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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hibitory mechanism of the hypopigmentating effects on ethanol extract 

of Rosae rugosae Flos (ERR) that has not yet been examined.

  Methods : We analyzed the anti-melanogenic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Rosae rugosae Flos by tyrosinase 

activity, melanin contents. We also examined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tyrosinase, TRP-1, TRP-2, MITF and ERK 

by western blot analysis in melanoma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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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 In this investigation, ERR effectively reduced α-MSH-stimulated melanin synthesis by suppressing 

expression of tyrosinase and tyrosinase-related protein-1 (TRP-1). On the other hand, the expression of 

tyrosinase-related protein-2 (TRP-2) were not affected by treatment with ERR. ERR inhibited the expression of 

microphthalmia-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MITF) as a key transcription factor for tyrosinase expression 

regulating melanogenesis. The upstream signaling pathway including cAMP 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 

(CREB) and MAPKs were also inhibited by ERR. Pretreatment with PD98059, ERK inhibitor, attenuated the 

inhibitory effect of ERR on α-MSH-induced tyrosinase activity.

  Conclusions : Our study suggested that the anti-melanogenic activity of ERR is correlated with the suppression 

of tyrosinase gene through CREB/MITF/ERK pathway.

Key words : Ethanol extract Rosae rugosae Flos (ERR); Melanin; Tyrosinase; Microphthalmia-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MITF);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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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야외활동 및 캠핑문화의 증가로 인해 자외선

에 노출 되어지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멜라닌 생성

이 과발현 되어 과색소침착을 유발하게 된다. 따라서 

건강한 피부, 백옥 같은 피부를 갖고자 하는 현대인들

에게 미백에 대한 관심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이다.

표피는 각질형성세포(Keratinocyte), 멜라닌세포

(Melanocyte), 랑게르한스세포(Langerhans cell), 머켈

세포(Merkel cell) 등 4가지 세포가 존재하며, 이 중 

멜라닌세포는 멜라닌을 생성하여 피부색과 밀접한 관

련이 있다1). 멜라닌은 아미노산인 tyrosin 을 기질로 

하며 tyrosinase에 의해 3, 4-dihydroxy phenylalanine 

(DOPA)를 거쳐 DOPA quinone으로 전환되고 자동

산화반응과 효소반응으로 DOPA chrome을 거쳐 흑

갈색의 공동합체인 멜라닌을 생성하게 된다2,3). 이러

한 멜라닌 생성에 관련된 신호전달경로는 cyclic 

AMP/protenin kinase A (cAMP/PKA)경로를 비롯하

여 diacylglycerol/protein kinase C (DAG/PKC) 경

로와 Ras 활성에 의존적인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등의 경로가 존재한다. 

MAPKs 신호전달 경로에 속하는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는 membrane-to- 

nucleus 신호를 통해 세포의 증식, 분화에 관여하며, 

ERK의 활성은 Microphthalmia-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MITF)를 인산화시킴으로써 

ubiquitin-denpendent proteasome에 의해 MITF의 

분해를 유도하고 그 결과 tyrosinase의 전사가 저해된

다고 알려져 있다4).

  한의학에서는 멜라닌 과다 형성으로 인한 피부 색

소침착에 대하여 면진(面塵)8), 면흑(面黑)6-8), 간점(䵟
點)6,9), 작란(雀卵)10), 반간증(斑䵟䵳)10,11), 간증(䵟
䵳)11,12), 염자(黶子)10,11), 작반(雀斑)12-15), 흑반(黑

斑)14), 여흑반(黧黑斑)12), 황갈반(黃褐斑)15) 등으로 다

양하게 표현되어 왔다.

  해당화의 꽃인 매괴화(玫瑰花)는 낙엽관목의 장미

과에 속하며, 성미(性味)는 감(甘), 미고(微苦), 온(溫), 

무독(無毒)하며, 이기해울(理氣解鬱), 화혈산어(和血散

瘀)의 효능이 있다. 주요성분으로는 유기산과 비타민 

C, β-carotene 등이 풍부하며, phenol성 화합물로서 

quercetin, tannin, rugosin A-G, strictinin, 

isostricitinin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16). 천연물을 

이용한 미백연구를 살펴보면, 교맥, 감초, 사삼 등 식

물의 추출물들이 멜라닌 합성을 억제한다고 보고 되

어있다17-19). 특히 유20)는 매괴화가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였으며, tyrosinase, TRP-1의 

