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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ssential oil from Abies koreana E.H. Wilson had been developed, however, its efficacy has not yet 
been studied especially in terms of skin care research.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
fects of Abies koreana extracts (AKE) on melanogenesis and wrinkle formation in B16F10 melanoma 
cells (B16F10) and human dermal fibroblast cell line (HDF). The essential oil was extracted by hydro-
distillation method and purified by anhydrous sodium sulfate. At a concentration of 10

-5
-fold, viability 

in these cells had been defined by cytotoxicity assays. Anti-melanogenic effects on B16F10 were eval-
uated using tyrosinase inhibition assay, and real-time PCR for verifying gene expression of tyrosinase, 
tyrosinase related protein-1 and -2 (TRP-1 and -2). AKEs reduced about 5-fold of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compared to α-melanocyte-stimulating hormone (α-MSH)-induced group and about 30% re-
duction compared to Arbutin induced group. The mRNA levels of three melanin-related factors were 
increased, separatel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anti-wrinkle, procollagen type I c peptide synthesis 
assay (PIP) and Western blot were performed. At AKE-treated group, PIP was up-regulated and the 
expression of collagen type 1 and matrix metalloproteinase (MMP)-1 were improved. Furthermore, 
AKE presented anti-wrinkle effects by increasing UVB-inhibited collagen type 1 expression, and re-
ducing UVB-induced MMP-1 production at 60 mJ/cm

2
 of UVB radiation. Therefore, Abies koreana ex-

tracts has potentials as a safe and an effective skin ingredient for whitening and anti-wrin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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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소나무과 전나무속에 속하는 구상나무(Abies koreana E.H. 

Wilson)는 고산수종으로 약 500~1,500 m의 고지대에 자생한다. 

구상나무는 희귀식물로서 세계자원보존연맹(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and Natural Resources, 

IUCN)의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의 분류범주에 약관심종

(Near threatened) 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로 수목의 생육환

경, 분포, 형태적 형질과 관련된 분류학적 연구, 재배 육종에 

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있다[18].

구상나무에 대한 화학적 성분이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 

자료는 많지 않으나, 구상나무 잎에 리그난 뿐만 아니라[10], 

α-pinene, camphene, limonene, bornyl acetate, borneol과 같

은 여러 monoterpene류의 물질과 페놀성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으며[20, 24], monoterpene으로 구성된 구상나무 잎 정유가 

피부병원균이나 E. coli, MRSA (Methicillin-resistant Staphylo-

coccus aureus) 등의 다양한 미생물에 활성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5, 25]. 또한 구상나무 잎 추출물은 nitric oxide의 

생성이나 암세포에 대한 억제효과나[19] 민간요법에서 소화불

량, 혈관 및 폐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24]. 이와 

같이 다양한 효능이 밝혀지고 있지만 구상나무를 이용하여 

피부와 연관된 미백 또는 주름 개선 연구 등은 알려진 바 없다.

자연적 노화 또는 자외선에 의한 외부 노화는 피부 세포 

활성과 기능을 저하시키고 항상성과 재생을 조절하는 단백질 

생합성을 저하시킴으로 유도된다[20, 24]. 첫째, 피부에 자외선

을 받으면 색소침착이 유도되는데 이는 자외선 흡수에 의한 

피부 세포의 손상을 억제할 목적으로 멜라닌(Melanin) 생성이 

증가된 결과이다. 멜라닌은 피부와 머리카락의 색상을 조절하

는 인자이며 과도한 멜라닌의 축적은 주근깨, 기미 등의 과색

소 현상을 유발하고 피부노화를 촉진시킨다[14]. 멜라닌 합성

은 멜라노사이트 내부에 있는 멜라노솜에서 일어나며, ty-

rosine을 기질로 tyrosinase, tyrosinase related protein-1 (TRP- 

1), tyrosinase related protein-2 (TRP-2)에 의해 흑갈색의 협력

체인 멜라닌을 생성하게 된다[22]. 멜라닌 형성 조절인자로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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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microphthalmia-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MITF)

