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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피부의 색소침착은 표피의 기 층 사이 는 기 층 아래에 

존재하는 멜라닌세포에 의해서 생성되는 멜라닌침착이 주된 원

인이며 이와 련된 피부 질환들도 멜라닌의 합성과 분비이상에 

의한 유  요인, 체내 내분비계와 사 작용의 교란, 염증 반응

과 종양의 생성에 의해 발생한다1). 피부색과 련된 멜라닌색소

에 한 연구는 미백 련 질환  화장품 개발에 리 연구되어 

지고 있으며 멜라닌형성의 억제 는 지연이 이 목 을 달성하

기 한 주요한 수단이 된다.

    피부색을 결정하는 요소로서 멜라닌은 멜라닌세포에서 

L-phenylalanin 는 L-tyrosine이 반복되는 산화․환원 반응에 

의하여 몇 차례의 간 산물을 거치면서 합성된다. 멜라닌은 강

한 햇빛 주로 자외선에 하여 세포의 손상을 막아  뿐 아니라 

멜라닌형성 (melanogenesis)과정에서 간 산물들은 반응성이 

매우 높아 피부 손상 등으로 인한 외부 항원과 독성 물질과 반응

하여 화시키거나 제거한다1,2). 

    피부 표피의 멜라닌합성증가와 기 층에 존재하는 멜라닌세

포의 수 인 증가는 기미, 주근깨와 같은 이상을 일으키거나 피

부 자체의 색깔을 검게 만들어 피부 미용에 좋지 않은 결과를 

래한다3). 한 피부에 한 태양 의 직 인 자외선 조사는 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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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investigate whether aqueous extract from Aconitum koreanum (AEAK) effects in the process of melanin 

synthesis, the expression of tyrosinase-related proteins (TRPs) by immunohistochemical methods were performed in 

ultraviolet B (UVB) irradiated skin of  guinea pig. The irradiation of UVB (60 mJ/day) was performed for 3 days and 

treated with AEAK for 15 days. About the color evaluation, the visual scores of UV B irradiated guinea pig with AEAK 

treatment were slightly lower than those in the UV B alone irradiated ones. At day 15 after UVB exposure, 

immunohistochemical analysis for TRPs expression were performed. The intensive expression of tyrosinase was mainly 

observed over epidermis with skin appendage and in the cells of dermis. Slight increase of these reaction was induced 

in response to UVB in the spinous and granular layer of epidermis, but similar expression in the AEAK treated guinea 

pig as normal one. The TRP-1 and TRP-2 expression were not detected in the skin of normal guinea pig. But intensive 

expression for TRP-1 and TRP-2, especially TRP-2, induced by UV B irradiation in the cells of  dermis. These 

expressions were decreased in the AEAK treated guniea pig. Collective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AEAK has a 

potential to inhibit synthesis through regulation of TRPs expression in the skin of guinea pig, but better understanding 

the function of AEAK, more research should be done in the effects of AEAK on the function of TRPs in melanog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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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닌세포의 멜라닌형성의 활성화를 유발한다
2,4)

.

    멜라닌세포에 의한 멜라닌합성에 있어 가장 심 인 요소

는 tyrosinase-related protein  (TRPs)라 통칭되는 tyrosinase, 

tyrosinase-related protein (TRP)-1  TRP-2 등의 효소활성을 지

닌 단백질의 발 과 활성화이다5-7)
. 최근 미백제로서 천연물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어 한방에서 서시옥용산 등 피부 련 한

약재로 리 쓰이고 있는 백부자의 미백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자외선 B조사에 의한 기니피그 피부내 TRPs발 에 미치는 백부

자 추출물에 한 향을 면역조직화학 으로 찰하 다. 

재료  방법

1. 시료의 제조

    본 연구에 사용한 백부자 (Aconitum koreanum)는 동의 학

교 한의과 학 부속병원에서 공  받았으며, 100 g의 약재를 증

류수 2,000 ㎖에 넣어 90℃에서 2시간동안 열수 추출하여 3,000 

rpm에서 30 분간 원심분리하여 침 물을 제거한 다음, 0.45 ㎛의 

pore size를 가진 filter로 부유성분을 제거한 다음 수용 성분을 

동결건조 (수득률 25%)하여 통상의 방법에 따라 1%  5% 함유 

크림제제로 만들었다. 