단백질 발현 감소로 인해 미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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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저자는 미백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매괴화의 

멜라닌 억제 기전을 규명하고자 α-MSH로 과색소침

착을 유발한 후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에 대한 

tyrosinase, TRP-1, TRP-2 등의 단백질 발현 양상을 

확인하였다. 또한 멜라닌 형성 경로 중 하나인 

MAPKs 경로를 조사하여 보고 하는 바이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 료

1) 약 재

  본 실험에 사용된 매괴화 (玫瑰花, Rosae rugosae 

Flos)는 경동시장 (서울, 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시 약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과 

fetal bovine serum (FBS)은 Gibco사 (NY, USA) 제

품을, dimethyl sulfoxide (DMSO), alpha- 

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 bovine 

serum albumin (BSA), triton X-100,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EDTA), 

phenylmethyl sulfonyl fluoride (PMSF), goat 

polyclonal IgG tyrosinase, TRP-1, TRP-2는 Santa 

Cruz사 (CA, USA) 제품을 anti-Goat, anti-Rabbit, 

anti-Mouse IgG HRP conjugate antibody, 

hybond-ECL nitrocellulose membrane,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는 Amersham 

Biosciences사 (Buckinghanshire, England) 제품을, 

non-fat skim milk는 Becton사 (Le Pont de Claix, 

France) 제품을, leupeptin, aprotonin, sodium 

fluoride (NaF), sodium orthovanadate (Na3VO4), 

N,N,N',N'-tetrametylethylenediamine (TEMED), 

thiazolyl blue tetrazolium bromide (MTT), 

L-3,4-dihydroxyphenyl alanine (L-DOPA)은 Sigma

사 (St. Lousi, MO, USA) 제품을, 단백질 정량 시약

은 Bio-Rad (CA, USA)사 제품을 사용하였다.

3) 세포주

  Mouse 흑색종 세포주 B16F10 세포는 한국 세포주 

은행 (KCLB,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4) 사용기기

  원심분리기 (centrifuge HA-12, micro 17TR 

centrifuge), clean bench, CO2 incubator는 한일기기

사 (Inchun, Korea) 제품을, ELISA reader는 Bio-T

사 (Winooski, USA) 제품을, Electrophoresis power 

supply는 Amersham사 (Buckinghanshire, England) 

제품을, ChemiDoc image analysis는 Bio-Rad사 

(CA, USA) 제품을, 감압농축기는 EYELA사 (Rotary 

evaporator N-100, Digital water bath SB-1000, 

Temp controller coolace CCA-1100, Japan) 제품을 

사용하였다.

2. 방 법

1) 시료 추출

  매괴화 꽃봉오리 부분을 자연건조한 후 건조된 매

괴화 200 g을 에탄올 2L를 가하여 실온에서 

sonication 시킨 후 3일간 추출한 것을 일차로 거즈 

여과한 다음 filter paper로 vacuum pump를 이용하

여 여과하였다. 여과된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을 rotary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하여 27.60 g (수득율 : 

13.8%)의 건조된 추출물을 얻어 시료로 사용하였다. 

매괴화 에탄올추출물 시료는 DMSO에 녹여 사용하였

으며, DMSO는 최종 0.01% 이하의 농도 범위에서 사

용하였다.

2) 세포 배양

  분양받은 B16F10 세포는 5% FBS가 첨가된 

DMEM을 사용하여 37℃, 5% CO2 incubator에서 배

양하였다. 그리고 48시간 주기로 배양액을 교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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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었으며 0.25% trypsin EDTA로 세포를 떼어내어 

계대 배양하였다.

3) 세포 생존율 측정

  B16F10 세포를 24-well 배양용기에 1×104 

cell/well의 밀도로 분주하여 24 시간 배양 후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을 처리하고 48시간 배양하였다. MTT 

용액을 0.5 ㎎/㎖이 되도록 처리하고 3시간 배양하였

다. MTT 용액을 처리한 배지를 제거하고 은박지로 

포장하여 빛을 차단 후 실온에서 건조시킨 다음 

DMSO로 용해시켜 ELISA reader 를 이용하여 570 

㎚ 파장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Tyrosinase 활성 측정

  B16F10 세포의 세포내 tyrosinase 활성은 

Martinez-Esparza 등 (1998)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10 ㎝ 배양용기에 B16F10 세포를 1×105 개씩 분주하

