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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나무의 각 부위별 UV보호능에 의한 피부미백과 피부면역활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고

로쇠 및 우산고로쇠나무의 수피 부위는 다른 부위의 2.67% 그리고 2.45%보다 높은 추출 수율을 나타내었다. 섬유아

세포인 CCD-986sk에 대한 세포독성 결과 1.0 mg/mL의 농도에서 21.64%보다 낮은 세포독성을 보였다. 고로쇠나무

수피 추출물은 UV를 조사한 CCD-986sk 세포에서 30%이하의 MMP-1 발현을 억제하였다. 1.0 mg/mL의 고로쇠 수

피 추출물의 경우 PGE
2
 발현이 상당히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나무의

수피 추출물이 다른 부위보다 높은 활성을 보이는데 반해 흥미롭게도 우산고로쇠나무의 목부 추출물은 Clone-M3세

포에서 79.25%의 높은 멜라닌 생성저해 활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 수피 추출물이 목

부 추출물에 비해 높은 향장활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들 추출물이 피부미백과 피부면역활성을 가짐으로

서 앞으로 향장소재로서의 개발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Abstract: UV-protection skin whitening and immune activities several parts of Acer mono and Acer okamotoanum

were investigated. The bark of both Acer mono and Acer okamotoanum had higher yields than other parts as

2.67% and 2.45%. The cytotoxicity of the extracts were lower than 21.64% against human skin cell(CCD-986sk)

line in adding 1.0 mg/mL of the highest concentration. The bark extracts of Acer mono greatly reduced the

expression of MMP-1 on UV-irradiated CCD-986sk cells down to as 30%. At 1.0 mg/mL of bark extration of

Acer mono, PGE
2
 expression was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Generally, the bark extracts of Acer mono and

Acer okamotoanum had higher activity than other parts, but, interestingly, wood extract of Acer okamotoanum

showed strong inhibition effect on melanin production by Clone-M3 cells as 79.25%. From these results, we

could conclude that the bark extract from Acer mono and Acer okamotoanum had skin-whitening activity as well

immune enhancement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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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천연물 유래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

라 고로쇠나무 및 우산고로쇠 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지

역에서는 이들 나무를 대상으로 한 수액의 채취 및 음용

이 농가소득에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최

근 임목생육과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제

기되고 있으며 수액 그 자체의 음용으로 사용이 한정되

어 있을 뿐 나무 자체의 활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이들 고로쇠나무를 대상으로 생리활성을 탐색함으

로써 나무의 수피 및 목부가 가지는 기능성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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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로쇠나무 자체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국내에서 수액에 관한 연구로는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나무의 수액 채취량과 이

화학적 성질, 유리당 및 무기성분 분석(문현식 등, 2004),

당류와 무기물 분석(서화중 등, 1991), 수액의 성분분석

과 효능(안원영, 1975), 자작나무 수액의 칼슘과 마그네

슘 분석(윤승낙 등, 1992)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국내에 비해 비교적 폭넓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

으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약리적 효과보다는 수액의

성분분석에 관한 것으로 자작나무의 성분에 관한 연구

(Terazawa et al., 1984)등이 보고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인해 오존층이 파

괴되어 자외선 조사량이 증가하고 있다(유영근 등, 2005).

인간의 피부색은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데 그

중 피부색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내적인자는 천연 피부 색

소인 멜라닌이다. 멜라닌은 표피 기저층에 존재하는 멜

라닌 세포의 멜라노좀에서 합성되어 수상돌기를 통하여

표피의 각질세포로 이동되어 피부의 색깔을 나타내고, 자

외선이나 외부자극 물질 등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긍

정적인 기능이 있는 반면, 과도한 색소침착은 기미와 주

근깨를 형성하고 피부노화를 촉진하는 등 미용적인 면에

서 부정적인 기능을 나타내기도 한다(Maeda and Fukuda,

1991). 

멜라닌은 자외선, 건조, 극한 온도 등에 대한 생존능력

을 높여주고, 커피, 차, 담배 등의 품질을 향상시키나(Bell

and Weeler, 1986; Lerner and Fitzpatrick, 1950), 과도

한 멜라닌 합성은 인체에 기미, 주근깨, 피부반점을 형성

하고 피부노화를 촉진하며 피부암 유발에 관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Chen et al., 1991: Urabe et al., 1994).

