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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ir loses melanin with aging, which leads to hair graying. The change in hair color is caused by 
a reduction in tyrosinase activity and an accumulation of hydrogen peroxide (H2O2) in hair follicl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thanolic extract of Oryza sativa (OREE) on 
melanin production and antioxidative activity in B16F1 cells. In this study, OREE showed low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reducing power. However, it displayed a strong antioxidative effect 
against intracellular H2O2 in live cells. OREE did not inhibit DOPA oxidation activity in vitro, but it 
increased tyrosinase activity at a concentration of 64 μg/ml. OREE at a concentration higher than 32 
μg/ml showed cell toxicity in B16F1 cells. However, OREE at a concentration higher than 8 μg/ml 
not only increased melanin synthesis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B16F1 cells but also increased 
melanin synthesis in cells treated with H2O2 inhibiting melanin synthesis. To confirm the effect of 
OREE on melanin production, Western blot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revealed that OREE 
increased the expression levels of tyrosine hydroxylase and tyrosinase-related protein-2 (TRP-2) in-
volved in melanin production in the H2O2-treated cells in which melanin production was inhibited. 
The findings suggest that OREE could improve melanin synthesis and be available for development 
of hair cosmetics aimed at improving melani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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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모발의 색은 인종에 따라 흑색, 금색, 갈색, 빨간색을 가지며 

이는 유전적, 환경적인 차이로 인해 나타난다. 하지만 모든 

인류는 인종에 관계 없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백발화를 겪

게 되어 이에 대한 과정 및 기전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백발화는 melanin 생성 색소 세포인 melanocyte 내 

melanin 생성에서 핵심적인 작용을 하는 tyrosinase의 활성 

저하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어, 이를 응용한 연구가 선행

되어왔다[3]. 체내에서 melanin을 생성하는 melanocyte는 피

부 내에서 증식하며 자외선으로 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하여 

melanin을 생성하며, hair follicle에 존재하는 melanocyte는 

hair가 자라나는 모발 주기 동안 반복적인 증식과 색소 형성을 

위한 분화를 계속한다[18]. 먼저, melanocyte가 hair follicle의 

발달, 모발 주기 동안 모낭에 있는 hair matrix가 상당수 늘어

나면 melanin 포함하는 특정 세포질 입자인 melanosome이 

성숙한 melanocyte로 분화되고 melanosome은 hair shaft를 

구성하는 인접한 keratinocyte로 전달되어 모발 주기 동안 성

장하는 모발이 색을 띠게 된다[11, 20]. 이러한 melanocyte의 

생존을 위해 줄기세포 성장 인자(SCF)와 줄기세포 성장 인자 

수용체(c-kit)간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C-kit는 melano-

blast의 유지, 생존 그리고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melano-

cyte의 증식 및 멜라닌 생합성을 관장하는 전사조절인자인 

microphthalmia-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MITF)를 인

산화 및 활성화 시켜 tyrosinase와 TRP-1,-2 (tyrosinase related 

protein-1,-2)의 발현을 촉진시켜 melanin 생성을 증진시킨다

고 알려져 있다[15, 25]. 현재 melanin 생성을 증가시키는 화학 

물질의 규명이 이루어 졌으나 인체 부작용을 일으키는 등 안

정성 확립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접근성이 높으며 안

정성이 보장된 천연물을 이용한 모발의 백발화 개선 물질에 

관한 입증 및 기능성 식품으로의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벼의 도정 정도에 따라 왕겨만 제거하고 배아와 쌀겨층을 

남기면 현미, 전체 중량의 11%를 도정하여 호분층만 남긴 것

을 백미라고 분류한다. 특히, 현미의 학명은 Oryza sativa L.이

며, 예로부터 노화를 방지하고 알레르기 예방 등의 이유로 동

양에서 백미와 함께 섞어 섭취해왔다. 현미의 알려진 효능으

로는 풍부한 폴리페놀 함유로 인한 항산화 활성, 제 2형 당뇨

병 환자의 8주간 투여에 따른 혈당 조절 개선 효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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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염 유도 쥐의 T cell 반응성을 조절하여 염증의 완화 효과 

등이 알려져 있다[4, 9, 13]. 하지만 인간의 불가피한 노화의 

산물인 모발 백발화와 연관된 현미의 melanin 조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미 주정 추

