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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2'-fucosyllactose (2'-FL)는 사람의 모유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올리고당(human milk oligosaccharides, 

HMOs)으로, 장내 유용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시키고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것에 도움을 준다. 다양

한 긍정적 기능을 가진 2'-FL의 미백 화장품 소재로써의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본 연구를 통해 멜라닌 생성 

저해 효능 및 자가포식 유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인간 유래 멜라닌 생성 세포로 알려진 MNT-1 세포에서 

독성 실험을 진행하여 40 g/L 이하에서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동일 세포에서 20 g/L 농도로 7 일간 

처리하여 멜라닌 생성량을 분석한 결과, 40% 멜라닌 생성 감소를 확인하였다. 멜라닌 생성 관련 인자 TYR 

및 TYRP1의 단백질 발현량을 western blot 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FL 처리는 이들을 감소시켰으며, 

더불어 자가포식 표지자인 microtubule-associated protein 1 light chain 3 (LC3)의 형태가 LC3-Ι에서 LC3-Π

로 변환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초점 현미경을 통해 2'-FL 처리에 따른 LC3 puncta의 증가가 확인되었다. 따라

서, 2'-FL로 활성화된 자가포식이 TYR 및 TYRP1 단백질 발현량을 저해시킴으로서 멜라닌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시사된다. 결론적으로 2'-FL은 자가포식을 유도하여 멜라닌 생성이 억제됨이 확인되어 미백 화장품 

소재로써의 가능성이 기대된다. 

***-****-*******-****-****



정소 ㆍ유한 ㆍ허효진ㆍ이소민ㆍSofia Britoㆍ차병선ㆍLei Leiㆍ이상훈ㆍ빈범호ㆍ이미기ㆍ곽병문

한화장품학회지, 제48권 제 2 호, 2022

106

Abstract: 2'-fucosyllactose (2'-FL) is the most abundant human milk oligosaccharide (HMO) present in breast milk, promoting 

the growth of beneficial microorganisms in the gut and aiding in the relief of allergic and inflammatory 

reactions. In this study, the anti-melanogenic effects of 2'-FL, and its potential for application in whitening cosmetics, 

were evaluated. MTT assay was performed on MNT-1 cells, human-derived melanocytes. 2'-FL was treated and replaced 

at 48 h intervals for 7 day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cytotoxicity at 20 g/L or less, while a 40% reduction 

in melanin production was also observed. Western blot analysis of TYR and TYRP1, factors involved in melanogenesis, 

revealed that 2'-FL treatment reduced their expression levels. In addition, 2'-FL application and observation of the autophagy 

marker microtubule-associated protein 1 light chain 3 (LC3) revealed it was converted from LC3-Ι to LC3-Π, indicating 

increased autophagy. Likewise, confocal microscopy revealed an increase in LC3 puncta after 2'-FL treatmen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2'-FL-mediated activation of autophagy reduces melanogenesis by inhibiting the expression levels of 

TYR and TYRP1 proteins. In conclusion, it has been confirmed that 2'-FL induces autophagy and suppresses melanin 

production, so its potential as a whitening cosmetic material is expected. 

Keywords: 2'-fucosyllactose (2'-FL), human milk oligosaccharides, autophagy, whitening, melanin 

1. 서  론 

사람의 모유에는 200 여 종 이상의 다양한 구조를 가지는 

올리고당(human milk oligosaccharides, HMOs)이 다른 포유류

에 비해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HMOs은 

D-glucose (Glc), D-galactose (Gal), N-acetylglucosamine (GlcNAc), 

L-fucose (Fuc)와 N-acetylneuraminic acid (Neu5Ac)의 5 가지 

단당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모의 인종, 환경, 영양 상태, 

수유 시기 등의 조건에 따라 종류 및 함량이 다른 것이 특

징이다[1-2]. 그 중 2'-fucosyllactose (2'-FL)은 Gal의 α-(1,2)- 푸

코실화 형태로서 HMOs가 0.01 ~ 1 g/L 함유된 3'-sialyllacstose 

(3'-SL), 6'-sialyllactose (6'-SL)보다 높은 1 ~ 2 g/L 함유되어 

장내 유용 미생물의 성장을 촉진시킬 뿐 아니라 인체 면역

세포인 T세포의 반응을 조절하여 알레르기, 염증 반응을 

완화시키는 것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를 

바탕으로 2'-FL은 식품, 제약, 미생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3-8]. 