여 48시간 배양후,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을 12.5, 25 

㎍/㎖로 처리하고 1시간 후 α-MSH (100 nM)를 처

리하였다. 48시간 배양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로 2회 세척하고, 5 mM EDTA가 포함

된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SPB, pH 6.8) 

1 ㎖에 1% (V/V) triton X-100과 0.1% (V/V) 0.1 M 

PMSF를 혼합한 lysis buffer를 200 ㎕씩 분주하고 세

포를 수거하여 얼음에서 30분간 용해시킨 다음 4℃, 

15,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층액을 

tyrosinase 활성 측정에 사용하였다. 단백질 정량은 

Bradford 시약으로 595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동량의 단백질 양을 계산하였으며, 계산된 단백질과 

0.1 M SPB (pH 6.8)의 총량이 150 ㎕가 되도록 분

주하고 0.1% (W/V) L-DOPA를 50 ㎕씩 분주하여 

37℃에서 1시간 반응시켰으며, 30분 간격으로 475 ㎚

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5) 세포내 멜라닌 합성량 측정

  B16F10 세포의 멜라닌 정량은 Hosoi 등 (1985)의 

방법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10 ㎝ 배양용기에 

1×105 개씩 분주하여 24시간 배양 후, 매괴화 에탄올

추출물 12.5, 25 ㎍/㎖씩 처리하고 1시간 후 α-MSH 

(100 nM)를 처리한 다음 48시간 배양하였으며, 각 군

당 2×106 개씩 수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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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코

올로 세척한 후 10% DMSO가 첨가된 1 N NaOH 

용액으로 90℃에서 1시간 용해하여 405 ㎚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6) DOPA 염색에 의한 육안적 관찰

  B16F10 세포를 chamber slide에 2×103 개씩 분주

한 후 24시간 배양 후,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을 12.5, 

25 ㎍/㎖씩 처리한 다음 1시간 뒤 α-MSH (100 nM)

를 처리하였다. 48시간 동안 배양 후 5% formalin 용

액으로 30분간 고정하고 PBS로 3회 세척한 다음 

0.1% L-DOPA와 실온에서 4시간 반응시켰다. PBS

로 2회 세척하고 10% formalin 용액으로 30분간 고

정한 후 PBS로 2회 세척 하고 에탄올로 탈수시킨 다

음 봉입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7) Western blot 분석

  B16F10 세포를 10 cm 배양용기에 3×105 개씩 부

착시키고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을 처리하여 48시간 배

양하였다. 배양된 세포를 모두 수거하여 lysis buffer 

(50 mM HEPES, 150 mM NaCl, 1% Triton X-100, 

5 mM EGTA, 100 mM NaF, 1 mM Na3VO4, 2 

mM PMSF, 10 ㎍/㎖ leupeptin, 10 ㎍/㎖ aprotinin)

로 4℃에서 60분간 용해시킨 후, 13,000 rpm에서 30

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세포 용해액은 Bradford 방

법을 이용하여 단백질정량을 하였다. 동량의 세포 용

해액 (단백질 100 ㎍)은 2×sample buffer와 혼합하여 

95℃에서 5분간 끓인 후 12% SDS-polyacrylamide 

gel에 전기영동하여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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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lipore, Bedford, MA, USA)에 전이 시켰다. 

Membrane은 5% skim milk-TBST (20 mM 

Tris-HCl, pH 7.5, 150 mM NaCl, 0.1% Tween 20)

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 하고, tyrosinase, TRP-1, 

TRP-2, p-CREB, MITF, p-ERK, p-38, SAPK/JNK 

등의 측정하고자 하는 1차 antibody를 1:1000으로 희

석하여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TBST로 3회 세

척한 후 tyrosinase, actin, TRP-1 및 TRP-2는 2차 

항체를 1:10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

응시켰다. TBST로 3회 세척 후 WEST-ZOLⓇ(plus) 

Western blot detection system(iNtRON, Korea)을 

사용하여 ChemiDoc으로 촬영하였다.

