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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tricaria chamomilla L. has been used as a bath

agent in Europe because of its sterilization effect on the skin.

Flowers contain terpenes, flavonoids are effective in relieving

inflammation. Matricaria chamomilla L. has been reported to

have various drug efficacies such as sedation, anti-diabetic effect

and anti-arthritic effect, but there is little research on the scientific

efficacy of whitening effe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whitening effect of Matricaria chamomilla L. extract

and to investigate the mechanism of inhibition of melanogenesis.

The extracts were used to determine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The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of extracts was ineffective for

water extract but in 60% ethanol extract was shown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B16F10 melanoma cell was

measured using a powder obtained by lyophilization of 60%

ethanol extract. The toxicity was observed at a concentration of 75

µg/mL. And concentration range was selected to be at most 50 µg/

mL. The effect of tyrosinase, MITF, TRP-1 and TRP-2 on the

expression of melanin protein was investigated in melanoma cells

of B16F10 melanoma cell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as

the concentration of the extract increased, the melanogenesis level

decreased and the protein expression level also decreased in a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Therefore, it was concluded that

Matricaria chamomilla L. extract inhibited melanogenesis in

cells.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used

as a useful basic data for industrialization of whitening functional

food of Matricaria chamomilla L.

Keywords B16F10 Melanoma cell · Beauyt food · Biological

activity · Extracts · Matricaria chamomilla L.

서 론

현대 사회에서는 깨끗하고 하얀 피부는 미(美)의 척도가 되고

있다. 생활수준 또한 향상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피

부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었고, 자외선 노출의 증가와 환경

오염으로 인해 피부 미용 및 미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게

되었다. 미백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melanin 형성을 억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러한 이유는 keratinocyte에 있는

melanin 분포량에 따라 피부의 색소가 침착되고 피부색까지 결

정되기 때문이다[1]. 피부의 색에 관여하는 melanin은 검은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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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와 단백질의 복합체로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phenol류의 고

분자 물질로서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하는 요인인 유전적 요인

을 제외하고 일차적으로 피부 색소에 기인한다[2-4]. 현재 알려

진 미백 원료로는 kojic acid, ascorbic acid, arbutin 등이 있다.

하지만 발암을 유발하거나 유전 독성을 가지며, 수용성에서 분

해되며 세포 투과성의 문제로 화장품 미백 원료로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한 이유로 부작용이 적은 천연적인 미백 소

재의 탐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허브류 중 캐모마일(Matricaria chamomilla L.)은 인도와 유

럽이 원산지인 국화과 다년생 식물로 황색의 꽃이 피는 다이어

즈 캐모마일과 백색의 꽃이 피는 로만 캐모마일로 나뉜다[5].

피부 살균효과와 전신 미용 효과가 있어서 유럽에서는 미용을

위한 목욕제로 쓰이며, 자궁냉증에 효과를 가지며, 건위제 및

발한작용에 의한 감기예방, 불면증 해소, 진정작용 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염증성 질환, 발열, 설사, 소장과 간의 조

양을 치료하기 위해 주로 차로 음용 되어왔다[6].

캐모마일의 꽃에는 terpenes, flavonoids, coumarin, calicacid,

무기질 등의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며, 꽃을 증류 추출하여 얻

은 에센셜 오일은 푸른빛을 띠고 28종류의 terpenes (α-

bisabolol, chamazulene, bisabolol oxide 등)의 성분과 36가지의

flavonoids (apogenin 등), 52가지의 유기산 등 120여종의 화합

물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α-bisabolol은

통풍을 감소시키며, 위궤양의 진행을 억제시키고, 피부염 치료

에 효과가 있으며, chamazulene은 항염증 지질과산화 억제효과

를 가지고 있어 염증을 가라앉히는데 효과적이다[7,8]. 또한 캐

모마일은 진정 작용, 항당뇨 효과, 항관절염 효과 등의 다양한

약물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9-11]. 현재 캐모마일은 독

특한 향과 맛으로 차 형태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주로 향미

적인 특성과 항산화 물질 탐색에만 집중되어 있어 캐모마일이

가지는 미백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캐모마일 추출물을 동결건조하여

B16F10 mouse melanoma cell에 처리한 후 cellular tyrosinase

저해 활성을 측정하고, MITF, TRP-1, TRP-2 등의 melanin 생

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발현 억제를 확인하여 미백 효과에 대

한 효능을 확인함으로써 피부 미백 개선 화장료로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본 실험에서 시료로 사용한 캐모마일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45 oC의 dry oven (Jeiotech, FO-600M,