자가포식(autophagy)은 세포 내 에너지원이 고갈되거나 

스트레스 요인이 과도하게 발생하였을 때 활성화된다[9].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 노후 또는 손상된 세포 내의 물질

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재생산하고, 변형된 단백질과 지질, 

미토콘드리아 등을 빠르게 제거함으로써 세포가 건강한 

상태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 생성에 도움을 준다. 반대로 

자가포식이 억제될 경우 세포 내 존재하는 노후 미토콘드

리아, 단백질 등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자유 라디칼, 산화 

스트레스, 세포 사멸이 증가하여 노화가 촉진될 수 있다

[10-13].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세포 내 자가포식 활성 또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처럼 자가포식은 세포 내 항상성

을 유지하여 세포 생존율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피부 염증 

완화, 인공 피부색의 밝기 개선 등의 효능이 있음이 다양

한 논문을 통해 증명되고 있다[14-15]. 

자가포식소체(autophagosome)의 막과 안정적인 결합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microtubule-associated protein 1 light 

chain 3 (LC3)은 자가포식 작용시 발현량이 증가하는 단백

질로써 대표적인 자가포식 표지자로 활용되고 있다. LC3

은 autophagy-related protein 4 (atg4)에 의해 LC3-I이 되고 

atg7에 의해 포스파티딜에탄올아민과 LC3-I가 지질화 과정

을 통해 LC3-II로 변환된다. 이후 LC3-II는 p62 및 유비퀴

틴과 자가포식소체를 이루고 리소좀 가수분해효소를 가진 

mannose-6-phosphate receptor (M6PR)가 발현된 리소좀을 만

나 자가포식용해소체(autolysosome)가 된다[16-18]. 최근 연

구에 따르면 자기포식이 멜라닌 합성 단백질인 tyrosinase 

(TYR), tyrosinase-related protein 1 (TYRP1)을 조절하여 멜

라닌 생성 억제를 규명하였고, 다른 연구에서는 멜라닌 세

포의 자가포식소체-리소좀 융합 과정에서 멜라닌 색소를 

생성하는 멜라노솜을 분해시킴으로써 피부 색소 침착이 

억제됨을 보고하였다[19-22].

화장품 산업에서 말, 산양, 당나귀와 같은 동물의 기름

과 젖 성분을 포함한 화장품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습 

기능뿐 아니라 미백, 주름 개선과 같은 기능성을 갖춘 화

장품의 개발이 지속되고 있다. 같은 당류인 펙틴의 주성분

인 갈락투론산은 다당류의 일종으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

하여 미백 화장품 소재로써의 응용 가능성이 다양한 연구 

논문을 통하여 밝혀졌다[23-24]. 하지만 동물의 젖보다 고

농도의 올리고당을 함유하고 있는 2'-FL의 화장품 산업에



2'-푸코실락토오스의 자가포식을 통한 멜라닌 감소 연구

J. Soc. Cosmet. Sci. Korea, Vol. 48, No. 2, 2022

107

서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자가포식 표지자인 LC3의 발현 비율을 

통하여 2'-FL의 자가포식 활성화 가능성을 확인할 뿐 아니

라 멜라닌 생합성 분해 효과를 조사하였고, 검증된 2'-FL

의 미백 화장품 소재로써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시약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포주인 malignant melanoma cell 

line (MNT-1)은 미국국립보건원(USA)의 Dr. Vincent J. 

Hearing로부터 분양받았다. 세포 배양에는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USA), penicillin/streptomycin (Welgene, Korea), 

N-2-hydroxyethylpiperazine-N-2-ethane sulfonic acid (HEPES, 

Gibco, USA), DMEM/high glucose (DMEM, Lonza, Switzerland)