8)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였으며, 평균 ± 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SigmaPlot (San Jose, CA, USA)의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p-value를 구하였으며, 

p<0.05인 경우 *로 표기하였고, p<0.01인 경우 

**(##)로 표기하여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III. 결과 및 고찰

1.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이 B16F10 세포의 증식에 

미치는 영향

  B16F10 세포에서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을 6.25, 12.5, 

25, 50, 100 ㎍/㎖의 농도로 처리하고, 48시간 배양하

여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대조군 (100 ± 11.0%)과 비교하였을 때 

매괴화 에탄올추출물 6.25, 12.5, 25, 50, 100 ㎍/㎖의 

농도에서 48시간 후 각각의 생존율은 98 ± 18.4%, 

90 ± 1.1%, 79 ± 1.9%, 39 ± 1.3%, 17 ± 2.9%로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증

식이 억제 되었다. Fig. 1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히 

25 ㎍/㎖까지 농도범위에서 75% 이상 세포독성을 보

이지 않았지만 50 ㎍/㎖ 이상의 농도에서는 세포 생존

율이 현저하게 감소 하였다. 따라서 이후 실험 진행에 

있어 12.5, 25 ㎍/㎖ 농도를 사용하였으며, 현재까지 

알려진 미백화합물 대부분은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과 

제품의 안정성의 문제점을 천연물질에서 찾고자 하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21). 

Fig. 1. Effect of ethanol extract of Rosae rugosae Flos 
on the cell viability in B16F10 cells. 

Cells were plated at 1×104 cells/well and incubated in media  

containing from 6.25 ㎍/㎖ to 100 ㎍/㎖ ethanol extract of Rosae 
rugosae Flos (ERR) for 48 hours. Cell viabilities were measured 

by MTT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 ± S.D. of three experiments. *p<0.05, **p<0.01 vs. control 

group.

2. α-MSH로 유도된 멜라닌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 

  멜라닌 세포는 신경능(neural crest)에서 유래한 세

포로서 수지상 돌기(dendritic process)를 갖고 있으

며 약 30-40개의 각질형성세포와 연결되어 표피 멜라

닌 단위 (epidermal-melanin unit)를 형성하는데 이 

돌기를 통하여 멜라노좀이 각질형성세포로 이동된다
22). 

  실험 결과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조군에 비

해 α-MSH 단일 처리군에서 증가 하였던 수지상 돌

기가 α-MSH와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을 병용 처리한 

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양성대

조군의 α-MSH와 코직산을 병용 처리한 군에서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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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돌기의 형태에 있어 감소를 보였으나, α-MSH 

단독 처리군에 비해 변화가 거의 없었다. 따라서 α

-MSH에 의해 증가되어진 돌기형성을 매괴화 에탄올

추출물이 멜라닌 세포에서 유래하는 수지상돌기의 형

성을 억제하고 세포의 형태는 길고 크게 변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2. Light micrographical observation of B16F10 cells 
after treatment with ethanol extract of Rosae 
rugosae Flos and α-MSH. 

The cells were exposed to α-MSH (100 nM) in the presence of 

12.5, 25 ㎍/㎖ of ERR or 12.5 ㎍/㎖ of Kojic acid (KA). After 48 

hours, cells were photographed with phase contrast inverted 

microscope (×100).

3.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이 α-MSH로 유도된 멜

라닌 세포의 DOPA 염색 과  tyrosinase 활

성 억제효과

  α-MSH는 멜라닌 합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tyrosinase의 활성을 촉진시키며, 멜라닌 세포의 주변

분비(paracrine)와 자가분비(autocrine) 인자로서 피부

의 색소침착에 관여하고 있다24,25). 이에 본 실험에서

는 B16F10 세포의 세포수준에서 α-MSH 유도 후 매

괴화 에탄올추출물에 의한 tyrosinase의 DOPA 

oxid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과  tyrosinase의 활성 억

제효과에 대하여 조사 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기존

의 in vitro, in vivo 실험에서 tyrosinase의 활성 억제 

효능이 인정되어 현재 대표적인 arbutin, 

hydroquionoe 등의 미백제 중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는 미백화합물21)인 코직산을 양성대조군으로 사용

하였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괴화 에탄올추

출물은 대조군에 비해 α-MSH 단일 처리군에서 

tyrosinase의 DOPA oxidase 활성이 증가 되었으며, 

세포의 색깔은 매우 진하다. α-MSH 단일 처리군보

다 α-MSH와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을 병용 처리한 군

에서는 세포의 색깔이 현저히 옅어졌다. 그러나 양성

대조군의 α-MSH와 코직산을 병용 처리한 군에서는 

tyrosinase DOPA oxidase의 활성에 있어 감소를 보

였으나, α-MSH 단독 처리군에 비해 변화가 거의 없

었다. 또한 Fig. 4의 실험 결과와 같이 매괴화 에탄올

추출물은 α-MSH 단일처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tyrosinase의 활성이 증가하였으나, 매괴화 에탄올추