는 tyrosinase에 결합하여 관련 효소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7]. 둘째, 자외선 유도에 의한 콜라겐 합성

의 방해는 피부 주름을 유발시킨다. 콜라겐은 섬유아세포에서 

합성되어 진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세포 외 기질의 주요성분

으로 금속 단백질 분해효소(matrix metalloproteinases, 

MMPs)에 의해 분해되는 주요 기질 단백질이다. MMPs는 피

부의 각질형성세포, 섬유아세포를 비롯한 많은 세포들로부터 

분비되며, 현재까지 약 20여종 이상의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 중 MMP-1은 collagenase 1으로 알려져 있으며, 

콜라겐 type I과 III를 기질로 하고 있다[19]. Brenneisen 등의 

연구에 의하면 자외선 조사와 활성 산소종에 의해 피부내의 

MMPs 활성이 증가되어 진피층 내의 콜라겐 등과 같은 세포 

외 기질들의 붕괴에 영향을 미치며, MMPs가 광노화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따라서, 피

부의 노화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멜라닌 억제 또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 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발굴하고 이를 조절 할 

수 있는 물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연 소재인 구상나무 추출물(Abies ko-

reana extract, AKE)에 대한 미백 및 주름개선 효능을 평가하였

고, 피부노화에 효과적인 새로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식물정유 추출

본 실험의 공시재료인 구상나무는 광릉수목원 내에서 채취

한 잎을 사용하였다. 채취한 잎은 곧바로 4℃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였고, 잎과 잔가지를 분리한 후 잎만을 잘게 자른 후 

정유 추출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정유(essential oil) 추출은 hydrodistillation 법으로 추출하

였고, 10 l 둥근 플라스크에 1 kg의 잎과 증류수를 첨가하고 

가열용 맨틀(MS-DM608 heating mantle, MTOPS®, Yangju, 

Korea)을 이용하여 가열하였으며, 가열 온도는 102±1℃로 설

정하였다. 열에 의해 휘발된 증기는 냉각관에서 응축시킨 후 

modified dean stark trap에서 수집하였고, 물과 정유가 응축

되어 있는 트랩에서 물을 제거하여 정유를 얻었다. 얻은 정유

는 anhydrous sodium sulfate를 사용하여 수분을 제거하고 

0.45 μm 주사 필터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시험에 사용될 때까

지 4℃에서 냉장 보관하였다.

내부표 물질 용액  성분분석용 시료제조

내부표준물질로 n-heptanol과 n-tetradecanoate methyl es-

ter를 사용하였다. 내부표준물질 용액은 100 μl n-heptanol과 

n-tetradecanoate methyl ester를 메탄올과 디클로로메탄의 혼

합액(3:1, v/v)에 녹여 100 ppm 농도로 제조하였다.

정유의 성분분석을 위해서 각 식물정유 20 μl를 취하여 내부

표준물질 용액을 넣어 최종 5 ml 부피로 맞추어 균질화 한 후 

분석에 사용되었다. 정성분석을 위한 표준물질은 내부표준용

액으로 희석하여 1-1,000 ppm 수준의 농도가 되도록 하였다.

정성  정량 분석

정유 성분 분석은 GC/MS 장비(Trace 1310/ISQ-LT, Ther-

mo Fisher Scientific, MA, USA)로 수행하였다. 컬럼은 DB- 

5MS 모세관 컬럼(길이 60 m, 내부직경 0.25 mm, 코팅필름 

두께 0.25 μm; Agilent, CA, USA)을 사용하였다. 1 μl의 시료를 

250℃ 주입구에 20:1 분할비로 주입하였으며 운반 가스는 헬

륨으로 사용하였다. 오븐 온도는 최초 50℃에서 5분간 유지하

고 10℃/min로 65°C까지 승온 후 30분 유지, 5℃/min로 120 

℃까지 승온 후 15분 유지, 1℃/min으로 140℃까지 승온 후 

11분 유지, 10℃/min로 250℃까지 승온 후 5분 유지, 20℃/ 

min으로 325℃까지 승온 후 6분 유지하였다.