와 2'-fucosyllactose (2'-FL, Sigma-Aldrich, USA)를 사용하였

으며, 세포 독성 평가 실험에서는 3-(4,5-dimethylthiazol-2-yl)-2, 

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와 dimethyl sulfoxide 

(DMSO, Sigma-Aldrich, USA)를 사용하였다. 멜라닌 함량 

측정 실험에서는 0.1 M tris-HCI (pH 7.2), Nonidet P-40 

(NP-40), sodium lauryl sulfate (SDS), protease inhibitor cocktail, 

1 N sodium hydroxide는 Sigma-Aldrich (USA)를 사용하였다. 

단백질 발현 효과 측정에 IGEPAL® CA-630와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Sigma-Aldrich, USA)를 구입하였고, 1 차 항

체인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tyrosinase 

(TYR), tyrosinase related protein 1 (TYRP1)와 2차 항체인 

goat anti-mouse IgG (H+L)-HRP, goat anti-rabbit IgG 

(H+L)-HRP는 (Gendepot, USA)를 사용하였다. 형광염색에 

LC3B (D11) XP® rabbit mAb (LC3, Cell Signaling, USA), 

formaldehyde (Biosolution, Korea), triton X-100 (Sigma-Aldrich, 

USA),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Gibco, USA), DAPI 

(Sigma-Aldrich, USA)와 alexa fluor 488-conjugated goat 

anti-rabbit IgG (Life Technology, USA)를 사용하였다.

2.2. 세포배양

실험에는 인간 흑색종 세포로 알려진 MNT-1 세포를 사

용하였으며, 20% FBS, 1% penicillin/streptomycin, 20 mM 

HEPES를 첨가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 ℃,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25]. 

2.3. 세포 생존능(Cell Viability) 측정

시료의 세포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MTT assay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MNT-1 세포는 20% FBS, 

1% penicillin/streptomycin, 20 mM HEPES을 첨가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 ℃,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독성은 M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26]. 

MNT-1 세포를 2 × 104 cells/well 농도로 96 well plate에 분

주한 후 37 ℃, 5% CO2 배양기에서 24 h 배양하였다. 세포 

배양에 사용된 배지를 제거하고 2'-FL을 10, 20, 40 g/L 농

도로 배지에 희석하여 각 well 내 첨가하여 24 h 배양하였

다. 대조군에는 2'-FL를 첨가하지 않은 배지를 사용하였다. 

그 후에 5 mg/mL 농도의 MTT 시약을 well 당 20 μL 첨

가한 다음 37 ℃, 5% CO2 배양기에서 4 h 동안 반응시킨 

후, 환원된 MTT formazan 결정을 DMSO 200 μL에 용해

시켰다. 흡광도는 분광 광도계(SpectraMAX 190, Molecular 

Devices, USA)로 570 nm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이후 각각

의 세포 독성은 세포 생존율로 표시하였다.

2.4. 멜라닌 감소 측정 

시료의 멜라닌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melanin assay 실

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서 사용한 MNT-1 세포는 20% 

FBS, 1% penicillin/streptomycin, 20 mM HEPES을 첨가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5 × 105 cells/well 농도로 6 well 

plate에 분주한 후 5% CO2, 37 ℃ 배양기에서 20 g/L의 

2'-FL가 포함된 배지에서 배양하였고, 48 h 간격으로 배지

를 교체하였다. 멜라닌 함량은 RIPA 완충액 0.1 M tris-HCI 

(pH 7.2), 1% NP-40, 1 mg/mL SDS, 0.1% protease inhibitor 

cocktail로 처리하여 용해 후 혼합하여 세포벽을 와해시켰

다. 이후 15,000 rpm으로 15 min 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은 단백질을 측정하였고, 침전물은 멜라닌 함량을 측정하

였다. 단백질량은 BCA assay를 이용하여 정량하였고, 침전

된 멜라닌은 1 N sodium hydroxide에 넣어 80 ∼ 100 ℃에

서 1 h 30 min 가열하였다. 이후 96 well plate에 침전된 멜

라닌 용액을 well 당 90 μL 첨가하고, 분광 광도계로 450 

nm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2.5. Western Blot을 통한 단백질의 발현 측정 

멜라닌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TYR, TYRP1의 발현

량을 알아보기 위해 MNT-1 세포를 2 × 104 cells/well 농도

로 60 mm tissue culture dish에 분주한 후 37 ℃, 5% CO2 

배양기에서 24 h 배양하였다. 세포 배양에 사용된 배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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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고 2'-FL을 20 g/L 농도로 DMEM 배지에 희석하여 

각 well 내 첨가하였다. 대조군에는 2'-FL를 첨가하지 않은 

DMEM 배지를 첨가한 후 다시 2 h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세포를 0.05 M tris-HCI (pH 7.5), 0.15 M sodium chloride, 

0.01 M magnesium chloride solution와 protease inhibitor cocktail

이 포함된 용액에서 1% IGEPAL® CA-630으로 용해하였다. 