멜라닌 색소의 생합성은 tyrosinase 효소를 비롯하여 여

러 효소들에 의하여 조절되고 있으며, 그중 tyrosinase는

tyrosine을 기질로 하여 L-dopaquinone으로 전이되는 초

기 생합성 과정이후 dihydroxyindole의 산화에 작용한다

(Aroca et al., 1993; Iozumi et al., 1993). 따라서 tyrosinase

활성 억제제를 찾는 연구가 미백제의 개발에 있어서 중

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계속 알려지고 있는

tyrosinase 저해제로 hydroquinone, 4-hydoroxyanisole,

ascorbic acid 유도체, kojic acid, azelaic acid, corticosteroid,

retinoids, arbutin, catechin, 3,4,5-trimethoxy cinnamate

thymol ester 등이 있으나, 이들의 안전성과 경제성 등에

문제가 많아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Tomita et al.,

1990; Cabane et al., 1994; 정승원 등, 1995; Hwang et

al., 2002).

또한 자외선은 피부 세포 내에 유해한 활성 산소종을

생성시키고, 이 활성 산소종은 피부 세포에서 불포화 지

방산, 단백질, DNA 등의 고분자 물질들과 반응하여 피

부 콜라겐 등의 결합조직 파괴, 세포막 기능저해, DNA

변이촉진, 단백질 작용변형 등을 유발하므로 피부 노화

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denas, 1989; Davies, 1987; Lavker and Kligman, 1988).

Matrix metalloproteinases(MMPs)는 활성 중심부에 아연

을 갖는 금속 단백질 분해효소로서 현재까지 약 20 여종

이상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ndo, 2000).

특히 MMPs는 피부의 각질형성세포(keratinocytes), 섬유

아세포(fibroblasts)를 비롯한 많은 세포들로부터 분비된

구조체인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과 기저

막(basement membrane, BM)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

구성요소들을 가수분해 함으로서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결합조직을 파괴하여 주름과 탄력저하 및 피부 처짐의 원

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ng et al., 1999).

Brenneisen 등(Brenneisen et al., 2002)은 자외선 조사와

활성 산소종에 의해 피부내의 MMPs 활성이 증가되어 진

피 층 내의 콜라겐 등과 같은 세포 외 기질들의 붕괴에

영향을 미치며, MMPs가 광노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앞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나무 그

자체의 활성에 관해 거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나무 추출물을 대상으로 자외선 차단 효과

및 피부 미백활성에 관한 효과를 알아보고, 더 나아가 향

장소재와 관련된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이

용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고로쇠와 우산고로쇠나무는 2009년 5월에 채취된 것을

국립산림과학원으로부터 지원받았으며, 실온에서 음건

시킨 후 분쇄기로 분말화한 후 수직 환류 냉각기가 부착

된 추출 플라스크에 시료와 시료 중량의 10배수의 증류

수를 용매로 넣고 100oC에서 12시간 씩 2회 추출을 시행

하였다. 상기와 같은 열수 추출공정으로부터 얻어진 각

각의 추출물은 감압농축기(rotary vacuum evaporator N-

N series, Eyel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여과, 농축된

뒤 동결건조를 통해 용매를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한

Powder 상태로 제조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 나무의 수피, 목부 추출물을 약

자로 표시하였다. 고로쇠, 우산고로쇠 학명인 Acer mono

Max.와 Acer okamotoanum의 M과 O를 각각 가장 앞에

표시하고, 그 뒤에 수피(bark)는 B, 목부(wood)는 W를 붙

여 그 부위별로 표시하였다. 즉, 고로쇠나무 수피는 MB,

목부는 MW로 표시되며, 우산고로쇠 나무 수피는 OB, 목

부는 OW의 약자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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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 및 시약

