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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Rubus coreanus fruit (RF) is an important traditional medicinal herb having 
antioxidant, anti-inflammatory, and immunoregulatory properties. These activities are known to 
change dramatically, depending on maturity of the RF. It is presumed that change of functional 
components, such as flavonoids, tannins, phenolic acids, triterpenoids and organic acids in RF, 
affect the various bioactivities. This study aimed to confirm changes in the anti-melanogenic 
effects of RF based on maturity, and to identify the bioactive compounds responsible.
Methods: The cell viability of mature RF (MRF) and immature RF (IRF) extracts was 
investigated using B16F10 cells. To compare the anti-melanogenic effect of MRF and IRF 
extracts, we first assessed the melanin content.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changes in the level of ellagic acid according to maturity 
of the RF. In addition,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of both extracts was examined.
Results: MRF and IRF extracts (50–200 μg/mL) do not affect the cell viability of B16F10 
melanoma cells. IRF extract more effectively inhibited melanin synthesis than MRF extract. 
The content of ellagic acid in IRF extract was higher than that obtained in MRF extract. 
Furthermore, greater inhibition of tyrosinase activity was observed after exposure to IRF 
extract than MRF extract. A positive correlation was determined between ellagic acid content 
and tyrosinase inhibitory activity, and a negative correlation was obtained between ellagic 
acid content and melanin content. Taken together, our results indicate that ellagic acid is one 
of the major bioactive compounds of RF that imparts a whitening effect.
Conclusion: Our results indicate that ellagic acid in MRF and IRF extracts affect the anti-
melanogenesis effect through inhibition of tyrosinase activity. Therefore, the ellagic acid rich 
IRF has greater potential for application as a natural and functional cosmetic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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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피부는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가장 먼저 노출된다. 피부가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화상, 염증, 

피부 조직 손상을 야기하고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색소 침착 및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다 [1]. 멜라닌은 세포질 내 멜라노좀에서 합성이 되며 사이토카인 (cytokine), 성장인자 

(growth factor) 및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에 따라서 조절된다 [2,3]. 멜라닌 합성 과정
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효소는 tyrosinase이며, tyrosinase에 의해 L-tyrosine이 L-dihy-

droxyphenylalanine (L-DOPA)로 산화되고, L-DOPA가 dopaquinone으로 산화되어 최종적으로 

eumelanin과 pheomelanin이 합성된다 [4,5]. Tyrosin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미백제로 arbutin 

및 kojic acid 등이 알려져 있지만 안정성의 문제가 있으므로 천연소재를 이용한 미백제의 개
발이 필요하다 [6].

복분자 열매 (Rubus coreanus fruit, RF)는 black rasberry라 불리는 장미과 야생 딸기이며 한국, 

중국 및 일본에서 자생한다 [7]. 5–6월에 꽃이 피고 7–8월에 열매가 성숙하여 완전히 익는다 

[8]. 한방에서 덜 익은 복분자 열매를 약재로 사용하였으며 간, 신장 보강 및 빈뇨 치료에 사용
하였다 [9]. 복분자는 항산화, 항염증 및 항바이러스 등 다양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
으며 [10], 복분자 열매의 생리활성 성분은 cyanidin 3-O-glucoside, cyanidin 3-O-xylosylrutino-

side, cyanidin 3-O-rutinoside 등 안토시아닌 성분과 ellagic acid 및 phenolics 등이 알려져 있다 

[11]. 또한 복분자는 성숙도에 따라 유효성분의 함량에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되었다 [12]. 성
숙 복분자 (mature RF, MRF)와 미성숙 복분자 (immature RF, IRF)가 tyrosinase를 억제하여 미
백 효과를 가진다는 결과는 이미 보고되었지만 [8,13], 성숙도에 따른 복분자 열매의 미백 활
성을 비교하고 미백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기능성분에 대해 연구한 결과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MRF와 IRF의 미백 활성을 비교하고, 활성 차이의 원인인 기능성분
을 탐색하였으며, 천연물 미백소재로써 복분자 열매를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수확 시기를 

확인하였다.

연구방법

추출물 준비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전라도 광양에서 개화 후 30일과 45–70일 동안 재배된 미성숙 (IRF) 및 

성숙 (MRF) 복분자 열매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MRF 및 IRF는 70% 주정 (시료/용매 비율, 

1:10)으로 실온에서 24시간 3회 반복 교반 추출하였다 [14]. 추출물은 여과 후 진공 농축하고 

dimethyl sulfoxide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 녹여 사용하였다.