Daejeon, Korea)에서 건조한 후 40 mesh로 분쇄한 다음 진공포

장하여 4 oC에서 저온저장하며 측정 시료로 사용하였다.

캐모마일 추출물 제조

시료의 추출은 열수 추출물의 경우, 건조 분말 1 g과 증류수

200 mL를 가열하여 용액이 100 mL가 될 때까지 가열하여 증발

시킨 후 냉각하여 shaking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120 rpm

으로 4 oC에서 교반 추출하였으며, ethanol 추출물은 시료 1 g에

60% ethanol 100 mL를 추출용매로 가하여 24시간 동안 120

rpm으로 4 oC에서 교반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Whatman No. 1

filter paper (Whatman, Maidstone, Buckinghamshire, UK)로

여과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 (BUCHI, R-200, DE,

New Castle, USA)를 이용하여 농축하였으며, 농축물은 phenolic

compounds를 측정하여 농도를 설정하여 효소 실험에 적용하였

으며, freeze dryer (Ilshinbiobase, FD8518, Dongducheon,

Korea)로 −80 oC에서 96시간 동결 건조하여 얻은 분말은 cell

line 실험 시 사용하였다.

세포 외 tyrosinase 저해 활성 측정

Tyrosinase 저해 활성 측정은 Hearing[12]의 방법에 준하여 측

정하였다. 반응구는 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6.8)

2.3 mL와 기질액 1.5 mM L-tyrosine 용액 0.4 mL의 혼합액에

250 U/mL mushroom tyrosinase (Sigma-Aldrich Co.) 0.1 mL

와 50, 100, 150, 200 μg/mL phenolic compounds 농도의 시

료 0.2 mL를 넣고 대조구에는 시료 대신 증류수를 0.2 mL를 첨

가하여 37 oC에서 20분간 반응시킨 다음, 흡광도 475 nm에서

측정하여 저해율(%)을 (1−시료의 absorbance/대조구의 absorbance)

×100으로 계산하였다.

세포배양

본 실험에 이용한 각 세포의 배양은 10% FBS와 1% penicillin/

steptomycin (100 U/mL)을 첨가한 DMEM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37 oC, 5% CO2 incubator (Thermo, Froma 311, Waltham,

MA, USA)에 적응시켜 계대 배양하였다. 세포 확인 시 inverted

microscope (Nikon, ECLIPSE Ts2, Tokyo, Japan)를 사용하였

다. B16F10 mouse melanoma cell에 시료용액 농도별로 1시간

전처리 후 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 1 μM

을 48시간 처리하였다.

MTT assay에 의한 세포 독성 측정

세포 독성 측정은 Carmichael 등[13]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

다. B16F10 mouse melanoma cell을 48 well plate에 1×104

cells/well이 되게 450 μL 분주하고, 24시간 뒤 시료를 농도별로

조제하여 50 μL 첨가한 후 37 oC, 5% CO2 incubator에서 48

시간 처리하였다. 대조군은 시료와 동량의 (−)DMEM 배지를 첨

가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여기에 5 mg/mL 농도로

제조한 MTT 용액 50 μL를 첨가하여 4시간 배양하여 배양액을

제거하고 각 well에 dimethyl sulfoxide (DMSO) 300 μL를 가

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 시킨 뒤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reader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독성 측정은 시료용액의 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 감소율로

나타내었다. 세포 생존율(%)은 (1−시료의 absorbance/대조구의

absorbace)×100으로 계산하였다.