화합물의 검출은 질량분석기로 하였고 인터페이스와 이온

소스의 온도는 250°C로 하였다. 질량 스펙트럼은 EI-positive 

스캔 범위 35-550 m/z로 0.2 scans·s-1의 속도로 total-ion chro-

matogram (TIC)를 획득하였다.

시료에 존재하는 화합물들의 정량은 각 피크의 질량스펙트

럼을 표준 라이브러리 및 표준물질의 것과 비교하여 정성한 

다음 내부표준물질 피크의 면적과 목적 화합물 피크의 면적비

율과 농도간의 직선적 상관성을 이용한 내부표준물질 정량법

을 통하여 정량 하였다.

시료에 존재하는 물질들 중 표준물질이 확보되지 않은 물질

들의 정성은 시료의 TIC 에서 S/N 비율 100 이상의 피크들의 

질량스펙트럼을 NIST 11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MD, USA) mass spectral library와 비교하여 수

행하였다. 이 때 NIST library-search 프로그램의 match 값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여 monoterpene류와 sesquiterpene류

를 중점적으로 확인하였고 피크들의 retention time (RT)와 비

교 확인된 화합물명을 목록화하였다.

세포주  세포배양

미백과 관련된 연구에 사용된 세포는 B16F10 mouse mela-

noma 세포로 한국세포주연구재단(Seoul, Korea)에서 구입하

였다. B16F10 mouse melanoma 세포는 Dulbe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배지로 각각 10% Fetal Bovine 

Serum (FBS)와 1% 항생제(penicillin-streptomycin)를 첨가하

였다. 세포는 37℃, 5% CO2의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항 주름과 관련된 연구에 사용한 세포는 인간 피부 섬유 

아세포(human dermal fibroblast, HDF) 세포로 CEFOBIO 

(Seoul, Korea) 에서 구입하였다. HDF는 DMEM 배지로 각각 

10% FBS와 1% 항생제를 첨가하였다. 세포는 37℃, 5% CO2의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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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B 처리

배양접시에 담긴 배지를 제거한 후 PBS로 세척하고 plate의 

덮개를 개방한 상태에서 UVB를 조사하였다. 이 때 자외선 B 

(Ultraviolet-B)는 UV-B lamp (Vilber Lourmat UV lamp, 

France)를 이용하여 60 mJ/cm2의 강도로 30분간 조사하였다.

세포 생존율 측정

B16F10 mouse melanoma 세포와 HDF 세포를 이용해 

CCK-8 assay (Cell Counting Kit-8, Dojindo, Japan) 를 통한 

추출물에 대한 세포성장 억제 활성효과를 확인하였다. 세포를 

96-well plate 에 well 당 세포를 1×104 씩 분주하고, 37℃, 5% 

CO2 세포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지를 모두 

제거하고,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를 이용하여 적당한 농

도로 희석한 식물정유를 well 당 200 μl 처리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를 이용하여 2번 세척

하여 제거한 후, 10% CCK-8 solution 을 well 당 100 μl 처리하

고 빛을 차단하여 90분 동안 37℃에서 반응시켰다. Microplate 

reader (Bio-Rad, Hercules, CA, USA)로 450 nm에서 흡광값

을 측정하여 세포의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Tyrosinase 해활성 측정

B16F10 mouse melanoma 세포주의 tyrosinase 활성은 

Martinez-Esparza 외의 연구자들의 방법[18]을 사용하였다. 