2. 실험동물

    체  250-300 g 정도의 주령 7 주되는 수컷 갈색 기니피그를 

샘타코 (주)로부터 구입하여 2 주간 실험실에서 순화시킨 후 사

용하 다. 실험동물을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정상군,  크림제

제만 처리한 조군, 크림제제에 백부자추출물을 첨가한 백부자

처리군으로 나 어 각 군에 3 마리씩 배정하 다.

3. 자외선의 조사 

    기니피그의 배부 피부털을 제거한 다음 자외선 B를 60 

mJ/day 양으로 3 일간 조사한 후 각 군에 해당하는 시료를 매일 

15 일간 도포하 다. 자외선 B조사와 동시에 3 일 간격으로 피부

색을 육안 찰 하 다. 육안 찰은 찰자 2명이 독립 으로 시행

하 으며 정상군의 기니피그  하나를 표 으로 기니피그의 피

부착색 정도에 따라 1-3의 숫자로 표시하여 그 평균을 구하 다.  

4. TRPs에 한 면역조직화학

    자외선 B 조사 15일 후 10% chloral hydrate (350 ㎎/㎏ i.p.)

로 마취하에 배부의 피부를 취하여 4% paraformaldehyde에 

4℃ 12시간 고정하여 10 ㎛의 동결 편을 얻었다. Tyrosinase에 

한 면역반응을 해 3% methanolic hydrogen peroxide에 30

분간 실온에서 처리하 다. PBS로 세척한 후 goat normal serum 

(Vector Lab.)으로 실온에서 30분간 처리하 으며 tyrosinase항체 

(Santa Cruz, CA, USA)를 100:1 로 희석하여 4℃ 습실에 16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Biotinylated anti-rabbit IgG (Vector Lab.)를 

실온에서 30분 동안 반응 시켰으며 PBS로 세척 후 ABC kit 

(Vector Lab.)에 실온에서 60분간 반응시켰다. DAB substrate kit 

(Vector Lab.)로 실온에서 5분간 발색시켰다. TRP-1과 TRP-2는 1 

㎍/㎖의 농도로 1% normal serum in PBS에 희석시킨 anti-TRP-1 

 TRP-2 항체 (Santa Cruz, CA, USA)를 처리하고 overnight동

안 4℃에서 반응 시켰다. PBS로 수차례 수세한 후 5 ㎍/㎖의 농

도로 1% normal serum in PBS에 희석시킨 FITC-conjugated 

goat anti-rabbit IgG항체를 1시간 동안 암상태의 실온에서 처리

하 다. PBS로 수세 후 1 ㎍/㎖의 농도로 DAPI (in DDW) 용액

을 3분 동안 처리하여 핵을 염색한 다음 PBS와 DDW에 수세 후 

crystal mount로 mounting하여 형 미경으로 찰하 다.

결과  토의 

1. 피부착색에 한 육안 찰

    기니피그의 피부 색깔에 한 육안 찰에 한 결과는 표 1

과 같다. 정상군의 피부를 기 으로 검은색을 띄는 정도를 1-3 

등 으로 표시하여 그 평균을 표시하 다. 조군은 자외선 B조

사 후 피부가 검게 변하여 갔으며 기의 백부자처리군과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자외선 조사 9 일째부터 백부

자처리군에서 피부착색이 은 개체가 찰되었으며 15 일째까

지 지속되었다. 백부자의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차이는 하지 

않았으나 백부자 추출물에 의한 미백효과를 알 수 있었다. 

