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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ethanolic extracts of graviola, Annona mur-
icate leaves (AMME) on antioxidant activity and melanin production. First of all, DPPH radical and 
reducing power were performed to determine the antioxidant effect of AMME and organic solvent 
fractions. AMME and organic solvent fractions showed antioxidative activity in a concentration de-
pendent manner. The ethyl acetate fraction of AMME among organic solvent fractions showed the 
highest antioxidant activity. Moreover, tyrosinase activity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effect of or-
ganic fractions on melanin production. AMME, ethyl acetate, and hexane fractions increased tyrosinase 
activity a dose dependent manner. Next, the hexane fraction with the best effect on melanin synthesis 
in AMME organic solvent fraction was divided into 12 fractions by silica column chromatography. 
Among them, the fraction 7 and 8 showed the highes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reducing 
power. In addition, the fraction 7 and 8 at 64 μg/ml showed melanin synthesis by 260% and 184%, 
respectively. Finally, the fraction 8 at 4 μg/ml showed melanin synthesis by 34% in B16F1 cells. 
LC-MS analysis showed that fraction 7 and fraction 8 have a molecular weight of 617 and 619, 
respectively. FT-IR analysis showed that fractions 7 and 8 is similar to bis(2-hydroxyethly)dimerate. 
Above results suggest that graviola leaves extracts could be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of natural 
antioxidants or hair cosmetics which are related to the promoting effect of melanin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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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의학 기술 및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인류는 고령화 시대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노화 방지에 관심이 많아지

고 노화에 대한 연구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노화란 나이가 

들면서 몸 속 세포의 구조와 기능이 점진적으로 저하되고 쇠

약해지는 과정이다[1]. 일반적인 노화에서 세포의 내·외부적 

요인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양이 증가한다[19]. ROS는 과잉생산 시 산화적 손상을 일으켜 

여러가지 세포의 성분 구조를 변형시킨다. 그로 인해 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발생시켜 암과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다[8]. 노화의 한 예로 백발화가 진행되면 멜라닌 세포의 수

와 기능이 감소하면서 멜라닌 생성이 저하되어 백모가 발생된

다[4]. Tyrosine은 멜라닌 세포 속에 있는 tyrosinase 및 여러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melanosome안에서 Dopa와 dop-

aquinone, 멜라닌으로 단계적으로 합성된다[18]. 이 과정에서 

tyrosinase가 멜라닌 합성의 속도를 좌우하는데 tyrosinase를 

촉진시키면 멜라닌 합성이 활발히 일어난다[12]. 이와 같이 노

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세포 속의 ROS를 억제하고 백모의 

멜라닌 합성을 촉진시켜야 한다[20]. 하지만 세포 속의 ROS를 

억제하고 백모의 멜라닌 합성 효능을 나타내는 천연물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천연물 속의 항산화 물질이 인체의 건강에 유익한 영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13]. 항산화 및 멜라닌 생성 천연물 

발굴 선행 예비연구에서 발견한 그라비올라(Annona muricata)

는 남미와 아마존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브라질, 북미의 열대

지방에 자생하고 있는 약 5~6 m 정도의 상록수이다. 타원형 

모양의 단 맛이 나는 이 열매는 짙은 녹색 또는 황록색 껍질에 

가시를 가지고 있으며 흰 과육이 있다[2]. 그라비올라는 예로

부터 발열, 천식, 통증, 기침, 상처 및 피부 요법의 치료에 사용

되어 왔다[6]. 최근에는 적하수오, 서목태 등 과 같은 천연물로

부터 유래된 소재가 모발의 흑모 현상을 촉진시킨다는 연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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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extraction procedure, antioxidant activity and melanin synthesis test of Annona muricata.

고가 있다[3, 10]. Hong 등[10]은 서목태의 항산화 효능을 확인 

한 후 melanin assay, Intracellular tyrosinase activity assay를 

측정하여 멜라닌 합성 촉진에 관해 연구한 바 있다. 쌀겨 추출

물에서는 용해성 무기성분의 세포에 대한 멜라닌 생성 효과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21]. 그라비올라 잎 ethyl acetate 