이후 13,000 rpm으로 15 min 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획

득한 후 BCA assay를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20 μL의 단백

질을 SDS-PAGE 상에서 전기영동 하여 크기 별로 분리한 

후 단백질은 PVDF에 옮겨 blocking buffer (1% BSA in TBS)

을 제조하여 실온에서 1 h blocking 하였다. 이후 1 차 항체

를 1 : 4,000 농도로 희석하여 4 ℃에서 over night 후, 다시 

10 min 간격으로 tris-buffered and tween 20 (TBS-T)로 3 회 

세척하였다. 2 차 항체는 1 : 10,000 농도로 희석하여 실온 1 

h 반응한 후 3 회 세척하여 발광시약 키트(Thermo Fisher 

Scientific Inc., USA)를 사용하여 밴드를 검출하고 Fusion 

Solo S (Koreabimics, Korea) 기기로 이미지를 획득하였다. 

2.6. 면역형광염색법(Immunofluorescence)

MNT-1 세포를 1 × 105 cells/dish 농도로 Lab-tek chamber 

slide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USA)에 분주한 후 37 

℃, 5% CO2 배양기에서 24 h 배양하였다. 세포 배양에 사

용된 배지를 제거하고 2'-FL 혹은 glucose을 20 g/L 농도로 

DMEM 배지에 희석하여 각 dish 내 분주하고 72 h 배양하

였다. 대조군에는 2'-FL 및 glucose을 첨가하지 않은 

DMEM 배지를 첨가한 후 다시 72 h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형광 현미경 관찰을 위해 4% formaldehyde로 4 ℃에

서 24 h 동안 세포를 고정하였다. 고정된 세포에 염색을 위해 

triton X-100을 PBS에 1%로 희석하여 4 ℃에서 5 min 배양한 

후 LC3 antibody를 1 : 200 비율로 PBS에 희석하여 24 h 동안 

세포에 부착시켰다. 이후 형광 접합 2 차 항체 alexa fluor 

488-conjugated goat anti-rabbit IgG로 4 ℃에서 1 : 400 비율

로 1 h 동안 2 차 반응시킨 후 DAPI로 세포의 핵을 염색

하였다. 염색된 세포는 공초점 현미경(confocal laser-scanning 

microscope, LSM 700, Germany)으로 관찰하였다. 

2.7. 통계처리

모든 실험에 대한 분석값은 3 회 반복 실험을 통하여 

평균값과 표준 편차(mean ± SD)로 나타내었다.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student’s t-test 방법을 사용하여 p < 0.05

의 신뢰수준에서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2'-FL 농도에 따른 세포 생존능(Cell Viability) 측정 

2'-FL의 농도에 따른 세포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MTT 

assay 실험을 통하여 농도에 따른 세포 생존율을 검토하

였다. 2'-FL은 10, 20, 40 g/L 농도로 처리하여 24 h 배양하

였다. 10, 20 g/L 농도 적용 시 대조군과 비교하여 20 g/L 

농도 조건까지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생존율이 증가했으

며, 40 g/L 농도 조건에서는 세포 생존율이 감소함을 보여

주었다(Figure 1). 따라서 후속 실험들은 세포 생존율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 20 g/L를 최대 농도로 설정하여 진행하

였다.

(A) (B)

Figure 1. 2'-FL improved cell viability in MNT-1 cells. CTL, also known as Control, was not treated with 2'-FL.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D of the experiment (N = 3), 
*p < 0.05, 

**p < 0.01, 
***p < 0.005, compared to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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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FL로 인한 멜라닌 정량 

세포 독성이 없는 20 g/L 농도의 2'-FL을 MNT-1 세포에 

7 일간 처리 후, 48 h 간격으로 배지를 교체하였다. 

melanin assay 실험을 통하여 멜라닌 감소량을 검토하였다. 