Enzyme-linked immunosorvent assay(ELISA)를 위해

사용된 matrix metaloproteinase-1(MMP-1)에 대한 1차

항체와 alkaline phosphatase가 결합된 2차 항체는 Sigma

Chemical사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Human dermal

fibroblasts(HDFs)는 CCD-986sk으로 한국세포주은행

(KCLB)로부터 동결 상태로 구입하였다. 또한 melanocyte

인 Clone-M3(KCLB No. 10053.1)도 한국세포주은행으로

부터 동결상태로 구입하였다. 한국세포주은행으로부터

구입한 HDF와 Clone-M3 cell을 각각 DMEM배지와

RPMI1640 배지에 10% fetal bovine serum(FBS, Hyclone),

1% penicillin-streptomycin을 첨가하여 37oC, 5% CO
2

조건하에서 배양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들은 Sigma Chemical사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3. 추출물의 세포 독성 측정

세포 독성은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 시약을 이용하여 세포 생존율

을 측정하는 Mosmann방법(Mosmann, 1983)을 변형하여

실시하였다. CCD-986sk 세포를 2×104 cells/well 농도로

96-well plate에 접종한 후 각 well에 시료를 투여하여

CO
2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MTT 용액(5 µg/

mL)을 첨가하고 4시간 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제거

하고 10 µL의 0.04 N HCl/isopropanol을 첨가한 후 푸

른색의 formazan이 용출되도록 하여 micro plate reader

로 5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UVA 처리를 이용한 MMP-1 발현 저해 측정 

CCD-986sk를 1.5×105 cells/mL의 농도로 35 mm dish에

약 80%의 confluency에 도달할 때까지 배양하였다. UV

조사 전에 원배지를 제거한 후 PBS로 세척하여 배지 내

serum 성분을 제거한 다음 UV 등(Coralife, 35W, UV)에

필터를 이용하여 UVA(6.3 J/cm2)를 24시간 조사하였다.

UVA 조사 후 배양배지는 FBS를 첨가하지 않은 DMEM

배지에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나무 부위별 추출물을 1 mg/

mL의 농도로 투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UVA 조사에

의해 유도되는 MMP-1 발현량 측정은 Dunsmore등이 사

용한 방법(Dunsmore et al., 1996)을 실시하였다. UVA를

조사 후 시료를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한 배지를 96-well

plate에 분주하여 4oC에서 overnight하여 반응하였다. TBS

(phosphate buffered saline+0.05% Tween 20)로 3회 세

척하고 3% PBS로 37oC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 한 후,

1차 항체(monoclonal anti-MMP-1 antibody)를 blocking

buffer로 1:3,000으로 희석하여 처리하고, 37oC에서 90분

간 반응시킨 후 PBS로 세척한 다음 alkaline phosphatase

기질용액(1 mg/mL, p-mitrophenyl phosphate in diethano-

lamine buffer)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3 N NaOH로 반응을 완전히 중지시킨 후 micro 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Prostaglandin E
2 

(PGE
2
) 생성량 측정

일반적으로 염증 및 통증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prostaglandin(PG)이 생성되는 기전은 LPS, SNP 또는

UV 자극에 의해 interleukin-1(IL-1), tumor necrosis factor

(TNF), interleukin-6(IL-6) 같은 염증성 cytokine이 분비

되면, phospholipase A
2
(PLA

2
)가 활성화되고 PLA

2
에 의

해 세포막의 phospholipid에서 arachidonic acid(AA)가

분비되어 세포내 AA가 cyclooxygenase(Cox)에 의해 PG

로 변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Bernstein and Chen,

1994). 또한, UV조사는 COX
2
 효소의 양을 크게 변화시

키며 높은 수준의 PGE
2
 발현량을 나타낸다(Liou et al.,

2007). 인간 fibroblast인 CCD-986sk 세포를 10% FBS와

DMEM 배지에 현탁하여 1×106 cells/mL로 하였다. 이 현

탁액에 aspirin을 50 µM이 되도록 첨가하여 세포에 잔존

하는 COX 효소의 활성을 비가역적으로 억제시켜 동일

한 PGE
2
 양이 될 수 있도록 조절하였다. 다음 세포 현탁

액과 시료를 96-well 세포 배양관의 각각 well에 20 µL

씩 첨가하고 37oC, 5% CO
2
 배양기에서 2시간 동안 UV

등에 필터를 이용하여 UVA(6.3 J/cm2)를 조사하였다. 배

양 후 세포를 well 바닥에 부착시켰다. 그런 다음 부착된

세포를 PBS로 2회 세척한 후, 표면에 남아 있는 세포를

실험에 사용하였다(한재건 등, 2008). 