추출물에 대한 연구로는 Moghadamtousi, S. Z. [14] 등이 미토

콘드리아 매개 경로를 통해 대장암 및 폐암 세포에서 세포사

멸을 유도한다는 연구 결과와, Soheil Z.M. [15] 등이 EEAM  

(ethyl acetate of extract Annona Muricata)로 치료한 쥐의 상처

에서 상처 수축, 상피화 및 콜라겐 합성을 포함하는 상처 치유

의 다양한 단계를 촉진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라비올라 

ethyl acetate 추출물의 유효성분에 관한 연구로는 

Moghadamtousi, S. Z. [16] 등이 ethyl acetate 추출물 속 ace-

togenin의 일종인 annomuricin E가 시간 의존적으로 Bax의 

상향조절을 유도하고 mRNA와 단백질 수준에서 Bcl-2의 하향 

조절을 유도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예

로부터 민간약재로 이용된 그라비올라 추출물로부터 항산화

력과 멜라닌 합성 능력을 연구하여 효능이 뛰어난 성분을 발

견하고, 천연 항산화제 또는 흑모 유발 촉진제와 관련된 멜라

닌 생성 효능에 관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재료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그라비올라(Annona muricata)는 충청남도

에 위치한 광덕제약에서 제공되었으며, 건조시킨 후 실온 보

관 하여 실험에 사용되었다. 추출 및 분획 용매로 methanol, 

n-hexane, ethyl acetate, n-butanol을 사용하였다. 세포배양을 

위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Tryp-

sin-EDTA, penicillin (10,000 U/ml) / strepto-mycin (10,000 

μg/ml) / amphotericin (2,500 μg/ml), fetal bovine serum (FBS) 

시약은 Gibco BRL, Thermo Fisher Scientific (Grandisland, 

NY,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B16F1 cell line은 ATCC (Amer-

ican Type Culture Collection,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MTT 

reagent, agarose와 기타 시약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분획물 7(Fr. 7) 및 분획

물(Fr. 8)의 구조분석을 위해 FT-IR (Fourier Transform In-

frared spectroscopy)은 Thermo Scientific (Waltham, MA, 

USA)제품을 사용하였고,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LC-MS)는 isocratic pump (G1310), quaternary 

pump (G1311), 칼럼은 SB-C18 column (1.8 μm × 2.1 × 50 

mm)로 구성된 Agilent (Santa Clara, CA, USA)의 제품을 사용

하였다.

시료의 제조

그라비올라의 메탄올 추출물(Methanolic extract of Anno-

na muricata, AMME)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추출하였다.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 kg의 그라비올라를 완전히 건조시킨 

후 분쇄하였다. 분쇄된 그라비올라를 메탄올에 3일간 추출 및 

여과하여 약 48 L의 여과 액을 감압 농축 하였다. 농축된 그라

비올라 메탄올 추출물을 hexane, ethyl acetate, butanol, dis-

tilled water (D.W)을 통해 유기용매 별 분획을 하고 그 중에서 

멜라닌 합성 효능이 우수한 hexane분획물을 이용하여 실리카

겔 칼럼크로마토그래피를 하였다. 칼럼크로마토그래피를 통

해 분리한 총 12개의 fraction 중 양성대조군에 비해 가장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인 Fr. 7과 Fr. 8을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총 폴리 페놀 함량

Fr. 7 및 Fr. 8 시료 내 폴리 페놀 함량은 Folin-Ciocalteu 

방법[22]을 변형하여 표준 물질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분광 광도계의 측정 가능한 범위 안에서 시료를 희석하

여 사용하였다. 시료 희석액 0.1 ml에 1 N Folin-Ciocalteu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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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첨가하고 잘 혼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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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은 표준 곡선을 이용해 계산하

여 % 값으로 환산하였다.  

Liquid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spectrum 

assay

Fr. 7과 Fr. 8 의 질량분석을 위해 Liquid Chromatography

–Mass Spectrometry (LC-MS)를 사용하였다. Fr. 7 및 Fr. 8 

시료를 Liquid Chromatography (LC)에서 순수 분리한 후 LC

와 연결된 Mass Spectrometer (MS)로 보내어 Electrospray 

Ionizaion (ESI) 모드로 이온화시켜 각 peak 별 성분에 대해 

질량을 분석하였다. 이동상으로 acetonitrile과 1% formic 그리

고 D.W를 사용하였고, instrument conditions으로 column 

temperature 30℃, flow rate 1.000 ml/min, Pressure 441.7 

bar, MSD instrument conditions으로 quad temperature 100 

℃, gas temperature 300℃, drying gas 13 l/min의 조건에서 

7분간 측정하였다. 