세포배양
멜라노마 (B16F10) 세포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
였다. B16F10 세포의 생육배지로 1%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Grand Island, NY, USA)과 

10% fetal bovine serum (Gibco)가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Gibco)을 사용하
였고 37°C, 5% CO2 조건하에서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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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생존율
B16F10 세포를 96-well plate에 1 × 104 cell/well로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MRF 및 IRF 추
출물을 25–200 μg/mL 농도로 처리하였다. 48시간 후 3-(4,5-dimethylthiazol-2-yl)-5-(3-carboxy-

methoxyphenyl)-2-(4-sulfophenyl)-2H-tetrazolium (MTS; Promega, Madison, WI, USA) assay를 

수행하여 multimode microplate reader (Biotek Inc., Winooski, VT, USA)로 49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Melanin 함량 측정
멜라닌 함량 측정은 Hosoi 방법 [15]을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B16F10 세포를 6-well plate에 1.0 

× 105 cell/well로 분주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MRF 및 IRF 추출물을 200 μg/mL 농도로 처리하
고 1시간 후 멜라닌생성호르몬(α-melanocytestimulating hormone, α-MSH; Sigma-Aldrich)을 1 

μM 농도로 처리하였다. 48시간 후 Dulbecco's phosphate-buffered saline (Gibco)로 세포를 회
수하고 1N sodium hydroxide (NaOH)로 90°C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여 세포를 용해하였다. 

Multimode microplate reader로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함량을 계산하였다.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분석
MRF와 IRF의 ellagic acid 정량분석은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HPLC) 분석을 이용하였
다. 복분자의 ellagic acid 정량분석에는 Waters 2795 series (Waters, Houston, TX, USA)을 사
용하였고 diode array detector로 Waters 2495 series (Waters)를 사용하였다. 복분자의 표준 물
질은 ellagic acid (Sigma-Aldrich)를 사용하였으며, 10 mg/mL로 methanol에 용해시킨 후 0.45 

μM PVDF membrane filter (Pall Co., Port Washington, NY, USA)로 여과 후 사용하였다. 칼럼은 

INNO C18 column (4.6 mm × 250 mm, 5 μm)을 사용하였고, 이동상은 0.1% phosphoric acid in 

H2O (용매 A)과 methanol (용매 B)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조건은 [16]을 변형하여 사용
하였다. 분석 조건은 다음과 같다. 30%–35%, 8.5 minutes; 35%–45%, 12 minutes; 45%–55%, 15 

minutes; 55%–70%, 18 minutes; 70%–30%, 35 minutes (B%). 검출기는 UV detector 370 nm로 

하였다. 주입량은 10 μL이며, 유속은 1.0 mL/min을 사용하였다.

Tyrosinase 저해 활성
Tyrosinase 효소와 기질인 L-tyrosine을 사용하여 tyrosinase activity inhibition을 평가하였다. 

Tyrosinase inhibitor screening kit (Biovision #K575-100; BioVision, Inc., Milpitas, CA, USA) 제
조사의 매뉴얼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Multimode microplate reader로 510 nm에서 흡광
도를 60 minutes 동안 kinetic mode로 측정하였다. Tyrosinase 저해 활성 측정을 위한 계산 방
법은 다음과 같다.

 EC = enzyme activity control

 S = test inhibitors (sample)

 IC = inhibit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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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ive inhibition =  
Slope of EC −  Slope of S

Slope of EC
 ×  100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으며, 평균 (mean) ± 표준편차 (SD)로 표기하였다. One-way 

analysis of variance test를 실시하였고,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SPSS, ver. 22.0 for 

Window; IBM Corp., Armonk, NY, USA)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은 Statisti-

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ver. 22.0 for Window; IBM Corp.)의 Pierson's correla-

tion coefficient로 검증하였다. p < 0.05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하였다.