6-well plate에 well 당 세포를 3×105 개 분주하고, 37℃, 5% 

CO2 세포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지를 모두 

제거하고,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로 2번 세척하고, 다시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로 37℃, 5% CO2세포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를 이용하여 

적정 농도로 희석한 식물정유를 well 당 2 ml 처리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세포를 Phosphate-buffered saline 

(PBS)로 2번 세척하고 세포만 마이크로튜브에 옮겨서 lysis 

buffer [0.1 M sodium phospate (pH6.8), 1% Triton X-100]를 

이용하여 세포를 용해하여 13,000 rpm, 25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으로 단백질 정량을 하여 각각의 샘플에 동일

한 단백질 양(20 μg/μl) 과 L-3,4-dihydroxyphenylalanine (L- 

DOPA) buffer [2 mg/ml, 0.1M sodium phospate (pH6.8), 

Sigma, MO, USA] 180 μl를 96-well plate에 넣고, 3시간 동안 

37℃에서 반응시켰다. Microplate reader 로 405 nm에서 흡광

값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Procollagen type-1 생합성 측정

HDF 를 96-well plate에 well 당 세포를 1×104 개를 분주하

고, 37℃, 5% CO2 세포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지를 모두 제거하고,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로 2번 

세척하고, 다시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를 채워 37℃, 5% 

CO2 세포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혈청이 포함되지 않

은 배지를 이용하여 적정 농도로 희석한 식물정유를 well 당 

200 μl 처리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양성 대조군; Trans-

forming growth factor (TGF)-β 5 ng/ml). 배양 후 배지를 모

아 3,000 rpm, 3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얻어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액 내 콜라겐 생합성 정도는 procolla-

gen type-I C peptide (PIP) EIA kit (Takara Bio, Japan)을 사용

하여 propeptide의 양을 측정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HDF 를 60-mm dish 에 4×105 개 분주하고, 37℃, 5% CO2 

세포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

지로 2번 세척하고, 37°C, 5% CO₂세포배양기에서 24시간 배

양하였다.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를 이용하여 적정 농도

로 희석한 식물정유를 처리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

양 후, 세포를 PBS로 2번 세척하고 세포를 마이크로튜브에 

옮겨 cell lysis buffer [150 mM NaCl, 50 mM Tris-Cl (pH7.4), 

1% NP-40, 0.5% deoxycholic acid, 0.1% SDS, protease in-

hibitor cocktail (Roche, IN, USA)]를 사용하여 4℃에서 1시간 

동안 세포를 용해시켰다.

세포 용해액을 14,000 rpm, 4℃, 30분 원심분리하여 단백질

만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만 얻어서 BCA protein assay kit 

(Thermo Fisher Scientific)를 사용하여 정량 하였다. 정량된 

20 μg/μl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

mide Gel (SDS-PAGE)에 전기영동 시킨 후 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 막으로 옮겨 실온에서 1시간 blocking buf-

fer [5% skin milk in Tris Buffered Saline with Tween-20 

(TBST)]에서 배양하였다. 1차 항체 종일 보관 후 TBST로 3 회 

세척하고, 2차 항체는 2시간 배양 후 TBST로 3회 세척하여 

ECL detection reagents (AbClon,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단백질 발현을 현상하였다.

체 RNA 분리  cDNA 합성

60-mm dish 에 B16F10 mouse melanoma 세포를 8×105 개 

분주하고, 37℃, 5% CO2 세포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로 2번 세척, α-MSH 250 nM를 먼

저 처리하고 4시간 후에 적정 농도로 희석한 식물정유를 처리

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지를 제거 후 PBS 로 세포를 2번 세척하고 TRIzol (Invi-

trogen, NY, USA)를 각 dish에 500 μl 분주하여 세포를 lysis 

한 후 chloroform 200 μl를 분주하여 20초간 위아래로 흔들어

주었다. 그 후 12,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 

200 μl를 isopropanol 300 μl이 들어있는 튜브에 옮겨 섞었다. 