출물의 항산화 효과와 melanin 생성 촉진 효과를 규명하여, 

이 소재가 백발화 개선과 관련있는 melanin 생성촉진 가능성

이 있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세포주  시약

세포 배양을 위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Trypsin-EDTA, penicillin (10,000 U/ml) / strepto-

mycin (10,000 μg/ml) / amphotericin (2,500 μg/ml), fetal bo-

vine serum (FBS) 시약은 Gibco BRL (Gaithersburg, MD, 

USA), Life Technologies (Paisley, Scotland)로부터 구입하였

다. B16F1 cell line은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

tion,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α-melanocyte-stimulating hor-

mone (α-MSH), imatinib mesylate, 3-isobutyl-1-methylxanthine 

(IBMX),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reagent와 기타 시약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로 부터 구입하였다.

미 주정 추출물 제조

현미 주정 추출물(Oryza sativa ethanolic extract; OREE)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먼저, 신농 현미 품종을 

흐르는 물에 깨끗이 세척한 다음 완전히 자연 건조시켰다. 세

척·건조된 현미를 믹서기로 분쇄하여 분말로 제조 후 주정에 

3일간 추출하고 여과하였다. 각 여과된 여액을 감압 농축하고 

동결 건조를 통해 시료 내 잔여 용매를 완전 휘발 시킨 후 

분말 형태의 현미 주정 추출물을 dimethyl sulfoxide (DMSO)

로 용해시킨 후 시험 농도로 희석하여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총 폴리 페놀 함량 측정

시료 내 폴리페놀 함량 측정은 Folin-Ciocalteu 방법[22]을 

변형하여 gallic acid를 표준 물질로 사용하였다. 분광광도계의 

측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료를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시료 

희석액 0.1 ml에 1N Folin-Ciocalteu 1.0 ml 첨가하고 잘 혼합

하여 3분간 방치한 후 20% Na2CO3 2 ml 가하였다. 암실에서 

45분 동안 실온 방치한 후 1,600× g에서 8분 동안 원심분리 

하였다. 회수한 상등액은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표준 곡선을 이용해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DPPH radical assay

Imai. et al. [5] 실험방법을 변형하여 OREE의 1,1-diphenyl- 

2-picrylhydrazyl (DPPH) radical 소거능력을 측정하였다. 각 

시료를 시험농도로 처리하고 10초 동안 잘 혼합한 다음, 실온

에서 20분 동안 반응시킨 후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DPPH radical 함량은 시료 처리군과 대조군의 흡광도 비

를 % 값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환원력 Assay

Oyaizu [12]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각각의 OREE 1 ml

에 pH 6.6의 200 mM 인산 완충용액 및 1%의 potassium ferri-

cyanide를 각 1 ml씩 차례로 가하여 교반한 후 50℃의 수욕상

에서 20분 동안 반응시켰다. 여기에 10% TCA 용액 1 ml를 

가하여 13,500× g에서 15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 

1 ml에 증류수 및 ferric chloride 각 1 ml를 가하여 혼합한 

후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 0.01% 

vitamin C를 사용하였다. 시료의 환원력은 시료 처리군와 대

조군의 흡광도 비를 % 값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In vitro tyrosinase 활성 측정

시험관에 0.1 M 인산염완충액(pH 6.5) 220 μl와 시료액 20 

μl 그리고 mushroom tyrosinase (1,500 U/ml)액 20 μl를 순서

대로 넣는다. 이 용액에 1.5 mM tyrosine 액 40 μl를 넣고 37℃

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다. 그리고 이것을 ELISA reader 

(ELISA processor II. Behring,Germany)를 이용하여 49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시료 색소의 영향을 보정하기 위

하여 효소와 기질을 첨가한 군의 흡광도 값에서 tyrosinase 

효소를 첨가하지 않고 시료만 첨가한 흡광도 값을 뺀 값을 

공시험군으로 설정하여 상대적인 시료 처리군의 흡광도 비를 

% 값으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In vitro L-dopa 활성 측정

시험관에 0.1M 인산염완충액(pH6.5) 480 μg/ml와 L-DOPA 

20 μg/ml 그리고 시료액 5 μg/ml을 넣고 2,000 U/ml mush-

room tyrosinase 40 μg/ml를 순서대로 넣은 다음 37℃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그리고 ELISA reader (ELISA pro-

cessor II. Behring, Germany)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세포배양

B16F1 세포는 5% CO2및 37℃에서 95% 이상의 습도를 유지

한 배양기에서 10% fetal bovine serum, 2 mM glutamine과 

100 μg/ml penicillin-streptomycin을 포함하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배지에서 배양하였다.