PGE
2
 생성량은 Prostaglandin E

2
 Express EIA Short

kit(ACETM, 155019)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Cui et al.,

2005). 항 PGE
2
 항체가 부착되어있는 plate의 각 well에

회수한 상층액과 함께 PGE
2
-acetylcholinesterase tracer를

넣어 상온에서 18시간 배양한 후, 각 well에 남아있는 용

액을 말끔히 털어낸 후, 0.05% tween 20-phosphate

buffer solution으로 각 well을 5회 세척하고 Ellman 시약

200 µL를 각 well에 넣은 후 7시간 배양하여 405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PGE
2
를 표준품으로 검량선을

작성하여 각 시료를 처리한 배양액 중의 PGE
2
 생성량을

구하였다.

6. 피부 멜라닌 생성량 측정

쥐 유래 melanocyte인 Clone-M3 세포는 멜라닌을 생

성한다(Choi et al., 2006). 멜라닌은 표피 기저층에 존재

하는 melanocyte내의 소기관인 melanosome에서 생합성

되며 이는 가시광선 영역대의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멜

라닌의 생성량을 비교할 수 있다(Lim et al., 2006).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Clone-M3세포 접종 후 3일간 시료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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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후 배지를 제거하고 세포를 PBS로 세척 후 각 well

당 1 mL의 1 N NaOH를 가하고 교반하여 세포막을 융

해하여 멜라닌 성분을 녹여 나오게 하여 가시광선 영역

대 중 가장 파장이 짧은 푸른색의 가시광선 영역인 4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생성량을 비교하였다.

7. Tyrosinase 억제 효과 탐색

Tyrosinase 억제 효과는 dopachrome방법(Kim et al.,

2006)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50 µL의 mushromm

tyrosinase-150 unit(Sigma Chemical Co.), 225 µL(2.5

mM)의 
L
-tyrosinase, 225 µL의 0.4M Hepes buffer(pH

6.8), 그리고 300 µL의 ethanol 용액 혹은 시료(1 mg/

mL)용액을 섞은 후 배양전과 15분간 배양을 한 후 475

nm에서 흡광도를 각각 측정하여 억제되는 정도를 살폈

다. Tyrosinase의 억제정도는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Tyrosinase Inhibition (%)=(D−C)−(B−A)/(D−C)×100

 A와 B는 각각 시료를 가지는 용액의 배양 전과 배양

후의 흡광도이며, C와 D는 각각 시료를 넣지 않은 용액

(기준 용액)의 배양전과 배양 후의 흡광도이다. 이들

tyrosinase 억제효과는 100으로 나타날 때 완전한 억제를

의미하며, 0일 때 전혀 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8. 통계

Microsoft excel의 student t-test에 의해 유의성을 검정

하였다. 또한 각 활성 실험 등에 대한 각 실험결과는

triplicate determinations에 의한 Mean±SD로 표시했으며

각 평균치 간의 차이는 student t-test에 의해 p=0.05 수준

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의 부위별 추출 수율

100oC의 물을 이용하여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나무의

부위별 추출 수율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

다. 고로쇠 수피가 9.72%로 가장 높은 추출 수율을 보였

고, 우산고로쇠 목부가 2.45%로 가장 낮은 추출 수율을

보였다. 우산고로쇠 보다 고로쇠나무의 추출수율이 조금

더 높은 것 또한 확인 되었고, 전체적으로 목부에 비해

수피의 추출수율이 훨씬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딱딱한 목부보다 표면 조직이 좀 더 연한 수

피에서의 물질 용출이 더 용이하기 때문에 도출된 결과

라 사료된다.

2. 세포 독성 측정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나무의 수피, 목부 추출물을 각각

0.2, 0.4, 0.6, 0.8, 1.0 mg/mL의 농도로 처리하여 48시간

배양한 후 MTT 방법으로 세포의 생존율을 관찰하였다.