결과

복분자 열매 추출물의 세포 독성 평가
MRF와 IRF 추출물이 B16F10 세포에서 독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출물을 각각 25, 50, 

100 및 2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고 48시간 후 MTS assay를 수행하였다. MRF 추출물은 

100%–104%의 생존율을 보였고, IRF 추출물은 105%–108%의 생존율을 보였다 (Fig. 1). 복분
자 열매 추출물은 모두 B16F10 세포에서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50–200 μg/mL 농도로 이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복분자 열매 추출물의 melanin 생성 억제 효과
MRF 및 IRF 추출물이 멜라닌 생성에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B16F10 세포에 

MRF 및 IRF 추출물 (200 μg/mL)을 처리하였고 1시간 후 α-MSH (1 μM)을 처리하여 추출물 처리
가 melanin 함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Fig. 2). MRF 추출물은 melanin 생성에 거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3.4%), IRF 추출물은 35% 정도 억제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 결과
로 MRF 추출물에 비해 IRF 추출물이 melanin 생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MRF와 IRF의 ellagic acid 함량 비교
선행 연구를 통해 복분자의 지표 성분이며 미백 활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ellagic acid의 함
량을 성숙도에 따라 정량 분석하였다 (Table 1). Ellagic acid는 복분자의 지표 성분이며 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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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ell viability of MRF and IRF extracts on B16F10 cells. B16F10 cells were treated MRF and IRF extracts (A) 
MRF, (B) IRF of 25, 50, 100, and 200 μg/mL for 48 hours. Cell viability was examined using MTS assay. Results are 
means ± SD. 
MRF, mature Rubus coreanus fruit; IRF, immature Rubus coreanus fruit.



및 tyrosinase 저해 활성이 알려져 있다. MRF 추출물의 ellagic acid 함량은 1.08 ± 0.27 μg/mg로 

측정되었고, IRF 추출물은 5.02 ± 0.43 μg/mg로 MRF 추출물에 비해 높게 측정되어 예상대로 

멜라닌 생성 억제 활성과 비례한 함량을 보여주었다.

복분자 열매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활성
IRF 미백 활성의 기능성분이 ellagic acid라면 복분자 열매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활성 또한 

ellagic acid 함량에 비례하게 차이가 날 것이라 예상하고 tyrosinase 저해 활성을 평가하였다 

(Fig. 3). MRF, IRF 추출물 및 ellagic acid을 50 μg/mL 농도로 처리하여 실험한 결과, MRF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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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MRF and IRF extracts on melanin contents in B16F10 cells. B16F10 cells were treated with α-MSH (1 μM) 
and MRF and IRF extracts of 200 μg/mL for 48 hours. Results are means ± SD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MRF, mature Rubus coreanus fruit; IRF, immature Rubus coreanus fruit; α-MSH, α-melanocytestimulating hormone. 
Significance was determined using analysis of variance; 1)p < 0.001 vs. non-treated control. 2)p < 0.001 vs. α-MSH-
treated control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Table 1. Ellagic acid contents of MRF and IRF
Extract MRF IRF
Ellagic acid (μg/mg extract weight) 1.08 ± 0.27b 5.02 ± 0.43a

All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Value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ce between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05).
MRF, mature Rubus coreanus fruit; IRF, immature Rubus coreanus fr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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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MRF and IRF extracts on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 
EC, enzyme control; MRF, mature Rubus coreanus fruit; IRF, immature Rubus coreanus fruit. 
Significance was determined using analysis of variance; ***p < 0.001 vs. EC according to Tukey's multiple 
comparison test.



물은 tyrosinase의 활성을 거의 억제하지 못한 반면 (8%), IRF 추출물은 약 40% 저해하였다. 

tyrosinase inhibitor로 알려진 ellagic acid (55%)에 비교해도 우수한 저해 활성을 보여주었다.

복분자 열매의 ellagic acid 함량과 미백 활성의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결과로 MRF와 IRF 추출물의 ellagic acid 함량, tyrosinase 저해 활성 및 melanin 생성 

억제 효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2). Ellagic acid함
량은 tyrosinase 저해 활성과 음의 상관관계 (−0.940)를 보였고 melanin 생성 억제 효과 또한 

음의 상관관계 (−0.985)를 보였다. Tyrosinase 저해 활성과 melanin 생성 억제 효과는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0.735). 결과적으로 IRF 추출물에 풍부한 ellagic acid가 tyrosinase의 활성을 

저해하여 B16F10 세포 내 melanin 생성을 억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찰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매년 지표면으로 도달하는 자외선의 양은 증
가하고 있다 [17]. 지난 20년간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외선 노출 증가로 DNA 손상, 면역 억제, 

피부 손상 및 피부암 등 다양한 질병들의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 [18,19]. 피부 질환의 일종인 

흑색종을 유발하는 멜라닌의 생성 과정에서 산화환원반응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고 [20], 이와 관련해 미백 효과가 있는 약물의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만, 약물의 안정성 등이 문제가 되어 천연물을 이용한 소재들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이다. 복분자는 각종 안토시아닌과 ellagic acid가 풍부하여 천연 항산화제로 유용하게 작용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16], Ellagic acid는 복분자 외에도 딸기, 라즈베리, 크랜베리 및 포
도를 포함한 많은 종류의 열매에 고농도로 존재하는 기능성분을 말한다 [21].

