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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major constituents of Epimedium koreanum Nakai 

(Icariin, epimedium A, epimedium B, and epimedium C) on melanin synthesis.

Methods : We measured melanin contents, tyrosinase activity, and expression of Rab27a in B16F10 cells cultured 

with Epimedium koreanum Nakai ethanol extract (EKN) and their major constituents. After treatment with H89 and 

dibutyryl cAMP, which inhibit or promote the activation of PKA, we observed changes in melanin synthesis and 

tyrosinase activity stimulated by EKN.

Results : Among them, EKN and icariin enhanced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in contents. We confirmed that EKN 

augmented melanin synthesis via cAMP/PKA pathway. Icariin-induced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in content were 

attenuated by PKA inhibitor H89, while melanogenic effect of icariin was further augmented by cAMP analog, dbc 

AMP. However, icariin did not affect the expression of small GTPase Rab27a involved in melanosome transport.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 that icariin promotes melanogenesis through cAMP/PKA pathway but does not 

affect small GTPase Rab2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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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a)

  음양곽(Epimedii Herba)은 매자나무과(Berberidaceae)

의 다년생 초본식물로서 50종 이상이 보고되어 있으

며 전통적으로 한국, 중국 및 일본에서 그 지상부를 

건조하여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원식물

과 라틴명은 각 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한국은 삼

지구엽초(Epimedium koreanum), 중국음양곽(E. 

brevicornum), 유모음양곽(E. pubescens), 전엽음양

곽(E. sagittatum), 무산음양곽(E. washanense)이 

약용으로 사용되고 있다1,2). 그 중 삼지구엽초

(Epimedium koreanum Nakai)는 유일한 국내 자생

종이며 주로 경기, 강원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

고 있다.

  삼지구엽초의 약리 활성으로 혈압강하, 혈당강하, 

항이뇨 및 항바이러스 작용 등이 보고되었으며3-6), 

발기부전(impotence), 골다공증(osteoporosis), 면역

강하(immune suppression),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diseases) 및 암(cancer)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다7-11). 삼

지구엽초의 구성성분으로는 icariin, hyperoside, 

icariside II, icaritin, epimedin A-C, chlorogenic 

acid, syringaresinol, icariresinol, flavonoid 

glycosides, lignans 등이 분리되었고12-14), icariin, 

epimedin A-C, hyperoside는 지표 성분으로 이용되

고 있다15-19).

  특히 Icariin은 음양곽과 삼지구엽초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서 난소적출 마우스모델에서 뼈분해를 억제

하고20), BMP2/Runx2 및 OPG/RANLKL 경로를 통

해 뼈형성을 촉진하며21), 혈관신생(angiogenesis) 작

용이 보고되었다22). 

  멜라닌 합성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멜라닌세포와 마

우스 모발에서 음양곽이 멜라닌 생성을 촉진하였고, 

차 등은 삼지구엽초가 cAMP/PKA를 경유하여 멜라

닌의 합성을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22-25). 이에 본 연

구는 삼지구엽초에서 멜라닌 합성을 촉진하는 주요 

활성성분과 그 기전을 분석하기 위하여 삼지구엽초의 

주요 구성성분인 icariin, epimedin A-C의 멜라닌 

합성 촉진작용을 조사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시료 

  삼지구엽초는 국내에서 채집한 삼지구엽초를 70% 

에탄올로 추출하여 동결 건조한 것으로 약용식물소재

은행(한국)에서 구입하였으며, icariin은 Sigma 

(Saint Louis, USA), epimedin A, epimedin B, 

epimedin C는 ALB Technology(Henderson, USA)에

서 구입하였다. 각 시료는 냉동실에 보관하였으며 

DMSO에 녹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 세포주

  한국세포주은행(KCLB, Korea)에서 분양 받은

B16F10 세포는 5% fetal bovine serum(FBS)과 100 

㎍/㎖ penicillin, 100 ㎍/㎖ streptomycin, 0.25 ㎍

/㎖ amphotericin B를 첨가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DMEM)을 사용하여 37℃, 5% CO2에

서 배양하였다. 

