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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anti-melanogenic effects of Hizikia fusiforme (HF) frac-
tions in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induced B16F10 mouse melanoma cells. Ethanol extractions
of Hizikia fusiforme (EEHF) were subjected to fraction by using dichloromethane (CFHF), ethyl acetate
(EAFHF), butanol (BFHF), and water (WFHF). EEHF, CFHF, and EAFHF inhibited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in synthesis in B16F10 mouse melanoma cells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 melanin
contents were inhibited by 40.5% and 33.2% in response to treatment with 50 μg/ml of EEHF and
CFHF, respectively. In addition, tyrosinase activities showed a 53.3% and 54.1% reduction in treatment
with 50 μg/ml of EEHF and CFHF. Western blotting analysis showed that EEHF, CFHF, and EAFHF
inhibited tyrosinase, TRP-1, TRP-2, and MITF express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thanol and dichloromethane fractions of Hizikia fusiforme, which inhibit
melanin synthesis and tyrosinase activity, are effective skin-whitening 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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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멜라닌은 인간의 피부색을 결정

짓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며, 태양 광선으로부터 들어오

는 자외선을 차단하는 색소이다. 과도하게 합성되거나, 노화

등에 의해 피부의 생리기능이 떨어지면 피부 표면에 침착되어

기미, 주근깨 및 다양한 색소로 나타난다[1, 9]. 멜라닌 합성은

tyrosinase, tyrosinase related protein-1 (TRP-1)과 tyrosinase

related protein-2 (TRP-2),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 유도 물질인 adrenocorticotropic hormone (ACTH),

forskolin과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 등

에 의해서 조절된다[3, 14, 22].

최근 사람들이 미용과 건강에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백 기능

성 소재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안

정적이고 효과적인 소재인 천연물을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해조류인 감태, 곰피, 미역 등[6, 12, 19]의　

melanin 합성과정과 tyrosinase 저해효과에 대한 연구와 곰취,

미역취 등의 복합 추출물[11], 조릿대[24] 등 약용작물의 미백

효과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톳(Hizikia fusiforme)은 갈조류 모자반과

에 속하며 20~100 cm까지 성장하는 다년생 해조류로, 평균

수면에서 저조선 약 30 cm 위쪽의 조간대 하부에 서식한다.

식용해조류는 육상식물과는 다른 환경으로 인하여 생체 내

2차 대사산물의 화학구조가 매우 독특하며, 해양천연물의 2차

대사산물은 생리기능이나 생태계의 제어에 매우 중요한 생리

활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17]. 톳은 우수한 식이섬유소의 공

급원일 뿐만 아니라 혈액응고작용, 면역증강작용 등의 기능성

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성다당류인 라미나란(laminaran)과

함황산성 다당류인 푸코이단(fucoidan)이 다량 함유되어 있

다. 미역, 다시마, 톳 등의 갈조류 성분의 새로운 생리활성 성

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푸코이단은 천연 미백물질로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물질로 밝혀지고 있다[15]. 또한 해조류는

소화율이 낮아서 열량원으로서의 가치는 적지만 포만감과 통

변을 조절하는 효과[16] 뿐 만 아니라 면역력 증강[18], 항암[7,

13] 등의 효과가 보고되고 있다. 게다가 해조류의 식이성 섬유

소는 항산화제, 돌연변이 억제 및 혈액응고 저해 효과, 항암

효과와 같은 중요한 기능성을 보여주고, 인체에서의 지방대사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1]. 이와

같이 톳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미백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톳 분획물의 미백 효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B16F10 mouse melanoma cell에서 톳 분획물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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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actionation procedure of Hizikia fusiforme fractions were

separate by separatory funnel.

tyrosinase 활성 및 멜라닌 형성 저해 효과, 그리고 TRP-1,

TRP-2, MITF, tyrosinase 등과 같은 melanogenesis 관련 유전

자 발현에 어떠한 변화가 유발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톳 분획물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톳은 기장군에서 채취하여 흐르는 물로

24시간 동안 세척하여 염분과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수회 세척한 후 그늘에서 건조시켜 사용하였다. 건조 된 톳

2 kg을 80% 에탄올에 24시간 동안 침지시킨 후 환류 냉각시키

면서 80℃ 수욕상에서 3시간씩 3회 반복 추출한 후 감압 추출

농축장치(EYELA, Japan)로 에탄올 추출물(69.4 g)을 얻었다.