Melanin 함량 측정

멜라닌 양은 Hosoi 등[14]의 방법을 준하여 사용하였다. B16F10

mouse melanoma cell를 6 well에 5×104 cells/well이 되도록

분주하여 24시간 뒤, (+)DMEM 배지를 제거한 다음 각각의

well에 (−)DMEM 배지를 분주하고 α-MSH 200 μL는 normal

군을 뺀 모든 well에 분주하여 자극시켰다. 이후 시료를 농도별

로 200 μL 분주 후 48시간 동안 처리하여 37 oC, 5% CO2



J Appl Biol Chem (2018) 61(3), 267−273  269

incubator에서 배양시켰다. 배양 후 상등액을 모두 제거하고 PBS

로 세척한 후 –80 oC deep freezer에서 하루 보관 뒤, 상온에서

M-PER를 20 μL 분주하여 세포들을 모아 13,000 rpm, 4 oC, 15

분간 원심 분리하여 세포 침전물을 만들었다. 상등액을 제거 후

10% DMSO/1N NaOH 200 μL를 분주하여 heating block

70 oC에서 1시간 용해시킨 다음 흡광도 405 nm에서 O.D 값을

측정하였다. Melanin 함량(%)은 (1−시료의 absorbance/대조구의

absorbace)×100으로 계산하였다.

Western blot을 통한 tyrosinase, MITF, TRP-1, TRP-2 단백

질 발현 측정

B16F10 mouse melanoma cell을 6 well plate에 5×104 cells/

well에 되도록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안정화 하였다. (+)DMEM

배지를 제거한 후 (−)DMEM 배지를 분주하고 α-MSH 200 μL

는 normal군을 제외한 모든 well에 분주하여 자극시켰다. 이후

시료를 농도별로 분주하여 48시간 처리 후 PBS로 세척하였다.

Lysis buffer를 well 당 20 μL를 첨가하여 세포를 융해시키고 원

심분리(13,000 rpm, 4 oC, 15 min)하여 세포막 성분들을 제거하

였다. 원심 분리하여 얻은 단백질은 bradford assay로 정량하였으

며, 20μL의 단백질을 10%의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를 이용하여 1시간 30분간 전기 영동한 후,

항체의 비특이적 결합을 억제시키기 위해 PVDF membrane에

옮긴 다음 60 V에서 2시간 30분 transfer하였다. Transfer가 끝

나면 5% bovine serum albumin (BSA)에 1시간 동안 방치하

여 background를 제거시켰다. 1X TBST로 3회 washing 후 1

차 antibody (1:500)를 2시간 30분간 붙힌 후 다시 2차 antibody

(1:1000)를 1시간 붙이고 ECL kit (Adavansta, Melno Park,

CA, USA)를 이용하여 film에 옮겨 측정하였다. Band density는

Image Quant LAS-4000 (GE life sciences, Taipei, Taiwan)으

로 확인하였다.

통계 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여 측정한 평균값을 나타내었으며, 평

균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SPSS 22 for windows 프로그램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분산분석(analysis of variance) 및

Duncan의 다중범위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으로

9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캐모마일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미백) 활성 측정

흑갈색 색소인 melanin은 피부속의 melanocyte 세포의 펩타이

드 tyrosinase에 의해서 생성된다. Tyrosinase 효소는 인체의

melanin 생합성 경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초기 속도결정 단계

인 L-tyrosine을 L-DOPA를 거쳐 L-dopaquinone으로의 전환에

관여한다. 피부가 자외선으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활성화되는데,

피부의 노화를 촉진하며 피부에 암갈색 색소를 침착시키기 때

문에 이후 미백 성분 효과를 평가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15].