3. 세포생존율 측정

  세포를 24-well에 2×104 개씩 분주하여 24시간 

부착하고 여러 농도의 시료에 배양하였다. 48시간 후 

배양액에 MTT 용액을 5 ug/ml로 첨가하고 3시간 후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세포 내에 형성된 formazan 을 

DMSO(1 ㎖)에 녹인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세포 생존율을 계산

하였다.

4. Tyrosinase 활성 측정

  세포내 tyrosinase 활성은 Martinez-Esparza 등

의 방법으로26) 측정하였다. 6 cm 배양용기에 B16F10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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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3×104개씩 분주하여 부착시키고 시료를 72시간 

처리하였다. 배양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로 세척하고, 5 mM EDTA가 포함된 0.1 M 

sodium phosphate buffer(SPB, pH 6.8)에 1%(V/V) 

triton X-100 과 0.1%(V/V) 0.1 M PMSF를 혼합한 

lysis buffer를 분주하고 수거하여 얼음에서 30분간 

세포를 용해시켰다. 4 ℃ 15,000 rpm에서 30분간 원

심분리하고 상층액을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Bradford 

시약으로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의 단

백질 정량을 하였으며, 동일한 양의 단백질에 0.1 M 

SPB(pH 6.8)를 이용하여 150 ㎕이 되도록 보정하였

다. 0.1 % (W/V) L-DOPA 50 ㎕를 분주하고 37 ℃

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475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5. 멜라닌 정량 및 멜라닌 색소 관찰 

  멜라닌 정량은 Hosei 등의 방법27)을 변형하여 사용

하였다. 10 cm 배양용기에 1×105개씩 분주하여 24

시간 부착시키고 시료를 72시간 처리하였다. 각 군당 

2×106 개의 세포를 수거하여 lysis buffer(5 mM 

EDTA, 0.1 M SPB, 1 % triton X-100)로 세포를 용

해하였다. 원심분리하여 얻은 세포 침전물을 알코올

로 세척한 후 10% DMSO가 첨가된 1N NaOH 용액

으로 90 ℃에서 1시간 용해하여 475 nm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멜라닌색소를 관찰하기 위하여 시료에 5일간 배양

하고 각 군당 5×106 세포를 수집한 후 육안으로 세

포 침전물의 색 변화를 관찰하였다. 멜라닌세포 자극 

호르몬(α-MSH, 10 nM)을 처리하여 양성 대조군으

로 하였다.

6. 단백질발현 측정 

  10 cm 배양용기에 1×105 세포/dish의 밀도로 분

주하여 부착시키고 시료를 72시간 처리하였다. 배양

된 세포를 모두 수거하여 lysis buffer로 4℃에서 30

분간 용해시킨 후, 15,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세포 용해액은 Bradford 방법을 이용하여 

단백질을 정량하였다. 세포용해액은 2×sample buffer

와 혼합하여 95℃에서 5분간 끓인 후 10% 

SDS-polyacrylamide gel에 전기영동하여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Millipore, Bedford, MA, USA)

에 전이시켰다. Membrane은 5% skim milk-TBST 

(20 mM Tris-HCl, pH 7.5, 150 mM NaCl, 0.05% 

Tween 20)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하였다. Rab27a 

항체에 4℃에서 16시간 반응시키고, TBST로 세척한 

후 HRP-conjugated secondary antibody와 1시간 

반응시킨 후 WEST- ZOLⓇ(plus) Western blot 

detection system(iNtRON, Korea)을 사용하여 ChemiDoc

으로 band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7. 통계학적 분석 

  실험 결과는 ANOVA test를 이용하였으며, p<0.05 인 

경우 *, p<0.01인 경우 **로 유의성이 있다고 표시

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삼지구엽초의 멜라닌 합성 촉진 작용

  멜라닌 합성과 관련하여 이 등23)은 음양곽이 멜라

닌세포의 tyrosinase 활성과 마우스 모발에서 멜라닌의

생성을 촉진하며, 차 등25)은 삼지구엽초가 cAMP/PKA

를 경유하여 멜라닌 합성을 촉진함을 보고하였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멜라닌 합성을 촉진시키는 삼지구