다시 12,000 rpm에서 10 분간 원심분리 하였고, 상층액을 제거 

한 후 75% 에탄올-diethylpyrocarbonate (DEPC) water를 1 

ml 분주하여 12,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한 뒤 상층액을 

제거하고 실온에서 건조시켰다. Nuclease free water (NF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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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Effect of Abies koreana extracts on cell viability. B16F10 

melanoma (A) and HDF (B) were incubated with the in-

dicated concentrations of Abies koreana extracts for 48 hr. 

The cell viability was assessed by the CCK-8 assay, and 

the results are represented as the percentage of surviving 

cells.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D of three inde-

pendent experiments (*p<0.05 compared to the Normal 

(N)). HDF, human dermal fibroblast; CCK, cell counting 

kit; AKE, Abies koreana extracts.

를 20 μl 분주하여 녹인 후 RNA 양을 측정하였다.

Oligo (dT) 15 primer (500 μg/ml) 1 μl, 추출한 0.5 μg RNA 

와 NFW 를 75℃에서 5 분간 반응시킨 후 5× reaction buffer, 

MgCl2, PCR necleotide mix, ribonuclease inhibitor, reverse 

transcriptase (Reverse Transcription System, Promega, WI, 

USA)를 첨가하여 25℃에서 5분, 42℃에서 60분, 70℃에서 15

분간 반응시켜 cDNA를 합성시켰다.

Real-time PCR

합성한 cDNA 와 2× SYBR green mix (TaKaRa, Japan), pri-

mer (Bioneer, Daejeon, Korea), ROX (TaKaRa) 를 각각 넣어 

ABI step one plus (Thermo Fisher Scientific) 기기를 이용하여 

95℃ 10분, 95℃ 3초, 60℃ 30초, 95℃ 15초, 60℃ 1분, 95℃ 

15초(45 cycles)로 실시간 정량 분석을 한 뒤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Primer 정보는 다음과 같다. Tyrosinase forward 5’-GATG 

GGAATGCTCTGCCTAATA-3’; Tyrosinase reverse 5’-ACA 

GGTGTGAAGGTCTCAAAG-3’; TRP-1 forward 5’-GCCTTC 

TTTCTCCCTTCCTTAC-3’; TRP-1 reverse 5’-CTGCTGGTCT 

CCCTACATTTC-3’; TRP-2 forward 5’-GGCTGGAGCACTC 

TGTAAAT-3’; TRP-2 reverse 5’-TGGGTTTAGTTCTAGCCC 

TTTC-3’; GAPDH forward 5’- AAGGTCATCCCAGAGCT 

GAA- 3’; GAPDH reverse 5’-CTGCTTCACCACCTTCTTGA-3’.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 회 반복하여 측정하였고, 결과의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후 p<0.05 수준에

서 Bonferroni correction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평균±표

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이는 Prism (ver. 5.0, GraphPad Soft-

ware, Inc., CA,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고찰

B16F10 melanoma  HDF 생존에 미치는 구상나무 추

출물의 향

구상나무 추출물이 피부 관련세포, 즉 미백과 연관된 

B16F10 melanoma 및 주름과 연관된 HDF,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농도에 따른 생존율 측정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상나무 추출물의 농도는 10-2-10-6까지 10배수의 

범위에서 처리하였다. 구상나무 추출물 10⁻5-10-6의 농도에서

는 두 세포주 모두 약 90% 이상 세포생존율을 보이며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다. Fig. 1A에서 나타내는바 B16F10 melano-

ma 의 경우 10-4 이상의 농도에서는 급격한 세포 독성을 나타

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HDF 의 경우 10-4 이후의 농도에서 

20% 이상의 세포 독성 유도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이 후의 

실험은 구상나무 추출물 10⁻⁵ 농도에서 진행하였다.