따라서 피부 내에서 melanin의 생합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하

기 위해서는 tyrosinase 저해 활성을 측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에 천연 약용 식물인 캐모마일을 Cho 등[5]의 방법에 따라

water와 60% ethanol 용매로 추출하여 tyrosinase 저해 활성을

우선적으로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1에서와 같이 water

extracts에서는 눈에 띄는 저해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반면

60% ethanol 추출물에서는 phenolic compounds 200 μg/mL 농

도에서 28.51%의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농도 증가할수록

저해 효과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농도 의존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미 미백제로 알려진 kojic acid를 positive

control로 설정하여 사용한 결과와 비교했을 때, 캐모마일 추출

물이 보다 낮은 저해 효과를 보였지만, Jeon 등[16]의 골담초

잎과 꽃의 70% ethanol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활성을 살펴

보았을 때 200 μg/mL 농도의 phenolic에서 잎은 8.3%, 꽃은

6.1%의 낮은 저해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에 캐모마일의

tyrosinase 저해 활성은 보다 우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위의 결과로 캐모마일 water 추출물과 60% ethanol 추출물 중

ethanol로 추출하였을 때 피부 미백과 관련 있는 효소인

tyrosinase의 저해 효과를 가진다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60%

ethanol 추출물을 B16F10 melanoma cell에 적용시켜 세포 생존

율을 측정하여 이후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농도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캐모마일 추출물의 B16F10 melanoma cell에 대한 세포 독성

평가

MTT는 노란색을 뛰는 tetrazole로, 살아있는 세포에서

mitochondrial reductase에 의해 보라색 formazan을 형성한다.

DMSO, ethanol solution 등에 의해 formazan이 용해되어 보라

색을 띄고 500과 600 nm 사이의 파장을 흡수한다[17].

캐모마일의 미백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B16F10 Melanoma

cell에 캐모마일 60% ethanol 추출물을 동결건조하여 얻어진 분

말을 첨가하여 세포에 대한 독성과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캐모마일 60% ethanol 추출물의 농도를 25, 50, 75,

100 μg/mL로 처리하여 세포에 MTT assay를 시행하였다. 그 결

과, Fig. 2에서와 같이 세포의 생존율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캐모마일 60% ethanol 추출물은 농도에 따라 각각 105.4,

Fig. 1 Tyrosinase inhibition rate of Matricaria chamomilla L. extracts.

Mean ± standard deviation (n =3). Mean with different letters (a-d)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ncan’s mul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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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87.5, 86.3%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어 농도 75 μg/mL

에서 부터 세포의 생존율이 감소하여 약간의 독성이 있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B16F10 세포에서 캐모마일 60%

ethanol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감소하며,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세포 생존율이 90% 이상인 10, 25, 50 μg/

mL를 sample 농도로 설정하여 이후의 실험들을 진행하였다.

캐모마일 추출물의 melanin 생성 억제 효과

Melanin은 식물, 동물 그리고 미생물에 까지 널리 분포하는 색

소이며, 사람의 경우 피부색을 결정하는 동시에 외부의 유해한

자외선이나 유리기(free radical)로부터 사람의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melanin 색소는 피부의 기저층

에 존재하며 melanin 생성 세포가 자외선을 비롯한 다른 자극

들에 노출되었을 때 표피 가장 위층의 각질층에서 활성화되어

만들어진다. Melanin 색소의 생합성은 tyrosinase 효소를 비롯하

여 다양한 효소들에 의해 생성, 조절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18-20]. 이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많은 합성 미백제 보다 부

작용으로부터 안전한 천연 약용 식물인 캐모마일을 이용하여

melanin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Fig. 3

에서와 같이 α-MSH를 단독으로 처리하였을 때, melanin의 생

성량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고, 캐모마일 추출물과 함께 처

리하였을 때, 추출물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농도 의존적으로

melanin 생성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캐모마일 추출물 10

μg/mL의 농도에서는 약 15%의 melanin 생성 억제를 보였지만,

최고 농도인 50 μg/mL의 농도에서는 α-MSH 단독 처리구에 비

하여 약 46%의 melanin 생성 억제 효과를 보여주었다.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kojic acid는 동일 농도에서 약 35%의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Yu 등[21]은 만형자 분획물을 이용하여

melanin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25 μg/mL의 농도에서 butanol

분획물은 27%, hexane 분획물은 19%의 억제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캐모마일 추출물은 25 μg/mL의 농

도에서 약 30%의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캐모마일 추출물의 tyrosinase, MITF, TRP-1, TRP-2 protein