MTT assay

Hansen [7]의 방법에 따라 OREE의 세포독성을 측정하였

다. 세포독성평가는 MTT (3-(4,5-dimethythiazol-2-yl)-2,5-di-

phenyltetrazolium bromide, Sigma-Aldrich, St. Louis, 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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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 시약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독성평가에는 

melanoma cell인 B16F1을 사용하였으며, 7.5×105 cells/well 

만큼의 세포를 96-well plate에 주입한 후 하루 동안 배양하였

다. 하루 뒤 배지를 제거하고 적당 농도로 시료를 총 200 μl만

큼 투여하고 CO2 배양기에서 다시 한 번 24시간 동안 배양한

다. 24시간 후 처리한 시료를 제거하고, MTT 용액을 200 μg/ 

ml의 농도로 하여 96-well plate에 첨가하고 빛을 차단한 채 

37℃에서 3시간 배양한다. 3시간 뒤 PBS buffer로 세척한 뒤 

DMSO를 각 well에 200 μl 만큼 주입하고 20분 후 microplate 

reader로 57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DCF fluorescence assay

세포를 DMEM 배지에 DCFH-DA를 20 μM 농도로 제조하

여 37℃에서 20분 방치하여 DCFH-DA가 세포 내로 침투시킨

다. 여기에 각각 OREE를 시험 농도로 1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세척 후 H2O2를 500 μM 농도를 함유한 HBSS 완충 용액 100 

μl를 세포에 처리하였다. 세포 내에서 H2O2는 DCFH-DA와 반

응하여 형광을 띄는 DCF를 생성한다. 이를 S1LFA Synergy 

Htx multi-mode microplate reader (BioTek, Vermont, USA)

를 이용하여 excitation: 488 nm, emission: 530 nm 조건에서 

형광 정도를 측정하였다.

과산화수소 처리 유무에 따른 B16F1에서 Melanin 생성 

측정

6-well plate에 3×105 cells/well로 세포를 분주하여 과산화

수소의 처리 유무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과산화수소 처

리군에서는 250 μM 과산화수소를 처리한 후 24시간 방치 후 

시료를 처리하고 1시간 후에 L-DOPA로 melanin 생성을 자극 

후 48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 하였다. 시료를 처리하고 1시간 

후에 L-DOPA로 melanin 생성의 자극 후 48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하였다. 세포를 수집하여 1,200 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

하여 침전한 후, 1 ml homogenization buffer (50mM sodium 

phosphate pH 6.5, 1% Triton X-100, 2 mM phenyl methyl 

sulfonyl fluoride)로 용해시켰다. 여기서 얻은 pellet에 1N 

NaOH (10% DMSO) 200 μl를 첨가하고 vortex 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Melanin 표준품(Sigma, USA)으로 얻

은 표준 검량선을 이용하여 각 well에서 생성된 멜라닌 생성량

을 비교하였다. 

Western blot analyses 

B16F1 세포에 용출 완충용액(50 mM Tris–HCl, pH 7.5, 

0.4% Nonidet P-40, 120 mM NaCl, 1.5 mM MgCl2, 2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80 μg/ ml leupeptin, 3 mM 

NaF and 1 mM DTT)을 첨가하여 4℃에서 30분 동안 처리하였

다. 10 μg의 세포용출액을 10% Tris–HCl gel에서 전기영동 

후 단백질을 전기적으로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전이 

시켰다. 그 다음 10% skim milk를 nitrocellulose membrane에 

전처리하고 목적 단백질에 대한 1차 항체(anti-c-Kit, an-

ti-Tyrosine hydroxylase, anti-TRP-1, anti-TRP-2, anti-SOD-3, 

anti-Catalase, anti-MsrA and anti-β-actin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USA))를 처리한 다음 2차 항

체를 처리 후, chemiluminescent ECL kit (Amersham 

Pharmacia Biotech, Piscataway, USA)를 사용하여 목적단백

질을 검출하였다. Western blot의 band는 LAS3000 ®image 

analyzer (Fuji film Life Science,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통계처리

각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실험을 통하여 그 결과를 얻어 

각각의 시료 농도에 대해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시

료농도군에 대한 유의차 검정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student’s 

test한 후 p<0.05 값을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로 간주하

였다.