구상나무 추출물에 의한 B16F10 melanoma에서의 ty-

rosinase 해 활성

Tyrosinase는 흑갈색의 멜라닌 색소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

로써 tyrosinase 활성 억제는 피부 내에서 melanin polymer 

합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다[22]. 이러한 방법

으로 구상나무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효과를 측정하여  

 Fig. 2A와 같이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는 음성대조군 Arbutin 

1 mg/ml과 양성대조군 α-MSH 250 nM을 사용하였으며 처리 

후 48시간 이후 tyrosinase inhibition 측정을 실시하였다. 정상

군을 100%로 기준하였을 때 음성대조군은 약 2.1 배의 저해효

과 억제를 보였으며, 양성대조군은 약 2.4 배의 저해효과 개선

을 보였다. 이를 비교하였을 때 구상나무 추출물은 음성대조

군 수준 이상인 약 2.8 배의 저해효과 억제를 보였고, 양성대조

군과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약 9.3배의 저해효과 억제를 보였

다.   

구상나무 추출물 처리에 의한 멜라닌 합성에 여하는 주요 

mRNA 발  조

피부에서 멜라닌은 효소반응을 통해 tyroinase, TRP-1, 그리

고 TRP-2로부터 합성된다. 이는 피부세포로부터 멜라닌 합성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세포 신호인자이다[17]. 구상나무 추출

물이 멜라닌 합성 관련 유전자인 tyrosinase, TRP1, TRP2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Real-time PCR로 유

전자 발현을 확인하였다. Fig. 3에서와 같이 구상나무 추출물

은 α-MSH에 의해 증가된 Tyrosinase, TRP1, TRP2의 mRNA 

level을 확연히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tyrosine의 경우 양성대조군 단독 처리에 비해 약 58%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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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Effects of Abies koreana extracts on whitening and anti- 

wrinkle process. AKE concentration was 10-5. (A) Tyrosi-

nase inhibition in B16F10 cells was analyzed using 

L-DOPA buffer. Negative control was 1 mg/ml arbutin, 

and positive control was 250 nM α-MSH (*p<0.05 com-

pared to the Normal (N), **p<0.05 compared to Arbutin, 

***p<0.05 compared to α-MSH). (B) Detection of collagen 

biosynthesis in HDF cells was performed by PIP EIA 

kit. Positive control was 5 ng/ml TGF-β. Values repre-

sent the means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compared to the Normal (N), **p<0.05 com-

pared to TGF-β). AKE, Abies koreana extracts; L-DOPA, 

L-3,4-dihydroxyphenylalanine; MSH; melanocyte-stim-

ulating hormone; TGF, Transforming growth factor.

A B C

Fig. 3. Change of melanin-related factors in B16F10 melanoma treated with Abies koreana extracts. AKE concentration was 10-5. Negative 

control was 1 mg/ml arbutin, and positive control was 250 nM α-MSH. The mRNA levels of Tyrosinase (A), TRP-1 (B), 

and TRP-2 (C) were analyzed by Real-time PCR.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compared to the Normal (N), **p<0.05 compared to Arbutin, ***p<0.05 compared to α-MSH). AKE, Abies koreana extracts; 

MSH; melanocyte-stimulating hormone.

발현이 감소하였고 음성대조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Fig. 3A). TRP-1의 경우 양성대조군 단독 처리 대비 

약 64% 감소를 보였고 음성대조군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수준

으로 발현됨을 알 수 있었다(Fig. 3B). TRP-2의 경우 양성대조

군 대비 발현율 60% 감소 및 음성대조군 보다는 1.4 배 발현 

증가를 보였다(Fig. 3C). 따라서, 구상나무 추출물이 B16F10 

melanoma 세포 내 신호를 조절하여 멜라닌 생성 억제에 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구상나무 추출물에 의한 HDF 세포에서의 콜라겐 련 단