다음으로 Fig. 1과 같이 에탄올 추출물(ethanol extract of

Hizikia fusiforme, EEHF)을 증류수에 현탁하고, 분액깔때기에

서 dichloromethane (CFHF), ethyl acetate (EAFHF), butanol

(BFHF), water (WFHF)를 순차적으로 계층 분획한 뒤 여과

후 회전진공농축기로 45℃에서 감압 농축하여 각각의 분획물

을 얻었다.

시약 및 항체

단백질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MITF, TRP1, TRP2, ty-

rosinase 및 actin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 및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Immunoblotting을 위해 2차 항체로 사

용된 peroxidase-labeled donkey anti-rabbit 및 peroxidase-la-

beled sheep anti-mouse immunoglobulin은 Amersham Life

Science Corp. (Arlington Heights, IL, USA)에서 구입하였다.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과 L-DOPA는

Sigma-Aldrich (St. L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주 및 세포 배양

한국 세포주은행에서 B16F10 mouse melanoma cell을 분양

받아 10% FBS (fetal bovine serum, WELGENE, Daegu, Korea)

와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BRL)이 첨가된 DMEM

(WELGENE, Daegu, Korea)을 사용하여 37℃, 5% CO2 조건

하에서 배양하였다. 세포수의 증식에 따른 과밀도 현상을 해

소하기 위하여 배양한 B16F10 세포를 trypsin (Hyclone, USA)

을 이용하여 적정수의 세포를 유지하였다.

세포생존능의 측정

세포 배양용 6 well plate에 B16F10 melanoma 세포를

3×10
4
/ml로 분주하여 톳 추출물을 각 well 당 적정농도로 처

리하였다. 72시간 후 희석된 0.5 mg/ml 농도의 tetrazolium

bromide salt (MTT, Amresco, Solon, OH, USA)를 200 μl씩

분주하고 2시간 동안 CO2 incubator에서 배양시킨 다음 배지

와 MTT 시약을 깨끗하게 제거하고 DMSO를 2 ml 씩 분주하

여 well에 생성된 formazon을 모두 녹인 후 96 well plate에

200 μl씩 옮겨서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세포에 대

한 독성은 각각의 대조군의 평균 흡광도 값을 구하여 평균

흡광도 값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B16F10 세포 내의 멜라닌 생성량 측정

B16F10 세포에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

MSH)와 톳 분획물을 함께 처리하여 3일간 배양하고 세포를

수거하여 phosphate-buffered saline (PBS)로 2번 세척하였다.

그 후에 10% dimethylsulfoxide (DMSO, Ameresco, Solon,

Ohio, USA)가 함유된 1N NaOH를 적정량 넣고 80℃에서 1시

간 반응시킨 후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로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B16F10 세포 내의 tyrosinase 활성 측정

B16F10 세포에 α-MSH와 톳 분획물을 함께 처리하여 3일간

배양하고 세포를 수거하여 lysis buffer (1% Triton X-100, 0.1

M PMSF)를 첨가하여 1시간 4℃에서 반응시켜 세포들을 용해

시킨 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단백질

을 정량한 후 L-ihydroxyphenylanine (DOPA, mg/ml)을 첨

가한 뒤 37℃에서 반응시키고 흡광도의 변화를 1시간 동안

관찰하면서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에 의한 단백질 발현의 분석

동일한 방법으로 준비된 B16F10 mouse melanoma cell에

적당량의 lysis buffer (1% Triton X-100, 0.1M PMSF)를 첨가하

여 4℃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14,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에 있는 총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상층액