결   과

OREE의 총 폴리 페놀 함량, DPPH radical 소거 활성 

 환원력 효과

현미 주정추출물의 체내에서 단백질, DNA산화를 일으키

는 활성산소종의 항산화 효능을 측정하기 위해 총 폴리페놀함

량, DPPH radical 소거능 및 환원력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A는 gallic acid를 이용한 표준 곡선을 보여주었다. Fig. 1B 

에서 보는 바와 같이 OREE는 공시험군에 비해 총 폴리페놀함

량이 최고 농도인 6.4 mg/ml에서 1,282.5±0.0002 μg/ml 함유

되어 있다. DPPH radical 소거 활성은 항산화 물질로 인해 

DPPH radical의 탈색 정도로 측정할 수 있다. Fig. 1C에서 양

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100 μg/ml vitamin C의 처리군에서는 

공시험군과 비교하여 88%의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OREE

는 64 μg/ml에서 12% 소거능을 보였다. Fig. 1D에서 보는 바

와 같이 OREE의 환원력은 공시험군과 비교하여 10 μg/ml의 

vitamin C에서 261%을 OREE는 64 μg/ml에서 26% 증가를 

나타내었다. 

In vitro tyrosinase와 In vitro DOPA 의 활성  산화

력에 한 OREE의 효과

Tyrosinase는 모발의 melanocyte의 melanin합성 단계에서 

tyrosine을 Dihydroxyphenylalanine (DOPA)으로 수산화 시

킨 후 DOPA를 DOPA quinone으로 추가 산화시킴으로써 마

침내 melanin을 합성하는 중요한 효소로 작용한다. 먼저, 

Tyrosinase 활성 실험의 정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음성 대조

군으로 100 μg/ml의 vitamin C와 2,000 μg/ml의 arbutin이 

사용되었다. Fig. 2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성 대조군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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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 The effect of OREE on total polyphenol content and scavenging activities of free radical. (A) Standard curve was plotted 

using gallic acid as a standard. (B) Total polyphenols of OREE at 0.1, 0.2, 0.4, 0.8, 1.6, 3.2 and 6.4 mg/ml were measured. 

(C)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OREE at 1, 2, 4, 8, 16, 32 and 64 μg/ml were measured. Vitamin C at 100 μg/m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in this experiment. (D) Reducing power of OREE. Vitamin C at 10 μg/m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Level of significance was identified (*, p<0.05; ***, p<0.001) using Student’s t test.

A

    

B

  

Fig. 2. Effect of OREE on tyrosinase activity and DOPA oxidant. (A) Tyrosinase activity was measured in the presence of OREE 

at 1, 2, 4, 8, 16, 32 and 64 μg/ml at 490 nm. Vitamin C at 100 μg/ml was used as a negative control in this experiment. 

Arbutin at 20 μg/ml was used as a negative control. (B) DOPA oxidation was measured at 490 nm after treatment with 

OREE at 1, 2, 4, 8, 16, 32 and 64 μg/ml. Vitamin C at 100 μg/ml was used as a negative control in this experiment. 

Data are given as means of value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Level of significance was identified (*, 

p< 0.05; ***, p<0.001) using Student’s t test.

71%, 70%의 tyrosinase 활성을 억제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고 OREE는 32 μg/ml 농도에서 6%, 최고 농도인 64 μg/ml 

농도에서 공시험군에 비해 12%의 tyrosinase 활성 촉진효과가 

나타났다. 반면에 Fig. 2B에서 OREE의 DOPA산화에 의한 

melanin 생성의 촉진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OREE 의 B16F1세포에 한 독성 효과와 과산화수소 생

성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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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Effect of OREE on cell viability in B16F1 and DCF fluorescence decrease effect in B16F1 cells treated H2O2. The cells were 

treated with OREE at 1, 2, 4, 8, 16, 32 and 64 μg/ml. (A)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after 24 hr. (B) 

Intracellular H2O2 was measured with DCFH-DA to produce a fluorescent DCF in the presence of OREE at 1, 2, 4, 8, 16, 

32 and 64 μg/ml at excitation (488 nm)/ emission (530 nm).  DCF fluorescent reduction (%) was represented as OREE’s 

efficacy to scavenge H2O2  compared with H2O2 treatment group. Vitamin C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in this experiment. 

Data are given as means of value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Level of significance was identified (*, p< 

0.05; **, p<0.01, ***, p<0.001) using Student’s t test.