Figure 1에 나타낸 결과를 통해 모든 조건에서 세포 독성

이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처음

0.2 mg/mL의 농도에서는 4가지의 시료가 비슷한 세포독

성을 나타내었으나 농도가 증가할수록 고로쇠나무 추출

물이 우산고로쇠나무 추출물에 비해 높은 세포독성을 나

타내었고, 또한 수피보다 목부의 독성이 더 높은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나무의 수관부가 존재하는 목부에 세

포의 생존에 독성으로 작용하는 물질이 있는 것으로 사료

되며 이 성분에 관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

료된다. 4가지의 시료 중 고로쇠 목부 추출물이 가장 높은

21.64%의 독성을 나타내었다. 위 실험의 세포독성 결과를

살펴보면 1.0 mg/mL의 농도에서 가장 높은 21.64%를 나

타내었는데 이는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복분자 추

출물의 세포독성 23.8%보다 낮은 수치로 고로쇠 및 우산

고로쇠나무의 추출물이 세포 수준에서 안전성을 가지며

향장소재로서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1. Comparison of the extraction yields of different
parts of Acer mono and Acer okamotoanum. 

Sample Yields(%, w/w)

MB1)
9.72 ± 0.24*

MW2)
2.67 ± 1.18

OB3)
8.44 ± 1.05

OW4)
2.45 ± 2.11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 0.05 by Student t-test.
1)MB: The water extract from the bark of Acer mono at 100oC.
2)MW: The water extract from the wood of Acer mono at 100oC.
3)OB: The water extract from the bark of Acer okamotoanum at
100oC.
4)OW: The water extract from the wood of Acer okamotoanum at
100oC.

Figure 1. Cytotoxicity of the extracts from Acer mono and
Acer okamotoanum on human skin fibroblast (CCD-986sk).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0.05 by
Student t-test. MB : The water extract from the bark of Acer

mono at 100oC. MW : The water extract from the wood of
Acer mono at 100oC. OB : The water extract from the bark of
Acer okamotoanum at 100oC. OW : The water extract from the
wood of Acer okamotoanum at 1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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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VA 처리를 이용한 MMP-1 발현 저해 효과

피부의 광노화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MMP-1의 발현은 UVA에 의해 세포에서 JNK/p38 활성

도가 증가하고 전사인자인 AP-1의 활성도가 증가되는 신

호 전달 경로를 통해 MMP-1 발현을 증가시켜 피부에서

교원질의 결핍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Chung et al.,

2000). Figure 2는 이러한 UVA에 의해 발현이 증가되는

MMP-1에 미치는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 추출물의 영향

을 알아보고자 HDF
S
에 UVA를 조사하고 시료를 첨가하

여 24시간 배양한 후 MMP-1 발현 저해 효과를 ELISA

로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림이다. 1.0 mg/mL의 농도에

서 측정한 결과, 양성대조군인 ascobic acid가 115.6%를

나타내어 가장 억제된 발현률을 보였고, 고로쇠 수피 추

출물이 124.5%를 나타내어 4가지의 시료 중에서 가장 낮

은 발현률을 나타내었다. 그 외의 다른 시료들도 134.1%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곰취의 MMP-1발현 저

해(나영 등, 2006)에서 보고된 10 µg/mL농도에서의 35%

의 저해효과와 비교해볼 때 곰취의 처리농도에 비해 높

은 농도에서의 결과로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실험

자체로 비교적 낮은 발현률을 보임에 따라 고로쇠 및 우

산고로쇠나무 각 부위별 추출물이 UVA에 대한 MMP-1

발현 저해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전체적인 결과를

살펴볼 때 고로쇠가 우산고로쇠 추출물에 비해 피부 주

름의 억제에 더 효과적인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교원

질 파괴에 관여하는 외부적 스트레스인 UVA에 의해 발

생된 유해인자를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MMP-1의 발

현을 효과적으로 조절한 것이라 사료된다. 현재까지 밝

혀진 MMP 저해제로는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

teinases-2(TIMP-2)가 있는데, 이는 기질 세포에서 분비되

며 기능은 MMP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결합하여 MMP의

활성화를 막음으로서 단백 분해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피부 교원질 층 붕괴로

인한 주름살의 치료제로서 향장소재 연구에 중요한 실마

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PGE
2
 생성량 측정 결과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나무의 각 부위별 추출물의 피부

면역 활성 탐색을 위해 UV로 피부세포인 CCD-986sk를

Figure 2. Production of MMP-1 by adding the extracts from
different parts of Acer mono and Acer okamotoanum on
UVA-irradiated human skin fibroblast (CCD-986sk).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 0.05 by Student t-
test. MB : The water extract from the bark of Acer mono at
100oC. MW : The water extract from the wood of Acer mono

at 100oC. OB : The water extract from the bark of Acer

okamotoanum at 100oC. OW : The water extract from the
wood of Acer okamotoanum at 100oC.