의 단백질 농도는 Bio-Rad 단백질 정량 시약(Bio-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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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of Hizikia fusiforme
on the cell viability in B16F10 melanoma cell by the MTT

assay. B16F10 cells were cultured with various concen-

trations five types of ethanol extracts of Hizikia fusiforme
(EEHF) and dichloromethane fractions of Hizikia fusi-
forme (CFHF) and ethyl acetate fractions of Hizikia fusi-
forme (EAFHF) and butanol fractions of Hizikia fusiforme
(BFHF) and water fractions of Hizikia fusiforme (WFHF)

for 72 hr. Data were expressed as percentage of control.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Fig. 3. The difference of melanin contents in B16F10 mouse mel-

anoma cells treated with various solvent fractions of

Hizikia fusiforme. 1: control, 2: α-MSH, 3-4: α-MSH+EEHF,

5-6: α-MSH+CFHF, 7-8: α-MSH+EAFHF, 9-10: α-MSH+

BFHF, 11-12: α-MSH+WFHF (25, 50 μg/ml, respectively).

EEHF, CFHF, EAFHF, BFHF, EFHF refered to Fig. 2.

Hercules, CA, USA)과 그 사용방법에 따라 정량 한 다음 동량

의 Laemmli sample buffer (Bio-Rad)를 섞어서 sample을 만들

었다. 동량의 sample을 sodium dodecyl sulphate (SDS)-poly-

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으로 분리한 후, PVDF

membrane (Bio-Rad, USA)으로 electroblotting에 의해 전이시

켰다. 분리된 단백질이 전이된 PVDF membrane을 5% skim

milk를 처리하여 비특이적인 단백질들에 대한 blocking을 실

시하고 1차 항체를 처리하여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또는 4℃에

서 over night 시킨 다음 PBS-T로 세척(10분간 4번)하고 처리

된 1차 항체에 맞는 2차 항체(PBS-T로 1:1,500으로 희석하여

사용)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정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암실에서 enhanced chemiluminoesence (ECL) sol-

ution (Amersham Life Science Corp.)을 적용시킨 다음 X-ray

film에 감광시켜 특정 단백질의 발현 양을 분석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mean)±표준편차(S.D.)

로 나타냈다. 각 실험군의 분석 항목별 통계의 유의성은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검증하

였다.

결과 및 고찰

톳 분획물이 B16F10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톳 분획물의 농도에 따른 B16F10 mouse melanoma cells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MTT assay로 분석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MTT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

lium bromide) 분석은 탈수소 효소작용에 의해 노란색의 수용

성 기질인 MTT tetrazolium을 청자색의 formazan으로 환원

시키는 미토콘드리아의 능력을 이용하는 검사법으로 이 검사

법은 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알아보는 대표적인 실험방법 중

하나로 살아있는 세포 수에 비례해서 흡광도를 나타낸다. 25~

200 μg/ml의 농도에서 세포독성을 측정한 결과 25~50 μg/ml

의 농도에서는 분획물 모두 80% 이상의 생존율을 보였으나

100 μg/ml 농도에서는 EEHF 처리군과 CFHF 처리군에서

80% 이하의 생존율을 보였기 때문에 생존율 및 증식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는 50 μg/ml 농도까지를 실험 조건으로 설정하

였다.

멜라닌 색소 침착의 육안적 관찰

톳 분획물과 α-MSH를 함께 처리하였을 때 육안적으로 멜

라닌 생성에 미치는 현상을 관찰한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

다. α-MSH를 처리하지 않았을 때에 비해 α-MSH를 처리하였

을 때 짙은 검은색으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톳

분획물을 함께 처리하였을 경우 BFHF 처리군과 WFHF 처리

군을 제외한 나머지 분획물에서는 농도의존적으로 색이 옅어

짐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특히 EEHF 처리군과 CFHF 처리군의

50 μg/ml 농도에서 두드러진 미백 효과를 관찰 할 수 있었다.