A

    

B

Fig. 4. Effect of OREE on melanin synthesis in B16F1 Cells and B16F1 cells treated with H2O2. (A) Melanin synthesis was measured 

in the presence of OREE at the indicated dose for 24 hr in B16F1 cells without H2O2 treatment. (B) After the cells were 

treated with 250 μM for 24 hr prior to OREE treatment, melanin synthesis was measured. The melanin production was 

stimulated with L-DOPA, and cell lysates were collected after 48 hr to mesure absorbance at 490 nm. Vitamin C at 100 

μg/ml was used as a negative control in this experiment. Data are given as means of value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Level of significance was identified (*, p<0.05; **, p<0.01 ***, p<0.001) using Student’s t test.

OREE처리에 따른 B16F1 세포의 생존율을 조사하기 위해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Fig. 3A에서 보는 바와 같이, OREE

는 시험 농도인 64 μg/ml 농도 이하에서 80% 이상의 세포생존

율을 보여주어 세포 독성이 미미하게 나타나 이와 같은 농도

에서 추가적인 세포 내 실험을 진행하였다. 체내 대사 과정 

중 불가피하게 축적되는 과산화수소에 대한 OREE의 소거능

을 조사하기 위해 DCFH-DA가 세포내 발생된 H2O2와 반응하

여 DCF로 분해되어 띠는 녹색 형광의 세기를 측정하여 시료

의 H2O2 소거능력을 알아보았다. Fig. 3B에서 공시험군에 비

해 H2O2 처리한 대조군에서 53%의 DCF 형광이 증가하였고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0.1% vitamin C은 대조군에 비해 65% 

소거능을 보여주었다. OREE은 대조군에 비해 32 μg/ml의 농

도에서 71%, 최고 농도인 64 μg/ml의 농도에서 87%만큼 DCF 

형광을 감소시켜 양성 대조군 수준만큼 H2O2 소거능력을 나

타내었다.

H2O2의 처리 유무에 따른 B16F1세포에서 OREE의 Mela-

nin생성 효과

DOPA를 melanin생성의 자극제로 사용하여 정상 B16F1세

포와 H2O2로 처리하여 melanin 합성 능력을 저하시킨 B16F1

세포에서 OREE 처리에 따라 생성된 melanin 함량을 측정하

였다. Fig. 5A에서 보는 바와 같이 H2O2로 처리하지 않은 

B16F1에서 OREE는 공시험군과 비교하여 melanin 합성이 8 

μg/ml 농도이상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여 최고 농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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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OREE on protein expressions of Tyrosine hydroxylase, TRP-1, TRP-2, c-Kit, SOD-3, Catalase and MsrA in B16F1 

cells treated with H2O2. The cells were treated with OREE at 4, 8, 16 and 32 μg/ml after pretreatment with 250 μM H2O2 

for 24 hr. The effect of OREE on the expression levels of proteins related to melanin synthesis and antioxidant activity 

were compared with H2O2 treatment group. α-MSH at 6 μg/ml, IBMX at 160 μg/ml and imatinib mesylate at 2.5 μg/ml 

was used as  positive controls in this experiment. Western blot analysis of cell lysates was performed using antibodies as 

indicated. The expression of β-actin was used as a control for normalization of target proteins. 

64 μg/ml 농도에서 24%만큼 melanin 합성 촉진 효과를 보여

주었다. Fig. 5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H2O2로 처리된 B16F1 

세포에서 공시험군과 비교하여 대조군은 melanin 합성이 6% 

저해되었고 세포 내 melanin 생성 실험의 정확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음성 대조군인 vit.C는 22%만큼 melanin 생성을 

저하시켰다. 대조군에 비해 OREE는 32 μg/ml 이상의 농도에

서 melanin 합성을 8%, 최고농도인 64 μg/ml 에서 melanin 

합성을 29% 증가시켰다. 