발현 억제 효과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자극제인 α-MSH는 tyrosinase의 활성을 자

극시키고[22], melanin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TRP-1, TRP-2

에 작용하며 eu-melanin을 합성하도록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23]. 이에 캐모마일 추출물을 이용하여 melanin 생성에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과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α-MSH 자극에 의

해 유도된 조건에서 tyrosinase, MITF, TRP-1, TRP-2의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ting으로 단백질의 발현 변화를 확인해보았

다. Fig. 4A에서 tyrosinase 단백질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α-

MSH를 단독 처리한 경우, 단백질 발현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캐모마일 농도별과 kojic acid를 처리한 결과,

tyrosinase 단백질의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시키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캐모마일 50 μg/mL의 농도에서 단백질 발현

량 11.9%로 동일한 농도인 kojic acid의 14.3%와 비교하였을

때 보다 우수한 단백질 발현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Jeon 등[24]의 잣나무 잎 70% ethanol 추출물의 tyrosinase 단

백질 발현량 측정 결과, 50 μg/mL의 농도에서 33%의 발현 저

해를 보고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캐모마일 추출물은 동일 농

도에서 약 88%의 단백질 발현 저해를 보여 melanin 생성 억제

에 효과가 보다 우수하다고 판단되었다.

Fig. 4B에서 MITF 단백질 발현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α-

MSH를 단독으로 처리하였을 때 단백질 발현이 증가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캐모마일 농도별과 kojic acid를 처리한 결과,

MITF 단백질의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시키는 효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캐모마일 추출물 50 μg/mL의 농도에서 MITF

단백질 발현 저해는 α-MSH 단독 처리구 대비 77%의 억제 효

과를 나타내었고, 동일 농도인 kojic acid는 α-MSH 단독 처리

구 대비 67%의 억제효과를 보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합성 미

백제인 kojic acid 보다 캐모마일 추출물의 MITF 단백질 발현

억제 효과가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Yoo 등[25]은 연

Fig. 2 Cell viability of the Matricaria chamomilla L. extract on

melanoma cells (B16F10) by using MTT assay. The cell were add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25, 50, 75 and 100 μg/mL) of the Matricaria

chamomilla L. extract. Mean ± standard deviation (n =3). Mean with

different letters (a-c)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ncan’s muliple range test

Fig. 3 Inhibition melanin synthesis of Matricaria chamomilla L. and

kojic acid on mouse melanoma cell (B16F10). Melanin contents were

measured after treatment of the indicated concentration of Matricaria

chamomilla L. and α-MSH (1 ìM) for 48 h. Mean ± standard deviation

(n =3). Mean with different letters (a-e)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ncan’s mul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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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 추출물을 이용하여 MITF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연잎 추출

물 100 μg/mL의 농도에서 69.6%의 단백질 발현량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저농도인 50 μg/mL 농도의 캐모마일 추출물은 23%

의 단백질 발현량을 나타내었다. MITF는 melanin 생성 기전에

서 최초로 작용함으로 이 후 melanin 생성에 관여하는 기전들

인 tyrosinase, TRP-1, TRP-2를 억제하는 효과가 보다 우수하다

고 보여진다.

TRP-1은 DHICA를 indole-5,6-carboxylic acid로 전환시키는

효소이다. DHICA oxidase라고도 불리며 tyrosinase의 변성을 막

는 작용을 하여 tyrsoinase 활성에 기여하여 간접적으로 melanin

생성을 조절한다. TRP-2는 dopa chrome totomerase로서 dopa

chrome을 DHICA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26,27].