본 연구 이전의 선행 연구에 따르면 MRF와 IRF의 항산화 활성을 비교하였을 때 IRF의 항산
화 활성이 3배 이상 효과가 있었다 [11]. 멜라닌의 생성은 자외선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생성이 촉진이 되어 이를 막기 위한 항산화 물질이 멜라닌 생성의 억제에 효과적이라
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기 때문에 [22], 성숙도에 따른 복분자 추출물이 항산화능에 비례하
여 미백 활성에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MRF와 IRF 추출물 처리 후 melanin 생성량을 확인
한 결과, MRF 추출물은 melanin 생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IRF 추출물은 우수한 

melanin 억제 활성을 보여주었다. 복분자의 지표성분으로 알려져 있고 미백 활성이 우수한 

ellagic acid가 복분자 열매의 미백 활성 기능성분일 것이라 판단하고 ellagic acid의 정량분석
을 실시한 결과, MRF에 비해 IRF 추출물에서 약 5배 높은 함량을 보여주었다.

Ellagic acid는 천연 생체활성물질로 항산화제로써 직접 작용하거나 세포 내 항산화 효소를 활
성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3], 복분자의 성숙도에 따라 염증 반응에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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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correlation factors among ellagic acid contents, tyrosinase activities and melanin contents
Factors Ellagic acid contents Tyrosinase activities Melanin contents
Ellagic acid contents 1 −0.940* −0.985***
Tyrosinase activities 1 0.949**
Melanin contents 1
Significance was determined using SPSS (IBM Corp., Armonk, NY, USA).
*p < 0.05, **p < 0.01, ***p < 0.001.



있는 ellagic acid의 함량이 달라져 항염증 활성의 차이를 나타냈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
다 [24]. 또한 ellagic acid의 미백 활성이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tyrosinase의 inhibitor

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25], 본 연구에서는 성숙도에 따른 복분자 열매 추출물의 

tyrosinase 저해 활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MRF (8%)에 비해 IRF 추출물 (40%)에서 억제 활
성이 좋게 나타났으며 추출물의 ellagic acid함량과 비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성숙도에 따른 ellagic acid의 함량과 미백 활성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 결과로 ellagic acid와 tyrosinase activity 및 melanin 생성량의 상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Ellagic acid 함량은 tyrosinase activity (−0.940) 및 melanin 생성량 (−0.985)

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시 말해 복분자 열매 추출물의 ellagic acid의 함량이 높을
수록 tyrosinase activity를 낮추고 그에 따라 melanin 생성도 억제되었다. 따라서 복분자 열매
는 성숙할수록 ellagic acid의 함량이 감소하고, 그에 따라 tyrosinase 저해 활성도 낮아져 미백 

활성도 없어지므로 천연 미백 소재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미성숙과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약

본 연구에서는 복분자 열매의 성숙도에 따른 미백 활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B16F10 cell

에서 melanin 생성량을 측정하고, 기능성분인 ellagic acid의 함량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ellagic acid의 함량에 따른 tyrosinase 저해 활성도 측정하였다. B16F10 cell에서 MRF 및 IRF 추
출물은 200 μg/mL 농도까지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Melanin 생성량은MRF 추출물에 

비해 IRF 추출물에서 더 좋은 억제 활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복분자 성숙도에 따른 ellagic acid

의 함량 변화를 확인한 결과, MRF 추출물에 비해 IRF 추출물에서 ellagic acid의 함량이 높게 

측정되었고, tyrosinase 저해 활성 평가에서도 MRF 추출물에 비해 IRF 추출물에서 더 좋은 억
제 활성을 보였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MRF 추출물에 비해 IRF 추출물에서 ellagic acid의 함
량이 더 높았으며, 이로 인해 tyrosinase의 저해 및 melanin 생성 억제 또한 IRF 추출물에서 더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복분자 미성숙과는 천연 미백 소재로써 우수한 기능성 화장
품 원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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