IR spectrum assay

동결 건조된 Fr. 7과 Fr. 8 시료를 적외선 분광기(FT-IR 

Spectrometer of Thermo Scientific)를 사용하여 감쇠 전반사 

(attenuated total reflection, ATR)측정법으로 분석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ssay

Brand-Williams [11]의 방법을 변형시켜 DPPH radical에 

대한 Fr. 7의 소거능력을 측정하였다. 최종 부피 500 μl에서 

농도가 1, 2, 4, 8, 16, 32, 64 μg/ml가 되도록 하였고, 각 시료를 

시험농도로 처리하고 잘 혼합한 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

시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vitamin C 100 μg/ml를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여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Reducing power assay

M Oyaizu [17] 6μl의 Fr. 7과 Fr. 8에 200 mM phosphate-

buffer (pH 6.6) 200 μl 과 1% potassium ferricyanide 200 μl순

서로 넣고 교반을 하고 50℃에서 20분 방치하였다. 여기에 

10% TCA를 넣어 반응을 종결 시킨 뒤 3,000 RPM 10분 동안 

원심분리를 한 후 얻은 상층 액 250 μl에 증류수 250 μl와 1% 

ferric chloride 넣고 교반 하였다. 이 과정을 거친 시료를 흡광

도 620 nm으로 측정한다. 양성대조군으로는 vitamin C 10 μ

g/ml를 사용하였다. 

In vitro tyrosinase활성 측정

시험관에 0.1 M 인산염완충액(pH 6.5) 237 μl와 시료액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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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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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15~20분 동안 반응시켰다. 그리고 이것을 ELISA r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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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In vitro 멜라닌 합성 측정

시험관에 0.1 M 인산염완충액(pH 6.5) 455 μl와 L-DOPA 

20 μl 그리고 시료액 5 μl 을 넣고 2,000 U/ml mushroom ty-

rosinase 20 μl를 순서대로 넣은 다음 37℃에서 1시간 동안 반

응시켰다. 그리고 ELISA reader (ELISA processor II. Behr-

ing,Germany)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MTT assay

Hansen [8]의 방법에 따라 B16F1 세포에 대한 Fr. 7과 Fr. 

8의 세포독성을 3-(4,5-dimethyl-2-yl)-2,5-diphenylterrazolium 

bromide (MT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B16F1에서 Melanin 생성 측정

6-well plate에 3×105 cells/well로 세포를 분주하였고, 시료

를 처리하고 1시간 후에 L-DOPA로 melanin생성을 자극 후 

48시간 동안 세포를 배양 하였다. 세포를 수집하여 1,200 rpm

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침전한 후, 1 ml homogenization 

buffer (50 mM sodium phosphate pH 6.5, 1% Triton X-100, 

2 mM phenyl methyl sulfonyl fluoride)로 용해시켰다. 여기

서 얻은 pellet에 1 N NaOH (10% DMSO) 200 μl를 첨가하고 

vortex 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melanin 표준품 

(Sigma, USA)으로 얻은 표준 검량선을 이용하여 각 well에서 

생성된 멜라닌 양을 산출하였다. 멜라닌은 단위세포 (104cells)

에서의 멜라닌 생성량을 비교하였다.

통계처리

각 실험은 3회 이상 반복 실험을 통하여 그 결과를 얻어 

각각의 시료 농도에 대해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시

료 농도 군에 대한 유의 차 검정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stu-

dent’s test 한 후 p<0.05 값을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결과로 

간주하였다.

결   과

Fr. 7과 Fr. 8정량분석

그라비올라 추출물로부터 Fig. 1의 추출 공정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DPPH radical 소거능 및 reducing power와 같은 

항산화 효능이 우수한 Fr. 7과 Fr. 8 시료를 분리한 후 총 폴리

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Fig. 2A는 gallic acid를 이용한 표준 

곡선을 보여주었다. Fig. 2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시험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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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Standard curve and total polyphenol content of Fr. 7 

and Fr. 8 in silica chromatography with hexane fraction. 

(A) Standard curve was plotted using gallic acid as a 

standard. (B) Total polyphenol content of Fr. 7, 8 in silica 

chromatography with hexane fraction at 1, 2, 4, 8, 16, 

32 and 64 μg/ml were measured. 

A B

Fig. 3. LC-MS spectrum of Fr. 7 and Fr. 8. LC-MS spectrum was analyzed by the Agilent 6,100 Series LC/MS. Peaks were confirmed 

that the molecular weights are 617 and 619.