출물과 α-MSH를 병용처리한 군에서는 tyrosinase 

활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 시켰다. 그러나 양성 대

조군인 코직산 12.5 ㎍/㎖과 α-MSH를 병용처리한 

군은 tyrosinase 활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멜

라닌세포의 돌기형성(dendricity)과 인접한 각질형성

세포 사이의 연결은 멜라노좀의 수송에 주요한 역할

을 하고 있으며, 자외선과 α-MSH에 의해 이러한 

epidermal-melanin network이 확장된다1,22,23)고 알

려져 있다. 그러나 Fig. 3,4의 결과를 미루어 보아 α

-MSH와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을 병용 처리한 군에서 

tyrosinase의 활성이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효과를 보

였으며, 생태학적으로 관찰 했을 때 세포의 색깔이 현

저히 옅어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 이는  매괴

화 에탄올추출물이 α-MSH에 의해 증가 되었던 

epidermal-melanin network 확장을 억제하여 α

-MSH 단독 처리시에 비해 병용처리시 세포의 색깔이 

옅어 진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단일 화합물이 아닌 

추출물임을 감안할 때 미백 활성을 가지고 있는 매우 

좋은 천연물로 판단된다. 이러한 억제 효과는 기존의 

tyrosinase inhibitor로 알려진 코직산 보다 뛰어난 것

으로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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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bservation of tyrosinase activity by DOPA 
staining after treatment with ethanol extract of 
Rosae rugosae Flos and α-MSH in B16F10 
cells.

The cells were exposed to α-MSH (100 nM) in the presence of 

12.5, 25 ㎍/㎖ of ERR or 12.5 ㎍/㎖ of Kojic acid (KA). After 48 

hours, cells were stained with DOP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Cells were photographed whit phase contrast 

inverted microscope (×100).

Fig. 4. Effect of ethanol extract of Rosae rugosae Flos 
on the tyrosinase activity in B16F10 cells 
stimulated with α-MSH.

Effect on tyrosinase activity was tested with various doses of 

ethanol extract of Rosae rugosae Flos (ERR) and α-MSH in 

B16F10 cells for 48 hours. The cells were exposed to α-MSH 

(100 nM) in the presence of 12.5, 25 ㎍/㎖ of ERR or 12.5 ㎍/㎖ 

of Kojic acid (KA). Data are means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p<0.01 vs. untreated group, **p<0.01 vs. α

-MSH-treated group (100 nM).

Fig. 5. Effect of ethanol extract of Rosae rugosae Flos 
on melanin synthesis in B16F10 cells stimulated 
with α-MSH. 

Cells were seeded 1×105 cells/dish. After 48 hours, cells were 

treated with several concentrations of ethanol extract of Rosae 
rugosae Flos (ERR) and α-MSH (100 nM) (A& B) for 48 hours. 

The cells were exposed to α-MSH (100 nM) in the presence of 

12.5, 25 ㎍/㎖ of ERR or 12.5 ㎍/㎖ of Kojic acid (KA). then, 

melanin contents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 Data are means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p<0.01 vs. untreated group, **p<0.01 vs. α-MSH-treated group 

(100 nM).

5. α-MSH로 유도된 세포내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

  앞선 실험 결과 Fig. 3, 4에서 α-MSH에 의해 증

가 되었던 epidermal-melanin network 확장을 매괴

화 에탄올 추출물이 tyrosinase의 활성을 억제 하여 

멜라닌 세포에 존재 하는 멜라노좀의 수송역할을 하

는 수지상 돌기의 형성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α-MSH로 멜라닌 생성을 유도

한 후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이 멜라닌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였다.  그 결과 Fig. 5(A & B)에 나타

난 바와 같이 α-MSH 단일처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멜라닌 생성이 증가하였으나, 매괴화 에탄올추출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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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MSH를 병용처리한 군에서는 멜라닌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 시켰다. 그러나 양성 대조군인 코직

산 12.5 ㎍/㎖과 α-MSH를 병용처리한 군은 멜라닌 

생성량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매괴화 에

탄올 추출물은 α-MSH에 의해 현저하게 증가된 멜라

닌 생성을 유의성 있게 억제시키는 것은 매괴화 에탄

올추출물이 tyrosinase 활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

시켜 멜라닌 생성을 억제 시킨 것으로 보인다.