Figure 3. Effect of the extracts of Acer mono and Acer

okamotoanum on PGE2 production from human fibroblast
CCD-986sk.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
0.05 by Student t-test. MB : The water extract from the bark
of Acer mono at 100oC. MW : The water extract from the
wood of Acer mono at 100oC. OB : The water extract from
the bark of Acer okamotoanum at 100oC. OW : The water
extract from the wood of Acer okamotoanum at 100oC.

Figure 4. Effect of the extracts of Acer mono and Acer

okamotoanum on PGE
2
 production from human fibroblast

CCD-986sk by UV irradiation.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 0.05 by Student t-test. MB : The water
extract from the bark of Acer mono at 100oC. MW : The
water extract from the wood of Acer mono at 100oC. OB :
The water extract from the bark of Acer okamotoanum at
100oC. OW : The water extract from the wood of Acer

okamotoanum at 1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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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하여 염증과 관련 있는 PGE
2
의 발현도를 관찰하고

그 결과를 Figure 3과 4에 나타내었다. UV를 조사하고

시료를 넣어주지 않은 것과 UV를 조사하지 않고 시료를

넣어주지 않은 군에서는 각각 2340 pg/mL와 940 pg/mL

의 PGE
2
 발현을 나타내었다. UV를 조사한 것과 조사하

지 않은 조건 모두에서 시료 첨가 후의 PGE
2
의 발현도는

미첨가 대조군에 비하여 모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농도 의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3은 UV

를 조사하지 않은 세포에서의 PGE
2
의 발현도를 나타낸

것으로 1.0 mg/mL의 농도에서 고로쇠 목부 추출물이 520

pg/mL로 가장 낮은 PGE
2
 생성을 나타내었다. Figure 4는

UV를 조사한 세포에서의 PGE
2
 생성량을 나타낸 것으로,

UV를 조사하지 않은 결과와 마찬가지로 시료첨가를 통

해 PGE
2
의 생성량이 감소하였으며, 농도 의존적으로 낮

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산두근 추출물에 관한

연구(김강태 등, 2007)에서의 경향과 같았고, UV를 조사

하지 않은 조건에서와 마찬가지로 1.0 mg/mL의 농도에

서 고로쇠 목부 추출물이 940 pg/mL 로 가장 낮은 PGE
2

생성량을 나타내며 다른 추출물에 비해 생성량이 낮은 결

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활 아세테이트 분획

에 의한 PGE
2
 생성억제에 관한 연구(김시나 등, 2006b)

의 20 µg/mL에서의 29.05 pg/mL의 수치보다는 많은 양

이나 차조기 추출물에 관한 연구(김시나 등, 2006a)에서

의 20 µg/mL의 농도에서 약 300 pg/mL의 양보다는 농

도대비 적은 양으로 고로쇠 목부 추출물의 피부 면역 소

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피부면역과 관계

되는 PGE
2
의 발현도 실험에서 전체적으로 우산고로쇠에

비해 고로쇠가, 수피 보다 목부 추출물이 더 적은 양의

PGE
2
 발현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UV로 인하여 IL-1과 TNF와 같은

cytokine이 분비되는 것을 특정 펩타이드가 저해하였을

가능성과 차후 PLA
2
활성을 직접 저해하였을 가능성, 또

는 직접적 염증 물질인 arachidonic acid가 phospholipid

에서 분비되는 최종 과정을 막았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5. Clone M3 세포로부터 멜라닌 생성량 측정

Clone M3 세포주에 각추출물 투여 시 멜라닌 생합성

과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

0.2, 0.4, 0.6, 0.8 그리고 1.0 mg/mL의 농도로 3일간 처

리하여 멜라닌 생성량을 측정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 멜라닌 생성률은 세포생존율과 형태학적 변화