비해 총 폴리페놀 함량은 Fr. 7에서는 폴리페놀 함량이 6.08% 

함유되어 있고 Fr. 8에서는 폴리페놀 함량이 1.16%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IR, LCMS spectrum에 한 Fr. 7, Fr. 8의 분석

항산화 효과가 가장 좋은 Fr. 7과 Fr. 8의 성분분석을 위해 

FT-IR과 LC-MS를 이용하였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Fr. 

7에서 LC-MS를 이용하여 M/Z가 617인 물질을 확인 할 수 

있었고, Fr. 8에서 M/Z가 619인 물질을 확인하였다. FT-IR 결

과, Fig. 4에서와 같이 Fr. 7과 Fr. 8에는 Bis(2-hydroxyethly) 

dimerate를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ssay

항산화 효능을 알아보기 위해 DPPH radical 소거법으로 

자유라디칼의 소거 정도를 확인하였다. Fig. 6A와 같이 AMME

의 자유라디칼소거능 결과 64 μg/ml 농도에서 60%의 소거능

이 확인되었다. Fig. 6B에서와 같이 ethyl acetate 분획물과 

hexane 분획물의 항산화력을 비교한 결과 ethyl acetate 분획

물의 경우 4 μg/ml부터 항산화력을 보였으며 64 μg/ml에서

는 70%의 소거능을 보였다. Hexane 분획물의 경우 16 μg/ml

부터 항산화력을 보였으며 64 μg/ml에서는 39%의 소거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Fig. 6C는 hexane층을 칼럼크로마토그래

피를 통해 나눈 Fr. 7과 8의 결과로 농도에 비례하여 나타났고, 

Fr. 8은 64 μg/ml 농도에서 59%의 소거능을 나타났다.

Reducing power assay

ROS 제거 능력을 비교하기 위해 reducing power test를 

하였다. Fig. 6A와 같이 AMME는 농도에 비례하여 환원력이 

증가하였으며, vitamin C (100 μg/ml)와 비교하였을 때 64 μ

g/ml에서 209%로 vitamin C보다 41% 뛰어난 환원력을 보였

다. Fig. 6B와 같이 AMME 분획물 중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 

양성대조군 vitamin C (100 μg/ml) 와 비교 하였을 때, 32 μ

g/ml 농도 이상에서 22% 더 높은 효능을 보였고 특히 64 μ

g/ml의 농도에서 259%로 양성대조군보다 94% 뛰어난 환원

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Fig. 6C는 hexane층을 칼럼크로마토

그래피를 통해 나눈 Fr. 7과 Fr. 8의 결과로 농도에 비례하여 

환원력 효능이 나타났고, Fr. 8은 16 μg/ml의 농도에서 112%

로 양성대조군과 비슷한 결과 값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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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IR spectrums of Fr. 7 and Fr. 8. IR spectrum was analyzed by the NICOLET iS10. 

A

B

C

Fig. 6. The effect of AMME and treatment groups (E.A. Fr., 

Hexane. Fr., Fr. 7, Fr. 8) on reducing power. Vitamin 

C at 10 μg/m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Data are 

given as means of value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 p<0.01; ***, p<0.001)

A

B

C

Fig. 5. The effect of AMME and treatment groups (E.A. Fr., 

Hexane. Fr., Fr.7 and Fr.8) on scavenging activity of 

DPPH radical. Vitamin C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in this experiment. Data are given as means of value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compared 

with control. (*,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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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7. Effects of AMME and treatment groups (E.A. Fr. and 

Hexane. Fr.) on tyrosinase activity. Vitamin C and arbu-

tin were used as a positive control in this experiment. 

Data are given as means of value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5; **, p<0.01; ***, p< 

0.001).

A

B

Fig. 8. Hexane fraction of AMME on cytotoxicity. The cells were 

treated with hexane fraction of AMME at 1, 2, 4, 8, 16, 

32 and 64 μg/ml.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after 24 hr. Data are given as means of value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Level of sig-

nificance was identified statistically using Student's t 

test. (*, p<0.05; **, p<0.01).