2'-FL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실험군에

서 더 연한 색상이 나타나는 것을 시각적으로 관찰하였고, 

melanin assay 실험 결과를 통해 멜라닌 함량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Figure 2).   

3.3. MNT-1 세포에서의 TYR 및 TYRP1 단백질 발현

멜라닌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및 모

발의 색을 결정하는 중요한 인자이다. 하지만 과도하게 생

성된 멜라닌은 피부에 침착되어 기미, 주근깨 등의 피부질

환을 유발한다[27-2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멜라닌 생성

에 관여하는 인자인 TYR 및 TYRP1의 단백질 발현량을 

western blot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29].

2'-FL을 처리한 MNT-1 세포에서 대조군 대비 TYR, 

TYRP1의 발현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2'-FL이 멜라닌 생성 관련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미백 소재로써의 활용 가능성이 있음

을 시사한다. 

3.4. 2'-FL 처리에 의한 자가포식 변화 관찰

자가포식은 세포 내 항상성 유지 및 피부색 개선에 도

움을 준다. 따라서 2'-FL 처리에 의해 자가포식소체 형성이 

촉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가포식소체 표지자로 알려진 

(A) (B)

Figure 2. 2'-FL reduced melanin contents in MNT-1 cells. CTL, also known as Control, was not treated with 2'-FL. (A) The result of

optical comparison of melanin contents in CTL and 2'-FL. (B) The result of melanin contents using melanin assay.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D of the experiment (N = 3), 
*p < 0.05, 

**p < 0.01, 
***p < 0.005, compared to CTL. 

(A) (B)

Figure 3. 2'-FL decreased the expression levels of melanogenesis-associated proteins. (A) The results of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TYR and TYRP1 after treatment of skin MNT-1 cells with 2'-FL. (B) Comparison of TYR and TYRP1 protein expression levels by 

Image J calculated values. CTL, also known as Control, was not treated with 2'-FL.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D of 

the experiment (N = 3), 
*p < 0.05, 

**p < 0.01, 
***p < 0.005, compared to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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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3의 발현량을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무처리군과 글루코

오스 처리군을 대조군으로 하였으며, 글루코오스는 2'-FL

과 동일한 양을 처리하였다. 실험 결과, 같은 당류인 글루

코오스보다 2'-FL 처리군에서 자가포식 활성화로 인해 자

가포식소체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4).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2'-FL의 미백 화장품 소재로써의 응용 가

능성을 확인하고자 인간 흑색종 세포로 알려진 MNT-1로 

세포실험을 통하여 2'-FL의 세포 독성 및 멜라닌 생성 감

소량 및 자가포식 활성화를 통한 자가포식소체 증가량을 

확인하였다. 

MNT-1 세포에서 2'-FL 처리에 의한 멜라닌 생성 변화를 

검토한 결과 20 g/L 농도 적용시 대조군에 비교하여 멜라

닌 생성량이 감소됨을 확인하였으며, western blot 실험을 

통하여 멜라닌 생성 관련 인자인 TYR 및 TYRP1의 단백

질 발현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불어 같은 당류인 글루코오스를 2'-FL과 동일한 양을 처

리하였을 때, 자가포식 표지자로 알려진 LC3의 발현량이 

글루코오스보다 2'-FL 처리군에서 자가포식 활성화로 인해 

자가포식소체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FL은 미백 효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2'-FL은 모유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올리고당으로 자가

포식을 유도하여 멜라닌 생성 억제를 시킬 뿐 아니라 당 

성분으로, 화장품 제형에 쉽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며 

미백 화장품 소재로써의 응용이 기대된다.

(A) (B)

(C)

Figure 4. Increased autophagy by 2'-FL treatment in MNT-1 cells. (A) The results of protein expression level of LC3-Ι and LC3-Π 

after treatment with 2'-FL. (B) Comparison of Image J calculated values of LC3-Ι and LC3-Π protein expression levels. (C) Increased

autophagosomes after 2'-FL treatment observed by confocal microscopy. CTL, also known as Control, was not treated with 2'-FL. The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 ± SD of the experiment (N = 3), 
*p < 0.05, 

**p < 0.01, 
***p < 0.005, compared to 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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