없이 고로쇠 수피 추출물의 경우 0.2~1.0 mg/mL의 농도

까지 각각 96.31%, 90.24%, 85.46%, 83.23%, 82.44%

까지 저해하였다. 4가지 시료를 비교해보면 우산고로쇠

목부 추출물이 나머지 시료에 비해 최고농도인 1.0 mg/

mL에서 79.25%의 가장 높은 저해율을 보였다. 이는 오

가피 추출물의 멜라닌 생성저해 효과(임경란 등, 2008)에

서처럼 농도의존적으로 멜라닌 생성을 저해하였다. 4가

지 시료 모두 85.37%의 생성량을 나타낸 양성대조군인

ascorbic acid에 비해 낮은 생성 저해율을 나타내었으나

이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부미백에 관계된 멜라닌 생성량 측정결과 고로쇠 보다

는 우산고로쇠 추출물이 그리고 수피 보다는 목부 부위

의 추출물이 피부 미백에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를 통해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나무의 각 부위별 추

출물이 멜라닌 생성량 억제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나무의 각 부

위별 추출물이 미백 활성 및 피부면역에 활성을 가짐을

Table 2. Production of melanin by adding extracts from Acer

mono and Acer okamotoanum on Clone-M3 cell.

Samples
Concentration

(mg/mL)
Melanin production 

(%)*

MB1)

0.2 96.31 ± 0.3***

0.4 90.24 ± 2.1

0.6 85.46 ± 3.1

0.8 83.23 ± 0.8

1.0 82.44 ± 1.5

MW2)

0.2 94.25 ± 0.9

0.4 93.32 ± 0.5

0.6 90.64 ± 2.4

0.8 85.64 ± 1.9

1.0 81.21 ± 1.4

OB3)

0.2 91.15 ± 2.4

0.4 87.11 ± 0.8

0.6 84.68 ± 2.7

0.8 82.64 ± 1.6

1.0 80.21 ± 2.1

OW4)

0.2 90.71 ± 1.6

0.4 86.71 ± 2.8

0.6 84.64 ± 0.7

0.8 82.46 ± 1.4

1.0 79.25 ± 1.1

Ascorbic acid**

0.2 90.72 ± 0.8

0.4 89.69 ± 1.4

0.6 87.46 ± 2.7

0.8 85.46 ± 3.0

1.0 85.37 ± 2.2

*Melanin content of vehicle was set to 100%
**Used as a positive control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 0.05 by Student
t-test.
1)MB : The water extract from the bark of Acer mono at 100oC.
2)MW : The water extract from the wood of Acer mono at 100oC.
3)OB : The water extract from the bark of Acer okamotoanum at

100oC.
4)OW : The water extract from the wood of Acer okamotoanum at

1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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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기존 화학합성물을 대

체할 수 있는 천연 기능성 미백소재로 개발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6. Tyrosinase 억제 효과

멜라닌은 피부에서 세포내의 tyrosinase라는 효소의 생

합성 과정에서 만들어지며(Invergar and McEvily, 1992)

자외선, 건조, 극한 온도 등에 대한 피부의 저항력을 높

여주지만, 과도한 melanin 생성은 인체에 기미, 주근깨,

검버섯 등과 같은 색소 침착을 일으키고, 피부의 손상을

촉진시킨다. 그러므로 화장품 산업에서 피부 미백효과를

측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나무의 부위별 추

출물의 tyrosinase에 대한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0.2~1.0 mg/mL의 농도로 시료를 첨가 했을 때의 저해율

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모든 추출물에서 농도 의존적

으로 저해율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0 mg/

mL의 농도에서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Ascorbic acid가

71.2%의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4가지 시료 중 우산

고로쇠 수피 추출이 66.2%의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

었고, 전체적으로 우산고로쇠 추출물과 수피 추출물의

억제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죽나무 물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연구(이양숙 등, 2007)에서 보

고된 2.0 mg/mL의 농도에서 뿌리, 줄기, 잎 각각 7.09%,

5.21%, 16.33%에 비해 매우 높은 tyrosinase 저해 활성

을 보였고, 이는 에탄올 용매로 추출한 가죽나무의 뿌리

추출물의 연구(이양숙, 2007)에서 보고된 62.01%

tyrosinase 저해 활성과 비슷한 수치로 고로쇠 및 우산고

로쇠 추출물이 피부 미백활성에 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앞의 멜라닌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우

산고로쇠가 고로쇠 추출물에 비하여 tyrosinase 저해 활

성이 좋았다. 