  In vitro tyrosinase활성 측정

기질인 tyrosine과 효소인 tyrosinase사이에서 시료에 의한 

tyorosinase 활성의 영향을 음성대조군을 이용하여 처리하였

다. Fig. 7A와 같이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tyrosinase 활성 능력

이 증가하였다. Fig. 7B에서 항산화 능력이 뛰어난 ethyl ace-

tate 분획물 보다 hexane 분획물에서 tyrosinase 활성 능력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Ethyl acetate 분획물은 64 μg/ml에서 

44%의 활성이 증가되었고, hexane 분획물은 64 μg/ml 농도에

서 118%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C와 

같이 Fr. 7과 Fr. 8의 32 μg/ml 농도에서 공시험군과 비교하였

을 때, 181%, 131%의 활성이 증가하였다. 

MTT assay  

MTT assay를 통해 농도에 따른 세포독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8A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농도에 비례하여 세포독

성이 증가하였으며, 0.5 μg/ml의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이 69% 

나타났고, 2 μg/ml의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이 45%로 세포독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B 와 보는 바와 같이 농도에 

비례하여 세포독성이 증가하였으며 2 μg/ml의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이 58%로 세포독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DOPA 산화에 의한 In vitro멜라닌 합성 측정

Tyrosine과 tyrosinase의 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L-DOPA에

서 시료의 L-DOPA 산화능에 의해 멜라닌이 합성되는 과정을 

알아보는 실험인 L-DOPA oxidation은 기질은 L-DOPA와 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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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9. Effect of hexane fraction of AMME on melanin synthesis 

by DOPA-oxidation using tyrosinase. Vitamin C was at 

1,000 μg/ml used as a positive control. Data are given as 

means of values ± S.D.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

ments. (**, p<0.01; ***, p<0.001)

Fig. 10. Effect of Fr. 8 in silica chromatography with hexane 

fraction on melanin synthesis in B16F1 Cells. Vitamin 

C at 100 μg/ml was used as a in this experiment. Data 

are given as means of values ± SD positive control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Level of sig-

nificance was identified (*, p<0.05; **, p<0.01 ***, 

p<0.001) using Student’s t test.

rosine으로, 효소는 tyrosinase를 이용하여 melanin synthesis

를 통해 멜라닌 합성 효능을 비교할 수 있다. Fig. 9A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성대조군으로 vitamin C (100 μg/ml)를 사용하여 

tyrosinase 활성을 억제한 반면, Fr. 7은 2 μg/ml 이상의 농도

에서 공시험군에 비해 멜라닌 합성 효능이 증가하였고 그 중 

64 μg/ml 농도에서 260%로 증가 하였다. Fig. 9B 공시험군에 

비해 2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공시험군에 비해 멜라닌 합성 

효능이 증가하였고 64 μg/ml 농도에서 184%로 증가하였다.

B16F1에서 Melanin 생성 측정  

DOPA 자극을 통한 melanin 생성 조절효과를 조사하기 위

해 B16F1 세포를 사용하여 melanin 함량을 측정하였다. Fig. 

10에서 음성대조군 vitamin C는 멜라닌 합성을 억제하였고, 

Fr. 8의 4 μg/ml에서 공시험군과 비교하였을 때 34% 멜라닌 

합성이 증가하였다.

고   찰

현대인들은 지속 가능성, 무독성 및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느낌 등 다양한 이점 때문에 천연물로 만든 기능성 소재를 

선호하고 있다. 그의 한 예로 천연물을 이용하여 만든 탈모방

지 및 흑모 기능성 샴푸가 있다. 탈모와 흑모는 멜라닌 세포와 

관련이 있다. 멜라닌은 표피 기저층에 존재하며 자외선으로부

터 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 체온유지에 도움을 준다. 노화가 

진행 되면서 자유 라디칼 생성이 증가하고 내인성 방어 메커

니즘은 감소하여 세포 구조의 점진적인 손상을 초래한다. 이

에 따라 머리카락에서 멜라닌 세포가 감소하게 된다[5]. 최근

에 백발 억제를 위한 천연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물인 그라비올라 잎을 통해 멜라

닌 합성 효능 및 유효성분 분석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AMME에 대한 유기 용매 별 분획물의 항산화 실험 결과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가 양성

대조군인 vitamin C와 비슷한 효능을 보였고 reducing power 

assay는 positive control인 vitamin C보다 항산화 효능이 크게 

나타났다. Fr. 7에서 DPPH radical assay, reducing power 결

과 항산화 효능을 보였으며, 또한 Fr. 7에 포함되어 있는 폴리

페놀이 DPPH radical, reducing power에 대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는 V. Cijo George 

등[7]이 보고한 그라비올라 잎 메탄올 추출물의 DPPH (DPPH 

radical scavenging assay)와 FRAP (ferric reducing anti-

oxidant power)의 결과와 유사하였다. 항산화 효능을 보인 시

료의 멜라닌 합성 실험으로 먼저 AMME 분획물에 대하여 ty-

rosinase 활성 측정실험을 수행하였다. Tyrosinase 활성 측정

실험 결과, AMME 분획물은 농도에 비례하여 멜라닌 합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분획물 중에서 hexane 분획물이 

공시험군과 비교하였을 때 tyrosinase 활성이 가장 뛰어났다. 