6. 멜라닌 합성 관련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멜라닌 합성 억제에 있어서 어떠한 멜라닌 합성 관

련 단백질을 억제하는지 밝히기 위해 tyrosinase, 

TRP-1, TRP-2 관련 단백질 발현을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대조군에 비해 α-MSH 단일처리군은 tyrosinase 

단백질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며, 매괴화 에탄

올추출물과 α-MSH를 병용처리 한 경우 tyrosinase, 

TRP-1의 단백질 발현이 12.5, 25 ㎍/㎖에서 농도 의

존적으로 감소되었다. 그러나 TRP-2의 단백질 발현

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다. 양성 대조군인 α-MSH와 

코직산을 병용 처리한 군은 α-MSH 단일 처리 군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었다(Fig. 6). 따라서 매괴화 에탄

올추출물은 α-MSH에 의해 유도된 B16F10 세포의 

멜라닌 합성을 tyrosinase, TRP-1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Fig.  4, 5

의 결과와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7.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이 CREB과 MITF 발현에 

미치는 영향

  피부는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 되게 되면 세포내 α

-MSH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증가된 α-MSH는 멜라

닌세포에서만 발현되는 막수용체인 melanocorin 

receptor 1 (MC1R)과 결합하여 하위 신호를 전달하

는데, adenylate cyclase를 활성화 시켜, cAMP를 증

가 시킨다. 증가된 cAMP는 핵 내의 CREB을 인산화 

한다. 그 후  인산화 된 CREB는 MITF의 gene 

promoter에  결합하여 MITF의 인산화를 촉진하고 

인산화 된 MITF는 E box와 M box에 결합하여 

tyrosinase와 TRP-1, TRP-2의 전사를 촉진 시킨다
2,26). 따라서 Fig 6.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tyrosinase, TRP-1 단백질 발현의 감소가 MITF 발현 

감소로 인한 결과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매괴화 에탄

올추출물과 α-MSH를 처리하고 단백질 발현의 변화

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CREB와 MITF는 α-MSH 단일처리군

의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단백질의 발현이 모두 증가 

하였다. 그러나 α-MSH와 매괴화 에탄올추출물 병용

처리군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양성 대조군인 α-MSH와 코직산을 병용 

처리한 군은 α-MSH 단일 처리 군에 비해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7). 이는 매괴화 에탄올추출물

Fig. 6. Effect of ethanol extract of Rosae rugosae Flos 
on melanogenic enzyme expressions in B16F10 
cells stimulated with α-MSH.

The cells were exposed to α-MSH (100 nM) in the presence of 

12.5, 25 ㎍/㎖ of ERR or 12.5 ㎍/㎖ of Kojic acid (KA). After 48 

hours(A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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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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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CREB와 MITF의 인산화를 농도적으로 유의성 있

게 억제하여 tyrosinase, TRP-1의 전사를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은 

tyrosinase 발현을 조절하는 인자인 MITF의 발현억

제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Fig. 7. Effect of ethanol extract of Rosae rugosae Flos 
on CREB phosphorylation and MITF expression 
in B16F10 cells stimulated with α-MSH. 

The cells were exposed to α-MSH (100 nM) in the presence of 

12.5, 25 ㎍/㎖ of ERR or 12.5 ㎍/㎖ of Kojic acid (KA). After 48 

hours, whole cell lysates were then subjected to western blot 

analysis using antibodies against CREB, MITF and β-actin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8.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이 MAPK 활성에 미치는 

영향

  멜라닌 합성과 관련된 신호전달 경로 중 MAPK는 

MITF의 인산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

라서 본 실험에서는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이 MAPK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여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α-MSH 단일처리군의 경우 ERK의 인산

화가 억제되었고, p38과 JNK의 인산화가 유도 되었

다. α-MSH와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을 병용처리한 군

에서는 억제되었던 ERK의 인산화가 12.5, 25 ㎍/㎖

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회복되었으며, p38과 JNK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양성 대조

군으로 사용된 α-MSH와 코직산을 병용 처리한 군에

서는 MAPK 인산화에 변화를 주지 못했다(Fig. 8). 