고 찰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나무의 부위별 추출수율을 비교

해 본 결과 우산고로쇠 보다 고로쇠의 수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목부의 2.45%보다 수피의 9.72%가 수

율이 약 4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나무의 외

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수피의 수율이 나무를 베고 가

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목부에 비해 높은 것은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나무를 활용하여 천연소재로 개발할 경우

수피를 통해서 더 많은 유용물질을 얻을 수 있는 결과라

생각된다.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나무의 부위별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측정한 결과 최고농도인 1.0 mg/mL에서 가

장 높은 세포독성을 나타낸 고로쇠 목부의 경우 21.64%

였고, 나머지 농도나 시료의 경우 이보다 낮은 세포독성

을 나타내어 이들의 추출물이 식품 또는 향장 소재로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UVA 처리에 따

른 MMP-1 발현 저해 효과 측정에서 1.0 mg/mL 첨가를

통해 고로쇠 수피 추출물이 UV를 조사하지 않은 대조군

과 비교하여 124.5%를 나타내며 양성대조군인 ascorbic

acid의 115.6%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발현 억제 효과

를 나타내었다. 그 외 다른 시료들도 134.1% 이하로 발

현하며 높은 저해율을 보임에 따라 고로쇠 및 우산고로

쇠 추출물이 UVA에 대한 MMP-1 발현 저해 효과가 있

음을 나타내었다. MMP-1 발현 억제 실험 결과 피부 주

름을 억제하는 데에는 고로쇠가 우산고로쇠 추출물에 비

해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사료된다. 피부 염증과

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행한 PGE
2
 생성량 측정의

경우 특정 수용체(EP
3
)와 결합하면 알레르기 증상이 억

제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

정 펩타이드와 결합으로 인한 PGE
2
의 생성 억제 가능성

이 있으리라고 사료된다. 또한 Melanocyte를 이용한 멜

라닌 생성량 측정을 통해 고로쇠 및 우산고로쇠 추출물

Table 3. Inhibitory effects of extracts from Acer mono and Acer okamotoanum against the in vivo melanin synthesis by

tyrosinase.

Samples
Inhibition ratio (%)

0.2 mg/mL 0.4 mg/mL 0.6 mg/mL 0.8 mg/mL 1.0 mg/mL

MB1)
33.5 ± 1.2* 43.6 ± 2.5 50.2 ± 0.2 56.8 ± 2.0 62.4 ± 0.5

MW2)
31.2 ± 1.5 41.2 ± 1.2 49.5 ± 2.1 55.4 ± 2.3 59.7 ± 0.6

OB3)
37.5 ± 2.1 47.9 ± 2.7 53.1 ± 1.9 60.1 ± 0.6 66.2 ± 0.9

OW4)
36.9 ± 0.8 45.2 ± 1.4 51.4 ± 1.5 57.3 ± 0.7 63.1 ± 1.8

Ascorbic acid** 65.4 ± 1.1 68.2 ± 0.4 68.7 ± 2.3 69.8 ± 1.3 71.2 ± 2.2

*Each value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 0.05 by Student t-test.
**Used as a positive control 
1)MB : The water extract from the bark of Acer mono at 100oC.
2)MW : The water extract from the wood of Acer mono at 100oC.
3)OB : The water extract from the bark of Acer okamotoanum at 100oC.
4)OW : The water extract from the wood of Acer okamotoanum at 100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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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미백활성을 실험한 결과 최고 농도인 1.0 mg/mL에서

우산고로쇠 목부 추출물이 79.25%의 멜라닌 생성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tyrosinase 억제 효과를 통한

미백실험에서도 우산고로쇠 수피 추출물이 66.2%로 가

장 높은 억제 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고로쇠

와 우산고로쇠 추출물중 특히 피부 미백에 관해서는 고

로쇠 보다는 우산고로쇠 추출물이, 그리고 수피 보다는

목부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시료의 활성은 농도의존적으로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남

에 따라 특정 물질의 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melanocyted

의 멜라닌 생성량 저해능과 더불어 향후, 보다 면밀한 정

제를 통한 물질 검정의 단계를 거치면 천연 피부미백용

향장소재로서 피부미백 및 피부면역 활성을 안전하게 향

상시킬 수 있는 기능성 소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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