나타내었다.

3.3. 미백효과

  3.3.1. 복령피 추출물과 3-β-Hydroxylanosta-7,9(11), 

24-trien-4-oic Acid의 세포 생존에 미치는 향

  복령피 추출물과 3-β-hydroxylanosta-7,9(11),24-trien- 

4-oic acid의 세포 독성측정과 더불어 실험에 사용될 농

도 범위 결정을 위해서 MTT assay를 시행하였다. B16 

melanoma 세포에 대한 세포 독성을 측정한 결과, 100 

µg/mL 이하의 농도로 처리 시 복령피 추출물은 세포생

존율이 90 % 이상, 3-β-hydroxylanosta-7,9(11),24-trien- 

4-oic acid는 80 %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100 µg/mL 이

상의 농도로 각각 처리 시 복령피 추출물과 3-β-hy-

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 처리군들은 세

포독성으로 인해 급격히 생존율이 저하되었다(Figure 3).

Figure 2. Chemical structure of C232 isolated from Poria co-

cos Bark.

  3.3.2. 복령피 추출물과 3-β-Hydroxylanosta-7,9(11),24- 

trien-4-oic Acid의 세포 내 tyrosinase 해 효과 

  Tyrosinase는 멜라닌 합성 과정에서 속도제한 효소이

며 멜라닌 합성의 주요한 조절단계에 관여하는 효소이

다. 복령피 추출물과 3-β-hydroxylanosta-7,9(11),24- 

trien-4-oic acid를 각각  10 µg/mL 농도로 처리한 실험

군에서 27 %,  43 % 가량의 세포 내 tyrosinase 활성 저

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

  3.3.3. 복령피 추출물과 3-β-Hydroxylanosta-7,9(11),24- 

trien-4-oic Acid의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

  복령피 추출물과 3-β-hydroxylanosta-7,9(11),24-trien- 

4-oic acid가 멜라닌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B16 melanoma 세포를 이용하여 멜라닌 양을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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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ell viability of Poria cocos Bark extract (PCBE) 

and 3-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 (Com-

pound) on B16/F10 melanoma cells by MTT assay. The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samples for 72 h.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p < 0.05 and ＊＊p < 0.01 compared with control. 

였다. 복령피 추출물을 0, 5, 10, 50, 100 µg/mL의 농도로 

처리한 세포를 수집하여 멜라닌 양을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멜라닌 합성이 저해됨을 확인하였다(Figure 

5). 또한 3-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

를 0, 1, 5, 10 µg/mL의 농도로 처리한 세포를 수집하여 

멜라닌 양을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멜라닌 합성

이 저해됨을 확인하였다(Figure 6). 

  3.3.4. 3-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의 

Tyrosinase/TRP-1/TRP-2 단백질 발  해 효과

  3-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의 멜

라닌 생성 저해효과가 tyrosinase, TRP-1, TRP-2와 같

은 멜라닌 합성효소의 발현억제와 관련된 영향인지 알아

보기 위하여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3-β- 

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는 tyrosinase, 

TRP-1, TRP-2의 발현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7). 따라서 3-β-hydroxylanosta-7,9(11),24- 

trien-4-oic acid는 멜라닌 생합성 경로에서 초기에 관여

하는 tyrosinase, TRP-1, TRP-2 발현량을 감소시킴으로

써 멜라닌 생성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멜라

닌 형성세포의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세포 신호 전달

이나 유전자 수준에서도 조절되는 것을 의미하며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4. 피부자극 평가

  피험자 10명에 대하여 실시한 인체 첩포 시험의 검사 

결과에 근거하여 48 h 및 72 h에서의 평균 반응도를 비

Figure 4. Effects of Poria cocos Bark extract (PCBE) and 3-

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 (Compound) 

on tyrosinase activity in B16/F10 melanoma cells. B16F10 

melanoma cells were treated with  arbutin, PCBE  and com-

pound for 72 h at 10, 50 µg/mL, respectively. The lysates of 

the cells containing tyrosinase were incubated with DOPA for 

30 min.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

cate samples. 
＊p < 0.05 and ＊＊p < 0.01 compared with control. 

Figure 5. Inhibitory effect of Poria cocos Bark extract 

(PCBE) on melanin production in B16/F10 melanoma cells. 

After the treatment of samples for 72 h, melanin contents 

were measured at 405 nm.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p < 0.05 and ＊＊p < 0.01 com-

pared with control.

교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결과를 판정한 결과, 

복령피 추출물 1 %에 대한 피부반응도(Means)는 0으로 

대조군과 마찬가지로 무자극으로 판정되었다. 이는 세포

독성과 같이 종합해 볼 때, 독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안정한 소재임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복령피 추출물과 그의 활성 물질인 3-

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의 미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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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Inhibitory effect of 3-β-hydroxylanosta-7,9(11), 

24-trien-4-oic acid (Compound) on melanin production in 

B16/F10 melanoma cells. After the treatment of samples for 

72 h, melanin contents were measured at 405 nm.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p < 0.05 

and 
＊＊p < 0.01 compared with control. 

효과에 대한 화장품 원료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복령피 추출물의 DPPH와 superoxide anion radical 소거 

효과는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여, 각각 IC50 값이 19.4 ± 

2.21 µg/mL, 103 ± 3.33 µg/mL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

었으며, 활성물질인 3-β-hydroxylanosta-7,9(11),24-trien- 

4-oic acid는  각각 IC50 값이 4.3 ± 0.15 µg/mL, 54 ± 1.67 

µg/mL로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보여주었다. B16 mela-

noma 세포 내 tyrosinase의 활성 억제에 대해서는 복령

피 추출물과 3-β-hydroxylanosta-7,9(11),24-trien-4- 

oic acid 모두 알부틴 대비 약 1.7배, 2.7배의 높은 억제율

을 나타냈으며,  멜라닌 생성에 대해서도 알부틴 대비 약 

1.8배, 3.2배의 높은 생성 저해 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3-

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의 멜라닌 

생합성 저해 기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tyrosinase, TRP-1, 

및 TRP-2의 단백질 발현량을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 tyrosinase, TRP-1, TRP-2의 단백질 발현

량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

서 복령피 추출물의 유효성분인 3-β-hydroxylanosta- 

7,9(11),24-trien-4-oic acid는 멜라닌 생합성의 초기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tyrosinase의 활성 및 발현을 억제함

과 더불어 TRP-1 및 TRP-2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멜

라닌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복령피 추출물과 그 유효

성분인 3-β-hydroxylanosta-7,9(11),24-trien-4-oic acid

는 미백용도의 기능성 원료로서 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이 소재에 대해 추가적인 임상 실

험을 진행하여 피부 안정성 검증과 미백효능 평가를 진

Figure 7. The effect of 3-β-hydroxylanosta-7,9(11),24- tri-

en-4-oic acid (Compound) on tyrosinase, TRP-1, and TRP-2 

protein expression in B16 melanoma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compound (2.5, 5.0, 

10.0 µg/mL) for 72 h.

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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