주로 세포의 증식, 분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MAPK 경로에 속하는 ERK 신호는 MITF의 인산화

를 유도하여 MITF의 ubiquitination을 이루어 

proteosomal degradation을 일으키게 됨으로써 멜라

닌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따라서 

α-MSH에 의해 유도된 B16F10 세포의 과색소침착에 

대해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이 α-MSH 단일처리군에서 

억제되었던 ERK의 인산화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 

Fig 7. 결과에서 확인 하였던 MITF의 발현 감소는 

인산화 된 CREB은 전사인자인 MITF의 promotes에 

binding 되어 α-MSH에 의해 증가된 tyrosinase의 

활성을 MITF의 proteosomal degradation을 일으켜 

ERK의 경로를 통하여 MITF의 발현을 억제 시켰다

고 사료된다. 

Fig. 8. Effect of ethanol extract Rosae rugosae Flos on 
the phospholylation of MAPKs in B16F10 cells.

The cells were exposed to α-MSH (100 nM) in the presence of 

12.5, 25 ㎍/㎖ of ERR or 12.5 ㎍/㎖ of Kojic acid (KA). After 48 

hours. The expression levels of pERK, ERK, pP38, P38, pJNK, 

and JNK protein were examined by western blot. Equal protein 

loding was confirmed by β-actin expression.

9. ERK 경로 차단시 tyrosin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

  본 실험에서는 α-MSH로 인해 증가 되었던 멜라닌

이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에 의해 ERK의 활성에 영향

을 주어 tyroisnase 활성 조절에 관련이 있는지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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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하여 ERK 억제제인 PD98059를 사용하여,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합성을 측정 하였다.

실험 결과 PD98059와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을 함께 

처리한 경우와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을 단독 처리한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에 의해 

억제되었던 멜라닌 함량과 tyrosinase 활성이 

PD98059 처리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PD98059와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을 같이 처

리한 경우에는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에 의해 억제되었

던 MITF, tyrosinase 및 TRP-1 단백질 발현이 다시 

증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9).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괴화 에탄올추출물 처리로 감소되

었던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함량이 PD98059 전 

처리로 인해 다시 증가 되었다. 또한 매괴화 에탄올추

출물에 의해 억제 되었던 tyrosinase, TRP-1, MITF

Fig. 9. Effects of PD98059 on celluar tyrosinase activity, melanin synthesis and phosporylation of ERK in ethanol 
extract Rosae rugosae Flos treated B16F10 cells.

Cells were inculated whit pretreated whit 20 μM of PD98059 for 1 hour, 25 ㎍/㎖ of ERR for 1 hour, and α-MSH (100nM) for 1 hour. 

After 48 hours, whole cell lysates were then subjected to western blot analysis. Data are means ± S.D. of three experiments. *p<0.05 

vs. α-MSH-treated group (100 nM).

의 발현도 PD98059에 의해 회복된 것은 매괴화 에탄

올추출물로 인해 활성화 되었던 ERK 신호가 

PD98059 전 처리에 의하여 MIITF 인산화를 유도 

하여 tyrosinase 활성이 증가 되어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가 상대적으로 감소 된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α-MSH에 의해 유도된 B16F10 세

포에서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의 멜라닌 합성 억제효과 

및 작용기전에 대해 멜라닌 양과 tyrosinase 활성을 

측정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으며, p-ERK, MITF, 

tyrosinase 등의 단백질 발현은 Western blot을 통해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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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은 멜라닌 생성과 tyrosinase 

활성을 유의성 있게 감소 시켰다. 

2.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은 DOPA 염색을 통해 세포 

수준에서 관찰한 결과 tyrosinase 활성을 감소 시

켰다.

3. 매괴화 에탄올추출은 tyrosinase, TRP-1 단백질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 시켰다.

4.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은 멜라닌 생성과 관련된 단

백질의 전사를 조절하는 CREB, MITF의 발현을 

감소 시켰다.

5.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은 ERK 인산화를 유도하여 

tyrosinase, TRP-1, MITF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 

시켰다.

6.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에 의해 억제되었던 tyrosinase, 

TRP-1, MITF 단백질의 발현이 ERK 억제제인 

PD98059에 의해 증가 하였다.

  이상의 결과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은 α-MSH에 의

해 자극된 B16F10 세포에서 CREB/MITF/MAPK/ERK

의 활성화를 통하여 tyrosinase, TRP-1의 멜라닌 생

성 관련 단백질을 억제함으로서 멜라닌생성을 저해 

한다. 따라서 매괴화 에탄올추출물은 미백관련 기능

성 화장품 소재로서 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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