엽초의 활성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삼지구엽초

의 작용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 삼지구엽초 처리 

시 25~100 ㎍/㎖ 농도에서 멜라닌세포의 tyrosinase 

활성이 증가하였고(Fig. 1A), 육안적 관찰에서도 멜

라닌 색소가 현저히 증가하였다(Fig. 1B). 멜라닌 생성

에 관여하는 경로는 cAMP/PKA 를 비롯하여 PKC, NO

와 cGMP 등 여러 가지 신호전달 경로가 보고되었으

며, 그 중 cAMP/PKA는 멜라닌 합성의 주요 경로이

므로 PKA 억제제(H89)를 처리하여 삼지구엽초의 작

용이 PKA를 경유하는지 확인한 결과, H89 처리 시 

멜라닌세포의 색소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H89는 삼

지구엽초에 의해서 증가된 멜라닌 색소를 현저하게 

감소시켰다(Fig. 1B). 또한 cyclic AMP 유도체인 

dibutyryl cAMP 처리 시에도 멜라닌세포의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합성을 촉진하였고, 삼지구엽초와 병

용 처리한 경우 상승 작용을 나타냈다(Fig. 1C & D). 

이는 삼지구엽초가 cAMP/PKA를 경유하여 멜라닌의 

합성을 촉진한다는 보고와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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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KN stimulated the tyrosinase activity through the cAMP/PKA pathway. (A) The cells were 

treated with EKN (25 , 50 ,100 μg/ml) and FSK 500 nM for 72 h. And tyrosinase activity 

was measured in B16F10 cells. (B)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1.5 μM of PKA inhibitor 

H89 for 1 h and treated with 100 μg/ml of EKN. Images show the color of cell pellet. (C & 

D)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dbcAMP (500 μM) and treated with EKN (100 μg/ml) for 

48 h. Values are means ± S.D, N=3. * p<0.05, ** p<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control. 

## p<0.01, compared to EKN.

2. 삼지구엽초 주요 구성성분 icariin의 멜라닌 합성 

촉진 효과 

  삼지구엽초의 주요 성분으로는 icariin을 비롯하여 

hyperoside, icariside II, epimedin A, B, C 등이 

있으며 icaritin이 소량 함유되어 있다28,29).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삼지구엽초의 주요 구성성분인 동시에 

지표물질로 이용되고 있는 icariin, epimedin A, B, 

C가 멜라닌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Fig. 

2). 각 시료의 5~20 ㎍/㎖ 농도 구간에서 멜라닌세

포에 대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Fig. 3), 

icariin 처리군에서 농도의존적으로 tyrosinase 활성

과 멜라닌양이 증가하였다(Fig. 4). 따라서 icariin, 

epimedin A, B, C 중 icariin이 삼지구엽초와 동일

하게 멜라닌 합성 촉진 작용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

다. 현재까지  Epimedium 속으로부터 260개의 화합

물: 141개 플라보노이드, 31개 lignans, 12 ionones, 

9 phenol glycosides, 6 phenylethanoid glycosides, 5 

sesquiterpenes과 광범위한 이차대사 산물의 화합물

들이 분리되었고28), 그 중 프레닐플라보노이드

(prenylflavonoid)는 주요 활성 성분으로서 성호르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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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항산화작용, 골다공증 예방, 항우울 및 항종양 

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icariin은 혈행과 면역기

능을 개선하며, 뼈파괴세포(osteoclast)의 작용을 억

제하고, 뼈모세포(osteoblast)의 분화를 촉진하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7-11,20). 따라서 본 실험결과, 삼지구

엽초의 멜라닌합성 촉진 작용의 활성성분은 icariin에 

의한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2. Chemical structures of four prenylated flavonoids in Epimedium Koreanum NAKAI

Fig. 3. Effect of EKN constituents on cell viability. The cells were treated with epimedin A, epimedin 

B, epimedin C, and icariin at different concentrations for 72 h. The proportion of survival 

cells were measured by MTT assay. Data are mean ± 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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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EKN constituents on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in synthesi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epimedin A, epimedin B, epimedin C, icariin (5 μM, 10 μM, 20 μM) and FSK 

200 nM. The tyrosinase activity (A) and melanin contents (B) were  determined 72 h later. 