α-MSH는 뇌하수체 중엽에서 분비되며 멜라닌세포에서만 발

현되는 막수용체인 MC1R (melanocortin 1 receptor)과 결합

하여 adenylyl cyclase를 활성화시키고, 세포 내 cAMP신호를

증폭시켜 protein kinase A (PKA)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세포

내 cAMP 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 (CREB)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멜라닌 세포에 특이적 전사인자인 micro-

phthalmia-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MITF)의 발현을

증가시킨다[1, 4, 5]. MITF는 멜라닌 생성 효소인 tyrosinas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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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of Hizikia fusiforme
on cellular melanin synthesis in B16F10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200 nM α-MSH in presence or absence of

EEHF, CEHF, EAEHF, BEHF and WEHF at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72 hr. Melanin content was quantified

by absorbance at 405 nm. Co: Control without α-MSH,

Po: Positive control with 200 nM α-MSH. EEHF, CEHF,

EAEHF, BEHF and WEHF refered to Fig. 2.

Fig. 5. Effects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of Hizikia fusiforme
on tyrosinase activity in B16F10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200 nM α-MSH in presence or absence of EEHF,

CEHF, EAEHF, BEHF and WEHF at the indicated con-

centrations for 72hr. Tyrosinase activity was measured

by absorbance at 475 nm. Co: Control without α-MSH,

Po: Positive control with 200 nM α-MSH. EEHF, CEHF,

EAEHF, BEHF and WEHF refered to Fig. 2.

TRP (tyrosinase related protein)의 발현을 자극하여, 멜라닌

세포의 멜라닌 생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8, 23].

이 중에서 tyrosinase는 melanogenesis의 속도 결정 단계인

초기반응에 작용하는 효소로서, tyrosine을 3,4-dihydrox-

yphenylalanine (DOPA)로 전환하는 tyrosine hydroxylase활

성과 DOPA를 DOPA quinone으로 산화하는 DOPA oxidase

활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따라서 멜라닌 생성의 주요 효소인

tyrosinase의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멜라닌 생성을 억제시켜

미백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톳 분획물의 α-MSH 자극에 의해 유도된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

멜라닌 합성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효소인 tyrosinase

의 활성을 톳 분획물을 농도별로 처리한 후 합성된 멜라닌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MTT 결과를 참고하여

멜라닌 생성량 측정 실험과 동일한 농도 범위에서 실험을 진

행하였다. 멜라닌 생성은 대조군에 비하여 α-MSH만 처리한

경우 뚜렷하게 증가하였고, 톳 분획물을 25, 50 μg/ml의 농도

로 각각 처리한 결과 BFHF 처리군과 WFHF 처리군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EEHF 처리군은 25, 50 μg/ml 농도에서 각각

22.4%, 40.5% 감소되었고, CFHF 처리군은 25, 50 μg/ml 농도

에서 각각 14%, 33.2%, EAFHF 처리군은 25, 50 μg/ml 농도에

서 각각 18.8%, 31.5% 감소되어 농도의존적으로 억제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에 나타난 tyrosinase 활성을 보면 톳 분획물을 25,

50 μg/ml의 농도로 각각 처리한 결과 BFHF 처리군은 거의

변화가 없었고 WFHF 처리군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이에 비해 EEHF 처리군은 25, 50 μg/ml 농도에서 각각

30.4%, 53.3% 감소되었고, CFHF 처리군은 각각 34.3%, 54.1%

감소되었다. 또한 EAFHF 처리군은 25, 50 μg/ml 농도에서

각각 2%, 25.7% 감소되어, 농도의존적으로 억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톳 분획물 중 EEHF 처리군, CFHF 처리군

그리고 EAFHF 처리군은 α-MSH에 의해 유도 된 멜라닌 생성

과 tyrosinase 활성에 억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다

른 갈조류에 대한 연구에서 보면 Jeon 등의 연구[10]에서는

톳 에탄올 추출물은 100 μg/ml 농도에서 음성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멜라닌 생성을 26% 저해하는 것으로 보

고하였고 tyrosinase의 활성도 40%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 감태에 대한 연구[6]에서는 감태 열수 추출물의 경우 10

mg/ml의 농도에서 58%의 tyrosinase 활성 저해 효능을 보고

한 바 있고, Park 등[20]의 연구에서는 B16F10 melanoma 세

포에서 다시마 열수추출물 처리 시 1, 10, 100 μg/ml 농도에서

melanin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 시켰다고 하였다.