Fig. 4C에서 TRP-1 단백질 발현량을 측정하였다. α-MSH를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 보다 캐모마일과 함께 처리하였을 때 농

도가 증가할수록 단백질 발현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캐

모마일 추출물 50 μg/mL의 농도에서 α-MSH 단독 처리구에 비

해 46%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였다. Lee[28]의 왕까마중 열매

와 전초의 ethanol 추출물은 100 μg/mL의 농도에서 열매는

62.2%, 전초는 65.8%의 TRP-1 단백질 발현량을 보였다고 보고

한 것과 비교하였을 때, 캐모마일 추출물은 50 μg/mL의 농도에

서 54%의 발현량을 보여 저농도 처리로도 우수한 TRP-1 단백

질 발현 억제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Fig. 4D에서 캐

모마일 추출물의 TRP-2 단백질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캐모마

일 추출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TRP-2 단백질 발현이 감소하

Fig. 4 Tyrosinase (A), MITF (B), TRP-1 (C), TRP-2 (D) protein expression rate of 60% ethanol extracts from Matricaria chamomilla L. and kojic acid

on mouse melanoma cell (B16F10). The expression levels of tyrosinase (A), MITF (B), TRP-1 (C), TRP-2 (D) in the protein was measured after

treatment of the indicated concentration of Matricaria chamomilla L. and α-MSH (1 μM) for 48 h. Mean ± standard deviation (n =3). Mean with

different letters (a-f)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0.05 by a Duncan’s mul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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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캐모마일 추출물 50 μg/mL의 농도

에서는 22%의 단백질 발현량을 보여 α-MSH 단독 처리구에 비

하여 78%의 높은 단백질 저해 효과를 보였고 동일 농도의

kojic acid는 39%의 저해 효과를 보여 캐모마일 추출물의 TRP-

2 단백질 저해 효과가 더욱 우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Yoo 등

[25]의 연잎 추출물의 TRP-2 단백질 발현량과 비교하였을 때,

연잎 추출물의 TRP-2 단백질 발현량은 100 μg/mL의 농도에서

67.3%의 발현량을 보인 것과 비교하였을 때, 캐모마일 추출물

은 50 μg/mL의 농도에서 22% 발현량을 나타내어 보다 우수한

단백질 발현 억제 효과를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캐모마일 추출물의 melanin 생성 억제 효과와 tyrosianse,

MITF, TRP-1, TRP-2의 protein expression 억제 효과를 확인

한 결과, 합성 미백제인 kojic acid보다 동일 농도에서 더욱 우

수한 활성을 보여 천연 미백제로서 효능을 확인하였다. 또한 위

와 같이 캐모마일 추출물의 우수한 skin whitening 효과는 추출

물에 함유된 terpenes, flavonoids, coumarin, 무기질 성분들의

작용으로 예상되었으며, skin whitening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

진 flavonoids (apigenin, quercetin, patuletin, luteolin 등)에 관

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초 록

기능성 천연물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캐모마일 추출

물의 미백 효과를 조사하고 melanin 생성 반응에 관여하는 물

질 억제에 대한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캐모마일을 water와

60% ethanol을 이용하여 추출하였고, 얻어진 추출물을 phenolic

농도별로 설정하여 tyrosinase 저해 활성을 알아보았을 때, water

추출물의 경우 효과가 미비하였고, 60% ethanol 추출물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저해 활성이 나타내어 melanin 생성 저해 효

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캐모마일 60% ethanol 추출물을

동결건조하여 얻어진 분말을 이용하여 B16F10 melanoma cell

에 대한 세포 독성을 측정 결과, 75 μg/mL의 농도에서부터 독

성이 관찰되어 농도 구간을 10, 25, 50 μg/mL으로 선정하였다.

α-MSH로 자극한 B16F10 melanoma cell에서 melanin 생성량

을 측정하여 캐모마일의 melanin 성성 억제 효능과 melanin 생

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백질인 tyrosinase, MITF, TRP-1, TRP-2

의 단백질 발현 억제 효과를 알아본 결과, 캐모마일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melanin 생성 함량이 감소하였

고, tyrosinase, TRP-1, TRP-2, 등의 단백질 발현량 또한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캐모마일 추출물은

B16F10 melanoma cell에서 melanin의 생성을 억제하고, melanin

생성 관련 단백질발현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의 결과들로 인하여 캐모마일은 미백 기능성 식품 산업화를

위한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 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산업적

응용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Keywords B16F10 melanoma cell·미용식품·생리활성·추출

물·캐모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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