백질 조

피부 주요성분인 콜라겐은 섬유아세포에서 세포외기질

(extracellular matrix, ECM)을 구성하고 있다. 콜라겐의 농도

에 따라 피부 세포간의 견고성, 지탱 능력, 세포 증식 및 분화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콜라겐의 부족 

또는 결함은 피부 주름을 유발하며 이는 propeptide의 감소로

부터 야기된다[22]. 본 연구에서는 HDF 에서 콜라겐 생합성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pro-collagen type I C-peptide (PIP) 

enzyme immunoassay를 실시하였다. 구상나무 추출물의 콜

라겐 생합성량 결과 양성대조군인 TGF-β 처리에 의한 생합성

보다는 낮지만 정상군 보다는 약 12% 개선된 PICP 생합성률

을 보였다(Fig. 2B). 또한, 구상나무 추출물 처리에 의해 HDF 

에서 collagen type 1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구상

나무 추출물을 HDF 세포에 처치하고 48시간 뒤 면역 분석을 

시행하였다. Fig. 4A에서 보는 바와 같이 collagen type 1의 

단백질 발현이 정상군에 비해 약 2.3 배 증가함을 알 수 있었

다. 

콜라겐은 collagenase에 의해 분해가 되는데 이는 전사인자

인 AP-1에 의해 유도되는 MMP-1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MP-1은 collagenase type 1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의 감소는 collagen type 1이 분해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

이다[16, 25]. Fig. 4B에서 보는 바와 같이, MMP-1의 발현이 

정상군 대비 약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보아 구상나무가 피

부섬유아세포의 콜라겐을 증가시키는 과정을 개선시키는 것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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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of collagen and MMP-1 in HDFs treated with 

Abies koreana extracts. AKE concentration was 10-5. Posi-

tive control was 5 ng/ml TGF-β. The protein levels of 

Collagen type 1 (A) and MMP-1 (B)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compared to the Nor-

mal (N), **p<0.05 compared to TGF-β). AKE, Abies kore-

ana extracts; MMP, Matrix metalloproteinase; TGF, 

Transforming growth factor.

A B

Fig. 5. Change of collagen type 1 expression in HDFs with UVB treatment. (A) UVB was dose-dependently treated onto HDF 

for 30 min. (B) 60 mJ/cm
2 UVB was treated onto HDF for 30 min. AKE concentration was 10-5. The protein levels of Collagen 

type 1 and MMP-1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 Values represent the means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p<0.05 compared to the Normal (N)). HDF, human dermal fibroblast; UVB, ultraviolet B; AKE, Abies koreana extracts; MMP, 

Matrix metalloproteinase; TGF, Transforming growth factor.

자외선 조건하에 있는 HDF 세포에서 구상나무 처리에 의

한 콜라겐 합성 개선

자외선은 외부스트레스, 즉 활성 산소종의 증가를 통해 노

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9], 인공적인 자외선 처

리 조건은 노화 상태를 조절하는 피부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다. HDF에 적절한 자외선 유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 세기별 collagen type 1을 확인 한 결과 60 mJ/cm2 

까지는 발현을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5A). Zeng 

외의 연구자들에 따르면,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60 mJ/ 

cm2에서 자외선 유도된 활성 산소종을 유도 할 수 있다고 보고

했다[25]. 따라서, 60 mJ/cm2 자외선 조사 상태에서 구상나무

를 처리하였을 때 collagen type 1의 발현이 조절되는 지 확인

해 보았다(Fig. 5B). 자외선 조사를 하지 않은 위의 연구에서는 

10-5 농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반면, 자외선 조건하에

서는 10배 희석된 10-6 농도에서 발현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정상군 대비 약 50% 회복). 이는 자외선에 영향을 받아 

환경이 나빠진 HDF에 의한 것으로 유추된다. 하지만 자외선 

조건하에서도 구상나무가 collagen type 1을 증가 시킬 수 있

음을 보여준다.