멜라닌 합성 관련 단백질의 발현량 변화 조사

톳 분획물이 α-MSH 자극에 의해 유도된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생성을 억제 시키는 것을 확인하여 멜라닌 합성 관련

단백질 발현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Western blot으

로 MITF, TRP1, TRP2, tyrosinase 발현을 조사한 결과는 Fig.

6과 같다. α-MSH을 단독 처리한 경우에 각 단백질의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반면 톳 분획물을

처리한 경우 BFHF 처리군과 WFHF 처리군을 제외한 EE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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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various solvent fractions of Hizikia fusiforme
on the levels of protein expression of MITF, TRP1, TRP2,

Tyrosinase in B16F10 melanoma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200 nM α-MSH in presence or absence of EEHF,

CEHF, EAEHF, BEHF and WEHF. Cells were lysed and

cellular proteins were separated by SDS-polyacrylamide

gels and transferred onto PVDF membranes. The mem-

branes were probed with the indicated antibodies.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an ECL detection system.

β-actin was served as a loading control. EEHF, CEHF,

EAEHF, BEHF and WEHF refered to Fig. 2.

처리군, CFHF 처리군, EAFHF 처리군에서 농도의존적으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EEHF 처리군과 CFHF 처리

군의 50 μg/ml의 농도에서는 매우 뚜렷하게 억제되어 앞의

실험들과 동일한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다른 갈조류의

미백효과에 대한 Yoon 등의 연구[25]에서 보면 B16F10 mela-

noma cell에서 미역쇠 추출물을 13-100 μg/ml 농도까지 처리

하였을 때 TRP1, TRP2, tyrosinase, P-p38 등의 유전자 발현이

감소되었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Yoon 등[24]은 제주조릿

대 잎 열수추출물이 α-MSH에 의한 세포신호전달 경로 중 지

속적인 ERK활성화를 저해함으로써 tyrosinase와 TRP-1의 발

현을 저해하는 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Kim 등[11]

은 울릉도 곰취, 미역취, 삼나물 복합 추출물 및 bifidobacterium

bifidum을 이용한 이들 발효 추출물은 멜라닌 합성에 직접적으

로 관여하는 효소인 tyrosinase 및 TRP-1, TRP-2의 발현을 억

제하여 melanin 합성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톳 분획물 중 특히 EEHF 처리군

과 CFHF 처리군이 B16F10 mouse melanoma cell에서 mela-

nin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MITF, TRP1, TRP2, tyrosinase

발현을 억제하므로 향후 미백 기능성 소재로서의 활용이 가능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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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톳 분획물이 B16F10 흑색종 세포에서의 멜라닌합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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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톳 분획물의 미백효과 및 그에 따른 생화학적 기전의 해석을 위하여 톳 분획물이 α-MSH에 의해

인위적으로 유발된 melanogenesis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고, 이때 MITF, TRP1,

TRP2, tyrosinase 등과 같은 melanin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발현에 어떠한 변화가 유발되었는지를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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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결과, butanol fraction (BFHF) 처리군과 water fraction (WFHF) 처리군을 제외한 ethyl extract (EEHF) 처

리군, dichlorimethane fraction (CFHF ) 처리군, ethyl acetate fraction (EAFHF) 처리군 모두 농도의존적으로 멜라

닌 생성량과 tyrosinase 활성이 억제되었으며, MITF, TRP1, TRP2, tyrosinase의 발현이 단백질 수준에서 감소하였

음을 확인하였다. 그 중 특히 EEHF 처리군과 CFHF 처리군은 50 μg/ml의 농도에서 멜라닌 생성량을 40.5%,

33.2% 감소시켰으며, tyrosinase 활성도 5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53.3%, 54.1% 감소시켰다. 또한 EEHF, CFHF,

EAFHF 처리군에서 MITF, TRP1, TRP2, tyrosinase의 발현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톳 분획물 중 특히 EEHF 처리군과 CFHF 처리군이 B16F10 mouse melanoma cell에서 melanin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MITF, TRP1, TRP2, tyrosinase 발현을 억제하므로 향후 미백 기능성 소재로서의 활용

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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