Tyrosinase 활성이 가장 뛰어난 hexane 분획물을 칼럼 크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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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그래피를 통해 12가지 분획물로 나누어 그 중 항산화 효능

이 좋은 Fr. 7과 Fr. 8에 대하여 in vitro 멜라닌 합성 측정, MTT 

assay, in vivo 멜라닌 합성 측정 실험을 수행하였다. MTT as-

say 결과, Fr. 7과 Fr. 8 모두 고농도에서 세포독성이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그라비올라 잎은 세포 독성

에 영향을 미치는 annonaceous acetogenin을 함유한다는 것

이 알려져 있다[10]. 멜라닌 합성 측정 결과 또한, Fr. 7과 Fr. 

8 모두에서 멜라닌 합성이 촉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멜

라닌 실험에서 가장 효능이 뚜렷했던 hexane분획물의 칼럼크

로마토그래피를 통한 Fr. 7과 Fr. 8에 대하여 IR과 LC-MS를 

이용한 성분 분석을 수행하였다. IR 성분 분석 결과 Fr. 7과 

Fr. 8에 Bis(2-hydroxyethly)dimerate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으며, LC-MS 결과, Fr. 7과 Fr. 8에서 분자량이 617과 

619인 물질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이 분석만으로는 

흑모현상을 보이는 정확한 물질에 대한 확인하지 못하여 현재 

결정구조확인을 위한 연구를 계속 하고있다. 따라서 그라비올

라 잎을 이용하여 천연 항산화제 또는 모발제품의 원료로 사

용 될 수 있다. 향후에는 기술적인 측면을 더 보완하여 그라비

올라 잎 속의 생리활성 물질 및 멜라닌 합성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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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멜라닌 생성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그라비올라 잎 추출물의 향

이규원1†․장지원1†․박수민1․강기훈1․윤혜수1․하 진1․ 소정1․고혜주2․김문무3․오 희3*

(1동의대학교 화학과, 2동의대학교 화학생물학과, 3동의대학교 응용화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그라비올라 잎의 항산화 효능과 멜라닌 생성 촉진효과를 조사하는 것이다. 먼저 AMME와 

유기용매 별 분획물의 항산화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DPPH radical 소거능과, reducing power를 수행하였다. 

AMME와 유기용매별 분획물은 농도에 비례하여 항산화 효능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ethyl acetate 분획물에서 

가장 높은 항산화 효능을 보였다. 항산화 효능을 보인 분획물들의 멜라닌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tyrosinase activity를 수행한 결과 AMME, ethyl acetate, hexane 분획물에서 농도에 비례하여 멜라닌 생성 촉진 

효능이 나타났다. 그 중에서 AMME 유기 용매 별 분획물에서 멜라닌 합성 효능이 가장 좋은 hexane 분획물을 

칼럼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 12가지 분획물로 나누어 항산화 실험과 멜라닌 합성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중 Fig. 

8에서 DPPH radical 소거능과 환원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n vitro melanin 합성 실험 결과, Fr. 7은 

64 μg/ml 농도에서 260%의 멜라닌 합성 효능을 보였고, Fr. 8은 64 μg/ml 농도에서 184%의 멜라닌 합성 효능이 

관찰되었다. 최종적으로 B16F1 세포에서 Fr. 8의 4 μg/ml 농도에서 34%의 멜라닌 합성 효능을 보였다. LC-MS 

결과 Fr. 7이 617의 분자량을 나타냈고, Fr. 8이 분자량 619의 분자량을 나타냈다. FT-IR 결과 Fig. 7과 Fig. 8 모두 

Bis(2-hydroxyethly)dimerate와 비슷한 유효성분을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로 그라비올라 잎은 천연 항산화제 또는 

멜라닌 생성 촉진효과와 관련 있는 모발 제품 개발에 응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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