Table 1. The effects of aqueous extract from Aconitum koreanum 

(AEAK) on the skin colors of guinea pig after ultraviolet B irradiation 

Group＼Days 3 6 9 12 15

Normal 0 0 0 0 0

Vehicle 1.33 1.33 1.67 1.33 1.67

AEAK (1%) 1.33 1.33 1.00 1.00 1.00

AEAK (5%) 1.00 1.33 1.00 0.67 1.00

Number indicated relative intensity of colors of guinea pig skin

    자외선 B조사에 의한 멜라닌합성증가에 한 기 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자외선 B는 멜라닌세포의 멜라닌세포자극호르몬 수

용체를 증가시켜 멜라닌형성을 진한다8). 자외선 조사에 의한 

멜라닌합성에 한 동물모델로 기니피그가 사용되고 있는데 자

외선 B노출에 의해 기니피그의 피부착색이 이루어지며 피부내 

멜라닌세포 수가 증가한다9).

    본 실험에서는 백부자 추출을 첨가한 크림제제를 제작하여 

이를 도포하면서 3일간 자외선 B를 조사한 후 미백효과를 알기 

해 일차 으로 피부착색 정도를 육안으로 찰하 다. 육안 찰

에서 백부자추출물처리에 의해 피부착색이 하되는 것으로 나타

나 다음으로 백부자추출물이 멜라닌형성에 주요한 기능을 하는 

TRPs 효소활성에 한 향을 면역조직화학 으로 살펴보았다.

2. TRPs에 한 면역조직화학  찰

    피부 조직에 한 tyrosinase면역반응을 보면 한선과 모낭 

등 표피부속기를 포함한 표피에서 강한 반응이 찰되며 특히 

표피의 기 층과 각층에 비해 극층과 과립층에서 한 반응을 

보 다. 진피내 일부 세포에서도 강한 면역반응을 보여 주었다. 

자외선 B를 조사한 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하지는 않으나 

표피의 극층에서 반응이 증가하 으며 백부자처리에 의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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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감소하 다(Fig. 1).

Fig. 1. Tyrosinase expression on the back skin of normal (A), 

ultraviolet B irradiated control (B) and 5% aqueous extract from 

Aconitum koreanum treated guinea pig after ultraviolet B irradiation 

(C). Note intensive immunoreation of tyrosinase in the spinous and granular layer in the 
control guinea pig compared with normal one. X 200. 

    TRP-1과 TRP-2에 한 면역반응은 tyrosinase와 달리 정상

군의 표피와 진피 등에서 두드러진 반응이 찰되지 않았다. 자

외선 B를 조사한 조군도 표피에서 면역반응이 찰되지 않았

으나 진피내 세포에서 강한 반응이 찰되었으며 면역반응 정도

와 세포 수로 보아 TRP-1에 비해 TRP-2면역반응이 더 하

다. 백부자처리군에서 TRP-1과 TRP-2면역반응이 일부 세포에서 

찰되나 조군에 비해 세포수가 감소와 더불어 반응정도도 약

하 다(Fig. 2, 3). 

Fig. 2. TRP-1 expression on the back skin of normal (A), ultraviolet 

B irradiated control (B) and 5% aqueous extract from Aconitum 

koreanum treated guinea pig after ultraviolet B irradiation (C). Figures 
marked with a small letter showed each DAPI staining for nucleus. Note a marked 

expression  (arrows) of TRP-1 in the ultraviolet B irradiated control group compared with 

normal. X 200. 

Fig. 3. TRP-2 expression on the back skin of normal (A), ultraviolet 

B irradiated control (B) and 5% aqueous extract from Aconitum 

koreanum treated guinea pig after ultraviolet B irradiation (C). Figures 
marked with a small letter showed each DAPI staining for nucleus. Note a marked 

expression  (arrows) of TRP-2 in the ultraviolet B irradiated control group compared with 

normal. X 200. 

    멜라닌합성은 멜라닌세포내 melanosome에서 이 지는 연

쇄 이며 특이 인 효소반응에 의해 일어난다7,10)
. 멜라닌세포에 

의한 멜라닌합성에 있어 가장 심 인 요소는 TRPs 라는 효소

활성을 지닌 단백질의 발 과 활성화이다7)
. 이 TRPs  

tyrosinase의 발 과 활성화를 조 할 수 있는 약물의 개발은 멜

라닌형성 조 을 통한 피부 미백  멜라닌에 의한 피부 이상에 

합한 치료약 개발에 좋은 자료를 제공한다. 