H2O2를 처리한 B16F1세포에서 OREE의 melanin생성

과 련된 단백질의 발  변화

 H2O2를 24 hr 동안 전 처리해 melanin 합성 능력을 저해시

킨 B16F1 세포에 OREE 처리에 따른 melanin 합성의 중요 효

소인 tyrosine hydroxylase와 이와 관련된 TRP-1, TRP-2 그리

고 c-kit와 항산화 효소인 SOD-3 (Superoxide dismutase-3), 

MsrA (methionine sulfoxide reductase A) 그리고 catalase의 

단백질 발현을 조사해 보았다. Fig. 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OREE는 H2O2 를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32 μg/ml의 농도에서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α-MSH의 c-kit 단백질 발현 수준 만

큼 증가 시켰다. 그리고 공시험군에 비해 대조군은 SOD-3 단

백질 발현을 감소시켰으며 대조군에 비해 OREE은 8 μg/ml이

상의 농도에서 발현을 증가시켰다. OREE은 대조군에 비해 8 

μg/ml 농도 이상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tyrosine hydroxylase

와 이와 관련된 TRP-1 그리고 TRP-2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켰

다. 공시험군에 비해 H2O2를 처리한 대조군에서 catalase 단백

질 발현이 감소되었고 OREE는 대조군에 비해 32 μg/ml 이하

의 농도에서 catalase의 단백질 발현이 월등히 증가되었다. 반

면에 MsrA는 공시험군에 비해 대조군의 단백질 발현은 감소

되었으나 OREE처리군은 대조군의 단백질 발현 수준과 유사

한 발현을 보여주었다.

고   찰

모낭의 melanocyte는 melanin을 생성하여 lysosome like 

organelles의 형태로 keratinocyte에 전달해 전체 모발의 색을 

나타나게 하는 melanin형성 세포이다[21]. 대부분의 정상세포

는 대사 과정 중 발생한 100 nM의 H2O2로 세포 증식, 혈관 

형성을 위해 사용하며 H2O2의 세포내 축적 농도가 10 μM을 

넘어서면 세포 분열이 정지되고 사멸한다[17]. 하지만 모낭의 

melanocyte에 H2O2의 농도가 1 mM을 넘어 축적되면 mela-

nin생성 효소의 기능 상실이 이뤄지고 이러한 현상은 모낭의 

melanocyte가 H2O2에 대한 적응력이 뛰어나고 H2O2에 의해 

melanin생성의 주요 효소인 tyrosinase의 산화가 melanin생

성 저해에 원인으로 주장되고 있다[19, 23]. 그리고 모낭 내 

H2O2의 지속적인 축적은 DNA, 단백질 손상 그리고 melanin 

생성시 tyrosinase라는 효소를 구성하는 아미노산 잔기인 me-

thionine을 sulfoxide의 형태로 변화시켜 melanin생성을 저해

시켜 melanin생성을 억제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백발화를 개선 시키기 위해 H2O2의 생성을 억

제하고 tyrosinase관련 단백질의 발현을 촉진 시키는 인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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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한 천연물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곡물 중 현미주정추출물로 쥐의 흑색종 세포인 

B16F1 세포를 이용해 melanin생성 촉진 효과와 H2O2와 같은 

활성 산소 제거 효과를 조사해보았다. OREE는 체내에서 항산

화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polyphenol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DPPH radical 소거 활성과 환원력 모두 최고 농도에서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현미가 다양한 페놀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어 

높은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이전의 연구와 유사한 결

과를 보여주었으나[4], 신농 현미 품종의 주정추출물은 총 pol-

yphenol의 함량이 높지 않아 DPPH radical과 환원력이 실험 

최고 농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Melanocyte의 전반

적인 melanin 합성 단계를 주관하는 tyrosinase효소 활성과 

tyrosine과 tyrosinase의 반응으로 생성된 DOPA의 산화를 in-

vitro상에서 OREE 처리해 알아보았다. 수행한 결과 OREE는 

tyrosinase활성이 최고농도에서 증가되었으나 DOPA산화에

서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이전의 연구에서 현미의 도

정을 통해 얻어진 백미는 tyrosinase억제제의 결과를 나타내

어[8], 백미보다 낮은 도정을 거쳐 다양한 영양분을 함유한 쌀

눈(배아)을 포함한 현미 내에 tyrosinase활성 촉진 효과를 나타

내는 유효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추정한다. Melanin생성을 

억제시키는 H2O2에 대한 OREE의 소거능을 조사해 본 결과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한 vitamin C의 소거 효과만큼 탁월한 

H2O2 소거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발효된 현미 추출물이 

H2O2에 의한 플라스미드 분해 및 산화적 손상을 저해 시킨다

는 연구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6]. 또한 정상 B16F1세포와 

모낭 내 H2O2의 농축 환경을 조성한 B16F1 세포를 이용해 

melanin생성 촉진 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자와 후자의 

상황에서 OREE가 모두 melanin생성 촉진 효과를 나타내었

다. 따라서 OREE는 melanin생성 촉진 효과가 탁월하고 월등

한 H2O2의 소거 효능을 가지고 있어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H2O2의 축적으로 인한 melanin생성 능력의 감소를 회복시켜 