Data are expressed as % of control cells. Values are means ± S.D, N=3. * p<0.05, ** 

p<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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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KA 억제제에 의한 Icariin의 멜라닌 합성 억제 

  Icariin이 삼지구엽초의 멜라닌 합성 촉진작용과 

동일하게 cAMP/PKA를 경유하여 멜라닌의 합성을 

촉진하는지 PKA 억제제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PKA 억제제 H89는 icariin에 의해 증가된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생성을 감소시켰으며, H89와 icariin 

병용 처리군에서는  icariin이 H89의 멜라닌 생성 억

제 효과를 일부 상쇄하였다(Fig. 5). 멜라닌은 

cAMP/PKA, PKC, NO/cGMP 등 여러 신호전달 경

로를 통해 합성되고, 특히 PKA는 cAMP responsive 

element binding protein(CREB)와 microphtalmia-

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MITF)를 활성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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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P-2의 전사를 촉진한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 

icariin은 PKA를 경유하여 tyrosinase 활성과 멜라

닌 생성을 촉진하였다.  

Fig. 5. PKA inhibitor suppressed icariin-induced tyrosinase activity and melanin synthesis.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1.5 μM of H89 for 1 h and treated with 20 μM of icariin. The 

tyrosinase activity (A) and melanin contents (B) were  determined 72 h later. Data are 

expressed as % of control cells. Values are means ± S.D, N=3. ** p<0.01, compared to the 

untreated control. # p<0.05, compared to EKN.

4. 멜라노좀 수송단백질 Rab27a에 미치는 영향

  멜라닌 색소를 함유하고 있는 멜라노좀은 핵 주변

부위로부터 40여개의 각질세포(keratinocyte)와 연결

되어 말초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수상돌기를 거쳐 각질

세포로 수송된다. 본 연구에서 삼지구엽초(50, 100 

㎍/㎖)와 icariin(5~20 μM㎍/㎖)이 저분자량 G단백

질  Rab27a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멜라닌세

포의 Rab27a 단백질 발현에 변화가 없었다(Fig. 6). 

MyoVa는 막결합단백질로 세포소기관의 수송에 관여

하는데, 최근 저분자량 G단백질 Rab27a이 MyoVa와 

melanophilin과 결합하여 멜라노좀을 핵주변으로부

터 세포막까지 수송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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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이 보고되었다30,31). 이러한 과정은 사람의 피부와 

모발의 색소침착에 기본적인 과정이며, Robinson 등

은 Rab27a가 MyoVa보다 멜라노좀에 안정적으로 부

착하고 melanophilin이 Rab27a 보다 더 빠르게 전환

된다고 보고하였다32). 또한 melanophilin 과 Rab27a의 

상호작용이 MyoVa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주요한 인

자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삼지구엽초와 

icariin이 멜라노좀의 수송에 관여하는 Rab27a에 대

한 영향을 조사하였으나 이들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MyoVa나 melanophilin 을 통해 멜라닌

의 이동을 조절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Fig. 6. Effects of EKN and icariin on expression of Rab27a protein. The cells were treated with EKN 

(A) or icariin (B). After 72 h, the expression of Rab27a protein was analysed using western 

blot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Values are means ± S.D, N=3.

Ⅳ. 결론

  본 연구는 삼지구엽초에서 멜라닌 합성을 촉진하는 

주요 활성성분과 그 기전을 분석하기 위하여 삼지구

엽초의 주요 구성성분인 icariin, epimedin A, B, C

의 멜라닌 합성 촉진작용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삼지구엽초 25~100 ㎍/㎖ 농도에서 멜라닌세포의 

tyrosinase 활성과 멜라닌 색소가 증가하였다. 이

는 PKA 억제제에 의해 감소되었고, cyclic AMP 

유도체에 의해 상승되었다.

2. 삼지구엽초의 주요 구성성분인 icariin, epimedin A, 

B, C 중 icariin은 5~20 ㎍/㎖ 농도에서 삼지구

엽초와 유사하게 멜라닌 합성을 촉진하였다.

3. Icariin의 tyrosinase 활성 및 멜라닌 합성 촉진 

작용은 PKA 억제제에 의해 감소되었다.

4. 삼지구엽초와 icariin은 멜라노좀의 이동에 관

여하는 저분자량 G단백질 Rab27a의 발현에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 icariin은 PKA를 경유하여 멜라닌의 

합성을 촉진하였으며, 멜라닌 수송에 관여하는 Rab27a 

의 발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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