    Tyrosinase는 멜라닌색소합성 뿐 아니라 분비에도 기능을 

하는 효소로 인종에 따라 상이하다. 포유동물의 tyrosinase는 여섯 

개의 N-glycosilation site를 가진 type I membrane glycoprotein으

로 melanosome내에서만 찰 되며, L-tyrosine을 hydroxylation

을 거쳐 L-DOPA로 환시키며, L-DOPA를 oxidation을 거쳐 

dopaquinone으로 환시키는 과정에 여한다7). 

    본 실험에서 tyrosinase는 표피에서 강한 반응을 보여 주었

으며 자외선 B조사에 의한 활성이 증가하는 것을 찰할 수 있

었으며 백부자추출물에 의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보

아 하지는 않으나 백부자 추출물이 tyrosinase활성을 억제하

는 것으로 보여 진다. 

    멜라닌형성 과정에 작용하는 TRPs 에는 tyrosinase 외 

TRP-1과 TRP-2가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 정확한 기능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TRP-1과 TRP-2는 세포내 멜라닌형성 구획

인 melanosome의 성숙과 안정성에 기여할 뿐 만 아니라 세포 

생존  증식, 그리고 세포 형태  세포-세포간 결합 등 여러 가

지 다른 세포내 기능을 소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11,12). 

    본 실험의 TRP-1과 TRP-2의 반응이 정상군에서 미약하나 

자외선 B조사에 의해 반응이 히 증가하는 세포가 진피내에

서 찰되었다. 이러한 반응은 백부자추출물 처리에 의해 감소하

는 것으로 보아 이들 효소 발 에 백부자추출물이 여함을 알 

수 있다. 

    백부자 (白附子)는 미나리아재비과의 노랑돌쩌귀의 모근인 

한약재로 한방에서 피부 련 질환에 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식물 유래성분의 미백효과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한 좋은 후보 물질로 사료된다. 한 멜라닌형성 기 에 있어 

tyrosinase와 연 된 TRP-1과 TRP-2에 한 기능은 명확한 이 

없으나 동일한 멜라닌형성 억제 기능에 있어 차별 인 역할이 

상된다. 백부자가 tyrosinase발 의 미약한 조 에 비해 TRP-2

발 의 한 조 은 세포내 멜라닌형성 구획인 melanosome의 

성숙과 안정성에 여하는 TRP-2의 기능과 연 하여 해석하여

야 하며 이에 한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결    론
 

    백부자의 미백효과를 찰하기 하여 기니피그의 등쪽 털

을 제거한 후 자외선 B를 60 mJ/day로 3일간 조사하여 1%  

5% 백부자추출물을 함유한 크림화제제를 매일 도포하면서 피부

착색 정도를 15일간 육안으로 찰하 다. 조군과 백부자처리

군사이의 피부착색을 비교해 보면 기 차이를 주지 않았으나 

후기에는 백부자처리군이 낮은 피부착색을 보 다. 자외선 B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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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후 15 일째 배부피부를 취하여 TRPs 발 에 해 면역조직

화학 으로 살펴 본 결과 정상군의 tyrosinase면역반응은  표

피와 일부 진피내 세포에서 찰되었다. 자외선 B조사에 의한 

tytrosinase면역반응은 표피의 극층과 과립층에서 다소 증가하나 

백부자추출물처리에 의해 해되었다. TRP-1과 TRP-2반응은 정

상군에서 찰되지 않으나 자외선 B조사에 의해 진피내 세포에

서 면역반응 정도와 세포수가 증가하 으며 특히 TRP-2가 

하 다. 백부자의 처리에 자외선 B에 의한 TRP-1과 TRP-2면역반

응과 반응 세포수가 감소하 다. 이로 보아 백부자 추출물에는 

TRPs의 활성을 해함으로서 미백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을 함유

하며 미백제제개발에 한 기 자료로 유의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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