정상적으로 melanocyte가 melanin을 생성할 수 있게 유도함

을 암시한다. 이후 세포에서 DOPA의 자극에 따라 melanin생

성을 촉진 시키는 OREE의 melanin 생성 기전을 Western blot

으로 조사해보았다. 실험에서 OREE의 단백질 발현 수준 비교

에 사용한 양성대조군인 α-Melanocyte-stimulating hormone

(α-MSH)은 melanocyte의 G-protein-coupled melanocortin 1 

receptor에 결합 활성화 되어 cAMP를 통해 melanin 생성을 

자극시키며, 3-isobutyl-1-methylxanthine (IBMX)는 세포내 

cAMP의 발현을 증가시켜 cAMP-responsive element-binding 

protein (CREB)를 인산화 활성을 띠게 하는 protein kinase 

A (PKA)를 활성을 유도한다[10, 24]. 이후 MITF의 promoter, 

CRE 부위에 결합하여 MITF의 전사를 일어나 melanin생성 

관련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되어 melanin이 합성되는 화학물

질로 melanin촉진 합성 환경 조성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1]. 

암 또는 백혈병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imatinib mesylate는 약

의 부작용[2]으로 c-kit의 돌연변이를 유도해 melanocyte의 비

정상적인 증식과 분화를 일으켜 피부, 치아, 점막에 melanin의 

색소 침착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14]. H2O2를 처리해 백발

화 환경을 조성한 B16F1에 OREE를 처리한 군은 양성 대조군

으로 사용한 화합물보다 tyrosine hydroxylase와 이와 관련된 

TRP-1, TRP-2 그리고 SOD-3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대

조군에 비해 catalase의 단백질 발현이 월등히 증가되었다. 반

면에 c-kit과 MsrA은 대조군에 비해 단백질 발현이 미미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OREE가 stem cell factor로 작용해 melanin 

생성을 유도하는 경로는 아니지만 melanin의 생성을 촉진 시

키는 tyrosinase과 관련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켜 melanin의 

생성 촉진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 

부가적으로 melanin 생성 기전 연구를 진행하여 OREE의 

melanin 생성 촉진에 미치는 정확한 경로를 찾아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OREE는 H2O2로 인한 MsrA의 단백질 발현으

로 tyrosinase 기능 회복으로 인한 melanin 생성을 유도하지 

않지만 H2O2를 가수분해하는 catalase와 항산화 효소 SOD-3

의 작용이 melanin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판단 되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지닌 OREE는 백발화 환경에서 mela-

nin 생성을 촉진시키기에 백발화를 지연 및 억제 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백발화 개선 물질로의 개발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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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1․김문무2*

(1동의대학교 화학과, 2동의대학교 응용화학과)

모발의 검정색은 노화됨에 따라 백색으로 변화된다. 이러한 현상은 모낭내 tyrosinase 활성의 감소와 H2O2에 

의한 축적에 의하여 기인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미주정추출물(OREE)를 이용하여 백발화의 원인인 과

산화 수소에 대한 항산화 활성과 멜라닌 생성 촉진 효과를 조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OREE은 낮은 DPPH radi-

cal 소거능과 환원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B16F1 세포내에서 H2O2 소거에 대해서는 높은 항산화효과를 나타내었

다. 그리고 OREE는 in vitro에서 DOPA 산화 활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64 μg/ml에서 tyrosinase 활성을 증가시

켰다. MTT assay에서 OREE는 32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세포독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OREE는 8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멜라닌 합성은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였고, H2O2로 멜라닌 생성을 저하시킨 세포에서도 멜라닌 합성을 

증가시켰다. 멜라닌 합성에 대한 OREE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Western blot 분석이 수행되었다. H2O2로 멜라

닌 생성을 저하시킨 세포에서 멜라닌 합성 기전 관여하는 tyrosine hydroxylase와 tyrosinase-related protein-2 

(TRP-2) 발현은 OREE의 존재 하에서 증가하였다. 이상의 발견들은 OREE가 멜라닌 합성을 촉진시킬 수 있어 이

와 관련된 모발화장품의 개발에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