피부개선을 유도하는 구상나무 추출물

구상나무 추출물의 특징 및 피부관련 추가 연구를 위해 구

성요소 및 함량을 분석하였고(Table 1), Limonene, Cam-

phene, alpha-Pinene, Bornyl acetate이 주요 구성물질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Limonene 의 경우 항암 연구가 많았으나 최근 

항염증 및 항생제활성을 유도하여 피부 콜라겐 합성 증가와 

염증세포 감소 등의 효과를 보인 연구가 보고되었다[19]. 또한 

Alpha-Pinene의 경우 Ferula oil에 21.36% 함유 되어 있으며 

항산화 및 항생제활성을 나타냄이 보고되었다[25]. 따라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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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nent and content of Abies koreana extracts (ppm/total 2,000 ppm)

Component name ppm Component name ppm

1,8-cineole

3-carene

Alpha-phellandrene

Alpha-pinene

Alpha-pinene oxide

Alpha-terpinene

Alpha-terpineol

Alpha-terpinolene

Alpha-terpinyl acetate

Beta-phellandrene

Beta-pinene

Borneol

Bornyl acetate

Camphene

Camphor

Gamma-terpinene

0

20

2

296

1

1

7

10

11

12

31

20

268

346

1

2

Isopulegol

Limonene

Linalool

Myrcene

Sabinene

Terpinen-4-ol

Alpha-fenchene

Alpha-thujene

Carvenone

Cis-ocimene

Tricycl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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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나무 추출물 또는 구별된 이의 추출물은 항산화에 의한 피

부 노화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구상나무 추출물의 피부개선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미백 및 항주름 기능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미백 효과

를 측정하기 위해 tyrosinase 저해활성 억제 및 관련 세포신호

인자 들의 발현을 확인하였고, 항주름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collagen 및 연관 단백질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구상나무 추출물이 피부 개선 더 나아가 피부 노화억제에 효

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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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Abies koreana 유래 정유의 항주름  미백 효과

송병욱1†․송민정2†․박미진3․최돈하3․이성숙3․김명길3․황기철2*․김일권2*

(1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과학교실, 2가톨릭관동대학교 의과대학 바이오융합연구원, 3국립산림과학원  
임산공학부 화학미생물과)

구상나무로부터 추출된 정유가 개발되어 있지만, 피부와 연관된 연구 관점에서 효능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

다. 본 연구의 목적은 B16F10 흑색종 세포(B16F10)와 인간 피부아세포주(HDF)에서 멜라닌과 주름 형성 상의 구상

나무 추출물 효과를 알아보는데 있다. 정유는 수첨 증류법으로 추출하였고 무수 황산나트륨으로 정제 하였다. 10-5 

배의 정유농도에서, 두 세포의 생존능은 세포독성 평가에 의해 확인 되었다. B18F10의 항멜라닌 효과는 티로시나

아제 억제 분석과 티로시나아제, 티로시나아제 연관 단백질 -1과 -2(TRP-1, TRP-2)의 유전자 발현 검증을 통해 이

루어졌다. 정유는 알파-멜라닌세포 자극 호르몬 유도 그룹과 비교하여 티로시나아제 억제 활성이 5배, 아르부틴 

유도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30% 정도 감소되었다. 3가지 멜라닌 유래 인자들의 mRNA 수준도 각각 증가하였다. 

항주름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프로콜라겐 타입 I c 펩티드 합성(PIP) 분석과 웨스턴 블록을 수행하였다. 정유를 

처리한 그룹에서 PIP가 증가되었고 콜라겐 타입 1과 기질 금속 단백질 분해 효소가 개선 되었다. 또한 정유는 

60 mJ/cm2의 자외선 조건에서, 자외선-억제 콜라겐 타입 1의 증가와 기질 금속 단백질 분해 효소 생성 억제를 

통해 항주름 효과를 보여줬다. 따라서 구상나무 추출물은 미백과 항주름을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부 제재로

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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